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로 여행하는 승객들을 위한
필수 검역 격리에 관한 중요한 정보

호주에 도착하는 승객들을 위한 필수 검역 격리 조치에 대한 중요한 정보
2020년 8월 13일

COVID-19 대유행에 대응하여 호주는 여행 제한조치 및 필수 검역 격리 요건을 시행해 왔습니다.
호주에 도착하는 모든 승객들은 호주 첫 도착지에서 14일간의 필수 검역 격리를 해야 합니다.
여행자들에게 이 기간 동안 적절한 숙소가 제공될 것이며, 14일간의 필수 검역 격리 기간이 끝나기까지 국내 여행 (자신들의 홈
거주지를 포함)을 하거나 국내 연결지로 계속 여행하는 것이 이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호주 정부의 지원 하에 주 및 준주 정부가 검역 격리 조치를 관리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주 및 준주에서 귀하는 검역 격리 비용에
기여금을 지불하도록 요청될 것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관련 주 및 준주 정부 보건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환승 승객들
호주에 도착하는 국제 환승 승객들은 도착한 도시에서 떠나는 다른 국제 항공편으로 떠날 수 있습니다. 환승 승객들은:
•

다음 항공편을 기다려야 할 경우 최대 8시간까지 공항에 머물러야 합니다

•

다음 항공편을 8시간에서 72시간까지 기다려야 할 경우 주에서 지정한 시설에서 필수 검역 격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환승 승객들은 호주 내에서 여행할 수 없으며 심지어 다른 도시에서의 국제 항공편을 타러 갈 수도 없습니다.
호주 도착 시에 기대되는 사항
•

호주 도착 시에 항공 승무원과 정부 관리인들이 귀하에게 제공하는 모든 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

귀하는 수하물을 찾고 정상적인 국경 통과 절차 (세관, 출입국 관리 및 생물보안)로 진행할 것입니다.

•

국경 통과 절차에서 정부 관리인이 귀하를 숙소로 이동시킬 버스로 방향 안내를 할 것입니다.

•

귀하는 숙소에 도착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 관리인들이 이 대기 시간을 최대한 편안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인내심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일간의 검역 격리 기간 동안의 조치
•

검역 격리 숙소에서 정부 관리인들이 귀하의 도착을 기다릴 것입니다. 이들은 기꺼이 귀하가 도착한 후 가질 수 있는 모든
질문에 답하며 검역 격리 기간 동안에 귀하를 도울 것입니다.

•

숙소는 귀하가 체류 기간 동안 필요한 모든 시설과 서비스를 갖출 것입니다. 숙소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숙박, 음식과 물 그리고
의료 지원을 포함할 것입니다.

•

정기적인 약품을 위한 처방 등, 의료적인 필요가 생길 경우, 그러한 요건들을 촉진시킬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

귀하는 첫 48시간 후에 COVID-19 검사를 받게 될 수도 있으며 그 후에는 검역 격리를 한 지 10일에서 12일 사이에
실시됩니다. 검사를 거부하면 검역 격리가 더 오래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검사 조치는 주 및 준주에 따라 다릅니다.

•

생물보안법 2015 및 적용되는 주의 법률 하에서 귀하는 호주 지역사회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의료적으로 허락되기까지
배정된 숙소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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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조치는 주 및 준주 정부에서 집행하고 호주 연방정부 부처에서 지원할 것입니다.

14일간의 검역 격리 기간을 마칠 때
필수 검역 격리 기간을 마친 후에는 호주 내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주 및 준주가 진입 및 검역 격리 요건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행을 하기 전에 각 주 및 준주의 진입 및 검역 격리를 점검해야 합니다.
호주 정부 보건부 웹사이트는 여행 제한조치에 관한 주 및 준주 정보 링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https://www.health.gov.au/news/health-alerts/novel-coronavirus-2019-ncov-health-alert/coronavirus-covid-19restrictions/coronavirus-covid-19-advice-for-international-travellers#quarantine-for-incoming-travell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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