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1년 5월 27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새러토가 레이스 코스가 7월 15일 개방될 것이라고 발표  

  

엑셀시어 패스를 소지한 팬을 포함해 예방 접종의 증거를 제시하는 사람들에게 오프닝 

데이 입장권을 무료로 제공  

  

예방 접종을 모두 완료한 참석자를 위한 좌석 공간은 100%의 수용 인원으로 이용 가능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참석자들을 위한 지정 좌석도 이용 가능  

  

6월 9일부터 티켓 판매  

  

오늘 Andrew M. Cuomo 주지사는 뉴욕 레이싱 협회(New York Racing Association)와 

함께 7월 15일에 2021 여름 미팅이 시작될 때 새러토가 레이스 코스(Saratoga Race 

Course)가 재개방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적인 새러토가 레이스 코스는 주도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명소 중 하나이며, 매년 여름 백만 명이 넘는 뉴욕 주민들과 새러토가 

스프링스(Saratoga Springs)의 방문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레이싱 시즌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방 접종 완료의 증거를 제시하는 모든 개인에게 오프닝 

데이 무료입장을 제공하여 코스로 돌아오는 팬들을 환영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가 이 판데믹으로부터 계속 더 나아지고 강한 회복력을 갖춤에 따라, 이는 뉴욕의 

재탄생과 부활의 일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뉴욕 레이싱 협회는 팬들에게 새러토가 레이스 코스를 거의 전체 수용 인원으로 

재개방하기 위해 인기 있는 새러토가 뒷마당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구역을 예방 접종을 

받은 팬들만을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이 정책은 대규모 야외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 

장소에 대한 현재의 뉴욕주 지침에 부합하며, 이를 통해 예방 접종 완료 구역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없이 전체 수용 인원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대신 뉴욕 레이싱 협회는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팬들을 위한 소수의 편의 시설과 좌석 

공간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이 구역의 팬들은 새러토가 레이스 코스에서 하루 동안 항상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예방 접종 증거를 제시하는 모든 팬들은 코로나19 예방 접종 완료의 디지털 증거를 

무료로 빠르고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제시할 수 있는엑셀시어 패스(Excelsior Pass)를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4d203338-12bb0a0a-4d22ca0d-000babd905ee-dc9f565493e7cea9&q=1&e=c60d3289-3c34-40a3-8560-c7461240c8ea&u=https%3A%2F%2Fnam11.safelinks.protection.outlook.com%2F%3Furl%3Dhttps%253A%252F%252Fepass.ny.gov%252Fhome%26data%3D04%257C01%257C%257Cf779d35ec2484deea26408d9212ef877%257C496b87481f5f49a8a46d98a389b1b070%257C0%257C0%257C637577307905436195%257CUnknown%25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253D%257C1000%26sdata%3D4HZazhWRT8v6CNU9BxN8jRkP7sKq%252FmTlAZlPACHQdZQ%253D%26reserved%3D0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4d203338-12bb0a0a-4d22ca0d-000babd905ee-dc9f565493e7cea9&q=1&e=c60d3289-3c34-40a3-8560-c7461240c8ea&u=https%3A%2F%2Fnam11.safelinks.protection.outlook.com%2F%3Furl%3Dhttps%253A%252F%252Fepass.ny.gov%252Fhome%26data%3D04%257C01%257C%257Cf779d35ec2484deea26408d9212ef877%257C496b87481f5f49a8a46d98a389b1b070%257C0%257C0%257C637577307905436195%257CUnknown%25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253D%257C1000%26sdata%3D4HZazhWRT8v6CNU9BxN8jRkP7sKq%252FmTlAZlPACHQdZQ%253D%26reserved%3D0


 

 

통해 개관일인 7월 15일(목)에 무료 그랜드스탠드 일반 입장권을 받게 됩니다. 또한 

팬들은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코로나19 예방 접종 기록 카드(COVID-19 Vaccination 

Record Card)와 같은 서류 양식을 포함해 다른 형태로 예방 접종 완료를 증빙하여 

무료입장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세 미만의 새러토가 레이스 코스 방문객들은 트랙 어디에서든 예방 접종을 완료한 

성인들과 동반할 수 있습니다. 예방 접종을 완료한 성인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 예방 접종 

비완료 구역 내에 머물러야 합니다.  

  

뉴욕 레이싱 협회 사장 겸 최고경영자인 Dave O'Rourke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레이싱 협회는 잊을 수 없는 여름을 위해 새러토가 레이스 코스로 돌아온 팬들을 환영해 

준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뉴욕 레이싱 협회 인원은 개관일 전에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게 됩니다.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뉴욕 레이싱 협회 인원은 

개관일 전이나 그 이후에 진단 검사의 대상이 아니지만, 마스크를 착용하고 표준 DOH와 

질병통제예방센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새러토가 레이스 코스에서의 2021 여름 미팅은 7월 15일부터 9월까지 진행되며 76개 

상금이 총 2,150만 달러에 달합니다. 티켓은 6월 9일에 판매됩니다.  

  

현재 뉴욕주 전역의 각종 시설, 대학, 경기장 및 기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엑셀시어 패스는 

뉴욕 주민들이 더 빠르고 안전하게 재건해 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코로나19 

예방 접종에 대한 디지털 증빙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제시할 수 있는 무료로 빠르고 

안전하게 제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현재 예방 접종 패스(Vaccination Pass)와 두 가지 

다른 테스트 패스(Test Pass) 옵션이 있는 엑셀시어 패스 사용에 관심이 있는 사용자들은 

여기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사업체와 조직은 여기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여기에서 디지털 마케팅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후원사와 

고객들에게 엑셀시어 패스를 받는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뉴욕 주민들은 항상 

서류 등 기타 형식의 코로나19 예방 접종 확인서 및 음성 검사 결과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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