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어팩스 보건구, 학교 내 5-11 세 아동용 백신 제공 

11 월 16 일 화요일부터 페어팩스 보건지구와 페어팩스 카운티 공립학교는 페어팩스 카운티 전역의 학교에 위치한 9 개 

진료소 에서 5~11 세 어린이를 위한 Pfizer-BioNTech COVID-19 백신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https://www.fairfaxcounty.gov/health/novel-coronavirus/vaccine/school-clinics 

진료소은 방과 후, 저녁, 주말에 9 개 학교에서 열릴 것입니다. 참석자는 해당 학교의 학생이 않이도 도됍니다. . 모든 

어린이(사립학교에 다니거나 홈스쿨링을 하는 학생 포함) 환영합니다. 학교에 위치한 이 진료소는 예약이 필요하지 

않으며 모든 예방 접종은 무료입니다. 부모나 기타 책임 있는 성인은 자녀와 함께 참석해야 합니다. 

 페어팩스  카운티 보건부 국장인 Gloria Addo-Ayensu 박사는 “학교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어린이들에게 공평하게 접근하고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친숙하고 편리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노력에 

FCPS 와 협력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아직 자녀를 위한 약속을 잡지 못한 가족들이 이 기회를 활용하여 예방접종을 

받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은 페어팩스 보건 지구에서 다음을 포함하여 자녀에게 Pfizer-BioNTech COVID-19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곳 을 

알려드립니다:  

 소아과 및 가정의학 제공자: 자녀의 담당 의사에게 전화하여 예약하십시오. 

 약국, 식료가게, 긴급 치료 시설: 백신 예약을 검색하려면 vaccin.gov(www.vacunas.gov)를 방문하십시오. 

 보건부 예방 접종 센터: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예약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703-324-7404 로 전화하십시오. 

https://guest.vams.cdc.gov/?jurisdiction=FX 

o 페어팩스 카운티 정부 센터, 12000 Government Center Parkway VA , 22035 

o Mount Vernon 지역 사무소(Gerry Hyland Government Center), 8350 Richmond Highway, Alexandria, 22309  

 Tysons Community Vaccination Center, 7950 Tysons Corner Center, Tysons: 여기를 방문하거나 877-VAX-IN-VA(877-

829-4682, TTY 사용자는 711 로 전화)로 전화하십시오. 예약 지원은 영어, 스페인어 및 기타 100 개 이상의 

언어로 제공됩니다. 

 Inova 아동 예방 접종 진료서: Inova Center for Personalized Health, 8100 Innovation Park Drive, Fairfax 에서 주말 

클리닉 예약을 하려면 여기를 방문하십시오. https://www.inova.org/COVID19/vaccine-scheduling. 

현재 5-11 세 어린이에게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백신이므로 예약을 찾을 때 화이자 소아 백신을 검색하십시오. 18 세 

미만의 어린이는 모든 지역사회 예방접종 장소에서 부모 또는 책임 있는 성인과 동행해야 합니다 

5 세 이상의 모든 사람은 COVID-19 예방 접종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페어팩스 보건 지구는 모든 버지니아 주민들이 아직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 예방 접종을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https://www.fairfaxcounty.gov/health/novel-coronavirus/vaccine/school-clinics
https://www.inova.org/COVID19/vaccine-schedul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