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VID 안전 체크리스트: 독립적으로 일하는 성노동자 

 
독립적으로 일하는 성노동자 
2020년 9월 1일에 업데이트 됨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필요한 것 
 

1. 복귀 준비 
⃣ 성 노동에 복귀하기 전에 이 플랜을 끝까지 잘 읽기 바랍니다. Respect Inc 와 성 노동자가 모든 변경 
사항을 시행할 시간을 위해 플랜 승인 날짜로부터 14일의 유예 기간이 적용됩니다.. 

⃣ COVID 안전 교육 프로그램은 의무적이며, 일을 시작하고 2주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뷰티테라피, 
네일샵, 태닝샵, 타투샵, 스파(마이크로 자격증)에 적용되는 COVID 안전 교육은 본 업계에 가장 
적합한 교육입니다.TAFE Queensland(https://tafeqld.edu.au/covid-safe)를 통해 온라인으로 
액세스하거나 업계내 승인된 단체에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퀸스랜드 정부의 COVID-19 웹 사이트(www.covid19.qld.gov.au)에서 사업을 재개할 수 있는지, 특정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일반적인 COVID-19 예방 조치 

 
⃣ 사람을 만나는 모든 사회적 상황과 공공 장소에서 1.5m 물리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여 물리적 거리를 
확보합니다. 

⃣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입과 코를 가립니다. 
⃣ 탁월한 손 위생을 유지하십시오. 
⃣ 매번 예약 전과 후에 샤워하십시오. 

 
3. 다음 경우에는 일하지 마십시오. 

⃣ 지난 14일 이내에 해외 여행을 다녀온 경우 
⃣ 지난 14일 동안 COVID-19 위험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다녀온 경우: 

o COVID-19 위험지역의 현재 리스트는 다음 링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https://www.qld.gov.au/health/conditions/health-alerts/coronavirus-covid-19/current-status/ho
tspots-covid-19  

⃣ 지난 2주 동안 COVID-19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온 경우 혹은 COVID-19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자가 격리 권고를 받은 경우 

⃣ COVID-19 검사 결과가 양성인 사람과 밀접한 접촉을 한 경우 
⃣ 아프거나 COVID-19 증상이 있는 경우: 

o 열, 기침, 인후통, 호흡 곤란, 콧물, 두통, 피로, 근육통 또는 관절통, 미각 상실  
⃣ COVID-19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검사를 받으십시오 

https://www.qld.gov.au/health/conditions/health-alerts/coronavirus-covid-19/stay-informed/testing-an
d-fever-clinics  

 당신이 만약 COVID-19 검사를 받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에는 결과가 음성으로 나타날 
때까지 자가 격리를 하고 일하지 않아야 합니다. 

● 결과가 양성으로 나타나면 자가 격리를 하고 일하지 않아야 하며, 후속 조치를 위해 현지 공중 
보건국(Public Health Unit)이 연락할 것입니다. 

13HEALTH (전화 13 43 25 84)를 통해 자격을 갖춘 의료 전문가로 부터 건강에 대한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퀸즐랜드의 모든 주민에게 24시간 주7일 연중 무휴 (현지 통화 비용). 비상시에는 항상 트리플 제로 (000)를 
누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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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 노동 장소에서의 예방 조치 

 
⃣ 사전 예약만으로 예약을 받으십시오(전화, 문자, 또는 온라인 옵션)  
⃣ 모든 예약은 한번에 최대 1명만 받으십시오. 
⃣ 모든 서비스에서 콘돔 등 PPE(개인보호용품)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고객에게 직접 입금 또는 기타 비접촉식 지불 방법을 통해 사전에 지불하도록 안내하고 현금을 주고 
받는 경우를 줄이십시오.  

 
5. 고객 선별 

⃣ 예약 전에 COVID-19 예방 검사를 하십시오. 구두, 이메일, 문자 메시지로 고객에게 질문하십시오. 
○ 지난 2주 동안 열, 기침, 인후통, 호흡 곤란, 콧물, 두통, 피로, 근육통 또는 관절통, 미각 상실 등 

COVID-19 증상이 있었습니까? 
○ COVID-19 검사 결과가 양성이었습니까? 
○ 지난 2주 동안 COVID-19 검사 결과가 양성인 사람과 접촉한 적이 있습니까?  
○ COVID-19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자가 격리 권고를 받았습니까? 
○ 지난 2주 동안 해외 또는 다른 주로 여행한 적이 있습니까? COVID-19 위험지역으로 선포된 곳을 
여행하거나 COVID-19 확진자 혹은 확진자로 의심되는 누군가와 접촉한적이 있습니까?  

⃣ 이 질문 중 하나라도 예라고 대답한다면 예약할 수 없다고 알리십시오.  
⃣ 서비스를 위해 고객이 찾아왔지만 그들의 몸 상태가 안좋은 경우에는 떠날 것을 요청하고 그들에게 
의사의 진찰을 받을것을 권유하십시오. 

 
6. 기록 보관 

⃣ 기록 보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모든 고객, 노동자, 방문자, 그리고 해당 장소를 
다녀간 컨트렉터에 대한 정보를 최소 56일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이것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o 모든 개인의 성과 이름 
o 두가지 종류의 대체가능한 연락처, 예를 들어 핸드폰 번호와 이메일 주소 
o 날짜, 시간 그리고 방문/예약의 길이 

⃣ COVID-19 감염을 추적 할 목적으로만 기록을 사용하고 캡쳐 후 기밀로 안전하게 저장하십시오.  
이러한 기록이 공중 보건 담당관이 요청하면 손쉽게 접근 할 수 있는지 (1 시간 이내) 확실히 
해두십시오. 

 
고객 또는 당신의 COVID-19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당신은 퀸즈랜드 보건부 접촉자 추적 조사 
담당자에게 세부 사항을 알려야 할 수 있습니다.이들의 역할은 COVID-19에 감염된 사람과 접촉한 
사람에게 연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COVID-19에 감염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표준 절차이며 
호주의 표준 공중 보건 접근법입니다.이는 신고 의무가 있는 성적매개로 인한 감염들(에이즈, 매독 
등)에 적용되는 접촉자 추적과 동일한 절차입니다. 
 

 
7. 위생 및 세척 

⃣ 비누와 물로 샤워와 손씻기를 자주 하여 양호한 위생 상태를 유지하십시오.COVID-19 권장 손씻기 
방법을 따르십시오.손씻기 시간은 최소 20초 이상이어야 합니다.각각의 손을 전부 씻고, 손 전체를 
완전히 비누칠한 후 물로 씻어 내십시오.손씻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에탄올 60% 이상 또는 
이소프로판올 70% 이상을 함유한 알코올 성분의 손 소독제를 권장합니다. 

⃣ 고객은 도착시와 떠날시에 비누로 샤워를 하고 손을 씻어야 합니다.욕실에는 비누와 매번마다 고객을 
위한 깨끗한 수건이 있어야 합니다.  

⃣ 고객에게 사용한 수건과 모든 개인 소지품을 화장실에 두라고 하십시오.  
⃣ 사용된 침구류와 수건은 서비스가 끝났을 때 봉지에 담거나 뜨거운 물로 세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뒤 잘 말립니다. 더러운 침구와 접촉하지 않기 위해 수건이나 침구를 세탁할 때에는 장갑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장갑은 안전하게 폐기하십시오.다음 링크의 포스터는 장갑을 올바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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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하는 방법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https://www.cdc.gov/vhf/ebola/pdf/poster-how-to-remove-gloves.pdf 

⃣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모든 PPE(개인보호용품) 폐기물은 일반적인 PPE 안전 예방 조치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비닐에 넣은 후 즉시 쓰레기통에 넣어 폐기해야 합니다.  

⃣ 모든 섹스토이는 사용 하는 동안 콘돔을 씌워야 하며, 서비스 후에는 세척 및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 서비스 전후에는 모든 딱딱한 표면을 세척하고 소독하십시오.예: 침대 옆 탁자, 카운터 윗 부분 및 
싱크대, 고객이 수건과 옷을 두었던 장소, 샤워기, 문 손잡이. 작업 공간은 문과 창문을 열어 환기해야 
합니다.  

⃣ 언제나 적절한 환기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8. 검토 및 모니터링 
⃣ 업무 시스템을 검토하여 보건 당국이 제공한 현재의 지침 및 조언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Respect Inc는 성 노동자들에게 지원, 조언, 자원 및 물품을 제공 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규정 준수에 의거 / 집행 담당관의 요청시 작성해야 하는 서명 된 체크리스트의 사본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여기에는 전자 사본 제공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www.covid19.qld.gov.au 와 www.worksafe.qld.gov.au 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추가 지침을 
찾으십시오.  

 
9. 여행 / 관광 종사자 
 

⃣ 다음 웹 사이트에서 퀸즈랜드 여행 제한 사항에 관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https://www.qld.gov.au/health/conditions/health-alerts/coronavirus-covid-19/current-status/public-hea
lth-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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