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캘리포니아를 오가는 여행을 하시나요? 
이 여행 지침을 따르세요

캘리포니아를 오가는 여행을 하시나요? 이 지침을 준수하여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도움을 주세요.

CDC 여행 지침을 따르세요 

다른 주 또는 국가에서 캘리포니아에 도착하거나 돌아오는 
모든 여행자는 CDC 여행 지침 을 따라야 합니다.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왔나요? 격리하고 예방 조치를 
취하세요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이거나 증상 이 나타난 모든 
여행자는 격리 하고 공중보건 권장 사항 을 따라야 합니다.
해외 여행을 하기 전에 백신 접종을 최신 상태로 유지했는지 
확인하세요 

해외 여행을 하는 경우, 미국 귀국 전후에 CDC의 해외 여행 
검사 지침 및 캘리포니아의 마스크 착용 지침 을 따르세요. 
특정 지역의 높은 전염율에 대해 경고하는 CDC의 목적지별 
여행 권고 사항 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고 계세요. 
귀하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도록.
국내 여행을 하는 경우, 여행 전과 후에 검사를 받으세요 

국내 (미국 내) 여행을 하는 경우, 여행 전 가능한 한 출발 
시간에 가깝게 (3일 이내) 검사 를 받고 여행 후에도 검사를 
받으세요.
대중 교통 이용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귀하의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음)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 또는 미국 밖으로 나가는 
대중 교통(공항, 비행기, 기차, 버스, 역 등 포함) 이용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주 전체 규칙보다 
더 엄격할 수 있는 모든 지역 규칙을 따르세요.

저희 안면 가리개 지침 을 읽어보세요.

QR 코드를 스캔하여 이 
전단지에 있는 양방향 
링크를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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