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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에게 보내는 메세지 – COVID-19: 자녀를 돕기 위해 

UQ 가 하고있는 일 
 
UQ는 COVID-19 위기 때문에 호주에 거주하는 유학생들이 겪는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이해하고, 우리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교는 학생들이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찾고, 학생들 끼리, 또는 본교와의 연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새롭고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리스트: 

• 숙소 찾기 도움 

• 건강 및 웰빙 프로그램 

• 경제적 지원 

• 학비 지불 계획 

• 식료품 및 기본 용품 제공 

• 정신 건강 및 상담 서비스 

• 온라인 학습 지원 

• 다른 학생들 및  UQ  커뮤니티와 온라인으로 사교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공간 

• 학생 비상 지원 기금: 모든 기부금은 본교에서 대등하게 매치하여 현재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세 기부됩니다. 
 

이 목록은 완전한 것이 아니며 학생들이 UQ 학생 서비스 (Student Services)에 연락하여 각자의 상황에 대해 

논의 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우리는 호주 연방 정부와 퀸즐랜드 주 정부의 COVID-19 관련 조언 및 지침을 엄격히 준수하여 본교의 운영에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 학생들이 이 조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자가 격리하고, 집에서 공부할 것을 권합니다. 

호주 정부 기관은 또한 유학생을 위한 다양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추가 

수입을 만들수 있도록 근무 시간 제한을 연장 했습니다. 유학생들을 또한 핫라인 전화하여 1300 981 621으로 

호주 정부에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지역 사회는 유학생들에게 사랑과 친절을 보여 주었으며 스터디 퀸즐랜드 웹사이트 에서 #InThisTogether 

지원 메세지를 볼 수 있습니다. 

UQ에서는 현재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문가들이 COVID-19 연구를 주도하고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1,700 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바이러스 확산을 늦추는데 효과적임을 증명하는 증거도 있습니다. 
 

https://my.uq.edu.au/student-support/accommodation
https://life.uq.edu.au/essentials/health-and-wellbeing
https://my.uq.edu.au/information-and-services/student-support/financial-support/apply-financial-hardship-assistance
mailto:student.services@uq.edu.au?subject=Payment%20plans%20for%20tuition%20fees
https://web.library.uq.edu.au/node/5140/#zoom
https://alumni.uq.edu.au/article/2020/03/partner-to-beat-covid-19?fbclid=IwAR0frlCvkhiwmvcC74AcTVqvo-6GMFbOqn-UysapFuXymIY4zo953qpdYpU
https://www.health.gov.au/news/health-alerts/novel-coronavirus-2019-ncov-health-alert
https://www.qld.gov.au/
https://www.studyqueensland.qld.gov.au/Live/Student-Support/Information-COVID-19
https://alumni.uq.edu.au/covid-19-know-facts?utm_source=2020-contact-news-career&utm_medium=email&utm_campaign=march-enews-int&utm_content=covid-19-facts
https://stories.uq.edu.au/news/2020/17m-shot-in-the-arm-for-uq-covid-19-vaccine-research/index.html
https://stories.uq.edu.au/news/2020/17m-shot-in-the-arm-for-uq-covid-19-vaccine-research/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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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하거나,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알고 있다면 학생 지원부로 이메일 또는 전화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student.services@uq.edu.au or (07) 336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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