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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LINES FOR YOUR COVID SAFETY PLAN

COVID 안 전 플랜을 위한 지침

Updated 19 June 2020

2020 년 6 월 19 일 업데이트됨

Thank you for working with us to reduce the impact of
COVID-19 in the ACT.

ACT 에서 COVID-19 의 영향을 줄이는 일에 협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This document provides guidance for the following businesses and
undertakings that are required to develop a COVID Safety Plan:

본 문서는 COVID 안 전 플랜 개발이 요구되는 아래의 사업체들과 업무
기관 들 을 위한 안 내 지침을 제공 합니다 .

 Restaurants and cafes offering dine-in - This includes hotelbased restaurants and cafes services
 Gyms, health clubs, fitness or wellness centres
 Yoga, barre, pilates, spin facilities
 Swimming pools
 Boot camps and personal trainers
 Personal services (e.g. hairdressers, barbers, nail salons,
tattoo or body modification studios, day spas, and nontherapeutic massage services)
 Organisers of weddings and funerals
 Auction houses
 Real estate agencies conducting open home inspections or
auctions
 Libraries

 사업장 안 에서 식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레스토랑 및 카페 ‒ 호텔
기반의 레스토랑 및 카페 포함
 체육관 , 헬스 클 럽 , 피트니스 또는 웰니스 센터
 요가 , 발레 , 필라테스 , 스핀 시설
 수영장
 부트 캠프 및 개인 트레이너
 개인 서비스 (예 : 미용사 , 이발사 , 네일 살롱 , 문신 또는 신체 개조
스튜디오 , 데이 스파 , 및 비치료적 마사지 서비스 )
 결혼식 및 장례식 기획자
 경매장
 오픈 하우스 인스펙션 또는 경매를 수행하는 부동산 중개소
 도서관












Galleries, museums, national institutions or historic sites.
Clubs and licensed venues
Cinemas, movie theatres and open-air drive-in cinemas
Choirs, bands and orchestras
Dance classes
Concert venues, theatres, arenas, auditoriums or outdoor
venues
Indoor Amusement Centres, Arcades, and Outdoor or Indoor
Play Centres
Hotels
Organised sport
Betting agencies












갤러리 , 박물관 , 국립 기관 혹은 역사적 장소
클럽 및 주류 인가 장소
시네마 , 극장 및 야외 드라이브인 시네마
합창단 , 밴드 및 오케스트라
댄스 클라스
콘서트 장소 , 씨에터 , 경기장 , 강당 혹은 야외 장소
실내 오락 센터 , 아케이드 , 옥외 혹은 실내 플레이 센터
호텔
기획된 스포츠
베팅 에이전시

For places of worship and religious ceremonies, a COVID Safety
Plan is required for those who wish to increase gatherings up to
100 people.

예배 및 종교 의식 장소를 위해 서는 , 모임이 최대 100 명까지 증가하길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COVID 안 전 플랜이 요구됩니다 .

The ACT does not require the use of a standard template for ACT
businesses to use when developing their COVID Safety Plan, as
we are looking to try and maintain a level of flexibility for
businesses. If all matters within this Guideline document are
addressed in a written or electronic form that can be produced
during a compliance check, this will be sufficient to constitute a
COVID Safety Plan for your business.

ACT 는 사업체들이 자신들의 COVID 안 전 플랜을 개발할 때 ACT
사업체들을 위한 표준 견본을 사용하길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 이는
사업체들 이 신축성 있는 수준을 시도하고 유지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 이 안 내 지침 문서 내의 모든 사 안 들이 규정 준수 점검
동 안 에 제작될 수 있는 서면 혹은 전자 양식에 서 다루어진다면 그
것으로서 사업체를 위한 COVID 안 전 플랜을 구성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

Some jurisdictions and industry peak bodies have developed
templates. For businesses seeking a template the NSW and
Commonwealth Governments websites may have some useful
information. Alternatively get in touch with your industry peak
body.

일부 관할 지역 및 산업 대표 기구에서 견본을 개발했습니다 . 견본을
찾는 사업체들을 위해 NSW 및 연방정부 웹사이트에서 유용한 몇 가지
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혹은 해당 산업 대표 기구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

NSW

NSW

https://www.nsw.gov.au/covid-19/covid-safe-businesses

https://www.nsw.gov.au/covid-19/covid-safe-businesses

Commonwealth

연방정부

AIS Framework for Rebooting Sport in a COVID-19 Environment

COVID-19 환경에서 스포츠 부양을 위한 AIS 체제

https://www.sportaus.gov.au/return-to-sport

https://www.sportaus.gov.au/return-to-sport

Note: If your sporting organisation or club has a ‘Return to Play in
a COVID Safe Environment Plan’, this will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COVID Safety Plan. Therefore, there is no requirement
to produce an additional COVID Safety Plan.

참조 : 귀하의 스포츠 기관 혹은 클럽이 ‘COVID 안 전 환경에서의
플레이 복귀 플랜 ’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그 것이 COVID 안 전 플랜의
요건을 충족할 것입니다 . 따라서 추가적인 COVID 안 전 플랜을
만들 도록 요구되지 않습니다 .

When developing your COVID Safety Plan should take into
consideration the requirements of Public Health Directions and
ACT COVID Safety Plan Guidelines and any other specific
requirements for your sector/industry specific to the ACT, along
with the information and advice provided in these guidelines.

COVID 안 전 플랜을 개발할 때 공공 보건 지침 및 ACT COVID 안 전
플랜 지침 그리고 기타 ACT 에서의 해당 산업 /부문에 특정한 요건들 을
고려하고 아울러 이들 지침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권고사항도 고려해야
합니다 .

There are also a range of fact sheets, case studies and other
useful resources contained within the Business Resource Kit
www.covid19.act.gov.au/resources.

또한 비즈니스 리소스 키트 www.covid19.act.gov.au/resources 에
다양한 안 내 자료 , 사례 연구 및 기타 유용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제한조치에 대한 최근의 권고사항을 보시려면
www.covid19.act.gov.au/what-you-can-do 을 방문하시거나 COVID-19
헬프라인 에 (02) 6207 7244 로 전화하십시오 .

For the latest advice on restrictions go to
www.covid19.act.gov.au/what-you-can-do or call the COVID-19
helpline on (02) 6207 7244.
To discuss your business needs, call the Access Canberra
Business Liaison Line on (02) 6205 0900.
Canberra Business Advice and Support Service Business owners
can receive up to four hours of free, tailored advice and access
online business development resources. Call (02) 6297 3121.

비즈니스의 필요사항에 대해 상의하길 원하시면 Access Canberra
Business Liaison Line 에 (02) 6205 0900 으로 전화하십시오 .
비즈니스 소유주들은 온라인 비즈니스 개발 자료를 이용할 수 있고
캔버라 비즈니스 자문 및 지원 서비스로부터 최대 4 시간의 맞춤형
무료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 (02) 6297 3121.

Your obligations

귀하의 의무

The ACT Public Health (Restricted Activities – Gatherings,
Business or Undertakings) Emergency Direction 2020 imposes a
requirement on several categories of business or undertaking to
develop and follow a COVID Safety Plan.

ACT 공공 의료 (Restricted Activities – Gatherings, Business or
Undertakings) 긴급 지침 2020은 COVID-19 안 전 플랜을 개발하고
준수하는 사업체들 혹은 업무 기관 들의 몇 가지 카테고리에 하나의
요건을 부과합니다 .

This information sheet outlines the range of considerations you
should take into account when developing your COVID Safety
Plan and the resources you can access when developing
your plan. You will be stepped through:

이 정보 안 내 자료는 COVID 안 전 플랜 을 개발할 때 고려해야 할
고 려사항의 범위와 그 플랜을 개발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자료를
명시합니다 .

Ensuring physical distancing
Cleaning, sanitising and hygiene activities
Managing staff or customers presenting with illness
Additional requirements for certain businesses and
organisations, including those required to request contact
information from patrons or visitors and record it if received
 Compliance and enforcement.






물리적 거리유지를 확실시
청소 , 소독 및 위생 활동
질환을 보이는 직원 혹은 고객을 관리
고객 혹은 방문객의 연락처 정보를 요청하고 받을 경우
기록하도록 요청되는 사업체를 포함하여 특정 사업체와 기관을
위한 추가적 요건
 준수 및 집행






The COVID Safety Plan must be in writing and available to be
produced on request by compliance and enforcement officers, but
it does not need to be submitted for approval.

COVID 안 전 플랜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규정 준수 및 집행
담당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시할 수 있도록 구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
하지만 승인을 위해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

The COVID Safety Plan should identify the risks posed by COVID19 to your staff (including contractors and volunteers), business
and customers, and should be guided by this checklist.

COVID 안 전 플랜에는 직원 (계약업자 및 자원봉사자 포함 ), 사업장 및
고객에 대해 제기되는 COVID-19 의 위험이 파악되어야 하며 , 본 점검
목록 의 안 내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

Not all the points in this checklist will apply to every business, and
this checklist is not intended to be exhaustive.

본 점검 목록 의 모든 사항이 모든 사업체에 다 해당되지는 않을
것이며 , 본 점검 목록이 모든 사항을 다 언급 하도록 의도되지는
않습니다 .

The development of a COVID Safety Plan is an important step in
ensuring that you keep your staff and the broader community safe.
You should consult with your staff as you develop your COVID
Safety Plan to ensure they are aware of their responsibilities and
are able to carry them out.

COVID 안 전 플랜 의 개발 은 직원과 지역사회를 안 전하게 지키기 위 한
하나의 중요한 단계 입니다 . COVID 안 전 플랜 을 개발할 때 직원들과
대화하여 직원들이 자 신들의 책임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 도록
합니다 .

Your COVID Safety Plan should be revisited and updated following
further updates to public health advice, and any changes to the
Public Health Directions.

공공 의료 권고사항에 업데이트 혹은 공공 의료 지침에 변경사항이
생기 는 경우 COVID 안 전 플랜 을 검토 및 업데이트 를 해야 합니다 .

Completing a COVID Safety Plan does not replace your
responsibilities under the Work Health Safety Act 2011 (ACT).

COVID 안 전 플랜이 Work Health Safety Act 2011 (ACT)에 따른
여러분의 책임을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

Check if your venue can re-open

귀하의 사업장이 재개할 수 있는지 확인

Before you re-open or re-commence operations check for any
changes to business restrictions and the Public Health Directions
through the following link: https://www.covid19.act.gov.au/

귀하의 사업장을 다시 열거나 운영을 재개하기 전에
https://www.covid19.act.gov.au/ 에서 가능한 공공 의료 지침 그리고
사업체 제한조치에 대한 변경사항 을 점검하십시오 .

Ensure physical distancing

물리적 거리두기

All businesses and undertakings should implement physical
distancing as outlined in the Public Health Directions, including:

모든 사업체와 업무 기관은 아래를 포함하여 공공 의료 지침에서
명시된 물리적 거리두기를 시행해야 합니다 .

 With the exception of staff in hospitality businesses only, there
must be at most one person per 4 square metre of space
available in an indoor or outdoor space.

 하스피텔러티 사업체의 직원만 예외로 하여 , 실내 혹은 실외
공간에서 한 사람 당 최대한 4 평방 미터의 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

 Appropriate social distancing measures must be put in place,
including maintaining a distance of 1.5 metres between
people, where possible and as much as possible.

 사람 사이에 1.5 미터 거리를 유지하는 것을 포함하여 적절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 실천가능한 공간에서 최대한 많이 ,
시행되어야 합니다 .

More information about how to implement physical distancing
measures in your premises can be found at
https://www.covid19.act.gov.au

사업장에서 물리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는 방법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https://www.covid19.act.gov.au 를 참조하십시오 .

Cleaning, Sanitising and Hygiene Activities

세척 , 소독 및 위생 활동

All businesses and undertakings are required to demonstrate
appropriate hand and respiratory hygiene. Businesses should also
ensure they maintain appropriate cleaning and sanitising practices
and supplies.

모든 사업 체와 업무 기관은 적합한 손 위생과 호흡기 위생 을
제시하도록 요청됩니다 . 사업체는 또한 적합한 청소 및 소독 관행과
물품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

 For more information about how to implement proper cleaning
click here
 For more information about how to implement good hygiene in
the workplace click here

 적합한 청소를 이행하는 방법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근무지에서 양호한 위생 이행 방법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Training

훈련

It is strongly recommended that all people working within a
business, whether they be owners, employees or contractors,
undertake relevant training.

사업체 내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 은 이들이 소유주 이든 , 직원 이든 ,
계약업 체 이 든 상관없이 적절한 훈련 이 강력히 권장됩니다 .

 A range of training options are available, some of which are
nationally recognised, subsidised by government or free for
the learner. More information about options available can be
found at https://www.covid19.act.gov.au/

 다양한 훈련 옵션 이 가능하며 이들 중 일부는 국가에서 인정하고
정부에서 보조되거나 학습자에게 무료 입 니다 . 이용 가능한 옵션에
대하여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웹사이트 :
https://www.covid19.act.gov.au/

Manage staff or patrons/visitors presenting with illness

몸이 아픈데 나온 직원 또는 고객 /방문객 관리

The Government is urging everyone to stay home if they are
unwell. This applies to staff and the broader community.
Businesses and undertakings should also be prepared to turn
patrons or visitors away if they have clear symptoms of illness.

정부는 몸이 아픈 사람은 모두 집에 머물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 이는
직원과 더 광 범위한 지역사회에 적용됩니다 . 사업체와 업무 기관은
또한 고객이나 방문객들이 질환의 증세가 명확한 경우 이들을 되돌려
보낼 준비를 해야 합니다 .

 More information about how to manage staff or patrons who
are unwell can be found at:
https://www.covid19.act.gov.au/businesshub/workplacehealth-and-safety
 If a direction is issued requiring your workplace to close due to
confirmed case of COVID19 contamination, you must notify
WorkSafe ACT.

 몸이 아픈 직원 혹은 고객의 관리 방법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 :
https://www.covid19.act.gov.au/businesshub/workplace-healthand-safety
 COVID-19 감염 확진자로 인해 사업장을 폐쇄하도록 하는 지침이
전달될 경우 귀하는 WorkSafe ACT에 통보해야 합니다

Additional Requirements

추가적 요건

Some businesses and organisations will be required to provide
additional information in their COVID Safety Plans and request
contact information from patrons and visitors and record such
details if they are provided.

일부 사업체 및 기관들은 그들의 COVID 안 전 플랜 에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 고객 및 방문객에게 연락처 정보를 요청하여 연락처 정보를
받는 경우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

Businesses required to provide additional information

추가 정보 제공이 요구되는 사업체

 Restaurants, cafes and any business providing dine-in service
 Galleries, museums, national institutions and historic sites
 Outdoor attraction and amusements
Additional requirements for these businesses are in an attachment
to this document

 레스토랑 , 카페 및 사업장 안 에서 식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
 갤러리 , 박물관 , 국립 기관 및 역사적 장소
 옥외 명소 및 오락 장소
이들 사업체들을 위한 추가 요건은 이 문서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

COVID Safety Plans for the following businesses must
include a commitment to request first name and contact
details and record if provided:

다음 사업체들을 위한 COVID 안 전 플랜 에는 이름 (first name)과
연락처를 요청하고 , 제공받으면 이를 기록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Gyms, health clubs, fitness or wellness centres
Yoga, barre, pilates, spin facilities
Boot camps and personal trainers
Personal services (e.g. hairdressers, barbers, nail salons,
tattoo or body modification studios, day spas, and nontherapeutic massage services)
Organisers of weddings and funerals
Auction houses
Real estate agencies conducting open home inspections or
auctions
Restaurants, cafes and any business providing dine-in
services. This includes hotel-based restaurants and cafes
Hotels
Licensed venues




체육관 , 헬스 클럽 , 피트니스 또는 웰니스 센터
요가 , 발레 , 필라테스 , 스핀 시설
부트 캠프 및 개인 트레이너
개인 서비스 (예 : 미용사 , 이발사 , 네일 살롱 , 문신 또는 신체 개조
스튜디오 , 데이 스파 , 및 비치료적 마사지 서비스 )
결혼식 및 장례식 기획자
경매장
오픈 하우스 인스펙션 또는 경매를 수행하는 부동산 중개소
사업장 안 에서 식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레스토랑 및 카페 . 호텔
기반의 레스토랑 및 카페 포함
호텔
주류 인가 장소








Cinema or movie theatre
Open air drive-in cinema
Play centre or arcade/amusement centre
Betting agency
Concert venue, theatre, arena or auditorium
Places of worship where gatherings will exceed 20 people








시네마 혹은 무비 씨에터
야외 드 라이브인 시네마
플레이 센터 혹은 아케이드 /오락 센터
베팅 에이전시
콘서트 장소 , 씨에터 , 경기장 , 강당
모임이 20명을 초과할 예배 장소










Information about how to collect and store private information will
be available soon at www.covid19.act.gov.au .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웹사이트 : www.covid19.act.gov.au

Compliance and enforcement

규정 준수 및 집행

Developing and following a COVID Safety Plan is an important
step in keeping your staff, customers, and the broader community
safe as we continue to manage the impacts of the pandemic.
Compliance efforts will be focused on education and support.
However, penalties could apply and may be issued for those who
put the community at risk through serious or repeated breaches of
the legal requirements and obligations.

COVID 안 전 플랜 을 개발하고 준수하는 것은 우리가 이 대유행병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직원과 고객 , 그리고 더 광범위한
지역사회를 안 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일입니다 . 규정 준수
노력은 교육과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질 것입니다 . 하지만 법률 요건과
의무를 심각하게 혹은 반복 하여 위반 함으로써 지역사회를 위험에
처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벌금이 적용되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

Signage

표지판

Consider displaying information to your customers and staff about
your COVID Safety Plan

COVID-19 안 전 플랜 에 관한 정보를 직원과 고객들에게 게시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

 Templates for posters and signage are available at:
www.covid19.act.gov.au/resources
 Consider placing your COVID Safety Plan on your website or
Facebook page
Review and monitor
 This document provides an overview of the risks that are likely
to apply to most or all businesses in this sector. You should
consider and address risks that may be specific to your
business.
 Regularly review your policies and procedures to ensure they
are consistent with current directions and advice provided
by ACT Health.
 Ensure there is an accessible copy of your COVID Safe Plan
available on site as it must be produced if requested from a
relevant compliance and enforcement officer. This may include
producing an electronic copy.

 포스터 및 표지판을 위한 견본 :
www.covid19.act.gov.au/resources
 사업체의 웹사이트 혹은 페이스북 페이지에 COVID 안 전 플랜을
게시하는 것을 고려
재검토 및 모니터링
 본 문서는 이 부문의 거의 혹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될 수 도 있는
위험요소에 관한 대략적인 정보를 제공합 니다 . 여러분의 사업체에
특정된 것일 수도 있는 기타 위험요소를 고려하고 다루어 야
합니다 .
 COVID-19 사업체의 정책과 절차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ACT
Health에서 제공하는 현재의 지침 및 권고사항과 일치 되도록 해야
합니다 .
 사업장에 COVID 안 전 플랜의 사본을 구비하여 , 규정 준수 및
집행 담당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시할 수 있 도록 합니다 . 이는
전자 사본 제출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

Failure to comply with directions may result in significant penalties.
Have a question?
Looking for advice? Call the COVID-19 helpline on (02) 6207 7244
from 8am-8pm daily

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
질문이 있나요 ? 조언을 구하시나요 ? COVID-19 헬프라인에 (02) 6207
7244로 매일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 사이에 전화하십시오 .

Current as at 19 June 2020

발행 시간 : 2020 년 6 월 19 일

Additional Requirements – Cafes and Restaurants

추가적 요건 – 카페 및 레스토랑

The following checklist provides a guide for the types of measures
that should be included in COVID Safety Plans for hospitality
venues offering dine-in service. This checklist should be
supplemented by the more general advice and other resources
discussed above, and consideration of the risks specific to each
business.

다음 점검 목록은 사업장 안 에서 식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스피텔러티 사업장을 위해 COVID 안 전 플랜 에 포함시켜야 하는
조치 유형 의 안 내 를 제공합니다 . 이 점검 목록 은 좀더 일반적인
권고사항 그리고 기타 위에서 언급한 자료가 보충되어야 하고 각
사업체에 특정한 위험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

Ensure physical distancing

물리적 거리두기 확인

Implement controls to limit the number of people inside your
business at any one time so that your business complies with the
Public Health Directions. The Public Health Directions requires
that gatherings do not exceed 100 customers seated in any
indoor space and 100 customers seated in any outdoor space
and where social distancing of one customer per 4 square metres
of public seating area is observed. Staff are excluded from the one
person per 4 square metre calculation.

언제든지 사업장 내에 있는 사람들의 수를 제한하는 통제를 실시하여
사업체가 공공 의료 지침을 준수하도록 합니다 . 공공 의료 지침은 어떤
실내 공간 에서든지 100 명의 고객 그리고 어느 실외 공간에서든지
100 명의 고객을 초월하지 않도록 요구하며 그 공간에서 공공 좌석
구역의 4 평방 미터 당 한 명의 고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준수되어야 함을 요청합니다 . 4 평방 미터 당 한 명 계산에는 직원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The one person per 4 square metre calculation is based on the
available space for seated customers. Therefore the back of
house, kitchen preparation and service counter areas should not
be included in the one person per 4 square metre calculation
for determining your maximum allowable number of seated
customers.

4 평방 미터 당 한 명의 계산은 좌석 고객들을 위해 가능한 공간에
근거합니다 . 따라서 하우스 뒷편 , 조리실 준비 및 서비스 카운터
구역들은 좌석 고객들의 최대 허용 수를 결정하는데 있어 4 평방 미터
당 한 명 계산에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

The Risk Mitigation Guidance attached to the Public Health
Directions provides that in a given occupied space, there be a
density of no more than one person per 4 square metres of floor
space (taking into account objects and items that may impact the
total free space). This means that businesses need to consider
items and objects that may impact space for seating patrons, such
as permanent fixtures (for example pylons, countertops, benches
and gaming machines).

공공 의료 지침에 첨부된 위험 완화 안 내에서는 주어진 점유 공간에서 ,
바닥 공간의 4 평방 미터 당 한 명을 초과하지 않는 밀도가 있어야 함을
명시합니다 (총 열린 공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물건과 용품을
고려함 ). 이는 사업체가 영구적인 가구 (예 : 탑 표지판 , 카운터탑 , 벤치
및 게임 머신 ) 등 좌석 고객을 위한 공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용품과 물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

Note: Refer to the Fact Sheet for how to calculate the one person
per 4 square metre rule for hospitality venues. Click HERE to go
to the Fact Sheet.

참조 : 하스피텔러티 장소를 위한 4 평방 미터 당 한 명 규정을 계산하는
방법을 원하시면 안 내 자료를 참조하십시오 . 안 내자료를 위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

Place signs at entry points to instruct customers not to enter the
premises if they are unwell. The sign should clearly state the
number of customers that are allowed to be seated. The sign
should also state that businesses have the right to refuse service
or entry. The sign can also state that the business cannot by law
permit more persons than its capacity, and that customers who
ignore these rules and instructions may also be contravening
Public Health Directions for which penalties may apply. If
practicable set up separate exit and entry points and separate
order and collection points to minimise contact.

입구에는 고객들에게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 들어오지 말 것을 알리는
표지판을 게시해야 합니 다 . 이 표지판에 는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고객 수 가 명확히 언급 되어야 합니 다 . 또한 표지판에 사업체가 서비스
또는 입장을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는 점도 언급해야 합니 다 . 또한
표지판 에는 사업장이 법에 따라 수용 인원을 초과하는 사람을 허용할
수 없음을 언급할 수 있 으며 이 규정을 무시하고 공공 보건 지침에
위배될 수도 있는 고객들에게는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 음을 언급할 수
있습니 다 . 가능하다면 , 분리된 입구와 출구 그리고 분리된 주문 지점
및 받아가는 지점을 마련하여 접촉을 최소화해야 합니 다 .

Limit the number of staff serving a single indoor or outdoor space.
Where a business operates with more than one indoor or outdoor
space, waitstaff should be assigned to one ‘section’, to limit
interaction with patrons.

하나의 옥내 또는 옥외 공간을 서빙하는 직원의 수를 제한 합니 다 .
사업체에 옥내 또는 옥외 공간이 2 개 이상인 경우 , 고객들과
상호작용을 제한하기 위해 , 웨이터들을 한 ‘공간 (section)’에 배정 해야
합니 다 .

Encourage online and phone bookings and limit the number of
walk-in diners.

온라인 및 전화 예약을 장려하여 예약없이 오는 식사 고객의 수를
제한합니다 .

Facilitate physical distancing by marking standing areas where
customers queue to encourage a 1.5 metre spacing between each
person in the queue.

줄을 선 각 사람들과 1.5 미터 거리를 유지하도록 고객들이 줄을 서
있는 대기 구역을 표시하여 물리적 거리두기를 촉진합니다 .

Place tables in a way that ensures patrons seated at those tables
are 1.5 metres apart and reduce the number of tables and seating
capacity in line with Public Health Directions.

테이블 에 앉 은 고객 들이 다른 사람과 1.5 미터 간격이 되도록 테이블을
배치 하고 테이블 수와 좌석 허용치를 공공 의료 지침에 따라 줄이도록
합니다 .

Consider using physical barriers where practical, such as
plexiglass around counters involving high volume interactions with
customers.

고객과 상호작용이 많은 카운터 주위에 plexiglass와 같은 , 물리적
장벽을 , 가능할 경우 , 이용하는 방 안 을 고려 합니 다 .

Space waiting area seating at least 1.5 metres apart. If this is not
possible, the seating should be removed.

대기 좌석을 최소한 1.5 미터 간격이 되도록 배치합니다 . 이것이
가능하지 않으면 그 좌석을 없 애야 합니다 .

Encourage customers to use pay wave and credit cards in
preference to cash.

고객들에게 현금 에 우선하여 페이 웨이브 및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 합니 다 .

Consider how to display your menu in a way that minimises risk,
options include: ensure menus are laminated and sanitised after
each use; use general non-contact signage to display your menu;
have single use paper menus available. For takeaway services
place menus outside the venue.

위험요소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메뉴를 제시할 방법을 고려합니다 .
고려할 만한 옵션 : 메뉴를 플라스틱으로 코팅하여 매번 사용 후 소독 ,
메뉴 제시에 접촉 필요성이 없는 일반 표지판 을 사용 , 일회용 종이
메뉴 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 테이크어웨이 서비스의 경우 메뉴를
사업장 외부에 비치 합니다 .

Remove any self-service buffet style food service areas,
communal snack bars, communal condiments, water/drink and
utensil stations.

셀프 서비스 뷔페 스타일의 음식 서비스 구역 및 공동으로 사용하는
스낵 바 , 공동 다과 , 식수 /음료 및 식사도구 비치 장소를 없 앱니 다 .

Stagger sittings times and manage the duration of sittings to
control the flow of patrons. The Public Health Directions
recommend limiting duration to two hours.

고객들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도록 착석 시간에 시차를 두고 착석 지속
시간을 관리 합니 다 . 공공 의료 지침은 지속 시간을 두 시간으로 제한할
것을 권장합니다 .

Modify processes behind the counter (including in the kitchen) to
limit workers having to be in close contact, as much as practicable.
For example: assign workers to specific workstations to minimise
the need to go into other spaces; implement processes so front of
house workers can collect food without needing to go into food
preparation areas.

카운터 뒤의 처리 과정을 변경하여 (주방의 처리과정 포함 ) 종업원들이
가까이 접촉해야 하는 일을 최대한 제한 합니 다 . 예를 들어 , 종업원들을
특정 작업 장소에 배정하여 다른 공간으로 가야 할 필요성을
최소화하고 , 음식을 나르는 종업원은 음식 준비 구역에 들어가지
않고도 음식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업무 절차를 주선 합니 다 .

Cleaning, Sanitising and Hygiene Activities

세척 , 소독 및 위생 활동

Ensure all staff are aware of safe food handling practices and
heighten health and hygiene policies and procedures, such as the
importance of practising good hand hygiene and regular sanitation
of food preparation surfaces, equipment and customer and dining
areas.

모든 직원들에게 음식을 안 전하게 취급하는 방법 을 주지시키고 양호한
손 위생 실천과 음식 장만 표면 , 장비 및 고객과 식사 구역의 규칙적인
소독의 중요성 등 보건 및 위생 정책 그리고 절 차를 강조합니다 .

Areas used for food preparation and serving will need to be
thoroughly cleaned, and food preparation surfaces and utensils
cleaned and sanitised before use to ensure there is no risk to food
safety.

음식 준비 및 서빙에 사용되는 공간을 철저하게 세척할 필요가 있고 ,
사용 전에 음식 준비 표면 및 주방 도구를 세척하고 소독하여 음식
안 전에 대한 위험요소가 없도록 합니 다 .

Increased frequency of cleaning for high touch areas or items (e.g.
tables, chairs), and rest room facilities.

접촉이 많은 구역 또는 용품 (예 : 테이블 , 의자 ) 그리고 화장실 시설을
세척 하는 횟수를 늘 립니 다 .

Clean packaged (sealed) food if required, before opening it.

필요한 경우 , 개봉하기 전 포장된 (밀봉된 ) 음식을 세척합니다 .

Check all stocks of food packaging materials are clean (e.g.
takeaway containers).

음식 포장 재료의 모든 재고가 깨끗한지 점검 합니 다 (예 : 테이크어웨이
용기 ).

Clean all food areas and clean and sanitise food surfaces, utensils
and equipment.

모든 음식 구역을 세척하고 음식 표면 , 주방 도구 및 장비를 세척 및
소독 을 합니 다 .

Provide hand sanitiser, clearly labelled for public use only at points
of entry.

입구에 공공 이 용 (public use only)이라는 라벨을 명확히 붙인 , 손
소독제를 제공 합니 다 .

Brief your staff on hygiene processes and procedures, each shift.
They should wash hands often with soap and water for at least 20
seconds. Display handwashing instructions above each sink.

각 교대 시간에 위생 절차 에 대해 직원들 에게 설명합니 다 . 직원들은
최소 20초 동 안 비누와 물로 손을 자주 씻어야 합니 다 . 모든 싱크대
위에 손 세척 설명서를 비치합니 다 .

Ensure your hand washing facilities are not obstructed and have
sufficient paper towel and soap; these facilities should only be
used for hand washing. If gloves are used, ensure they are
changed regularly and wash hands between glove changes.

손 세척 시설이 가려지지 않도록 하고 항상 종이 타월과 비누를 충분히
비치 합니다 . 이들 시설은 손 세척 전용으로 이용될 수 있게 해야
합니 다 . 장갑을 사용하는 경우 장갑을 정기적으로 교체하고 교체하는
사이에 손을 세척하 도록 합니다 .

Place additional signage in key areas, including above the hand
wash facility, with correct procedures. Posters on handwashing
and preventing the spread of germs can be downloaded at
https://www.covid19.act.gov.au/resources

손 세척 시설 위를 포함하여 중요한 구역에 올바른 절차와 함께 추가
표지판을 설치 합니 다 . 손 세척 및 세균 전파 방지에 관한 포스터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웹사이트 :
https://www.covid19.act.gov.au/resources

Provide hand washing facilities for customers and patrons
including clean running water, liquid soap, paper towels. If hand
washing facilities are not readily available, provide an appropriate
alcohol-based hand sanitiser.

깨끗한 흐르는 물 , 액체 비누 , 종이 타월을 포함하여 , 고객용 손 세척
시설을 제공 합니 다 . 손 세척 시설을 곧바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적절한 알코올 기반 손 소독제를 제공 합니 다 .

Non-disposable crockery/cutlery/glassware is permitted only when
cleared after each course and washed using a commercial grade
dishwasher or glasswasher. Clean customer areas and clean and
sanitise crockery and cutlery etc.

매 코스 후에 치워서 상업용 등급의 식기 세척기 또는 유리그릇
세척기를 이용하여 세척하는 경우에만 일회용이 아닌
그릇 /수저류 /유리그릇을 사용할 수 있 습니 다 . 고객 구역을 청소하고
그릇과 수저류 등을 세척 및 소독 합니 다 .

Use disposable/recyclable cutlery/glassware when available, or
ensure strict table clearing guidelines requiring gloves.

이용 가능한 경우 일회용 /재활용 수저류 /유리그릇을 사용하거나 ,
장갑을 필요로 하는 엄격한 테이블 치우기 지침을 구비해야 합니 다 .

Reduce the sharing of equipment and tools.

장비 및 도구의 공유를 줄입니다

Implement more frequent sanitising of all surfaces (particularly
frequently handled surfaces: EFT machines, counters, trolley
handles, self-serve areas, fridge and cool room handles etc).

모든 표면을 더 자주 소독합니다 (특히 자주 사용되 는 표면 : EFT 기계 ,
카운터 , 트롤리 손잡이 , 셀프 서비스 구역 , 냉장고 및 냉장실 손잡이
등 ).

Surfaces used by customers, such as tables, must also be cleaned
between clients.
Extra Measures for Food Businesses Reopening for the First
Time
If your business premise/building has been closed or
operating minimally during the COVID-19 period, you need to
take these extra checks:
Check that the cleanliness of your premises is suitable and ready
for preparing or handling food and make sure that nothing has
happened during the closure or reduced operation that stops you
from operating safely.
•

•
•
•
•
•
•
•
•
•

Check that food, equipment and other surfaces have not
become contaminated from issues such as maintenance
activities, or leaks, increased pest activity or reduced use of
the facility.
Make sure the services you need for power; water supply and
drainage are working as intended.
Check the condition of the services and equipment.
Make sure that services, facilities and equipment are fully
functioning.
Check for any signs of pest infestation e.g. cockroaches and
rodents (rat or mice droppings, cockroach spotting), gnawed
food and food packaging.
Carry out pest control before opening.
Throw out food or packaging damaged by pests.
Throw out all other food in damaged or open packaging.
Clean premises, utensils and packaging (where appropriate)
before opening.
Check toilets and hygiene facilities are working.

테이블과 같이 , 고객들이 사용하는 표면도 , 사용 시마다 반드시 깨끗이
닦아야 합니다 .
처음 재개장하는 음식 업체의 추가적 조치
사업체 시설 /건물이 COVID-19 기간 동 안 폐쇄되었거나 최소한으로
운영된 경우 , 다음의 추가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업체 시설 의 청결 정도가 음식을 준비하거나 취급하기에 적합하고
준비가 되어 있 는지 점검하고 , 폐쇄 혹은 감소된 운영 기간 동 안 에
안 전하게 영업하는 것을 막을 만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확인 합니 다 .
• 식품 , 장비 및 기타 표면이 유지관리 활동 , 누출 , 해충 및 유해 동물
증가 또는 시설 사용의 감소와 같은 문제로 인해 오염되지 않았는지
점검합니다 .
• 전력 및 상하수도에 필요한 서비스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
• 서비스 상태 및 장비를 점검합니다 .
• 서비스 , 시설 및 장비가 완전히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 예를 들어 , 바퀴벌레 및 설치류 (쥐나 생쥐의 배설물 , 바퀴벌레
얼룩 ), 갉아먹은 식품 또는 식품 포장 등 , 해충 및 유해 동물의 침입
흔적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
• 개장 전에 해충 및 유해 동물 퇴치를 수행합니다 .
• 해충 및 유해 동물에 의해 손상된 식품 또는 포장재를 버립니다 .
• 손상되거나 개봉된 포장재 안 에 있는 기타 모든 식품을 버립니다 .
• 개장 전 에 건물 , 주방 도구 및 포장재 (적절한 경우 )를 세척합니다 .
• 화장실 및 위생 시설이 작동하는지 점검합니다 .

•
•

•

•

•
•

•
•

Make sure toilets and handwashing facilities for staff and
customers (if applicable) are in working order and have warm
running water, soap and paper towels.
Flush clean water through machines that are plumbed into the
water supply, such as ice machines, drinking fountains, coffee
machines, slush-ice makers, post mix guns, self-service soft
drink machines and water coolers, especially if these haven’t
been turned off during restrictions.
If power was off for more than four hours, or chillers were
opened, potentially hazardous foods (such as foods that
contain meat, poultry, seafood and dairy products) may have
reached temperatures above 5°C and will need to be thrown
away regardless of their current temperature.
Perishable foods in the fridge/cool room may still be safe to
use if these are not showing obvious signs of spoilage are
within their Use-By date or Best Before date. Consider the
suitability of all food that may have been compromised during
any shutdown or reduced operation period.
If a freezer was full, power was off for less than 24 hours, the
freezer was not opened during the power cut AND there is no
evidence of thawing, contents should be OK to use.
If the freezer was opened during the power cut, the freezer
was not full, there is any evidence that contents have
completely thawed, or have thawed then refrozen, throw this
food out.
Food still frozen with ice crystals throughout it can continue to
be kept frozen if you are sure it did not thaw out and then refreeze when the power came back on.
Frozen food that has defrosted and was refrozen when the
power was restored should not be used. This will not always
be obvious, but important signs of defrosting and refreezing
may be miss shaped products; drip from packaging that has

• 화장실과 직원용 및 고객용 (해당되는 경우 ) 위생 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 온수가 흐르며 , 비누 및 종이 타월이
구비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 얼음 기계 , 음용 분수 , 커피 기계 , 슬러시 아이스 제조기 , 포스트
믹스 건 , 셀프 서비스 청량음료 기계 , 워터쿨러 등 상수도에 관으로
연결된 기계들 안 으로 깨끗한 물을 흘려보 냅니 다 (특히 영업 제한
기간 동 안 꺼 두지 않은 경우 ).
• 4 시간 넘게 전원이 꺼진 경우 , 또는 냉각 장치가 열려 있었던 경우 ,
잠재적으로 위험한 식품 (고기 , 가금류 , 해물 및 유제품이 포함된
식품 )이 5°C 이상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 현재 온도 에 상관
없 이 폐기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입니 다 .
• 냉장고 /냉장실 안 에 있는 신선식료품들은 명백한 부패 흔적이 없고
사용 (Use-By) 기한 또는 품질 유지 (Best Before) 기한 내에 있는
경우 여전히 안 전하게 사용할 수 있 습니 다 . 봉쇄 혹은 감소된 운영
기간 동 안 에 상하지 않았는지 모든 식품들 의 적합성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
• 냉동고가 가득 차 있었고 , 전원이 24 시간 미만 동 안 꺼져 있었으며 ,
전원이 꺼진 동 안 냉동고를 열지 않았고 게다가 해동의 흔적이
없다면 , 내용물들을 사용해도 좋을 것 입니 다 .
• 전원이 꺼진 동 안 냉동고를 열었거나 , 냉동고가 가득 차 있지
않았거나 , 내용물이 완전히 해동되었다는 증거 또는 해동되었다가
다시 얼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 해당 식품을 폐기합니다 .
• 얼음 결정체로 전체가 여전히 얼어 있는 식품의 경우 , 그것이
해동되었다가 전원이 돌아왔을 때 다시 언 것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다면 , 그대로 얼려 둘 수 있 습니 다 .
• 해동되었다가 전원이 돌아와서 다시 언 식품의 경우 , 사용해선
안 됩니 다 . 이것이 항상 명확하지는 않을 것 입니 다 . 그러나 녹았다가
다시 얼었다는 중요한 흔적이 될 수 있는 것은 , 형태가 틀어진 제품 ,
냉동되었던 포장재로부 터 떨어지는 방울 , 서로 들러붙은 포장재 ,
또는 밀봉된 포장재 바닥에 고여 얼어붙은 액체 등 입니 다 .

•
•

become frozen; packages stuck together; or pooling of frozen
fluids in the bottom of sealed packages.
Throw out any food past its Use-By date.
Check to see if any foods have been contaminated during
storage – throw out if signs of damage, contamination or
spoilage. If in doubt, throw it out.

Deliveries, contractors and visitors attending the premises
 Where practical, direct delivery drivers or other contractors
visiting the premises to minimise physical interaction with
workers.
 Use electronic paperwork where practical. If a signature is
required, discuss providing a confirmation email instead, or
take a photo of the goods onsite as proof of delivery.
 Ensure a number of suppliers so that you can maintain
adequate stocks of hand soap, paper towel, sanitisers.

• 사용 기한이 지난 식품을 버 립니다 .
• 보관 기간에 식품이 오염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점검하고 ,
손상이나 오염 또는 부패의 흔적이 있는 경우 , 버 립니다 . 의심이
드는 경우 , 버 립니다 .

사업장 건물에 드나드는 배달업자 , 계약업자 및 방문객
 실천가능한 경우 , 시설을 방문하는 배달 운전기사 및 기타
계약업자는 근로자들과의 물리적 접촉을 최소화 하도록 합니다 .
 실천 가능한 경우 전자 서류작업을 활용합니다 . 서명이 필요한
경우 , 확인 이메일로 대체하거나 , 배달 증거로 현장에서 배달한
물건의 사진을 찍는 방 안 을 논의합니다 .
 손 비누 , 종이 타월 및 소독제 의 재고를 적절하게 유지 할 수 있도록
다수의 공급처를 확보 합니 다 .

Additional Requirements – Galleries, Museums, National
Institutions, and Historic Sites

추가적 요건 – 갤러리 , 박물관 , 국립 기관 , 및 역사적 장소

In addition to the general requirements of the COVID Safety Plan,
galleries, museums, National Institutions and historic sites are
required to:

COVID 안 전 플랜 의 일반 요건에 추가하여 , 갤러리 , 박물관 , 국립 기관 ,
및 역사적 장소들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이 요구됩니다 .

 Galleries, museums, national institutions and historic sites can
open provided there is no more than one person per 4 square
metres throughout the venue, and can commence guided
tours for groups of up to 20 people (excluding the tour guide).
 Manage ingress and egress (with separate points).
 Entry of groups are to be separated by time.
 Increased frequency of cleaning for high touch areas or items,
and rest room facilities.
Additional Requirements – Outdoor attractions and
amusements
 Careful management of flow of groups throughout venue or
site. Groups are to be of up to 20, complying with complying
with social distancing rules including 1.5m between people
and one person per four square metres for the space they are
in.
 All groups must have supervisory oversight to ensure social
distancing is enforced and that groups of greater than 20
people do not form.

 갤러리 , 박물관 , 국립 기관 및 역사적 장소는 장소 전역에서 4평방
미터 당 한 명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개장될 수 있 으며 최대 20명
(투어 가이드 제외 )의 그룹을 위해 가이드 동반 투어를 시작할 수
있 습니다 .
 (별도의 지점 이 있는 ) 입구와 출구를 관리합니다 .
 그룹 들 입장은 별도의 시간별로 나눕니다 .
 손이 많이 닿는 구역과 용품 그리고 화장실 시설을 위한 청소의
빈도를 늘립니다 .
추가적 요건 – 옥외 명소 및 오락 장소
 장 소 혹은 현장 전체에 그룹의 흐름을 세심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
그룹 규모는 최대 20명이어야 하며 , 사람 사이의 간격 1.5 미터 및
한 사람 당 차지하는 공간 4 평방 미터를 포함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해야 합니 다 .
 모든 그룹들은 감독 하에 관찰 함으로써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행되고 그룹이 20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Keep up to date on restrictions through the ACT COVID19
website:
www.covid19.act.gov.au

ACT COVID 19 웹사이트를 통해 제한조치에 대한 최근 정보를
얻으세요 .
www.covid19.act.gov.au

The Safe Work Australia website:
www.safeworkaustralia.gov.au/

Safe Work Australia 웹사이트 :
www.safeworkaustralia.gov.au/

“My business’ COVIDSafe Plan” template
https://pmc.gov.au/sites/default/files/files/my-business-covidsafeplan.pdf

“My business’ COVIDSafe Plan” 견본
https://pmc.gov.au/sites/default/files/files/my-business-covidsafeplan.pdf

For further information on work health and safety in the ACT:
www.accesscanberra.act.gov.au/app/answers/detail/a_id/5015

ACT에서의 직장 보건 및 안 전에 대한 추가 정보 :
www.accesscanberra.act.gov.au/app/answers/detail/a_id/5015

For updates, visit
www.covid19.act.gov.au

업데이트를 위한 사이트 :
www.covid19.act.gov.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