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부는 Lorton 약국의 잘못된 투약 사건에 관해 가족들에게 연락합니다. 

페어팩스카운티 보건국과 버지니아 보건국은 Lorton 약국 KC Pharmacy 가 12 세 이상부터 5 세에서 11 세 

사이의 어린이용으로 제조된 코로나 19 백신을 잘못 투여했음을 인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12 세 이상을 

위해 설계된 화이자-바이오엔텍 코로나 19 제제 0.1mL(10μg)를 어린이 25 명에게 투여했습니다.  

페어팩스 카운티 보건부는 잘못된 투약에 대해 경고하고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버지니아 보건부와 페어팩스 카운티 보건부는 부모가 코로나 19 백신의 잘못된 투여와 

관련하여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제조업체(화이자)의 지침을 검토할 것을 권장합니다. 

https://www.fairfaxcounty.gov/health/novel-coronavirus/vaccine/clinical-guidance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지침을 검토한 후 부모는 자녀의 소아과 의사 또는 의료 제공자에게 연락하여  

코로나 19 백신 시리즈를 완료할 수 있는 옵션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지침과 임상 의사 결정에 따라 부모는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잘못된 용량을 투여한 후 최소 21 일 후에 아이의 코로나 19 백신 시리즈를 다시 시작하거나, 또는 

• 예정된 대로 두 번째 접종을 계속하십시오. 

화이자의 코로나 19 예방접종을 담당했던 KC 약국이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코로나 19 예방접종 

프로그램에서 모두 제외 됩니다. 페어팩스 카운티 보건부는 현재 KC Pharmacy 의 남아 있는 모든  

코로나 19 백신 재고를 보유하고 있으며 추가 조사를 위해 이 문제를 버지니아 약사회에 회부했습니다. 

이 사건의 영향을 받은 가족은 다음과 같이 하도록 권장합니다. 

1) 백신 부작용에 대해 자녀를 감시하십시오: 

백신 부작용은 백신 접종 후 1~3 일 사이에 발생하며 대부분은 백신 접종 후 다음 날 발생합니다. 

부작용으로는 발열, 오한, 피로, 통증, 주사 부위의 발적 또는 부기, 두통이 있습니다. 추가 또는 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자녀의 소아과 의사 또는 1 차 진료 제공자에게 

연락하십시오. 

2) 백신 유해 사례 보고 시스템(VAERS)에서 사고 보고: 

화이자-바이오엔텍 코로나 19 백신 12 년 제형이 5-11 세 어린이에게 투여될 때 제공자는 VAERS 에 

보고해야 합니다. 잘못된 처방을 받은 환자에 대해 이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하십시오. 

3) V-safe 에 가입하기: 

부모나 보호자가 아직 V-safe 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https://vsafe.cdc.gov 를 방문하여 등록하십시오. 

이 정보는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코로나 19 백신의 안전성을 거의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v-safe 질문에 대한 귀하의 답변에 따라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직원이 귀하 또는 

귀하의 자녀를 확인하고 추가 정보를 얻기 위해 전화할 수 있습니다. 

 

https://www.fairfaxcounty.gov/health/novel-coronavirus/vaccine/clinical-guidance


질문과 답변 

질문: 12 세 이상 환자를 위한 화이자-바이오엔텍 코로나 19 백신의 정확한 용량은 얼마입니까? 

답: 0.3 밀리리터(30 마이크로그램) 

질문: 5-11 세 이상의 환자를 위한 화이자-바이오엔텍 코로나 19 백신의 정확한 용량은 

얼마입니까?  

답: 0.2 밀리리터(10 마이크로그램) 

질문: 5 세에서 11 세 사이에 소아용화이자-바이오엔텍 코로나 19 백신 의 첫 번째 접종을 맞아야 

합니까? 

답: 이것은 환자의 주치의나 소아과 의사와 개별적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지침과 임상 의사 결정에 따라 부모와 소아과 의사/주치의는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잘못된 용량을 투여한 후 최소 21 일 후에 아이의 코로나 19 백신 시리즈를 다시 

시작하거나, 또는 

• 아이가 예정대로 두 번째 접종을 받도록 하십시오. 

질문: 5 세에서 11 세 사이에 소아용 화이자-바이오엔텍 코로나 19 백신 2 차 접종해야 합니까? 

답: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화이자-바이오엔텍 코로나 19 백신  5-세 11 세 된 제형(주황색 캡)의 

반복 투여를 위한 개별 계획에 대해 1 차 진료 제공자 또는 소아과 의사와 만날 것을 권장합니다. 

실수로 투여한 후 21 일 간격으로 투여할 수 있다. 

질문: 이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권장 사항을 보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답: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이 권장 사항을 CDC 임상 고려 사항 웹 페이지 에서 볼수있읍니다.  

https://www.cdc.gov/vaccines/covid-19/clinical-considerations/covid-19-vaccines-us.html#Appendix-A   

질문: 추가 백신 관련 질문이 있는 경우 누구에게 연락해야 합니까? 

답: 소아과 의사 또는 1 차 진료 제공자와 상담하거나 페에팩스카운티 보건부(703-324-7404)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질문: 약국 규정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는 경우 누구에게 연락해야 합니까? 

답변: pharmbd@dhp.virginia.gov 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804-367-4456 으로 전화하여 버지니아 

약사회에 문의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