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1년 6월 10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시의 새로운 예방 접종소 두 곳 발표  

  

6월 11일 금요일부터 6월 13일 일요일까지 운영되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전망대에서는 접종자 최초 100명에게 엠파이어 스테이트 전망대 입장권을 무료로 제공 

  

스태튼 아일랜드 칼리지는 6월 11일 금요일부터 6월 17일 목요일까지 운영하며, '백신 

앤 스크래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최대 500만 달러 상금의 복권을 제공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6월 11일 뉴욕시에 두 곳의 새로운 백신 접종소가 

운영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전망대(Empire State Building 

Observatory) 접종소는 소모스 커뮤니티 케어(SOMOS Community Care)와 협력하여 

6월 11일 금요일부터 6월 13일 일요일까지 운영을 하며, 해당 접종소에서 백신 접종을 

받은 첫 100명에게 엠파이어 스테이트 전망대 무료 입장권을 제공합니다. 또한 스태튼 

아일랜드 칼리지(College of Staten Island) 접종소는 노스웰 헬스(Northwell Health)와 

협력을 통해 6월 11일 금요일부터 6월 17일 목요일까지 운영하며 주정부의 '백신 앤 

스크래치(Vax & Scratch)'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수요에 따라, 접종소는 당초 계획보다 

더욱 길게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외의 장소에 백신 접종소를 설치하고 인센티브 

프로그램일 실시하여 더욱 많은 뉴욕 주민이 백신 접종을 받게 하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뉴욕시의 새로운 접종소 두 곳에서 이러한 창조적인 접근법을 

이어갈 것입니다. 한 사람이 백신을 맞을 떄마다 우리는 코로나 극복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만약 아직 백신 접종을 받지 않으셨다면, 가능한 빨리 접종을 받고 

바이러스 대응에서 계속 성공을 거두고 완전히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개 접종소의 운영 일정 및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전망대(Empire State Building Observatory)  

20 West 34th Street  
New York, NY  
 

6월 11일 금요일: 오전 7시 30분~오전 11시 30분  

6월 12일 토요일: 오전 7시 30분~오전 11시 30분  

6월 13일 일요일: 오전 7시 30분~오전 11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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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상징적인 전망대에서는 오는 6월 13일 엑셀시어 패스로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사람들을 위해 특별히 "엑셀시어 패스 선라이즈(Excelsior Pass Sunrise)"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6월 10일부터 26일까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엑셀시어 

패스(Excelsior Pass) 소지자 및 예방 접종자를 대상으로 전용 "엑셀시어 

셀러브레이션(Excelsior Celebration)"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목요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 금요일 및 토요일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망대를 즐길 수 있습니다.  

 

스태튼 아일랜드 칼리지(College of Staten Island)  

2800 Victory Blvd  
Staten Island, NY  
 

6월 11일 금요일: 정오~오후 8시  

6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4시  

6월 13일 일요일: 오전 10시~오후 4시  

6월 14일 월요일: 정오~오후 8시  

6월 15일 화요일: 정오~오후 8시  

6월 16일 수요일: 정오~오후 8시  

6월 17일 목요일: 정오~오후 8시  

  

코로나 19 백신 현황 대시보드(COVID-19 Vaccine Tracker Dashboard)에서 뉴욕 

주민들을 위한 코로나 19 백신 배포에 대한 최신 소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보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 DOH)는 모든 코로나 19 백신 관리 

데이터를 24시간 이내에 보고하도록 예방 접종 시설에 의무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시보드의 백신 관리 데이터는 뉴욕주 예방 접종 상황에 대한 최신 정보를 반영하여 

매일 업데이트됩니다.  

 

백신 공급 과정에서 기만행위가 있다고 의심하는 뉴욕 주민들은 바로 833-VAX-

SCAM(833-829-7226)으로 무료 전화를 걸거나 뉴욕주 보건부 

STOPVAXFRAUD@health.ny.gov로 이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핫라인 직원들은 불만 

사항을 해당 조사기관에 전달하여 주 정부가 접종 대상 전체에 대한 예방 접종을 

실시하는 가운데 뉴욕 주민들이 부당하게 이용당하는 일이 없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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