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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

생활방해 사업체법 
(NUISANCE BUSINESS LAW)

생활방해 사업체법(Nuisance Business Law)은 지역사회의 보건, 안전 및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체 내 및 주변에서 발생하는 고질적인 생활방해 행위를 줄이기 위한 시의 
노력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법은 비즈니스 커뮤니티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법은 사업주가 생활방해 행위에 맞섬으로써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권한 부여를 돕는 도구입니다. 사업체가 생활방해 행위 저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경우 상업 지구가 
활성화되고 주변 환경이 개선될 것입니다. 

소개

1. 관구 경감에게 연락하십시오. phillypolice.com/districts를 방문하거나 311번으로 전화하여 관구 경감의 연락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여러분의 지역 내 경찰 관구 자문 위원회(Police District Advisory Council, PDAC) 회의에 참석하고 PDAC 통신에 등록하십시오. 법을 위반한 사업체의 행정 검토 
심리 일정이 L&I를 통해 확정되면 관구 경감이 PDAC에 고지할 것입니다. 해당 사업체 부근에 있는 지역사회 일원이나 단체는 L&I가 심리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서면 기밀 
정보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생활방해 사업체(NUISANCE BUSINESS)가 근처 지역에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역사회의 보건, 안전 및 복지를 방해하는 행동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생활방해 행위가 무엇입니까?

– 보도에 쓰레기 투기
– 도박
– 배회
– 성매매 
– 노상 방뇨 및 배변 

– 보도 주차
– 불법 약물 활동 또는 알코올음료 섭취
– 도로 및 보도 불법 차단
– 도로 밖 주차 공간을 물품 보관, 판매 또는 임대용으로 사용하거나 폐차를 주차

본인의 사업체는 생활방해 사업체(NUISANCE BUSINESS)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생활방해 사업체(nuisance business) 통지서를 받은 경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경찰청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경우 시 당국은 해당 
행위의 사업주를 처벌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업주가 생활방해 행위 저지를 위해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시 당국이 면허 및 점검(Licenses & Inspections, L&I)에 의한 위반 
및 사업체 영업 정지를 통해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절차 개요는 뒷면을 확인하십시오!

연락처

상무부, 기업 서비스 사무소 (Department of Commerce, Office of Business Services)  |  business@phila.gov  |  215.683.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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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경감에게 연락

가능한 한 빨리 지역구 경감에 연락하여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의논하십시오. 연락처 
정보는 311번으로 전화하거나 phillypolice.com/districts 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감에게 연락하지 않을 경우 

육십(60)일 이내에 세(3) 부의 생활방해 사업체(Nuisance Business) 통지서 
또는 십이(12)개월 이내에 일곱(7) 부의 “생활방해 사업체” 통지서를 받고 경찰에 

연락하거나 협조하지 않은 경우, 고질적인 “생활방해 사업체”로 분류됩니다.

귀하의 사업체가 고질적인 “생활방해 사업체”로 분류된 경우, 
L&I로부터 영업정지 의향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적절한 시정 조치 제시

경찰청과 협력하여 “생활방해(nuisance)” 행위의 향후 재발을 줄이거나 없애거나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시정 조치를 제시하십시오. 예를 들어 사업체 주변에 보안 카메라 및 충분한 조명을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통지 준수, 케이스 종료

주의사항:
1. 사업주는 경찰 및 L&I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요청 시, 담당 경감에게 연락할 때 언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L&I 연락

행정 검토 심리 일정을 잡으려면 오(5)일 
이내에 L&I로 연락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L&I가 귀하의 “생활방해
(nuisance)” 경감 계획 수립에 

협력할 것입니다.

L&I에 연락하지 않을 경우

오(5)일 이내에 회신하지 않을 경우 
L&I에서 영업정지 명령을 발행합니다.

귀 사업의 정지

생활방해 사업체법 
(NUISANCE BUSINESS LAW)
귀하의 사업체가 생활방해 사업체(NUISANCE BUSINESS) 통지서를 받은 경우 해야 할 일

통지서 수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