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airfax County, 첫 COVID-19 예방 접종 시 유의 사항 
 

Fairfax County는 COVID-19 백신이 공급되자 첫 백신 접종을 진행하며 커뮤니티를 보호하는 데 앞장 

서고 있습니다. 

CDC 및 Virginia Department of Health 지침에 따라, 의료 종사자 및 요양 병원 환자들에게 

우선적으로 COVID-19 백신을 접종하게 됩니다. Fairfax County 여러 병원에서는 직원 및 의료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하며 보건부는 병원 관계자가 아닌 인원들에게 백신을 접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대상은 의료 환경 근무자를 비롯하여 Fairfax County, Fairfax 

시, Falls Church와 The towns of Vienna and Herndon에서 환자 또는 감염 물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인원들입니다. 

Fire and Rescue Department 대원, 최전선에서 일하는 의료 종사자들 및 Community Services Board 

직원들은 이번주에 백신 접종을 받습니다. 

 

백신 물량이 확보되는 대로 다양한 그룹들에게 접종하고 결국에는 카운티 전 인구에게 제공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즉시 백신을 받을 수는 없겠지만, 다량의 백신이 확보되는 대로 누구든지 

손쉽게 COVID-19 백신을 받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백신 접종 시 유의사항 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백신 접종이 진행되는 중에도, 중요한 것은 백신 접종을 받은 분들도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와 자주 손 씻기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백신 접종 장면 
병원과 연계되지 않은 지역 의료 제공자와 보건부 의료 제공자들이 지난주부터 백신 접종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들이 백신을 접종하는 사진입니다. 

 

(여기에 이미지 삽입) 

그리고 Fire and Rescue Department는 일요일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이미지 삽입) 

 

VDH COVID-19 대시보드에 추가된 백신 데이터 
Virginia Department of Health는 COVID-19 대시보드에 백신 요약 및 인구통계학적 정보 를 

추가하였습니다. 이 추가적인 정보는 주민에게 Virgina의 백신 배포 현황을 알려줄 것입니다. 현재 

Virgina에서는 백신의 종류에 따라 2회분을 3-4주 간격으로 백신 접종을 제공합니다. 의료제공자는 

https://fairfaxcountyemergency.wpcomstaging.com/2020/12/23/fairfax-county-health-department-receives-first-shipment-of-covid-19-vaccine/
https://fairfaxcountyemergency.wpcomstaging.com/2020/12/17/what-to-expect-when-its-your-turn-to-get-vaccinated/
https://apps.alexandriava.gov/GA/?url=https%3a%2f%2fwww.vdh.virginia.gov%2fnews%2f2020-news-releases%2fvirginia-department-of-health-launches-covid-19-vaccine-data-dashboard%2f&utm_source=COVID19+Daily+Updates&utm_medium=email&utm_campaign=OCPI-COVID19Daily-2020-12-28&coautm=EmailLink&key=3&date=20201228&sig=43ebe8315c8e4cc66fccf5ceb668416523becf05302bde412e7c087a96cbaa52&authcode=123371


동일한 유형의 백신을 두 번에 걸쳐 접종해야 하므로 백신 유형 및 용량을 Virginia Immunization 

Information System (VIIS)에 입력하여 모두가 2차 접종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백신 접종 이야기: 백신 접종은 환자를 위한 것 
Dr. Sergio Rimola는 Inova의 의사입니다. 최근에 그는 가족, 친구 그리고 환자를 위해 COVID-19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그의 이야기 시청하기: 

 

(유튜브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time_continue=1&v=zFR36DHOnNw&feature=emb_logo) 

 

자세한 백신 정보 
Fairfax County 최근 백신 정보는 보건부의 백신 웹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https://www.youtube.com/watch?time_continue=1&v=zFR36DHOnNw&feature=emb_logo
https://www.fairfaxcounty.gov/health/novel-coronavirus/vacci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