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시기에 소매 식료품점, 식당,
그리고 음식 픽업/배달 서비스가 시행할 수 있는 모범 사례들 요약
건강하고 청결하게 하십시오
• 피고용인 – 아프면 집에 있거나 직장에
서 떠나십시오; 아프면 의사와 상담하
고 상관에게 연락하십시오
• 고용인 – 아픈 피고용인들은 집에 있
도록 지시하고 아프면 즉시로 집에 보
내십시오
• 고용인 –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된
피고용인들을 예방 검사하여 체온과
다른 증상들을 검사하십시오

• 비누와 물로 적어도 20초간 자주 손을
씻으 십시오
• 비누와 물이 없다면, 미 질병 관리
센테의 지침에 따라 알코올을
기반으로 하는 알코
• 올 60%의 손 소독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그리고 입을
만 지지 마십시오
• 미 질병 관리 센터 와 미 식품의약국의
지침에 따라 마스크/얼굴 가리개를
쓰십시오

• 즉시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절대로 맨
손으로 만지지 마십시오
• 한 번 사용할 수 있는 장갑, 조제 식품
티슈나 적당한 기구를 사용하십시오
• 음식 그릇을 싸서 이차 감염을 막으십
시오
• 음식 안전을 위한 청소, 분리,요리,
그리 고 식히기의 4가지 사항을
따르십시오

• 자주 만지는 표면들을 자주 살균하십
시오
• 미 환경 보건국에 등록된 살균제를
사용하십시오
• 음식 용기와 기구들이 청결하고 소독
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 소독제를 준비하고 상표의 지침에
따라 사용하십시오
• 소비자들이 식료품 카트/바구니
를 청소할 수 있도록 소독제와 와
이프를 제공하거나 상점 직원이
청소/소독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소비자들이 모이도록 독려하는 표
시들을 피하십시오; 뷔페와 샐러드
바를 중지하십시오; 피고용인들이
모이지 않도록 독려하십시오
• 바닥 표시와 신호를 사용하여 사회
적 거리두기가 잘 되도록 합니다

• 다음을 실천하여 소비자들이 상점에
서 머무는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
십시오:
-- 쇼핑 리스트 사용하기
-- 미리 주문하기
(이 서비스가 제공되 는 한)
• 상점 내부 혹은 외부에 픽업할 수 있
는 지정 구역을 만드십시오

• “만지지 않기” 배달법을
사용하도록소비자들을 독려하십시오
• 문자 메세지나 전화로 배달이 곧
도착한다고 소비자들에게 알리십시오

• 소비자들을 위한 지정 픽업 구역을
만드십시오
• 커브에서 픽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십시오
• 차 트렁크에 물건을 넣어
주는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합니다

청결하게 하고 소독하십시오
• 미 질병 관리 센터와 미 식품의약
국의 지침에 따라 청소, 살균, 그리
고 예방 조치에 관하여 피고용인
들을 훈련시키십시오
• 청소 제품과 용품을 구비하고 사
용하십시오
• 예방 조치를 따르십시오

사회적 거리두기
• 피고용인들과 소비자들에게 사회
적 거리두기의 중요성에 대하여
교육하십시오:
-- 신호
-- 음성 메세지
-- 계산대 줄을 하나씩 걸러 사용
하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되도 록 도우십시오

피트 거
리 유지
하기

픽업과 배달

배달

• 배달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아래
사항을 준수하십시오:
-- 냉각기와 배달 용기가
청결하고소독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 시간과 온도를 유지하십시오
-- 이차 감염을 막으십시오; 예를
들면, 배달 중 음식을 포장하십시오

주문
완료

픽업 지정
구역

더 자세한 정보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시기에 소매 식료품점, 식당, 그리고 음식 픽업/배달 서비스가 시행할 수 있는 모범 사례들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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