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로스 엔젤레스 카운티 공중 보건부
파머스 마켓 및 지역사회 행사

COVID-19 및 공공 모임과 관련하여 캘리포니아 공중 보건국이 발행한 최근 지침 및 더 많은 지역
사회 전파 사례를 포함한 로스 앤젤레스 카운티내 확진 사례 수가 증가함에 따라 파머스
마켓(Farmer 's Markets) 지역 사회 행사는 4월 30일까지 취소되거나 연기될 것이며 행사 진행을
위한 보건 허가는 발부되지 않을 것을 알립니다. 이전에 승인 및 허가된 지역 사회 행사는 해당
권한이 중지되었음을 알리고 행사 일정을 변경하거나 지불한 수수료에 대한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옵션이 주어집니다.
시민이 신선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에서 인증을 받고 공인된 파머스
마켓에 대한 보건 허가를 취득한 옥외 파머스 마켓은 아래 조건이 이행될 시에만 운영 될 수
있습니다.
개정된 공인 파머스 마켓 운영 조건:
•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 및 포장 식품에 국한된 제한적 판매. 음식 조리를 하는 식품 부스는 운영
불가.
• 포장되지 않은 음식의 시식 불가.
• 고객에게 다음 사항을 상기시키는 안내판을 게시하십시오:
o 섭취전 모든 농산물을 씻으십시오
o 손 씻기 안내
http://publichealth.lacounty.gov/media/Coronavirus/GuidanceHandwashingEnglis
h.pdf
o 고객이 경증의 증상만 있어도 집에 머무르도록 요청하십시오
http://publichealth.lacounty.gov/media/coronavirus/StayHome.pdf
• 마켓 관리자들은 고객들이 사회적 거리를 두고 군중들이 활보하도록 공간을 확보할 책임이
있습니다.
o 농산물 스탠드 사이에 공간 확보
• 가능하면 고객에게 손 씻는 장소를 제공하십시오. 고객이 농산물을 취급하기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60% 이상의 알코올 기반 손 소독제를 제공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화장실 시설 근처에 손 씻기 장소를 배치하고 비누와 종이 타월을 상시 구비하십시오.
공인 파머스 마켓 직원
• 아픈 직원들에게 집에 있으면서 해열제 없이 최소한 72시간 동안 열이 나지 않을 때까지
일하러 오지 말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 직장에 출근했을 때 몸이 아프거나 근무 중에 증상을 보인 직원은 즉시 집으로 귀가조치
되어야 합니다.
모든 마켓 직원을 위한 손 씻기 지침
• 아래 행위 전 비누와 따뜻한 물로 최소 20 초 이상 손과 팔을 씻으십시오:
o 식사 및 음용
o 장갑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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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행위 후에 손을 씻으십시오:
o 화장실 이용
o 머리, 얼굴, 몸 또는 옷을 만지기
o 재채기, 기침 또는 휴지 사용
o 껌 씹기, 흡연, 식사 또는 음용
o 쓰레기 비우기 또는 버리기
o 돈 취급 및 잔돈 계산
o 장갑 벗기
o 손을 오염시킬 수 있는 기타 행위를 한 후
손을 씻는 싱크대에 항상 비누와 종이 타월을 비축 할 수 있도록 매 교대마다 직원을 지정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장갑을 추가 도구로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지만, 장갑 사용이 손 씻을 필요나 올바른 손
씻기를 대처할 수 없음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 청소
• 타블렛, 금전 등록기 카운터, 화장실 비품 및 손 씻는 싱크대 및 쓰레기통과 같은 모든 "자주
접촉하는"표면을 청소하고 소독하십시오.
• 세균을 세척(제거)하고 살균(박멸)하는 환경보호청(EPA) 승인 제품을 사용하십시오. 항상 세척제
및 소독제 라벨의 지침을 따르십시오.
효과적인 소독제
• 표백제 용액을 만들려면 표백제 1 큰 술을 물 1 쿼트 (4 컵)에 섞으십시오. 더 큰 용량은 1 갤런
(16 컵)의 물에 ¼ 컵의 표백제를 첨가하십시오. 20분 이내에 용액을 사용하십시오. 테스트
스트립을 사용하여 염소 용액 (100 ppm)을 테스트하십시오.
• 다른 EPA 승인 소독제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효과적인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 라벨에 적힌
"1-800"에 전화해 "COVID-19"에 효과적인지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소독제, 물건 및 폐기물의 올바른 취급
• 환기가 잘되는 곳에서 화학 물질 사용하십시오
• 호환되지 않는 화학 물질을 섞지 마십시오 (라벨을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 청소 중 음식물과 화학 물질의 접촉을 금하십시오.
• 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안전한 쓰레기통에 폐기하십시오.

마켓 관리자는 위 조건을 준수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 서비스 (888) 700-9995로 문의하십시오. Covid-19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publichealth.lacounty.gov 또는 하루 24 시간 이용
가능한 로스 엔젤레스 정보 라인 2-1-1로 전화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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