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n.nyc.gov/topviolations

위반 통지서를 받으셨습니까?
금 처분 없이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거나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on.nyc.gov/infoecbviolations

다른 규칙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10분 동안 해당 업종에 대해 알려주시면 
사업자 본인에게 해당되는 맞춤형 법률 
목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on.nyc.gov/wizard

운영 대상 등록증 또는 인증서 갱신

위반 시  $350 - $875 벌금 부과
보일러나 온수 히터 또는 배기가스를 발생시키는 
드라이클리닝 기계와 같은 장비가 있는 경우에는 

최신 인증 정보가 필요합니다.  

on.nyc.gov/aircodeforms

적합성 인증서 갱신

위반 시  $750 - $1,000 벌금 부과
유해 물질을 보관하거나 취급하려면 최신 적합성 
인증서가 필요하며 해당 사업자는 FDNY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on.nyc.gov/infocof

바닥, 벽 및 천장 청결 유지
위반 시 $200 벌금 부과
가스렌지, 싱크대 및 찬장 아래 등 모든 바닥을  
청소해야 합니다. 

on.nyc.gov/dohbluebook

해충 및 해충 친화적인 조건 제거
위반 시 $200 - $350 벌금 부과
벽이나 덕트 공사의 구멍을 보수하고 쓰레기통은 
항상 덮어 두십시오. 

on.nyc.gov/dohbluebook

역류 방지 장치 설치 및 유지 보수

위반 시  $500 - $1,000 벌금 부과
공공 용수로에 유입될 수 있는 화학물질이나 

물질을 사용할 경우 허가를 받은 하청업자에게 
용수로에 대한 모든 역류 방지 장치를 설치하고 

매년 시험을 받을 것을 지시해야 합니다. 이것은 
부엌, 진료실, 제조업체마다 반드시 있어야  

하는 시설입니다. 

on.nyc.gov/videobackflow

조리된 음식은 서빙 전 올바른
온도 또는 제한된 시간 동안 보관할 것
위반 시 $250 - $600 벌금 부과
조리된 음식을 안전하게 모니터링하고 이름표를 
붙이는 방법을 설명하는 2.5분짜리 비디오를 
보십시오. 

on.nyc.gov/videofoodtemp

 폐기물은 지정된 시간에 맞춰 
가지런히 내어 놓고 사설 카터 데칼을 

게시합니다

위반 시  $100 - $300 벌금 부과
유리창에는 폐기물 운송업자의 데칼 및 일정을 

붙이고 계약서 사본은 현장에 보관하십시오. 주간 
수거 시에는 2시간 이내 또는 야간 수거 시에는 

1시간 이내에 쓰레기(검은색 봉지 또는 덮인 
쓰레기통)와 재활용품(번들, 덮은 쓰레기통 또는 

투명 비닐 봉지)을 배출하십시오. 

on.nyc.gov/infocollectwaste

정기 화재 안전 시스템 검사

위반 시  $600 - $1,000 벌금 부과
소화기는 뉴욕 시 소방서 (Fire Department of 
New York, FDNY) 인증 업체로부터 매년 정비를 
받아야 하며 월별 육안 검사는 소유주 본인이 
수행해야 합니다. 스프링클러 및 스탠드파이프 
검사와 시험은 필수입니다. 업소용 부엌의 경우 
FDNY 인증 업체로부터 최소 90일마다 한 번씩 
덕트 및 후드 시스템 정비를 받아야 합니다. 

on.nyc.gov/infoextinguisher

보도 및 도랑 청소

위반 시  $100 - $300 벌금 부과
보도와 거리의 처음 1.5피트 구역을 깨끗이 

청소하십시오. 

on.nyc.gov/infosidewalks

가격 표시
위반 시 벌금: $25 - $250 (제품) 

$50 - $500 (서비스)
제공하시는 서비스 또는 판매 하시는 각 품목의 
가격을게시하십시오. 

on.nyc.gov/10things

결제 및 환불 정책 표시

위반 시  $50 - $500 벌금 부과
직불카드 또는 신용카드 한도액 게시
카드 사용 및 환불 조건 게시 - 환불불가 규정 포함.

on.nyc.gov/10things

보도는 깨끗하게 유지할 것

위반 시  $100 - $300 벌금 부과
보도 표지판은 세울 수 없습니다. 일부 거리에서는
건물로부터 3피트 이내이고 높이가 5피트 미만인 
제품 게시물을 허용합니다(해당 거리에서 게시물 

설치를 금지하는지 확인할 것). 모든 판매는 
내부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on.nyc.gov/infoobstructions
뚜렷이 보이는 영수증 인쇄

위반 시  $50 - $500 벌금 부과
영수증에는 사업자 이름과 주소, 품목 및 가격, 
소계, 세금, 총 지불액, 구입 날짜 및 NYC 소비자 
보호국 (NYC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면허 번호(해당 사업장이 면허 취득자인 
경우)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on.nyc.gov/10things

발열, 분사 또는 방출 시

요식업체인 경우

화학물질을 사용하거나 보관할 경우

위반
가이드

흔한 소기업 대상 벌금 부과를 
피하기 위해 따라야 할 기본 규칙에 
대해 알아보려면 이 가이드를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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