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반려견 동반 식사" 규정: 식당에서 알아야 할 사항
이제 특정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식당의 실외 식사 공간에 반려견을 둘 수 있습니다. "실외 식사 공간"은 식당의 운영
및 통제 하에 고객이 식사를 할 수 있는 실외 공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울타리가 없는 길가의 카페, 뒤뜰, 안뜰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새 규정에 대하여 귀하가 알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당은 실외 식사 공간에 반려견을 두도록 허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도우미견에 대한 규정을 변경하지는 않습니다. 실외 식사 공간에서 반려견을 둘 수 있도록 허용하는
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객에게 개방된 모든 식당 공간에 소유자가 동반한 도우미견(시각 및 청각 도우미견 등)을 둘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도우미견 수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nyc.gov/health/foodservice를 방문한 다음 "Health
Code / Regulations"(보건 법/규정)을 선택하십시오.
식당의 실외 식사 공간에 반려견을 두도록 허용하는 경우 아래의 단계에 따라야 합니다.
반려견이 외부에서 곧장 실외 식사 공간에 진입해야 합니다.
식당의 내부나, 식품을 저장하거나 준비하는 어떠한 곳도 통과하여 실외 식사 공간에 진입할 수 없습니다.
장벽을 배치하거나 개가 보도의 행인/개와 접촉하는 것을 제한하는 기타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실외 식사 공간이 보도 옆에 있는 경우 장벽을 설치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반려견이 식당 안의 다른 개나 보도의 행인
과 접촉하는 것을 제한해야 합니다. 장벽이나 개의 접근을 제한하는 기타 방법을 사용하고 보도의 시야를 차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카페 경계에 칸막이로 된 카페 장벽을 설치하거나 실외 식사 공간의 외부 경계에 큰 화분을 나란히
놓을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 모든 음식을 준비하고 조리기구를 보관해야 합니다.
실외 식사 공간에 반려견을 허용하는 경우 이러한 공간에서 식품과 음료를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조리기구를 내부에
보관하십시오. 그러나 음료는 실외 식사 공간에서 물주전자나 기타 용기를 통해 리필할 수 있습니다.
실외 식사 공간의 입구에 표지판을 게시해야 합니다.
표지판에는 다음 문구가 영어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	"Companion dogs are only allowed in certain outdoor dining area(s) of this establishment." (반려견은 이 시설의
특정 실외 식사 공간에만 허용됩니다.)
•	"Only service dogs are allowed in other parts of this establishment." (이 시설 내의 기타 장소에는 도우미견만 허
용됩니다.)
•	"Your companion dog must be licensed and currently vaccinated against rabies to remain in the outdoor dining
area with you." (반려견과 실외 식사 공간에 함께 있으려면 허가된 반려견이어야 하며 현재 광견병 백신 접종을 받
은 상태여야 합니다.)
• "You are responsible for controlling your dog at all times." (개를 통제할 책임은 언제나 주인에게 있습니다.)
식당은 자체 표지판을 만들고 게시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실외 식사 공간에서 반려견을 허용하지 않는 식당은 표
지판을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외 식사 공간에서 반려견 소유자가 자신의 개를 통제하도록 해야 합니다.
개를 소유자의 팔 길이 내에 두어야 하며, 캐리어 안에 두거나 소유자가 목끈을 쥐고 있거나 테이블 또는 의자 다리에
묶어 두어야 합니다.
통로가 아닌 바닥에 개를 두도록 합니다.
의자, 벤치, 좌석 또는 기타 가구에 개를 둘 수 없습니다. 개를 세워 두거나 통로에 앉히면 안 됩니다.
반려견에게 음식이나 물을 주는 경우 소유자에게 일회용 용기를 제공해야 합니다.
고객에게 제공하는 접시나 그릇으로 개를 먹일 수 없습니다. 개는 일회용 용기에 음식을 먹고 물을 마셔야 합니다.
직원이 개를 만지거나 함께 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식당 직원은 개를 만질 수 없지만, 만지게 된 경우 비누와 물로 손을 씻어내야 합니다.
위협적이거나 공격적인 개는 식당에서 퇴거하도록 고객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개를 퇴거하는 것을 고객이 거부할 경우 식당은 해당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해야 합니다.
개가 사람을 물거나 상해를 가한 경우 즉시 911에 신고하십시오.
개에게 물리는 사고가 있는 경우 24시간 이내에 보건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311번으로 전화하거나
nyc.gov/health/reportanimalbite를 방문하여 개 물림 사고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에게 물리는 사고를 신고할 때 식당은 다음 사항을 보고해야 합니다.
• 개 소유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 개의 허가 번호
• 물린 피해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개가 나가면 직원은 실외 식사 공간을 청소해야 합니다.
음식을 준비하거나 나르지 않는 식당 직원이 개의 소변, 대변, 구토 및 기타 액체 또는 고형물을 청소해야 하며 해당
영역을 즉시 소독해야 합니다.
다른 유형의 동물은 실외 식사 공간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개 이외의 동물은 실외 식사 공간에 둘 수 없으며 도우미견만 식당의 실내 공간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를 따르지 않는 식당은 최대 $350의 벌금을 수반하는 위반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유형에 따라 위반 사실이 식당 검사 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실외 식사 공간에 반려견을 허용한 식당은 추가적인 규칙을 둘 수 있습니다.
추가 규칙에는 한 번에 허용되는 최대 반려견 수, 허용되는 개의 크기 및 품종, 개와 고객이 함께 앉을 수 있는 실외 식
사 공간 내 구역이 포함됩니다.

새로운 "반려견 동반 식사" 규정을 확인하려면 nyc.gov/health/foodservice를
참조해 주십시오.

Kore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