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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여러분께, 

시카고는 아주 다양하고 풍부한 식당, 카페 그리고 베이커리들이 있는 세계적인 도시입니다. 또한 이 도시의 

식당상업은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여 시카고 직업의 거의 10 퍼센트를 책임지고 있으며 동시에 매월 60 개 

이상의 새로운 식당이 생김으로써 시카고 인근 지역에 다양성과 활력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귀하가 시카고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식당상업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 해 주셔서 대단히 기쁩니다.     

제가 시장이 되었을 때 저는 보다 적은 비용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다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 것을 

서약하였습니다. 제가 직무를 시작한 이래로 저는 많은 식당 소유자들로부터 식당을 시작하고 키워 나가기 

위해서는 수 많은 서류 및 관료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들어왔습니다.  너무나 많은 식당 소유자들이 그들의 

비즈니스를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있어 시청이 방해가 되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저는 시카고 

내에서 식당을 시작하는 절차를 단순화 및 신속화하는 새로운 식당 창업 프로그램을 소개하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이 새로운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창업 시간을 절감시키고 검사 절차를 단순화시킬 것입니다. 첫째, 

이 프로그램은 지원 절차에 있어서의 불필요한 검토와 단계를 제거함으로써 시청 방문 횟수를 줄여드릴 

것입니다. 둘째, 검사관을 팀 단위로 내보냄으로써 개별 검사관을 기다리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감소시킬 

것입니다. 셋째, 귀하의 첫 검사 과정에 있어 예상되는 점에 관한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귀하가 이 검사를 

통과할 준비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검사 전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전체 검사 과정에 있어 시청이 동반자의 

역할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영업을 해나가는 동안의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다음의 안내서는 시카고에서 식당을 개업하는 데 필요한 허가증 및 면허증에 관한 요약입니다. 총괄적인 

안내서는 다음에 있는 저희의 새로운 식당 웹사이트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www.cityofchicago.org/restaurant.    

평생을 시카고에서 살아온 사람으로서 저는 저희 시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성장시키는데 있어 

전세계에서 최고의 도시임을 굳건히 믿고 있습니다. 시장으로서 저의 최고 중책은 기업가 정신과 혁신에 

있어 시청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식당 창업 프로그램은 귀하의 식당 비즈니스 창업과 성장에 

있어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Rahm Emanuel 



 



     

면허증, 허가증 및 검사를 위한 식당 요약 안내서

 
BACP Small Business Solution 

Station 

BACP 시청, 805 호 또는 전화 

312‐744‐2086 로 예약. 

(더 자세한 정보는 BACP 

소규모 비즈니스 해법 창구 

선전물의 C‐1 참조하십시오) 

 

도움말 

아무런 공사를 하지 

않더라도, 사이트 계획서 

및 평면도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제는 D‐1 

참조하십시오. 

 

 

다음의 안내서는 시카고에서 식당을 열기 위해 필요한 현지의 허가증과 면허증의 요약입니다. 이 정보는 미리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시카고의 어떤 기관이 귀하를 도와드릴 수 있는지를 알려줌으로써 시간을 절약해 드립니다. 각각의 

비즈니스는 모두 고유하므로 이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서의 기능을 하며 그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면 

restaurant@cityofchicago.org 로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식당 창업 일정표 

 
 
 
 
 
 
 
 
 
 
 
 
 
 

주: 세부사항은 아래의 해당 번호 참조 

 

전체 식당 창업 안내서는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www.cityofchicago.org/restaurant 

1 사업계획 개발 및 법인체 결정 

BACP 상담원을 만나기 전에 사업계획을 개발하고 법인체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즉, 합자 

회사(LP), 유한 회사(LLP), 유한 책임 공사(LLC) 또는 비영리 단체(NFP)입니다). 다음의 몇 가지 

방법으로 도움을 받아보십시오:  

1) 매주 화요일(비즈니스 상담), 수요일(법적 사항 지원) 및 목요일(재정 지원/대출) 소규모 

비즈니스 해법 창구를 방문하여 신뢰할 수기관들로부터 무료 비즈니스 상담을 

받으십시오.  

2) 사업계획 개발을 도와드릴 수 있는 귀하의 지역 소재 상공회의소를 방문하십시오 

(시카고의 상공회의소 및 기타 대행 기관 목록은 식당 창업 안내서의 C‐5 참조) 

3) 400 S State St.에 있는 Harold Washington 도서관의 4 층에 있는 비즈니스 도서관을 

방문하십시오 

2 BACP 비즈니스 상담원과 초기 상담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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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위법 사항이 

있으면, 허가증 및 

면허증 과정이 그 위법 

사항이 해결될 때까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위법 사항의 해결 비용을 

지불할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터액티브 구역제 맵 

www.cityofchicago.org/zoningmap 

식당 면허증 및 구역제 

참고 안내서 를 

참조하십시오  

 

 

 

 312‐74‐GOBIZ 로 전화를 하거나 www.cityofchicago.org/restaurant 를 방문하여 BACP 

상담원과의 면담 예약  

 BACP 상담원과 만나기 이전에 식당 창업 작업서 (양식 1) 작성 

 요식업 내역기술 (예, 주류, 패스트푸드)  

 예정 후보지를 알아내고 가능하면 사진을 지참 (주: 사진은 인쇄할 필요 없음. 

카메라나 전화기에 있는 사진도 사용 가능) 

 예정 후보지에 중대한 건물 규정 위반이 있는지 여부 확인.  

www.cityofchicago.org/dob 를 방문하여 건물의 허가증 검사 및 위반 여부를 

온라인에서 확인  

 시카고 음식 서비스 위생 증명서 획득 

모든 식당은 시카고 시가 발행한 유효한 음식 서비스 위생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직원이 

적어도 한 명 식당에 상주해야 됩니다. 신청 시점에 신청자는 위생 증명서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육 제공자 목록은 식당 창업 안내서의 C‐10 참조)   

 관련 정부 기관에 등록하십시오 (보다 많은 정보는 식당 창업 안내서의 C‐3 참조) 

 식당 비즈니스를 일리노이주 내에서 자영업 또는 타인의 이름(귀하 본인 이외의 

이름)으로 할 예정이면 쿡 카운티 공무원 사무실에서 타인 명의 증명서를 

받으십시오.  

 일리노이 주 국무장관을 통하여 일리노이 주 파일 번호를 받으십시오 

 국세청(IRS)을 통하여 연방 고용주 식별 번호 (FEIN)을 받으십시오  

 IDOR 을 통하여 일리노이 주 세무서(IDOR) 계좌 번호 (이전의 IBT#)를 받으십시오 

 BACP 상담원과의 약속 동안에 상담원은 전체 과정을 안내해 드릴 것이며 이에는 잠재적인 

지역 관련 제한 사항, 공공 도로 사용 허가증 요구 사항의 결정 그리고 음식 안전 관련 요구 

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3 구역제 및 지역에 대한 허가 획득 

시카고 시는 비즈니스의 다양성과 인근 지역의 용도를 반영하는 여러 구역제 지역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각 구역제 지역에는 허용되는 비즈니스 활동 유형에 관한 상이한 규정이 있습니다. 

예정하고 있는 비즈니스 지역에 관련된 구역제 요구 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비즈니스 대출, 전세 계약 또는 비즈니스 면허증을 받기 전에 식당을 개업하려 하는 장소가 

적절한 구역제에 해당되는 지와 시카고 시립 코드를 준수하는 지를 확인하십시오.  또한 

비즈니스 상담원이 귀하를 위하여 지역적 제한을 확인하여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류 금지 

구역). 시립 코드는 자주 개정되므로 새로운 소유주는 새로운 구역제와 코드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 소유주의 구역제 지정 사항이 귀하의 비즈니스에도 적용될 것으로 

추정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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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아무런 공사를 하지 

않더라도, 사이트 

계획서 및 평면도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제는 D-1 

참조하십시오.

 
시카고 시 수익 부서 

33 N. LaSalle Street 

Suite 700  

312-744-7275 또는  

다음에서 온라인으로 

지불하십시오 
www.cityofchicago.org/finance  

 
도움말 

지연을 피하려면, 

면허증 신청을 허가증 

신청과 동시에 

시작하셔야 합니다. 

 만약 공사가 필요하면 건물 허가증을 신청하고 다음의 서류를 건물 부서의 e‐플랜을 통하여 

구역제 부서에 제출하십시오 (E‐플랜 사용자 안내서는 식당 창업 안내서의 E‐11 섹션 참조): 

 건축 계획도, 평면도 및 구역제 승인용 측량도 (언제 건물 승인서가 필요한지에 대한 

추가 정보는 식당 창업 안내서의 E‐2 참조)  

 아직 BACP 상담원을 만나지 않았으면 식당 창업 작업서의 첫 번째 페이지를 

제출하십시오 (식당 창업 안내서의 양식 1 참조) 

 만약 식당의 수용 인원이 100 명 이상이거나 주류 면허를 신청할 예정이면 구역제 

승인용 수용 인원 표지판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식당 창업 안내서의 양식 2 참조) 

 만약 공사가 필요치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BACP 상담원에게 제출하십시오: 

 주류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평면도와 구역제 승인용 측량도를 포함하십시오 

(예제를 위하여는 식당 창업 안내서의 D‐1 참조) 

 만약 식당의 수용 인원이 100 명 이상이거나 주류 면허를 신청할 예정이면 구역제 

승인용 수용 인원 표지판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식당 창업 안내서의 양식 2 참조) 

 만약 주류 면허 또는 공공 유흥 장소 (PPA) 면허를 신청할 예정인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식당은 도서관, 학교 또는 노인 또는 빈민자용 

병원에서 100 피트 (PPA 신청 시에는 200 피트)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제한 사항 및 

규정에 관한 세부 정보를 위하여는 식당 창업 안내서의 F‐5 참조)  

 미결제 채무 – 비즈니스 소유자 또는 비즈니스의 임원이 시 당국에 미결재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면허증 발급 이전에 이 채무가 변제되어야 합니다. 이 채무에는 만기가 지난 주차 

티켓, 수도 요금, 아동 지원금, 또는 시에 의하여 부가된 여하한 모든 유형의 행정 관리 벌금이 

포함됩니다. 이에는 또한 변제되지 않은 일리노이 주 판매세금도 해당됩니다. 채무가 

있더라도 면허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채무가 변제되거나 시 당국과 함께 

변제 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면허증이 발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채무가 있는지 또는 

변제 옵션에 대해 알아보려면 시카고 시 수익 부서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4 건물 허가증 획득– 공사 또는 개조가 필요한 경우 

  일단 건축 계획도 및 위치에 대한 구역제 허가가 인가되면 건물 부서는 귀하의 건축 

설계도를 검토하게 됩니다. 시기적으로 다음의 서류가 e‐플랜을 통하여 제출되어 

있어야 합니다   (E‐플랜 사용자 지침은 식당 창업 안내서의 E‐11 참조) 

 구역제가 인가된 건축 설계도 

 부엌 장비 규격 및 메뉴. (식당 창업 안내서 표준 계획 절차 확인 목록 E‐3 

참조) 

 일단 설계도가 인가되면 건물 허가서가 발행됩니다. 

5 면허증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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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시카고 시 비즈니스 

면허증은 양도할 수 

없습니다. 각 식당과 각 

장소는 영업을 위하여 

각자의 면허증을 

소유하여야 합니다. 

 

 
BASSET 훈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일리노이 식당 협회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www.illinoisrestaurants.org  

 
도움말 

공공 도로의 사용 

허가증은 시 

자문위원회의 승인을 

요구하며 신청 과정은 

60-120 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여하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대한 빨리 이 과정을 

시작하십시오. 

 일단 구역제가 귀하의 설계도와 장소를 승인하면 소매 음식점 면허증 용도로 작성된 

신청서를 직접 또는 온라인으로 BACP 로 제출하십시오.  동시에 다음 서류들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비즈니스 정보지 (BIS) (식당 창업 안내서의 양식 3 참조) 

 건물 임대증 또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시카고 음식 서비스 위생 허가증 

 주류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류 면허 신청을 시작하십시오. 주류 면허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작성될 수 없습니다 (유자격을 위한 요구 조건을 포함한 모든 요구 조건의 세부 

사항은 식당 창업 안내서의 F‐11 부터 F‐10 까지 참조) 

 구역제가 인가된 수용 인원 표지판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주류 책임 보험과 주류 음료 판매자 및 제공자 교육 및 훈련(BASSET) 증빙 서류를 

제출하십시오 

 5% 또는 그 이상을 소유하는 모든 사람들은 지문 기반의 범죄 경력 확인을 위한 

예약을 하십시오 

 만약 공공 유흥 장소 (PPA) 면허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PPA 면허증 신청을 시작하십시오. 

공공 유흥 장소 면허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작성될 수 없습니다 (세부적인 요구 세부 사항 

목록은 식당 창업 안내서의 F‐11 참조) 

 

5a  귀하의 장소가 공공 도로 시용 또는 다른 허가증을 요구하면 BACP 상담원과 함께 신청 

절차를 시작하십시오. 여기에는 여섯(6) 가지의 주요 사용 허가서가 있습니다: 

1.  표지판 설치 허가서 – 표지판을 설치하려면 DOB 에 표지판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식당 창업 안내서의 양식 4 참조) 

2.  표지판, 천막 및/또는 조명 – 귀하의 식당에 공공 도로로 나오는 표지판 또는 천막이 

있게 되는 경우에는 BACP 에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공공 도로 사용 통합 허가서 

신청은 식당 창업 안내서의 G‐11 과 양식 5 참조)  

3.  도로변 카페 – 만약 도로변 카페를 시작할 계획이면 BACP 에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도로변 카페 신청 정보 묶음은 식당 창업 안내서의 G‐25 와 양식 6 참조)  

4.  식당에 진입차도가 있는 경우에는 진입차도 허가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신청 절차를 

위하여는 식당 창업 안내서의 G‐53 과 신청용 양식 7 참조)  

5.  허가를 받은 배달용 골목 접근권이 없는 경우에는, 귀하의 식당은 배달물품을 실어 

올리고 내리는 적재 지역이 필요합니다.  적재 지역 허가증 신청서를 시의원 사무실로 

제출하십시오  (식당 창업 안내서의 G‐51 참조)  

6.  귀하의 식당이 비영업용 차량 정차 지역이 필요하면 정차 지역 허가증 신청서를 

시의원 사무실로 제출하십시오 (식당 창업 안내서의 G‐51 참조)  

 최종 비용을 지불하고 검사 준비를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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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소매 음식 면허증 또는 

기타 시 정부가 

요구하는 면허증 없이 

영업하고 있는 업체를 

발견하면 정지 명령을 

발행하여 그 사업장을 

즉시 폐쇄할 것입니다. 

 
도움말 힌트 

여하한 공사라도 수행한 

경우에는, 면허증 검사 

이전에 모든 허가증이 

종료되고 승인되어야 

합니다. 

 주류 면허증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용이 지불된 지 3일 이내에 공공 복리 

부서에서 검사를 위한 방문 일정 수립을 위하여 귀하께 연락할 것입니다. 검사관은 

준비가 되었다는 확인을 귀하로부터 받기 전까지는 방문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류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BACP 상담원을 통하여 면허증 태스크포스 검사 방문 

일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태스크포스 검사 방문은 BACP, 건물 부서, 소방 부서 및 

공공 복리 부서의 검사관들을 포함합니다. 태스크포스는 검사일에 3‐시간의 시간 

범위 내에서 도착합니다.    

6 건물 검사 – 공사가 필요한 경우 

저희는 귀하의 식당 검사를 위한 건물 검사에 있어 팀을 근간으로 하는 검사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이전에는 큰 건물에만 이 검사가 제공되었지만, 이 서비스는 이제 공사 

중인 어떤 식당에도 제공이 가능합니다. 

 부엌을 공사하기 이전에 무료 옵션 항목인 현장 음식 상담원의 방문 일정을 수립하여 귀하의 

부엌 공사가 모든 관련 건강 코드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현장 상담원의 방문 일정 

수립은 restaurant@cityofchicago.org 으로 연락하십시오. 

  팀 검사 방문 옵션 일정 수립 방법은 식당 창업 안내서의 E‐2 를 참조하십시오. 개별 검사 

방문 옵션도 선택이 가능하나 이 요구는 적용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7 면허 발행 태스크포스 및 음식 안전성 검사용 요약 안내서 

이 확인 목록의 작성이 검사의 승인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정보는 귀하의 식당을 시작하는 

데 있어 필요한 검사(들)을 준비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제공되었습니다.   

화재 검사 – 주류 면허증 (자세한 화재 검사 확인 목록을 위하여는 식당 창업 안내서의 H‐6 참조) 

화재 검사관들은 귀하의 시설을 방문하여 안전 장치를 확인합니다. 그들의 일차적 관심은 귀하가 

비상시에 적절한 대피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계단, 굴뚝, 난방 및 

배관 시스템이 양호한 상태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복도와 출구가 쉽게 접근이 가능하며 소화기가 

양호한 작동 상태에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다음은 신청자들이 화재 검사에 실패하는 보다 흔한 경우들입니다:  

 부적절한 자동 스프링클러용 물 공급 시스템 

 엘리베이터 또는 수동 승강기에 대한 접근성이 부적절하거나 부재 

 현장에 있는 가연성 공사용 부스러기 또는 쓰레기 

 계단 아래에 물건 저장 

 열 발생 장치 주변의 물건 저장 

 충전되지 않은 소화기 및/또는 현재 연도 검사에서 지적된 소화기 

 막힌 복도 및 출구 지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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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힌트 

준비완료 상태의 확인 

목록은 건강 검사 

안내서의 24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잠재적 화재 위험의 초래가 가능한 부스러기의 축적 

 잠긴 출구의 패닉 바(panic bar) 부재    

건물 검사 (SIP) – 주류 면허증 및 수용 인원 표지판 (자세한 건물 검사 확인 목록을 위하여는 식당 

창업 안내서의 H‐2 참조) 

아래는 신청자들이 건물 검사에 실패하는 보다 흔한 경우들입니다: 

 구조적 결함 (지붕, 벽 또는 바닥 대들보가 수리를 요함, 등등) 

 크기가 규정보다 작은 출구 문, 복도 폭 및 계단 

 출구문의 잠금 장치 

 출구 표지판 또는 비상등 부재 

 공사 현장에 스탬프가 찍힌 승인된 설계도의 부재 

 개방형 건물 허가증 (예를 들어, 최종 검사가 완료되지 않고 통과되지 않음) 

BACP 검사 – 식당 및 주점용 부수적 주류 면허증 (BACP 검사 확인 목록은 식당 창업 안내서의 H‐5 

참조) 

다음은 신청자들이 BACP 검사에 실패하는 보다 흔한 경우들입니다 :  

 식당의 배치 구조가 구내 면허증에 있는 부수적‐소비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함 

 식당의 바닥 배치가 BACP 및 구역제에 제출되고 승인된 평면도와 일치하지 않음  

 주류 면허 신청서에 대한 안내문이 시각적으로 보이도록 붙여져 있지 않음 

건강 검사 (음식 보호) – 소매 음식 면허증 (요구 사항의 상세 목록을 위하여는 건강 검사에 대한 

전체 안내서인 식당 창업 안내서의 H‐7 참조) 

시카고의 공공 복리 부서는 귀하의 시설을 검사하여 음식의 안전성과 적절한 위생성을 확실하게 

합니다. 검사는 음식 처리 방법, 적절한 온도, 개인별 위생성, 시설 관리 및 해충 제어에 중점을 

둡니다. 검사를 위해서는, 귀하 또는 음식 위생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반드시 검사 시점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신청자들이 초기 건강 검사에 실패하는 보다 흔한 몇몇의 경우들입니다:  

 검사 준비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제적으로 건축이 완료되지 않음 

 음식용 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않거나 적절히 작동하지 않음 

 조리용 배기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않거나 적절히 작동하지 않음 

 음식 준비 지역에 세 칸으로 구성된 싱크가 없음 

 살림용 다용도 싱크가 없음 

 여러 배관 시설에 배관 역류 장치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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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크 또는 식기 세척기에 온수가 공급되지 않음 

 벽, 접합부 및 파이프 틈새가  봉되어 있지 않음 

 부적절한 냉동 상태(냉장고/아이스박스의 온도가 화씨로 40 도 이상이고 냉동고의 온도가 

0 도 이상) 

 화장실이 작동하지 않음 

 적절한 수세대가 없음 

 해충이 식당에 존재하며 해충 제어 기록지가 없음 

 문이 해충 방지에 충분치 않음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방문 일정 수립을 위하여 restaurant@cityofchicago.org 로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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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창업 작업서
 

 
 

연락처 

일차 연락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름                        중간 약자    성 

면허증 신청자와의 관계:                            본인               촉진자              변호사           기타:____________________ 

연락 전화 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연락 이 메일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면허증 신청자가 아니면 신청자 성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비즈니스 활동 

식당에서 음식 준비:    예              아니요    예면, 음식 유형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류/맥주/와인 제공:             예              아니요        

유흥/오락:                                  예              아니요   예면, 설명하시오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적인 행사용 방:                              예              아니요 

사적인 행사/연회:                예              아니요    예면, 최대 좌석 수___________________________ 

앉는 바:               예              아니요   예면, 최대 좌석 수/의자 수____________________ 

실외 좌석:              

  페티오:       예              아니요 

  도로변 카페:       예              아니요 

  옥상 데크:      예              아니요 

소매 판매:        예              아니요   예면, 판매 품목은?_________________________ 

도매:             예              아니요 

음식 제공 시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류 제공 시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체 좌석 수:                   50 개 이하            50‐100        100‐200              200 개 이상  

직원 수:                                  1‐4                       5‐10            11‐20                   21+ 

 

아래에 서명함으로써, 본인은 본인의 비즈니스 활동에 있어서의 여하한 변화는 본인의 면허와 구역제 

승인에 영향이 있음을 이해합니다. 본인은 그러한 변화에 관하여 BACP 와 구역제에 통보할 것입니다. 

 

서명

단지 공용 사용 목적: 

비즈니스 상담원 

성명: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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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용도로만 

사용: 주 

공식 용도로만 

사용: 주 

공식 용도로만 

사용: 주 

장소 

 

건물 허가증 여부:               예           아니요     예면, 허가증 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거리 번호(들)                    거리 이름                                                             아파트/스위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시                                          주           우편번호                       가장 최근 사용 용도    

대략의 스퀘어 단위 면적:      0‐4,500 sf          4,501‐10,000 sf           10,001+ sf        

중대 위반 사항*?                      있음                   없음          

기존의 표지판/천막?              있음                   없음   

식당에 전용 주차 공간이 있는지 여부 (즉, 노상 주차가 아닌)? 예면, 주차 공간의 수________       

 

 

거리 번호(들)                    거리 이름                                                             아파트/스위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시                                          주           우편번호                       가장 최근 사용 용도    

대략의 스퀘어 단위 면적:       0‐4,500 sf          4,501‐10,000 sf           10,001+ sf        

중대 위반 사항*?                      있음                   없음          

기존의 표지판/천막?              있음                   없음   

식당에 전용 주차 공간이 있는지 여부 (즉, 노상 주차가 아닌)? 예면, 주차 공간의 수 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거리 번호(들)                    거리 이름                                                             아파트/스위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시                                          주           우편번호                       가장 최근 사용 용도    

대략의 스퀘어 단위 면적:      0‐4,500 sf          4,501‐10,000 sf           10,001+ sf        

중대 위반 사항*?                      있음                   없음          

기존의 표지판/천막?              있음                   없음   

식당에 전용 주차 공간이 있는지 여부 (즉, 노상 주차가 아닌)? 예면, 주차 공간의 수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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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일리노이 주에서 개인 사업가 또는 타인 명의로(귀하의 이름 이외의 이름) 사업을 할 계획이면 쿡 

카운티 사무관 사무실로부터 차명 허가증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의 방법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를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고 인쇄하여 온라인으로: www.cookctyclerk.com > 

Vital Records > Assumed Business Name Registration; 

 우편으로: Bureau of Vital Records, Attn: Assumed Name Unit, P.O. Box 642570, Chicago, IL, 60664‐

2570; 또는 

 본인이 직접: 시카고에 있는 Bureau of Vital Records, Assumed Name Unit, 50 W. Washington, 

West Concourse Level, Suite 114으로 방문. 

보다 많은 정보는 쿡 타운티 사무관 사무실 312‐603‐7790로 전화 주십시오. 

 

 일리노이 주에서 법적 비즈니스 업체로서 비즈니스를 할 계획이면, 일리노이 주에 근거가 있거나 없음에 

관계없이 일리노이 주 국무장관 사무실에 등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리노이 주에 근거가 있는 사업체는 합자 회사(LP), 유한 회사(LLP), 유한 책임 공사(LLC) 또는 

비영리 단체(NFP)로서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귀하에게는 면허증 신청서에 

제시할 일리노이 주 파일 번호를 제공해 드립니다. 

 일리노이 주에 근거가 있지 않은 사업체는 “외부” 업체로 간주되며 일리노이 주에서 비즈니스 

거래를 할 수 있는 권한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귀하에게는 면허증 신청서에 제시할 

일리노이 주 파일 번호를 제공해 드립니다. 

등록: 

 온라인:  www.cyberdriveillinois.com > Business Services; 

 우편: 501 S. 2nd St., Room 350, Springfield, IL, 62756; 또는 

 직접 방문: 69 W. Washington, Suite 1240, in Chicago. 

 

보다 많은 정보는 일리노이 주 국무 장관 사무실 312‐793‐3380으로 전화 주십시오. 

 연방 고용주 식별 번호 (FEIN) 획득  

연방 고용주 식별 번호 (FEIN)는 연방 납세 식별 번호로도 알려져 있으며 적법한 사업체의 식별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사업체들은 연방 세금을 보관하고 지불하기 위하여 FEIN을 획득할 의무가 

있습니다. 

 

FEIN을 위하여 미합중국 세무국(IRS)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www.irs.gov > Businesses > Employer ID Numbers (FEINs)에서; 

 우편은 Internal Revenue Service, Attn: EIN Operation, Cincinnati, OH, 45999으로; 또는 

적절한 정부 단체에 등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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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은 시카고의 230 S. Dearborn에서. 

 

보다 많은 정보는 800‐829‐4933 번호의 IRS 전화 주십시오. 

 일리노이 주 수입 부서 (IDOR) 계좌 번호획득 (이전의 일리노이 주 사업체 납세 번호(IBT)) 

일리노이 주 내에서 또는 일리노이 주에서 거주하는 고객과 사업을 하기 위하여는 일리노이 주 수입 

부서에 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이는 직원을 고용하거나, 소매 또는 도매로 제품을 구매 또는 

판매하거나 상품을 제조하려는 면제 기관을 포함한 개입 사업자 (개인 또는 남편/아내) 및 모든 법적 

사업체를 포함합니다.   

 

IDOR 계좌 ID 번호는 다음의 방법으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http://www.revenue.state.il.us/Businesses/ > Business Registration에서; 

 우편은 Central Registration Division, Illinois Department of Revenue, PO Box 19476, Springfield, IL, 

62794‐9476으로; 또는 

 직접 방문은 시카고의 100 W. Randolph으로. 

 

보다 많은 정보는 일리노이 주 수입 부서 800‐732‐8866으로 전화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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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허가증이 필요한가요? 

건물 허가증은 귀하가 하려고 하는 프로젝트가 시카고 건물 코드의 최저 기준을 준수하는지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필요합니다. 시카고 건물 코드는 공공의 건강, 안전 및 복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어떤 건물을 건축하십니까? 

건물의 기존 요소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간편 허가증 절차(Easy Permit Process)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건물이 건축 설계도를 필요로 한다면 적절한 건물 허가증을 받고 표준 설계도 검토 과정(Standard 

Plan Review )을 거치셔야 합니다  

표준 설계도 검토 

표준 설계도 검토(SPR) 과정은 소규모부터 중간 규모까지의 새로운 건축 및 개조 프로젝트를 위한 것입니다. 

면허가 있는 건축가가 준비한 건축 설계도가 필요로 합니다. 건물 허가증의 신청은 온라인에서 수행되어야 

하며 건축 설계도는 e‐플랜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가 

SPR 에 합당합니다.  

 건물 높이 80 피트 이하 

 비즈니스 및 상업용 프로젝트 면적이 150,000 제곱 피트 이하 

 40 가구 이상이 아닌 주거용 프로젝트 

 굴착 작업 및 건물 기반이 12 피트 깊이 이하 

 하중을 받지 않는 내부 파티션의 제거 

 텐트와 플랫폼 (400 제곱 피트 이상) 

 소규모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자가 인증 허가증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프로젝트  

 환경 친화적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프로젝트 (그린 지붕, 빗물 수집, 태양광 패널, 태양광 열 패널, 

풍력 터빈 및 지열 시스템)    

단지 건축가, 구조 엔지니어 및 추진자만 SPR 허가증 절차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시카고 시의 

로그인 계정에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로그인 계정으로 허가증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합니다. 

건축가와 구조 엔지니어는 유효한 일리노이 주 면허를 소유해야 합니다. 추진자는 유효한 시카고 시 추진자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건물 허가증 과정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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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면허증 및 구역제 참고 안내서  

 

    귀하의 식당이 다음의 영업 행위 중 어느 것도 포함하는 경우 추가적 요구 사항과 제한이 적용됩니다 

  모든 식당 
100 명 이상의 

식당 수용 인원 

주류 면허 – 

식당에서의 음주 (COP) 

주류 면허 – 

주점 
야외 페티오/카페  

주류 면허 –  

심야 
공공 유흥 장소 

  (A)  (B) (C) (D) (E) (F) (G)

면허 요건 

소매 음식점 면허  

 장소 임대 또는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납세 번호 (일리노이 

및 연방) 

 소유 정보 

 시카고 시 음식 

서비스 위생 증명서 

 사진이 있는 유효 I.D. 

 공공 위생 부서의 

검사 

칼럼 A 에 수록된 요구 

사항 이외에, 수용 인원 

표지판을 신청할 필요 

있음. 식당 창업 

안내서의 양식 3 참조. 

칼럼 A, COP 주류 면허에 

수록된 요구 사항 이외에, 

COP:  

 개별 이력 양식 

 배우자 진술서 

 지문 기반의 범죄 경력 

확인 

 관리자 성명서 

 재정 공개 양식 

 주류 한계책임 증명서 

 BASSET 증명서 

 수용 인원 표지판 신청서 

 비즈니스 구조 문서 

 장소 설계도 및 평면도 

 음식 제공 메뉴 

 도서관, 교회, 학교, 병원 

양로원과 빈민용 

가옥으로부터 100 피트 

이상의 거리 

 BACP, DOB‐SIP, 공공 건강 

부서, 그리고 소방서 검사 

칼럼 C 에 수록된 

요구 사항 이외에, 

주점 주류 면허증은 

다음을 요구합니다: 

 DOB‐배관, 그리고 

DOB‐배기 검사 

야외 페티오 면허증은 

알코올성 음료를 식당 

또는 COP 면허증이 

있는 식당 가까이에 

있는 개인 소유의 

야외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필요합니다. 

칼럼 C 또는 D 에 수록된 

요구 사항 이외에, 야외 

페티오는 다음을 

요구합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식당 

창업 안내서의 섹션 G-

25 참조): 

 야외 평면도 

 공공 도로변에서 

사업하는 경우 

도로변 카페 허가증 

일상적 시간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오전 2시, 

일요일에는 오전 3시) 

보다 늦게까지 

영업하기를 희망하는 

업소는 심야 주류 

면허를 획득해야 

합니다. 칼럼 C 또는 D에 

수록된 요구 사항 

이외에, 심야 주류 

면허는 다음을 

요구합니다: 

 등록된 투표인 신청서 

 등기 발송 공공 공지 

우편물 

 
 

칼럼 A 또는 C 에 

수록된 요구 사항 

이외에, PPA 는 

다음을 요구합니다: 

 DOB‐전기, DOB‐

배관, DOB‐배기 

검사 

 교회, 학교, 병원 

또는 교육 전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로부터 

200 피트 이상의 

거리 

 

별도의 명시가 없으면, 더 자세한 정보는 전체 식당 창업 안내서의 섹션 F 참조.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www.cityofchicago.org/restaurant  

<구역제 및 주차 요건은 다음 페이지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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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식당 
100 명 이상의 

식당 수용 인원 

주류 면허 – 

식당에서의 음주 

(COP) 

주류 면허 – 주점 
야외 

페티오/카페  

주류 면허 –  

심야 
공공 유흥 장소 1 

  (A)  (B) (C) (D) (E) (F) (G)

구역제 요건 

 

주: *특별 사용 

허가증이 요구됨 

 

 

식당을 허용하는 구역제 

지역들: 

 B1,B2,B3 
 C1,C2,C3 
 DC,DX,DS 
 M1,M2,M3 

 PMD#1B,PMD#2, 

PMD#3, PMD#4, 

PMD#5, PMD#6, 

PMD#7, PMD#8, 

PMD#9, PMD#10, 

PMD#11, PMD#12, 

PMD#13, PMD#15 

칼럼 A 와 동일   COP 주류 면허증을 

허용하는 구역제 지역들: 

제한된 식당 (즉, 앉는 

좌석이 없는 바) – 칼럼 

A 와 동일  

일반 식당 (즉, 앉는 

좌석이 있는 바) – 

 B3 
 C1, C2, C3 
 DC, DX, DS  
 M1, M2, M3 

 PMD#1B,#2,#3, #4, #5, 

#6, #7, #8, #9, #10, #11, 

#12, #13 

주점 주류 면허를 

허용하는 구역제 지역들:  

 B3* 
 C1, C2, C3 
 DC, DX, DS  
 M1, M2, M3 

 PMD#1B,#2, #3, #4, #5, 

#6, #7, #8, #9, #10, #11, 

#12, #13  

 

B3 구역제 지역에 있는 

기존의 주점에서 400 피트 

이내에 있는 주점에는 

새로운 주점 면허가 

발행될 수 없습니다 

야외 페티오/카페를 

허용하는 구역제 

지역들: 

지하층  (즉, 도로변 

카페) 

 B1, B2, B3 
 C1, C2, C3 
 DC, DX, DS 

지상층 (즉, 옥상 

페티오) 

 B3* 
 C1*, C2*, C3* 
 DC, DX, DS 

칼럼 C 또는 D 와 

동일 

연회장을 허용하는 구역제 

지역들: B3, C1, C2, C3, DC, DX, DS 

소규모 및 중간 규모 영업장 

(1,000 명 이하 수용 인원): B1, B2, 

B3, C1, C2, C3, DC, DX, DS. 

다른 구역제 지역은, 구역제 

담당자에게 연락하십시오. 

대형 영업장 (1,000 명 이상 수용 

인원), 구역제 담당자에게 

연락하십시오. 

주차 요건 

구역 B1, B1.5, B2, C1, C2, M1, M2 – 첫 4,000 제곱 피트, 그 다음은 1,000 제곱 피트 당 2.5 개의 공간에 대한 주차 요건 없음 

구역 B3, C3, M3 – 첫 10,000 제곱 피트, 그 다음은 1,000 제곱 피트 당 2.5 개의 공간에 대한 주차 요건 없음  

구역 B5, C5, M5 – 첫 35,000 제곱 피트, 또는 대지 면적의 2 배 (그 중 어느 것이나 큰 것), 다음은 1,000 제곱 피트 당 

1.33 개의 공간에 대한 주차 요건 없음  

주차 공간을 계산할 때, 가장 가까운 정수로 반올림하여야 함 (예, 1.33 을 2 로).  

 

주: 복수의 사업체가 있는 건물에 대하여는, 할당되는 제곱 피트는 공유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다른 업체가 B3 지역에서 

이미 3,000 제곱 피트를 점유하였고, 귀하의 식당이 2,000 제곱 피트이면, 귀하는 첫 1,000 제곱 피트에 대한 면제를 받게 

됩니다. 귀하는 추가적 1,000 제곱 피트에 대한 3 개의 주차 공간이 필요합니다. 

지역 B1, B1.5, B2, C1, C2, M1, M2 – 

10 명 수용 인원 당 1 공간; 150 석 

이하의 라이브 공연 극장은 주차 

요건 없음 

구역 B5, C5, M5‐ 연회장은 

10 명의 수용 인원 당 1 공간 

필요; 모든 다른 경우는 첫 

35,000 제곱 피트 또는 대지의 

2 배까지(그 중 어느 것이나 큰 

것)는 주차 요건 없고 그 다음은 

1,000 제곱 피트 당 1.33 개 

필요 양식 

식당 창업 작업서 (양식 

1) 

기본 정보서 (양식 3) 

칼럼 A 와 동일 그리고: 

수용 인원 표지판 

신청서 (양식 2) 

칼럼 A 와 동일 그리고: 

수용 인원 표지판 

신청서 (양식 2) 

칼럼 A 와 동일 그리고: 

수용 인원 표지판 

신청서 (양식 2) 

도로변 카페 신청서 

(양식 6) 

더 이상 추가 

양식 필요 없음 

칼럼 A 와 동일 그리고: 

수용 인원 표지판 신청서 (양식 

2) 

 
1주: R1, R2 또는 R3 구역제 지역의 125피트 이내이면 새로운 PPA 면허증은 구역제에 있어 변경이 필요합니다

353901
Typewritten Text
16



     

 

 

 

이 확인 목록은 공식적이지도, 완전하지도 않지만 비즈니스 면허증 검사 중에 가장 흔한 미비 사항을 더욱 

빨리 시정할 목적을 가지고 제공되었습니다. 

화재 검사 중의 모든 미비 사항에 대한 공식적인 화재 코드 위반 사항 통지서가 며칠 이내로 귀하의 우편으로 

발송될 것입니다. 

다음은 신청자들이 화재 검사를 실패하는 흔한 이유입니다: 

 불량한 계단 상태 

 부적절한 벽 및 천장 재료 

 계단 난간 부재       

 부적절한 연기 확산 등급 

 계단 밑의 물건 저장   

 치장, 주름, 커튼이 화재 지연물질이 아님   

 부적절한 천장 또는 옆면 벽     

 석고 천장 및 석고 벽의 구멍   

 소화기 충전 안됨 

 소화기 유효기간 만료   

 소화기 미비 

 소화기 보이지 않음   

 복도 막힘 

 

 

 연기 파이프와 배기구 주변의 방해물   

 작동하는 출구 및 방향 지시등 부재  

 불량한 굴뚝       

 작동하지 않는 레인지 후드 및 배기 

시스템 

 잘못된 연료 저장 방식 

 출구 문이 안쪽으로 열림    

 너무 과 함 

 출구 문이 도로변으로 열림     

 출구 문이 안에서 잠기고 패닉 바가 없음   

 출구 문이 수리를 요함 

 출구 막힘 

 건물 입구 없음 

 지하 입구 없음 

                                                           소방서 검사 확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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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의 장소 승인 동안에 BACP 검사관은 주류 면허증의 발행을 금지시킬 여하한 외부 장소의 제한 

사항이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을 확인합니다.  

주류 면허의 획득을 위하여는, 식당의 경계선은 다음으로부터 100피트 이내에 있을 수 없습니다:  

 Harold Washington 도서관을 제외한 모든 공공 도서관의 경계선 

 성인 교육 기관을 제외한 모든 학교의 경계선 

 병원의 경계선 

 모든 양로원 및 빈곤자용 주거지의 경계선  

 참전용사, 그들의 배우자 및 자녀용 주택의 경계선 

 군사 기지 또는 해군 부대의 경계선 

 모든 교회. 교회의 경우에는, 시 규정은 100피트의 거리를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측정하는 

거리가 아니고 예배 서비스 또는 교육용 프로그램 전용 건물로부터 가장 가까운 부분까지의 

거리로 측정된 거리입니다. 추가적으로, 교회가 적정한 구역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교회로부터 100-피트 거리 금지 규정의 결정 요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B3 구역제 지역에 있는 주점 면허증의 신청자는 기존의 주점 면허증이 있는 주점으로부터 400피트 

이내에 는 불가능합니다.  

BACP 검사관은 귀하의 비즈니스에 대한 해당 여부를 바탕으로 면허증 검사 동안 다음을 확인할 것입니다: 

 영업장에서의 부수적인 음주는 다른 면허를 받은 행위 (즉, 음식 서비스 또는 오락)에 대해 

이차적이어야 합니다. 

 영업장에서의 부수적인 음주 신청자는 주류 서비스가 음식에 비해 이차적일 때 (즉, 식당) 적절한 

상업용 부엌과 식사 시설을 구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야외 페티오 위치는 일차 시설에 인접해 있어야 하며 그 경계는 울타리로 명확히 정의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자의 고객은 대부분 어린이가 아니어야 합니다. 

 별도의 적절한 화장실 시설이 남성과 여성을 위하여 유지되어야 합니다. 

 설계도는 명백하게/완전하게 각 지역의 의도하는 사용 목적을 나타내고 건물의 건축 및 

배치도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공사가 완료되었고; 장비, 시설 및 가구가 계획에 의거하여 제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주류 면허증 신청서가 잘 보이게 게시되어 있고, 신청일로부터 35일의 

전 기간 동안 통로에서 잘 보이도록 유지되어 있어야 합니다.        

                                                            BACP 검사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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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주류 및 공공 장소 유흥을 포함한 특정의 비즈니스 면허증 신청을 하고/하거나 수용 인원 표지판 

(수용 공공 인원의 총 숫자가 100명 또는 그 이상일 때 요구됨)을 신청하는 경우에, 건물 부서(DOB) 검사관은 

귀하의 식당을 검사하여 건물과 영업용 공간이 이용자, 고객 및 직원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지를 

확실히 합니다. DOB 검사관들은 손님들의 안전에 중점을 둡니다. 예를 들어, 건물 검사관은 화재 격리벽이 

포함되었는지, 적절한 숫자의 출구가 제공되고 있는지 그리고 막혀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만약 수용 인원 

표지판/그림이 필요한 경우 잘 붙여져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추가적으로, 귀하의 면허증 신청서에는 DOB 

전기, 환기 및 배관 검사관으로부터의 검사와 식당이 기타 관련된 해당 코드를 준수하는 지를 확인하는 

검사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특별 검사 부서(SIP)로부터의 DOB 건물 검사관은 귀하의 비즈니스의 해당되는 사항에 따라 (부인 성명서: 

아래의 목록은 상징적인 것이며 모든 것을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시카고 건물 코드”와 “코드의 정의 및 

해석” 등을 포함한 더욱 많은 정보는 웹사이트 www.cityofchicago.org/buildings를 방문하십시오)  

 

출구 요건 (그림은 도해 1 참조) 

 충분한 출구의 숫자 

 

수용 인원  최소 출구의 숫자 

50 또는 이하  1 

51부터 300  2 

301에서 1000  3 

1000+  4
 

시립 코드 (13‐160‐050)에 정의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건물, 층, 공간 또는 방 마다 적어도 

두 개의 출구가 필요합니다. 또한, 시립 코드 (13‐196‐050, 13‐88‐160, 13‐84‐170)를 참조하십시오 

 출구는 막혀있지 않아야 합니다. 시립 코드 (13‐160‐070, 15‐4‐880)을 참조하십시오 

 빌딩의 어떤 방, 공간 또는 층에서 한 가지 이상의 나오는 방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방법들은 

서로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위치해야 합니다 

 회전문은 100명 또는 그 이하의 수용 인원인 경우에 요구되는 나오는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시립 코드 (13‐160‐207)을 참조하십시오 

 한 층에서 다른 층으로 그리고 한 층에서 밖으로 나오는 방법은 연속적이고 방해가 없어야 

합니다 

 식당의 어떠한 위치로부터 가장 가까운 출구까지의 이동 거리는 150피트 이하이어야 합니다 

 출구 문은 나가는 방향으로 열려야 합니다 (즉, 안에서 바깥으로, 바깥에서 안으로). 여기에는 

출구 경로에 있는 모든 문이 해당됩니다. 

건물 부서 검사 확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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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구 문은 적어도 36인치의 폭이어야 합니다 

 출구 문은 바깥 방향에 키 자물쇠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여기에는 어서 잠그는 키와 유사한 

장치들이 포함됩니다. 

 출구 문은 공공 도로의 사용 승인이 없이는 공공 도로 방향으로 열릴 수 없고 골목 또는 주차장 

쪽에 있는 휠 정지기/고정 방벽 등으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시립 코드 (13‐160‐070, 15‐4‐090, 15‐4‐

880)을 참조하십시오. 그림 1 참조 

 전체 수용 인원이 2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출구 문에 패닉 시 사용하는 하드웨어가 반드시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출구 및 그 경로는 (즉, 공공 홀 및 계단) 반드시 조명이 작동해야 합니다 

 전기, 배터리 백업으로 작동하는 출구 및 출구 표시는 작동 상태이어야 하며 금속 케이스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계단 요건 (도해는 그림 2 참조) 

 계단에는 부스러기가 없어야 하며 계단 아래에 물건을 보관하면 안됩니다 

 수용 인원이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계단은 비연소성 재료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시립 코드 (13‐

160‐330)을 참조하십시오 

 가연성 계단의 아랫면은 (허용이 되는 경우에) 반드시 비연소성 재료로 보호 처리를 하여 적어도 

1시간의 내화재 저항성을 가져야 합니다 

 출구로 사용되는 모든 계단과 복도는 적어도 44인치의 폭이 되어야 합니다. 계단 폭은 걷는 

표면으로 사용되는 계단의 걸리지 않는 부분의 폭입니다 

 예외: 일 층 이상에 있는 50명 또는 그 이하의 수용 인원의 건물에 있는 계단과 복도는 폭이 

36인치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단이 출구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와인더 계단 형태가 되면 안됨; 일반적으로 웨지 모양 

 층계참 사이의 계단의 수직 높이 또는 층과 층계참 사이의 높이는 9피트 또는 그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수용 인원이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층계참을 포함한 계단의 폭은 이동 방향으로 감소될 수 없습니다. 시립 코드 (13‐160‐210 및 13‐160‐

31‐)을 참조하십시오 

 점유 등급에 따라 각 층계의 수직면은 7.5인치 또는 그 이하가 되어야 하며 그 높이는 모두 

같아야 합니다. 층계 윗면의 최소 폭은 10인치가 되어야 합니다. 층계 윗면과 층계참의 표면은 

미끄러움의 위험성이 없어야 합니다. 시립 코드 (13‐160‐300)을 참조하십시오. 모든 새로운 층계는 

7인치의 층계판을 갖고 11인치의 층계 윗면을 가져야 합니다.  

 난간의 끝단은 벽으로 돌아 들어가야 합니다. 

 난간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34-38인치가 되어야 하며 이는 층계 윗면 또는 바닥으로부터 

측정합니다 

 층계의 폭이 44인치 보다 작은 경우에는 적어도 한 쪽의 난간이 있어야 합니다 

 층계의 폭이 44인치 보다 큰 경우에는 반드시 양쪽에 난간이 있어야 합니다 

 층계의 폭이 88인치 보다 큰 경우에는 반드시 중간 난간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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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된 바닥으로부터 최소 42인치 높이로 설치된 보호 난간은 난간 동자 또는 사다리 효과를 

나타내는 패턴이 있으면 안됩니다. 난간 동자는 4인치 간격으로 있습니다. 그림 2 참조. 

둘러쌓기 요건 

 모든 계단은 화재에 대한 저항을 제공하는 벽과 파티션으로 둘러싸여져야 합니다 

 3층 또는 그 이하의 건물: 한 시간 등급의 내화성 

 3층 이상의 건물: 두 시간 등급의 내화성 

 난방 장치 및 보일러는 반드시 벽, 파티션, 바닥 또는 천장으로 둘러싸여져야 합니다 

 200명 이하의 수용 인원용: 한 시간 등급의 내화성 

 200명 이상의 수용 인원용: 두 시간 등급의 내화성 

 모든 집회 장소  

 300명 이하의 수용 인원용: 한 시간 등급의 내화성 

 300명 이상의 수용 인원용: 두 시간 등급의 내화성 

 층에서 층으로의 화재의 번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계단, 축 및 바닥과 옥상의 구멍들은 

둘러싸여져야 합니다 

 식당 및 나이트 클럽 중 100명 이상의 수용 인원을 갖는 지하실은 반드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방화벽에 있는 구멍의 양쪽에는 A 등급의 방화 문이나 셔터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수직 축의 구멍, 계단통 및 기타 구멍에는 B 등급의 방화 문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지하실과 일층 사이에는 적어도 한 시간의 내화 천정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화재 문은 열려 있어서는 안됩니다     

 

기타 요건 

 모든 공사에는 적절한 건물 허가증이 함께 있어야 하며 요구되는 검사 업체로부터 최종 건설 승인을 

받았어야 합니다; 또한, 발행된 수용 인원 증명서도 있어야 합니다 (그 허가증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예, 갈라짐이 없음) 

 외벽면이 좋은 상태이어야 합니다 (예, 수리가 필요 없음) 

 소화기는 최근의 태그를 가지고 있고 제대로 충전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 개의 일산화탄소 감지기가 각 층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커튼 및 장식은 100명 이상의 수용 인원의 경우에는 불꽃 저항성이 있어야 합니다. 시립 코드 (15‐4‐

620)을 참조하십시오.  

 건물은 아무런 구조적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천장, 바닥 및 옥상이 좋은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수용 인원 표지판이 정확해야 하며, 승인을 한 도시 그리고 그 특정의 발행된 수용 인원 표지판에 

해당되는 스탬프가 있는 도면과 함께 올바르게 전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재의 물리적 

공간/배치가 그 도면과 일치해야 합니다. 출구의 도해는 공공 유흥 업소의 벽에 붙여져 있어야 

합니다. 시립 코드 (13‐84‐400 및4‐156‐380)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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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출구 요건의 예제 

                         정면도               부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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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계단의 예제  

                                   측면도                            정면도 

 

 

 

 

 

 

 

 Less than 4 in.: 4인치 이하 

 36 in. min: 최소 36인치 

 It must be 9 ft or less, when occupancy exceeds 100: 수용 인원이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9피트 또는 그 이하가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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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복리 부서 초기 건당 검사 확인 목록
 

 

이 목록에 수록된 항목들은 공중 보건 검사관이 초기 위생 검사 중에 확인할 영역입니다.  
 

초기 위생 검사에 대한 전체 안내서는 웹사이트 www.cityofchicago.org/restaurant를 방문하십시오 

직원용 세수대 

 다음 위치의 세수대:   

a) 각 화장실 내부 – 직원이 근무 조 별로 5명 이하이면 고객용을 포함하여 전체 식당에 남녀 

공용 화장실이 1개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성용 및 여성용 화장실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b) 부엌 내부 – 세수대가 모든 음식 준비 지역 즉, 3칸 싱크와 식기세척기로부터 25피트 

이내에 있으면 적어도 한 개의 세수대. 부엌에 별개의 칸막이 공간이 있으면 2개 또는 

3개의 세수대가 요구됩니다 (세수대가 모든 음식 준비 지역 즉, 3칸 싱크 및/또는 

식기세척기로부터 25피트 이내에 있으면 칸막이 공간 당 한 개의 세수대).  

c)  바 내부 – 바가 있으면, 바 내부에 별도로 한 개의 세수대가 필요합니다. 

 세수대가 완전히 작동하고 온수를 제공합니다 

 모든 세수대에 단일 서비스 비누와 수건 배출기가 있습니다   
 

시간과 온도 관계  

주: 검사를 받기 전에 냉장고와 냉동고를 적어도 48시간 그리고 보온 장치는 적어도 24시간 켜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냉동고는 0°F 또는 그 이하를 유지 

 유해할 수 있는 음식을 차게 보관하는 장치는 40°F 또는 그 이하 

 유해할 수 있는 음식을 뜨겁게 보관하는 장치는 140°F 또는 그 이상 

 유해할 수 있는 음식을 시원하게 보관하는 장치, 예를 들어, 얕은 깊이의 프라이팬, 냉기 주걱 또는 

블라스트 냉각기 같은 기타 급속 냉각 장치의 정상 작동 

 유해할 수 있는 음식을 덥히는 장치의 1650°F에서 15초 간의 작동 
 

오염으로부터 보호  

 다용도 주방기기는 다음의 방법 중의 하나로 세척되고 위생처리 되어야 합니다 

a) 부착되어 있는 배출판과 기름 채집기/인터셉터 (세척‐헹굼‐위생처리)가 있는 스테인리스 

스틸의 3 칸 싱크에서 손으로 – 주의: 각 칸은 세척 예정인 장치 또는 조리기구 중 가장 큰 

것을 세척하고, 헹구고, 위생처리를 할 수 있기에 충분히 크고 깊어야 합니다. 

b)  위생처리기를 측정하기 위한 테스트 키트 

c) 헹굼용 물이 공급되는 고온 식기세척기가 적어도 180°F 를 30 초 동안 유지하거나 NSF 

표준을 준수하는 저온 식기세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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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이 3칸 싱크의 물 온도를 110°F에서 120°F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 세수대의 온도 

조건 요구 사항보다 온도가 높습니다)  

 3칸 싱크의 수도꼭지는 모든 칸에 물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준비용 싱크가 강력히 권장되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물 / 온수  

 음료용 온수 및 냉수가 제공되며 역류로 인한 오염에서 보호 되어야 합니다 

 모든 수도꼭지의 온도를 적어도 125°F로 유지할 수 있는 시설 (세면대 제외) 
 

액상 쓰레기 처리  

 모든 액상 쓰레기는 승인된 완전히 작동하는 하수 처리 시설로 배출되어야 합니다 

 모든 싱크는 정상적으로 배출이 되어야 합니다 

 바닥의 하수구와 싱크는 제대로 작동하여야 합니다 

 별도의 역류 방지 장치가 있는 걸레/구정물 싱크    
 

해충 

 시설에는 벌레와 설치류가 없어야 합니다  

 외부 문과 스크린 문은 상태가 양호하고 설치류의 침입을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시설은 해충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고 유지되어야 합니다  

 공기 커튼이 제대로 작동하고 정상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음식 서비스 위생 증명서 

 유해할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제공하며 처리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한 사람의 직원은 시카고 

시의 음식 서비스 위생 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일반 음식 안전 요건  

 음식과 음식 관련 제품들은 흙, 불필요한 처리, 위로부터의 누출 및 기타 다른 형태의 오염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유해 물질(예를 들어, 화학약품, 세척용 제품)은 적절하게 라벨을 붙여 일반 음식 제품으로부터 

분리하여 저장하여야 합니다   
 

음식 저장 / 전시 / 서비스  

 고객이 자가 서비스를 하는 식당에는 재채기 방지기 

 모든 음식 저장 용기의 뚜껑 

 음식 제품은 적절하게 라벨을 붙임 

 선반을 사용하면 바닥에서부터 적어도 6” 이상 높이 

 화장실을 음식, 장비 또는 보급품의 저장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장비 / 조리기구 / 테이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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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장비와 조리기구(예를 들어, 난로, 그릴, 냉장고, 식탁, 싱크)는 청결하며 잘 유지되어 있어야 

합니다  

 작동 불가 장비는 수리, 교체하거나 또는 식당에서 치워야 합니다 

 손상되거나 승인되지 않은 조리기구는 수리 또는 교체해야 합니다 

 조리기구는 저장 시에 잘 보호되어야 합니다  

 조리 장비의 상단에 설치된 배출부와 필터는 깨끗하며 잘 유지되어야 합니다 

 식당 전체에 적절한 조명이 있어야 합니다 

 조명 장치는 승인된 안전 커버가 있어야 합니다 (전구 보호기 또는 분쇄-방지 전구) 

 + 또는 -2°F의 정확도를 갖는 온도계가 각 냉장고와 냉동고에 있어야 합니다 

 음식의 온도를 측정하기에 적절한 정확한 금속 재질의 탐침 온도계가 세척 장비에 항상 

비치되어 있어야 하며 더러워진 식탁보는 적절히 보관되어야 합니다 
 

물리적 시설 상태  

 양호한 배관 상태  

 모든 싱크들은 온수와 냉수가 각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합니다  

 실외 쓰레기통의 뚜껑이 닫혀있음  

 식당 외부와 쓰레기가 있는 지역이 청결하고 유지가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화장실 시설이 깨끗하며 관리가 잘 되어있고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모든 화장실은 환기/통풍이 되어야 합니다 (또는 스크린이 있는 창문) 

 화장실과 착의실은 자체적으로 닫기는 문이 제대로 작동하여야 합니다 

 바닥은 청결하고 잘 유지되며 정상 작동 상태여야 합니다 

 식당에는 주거 시설이 없어야 합니다  
 

표지판 / 요구 사항  

 세수 표지판이 제대로 붙어있어야 합니다 

 금연 표지판이 제대로 붙어있어야 합니다 

 고객들은 샐러드 바 또는 뷔페 같은 자가 서비스 지역으로 돌아오는 경우에는 깨끗한 식탁 

집기를 받을 것을 통보 받습니다 

 덜 익힌 고기 또는 생 달걀을 포함하는 미리 준비된 음식이 제공되는 경우 고객에게 주의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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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AURANT START-UP WORKSHEET  
 

 

 

CONTACT 

Primary contact perso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First name                 MI Last name 

Relationship to license applicant:                Self                 Expediter          Lawyer            Other:____________________ 

Contact phone numbe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ontact e-Mail addres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f not license applicant, name of the applicant: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BUSINESS ACTIVITY 

Prepare food on premises:   Yes             No   If yes, type of food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erve liquor/beer/wine:           Yes             No        

Amusement/entertainment: Yes             No  If yes, describ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rivate event rooms:          Yes             No 

Private events/banquets:      Yes             No  If yes, max number of seats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it-down bar:            Yes             No  If yes, number of seats/stools__________________________ 

Outdoor seating:            

 Patio:     Yes             No 

 Sidewalk Café:           Yes             No 

 Roof top deck:          Yes             No 

Retail Sale:            Yes             No If yes, what will you be selling?_________________________ 

Wholesale:   Yes             No 

Hours food will be served: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Hours liquor will be served: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Total Seating:                  less than 50          50-100        100-200              greater than 200  

Number of Employees:       1-4                      5-10            11-20                   21+ 

 

By signing below, I understand that any changes to business activity may impact licensing and zoning approvals. I 
will notify BACP and zoning of those changes. 

 

 

Signature

Official use only: 
Name of Business 
Consultant: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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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ial use only: 
Notes 

Official use only: 
Notes 

Official use only: 
Notes 

LOCATION 
 
Any building permits:          Yes          No     If yes, permit number 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treet Number(s)                    Street Name                                                           Apt/Suit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ity                                          State           Zip Code                       Most Recent Use of Space    

Rough Square Footage:             0-4,500 sf          4,501-10,000 sf           10,001+ sf        
Outstanding violations*?          Yes                      No           
Existing signage/canopy?          Yes                      No   
Any dedicated onsite parking on the property (i.e., not street)? If yes, # of spaces ____________       

 

 

Street Number(s)                    Street Name                                                           Apt/Suit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ity                                          State           Zip Code                       Most Recent Use of Space    

Rough Square Footage:             0-4,500 sf          4,501-10,000 sf           10,001+ sf        
Outstanding violations*?          Yes                      No           
Existing signage/canopy?          Yes                      No   
Any dedicated onsite parking on the property (i.e., not street)? If yes, # of spaces 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treet Number(s)                    Street Name                                                           Apt/Suit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ity                                          State           Zip Code                       Most Recent Use of Space    

Rough Square Footage:             0-4,500 sf          4,501-10,000 sf           10,001+ sf        
Outstanding violations*?          Yes                      No           
Existing signage/canopy?          Yes                      No 

     Any dedicated onsite parking on the property (i.e., not street)? If yes, # of spaces 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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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있으세요?  저희에게 연락하십시오:

(312) 74-GOBIZ
Restaurant@cityofchicago.org
121 N LaSalle Street, 8th Floor

Chicago, IL 60602

www.cityofchicago.org/restaurant

City of  Chicago
Rahm Emanuel

May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