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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미래를 위한 백신 접종' 인센티브 프로그램 3차 라운드 수상자 발표  

  

수상자는 뉴욕 주립 대학교 또는 뉴욕 시립 대학교 칼리지 또는 대학 장학금 전액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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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며, 향후 3번의 추첨이 남은 상태  

  

향후 추첨 등록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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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ture)'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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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받게 되면, 부모 또는 법적 후견인이 여기에서 향후 

추첨에 이들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연방 코로나19 구호 및 지원 기금은 이 예방 접종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백신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 우리가 

가진 최고의 무기이며 예방 접종률이 70%에 도달했지만 모든 뉴욕 주민이 예방 접종을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젊은 뉴욕 주민들은 여전히 주에서 가장 낮은 

예방 접종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 인센티브는 만 12세에서 만 17세 사이의 어린이에게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는 대가로 미래를 만들 수있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3차 라운드 우승자에게 축하와 감사를 보냅니다. 여러분은 

지역사회에 훌륭한 봉사를 해 주셨습니다."  

  

3차 라운드 수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Kelly Moscoso-Yanes, 나소 카운티, 뉴욕  

• Victoria Romero, 나소 카운티, 뉴욕  

• Niaja Land, 브루클린, 뉴욕  

• Jordan Gallusser, 옷세고 카운티, 뉴욕  

• Emily Brodsky, 서퍽 카운티, 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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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holas Keirstead, 먼로 카운티, 뉴욕  

• Brian Hoffman, 이리 카운티, 뉴욕  

• Aleksander Sosa, 서퍽 카운티, 뉴욕  

• Madison Pennington,이리 카운티, 뉴욕  

• Ryan Hsu, 퀸즈, 뉴욕  

  

뉴욕 주립 대학교 명예총장 Jim Malatra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민들은 예방 

접종을 통해 팬데믹을 종식시키는 데 엄청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젊은 

인구가 예방 접종을 받는 것의 이점을 알 수 있도록 계속 도와야 합니다. '미래를 위한 

백신 접종'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방법입니다. 장학금 수여에 

대한 3차 라운드 우승자를 축하하며, 뉴욕 주립 대학교의 가족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장학금을 통해 그들은 성공을 위한 다양한 기회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뉴욕 시립 대학교 명예총장 Félix V. Matos Rodríguez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끔찍한 

팬데믹으로부터의 회복을 가속한 수상자들에게 축하와 감사를 보냅니다. 교육은 뉴욕의 

부활에 없어서는 안될 것이며, 뉴욕 시립 대학교에 입학하고 지역 인력에 합류하여 더 

낫게 회복하도록 돕는 데 필요한 기술을 쌓기 좋은 시기입니다."  

  

뉴욕주 고등교육서비스공사(Higher Education Services Corporation)의 대표인 

Guillermo Linares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를 위한 백신 접종' 백신 인센티브 

장학금(Vaccine Incentive Scholarship) 추첨에서 선정된 3주차 수상자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3주차에 접어들면서 주 전역에서 감염률이 감소하며 예방 접종을 받는 만 

12~17세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을 포함한 모든 뉴욕 주민이 예방 

접종을 받는 것은 우리가 이 바이러스에 대처하고 뉴욕을 새로운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돕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뉴욕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및 뉴욕주 고등교육서비스공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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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 

주립 대학교 또는 뉴욕 시립 대학교 대학 입학 비용에 따라 산정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소 또는 예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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