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1년 2월 6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겨울 폭풍이 임박한 가운데 추가 다운스테이트 코로나19 검사 및 

지역사회 기반 예방 접종소 운영 중단 발표  

  

2월 7일 일요일부터 뉴로셸 글렌 아일랜드, 퀸즈의 아퀘덕트 레이스트랙, 브롱크스 베이 

플라자, 롱아일랜드의 존스 비치, 스토니 브룩, 스태튼 아일랜드의 시뷰 애비뉴, 

브루클린의 파운틴 애비뉴에 위치한 주정부 검사소 운영 중단  

  

지역사회 기반 팝업 예방 접종소 여덟 곳고 이번 주 후반까지 운영 재개 연기  

  

Cuomo 주지사는 지난 2월 7일 일요일에 존스 비치 및 스토니 브룩에서 주정부가 

운영하는 대규모 예방 접종소도 운영을 중단한다고 발표  

  
  

Andrew Cuomo 주지사는 오늘 임박한 겨울 폭풍으로 인해 2월 7일 일요일부터 

다운스테이트 뉴욕 전역에 위치한 추가 코로나19 검사소 및 예방 접종소가 운영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존스 비치(Jones Beach) 와 스토니 브룩(Stony 

Brook)에 위치한 뉴욕주 운영 대규모 예방 접종소의 운영 중단 결정에 이어 

실시되었습니다. 해당 장소에서 검사 또는 예방 접종 예약을 한 뉴욕 주민은 문자 

메시지와 전화를 통해 이번 운영 중단에 대한 통보 메시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예약은 주 

후반으로 재조정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다운스테이트 지역 대부분에서 폭설과 

강풍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요일에는 이동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수의 주 운영 대규모 예방 접종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검사소 및 

지역사회 기반 '팝업' 예방 접종소에서 운영을 중단하여 해당 장소 근무자 및 이용 

예정자의 안전을 보호할 것입니다. 모든 예약자는 예약이 무효가 될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예약은 주 후반으로 재조정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예약 변경에 

대한 메시지를 직접 받게 될 것입니다."  

  

주 운영 코로나19 검사소  

다음의 주 운영 코로나19 검사소는 겨울 폭풍ㅇ; 임박함에 따라 인해 2월 7일에 운영을 

중단합니다.  

• 뉴 로셸의 글렌 섬  

• 퀸즈의 아퀘덕트 레이스트랙(Aqueduct Racetrack)  



 

 

• 브롱크스의 브롱크스 베이 플라자(Bronx Bay Plaza)  

• 브롱크스의 리먼 칼리지(Lehman College)  

• 롱아일랜드의 존스 비치(Jones Beach)  

• 롱아일랜드의 스토니브룩 대학교(Stony Brook University)  

• 스태튼 아일랜드의 시뷰 애비뉴  

• 브루클린의 파운틴 애비뉴  

  

2월 7일 일요일에 예약을 한 뉴욕 주민은 문자 메시지와 전화로 운영 중단 통지를 받게 

됩니다. 예약은 주 후반으로 재조정됩니다.  

  

지역사회 기반 '팝업' 예방 접종소  

지역사회 기반 '팝업' 예방 접종소도 폭풍으로 인해 운영을 중단하며, 기존 예약은 주 

후반으로 일정을 조정합니다. 해당하는 접종소 여덟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비시니안 침례교회(Abyssinian Baptist Church), 132 W 138th St., New York, 

NY 10030  

• 브롱크스웍스(BronxWorks), 1130 Grand Concourse, BX, 10456  

• 마운틴 카멜 침례교회(Mt. Carmel Baptist Church), 1376 Prospect Ave, Bronx, 

NY 10459  

• 캐슬 힐 하우스(Castle Hill Houses), 625 Castle Hill Ave, The Bronx, NY 10473  

• 마블 힐 하우스(Marble Hill Houses), 5365 Broadway, Bronx, NY 10463  

• 코로나 퍼스트 침례교회(First Baptist Church of Corona), 100-10 Astoria Blvd., 

East Elmhurst, NY 11369  

• 유나이티드 리바이벌 메노나이트 교회(United Revival Mennonite Church), 390 

Melrose St, Brooklyn, NY 11237  
  

지역사회 기반의 '팝업' 예방 접종소의 예약은 운영자 또는 협업사인 소모스 커뮤니티 

케어(SOMOS Community Care) 및 노스웰 헬스 (Northwell Health)와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해당 단체는 2월 7일 일요일에 예약을 한 주뉴욕 주문에게 약속과 문자 메시지와 

전화를 통해 뉴욕 주민들에게 예약이 연기되었음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신교 문화 센터(Christian Cultural Center)에 위치한 접종소에서는 토요일에 

시간을 연장하고 모든 약속을 이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요일 운영을 취소했습니다.  

  

주 운영 대규모 예방 접종소  

Cuomo 주지사가 앞서 발표한 바와 같이, 롱아일랜드의 존스 비치 및 스토니 브룩의 주 

운영 대규모 예방 접종소도 겨울 기상 상황으로 인해 2월 7일 일요일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이러한 접종소에서 백신 접종을 예약한 뉴욕 주민은 이번 주 후반에 예방 

접종 일정을 다시 예약하는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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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센터(Westchester County Center), 양키 스태디움(Yankee 

Stadium), 자비츠 센터(Javits Center), 아퀘덕트 레이스트랙의 대규모 접종소는 실내로 

운영을 옮겨 인프라 및 장비 이전을 마쳤고, 예약을 한 뉴욕 주민이 안전하게 입장 또는 

퇴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대로 운영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업스테이트 뉴욕 

전역의 기타 주 운영 대규모 예방 접종소의 운영 역시 변경 없이 지속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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