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 : 박은영 / 예방접종관리과 (2018-09-04 11:36:56)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8-2019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세부 실시기준 및 비용상환 기준 안내
1. 귀 학 · 협회의 국가예방접종사업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미국 ACIP(Advi sory Comm i t tee on Immuni zat ion Pract i ces) 권고사항에 의거* 2018-2019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세부 실시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비용상환 기준도
안내하오니, 귀 학 · 협회 소속 회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플루엔자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인플루엔자 세부기준은 ACIP 기준을 따르며, 이전 절기와
변동 발생 시 재검토 예정임

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기준
○ 생후 6개월∼만 8세 이하 소아
- 접종횟수
▶ (2회 접종)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처음 받는 경우(또는 과거 접종력이 없거나 모를 경우)
4주 이상 간격으로 2회 접종
· 2018.7.1일 전까지 인플루엔자 백신을 총 1회만 접종한 경우 4주 이상 간격으로
2회 접종
▶ (1회 접종)
· 2018.7.1일 전까지 인플루엔자 백신을 총 2회 이상(누적)*접종한 경우 1회 접종
* 동일 절기 접종 또는 연이은 절기 접종이 아니더라도 총 접종 횟수로 인정
* 동일절기접종이란같은절기내최소4주간격을두고2회접종한경우를의미하며(예:2017.10.01./
2017.11.01.),연이은절기접종이란연속된절기의접종을의미함(예:2016.10.01./2017.10.01.)

- 접종용량
백신 종류

인플루엔자 불활성화 백신

3가
4가

접종 연령

접종 용량

비용상환

생후 6개월~35개월

0. 25㎖

○

생후 36개월~만 8세

0 .5㎖

○

생후 6개월~만 8세*

0 .5㎖

X

* 4가 백신의 접종 가능 연령은 제품별 허가사항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만 9세 이상 접종 횟수 : 과거 접종력과 상관 없이 1회 접종
나. 인플루엔자 비용상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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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여 접종한 경우 비용상환 가능
* 상세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

○ 생후 6개월 이전 접종 등 이른 접종, 권장 접종 횟수를 초과한 불필요한 접종은
비용상환 불가

붙임.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비용상환 기준 및 전산등록 방법 안내 .

끝.

질병관리본부장
수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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