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27.2020 

County of Santa Clara 
Department of Environmental Health 
Consumer Protection Division 
1555 Berger Drive, Suite 300 
San Jose, CA 95112-2716 
(408)918-3400 FAX (408)258-5891
www.EHinfo.org/CPD

음식물 오염 방지를 위한 
적절한 장갑 사용

배경 손을 자주 씻는 것 외에도, 장갑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음식을 안전하게 지키고 오염된 음식

을 먹음으로써 걸리는 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장갑은 아래에 설명되는 제한된 환경에서

만 착용해야 합니다. 자주 손을 씻는 것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주요 방법입니다. 

요구 사항 캘리포니아 보건 및 안전법 섹션 113961 및 113973은 다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 식품 직원은 바로 먹을수 있는 (RTE) 비포장 식품과의 맨손 및 팔 접촉을 최소화해

야 합니다.
• 식품 직원은 국자, 포크, 집게, 종이 포장지, 장갑, 기타 기구를 포함한 비 라텍스 집

기를 사용하여 RTE 식품을 만들거나, RTE 식품을 식기 또는 기타 용기에 놓아야 합
니다.

• 만약 직원이 상처, 궤양, 발진, 인공 손톱, 매니큐어, 반지 (민무늬 반지 외)나 세척
할수 없는 정형외과 용품을 사용할 경우 음식 및 음식 접촉 표면 (예 : 도마)에 접촉 
할 때 일회용 비 라텍스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 장갑을 착용 할 때는 손닦기가 필요할 때마다 장갑을 교환, 교체 또는 세척해야 합

니다. 일회용 장갑은 세척하거나 재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장갑 사용법 장갑을 끼기 전에 손을 비누와 따뜻한 물로 20 초 동안 올바로 씻고 일회용 종이 타월로 

손을 말려야 합니다. 장갑은 손씻기를 대체하지 않으며, 단일 작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장
갑은 손상되거나, 오염되거나, 작업을 변경할 때 교환해야 합니다. 다음의 예를 포함하지

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 얼굴이나 몸을 만진 후
• 화장실 사용 후
• 음식을 먹고 음료를 마신 후
• 더러운 장비 또는 기구 취급 후
• 날 음식 취급 후
• 단단한 표면 (예 : 돈, 전화, 손잡이, 테이블)을 만진 후.
• 연속 사용 후 장갑이 더러워 보였을때.

손씻기와 함께 장갑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 되지만, 맨손 접촉을 방지하는 다른 방법을 사용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대체 방법입니다. 

• 깨끗하고 소독된 스테인리스 기구 (예 : 국자, 집게, 포크 등)를 사용
• 일회용 기구 사용
• 델리 페이퍼 또는 냅킨 사용

손과 음식 접촉을

최소화하는 대안

승인 된 장갑 종류 2020 년 1 월 1 일부터, 라텍스 알레르기로 인해 식품 시설 및 소매점에서 라텍스 장갑을 사
용할 수 없습니다. 승인된 장갑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니트릴
• 폴리에틸렌
• 폴리 비닐
• 클로로프렌 / 네오프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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