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1년 5월 24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5월 24일에서 31일 사이에 예방 접종을 받은 사람들에게 모든 

뉴욕주립공원에 입장 가능한 무료 2일 패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백신 인센티브 발표  

  

뉴욕주 어디에서나 예방 접종을 받은 모든 사람은 뉴욕주립공원 패스를 받게 됩니다.  

  

뉴욕주립공원의 15개 신규 백신 접종소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5월 24일부터 31일까지 뉴욕주 어느 곳에서나 존슨 앤 

존슨(Johnson & Johnson) 백신의 첫 번째 접종 또는 단일 예방 접종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2021년 9월 30일까지 유효한 모든 뉴욕주립공원의 2일 무료 패스를 지급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패스는 뉴욕주립공원(New York State Park)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존스 비치 주립공원(Jones Beach State Park)에서 이루어졌으며, 

이곳에서 이미 운영 중인 대규모 백신 접종소에서 접종을 받는 대상자들에게 동일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또한 15개의 뉴욕주립공원에서 팝업 코로나19 예방 접종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15개의 진료소에서는 단일 접종하는 존슨 앤 존슨 백신을 

활용하여 선착순으로 현장 접종을 실시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전역의 모든 주립공원은 해당 지역만큼이나 

독특하고 아름답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우리 공원으로 가져가면 접근이 더욱 확대되고 

뉴욕 주민들이 더욱 쉽게 백신을 접종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백신을 접종 받는 

사람들에게 무료 공원 패스를 제공하는 것은 여름 시즌을 위한 훌륭한 인센티브이며, 더 

많은 사람들이 뉴욕의 야외활동을 즐기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백신 접종소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팝업 진료소에서 제공됩니다.  

• 벨몬트 레이크 주립공원(Belmont Lake State Park): 5월 30일  

• 버펄로항 주립공원(Buffalo Harbor State Park): 5월 29일~5월 31일  

• 데니 패럴 리버뱅크 주립공원(Denny Farrell Riverbank State Park): 5월 

29일~5월 31일  

• FDR 주립공원: 5월 29일~5월 31일  

• 그래프턴 레이크스 주립공원(Grafton Lakes State Park): 5월 29일~5월 

31일  

• 그린 레이크스(Green Lakes) 주립공원: 5월 29일~5월 31일  

• 웰치 호수(Lake Welch)의 해리먼 주립공원(Harriman State Park): 5월 

29일~5월 31일  



 

 

• 헥셔 주립공원(Heckscher State Park): 6월 5일  

• 헴스테드 레이크 주립 공원(Hempstead Lake State Park): 6월 6일  

• 레치워스 주립공원(Letchworth State Park): 5월 29일~5월 30일  

• 로버트 모제스 주립공원(Robert Moses State Park): 5월 29일~5월 30일  

• 로베르토 클레멘테 주립공원(Roberto Clemente State Park): 5월 29일~5월 

31일  

• 성큰 메도우 주립공원(Sunken Meadow State Park): 5월 29일~5월 31일  

• 터재넉 폴스 주립공원(Taughannock Falls State Park): 5월 29일~5월 31일  

• 웨스트컷 비치 주립공원(Westcott Beach State Park): 5월 29일~5월 30일  

  

방문객들은 뉴욕의 181 주립공원에서 예방 접종 자격을 제시하여 해당 패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패스는 67개의 해변과 35개의 수영장, 스플래시 패드가 포함된 주립공원 

네트워크 전체에서 주차 및 해변과 수영장 특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립공원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 

 

https://parks.ny.gov/
http://www.governor.ny.gov/
mailto:press.office@exec.ny.gov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e7e20237-b8793b08-e7e0fb02-000babda0031-60bfb2d3a370b9a5&q=1&e=b34eda43-55db-4d77-96ae-7ce23ec6d4e6&u=https%3A%2F%2Fit.cwnls.com%2Fapp%2Fitpage.nsf%2Funsubscribe.xsp%3Faction%3Dunsubscribe%26id%3D1100PRES50CE97DBB175E66A852586DF0058C2A4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