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1년 6월 5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다음주 "백신 스크래치 복권" 프로그램 시행이 10개 접종소로 

확대된다고 발표  

  

주정부 예방 접종 진료소 중 한 곳에서 예방 접종을 받은 사람에게 20달러의 뉴욕주 

스크래치 복권을 무료로 제공  

  

6월 7일부터 6월 11일까지 비예약 직접 방문 및 예약자는 접종소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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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을 다음주부터 10개의 주정부 운영 대규모 백신 접종소로 확대 운영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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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래치 복원을 무료로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참가는 6월 7일 월요일부터 6월 11일 

금요일까지 가능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교육 자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력한 백신 프로그램은 우리 경제를 재건하려는 

뉴욕의 노력이 거둔 중요한 성과입니다. 그리고 뉴욕주는 창의적인 전략을 통해 주민과 

가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예방 접종자에 대한 500만 

달러 규모의 상금은 뉴욕 주민에게 예방 접종을 장려하기 위한 우리 캠페인에서 시작한 

가장 최근의 노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확대하여 더욱 많은 사람들이 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게임에 대한 상금 지불금은 아래에서 볼 수 있습니다.  

  

1등  $5,000,000  

2등  $50,000  

3등  $20,000  

4등  $5,000  

5등  $2,000  

6등  $500  

7등  $400  

8등  $200  

9등  $100  

10등  $50  



 

 

11등  $40  

12등  $30  

13등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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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방문 접종 및 예약 접종이 모두 가능합니다.  

  

다음 주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접종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CAPITAL REGION  
Queensbury Aviation Mall - Sears  
578 Aviation Road  
Queensbury, NY  
  
FINGER LAKES  
Rochester Dome Arena  
2695 East Henrietta Rd  
Henrietta, NY  
  
LONG ISLAND  
Jones Beach - Field 3  
1 Ocean Pkwy  
Wantagh, NY  
  
Suffolk CCC - Brentwood  
1001 Crooked Hill Rd  
Brentwood, NY  
  
MID-HUDSON  
SUNY Orange  
9 East Conkling Ave  
Middletown, NY  
  
Ulster Fairgrounds  
249 Libertyville Rd  
New Paltz, NY  
  
MOHAWK VALLEY  
SUNY Oneonta  
108 Ravine Parkway  
Oneonta, NY  
  
NEW YORK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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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y Eden Senior Center  
1220 East 229th St  
Bronx, NY  
  
NORTH COUNTRY  
SUNY Potsdam  
44 Pierrepont Ave  
Potsdam, NY  
  
WESTERN NEW YORK  
University at Buffalo South Campus  
3435 Main St  
Buffalo, 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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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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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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