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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어, 간체 및 번체 중국어, 한국어 및 베트남어로 가능한 COVIDSafe 앱
COVIDSafe 앱은 더 많은 호주 거주자들이 이 앱을 자신 있게 사용하도록 돕기 위해
다섯개의 추가적 언어로 운영되도록 업데이트될 것입니다.
이 앱에 대한 가장 최근의 업데이트는 내일 7 월 3 일에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호주의 다문화
지역사회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언어들 중 다섯 개 언어가 추가될 것이라고 그레그 헌트
보건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아랍어, 광둥어, 만다린어, 한국어 및 베트남어를 사용하는 백오십만 이상의
호주인들이 향상된 사용자 경험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헌트 장관이 말했습니다.
‘다문화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활동의 일부로서 저희는 또한 안내자료들과 포스터를 63 개
언어들로 번역했고 빅토리아주의 900 번 이상을 포함하여 서로 다른 다문화 지역사회들 및
지도자들과 5200 번 이상의 업무 활동이 있었습니다.’

‘이 앱에 계속해서 추가 언어를 포함하도록 노력하고 향후 출시에서 사안들을 돕도록 할
것입니다.’
스튜어트 로버트 정부 서비스 장관은 COVIDSafe 앱의 최신 업데이트가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로 앱을 다운로드 받고 사용하도록 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장관은 ‘이것은 이 앱의 여섯번째 업데이트이며 사안들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COVIDSafe 앱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 업데이트를 설치하고 이런 개선점으로부터 혜택을
누릴 것을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이민 시민권 이민자 서비스 및 다문화 업무 장관 대행, 알란 터지 의원은 COVID-19 대유행
기간 동안 호주인들이 그들의 배경에 상관없이 자신과 가족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터지 장관은 ‘메세지가 전달되도록 하는데 있어서 다문화 지역사회가 놀라운 지원을 해준
것에 대하여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호주인들처럼 다문화 지역사회도 역할 담당을 하여 확산 곡선이 완화되었고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호주의 대처가 계속해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육백 오십만 명 이상의 호주인들이 COVIDSafe 앱을 다운로드 받고 등록하였으며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 더 퍼지는 것을 조속히 막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COVID-19 에 노출되었을 경우에 보건 당국의 신속한 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호주인들이 COVIDSafe 앱을 다운로드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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