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공중 보건국
음식 배달 및 픽업 안내
최신 업데이트:
2020 년 10 월 30 일: 증상이 발현했거나, COVID-19 에 걸렸거나, COVID-19
감염자와 밀접 접촉했을 경우 해야 할 조치에 관한 정보를 업데이트 했습니다.

음식물의 준비, 보관, 픽업과 배달하는 중 올바른 음식물 취급은 음식물의 안전한 섭취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수적입니다. 배달 기사와 함께 음식물 시설은 배송 과정에서 음식물이 소비자가 섭취하기에
안전하도록 보장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요: COVID-19 에 걸렸거나 노출되었으면, 집에 머무르십시오.
•

증상이 발현되면, 집에 머물고 담당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화해 진단 검사와 고립이
필요한지 문의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ph.lacounty.gov/covidcare 에
방문하십시오.

•

COVID-19 진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거나, 의사로부터 COVID-19 에 걸렸을 확률이
높다는 말을 들었으면, 집에 머물러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ph.lacounty.gov/covidisolation 에서 자택 고립 지침을 읽으십시오.

•

COVID-19 진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다면, 격리해야 합니다.
ph.lacounty.gov/covidquarantine 에서 자택 격리 지침을 읽으십시오.

개인 위생
•
•
•

각 배송 사이에나 음식물 픽업 전이나 고객에게 음식물 배달하기 전에 최소
20 초 동안 비누와 물로 손을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을 이용할 수 없다면 알코올 함유량이 최소 60%인 손 세정제를
이용하십시오.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적절한 음식물 취급 및 보관
•
•
•

•

음식물은 변조 방지 포장재로 포장해야 하며 배달 중 발생할 수 있는 오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되어야 합니다.
배달 음식물은 잦은 세척을 견디도록 설계된 표면이 매끄럽고 세척 가능한
불침투성 재재로 제작된 용기에 넣어 운송 혹은 보관해야 합니다.
운송 중에 음식물 보관을 위해 깨끗하고 단열 처리된 보관함을
유지하십시오. 해당 보관함은 누출 방지 기능이 있어야 하며 음식물을
적절한 보관 온도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배달 시간이 30 분을 초과할 경우 음식물은 저온(화씨 41˚ 이하) 혹은
고온(화씨 135˚ 이상)에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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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업 및 배달
•

•
•
•
•

음식점에서는 식기, 냅킨, 조미료를 비롯한 모든 테이크아웃 물품을
포장하고 봉지에 넣어 놓아야 합니다. 이것은 배달 기사가 픽업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물품을 만질 필요가 없게 하기 위해서 입니다.
배달 기사에게 주문 대기 시 고객으로부터 6 피트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도록 권고하십시오.
모든 직원에게 천으로 된 안면 가리개를 제공하고 직원끼리 또는 고객과
교류할 때 항상 착용하도록 하십시오.
배달 기사는 트렁크 및/혹은 차량 뒷면의 저장 공간을 비롯한 차량 내부를
깨끗하고 위생적인 방식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배달 기사는 운송을 위해 깨끗하고 살균 처리된 2 차 용기 안에 음식물을
보관해야 합니다.

음식물 배달
•
•
•

배달 기사는 음식물을 절대 만져서는 안 되며 모든 음식물은 원래의 포장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고객과의 밀접한 접촉을 자제하십시오.
배달 기사에게 고객과 조정하여 음식물을 문 앞에 두고 가면 고객이
음식물을 픽업할 수 있게 하기를 권장합니다.

배달 기사를 위한 기타 안내
•
•
•

배달 기사는 라벨 지시사항에 따라서 EPA 등록 소독제를 이용하여
사람들이 자주 만지는 표면을 닦고 소독해야 합니다.
차량 내에서 주기적으로 세척해야 하는 곳으로는 핸들, 라디오 버튼, 기어,
문손잡이 등이 있습니다.
음식물을 픽업하는 배달 기사는 배달할 음식물을 픽업하기 전에 음식점의
화장실을 이용하여 올바른 방식으로 손을 씻을 수 있습니다.

고객을 위한 주의사항
•
•
•
•

배달된 비닐봉지에서 포장된 음식을 꺼내고 배달된 비닐봉지 혹은 상자를
폐기하십시오.
음식을 손질하거나 먹기 전에 비누와 따뜻한 물로 최소 20 초 동안 손을
씻으십시오.
상하기 쉬운 음식물은 가능한 한 빨리 냉장 보관하시고 그리고 먹지 않은
음식은 항상 구매 혹은 배달 후 2 시간 이내에 냉장 보관하십시오.
음식은 지역 보건 관할권에서 허가한 음식물 시설에서만 배송/수령하셔야
합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공공 보건국
www.publichealth.lacounty.gov
10/31/20 Food Deliveries (Korean)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공중 보건국
음식 배달 및 픽업 안내
자세한 내용은 (888) 700 – 9995 로 전화하여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COVID-19 에 대한
385 N. Arrowhead
Ave.,
San Bernardino
자세한 내용은
공중 보건국
웹사이트(http://publichealth.lacounty.gov)를
방문하거나
Call or Text: 800.442.2283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24 시간 정보 라인 2-1-1 로 전화문의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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