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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사냥꾼, 낚시꾼 및 야외활동 애호가들을 위한 새로운 백신 인센티브 

추첨 행사 시작  

  

12월 1일부터 연말 사이에 첫 번째 백신을 접종한 2,000명의 뉴욕 시민, 무작위 추첨에 

참여 가능  

  

대상에 평생 낚시 및 활 사냥 라이선스와 디럭스 장비 포함  

  

모든 참가자, DEC의 자연보호주의자 매거진 구독권과 나무 묘목을 받게 됨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업스테이트 드라이브 타임 라디오를 통해 야외를 즐기는 

뉴욕 시민들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백신 인센티브를 발표했습니다. 12월 

1일부터 연말까지, 첫 번째 백신을 접종받는 사람은 누구나 낚시꾼, 사냥꾼, 그리고 다른 

야외활동 애호가들에게 맞춘 특별 경품 패키지를 획득할 수 있는 'Take Your Shot for a 

Outdoor Adventure' 경품 이벤트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옥외 관광지와 풍부한 스포츠 전통으로 

유명하며, 이 중요한 백신 인센티브는 그것을 반영합니다. 뉴욕 시민들 중 90%가 첫 

접종을 받은 또 다른 이정표를 통과함에 따라 백신 접종의 속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백신을 접종받으면 실내 또는 실외에서든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지체하지 

마세요."  

  

대상 수상자 5명은 2,000명의 경품 참가자들 중 무작위로 선정되어 디럭스 낚시, 사냥, 

버딩 패키지 중 원하는 상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대상 패키지에는 평생 자격증과 

최고 품질의 사냥 및 낚시 도구가 포함됩니다. 디럭스 버딩 패키지에는 조준경, 쌍안경 

등이 포함될 것입니다.  

또한, 25명의 참가자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선호도에 따라 2급 낚시 및 사냥 패키지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패키지에는 낚시, 활 사냥, 소총 사냥, 칠면조 사냥에 특화된 연간 

면허증과 장비가 포함될 것입니다. 초기 버더 패키지에는 쌍안경, 새 모이통, 새 먹이, I 

Bird NY 재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품 행사에 참가하는 첫 2,000명의 사람들은 모두 뉴욕주 사라토가에 있는 DEC의 

William F. Fox Memorial Tree Nursery 대령으로부터 나무 묘목을 받게 되며, 주요 

스포츠 용품 소매점에 대한 기프트 카드 또는 DEC 캠프장에서의 하룻밤 무료 캠핑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경품 행사 참가자에게는DEC의 자연보호주의자 

매거진의 1년 구독권이 주어집니다. 이 매거진은 현재 창간 75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DEC 커미셔너인 Basil Seggo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DEC는 자신과 가족,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뉴욕 시민들이 백신을 접종하도록 하기 위한 Hochul 

주지사의 노력을 지지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뉴욕은 특히 사냥, 낚시, 

새관찰 같은 야외 레크리에이션의 세계적 수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Take 

Your Shot for a Outdoor Adventure 경품 행사는 포부를 가진 사냥꾼들과 낚시꾼들이 

예방 접종을 받도록 격려하면서 더 많은 뉴욕 시민들을 자연 밖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경품 추첨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는 12월 1일부터 DEC 

웹사이트(www.dec.ny.go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신을 접종받은 모든 참가자는 

필수 사냥꾼 교육 과정 및 기타 규칙을 포함하여 뉴욕주에서 사냥 또는 낚시 면허를 

받으려면 모든 해당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냥 면허 - NYS 환경 

보전부 및 낚시 면허 - NYS 환경 보전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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