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토리아주 정부 QR 코드 서비스 안내
빅토리아주 정부 QR 코드 서비스는 빅토리아주의 모든 사업체, 단체,
클럽과 행사에 무료로 제공됩니다. 이를 통한 기록은 경로 추적에 도움이
됩니다.
빅토리아주는 2021 년 3 월 26 일 금요일 오후 6 시부터 COVIDSafe
설정을 추가로 완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빅토리아 주민이 평소 즐기던 일상으로 돌아가는 동시에
그동안 열심히 구축해온 보호 조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핵심 요점
기록 관리는 빅토리아주가 안전하고 개방적으로 지내기 위해 도움이
되는 여전히 중요한 도구입니다.
다음에 명시된 모든 장소와 시설은 3 월 26 일부터 빅토리아주 정부
무료 QR 서비스 또는 빅토리아주 정부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에
연결된 디지털 기록 보관 시스템을 사용해야 합니다. (28 일간의
자진 신고가 2021 년 4 월 23 일까지 시행 예정입니다.)
o 숙박요식업 (카페, 식당, 술집, 바, 클럽, 호텔 등 식음료점
포함)
o 실내 레크리에이션 및 지역 사회 스포츠장 (직원이 있거나
없는 헬스장, 놀이 센터, 실내 스케이트장, 실내 트램펄린
센터 등)
o 야외 레크리에이션 및 지역 사회 스포츠 시설
o 수영장, 스파 시설, 사우나, 스팀 룸, 온천 (물이 있거나
없는 모든 실내외 공간)
o 예식 및 종교 집회 (예배 장소 포함)
o 결혼식: 결혼식이 열리는 장소에 따른 기록 관리 준수
o 장례식: 장례식이 열리는 장소에 따른 기록 관리 준수
o 도서관과 장난감 도서관을 포함한 지역 모임 장소와 시설
(야외 스케이트장, 놀이터, 기타 야외 공동 구역 제외)
o 창작 예술 시설
o 부동산 인스펙션과 옥션
o 객석이 있는 엔터테인먼트 장소 (실내외)
o 입식 실내 장소(예: 갤러리)
o 입식 야외 엔터테인먼트 장소 (동물원, 체험형 박물관 등)
o 아케이드, 이스케이프 룸, 빙고 센터
o 드라이브인 극장
o 놀이공원
o 게임장 (카지노, 게임 기계가 있는 공간, 베팅 숍)
o 성인 엔터테인먼트 업소 (매춘업소, 성적 노출이 있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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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클럽
노래방
o 헤어, 미용, 개인 관리 서비스
o 숙박 (다인실이나 단체 공간)
o 다음 내용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상업적 관광
o 박물관, 갤러리, 유적지 등 가이드 동반투어
o 어드벤처 스포츠 (열기구 풍선, 현수하강, 암벽 등반, 카누,
카약)
o 해양 투어 (카약, 스쿠버 다이빙, 낚시, 서핑)
o 상용 승용차 (2021 년 3 월 26 일에 28 일간의 자진 신고 기간
완료)
수퍼마켓, 시장, 소매점, 쇼핑센터의 경우 강력 권장
본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기타 모든 장소와 사업체 역시
빅토리아주 정부 무료 QR 코드 서비스 또는 빅토리아주 정부 API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로 기록 관리할 것을 권장합니다.
기록 관리에 관련된 추가 정보는 감염 경로 추적을 위한 기록 관리
- 사업체 정보 페이지 (Record keeping for contact tracing information for business page)를 참조하세요.
o
o

OFFICI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