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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5일
친애하는 주민 여러분께,
컴벌랜드 시 카운슬은 COVID-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 여러분께서 보건 권고사항을 충실히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관할지역의 몇몇 주민분들이 베랄라, 그레이스탠스,
스미스필드 등의 지역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되셨습니다.
NSW 정부의 보건 명령과 지침을 잘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자신과 가족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청결한 위생 생활을 실천하며, 대규모 가족 모임을 피하고, 마스크를 착용해 주십시오. 쇼핑센터, 대중교통,
예배시설 등의 특정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200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발열과 기침, 아프거나 따가운 목, 호흡 곤란, 콧물, 미각/후각 상실 등과 같은 COVID-19 증상이 있으면 꼭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자가 격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좋지 않으면
출근하지 마십시오.
컴벌랜드 카운슬 관할지역 내 검사소 안내:
메릴랜드 드라이브 스루 검사소
Burnett Street 및 Merrylands Road 모퉁이, Merrylands: 매일 아침 8시 ~ 저녁 8시
어번 커뮤니티 헬스 케어 센터 드라이브 스루 검사소
Norval Street, Auburn: 월~금요일 아침 8시 30분 ~ 오후 4시
어번 드라이브 스루 검사소
48 Boorea Street, Auburn: 월~금요일 아침 8시 ~ 오후 4시
2021년 1월 8일까지는 아침 8시 ~ 저녁 8시
스미스필드 드라이브 스루 검사소
63 Long Street, Smithfield: 월~금요일 아침 7시 ~ 오후 3시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오시면 됩니다. 예약이나 일반의(GP) 의뢰는 필요 없으며, 검사는 무료입니다.
메디케어 카드도 필요 없습니다.
검사소를 찾는 방법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세요.
www.nsw.gov.au/covid-19/how-to-protect-yourself-and-others/clinics
컴벌랜드 주민의 상당수는 비영어권 출신입니다. 친구나 친척 등 지인 중에 도움이 필요한 분이 계시면,
검사의 중요성을 알려드리고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고 내용 이해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통번역 서비스 전화 131 450번 또는 카운슬 전화
02 8757 9000번으로 문의하십시오.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스티브 크리스토 의원(Clr Steve Christou)
컴벌랜드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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