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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SKI FOR FREE' 코로나19 부스터샷 및 5-11세 백신 인센티브 경품 

행사를 실시한다고 발표  

  
New York Ski Mountains 참여 시 리프트 티켓을 받을 수 있는 수상자 무작위 추첨  

  

첫 백신 접종을 받은 5-11세 어린이 또는 코로나19 부스터샷을 접종한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  

  

주 동부 또는 서부 지역에서 스키를 탈수 있는 기회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5세부터 11세까지의 어린이와 부스터샷을 접종한 개인을 

위한 새로운 'Ski for Free' 코로나19 백신 인센티브 경품 행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며칠 안에 발표될 예정인 6주간 실시되는 경품 추첨 행사는 

5세에서 11세 사이의 어린이와 코로나19 부스터샷을 접종 받을 자격이 있는 개인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Ski Areas of New York과 

올림픽 지역 개발청(Olympic Regional Development Authority) 덕분에 자격이 있는 

뉴욕 시민들은 Ski Mountains에 참여할 수 있는 무료 리프트 티켓 무작위 추첨에 

응모할 수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이들과 부스터샷을 접종할 수 있는 

개인들을 위한 우리의 새로운 'Ski for Free' 인센티브는 뉴욕 시민들이 이 

전염병으로부터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면서 우리 주의 놀라운 산들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백신은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우리의 최고의 

무기이며, 우리는 모든 자격을 갖춘 뉴욕시민들이 첫 번째 접종이든, 두 번째 접종이든, 

아니면 부스터샷이 되든 백신을 접종하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Ski for Free' 경품 추첨을 통해 제공된 티켓은 2021-2022년 겨울 시즌 동안 언제든 

사용할 수 있으며, 이 티켓에는 적용되는 모든 휴일 블랙아웃 날짜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품 참가자들은 주의 동쪽 또는 서쪽에서 자신이 선택한 지역에서 

스키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각 지역 참가 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부  

• 홀리데이 밸리(Holiday Valley)  



• 브리스톨(Bristol)  

• 우즈 밸리(Woods Valley)  

• 그리크 피크(Greek Peak)  

  

동부  

• 화이트페이스(Whiteface)  

• 고어(Gore)  

• 벨레에어(Belleayre)  

• 윈드햄(Windham)  

• 서부  

  

'Ski for Free' 경품에는 다음과 같은 상품이 포함됩니다.  

  

• 5세에서 11세 사이의 어린이: 6주간의 경품 추첨 기간 동안 총 240장의 

티켓(성인권 1매, 어린이권 1매) 당첨자가 선정됩니다. 두 지역에 골고루 나눠서 

매주 40장의 티켓을 증정할 예정입니다. 11월 3일 이후 첫 백신 접종을 받은 

5세에서 11세 사이의 어린이들은 경품 행사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참가 신청서는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가 작성해야 하며, 당첨자에게는 성인/아동 

스키 티켓이 한 장씩 제공됩니다.  

• 부스터샷 접종 개인: 총 120장의 싱글 티켓(성인 입장권 1장) 당첨자는 6주간의 

경품 추첨 기간 동안 선정됩니다. 매주 20장의 싱글 티켓이 두 지역에 고르게 

증정될 예정입니다. 11월 3일 이후 부스터샷 접종을 받은 18세 이상의 개인들은 

경품 행사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참가 신청서는 부스터샷을 

접종받은 개인이 작성해야 하며, 당첨자에게는 성인 스키 티켓 1장이 

제공됩니다.  

  

올림픽 지역 개발청(Olympic Regional Development Authority)의 Mike Pratt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에 있는 스키 리조트들이 문을 개방함에 따라 

올 겨울 야외 레크리에이션과 산에서 즐길 수 있는 모험을 위한 손님들을 환영하게 되어 

흥분됩니다. 뉴욕주에서 야외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많이 갖게 된 것은 행운이며 

스키장에서는 건강한 생활 방식을 장려하기 위해 주 보건 공무원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SKI NY의 Scott Brandi 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Ski for Free' 코로나 백신 

경품 추첨 행사를 위해 Hochul 주지사의 행정부와 협력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많은 스키장들이 문을 열었고, 다른 곳들은 문을 열 준비하고 있으며, 

기온이 떨어지자 모두 눈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백신을 맞고, 경품 

행사에 참여하고, 스키장 중 한 곳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를 촉구합니다."  

  

'Ski for Free' 경품 추첨 행사에 대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표되면 

경품 추첨 행사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이 웹사이트에 게시될 것입니다.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programs%2Fski-free-vaccine-incentive&data=04%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f11f6bec71cc4ab02c7a08d9b5d6d92c%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40756640326913%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JrRdvzydlAT5ULCsaLVjmNarA9bfclQkLoETa2lU9Sk%3D&reserved=0


  

5세에서 11세 사이의 적격 아동은 뉴욕주 거주자(반드시 미국 시민일 필요는 없음)여야 

하며, 첫 번째 접종 날짜에 5세에서 11세 사이여야 하며, 입국 날짜를 기준으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해당 연령대의 긴급 사용을 승인한 코로나19를 유발하는 

바이러스에 대해 최소한 첫 번째 접종을 받은 개인이어야 합니다. 유자격 부스터샷 

접종자는 뉴욕주 거주자(반드시 미국 시민일 필요는 없음)여야 합니다.  

  

부스터샷을 접종한 개인, 5세~11세 어린이의 부모, 양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 배우자, 

형제자매, 조부모 또는 거주 중인 가족 구성원은 뉴욕주 보건부(NYSDOH), 올림픽 

지역개발청(ODA), 뉴욕주 정보기술청(Office of 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s, 

ITS) 또는 뉴욕주 Executive Chamber의 직원이 아니어야 합니다.   

  

1982년에 레이크플래시드(Lake Placid)에서 열린 동계 올림픽 기간에 사용하였던 

시설들을 관리하기 위해 뉴욕주 정부가 1980년에 뉴욕주 올림픽 지역 개발청(Olympic 

Regional Development Authority, ORDA)을 설립하였습니다. ORDA는 Whiteface, 

Belleayre 및 Gore Mountain 스키 지역, 밴호벤버그산(Mt. Van Hoevenberg)에서 

열리는 올림픽 스포츠 종합경기,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링크, 올림픽 점프 종합경기 및 

올림픽 경기장 등을 운영합니다. 국제와 국내의 선수권 대회들을 개최하면서 이 기관은 

수백 만의 선수, 관중 및 참가자들을 이 지역에 불러들여 막대한 경제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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