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uick Flu Facts
Getting immunized for flu is an essential part of protecting your health 
and is now more important than ever. Flu immunization has been shown 
to reduce the risk of flu illness, having to go to the doctor, hospitalization 
and death.

COMMON MYTHS 

MYTH: THE FLU IMMUNIZATION GIVES YOU 
THE FLU.
FACT: No, flu immunizations cannot cause 
flu illness. Flu immunizations are made with 
either killed or weakened viruses that cannot 
cause illness. After being immunized, you may 
experience a sore arm, body aches, or low – 
grade fever. This doesn’t mean you have the flu 
but is a sign that your body is making antibodies 
(protection) against the flu.

MYTH: THE FLU IS JUST A BAD COLD AND 
NOT THAT SERIOUS.
FACT: Flu is more than a bad cold. For many 
people, it usually comes on suddenly and can 
lead to serious life – threatening illness such as 
pneumonia and even death. 

MYTH: I’VE NEVER HAD THE FLU, SO I DON’T 
NEED TO GET A FLU IMMUNIZATION.
FACT: Most people will get sick with the flu 
during their life and often more than once. People 
who only have mild symptoms can still make other 
people sick with flu, including people who are at 
risk for serious flu complications, hospitalization or 
death. These include people with chronic health 
conditions, pregnant women, young children and 
seniors. It’s important to get a flu immunization 
to protect yourself from getting flu but also to 
protect all the people around you, including your 
friends and family.

MYTH: FLU IMMUNIZATIONS AREN’T SAFE 
AND DON’T WORK.
FACT: Flu immunizations are very safe. Hundreds 
of millions of Americans have safely been 
immunized to protect themselves from the flu. 
Immunizations like any medicine, can have side 
effects and some people report having very mild 
side effects, such as a sore arm, a low – grade 
fever, or body aches for a day or two. Most 
people have no side effects.

A flu immunization is not 100 percent effective, 
but it’s important to have the protection it does 
provide.

MYTH: I GOT A FLU IMMUNIZATION LAST 
YEAR, SO I DON’T NEED ANOTHER ONE.
FACT: The flu virus is always changing and every 
year the immunization is updated to include new 
flu viruses. Even if you were immunized last year 
or have been sick with flu, the viruses causing the 
flu this year may be completely different. 

HEALTH IS FOR EVERYONE //  TO FIND A 
LOW COST OR FREE IMMUNIZATION, 
CONTACT YOUR DOCTOR OR 
PHARMACY, CALL 2-1-1, OR  
GO TO PREVENTFLULA.COM.



 
 
 
 

 

독감에 대한 진실 
독감 예방접종은 본인의 건강 보호에 필수적이고,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독감 예방접종은 독감에 걸릴 위험, 의사 진료, 입원 및 사망할 

위험을 줄이는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흔한 오해 
 

 오해: 독감 예방접종을 맞으면 독감에 걸린다. 

진실: 아닙니다. 독감 예방접종은 독감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독감 백신은 질병을 

일으킬 수 없는 약화된 바이러스나 죽은 

바이러스로 만들어졌습니다. 예방접종 후, 

팔이 아프거나, 몸살 또는 미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독감에 걸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체가 인플루엔자에 대한 

항체(방어 체계)를 생성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해: 독감은 단지 독한 감기이고 중증 질환이 

아니다. 

진실: 독감은 독한 감기가 아니라 중증 

질환입니다. 주로 대부분 사람들이 갑자기 

감염되어 폐렴과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 

질환에 걸려 심지어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오해: 나는 독감에 걸린 적이 없으니까 독감 

예방접종을 맞을 필요가 없다. 

진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여러 번 독감을 

앓을 수 있습니다.  가벼운 증상만 앓는 사람도 

독감에 걸리면 중증 합병증, 입원 또는 사망의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에게 

독감을 전염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한 

만성 질환자, 임산부, 영유아 및 노인도 

포함됩니다. 독감 예방접종을 받는 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가족을 포함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에도 도움이 

되므로 중요합니다. 

 

 

 

 

 

 

 
 

오해: 독감 예방접종은 안전하지 않고, 

효과가 없다. 

진실: 독감 예방접종은 매우 안전합니다. 수억 명의 

미국인들이 독감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접종을 안전하게 해 왔습니다. 

다른 약과 마찬가지로 예방접종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며, 어떤 사람들은 하루나 이틀 동안 팔이 

아프거나, 미열이 나거나, 몸살이 난다고 

보고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부작용이 없습니다. 

독감 예방접종은 100% 효과적이진 않지만,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해: 나는 작년에 독감 예방접종을 맞았기 

때문에 다시 맞을 필요가 없다. 

진실: 독감 바이러스는 계속 변종하기 때문에 독감 

백신은 매년 새로운 독감 바이러스를 추가 

개선됩니다. 작년에 접종을 했거나 독감에 

걸렸어도, 올해 독감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완전히 다른 종일 수 있습니다. 

 

 

 

 
 

모두를 위한 건강//무료 또는 저비용 독감 

예방접종을 찾으려면 담당 의사나 약국 방문, 2-

1-1에 전화, 또는 PREVENTFLULA.COM에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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