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비드세이프
성노동
퀸즐랜드

최고 보건 책임자는 개인 성 노동자들이 스테이지3 에서 다시 일하기 위해서는 다음사항을 요구합니다 :
체크리스트를 완료
준수선언문을 다운로드 후 사인
간단한 온라인 COVID-19 교육 및 인증서 인쇄
자세한 내용과 다운로드 및 체크리스트는 respectqld.org.au/covid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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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아프면 일하지 마세요

2

손님 심사하기

몸이아프거나 COVID-19 증상이 있다면 일하지 마세요 검사 받으세요.

COVID-19 증상*
열,
기침,
목 아픔,
호흡 곤란,
콧물, 두통,
피로감,
근육의 통증 혹은
관절의 통증,
혹은 입맛 잃음.

고객이 아픈 경우 예약을 받지 마세요
증상들로 고객을 심사하세요
증상이 관찰되면, 예약을 끝내세요.
다음 증상을 가진 고객을 선별하세요:
1) 지난 2주안에 어떠한 COVID-19 증상이라도 있었는지
2) 지난 2주안에 양성 판정을 받았는지
3) 지난 2주안에 COVID-19 양성판정을 받은자와 접촉한적이 있는지
4) COVID-19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자가격리를 권고 받았는지
5) 지난 2주안에 해외여행을 다녀왔는지
3

4

위생

비누로 최소 20초 이상 손을 씻으세요.
자주 샤워하세요
예약 전&후에 고객이 손을 씻고 샤워를 하게 하세요

위험 감소

한번에 손님 1명만 보세요
미리 예약한 손님만 받으세요
현금거래를 줄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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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을 청소하기

각 예약 전후에 모든 딱딱한 표면을 청소하고 소독하세요.
.

6

PPE(

개인보호용품) 사용 & 폐기

수용성 젤과 함께 콘돔을 사용하세요
침대 시트와 사용된 타월은 예약 후에 봉투에 넣거나 세척해야 합니다.
세척을 위해 시트나 타월을 다룰때 장갑을 착용하세요
사용된 장갑을 제대로 버리세요.
예약이 끝나고 모든 PPE 폐기물 (콘돔, 댐, 장갑)은 봉투에 넣거나 즉시
쓰레기통에 넣어 폐기해야합니다.
모든 섹스토이는 사용 중에 콘돔으로 감싸야하고 예약 후에 철저히 세척해야합니다.
7

기록을 보관하세요

날짜, 각 고객의 이름, 휴대폰 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기록하세요. 56
일간 기록을 유지합니다.
당신 또는 당신의 고객이 COVID-19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 역학 조사에
이러한 세부 사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고객에게 검사받을 것을
권하세요.

성노동자는 일할때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리스펙트 (Respect Inc)는 성 노동자들이 최고보건책임자가 정한 요건을 쉽게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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