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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ing immunized for flu is an essential part of protecting your health and now more 
important than ever. There is not yet an immunization for COVID-19, but there is for flu. 
Everyone 6 months and older should get immunized for flu, including healthy people.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Flu and COVID-19? 
Flu and COVID-19 are both respiratory illnesses that spread easily, but are caused by different viruses. 
Both viruses share many symptoms, such as fever and cough which can make it more difficult to 
diagnose. Call your health care provider or get tested if you think you are sick with COVID-19 or flu. 

Can I Get Both Flu and COVID-19? 
Yes, flu and COVID-19 viruses are circulating and it’s possible to catch both. Flu and COVID-19 spread 
easily to other people and both can cause serious illness. 

Why is Flu Immunization Important for Older Adults, Children Under 5, Persons with Long 
– Lasting Health Conditions and Pregnant Women?
Flu immunization can reduce the risk of serious flu illness, medical visits, hospitalizations and death 
in high-risk populations such older adults, young children, pregnant women and people with health 
conditions such as diabetes, lung and heart disease or a weakened immune system. Many of these 
same people are also at high risk for severe illness from COVID-19.  

Is Going Out to Get a Flu Immunization Safe? 
Yes, health care providers, pharmacies, and other flu immunization clinics are taking steps to protect 
you from COVID-19 and other illness during your visit. Safety steps may include: separate appointment 
times for sick patients, requirements for wearing masks, added disinfecting, and distancing in waiting 
areas. Some locations offer immunizations outside or by drive-thru so you can get immunized without 
going indoors or leaving your car. You can help to keep yourself safe by wearing a face covering, 
keeping your distance, and washing your hands or using hand sanitizer.

Where Can I Get a Free Flu Immunization During COVID-19? 
For a free flu immunization call 2-1-1, or go to PreventFluLA.com. Also check if your health care 
provider or pharmacy offers free or low-cost free immunizations. 

How Can I Prevent Getting Flu and COVID-19?
Both COVID-19 and the flu are transmitted mostly by respiratory droplets, so the same strategies used 
to help stop the spread of COVID-19, such as wearing a mask or face covering, washing your hands 
often or using hand sanitizer, social distancing, and staying home when you are sick and avoiding close 
contact with people who are sick, will also help protect you from flu. 

Is There a Test That Can Detect Flu and Covid-19?  
Yes, there are tests that check for flu and tests that check for COVID-19. Your doctor can determine 
what test is best for you. Call 2-1-1 if you don’t have a health care prov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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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예방접종은 본인의 건강 보호에 필수적이고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COVID-19 
백신은 아직 없지만, 독감 백신은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을 포함해, 생후 6개월부터 전 연령층 
모두 독감 예방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독감과 COVID-19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독감과 COVID-19는 둘 다 쉽게 확산되는 호흡기 질환이지만, 원인 바이러스가 다릅니다. 두 바이러스 

모두 발열과 기침과 같은 여러 유사 증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증상으로는 진단이 어렵습니다. 만약 

COVID-19이나 독감으로 아프다고 생각되면, 담당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연락하거나 진단 검사를 

받으십시오. 

독감과 COVID-19 모두에 걸릴 수 있나요? 
네. 독감 및 COVID-19 바이러스가 모두 유행 중이고, 두가지 모두에 전염될 수 있습니다. 독감과 COVID-

19은 다른 사람에게 쉽게 확산되며, 둘 다 심각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노인, 5세 미만 어린이, 만성 기저 질환자와 임산부에게 독감 예방접종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독감 예방접종은 노인, 영유아, 임산부, 및 당뇨병, 폐질환, 심장병과 같은 기저 질환자 또는 면역체계가 

약화된 사람들과 같은 고위험군에 독감으로 인한 중증 질환, 진료, 입원 및 사망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람들 중 대부분은 COVID-19로 인해 중증 질환에 걸릴 위험도 높습니다. 

독감 예방접종을 받으러 외출하는 것은 안전할까요? 
네. 의료 서비스 제공자, 약국 및 기타 독감 예방접종 진료소는 여러분이 방문할 때 COVID-19와 기타 

질병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안전 조치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픈 환자를 위한 별도 예약 시간, 마스크 착용 요구, 추가 소독 및 대기실에서 거리두기. 일부 

장소에서는 야외 또는 드라이브 스루로 예방접종을 제공하므로 실내에 들어가거나 차에서 내리지 않고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고,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를 

사용함으로써 본인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COVID-19이 유행하는 동안에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위해 2-1-1에 전화하거나 PreventFluLA.com에 방문하십시오. 또한 의료 서비스 

제공자나 약국에서 예방접종을 무료로 또는 저렴하게 제공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어떻게 독감과 COVID-19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COVID-19와 독감 모두 대부분 호흡기 비말로 확산되기 때문에 마스크나 안면 가리개 착용, 손을 자주 

씻거나 손 소독제 사용, 사회적 거리두기 및 아프면 집에 머무르기, 아픈 사람들과 밀접 접촉 피하기 등 

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전략이 독감 예방에도 동일하게 도움될 것입니다. 

독감과 COVID-19를 검출할 수 있는 검사가 있나요? 
네, 독감 진단 검사와 COVID-19 진단 검사가 있습니다. 담당 의사는 여러분에게 어떤 검사가 가장 좋은 

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없으면, 2-1-1에 전화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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