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및 어린이를 위한 새로운 코로나  예방접종 기회 

미국 전역에서 코로나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이번 주부터 청소년과 어린이를 위한 확대된 예방 접종 할 기회가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와 버지니아 보건부의 권고에 따라 페어팩스 카운티 보건부는 다음과 같이 권고를  

채택합니다: 

 12-세 17 세 개인은  2 차 접종 시리즈를 마친 후 5 개월 후에 화이자-바이오엔텍  백신 부스터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18 세 이상의 개인은 화이자-바이오엔텍 백신의 2 차 접종을 마친 후 6 개월이 아니라 5 개월에 모든 코로나 

백신 부스터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면역 저하가 있는 5 세-11 세 백신 접종자는 2 차 접종 후 28 일에 화이자-바이오엔텍 백신 3 차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이자-바이오엔텍 백신은 5 세 이상 소아·청소년에게 사용이 허가된 유일한 백신으로 최초 2 회 접종 완료 후 5 개월 

간격으로 추가 접종하는 유일한 백신입니다. Moderna 및 Johnson & Johnson/Janssen 은 18 세 이상의 사람에게만 

허가됩니다. Moderna 의 추가 접종 간격은 초기 2 회 투여 시리즈 완료 후 6 개월에서 변경되지 않은 반면 J&J 는 초기 1 회 

투여 시리즈 완료 후 2 개월에서 변경되지 않습니다. 

페어팩스카운티 보건부는 이 안에 속하는 십대와 어린이는 물론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능한 한 빨리 추가 접종을 

받을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https://www.vaccines.gov) . 백신 접종은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FDA 와 

CDC 는 데이터을 통해 부스터 후에 새로운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검토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COVID-19 로 인해 심각한 질병 및 입원 위험이 가장 높습니다. 또한 코로나 감염자에게 노출된 경우 1 차 2 회 

접종과 추가 접종으로 격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부스터를 포함한 COVID-19 백신 예약을 하려면 www.vaccines.gov 를 방문하십시오. 보건부 는 

(https://www.fairfaxcounty.gov/health/novel-coronavirus/vaccine/registration)오늘부터 이 연령대로 부스터를 제공 할것 

입니다. 

건강 유지 및 코로나 로부터 보호 

오미크론(Omicron)과 같은 더 전염성이 강한 변종의 출현과 코로나  사례의 지속적인 급증으로 모든 사람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가능한 한 공중 보건 예방 조치를 계속 준수해야할 것입니다. 

 아직 예방 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예방 접종을 받으십시오. 여기에서 백신 약속을 찾으십시오. 

(https://www.vaccines.gov) 

 예방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공공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마스크는 잘 맞아야 하며 코와 입을 

가려야 합니다. 

 몸이 아플 때는 집에 있으십시오. 

 사람이 많은 곳과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곳을 피하십시오. 

 손을 자주 씻으십시오 적어도 20 초 동안. 

 기침과 재채기를 가리십시오. 

 증상이 있으면 검사를 받으십시오.  

https://www.vaccines.gov/


 여기에서 테스트 옵션을 찾으십시오. https://www.fairfaxcounty.gov/health/novel-coronavirus/coronavirus-covid-

19-testing 

 COVID-19 에 대해 양성 반응이 나오면 격리하고 접촉자들에게 알리고 확산을 막으십시오. 

 여기에서 추가 정보를 찾으십시오. https://www.fairfaxcounty.gov/health/novel-coronavirus/toolkit-slow-spread 

 

 

https://www.fairfaxcounty.gov/health/novel-coronavirus/coronavirus-covid-19-testing
https://www.fairfaxcounty.gov/health/novel-coronavirus/coronavirus-covid-19-testing
https://www.fairfaxcounty.gov/health/novel-coronavirus/toolkit-slow-sprea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