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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및 고양이 "카페" 
 
흔히 개 또는 고양이 "카페"라고 불리는, 사람과 반려동물이 교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실내 시설이 뉴욕시에 문을 열었지만, "카페"라는 이름은 혼란을 줍니다! 개 또는 
고양이 "카페"는 사람이 먹고 마실 음식이나 음료를 준비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상기 기업들의 운영 방식입니다.  
 
물리적 공간 및 설정 
반려동물을 허용하는 업소가 식당이나 다른 식품 서비스 제공 장소 바로 옆에 있는 경우: 

• 두 장소는 바닥에서 천장까지 잇닿은 벽 또는 벽들로 완전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 각 장소는 도로로 향한 입구와 별도의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 반려동물을 허용하는 업소에서 밖으로 나가지 않고 식당이나 다른 음식점으로 
직접 이동할 수 있는 출입구나 다른 수단이 없어야 합니다. 

 

직원  
반려동물을 허용하는 업소의 직원은 직원이 음식점에 들어가게 하는 어떠한 업무 책임도 
없어야 합니다.  
 
음식 또는 음료  
반려동물을 허용하는 업소에서 사람이 소비하는 음식이나 음료는 오직 고객만이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소비할 음식이나 음료는 반려동물을 허용하는 업소에서 직접 제공, 
판매, 서비스할 수 없습니다. 
 
동물 및 실내 또는 야외 식사 
서비스 동물을 제외한 살아있는 동물은 식당 및 기타 식품 서비스 제공 장소의 모든 실내 및 
대부분의 야외에서 동반이 금지됩니다. 식당 및 기타 식품 서비스 제공 장소 운영자는 
"반려견과 함께 하는 야외 외식" 규정을 준수하고 필요한 표지판을 게시하는 경우 야외 
외식장에서 서비스 동물이 아닌 반려견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식당과 기타 식품 서비스 
제공 장소에 필요한 표지판을 찾으려면, nyc.gov/health를 방문하여 "Rules for Outdoor 
Dining With Dogs"(반려견과 함께 하는 야외 식사 규칙)을 검색하십시오.  
 
반려견과 함께 식사하는 것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보려면, nyc.gov/health를 방문하여 
"Dining With Dogs in Restaurants"(식당에서 반려견과 식사하기)를 검색해 보십시오. 
 
질문이 있으십니까?  
반려동물을 허용하는 동시에 고객이 식사하거나 음료를 마실 수 있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NYC 보건 및 정신위생부(보건부)의 식품안전실에 212-676-1600번으로 전화를 걸어, 
귀하의 환경이 동물이 금지된 식당이나 기타 식품 서비스 제공 장소의 정의에 부합한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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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유형에 따라, 반려동물 가게나 기타 동물 관련 사업에 대한 요구사항도 확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는 경우, 646-364-1765로 수의 공중 보건 서비스 부서의 
보건부 사무실에 전화하거나 311로 전화하거나 nyc.gov/nycbusiness를 방문하십시오. 

https://www1.nyc.gov/site/doh/business/permits-and-licenses/animal-facilities.page
https://www1.nyc.gov/nycbusin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