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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NYC의 상업용 조리 배기 시스템 사업주에게 FDNY(뉴욕 소방서)의 규칙과 

규정을 교육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정보는 아래에 문답 형식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문서를 읽은 후 관련 정보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경우 아래의 FDNY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https://www1.nyc.gov/site/fdny/business/all-

certifications/certificates-commercial-cooking-exhaust.page  

 

• 누가 조리 배기 시스템을 청소할 수 있습니까? 

FDNY 승인 회사의 직원이 배기 시스템 배관 및 후드 위의 기타 시스템 부품 청소를 

수행해야 합니다. 현장의 모든 직원은 NYC 소방서에서 발급한 W-64/P-64 자격 

증명서(COF)를 소지해야 합니다.  상업용 조리 배기 시스템 청소 회사의 모든 

직원은 시설을 청소하기 전에 유효한 자격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NYC 소방 

법규 901.6.3.3항 참조). 

https://www1.nyc.gov/assets/fdny/pdfviewer/viewer.html?file=Chapter-

09.pdf&section=firecode_2014) 

 

• 얼마나 자주 조리 배기 시스템을 검사하고 청소해야 합니까? 

NYC 소방 법규(Fire Code)에 따르면 후드, 그리스 필터, 그리스 추출기, 배관, 배기 

팬, 오염 방지 장치 및 기타 부속품 등의 조리 배기 시스템은 최소한 3개월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더 자주 검사하고 청소해야 합니다.  표면은 금속이 

드러나도록 깨끗하게 청소해야 합니다. 3층 높이 이상인 내부와 외부 수직 배관의 

수직 부분은 최소한 6개월마다 청소해야 합니다. (NYC 소방 법규 609.4.1항 참조). 

https://www1.nyc.gov/assets/fdny/pdfviewer/viewer.html?file=Chapter-

06.pdf&section=firecode_2014 

 

•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조리 기구의 경우에는 조리 배기 시스템을 얼마자 자주 

검사하고 청소해야 합니까? 

고체 연료 (나무와 숯)를 사용하는 상업용 조리 기기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에 

숙련되고 정통한 사람이 한 달에 한 번 검사해야 하며, W-64/P-64 자격 

증명서(COF) 보유자가 최소한 3개월마다 청소해야 합니다. (NYC 소방 법규 

609.4.1항 참조). 

https://www1.nyc.gov/assets/fdny/pdfviewer/viewer.html?file=Chapter-

06.pdf&section=firecode_2014 

 

• 다음 청소 예정일 전에 배기 시스템에 기름이 많이 묻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업주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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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청소를 더 자주 해야 함을 나타내며, 시설에서 조리하는 양과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화재 위험과 재산 피해, 매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적절하게 

청소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이는 귀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FDNY 

검사관이 사업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업주는 모든 청소 관련 기록을 적어두고 

보관합니다. 

 

• 청소 회사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특수 장비를 보유해야 합니까? 

청소 회사는 사다리, 조명 장비, 긁어내기와 세척을 위한 장비, 청소 재료, 회사 

이름과 FDNY 회사 번호가 표시된 차량 등 작업과 청소에 필요한 모든 도구, 재료 및 

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3 RCNY §115-01 참조) 

http://rules.cityofnewyork.us/sites/default/files/adopted_rules_pdf/115-

02_commercial_cooking-pfe_proof_of_compliance_4-12-

18_promulgation_final.pdf 

 

청소 회사의 의무와 요건 

청소 회사는 청소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청소 서비스를 제공한 모든 시설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FDNY 승인의 일환으로 모든 청소 회사는 조리 배기 

시스템을 청소하는 동안 발견한 결함에 대해 고객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또한 FDNY에게도 그 결함을 통보해야 합니다.    

 

그러한 결함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청소 회사는 영업 정지와 면허 취소 등의 징계에 

처할 수 있습니다. 청소 회사는 어떤 이유로든 올바로 청소하지 못한 조리 배기 

시스템에는 비서비스 스티커를 붙여야 합니다.   

 

서비스 회사는 서비스 회사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FDNY 인증 번호, 청소를 

진행한 사람의 자격 증명, 청소 날짜가 적힌 스티커를 하나 이상의 후드에 붙여야 

합니다. 상업용 주방 배기 시스템의 청소를 입증하는 FDNY 승인 스티커를 붙이지 

않을 경우 서비스 회사가 책임을 지게 되며, 불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스티커를 제공하는 회사는 해당 규정에 맞춰 철저하게 서비스하고 

청소한 조리 배기 시스템에만 이러한 스티커를 붙일 수 있습니다. 서비스 회사는 

이러한 스티커가 오용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FD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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