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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 Advantage 바우처 사용법 

-추가- 현재 COVID 지침 
2022 년 9 월 – 2023 년 6 월 

(8/22/22)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바우처 종류를 클릭하십시오): 

1. 학생 +3 바우처 안내 

2. UA 기관 방문을 위한 COVID 보건 및 안전 요건         

 

학생 +3 바우처 안내: 
 

1. 학생 +3 바우처의 유효기간은 2023 년 6 월 

30 일까지입니다. 

2. Queens Botanical Garden 및 New York Botanical 

Garden(브롱스)을 제외한 모든 UA 기관을 

방문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입장 시간을 예약해야 

합니다. 각 기관 별 안내를 읽고 입장 시간이 

지정된 티켓을 예약하십시오. 

3. 대부분의 UA 기관 입장 시 티켓을 제시해야 

합니다. 입장 시간이 지정된 티켓을 예약하면 

입장 정보가 안내된 이메일이 발송됩니다. 

4. 각 바우처 당 4 명이 입장할 수 있으며, 바우처 

ID 를 재사용하여 4 명 이상의 인원이 한번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5. Staten Island Zoo 를 제외하고 주차비는 별도입니다. 

 

 

American Museum of Natural History 

바우처는 일반 입장 및 한 군데 특별 전시에 유효합니다. 바우처를 이용하시려면 AMNH 센트럴 

예약 센터에 (212) 769-5200 으로 전화하여 입장 시간을 예약하십시오. 전화하셔서 본인의 바우처 

ID 번호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취소하시려면 계획한 방문 날짜 하루 전 5pm 까지 (212) 769-

5200 으로 전화하십시오. 

https://www.urbanadvantagenyc.org/visit-ua-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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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nx Zoo 

놀이기구, 동물원 셔틀 및 모든 유료 전시 관람이 무제한으로 제공되는 모든 것이 포함된 Bronx 

Zoo 입장권에 유효합니다: Jungle World (연중), Wild Asia Monorail (3 월-10 월), Butterfly Garden 

(4 월-10 월) 및 Congo Gorilla Forest (4 월-12 월). 주차비는 별도입니다. 바우처를 사용하시려면, 

웹 브라우저에  wcs.education/ua-store 를 복사하여 붙여 넣은 후 날짜 및 시간을 예약하십시오. 

온라인으로 티켓을 예매할 때 바우처 ID 번호 및 학교 이름을 입력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예약을 

하시면 별도의 이메일로 티켓을 보내 드리며, 예약하신 날짜 및 시간에 매표소에서 모바일 기기의 

티켓을 제시하십시오. 

 

Brooklyn Botanic Garden 

바우처는 일반 입장에 유효합니다. 14 세 이하 어린이들은 반드시 18 세 이상의 성인과 함께 

방문하여야 합니다. 티켓이 필요합니다, 가장 빨리 입장할 수 있도록 미리 예약하십시오. 웹사이트: 

https://www.bbg.org/visit 를 방문하여 "Get Tickets(티켓 구매)”를 클릭하고 "Not a Member, Buy 

Tickets(비회원 티켓 구매)"를 클릭하십시오 (비용은 청구되지 않습니다). 날짜를 선택한 후 Reserve 

Tickets(티켓 예약) 메뉴에서 "Affiliated Organization Tickets(관련 단체 티켓)"을 선택하십시오. 

“Checkout(결제)”로 가십시오. 방문 시 반드시 제시해야 할 QR 코드와 함께 예약 확인 이메일을 

보내 드릴 것입니다. 반드시 UA "학생 + 3" 바우처(종이 또는 디지털 카피)를 Visitor 

Services(방문객 서비스) 직원에게 제시하십시오. 

 

 

New York Aquarium 

모든 전시 관람과 4-D 극장 방문 1 회가 포함된 아쿠아리움 입장에 유효합니다.  주차비는 

별도입니다. 바우처를 사용하시려면, 귀하의 웹 브라우저에 wcs.education/ua-store 를 복사하여 

붙여 넣은 후 날짜 및 시간을 예약하십시오. 온라인으로 티켓을 예매할 때 바우처 ID 번호 및 학교 

이름을 입력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예약하시면 별도의 이메일로 티켓을 보내 드리며, 예약하신 

날짜 및 시간에 매표소에서 모바일 기기의 티켓을 제시하십시오. 

 

 

New York Botanical Garden 

낮 시간용 모든 정원 패스 이용에 유효합니다. Holiday Train Show, The Orchid Show 및 기타 특별 

전시회의 입장은 가능한 경우에만 제공됩니다. 주차비는 별도입니다. 바우처를 사용하시려면, 

NYBG 를 방문하여 UA "학생 + 3” 바우처(종이 또는 디지털 카피)를 매표소의 방문객 서비스 

담당자에게 제시하십시오. 

https://www.urbanadvantagenyc.org/visit-ua-institutions/
http://wcs.education/ua-store
http://wcs.education/ua-store
https://www.bbg.org/visit
http://wcs.education/ua-store
http://wcs.education/ua-st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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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York Hall of Science 

바우처는 일반 입장에 유효합니다. 주차비는 별도입니다. 바우처를 사용하시려면, 웹사이트 

nysci.org/specialty-museum-access-programs 에서 방문 날짜 및 시간을 예약하십시오. 

온라인으로 티켓을 예매할 때 바우처 ID 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예약하시면 별도의 

이메일로 티켓을 보내 드리며 예약하신 날짜 및 시간에 입구에서 모바일 기기로 이 티켓을 

제시하십시오. 웹사이트에서 영업 시간을 확인해 주십시오: https://nysci.org/visit. 

 

Queens Botanical Garden 

바우처는 Queens Botanical Garden 일반 입장에 유효합니다. 무료 입장을 위해 정문 또는 주차장 

매표소에서 “학생 + 3” 바우처를 모바일 기기나 종이로 제시하십시오. 바우처에 주차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웹사이트 www.queensbotanical.org 에서 행사 일정을 확인하십시오! 

● The Queens Botanical Garden 개관 시간: 

○ 4 월-10 월: 화요일-일요일, 8am - 6pm 

○ 11 월-3 월: 화요일-일요일, 8am - 4:30pm 

■ 법정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월요일 휴관.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새해 

첫날 휴관. 

 

 

Staten Island Zoo 

UA 바우처를 사용하시려면 http://www.statenislandzoo.org/tickets/을 방문하십시오. 바우처는 

모든 전시 관람의 입장에 유효합니다. 

바우처 이용 안내: 

● "Urban Advantage Admissions Tickets(얼반 어드밴티지 티켓)"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 드롭다운 옵션의 “Urban Advantage Tickets Covered By Voucher (Max 4)”에서 방문할 

인원의 수를 선택하십시오. 

○ 추가 방문객은 같은 바우처 번호를 사용하여 별도의 예약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 결제하기 전 바우처 ID 번호, 교사 성명, 학교 이름을 입력해야 합니다. 

○ 도착 시 입장 입구에서 UA "Student +3” 바우처(종이 또는 디지털 카피)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무료 주차가 가능합니다. 

● UA "학생 + 3” 바우처는 동물원 교육 담당자와 귀하가 선택한 동물이 함께하는 15 분간의 

실시간 쌍방향 “가상 동물 드롭인”에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최소 5 일 전 

http://www.statenislandzoo.org/virtual-zoo/에서 예약하십시오. 

○ 가상 동물 드롭인에 UA 바우처를 사용하려면 결제창에서 할인 코드 “UAS+3” 

(대소문자 주의)를 입력하십시오. 바우처 ID 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https://www.urbanadvantagenyc.org/visit-ua-institutions/
https://nysci.org/specialty-museum-access-programs
https://nysci.org/visit
http://www.queensbotanical.org/
http://www.statenislandzoo.org/tickets/
http://www.statenislandzoo.org/virtual-z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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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 협력 기관 방문을 위한 COVID 보건 및 안전 필수요건 
 

American Museum of Natural History: COVID-19 중 보건 및 안전 

(상세 정보 안내: https://www.amnh.org/plan-your-visit/covid-19-visitors-staff) 

방문객 및 직원의 마스크 착용이 권장됩니다. 

 

Bronx Zoo: COVID-19 중 보건 및 안전 

(상세 정보 안내: https://bronxzoo.com/plan-your-visit/know-before-you-go)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및 최신 백신 접종이 권장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이유로 방문객 및 직원들이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수 있으니 타인에 대한 친절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학교 견학 및 커뮤니티 견학 시 마스크 착용이 권장됩니다.  

● 언제나 인솔자 관리 비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학생 그룹에 미성년자 10 명 당 한(1) 명의 

성인 인솔자가 있어야 하며 인솔자들은 반드시 항상 그룹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Brooklyn Botanic Garden: COVID-19 중 보건 및 안전 

Brooklyn Botanic Garden 은 CDC, 뉴욕주, 뉴욕시의 지침에 따릅니다. 지침이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최신 정보는 저희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또한 질문이 있으시면 schoolprograms@bbg.org 로 이메일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식물원은 보건 및 안전 지침 이행을 거부하는 방문객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철회할 

권리가 있습니다. 타인을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New York Aquarium: COVID-19 중 보건 및 안전 

(상세 정보 안내: https://nyaquarium.com/plan-your-visit/know-before-you-go)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및 최신 백신 접종이 권장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이유로 방문객 및 직원들이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수 있으니 타인에 대한 친절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학교 견학 및 커뮤니티 견학 시 마스크 착용이 권장됩니다. 

● 언제나 인솔자 관리 비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학생 그룹에 미성년자 10 명 당 한(1) 명의 

성인 인솔자가 있어야 하며 인솔자들은 반드시 항상 그룹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New York Botanical Garden: COVID-19 중 보건 및 안전 

2022 년 3 월 7 일부터 유효: CDC, 뉴욕주 및 지역 지침에 따라 NYBG 의 방문객에게 더 이상 백신 접종 

증빙이 요구되지 않으며, 마스크 착용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많은 직원과 방문객들이 다양한 이유로 계속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음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프거나 증상이 있으시다면 다른 날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타인에 대한 여러분의 친절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https://www.urbanadvantagenyc.org/visit-ua-institutions/
https://www.amnh.org/plan-your-visit/covid-19-visitors-staff
https://bronxzoo.com/plan-your-visit/know-before-you-go
https://www.bbg.org/visit?plan
https://www.bbg.org/visit?plan
https://www.bbg.org/visit?plan
mailto:schoolprograms@bbg.org
https://nyaquarium.com/plan-your-visit/know-before-you-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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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York Hall of Science: COVID-19 중 보건 및 안전 

(상세 정보 안내: https://nysci.org/visit#visitors_policies_section) 

 

NYSCI 방문자에게 백신 접종 또는 마스크 착용에 관한 요구사항은 없습니다. 

 

Queens Botanical Garden: COVID-19 중 보건 및 안전 

가장 최신 정보가 필요하시면 다음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https://queensbotanical.org/know-before-

you-go/ 

Queens Botanical Garden 은 대부분 야외 시설입니다. 방문객과 직원들은 마스크 착용이 권장되지만 

야외에서 착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모든 방문객들은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실내 공간: 교실, QBG Store, 방문객 및 

행정 빌딩 갤러리 

 

일정 시간 이상(15 분 이상) 빌딩 안에 입장하는 경우 도착 전 자가 진단을 작성해야 합니다. 다음 중 “예"라고 

답변한 항목이 있다면 집에 머물러야 합니다: 

• 지난 48 시간 이내에 COVID-19 증상이 새로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나요? 

•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면 지난 10 일 이내에 진단 검사를 통해 COVID-19 가 확진 되거나 증상이 

의심되는 사람과 밀접 접촉(24 시간 내 최소 10 분간 6 피트 이내 접촉)하거나 근접 접촉(보건 당국이 

결정)한 적이 있나요? 

• 지난 10 일 이내에 COVID-19 진단 검사에서 양성 진단을 받았나요? 

 

Staten Island Zoo: COVID-19 중 보건 및 안전 

(상세 정보 안내: http://www.statenislandzoo.org/what-to-expect/ ) 

 

백신 접종 

Staten Island Zoo 입장 시 방문객에게 백신 접종 증빙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마스크 

마스크 착용이 요구되지는 않지만, 다양한 이유로 방문객 및 직원들이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수 있으니 

타인에 대한 친절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뉴욕시의 가장 큰 소규모 동물원인 이 곳의 방문객에게 안전하고 의미 있으며 재미있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프고 증상이 있거나 COVID-19 에 노출되었을 수 있는 경우 다른 날 방문을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타인에 대한 여러분의 친절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방문을 바랍니다! 

https://www.urbanadvantagenyc.org/visit-ua-institutions/
https://nysci.org/visit#visitors_policies_section
https://queensbotanical.org/know-before-you-go/
https://queensbotanical.org/know-before-you-go/
http://www.statenislandzoo.org/what-to-ex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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