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19 백신 인센티브 일정 

 

 

자격에 부합하는 주민에게 백신 접종 완료 시 $100 지급 

J&J 1회 접종 또는 화이자나 모더나 2차 접종을 완료한 경우 자격이 부여됩니다. 

다음과 같이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PDPH COVID-19 백신 클리닉에 방문하여 등록하면 이메일의 경우 1~2일, 

우편의 경우 10~14일 이내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월 16일부터 6주간 시행됩니다. 

*인센티브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클리닉만 해당*                       * 현장에서 현금이나 카드로 지급하지 않음* 

• 보험증이나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도 됩니다. 

o 개인정보는 공공 보건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현장에서 무료 SEPTA 패스 2매를 드립니다. 

• 모든 언어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공되는 백신은 화이자(만 5세 이상), 모더나 및 존슨앤존슨(만 18세 이상)입니다. 

 

위치 주소 날짜 시간 

Belfield Rec Center 2109 W Chew Ave, 19138 
목요일 

2월 24일   
3월 3일, 10일, 17일, 24일, 31일   

오전 10 시 -  
오후 4 시 

Boost CDC 
6010 Lansdowne Ave, 

19151 
목요일 

3월 3일, 10일, 17일, 24일, 31일   

오전 10 시 -  
오후 4 시 

Brand New Life Christian 
Center 

6301 Germantown Ave, 
19144 

토요일 

2월 26일  

3월 19일  

오전 10 시 -  
오후 4 시 

Christy Rec Center 
728 S 55th St,  

19143 

화요일 
2월 22일  

3월 1일, 8일, 15일, 22일, 29일   

오후 1 시 -  
오후 6 시 

Community Academy 
1100 E Erie Ave,  

19124 
토요일 

3월 5일, 26일  
오전 10 시 - 오후 

4 시 

Grand Yesha Ballroom  2308 Snyder Ave, 19145 3월 15일, 21일   
오전 10 시 -  
오후 4 시 

Global Leadership Academy 
4601 W Girard Avenue, 

19131 
토요일, 

2월 19일  
오전 10 시 -  
오후 4 시 

MLK Older Adult Center 
2100 Cecil B Moore Ave, 

19121 
금요일 

3월 4일, 25일  

오전 10 시 -  
오후 4 시 

Salvation Army 
55th and Market,  

19139 

금요일 
2월 18일, 25일    
3월 11일, 18일  

정오 12 시 -  
오후 6 시 

Simpson Rec Center 
1010 Arrott St,  

19124 
월요일, 

2월 28일 
정오 12 시 -  

오후 5 시 30 분 

Waterview Rec Center 5826 McMahon Ave, 19144 
2월 16일, 23일   

3월 2일, 9일, 30일    
오전 10 시 -  
오후 4 시 



         코로나 19 백신 인센티브 프로그램 

 

코로나 19 백신 인센티브 프로그램이란?  

• 자격에 부합하는 모든 주민에게 등록 후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100를 드립니다.  

o J&J 1회 접종 또는 화이자나 모더나 2차 접종을 완료한 경우 자격이 부여됩니다. 

o 자세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를 참조하세요. http://bit.ly/fullyvaccinatedincentive 

백신 접종 당일에 $100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며 현장에서 현금이나 카드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인센티브 지급 대상 인센티브 지급 대상 아님 

J&J 1회 접종  

 

화이자 또는 모더나 2차 접종 

*1차 백신 접종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지참하세요. 필라델피아시에서 백신을 

접종한 경우, 당국에서 백신 접종 기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화이자 또는 모더나 1차 접종 

화이자, 모더나 또는 J&J 부스터샷 접종 

만 18세 미만이며 부모나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음 

필라델피아 주민이 아님 

*이름과 필라델피아 주소지가 기재된 우편물 

시 정부 직원임 

 
만 11세 이상의 어린이는 스스로 백신 접종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나요?  

• 예, 만 5~17세 어린이와 청소년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지만, 반드시 부모나 보호자를 동반하여 

인센티브 수령에 동의해야 합니다.  

필라델피아의 모든 백신 접종 장소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나요? 

• 유감스럽게도, 자금에 한계가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이 페이지 뒷면에 기재된 접종 장소에서만 

제공됩니다. http://bit.ly/fullyvaccinatedincentive 에서도 해당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DPH에서 현재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2회 접종 방식인 

백신의 1차 접종을 마친 사람에게는 왜 인센티브를 주지 않나요? 

• 필라델피아 주민은 대부분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이유로 인해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 필라델피아에서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이들은 여전히 코로나 19에 걸릴 위험이 크고, 코로나 19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옮길 가능성도 큽니다. 
• 당국에서는 주민 여러분께 다음 단계를 진행하여 백신 접종을 완료하도록 독려하고자 합니다. 

안전성에 관한 우려가 제기된 J&J 백신을 제공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J&J 백신은 코로나 19에 충분히 보호 효능이 있습니다. 이 백신은 2회차 접종이 필요한 백신(화이자 또는 

모더나)을 접종할 의사가 없거나 접종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해 제공됩니다. 

이미 백신 접종을 완료한 주민들은 어떻게 되나요? 똑같이 $100를 받게 됩니까? 

• 팬데믹이 지속되는 지금, 우리 지역사회의 모든 일원을 보호하고 팬데믹 종식에 가까워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더 많은 이들이 백신 접종을 마치는 것뿐입니다.  
o 따라서 J&J 1회 접종 또는 화이자나 모더나 2차 접종을 완료한 이들에게만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