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기반 보건소에서
자녀의 예방접종 하세요!
이제 학교 기반 보건소는 2022년 8월 26일까지 일상적인 소아과 진료 및 COVID-19/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위해
지역사회에 개방됩니다. 만 3세 이상의 학생은 COVID-19/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을 포함하여 학교에서 요구하는 모든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2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학교 출석을 위해 COVID-19/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필수입니다.
또한, 부모/보호자도 COVID-19/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 예약은 재적 학교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기반 보건소에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예약을 하려면 가장 가까운 위치의 번호로 전화하십시오.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는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Anacostia 고등학교 보건실
1601 16th Street SE Washington, DC 20020
(202) 724-5529
MedStar Georgetown University 에서 운영
Ballou 고등학교 보건실
3401 4th Street SE Washington, DC 20032
(202) 645-3843
Children’s National Hospital 에서 운영
Cardozo 교육 캠퍼스 보건실
1200 Clifton Street NW Washington, DC 200009
(202) 727-5148
Unity Health Care Inc. 에서 운영
H.D. Woodson 고등학교 보건실
540 55th Street NE, 20019
(202) 724-2287
Unity Health Care Inc. 에서 운영

Coolidge 고등학교 및 Ida B. Wells 중학교 보건실
6315 5th Street NW, Washington, DC 20011
405 Sheridan Street, NW Washington, DC, 20011
(202) 847-4077
Mary’s Center 에서 운영
Dunbar 고등학교 보건실
101 N Street NW Washington, DC 20002
(202) 724-4086
Children’s National Hospital 에서 운영
Roosevelt 고등학교 보건실
4301 13th Street NW Washington, DC 20011
(202) 727-6333
MedStar Georgetown University 에서 운영
예약 가능한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 서둘러 예약해
주십시오. 아동들은 COVID-19/코로나바이러스 백신
1차 접종 후 3주 후에 2차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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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 부모/보호자가 아동의 예방 접종에 동의해야 합니다
• COVID-19/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은 무료입니다. 건강 보험 회사로부터 이에 대한
청구서를받게 되면, 접종을 받은 학교 기반 보건실(School Based Health
Center, SBHC)로 연락하십시오.
• 질병통제관리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는 의학적질환으로
인해 정기적으로 처방되어 복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예방 접종 전에 이부프로펜, 아스피린
또는 아세트아미노펜과 같은 일반 의약품이 면역 반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의약품의 복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백신 접종 후 발열이나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 알려진 금지 사유가 없는 한 적정량의 아세트아미노펜 또는
이부프로펜을 복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또한 COVID-19/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 전에 알레르기 반응을 막기 위
해 알레르기 반응 치료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는 것도 권장되
지 않습니다. 자녀가 복용하는 의약품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담당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 COVID-19/코로나바이러스 백신 및 기타 백신은 이제 다른 예방 접종 시기에 관계없이 접종
이가능합니다. COVID-19/코로나바이러스 백신과 기타 백신을 한 날 동시에 접종받을 수
도 있습니다.

예약된 시간에 방문하시면 백신 동의서를 제공해 드립니다.
동의를 하는 것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예약하고자 하는 SBHC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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