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할 곳을 찾고
계십니까?
Scores on Doors를
찾아보세요!

Scores on Doors는 위생
평가 프로그램으로써,
소비자들이 외식을 할
곳을 찾거나 음식을 구입할
때 충분한 정보에 기반한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위생 및 식품 안전
점수를 통해 인근 레스토랑, 테이크어웨이
매장, 카페의 최근 위생 및 식품 안전
결과를 보여줍니다.

식품 안전 검사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됩니다.

›› 세척 및 살균
›› 식품 취급자 위생
›› 식품 온도 관리
›› 해충 방제
›› 서빙 전 미리 준비하는 식품.
식품 안전 조사는 참여 해당 시 의회
구역의 공식 담당관이 시행하게 되며,
식품 업체는 평가 인증서를 전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식품 안전 기준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Scores on Doors 평가는 주방과 그
안쪽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 수 있는
좋은 지표입니다.

전시되는 점수
위생 점수 척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사 결과

최우수

우수

양호
(무등급)

정의
위생 및 식품 안전 기준 준수 상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등급.
매우 우수한 위생 및 식품 안전 관행. 보다 높은 점수를
받으려면 일부 사소한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양호한 위생 및 식품 안전 관행. 보다 높은 점수를 받으려면
그리 심각하지 않은 여러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심각한 위생 및 식품 안전 문제가 있는 업체의 경우 진열할 수
있는 인증서를 받지 못합니다.
해당 업체는 문제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 문제 해결을 지시하는
경고를 받거나 개선 통지를 받게 됩니다.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물게 되고 뉴사우스웨일즈 식품청의 불명예 명단
(NSW Food Authority Name & Shame register)에 등록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업체의 문을 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Scores on Doors에 참가하지 않는 업체들도 인증서를
받지 못합니다.

Scores on Doors 찾기
창문이나 매장 내부에 전시된 인증서를
통해 위생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시의회는 참가 업체 명단 또는 그
점수를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만일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가
있을 경우, 그 업체도 인증서를 받을 수
있도록 참가를 권유해 주십시오.

프로그램 안내
Scores on Doors 프로그램은 일반
대중들이 근처 레스토랑, 테이크어웨이
매장, 카페들이 뉴사우스웨일즈 위생 및
식품 안전 기준을 얼마나 잘 준수하는지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이 프로그램은 소비자들이 외식을 할
곳을 찾거나 음식을 구입할 때, 충분한
정보에 기반한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쟁을 촉진하며, 업체들로
하여금 우수한 위생 및 식품 안전 관행을
통해 높은 위생 점수를 받도록 노력하는
것을 장려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식품 안전 위험과
식품에 의한 질병을 감소시켜,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식사를 즐길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www.foodauthority.nsw.gov.au/scoresondoors

*Scores on Doors는 즉석 섭취 식품(RTE), 잠재적 위해 식품(즉, 온도 조절이 필요한 식품) 및 즉각적인 소비를 요하는 식품을
가공하거나 판매하는 모든 뉴사우스웨일즈 업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슈퍼마켓, 델리카트슨 또는 청과물 매장,
저위험 식품 매장이나 주유소, 편의점, 임시 시장과 같이 미리 포장된 식품을 파는 업체, 이동 차량 식품 판매대, 또는 뉴사우스웨일즈
식품청 허가증을 소지하고 정육점과 같이 별도의 검사를 받는 업체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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