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06/2021 

Updated Guidelines Regarding COVID-19 Restrictions 
 

Dear Parents  

Please read the following information carefully so that we can keep our Service safe. 

NSW Health updated its COVID-19 advice and restrictions which has been introduced from Wednesday 
23 June 4pm for one week.  

Anyone experiencing any cold or flu-like symptoms, even if they are mild, must isolate immediately, get 
tested and continue to isolate until a negative result is received. Individuals are to have received a 
negative COVID test and be symptoms free before returning to service.  

The following COVID symptoms are as follows: 

★ fever (37.5 ° or higher)        ★ cough         ★ sore throat         ★ runny nose 
★ shortness of breath (difficulty breathing)       ★ loss of taste        ★ loss of smell 

We continue to provide: 

• Sanitisers in every service, sanitising alcohol wipes for toys and other shared equipment.  

• Our educators are continuing to disinfect touch points in every room / dwelling space . 

• Children will be sent home if they are unwell. No exceptions will be made for this. 

For more information 
Please refer to the NSW Health site for any information in regards to COVID-19.  
Please rest assured that we will share with you any further updates as they become available. 
 

NSW Health는 6월 23일 수요일 오후 4시부터 일주일 동안 도입 될 COVID-19 조언 및 제한 사항을 업데이트했습니다. 

감기나 독감과 유사한 증상을 경험하고 있는 부모님이나 유아들은 경미하더라도 즉시 격리하여 검사를 받고 ,        

음성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격리 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COVID 테스트에서 음성을 받았고 증상이 없어진 후에  다

시 원에 올 수 있습니다. 

COVID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열 (37.5 ° 이상)    ★ 기침     ★ 인후염    ★ 콧물    ★ 숨가쁨 (호흡 곤란)   ★ 미각 상실   ★ 후각 상실 

저희 서비스에서는 계속해서 다음을 제공합니다. 

• 모든 서비스에서는 소독제가 준비되어 잇고 , 장난감 및 기타 사물들을 알코올 물티슈로  소독합니다.. 

• 저희 선생님들은 모든 방 / 학습 공간 등을 지속적으로 소독하고 있습니다. 

• 아이들이 몸이 좋지 않으면 집으로 보내질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외는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OVID-19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NSW Health 사이트를 참조하시고 추가 업데이트가 있을 때마다 알려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