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영어

서울 이태원 소재 클럽 관련 안내문

Notice about clubs in Itaewon, Seoul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From April 24 to May 6
The person who visited the club in Itaewon, Seoul,

서울 이태원 소재 클럽을 방문하신 분은
Refrain from going out and can be examined regardless
외출을 자제하고, 증상유무와 관계없이 검사가 가능
하니

of the symptoms.
Please consult KCDC at 1339 or Health Center.

1339나 보건소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번역은 다누리콜센터1577-1366에서 하였습니다.

Translated by Danuri Helpline 1577-1366

한국어

Tiếng Việt

서울 이태원 소재 클럽 관련 안내문

Bản thông báo liên quan đến câu lạc bộ ở Itaewon Seoul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Từ ngày 24 tháng 4 đến ngày 6 tháng 5

서울 이태원 소재 클럽을 방문하신 분은

Ai đã đến câu lạc bộ ở Itaewon Seoul

외출을 자제하고, 증상유무와 관계없이 검사가 가능

thì hạn chế ra ngoài, không liên quan đến có triệu chứng

하니

hay không đều được kiểm tra

1339나 보건소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Hãy liên hệ với tổng đài 1339 và trung tâm y tế để tư
vấn.

이 번역은 다누리콜센터1577-1366에서 하였습니다.

한국어
서울 이태원 소재 클럽 관련 안내문

Bản dịch này do Tổng đài 1577-1366 dịch

태국어

ประชาสัมพันธ์ เกี่ยวกับคนที่อยู่ในคลับ โซล อีแทวอน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เริ่มตั้งแต่
วันที่
24เดือนเมษายน
ถึง
วันที่
6เดือนพฤษาคม
서울 이태원 소재 클럽을 방문하신 분은
ท่านที่เคยไปเที่ยวอยู่ในคลับ โซล อีแทวอน
ขอให้ท่านบังคับใจไม่ให้ออกไปข้างนอก,
외출을 자제하고, 증상유무와 관계없이 검사가 가능
สามารถตรวจโรคโคโรน่าไม่เกี่ยกับว่าจะมีหรือไม่มอ
ี าก
ารก็ตรวจได้
하니
ขอให้ติดต่อ 1339 หรือติดต่อสอบถามที่สถานีอนามัย
1339 나 보건소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번역은 다누리콜센터 1577-1366 에서 하였습니다.

แปลโดย ศูนย์ให้คาปรึกษาโทรศัพท์ทานูรี 15771366

한국어
서울 이태원 소재 클럽 관련 안내문

Tagalog
Impormasyon na may kaugnayan sa Club ng Itaewon,
Seoul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Mula Abril 24, hanggang Mayo 6

서울 이태원 소재 클럽을 방문하신 분은

Kung nangyaring ikaw ay napabisita sa lugar ng Seoul,
Itaewon Club,

외출을 자제하고, 증상유무와 관계없이 검사가 가능

Iwasan muna ang paglalabas, agarang makipag-ugnay sa
1339 o kaya'y sa

하니
1339나 보건소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번역은 다누리콜센터1577-1366에서 하였습니다.

pampublikong sentro ng kalusugan at magpasuri meron
man o walang sintomas

Isinalin ng Danuri Helpline 1577-1366

한국어
서울 이태원 소재 클럽 관련 안내문

캄보디아어

សេចក្ដីព័ត៌មានទាក់ទងអំពីក្លឹបនៅអ៊ីថេវ៉ុន
ទីក្រុងសេអ៊ូល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ប្រសិនបើអ្នក បានទៅលេងក្លឹប

서울 이태원 소재 클럽을 방문하신 분은

នៅអ៊ីថេវ៉ុនទីក្រុងសេអ៊ូល

외출을 자제하고, 증상유무와 관계없이 검사가 가능

ចាប់ពីថ្ងៃទី២៤ ខែមេសា ដល់ថ្ងៃទី៦ ខែឧសភា
សូមទាក់ទងលេខ១៣៣៩ ឬមណ្ឌលសុខភាពសាធារណៈ

하니

ឬមណ្ឌលសុខភាពសាធារណៈ និងសូមចៀសវាង

1339나 보건소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ការចេញទៅក្រៅហើយ
ទោះបីគ្មានរោគសញ្ញាក៍អាចធ្វើតេស្ត
កូរ៉ូណាបានដែរ។

이 번역은 다누리콜센터 1577-1366 에서 하였습니다

ការបកប្រែនេះ
គឺធ្វើឡើងនៅមជ្ឈមណ្ឌលប្រឹក្សាតាមទូរ
នូរី ១៥៧៧-១៣៦៦

한국어

중국어

서울 이태원 소재 클럽 관련 안내문

首尔梨泰院一带夜总会相关通知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4月24日至5月6日期间
访问过首尔梨泰院一带夜总会的人

서울 이태원 소재 클럽을 방문하신 분은
외출을 자제하고, 증상유무와 관계없이 검사가 가능

请避免外出 , 与有无症状无关都可以检查
请咨询1339或保健所.

하니
1339나 보건소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번역은 다누리콜센터1577-1366에서 하였습니다.

由DANURI呼叫中心1577-1366 提供翻译

한국어

일본어

서울 이태원 소재 클럽 관련 안내문

ソウル市イテウォンにあるクラブに関するご案内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4月24日から5月6日の期間

서울 이태원 소재 클럽을 방문하신 분은

ソウル市イテウォンにあるクラブを訪問された方は

외출을 자제하고, 증상유무와 관계없이 검사가 가능

外出を自粛し、症状の有無に関係なく検査が可能ですので
1339番や保健所に相談するようお願いいたします。

하니
1339나 보건소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번역은 다누리콜센터1577-1366에서 하였습니다.

この翻訳はタヌリコールセンター1577-1366が担当しまし
た。

한국어
서울 이태원 소재 클럽 관련 안내문

우즈벡어
SEUL

ITEWONDA

JOYLASHGAN

TUNGI

KLUB

TO'G'RISIDAGI E'LON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Seoul Itewonda joylashgan tungi klubga tashrif buyurgan
shaxslar DIQQATIGA! 24-apreldan boshlab 6-may ga qadar

서울 이태원 소재 클럽을 방문하신 분은
외출을 자제하고, 증상유무와 관계없이 검사가 가능
하니

tashqariga chiqishdan o'zingizni saqlaning. Kasallik belgilari
bor yo'qligidan qat'i nazar tibbiy ko'rikdan o'tishingiz
mumkin. 1339 raqami yoki Sog'liqni Saqlash Markaziga
murojat erib maslahat olishingiz so'raladi.

1339나 보건소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번역은 다누리콜센터1577-1366에서 하였습니다.

Danuri Call 1577-1366 Markazida tarjima qilindi.

한국어
서울 이태원 소재 클럽 관련 안내문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서울 이태원 소재 클럽을 방문하신 분은
외출을 자제하고, 증상유무와 관계없이 검사가 가능

러시아어
Информация касательно развлекательных клубов в районе
Итэвон города Сеула.
Убедительно просим лиц, посещавших в период с 24 апреля
по 6 мая клубы в районе Итэвон города Сеула воздержаться от
выхода на улицу. Также вы можете сдать анализы вне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наличия или отсутствия симптомов и получить
консультацию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медицинском центре либо
обратиться по номеру 1339

하니
1339나 보건소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번역은 다누리콜센터1577-1366에서 하였습니다.

Данный перевод предоставлен колл-центром Данури 15771366

한국어

Монгол хэл

서울 이태원 소재 클럽 관련 안내문

Сөүлийн Итэвонд байрлах шөнийн цэнгээний газартай
холбоотой мэдээлэл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서울 이태원 소재 클럽을 방문하신 분은

4 сарын 24-нөөс 5 сарын 6-ны хооронд

외출을 자제하고, 증상유무와 관계없이 검사가 가능

Сөүлийн Итэвонд байрлах шөнийн цэнгээний газраар
очсон хүмүүс гадагш гарахаас зайлсхийж, шинж тэмдэг
илэрсэн эсэхээс үл хамааран коронагийн шинжилгээ өгөх
боломжтой тул

하니

1339 лавлах төв болон эрүүл мэндийн төвд хандаж зөвлөгөө

1339나 보건소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번역은 다누리콜센터1577-1366에서 하였습니다.

авна уу.

Орчуулгыг Данури 1577-1366 хийв.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