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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플루엔자 표본감시란

 정의 및 목적

- 인플루엔자 발생현황 및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임상 표본감시와 실험실 표본

감시로 구성되는 국가 인플루엔자 감시체계(Korea Influenza Surveillance 

Scheme, KISS)임(그림 1)

- 인플루엔자 표본감시를 통해 수집·분석된 자료는 인플루엔자 발생양상과 

유행주를 파악하고 예방백신의 효과를 분석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함

 신고시기 및 신고내용

- 인플루엔자 임상 표본감시(약 850여개 기관) : 매주 인플루엔자의사환자(ILI) 

수와 총 진료환자수를 신고

※ 이중 100개 의료기관은 인플루엔자 유행의 조기 인지를 위해 인플루엔자 유행기간

(9월부터 익년 5월)에 일일보고로 전환하여 신고

- 실험실 표본감시(약 90여개 기관) : 매주 인플루엔자의사환자의 검체를 채취

하여 관내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바이러스 검사를 의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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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인플루엔자 감시체계(Korea Influenza Surveillance Scheme, K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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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표본감시기관 지정

 임상 및 실험실 표본감시기관 지정

- 인플루엔자 임상 표본감시는 지역 인구수를 고려(5만 명당 1개소)하여 소아과, 

내과, 가정의학과 또는 이비인후과 진료과목이 있는 1·2차 의료기관을 대상

으로 지정하고 있음

-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바이러스 실험실 표본감시는 참여 의사가 있는 의료

기관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음

-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표본감시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표본감시

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정서를 송부하고 있음

※ 의료기관 폐업으로 인해 감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나 대표자변경 등 의료

기관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관내 보건소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참여기관수(2012년 9월)

시 도 임상감시기관 실험실감시기관
계 852 91

서울 175 6
부산 56 7

구 41 7
인천 47 5
광주 25 4

전 23 6
울산 15 3
경기 186 5
강원 30 6
충북 28 5
충남 38 5
전북 34 8
전남 38 5
경북 46 5
경남 58 5
제주 12 5

경기북부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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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인플루엔자 특성 및 발생추이

1. 인플루엔자 특성

○ 인플루엔자는 인플루엔자바이러스(A, B 등) 감염에 의한 급성호흡기 질환으로 

주로 11월에서 다음해 4월까지 유행함

- 우리나라의 경우 겨울철(12월~1월) 유행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다 봄철

(3월)에 다시 유행하는 M자형 유행분포를 보임(08-09절기, 09-10절기, 

11-12절기)

- 겨울철 유행은 주로 A/H3N2형, 봄철에는 주로 B형에 의한 유행을 보임

※ 2011-2012절기에 A/H1N1pdm09형은 해외유입 1건이 확인되었음

- 인플루엔자는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생기는 질병으로, 일반 감기

바이러스에 의한 감기와는 달리 심한 증상을 나타내고 폐렴 등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음

○ 임상증상

-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 두통, 근육통, 피로감 등의 전신증상과 기침, 

인후통, 객담 등의 호흡기 증상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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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플루엔자 발생현황

절기

인플루엔자의사환자 발생현황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분리현황

유행기간 (유행기준 초과 기간)
A

/H3N2

A

/H1N1

A/H1N1

pdm09
B 첫 분리일

2000-2001 2월 중순 ∼ 3월 말 6주간 유행 134 11 - - 2000년 51주

2001-2002 유행 주의보 발령 없었음 8 105 - 102 2001년 47주

2002-2003 11월 중순 ∼ 12월 말까지 5주간 유행 622 - - - 2002년 44주

2003-2004 3월 초순 ∼ 4월 중순까지 5주간 유행 746 1 - 565 2003년 48주

2004-2005 유행기준 초과 기간 없음 777 31 - 191 2004년 44주

2005-2006 12월부터 3주간 유행 304 734 - 399 2005년 45주

2006-2007 1월부터 3주간 유행 2,488 497 - 257 2006년 47주

2007-2008 11월 말 ∼ 4월 중순까지 19주간 유행 935 730 - 2,976 2007년 43주

2008-2009
12월 ∼ 1월까지 8주간 유행, 
3월 중순 ∼ 5월 중순까지 8주간 유행
8월 말 2주간 유행

1,748 3,214 33 63 2008년 37주

2009-2010 9월부터 40주간 유행 8 - 4,748 1,710 2009년 37주

2010-2011 9월부터 25주간 유행 308 - 1,651 17 2010년 36주

2011-2012 12월 말부터 19주간 유행 1,950 - 1 1,834 2011년 36주

 

※ 2000년도부터 국가인플루엔자감시체계(Korea Influenza Surveillance scheme, KISS)를 통해 수집한 

내용을 토 로 분석한 자료임

[2000-2001절기∼2011-2012절기 인플루엔자 발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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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플루엔자 유행기준 및 유행주의보 발령

○ 인플루엔자의사환자(Influenza-like illness; ILI) 분율 산출식

   인플루엔자의사환자(ILI) 분율(‰)

        = 인플루엔자의사환자* 수 / 총 진료환자 수 × 1,000

* 인플루엔자의사환자 :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동반한 경우

○ 인플루엔자 유행기준 산출식

   인플루엔자 유행기준 공식

        : 과거 3년치 비유행기간 평균 ILI 분율 + 2 × 표준편차

○ 유행주의보 발령

- 인플루엔자의사환자(ILI) 분율이 유행기준을 초과하면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유행주의보를 발령함

- 2012-2013절기는 외래환자 1,000명당 의사환자 4명 이상 발생할 경우 발령

○ 절기별 유행기준 및 유행주의보 발령일

절기 유행기준(1,000명당) 유행주의보 발령일

2012-2013* 4.0 -

2011-2012* 3.8 2012. 1. 5

2010-2011* 2.9 2010.10.14

2009-2010 2.6 -

2008-2009 2.6 2008.12.18

* 2009신종인플루엔자(A/H1N1pdm09) 유행 시기인 2009-2010절기를 제외한 과거 

3년치 자료를 토 로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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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인플루엔자 임상표본감시

1. 신고를 위한 환례정의

   

인플루엔자의사환자(Influenza-like illness, ILI)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경우

2. 임상표본감시 신고

   

구분 신고주기 신고일 신고기간 신고내용 신고방법

주간보고 1주 매주 화요일까지
연중
내내 해당 기간(1주, 1일)동안의 

총 진료환자 수1) 및
인플루엔자의사환자 수2)를 수집하여 

신고

인터넷,
팩스, 전화

일일보고 1일
매일 진료마감 

이후
매년 9월 

∼익년 5월

※ 일일감시 표본감시기관 100개소는 매년 9월부터 익년 5월까지는 진료 마감 후 일일 

집계 자료를 신고하고 그 외 기간에는 주간단위로 자료를 취합하여 신고함 

※ 과거자료 신고 누락 시 2주전 자료까지 소급하여 신고가 가능함(주간·일일보고 모두 

해당)

가. 신고내용

1) 해당기간 중 총 진료환자 수

○ 예방접종예진, 진단서작성, 성병검진 등 진료 이외의 목적으로 내원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초진, 재진 구분 없이 모든 진료환자수를 기재하고 인플루엔자의사환자도 

총 진료환자 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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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 등의 이유로 주간 진료환자가 없을 경우 전화(043-719-7172)로 

제로보고 합니다.

2) 해당기간 중 인플루엔자의사환자 수

○ 해당 표본감시기간 동안의 인플루엔자의사환자 수이며 연령군별 의사환자 

수를 기재합니다.

※ 인플루엔자의사환자가 없는 경우 총 진료환자 수만 신고함

나. 신고방법

인터넷을 이용한 신고 

1) 회원가입 

①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에서 『사용자가입』을 

통해 실명인증절차를 거쳐야합니다(기존에 사용하던 ID가 있는 경우는 

제외).

② 회원 정보 입력 시, 기관명에 “의료기관 및 약국” 선택 후, “검색하기”

에서 해당기관(의료기관명, 요양기관번호 확인)을 찾아 선택합니다(기관

검색이 안될 경우 시스템 첫 화면의 “기관등록신청”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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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본인확인을 위해 휴대폰 인증을 받습니다(휴대폰 명의자의 주민등록번

호를 입력).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여 동의란에 체크한 

후 저장하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인플루엔자의사환자가 없는 경우 총

진료환자수만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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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그인

① 등록한 ID/PW 입력 후, 로그인합니다.

② 인플루엔자표본감시의 권한을 요청합니다(기존 가입회원의 경우 메뉴에서 

권한·부가정보관리에서 요청).

③ 권한이 부여되면, 왼쪽의 「메뉴보기」를 선택합니다.

④ 주간신고기관은 「신고(주별)」에서만 신고 가능합니다.

⑤ 일일신고기관은 9월부터 익년 5월까지 “신고(일별)”, 6월부터 8월까지 

“신고(주별)”만 가능합니다. 보고형태가 바뀌어도 과거 2주 소급적용은 

가능합니다.

예) 주간신고 기간인 6월 7일에 과거 5월 25일자 일일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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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입력

: 「신고(주별/일별)」에서 「신고」를 클릭 합니다.

① 기간은 로그인 이전 주(일)로 자동 입력되며 수정 가능합니다. 

※ 만일 과거 자료 신고를 누락한 경우는 표본감시기간을 선택하여 신고함(주간/

일일 신고 모두 “2주” 전 자료까지 소급하여 신고 가능)

② 총진료환자수는 0명 이상이어야 하며, 휴가 등으로 인하여 주간 진료환

자수가 0명인 경우 반드시 전화로 신고합니다(043-719-7172).

※ 일일신고 시 평일 진료가 없으면 전화로 제로(0)신고하고, 일요일과 공휴일 진료가 

없으면 보고하지 않음

③ 인플루엔자환사수를 연령별로 입력합니다(없는 경우 총진료환자수만 입력).

④ 비고란에는 중증호흡기질환이 있는 경우, 인플루엔자 집단발병, 신종 

인플루엔자 출현이 의심되는 경우 등 자유롭게 입력합니다.

⑤ 신속항원진단 검사를 시행한 경우, 결과를 보고합니다.

⑥ 해당란에 자료 입력 후 등록버튼을 누르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①

②

③

⑤

⑥

④



❙ 16❙

❙2012∼2013절기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안내

4) 자료 검색 및 수정

: 「신고(주별/일별)」에서 「신고세부내역관리」를 선택합니다.

① 표본감시기간을 설정하여 검색하면 해당기간동안의 자료보고현황이 나타

납니다.

② 검색된 내용은 엑셀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③ 잘못 보고한 경우는 “해당주(해당날짜)”를 클릭하여 신고화면으로 이동, 

자료 수정이 가능합니다.

①

②

③

전화나 팩스를 이용한 신고

감염병관리센터 감염병감시과로 직접 연락 혹은 팩스로 신고합니다.

(전화: 043-719-7172,7167, 팩스: 043-719-7188,7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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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바이러스 실험실표본감시

1. 검체 채취 대상

 ○ 인플루엔자의사환자를 포함한 급성호흡기 증상 환자

 ○ 당일 내원한 발병 후 3일 이내의 환자 중 5건 내외 검체 채취

    (상황 변화에 따라 검체 채취 건수 변동 가능함)  

2. 검체 채취 방법

 ○ 검체의 종류 : 인후도찰물 등 호흡기 검체

 ○ 환자의 인후두 부위를 도찰하여 바이러스 수송배지(VTM)에 넣음

※ 질병관리본부에서 지급한 환자일련번호 스티커를 부착하고, 임상정보 및 동의서를 

함께 작성하였을 경우

 ○ 검체 채취일 및 기간 : 매주 월, 화요일(연중 지속)

 ○ 검체 채취 시 “인플루엔자 및 급성호흡기감염증 실험실검사 의뢰서 및 동의서” 

작성(서식 2)

3. 검체 의뢰 방법

 ○ 검체 의뢰일 : 매주 수요일(상황 변화에 따라 검체 채취 시기 변동 가능함)

 ○ 검체 수송 방법

- 검체 수송관리 용역사업체에서 매주 수요일 수거하여 해당 지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체 수송 

※ 검체 수송관리 용역사업체는 검체운송용 전용상자에 냉매를 넣어 냉장상태를 유지

하여 검체 운송. 이때, 냉매가 검체에 바로 닿아 얼지 않도록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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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사 항목

○ 인플루엔자바이러스(4가지 형)

- A/H1N1(pdm09), A/H3N2, A/H5N1 및 B형 

 

○ 호흡기바이러스 7종

- 아데노바이러스(ADV),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PIV), 사람코로나바이러스(hCoV), 사람리노바이러스(hRV), 사람

보카바이러스(hBoV), 사람메타뉴모바이러스(hMPV)

 ▶ 인후도찰물 채취방법

① 설압자로 혀를 지긋이 누른다.
② "아" 소리를 내게 하고 목젖을 위로 향하게 한다.
③ 인두 후벽과 편도선을 도찰한다.
  (이 때, 면봉이 입천장과 혀에 닿지 않게 함)
④ 면봉을 수송배지에 넣는다

 ▶ 인후도찰물 채취방법

① 상품화된 바이러스 수송 배지(Virus Transport Medium, VTM) kit 안에 동봉된 면봉을 이용,
환자 검체를 채취한다.

② 수송배지가 담긴 병에 면봉을 담그고 병마개 부위에서 봉을 부러뜨린 후 뚜껑을 
꼭 잠그도록 한다.

③ 부러뜨릴 때 안쪽에 손이 닿아 오염되지 않게 주의한다.
④ 검체가 담긴 병은 즉시 4℃ 냉장고에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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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표본감시 신고서

<서식 1>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결과신고서

  수    신 :  질병관리본부장

  표본감시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해당기간 총 진료환자수    명

  해당기간 총 인플루엔자의사환자수* 명

연령구분(만) 연령별 인플루엔자의사환자수

0  ~  2 세 명

3  ~  6 세 명

7  ~ 19 세 명

20  ~ 49 세 명

50  ~ 64 세 명

65  세 이상  명

 신고일:       년       월       일

 진단의사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면허번호:  전문과목: 

 표본감시기관명:  표본감시기관장:

 요양기관지정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        )  

※ 작성요령: ①컴퓨터 통신 이용 시에는 서명 (인)을 생략합니다. 

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해당기간 총 진료환자수는 인플루엔자의사환자를 포함하여 초진, 재진 구분없이 모든 환자수를 기재
하며 예방접종예진, 진단서작성, 성병검진 등 진료 이외의 목적으로 내원한 경우는 제외함

※ 인플루엔자의사환자가 없는 경우 '0'으로 기재함

*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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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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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연락처

지역 과명 주소 전화번호

서울 바이러스검사팀 서울특별시서초구 양재동 203-3 02-570-3455

부산 역학조사과 부산광역시 북구 함박봉로 140번길 120 051-309-2814

구 역학조사과 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771 053-760-1342

인천 질병조사과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 2가 18-4 032-440-5437

광주 미생물팀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3동 898 시청2청사 062-613-7542

전 미생물과 전광역시 유성구 구성동 21-1 042-870-3415

울산 미생물과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832 052-229-5225

경기 미생물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324-1 031-250-2552

경기북부 미생물검사팀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800 031-8030-5926

강원 질병조사과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산천리 728 033-248-6422

충북 미생물과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오송생명1로 194-14 043-220-5922

충남 미생물검사과 전광역시 동구 가양2동 44-1 042-620-1637

전북 인수공통감염과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성가리 55 063-290-5284

전남 미생물과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1동 191-1 061-240-5215

경북 질병조사과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원제리 산58-17 054-339-8242

경남 미생물역학과 경상남도 창원시 사림동 133-1 055-211-1458

제주 미생물과 제주도 제주시 연동 313-40 064-710-7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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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FAQ 자주 묻는 질문

1. 다른 보고시스템 이용으로 질병관리본부에 회원가입을 했는데, 또 가입을 해야 하나요?

☞ 기존에 가입한 ID로 인플루엔자 신고가 가능합니다. ‘메뉴보기>권한 및 부가정보

관리’에서 인플루엔자 권한 신청 후 감염병감시과(043-719-7172)로 전화하여 

권한을 요청하세요.

2. 회원가입하고 로그인을 했는데 메뉴에 “인플루엔자 표본감시”라는 메뉴가 없습니다.

☞ ‘메뉴보기>권한 및 부가정보관리’에서 인플루엔자 권한 신청 후 

감염병감시과(043-719-7172)로 전화하여 권한을 요청하세요.

3.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를 알 수 있나요?

☞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되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전산담당자에게(043-719-7053)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4. 신고 담당자가 변경되었습니다.

☞ 신규로 회원가입한 후 인플루엔자 권한을 요청하세요.

5. 보고 시 “총진료환자수는 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 휴가 등의 이유로 진료가 없는 경우, 전화로 제로(0)신고 합니다. 일일감시 기관일 

경우 공휴일·일요일 진료가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6. 일일감시 참여기관인데 일일신고 기간이 아니라고 뜹니다.

☞ 일일감시 기간은 매년 9월부터 익년 5월까지이며 그 외 기간은 주간단위로 자료를 

수집하여 주간신고메뉴를 통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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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일일(주간)감시가 종료되어 주간(일일)감시로 전환되었는데, 일일(주간)신고를 못했

습니다. 소급적용가능한가요?(일일감시 참여기관만 해당)

☞ 현재 시점으로부터 과거 2주전의 자료를 소급하여 일일(주간)신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8. 신고한 내용을 확인 또는 수정할 수 있나요?

☞ 확인 또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p7의 ‘4)자료검색 및 수정’을 참조하세요.

9. 회원가입 시 의료기관검색이 안될 경우 어떻게 하나요?

☞ 시스템 첫 화면의 “기관등록절차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인플루엔자의심환자에 재진환자도 포함되나요?

☞ 초진·재진 구분 없이 의심환자수를 집계합니다.

11. RAT KIT(신속항원진단)검사를 꼭 해야 하나요?

☞ 필수 사항은 아니며, 검사를 시행한 경우 결과를 보고합니다.

12. 공인인증서 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시스템은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지 않고, ID/비밀번호로 로그

인해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13. 총진료환자수는 어떻게 집계하나요?

☞ 의원 : 해당기간 동안의 총 진료환자수를 집계(예방접종 등 진료 이외의 목적은 제외)

☞ 병원 : 내과계(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등) 진료과의 총 진료환자수를 

집계(예방접종 등 진료 이외의 목적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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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인플루엔자 진단 및 신고기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Influenza virus A⋅B⋅C) 감염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

❙신고범위 : 환자, 의사환자

❙신고시기 : 7일 이내 신고(매주 화요일까지)

※ 인플루엔자 지침『3. 인플루엔자 임상표본감시』참고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환자 : 인플루엔자에 합당한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다음 검사방법 등에 의해 

해당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검체(호흡기검체 등)에서 바이러스 분리, 항원 또는 유전자 검출

    - 회복기 혈청의 특이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의사환자 :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자

❙신고방법 : 표본감시의료기관은 인플루엔자표본감시사이트(http://is.cdc.go.kr)를 통해 

직접 신고 혹은 표본감시의료기관용 신고서식(서식1)을 작성하여 질병관리

본부로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

❙표본감시 대상 의료기관 여부 확인 : 관할 보건소로 문의

1. 환자 및 접촉자 관리

 ○ 환자관리 

- 격리는 진단 지연으로 불가능함

- 가족 내 노약자 등 고위험군과 접촉 회피

 ○ 접촉자관리 : 필요한 경우(고위험군 환자 등)에는 발병 초기에 항바이러스제제 

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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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학적 특징 

 ○ 국외현황

- 1918~1920년에 인플루엔자 A/H1N1에 의해 범세계적인 유행(“Spanish 

flu”)이 있었으며 최소한 2,000만명이 사망함

- 인플루엔자 A/H2N2에 의한 1957년(“Asian flu”)과 1968년(“Hong 

Kong flu”) 유행 시 150만명이 사망함

- 2003년 12월부터 대한민국, 베트남, 일본, 태국, 캄보디아, 중국, 라오스, 

인도네시아 등의 가금류에서 A/H5N1형에 의한 조류인플루엔자 유행이 

보고된 이후 태국 및 베트남에서 인체감염사례가 보고되어 대유행을 유발

할 수 있는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출현의 가능성이 높아짐

- 2009년 4월말부터 국내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신종인플루엔자 

A/H1N1pdm09 출현이 확인된 후 지역사회 유행을 보임

 ○ 국내현황

- 절기별 국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현황은 다음과 같음

절기
분리주수(%)*

합계(주)
A/H1N1 A/H3N2

A/H1N1
pdm09

B

2000/2001 11(7.6) 134(92.4) 0(0.0) 145

2001/2002 105(48.8) 8(3.7) 102(47.5) 215

2002/2003 0(0.0) 622(100) 0(0.0) 622

2003/2004 1(0.1) 746(56.9) 565(43.0) 1,312

2004/2005 31(3.1) 777(77.8) 191(19.1) 999

2005/2006 747(50.7) 305(20.7) 421(28.6) 1,473

2006/2007 497(15.3) 2,488(76.8) 257(7.9) 3,242

2007/2008 730(15.7) 935(20.2) 2,976(64.1) 4,641

2008/2009 3,214(63.7) 1,739(34.4) 33(0.7) 62(1.2) 5,048

2009/2010 0(0.0) 8(0.1) 4,748(73.4) 1,710(26.5) 6,466

2010/2011 0(0.0) 308(15.6) 1,651(83.5) 17(0.9) 1,976

2011/2012 0(0.0) 1,950(51.5) 1(0.0) 1,834(48.5) 3,785

* % = 아형별 분리주수/전체 분리주수 × 100
주) A(H1N1)pdm09, 2009년 유행 인플루엔자바이러스

- 호발시기 : 주로 11월~다음해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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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파 경로 : 비말매개감염으로 전파됨

 ○ 일반적으로 전염성이 높고 사회경제적인 손실이 큼

- 건강인 : 결근, 결석으로 사회경제적 손실 

- 고위험군 : 이환율 및 사망률 증가, 의료비용 증가

3. 임상적 소견

 ○ 잠복기: 1일 내지 3일 

 ○ 임상증상 :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 두통, 근육통, 피로감 등의 전신

증상과 기침, 인후통, 객담 등의 호흡기 증상을 보임 

4. 진단검사의학 소견  

 ○ 진단

- 비·인후 도말에서 바이러스 분리

-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항원 직접 검출

- 항체검사 : 급성기 및 2주 후의 회복기 혈청의 검사로 항체가의 4배 이상 

증가

검사의뢰방법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할 때는 반드시 의뢰서 및 동의서(서식2)와 검체를 함께 보냄(서식2)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지침내의 연락처 참고)
   * 질병관리본부-인플루엔자바이러스과：전화 043-719-8194 팩스 043-719-8219)

• 검체
  - 배양검사 : 인후도찰물, 비강흡입물 등 호흡기 검체 
  - 항체검사 : 급성기 및 2주후의 회복기 혈청(1~2 mL)
• 운송
  - 배양검사용 검체 : 4℃를 유지하여 보내고 72시간 내에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는 -70℃에 보관하는 

것이 좋음
  - 항체검사용 혈청 : 4℃를 유지하여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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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치료

 ○ 대증 치료

 ○ 항바이러스제

- Neuraminidase (NA) inhibitors : oseltamivir, zanamivir 등(A, B형에 

모두 작용)

- M2 inhibitors : amantadine, rimantadine 등(A형 인플루엔자에만 작용, 

내성 때문에 사용 자제)

6. 예방

 ○ 인플루엔자 백신 

- 70~90%의 예방효과 

- 노인 : 독감 예방, 폐렴에 의한 입원 방지, 사망 예방

- 인플루엔자 우선 접종 권장 대상자 

·만성폐질환자, 만성심장질환자

·만성질환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 시설에서 치료, 요양, 수용 중인 사람

·만성간질환자, 만성신질환자, 신경-근육 질환, 혈액-종양 질환, 당뇨환자, 

면역저하자(면역억제제 복용자), 아스피린 복용 중인 6개월~18세 소아

·50세 이상 인구

·의료인

·만성질환자,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과 함께 거주하는 자

·6개월 미만의 영아를 돌보는 자

·임신부

·생후 6개월~59개월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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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인플루엔자 예방

1.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 예방접종 시기

- 매년 1회 접종을 원칙함 

※ 단, 6개월 이상 8세 이하 소아 : 1회 또는 2회 접종

·과거 접종력이 없는 경우 :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

·2010.7월 이후 2회 이상 접종 받은 경우 : 1회 접종

- 인플루엔자 백신은 유행 2주 전까지 접종하는 것이 효과적이며(10월~12월), 

가능한 12월 이전에 접종하는 것을 권장

- 인플루엔자가 유행중이거나 12월 이후라도 우선접종 권장대상자가 미접종 

시 백신접종 권고

○ 우선접종 권장 대상자

- 만성폐질환자, 만성심장질환자

- 만성질환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 시설에서 치료, 요양, 수용 중인 사람

- 만성간질환자, 만성신질환자, 신경-근육 질환, 혈액-종양 질환, 당뇨환자, 

면역저하자(면역억제제 복용자), 아스피린 복용 중인 6개월~18세 소아

- 50세 이상 인구

- 의료인

- 만성질환자,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과 함께 거주하는 자

- 6개월 미만의 영아를 돌보는 자

- 임신부

- 생후 6개월~59개월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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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기별 WHO 백신 권장주

절 기 백신 권장주

2012-2013년
A/California/7/2009(H1N1)pdm09-like virus
A/Victoria/361/2011(H3N2)-like virus
B/Wisconsin/1/2010-like virus

2011-2012년
A/California/7/2009(H1N1)-like virus
A/Perth/16/2009(H3N2)-like virus
B/Brisbane/60/2008-like virus

2010-2011년
A/California/7/2009(H1N1)-like virus
A/Perth/16/2009(H3N2)-like virus
B/Brisbane/60/2008-like virus

2009-2010년
A/Brisbane/59/2007(H1N1)-like virus
A/Brisbane/10/2007(H3N2)-like virus
B/Brisbane/60/2008-like virus

2008-2009년
A/Brisbane/59/2007(H1N1)-like virus
A/Brisbane/10/2007(H3N2)-like virus
B/Florida/4/2006-like virus

2. 인플루엔자 예방수칙

 ○ 인플루엔자는 환자의 기침이나 콧물 등의 분비물을 통해 쉽게 감염되므로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손 씻기, 기침 에티켓(휴지, 옷깃 등으로 입을 가리고 

기침) 등 개인 위생수칙을 잘 지켜야 함

 ○ 생활 속 인플루엔자 예방수칙

○ 노약자, 만성질환자 등 예방접종 권장 상자는 예방접종을 받습니다.

○ 자주 손을 씻고 개인 위생수칙을 잘 지킵니다.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손수건이나 휴지, 옷깃 등으로 입을 가리는 기침 에티켓을 지킵니다.

○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목 아픔, 콧물 등)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 인플루엔자가 유행할 때에는 가급적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의 방문을 피합니다.

○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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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타미플루 요양급여 기준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6호, 2011.2.11.)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인플루엔자(신종인플루엔자 포함)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상 인플루엔자(신종인플루엔자 

포함)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로서 다음의 고위험군 환자에게 초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

함. 다만, 입원환자는 증상발생 48시간 이후라도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투여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세 이상 9세 이하 소아

- 임신부

- 65세 이상

- 면역저하자

- Metabolic disorders

- Cardiac disease

- Pulmonary disease

- Renal dysfunction 등

◦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조류인플루엔자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상 조류인플루엔자 바이

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에는 허가사항 범위내(치료 및 예방)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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