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6단계
아래의 6개 단계를 모두 준수하여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고 안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 몸 상태가 좋으신가요?

4. 손을 씻으셨나요?

몸이 좋지 않으면 증상이 경미할지라도 집에
머물러야 합니다. 의사나 호흡기 클리닉에
연락하여 조언을 구하십시오. 이들에게 여러분이
노인 케어 근로자임을 알려주십시오. COVID-19
진단 검사는 모든 노인 케어 근로자들에게
가능합니다. COVID-19의 증상은 감기 혹은 독감과
같을 수 있으며 아래 증상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손을 비누와 물로 최소한 20초 동안 씻어야 합니다.
손이 육안으로 보기에 더럽지 않으면 알코올 기반 손
소독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때에
손을 철저히 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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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
기침
호흡곤란
인후통
두통
후각 상실
미각 상실
콧물
근육통
관절통
설사
구역질/구토
식욕 상실

• 일을 시작하기 전에
• 여러분이 돌보시는 사람과 접촉한 케이스 전후에
• 오염된 가능성이 있는 표면 혹은 물건과 접촉한
후에
• 하루 종일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5. 노인 케어 근로자들을 위한 COVID-19 교육을
마치셨나요?
여러분이 아래 사항을 하도록 돕기 위해 고안된 무료
온라인 훈련 모듈이 있습니다.
•
•
•

COVID-19 이해
징후 및 증상 포착
자신과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유지

온라인으로 https://covid-19training.gov.au에서 훈련
모듈을 찾을 수 있습니다.

2. 몸이 좋지 않은 사람과 거리 유지를
하셨나요?

여러분은 감염 예방 및 관리 대책에 대한 훈련을
정기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지난 14일 동안에 아래와 같은 상황이었으면
집에 머물러야 합니다.

6. PPE를 언제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시나요?

• COVID-19 에 걸린 사람과 접촉을 했고 적합한
PPE 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 혹은
• 해외에서 돌아왔다.

근무 중에 여러분의 안전 유지를 위해 개인 보호
장비 (PPE)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자가 격리 (quarantine 혹은 isolation)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고용주 혹은
매니저에게 연락하십시오. 직장에 나가지
마십시오. 증상이 있을 경우 경미할 지라도 의료
진찰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노인 케어
근로자임을 이들에게 알리십시오.

3. 최근 독감 백신 접종을 하셨나요?
거주 노인 케어에 종사하실 경우 독감
예방주사를 받아야 합니다. 홈 케어 근로자들이
2020 독감 예방주사를 받도록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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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E 사용을 위한 해당 주 및 준주의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아래에 해당되는 다른 사람을 돌볼 때는 PPE를
착용해야 합니다.
• COVID-19 확진자 혹은 의심자
• 자가 격리 중인 사람
돌보는 사람의 룸 혹은 홈에 들어가기 전에 PPE를
착용합니다. 잘 모를 경우 고용주 혹은 매니저에게
이야기하십시오. COVID-19 자료가 있는 사이트
health.gov.au에서 PPE 비디오를 시청하고 노인
케어의 PPE 사용을 위한 순서도를 읽어보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