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1년 5월 28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다음주 "백신 스크래치 복권" 프로그램 시행이 확대된다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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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 스크래치 복권을 무료로 제공  

  

진료소는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비예약 접종 및 예약 가능, 모든 진료소는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백신 스크래치 복권(Vax and Scratch)' 프로그램의 

시행을 다음주부터 10개의 신규 주정부 운영 대규모 백신 접종소로 확대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18세 이상 접종자에게 최대 상금 500만 달러인 뉴욕주 

스크래치 복원을 무료로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참가는 5월 31일 월요일부터 6월 4일 

금요일까지 가능합니다. 모든 진료소는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교육 기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백신 스크래치 복권 프로그램에 보여주신 

많은 관심에 힘입어, 우리는 더욱 많은 뉴욕 주민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장려하기 

위해 해당 프로그램의 확대를 결정했습니다. 백신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효과적입니다. 뉴욕 주민들은 이번 기회를 활용하여 지역사회를 코로나 확산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면서 인센티브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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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자(Pfizer) 백신을 처음으로 투여하거나 1회 투여하는 존슨 앤 

존슨(Johnson & Johnson) 백신을 접종한 경우 무료로 제공됩니다. 진료소는 비예약 접종 

및 예약 접종이 모두 가능합니다.  

  

다음 주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접종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Aqueduct Racetrack  
Racing Hall  
110-00 Rockaway Blvd  
South Ozone Park, NY 11420  
  
Crossgates Mall  
Former Lord & Taylor - Lower Level  
1 Crossgates Mall Rd.  
Albany, NY 12203  
  
Javits Center  
429 11th Avenue  
New York, NY 1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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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agara Falls Conference and Events Center  
101 Old Falls St.  
Niagara Falls, NY 14303  
  
Plattsburgh International Airport  
Connecticut Building  
213 Connecticut Road  
Plattsburgh, NY 12903  
  
Rockland Community College Fieldhouse  
145 College Road  
Suffern, NY  
  
State Fair Expo Center  
NYS Fairgrounds  
581 State Fair Blvd  
Syracuse, NY 13209  
  
SUNY Binghamton  
10 Gannett Drive  
Johnson City, NY 13790  
  
SUNY Old Westbury  
Clark Center, Gate C  
Store Hill Road and Cherry Road  
Old Westbury, NY 11568  
  
Westchester County Center  
198 Central Avenue  
White Plains, NY 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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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covid19vaccine.health.ny.gov/covid-19-vaccine-tracker#_blank
https://covid19vaccine.health.ny.gov/covid-19-vaccine-tracker#_bl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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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