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문의 목적 

소비자 자문은 소비자들, 특히 고위험 인구가 (고령자, 미취

학 아동, 임산부, 면역력이 약한 사람) 생고기나 덜 익힌 고

기를 섭취하면 식중독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기에 위험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소비자 자문은 브로셔나, 해산물 케이

스, 메뉴 권고, 라벨, 테이블위 사인, 등의 다양한 효과적인 

서면 방법으로 알려질 수 있다.  

일리노이 주 식품 코드에 따르면, 쇠고기, 달걀, 생선, 양고

기, 돼지고기, 가금류 또는 갑각류와 같은 동물성 식품이 날

것 혹은 덜 익힌 채로 혹은 병원균을 제거하지 않고, 즉석

음식이나 즉석음식의 재료로 팔거나 제공될 경우 소비자 

자문이 필요하다.  

소비자 자문은 어린이나 노약자의 메뉴에는 적용되지 않으

며 사용할 필요가 없다.  

소비자 자문 

생 달걀 

 생 달걀이나 살짝 요리된 

달걀로 만든 네덜란드 혹 

시저와 같은 드레싱이나 

소스 

 

 머랭 파이, 푸딩, 커스터드, 

무스, 에그 노그, 티라미수

와 같은 디저트 

 

 직접 만든 마요네즈나  

 

 생 달걀이 들어있는 에그

노그나 (진피즈, 피스코 사

워와 같은) 칵테일 음료 

 

 

생 고기 혹은 덜 구운 고기 

 ‘미디움, 미디움-레어, 레

어’로 구어진 행버거 

 

 육회 

 

 기계로 칼날 연화한 스테

이크 (핀 고정, 자카딩, 니

들링) 

 

 레어로 구운 양고기 

 

 

날 또는 덜 익은 갑각류 

 

생선 

 초밥이나 회 

 세비체 

 참치 카르파초 

 회덥밥 또는 곤이  

 살짝 구운 생선  

샴페인-얼바나 보건 지역구  샴페인 카운티 보건부 

소비자 자문이  

필요한 예 
언제 소비자 자문이 필요한가? 

일리노이 주 식품 코드에 따르면, 쇠고기, 달

걀, 생선, 양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또는 갑각

류와 같은 동물성 식품이 날것 혹은 덜 익힌 

채로 혹은 병원균을 제거하지 않고, 즉석음식

이나 즉석음식의 재료로 팔거나 제공될 경우 

소비자 자문이 필요하다.  

생고기 혹은 덜 익힌 고기는 어린이 메뉴에 들

어갈 수 없으므로 소비자 자문이 필요하지 않

다.  

공개해야 할 내용: 

 1)  동물 유래 식품에 대한 설명. 예, 껍

질채로 나오는 굴 (생굴), 생 달걀로 만든 

시저 샐러드 드레싱, 햄버거 (주문 가능), 

또는 

2)  메뉴에 나와있는 동물 유래 식품의 식

별하거나 별표하고 밑에 날 또는 덜 익은 

음식이거나 재료가 포함되어 있음을 설명

하십시오. 

알림에 포함할 내용: 

메뉴에 동물 유래 식품에 별표하고 다음의 내

용을 공개하십시오: 

1) 요청 시 다른 안전한 식품으로 교체될 수 

있다; 

2) 날 또는 덜 익은 고기, 가금류, 해산물, 또는 

달걀을 섭취하면 식중독에 걸릴 위험이 높다; 

또는  

3) 특히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날 또는 

덜 익은 고기, 가금류, 해산물, 또는 달걀을 섭

취하면 식중독에 걸릴 위험이 높다.          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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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것은 알림 별표입니다. 소비자

에게 해당 메뉴에 생고기 또는 덜 

익힌 동물 제품이 포함되어 있다

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알림 

 

애피타이저 

 

양파링 

맥주 반죽으로 튀긴 양파 

 

굴 껍질채로 나오는 생굴* 

6개의 신선한 굴과 레몬조각 

 

새우 칵테일 

6개의 차가운 큰 새우와 칵테일 소스와 레몬 

 

 

샐러드 

 

시저 샐러드* 

로메인 양상추와 크루통에 파르메산 치즈, 레몬 주스, 올리브 오일, 생 달걀, 우스터셔 소스 그리

고 후추 

 

가든 샐러드 

스프링 믹스 야채에, 방울 토마토, 피망, 오이, 잘게 잘린 당근과 원하는 드레싱 

 

쉐프 셀러드 

양상추 위에 완숙 게란, 햄, 토마토, 오이, 크루통 그리고 치즈 그리고 원하는 드레싱 

 

 

카페 스페셜 

 

구운 치킨 샌드위치 

불에서 구운 닭가슴살, 양상추, 토마토, 허니머스타드 드레싱과 포피시드 빵 

 

카페 버거 * 

주문하는 대로 구운 햄버거 페티와 양상추, 피클, 양파, 토마토 그리고 치즈 

 

내가 원하는 계란요리 * 

주문하는 대로 요리한 달걀 2개와 해시브라운, 토스트 그리고 베이컨 혹은 소시지 

* 특히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날 또는 덜 익은 

고기, 가금류, 해산물, 또는 달걀을 섭취하면 식중독에 

걸릴 위험이 높다.           

XYZ 카페 

샘플메뉴 

* 

알림 문장 중 하나이다.  주의

를 알리는 메뉴에 사용한 같은 

별표(*)를 사용해 표시하십시

오. 

알림 문장 

* 

“주문 요리” 또한 알림 별표(*)

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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