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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명    ___                ______   _  면허 번호                    ______    날짜                       ____    

   도로주소  ___                                            우편번호        전화번호 (       _ _)                  __    _____    

온도 관리와 시간을 함께 사용하지 않고 시간만 사용하는 경우 요리 전 잠재 유해 음식의 공급과, 즉각적인 소비를 위해 

진열되거나 준비된 바로 먹을 수 있는 잠재 유해 음식 공급에 대한 공중 보건 관리로서 다음과 같은 조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A. 음식이 조리, 제공, 폐기되는 시간을 음식에 표시하거나 별도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B. 서비스 및 소비를 위해 음식을 온도 관리기에서 꺼낼 경우 이 음식은 반드시  

 4 시간 이내에 제공 되거나 폐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 관리에서 제거하지 말고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다시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C. 표시가 없는 용기 또는 포장에 담긴 음식이나 유효기간이 지난 음식은 폐기합니다. 그리고,  

D. 서면 절차는 음식 업체에서 보관하고 보건 조사관의 요청에 따라 제시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E. 시행 하기 전에 이 양식을 작성하고 미네아폴리스 시 보건 조사관에게 제출하여 검토 받으십시오. 

     이 양식을 변경, 추가 또는 개정하기 전에 보건 조사관에게 알리십시오. 
 

음식 품목:  피자        삼부사        산성화 된 쌀        뷔페   기타:  

 

 

 

 

 

 

 

 

절차를 서술해 주십시오.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한 경우 이 양식의 뒷면을 사용하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  

(정자체) 책임자/면허 소지자 이름 직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  

서명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정자체) 보건 조사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  

서명              날짜 
 
 

공중 보건 관리 시간 
3-501.19 

 시간은 타임스위치, 메모장, 화이트보드, 기록 

용지, 꼬리표등을 사용하여 기록 확인합니다. 

a) 타임스위치를 4 시간으로 설정하고 음식 

이름을 기록하십시오. 음식이 온도 조절기에서 

꺼내진 시간을 기록하십시오.(오븐에서 꺼냄, 

냉장고에서 꺼냄, 가열 장치에서 꺼냄 등) 

b) 4 시간이 지난 후 음식을 폐기하십시오. 
 

또는 

 서비스 시간은 4 시간 미만입니다.  

(예: 점심 서비스 오전 11:00 – 오후 1:00) 

a) 음식 서비스 시간은 온도 조절기에서 

꺼낸 후 4 시간 미만입니다. 

b) 4 시간이 경과하거나 서비스가 끝난 

음식은 폐기하십시오. 

 

 

공중 보건 관리 시간을 

사용하는 한 이 양식의 사본을 

파일에 보관하십시오. 

For reasonable accommodations or alternative formats, please contact Minneapolis 311 by calling 311 or 612-673-3000 or by emailing 
Minneapolis311@minneapolismn.gov. People who are deaf or hard of hearing can use a relay service to call 311 at 612-673-3000.  

TTY users can call 612-673-2157 or 612-673-2626.   
Para asistencia 612-673-2700, Rau kev pab 612-673-2800, Hadii aad Caawimaad u baahantahay 612-673-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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