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 개요
- 흔히 독감이라고 하는 인플루엔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A형, B형, C형)에 의한 상기도 감염입니다.

- 매년 겨울철에 유행하여 건강인에게는 일상생활에 차질을 일으키고, 고위험군(만 65세 이상, 유아, 임산부, 폐질환/심장질환 환자, 

  특정 만성질환 환자, 면역저하자 등)에게는 폐렴 등의 합병증을 일으킬 위험이 높습니다.

- 잠복기는 1일~3일(평균 2일~3일)로 감염된 환자의 호흡기로부터 비말로 전파됩니다.

- 감염력은 증상시작 1일 전부터 4일~5일간 가장 높지만 소아나 면역저하자는 바이러스 배출 기간이 2주 이상 길어지기도 합니다.

2017-2018절기 인플루엔자 발생동향
-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유행기준을 초과함에따라  2017년 12월 1일 유행주의보를 발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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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2018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 : 6.6명/1,000명

   * 절기별 유행주의보 발령일자 : 2017-2018 절기 12월 1일, 2016-2017 절기 12월 8일, 2015-2016 절기 1월 14일

- 2017-2018절기 인플루엔자는 2016-2017절기에 비해 정점이 1주 늦고, 낮게 나타났습니다.

- 전국 기준 2018년 1주(72.4명/1,000명), 경기 기준 2주(62.6명/1,000명)를 정점으로 지속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고,

- A형(그림2 청록색) 유행 후, B형(그림2 주황색)이 주로 유행하는 이전의 패턴과는 달리, A형(주로 H3N2)과 B형이 동시에 유행하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위 : 의사환자 분율(/1,000) 

주차 47 48 49 50 51 52 '18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전국 7.7 11.6 19.0 30.6 53.6 71.8 72.4 69.0 59.6 43.6 35.3 31.7 30.7 18.8 15.1 11.7 9.8 8.0 7.2 6.2

경기 7.3 8.4 15.4 22.5 46.3 61.7 61.2 62.6 57.9 41.8 31.1 25.4 26.6 16.1 14.1 10.9 8.2 7.8 7.3 6.8

                                                               

인플루엔자 (Influenza)

인플루엔자 및 각종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개인위생수칙을 모두 함께 준수해요!

올바른 손씻기를 생활화 해요.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외출 후, 배변 후, 식사 전·후, 기저귀 교체 전·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후 등

      기침예절을 실천 해요.

      -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 사용한 휴지나 마스크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기

      - 기침 후 반드시 올바른 손씻기 실천

      - 호흡기증상이 있을 시 마스크 착용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아요. 출처 : 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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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인플루엔자 주별 의사환자분율 (전국)

2 0 1 7 - 2 0 1 8절기
(유행주의보

‘17.12.1)

2 0 1 6 - 2 0 1 7절기
(유행주의보

‘16.12.8)

2 0 1 5 - 2 0 1 6절기
(유행주의보

‘16.1.14)

그림2. 절기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현황

출처 : 질병관리본부 표본감시 주간소식지

표1. 인플루엔자 주별 현황

인플루엔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http://cdc.go.kr/CDC/info/CdcKrInfo0402.jsp?menuIds=HOME001-MNU1132-MNU1138-MNU0045&fid=84&q_type=&q_value=&cid=79426&pageNum=
http://www.gidcc.or.kr/?s=인플루엔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