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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위생등급제 제도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하여 우수한 업소에 한하여 등급을 부여하고 공개함으로서 음식점간 자율경쟁을 통해 전체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향상

시키기 위함

근거규정 : 식품위생법 제47조의 2(식품접객업등의 위생평가·등급 등)

시행일자 : 2017.5.19. 시행

평가대상 : 희망하는 모든 업소(모범음식점 대상 우선 시행)

음식점 위생등급제 처리 절차

지정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성군청

평가기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평가 위탁

평가방법 : 음식점 위생상태 평가항목·기준에 따라 평가

평가기관에서 평가하는 경우 평가 결과(지정 또는 등급판정 보류)를 지정기관에 송부

* 평가항목이 '매우우수' 총98항목, '우수' 총86항목, '좋음' 총71항목 중 총 취득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 해당등급 지정

등급지정 : 위생등급 지정서 발급 및 표지판 제작·배포

등급 보류 : 신청인이 희망하는 위생등급 기준에 미달한 경우, 위생등급 보류서(고시 별표 제3호 서식)를 신청인에게 통보

재평가 : 신청인은 통보서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생등급 재평가 신청서(고시 별표 제3호 서식)를 지정기관에 제출

(최초 지정신청일부터 6개월 동안 총 2회 신청 가능)

접수방법

접수기관

식약처 : 우편 및 방문접수 또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www.fo o dsafetyko rea.g o .kr)

보성군 : 우편, 방문

제출서류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 신청서(법 시행규칙 별지 51호의2 서식)

영업신고증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자율평가 결과서*(고시 별지 제2호 서식)

1. 신청인이 희망하는 위생등급('매우 우수', '우수', '좋음')을 선택

2. 지정신청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안내 및 온라인 민원신청은 영업자용 가이드라인과 ‘식품안전나라’ 위생등급 지정 신청 매뉴얼 참조

위생등급 참여 업소 혜택

2년간 출입 검사 면제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 설비 개보수 비용 지원 등

음식점 위생등급제 표지판

정보공개 >  위생정보 >  음식점위생등급제음식점위생등급제

(http://www.boseong.go.kr)

/www/open_data
/www/open_data/hygiene
/www/open_data/hygiene/sanitation
http://www.foodsafetykorea.go.kr


음식점 위생등급제 표지판

C O P YR IG HT ⓒ  BO S EO NG -G UN. ALL R IG HT

R ES ER VED.

(http://www.boseo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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