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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NYC 오픈 레스토랑 프로그램(Open Restaurants Program)은 음식점의 야외 좌석 옵션을 확장하여 
개방된 공간을 활성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2020년 7월 셋째 주 기준으로 9천여 개의 뉴욕시 레스토랑이 오픈 레스토랑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소기업 서비스부(Department of Small Business Services),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유흥산업 지원국(Offices of Nightlife) 및 
특별집행국(Offices of Special Enforcement)으로 구성된 다수 기관 태스크 포스는 참여업체의 
프로그램 요건 준수, Covid-19 건강 및 안전 요건 준수 및 검사 준비를 돕기 위해 참여업체 대상 NYC 
오픈 레스토랑 프로그램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각 요건을 검토하고 야외 집기 및 일일 운영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문서의 체크리스트에는 검사관이 종종 지침 불이행으로 판정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자주 지적되는 불이행 항목은 파란색으로 표시되었습니다. 본 체크리스트는 모든 항목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으며, 음식점에 적용되는 모든 연방, 주 및 지역 법률을 전부 포함하지는 않은 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체크리스트는 주로 시 및 주 기관들의 오픈 레스토랑 프로그램 및 Covid-19 관련 조치와 
관련된 새 요건을 다룹니다. 이러한 요건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음식 서비스 대상 행정 명령을 포함한 뉴욕주 법률과 지침
• 뉴욕주 개인보호장비(PPE) 요건
• 뉴욕시 교통부 오픈 레스토랑 지침

• 야외 좌석, 보도
• 야외 좌석, 차도

• 접근성 지침

모든 지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와 주 기관들의 업데이트를 계속 검토하세요.

본 체크리스트를 통해 사업 운영 및 직원과 손님의 안전 유지에 더 신경쓰길 바랍니다. 뉴욕과 접객 
산업이 함께 나아가기 위한 최선책은 본 체크리스트를 준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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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C 교통부(DOT) 오픈 레스토랑 검사에 대한 대응

오픈 레스토랑 요건에 부합하지 못한 업체는 서면 통지서와 다음 단계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오픈 레스토랑 요건에 대해 검사를 받았지만 후속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다음 사항을 포함한 이메일을 restaurantreports@dot.nyc.gov로 보내 주세요.

• “24시간 통지서” 또는 “정지(Cease and Desist)” 명령 사본
• 업체명
• 사업체의 법적 명칭
• 사업체 주소
• 전화번호
• 이메일 주소 
• 정정된 “이전 및 이후” 사진 

• 사진은 총 15MB까지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메일이 너무 커서 DOT에 
전달되지 않습니다

검사에 대한 중요사항

• 서로 다른 주와 시 기관 소속 검사관들이 업체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부(Department of Buildings), 보건 및 정신 위생부(Department of Health 
and Mental Hygiene), 특별집행국, 뉴욕시 보안관(New York City Sheriff) 또는 다른 시 기관의 
검사관이 교통부의 오픈 레스토랑 프로그램 지침 또는 주 보건부의 Covid-19 관련 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업체의 야외 다이닝 시설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모든 건강 및 안전 법률과 
지침은 여전히 적용되며 그러한 규정에 대해서도 준수 여부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 검사관 신분증
하지만 검사관의 소속 기관에 상관없이 해당 업주는 공무원 신분증 제시를 비롯해 소속 기관명과 
검사 목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관은 검사 시 비용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 검사 후
업체가 오픈 레스토랑 요건을 전부 준수하는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계속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시 및 
주 기관들의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세요. NYC 레스토랑 재개 안내 웹페이지에서 지침과 규정 
업데이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nyc.gov/restaurantreop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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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의 행정 명령 202.43에 따라, 모든 사업체는 기존 법률, 규정 및 규칙에 따라 자신의 사업체의 
감독 의무는 물론 관련 행정 명령, 규칙, 조례, 법률, 뉴욕주 보건부 지침 및 주 주류관리국(State Liquor 
Authority)의 지도에 따라 자신의 사업체나 서비스에 대해 규정된 해당 주류 개봉 금지 조례, 사회적 
거리두기 및 얼굴 가리개 요건에 부합되게 음식이나 주류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가된 장소로부터 
100피트(30 m) 이내 구역을 검사, 감시 또는 감독해야 합니다.

• 여기에서 행정 명령 202.43의 전문을 확인하세요 (영어, 벵골어, 중국어, 아이티 프랑스어, 한국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 제공됨)

• www.governor.ny.gov/news/no-20243-continuing-temporary-suspension-and-
modification-laws-relating-disaster-emergency

주지사의 행정 명령 202.52에 따라, 시설 내 주류 서비스에 대한 주 주류관리국의 면허(음식 제공을 
위한 면허 조건으로 요구됨)를 받은 모든 사업체는 주류관리법(Alcoholic Beverage Control Law)에 
따른 면허의 음식 이용 요건에 부합하게, 손님이 음식과 주류를 함께 주문할 경우에만 주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다이닝인 또는 테이크아웃 포함).

• 여기에서 행정 명령 202.52의 전문을 읽어보세요 (영어로 제공됨)
• www.governor.ny.gov/news/no-20252-continuing-temporary-suspension-and-

modification-laws-relating-disaster-emergency

• 뉴욕주 주류관리국의 추가 지침
• sla.ny.gov/guidance-requirement-licensees-premises-service-privileges-serve-food-

alcoholic-beverages

야외 다이닝에 관한 주지사의 행정 명령

http://www.governor.ny.gov/news/no-20243-continuing-temporary-suspension-and-modification-laws-relating-disaster-emergency
http://www.governor.ny.gov/news/no-20243-continuing-temporary-suspension-and-modification-laws-relating-disaster-emergency
https://www.governor.ny.gov/news/no-20252-continuing-temporary-suspension-and-modification-laws-relating-disaster-emergency
https://www.governor.ny.gov/news/no-20252-continuing-temporary-suspension-and-modification-laws-relating-disaster-emergency
http://sla.ny.gov/guidance-requirement-licensees-premises-service-privileges-serve-food-alcoholic-beverages
http://sla.ny.gov/guidance-requirement-licensees-premises-service-privileges-serve-food-alcoholic-bever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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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의 Covid-19 재개 안전 계획(Reopening Safety Plan)을 
작성하고 시설의 눈에 띄는 곳에 게시
NYS 보건부의 야외 및 테이크 아웃/배달 음식 서비스에 대한 임시 지침에 따라, 
레스토랑과 바는 작업장에서의 Covid-19 확산 방지 방법을 설명하는 서면 안전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업체는 요건 충족을 위해 이 템플릿을 작성하거나, 또는 자체 안전 
계획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승인받기 위해 이 계획을 주 기관에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시설의 눈에 띄는 곳에 
게시해야 하며, 뉴욕주 보건부(DOH) 또는 뉴욕시 보건부 또는 안전 당국이 요청할 경우 
제공해야 합니다.

직원 대상 건강 검진 절차를 보여주는 기록 유지(예시는 NYS 안전 계획 
템플릿을 참조) 

사람들이 줄을 서거나 모이는 장소에 6피트 간격 표시 설치

공급업체 픽업과 배달을 위한 전용 구역 마련

준수 항목 지침 발행 기관

뉴욕주 보건부

본 항에서는 NYS 보건부의 야외 및 테이크 아웃/배달 음식 서비스에 대한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Outdoor and Take-out/Delivery Food Service)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설명합니다. 해당 사업체 또는 사업 
기능의 일부에 적용되는 지침에 대해 New York Forward 사이트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본 문서의 마지막에 
열거된 시, 주 및 연방 자원들과 상담하세요. 

서로 다른 주와 시 기관 소속 검사관들이 업체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부(Department of 
Buildings), 보건 및 정신 위생부(Department of Health and Mental Hygiene), 특별집행국, 뉴욕시 보안관
(New York City Sheriff) 또는 다른 시 기관의 검사관이 교통부의 오픈 레스토랑 프로그램 지침 또는 주 
보건부의 Covid-19 관련 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업체의 야외 다이닝 시설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모든 건강 및 안전 법률과 지침은 여전히 적용되며 그러한 규정에 대해서도 준수 여부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안전 지침

뉴욕주 보건부

뉴욕주 보건부

뉴욕주 보건부

청소와 소독을 한 날짜, 시간, 범위를 적은 기록 유지 뉴욕주 보건부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NYS_BusinessReopeningSafetyPlanTemplate.pdf?fbclid=IwAR22Q5iB2pSybVvkyb7ofRsE91jTniDD4FkQhjOiURvWJNvVe91C0f9aTEM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OutdoorTakeoutDeliveryFoodServicesMasterGuidance.pdf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NYS_BusinessReopeningSafetyPlanTemplate.pdf?fbclid=IwAR22Q5iB2pSybVvkyb7ofRsE91jTniDD4FkQhjOiURvWJNvVe91C0f9aTEM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NYS_BusinessReopeningSafetyPlanTemplate.pdf?fbclid=IwAR22Q5iB2pSybVvkyb7ofRsE91jTniDD4FkQhjOiURvWJNvVe91C0f9aTEM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NYS_BusinessReopeningSafetyPlanTemplate.pdf?fbclid=IwAR22Q5iB2pSybVvkyb7ofRsE91jTniDD4FkQhjOiURvWJNvVe91C0f9aTEM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OutdoorTakeoutDeliveryFoodServicesMasterGuidance.pdf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OutdoorTakeoutDeliveryFoodServicesMasterGuidance.pdf
https://forward.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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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안전 지침(계속)

준수 항목 지침 발행 기관

적절한 위생, 사회적 거리두기 규칙, 적절한 PPE 사용 및 청소와 소독 
규정을 지키라는 표지를 시설에 설치

뉴욕주 보건부

음식 준비 구역과 화장실 근처에 손씻기 시설 제공
직원의 청결을 위해 온수와 흐르는 냉수는 적절한 수압을 유지해야 합니다. 
비누와 손 건조 장치도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체는 접촉이 많은 구역(예: 외부 화장실)과 입구, 출구, 계산대 등의 
편리한 위치에 손 소독제를 구비해야 합니다. 접촉이 필요없는 손 소독제 
분무기도 가능한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뉴욕주 보건부

서로 다른 주와 시 기관 소속 검사관들이 업체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부(Department of 
Buildings), 보건 및 정신 위생부(Department of Health and Mental Hygiene), 특별집행국, 뉴욕시 보안관
(New York City Sheriff) 또는 다른 시 기관의 검사관이 교통부의 오픈 레스토랑 프로그램 지침 또는 주 
보건부의 Covid-19 관련 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업체의 야외 다이닝 시설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모든 건강 및 안전 법률과 지침은 여전히 적용되며 그러한 규정에 대해서도 준수 여부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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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무료로 얼굴 가리개 제공, 직원들이 얼굴 가리개를 
착용하도록 함, 적절한 양의 얼굴 가리개 비축.

직원들을 위한 얼굴 가리개 예시
(사진: Ketut Subiyanto)

직원을 위한 무료 얼굴 가리개 

소기업 서비스부, 소비자 및 근로자 
보호부(Departments of Consumer 
and Worker Protection) 및 
파트너들은 소기업 사업주와 직원들에게 
무료로 2백만 개 이상의 얼굴 가리개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1.nyc.gov/
nycbusiness/article/free-face-
coverings를 방문하세요.

준수 항목

개인보호장비

본 항에서는 뉴욕주 개인보호장비(PPE) 요건을 설명합니다.

지침 발행 기관

뉴욕주 보건부

서로 다른 주와 시 기관 소속 검사관들이 업체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부(Department of 
Buildings), 보건 및 정신 위생부(Department of Health and Mental Hygiene), 특별집행국, 뉴욕시 
보안관(New York City Sheriff) 또는 다른 시 기관의 검사관이 교통부의 오픈 레스토랑 프로그램 지침 
또는 주 보건부의 Covid-19 관련 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업체의 야외 다이닝 시설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모든 건강 및 안전 법률과 지침은 여전히 적용되며 그러한 규정에 대해서도 준수 
여부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https://www1.nyc.gov/nycbusiness/article/free-face-coverings%20
https://www1.nyc.gov/nycbusiness/article/free-face-coverings%20
https://www1.nyc.gov/nycbusiness/article/free-face-coverings%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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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C 오픈 레스토랑 프로그램을 인정하는 인증서 신청 및 획득

NYC 오픈 레스토랑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레스토랑 (사진: NYC 및 회사)

주의사항...

NYC 오픈 레스토랑 프로그램 야외 
다이닝 영업시간: 

•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 오전 8시 - 저녁 11시

• 일요일
• 오전 10시 - 저녁 11시

준수 항목

NYC 오픈 레스토랑 프로그램 요건

본 항은 NYC 교통부의 NYC 오픈 레스토랑 프로그램 요건을 설명합니다. 업체 앞의 보도나 차도에 야외 좌석을 
배치하고자 하는 음식 서비스 업체는 NYC 교통부에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기존에 보도 카페 허가를 받은 업체를 포함하여 야외 좌석을 제공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체는 오픈 레스토랑 
프로그램에 대해 DOT와 함께 자체 인증을 해야 합니다. 사유지에 야외 좌석을 설치하기 위해 신청할 필요는 
없지만, 업체의 면허가 이 추가 장소 사용을 허가받지 않은 경우에는 SLA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침 발행 기관

NYC 교통부

서로 다른 주와 시 기관 소속 검사관들이 업체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부(Department of 
Buildings), 보건 및 정신 위생부(Department of Health and Mental Hygiene), 특별집행국, 뉴욕시 보안관
(New York City Sheriff) 또는 다른 시 기관의 검사관이 교통부의 오픈 레스토랑 프로그램 지침 또는 주 
보건부의 Covid-19 관련 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업체의 야외 다이닝 시설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모든 건강 및 안전 법률과 지침은 여전히 적용되며 그러한 규정에 대해서도 준수 여부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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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C 오픈 레스토랑 프로그램 좌석 기준

*유의사항:
NYC 오픈 레스토랑 프로그램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오픈 레스토랑 프로그램 참여 허가가 
중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업체 정면

도로 경계석에 근접한 보도에는 좌석 금지

소화전에서  
15’(457 cm)

높이 30 -36” 
(76 - 91 cm)

너비 최소  
18”(45 cm)

도
로

 경
계

석
에

서
 최

대
 

8’(2
43

 cm
)

버
스

 정
류

장
에

는
 좌

석
 금

지

최소 8’(2
43

 cm
) 

훤히 트
인 보

도

최소 8’(243 cm) 
훤히 트인 보도

횡단보도에서 
8’(243 cm)

선택사항: 
무거운 받침대의 

우산

장벽

반사 테이프 또는 
반사물

ADA 램프

https://www1.nyc.gov/html/dot/html/pedestrians/openrestaurants.shtml
https://www1.nyc.gov/html/dot/html/pedestrians/openrestaurants.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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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C 오픈 레스토랑 프로그램 요건 - 모든 야외 좌석

야외 좌석 구역은 사업체 전면을 초과할 수 없음

영업하는 사업체가 테이블과 의자를 제공해야 함
테이블 간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 없는 경우, 테이블 사이에 물리적 장벽을 
설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NYS 야외 테이크 아웃 배달 및 음식 서비스 요약 지침 
문서를 참조하세요.

준수 항목, 모든 좌석 지침 발행 기관

NYC 교통부

NYC 교통부

NYC 교통부

NYC 교통부

NYC 교통부

NYC 교통부

서로 다른 주와 시 기관 소속 검사관들이 업체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부(Department of 
Buildings), 보건 및 정신 위생부(Department of Health and Mental Hygiene), 특별집행국, 뉴욕시 보안관
(New York City Sheriff) 또는 다른 시 기관의 검사관이 교통부의 오픈 레스토랑 프로그램 지침 또는 주 
보건부의 Covid-19 관련 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업체의 야외 다이닝 시설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모든 건강 및 안전 법률과 지침은 여전히 적용되며 그러한 규정에 대해서도 준수 여부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비영구적 자재로도 만들 수 있는 ADA 준수 램프 제공

무거운 받침대나 적절히 고정된 텐트가 있는 우산만 사용
우산은 장벽을 넘어서 펼쳐지면 안 되고 유틸리티 덮개의 환기 접근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텐트 또는 차양은 각각 400 SF 면적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DOB 게시판 2020-013을 참조하세요.

장식 조명과 같은 임시 조명이 허용됨. 
보도를 가로 질러 설치할 때는 보호 덮개가 있는 야외용 확장 코드만을 사용하며,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적절히 설치합니다. 제조자 안전 지침을 따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DOB 게시판 2020-013을 참조하세요.

영업 중이 아닐 때는 테이블과 의자를 제거하거나 고정함
주의사항으로서, 야외 다이닝 영업시간은 월요일–토요일: 오전 8시 - 저녁 11시, 일요일: 
오전 10시 - 저녁 11시

NYC 소방국(Fire Department) 불꽃 및 기타 해당 소방 규정 요건 준수 NYC 교통부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OutdoorTakeoutDeliveryFoodServicesSummaryGuidance.pdf
http://www1.nyc.gov/assets/buildings/bldgs_bulletins/bb_2020-013.pdf
http://www1.nyc.gov/assets/buildings/bldgs_bulletins/bb_2020-01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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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C 오픈 레스토랑 프로그램 요건 - 모든 야외 좌석, 차도

서로 다른 주와 시 기관 소속 검사관들이 업체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부(Department of 
Buildings), 보건 및 정신 위생부(Department of Health and Mental Hygiene), 특별집행국, 뉴욕시 보안관
(New York City Sheriff) 또는 다른 시 기관의 검사관이 교통부의 오픈 레스토랑 프로그램 지침 또는 주 
보건부의 Covid-19 관련 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업체의 야외 다이닝 시설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모든 건강 및 안전 법률과 지침은 여전히 적용되며 그러한 규정에 대해서도 준수 여부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벽은 서로 맞닿게(간격 없이) 하여 도로 경계석에서 8피트
(243 cm) 이내로 설치해야 함

모든 장벽을 노란색 고휘도 역반사 테이프 또는 반사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야간에 손님과 장벽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함

좌석이나 장벽이 소화전에서 15피트(457 cm) 이내에 있으면 안 됨

조명이 지나가는 차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함

항시 정차 금지(No Stopping Anytime 또는 No Standing Anytime) 구역, 
자전거 전용 구간, 버스 차선/정류장, 택시 승차장 또는 차량 공유 공간 
내에 좌석을 설치하면 안 됨 
예외: 시간제 정차 금지 구역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때 좌석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정차 금지가 적용되는 시간에는 차도에서 장벽과 좌석을 제거해야 합니다.

차도에 위치한 좌석 주변의 세 방향에 보호 장벽을 만들어서 좌석을 주행 
차선으로부터 분리함.
운전자의 시야 확보와 손님의 안전을 위해 그러한 차도의 모든 세 방향에 설치된 장벽은 
최소 너비 18인치(45 cm), 높이 30 - 36인치(76 - 91 cm)(기초 제외)여야 합니다.

준수 항목, 차도 좌석

안전한 차량 회전과 혼잡 방지를 위해 좌석이나 장벽은 횡단보도에서 
8 피트(243 cm) 이내에 있으면 안 됨

지침 발행 기관

NYC 교통부

NYC 교통부

NYC 교통부

NYC 교통부

NYC 교통부

NYC 교통부

NYC 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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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C 오픈 레스토랑 프로그램 요건 - 야외 좌석, 보도

*유의사항:
NYC 오픈 레스토랑 프로그램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오픈 레스토랑 프로그램 참여 허가가 
중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주와 시 기관 소속 검사관들이 업체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부(Department of 
Buildings), 보건 및 정신 위생부(Department of Health and Mental Hygiene), 특별집행국, 뉴욕시 
보안관(New York City Sheriff) 또는 다른 시 기관의 검사관이 교통부의 오픈 레스토랑 프로그램 지침 
또는 주 보건부의 Covid-19 관련 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업체의 야외 다이닝 시설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모든 건강 및 안전 법률과 지침은 여전히 적용되며 그러한 규정에 대해서도 준수 
여부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좌석과 테이블은 사업체의 벽에 닿거나 최대한 가까이에 위치해야 함

보행자를 위해 8피트(243 cm) 너비의 훤히 트인 보도를 남겨야 함.  훤히 
트인 보도 고려 시, 주차료 징수기, 교통 표지 및 배수 격자를 포함한 
가로수 식재홀(나무 보호대 없음)은 제외함.

좌석은 인접 사업체로부터 3피트(91 cm) 이상 떨어져야 함

운영이 지하철 격자, 유틸리티 하드웨어 또는 소화전 연결부를 
방해해서는 안 됨.

운영이 버스 정류장 대기 구역을 방해해서는 안 됨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지상 위 구조물은 없어야 함

준수 항목, 보도 좌석 지침 발행 기관

NYC 교통부

NYC 교통부

NYC 교통부

NYC 교통부

NYC 교통부

NYC 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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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시 직원과 손님에게 제공되는 화장실 시설
화장실은 해당 ADA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업체가 코로나 이전에 
고객들에게 화장실을 제공한 경우에는 야외 좌석을 운영할 때에도 계속해서 
화장실을 제공해야 합니다. 

준수 항목

사업체는 도로 경계석 차선 좌석 구역에 ADA 램프를 설치해야 하고 
보도와 도로 경계석 차선 좌석 구역 모두에서 5% 이상의 ADA-부합하는 
테이블을 배치해야 함

보도와 차도 좌석을 모두 갖춘 업체는 두 좌석 구역 모두에서 접근 가능한 테이블을 
제공해야 합니다. 차도에서의 다이닝은 보도에서의 다이닝과 다르므로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차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NYC 건축부

접근성 요건

본 항은 미국 장애인 접근성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cessibility Act, ADA)에서 요구하는 접근성 
항목을 설명합니다. 

지침 발행 기관

서로 다른 주와 시 기관 소속 검사관들이 업체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부(Department of 
Buildings), 보건 및 정신 위생부(Department of Health and Mental Hygiene), 특별집행국, 뉴욕시 보안관
(New York City Sheriff) 또는 다른 시 기관의 검사관이 교통부의 오픈 레스토랑 프로그램 지침 또는 주 
보건부의 Covid-19 관련 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업체의 야외 다이닝 시설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모든 건강 및 안전 법률과 지침은 여전히 적용되며 그러한 규정에 대해서도 준수 여부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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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는 여전히 기존의 건강 및 안전 법률과 운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시 및 주 기관들이 
정기 검사에서 기대하는 사항에 대한 안내 링크를 확인하세요.

• 흔한 벌금과 위반

• 레스토랑 대상 www1.nyc.gov/nycbusiness/commonviolations/restaurant
• 바 대상 www1.nyc.gov/nycbusiness/commonviolations/bar
• 자세한 내용 www1.nyc.gov/nycbusiness/commonviolations/default

• NYC 보건 및 정신 위생부

• 검사: www1.nyc.gov/site/doh/business/food-operators/the-inspection-process.page
• 음식 준비 및 음식 업체: www1.nyc.gov/assets/doh/downloads/pdf/rii/article81-book.pdf

• NYC 건축부 

• 검사 www1.nyc.gov/site/buildings/business/inspections.page

• NYC 소방국 

• 검사 www1.nyc.gov/site/fdny/business/inspections/inspections.page

• 뉴욕시 환경보호부(NYC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rotection)
• 소음 규정 www1.nyc.gov/site/dep/environment/noise-code.page

• 뉴욕시장실 신하 장애인국(Mayor’s Offic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 ADA 자원 www1.nyc.gov/site/mopd/resources/small-business-resources.page

• NYS 주류관리국

• 주류 면허 소매점이 알아야 할 사항 www.sla.ny.gov/what-you-need-know-if-youre-
licensed-retailer

정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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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1.nyc.gov/assets/doh/downloads/pdf/rii/article81-book.pdf
https://www1.nyc.gov/site/doh/business/food-operators/required-signs.page%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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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정보와 다운로드에 대해서는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원스톱 숍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nyc.gov/restaurantreopening

• 야외 및 테이크 아웃/배달 음식 서비스에 대한 NY Forward 요약 지침: 
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
OutdoorTakeoutDeliveryFoodServicesSummaryGuidance.pdf

• NYC 오픈 레스토랑 

• 가상 규정 준수 상담: sbsconnect.nyc.gov/services/select-business/?action=vcc

• 브로셔: www1.nyc.gov/html/dot/html/pedestrians/openrestaurants.
shtml#resources

•  영어, 아랍어, 벵골어, 중국어, 프랑스어, 아이티 프랑스어, 한국어, 폴란드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우르두어로 제공됨

• 자주 묻는 질문과 번역본: www1.nyc.gov/html/dot/html/pedestrians/
openrestaurants-faq.shtml

• 추가 자주 묻는 질문: www1.nyc.gov/assets/sbs/downloads/pdf/businesses/NYC%20
Open%20Restaurants%20-%20Supplemental%20FAQ.pdf

• 건축부 게시판: www1.nyc.gov/assets/buildings/bldgs_bulletins/bb_2020-013.pdf

• 레스토랑과 바의 재개 관련 건축부(DOB) 허가 신청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 NYC 오픈 스트리트

• 레스토랑 지침: www1.nyc.gov/html/dot/downloads/pdf/open-streets-restaurants-
guidelines.pdf

• 안전한 야외 다이닝을 위한 장비 렌탈 목록: www1.nyc.gov/assets/sbs/downloads/pdf/
businesses/Directory%20-%20Outdoor%20Dining%20Equipment.pdf

• PPE + 재개 용품 마켓플레이스: maiic.nyc/reopening-supplies/
• NYC 유흥산업 지원국 “뉴욕은 여러분에 달려 있습니다” 책임감 있는 사회 활동 캠페인 포스터: 

on.nyc.gov/3eo0ECA

추가 링크 및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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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및 정신 위생 소기업 서비스 교통부
뉴욕시장실 산하 미디어 엔터테인먼트국
유흥산업 지원국

연락처

• NYC 보건 및 정신 위생부
• 웹사이트: nyc.gov/health

• NYC 소기업 서비스부
• 웹사이트: nyc.gov/business
• 레스토랑 재개 핫라인: 888-SBS-4NYC (888-727-4692) 

• NYC 교통부

• 웹사이트: nyc.gov/dot

• 뉴욕시장실 산하 미디어 엔터테인먼트국(Mayor’s Office of Media and Entertainment)의 
NYC 유흥산업 지원국

• 웹사이트: nyc.gov/nightlife
• 이메일: nightlife@media.nyc.gov

• FB: facebook.com/nycnightlifegov
• IG: instagram.com/nycnightlifegov

http://nyc.gov/health
http://nyc.gov/business
http://nyc.gov/dot
http://nyc.gov/nightlife
mailto:nightlife%40media.nyc.gov?subject=RE%253A%20NYC%20Open%20Restaurant%20Check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