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YC 여행 경보
뉴욕시 방문을 환영합니다! 
뉴욕주는 지역사회에서 COVID-19 전파가 심한 주로부터 이동해오는 여행자들에게 여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해당 여행 경보에 따라 뉴욕주법은 귀하께서 COVID-19 감염률이 높은 주에서 뉴욕주로 오시는 경우 다음 
주정부 지침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따르지 않을 경우 $2,000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주법에 따라
귀하께서 감염률이 높은 주에서 뉴욕주로 오시는 경우 및
해당 주에서 24시간을 넘게 체류하신 경우 다음의 지침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주 지침:
1.  모든 사람의 안전을 위해 격리를 실시하여 다른 사람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응급상황 또는 의학적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전 장소를 떠난 시점을 기준으로 14일 동안 집에서 또는 현 
거주 장소에서 자가 격리를 실시하십시오.

2.  traveler.health.ny.gov에서 또는 아래 코드를 스캔하여 이동 후 여행자 건강 양식을 작성하십시오.

3.  여행 경보에 안내되어 있는 기타 책임 사항을 검토해 주십시오. 뉴욕으로 이동하는 필수 
근로자에게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ny.gov/traveladvisory를 방문해 주십시오.

자가 격리를 실시하는 동안 지원이 필요하시면 NYC Test & Trace Corps에서 안전하게 자택 자가 격리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거나 자가 격리를 위해 무료로 호텔 개인 객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문의사항은 NYC COVID-19 핫라인 1-877-CVD-19NY(1-877-283-1969)로 연락해 주십시오.

아래 목록은  현재 필수 자가 격리 기준이 적용되는 주의 명단입니다. 본 목록은 정기적으로 
갱신됩니다. 최신 목록은 ny.gov/traveladvisory를 방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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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주민 여러분, 
COVID-19 전파를  
막아 주십시오!
검사

본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무료로 
COVID-19 및 
항체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NYC COVID-19 핫라인 
1-877-CVD-19NY(1-877-283-1969)로 연락해 주십시오

NYC Test & Trace Corps는 여러분의 개인 정보와 건강 정보가 
안전하게 기밀로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받은 모든 정보는 뉴욕시 보건법에 따라 기밀로 
보호됩니다. Test & Trace Corps는 이민 신분을 묻지 않습니다.

접촉 경로 
조사원의 
전화를 받아 
COVID-19이 
지역사회에 
전파되는 것을 
막는 데 일조해 
주십시오.

타인과의 
접촉을 막기 
위해 안전하게 
격리를 
실시하고 호텔 
또는 자택에서 
건강을 
돌보십시오.

추적 자가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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