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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카트 벤더는 현재 물, 견과류, 얇게 

썰은 과일 및 채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NYC 보건 및 정신위생부(보건부) 과일 및 채소 벤더들은 이제 건강에 좋은 식품을 추가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의 포장 마차나 트럭에서 식수병, 일반 견과류, 그리고 

얇게 썰은 과일 포장품과 채소를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생수 

• 밀봉된 생수, 캔 생수 또는 물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생수는 맹물이나 탄산을 포함할 수 있고 향료나 미네랄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생수는 나트륨이나 천연 또는 인공 감미료를 함유할 수 없으며 0 칼로리여야 

합니다.  

• 맹물이든 탄산을 포함하든 생수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또는 뉴욕주(NYS) 

보건부의 인증을 받은 제조업체로부터 생산해야 합니다.  

• 물통, 병, 음용수 탱크 또는 다른 용기에서 컵에 붓는 생수는 고객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 병에 든 생수, 캔 생수 또는 물 상자를 얼음 위에 보관하기 위해서는 얼음을 내장된 폐수 

탱크로 배출할 수 있는 차가운 보관함이 카트에 있어야 합니다.  

 

견과류 

• 가공하지 않은 단일 성분 견과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설탕, 소금, 후추, 기름, 양념, 향신료 또는 다른 재료를 첨가한 견과류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견과류는 요리하거나, 볶거나, 혼합하거나 또는 설탕과 섞을 수 없습니다. 

• 이미 껍질을 벗긴 견과류는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가 허가된 이동식 식품 자판점에서 

상업적으로 미리 포장해야 하며 카트나 트럭에서 포장할 수 없습니다.  

• 껍질에 남아 있는 견과류는 자판기 카트나 트럭에서 포장하거나 상업적으로 미리 포장하거나 

허가된 이동 식품 자판점에서 포장할 수 있습니다. 너트는 카트나 트럭에서 껍질을 벗길 수 

없습니다. 

 

얇게 썰어 미리 포장한 과일과 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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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얇게 썰어서 미리 포장한 과일과 채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과일과 채소는 가공하지 

않은 것이어야 하고 신선해야 하며 얼리지 않아야 합니다.  

• 과일과 채소는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가 허가된 이동 식품 자판점에서 상업적으로 썰거나 

잘라 미리 포장해야 합니다. 과일과 채소는 포장마차나 트럭에서 자르거나 썰어서는 안 

됩니다.  

• 판매업자들은 얇게 썰거나 자른 과일과 채소를 화씨 41도(섭씨 5도) 이하의 

온도에서 미리 포장해 둘 수 있는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o 얼음을 사용하는 저온 유지 장치는 내장된 오폐수 탱크로 배출되어야 

합니다. 

o 음식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 자판기에 막대 온도계가 있어야 합니다. 

o 저온 유지 장치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 온도계가 있어야 합니다. 

o 온도계는 보정해야 합니다. 보정 안내서를 보려면 nyc.gov/health 를 

방문하여 “thermometer calibration guide” (온도계 보정 안내서)를 

검색하십시오. 

• 포장된 음식은 얼음이 녹은 물이 포장물 내에 들어가지 않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물이 

통과하지 못하는 용기나 포장을 사용하십시오. 

• 먹거나 마시는 표면으로 사용될 수 있는 포장의 어떤 부분도 얼음 또는 녹은 얼음물과 

직접 접촉하지 말아야 합니다.  

 

매점에서 음식 포장 

제조업체에서 포장한 식품을 제공하는 대신 직접 포장할 경우 보건부 허가가 있는 매점에서 

포장해야 합니다. 귀하는 NYS 농림시장부의 라벨 부착 요구 사항을 따르고, 해당 부서 또는 

NYC 소비자 및 근로자 보호부에서 보정 및 검사한 저울로 포장 무게를 측정해야 합니다.  

다음에 대한 정보: 

• 라벨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agriculture.ny.gov 를 방문하여 “food labeling” (식품 

라벨)을 검색하십시오. 

• 저울 검사에 대해서는, nyc.gov/dca 를 방문하여 “scale inspections” (저울 검사)를 

검색하십시오. 

• 현재 허용된 이동 식품 매점에 대해서는 212-676-1650 또는 212-676-1651로 식품안전국 

또는 지역사회 위생부로 전화하거나 infobfscs@health.nyc.gov 으로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 

 

https://nyc.gov/health
https://www1.nyc.gov/assets/doh/downloads/pdf/rii/thermo-calibration-guide.pdf
https://www1.nyc.gov/assets/doh/downloads/pdf/rii/thermo-calibration-guide.pdf
https://agriculture.ny.gov/
https://agriculture.ny.gov/food-safety/food-labeling
https://agriculture.ny.gov/food-safety/food-labeling
https://agriculture.ny.gov/food-safety/food-labeling
https://nyc.gov/dca
https://www1.nyc.gov/site/dca/businesses/scale-inspections.page
https://www1.nyc.gov/site/dca/businesses/scale-inspections.page
mailto:infobfscs@health.nyc.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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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장비에는 새 사전 허가 점검이 필요합니다 

저온 유지 장치를 새로 추가하는 등 카트 또는 트럭을 변경할 경우 보건부의 사전 허가 

검사를 새로 받아야 합니다. 예약을 하려면 212-676-1650 번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매점 보관 요구 사항에 대한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과일 및 채소 허가를 받은 판매업자는 새로운 식품을 제공하더라도 카트 또는 트럭을 

승인된 대체 시설에 계속 보관할 수 있습니다. 식품은 허가된 매점에 계속 보관되어야 

합니다.  

 

허가와 검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nyc.gov/health 를 방문하여 “mobile food vendors” 

(이동식 식품 판매상)를 검색하십시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infobfscs@health.nyc.gov 으로 이메일을 보내시거나 212-676-

1650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https://www1.nyc.gov/site/doh/index.page
mailto:infobfscs@health.nyc.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