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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식품: 음식 서비스 운영자가 알아야 할 사항 
 

불순물은 뉴욕주(New York State, NYS) 보건부, NYS 농업시장부, 미국 식품의약청(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또는 미국 농무부에서 식품에 첨가물로 승인되지 

않은 첨가물, 착색제 및 기타 물질입니다. 

 

어떤 물질이 식품 불순물입니까? 

많은 물질이 불순물로 간주되며 식품에 첨가될 수 없습니다.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활성탄 

• 칸나비디올(CBD)과 같은 칸나비노이드 및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이 0.3% 

이상 포함된 모든 형태의 대마 

o 사업체는 CBD 또는 대마초가 포함된 식품을 생산, 판매 또는 제공하려면 

NYS 대마 관리국(NYS Office of Cannabis Management, OCM)으로부터 특정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o 식품 서비스 제공 장소(food service establishments, FSE)는 CBD 또는 

대마초가 포함된 식품을 생산하거나 제공할 수 없습니다. FSE는 식품에 

CBD 또는 대마초를 첨가할 수 없습니다. 

o FSE는 현장에서 CBD 또는 대마초 섭취를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o 이러한 물질이 포함된 식품은 CBD 또는 대마초 제품 판매 허가를 받은 

사업체만이 판매할 수 있습니다. CBD 및 대마초는 NYS 가 승인한 

실험실에서 검사되고 NYS 요구 사항에 따라 포장 및 라벨이 부착되어야 

하며 NYS OCM 허가가 있는 유통 업체 또는 가공 업체로부터 확보되어야 

합니다.  

• Delta-8-THC로도 알려진 delta-8과 같은 합성 카나비노이드 

• 종합 미네랄, 종합 비타민, 비타민, 단백질, 미네랄, 호르몬 활성제, 보충제 오일, 

Kava Kava와 같은 허브를 포함한 인간 또는 동물용 식이 보충제 

• 드라이아이스와 액체 질소 

o 단단한 드라이아이스를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o 모든 액체 질소는 음식이 제공되기 전에 증발시키거나 제거해야 합니다.  

o 음식을 제공하거나 먹을 때 안개나 연기가 있을 경우 제공 전에 

드라이아이스나 액체 질소를 음식에 첨가할 수 없습니다. 

• Kratom (미트라기닌 및 7-하이드록시미트라기닌). FDA는 kratom 사용을 

승인하지 않으며 소비자들에게 식물성 물질인 kratom 또는 향정신성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표시된 제품을 사용하지 말라고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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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 첨가 가능한 물질에 대한 추가 정보는  

fda.gov/food/food-additives-petitions/food-additive-status-list를 방문하십시오.  

본 목록은 정기적으로 수정됩니다. 

 

카나비노이드 허가와 NYS OCM에 대한 추가 정보는 cannabis.ny.gov를 방문하십시오. 

 

물질이 불순물인지 아닌지 모를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뉴욕시 보건 및 정신 위생부의 (NYC 보건부) Office of Food Safety and Community 

Sanitation (식품 안전 및 지역사회 위생청)에 646-632-6001 또는 

infobfscs@health.nyc.gov로 연락하십시오. 

 

NYC 보건부가 검사 도중 불순물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검사자가 식품에 첨가되어서는 안 될 물질을 찾기 위해 재료, 식품 라벨 및 메뉴를 

확인합니다. 검사자가 불량 식품이나 음료를 찾을 경우, 해당 식품과 음료는 폐기 

처분됩니다. 

 

FSE에 불량 식품이 있을 경우 위반 행위인가요? 

예. 식품에 불순물을 첨가하거나 귀하의 FSE에 불량 식품이 있는 경우, 문자 등급에 

포함되는 위반 벌점뿐만 아니라 벌금이 부과되는 소환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량 식품이나 음료를 판매하면 영업 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예. NYC 보건부 검사자의 지침 후 해당 식품과 음료를 폐기 처분하지 않거나 불량 식품 

또는 음료를 판매 또는 제공한 위반 사항이 반복적으로 있을 경우, NYC 보건부는 귀하의 

시설의 영업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nyc.gov/health를 방문하여 불량 식품(을)를 검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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