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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업데이트된 권고사항
NSW Health (NSW 보건부)는 2020년 8월 14일에 학교를 위한 신규 COVID-19 권고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학교 운영 방법에 대한 변경사항입니다.

1. 독감과 같은 증세로 몸이 아픈 어린이는 증세가 경미하더라도 집에 머물러야 합니다.
학교에서 몸이 아프게 된 어린이는 양호실에 머물고 귀가되도록 조치될 것입니다.

• NSW 보건부는 학교에 요청하여 단지 독감 같은 경미한 증세가 있더라도 몸이 아픈
사람은 지역 의료 전문인이나 COVID-19클리닉의 한 곳에서 진단 검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 독감 같은 증세가 있는 학생들과 직원들은 학교 복귀 허가를 받기 전에 COVID-19
음성 판정 결과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2. 가능하면 학생들은 가까운 접촉을 제한하기 위해 학교 내의 모든 학습 활동을 위해 자신들의
그룹 내에 (즉, 학급, 학년 혹은 활동 그룹) 머물게 될 것입니다.

3. 필수적이지 않은 학교 방문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학교의 교사 혹은 직원에게 이야기하길
원할 경우 학교에 전화하여 예약을 해야 합니다. 예약은 전화를 통해 혹은 화상 미팅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4. 학교간 활동은 지역 커뮤니티 혹은 구역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 학교 이상이 모이는
대규모 모임의 스포츠 축제 혹은 유사한 활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5. 단체로 하는 관악기 사용을 포함하여 모든 합창 그리고/혹은 기타 음악 활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교 졸업 증명서 (HSC)를 받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특별한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6. (HSC) 과목을 이수하는 Year 11 및 Year 12 학생들은 다른 캠퍼스에서만 가능한
과목과 관련된 수업/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 HSC 과목을 이수하지 않는
Year 11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다른 학생들은 남은 Term 3 기간 동안에 다른 캠퍼스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TAFE 및 기타 VET 프로그램은 지속할 수 있습니다.

2021년을 위한 킨더가튼 오리엔테이션이 보류 상태이지만 department’s website를 통해 가능한 
유용한 제안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들 제안사항들을 통해 학생들에게 흥미를 유지하게 하고 
킨더가튼 이전의 과정에 참여하도록 지원합니다.

변경사항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해당 학교와 예약을 하십시오.

전화 통역사 서비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 교장에게 전화하십시오. 문의사항을 도와줄 통역사가 
필요한 경우 전화 통역사 서비스에 131 450으로 전화하여 한국어 통역사를 요청하십시오. 이 
서비스는 귀하에게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https://www.health.nsw.gov.au/Infectious/covid-19/Pages/cho-advice-education.aspx
https://www.nsw.gov.au/covid-19/how-to-protect-yourself-and-others/clinics
https://education.nsw.gov.au/teaching-and-learning/learning-from-home/teaching-at-home/early-learning-resources/kindergarten-orientation-and-transition-20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