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icking with care

Clipper use | 잘라내기
ENG Cut stems to the right length. If too short, you can damage 

the skin around the stem. If too long, the stem can puncture 
other fruit when it is packed. 

KOR 적당한 길이로 줄기를 잘라 주십시오. 껍질이 손상될 
수 있으니, 꼭지와 너무 가깝게 자르지 마십시오. 또
한, 포장할 때 다른 과일을 찌를 수도 있으니, 너무 길
게 자르지 마십시오.

Bruising |  멍이 든 과일 (상처 난 과일)
ENG Each fruit has to be handled carefully. Fruit bruises easily. 

Do not hold the fruit too firmly. Gently lower fruit from 
picking bags into field bins.  

KOR 과일들은 쉽게 멍이 들 수 있으니, 조심히 다루어 주
십시오. 과일을 너무 꽉 붙잡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채집용 자루가방에서 큰 상자로 옮길 때, 조심히 쏟아
주십시오.  

Damaged fruit |  손상된 과일
ENG Fruit with damage going beneath the skin should be 

clipped and dropped to the ground. Don’t pack fruit with 
cuts, rots or fruit fly damage. 

KOR 껍질 아래가 상처 난 과일은 잘라내거나 땅에 버려 주
십시오. 잘렸거나 썩은 과일, 또는 해충에 손상을 입
은 과일은 포장하지 마십시오. 

Filling the bins | 상자 채우기
ENG Don’t overfill the bins. Ask your supervisor for hints on how 

to fill the bins appropriately. 

KOR 상자에 지나치게 많이 담지 마십시오.
관리자에게 어떻게 상자를 올바르게 채우는지 물어 
보십시오.

Hygiene |  위생
ENG Wash hands after eating, smoking and visiting the toilet. 

KOR 식사, 흡연, 화장실을 갔다 온 후에는 손을 씻어 주십
시오. 

Clothing and protection | 의류 착용과 보호 
ENG Remember to wear closed shoes, a hat, and sunscreen. 

KOR 앞이 막혀있는 신발, 모자를 착용하시고, 선크림을 
바르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General safety | 일반적 안전 조치
ENG Keep clippers in a safe place when not in use. 

KOR 가위를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 
주십시오.

Don’t pick off the ground 
ENG Don’t pick fruit off the ground. 

KOR 땅에 떨어진 과일을 줍지 마십시오.

Ladder use |  사다리의 이용 
ENG Make sure your ladder is stable. Always start at the top 

and work your way down. Clear lower level fruit ahead 
of your next ladder placement, so fruit is not damaged 
each time you reposition. 

KOR 사다리가 안전한지 확인해 주십시오. 항상 윗 쪽에서
부터 일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이 사다리를 옮길 때 
과일이 손상되지 않도록, 앞에 과일이 있는지 확인하
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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