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내서 

스키장 사업체 투숙객이 COVID-19 양성  
결과가 나올 경우 대처법   

투숙객이 COVID-19 양성 결과가 나오면 어떡하나요? 

COVID-19 위험을 최소화하는 최상의 방법은 투숙객이 귀 사업체 시설에 머물며 자기 방에서 격리하는 것입니다. 추가 주의 

조치를 취하면 투숙객과 직원의 안전을 유지하고 영업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COVID-19 검사 양성 결과가 나온 사람들은   COVID-19 양성 반응이 나온 사람들과 가정에서 안전하게 COVID-19를 

관리하는 법에 실린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COVID-19 검사 양성결과가 나온 투숙객 관리 

• 방에서 나갈 수 있는 이유- COVID-19 양성 투숙객은 양성 결과가 나온 날부터 7일간 자가 격리해야 합니다. 비상 상태 

발생 시, 치료가 필요한 경우 혹은 자가 격리를 계속하기 위해 자기 집으로 가야할 경우에는 자가격리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음식이나 음료수 아니면 두 가지 모두를 구하려고 방을 나가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COVID-19 양성 투숙객은 집에 갈 수 있지만 안전한 귀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면NSW 보건부 

COVID-19 자가 격리 지침을 보십시오. 

• 음식 및 배달-투숙객 방으로 음식이나 기타 물건을 가져다줄 때 방 바깥 바닥에 음식이나 물건을 내려 두고 투숙객이 

문을 열기 전에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투숙객들은 문을 열 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공유 시설- 가능하다면 COVID-19 양성 투숙객은 별도 화장실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공유 공간 

청소를 더 철저하게 하고 물리적 거리를 극대화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COVID-19 양성 투숙객은 공동 화장실을 

사용할 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COVID-19 양성 투숙객은 기타 공동 구역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 청소 - COVID-19 양성 투숙객이 떠날 때까지는 객실 청소를 하면 안 됩니다. 지역사회 정기 청소 및 소독에 

대한 정보를 보십시오. 

• 직원 안전- 모든 직원은 COVID-19 증세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며  자신에게 증세가 나타나면 어떻게 할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직원에게 증세가 나타나면, COVID-19 검사를 받고 양성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하라고 해야 합니다. 

직원들은 COVID-19 양성 투숙객 및 그 접촉자들과 대면 접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확진 투숙객을 도울 일이 있을 때는 

가능하면 (전화와 같은) 비접촉성 연락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안전한 직장 관행에 대한 추가 정보를 원하시면 Safe 

Work Australia – Information for Workplaces (호주 안전 직장- 직장 대상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 개인정보 - 격리 중인 자들은 본인의 개인 건강 정보 보호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격리 중인 투숙객의 건강에 대해 알 수 

있는 정보를 객실 청소부, 해당 투숙객의 세탁물 및 음식 서비스에 직접 관여하는 직원들과만 논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COVID-19 확진자의 신상 명세와 연락처에 대해 다른 투숙객들이나 일반 대중 혹은 언론과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 집안 식구 및 밀접 접촉자  집안 식구와 밀접 접촉자들은 증세가 없으면 격리할 필요가 없지만 NSW 보건부의 식구 및 

밀접 접촉자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사업체의 기타 고려 사항 

• 사업장은 자체 COVID 안전 입장 조건을 설정해도 됩니다–  사업체는 직원과 고객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사업장 

내 어떤 조치가 적절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 검사용품 물량 확보 – 신속 항원 검사(RAT)가 상시 비치되어 있으면 직원과 고객들의 COVID-19 검사 

참여도가 더 상승할 수 있습니다. (직원용 보호 장구 외에) 양성 결과가 나온 투숙객과 그 접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수술용 마스크를 비치해두면 직원과 다른 투숙객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COVID-19 안전 계획 – COVID-19 안전 계획을 계속 유지하십시오. 각 사업체는 아래 사항을 위시한 COVID-19 

안전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 객실, 세탁실, 공동 화장실 청소 및 소독 

• 대여한 스키 장비 청소 및 소독 

• 주차장이나 COVID-19 확진자가 개인 승용차를 두고 온 Bullocks Flat과 같은 주차시설까지 확진자 운송 

방안. 확진자들은 어떤 형태의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차량 수거 및 투숙객 운송 별도 방안을 

마련해두는 게 좋습니다.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으면 공중 보건과(Public Health Unit) 1300 066 055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https://www.nsw.gov.au/covid-19/management/advice-for-confirmed
https://www.nsw.gov.au/covid-19/management/advice-for-confirmed
https://www.nsw.gov.au/covid-19/management/self-isolation-covid-and-close
https://www.nsw.gov.au/covid-19/management/self-isolation-covid-and-close
https://www.health.gov.au/sites/default/files/documents/2020/11/coronavirus-covid-19-information-about-routine-environmental-cleaning-and-disinfection-in-the-community.pdf
https://www.health.gov.au/sites/default/files/documents/2020/11/coronavirus-covid-19-information-about-routine-environmental-cleaning-and-disinfection-in-the-community.pdf
https://www.nsw.gov.au/covid-19/stay-safe/testing/symptoms#toc-symptoms-of-covid-19
https://covid19.swa.gov.au/covid-19-information-workplaces
https://covid19.swa.gov.au/covid-19-information-workplaces
https://www.nsw.gov.au/covid-19/management/household-contacts
https://www.nsw.gov.au/covid-19/management/household-contacts
https://www.nsw.gov.au/covid-19/stay-safe/rules/people-in-nsw#:%7E:text=Venues%20may%20set%20their%20own%20COVID%20Safe%20conditions%20of%20entry
https://www.nsw.gov.au/covid-19/business/safety-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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