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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복귀 및 제한 완화 상태 23/07/2020 

전국 내각회의(National Cabinet)와 함께 각 주 및 준주 정부는 코로나19(COVID-19)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했던 제한을 해제하는 프로세스를 시작했습니다. 일부 주 및 준주는 아직 성 
서비스 시설의 직장 복귀 날짜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업종은 이미 복귀했거나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대부분의 주 및 준주에서는 직장을 재개할 경우 운영자가 준수해야 하는 코로나19 안전 작업 
계획서, 점검표, 체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직장 복귀 계획서 조건 및 계획서를 
작성 및/또는 제출해야 하는 대상은 각 주 및 준주마다 다릅니다.  

각 주 및 준주의 스칼렛 얼라이언스(Scarlet Alliance) 회원 단체는 성 노동자들이 직장 복귀 
요구 사항을 이해하고 필수 점검표 및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성 노동자 단체 연락처는 다음 주소의 목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redbook.scarletalliance.org.au/home/sex-worker-orgs/ 

이문서는 2020년 7월 23일 수정되었습니다. 스칼렛 얼라이언스 및 우리의 회원 성 노동자
단체는 계속 운영 중이며, 전화를 통해 지원을 제공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가 있을 경우 성
노동자들에게 알려 드릴 것입니다.

아래 표에는 주 및 준주의 현행 요구 사항과 가이드라인 및/또는 코로나19 안전 작업 계획 또는 
점검표에 대한 링크가 나와 있습니다.  

주별 코로나19 안전 계획서

NSW(뉴사우스웨일스 주) 성 서비스 시설의 경우, 사업 운영자, 근로자, 고객을 위해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는 코로나19 안전 계획이 마련되어 
실행되는 경우, 2020년 7월 1일 영업 재개가 허용되었습니다. 
코로나19 안전 계획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 
서비스 시설을 위한 코로나19 안전 계획.  

개인 성 노동 및 출장 대행업체(에스코트 에이전시)는 코로나 
제한 사항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운영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안전 계획서는 필요 없습니다. 

코비드19 안전 계획이 필요한 시설 목록은 여기에서
확인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시설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4평방미터 당 
1인 규칙’으로 계산합니다. 주거 시설에서의 결혼식 및 
장례식에 인원 제한을 적용합니다. 
20명 이하의 실외 공개 집회에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택 
방문자는 20명으로 제한됩니다.  

http://www.scarletalliance.org.au/library/return_to_work_July2020_KOREAN

https://redbook.scarletalliance.org.au/home/sex-worker-orgs/
https://redbook.scarletalliance.org.au/home/sex-worker-orgs/
https://redbook.scarletalliance.org.au/home/sex-worker-orgs/
https://www.nsw.gov.au/covid-19/industry-guidelines/sex-services
https://www.nsw.gov.au/covid-19/industry-guidelines/sex-services
https://www.nsw.gov.au/covid-19/industry-guidelines
https://gazette.legislation.nsw.gov.au/so/download.w3p?id=Gazette_2020_2020-139.pdf


합리적이고 타당한 경우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재택 근무를 
허용해야 합니다.  
공중 보건(코로나19 관련 집회와 이동 제한) 명령(No 4) 2020 

현재 NSW 내 여행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지난 14일 내에 빅토리아 주에 있었던 사람은 특정 예외를
제외하고 NSW로 여행할 수 없습니다.  

코비드19 확산에 대한 두려움을 유발할 가능성이 충분할 
정도로 공무원 또는 다른 근로자에게 고의로 침을 뱉거나 
기침을 해서는 안됩니다. 
https://www.health.nsw.gov.au/Infectious/covid-19/Pages/pu
blic-health-orders.aspx 

카줄라 크로스로드(Casula Crossroads) 호텔의 집단 감염과 
그에 따른 지역 사회 전파로 인해, 2020년 7월 17일 금요일 
호텔 운영에 대한 제한 및 이동에 대한 추가 제한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VIC(빅토리아 주) 코비드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Melbourne 및 
Mitchell Shire에 대한 제한 및 자택 대기 지침이 다시 
발동되었습니다. 빅토리아 주 비상 사태가 연장되었습니다. 
7월 22일 현재 외출 시 마스크/얼굴 가리개는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성 노동 제한: 

7월 22일 제한 활동 지침(제한 지역)(No 3)에 따라, 
Melbourne 및 Mitchell을 포함한 빅토리아 주 전역에서 
개인출장 및 출장대행업체(에스코트 에이전시) 또는 
성매매업소(출장만 해당)만 허용됩니다.  

7월 22일 자택 대기 지침(제한 구역)(No 4)에 따라, 
Melbourne 및 Mitchell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직장에 출근할 
수 있습니다. 성 노동자는 외출하여 허용된 형태의 대면 성 
노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성 노동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객의 집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7월 22일 오후 11시 59 분 현재 성매매업소는 폐쇄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현재 복귀 날짜나 안전 계획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접대 유흥 업소 및 시설 내에서 섹스가 
이루어지는 업소도 폐쇄됩니다. 이는 빅토리아 주 전체에 
적용됩니다. 

지침 위반 시 처벌: 빅토리아 경찰은 개인에게 최대 
1,652달러, 영업소에 최대 9,913달러의 벌금을 현장에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http://www.scarletalliance.org.au/library/return_to_work_July2020_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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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제한 외에도 빅토리아 내 성노동에 관한 기존 
법규도 여전히 적용됩니다.  

빅토리아 경찰의 심문 또는 연락을 받거나 벌금형을 받은 
경우, 빅센 콜렉티브(Vixen Collective)에 연락하여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정보와 지원 및 소개를 받으십시오. 
https://www.vixencollective.org/contact-us 

자료 

빅토리아 주의 성 노동법: 
http://www.scarletalliance.org.au/laws/vic/index_html#ref5 

빅토리아 경찰의 심문을 받을 경우를 위한 성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정보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legalaid.vic.gov.au/find-legal-answers/free-publi
cations-and-resources/police-powers-your-rights-in-victoria 

코로나19 법에 따라 빅토리아 주에서 경찰의 검문, 심문, 
벌금형을 받거나, 기소된 경우 무료 법률 자문 및 정보:  

0434 136 501  
https://www.fitzroy-legal.org.au 

빅토리아의 제한 수준 및 제한 지역 지도:
Https://www.dhhs.vic.gov.au/victorias-restriction-levels-covid-19 

자택에 머물기 지침(제한 지역) (No 4) 
https://www.dhhs.vic.gov.au/sites/default/files/documents/2020
07/Stay%20at%20Home%20Directions%20%28Restricted%20Area
s%29%20%28No%204%29%20-%2022%20July%202020.pdf 

활동 제한 지침(제한 지역) (No 3): 
https://www.dhhs.vic.gov.au/sites/default/files/documents/20
2007/Restricted%20Activity%20Directions%20%28Restricte
d%20Areas%29%20%28No%203%29%20-%2022%20July
%202020.pdf 

활동 제한 지침(No 14) (기타 지역):
https://www.dhhs.vic.gov.au/sites/default/files/documents/2020
07/Restricted%20Activity%20Directions%20%28No%2014%29.pdf 

마스크 및 얼굴 가리개 의무 
https://www.dhhs.vic.gov.au/face-coverings-1159pm-wednesday
-22-july

QLD(퀸즐랜드 주) 퀸즐랜드에서의 성 노동 제한은 3단계 제한 완화의 일환으로 
7월 3일 금요일 정오에 해제되었습니다. 

http://www.scarletalliance.org.au/library/return_to_work_July2020_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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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으로 운영중인 성 노동자 및 성매매업소는 성 산업 
계획에 명시된 조건 하에서 2단계 제한 완화 (7월 10일 
예정일을 7월 3일로 앞당김)의 일환으로 퀸즐랜드내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성 노동자의 의무 사항: 

- 단독 운영자용 코비드 안전 체크리스트를
작성합니다(산업 계획서 5~7페이지).

- 운영을 재개하기 전 준수 선언서(산업 계획서 
8페이지)에 서명합니다.

- 운영을 재개한 후 2주 이내에 온라인 코비드19 교육을
받고 수료증을 받습니다.

준수 여부 점검을 위해 작성한 체크리스트 사본을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합니다. 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서는 서명한 
준수 선언서 사본을 전시하고, “고정된 서비스 제공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볼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또한 성 
노동자들은 2주 내에 코비드 교육 수료증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는 경우, 준수 선언서를 작성하는 
것은 성 노동자 개인이 아니라 업소의 책임입니다. 
. 
준수: 
코로나 안전 요구사항 준수에 대한 점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경찰 또는 기타 권한 있는 공무원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접근할 경우 경찰의 이름, 배지 번호, 소속 경찰서를 
물어보십시오.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경찰이 제시하는 것이 
있으면 모두 사진으로 찍고, 가능한 빨리 Respect Inc에 
연락하십시오. 
권한 있는 공무원이라고 칭하는 다른 사람이 접근하는 경우 
신분증을 요구하십시오. 

통역을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RespectQLD.org.au/covid/

TAS(태즈메니아 주)
2020년 6월 26일 제한해제 3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날짜에 제한이 해제된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스트립 클럽
- 2005 성 산업 범죄법의 의미에서 성 노동자가
개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

https://coronavirus.tas.gov.au/families-community/roadmap-t
o-recovery

직장으로 복귀하는 사업체는 모두 코비드19 안전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성 노동자들은 태즈매니아에서 법에 의해 단독 운영자 
또는 자영업자로 간주됩니다. 여기에는 마사지 숍에서 일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http://www.scarletalliance.org.au/library/return_to_work_July2020_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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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oronavirus.tas.gov.au/business-and-employees/covi
d-19-safe-workplaces-framework

이페이지에는 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모든 업종과 작성
기한이 나와 있습니다. 성 산업은 코드번호 S951, 기타 개인
서비스에 포함됩니다.

https://coronavirus.tas.gov.au/business-and-employees/covi
d-19-safe-workplaces-framework/sectors-workplace-guidelin
es

이코드를 클릭하면 이발, 미용, 기타 개인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모든 코비드19 안전 직장 가이드라인
목록이 있습니다.

https://www.worksafe.tas.gov.au/__data/assets/pdf_file/0009
/570168/COVID-Safe-Workplace-Guidelines-Hairdressing,-B
eauty-and-Other-Personal-Services.pdf 

작업 안전 문서에는 스칼렛 얼라이언스 레드북 코비드19 
피해 감소 자료에 대한 링크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개별 
안전 계획서 작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https://redbook.scarletalliance.org.au/covid-19/ 

“작성한 계획서/점검표를 직장에 비치해 두십시오. 작업 
안전처(WorkSafe)에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를 통해 
검사관이 방문하면 최소한의 기준을 준수한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관에게 안전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적용하는 
프로세스/절차도 제시해야 합니다. 검사관은 귀하의 직장에서 
계획과 절차가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https://www.worksafe.tas.gov.au/topics/Health-and-Safety/sa
fety-alerts/coronavirus/covid-safe-workplaces-framework  

소규모 기업 및 개인 운영자가 코비드19 안전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 템플릿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worksafe.tas.gov.au/__data/assets/pdf_file/0010
/567829/0506-12-V3.0_WorkSafe_COVID-19-Safety-Plans_
Small_Business_Template.pdf 

사업체에 대한 4평방미터 당 1명 제한이 2평방미터 당 
1명으로 변경되었지만 템플릿에서는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7페이지의 다음 문구가 잘못되었으며, 이는 태즈매니아 
Worksafe가 확인한 내용입니다. Worksafe는 계산하기 전에 
‘4’를 지우고 ‘2’를 써넣으라고 충고합니다. 
“한 번에 한 공간에 존재하는 인원 수는 평방미터로 측정된 
사용 공간의 총 면적을 4로 나눈 값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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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평방미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coronavirus.tas.gov.au/families-community/roadmap-t
o-recovery 
 

WA(서호주) 서호주 직장 복귀 계획의 4단계는 7월 18일까지 유효합니다. 
 
4단계에서 서호주내의 성매매업소 및 마사지 샵이 영업을 
재개하려면 코비드 안전 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음 링크에서 계획서 작성에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wa.gov.au/sites/default/files/2020-06/COVID-Saf
ety-Guidelines-Phase-4_0.pdf 
 
계획서의 템플릿은 다음 링크에 있습니다. 
https://www.wa.gov.au/sites/default/files/2020-06/COVID-19-
Safety-Plan-Phase-4_0.pdf 
 
 
독립적인 성 노동자는 코비드 안전 계획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독립/개인 성 노동자의 경우 계속 일을 할 수 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일반적인 제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제한에 따라 일터에서 방문자 당 2평방미터의 공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집회 제한을 준수하기 위해, 개인 성 노동자는 다른 
노동자와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 것과, 성 노동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고객과 예약하지 말 것을 권장합니다. 
 
 

SA(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주) 

2020년 6월 27일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의 비상 
관리법(Emergency Management Act)이 28일동안 더 
연장되었습니다. 
 
 
SA 주정부의 코비드 제한 완화 2단계 기간 동안 마사지 샵은 
영업 재개가 허용되었습니다. 2단계는 6월 1일 
발효되었습니다.  
 
6월 29일 SA 복구 로드맵 3단계가 발효되었습니다. 이 
단계에는 스파, 사우나, 수영 시설의 영업 재개가 
포함되었습니다.  
 
코비드19 규정을 준수하려면, 사업체 및 특정 공공 활동은 
코비드 안전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고객 및 참가자와의 
접촉 추적 메커니즘을 적용해야 합니다. 템플릿 및 양식은 
주정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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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소에서 코비드 안전 사업 계획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covid-19.sa.gov.au/recovery/create-a-covid-safe
-plan

다음 주소에서 주정부가 발행하는 접촉 추적 템플릿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covid-19.sa.gov.au/__data/assets/pdf_file/0011/
209594/Contact-Tracing-Record-Attendance-at-Public-Activit
ies.pdf 

비상 관리법에 따라 SA 경찰에게 준수 여부를 확인할 임무가 
있습니다. SA 경찰은 사업장을 방문하여 코비드 안전 사업 
계획서 사본을 요청하고 접촉 추적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5,000달러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7월 8일 자정부터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주는 빅토리아 
주와의 주 경계선을 봉쇄했습니다. 기타 주간(interstate) 
여행은 비상 관리(국경지역 여행 No 8)(코비드19) 지침 
2020에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법규는 아래 주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covid-19.sa.gov.au/__data/assets/pdf_file/0009/
218493/Emergency-Management-Cross-Border-Travel-No-8
-COVID-19-Direction-signed.pdf

NT(노던 테리토리) 노던 테리토리의 성 노동에 대한 제한은 6월 5일 금요일 
정오에 해제된 가운데, 3단계 완화의 일환으로 영업 재개 
승인의 필수 요소인 제한 및 준수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성 노동자의 의무 사항: 

● 모든 독립 성 노동자 및 성 서비스 업소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설명된 온라인 코비드19 안전 계획
점검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성 노동자
○ 가이드라인

○ 점검표

NT 내 성 노동이 포함되는 모든 개인 서비스 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반드시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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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blic and Environmental Health Regulations 공공 및 
환경 보건 규정 2014 

지침에 따른 필수 요구사항 외에, 이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은 추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환경 보건 코비드19 규정 준수, 
Safe Work Australia(호주 산업안전청) – 업무 현장을 위한 
코비드19, 스칼렛 얼라이언스 레드 북 – 성 노동자를 위한 
코비드19 

 
● 준수 성명서 등록은 개인 노동자의 경우 환경 보건 
담당관이 전화를 통해 평가하거나 현장 방문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규모가 큰 사업장의 경우 환경 보건 
담당자가 현장 실사를 합니다. 

● 준수 검사가 승인되면 점검표 및 안전 계획서 시행 
준수를 승인하는 이메일을 통해 인증서를 보내 
드립니다. 

이후 준수 여부 점검을 위해 승인된 코비드 안전 계획서 
사본을 ‘쉽게 보이는곳에’ 두어야 합니다. 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서는 준수 선언서 사본을 전시해놓고, 
“고정된 서비스 제공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볼 수 있도록 
준비 합니다.”  
 
참고: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는 경우, 준수 선언서를 작성하는 
것은 성 노동자 개인이 아니라 업소의 책임입니다. 

준수 포함 내용 

손을 씻을 시설이 없는 경우 시설에 손 소독제를 일반인에게 
제공합니다. 

다음 원칙 및 관례를 고려해야 한다는 표지판을 둡니다:  

● 가능한 가족, 친구 또는 지인이 아닌 사람과 1.5m 
거리를 유지하여 물리적 거리를 유지, 또는 그렇지 
않은 경우 가까운 접촉은 15분 미만으로 제한. 

●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를 사용하여 손 위생 관리, 몸이 
좋지 않을 때는 집에 머무르기, COVIDSafe 앱 
다운로드를 고려할 수 있는 표지판. 

필요한 표지판은 다음과 같은 공간이나 시설의 눈에 띄는 
위치에 전시해야 합니다. 일반인과 직원 모두에게 개방된 
구역이 있는 경우 – 해당 구역에 설치, 일반인에게 개방된 
구역 또는 직원이 접근할 수 있는 구역. 코비드19 지침(No. 
36) 2020 3/3페이지 ‘주요 감염지’로 식별되지 않은 모든 주 
및 준주에 대해 7월 17일 NT 주 경계선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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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 주로 여행하는 사람은 모두 주 국경출입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식별된 코로나 바이러스 주요 감염지에서 NT로 여행하려는 
경우 여행 계획을 취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NT 
주 주민이 주요 감염지로 여행하려는 경우 계획을 취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주요 감염지가 나와 있는 Google 지도 및 여행자 가이드 
-질문과 대답을 참조하십시오.

지난 14일 내에 신고된 주요 감염지로부터 또는 주요 
감염지를 통해 NT에 들어온 사람은 14일 간의 의무 감시 
격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격리 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감시 격리의 1인당 비용은 
2500달러입니다. 

의무 감시 격리는 하워드 스프링(Howard Springs) 격리 시설 
또는 노던 테리토리의 다른 인가된 시설에서 이루어 집니다. 
https://coronavirus.nt.gov.au/travel/quarantine/hotspots-covi
d-19
https://coronavirus.nt.gov.au/roadmap-new-normal/business/
guidelines-for-personal-services-stage-3 

ACT(오스트레일리아 수도
준주)

7월 10일에 제한이 해제될 예정이었지만 ACT의 새로운 
코로나19 확진자로 인해 ‘보류 중’인 상태입니다. 현재 ACT는 
제한완화 2.2단계입니다. ACT 정부는 다음 검사 시점에서 
8월 6일 규제 완화를 재평가할 것입니다. 
https://www.covid19.act.gov.au/__data/assets/pdf_file/0011/
1602695/CV_Roadmap_Recovery-plan_Ease_Restrictions_
V7.0.pdf 

성매매업소, 출장대행 업체, 스트립 바는 여전히 운영이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ACT 정부가 8월 6일로 예정된 
다음 ‘코비드 안전 검사시점’에서 시행하는 ‘보류’ 해제를 위한 
재평가를 기다립니다. 
https://www.covid19.act.gov.au/business-hub/restrictions-an
d-advice/business/strip-clubs,-brothels-and-escort-agencies
#restrictions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체에 대해 8,000달러 (50단위 
벌금) ~ 40,500달러의 규정 위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기간 동안 독립 성 노동자에게 영업을 중단하라는 명확한
지침은 없었지만, 1992년 성 노동법은 ‘상업적 성매매업소’ 및
‘단독 운영 성매매업소’ 그리고 ‘상업적 출장에스코트 업소’ 및 
‘단독 운영 출장대행 업소’를 구분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ACT 정부의 지침은 이 제한 기간 동안 일관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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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ovid19.act.gov.au/business-hub/restrictions-and-advice/business/strip-clubs,-brothels-and-escort-agencies#restri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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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소, 에스코트 업소, 스트립 바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5월에 ACT 정부가 이러한 제한 사항이 
현장에서 준수되도록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한 예로, SWOP ACT는 ACT 치안 유지 자원을 
Fyshwick 및 Mitchell의 상업적 성매매업소 및 ‘아파트형 
성매매업소’를 감시하는 데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SWOP ACT는 어느 도심 아파트에서 이주민 개인 성 
노동자들이 같이 일을 하면서 괴롭힘을 당했지만, 벌금형이나 
기소가 되지 않은 한 사건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괴롭힘 및/또는 벌금형에 처한 경우 SWOP ACT에 직접 
연락하여 비밀 상담을 하고/혹은 지원을 요청하십시오. 

코비드19 제한과 관련하여 성매매업소, 출장에스코트 업체, 
스트립 바에 대한 ACT 정부 지침 및 직장 복귀에 관한 규정은 
다음 주소에서 업데이트됩니다. 
Https://www.covid19.act.gov.au/business-and-work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SWOP ACT 전화 62572855 또는 
0427 475 6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빅토리아주의 코비드19 확진자 증가 상황에 대응하여 
2020년 7월 3일 금요일 오전 7시 부로 새로운 공공 보건 
지침이 발동되었습니다. 이 지침은 빅토리아주의 상황이 계속 
심각해짐에 따라 수정되었습니다. 빅토리아주에서 ACT로 
여행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공 보건 지침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covid19.act.gov.au/what-you-can-do/faqs-changes-t
o-restrictions/information-for-travellers-returning-to-the-act-fro
m-victoria

http://www.scarletalliance.org.au/library/return_to_work_July2020_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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