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ww.fda.gov 2020년 4 월

코로나 바이러스
소비자를 위한 정보 — 식료품 쇼핑

전국적으로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이 때에 식료품 쇼핑은 필수적으로 해야 하며,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쇼
핑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사람이나 동물의 음식 혹은 식료품 포장이 코로나 바이러스병
을 유발시키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는 없다는 것을 소비자들에게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이 특정 코로나 바이러스는 호흡기 계통의 병을 유발하며 사람간 전엽됩니다. 이것은 오염된 음식을 통하여 병이 유발
되는 위장 계통 바이러스인 노로 바이러스나 형 간염과는 다릅니다.
식료품 상점에 특정 제품이 일시적으로 없을 수는 있지만 전국적인 식료품 부족 현상은 없습니다. 식료품 생산과 제조
는 미국 전역에 걸쳐 퍼져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이 때에 소비자들은 대부분의 식료품을 식료품 
상점에서 구입하고 있으며, 많은 상점들이 운영 시간을 변경하여 상점 선반에 다시 물건을 채워 넣고 청소하는 데 시간
을 더 할애하고 있습니다. 추가하자면, 많은 상점들은 나이 드신 분들이나 바이러스에 더욱 취약하여 감염 위험이 높으
신 분들을 위하여 특정 운영 시간을 할애하거나 픽업과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서는 상점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전화하십시오.
귀하, 식료품 상점 직원, 그리고 다른 쇼핑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래 사항에 주의하십시오. 

1.

미리 쇼핑 리스트를 준비하십시
오. 한 번에 일주일 혹은 이주일 
상당의 식료품을 사십시오. 필요 
이상으로 사시면 불필요한 수요
와 일시적인 부족을 초래할 수 있
습니다. 

2.

상점에 있는 동안 얼굴 가리개나
마스크를 쓰십시오.  어떤 상점이
나 지방에서는 그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요구 사항에 대해
서는 주, 카운티, 혹은 시의 지침
을 확인하십시오

3.

직접 가지고 다니는 와이프 혹은
상점에서 제공하는 것을 이용하여
쇼핑 카트나 바구니의 손잡이를 닦
으십시오. 재활용 쇼핑백을 사용한
다면 사용할 때마다 청결하게 하고
씻으십시오.  

4.
귀하, 다른 쇼핑자들, 그리고 상점 
종업원들 사이에 적어도 6 피트의 
거리를 유지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를 실천하십시오.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5.
집에 도착한 후 그리고 식료품 꾸
러미를 푼 후 따뜻한 물과 비누로
적어도 20초간 손을 씻으십시오.   

6.

다시 말씀드리지만 식료품 포장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과 관련이 있
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원하
신다면 더 조심하기 위하여 제품의
포장을 닦고 공기에 말리십시오. 

7.

드시기 전 먹지 않는 껍질이 있는
것을 포함하여 신선한 과일과 채
소를 흐르는 물에 씻으십시오. 깨
끗한 농산품용 브러쉬를 사용하
여 농산품을 북북 문질러 닦으십
시오. 통조림은 열기 전에 뚜껑을 
닦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8. 2
HOURS

식료품 꾸러미를 풀때 육류, 조
류, 계란, 해물, 그리고 딸기류, 
양상추, 허브, 그리고 버섯과 같
이 다른 부패하기 쉬운 식료품
은 구매한 후 2시간 이내에 냉
장하거나 냉동하십시오.   

9.

상점에서 판매하는 소독제나 직
접 만든 소독 용액을 사용하여 정
규적으로 부엌 수조를 청소하고
소독하십시오.  
소독제는 물 1 갤론에 5 테이블 스
푼 (1/3 컵)의 냄새 없는 액체 염소 
표백액을 넣어 만드시거나 물 1 
쿼트당 4 티스푼의 표액액을 넣어 
만드시면 됩니다.
경고: 이 용액이나 살균제를 음식
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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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4가지 기본 음식 안전 사
항을 명심하십시오 — 청소, 분
리, 요리, 그리고 식히기.

항상 음식으로 인한 질병을 막기 위하여 여기의 음식 
안전을 위한 실천 사항들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료품은 귀하와 귀하의 가족에게 (특히 지금 이 때) 영양뿐 아니라 위로가 됩니다. 저희는 이 제안 사항들이 귀하
가 식료품을 주의하고 자신 있게 구매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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