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here Can I Get a
Flu Immunization?

PHARMACIES
Many pharmacies offer flu immunizations for a fee, or can bill 
your health plan. Some offer flu immunizations for free as part of 
a promotion. Call ahead to ask about availability and cost. Go to 
vaccinefinder.org to locate a pharmacy near you.

YOUR DOCTOR
Ask your doctor or healthcare provider if they can provide you with a 
flu immunization. Many health plans will cover flu immunizations and 
can tell you where to find one or if there is any cost. If you don’t have 
a doctor or healthcare provider and need one, call the LA County 
Info Line (2-1-1).

HEALTH IS FOR EVERYONE //  Everyone 6 months and older, including healthy 
children and adults, should get immunized for flu. Below are places 
you can find flu immunizations in Los Angeles County.

DEPARTMENT OF PUBLIC HEALTH
Free or low-cost flu immunizations are available from the Los Angeles 
County Department of Public Health at public health centers or 
seasonal flu outreach clinics. Call the LA County Info Line (2-1-1) to 
locate a clinic near you, or visit PreventFlu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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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감 예방접종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모두를 위한 건강//건강한 아동과 성인을 포함해, 생후 6개월 이상 전 

연령층은 독감 예방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담당 의사 
담당 의사나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제공할 수 

있는지 문의하십시오. 의료 보험 계획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장소와 비용이 드는지 알려줄 것입니다. 담당 의사나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없어 필요하다면, LA 카운티 정보 라인(2-1-

1)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약국 
대부분 약국은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의료 보험 

계획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부는 홍보의 일환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미리 전화해 비용은 얼마인지, 이용 

가능한지 문의하십시오. 근처 약국을 찾으시려면 

vaccinefinder.org에 방문하십시오. 

 

공중 보건국 
LA 카운티 공중 보건국의 공중 보건 센터 또는 계절성 독감 지원 

진료소에서 무료로 또는 저렴하게 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진료소를 찾으시려면 LA 카운티 정보 라인(2-1-

1)에 전화하거나 PreventFluLA.com에 방문하십시오. 

 

모두를 위한 건강// 무료 또는 저비용 독감 예방접종을 

찾으시려면 담당 의사나 약국 방문, 2-1-1에 전화, 또는 

PREVENTFLULA.COM에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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