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는 백신 접종 대시보드 업데이트가 생방송됩니다. 
 

보건부는 Fairfax 카운티 보건 구역의 백신 접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COVID-19 백신 접종 대시보드를 새로운 

버전으로 업데이트했습니다. 
 

해당 업데이트는 다음 사항을 포함합니다: 
 

• Fairfax 보건 구역 주민에게 접종한 COVID-19 백신 총 투여량 

• 백신 날짜에 따른 백신 투여량의 누적수 

• 1 차 이상 받은 주민의 수 및 비율  

• 백신 접종을 완료한 주민의 수 및 비율 

•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연령 그룹에 따른 백신 접종 진행 상황  

• 백신을 1 차 이상 받은 주민과 백신행정관리시스템(VAMS)을 통해 접종 일정을 잡거나 등록한 주민들의 

인종 및 민족 데이터.  
 
 

백신 접종 대시보드 
 

 
Virginia 보건부에서는 Virginia 보건 예방 접종 정보 시스템을 통해 백신 접종에 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Fairfax 카운티,  Fairfax 시와 Falls Church 시의 정보를 포함합니다. 관할 구역 데이터마다 별도로 

표시되기 때문에 Virginia 보건부의 정보와 통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의 둘째 페이지에는 모든 연령별 백신 접종 진행상황과 1 차 백신 이상 접종 받은 주민의 수를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Pfizer 백신이 12 세 이상 아이들에게 접종해도 된다고 승인되었으므로, 12 세에서 17 세까지 

아이들을 연령 그룹의 하나로 포함하여 청소년의 백신 접종 진행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셋째 페이지에서는 백신행정관리시스템(VAMS)을 통해 보고된 인정 및 민족 데이터 스냅샷 일부와 Fairfax 카운티 

보건부와 일부 제휴 클리닉에서 사용하는 온라인 접종 일정 시스템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에는 Fairfax 

보건부에서 백신 접종을 받은 모든 인구에서 대략 30 퍼센트만 포함되어 있지만 보건부의 백신 공정 전략을 

평가하고 정보 제공하는 데에 사용합니다.  
 

 
 

 



 

오늘 COVID-19 백신을 무료로 접종하세요 
 

이제 보건부 클리닉에서 아주 간편하게 COVID-19 백신을 접종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접종 받으려면, 다음 링크에서 “백신 접종 예약하기”를 클릭하십시오. 백신행정관리시스템(VAMS). 

2. 지역으로 백신 접종 장소를 검색하고 여러분이 선호하는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세요. 

3. 예약 내용을 확인하세요. 연락 정보를 제시하여 계정을 만들거나, 계정 없이 게스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Health Department Vaccine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Tysons 커뮤니티 백신 센터에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9 시부터 오후 4 시까지 예약 없이 접종할 수 있습니다. 

위치는 이전의 Lord & Taylor 입니다(7950 Tysons Corner Center, McLean, VA 22102).  
 

식료품점, 약국, 긴급 진료소 등과 같은 기타 백신 제공자 정보는 vaccines.gov 를 방문하면 알 수 있습니다.  
 

Fairfax 카운티 COVID-19 백신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https://www.fairfaxcounty.gov/health/novel-coronavirus/vaccine 

을 방문하거나 703-324-7404 으로 전화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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