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1년 2월 1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겨울 폭풍이 주가 운영하는 접종소에서 화요일 백신 예약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발표  

  

뉴욕 주립 대학교 스토니브룩, 존스 비치, 아퀴덕트 레이스트랙, 자비츠 센터 및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센터의 주가 운영하는 대량 예방 접종소는 2월 2일 화요일에 

운영하지 않으며, 모든 예약 일정은 변경될 예정  

  

빙엄턴, 올버니, 플래츠버그, 포츠담, 유티카, 시러큐스 및 로체스터의 주 운영 대량 예방 

접종소의 개시는 지연되어 2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방될 예정 - 오전 10시 이전에 

예정된 예약은 화요일의 이후 시간으로 변경될 예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월 2일 화요일에 뉴욕 전역의 여러 주정부 운영 

접종소에서 예정된 백신 접종 예약이 주에 영향을 미치는 겨울 폭풍으로 인해 연기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 스토니브룩(SUNY Stony Brook), 존스 

비치(Jones Beach), 아퀴덕트 레이스트랙(Aqueduct Racetrack), 자비츠 센터(Javits 

Center) 및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센터(Westchester County Center)의 주가 운영하는 

대량 예방 접종소는 2월 2일 화요일에 운영하지 않습니다.  

  

빙엄턴, 올버니, 플래츠버그, 포츠담, 유티카, 시러큐스와 로체스터의 주가 운영하는 

업스테이트 대량 백신 접종소는 2월 2일 화요일에 운영 시작이 지연되어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이러한 접종소에 오전 10시 이전에 예약된 일정은 당일의 나중 시간으로 다시 

예약됩니다. 버펄로 대학교(Buffalo University) 주립 예방 접종소는 예정된 예약을 

변경하지 않고 정규 시간에 운영됩니다.  

  

이 접종소에서 화요일에 예정된 예약이 있는 뉴욕 주민들은 예방 접종을 다시 예약하는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겨울 폭풍으로 이미 많은 양의 눈이 내려 

위험한 이동 상황을 조성하고 있으며, 내일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방 접종을 

받을 예정인 근로자와 개인의 안전을 위해, 이 폭풍에 의해 영향을 받는 여러 예방 

접종소에서 내일 예약을 연기할 것입니다. 분명히 말하자면, 아무도 예약을 취소당하지 

않습니다. 조건이 더 안전할 때 모든 일정이 조정될 것입니다."  

  



 

 

신규 예약 시기는 스케줄 조정 과정을 통해 가능한 범위에서 최초 예약 일시에 맞춰 

조정됩니다. 새로운 예약 일시가 개인에 맞지 않는 경우, 다른 일시로 조정하기 위한 

연락처가 제공됩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 

 

http://www.governor.ny.gov/
mailto:press.office@exec.ny.gov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67b6820e-382dbb4f-67b47b3b-000babda0106-6cc5e7a80f61184c&q=1&e=f87079d1-cd86-47b2-8348-b55256f7ae2f&u=https%3A%2F%2Fit.cwnls.com%2Fapp%2Fitpage.nsf%2Funsubscribe.xsp%3Faction%3Dunsubscribe%26id%3D1100PRESC9FCA2DA70C60A368525866F007B8368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