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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뉴욕주 의사당의 재개관 발표  

  

엠파이어 스테이트 플라자 콤플렉스와 의사당, 입법부 건물을 6월 18일 일반인에게 

재개장  

  

국회 의사당과 엠파이어 스테이트 플라자 리턴 무료 투어 제공  

  

성인 뉴욕 주민 중 70%가 코로나19 백신 1회 접종을 받아 투어의 코로나19 제한 조치 

해제  

  

투어는 여기에서 온라인으로 예약 가능합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18세 이상의 뉴욕 주민의 70%가 코로나19 백신의 

1차 접종을 받았으며 뉴욕주 의사당(New York State Capitol)과 입법부 건물(Legislative 

Office Building)을 포함하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플라자 콤플렉스(Empire State Plaza 

Complex)가 내일 6월 18일 대중에게 다시 개방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의사당 

투어는 6월 21일(월), 인기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플라자 야외 투어는 7월 7일(수)에 

다시 시작됩니다.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개인은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의 지침에 따라 계속 마스크를 착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민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맞서 

열심히 싸워왔으며, 그 결과 주 전역의 랜드마크와 관광 명소가 방문자에게 다시 

개방되고 있습니다. 뉴욕 주민과 먼 곳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을 우리의 아름다운 주 

의사당과 멋진 엠파이어 스테이트 플라자로 맞이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국회 

의사당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역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판데믹 기간 동안 문을 

닫아야 했지만, 이젠 사람들을 그랜드 홀로 다시 맞이할 때입니다."  

  

무료 의사당 투어  

  

• 날짜: 월요일부터 금요일  

• 시각: 오전 10시~오후 12시  

• 위치: 의사당의 스테이트 스트리트(State Street) 로비에 있는 안내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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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 공간이 제한되어 있어 예약이 권장되지만 10명 미만의 단체에게는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여기를 통해 온라인 예약이 가능합니다. 10명 이상 

그룹의 경우, 518-474-2418로 전화하여 예약할 수 있습니다.  

• 백신을 받지 않은 의사당 방문객은 실내 투어 중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올버니 스테이트 스트리트 언덕 위에 위치한 뉴욕주 의사당은 1880년대부터 뉴욕 

정부의 자리로 쓰였습니다. 이는 19세기 후반 건축물의 웅장함을 지닌 놀라운 건물로, 

32년에 걸친 견고한 석조 공사로 지어졌습니다. 45분 투어의 하이라이트는 입법 회의실, 

주지사 홀, 주지사 접견실, 뉴욕 홀, 역사적인 계단 및 조각입니다.  

  

무료 야외 엠파이어 스테이트 플라자 투어  

  

• 날짜: 수요일~금요일  

• 시각: 오후 2시  

• 위치: 엠파이어 스테이트 플라자의 에그 공연예술센터(The Egg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정문 밖.  

• 예약: 공간의 제약으로 투어 당 25명의 인원으로 제한되며 예약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온라인 예약하거나 518-474-2418로 전화예약이 

가능합니다.  

  

45분의 투어는 주 정부, 독특한 건축물, 현대 미술이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98 에이커 규모의 복합 단지의 하이라이트를 선보입니다. 모든 투어는 각각 

다르게 구성되어 있으며, 하이라이트는 에그 공연 예술 센터, 플라자의 주요 플랫폼, 

국회 의사당, 법과 정의(Law and Justice) 로버트 에이브람스 빌딩(Robert Abrams 

Building), 문화 교육 센터(Cultural Education Center), 코닝 타워(Corning Tower), 

입법부 빌딩, 에이전시 빌딩, 다른 사람들을 위해 헌신했거나 목숨을 바친 이들을 기리는 

기념물들입니다. 투어 참석자들은 박물관 밖에 있는 나라에서 가장 큰 공공 소유의 현대 

미술 컬렉션으로 알려진 엠파이어 스테이트 플라자 아트 컬렉션(Empire State Plaza Art 

Collection)에 대해서도 알게 됩니다.  

  

일반서비스국(Office of General Services)의 RoAnn Destito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의사당과 엠파이어 스테이트 플라자는 보석과 같은 장엄한 

건축물이며, 이러한 웅장한 유적지를 탐험하고 배우는 시간을 가질 기회를 다시 

대중에게 제공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익하며 활기찬 투어 가이드들은 

방문객들에게 열정적으로 뉴욕의 수도가 지닌 멋진 것들을 소개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주중 투어, 특별 전시 및 국회 의사당, 엠파이어 스테이트 플라자 및 엠파이어 스테이트 

플라자 아트 컬렉션의 역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일반서비스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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