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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건강관리 문제에 관한 지침 및 명령 수정 

 

하위 항목: 

i. 행정 명령 20-12-17-01 및 보건 일반 조항 ㎣ 18-601, 18-902에 따라 

메릴랜드(Maryland)주 외부로 여행하는 모든 메릴랜드 주민과 메릴랜드로 

여행하는 개인은 다음을 이행해야 합니다: 

 

a. Maryland주에 도착하는 즉시 또는 Maryland주로 여행하기 72시간 

전에  COVID-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메모: 이 요건은 지난 90일 동안 COVID-19에 양성반응을 보였고 

CDC 지침에 따라 격리를 완료한 무증상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I. 증상이 있는 여행자는 도착 시 자가격리를 하거나 거주지에 

머무르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II. 증상이 있는 개인은 검사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검사를 제공하는 기관 리스트는 다음 링크를 

봅시다: http://covidtest.maryland.gov. 

 

III. 새 코로나 바이러스의 잠복기 때문에 Maryland주에 도착한 

후 72시간 이내에 두 번째 COVID-19 검사를 받을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메모: 이 요건은 지난 90일 동안 COVID-19에 양성반응을 보였고 

CDC 지침에 따라 격리를 완료한 무증상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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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검사 예약 기록의 프린트 또는 전자 문서 또는 랩 검사결과로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메모: 이 요건은 Maryland주가 최종 도착지인 여행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지상교통, 항공 또는 철도를 포함하여, 

Maryland주를 통해 다른 주로 이동하는 주 간 또는 국제 

여행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b. 워싱턴 디씨(District of Columbia), 버지니아주(Commonwealth of 

Virginia), 펜실베니아주(Commonwealth of Pennsylvania),  

델라웨어주(States of Delaware), 웨스트 버지니아(West 

Virginia)를 여행하는 Maryland주 주민은 이 검사요건에서 

면제됩니다.  

 

c. 정기적으로 주를 출입하고 업무 기반에 COVID-19 검사 절차가 

포함되어 있는 통근 직원은 격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업무관련 

목적으로 Maryland주를 가끔 방문하는 직원은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의 격리 및 테스트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d. 이 하위 항목을 위반하는 개인은 행정명령번호 20-12-17-01에 

명시된 벌칙을 받게 됩니다. 

 

e. 지역 보건부는이 하위 항목의 시행에 있어 주 및 지방법 집행 기관과 

조정하고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f. 갱신되거나 연장되지 않는 한, 이 하위 항목 및 해당 사항 요건은 

2021년 3월 31일에 종료되며 권장사항이 됩니다. 

 

ii. 공중보건 클러스터, 발병 또는 접촉 추적조사에 따라, 개인은 Maryland주 

Department of Health(MDH) 또는 지역 보건부에서 검사 지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