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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및 근로자 보호부 
(DEPARTMENT OF CONSUMER AND 
WORKER PROTECTION, DCWP) 

라이선스 센터 

42 Broadway, Lobby  
New York, NY 10004  
 

운영 시간(예약 방문만 가능): 
 

월요일-목요일: 오전 8 시~오후 4 시 

마지막 예약 가능 시간: 오후 3 시 30 분 

뉴욕시 중소기업 지원 센터  
(NYC SMALL BUSINESS SUPPORT CENTER) 
90-27 Sutphin Blvd, 4th Floor 
Jamaica, NY 11435 
 
 
 

운영 시간(예약 방문만 가능): 
 

화요일, 목요일: 오전 8 시~오후 4 시 

마지막 예약 가능 시간: 오후 3 시 30 분 

 

COVID-19 경보 
 

DCWP 라이선스 센터와 NYC 중소기업 지원 센터는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일반 방문은 

허용하고 있지 않으나, 라이선스 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기 위한 예약 방문은 가능합니다. 

신청서 제출 절차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대면 서비스는 제한되어 있으므로 nyc.gov/BusinessToolbox에서 연중무휴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이선스 신청서 체크리스트: 산업용 세탁소 
 

산업용 세탁소 라이선스가 있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다음과 같은 경우 산업용 세탁소 라이선스가 있어야 합니다. 
 

• 호텔, 병원, 음식점, 헬스장, 소매 형태의 세탁소 등의 상업적 고객에게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또는 

• 호텔, 음식점, 헬스장 등의 상업적 기관과 관련하여 세탁 서비스 시설을 보수유지 

또는 운영하는 경우.  

 

“세탁 서비스”는 수수료를 받고 세탁물을 세탁, 건조, 풀 먹이기 또는 다림질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세탁 서비스”에는 드라이클리닝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산업용 세탁소 라이선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병원의 세탁 시설 및 

• 거주지의 소유자, 세입자, 거주자 전용 세탁 시설 

 

이 설명은 산업용 세탁소 라이선스가 있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에 불과합니다.  

 

산업용 세탁소 라이선스의 지원 요건에 대한 간단 목록은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Korean | Industrial Laund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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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세탁소 라이선스 지원 요건 간단 목록 

자세한 설명은 요건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모든 요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불완전한 신청서로 간주됩니다. DCWP 는 완전하게 작성된 신청서를 
대상으로만 라이선스 발급 심사를 진행합니다. 

 

 기본 라이선스 신청서   
 

 산업용 세탁소 자체 인증서(소유자가 작성) 
 

 판매세 식별 번호 또는 신청서 확인 번호 
 

 적법하게 서명된 계약 보증서(또는 제 3 자 보증서)의 사본 
 

 산재 보험   
 

 장애인 수당 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추가 보험 보증 
 

 중개업자 또는 대리인의 공증을 받은 인증서 
 

 위임 허가 확인서(해당되는 경우) 
 

 라이선스 수수료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라이선스가 자동으로 승인되지는 않습니다. 
 

신청서 제출 절차 

 

 
 
 

  
 

 

노트북이나 데스크톱 컴퓨터만을 사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려면 

www.nyc.gov/BusinessToolbox 로 이동하십시오. 
 

또는 
 

DCWP 라이선스 센터 또는 NYC 중소기업 지원 센터에 방문을 예약한 후 직접 

제출하십시오(1 페이지의 주소 참고).  
 

이메일: LicensingAppointments@dca.nyc.gov 

전화*: (212) 436-0441 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월요일~금요일, 오전 8 시~오후 4 시) 
 

*이 번호는 대면 서비스 예약에만 사용됩니다. 일반 문의 사항은 

onlineappsdocs@dca.nyc.gov 를 통해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현장에서는 무료 통역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장애 관련 편의를 요청하시려면 

humancapital@dca.nyc.gov 를 통해 DCWP 의 미국 장애인복지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 코디네이터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nyc.gov/dcwp 를 

방문하여 “accommodations”(편의)를 검색하십시오.  

http://www.nyc.gov/BusinessToolbox
mailto:LicensingAppointments@dca.nyc.gov
mailto:onlineappsdocs@dca.nyc.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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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인증서에 대한 중요 메시지 

 

사업장의 법적 구조에 따라 해당하는 비즈니스 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DCWP 에서는 

신청을 처리하는 데 비즈니스 인증서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뉴욕시 행정법 섹션  

20-104(New York City Administrative Code Section 20-104)에 따라 DCWP 가 문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는 비즈니스/가명 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제휴의 경우 제휴 인증서 및 해당되는 경우 비즈니스에 대한 가명 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법인, 유한 제휴, 유한 합작 회사 또는 유한 제휴 합작 회사는 뉴욕주 법인부(New York 

State Division of Corporations)에 등록되어 있으며 유효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www.dos.ny.gov/corps 에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건 

 

DCWP 는 다음과 같은 필수 문서 및 정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신청서를 거부합니다.  
 

• 기본 라이선스 신청서(첨부). 
 

• 산업용 세탁소 자체 인증서(첨부). 

소유자(예: 개인 사업자, 일반 파트너, 이사, 기업 임원, 구성원 또는 회사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자체 인증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알림: 비즈니스에서 

산업용 세탁소 배달 서비스에 참여할 경우 자체 인증서의 차량 및 배달 정보 섹션을 

작성해야 합니다. 
 

• 판매세 식별 번호 또는 신청서 확인 번호. 

판매세를 징수하기 위해 권한 인증서를 신청하려면 www.businessexpress.ny.gov 

를 방문하십시오. 
 

• 적법하게 서명된 계약 보증서(또는 제 3 자 보증서)의 사본.  

보증서는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o 채권자로 뉴욕시 지정. 그리고 

o 라이선스 신청서와 동일한 기업명, 상호명(DBA, 해당할 경우), 부지 주소 

포함. 그리고 

o 라이선스 기간 포함.  

o 비즈니스에 속한 직원 수에 따라 아래 액수 충족.  

▪ 직원 0~25 명: $500 

▪ 직원 26~50 명: $1,500 

▪ 직원 51~75 명: $2,500 

▪ 직원 76~125 명: $3,000 

▪ 직원 126 명 이상: $5,000   

http://www.dos.ny.gov/corps
http://www.businessexpress.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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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회사 목록은 nyc.gov/dcwp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onding 

companies”(보증 회사)를 검색하십시오. DCWP 웹사이트 목록은 완전하지 않으며 

DCWP 는 특정 보증 회사를 지지하거나 추천하지 않습니다.  
 

• 산재 보험†. 

다음 문서 중 하나의 사본을 산재 보험 증빙으로 제출하십시오. 
 

o C-105.2 – 산재 보험 인증서 또는 

o U-26.3 – 산재 보험에 대한 주 보험 기금 인증서 또는 

o SI-12 – 산재 보험 자체 보험 인증서 또는 

GSI-105.2 – 뉴욕주 산재 보험 그룹 자체 보험 참여 인증서 또는 

o 뉴욕주 산재 보험 위원회(New York State Workers’ Compensation 

Board)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등한 양식이나 후속 양식 
 

법적으로 산재 보험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CE-200 양식 - 공제 증명서 

인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인 수당 보험†
. 

다음 문서 중 하나의 사본을 장애인 수당 보험 증빙으로 제출하십시오. 
 

o DB-120.1 – NYS 장애인 수당 법률에 따른 보험 보장 인증서 또는 

o 뉴욕주 산재 보험 위원회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등한 양식이나 후속 양식 
 

법적으로 장애인 수당 보험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CE-200 양식 - 예외 증명서 

인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영업배상책임보험†
. 

참고: 
 

o 보험 인증서는 인증서 소유자로 뉴욕시를 지정해야 합니다. 

o 보험 인증서는 중개업자를 통해 집행해야 하며 전미 보험 위원회(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 NAIC) 번호가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o 회사명과 주소가 모든 문서에서 정확히 동일해야 합니다. 

o 설명란에 “추가 피보험자”가 뉴욕시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o 보험이 A- / “VII”보다 높은 A.M. Best(www.ambest.com) 등급이나 A 이상의 

Standard & Poor’s 등급이어야 합니다. 

o 정책은 보험 서비스(ISO) 양식 CG 0001 최신판보다 넓은 범위가 보장되어야 

하며, “발생” 기반이어야 하며, 다음 최소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 발생당 $1,000,000  

- 총 $2,000,000 

 
 
 
 

http://www.ambe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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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보험 보증†. 

참고: 
 

o DCWP 는 다음과 같은 추가 보험 보증에 동의합니다. 

- ISO 양식 CG 20 26 

- ISO 양식 CG 20 12 

- ISO 양식 CG 20 26 또는 CG 20 12 최신판 이상의 범위가 보장되는 

보증 

 

o 추가 보험 이름(즉, ISO 양식 CG 20 26 또는 CG 20 12)을 명시하는 예정된 

추가 보험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보증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 중 하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뉴욕시(책임자와 직원 포함)” 또는 

- “뉴욕시 및 그 책임자와 직원” 

 

o 전반적 추가 보험 보증이나 자동 추가 보험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양식을 

제출하기 전에 ISO 양식 CG 20 26 또는 CG 20 12 의 최신판 이상의 범위가 

보장됨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 보험 정책이 취소, 만료 또는 해지된 경우 14 일 이내에 DCWP 에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는 직접 방문이나 우편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DCWP 라이선스 센터 또는 

NYC 중소기업 지원 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1 페이지의 주소 참고). 

 

• 중개업자 또는 대리인의 공증을 받은 인증서(첨부). 

보험 중개업자 또는 대리인은 인증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위임 허가 확인서(첨부). 

라이선스 신청자 외의 다른 사람이 신청서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경우 필요합니다. 
 

참고: 신청자는 라이선스 신청서 및 모든 관련 양식에 서명해야 합니다. 
 

• 라이선스 수수료.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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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세탁소 라이선스 
라이선스 기간: 2 년 

라이선스 만료일: 12 월 31 일, 홀수 연도 

신청서를 

다음 날짜 

사이에 

제출하는 

경우: 

라이선스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직원 수에 따라 결정). 

0~5 인  

A 

6~10 인  
B 

11~25 인  
C 

26~50 인  

D 

51~75 인  

E 

76~100 인  

F 

101~125 인  

G 

126 인 이상  

H 

짝수 연도 

1 월 

1 일부터 

짝수 연도 

6 월 

30 일까지 

$340 $490 $740 $1,240 $1,740 $1,990 $2,240 $2,740 

짝수 연도 

7 월 

1 일부터 

짝수 연도 

12 월 

31 일까지 

$255 $368 $555 $930 $1,305 $1,493 $1,680 $2,055 

홀수 연도 

1 월 

1 일부터 

홀수 연도 

6 월 

30 일까지 

$170 $245 $370 $620 $870 $995 $1,120 $1,370 

홀수 연도 

7 월 

1 일부터 

홀수 연도 

12 월 

31 일까지 

$85 

또는 

*$425 

$122 

또는 

*$612 

$185 

또는 

*$925 

$310 

또는 

*$1,550 

$435 

또는 

*$2,175 

$497 

또는 

*$2,487 

$560  

또는 

*$2,800 

$685  

또는 

*$3,425 

 

*라이선스 만료일 6 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남아 있는 라이선스 기간에 다음 기간에 대한 

라이선스 갱신의 전체 수수료를 더한 값에 대해 비례 배분된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두 수수료를 모두 지불하는 경우 다음 라이선스 기간이 끝날 때까지 라이선스를 갱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불 방식: 
 

o DCWP 에 지급하도록 발급된 수표 또는 우편환. (직접 방문) 
 

o 신용카드(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Discover Card 만). 환불되지 

않는 편의 수수료가 청구됩니다.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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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세탁소용 추가 자료 

 

• 비즈니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률 및 규범을 확인하려면 nyc.gov/BusinessToolbox 를 

방문하십시오. 
 

• 점검 체크리스트: 세탁 서비스를 확인하려면 nyc.gov/BusinessToolbox 를 방문하십시오. 
 

• 비즈니스를 개업하고, 운영하고,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확인하려면 

nyc.gov/business 를 방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