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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위기 동안 "식료품류"의 판매를 하는 

식당을 위한  중간 안내서

배경 전염병이 발생하는 동안, 식품 및 식재료에 대한 전례 없는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현재 
공급망에서 음식 폐기물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많은 식당들은 현재 식료품류의 판
매를 하고 있습니다. 식당은 현 보건국 명령에 따르는 범위안에서, 기존의 공급 업체, 
인프라 및 식품 안전 교육을 통하여 식품 /식재료 및 공급품에 대한 현재 수요를 보충하는 것
이 좋습니다. 식품 안전은 계속하여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요구사항  소매 판매용 식료품 유형 (예 : 원료, 농산물 등)을 제공하는 식당은 배달 또는 테이
크 아웃 전용 메뉴에만 해당 제품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식당은 다이닝룸을 식료품점처럼 셋업하여 고객이 직접 식료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다이닝룸을 손님에게 폐쇄하는 현 명령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
기 때문입니다.

 환경 보건국 (DEH)은 편의를 위하여 재포장 된 또는 사전 포장된 제품의 라벨링을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식당은 요청시 고객에게 성분 정보를 제공 할 수있어야 합
니다. 

 식당은 캘리포니아 공중 보건국 (CDPH)에서 승인하지 않은 진공포장과 같은 고위
험 포장을 하는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식당은 필수 EPA 라벨링이 없는 소독제를 판매 할 수 없습니다.

 다이닝룸의 일부 공간을 상온 보관 가능한 음식 또는 비 식료품의 백업 저장 공간으
로 사용하는 경우, 고객이 이러한 품목을 직접 선택하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이러
한 제품은 배송 또는 테이크 아웃 구매로만 제공됩니다.

 잠재적으로 위험한 모든 음식은 배달 또는 테이크 아웃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 될
때까지 가능한 한 온도 제어 상태를 유지해야합니다.

 식당은 공간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는 한, 잠재적으로 위험한 식품 및
상온 보관 가능한 음식을 기존의 저장 공간을 활용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식당”이란 음식을 소비자에게 직접 준비, 제공 및 판매하는 소매 식품 시설을 
의미합니다. (CRFC 114379.10).

추가정보  SCC DEH 운송 / 배송 안내 지침: https://direc.to/dtPi
 SCC DEH 위험 완화 지침 : https://direc.to/dtPc
 최신 업데이트 및 지침은 다음의 주소에서 보십시오: http://EHinfo.org/coronavirus
 질문사항은 다음의 이메일로 보내십시오: dehweb@cep.sccgov.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