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19 최신 정보 

 

성인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출시됩니다 

성인은 이제  코로나 19 로 인한 심각한 질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또 다른 백신 

옵션이 있습니다. 7 월 13 일 FDA 는 Novavax 코로나 19  백신, 보조제 에 대한 긴급 사용 

(EUA)을 승인했습니다. 지난 주, 질병 예방 통제 센터 의 면역 실천 자문 위원회는 18 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노바박스를 추천했습니다. 

 

Novavax 는 3 주 간격으로 2 회 투여되는 기본 시리즈로 투여됩니다. 버지니아 보건부의 

권고에 따라 페어팩스 카운티 보건부 코로나 19 백신 사이트가 8 월 중 노바박스를 

제공할것을  예상됩니다. 

 

mRNA 코로나 19 백신과 달리 Novavax 는 SARS-CoV-2 스파이크 단백질과 Matrix-M 

보조제를 포함하며, 단백질을 사용하여 면역 반응을 개발하는 것과 동일한 백신 기술에 

의존합니다. 이 기술로 만들어진 다른 백신으로는 B 형 간염, 파상풍, 디프테리아가 

있습니다. 약 26,000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실험 동안, 노바박스 백신은 경도, 

중간 정도 또는 심각한 코로나 19  를 예방하는 데 90.4%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가장 흔하게보고 된 부작용은 통증 / 압통, 주사 부위의 발적 및 붓기, 피로, 근육통, 두통, 

관절 통증, 메스꺼움 / 구토 및 발열이었습니다. 

 

 신생아 백신 데이터가 코로나 19  대시보드에 표시됩니다. 

현재 백신 자격이 있는 6 개월에서 4 세 사이의 어린이가 추가됨에 따라 페어팩스 카운티 

보건부는 이 연령 그룹을 코로나 19  백신 데이터 대시보드에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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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업데이트는 2 페이지에 나와 있으며 COVID-19 백신을 최소 1 회 접종한 개인을 

포함합니다. 

 

연령대가 추가되면서 현재 100 만 명이 넘는 페어팩스 보건지구가 생후 6 개월 이상 

코로나 19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그리고 백신이 보급된 이후 보건지구에서 약 250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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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분을 투여했습니다. 대시보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1 시 30 분경에 

업데이트됩니다. 

 

영유아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방문 서비스 가 가능합니다. 

영유아에게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받아야 하는 부모는 페어팩스카운티에 있는 두 곳의 

코로나-19   예방 접종 장소 중 한 곳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모더나 와 화이저 백신 모두 

다음 위치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Fairfax County Government Center 12000 Government Center Parkway, Fairfax, 22035 
https://www.fairfaxcounty.gov/health/novel-coronavirus/vaccine/registration 
•Fairfax County South County Hyland Center, 8350 Richmond Highway, Alexandria, 22039 
https://www.fairfaxcounty.gov/health/novel-coronavirus/vaccine/registration 
 

부모들은 아이의 소아과 의사 사무실에 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약국(그리고 약국이 

있는 식료품점)은 어린이에게도 하나 또는 둘 다 백신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버지니아 법은 약사가 백신을 투여할 수 있는 어린이의 나이를 3 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먼저 전화를 걸어 사용 가능 여부와 사용 가능한 제공자에 따라 약국에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연령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에게 주사를 맞는 것이 스트레스를 덜 받도록 하는 방법, 예방접종 동안 아이를 붙잡는 

방법, 그리고 아이의 백신 방문을 다루는 다른 조언들은 질병 예방 통제 센터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보호자는 또한 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하는 장소를 찾기 위해 

www.vaccines.gov 를 방문하거나 보건부 클리닉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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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