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d information for parents and carers about COVID 19 6/3/2020 – Korean 

학부모와 보호자를 위한 COVID-19 (이전 명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Novel Coronavirus)) 최신 

정보 2020년 3월 6일 

 

학부모 및 보호자 귀하, 

NSW 교육부는 해외 COVID-19 (이전 명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전개 상황에 대응하여 NSW 

보건부와 긴밀한 협조 하에 일하고 있습니다. 

차후 여행 제한 

연방 정부는 한국 (South Korea)에서 호주로 들어오는 외국인들 (호주의 영주권자들 제외)의 여행 

제한에 대한 최신 권고를 발표했고 2020년 3월 5일부터 유효합니다.  

학부모 및 영향을 받은 교직원을 위한 NSW 정부의 현재 조언은 아래와 같습니다. 

• 중국의 경우 2 월 1 일 이후에, 이란의 경우 3 월 1 일 이후에, 한국 (South Korea)의 경우 3 월 

5 일 이후에, 해당 국가에서 출국했거나 경유한 학생이나 교직원은 중국, 이란 혹은 한국 

(South Korea)을 떠난 날부터 14 일 동안 보육 서비스, 학교 혹은 직장으로부터 배제됩니다. 

• COVID-19 의 모든 확진자는 의료적으로 복귀가 허가될 때까지 배제될 것입니다. 

• COVID-19 확진자와 근접 접촉을 한 사람은 확진자와의 마지막 접촉 후 14 일 동안 배제될 

것입니다. 

호주로 돌아온 후 14일간의 자가 격리 동안에 증상을 보이지 않은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보육 

서비스, 학교 혹은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NSW 보건부는 호주에서 확진자와 근접 접촉한 사람들을 파악하는 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행 지침에 따라, 호흡기 질환으로 몸이 아픈 학생들은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집에 머물러야 합니다. 

NSW 교육부의 현행 업무방침에 따라, 학생이 몸이 아프면 해당 학교에서 감염 관리 지침을 

시행하고 NSW 보건부에서 제공한 조언을 올바로 준수해야 합니다. 

올바른 위생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호흡기 감염에 걸리거나 전파할 위험을 감소시킬 중요한 

방법입니다. 학부모 및 돌보는 사람들이 비누로 손을 씻는 등의 올바른 위생을 장려하도록 

요청됩니다. 손씻기가 호흡기 질환을 초래하는 병균의 전파를 감소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NSW 보건부는 영어, 중국어 및 기타 다른 언어들로 COVID-19에 관한 조언 및 자료들을 제공합니다. 

NSW 교육부는 COVID-19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학부모 및 보호자들에게 이 바이러스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전화 통역 서비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해당 학교장에게 전화하십시오. 문의를 도울 통역사가 필요하시면 

전화 통역 서비스에 131 450으로 전화하여 한국어 통역사를 요청하십시오. 이 서비스는 귀하에게 

무료입니다. 

https://www.health.nsw.gov.au/pandemic/Pages/hand-wash-community.aspx
https://www.health.nsw.gov.au/Infectious/diseases/Pages/coronavirus-resources-cald.aspx
https://www.health.nsw.gov.au/Infectious/diseases/Pages/coronavirus.as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