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차장
내부 및 외부 청소 등 필요 사항에 따라 
개방합니다.

 어린이집 
메릴랜드주 교육부에서는 권장되는 보건 
안전 예방 조치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적용한 모든 어린이집 프로그램의 
재개방을 허용합니다.

 건축공사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개방.

 농장
개방; 요구 조건에 부합하는 손님이 직접 
수확하는 영업만 허용됩니다.

 체육관, 피트니스 센터 및 기타 
실내 운동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개방;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은 200 평방 피트당 1인입니다.
*호건 주지사가 봉쇄를 해제할 때까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병원
의사 진료소 및 병원을 포함한 기타 건강 
관리 시설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진료소나 원무과에 
문의하십시오.

 호텔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개방.

 예배당
필요 조건을 충족한 가상 온라인, 
드라이브인, 제한된 실내 및 야외 예배는 
허용; 예배 공간은 200 평방 피트당 1인/ 
1 가족입니다.

 실내 및 야외 모임 
최대 50명 또는200 평방 피트당 1인/ 1 
가족 단위로 제한하며, 둘 중에 작은 숫자가 
적용됩니다. *호건 주지사가 봉쇄를 해제할 
때까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실내 및 실외 수영장 (공공 및 사설)
수용 인원수 제한으로 개방.

 공장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개방.

 사무실 공간 및 복합 상업 건물 
필요 조건을 충족한 비필수 업무의 제한적 
허용; 가능한 한 재택 근무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당일 야외 캠프
필요조건을 충족한 개방 확장.

 청소년 야외 스포츠
필요조건을 충족한 신체 접촉이 적은 
종목의 사용 확대.

 공원 및 놀이터 
공원에서 개인운동 및 피트니스 수업을 
위해 필요조건을 충족한 놀이터는 개방; 
신체 접촉이 적은 운동 종목은 허용합니다.

 식당
필요조건을 충족한 야외/패티오 및 제한된 
실내 식사; 실내 최대 인원은 50%만 
수용합니다.  
*호건 주지사가 봉쇄를 해제할 때까지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매상
가두 및 제한된 실내 매장 판매; 판매 
공간은 200 평방 피트당 고객 1명입니다.

 대중교통(RideOn Service)
 노선 일정 및 노선 경로 확장.

 미용실/이발소/개인 서비스
모든 개인 관련 서비스는 예약에 의해서만 
허용; 공간은 200 평방 피트당 고객 1
명입니다.

이 목록은 업종에 관한 일반적인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때때로 추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에 나열된 모든 결정은 몽고메리 카운티에서 정한 코로나-19(COVID-19) 데이터의 재개방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montgomerycountymd.gov/covid19-reopening

 영업이 가능한 업종은?

 콘서트 및 극장  도서관  레크리에이션 시설

 영업이 불가능한 업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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