괌 입국 여행객
격리 및 검역 관련 신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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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입국여행객관련현재정책

핫스팟 국가 및
지역에서 괌 입국

괌 거주자 & 비 핫스팟 국가 및
지역에서 괌 입국

비행기 탑승 시,
검사 필요하지 않음

괌거주민

비거주민

“핫스팟"으로 지정된 국가 및 지역에서 괌으로 입국하는
모든입국자는괌정부가지정한시설에서14일간
격리됩니다.

항공

거주

격리

(모든입국자14일간의무격리)

비행기 탑승 시,
검사 필요하지 않음

괌거주민

비 거주민

14일간 자택에서 자가격리가 괌 입국 1주일 내 코로나19 검사
요구됩니다.필수 검사는
를 받아 비감염으로 판단 시 개인
거주지 또는 숙박업소에서 격리할
없습니다.
수 있습니다. 이에 부합하지 않으
면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격리
하게 됩니다.

괌 공중보건 및 사회복지부(이하 DPHSS)는 세계 주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통계 자료를 참고하여 30일 이내 감염자수가 2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국가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다발 국가 또는 지역(이하 핫스팟)
으로 지정합니다. 전세계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참고: https://www.nytimes.com/interactive/2020/world/coronavirus-map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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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 입국 여행객 관련 신규 정책
최근 괌을 비롯한 전세계의 코로나19 확진 사례 증가로 인해, 2020년 7월
1일(수)부터 괌을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을 대상으로 격리 및 검사 관련하
여 새로운 정책이 실시됩니다.
1. 기존 핫스팟지역은 “고 위험 지역”(High Risk Areas)으로 지명됩니다.
2. 미국은 각 주 별로 위험 상태를 결정합니다.
3. 여행객이 “고 위험 지역”에서 온 여행자인지 아닌 지에 따라 괌 도착 시
요구되는 검역이 상이합니다.
4. 특히 고 위험 지역에서 입국하는 경우, 격리장소와 격리 기간을 결정
하기 위해 사전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합니다.
5. 요구되는 검역수준 또는 검사 정책은 거주 상태에 따라 결정되는 것
이 아닙니다. 제한된 상황내에서 대체 격리 장소가 결정될 것입니다.
6. 최근 확진자 수/율을 나타내는 코로나19 위험 지역(CAR) 지표에 확
진자 수가 2배 이상 증가했을 시 고 위험 국가/지역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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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입국여행객관련신규정책

코로나19 고위험지역에서
출국하셨습니까?
아니오

예
괌도착72시간이내에코로나19 검사를
받고음성으로진단됐습니까?

아니오
정부지정 시설에서
격리

예

자가 격리
괌 도착 72시간 이내에 코로나19 검사 받고 입국한 비감염
자는 격리 7일차에 코로나19 검사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
다(선택사항).
이 외에 모든 사람은 격리 10일 차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있습니다(선택사항이며,사정에따라 변경될수있음).

도착후검사실시하지않음

14일간격리

도착 후 테스트
결과 음성

조기 격리 해제

반드시 14일 동안 증상을 체크 및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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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위험 주(states)

고 위험 아시아/
태평양 국가

기타 고 위험
지역 및 국가

앨라배마(Alabama)

네바다(Nevada)

방글라데시(Bangladesh)

아프리카(Africa)

애리조나(Arizona)

노스캐롤라이나(North
Carolina)

인도(India)

중미(CentralAmerica)

아칸소(Arkansas)

오클라호마(Oklahoma)

인도네시아(Indonesia)

중동(MiddleEast)

캘리포니아(California)

오리건(Oregon)

네팔(Nepal)

남미(SouthAmerica)

플로리다(Florida)

사우스캐롤라이나(South
Carolina)

필리핀(Philippines)

조지아(Georgia)

테네시(Tennessee)

아이다호(Idaho)

텍사스(Texas)

미시시피(Mississippi)

유타(Ut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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