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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보호부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ROTECTION)  
  

환경 규정 준수국 
59-17 Junction Boulevard, 9th Floor, Flushing, New York 11373 

기록 관리 (718) 595– 3855 

 

일반 등록 – 처리 출처, 이동식 푸드 트럭, 숯 보일러 및 고체 연료 연소 장비     모든 정보는 영어로 기입해야 

합니다 

• DEP 온라인 CATS에 로그인:  www.nyc.gov/dep/cats 
• 로그인 후 좌측 하단 “산업 등록” (Industrial Registrations) 버튼을 선택합니다 
• 그러면 “나의 요청” (My Requests) 메뉴 탭으로 이동합니다 

 
신규 장비 등록: 

•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하고 “요청 유형 선택” (Select Request Type)을 “등록 – 일반 처리” (Registration – 
General Process)로 선택합니다. 

• “생성” (Create) 버튼을 클릭합니다.  
• 각 입력란의 정보를 입력하십시오. 요청 양식의 필수 입력란은 별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 소유주의 
이메일 주소). 

• 장비 정보에서 드롭다운 메뉴의 처리 유형(4A)을 선택(숯불 보일러, 이동식 음식 판매 장치, 고체 연료 연소 
장비(요리용 레인지)는 페이지 하단에 추가 정보 탭이 있음)합니다. 

• 작성을 완료하면, “인증 체크박스” (Certification Checkbox) 와 “저장” 또는 “저장 및 제출” (Save or Save & 
Submit) 버튼을 모두 클릭합니다. 
 

등록 갱신:  (만료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출) 
•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하고 “요청 유형 선택” (Select Request Type)을 “등록 – 갱신” (Registration – 

Renewals)으로 선택합니다. 
• “생성” (Create) 버튼을 클릭합니다. 
• 갱신의 경우 - 신청 ID/설치 ID(예: 끝자리 알파벳 없이 PB000112) 입력 
• “계속” (Continue) 버튼을 클릭합니다. 
• 각 입력란의 정보를 입력하십시오. 요청 양식의 필수 입력란은 별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 소유주의 
이메일 주소). 

• 모든 정보를 검토합니다. 
• “수수료 정보” (Fee Information)에서:  “정부 소유 재산입니까?” (Is it a government owned property?) 및 

“수수료 면제” (Fee Waiver Status) 상태 모두에 대해 “예” (Yes) 또는 “아니요” (No)를 선택합니다. 
• “예” (Yes)를 선택한 경우 정부 기관과 증빙자료를 제출하십시오. “나의 요청” (My Requests) 탭에서 
문서를 업로드합니다. 

• 작성을 완료하면, “인증 체크박스” (Certification Checkbox) 와 “저장” 또는 “저장 및 제출” (Save or Save & 
Submit) 버튼을 모두 클릭합니다.  
 

문서를 첨부하려면(PDF만 해당), “나의 요청” (My Requests) 메뉴로 이동합니다:    

• 신청 번호/요청 ID를 찾습니다. PDF 아이콘을 클릭해 파일을 첨부합니다.  
• “첨부 추가” (Add Attachment) (공백 포함 40자 미만의 파일명으로 된 PDF 파일만 업로드 가능)를 클릭합니다. 
• 문서가 첨부되면 좌측 상단 모서리의 “나의 요청” (My Requests) 탭을 클릭합니다. 

 
신청서 제출 및 결제(Submit Application and Payment) 처리를 하려면, “나의 요청” (My Requests) 메뉴로 이동합니다: 

• “제출” (Submit) 아이콘을 클릭합니다(녹색 전방 화살표가 있는 목록 맨 뒤 아이콘).  
결제 처리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결제 단계는CATS 결제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출이 완료되면 신청인 및 소유주는 자동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718-595-3855번으로 전화하시거나 Catsfeedback@dep.nyc.gov에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http://www.nyc.gov/dep/cats
http://www.nyc.gov/html/dep/pdf/air/cats-payment.pdf
http://www.nyc.gov/html/dep/pdf/air/cats-payment.pdf
Catsfeedback@dep.nyc.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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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등록 - 신청 가능 여부 

• 처리 출처에 대한 일반 등록 - 유량이 100분당 세제곱피트(scfm) 이상이며 2000 scfm 

미만인 표준 환경 등급 C인 처리 장비,  

• 보조 엔진이 있는 이동식 푸드 트럭 - 보조 엔진이 있는 모든 이동식 푸드 트럭은 등록 

양식을 제출하고 $110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티어 4로 분류된 보조 엔진은 최대 

12년간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상업용 숯불 보일러 - 모든 상업용 숯불 보일러는 등록 양식을 제출하고 $110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같은 시설에서 매주 875파운드 이상의 육류를 조리하는 숯불 보일러는 

규칙의 요건을 충족하는 배기가스 차단 장치가 장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1. 사업체에서는 매달 구매 및 처리하는 육류의 양을 기록하고 배기가스 차단을 유지하며 

차단 장비 오작동을 기록해야 합니다.  기록은 요청 시 DEP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체인 구동식 숯불 보일러 배기가스 차단: DEP에서는 15 RCNY 37-06(a)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체인 구동 보일러에 대한 배기가스 차단 장치에 남부 연안 대기질 

관리국(South Coast Air Quality Management District, SCAQMD)에서 인증하며 촉매제가 

통합된 숯불 보일러가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청인이 인증되지 않은 차단 

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인은 15 RCNY 37-06(a)에 규정된 대로 테스트 

데이터를 제출해야 합니다.    

SCAQMD 목록 링크:  www.aqmd.gov/docs/default-source/permitting/product-

certification/charbroilerscatalysts.pdf?sfvrsn=0  

3. 하부 연소 제어: 신청인은 15 RCNY 15 RCNY 37-06 (b)에 규정된 대로 테스트 데이터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규칙에 따라 설치 및/또는 작동하는 배기가스 차단 장치는 뉴욕시 

소방법 FC 609.4.1을 준수해야 합니다. 시스템은 P-64 상업용 주방 배기관 및 집진 장치 

기술자 FDNY 적합성 인증서를 보유한 사람이 청소해야 합니다. 

• 고체 연료 연소 장비(요리용 레인지) - 조리 장치가 식당에서 현장 소비를 위한 주로 석탄, 

목재 또는 기타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DEP에 등록 양식을 제출하고 $110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조리 장치는 § 24.149.5(b)에 따라 상업용 요리 레인지용 DEP 

인증 배기가스 차단 장치와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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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qmd.gov/docs/default-source/permitting/product-certification/charbroilerscatalysts.pdf?sfvrsn=0
http://www.aqmd.gov/docs/default-source/permitting/product-certification/charbroilerscatalysts.pdf?sfvrsn=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