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제 식품 동의 양식 

행사에서 바로 섭취하기 위해 잠재적 위험성이 없는 식품을 준비하거나 판매하는 시설 또는 조직은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면허가 면제됩니다. 

OAR 333-150-0000 

신청자 이름: 사업체 이름, 해당하는 경우: 

우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행사에서 준비하고 제공할 식품 품목 기입: 

아래 문장을 읽고 이와 같은 요건을 준수할 것임을 확인하는 박스에 체크 표시하십시오. 

❑ 식품 근로자들이 포장을 벗긴 상태의 즉석섭취(RTE) 식품에 맨손으로 접촉하지 않고 델리 티슈, 주걱, 집게,

일회용 장갑 또는 배분용 장비와 같은 적절한 식기구를 사용할 것입니다

❑ 손을 씻을 수 있는 임시 시설을 제공하겠습니다. 5 절-203.11(C)

❑ 다음의 내용을 명시하는 영어 *안내문을 공개적으로 게시합니다. "Notice: Food served at this location

may not have been inspected by the regulatory authority" 또는 규제 당국이 승인한 비슷한 내용

❑ 물과 얼음을 포함한 모든 재료는 승인된 출처에서 마련해야 하며 제품은 안전한 식품 취급 절차에 따라

생산되어야 합니다

또한 감귤류 주스 판매자는 반드시 아래의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 행사장에서 레몬, 라임, 오렌지, 자몽 등의 즙을 짜서 1 인분씩 바로 마실 수 있도록 제품을 준비 및 판매하는

생감귤류 주스 판매자의 경우 면허가 면제됩니다. 병원체를 예방, 감소 또는 제거하기 위한 특수 가공 처리를

하지 않은 생감귤류 주스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영어 *안내문을 게시해야 합니다. “NOTICE:

This product has not been pasteurized or processed". 그외 기타 주스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면제 식품 서비스 운영과 관련된 식품 안전 문제가 있거나 위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규제 당국에서 식품 시설 

면허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규제 당국이 이 양식을 검토하고 승인하면서 관리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오리건주 식품 위생 규칙 OAR 333-150-0000 의 조항을 준수하는 데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은 이 양식에 제공된 
정보가 정확함을 인증합니다. 이 양식은 영업시간 동안 행사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신청자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 

FOR OFFICE USE ONLY(공용란) 

Fee received: Date: 

 Cash  Check#__________  Money Order 

Reviewed by: Date: 

 Approved  Not Approved Rev 03/20 



식품 판매자용: 

NOTICE: 

Food served at this location may 
not have been inspected by the 

regulatory authority 

감귤류 주스 판매자용: 

NOTICE: 

Food served at this location may 
not have been inspected by the 
regulatory authority. Raw citrus 

juices have not been pasteurized 
or processed. 

*이 안내문의 번역은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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