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1년 5월 20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최대 5백만 달러의 상금 복권을 제공하는 새로운 '백신 앤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발표  

  

10개의 주 대규모 예방 접종 진료소 중 하나에서 예방 접종을 받은 개인에게는 20달러의 

뉴욕주 긁는 복권을 무료로 제공  

  

진료소는 센트럴 뉴욕, 핑거 레이크스, 롱아일랜드, 미드 허드슨 밸리, 모호크 밸리, 

뉴욕시 및 웨스턴 뉴욕 지역에 위치  

  

진료소는 5월 24일부터 5월 28일까지 비예약 접종 및 예약 가능, 모든 진료소는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만 18세 이상의 개인에게 무료로 5백만 달러 

당첨금의 뉴욕주의 긁는 복권을 제공하는 새로운 예방 접종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처음에는 뉴욕시, 롱아일랜드, 미드 허드슨, 센트럴 뉴욕, 핑거 레이크스, 

모호크 밸리 및 웨스턴 뉴욕 지역의 10개 예방 접종 진료소를 포함합니다. 진료소는 5 월 

24일 월요일부터 5월 28일 금요일까지 운영합니다. 모든 진료소는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교육 기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방 접종이 코로나바이러스를 단번에 

분쇄하는 데 필요한 퍼즐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빠르고 쉽게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방 접종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더 많은 접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창의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이 

새로운 파일럿 프로그램은 뉴욕 주민들에게 최대 5백만 달러까지 획득할 수 있는 무료 

긁는 복권을 제공하여 예방 접종을 받는 더 큰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입니다.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는 뉴욕 주민의 수가 많을수록 상황이 좋아지고 새로운 정상으로 더 빨리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직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모든 분들은 가까운 진료소에서 접종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이 게임에 대한 상금 지불금은 아래에서 볼 수 있습니다.  

  

1등  500만 달러  

2등  50,000달러  

3등  20,000달러  



 

 

4등  5,000달러  

5등  2,000달러  

6등  500달러  

7등  400달러  

8등  200달러  

9등  100달러  

10등  50달러  

11등  40달러  

12등  30달러  

13등  20달러  

  

이 티켓은 주 전역의 소매업체가 20달러에 판매하며, 만 18세 이상의 개인에게 진료소 중 

한 곳에서 백신을 처음으로 투여하거나 1회 투여하는 존슨 앤 존슨(Johnson & Johnson) 

백신을 접종한 경우 무료로 제공됩니다. 진료소는 비예약 접종 및 예약 접종이 모두 

가능합니다.  

  

뉴욕시  

매드가 에버스 칼리지(Medgar Evers College) - 캐롤 빌딩(Carroll Building)  

231 Crown St  
Brooklyn, NY  
  

베이 에덴 시니어 센터(Bay Eden Senior Center)  

1220 East 229th St  
Bronx, NY  
  

재비츠 센터(Javits Center)  

429 11th Ave  
New York, NY  
  

요크 칼리지(York College)  

160-2 Liberty Ave  
Jamaica, NY  
  

롱아일랜드  

뉴욕 주립 대학교 스토니브룩 혁신 및 디스커버리 센터(Innovation and Discovery 

Center)  
1500 Stony Brook Rd  
Stony Brook, NY  
  

센트럴 뉴욕  

주 박람회 엑스포 센터(State Fair Expo Center): 뉴욕주 박람회장(NYS Fairgrounds)  

581 State Fair Blvd  
Syracuse, NY  

https://am-i-eligible.covid19vaccine.health.ny.gov/


 

 

  

허드슨 밸리  

뉴욕주 방위군 아머리(New York National Guard Armory)  

2 Quincy Pl  
Yonkers, NY  
  

웨스턴 뉴욕  

버펄로 대학교, 사우스 캠퍼스(University at Buffalo, North Campus)  

3435 Main St  
Buffalo, NY  
  

모호크 밸리  

뉴욕 주립 대학교 폴리테크닉 대학교(SUNY Polytechnic Institute)  

100 Seymour Rd  
Utica, NY  
  

핑거 레이크스  

로체스터 돔 아레나(Rochester Dome Arena)  

2695 East Henrietta Rd  
Henrietta, NY  
  

이 새로운 파일럿 프로그램은 코로나19 백신 접근성을 확대하려는 뉴욕주의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실시됩니다. 5월 17일에 Cuomo 주지사는 오늘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MTA)과 협력하여 3개의 새로운 팝업 백신 

접종 진료소를 발표하여 코로나19 백신을 뉴욕시, 롱아일랜드 및 미드 허드슨 지역의 

메트로폴리탄 교통청 역 정거장에 공급하기 위해 5월 12일 착수된 성공적인 프로그램을 

확대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4월 27일에 4월 29일부터 모든 주정부 운영 대규모 예방 접종소에서 

비예약 접종이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뉴욕 주민들이 더욱 쉽게 예방 접종을 

받을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또한 모든 백신 공급자는 자격 요건을 

갖춘 뉴욕 주민에 대한 예약 없는 접종을 허용하고 백신 접종에 대한 기타 장벽을 제거할 

것을 권장합니다.  

  

코로나19 백신 현황 대시보드(COVID-19 Vaccine Tracker Dashboard)에서 뉴욕 

주민들을 위한 코로나19 백신 배포에 대한 최신 소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보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 DOH)는 모든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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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three-new-pop-vaccination-sites-collaboration-mta-following-success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three-new-pop-vaccination-sites-collaboration-mta-following-success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eight-new-pop-vaccination-sites-mta-stations#_blank
https://covid19vaccine.health.ny.gov/covid-19-vaccine-tracker#_blank
https://covid19vaccine.health.ny.gov/covid-19-vaccine-tracker#_bl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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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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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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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취소 

 

mailto:STOPVAXFRAUD@health.ny.gov
http://www.governor.ny.gov/
mailto:press.office@exec.ny.gov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6399bda5-3c0284c7-639b4490-000babd9069e-e1adcac89c6358dd&q=1&e=b634e7d2-b22c-4731-a7ac-f7c2eb4889c3&u=https%3A%2F%2Fit.cwnls.com%2Fapp%2Fitpage.nsf%2Funsubscribe.xsp%3Faction%3Dunsubscribe%26id%3D1100PRES0F7C00A4DDDDC335852586DB005FDEDD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