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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면허: 이동식 식품 판매상이 알아야 할 사항 
 

새로운 지방법에 따라 연중(정기) 이동식 식품 판매(mobile food vending, MFV) 허가증을 받는 

방법이 변경되고 2032 년까지 허가 수량을 4,450 개까지 늘리게 됩니다. 특히 새로운 법에 따라 

다음이 이루어집니다.   

• 감독 면허라는 새로운 MFV 라이선스 유형 생성. 감독 면허는 판매상이 하나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감독 면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 전역 면허 및 

Manhattan (Manhattan 외)을 제외한 뉴욕시(New York City, NYC) 자치구 면허입니다.  

• NYC 보건 및 정신위생부(보건부)가 2032 년까지 매년 다음 수량의 신청서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o 시 전역 감독 면허 신청 100 건.  

o Manhattan 외 지역 감독 면허 신청 300 건.  

o 장애인 및 미국 퇴역 군인을 위한 시 전역 감독 면허 45 건. 

• 감독 면허 허가를 받은 유닛이 운영 중일 때는 항시 현장에 면허 소시자가 근무하고 

있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임시(시즌제) 허가, Green Cart 허가 또는 제한 지역 허가를 가진 MFV 유닛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유닛에는 감독 면허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현재 2022 년 7 월 1 일 이전에 발행된 시 전역 또는 자치구별 허가를 소지한 경우, 귀하의 

유닛에는 2032 년 7 월 1 일까지 감독 면허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보건부는 추후 이러한 요건에 

대한 규칙을 발행할 것입니다. 

 

귀하가 정기, 시 전역, 또는 자치구별 허가 대기자 명단에 속해있는 경우, 귀하의 이름은 감독 

면허 대기자 명단에 추가될 것입니다. 이전의 허가 대기자 명단은 현재 더 이상 인원을 받지 

않습니다. 

 

감독 면허에 대해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감독 면허는 개인에게만 발행될 수 있습니다. 판매상은 본인의 감독 면허에 명시된 영역에 

대한 정기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매상은 감독 면허를 수령한 뒤 언제든(면허가 활성화 

상태인 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독 면허 소지자는 이동식 식품 판매상 면허 소지자와 동일한 

유형의 유닛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 시 전역 감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감독 면허가 허가된 모든 유닛에서 감독 면허 

소지자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Manhattan 외 감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Manhattan 외 지역의 감독 면허가 허가된 모든 유닛에서 감독 면허 소지자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 감독 면허가 만료되는 경우, 감독 면허와 감독 면허 허가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후 

언제든 이동식 식품 판매상 면허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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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 면허를 거부하는 경우, 자신의 이동식 식품 판매상 면허를 유지하고 허가된 모든 

MFV 유닛(감독 면허 소지자가 있는 경우 감독 면허가 허가된 유닛 포함)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감독 면허는 어떻게 받습니까? 

감독 면허의 발행 수량은 법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감독 면허 신청서를 받으려면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자신의 순서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보건부는 다음에 대한 

대기자 명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시 전역 감독 면허. 

• Manhattan(Manhattan 외)을 제외한 모든 NYC 자치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감독 면허. 

• 장애인 및 미국 퇴역 군인을 위한 시 전역 감독 면허.  

 

보건부는 다음을 대상으로 시 전역 및 Manhattan 외 감독 면허 대기자 명단 신청자를 받을 

예정입니다. 

• 정기, 시 전역 또는 자치구별 허가를 위한 대기자 명단에 올라 있던 판매상.  

• 2017 년 3 월 1 일 이후, 또는 그 이상 MFV 면허를 지속적으로 보유해 온 판매상. 

 

보건부는 이러한 판매상이 하나의 대기자 명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신청서를 발송할 것입니다. 

각 판매상은 대기자 명단 선택에 30 일의 시간을 가집니다. 대기자 명단은 지역법에 따라 

정리됩니다. 정기 허가를 위한 대기자 명단에 올라 있으며 2017 년 3 월 1 일 이후로, 또는 그 

이상 이동식 식품 판매상 면허를 지속적으로 보유해 온 판매상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미국 퇴역 군인 및 장애인을 위한 시 전역 감독 면허 대기자 명단은 2023 년부터 신청받습니다. 

면허를 보유한 판매상은 대기자 명단 신청 기간이 시작되면 통지를 받게 됩니다.  

 

감독 면허 대기자 명단에 등록되면 어떻게 됩니까? 

판매상은 자신의 감독 면허 대기자 명단 위치를 안내받게 됩니다. 자신의 대기자 명단 번호를 

확인하거나 각 대기자 명단에서 자기 순서에 도달한 현재 위치 번호를 확인하려면 

nyc.gov/health/mobilefood 를 방문하십시오. 귀하의 순서가 오면 보건부에서는 감독 면허 

신청서를 발송할 것입니다. 90 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감독 면허 및 허가 정보는 기록상의 우편 주소로 발송될 것입니다. 귀하의 면허 또는 허가 

번호를 이메일로 onlineappsdocs@dcwp.nyc.gov 로 보내거나 212-436-0441 로 전화해 

Manhattan(42 Broadway, Fifth Floor)이나 Queens (90-27 Sutphin Blvd., Fourth Floor)의 Citywide 

Licensing Center(시 전역 면허 센터) 방문 예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감독 면허의 초기 발행 시 비용을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새 감독 면허는 기존의 이동식 식품 

판매상 면허와 만료일이 동일합니다. 감독 면허 2 년 갱신에는 $438 이 청구됩니다.  

 

감독 면허를 받게 되면 허가 신청서가 발송됩니다. 감독 면허 허가 신청서 제출은 마감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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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판매상은 하나의 허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허가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감독 면허 

허가로 변경하는 경우, 감독 면허 발행으로부터 270 일 이후나 현재 허가가 만료될 때까지의 

날짜 중 더 빠른 쪽의 날짜에 현재의 허가를 반납하게 됩니다. 이는 제한 지역 허가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