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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지침: 
식사 장소를 제공하는
음식점

2020년 7월 29일 

모든 지침은 100,000명당 증례를 포함한 
현지 역학 데이터 검토 후 카운티 보건 
담당관의 승인과 검사 양성 비율, 의료 
서비스 급증, 취약 인구, 접촉 추적, 검사를 
지원하기 위한 현지 대비에 따라서만 
시행해야 합니다.



개요
2020년 3월 19일, 캘리포니아주 공공보건 담당관 및 캘리포니아주 공공보건부 디렉터는 COVID-
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대부분의 캘리포니아주 시민들에게 자택 체류 명령을 내렸습니다. 

COVID-19가 캘리포니아주 시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완전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바이러스와 관련하여 알려진 질병은 매우 경증(일부 사람은 증상이 없음)에서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질병까지 이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과 심장 질환이나 폐 질환, 당뇨병과 같은 중대한
기저 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비롯한 특정 집단은 입원 및 심각한 합병증을 겪게 될 위험이 높습니다.
감염자에게 증상이 없거나 아직 증상이 발현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염자와 밀접하게 접촉하였거나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곳에 함께 있는 경우 전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중요 인프라 업계 직원들을 비롯하여 산업별 또는 직업 그룹별 COVID-19의 감염자 수와 비율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현재 이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 직장에서 다수의 감염 사례가 발생했으며, 이는 
직원들이 COVID-19에 감염되거나 이를 전파할 위험에 처해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직장의 예로는 병원과 장기 요양 시설, 수감 시설, 식품 제조, 창고, 육류 가공 공장, 식료품점이 
있습니다. 

자택체류 명령이 수정됨에 따라, 직원과 대중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주요 예방 방침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가능한 최대한의 범위까지 물리적 거리두기
 호흡기 보호가 필요하지 않은 직종의 직원 및 고객/손님의 안면 가리개 사용
 자주 손 씻기 및 정기적인 청소와 소독
 직원들에게 이와 같은 COVID-19 예방 계획 및 기타 예방 수칙 교육

또한, 직장 내 새로운 감염자를 식별하고, 식별 시 신속하게 개입하며 공공 보건 당국과 협력하여 
바이러스의 확산을 중단시키는 적절한 절차를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목적
본 문서는 식사 장소를 갖춘 음식점, 브루펍, 수제 증류주 양조장, 맥주 양조장, 주류 바, 선술집 및 
와이너리에서 직원들과 고객들을 위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지침은 근로자의 모든 법적 권리, 규범적 권리 및 단체 교섭으로 얻어낸 
권리를 박탈하거나 무효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며, 카운티 보건 명령을 포함하지 않고 
캘리포니아/OSHA(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직업 안전 건강 관리청)의 
기존의 모든 안전 및 보건 관련 규제 요건을 대체하지 않으므로 모든 사항에 대한 내용을 포괄하지
않습니다.1 COVID-19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공중 보건 지침 및 주/현지 명령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계속해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캘리포니아/OSHA는 COVID-19 관련 웹페이지에 게시한 
캘리포니아/OSHA의 직원 보호에 대한 일반 지침에서 더 포괄적인 내용의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 식품 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은 음식점 관련 지침 을 제공하고 
있으며 CDC(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질병 통제 예방 센터)는 사업체 및 
고용주 관련 지침을 통해 추가 준수 요건에 대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브루펍, 맥주 양조장, 주류 바, 선술집, 수제 증류주 양조장 및 와이너리는 앉아서 식사할 수

https://www.dir.ca.gov/dosh/coronavirus/General-Industry.html
https://www.dir.ca.gov/dosh/coronavirus/General-Industry.html
https://www.dir.ca.gov/dosh/coronavirus/General-Industry.html
https://www.fda.gov/food/food-safety-during-emergencies/best-practices-retail-food-stores-restaurants-and-food-pick-updelivery-services-during-covid-19
https://www.fda.gov/food/food-safety-during-emergencies/best-practices-retail-food-stores-restaurants-and-food-pick-updelivery-services-during-covid-19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community/guidance-business-response.html?CDC_AA_refVal=https%3A%2F%2Fwww.cdc.gov%2Fcoronavirus%2F2019-ncov%2Fspecific-groups%2Fguidance-business-response.html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한, 해당 기관에서 일부 개편된 방식의 운영 재개 또는 완전한 
운영 재개를 허용할 때까지 폐쇄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주류는 식사와 함께 판매하는 
경우에만 판매 가능합니다. 

• 보건 책임자가 추가 운영 재개를 허용한 카운티 내에 위치한 브루펍, 맥주 양조장, 선술집,
수제 증류주 양조장 및 와이너리는 COVID-19 관련 카운티별 안내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음식점, 와이너리 및 주류 바 관련 지침을 따르시면 됩니다.

• 앉아서 식사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음식점, 브루펍, 맥주 양조장, 주류 바, 선술집, 수제
증류주 양조장 및 와이너리는 아래의 음식점 관련 지침을 따라야 하며 되도록이면 포장 및
배달 서비스 이용 장려를 계속해야 합니다.

• 앉아서 식사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다른 판매 업체와 계약하여 해당 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 브루펍, 맥주 양조장, 주류 바, 선술집, 수제 증류주 양조장 및 와이너리는 두
사업체가 아래 지침을 따르고 주류를 식사와 함께 판매하는 경우에만 현장에서 식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 현재 맥주, 와인 및 증류주 등을 현장에서 마실 수 있게 판매할 수 있는 허가는 받았지만
앉아서 식사할 수 있는 장소는 제공하지 않는 매장에서는 소매점 운영 관련 지침을 따라야
하며 현지 및/또는 주 전역에 적용되는 규정에서 추가적인 소매 영업 활동을 허용할
때까지는 매장 밖에서 포장으로 받아가는 서비스만 영업하실 수 있습니다.

• 맥주, 와인 및 증류주 생산 업체에서는 생산 시설 운영 관련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 본 지침은 콘서트, 공연 또는 행사 장소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지침이 아닙니다. 이러한
유형의 시설은 특정 운영 재개 명령 또는 지침을 통해서 일부 개편된 방식의 운영 재개 또는
완전한 운영 재개가 허용될 때까지 폐쇄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완전한 식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서 이런 종류의 행사는 개편된 방식으로 또는 완전한 방식으로 운영을 허용
받을 때까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안면 가리개 필수 사용
6월 18일, 캘리포니아주 보건부(California Department of Public Health, CDPH)는 안면 가리개 
사용에 관한 지침을 발표했으며, 이는 바이러스 노출 위험이 높은 모든 공공 및 직장 환경에서 대중 
및 직원 모두가 안면 가리개를 사용하도록 하는 전반적인 요구 사항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시민은 직장에서 근무하거나 직장 밖에서 업무 수행 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안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 대중 속에서 사람들과 직접 상호 교류하는 경우

• 대중 속의 사람들이 업무 시점에 같은 공간에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대중 속의 사람이
방문한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음식이 준비되었거나 다른 사람에게 판매 또는 배포를 목적으로 포장된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https://covid19.ca.gov/pdf/guidance-retail.pdf
https://covid19.ca.gov/pdf/guidance-manufacturing.pdf
https://covid19.ca.gov/pdf/guidance-manufacturing.pdf
https://covid19.ca.gov/pdf/guidance-manufacturing.pdf
https://www.cdph.ca.gov/Programs/CID/DCDC/CDPH%20Document%20Library/COVID-19/Guidance-for-Face-Coverings_06-18-2020.pdf
https://www.cdph.ca.gov/Programs/CID/DCDC/CDPH%20Document%20Library/COVID-19/Guidance-for-Face-Coverings_06-18-2020.pdf
https://www.cdph.ca.gov/Programs/CID/DCDC/CDPH%20Document%20Library/COVID-19/Guidance-for-Face-Coverings_06-18-2020.pdf
https://covid19.ca.gov/roadmap-counties/


•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주차 시설과 같은 공용 구역에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런 곳을
걸어서 지나가는 경우

• 물리적으로 거리를 둘 수 없는 상황에서 방이나 밀폐된 공간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경우(개인의 가정이나 거주지 제외)

• 승객이 있을 때 대중 교통 또는 보조교통 차량, 택시, 자가용 서비스 또는 승차 공유 차량을
운전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승객이 없을 때 안면 가리개 착용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모든 요건과 이러한 규칙에 대한 예외 사항을 비롯한 전체 세부 사항은 지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상황에서는 안면 가리개 착용을 강력히 권장하며, 고용주는 직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의무를 다하는 차원에서 추가적인 안면
가리개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반드시 직원에게 안면 가리개를 제공하거나 직원에게 합
당한 안면 가리개 구매 비용을 환급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안면 가리개 착용 예외 규정 중 하나에 부합하는 직원을 위한 적절한 정책을 마련해야합
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빈번한 접촉으로 인해 안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하는 직원이 질환으로 인해 
이를 착용할 수 없는 경우, 최하단 가장자리 부분에 길게 덮는 천(드레이프)이 부착된 안면 보호대
와 같은 비제한적 대체품을 실행 가능한 경우, 그리고 해당 직원의 질환 상태가 이와 같은 대체품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제공해야 합니다. 

대중에게 개방된 사업체는 CDPH 안면 가리개 관련 지침의 안면 가리개 착용 예외 규정을 
인지하여야 하며, 대중 속의 사람이 지침을 준수하는 경우 해당 개인이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
도록 예외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사업체는 고객과 손님, 방문자, 직원 중에서 이러한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사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https://www.cdph.ca.gov/Programs/CID/DCDC/CDPH%20Document%20Library/COVID-19/Guidance-for-Face-Coverings_06-18-2020.pdf
https://www.cdph.ca.gov/Programs/CID/DCDC/CDPH%20Document%20Library/COVID-19/Guidance-for-Face-Coverings_06-18-2020.pdf
https://www.cdph.ca.gov/Programs/CID/DCDC/CDPH%20Document%20Library/COVID-19/Guidance-for-Face-Coverings_06-18-2020.pdf
https://www.cdph.ca.gov/Programs/CID/DCDC/CDPH%20Document%20Library/COVID-19/Guidance-for-Face-Coverings_06-18-2020.pdf
https://www.cdph.ca.gov/Programs/CID/DCDC/CDPH%20Document%20Library/COVID-19/Guidance-for-Face-Coverings_06-18-2020.pdf


 

 

업무 공간별 특정 계획 
• 모든 위치에서 문서화된 직장별 특정 COVID-19 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모든 업무 
영역 및 과업에 대한 종합적인 위험 평가를 수행하며, 각 시설에서 해당 계획을 
구현하도록 담당 직원을 지정합니다. 

• 영업장 관련 세부 계획에 CDPH 얼굴 가리개 관련 지침을 포함시키시고, 예외의 
경우가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정책도 마련하십시오. 

• 직원 또는 고객들에게 COVID-19 사태에 대한 정보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해당 
음식점이 위치해 있는 지역의 보건부의 연락처를 알아 두십시오. 

• 직원 및 직원 대표와 직장별 계획에 관해 교육 및 전달하고, 직원 및 직원 대표가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합니다. 

• 수립된 계획 및 문서를 준수하는지 해당 시설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식별한 
결함을 수정합니다. 

• 모든 COVID-19 관련 질병을 조사하여 작업 관련 요소가 감염 위험에 기여했을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추가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계획을 
업데이트합니다. 

• CDPH 지침에 따라 직장에 감염자가 발생했을 시 필요한 절차와 프로토콜을 
시행합니다. 

• 감염된 직원과 밀접하게 접촉(6피트 이내 15분 이상 동안)한 사람을 찾아내고 
COVID-19 양성 직원을 격리하고 밀접한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 아래 지침을 준수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COVID-19 발병을 초래하여 일시적으로 
직장이 폐쇄되거나 운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https://www.cdph.ca.gov/Programs/CID/DCDC/CDPH%20Document%20Library/COVID-19/Guidance-for-Face-Coverings_06-18-20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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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교육을 위한 주제 
• COVID-19에 대한 정보 및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 COVID-19 감염에 
더욱 취약하게 만드는 기저 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 

• CDC 지침에 따라 체온 또는 증상 확인 등 자택 내 자가 선별 검사 방법. 

• 출근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 

o 발열, 오한, 기침, 숨 가쁨, 호흡 곤란, 피로, 근육통, 몸살, 두통, 미각 또는 후각 
손상 증상이 나타남, 인후통, 코막힘, 콧물, 구역질, 구토, 설사와 같이 CDC가 
발표한 COVID-19 증상이 직원에게 나타난 경우 또는 

o 또는 직원이 COVID-19 감염 진단을 받았으며 아직 격리 해제되지 않은 경우 

o 또는 지난 14일 내에, 직원이 COVID-19 감염 진단을 받은 사람과 접촉했고 
잠재적으로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즉, 여전히 격리 
상태에 있는 경우). 

• COVID-19 감염 진단을 받은 직원은 증상이 처음 발현한 이후 10일이 경과하고, 
증상이 호전되었으며, 지난 72시간 동안 해열제를 사용하지 않고 발열을 겪지 않은 
경우에만 업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COVID-19 감염 진단을 받았으나 증상이 
없는 직원은 첫 번째 COVID-19 검사 양성 판정을 받은 지 10일이 경과한 경우에만 
업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 흉부의 지속적인 통증 또는 압박을 포함하여 현기증 또는 창백한 입술이나 얼굴 등 
증상이 심각해지는 경우 의료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업데이트 및 자세한 내용은 
CDC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초 동안 비누로 문지르는 등 비누와 물로 손을 자주 씻는 것의 중요성(또는 
직원이 CDC 지침에 따라 개수대 또는 손 세정대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소 
60%의 에탄올 또는 70%의 이소프로판올을 함유한 손 소독제 사용). 

• 근무 시간 및 근무 시간 외 물리적 거리두기의 중요성(아래 물리적 거리두기 항목 
참조). 

• 다음을 포함한 적절한 안면 가리개 사용: 

o 안면 가리개는 착용자를 보호하지 않으며 개인 보호 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가 아닙니다. 

o 안면 가리개는 착용자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물리적 거리두기와 잦은 손 씻기 필요성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o 안면 가리개는 코와 입을 가리는 것이야 합니다. 

o 직원은 얼굴 커버를 사용하거나 조절 후 손을 씻거나 소독해야 합니다.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index.htm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symptoms-testing/symptom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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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symptoms-testing/symptoms.html
https://www.cdc.gov/handwashing/hand-sanitizer-use.html
https://www.cdc.gov/handwashing/hand-sanitizer-use.html


 

o 눈과 코, 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o 안면 가리개는 공유해서는 안 되며, 각 교대조 후 세척하거나 폐기해야 합니다. 

• 안면 가리개 사용에 대한 CDPH 지침에 포함된 정보로, 본 지침은 안면 가리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상황과 예외 상황을 비롯하여 안면 가리개의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고용주가 채택한 모든 정책과 업무 규칙, 관행을 규정합니다. 또한 
교육에는 안면 가리개 착용 예외 규정에 적용되는 사람들에 대한 고용주의 정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시설 내 독립 계약자, 임시직 또는 계약직 직원 및 자원봉사자들이 COVID-19 예방 
정책에 대해 적절히 교육을 받고 필수 용품과 PPE를 갖추도록 합니다. 임시직이나 
계약직을 공급하는 조직과 사전에 이러한 책임에 대해 논의하십시오. 

• 유급 휴가 혜택에 대한 정보는 이를 받을 자격을 보유한 직원이 재정적으로 자택 
체류가 용이하도록 해줄 것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COVID-19 관련 병가 및 산재 
보상금을 지원하는 정부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페이지에서 참조하십시오. 본 
페이지는 가족 우선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법안 및 주지사 행정 명령 N-51-20에 
의거한 근로자의 병가 권리 및 주지사 행정 명령 N-62-20에 의거하여 해당 명령이 
유효한 시기 동안 산재 보상 혜택 및 COVID-19와의 연관성이 있다고 간주될 
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개별 통제 조치 및 선별 검사 
• 교대 근무 시작 시 모든 직원 및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판매업체나 계약업체, 
기타 직원에 대한 체온 점검 또는 증상 선별 검사 제공. 체온 점검/증상 선별 
검사 담당자가 최대한 다른 직원과 밀접한 접촉을 피하도록 하십시오. 

• 자택에서 자가 선별 검사를 해야 하며 이러한 자가 선별 검사가 시설에서 
제공하는 선별 검사에 대한 적절한 대안인 경우, 직원이 출근하기 전에 해당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상기 직원 교육을 위한 주제 항목에서 설명한 대로 CDC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 아프거나 COVID-19 증상을 보이는 직원은 자택에 머무르도록 하십시오. 

• 고용주는 필요에 따라 얼굴 가리개 및 장갑 등 직원이 사용하는 모든 필수 개인 
보호 장비를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 고용주는 일회용 장갑 사용이 잦은 손 씻기와 손 소독제 사용을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우를 고려해야 합니다(예: 증상 선별 검사를 수행하는 
직원이나 많은 사람이 만진 품목을 다루는 직원). 직원은 체액으로 오염된 물품을 
다룰 때는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 서빙 직원, 테이블 정리 직원 및 고객이 사용한 물품(사용 후 오염된 컵, 접시, 
냅킨 등)을 운반하거나 쓰레기 봉투를 처리하는 기타 직원은 일회용 장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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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해야 하며(착용 전과 벗은 후에 손을 씻어야 함) 앞치마를 착용하고 자주 
갈아입어야 합니다. 

• 설거지 담당 직원은 얼굴 가리개 외에 추가로 보안경, 고글 또는 안면 보호대 등 
눈, 코, 입을 가려서 오염 물질이 튀는 것을 막아 주는 장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설거지 담당 직원에게 반드시 방수 재질의 앞치마를 지급해야 하고 자주 
갈아입게 해야 합니다. 보호막과 보안경과 같은 재사용 가능한 보호 장비는 
사용하기 전과 사용한 후에 올바른 방법으로 살균해야 합니다. 

• 매장 내에서는 반드시 일반인들이 먹거나 마시지 않는 동안에는 얼굴 가리개를 
사용해야 하고, 물리적인 거리 두기 수칙을 반드시 실천해야 하며, 최소 20초 
동안 손을 자주 씻고 손 소독제를 사용하며, 얼굴을 만지지 말아야 하는 등의 
수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모든 입구에서 전략적으로 눈에 잘 띄는 
위치와 예약 확인서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의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잊어버리시지 않게 고객들에게 미리 얼굴 가리개를 가져오셔야 한다고 알려 
드리고 도착한 분 중에서 얼굴 가리개를 가져오시지 않은 분에게는 되도록이면 
얼굴 가리개를 제공해 주십시오.   

• 고객 및 방문객은 도착한 즉시 체온 및/또는 증상에 대한 선별 검사를 받아야 
하며, 손 소독제를 사용하고, 먹거나 마시지 않는 중에는 얼굴 가리개를 
착용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단일 고객/일행 중에서 유증상자가 있을 
경우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 고객 및 음식점 직원에게 적용되는 출입 조건에 대한 일련의 규정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하여 음식점 입구에 게시하십시오. 이 규정에는 손 소독제 
사용, 다른 고객과의 물리적인 거리 유지, 음식점 내 시설 표면을 불필요하게 
접촉하는 일 자제, 현지 보건부 연락처 및 음식점 서비스 변경 사항에 대한 
안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해당 규정은 디지털 방식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픽토그램을 표시하고, 메뉴판에 수록하거나 메뉴판과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 

 
 
 
 
 
 
 
 
 



 

청소 및 소독 절차 
• 고객 대기 공간 및 로비, 휴게실, 식사 공간과 접객대, 입구의 통로, 계단, 계단 통로, 
에스컬레이터, 난간 및 엘리베이터 버튼 등이 있는 입구 및 출구 공간과 같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구역을 철저하게 청소하십시오. 문, 문 손잡이, 미는 
방식의 문 손잡이(crash bar), 조명 스위치, 대기 장소의 좌석, 신용카드 단말기, 
ATM PIN 패드, 영수증 트레이, 식기 수거함, 서빙용 쟁반, 전화기, 변기 및 손 세정 
시설 등 자주 사용하는 시설의 표면을 자주 살균하십시오. 

• 고객들의 손길이 닿는 물품, 사탕 및 장난감 자동 판매기, 장식용 수족관, 진열장, 
장식용 분수 등 아동이 곧잘 만지게 되는 물품을 자주 위생 처리하십시오. 

• 손길이 닿는 각종 시설들의 표면을 근무 시간을 교대하는 사이 또는 사용자가 바뀔 
때마다 청소하고, 특히 업무가 주로 이루어지는 시설의 표면, 전화기, 계산대, 터치 
패드/터치 스크린, 태블릿, 출퇴근 기록기, 가전 기기, 주방 및 주류 바의 식기 및 
도구, 오븐 도어, 그릴과 화덕의 점화 손잡이, 운반용 카트 및 서빙용 카트, 열쇠 
등은 더 자주 청소하십시오. 

• 되도록이면 오디오 장치, 전화, 태블릿, 노트북, 책상, 펜 및 기타 업무 용품들을 
공용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PPE를 공유하지 마십시오. 

• 사용 후 장비를 올바른 방법으로 살균할 수 없는 경우, 직원들이 오디오 헤드셋 및 
기타 장비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중단하십시오. 장비 제조업체에 문의하여 
특히 폼 형태로 된 귀마개와 같은 부드러운 다공성 표면에 적합한 살균 절차를 
정하십시오. 

• 직원이 교대 근무 중 청소 방침을 실천할 시간을 제공합니다. 청소 업무는 직원이 
담당하는 직무의 일환으로 근무 시간 내로 배정해야 합니다. 

• 필요에 따라서는 제3자인 청소 업체에 외주 용역을 주는 방식을 이용하면 청소에 
대해 충족시켜야 할 요건이 늘어난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식사 공간, 음주 공간, 접객대 및 주방과 같은 공간에서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모든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게 손 소독제 및 살균 물티슈 등의 적절한 위생 용품을 
비치하십시오. 

• 이러한 위생 시설을 항상 사용할 수 있고 항상 필요한 물품이 준비되어 있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비누와 종이 타월, 손 소독제를 제공해야 합니다. 

• 소독용 화학물질 선택 시, 고용주는 미국 환경 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승인 목록에 수록되었으며 COVID-19에 대해 사용하도록 승인된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제품 사용 설명서를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새로 등장한 
바이러스 병원체에 효과적인 것으로 표시된 소독제나 희석된 가정용 표백제 
용액(물 1갤런당 5테이블스푼), 표면에 사용하기 적합한 최소 70% 알코올이 포함된 
알코올 용액을 사용하십시오. 직원에게 화학물질 위험과 제조업체 지침, 환기 요건, 
안전한 사용을 위한 Cal/OSHA 요건에 대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세척제 또는 

https://www.epa.gov/pesticide-registration/list-n-disinfectants-use-against-sars-cov-2-covid-19


살균제를 사용하는 직원들은 제품 설명서에서 지시하는 대로 장갑을 착용하고 
반드시 적절한 방식으로 환기를 해야 합니다. 

음식에 닿는 표면을 (살균이 아니라) 소독하는 것과 관련된 준수 요건은 기존의 
규정을 계속해서 따르십시오. 

레지오넬라병 및 물과 관련된 기타 질환의 발병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급수 설비 및 물과 관련된 장치가 시설 폐쇄 기간 연장 후에도 사용하기 안전한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십시오. 

음식점에서는 보안 및 안전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되도록이면 창문 또는 
문을 열어서 공기가 더 잘 순환되게 해야 합니다. 

가능한 경우, 병원균을 공기 중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기타 방법으로 바닥을 
청소하지 마십시오. 되도록이면 고효율 미립자 공기(High Efficiency Particulate 
Air, HEPA) 필터가 있는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십시오. 

휴대용 고효율 공기 청정기를 설치하고, 건물의 공기 필터를 최대한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하며, 외부 공기의 유입량을 늘리고 모든 업무 공간의 환기량을 늘릴 
수 있는 기타 변경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고려해 보십시오. 

고객들에게 일회용 메뉴판을 제공하고 되도록이면 고객들이 개인 전자 기기로 
메뉴를 볼 수 있도록 메뉴판을 디지털 방식으로 만드십시오. 일회용 메뉴판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고객이 메뉴판을 사용하기 전과 사용한 후에 메뉴판을 
살균하십시오. 고객이 미리 주문해 놓을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냅킨, 식기 도구, 유리 용기, 식품 용기 등을 미리 배치해 두지 마십시오. 필요에 
따라 이러한 식기들은 고객마다 개별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카드 스탠드, 전단지, 
냅킨 홀더 또는 기타 물품을 테이블에 놓아두지 마십시오. 

양념병, 소금 및 후추 뿌리개 등과 같이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음식 관련 용품의 
사용을 일시 중단하고 되도록이면 음식을 일회용 용기에 담아 제공하십시오.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양념병 및 양념 뿌리개 등과 같이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물품은 고객이 요구할 때만 제공해야 하며 매번 사용 후마다 살균해야 합니다. 

고객이 사용하기 전에 식기 도구를 냅킨으로 미리 말아 둡니다. 직원들은 냅킨으로 
식기 도구를 미리 말아 두기 전에 손을 반드시 씻어야 합니다. 미리 냅킨으로 말아 
놓은 식기 도구는 깨끗한 보관함에 보관해야 합니다. 고객이 앉은 후에는 최근에 
손을 씻는 직원이 테이블에 냅킨으로 미리 말아 놓은 식기 도구를 놓아야 합니다. 

식기 도구, 식기, 빵바구니 등 재사용 가능한 고객용 물품은 반드시 올바른 방법으로 
세척, 헹굼 및 소독해야 합니다. 납작한 식기 도구, 손잡이가 가늘고 긴 유리 용기, 
접시류 등은 반드시 위생 처리한 후 사용 준비 전까지 고객 및 직원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올바르게 보관해야 합니다. 재사용 가능한 물품을 올바른 방법으로 
세척할 상황이 되지 않을 경우, 일회용품을 사용하십시오. 

• 

• 

• 

• 

• 

• 

• 

• 

• 

• 

https://www.cdc.gov/legionella/index.htm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php/building-water-system.html


 

• 반드시 고객이 직접 포장 용기에 음식을 담아야 하며 고객이 요청할 경우에만 
제공하실 수 있습니다. 

• 식사 테이블에서 사용해서 더러워진 테이블보 및 냅킨과 같은 리넨류는 각 고객이 
사용한 후마다 치워야 하며 봉투에 넣고 묶어서 식사 장소에서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직원들은 더러워진 리넨류를 다룰 때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 각 고객이 식사 장소를 사용한 후마다 철저하게 청소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테이블, 
의자, 어린이용 보조 의자, 유아용 의자, 칸막이 등을 살균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되며 제품 설명서에 따라 적절한 살균이 이루어지도록 충분한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EPA에서 허가한 많은 살균제가 인간 코로나바이러스에 작용하려면 최소 
접촉 시간(몇 초~1분)이 필요합니다. 

• 각 좌석, 특히 표면이 다공성 재질인 좌석에는 일회용 좌석 덮개를 씌우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매번 다른 사람이 사용하기 전후에 사용한 좌석 덮개를 폐기 및 
교체하십시오. 좌석이 마련된 장소에서 사용하는 쿠션에 일회용 또는 세척 가능한 
덮개를 씌우시고 매번 사용한 후마다 교체/세척하십시오. 

• 고객이 몰리게 되거나 다른 고객이 이용할 수도 있는 음식 또는 식기를 만질 수 있는 
장소를 폐쇄하십시오. 개별 고객마다 따로 전달하거나 카페테리아 방식 서비스로 
전환하는 등 이러한 물품을 전달하는 방식을 변경하십시오.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물품들은 매번 사용한 후마다 상황에 맞게 적절한 방식으로 폐기, 위생 처리, 살균 
또는 소독하십시오. 폐쇄되어야 하는 장소는 다음과 같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o 양념통 정리함, 식기 도구 정리함, 냅킨, 뚜껑, 빨대, 물통, 포장 용기 등을 
갖춘 셀프 서비스 공간 

o 얼음, 탄산 음료, 요거트 아이스크림 디스펜서 등의 셀프 서비스 기계 

o 뷔페, 살사 바, 샐러드 바 등의 셀프 음식 서비스 

• 테이블에 앉아서 음식을 고르는 카트 또는 컨베이어 벨트, 과카몰리 조리대를 
이용해서 식탁을 차리거나 음식을 보여주는 방식의 서비스를 중단하십시오. 

• 고객을 위해 후식용 민트, 캔디, 간식 또는 이쑤시개를 갖춰 두지 마십시오. 고객이 
제공받고 싶은지 확인하거나 요청할 경우에만 제공하십시오. 

• 고객 및 직원 출입구와 진입 차도, 고객 응대 장소, 식사 공간, 엘리베이터 탑승 공간 
근처와 같이 접촉이 발생하는 장소에 손 소독제 디스펜서를 되도록이면 비접촉 
방식으로 이용하는 제품을 설치해 주십시오. 

• 보드 게임, 당구대, 오락실 게임기, 자동 판매기 등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오락 
시설의 제공을 중단하십시오. 볼링장 등 여러 고객들이 물품을 사용할 수 있는 게임 
및 오락 시설을 폐쇄하십시오. 

 



 

물리적 거리두기 지침 
• 폐쇄된 환경에서 고객들이 서로 마주치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외 좌석을 우선 
사용하게 하고 포장된 제품을 매장 밖에서 받아 가게 하십시오. 음식점은 현지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야외 좌석 및 야외 장소에서의 주류 판매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 되도록이면 고객들에게 포장, 배달 및 드라이브 스루 서비스를 제공하십시오. 
비접촉식 수령 방식 및 배달 규정을 적용하여 포장된 제품을 전달하십시오. 

• 되도록이면 포장된 제품을 배달할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접촉되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사람이 붐비는 장소로부터 멀리 떨어진 위치에 포장된 제품을 받아가는 
장소를 정하십시오. 배달원이 최소 6피트의 물리적인 거리를 유지하게 하십시오. 

• 음식점의 각 구역을 살균할 시간을 갖기 위해 고객들에게 예약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장려하고 되도록이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음식점 내에서 지켜야 할 
물리적인 거리 두기 지침을 제공하십시오. 

• 매장 내에서 소요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매장에서 식사하는 고객이 오기 전에 
미리 주문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고객들이 
자리를 안내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자신의 차량 또는 매장 밖에서 기다려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되도록이면 고객들이 “호출 벨”을 만지거나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테이블을 사용할 준비가 되었을 때 휴대폰을 통해서 알리는 방식을 
사용하십시오. 

• 매장 내 인원을 제한하기 위해 매장 규모에 따라서 최대 수용 인원에 관련된 규정을 
조정하는 방식 및/또는 서로 다른 고객 및 직원들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서빙하는 테이블 사이에 방수 재질의 가림막을 사용하는 방식을 적용하십시오. 
실외 좌석의 경우, 본 지침에 간략하게 안내해 드린 대로 최소 6피트의 물리적인 
거리 두기 표준을 준수하십시오. 

• 가족 단위의 고객 또는 동석을 요청한 고객이 한 테이블에 앉는 인원수를 
제한하십시오. 함께 온 일행이 동일한 테이블에 앉는 경우에는 6피트의 거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좌석을 안내하기 전에 일행의 모든 구성원이 있어야 하며, 
일행 내 모든 사람을 한꺼번에 테이블로 안내해야 합니다. 

• 직원 및 고객 간에 최소 6피트의 물리적 거리두기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여기에는 물리적인 가림막 또는 시각적인 표시 사용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예: 직원 및 또는 고객들이 서 있어야 할 위치를 가리키는 바닥 표시 또는 
표지판). 

• 금전 출납기, 바, 접객대 및 6피트의 물리적인 거리를 유지하기 어려운 장소에 
물리적인 가림막 또는 칸막이를 설치하십시오. 

• 고객 또는 직원들이 줄을 서는 모든 장소에 물리적인 거리를 적절하게 둘 수 있도록 
명확한 표시를 해 두어야 합니다. 계산대, 단말기, 즉석 식품 매대 및 진열대, 



화장실, 엘리베이터 로비, 접객대, 대기 장소, 발렛(대리) 주차 접수 및 인수 및 
고객들이 몰리게 되는 기타 모든 장소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물리적인 거리 두기 규정은 되도록이면 모든 업무 공간, 주방, 식료품 저장고, 
창고형 냉장고, 또는 기타 사람들이 밀집하고 붐비게 되는 업무 장소에 적용해야 
합니다. 

교대 근무 전 직원 회의 및 교육은 가상으로 진행되거나 직원들 사이에 적절한 
물리적인 거리를 둘 수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식품, 음료, 식기 등을 
여러 사람이 공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차 교대 근무 직원은 임금 및 시간 규정을 준수하여 물리적 거리두기 절차를 
유지합니다. 

고객 및 다른 직원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게 업무 방법 변경을 요청하는 직원의 
제안을 수락하는 쪽을 고려해 보십시오(예: 계산원에서 창고 관리로 변경하기 또는 
행정적으로 필요한 업무를 원격 근무로 관리하기). 

되도록이면 해당 장소에서 식사, 업무, 출입구를 이용한 통행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최소 6피트의 거리를 둘 수 있게 업무 공간, 로비, 음료 바, 주방과 작업 공간, 접객대 
구역 및 기타 공간을 재배치 하십시오. 

식사 공간에서 테이블 및 의자를 몇 개 치워서 고객 및 직원들 사이에 6피트의 
물리적인 거리가 유지될 수 있게 하십시오. 테이블, 의자, 칸막이 등을 이동할 수 
없는 경우, 시각적인 표시를 사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표시를 하고 플렉시글라스 
또는 기타 유형의 방수 재질의 물리적 장벽을 설치하여 고객들끼리 서로 노출되는 
일을 최소화하십시오. 

바 구역은 고객들이 이용할 수 없게 폐쇄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고객들이 직원, 업무 장소, 음식 및 음료 조리 장소로부터 6피트의 거리를 유지할 수 
없는 장소에 고객을 앉히지 마십시오. 

임금 및 시간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개별 일행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의 수를 제한하십시오. 

모든 음식점의 직원들은 고객들로부터 6피트 이내에 있게 되는 시간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휴게실을 폐쇄하거나 장벽을 사용하거나 테이블/의자 사이의 거리를 늘려 
직원들을 분리하고 휴식 중에 모여 있지 않도록 하십시오. 가능한 경우, 물리적 
거리두기를 지킬 수 있도록 차양과 좌석 배치로 실외 휴식 공간을 만듭니다. 

되도록이면 물리적인 거리를 유지할 수 있게 주방을 재배치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미리 작업을 할 수 있게 가능한 한 교대 근무 시간에 시간차를 두십시오. 

음식을 조리하는 직원이 근무 시간 중에 다른 사람과 작업 장소를 교체하거나 그 
장소에 들어가지 않게 하십시오. 

• 

• 

• 

• 

• 

• 

• 

• 

• 

• 

• 

• 

• 



 

• 화장실, 복도, 주류 바 구역, 예약 대기 장소 및 신용카드 단말기 등 인파가 몰리는 
구역에 사람들이 모여 있지 않게 하십시오. 

• 가능한 경우, 직원들이 가까이에서 서로 지나치지 않도록 도보 이동을 위해 일방 
통행용 복도 및 통로를 설치합니다. 

• 직원이 물리적 거리두기 수칙을 위반하는 악수 및 그와 유사한 인사 방식을 
피하도록 하십시오. 

• 되도록이면 고객들은 열려 있는 문 또는 자동문으로 들어오시게 해야 합니다. 
고객이 문 손잡이를 만질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손 소독제를 제공해야 합니다. 

•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고객의 주문을 들을 수 있게 음악 소리 
크기를 조정하십시오. 

• 사람들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줄을 서게 하고, 고객들이 실외 또는 대기 장소에서 
일행 간에 최소 6피트의 거리를 두고 줄을 서야 한다는 것을 접객하는 직원을 
통해서 알리십시오. 

• 직원이 차량 또는 택시의 문을 열어주면 안 됩니다. 

• 다른 사람의 펜과 클립보드를 만지지 마십시오. 되도록이면 선반과 게시판 같은 
운반 보조 용품을 설치하여 사람 사이에 물건을 직접 전달하는 일을 줄이십시오. 

 
 
 
 
 
 
 
 
 
 
 
 
 
 
 
 
 

 
 
 

1취약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의 경우 추가적인 준수 요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무용 업무 공간은 반드시 
모든Cal/OSHA 표준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 표준의 지침을 비롯하여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및 
캘리포니아주 공공보건부(CDPH)의 지침을 준수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울러 고용주는 이러한 지침의 
변경 사항에 따라 운영 방침을 변경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https://www.dir.ca.gov/
https://www.dir.ca.gov/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community/guidance-business-response.htm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community/guidance-business-response.html
https://www.cdph.ca.gov/programs/cid/dcdc/pages/guidance.aspx
https://www.cdph.ca.gov/programs/cid/dcdc/pages/guidance.aspx
https://www.cdph.ca.gov/programs/cid/dcdc/pages/guidance.aspx
https://www.cdph.ca.gov/programs/cid/dcdc/pages/guidance.aspx
www.covid19.c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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