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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근무지에 COVIDSafe 플랜이 구비되어 있나요?
COVIDSafe 플랜이란 보건 및 안전 행동 리스트입니다. 이는 직장 보건 및 안전 의무의 중요한 일환으로서, 빅토리아주 정부의 
팬데믹 명령에 따라 요구되는 조치입니다.
빅토리아주에서 현장 운영을 하는 모든 근무지*는, 근무지별로 COVIDSafe 플랜을 소지해야 하며 요청 시에 이를 담당 공직자 
(AO: Authorized Officer)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각 근무지마다 이 플랜의 사본이 보관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플랜은 직원들과 구성원들, 고객들, 지역사회를 어떻게 안전하게 지킬 지에 대해 기술합니다. 
이는 또한 근무지 내 COVID-19 확진자 발생 대비에도 도움이 됩니다.
*  본 문서에서의 근무지란 모든 사업체 (소매점, 식당, 사무실 등)와 기타 조직 (스카우트 그룹, 스포츠 단체, 지역사회 단체 등)을 

지칭합니다.

2. 여러분의 근무지는 COVIDSafe 상태인가요?
여러분의 근무지는:

 – COVID-19로 인해 발생하는 보건 및 안전 문제에 대한 근무지 내 관리 방법이 COVIDSafe 플랜으로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예:
• 어떤 마스크나 PPE 요건이 근무지에 적용되는가
• COVID-19가 근무지에 유입될 위험을 완화시키기 위해 여러분이 취할 조치. 이는 환기, 백신 접종, 물리적 거리두기 또는 

인력 버블 요건과 같은 비필수적 COVIDSafe 권장 사항을 포함할 수 있음.
• 직원이 COVID-19 증상을 보이거나 COVID-19 확진이 된 경우의 관리 절차

 – 직원의 백신 접종 상태 확인 시의 기록을 보관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요청되는 경우). 그리고,

 – 근무지에 적용되는 요건을 준수합니다.

어떠한 COVIDSafe 요건들이 빅토리아주의 팬데믹 명령 하에 여러분 근무지에 적용되는지를 coronavirus.vic.gov.au/
how‑we‑work‑current‑restrictions에서 확인하세요.

3. COVID‑19로 인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그외 여러분이 근무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근무지에서 COVID-19 전파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다음 조치를 취하세요.
 – 물리적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그리고 필요시, 코와 입, 턱 아래 쪽, 얼굴 양 측면까지 가리는 마스크의 착용을 

직원들에게 권장
 – 세척/소독 및 손 세정제 배치 등 환경적 위생 절차 갖추기
 – 환풍을 늘리고 공기의 재순환은 줄임.

4. 직원들이 근무지의 COVIDSafe 플랜을 알고 있나요?
직원들이 COVIDSafe 플랜을 지켜야 하므로 그들이 이 플랜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건 및 안전 담당자를 포함하여 직원들의 의견을 구하고 교육을 제공하세요. 
직원들이 귀사의 플랜 사본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를 통해 플랜 이행과 상황 변경 시 업데이트를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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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담당 공직자가 귀사의 COVIDSafe 플랜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담당 공직자로 위임받은 WorkSafe 조사관을 비롯한 빅토리아 주 정부 부서 및 기관의 담당 공직자 (AO, Authorised Officer)

는 여러분이 각 근무지에 COVIDSafe 플랜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모든 요건을 준수했는 지를 제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AO의 지시가 있으면, 여러분의 COVIDSafe 플랜을 변경해야 합니다.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의 조치와 
처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6. 여러분은 어떻게 모든 사람이 올바른 처신을 하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coronavirus.vic.gov.au/signs‑posters‑and‑templates에서 근무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지판과 포스터, 견본을 
구할 수 있습니다.
coronavirus.vic.gov.au/covidsafe‑plan#covidsafe‑plan‑in‑languages‑other‑than‑english에서 
번역된 COVIDSafe 플랜 견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번역된 정보는 비즈니스 빅토리아 핫라인 (전화 13 22 15번)을 통해서도 제공됩니다.
도움과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평가에서 발견된 것 중에서 우려사항이 있을 경우, 가령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있거나 
이행될 수 없는 개선책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 공중 보건 부서 (LPHU)에 연락하세요.
코로나에의 노출 혹은 코로나 발발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도 LPHU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 Albury Wodonga – phu@awh.org.au

 – Grampians – phu@bhs.org.au

 – Barwon – phu@barwonhealth.org.au

 – Loddon Mallee – phu@bendigohealth.org.au

 – Goulbourn Valley – phu@gvhealth.org.au

 – Gippsland – phu@lrh.com.au

 – South East – SEPHU.TRACE@monashhealth.org

 – Western – wphu@wh.org.au

 – North Eastern – NEPHU@austin.org.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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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여러분의 직원과 고객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입니다

기관명 ...............................................................................................................................................................................

상호 .................................................................................... ABN/ACN ..........................................................................

담당자 ................................................................................. 연락처 번호 .........................................................................

주소 ..................................................................................................................................................................................

검토일 ................................................................................. 다음 검토일 .........................................................................

팬데믹 명령 하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고용주의 인정:

이름 .................................................................................... 서명 ....................................................................................

직위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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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에서의 COVID‑19 감염 확진자 관리 방법을 문서화하세요
요구사항 조치사항(여러분의 답변을 추가)

COVID-19 증상이 처음 나타나면, 직원들은 검사를 
받아야 하며 출근해서는 안 됩니다.
COVID-19 양성 결과를 받았고 감염 기간에 근무지 
내에 있었던 직원은 다음 사이트에 명시된 권고를 
따라야 합니다. coronavirus.vic.gov.au/
checklist‑cases

근무지에서 COVID‑19 확진자를 알게 되면, 다음 
사이트에 명시된 정부의 권고를 따라야 합니다. 
coronavirus.vic.gov.au/case‑workplace

이 중 어느 단계에서든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1300 651 160번으로 보건부에 문의하세요.

COVID-19의 첫 증상이 나타나면 
검사를 받고 격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직원들이 알고 있나요?

직원들은 근무지에서 자신이 
접촉했던 사회적 접촉자들을 
파악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근무지에 유증상 직원이나 확진자가 
생기면, 그 사실을 누가 직원들에게 
알리나요?

여러분의 보건 및 안전 
담당자에게는 누가 알릴까요?

취해진 조치를 누가 문서화하나요?

여러분은 근무지 내 확진자를 언제 
보건부에 보고해야 되는지 알고 
있나요? 보건부에는 누가 통보하게 
되나요?

여러분 혹은 여러분의 직원들이 
격리하게 되면 근무지에서 할 일은 
무엇인가요?

권고사항 조치사항(여러분의 답변을 추가)

가능한 경우, 직원들의 조별 교대 근무 구성을 
고려하세요. (근무지 버블)
교대 근무 중에는 근무자들이 겹치지 않도록 하세요.

직원들을 조별로 구성했나요?

교대 근무 중 근무자들이 겹치는 
경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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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이 근무지를 어떻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보세요
요구사항

예외 적용이 없는 한, 일부 근무지의 근로자들은 집 밖에서 혹은 특정 시설 (예: 의료 시설)에서 일하기 위해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백신 
접종 요건이 직원 혹은 근무지에 적용될 경우 백신 접종 증명서나 유효한 의료 면제 문서를 확인하고 기록하세요.
최신 정보 및 권고사항은 coronavirus.vic.gov.au/worker‑vaccination‑requirements를 참조하세요.

권고사항 조치사항(여러분의 답변을 추가)

백신 접종 정책이 직원들을 위중증으로부터 계속 
안전하게 지키는지 여부에 대해 고려해 보세요.

직원들의 백신 접종 상태를 확인하고 기록하는 요건 혹은 정책이 있나요? 있을 경우:

직원의 백신 접종 상태를 누가 
확인하나요?

여러분은 백신 접종 현황 기록을 
어떻게 관리하나요?

근무지가 여러 곳에서 운영되는 
경우, 그 기록은 어떻게 관리되나요? 
(중앙에서, 또는 장소 별로?)

필요한 경우, 마스크나 PPE를 착용함으로써 COVID‑19의 전파 위험을 줄이세요
요구사항 조치사항(여러분의 답변을 추가)

모든 직원이 현행 마스크 요건을 준수하도록 하세요.
최신 정보 및 권고사항은 coronavirus.vic.gov.
au/face‑masks‑when‑wear‑face‑mask 
를 참조하세요.
민감하거나 위험성이 높은 환경에서는 개인 보호 장비 
(PPE)의 사용이 권장됩니다.

직원들이 근무지에서의 마스크 
착용 요건을 알고 있나요?

직원들에게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과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때에 대해 주지시키는 일은 누가 
담당하나요?

필요한 경우, 직원들에게 마스크를 
제공하는 일은 누가 담당하나요?

권고사항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4시간 동안 착용하고 이후에는 마스크를 교체해야 합니다.
N95/P2 마스크를 사용해야 하는 근로자의 경우 밀착도 검사에서 결정된 대로 가능한 호흡기 마스크를 이용하는 직원과 함께 밀착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직원들은 또한 각 착용 시 마스크 밀착도 검사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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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공기의 질을 개선하세요
권고사항 조치사항(여러분의 답변을 추가)

실내 공기의 질을 개선하면 근무지에서 COVID-19 
전파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내 공기는 다음 방식으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 창문 개방
 – 통로 및 복도의 문을 열어 둠
 – HVAC (난방, 환기창, 에어컨) 시스템이나 에어컨 

장치의 설정을 조정해서 실외 공기의 비율을 높임.

근무지 내의 환기 시스템 개선 방법에 대한 정보는 
coronavirus.vic.gov.au/ventilation을 
참조하세요.

도어 및/또는 창문의 개방이 
가능한가요?

공기의 흐름을 증가시키기 위해 
천장형 선풍기나 벽걸이 에어컨이 
작동될 수 있나요?

필터 업그레이드를 포함해서 HVAC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유지보수를 
하나요?

휴대용 여과 장치를 이용하여, 
깨끗한 공기를 증가시키고 
바이러스 입자의 농도를 감소시킬 
수 있나요?

공기 청정기가 사용되는 경우, 
정기적으로 유지보수를 하고 사용 
지침에 대한 정책이 적용되고 
있나요?

CORONAVIRUS.vic.gov.au에서 최신 지침을 확인하세요.

본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따라 여러분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기밀로 유지되며 명시된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본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info@business.vic.gov.au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Business Victoria Hotline (13 22 15)으로 
연락해 주세요.

COVIDSafe 플랜에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CORONAVIRUS.vic.gov.au/covidsafe‑plan을 방문하세요

Business Victoria Hotline (13 22 15)에 전화하세요. 통번역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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