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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 건강 관리 에이전시에서 현재 코로나 19 및 독감 백신용 노바백스 제공 

 
(산타 아나, 캘리포니아) – OC 건강 관리 에이전시(HCA)는 HCA 관리 백신 지역에서 노바백스 접종을 
이번 주부터 시작했습니다. 독감 백신 역시 제공됩니다. 코로나 19 사례는 현재 오렌지 카운티에서 줄고 
있지만, HCA는 여전히 코로나 19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개인에게 접종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백신 접종이 감염, 입원 및 사망을 줄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카운티 건강 담당자인 Dr. 
Regina Chinsio-Kwong는 말합니다. “독감 시기가 시작되면,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 아프거나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을 코로나 19, 독감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19과 독감 예방접종으로 
자기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들이 접종할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질병 통제 예방 센터(CDC)와 미국 소아과 학회에 따르면, 백신은 자격이 되는 아동 및 성인에게 코로나 19 
백신과 함께 안전하게 공동 투여될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되는 거주자는 www.Othena.com에 방문해 
약속을 잡을 수 있습니다. 
 
노바백스는 3주 간격으로 두 번 투약 되는 백신입니다. 2021년 초, 경/중증 질병을 앓고 있는 18세 이상 
30,000명을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 90% 효과가 있었습니다. 12년 이상 거주자는 노바백스 접종이 
가능하지만, 부스터로서 또는 11세 이하 아동에게는 사용은 허가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긴급 사용 
승인(EUA)을 확인하십시오.  
 
 
화이자 바이오테크와 모더나 백신과는 다르게, 노바백스는 mRNA 기술 사용 없이 개발되었습니다. 
노바백스는 오히려 대상포진, HPV, B형 간염, 디프테리아, 파상풍 소아백신에서 성공적으로 사용된 것과 
같은 메커니즘과 스파이크 단백질을 직접 제공합니다. 
 
현재 코로나 19 백신을 맞지 않고 노바백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www.othena.com에서 약속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의 약국에서도 노바백스를 접종하고 있으니 www.vaccines.gov를 통해 
확인하십시오. 
 
노바백스 또는 독감 백신에 대해 질문이 있으시면, 주치의에게 문의하십시오. 백신에 대한 더 많은 정보와 
자료는 독감 | 오렌지 카운티 캘리포니아 – 건강 관리 에이전시(ochealthinfo.com)를 방문하거나 1-800-
564-8448를 통해 HCA 건강 추천 라인에 전화하십시오. 
 
 

보도 자료 
오렌지 카운티 – 건강 관리 에이전시 

http://www.othena.com/
https://www.fda.gov/news-events/press-announcements/coronavirus-covid-19-update-fda-authorizes-emergency-use-novavax-covid-19-vaccine-adjuvanted
http://www.othena.com/
http://www.vaccines.gov/
https://www.ochealthinfo.com/about-hca/public-health-services/public-health-services/diseases-conditions/flu


 
오렌지 카운티 내 사례 수, 백신 및 검사 등 코로나 19 정보와 자료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ochealthinfo.com/covid를 방문하거나 1-800-564-8448를 통해 HCA 건강 추천 라인에 전화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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