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Korean 

 

뉴욕시 Green Cart에 관한 일반 정보  

뉴욕시(NYC) Green Cart는 신선 농산물을 이용하기 힘든 지역에 신선 과일 및 채소, 그외 

건강한 식품을 전달하는 식품 카트와 트럭입니다. Green Cart 상인은 반드시 뉴욕시 보건 

및 정신위생부(보건부)의 이동식 식품 판매 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카트나 트럭 운영자는 

보건부 Green Cart(신선 과일 및 채소) 허가를 소지해야 합니다.  
 

Green Cart에서 제공할 수 있는 식품은?  

Green Cart는 통당근, 바나나, 사과, 베리 등의 자연 식품, 미가공 과일 및 채소와 병에 든 

생수, 일반 견과류를 제공하며 카트나 트럭에 식품 냉장 및 포장 장비가 준비된 경우 

슬라이스나 자른 과일 및 채소도 제공합니다. Green Cart에서 판매할 수 있는 상품 목록은 

nyc.gov/greencarts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Green Cart를 운영할 수 있는 곳은?  

Green Cart는 지정된 경찰 관할 구역 내 운영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nyc.gov/greencarts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Green Cart 허가 개수는 얼마나 됩니까? 

NYC에서 허가하는 Green Cart는 총 1,000개입니다: Brooklyn에 350개, Bronx에 350개, 

Manhattan에 150개, Queens에 100개, Staten Island에 50개.  
 

Green Cart 허가를 받는 데는 얼마의 비용이 듭니까? 

• 초기 비용: Green Cart 허가를 신청하는 데는 유효한 이동식 식품 판매 면허가 

필요합니다. 이미 면허를 발급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이동식 판매자를 위한 식품 

보호 코스(Food Protection Course for Mobile Vendors)에 $53, 2년 간 유효한 면허에 

$50을 지불해야 합니다. Green Cart 허가를 받는 경우, 허가 비용은 $75이며 2년 동안 

유효합니다. 

• 갱신 비용: 2년마다 면허를 갱신하는 데 $50이 들며 추가로 납세 증명에 $10이 

듭니다. 2년마다 허가를 갱신하는 데 $50이 듭니다.  

• 뉴욕주 노점상 인증서를 보유한 미국 퇴역 군인, 또는 이러한 인증서를 보유한 퇴역 

군인의 생존한 배우자 또는 동거 파트너의 경우 면허 및 허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이동식 식품 판매 면허를 받는 방법은?  

311로 전화하여 "Mobile Food Vendor License Application"(이동식 식품 판매상 면서 신청)에 

관해 문의하거나 www1.nyc.gov/nycbusiness/description/mobile-food-vending-license를 

방문하십시오. 
 
 

https://www1.nyc.gov/site/doh/health/health-topics/green-carts.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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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Cart 허가는 어떻게 신청합니까?  

Green Cart 허가는 Green Cart 허가 대기자 목록에 있는 분들에게 발행됩니다. 각 

자치구별로 대기자 목록이 있습니다. 신규 대기자 목록은 기존 목록이 끝나면 생성됩니다. 

대기자 목록 등록 기간에 Green Cart 허가 대기자 목록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기자 목록 

등록 기간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nyc.gov/greencarts를 방문하십시오. 
 

대기자 목록 신청서를 제출한 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보건부에서는 우선순위 그룹 및 추첨 시스템을 기반으로 자치구별 신청자로 대기자 

목록을 생성하게 됩니다. 보건부는 귀하의 대기 목록 번호가 담긴 엽서를 발송하게 되며 

자치구별 대기자 목록에서 선정될 때 허가 신청서를 발송합니다. 
 

대기자 목록의 우선순위는 포인트 시스템을 기반으로 합니다. 장애가 있거나 없는 미국의 

퇴역 군인, 그 외 보건부의 이동식 식품 허가 대기자 목록에 올라 있는 신청자에게 더 많은 

포인트가 주어집니다. 각 우선순위 그룹의 신청자는 대기자 목록 상에서 임의로 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허가 신청을 통보받았을 때 우선순위 그룹에 속한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귀하의 모든 자치구 대기자 목록 신청이 거절되며 대기자 목록 등록이 재개될 

때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일부 자치구에는 다른 자치구보다 더 많은 Green Cart 허가가 주어집니다. 하나 이상의 

자치구를 선택하면 선정될 확률이 높아집니까?  

허가 신청 대상자로 선정될 확률은 신청자의 수, 귀하의 우선순위 그룹, 귀하가 운영하고자 

하는 자치구의 수에 달려 있습니다. 대기자 목록에 오르기 위해 신청할 때, Green Cart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치구를 모두 선택하십시오. 하나의 자치구에서만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Green Cart 대기자 목록에 신청하는 경우, 다른 이동식 식품 판매 대기자 목록에서 제 

이름이 삭제됩니까?  

아니요. 다른 유형의 이동식 식품 판매 허가 및 Green Cart 허가는 별도입니다. Green Cart 

대기자 목록에 신청하는 것은 귀하의 다른 이동식 식품 판매 허가 대기자 목록에서의 

상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미 이동식 식품 판매 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Green Cart 허가도 받을 수 있습니까?  

한 번에 하나의 이동식 식품 판매 허가만 받을 수 있습니다. Green Cart 허가를 신청하고 

선정된 다음 이를 받아들이면 다른 이동식 식품 판매 허가는 반납해야 합니다.  
 

Green Cart는 어떻게 구합니까?  

자신의 Green Cart를 구매해야 하며 운영 전에 보건부에서 이를 조사하고 승인해야 합니다. 

승인된 카트 제조사 목록은 nyc.gov/greencarts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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