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14일 기준으로 정확함

검사후격리지원금
NSW주에 거주하시며 코로나-19의 경미한 증상이라도 있는 분들은 진단 검사를 받으시고 음성
결과가 통보될 때까지 격리해주세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시는 동안 또는 검사를 받고 자가 격리 중인 누군가를 돌보시는 동안 일을
하실 수 없다면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알아두셔야 할 사항들:
검사 후 격리
지원금이
무엇입니까?

코로나 19 검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소득을 벌 수 없는 분들을 위해 30일에 한 번씩 320불의
지원금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두 경우를 포함합니다.
• 17세 이상이며 코로나 19의 증상이 있는 근무자
• 코로나 19의 증상을 가진 사람의 간병인 또는 후견인

다음에
해당한다면
자격이없습니다

• 재택 근무가 가능하거나 자가 격리 기간 중 어떤 소득이라도 벌 수 있는 경우
• 병가, 간병인 휴가 또는 특별 팬데믹 휴가를 쓸 수 있는 경우
• 코로나 19 재난 지원금 또는 팬데믹 휴가 재난 지원금을 포함한 정부의 소득 지원금을 받는
경우
• 마이크로 비지니스 보조금 또는 잡세이버 지원금과 같은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
• NSW 보건부에서 검사 및 격리를 하도록 지시 받은 경우 (하지만 이 경우 코로나 19 재난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오직 신속 항원 검사만 받은 경우
• 승인된 근무자로서 매 3일 마다 검사를 받도록 요구되는 경우.

신청을 위해
필요한 것:

• MyServiceNSW (마이서비스NSW)계정 – 신청을 시작할 때 만들 수 있습니다
• 코로나 19 진단 검사를 받은 시간, 날짜 및 장소 (참고 번호 포함)
• 호주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과 같은 신원 증명 서류 한 가지
• 렌트 계약서 또는 공과금 고지서와 같은 주소를 보여주는 증빙
• 급여 명세서, 계약서 또는 고용주의 서신과 같은 고용 또는 자영업을
증명할 서류
• 지급을 위한 은행 계좌 번호.

언제 지원금을
받게 되나요?

자격있는 근무자들은 신청일로부터 평일 기준으로 3일 이내에 그들의 은행 계좌로 320불을 지급
받게 됩니다. 반드시 코로나 19 진단 검사 후 7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및추가정보를원하시면 service.nsw.gov.au 를 방문하세요.
통역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전국 번역 및 통역서비스에 131 450번으로 연락하셔서 서비스 NSW에
연락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