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VID-19

2021년 12월 31일까지 1차 접종 및 2022년 1월 31일까지 접종 
완료
•	 수퍼마켓,	잡화점,	베이커리
•	 레스토랑,	펍,	바,	카페
•	 우체국
•	 하드웨어 전문점
•	 보육 서비스 또는 패밀리 데이케어
•	 학교 및 기숙학교*
• TAFE	및 직업훈련 기관
•	 금융 기관
•	 전기,	수도 시설 및 동물병원과 같이,	지역사회 및 개인,	동물 혹은 시설물의 보건,	안전 및 복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 기반시설 및 서비스
•	 주유소,	트럭 휴게소 및 도로변 식당
•	 대중 및 상업 교통
•	 기타 항만 작업
•	 기타 상업 교통,	화물 및 물류
•	 호텔,	모텔 또는 기타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 시설
•	 장례식장 및 영안실 서비스
•	 건축,	유지보수 또는 건축업
*(2022년 1학기 이전)

직업군이 하나 이상의 범주에 속하는 경우, 시한이 더 빠른 직업의 예방접종 시한을 따라야 합니다.

•	 장애
•	 노숙자•	 약물 및 알콜 서비스 •	 아동 보호

•	 가정 방문 노인 요양 서비스 및 커뮤니티 노인 요양 서비스 직원

•	 가족 및 가정폭력•	 가족 및 가정폭력
•	 교정시설
•	 기타 WA 경찰
•	 화재 및 응급 서비스	(봉사자 제외)
•	 도축장 및 육류 가공시설

2021년 12월 1일까지 1차 접종 및 2021년 12월 31
일까지 접종 완료  
•	 주 경계 및 항공 운송
•	 외곽의 원주민 지역사회 내에서 일하거나 출입하는 직원
•	 아래를 포함,	이전의 의무 규제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거주 및 비거주 형태의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

해당 백신 접종 의무는		
현재의 공중 보건 지침/고용주 지침에		
	대부분 포함된 것이며,	지속적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시행 일자가 다른 여러 의무 
규제
•	 호텔 격리관련 직종
•	 항구	(노출된 직원에 한함)
•	 노인요양 시설
• WA 경찰 임무 수행에 필수적인 분야
•	 일부 공립 및 사립병원 그리고 공공		

의료 시설
•	 주 경계를 오가는 화물(도로 및 열차	

운송)	관련 직원들	-	고위험 및 최고위험	
지역에만 해당

• 1차 보건 및 지역사회 보건
•	 자원부문 현장직

COVID-19 백신 의무 접종
Korean | 한국어

WA를 지키고 장기간 필수 서비스와 비지니스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높은 전염성, 취약함으로 인해 충분히 위험하거나 
지역사회의 안전에 파국을 초래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직업군

사업체의 지속적인 경영과 지역사회의 
기능에 필수라고 간주되는 직종들

봉쇄조치가  
 내려지는 경우:

코로나 봉쇄조치나 기타 유사한 제한 조치시, 다음의 직종은 출근을 위해 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	 기타	선주문	후수거 (click and collect)업 •	 주류상 •	 신문판매업 •	 반려동물	가게 •	 도매업 •	 필수	부동산	양도	및	결제	서비스

•	 필수	공장,	제조,	제작,	생산업•	 필수 1차	산업•	 필수	삼림관리•	 차량	긴급출동	서비스

•	 재택	근무가	불가능한	주정부	및	지역정부	서비스 •	 몇몇	행정	서비스
•	 보도	및	미디어	서비스•	 차량	및	기계	정비	서비스 • WA 주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	보좌	인력	

백신접종을 하려면 www.rollupforwa.com.au 을 방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