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활성화  

독감백신 예방접종

예방주사를 맞아야 하는 이유는?1
인플루엔자(“독감”)는 전염병입니다.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발병하며, 기침, 재채기, 
콧물로 전염됩니다. 

독감은 누구나 걸릴 수 있지만, 어린아이들 사이에 
감염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대개, 증상은 며칠동안만 
지속됩니다. 이들 증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발열  • 목쓰림 • 오한        • 피로감

• 기침       • 두통             • 근육통   

다른 질병도 같은 증상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종종 
독감으로 오인되기도 합니다.

유아, 노인, 임신중인 여성이나, 심장, 폐, 신장 질환 또는 
약해진 면역체계 등, 특정 건강 문제를 가진 사람들은 훨씬 
심하게 앓게 될 수 있습니다. 독감은 고열과 폐렴을 일으킬 
수 있으며, 기존의 의료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독감은 아이들에게 설사 및 발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매년 수천명의 사람들이 계절성 독감으로 사망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독감 예방접종은 독감에 걸리는 것을 예방하고 다른 
사람에게 독감을 퍼뜨리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비활성화 독감 예방접종은 누가 언제 
받아야 하는가?3

인플루엔자 백신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비활성화 (균을 죽인) 독감 백신인 “독감 예방주사”는 
근육에 주사합니다.

2. 독감균의 힘을 약화시킨, 생 백신(LAIV)은 콧속에 
분무하여 접종합니다. 이 백신에 대해서는 별도의 백신 
자료 설명서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높은 투여량”의 비활성화 인플루엔자 백신은 65 세 
이상인 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보건 
진료 제공자에게 문의하십시오.

독감 바이러스는 항상 바뀌고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은 
매년 받을 것을 권합니다. 과학자들은 매년 그해에 발생할 
확률이 높은 바이러스의 백신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0 – 2011 백신은  A/H1N1 (범유행성) 독감 및 그외 
다른 두 가지 바이러스 , 즉 독감 A/H3N2 및 독감 B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백신은 다른 바이러스로 인한 
감기를 예방하지는 못합니다.

누가?
나이가 6개월 이상인 모든 사람은 독감 예방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예방 접종은 특히 심한 독감에 걸릴 위험성이 있는 사람과 
이런 사람을 가까이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의료 직원과 6개월 미만의 아동을 가까이 
접촉하는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2009년 2009H1N1(범유행성) 독감 예방접종을 받았거나, 
2009년 범유행성 독감에 걸렸던 사람도, 여전히 2010-
2011 계절성 독감 백신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언제?
독감철이 일찍 닥칠 경우를 생각하여 백신이 출하되면 
가능한 한 빨리 접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백신은 해당 
지역사회에 질환이 발생하는 한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독감은 어느 때나 발생할 수 있지만 대개 11월에서 5
월 사이에 발생합니다. 지난 철에는, 1월과 2월에 대부분 
발생했습니다.  12월 또는 그 이후에 예방접종을 받더라도 
거의 그해 내내 효력을 보게 됩니다.

성인과 나이가 찬 아동들은 매년 1회의 독감 예방접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9세 미만의 특정 아동들은 예방을 
위해 2회의 접종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것은 
보건 진료 제공자에게 문의하십시오.

독감 예방접종은 다른 백신과 동시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백신 자료 설명서는 스페인어 및 그외 많은 다른 언어로 된 것도 있습니다.  www.immunize.org/vis 참조
Hojas de Informacián Sobre Vacunas están disponibles en Español y en muchos otros idiomas. Visite www.immunize.org/v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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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을 받은 후 효력 발생에는 2 주일까지의 시간이 
걸리며, 효력은 약 1년간 지속됩니다.

독감균을 약화시킨 생 백신에는 티메로살(소독액)이나 
다른 방부제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비활성화 독감 백신접종을 받아서는 
안되는 사람 또는 기다려야 하는 사람4

•  어떤 심한 (생명을 위협하는)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담당 보건 진료 제공자에게 이야기하십시오. 
독감 백신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 독감 백신은 계란 속에서 배양됩니다. 계란에 심한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독감 예방접종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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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감 백신의 어떤 구성 성분에 심한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역시 백신접종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 독감 예방접종을 받은 후 심한 반응을 보일 경우, 보건 
진료 제공자에게 알리십시오

• 혹시, 길랭 - 바레 증후군(심각한 중풍 질환, 또는 GBS
라고 부름)이 있는 경우에는 보건 진료 제공자에게 
이야기하십시오. 백신접종을 받아야하는지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입니다.

•  견딜만큼 아프거나 심하게 아픈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몸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아픈 곳이 있으면, 예방접종 날짜를 재조정해야 
할 것인지 보건 진료 제공자에게 문의하십시오.  가벼운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심한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엔?6
어떤 부작용이 예기되는가?
고열이나 행동 변화와 같은 비정상적인 상태를 예기할 
수 있습니다. 심한 알레르기 반응의 증세로는 호흡 곤란, 
쉰목소리, 또는 숨을 헐떡임, 두드러기, 창백해지거나, 
무력해짐, 빠른 심장박동, 현기증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
• 의사에게 연락하거나, 즉시 의사에게 데려가십시오.

• 의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부작용이 발생한 날짜와 
시간, 그리고 언제 예방접종을 받았는지 이야기하십시오.

• 보건 진료 제공자에게 백신 부작용 보고 시스템(VAERS)
의 양식을 작성하여 부작용을 보고하도록 요구하십시오. 
또는 여러분 자신이 직접 www.vaers.hhs.gov 에서 
VAERS 웹사이트를 통하거나, 1-800-822-7967번으로 
전화하여 보고할 수 있습니다.

VAERS 는 의료에 관한 조언은 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는 방법은?8
• 보건 진료 제공자에게 문의하십시오. 백신 꾸러미에 

대한 간지나 자료에 대한 다른 출처를 알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 해당 지역 또는 주 보건부에 전화하십시오.

• 질병 통제 및 예방 센터(CDC)에 연락하십시오:

- 1-800-232-4636 (1-800-CDC-INFO) 번으로 
전화하거나 

- CDC의 웹사이트인 www.cdc.gov/flu 를 
방문하십시오.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보건사회부)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질병 통제 및 예방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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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활성 독감 예방접종은 어떤 위험이 
따르는가?5

모든 약이 그렇듯, 백신은 심한 알레르기 반응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백신이 심각한 피해나 사망을 초래 할 위험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비활성 독감 백신 바이러스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비활성 독감 백신 내의 바이러스는 
죽은 균이기 때문에 백신이 독감을 걸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경미한 부작용: 

• 주사를 맞은 자리가 쓰리거나, 붉은 반점이 생기거나 
부어오름 

• 목쉼; 눈이 쓰리거나 충혈되거나 가려움; 기침

• 발열     • 통증

이러한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보통 예방주사를 맞은 뒤  
바로 시작하여 하루 이틀 지속됩니다. 

심각한 부작용:

• 백신이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혹 발생하더라도, 
주사를 맞은 후 대개 몇 분에서 몇 시간 이내에 
사라집니다.

• 1976년, 비활성 독감의 한 종류 (돼지 독감) 백신이 
길랭 - 바레 증후군 (GBS)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독감 백신은 명확하게 GBS에 연관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현재의 독감 백신에서 GBS의 
위험이있다면, 이는 예방접종을 받은 백만 명중 1건 또는 
2건 이하일 것입니다. 이는 예방 접종으로 예방할 수있는 
심각한 독감의 위험보다 훨씬 낮습니다.

국립 백신 상해 보상 프로그램7
국립 백신 상해 보상 프로그램(VICP)은 1986년에 
마련되었습니다. 

백신 때문에 상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면, 1-800-338-2382 
번으로 전화하거나 VICP 웹 사이트인 www.hrsa.gov/
vaccinecompensation 을 방문하여 프로그램에 대하여 
알아 볼 수 있고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백신의 안전성은 항상 관찰 감독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www.cdc.gov/vaccinesafety/Vaccine_Monitoring/Index.html 
및 

www.cdc.gov/vaccinesafety/Activities/Activities_Index.html

비활성 독감 백신접종의 한 브랜드인, Afluria라 
불리는 브랜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8
세 이하의 아이에게 접종해서는 안됩니다. 이에 
관련된 한 백신은 호주에서 어린 아이에게 신열과 
신열에 관련된 발작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 진료 제공자에게 문의하십시오.

When should I receive 
infl uenza vaccine?5

Getting the vaccine as soon as it is available will provide 
protection if the fl u season comes early. You can get the 
vaccine as long as illness is occurring in your community.

Infl uenza can occur any time, but most infl uenza occurs from 
November through May. In recent seasons, most infections 
have occured in January and February. Getting vaccinated in 
December, or even later, will still be benefi cial in most years.

Adults and older children need one dose of infl uenza vaccine 
each year. But some children younger than 9 years of age need 
two doses to be protected. Ask your healthcare provider. 

Infl uenza vaccine may be given at the same time as other 
vaccines.

 If rare reactions occur with any product, they may not be •
identifi ed until thousands, or millions, of people have used it. 
Millions of doses of LAIV have been distributed since it was 
licensed, and the vaccine has not been associated with any 
serious problems. 

The safety of vaccines is always being monitored. For more 
information, visit:
    www.cdc.gov/vaccinesafety/Vaccine_Monitoring/Index.html       
    and 
    www.cdc.gov/vaccinesafety/Activities/Activities_Index.html

What if there is a severe 
reaction?7

What should I look for?
Any unusual condition, such as a high fever or behavior 
changes. Signs of a severe allergic reaction can include 
diffi culty breathing, hoarseness or wheezing, hives, paleness, 
weakness, a fast heart beat or dizziness.

What should I do?
 Call•  a doctor, or get the person to a doctor right away.
 Tell•  the doctor what happened, the date and time it   
happened, and when the vaccination was given.
 Ask•  your healthcare provider to report the reaction by fi ling 
a Vaccine Adverse Event Reporting System (VAERS) form. 
Or you can fi le this report through the VAERS website at 
www.vaers.hhs.gov, or by calling 1-800-822-7967.

VAERS does not provide medical advice.

How can I learn more?9
 Ask your healthcare provider. They can give you the vaccine •
package insert or suggest other sources of information.
 Call your local or state health department.•
 Contact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
(CDC):

Call- 1-800-232-4636 (1-800-CDC-INFO) or

Visit CDC’s website at - www.cdc.gov/fl u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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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vaccine, like any medicine, could possibly cause serious 
problems, such as severe allergic reactions. The risk of a 
vaccine causing serious harm, or death, is extremely small.

Live infl uenza vaccine viruses very rarely spread from person 
to person. Even if they do, they are not likely to cause illness. 

LAIV is made from weakened virus and does not cause 
infl uenza. The vaccine can cause mild symptoms in people 
who get it (see below). 

Mild problems: 
Some children and adolescents 2-17 years of age have 
reported:

 runny nose, nasal congestion or cough   • fever•
 headache and muscle aches   • wheezing •
 abdominal pain or occasional vomiting or diarrhea •

Some adults 18-49 years of age have reported: 

 runny nose or nasal congestion   • sore throat•
 cough, chills, tiredness/weakness   • headache•

Severe problems:

 Life-threatening allergic reactions from vaccines are very  •
rare. If they do occur, it is usually within a few minutes to a 
few hours after the vaccination. 

The National Vaccine Injury 
Compensation Program8

The National Vaccine Injury Compensation Program (VICP) 
was created in 1986. 

Persons who believe they may have been injured by a vaccine 
can learn about the program and about fi ling a claim by calling 
1-800-338-2382, or visiting the VICP website at 
www.hrsa.gov/vaccinecompensation.

Tell your healthcare provider if you ever had Guillain-Barré 
Syndrome (a severe paralytic illness, also called GBS). 
Your provider will help you decide whether the vaccine is 
recommended for you. 

Tell your healthcare provider if you have gotten any other 
vaccines in the past 4 weeks. 

Anyone with a nasal condition serious enough to make breathing 
diffi cult, such as a very stuffy nose, should get the fl u shot instead. 

People who are moderately or severely ill should usually wait 
until they recover before getting fl u vaccine. If you are ill, talk 
to your healthcare provider about whether to reschedule the 
vaccination. People with a mild illness can usually get the vaccine.

What are the risks from LAIV?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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