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다시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20년 6월 30일

COVID-19 안전 계획
2020 년 7 월 1 일부터 시행

미용 및 기타 서비스 (스파숍, 네일숍, 왁스,
태닝, 미장원, 마사지, 문신 가게 포함)

정부는 귀하와 직원 및 고객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서 유지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본 COVID-19 안전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직원들과 협의해서 이 계획을 작성하고 이후 직원들과 공유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COVID-19 확산을 완화하고 귀하의 고객들에게 귀하의
사업체는 방문해도 안전하다는 확신을 심어줄 것입니다. 정부 규제와 지침이 변함에 따라 장래에 계획을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계획을 인쇄하거나 저장했다면 변경이 가능하며 계획을 다운로드받아서 새로 작성해도 됩니다.

사업체들은 현재 발효중인 COVID-19 공공 보건 명령을 반드시 따라야 하며 직장 보건 안전법에 따라 직원 및 다른 이들에게 닥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해야 합니다. 본인 업계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조언과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면 nsw.gov.au로 가십시오
사업체 내역
사업체명:

계획서 작성자:
승인자:

> 사업체 의무 사항

고객들과 직원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직장 의무사항과 조치 내역
의무 사항

조치

직원 및 고객의 건강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직원과 고객은 살롱에 못 들어오게 하세요

직원들에게 검사 시기, 신체적 거리 두기와 청소 등과 같은 COVID-19 관련
정보와 훈련을 제공하세요

직원들이 아프거나 자가 격리가 필요할 경우 휴가를 써도 된다고 알려주세요.

입장 조건을 게시하세요 (웹사이트, 소셜 미디어, 살롱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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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및 고객의 건강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COVID-19 안전 계획을 시행하세요:
• 수영장 (스파, 사우나, 훈증탕 포함)

의무 사항

조치

신체적 거리 두기

수용인원은 4 평방미터에 고객 한 사람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가능하면 혼잡 상황을 줄이고, 계산대와 같이 사람들이 줄을 서야 하는
구역의 바닥에 표시를 해서 신체적 거리 두기를 장려하세요.

가능하면 직원들이 항상 (쉬는 시간 및 사무실과 회의실 포함)
1.5 미터 신체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게 하시고 직원들을 특정 작업
구역에 배치하세요.
가능하다면 대기실과 관리실의 좌석 배치 시 1.5 미터 신체적 거리 두기
실행을 따라주세요.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필수적인 회의는 전화나 비디오를 사용하세요

어느 정도 실행 가능한 경우라면, 출근 시간과 휴식 시간에 직원들이
몰리지 않도록 간격을 두도록 하세요.

고객들 응대가 많은 계산대 주변에는 플렉시글라스와 같은 물리적 장벽
설치를 고려하세요.

정기 배달 상황을 점검해보고 할 수 있다면 비접촉 배달/청구서 제공을
요청하세요.

가게 바로 앞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밀집 상황 관리 전략을 수립하세요

의무 사항

조치

위생 및 청소

철저한 손 위생 관리를 실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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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및 청소

화장실에 손 비누와 종이타월 또는 손 건조기를 반드시 넉넉하게 비치하세요.

고객들이 손을 대는 표면은 세제나 소독제 또는 와이프로 고객이 자리를 떠날
때마다 청소하세요. 타월과 수건은 고객이 쓰고 나면 세탁하세요.

직원이나 고객이 자주 다니는 공간은 소독제/세제로 적어도 매일 자주
청소하세요. 자주 손대는 공간과 표면은 매일 서너 차례 세제나 소독제
또는 와이프로 자주 청소하세요.
소독제는 제조사 지침에 따라 적절한 농도로 유지하고 바르게 사용하도록
하세요.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두었던 테스트용 제품이나 샘플은 치우세요.

책, 잡지, 팜플렛, 아이패드를 치우세요.

직원들은 청소할 때 장갑을 착용하도록 하고 청소 전후에 비누와 물로 손을
철저하게 씻도록 하세요.

비접촉 지불을 장려하세요

의무 사항

조치

기록 보관

적어도 28 일 동안 모든 직원, 고객, 계약업체 직원의 이름, 모바일 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 기록을 보관하세요. 이 기록은 COVID-19 감염 추적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안전한 비밀장소에 보관하세요.

COVIDSafe 앱과 필요시 접촉 추적에 도움이 되는 이 앱의 잇점을
직원들에게 알리세요

귀 업소에서 발생한 COVID-19 확진자와 관련하여 연락을 받으면 NSW
보건부에 협조해주시고, 13 10 50 번으로 전화하셔서 SafeWork NSW 에
통보해주세요 .

COVID-19 Safety Plan – Beauty and other services (including spas, nail, waxing, tanning and hairdressing salons, and massage and tattoo parlours)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