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올바른 손씻기

어린이 및 학생의 
준수사항

1) 유행 시기 전까지 예방접종 받기 

2) 개인 위생 준수 하기

① 올바른 손씻기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외출 후, 배변 후, 식사 전·후, 기저귀 교체

  전·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후 등 실시

② 기침 예절 지키기

-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 기침 후 올바른 손씻기 실천

- 호흡기 증상이 있을시 마스크 착용

- 사용한 휴지나 마스크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기

  (마스크를 버릴 때 끈 잡고 버리기)

자기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3) 유행 시기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가지 않기

4)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발열 및 기침 또는 

    인후통 등)을 보이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기

5)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발열 및 기침, 

     인후통 등) 발생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후 집에서 충분한 휴식 및 

     수분·영양 섭취 하기

6) 증상 발생후 5일이 경과하여야하고 해열제 

     없이 체온 회복 후 48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기

인플루엔자를 
예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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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바닥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 주세요

손가락 사이

손바닥을 마주대고

손깍지를 끼고 

문질러 주세요

손등

손등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 주세요

두 손 모아

손가락을 

마주잡고 

문질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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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지 손가락

엄지 손가락을 다른 편 

손바닥으로 돌려주면서 

문질러 주세요

손톱 밑

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에

놓고 문지르며 손톱 밑을 

깨끗하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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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에 대해 
알아볼까요?

인플루엔자란 무엇인가요?

흔히 독감이라고 하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상기도 감염입니다.

만 65세 이상, 유아, 임산부, 폐질환/심장질환 환자, 

특정 만성질환 환자, 면역저하자 등 은 폐렴 등 

합병증 및 입원할 위험이 높습니다.

인플루엔자는 어떻게 전염되나요?

인플루엔자는 기침, 재채기 등을 통해 사람끼리 

전염됩니다. 기침/재채기에 의해 다른사람이나 

물체에 묻은 비말을 만진 손을 씻지 않고 눈, 입 또는 

코를 만질 경우에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감염될 수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은 어떻게 하나요?

인플루엔자 접종을 받고, 올바른 손씻기 실천과 

손으로 눈, 코 또는 입을 만지지 않아야 하며, 

인플루엔자 환자와의 접촉을 피해야합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얼마나 효과가 있나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건강한 젊은 사람에서는 

70~90%의 예방효과가 있으나, 노인이나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에서는 효과가 약간 떨어집니다. 

그러나 노인이나 만성질환자의 경우에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으로 인플루엔자로 인한 입원과 사망을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이므로 이들은 접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했는데 

인플루엔자에 걸릴 수 있나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더라도 인플루엔자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약 2주 가량 경과되면 방어항체가 형성됩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는 인플루엔자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접종한 백신의 바이러스와 당해 유행 바이러스의 

종류가 다르면 백신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백신을 접종받는 사람의 연령이나 기저질환, 

건강상태에 따라서도 백신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인플루엔자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인플루엔자는 얼마동안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 있나요?

인플루엔자 환자의 경우 나이에 따라서 전염기간에 

차이가 있는데, 성인의 경우 대개 증상이 생기기 

하루 전부터 증상이 생긴 후 약 5일 동안 감염력이 

있으나 소아의 경우에는 증상 발생 후 

10일 이상 감염력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플루엔자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 4일(평균 2일) 

후에 발열, 두통, 근육통, 콧물, 인후통,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소아는 오심,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발열 및 기타 증상은 일반적으로 

7~10일 지속되지만 기침등은 1~2주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인플루엔자의 합병증은 무엇인가요?

합병증은 노인, 소아, 만성질환자 등에서 잘 발생하며 

이로 인해 입원하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플루엔자의 가장 흔한 합병증은 중이염과 세균성 폐렴이며 

이외에도 심근염, 심낭염, 기흉, 기종격동, 뇌염, 뇌증, 횡단성 

척수염, 횡문근 융해증, 라이 증후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성기관지염이나 만성호흡기질환, 만성심혈관계 

질환의 경우 인플루엔자 감염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