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1년 10월 13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뉴욕 프로 풋볼팀과 제휴하여 #VAXANDWIN 풋볼 경품 추첨 행사의 

3차 당첨자 발표  

  

경기 입장권, 특별 인-게임 체험, 싸인이 된 장비, 그리고 버팔로 빌스, 뉴욕 자이언츠, 

뉴욕 제츠가 제공한  

 다수의 경품 제공  

  

버팔로 빌스의 Bruce Smith가 나오는 백신 접종 장려 비디오를 여기에서 보실 수 

있으며 뉴욕 자이언츠의 Carl Banks가 나오는 동영상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9월 9일부터 10월 24일 사이에 1차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모든 뉴욕 주민 대상; 12-

17세 학생을 대신하여 부모와 후견인이 참여 가능  

  

예정된 추첨일에 열릴 남은 2회 추첨 행사는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되는 뉴욕 

주민은 경품 행사 참여를 여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VaxandWin 풋볼 경품행사의3차 당첨자들을 

발표했습니다 - 이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뉴욕 프로 풋볼팀과 제휴하여 백신 비접종 뉴욕 

주민들에게 백신을 맞도록 격려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당첨자 상품은  버펄로 

빌즈(Buffalo Bills), 뉴욕 자이언츠(New York Giants), 뉴욕 제츠(New York Jets)의 경기 

입장권, 특별 경기 내 이벤트, 사인된 장비, 소속 선수들과의 페이스타임(FaceTime) 

통화 등입니다. 뉴욕주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총 5주 동안 매주 새로운 당첨자를 선정할 

것입니다. 이번 주 이후 2번의 추첨이 남아 있습니다. 2021년 9월 9일부터 10월 

24일까지 첫 백신 접종을 받은 모든 뉴욕 주민이 대상자입니다. 여기에서 12-17세 

학령기 자녀를 대신하여 부모와 후견인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노력의 일환으로, 뉴욕주는 또한 모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선수들이 나오는 백신 

접종 장려 비디오를 포함하여, 각 팀과 함께 통합 미디어 캠페인을 제작하였습니다. 

버팔로 빌스의 최종 수비수로 명예의 전당에 오른 Bruce Smith와 두 번의 슈퍼볼 

챔피언을 한 뉴욕 자이언츠의 Carl Banks가 나오는 비디오 두 개의 비디오를 모든 뉴욕 

주민들이 볼 수 있습니다. 각각 여기 그리고 여기를 확인해 주십시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VaxandWin 풋볼 경품 추첨은 백신 접종을 받은 

뉴욕 주민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행사입니다. 뉴욕 프로 풋볼팀과 제휴하여 제작한 

https://www.youtube.com/watch?v=_XXlirVmghw
https://www.youtube.com/watch?v=95iv3fZssnw
https://www.governor.ny.gov/programs/new-york-state-vax-and-win-football-sweepstakes
https://forms.ny.gov/s3/NYSVaxandWin
https://www.governor.ny.gov/programs/new-york-state-vax-and-win-football-sweepstakes
https://www.governor.ny.gov/programs/new-york-state-vax-and-win-football-sweepstakes
https://forms.ny.gov/s3/NYSVaxandWin
https://www.youtube.com/watch?v=_XXlirVmghw
https://www.youtube.com/watch?app=desktop&v=95iv3fZssnw


새로운 백신 접종 장려 비디오를 뉴욕 주민들이 신뢰하여 이용하는 메신저를 통해 모든 

연령층의 뉴욕 주민들이 볼 수 있습니다. 3차 추첨 당첨자들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뉴욕 

풋볼팀들에게도 추첨 장소를 빌려주시고 접종 대상인 모든 뉴욕 주민들의 접종을 

장려하는 목소리를 내며, 이 중요한 행사에 주정부와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차 추첨 당첨자:  

  

버팔로 빌즈 상:  

Alexander Gentile, 나이아가라 카운티  

Darius Walker, 먼로 카운티  

Shawn Pope, 와이오밍 카운티  

Jorge Quiros, 이리 카운티  

Thomas Lucas, 온타리오 카운티  

Joseph Groom, 이리 카운티  

Nichole Cammarata, 이리 카운티  

  

뉴욕 자이언츠 상:  

Christine Jimenez, 퀸즈 카운티  

  

뉴욕 제츠 상:  

Amanda Porter, 그린 카운티  

Remilekin Olanipekun, 킹스 카운티  

Nastasia Thomas, 브롱크스 카운티  

James Zarcone, 서퍽 카운티  

Makayla Slane, 렌셀러 카운티  

  

뉴욕주 보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 DOH)가 수상자의 백신 접종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뉴욕 시민들은 vaccines.gov을 방문하거나, 438829로 우편 번호를 문자로 보내거나, 1-

800-232-0233으로 전화를 걸어 가까운 백신 장소를 찾고 오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주 #VaxandWin 풋볼 경품 행사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관심있는 뉴욕 

주민들은 여기를 방문할 수 있고, 접종 대상 뉴욕 주민들은 여기 경품 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과 취학 연령 아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뉴욕 주민들은 전용 

웹사이트 ny.gov/vaxtoschool 을 방문하거나 인스타그램에서 @VaccinateNY를 

팔로우해주십시오.  

  

http://www.ny.gov/vaxandwin
https://forms.ny.gov/s3/NYSVaxandWin
https://covid19vaccine.health.ny.gov/covid-19-vaccines-school-aged-new-yorkers
https://www.instagram.com/vaccinaten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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