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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미래를 위한 백신 접종' 인센티브 프로그램 2차 라운드 수상자 발표  

  

수상자는 SUNY 또는 CUNY 칼리지 또는 대학 장학금 전액 수혜  

  

뉴욕주에서 접종을 완료한 12~17세 청소년은 모두 인센티브 프로그램 참여 자격이 

있으며, 향후 3번의 추점이 남은 상태  

  

향후 추첨 등록은 여기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미래를 위한 백신 접종(Get A Shot to Make Your 

Future)'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2차 라운드 수상자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뉴욕 주립 

대학교(SUNY) 또는 뉴욕 시립 대학교(CUNY) 장학금 전액을 받게 됩니다. 수상자는 

수업료 및 방, 식사를 포함하여 모든 뉴욕 공립 대학 또는 칼리지의 장학금을 

지급받습니다. 뉴욕주가 무작위 추첨을 관리하고 5주간 주당 10명의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이번 주 이후 3번의 추첨이 남아 있습니다. 12세에서 17세 사이의 

청소년이 코로나 19 백신 1차 접종을 받게 되면, 부모 또는 법적 후견인이 여기에서 향후 

추첨에 이들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연방 코로나 19 구호 및 지원 기금은 이 예방 접종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회복, 재생, 재활성화의 핵심은 가능한 한 

많은 접종 대상 뉴욕 주민이 백신을 맞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백신 접종을 확대하기 

위해 창의적인 방법을 통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접종율이 낮은 

인구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뉴욕주 모든 연령대에서 접종율이 가장 낮은 

12~17세를 대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약 100,000 달러에 대항하는 뉴욕주 

공립 칼리지 또는 대학교에서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백신 접종이 안전을 보장할 뿐 아니라 미래를 보장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오늘 수상자로 선정된 10명에게 축하를 전하며, 다음주의 추첨을 기다리고 

있는 청소년 및 부모들에게 행운을 빕니다."  

  

2차 라운드 수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Ella Campbell, Erie County, NY  
• Emily Ghim, Queens, NY  
• Jayce Leclere, Westchester County, NY  
• Reed Livoti, Westchester County, 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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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talia Low, Suffolk County, NY  
• Liam Murphy, New York, NY  
• Carrie Ng, Brooklyn, NY  
• Jack Szydlo, Monroe County, NY  
• Jasmine Thalon, Nassau County, NY  
• Isabella Wolcott, Steuben County, NY  

  

뉴욕 주립 대학교(SUNY)의 Jim Malatras 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망설이고 있는 젊은층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우리가 더욱 빨리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며, 결국 우리 모두는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의 장학금 수상자 및 미래의 SUNY 

학생들에게 축하를 전합니다. 이들은 세계적 수준의 교육을 통해 미래의 성공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뉴욕주 고등교육서비스공사의 대표인 Guillermo Linares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 '미래를 위한 백신 접종' 백신 인센티브 장학금(Vaccine Incentive Scholarship) 

추첨에서 선정된 수상자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매주 수상자가 발표되면서 대학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 예방 접종을받는 젊은 뉴욕 주민들의 수가 

늘어난다는 사실이 매우 기쁩니다. 젊은층에서 예방 접종자 수가 늘어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위험을 낮추고 10대들이 여름에 맞추어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첫 번째 수상자는 올버니, 브롱크스, 클린턴, 먼로, 나소, 오논다가, 온타리오, 퀸즈,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출신입니다.  

  

뉴욕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및 뉴욕주 고등교육서비스공사(Higher Education 

Services Corporation, HESC)는 수상자의 예방 접종 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수상자에게는 최대 4년간의 학부 등록금 전액이 제공되며 다음의 비용까지 포함됩니다.  

  

• 등록금: 뉴욕 주립 대학교 또는 시립 대학교의 주내 교육 수업료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비등록금 비용: 숙소, 식비, 교재, 생활비, 물품, 교통비 등의 금액은 최대 SUNY 

또는 CUNY 대학 입학 비용에 따라 산정됩니다.  

  

코로나 19 백신 접종소 또는 예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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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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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취소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first-round-winners-get-shot-make-your-future-vaccine-incentive
https://am-i-eligible.covid19vaccine.health.ny.gov/
http://www.governor.ny.gov/
mailto:press.office@exec.ny.gov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b9b4dfc9-e62fe6ab-b9b626fc-000babd9069e-a2763bcd3a32d8b5&q=1&e=aa158033-2559-4594-a49c-2091f242dde0&u=https%3A%2F%2Fit.cwnls.com%2Fapp%2Fitpage.nsf%2Funsubscribe.xsp%3Faction%3Dunsubscribe%26id%3D1100PRESBEC0C23D72EC8FDE852586F000577CDC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