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예방접종에 관한 대화의 요점
•

독감은 심각한 질병이어서 이 때문에
사람들은 결근하거나, 가족을 돌보지
못하거나, 심지어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입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많은 사람들이
독감으로 사망합니다.

•

독감 백신은 독감으로부터 여러분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독감에 걸릴 위험을 절반으로 줄여 줍니다.

•

독감 백신은 안전하고 효과가 있습니다.
매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독감 백신 접종을 받고
있습니다.

•

독감 예방접종에는 몇 분 밖에 걸리지
않으며, 비용이 저렴하거나 무료입니다.
오리건주에서는 대부분의 의료 서비스
제공자 진료실과 지역 약국에서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귀하에게 보험이
없더라도, 독감 백신 비용을 지불할 수
없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

어린이, 성인 및 노인을 포함하여 6 개월
이상 연령의 모든 사람들은 독감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독감 백신은 2 세
미만의 어린이들과 65 세 이상인 노인들의
심각한 질병 위험을 낮추는 데 특히
중요합니다.

•

예방접종을 받지 않으면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도 독감을 옮길 수 있습니다.

•

독감 바이러스는 해마다 변하기 때문에
매년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년, 백신은 독감에 걸리게 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바이러스 변종을 대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

독감 시즌이 시작되는 초가을에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을에
백신을 맞을 수 없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독감 백신
접종을 받는 것은 결코 늦은 것이 아닙니다.

•

귀하가 독감에 걸린 적이 없더라도,
예방접종을 받으면 연로한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천식, 당뇨병, 심장 질환 또는 폐 질환이
있는 사람도 독감 예방접종을 받지 않으면
심각한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습니다.

•

독감 백신을 맞는다고 독감에 걸리는 것이
아니며, 백신의 부작용은 일반적으로
경미하고 금방 사라집니다. 부작용에는
두통이나 팔의 통증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하루나 이틀 동안만 지속됩니다.

•

오리건주에서는 대부분의 의료 서비스
제공자 진료실과 지역 약국에서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전화로
백신 접종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예약을
하십시오.

•

독감 백신 접종 장소를 찾는 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 211 로 전화하거나
VaccineFinder.org 를 방문하십시오.

•

독감 백신에 대해 질문이 있으시면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화로 문의하십시오.

독감 예방접종 커뮤니케이션 툴키트

OHA 3537A KOREAN (1/13/2021)

독감 예방접종 + COVID-19 에 관한 대화의 요점
•

올해는 COVID-19 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서 독감 백신 접종을
받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

대유행 기간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
머물더라도, 여전히 독감에 걸리고 이를
전파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받으면
가족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

이번 시즌의 독감 예방은 우리의 의료
시스템을 더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독감
예방접종을 받으면, 아주 어린 아아, 노인
및 만성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도록 도울 수 있어서, 의료
종사자가 응급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욱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한 COVID-19 로 인해 심하게 아플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은 독감으로 인해
심하게 아플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COVID-19 에 노출되면
심하게 아프게 될 위험이 높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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