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수 및 등급 부여 방법
보건국은 매년 약 24만 개의 식당을 검열하여 시 및 주 식품 안전성 규제를 준수하는지 감시합니다. 2010년 7월부터 
보건국은 위생 검열 결과를 나타내는 문자등급을 게시할 것을 식당에 요구했습니다. 0 ~ 13점을 받은 식당은 A등급, 
14 ~ 27점을 받은 곳은 B등급, 28점 이상을 받은 곳은 C등급을 취득하게 되며, 검열 결과는 보건국의 웹사이트에 
게시됩니다.

식품 안전성 검열 점수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식당의 점수는 해당 식당이 시 및 주 식품 안전성 요건을
얼마나 잘 준수하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열관은 식품
취급, 식품 온도, 개인 위생, 기구 및 시설 유지보수, 
해충 퇴치를 점검합니다. 각 위반에 대해 일정한 점수가
부가됩니다. 검열이 끝나면 검열관은 점수를 합산하는데
이 숫자가 해당 식당에 대한 검열 점수가 되며 점수가
낮을수록 더 좋습니다.

특정 위반에 대한 점수는 해당 위반이 공중 보건에 미치는 
위험에 따라 달라지며, 위반은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 공중 보건 위험(예: 식품을 적절한 온도로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소 7점이 부과됩니다. 검열이 끝나기
전에 위반이 시정될 수 없는 경우, 보건국은 해당
위반이 시정될 때까지 식당을 폐쇄시킬 수도 있습니다.

• 중대 위반(예: 샐러드 등 익히지 않은 상태로 먹는
식품을 제대로 씻지 않고 서빙한 경우)에는 최소 5점이
부과됩니다.

• 일반 위반(예: 조리 기구를 제대로 살균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소 2점이 부과됩니다.

검열관은 위반의 정도를 반영하기 위해 추가 점수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위반 상태 수준의 범위는 1(최소 
확대) ~ 5(최대 확대)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오염된 식품 항목은 상태 수준 1의 위반이며 7점이 
부과됩니다. 4개 이상의 오염된 식품 항목은 상태 수준
4의 위반이며 10점이 부과됩니다.

언제 점수가 등급으로 변환됩니까?

두 종류의 검열 결과가 문자등급이 됩니다. 최초 검열 
시 식당이 A를 받으면 재검열 시에 A, B 또는 C 등급을 
받게 됩니다.

모든 검열 주기에서 식당은 A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두
번 부여 받습니다. 첫 번째 검열에서 A를 받지 못하는 
경우, 이것은 점수로 처리되지만 등급이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검열관은 일반적으로 1개월 이내에 불시에 
식당을 다시 방문하여 검열하며 재검열에서는 등급이 
부여됩니다. 등급이 B나 C이면, 해당 식당은 등급 카드와

등급 보류 카드를 받게 됩니다. 식당은 행정심판 및 심리
사무국 보건 심판위원회(Office of Administrative Trials and
Hearings Health Tribunal)의 심리를 받을 때까지 두 카드 중
하나를 게시할 수 있습니다.

식당은 등급 검열을 받을 때까지 보건국 웹사이트의 등급
미정(Not Yet Graded) 목록에 포함됩니다.

어떤 검열에 등급이 부여되지 않습니까?

다음 검열은 점수는 부여되지만 등급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 14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최초 검열

• 재검열에서 상태가 매우 나빴던 식당에 대해 실시되는
감시 검열. 보건국은 해당 식당이 28 점 이하의 점수를
받을 때까지 대략 월 1회 정도 검열을 계속할 수
있으며, 심각하고 지속적인 위반이 있을 경우 해당
식당을 폐쇄할 수 있습니다.

• 아직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시작하지 않은 신규
식당에 대한 검열

• 당국이 폐쇄한 후 영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식당에 대한
검열

• 불평 사례 기반으로 실시되는 일부 검열

• 2010년 7월 27일 이전의 검열

추가 정보

• 검열 시 주의사항: 요식업소 시설을 위한 지침

• 자가 검열 작업 계획표, 검열관이 적발할 수 있는 모든
위반 사항의 목록 및 벌점 표시되는 각 위반에 대한 점수

• 상태 수준 안내서, 위반 심각도 수준에 대한 설명
(사례 포함)

이러한 문서를 보려면 nyc.gov를 방문해서 Food Service
Operator를 검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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