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영어 교육 분야 학생들을 위한 교육기술부 안내자료

어학원에서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 아일랜드를 방문한 유학생들은 이 안내자료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일랜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 추세는
매일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모든 학생들은 안전 유지에 필요한 정보를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아래 내용을 포함합니다:


코비드-19 관련 보건 수칙



비자상태



노동자 및 개인사업자(Self-Employed) 관련 정보

본 내용은 2020 년 3 월 22 일자 개정자료입니다. 이후로 개정되는 사항은
education.ie/Covid19 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비드-19 관련 보건 수칙
코비드-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 다른 사람들과 2 미터 간격 유지
다양한 언어로 된 정보를 여기,
또는 www.education.ie/Covid19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모임 자제 및 물리적 거리두기(Physical space)



코비드-19 관련 최신 정보 및 권고 사항을 http://www.hse.ie/ 및 아일랜드
보건당국의 공식 트위터 피드(@HSELive 및 @roinnslainte)에서 확인하기



소속 어학원과 지속적으로 연락하기. 수업 관련 내용은 어학원에서 안내될
예정입니다.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아일랜드를 오가는 항공편이 취소/제한됨에 따라, 본국으로의 귀환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공중 보건 수칙에 따라 아일랜드 내 모든 학교와 대학들이 폐쇄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교육기술부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www.education.ie/covid19. 소속된 학교에서 역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비자 상태
입국허가증 소지자는 법무부의 이민국 관련 자료 및 업데이트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http://www.inis.gov.ie/en/INIS/Pages/Home.

입국허가증 자동 연장
2020 년 3 월 20 일~ 5 월 20 일간 기한이 만료되는 아일랜드 입국허가증은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본 기한 연장은 기존에 소지한 비자와 동일한 기준, 동일한 조건으로 적용됩니다.
이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법무부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justice.ie/en/JELR/Pages/PR20000037

출석 관련 사항
코비드-19 에 관한 정부 지침에 따라 소속된 어학원이 폐쇄된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출석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외 모든 사항은 동일합니다.

노동자 및 개인사업자(Self-Employed) 관련 정보
아일랜드에서 재직 중에 현재의 팬데믹 사태로 인해 실직한 경우, 아일랜드 정부의
코비드-19 팬데믹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개인 공공 서비스 번호(PPSN)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는 주당 €203 이며, 최대 6 주 동안 지급됩니다. 관련 정보 및 신청 방법은
다음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gov.ie/en/service/be74d3-covid-19-pandemic-unemploymentpayment/.
고용주가 선택 가능한 제도로는 코비드-19 고용주 환급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고용주는 일시적으로 해고되어 다른 급여가 없는 근로자에게 코비드-19
실업급여(€203)와 동일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은 국세청(Revenue Commissioners)에서 관리되며, 이를 통해 고용주와
근로자의 관계를 유지하고 근로자의 업무 복귀를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온라인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https://www.gov.ie/en/service/6c6582-employer-covid-19-refund-scheme/

질문사항은 소속된 어학원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