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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요약 정보 「전문의약품」 분류번호: 631 
[제품명] 스카이셀플루4가프리필드시린지(세포배양인플루엔자표면항원백신) [원료약품 및 그 분량] 1 프리필드시린지 0.5mL 중 유효성분: 정제불활화 인플루엔자바이러스 표면항원 A형[A/Guangdong-Maonan/SWL1536/2019,CNIC-1909(H1N1)] 15μg,정제
불활화 인플루엔자바이러스 표면항원 A형[A/Hong Kong/2671/2019,NIB-121(H3N2)] 15μg, 정제불활화 인플루엔자바이러스 표면항원 B형[B/Washington/02/2019] 15μg, 정제불활화 인플루엔자바이러스 표면항원 B형[B/Phuket/3073/2013] 15μg [효능·효과] 
생후 6개월 이상의 소아•청소년 및 성인에서 이 백신에 함유된 인플루엔자 A형 바이러스들 및 인플루엔자 B형 바이러스들에 의해 유발되는 인플루엔자 질환의 예방 [용법·용량] 1. 투여일정 및 용량 - 아래 용량을 근육주사하고, 같은 용량으로 매년 1회 접종한
다. 1) 생후 6개월 이상 소아 및 성인 : 0.5mL을 1회 주사한다. 2) 단, 이전에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만 9세 미만의 경우 백신 접종 첫해 4주 이상의 간격을 두고 2회 접종한다. 2. 투여방법  - 프리필드시린지에 부착된 주사기로 상완 삼각근에 근육주사
한다. 생후 6개월 이상 ~ 만 3세 미만의 소아의 경우 대퇴부 전외측(또는 근육량이 충분한 경우 상완 삼각근)에 근육주사한다. [제조원] 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주) 경북 안동시 풍산읍 산업단지길 150 [2020. 6. 12. 개정]

※ 처방하시기 전 제품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십시오. 최신 허가사항에 대한 정보는 ‘온라인의약도서관(http://drug.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Study design a. Vaccination, outcome, and covariate data were ascertained retrospectively from a primary care electronic medical record (EMR) dataset and analyzed as a retrospective cohort study. The cohort included patients ≥4 years of age 
who presented at a primary care facility enrolled in the EMR database. rVE was estimated against influenza-like illness (ILI) using diagnostic ICD-9 and ICD-10 codes. The adjusted odds ratios used to derive rVE estimates were estimated from 
multivariable logistic regression models adjusted for age, sex, race/ethnicity, geographic region, and health status. The primary outcome was identified a priori as narrowly defined ILI (Code Set B), which was shown to have a higher positive predictive 
value for lab-confirmed influenza.7 b. Retrospective cohort study on Medicare beneficiaries aged ≥65 years who received an influenza vaccine (cell-cultured, egg-based quadrivalent; egg-based high-dose, adjuvanted, or standard-dose trivalent) 
during the 2017–2018 season. We used Poisson regression to evaluate relative VE (RVE) in preventing influenza-related hospital encounters. The primary outcome was influenza-related hospital encounters, defined as inpatient hospitalizations/
emergency department visits listing an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Tenth Revision, Clinical Modification, code for influenza (codes J09.xx, J10.xx, J11.xx, and J129).8

Reference 1. Rajaram S, et al. Influenza vaccines: the potential benefits of cell-culture isolation and manufacturing. Ther Adv Vaccines Immunother. 2020;8:1-10. 2.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Estimates of deaths associated with 
seasonal influenza — United States, 1976-2007. MMWR Morb Mortal Wkly Rep 2010; 59: 1057–1062. 3. CDC. Vaccine Effectiveness - How Well Does the Flu Vaccine Work? Available at <https://www.cdc.gov/flu/about/qa/vaccineeffect.htm> 
Accessed 3 July, 2019. 4. Chambers BS, Parkhouse K, Ross TM, et al. Identification of Hemagglutinin Residues Responsible for H3N2 Antigenic Drift during the 2014-2015 Influenza Season. Cell Rep. 2015;12(1):1-6. 5. Skowronski DM, Janjua NZ, 
De Serres G, et al. Low 2012-13 influenza vaccine effectiveness associated with mutation in the egg-adapted H3N2 vaccine strain not antigenic drift in circulating viruses. PLoS One. 2014 Mar 25;9(3):e92153. 6. Wu NC, Zost SJ, Thompson AJ, et 
al. A structural explanation for the low effectiveness of the seasonal influenza H3N2 vaccine. PLoS Pathog. 2017 Oct 23;13(10):e1006682. 7. Boikos C, et al. Relative Effectiveness of the Cell-Cultured Quadrivalent Influenza Vaccine Compared to 
Standard, Egg-Derived Quadrivalent Influenza Vaccines in Preventing Influenza-Like Illness in 2017-2018. Clin Infect Dis. 2020 Apr 7;ciaa371. 8. Izurieta HS, et al. Relative effectiveness of cell-cultured and egg-based influenza vaccines among the U.S. 
elderly, 2017-18. J infect Dis. 2019 Sep 13;220(8):1255-1264.

세포 배양 백신은 독감 백신 바이러스주 변이 가능성을 낮추고,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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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CDC는 유정란 배양 방식의 대안으로 

A(H3N2)형 바이러스 변이 가능성을 낮춘 

세포 배양방식을 언급했습니다.3

유정란 배양 4가 백신 대비 세포 배양 4가 백신이
더 높은 예방 효과를 보였습니다.7,8,a,b

다른 유형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대비 

A(H3N2)형 바이러스는 위험성이 높습니다.1,2

A(H3N2)형 유행 시즌 비율1,2

Inverse probability of treatment weighting–adjusted relative vaccine effectiveness (RVE) estimates for primary outcome analyses. The RVE point estimates and 95% confidence 
intervals for the cell-cultured versus egg-based quadrivalent vaccine comparison are presented for both outcomes, as well as for the 5-way influenza-related hospital encounter 
comparison analysis for the 2017–2018 season. The egg-based quadrivalent vaccine cohort is used as the reference group for each RVE estimate presented.

FDA에서 미국 내 인플루엔자 백신(5가지)의 relative effectiveness를 비교한 연구로, 65세 이상의 연령에서 인플루엔자로 인한 병원 방문 예방에 관한 효과 비교

2017-2018년 미국 내 세포 배양 4가 백신과 유정란 배양 4가 백신의 relative effectiveness를 비교한 real-world 연구로, 4-65세 이상 연령에서 인플루엔자 유사 증상 예방에 관한 효과 비교

Main analyses are multivariable logistic regressions including age, sex, race/ethnicity, and geographic region, with age modeled as Age (continuous) with interaction terms: Age(continuous) x 
Vaccine Group. *Code Set B (Narrowly-defined influenza) : Intended for specific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identifies influenza diagnoses (ICD-10 codes: J09*-J11* in any diagnostic position). 

modified from original article

modified from original article

CDC :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FDA :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RVE : Relative vaccine effectiveness 

36.2% 높은 예방 효과 (95% CI, 26.1-44.9%; p<0.001)
7 

11% 높은 예방 효과 (95% CI, 8-14%)
7 

4세 이상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유사 증상 예방 효과 : 2017-2018 시즌

인플루엔자 관련 병원 방문 예방 효과 : 2017-2018 시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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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3N2) 비유행 시즌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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