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검 체크리스트:
일반 판매점

1/406/2021

거리/보도에서 상품/서비스를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를 제공하고 있습니까(식품은 제외)?

일반 판매점 허가증 관련 법률에 대한 정보:

	• 재향군인 또는 재향군인의 생존 배우자/동거 파트너에 대한 허가증 발급 수량은 제한이 없습니다. 재향군인이 아닌 사람에 
대한 허가증 발급 수량은 853개로 제한됩니다.

	• 도시 전역 특별 판매 허가증(노란색) 또는 도심 핵심 지역 판매 허가증(파란색) 소지자는 특정 제한 구역에서의 판매가 
허용되며, 다른 판매점보다 지역에 대한 우선권을 가집니다. 해당 허가증은 군 복무 관련 장애를 가진 재향군인을 위한 
허가증이며, 파란색 허가증의 수량은 105개로 제한됩니다.

	• 출판물(신문, 정기 간행물, 서적, 팸플릿) 또는 예술품(그림, 사진, 인쇄물, 조각, 페이스 페인팅, 풍선 동물) 등 수정헌법 제
1조에 의해 보호받는 품목은 일반 판매점 허가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일반 판매점 허가증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판매점 규제는 준수해야 합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점검 대상 항목을 살펴보고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게 주의하십시오. 각 요건에 표시된 관련 법률 또는 
규칙을 통해 더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용어 설명에는 이 체크리스트에 인용된 법률 및 기호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식품 판매점, 공원 내 또는 옆에서 운영 중인 판매점, 구두광택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용어 설명
NYC Code: NYC 행정 코드
RCNY: 뉴욕시 규칙
§: 섹션
§§: 섹션들

요건 이 요건을 
충족하십니까?

허가증
1 유효한 소비자 및 근로자 보호부(Department of Consumer and Worker Protection, DCWP, 변경 

전 명칭은 소비자 보호국) 일반 판매점 허가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팁: 식품 판매점은 보건 및 정신위생부(Department of Health and Mental Hygiene)에서 
발급한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팁: 승인을 받은 거리 축제(예: 거리 축제, 블록 파티, 페스티벌)는 임시 거리 축제 판매점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 예

NYC Code §20-453

2 일반 판매점은 항상 DCWP 허가증을 대중 및 집행관(예: DCWP 검사관, 경찰)이 볼 수 있는 곳에 
배치해야 합니다.

팁: 파란색 및 노란색 특별 허가증 소지자는 일반 판매점 허가증(하얀색)과 특별 허가증을 모두 
보이는 곳에 배치해야 합니다.

☐ 예

6 RCNY §2-309

한국어 | Korean

General Vendors

https://www1.nyc.gov/site/dca/businesses/license-checklist-general-vendor.page
https://www1.nyc.gov/site/doh/business/food-operators/mobile-and-temporary-food-vendors.page
https://www1.nyc.gov/site/dca/businesses/license-checklist-temporary-street-fair-vendor.page
https://www1.nyc.gov/site/dca/businesses/license-checklist-temporary-street-fair-vendor.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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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이 요건을 
충족하십니까?

지역
모든 판매가 제한된 지역(예외 없음)
3 아래 명시된 Manhattan 내 “세계 무역 센터 구역(World Trade Center Zone)”에서는 영업할 수 

없습니다(경계선 거리 포함).

	• 동쪽 경계선: Broadway 동쪽
	• 남쪽 경계선: Liberty Street 남쪽
	• 서쪽 경계선: West Street 서쪽
	• 북쪽 경계선: Vesey Street 북쪽

☐ 예

NYC Code §20-465(g)(2)

4 거리 코너, 지하철 출입구, 진입로 10피트 이내에서는 영업할 수 없습니다. ☐ 예
NYC Code §20-465(e)

5 버스 정류장, 신문 잡지 가판대, 공중전화 또는 Wi-Fi 키오스크, 장애인용 램프 5피트 이내에서는 
영업할 수 없습니다.

☐ 예

NYC Code §20-465(q)

6 노천 카페 또는 상점 좌판 20피트 이내에서는 영업할 수 없습니다. ☐ 예
NYC Code §20-465(q)

7 영업 금지:

	• 버스/택시 승강장 내 또는 병원 옆의 “정차 금지” 구역 인근
	• 도로 중앙 분리 구역(보행자용 인도가 마련된 산책길이나 광장은 제외)
	• 환풍구, 지하철 환풍구, 창고 출입문, 변전 설비, 맨홀 위

☐ 예

NYC Code §§20-465(e), 20-465(i), 20-465(m)

지역
특별 허가증 소지자 및 수정헌법 제1조 해당 판매점의 영업이 제한된 지역
수정헌법 제1조 해당 품목을 판매하는 개인을 포함한 모든 판매점은 시간,	장소,	행위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수정헌법 제1조 해당 품목에 관한 설명은	1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8 아래 명시된 Manhattan 내 지역에서 영업하려면 파란색 특별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경계선 거리 

포함).

	• 동쪽 경계선: 2nd Avenue
	• 남쪽 경계선 30th Street
	• 서쪽 경계선: 9th Avenue) 및 Columbus Avenue
	• 북쪽 경계선: 65th Street

☐ 예

NYC Code §20-465(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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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이 요건을 
충족하십니까?

9 아래 명시된 Queens의 Flushing 내 지역에서 영업하려면 파란색 또는 노란색 특별 허가증이 
필요합니다(경계선 거리 포함).

	• 동쪽 경계선: Union Street 동쪽
	• 남쪽 경계선: Sanford Avenue 남쪽
	• 서쪽 경계선: College Point Boulevard 서쪽
	• 북쪽 경계선: Northern Boulevard 북쪽

☐ 예

NYC Code §20-465(g)(4)

전시
10 다음 전시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 전시장비(예: 테이블, 카트, 스탠드)는 가로 8피트, 세로 3피트, 높이 5피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가로형 전시장비는 지상에서 2피트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 세로형 전시장비는 지상에서 1피트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팁: 인도에 직접 물품을 올려놓고 판매하거나 인도에서 담요, 판자, 판지 등에 상품을 올려놓고 
판매할 수 없습니다.

팁: 판매를 위한 물품은 전시품 바로 아래 공간에만 보관이 가능합니다.

☐ 예

NYC Code §§20-465(b), 20-465(n)

11 보행자를 위해 인도에 최소 12피트 너비의 공간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팁: 상품에서 인도 내 장애물 (예: 자전거 거치대, 소화전, 거리 표지판) 또는 장애물이 없다면 도로 
연석까지의 거리를 측정합니다.

☐ 예

NYC Code §20-465(a)

12 카트 또는 스탠드는 도로 연석 바로 옆에 위치해야 합니다. ☐ 예
NYC Code §20-465(a)

13 카트/스탠드 및 판매 상품은 건물 출입구와 20피트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 예
NYC Code §20-465(d)

14 카트/스탠드, 차량, 판매 상품, 판매점과 관련된 모든 물품은 건물 또는 구조물에 맞닿을 수 없습니다
(예: 가로등 기둥, 주차 미터기, 우편함, 신호등 기둥, 소화전, 나무가 심어진 상자, 벤치, 버스 정류장, 
휴지통, 교통 장벽).

☐ 예

NYC Code §20-465(c)

기타
15 주차 또는 이중 주차된 차량에서는 영업할 수 없습니다. ☐ 예

NYC Code §20-465(o)

16 전기 장비, 발전 장비, 기름 또는 가스로 가동되는 장비, 기기, 기계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팁: 전원 코드가 달린 장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팁: 배터리로 가동되는 장비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예

NYC Code §20-46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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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이 요건을 
충족하십니까?

17 카트 또는 스탠드가 차도(예: 주차 공간)에 있을 경우, 도로 교통 및 주차 관련 법률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팁: 안전 지역이 있거나 소화전 15피트 이내인 경우에는 영업할 수 없습니다.

☐ 예

NYC Code §20-465(f), 6 RCNY §2-304(c)

가격 표시
18 모든 판매 상품은 세금을 제외한 가격이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스탬프, 태그, 라벨로 개별 상품에 표시. 또는
	• 상품이 전시된 곳에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가격표 게시.

☐ 예

6 RCNY §2-307(b)

영수증
19 고객이 구입한 모든 상품에 대해 일련번호가 적힌 영수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영수증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구입 날짜
	• 총 지불 금액 및 세금
	• 상품 설명
	• 일반 판매점 허가증 번호
 • DCWP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DCWP 주소 및 전화번호 311번 명시)

팁: DCWP 검사관이 요청하면 해당일에 판매된 상품의 영수증 사본을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 예

6 RCNY §2-307

자세한 정보: 방문 nyc.gov/BusinessToolbox | 전화 311 (212) NEW-YORK (뉴욕시 외 지역)

정보 전달 목적으로 제공되는 본 문서는 불완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법률적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뉴욕시 사업체는 적용	
가능한 연방/주/시 법률 및 규범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사업체는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최신 규제를 파악하고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https://www1.nyc.gov/site/dca/businesses/licenses.p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