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주인을 위한 OATH 정보
식당은 언제 점검을 받게 될까요? 뉴욕시 소재 식품 서비스 업체는 1년에 최소한 1회씩 예고 없이 점검을 받게 됩니다.
검사관은 식당이 음료 또는 음식을 수령 또는 준비하고 있을 때, 혹은 영업 중일 때 방문할 수 있습니다.
검사관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뉴욕시 법률에 따라 OATH가 주최하는 행정 심리에서 검사관의 점검
또는 결론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식당 등급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점검 과정에서 뉴욕시 보건법 또는 그 외 법률, 규칙 또는 규정 위반을 발견하면
일정한 벌점을 받게 됩니다.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반일수록 부과 벌점이 높아집니다. 점검이 끝났을
때 검사관이 매긴 점수에 벌점을 합산합니다. 점수가 낮을수록 등급이 높고 벌금이 가볍습니다. 총점이
0~13점이면 A급, 14~27점이면 B급, 28점 이상이면 C급에 해당합니다.
참고: 점수가 낮을수록 보건국이 검사관을 파견하는 빈도가 낮아집니다. 점검 첫해에 14점 미만을 획득하면 즉시 최종
A등급을 받으며 검사에 따른 일체의 벌금을 면제받습니다. 점검 첫해에 14점 이상을 받으면 재점검 대상이 됩니다.
그다음 '등급 카드’ 또는 ‘등급 보류 카드’를 받습니다. OATH 심리일까지 해당 카드를 게시해도 좋습니다. 재점검에서
14점 미만을 획득하면 해당 검사에 따른 일체의 벌금을 면제받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고하세요.
•
•
•

https://www1.nyc.gov/assets/doh/downloads/pdf/rii/how-we-score-grade.pdf
https://www1.nyc.gov/assets/doh/downloads/pdf/rii/restaurant-grading-penalty-relief-faq.pdf
https://www1.nyc.gov/site/doh/business/food-operators/letter-grading-for-restaurants.page

참고: 상기 등급은 이동식 식품 판매업체, 임시 식품 서비스 시설,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에서 운영하는 식품 서비스
시설, 병원에서 운영하는 카페테리아, 교정시설, 자선단체(급식소 또는 그 외 식품 배포 프로그램), 또는
회원에게만 음식을 제공하는 비영리 회원단체 운영 시설에는 부여하지 않습니다.
위반은 공중 보건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요주의’ 또는 ‘일반’으로 나누어집니다. ‘요주의’ 위반은 벌점이 더 높습니다.
위반 정도는 ‘조건’의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초파리 3마리가 발견된 식당은 초파리 20마리가
발견된 식당에 비하여 벌점이 낮게 매겨질 수 있습니다. ‘조건’의 수준이 높을수록 벌점도 높아지고 벌금이
무거워집니다. 검사관이 판정한 ‘조건’의 수준에 불복하는 경우 심리에서 OATH 심리담당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부분의 DOHMH 위반에 관한 세부 사항은 뉴욕시 보건국 문서 "점검 시 예상 상황"의 8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다음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https://www1.nyc.gov/assets/doh/downloads/pdf/rii/blue-book.pdf
벌금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얼마나 무거울까요? 벌금은 위반 건수, ‘요주의’ 또는 ‘일반’ 여부, 검사관이 제시한
‘조건’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각 위반에 개별적으로 벌금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법률이 정하는 벌금의 액수는
200~2,000달러입니다. ‘반복’해서 위반할 경우 벌금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OATH 심리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 또는 유급 전문 등록대리인이 없는 경우, OATH의 주선으로 OATH
도우미 센터의 사법절차조정관과 무료로 면담하여 도움이 될 법률 정보와 리소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관은
심리 과정과 귀하의 권리에 대해서 알려주고 귀하의 질문에 답변에 드립니다. 도우미 센터의 사법절차조정관과 약속을
잡으려면 OATH 관할지역의 OATH 센터를 직접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월~금, 오전 8시~오후 5시). (212) 4360845번으로 전화를 걸거나 Smallbizhelp@oath.nyc.gov로 이메일을 보내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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