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국부적으로 전개됨에 따라, 

우리는 계속해서 모든 정부의 조언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토대로 예방 조치와 반작용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가족에게 정보를 계속 하기 위해 이 페이지는 SFDC 가족, 어린이, 팀원 및 방문자에 

대한 최신 정보와 요구 사항으로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언제나 처럼, 우리의 배려에 있는 아이들의 건강 그리고 복지, 그들의 가족 및 우리의 

팀 구성원은 우리의 최우선 입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캠퍼스 이사에게 문의하거나 SFDC 가족 지원 팀에 문의하십시오. 

 

(02) 9436 2277 or info@sydneyfamilydaycare.com.au 

  
매일 업데이트되는 보건부 웹사이트에서 더 많은 정보와 최신 정부 조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health.gov.au/news/health-alerts/novel-coronavirus-2019-ncov-health-alert 

  

 

  
2020년 3월 16일 월요일 

SFDC는 호주 보건부의 조언에 따라 검역 요구 사항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중국 본토, 이란, 대한민국 또는 이탈리아에서 여행한 모든 SFDC 가족 또는 팀원은 

14일 동안 계속 자립해야 합니다. 

  
또한 3월 16일 오전 12.00부터 호주로 돌아오는 모든 여행객은 14일 동안 스스로 

격리해야 합니다. 

SFDC의 현재 사전 및 사후 대응 조치에 대한 추가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가족 통신 – 3월 16일 – 영어 

2. 가족 통신 - 3월 16일 – 만다린 

https://www.health.gov.au/news/health-alerts/novel-coronavirus-2019-ncov-health-alert
https://www.oac.edu.au/assets/Documents/Coronavirus/11188ee6ea/Coronavirus-Family-Update-16-March-2020.pdf
https://www.oac.edu.au/assets/Documents/Coronavirus/d49bbe7fee/Coronavirus-Family-Update-16-March-2020-Mandarin.pdf


3. 가족 통신 - 3월 16일 - 아랍어 
  

2020년 3월 12일 목요일 

  
정부의 권고에 따라 SFDC는 기존 검역 요건을 이탈리아로 확대했습니다.  

  

가족이나 SFDC 팀원이 3월 11일 또는 그 이후에 이탈리아를 떠나거나 이탈리아를 

경유한 경우, 이탈리아를 떠난 후 14일 동안 자신을 격리해야 합니다. 

  
1. 가족 통신 – 3월 12일 – 영어 

2. 가족 통신 – 3월 12일 – 만다린 
  

2020년 3월 9일 월요일 

  
SFDC는 정부의 권고에 따라 기존 검역 요건을 현재 대한민국으로 확대했습니다. 

  
가족이나 SFDC 팀원이 3월 5일 이후에 대한민국을 여행하는 경우, 대한민국을 떠난 

날로부터 14일 동안 본인을 격리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이탈리아에서 호주에 도착하는 가족은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을 보여주지 

않는 한 자신을 격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탈리아에서 귀국하는 SFDC 팀원은 사례별로 평가됩니다. 

  
최신 SFDC 업데이트 및 격리 요구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영어 

2. 만다린 
 2020년 3월 3일 화요일 

관련 가족 커뮤니케이션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1. 가족 통신 – 3월 3일 – 영어 

https://www.oac.edu.au/assets/Documents/Coronavirus/25dd021e76/Coronavirus-Family-Update-16-March-2020-Arabic.pdf
https://www.oac.edu.au/assets/Documents/Coronavirus/a6cab6d81f/Coronavirus-Family-Update-12-March-English.pdf
https://www.oac.edu.au/assets/Documents/Coronavirus/5baa598d3f/Coronavirus-Family-Comms-12-March-Mandarin.pdf
https://www.oac.edu.au/assets/Documents/Coronavirus/110376cb72/Coronavirus-Family-Update-9-March-2020-English.pdf
https://www.oac.edu.au/assets/Documents/Coronavirus/a40f5d99d8/Coronavirus-Family-Update-9-March-2020-Mandarin.pdf
https://www.oac.edu.au/assets/Documents/Coronavirus/84a662ff64/Coronavirus-Family-Update-3-March-2020-English.pdf


2. 가족 통신 – 3월 3일 – 만다린 

  
2020년 2월 3일 월요일 

관련 가족 커뮤니케이션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1. 가족 통신 – 2월 3일 – 영어 

2. 가족 통신 – 3 2월 – 만다린 

  

 

 

https://www.oac.edu.au/assets/Documents/Coronavirus/1491e31965/Coronavirus-Family-Update-3-March-2020-Mandarin.pdf
https://www.oac.edu.au/assets/Documents/Coronavirus/9996fc1239/Coronavirus-Family-Update-3-Feb-2020-English.pdf
https://www.oac.edu.au/assets/Documents/Coronavirus/a549da1506/Coronavirus-Family-Update-3-Feb-2020-Mandarin.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