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ttle Fire Prevention Di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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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푸드 트럭 검사 프로그램
시애틀은 새로운 지역 푸드 트럭 검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푸드 트럭은 이제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소방국 중 어디에서나 지역 점검표를 통한 안전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한곳에서 검사를 받으면 Seattle Fire
Department을 포함한 모든 참여 소방국에서 인정됩니다. 한 관할 구역에서 검사를 받은 증명서가 있으면
시애틀을 포함한 대부분의 다른 관할 구역에서 푸드 트럭 허가증을 할인된 가격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푸드 트럭으로 활동하는 각 관할 구역마다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지역 점검표를 통한 검사
이외에도 안전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일년 중 특정 기긴에 검사관이 추가적인 방문 검사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허가증
시애틀의 푸드 트럭 허가증 및 검사 수수료는 $422입니다(허가 코드 8206-TRK). 그러나 12개월 이내에 다른 관할
구역에서 검사를 통과해서 받은 검사 보고서를 제출하면 시애틀 푸드 트럭 허가증 수수료가 $352으로
감소합니다(허가 코드 8206-RGL). 시애틀 허가증과 검사 수수료를 함께 지불한 다음에 다른 관할 구역에서 검사를
받으면 검사 수수료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증 신청서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seattle.gov/fire/business-services/permits#howtoapplyforapermit

검사
푸드 트럭은 매년 소방국에서 실시하는 안전 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모든 참여 관할 구역은 지역 검사 점검표를
사용하며 검사를 실시하며 관할 구역에 따라 추가 요구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관할 구역에서 12개월
이내에 검사를 통과한 증명서가 있다면 다른 관할 구역에서 실시하는 연례 검사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애틀에서는 허가증을 받고 나서 영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애틀 소방국 (Seattle Fire Department) 검사관은
이후 12개월 이내에 적어도 한 번은 예고 없이 현장을 방문하여 푸드 트럭 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 일정을
잡거나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트럭을 특정 장소로 운전해 갈 필요가 없습니다. 검사관은 지역 검사 점검표를
사용하여 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가 완료되면 이메일로 검사 보고서를 받게 됩니다. 다른 관할 구역으로 이동할
때 지역 검사를 완료했다는 증명서로서 검사 보고서 사본과 허가증을 트럭에 보관하세요.
시애틀 검사는 허가증을 받은 이후로 1년 이내에 언제든지 실시될 수 있으며, 검사가 완료된 후에야 검사
보고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관이 해당 연도 안에 트럭을 찾을 수 없었고 지역 검사를 완료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정된 위치로 트럭을 가져와 검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 일정을 잡으려고 관할
구역을 선택할 때는 각 관할 구역의 웹사이트에 제공된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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