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가게의 위생관리 등

1 □
이용자가 밀집, 밀접되지 않는 좌석 배치나, 비말을 막기 위한 차단판 설치 등
가게에 형식에 맞는 대책을 취하고 있다.

2 □
뷔페 경우, 이용자의 비말에서 요리를 지키기 위한 차단판 등을 설치하고 있다.
또 여러 사람들이 쓰는 집게 같은 것들은 자주 소독하거나 교환하고 있다.

3 □ 가게 안(부엌, 대기실 등 포함)을 정기적으로 환기하고 있다.

4 □
가게 안(부엌, 대기실 등 포함)의 철저한 청서, 문잡이, 식권 판매기 등 많은 사
람들이 만지는 곳은 자주 소독 등을 하고 있다.

5 □ 테이블, 의자, 메뉴판 등은 이용자가 떠날 때 마다 자주 소독을 하고 있다.

6 □
화정실 등 손을 씻는 데에는 소독효과가 있는 비누 등을 설치하고 있다. 또 손
건조기를 안 쓰고 1회용 종이 수건등을 쓰고 있다.

2.종업원의 위생관리 등

7 □

근무 시작하기 전에 체온과 체조 확인 등 건강체크를 하고 있다. 발열이나 감기
증상이 있을 경우는 출근 안 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걸린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종업원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검염되면'을 참조하면서 대응하도록하고 있다.

8 □
근무중은 마스크를 쓰고 손을 자주 소독하고 있다. 또 가게 안의 청서, 소독작
업 등은 장갑을 끼며 하고 있다.

9 □
매뉴얼이나 작업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빠짐이 없도록 감염증 대책을 실행하고
있다.

3.고객대응

10 □
가게가 취하는 감염증 대책이나 이용객을 위한 주의사항 등을 포스터 등으로
알리고 있다. 또 고객에 직접 전하고 있다.

11 □ 입구 등에 소독제를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소독을 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12 □ 편견에 의한 차별적이고 부당한 입점거부를 안 하고 있다.

13 □ 지불시에는 손으로 직접 현금을 주고받지 말도록 대책을 하고 있다.

14 □
큰 접시를 안 쓰고 1인용 접시를 쓰거나 종업원이 요리를 나누는 등 여러명이
같은 접시나 요리를 만지지 않도록 제공방법을 바꿨다.

15 □
입점을 위한 대기자가 줄을 선 경우에는 가능한 한 2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테이프 등으로 간격을 표시하는 등의 대책을 취하고 있다.

16 □
테이크 아웃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테이크 아웃 이용자와 일반 이용객이 가
게 안에서 붐비지 않도록 공간을 나누는 등의 대책을 취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책 체크리스트(음삭점용)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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