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용
식품 기부 안내서

식품 기부 단계
1.
2.
3.

4.
5.

알아보기: 식품 업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조리된 식품,
상하지 않는 식품 및 건조 식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계획하기: 업소에서 남는 식품의 양을 생각해보고 기부를
사업 운영에 어떻게 포함시킬지 계획합니다.
연결하기: 식품 기부를 받는 기관들에 직접 연락을
하거나 식품을 기부할 곳과 연결해 주고 기부할 식품을
직접 기관에 배달해 주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안전: 모든 식품 안전 취급 규칙을 따르도록 합니다.
알아두기: 식품 기부는 그에 따르는 책임에 대한 보호
장치가 제공되며 세금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1단계. 알 아 보 기
조리된 음식 기부
조리된 식품과 음식은 식당, 델리, 캐이터링 업체, 식품 제조업체, 호텔 주방 및
식품 유통업체와 같이 라이선스가 있고 심사를 받은 식품 업체만 기부할 수
있습니다. 일반 가정집에서 조리한 음식은 기부할 수 없습니다. 뷔페나 샐러드바
또는 고객에게 제공되었던 음식도 기부할 수 없습니다.
온도 관리
식품 안전을 위해 시간과 온도가 관리되어야
하는(Time Temperature Control for Safety
,TCS) 식품들은 차가운 식품인 경우 41°F
이하에서, 따뜻한 식품인 경우에는 135°F
이상에서 항상 보관해야 합니다. 식품이
부적절한 온도에서 보관되는 경우 병원균이
증식할 수 있어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습니다. 기부된 냉동 식품은 냉동
상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dchealth.dc.gov/service/food- safety-andhygiene-inspection-services-division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알아 두세요
식품 안전을 위해 시간과 온도가
관리되어야 하는 (TCS) 식품은
미생물 번식과 아플라톡신 생성을
막기 위해 시간과 온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병원균은 병을 유발할 수 있는
세균, 바이러스나 미생물입니다.

유통 기한
온도 관리가 필요한 조리 식품은 유통 기한이 조리된 날부터 7 일입니다. 기부된
식품에는 조리된 날짜와 식품을 소비해야 하는 기한을 표시해야 하며 그 기한은 7
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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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지 않는 건조 식품 기부
라이선스를 받고 심사를 받은 식품 업체는 건조 식품 및 상하지 않는 식품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업적으로 가공된 통조림 제품, 유리병에
포장된 소스, 상온 보관 우유, 파스타, 포장된 쌀 및 곡물, 빵, 말린 콩 등이
있습니다.
식품 업체에서 절대 기부하면 안 되는 품목:
• 찌그러지거나, 부풀어 오르거나, 세거나, 녹이 슨 캔 식품
• 수분이 들어간 흔적이 보이는 건조 식품
• 포장 상태가 불량하거나 손상된 모든 식품
• 곰팡이 또는 악취와 같이 부패한 징후를 보이는 모든 음식
• 살균되지 않은 식품
식품이 "유통 기한", "판매기한"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경우 어떻게 됩니까?
연방 규정에서는 유아용 조제 분유를 제외하고 식품에 "유통 기한"또는 "판매기
한"날짜를 표시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식품 제조업체들은 소비자와 소매
업체가 식품의 품질이 가장 좋은 시기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날짜를
기재합니다.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유아용 조제 분유를 제외한 식품 포장의
날짜는 식품 안전의 지표가 아닙니다.
빵이나 통조림과 같이 "유통 기한" 또는 "판매기한" 날짜가 지난 식품은 포장이
손상되거나 찌그러지거나 상태가 좋지 않거나 세지 않는 한 기부할 수
있습니다.

2단계. 계획하기
식품을 기부하기 전에 먼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아래 단계를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팀의 동의 구하기
2. 잉여 재고와 이 재고가 어떻게 생겼는지 파악하기
3. 기부할 식품 결정하기

3단계. 연결하기
DC 지역의 많은 기관에서 식품을 직접 기부받습니다.
• DC Food Recovery Working Group DC 광역 지역 식품 기부 지도
• dcfoodrecovery.wordpress.com/donate-rescue/
• 기부를 위해 식품을 가져가기 전에 먼저 개별 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식품 업체와 도움이 필요한 기관을 연결해 주는 다른 조직들이 있습니다.
• Food Rescue US: foodrescue.us
• MEANS Database: meansdatabas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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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eding America’s MealConnect: capitalareafoodbank.org/mealconnect

4단계. 안전
식품 오염 방지
식품은 교차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저장 및 운송되어야 합니다. 저장,
조리, 보관 및 진열하는 동안 생고기/해산물과 바로 먹을 수 있는 식품을
분리해야 합니다.
냉장 중에는 다음 순서로 식품을 윗칸에서부터 아래칸에 보관합니다.
•
•
•
•
•

바로 먹을 수 있는 식품
씻지 않은 야채, 과일
생물 해산물/생고기
갈은 생고기
생닭고기

통조림 제품, 건조 식품 및 완전 농산물은 깨끗하고 건조한
장소의 바닥에서 떨어진 곳에 보관해야 하며 물이나 먼지
또는 기타 오염에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
특정 식품에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이 포함된 식품에 라벨을 붙입니다.
•
•
•
•
•
•
•
•

우유
계란
밀
대두
생선 (예: 농어, 도다리, 대구 등)
갑각류 (예: 게, 새우, 바닷가재)
땅콩
견과류 (예: 아몬드, 호두, 피칸)

알아 두세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란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는 물질입니다.

항상 기억해 두세요
• 따뜻한 물과 비누를 사용해 20분이상 손을 철저히 씻습니다.
• 따뜻한 음식은 따뜻하게 차가운 음식은 차갑게 보관합니다.
• 식품은 분리 보관하여 교차오염을 방지합니다.
• 안전하고 보호되는 지정된 구역에 기부할 식품을 보관합니다.
• 식품의 안전한 운송을 위해 기부를 받는 사람과 조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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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알아두기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
식품 기부인과 기부 수령 기관은 연방법 및 DC 식품 절약법(District’s Save Good Food
Act)에 따라 식품 기부와 관련해 발생하는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2018 식품 절약법(Save Good Food Act)은 법적 책임 보호 영역을 확대했습니다.
기부인
선의로
음식을
책임이

보호:
자선 단체 또는 비영리 단체에 식품을 기부하거나 소비를 위해 개인에게 직접
기부하는 기부자는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적 위법 행위의 결과가 아닌 한 법적
없습니다.

기부 물품 수령인 보호:
알지 못하거나 인간의 소비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는 식품을 무료 또는 그러한
식품의 취급 및 조리 비용을 충당하는 정도의 비용으로 수령하고 배포하는 선의의 자선
또는 비영리 조직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적 위법 행위의 결과가 아닌 한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에 관한 전체 내용은 DC Official Code § 48–301(a-b)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방 법적 책임 보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버드 로스쿨의 식품법 및 정책 클리닉의
"컬럼비아 특별구의 식품 회수(Food Recovery in the District of Columbia): 법률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 Chlpi.org/wp-content/uploads/2013/12/FOOD-RECOVERY_D.C._2019.pdf
세금 공제 혜택

•

•

연방세
• 업체들은 일반 또는 강화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리소스를 참조하거나 세무사에게 문의하십시오.
• chlpi.org/wp-content/uploads/2013/12/FOOD-RECOVERY_D.C._2019.pdf
• nrdc.org/sites/default/files/food-donation-federal-tax-deduction-guide-201803.
pdf
특별구세
• District businesses can deduct from District gross income contributions or gifts
to charitable organizations. See D.C. Code Ann. §47-1803.03(a)(8) for more
information. DC 사업체는 DC 총 소득 기부금 또는 자선 단체에 대한 선물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D.C. Code Ann. §47-1803.03(a)(8)을
참조하십시오.

문의사항이 있으세요?
코로나19(COVID-19) 억제 노력을 돕고 DC 거주민들과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다음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DC 보건부: food.safety@dc.gov
DPW: zero.waste@dc.gov
컬럼비아 특별구 보건부의 식품 안전 및 위생 검사 서비스 부서와 공공 사업국(DPW)의 폐기물
전환 부서는 함께 협력하여
식품을 안전한 방식으로 기부하는 동시에 식품 기부를 장려하기 위해 본 안내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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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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