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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청소년의 인 루엔자 방 종은 지역사회의 인 루엔자 확산 방지에 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 양조사 제 6기 자료를 이용하여 청소년의 인 루엔자 방 종에 향을 미치는 개인 요인과 부모 요인

을 알아보고자 하 다. 연구 상은 만 12-18세 청소년 1,020명과 그 어머니 884명, 아버지 557명이었다. 분석을 

해 Rao-Scott x
2,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청소년의 인 루엔자 방 종률은 26.2%로 매우 낮았고, 청소년의 

연령이 을수록, 최근 2주간 몸이 불편했던 경험과 폐렴 과거력이 있으며, 자동차 앞좌석 안 벨트를 착용하는 경

우 인 루엔자 방 종률이 높았다. 한 부모의 연령이 을수록, 부모 본인이 인 루엔자 방 종을 한 경우 

청소년의 인 루엔자 방 종률이 높았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인 루엔자 방 종을 확 하기 해서는 미디어와 

의료인들은 청소년과 부모에게 인 루엔자 방 종에 한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 인 루엔자 방 종에 한 인

식을 개선하고 다양한 융합  재를 제공해야 한다.

• 주제어 : 융합, 인 루엔자, 방 종, 청소년, 부모

Abstract   Influenza vaccination in adolescents is crucial to prevent the influenza expansion.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 of personal factors and parental factors affected influenza 

vaccination coverage. Study data on 12-18 years old adolescents and their parents were obtained from the 

6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Rao-Scott Chi-square test and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were used for the analysis. The percentage of influenza vaccination coverage in 

adolescents was low (26.2%). The personal factors influencing influenza vaccination were age, discomfort 

within two weeks, history of pneumonia, and wearing safety belt in adolescents, and the parental factors 

were age and influenza vaccination. In order to increase the influenza vaccination coverage for adolescents, 

media and healthcare professionals should provide education to adolescents and their parents about 

influenza vacc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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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인 루엔자는 염성이 단히 높아 유행 시작 2-3주 

이내에 인구의 10-20%가 감염되기도 한다[1]. 미국에서

는 매년 100명 이상이 인 루엔자 감염으로 사망하며[2], 

청소년들은 인 루엔자 감염 시 학업 방해, 학교 결석의 

원인이 되고, 청소년 입원 치료의 가장 큰 비 을 차지하

며, 그에 따른 치료비용 부담도 크다[3,4]. 

청소년의 인 루엔자 방 종은 청소년 본인의 인

루엔자 감염 방을 한 가장 효과 인 방법이다[3]. 

한 청소년은 집된 학교 환경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인 루엔자 이환율이 높고, 인 루엔자 바이러스

의 장소의 역할을 하여 가정과 지역사회로 인 루엔자 

바이러스를 할 험이 높기 때문에[5] 청소년의 인

루엔자 방 종은 지역사회의 취약한 인구집단을 간

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3].  따라서 청소

년의 인 루엔자 방 종은 매우 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인 루엔자 백신 우선 종 권고 

상자는 만 65세 이상 노인과 생후 6개월 이상 59개월 

이하의 소아, 만성질환자  의료인이며, 국가의 비용 지

원도 이 기 에 맞춰져 있다[6]. 건강한 청소년은 우선 

종 권고 상자가 아니며, 자발 으로 원할 때에만 인

루엔자 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소년의 건강 증진 행 는 부모의 향을 많이 받는

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경제 수 은 청소년의 건

강 불평등에 향 요인이 된다[7]. 한 부모의 방 종

에 한 태도는 청소년의 방 종에 한 태도에도 

향을 미친다[8]. 그러나 국내 청소년의 인 루엔자 방

종에 미치는 부모요인에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 6기(2013-2015) 국민건강 양조

사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청소년의 인 루엔자 방

종에 향을 미치는 개인 요인과 부모 요인을 악함

으로써 인 루엔자 방 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첫째,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의 인 루엔자 방

종 황을 악한다.

둘째, 우리나라 청소년의 개인 요인, 부모 요인에 따른  

청소년의 인 루엔자 방 종을 비교한다.

셋째, 우리나라 청소년의 인 루엔자 방 종에 향

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한다.

3. 연구 방법 

3.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인 루엔자 방 종률

과 인 루엔자 방 종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

기 해 국민건강 양조사 자료를 이차 분석한 서술  

조사연구이다.

3.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질병 리본부가 실시한 제 6기 국민건강

양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 으며, 2013년 인 루엔자 

방 종 여부 자료는 원시자료가 비공개이므로 인 루엔

자 방 종 자료가 있는 2014-2015년 2년간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표본추출은 순환표본설계방법으

로, 표본 추출 틀은 인구주택 총 조사(2010) 으며, 층화

변수는 시도, 동읍면, 주택유형이며, 내재  층화 기 은 

성별, 연령, 주거면 , 가구주 학력이었고, 3년간 총 576

조사구, 11,520가구를 조사하 다. 

본 연구는 국민건강 양조사 원시자료를 홈페이지에

서 자료활용 승인 후 2017년 3월 10일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분석하 고, 분석 상자는 국민건강 양조사 체 

조사자  만 12-18세의 청소년 1,020명과 그들의 부모 

1,447명(어머니 884명, 아버지 557명)이었다.

3.3 연구변수

3.3.1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인 루엔자 방 종 여부는 청소년, 어머니  아버

지의 ‘최근 1년 동안 인 루엔자(계 독감) 방 종을 

받은 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 ’와 ‘아니오’로 조사

하 다. 

3.3.2 청소년 관련 변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인 루엔자 방 종

과 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변수들  제 6기 국민건

강 양조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변수들을 추출하 다. 

청소년 련 변수는 연령  성별, 거주지역, 건강보험종

류, 주  건강상태, 최근 2주간 몸이 불편했던 경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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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nfluenza Vaccination Coverage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South Korea (n=2,793, N=5,798,140)

Variables

Infant and toddler Preschool School age Adolescent
Rao-S
cott
x2

p
n=494 n=484 n=795 n=1020

N=924,234 N=892,510 N=1,543,420 N=2,617,976

n % W% n % W% n % W% n % W%

vaccinated 388 78.5 78.9 355 73.3 73.1 413 51.9 52.0 279 27.4 26.2 62.61 <.001

nonvaccinated 101 20.4 20.0 126 26.0 26.0 373 46.9 47.0 731 71.7 72.6

missing 5 1.0 1.1 3 0.6 0.9 9 1.1 1.0 10 1.0 1.2

n=unweighted sample size; N=weighted sample size; W%=weighted percent.

병 과거력(천식/아토피피부염/알 르기비염/폐렴), 음주 

 흡연경험, 자동차 앞좌석 안 벨트 착용 자료를 이용

하 다. 주  건강상태는 ‘평소에 본인의 건강이 어떻

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좋음’에서 ‘매우 나

쁨’까지 5  척도로 조사한 것을 3개(좋음, 보통, 나쁨)로 

재 구분하 다. 과거병력은 천식, 아토피피부염, 알 르

기 비염, 폐렴을 ‘의사로부터 진단 받은 이 있는가’를 

‘ ’, ‘아니오’로 조사한 자료를 이용하 다. 음주  흡연 

경험은 ‘제사 때를 제외하고 지 까지 살아오면서 1잔 이

상의 술을 마셔본  있는가’, ‘담배를 한 두 모 이라도 

피워본 이 있는가’를 ‘ ’, ‘아니오’로 조사한 자료를 이

용하 다. 자동차 앞 좌석 안 벨트 착용 여부는 ‘다른 사

람이 운 하는 자동차(택시 포함)의 앞 좌석에 앉았을 때 

안 벨트를 매는가’ 하는 자료를 ‘  매지 않는다’, ‘거

의 매지 않는 편이다’, ‘가끔 매는 편이다’, ‘ 체로 매는 

편이다’, ‘항상 맨다’의 5  척도로 조사한 것을 본 연구에

서는 2개(‘  매지 않는다’와 그 외)로 재 구분하 다. 

3.3.3 부모 관련 변수

부모 각각 연령, 학력, 직업, 개인소득, 주  건강상

태, 필요 의료서비스 미검진 경험, 건강검진 수진 자료를 

이용하 다. 부모의 연령은 45세 이하와 46세 이상의 2개 

범주로 구분하여 분석하 다. 학력은 3개 범주(고등학교 

이하, 문   4년제 학 이상)로 구분하 다. 직업은 

있음과 없음으로 구분하 고, 개인소득은 부모 각각의 

소득을 ‘하’, ‘ 하’, ‘ 상’, ‘상’으로 조사하 다. 필요 의료

서비스 미검진 경험은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병의원(치

과 제외)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이 있습니까’를 

‘ ’, ‘아니오’로 조사한 자료를 이용하 다. 건강검진 수

진 여부는 ‘최근 2년 동안 건강을 해 건강검진을 받은 

이 있습니까’ 를 ‘ ’, ‘아니오’로 조사한 자료를 이용하

다. 

3.4 자료 분석 방법

국민건강 양조사 자료는 복합층화표본으로 추출된 

자료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가 치, 층화변수, 집락변수를 

용하여 통합가 치를 산출하여 분석하 다. 이 게 분

석할 경우 조사값을 바탕으로 국의 청소년과 그 부모

에게 일반화 한 추정 빈도와 값이 산출되며, 본 연구에서

는 조사값과 추정값 두 가지로 결과를 산출하 다. 각각

의 변수는 실수와 백분율을 산출하 다. 청소년의 인

루엔자 방 종 여부에 따른 개인 요인, 부모 요인의 차

이는 Rao-Scott Chi-square test를 실시하 고, 우리나

라 청소년의 인 루엔자 방 종에 향을 미치는 요인

은 복합표본 항목의 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본 연구의 모든 통계분석은 SPSS ver. 21 로그램을 

이용하 다. 

4. 연구 결과 

4.1 우리나라 아동 및 청소년의 인플루엔자 예

방접종 현황

제 6기 국민건강 양조사 자료에서 유아는 494명, 

학령 기 아동은 484명, 학령기 아동은 795명, 청소년은 

1,020명이었으며, 각각 유아 924,234명, 학령 기 아동 

892,510명, 학령기 아동 1,543,420명, 청소년 2,617,976으

로 일반화 할 수 있다. 분석 결과 유아와 학령 기 아

동의 인 루엔자 방 종은 각각 78.9%, 73.1% 으나 

학령기 아동은 52.0% 고, 청소년은 26.2%로 청소년기

에 들어 50% 미만으로 감소하 고, 이 차이는 통계 으

로 유의하 다(p<.001)(Table 1).

4.2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여부에 따른 청소년 

개인 특성의 차이

인 루엔자 방 종을 받은 청소년과 그 지 않은 

청소년으로 나 어 개인 요인을 비교해 본 결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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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ersonal Characteristics Comparison of Adolescents who Have and Have Not the Influenza Vaccination 

          (n=1,010, N=2,586,809)

Variables

Vaccinated Non-vaccinated
Rao-S
cott
x2

p
n=279 n=731

N=685,796 N=1,901,013

n % W% n % W%

Gender Male 150 27.5 25.3 396 72.5 74.7 0.37 .688

Female 129 27.8 27.9 335 72.2 72.1

Geographic region Urban 244 27.7 26.4 628 72.3 72.7 3.39 .311

Rural 35 25.0 25.0 103 75.0 72.3 　

National Health Insurance Self-employed 78 28.2 27.4 199 71.8 72.6 0.77 .585

Employee 172 26.3 25.0 482 73.7 75.0 　 　

Medical care assistance 24 40.7 34.2 35 59.3 65.8 　 　

Subjective health status Good 157 26.8 25.9 428 73.2 74.1 14.71 <.001

Average 111 28.8 27.2 275 71.2 72.8 　 　

Poor 11 28.2 27.7 28 71.8 72.3 　 　

Discomfort within 2 weeks Yes 29 36.7 36.9 50 63.3 63.1 24.43 <.001

No 250 26.9 25.6 681 73.1 74.4

History of Asthma Yes 17 37.8 35.1 28 62.2 64.9 0.96 .385

No 262 27.2 26.1 703 72.8 73.9 　 　

History of Atopic dermatitis Yes 47 31.3 29.5 103 68.7 70.5 0.74 .562

No 232 27.0 26.1 627 73.0 73.9

History of Allergic rhinitis Yes 78 31.5 29.3 170 68.5 70.7 9.94 <.001

No 200 26.3 25.6 561 73.7 74.4 　 　

History of Pneumonia Yes 30 45.5 45.9 36 54.5 54.1 5.66 .004

No 249 26.4 25.2 695 73.6 74.8

Drinking experiences Yes 65 21.5 22.6 237 78.5 77.4 7.92 .005

No 213 30.2 28.6 493 69.8 71.4 　 　

Smoking experiences Yes 36 24.5 24.4 111 75.5 75.6 0.82 .054

No 242 28.1 27.0 619 71.9 73.0

Wearing safety belt Never 6 10.0 8.9 54 90.0 91.1 2.09 .023

Rarely 40 31.5 30.0 87 68.5 70.0 　 　

Sometimes 55 29.7 29.9 130 70.3 70.1 　 　

Usually 69 26.8 26.2 188 73.2 73.8 　 　

Always 99 28.9 27.2 243 71.1 72.8 　 　

Excluding non-response; n=unweighted sample size; N=weighted sample size; W%=weighted percent.

건강상태(p<.001), 최근 2주간 몸이 불편했던 경험

(p<.001), 알 르기 비염 과거력(p<.001), 폐렴 과거력

(p=.004), 음주 경험(p=.005), 자동차 앞좌석 안 벨트 변

수(p=.023)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다(Table 2).

4.3 청소년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영향을 미

치는 개인 요인

청소년의 인 루엔자 방 종에 향을 미치는 요인

을 확인하기 해 단변량 분석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들을 이용해 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청소년에서 연령, 최근 2주간 몸이 

불편했던 경험이 있는 경우, 폐렴 과거력, 자동차 앞좌석 

안 벨트 착용이 청소년의 인 루엔자 방 종에 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즉, 청소년의 인 루엔

자 방 종은 청소년의 연령이 1살 증가할수록 1.33배

<Table 3> Personal Factors Affecting Influenza Vaccination 

in Adolescents (n=1,010, N=2,586,809)

Factors Categories OR 95% Cl p

Age 　 0.75 (0.68, 0.83) <.001

Subjective health 
status

Good 0.81 (0.35, 1.85) .614

Average 1.05 (0.44, 2.51) .906

Discomfort within 2 
weeks

Yes 1.91 (1.06, 3.46) .032

History of allergic 
rhinitis

Yes 1.10 (0.78, 1.55) .579

History of 
pneumonia

Yes 2.23 (1.30, 3.83) .004

Drinking experiences Yes 1.33 (0.87, 2.04) .190

Wearing safety belt
Rarely-
always

3.84 (1.46, 10.13) .007

OR=Odds ratio; CI=Confidence interval; Ref: age (1 year), 
subjective health status (poor), discomfort within 2 weeks (no), 
history of allergic rhinitis (no), history of pneumonia (no), 
drinking experience (yes), wearing safety belt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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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arental Characteristics Comparison of Adolescents who Have and Have Not the Influenza Vaccination 

          (n=1,010, N=2,586,809)

Variables

Vaccinated Non-vaccinated
Rao-
Scott
x2

p
n=279 n=731

N=685,796 N=1,901,013

n % W% n % W%

Mother

Age ≤ 45 187 30.2 29.6 432 69.8 70.4 3.79 .023

≥ 46 58 20.3 19.6 228 79.7 80.4

Education ≤ High school 121 27.8 27.6 315 72.2 72.4 1.39 .237

College 44 33.8 32.9 86 66.2 67.1

≥ University 54 22.3 21.1 188 77.7 78.9

Occupation Yes 142 26.4 25.9 396 73.6 74.1 0.54 .706

No 79 29.0 28.9 193 71.0 71.1

Personal income Low 62 26.7 27.4 170 73.3 72.6 0.64 .688

Average-low 73 28.1 26.6 187 71.9 73.4

Average-high 54 23.7 23.1 174 76.3 76.9

High 55 30.2 28.3 127 69.8 71.7

Subjective health status Good 72 30.3 31.0 166 69.7 69.0 1.01 .417

Average 112 24.6 24.6 343 75.4 75.4

Poor 39 32.5 29.1 81 67.5 70.9

Experience that did not receive 
necessary medical examinations

Yes 18 15.3 13.5 100 84.7 86.5 3.25 .012

No 203 29.3 29.4 489 70.7 70.6

Medical check-up Yes 152 27.8 27.3 394 72.2 72.7 1.53 .191

No 69 26.2 26.4 194 73.8 73.6

Influenza vaccination Yes 110 65.1 65.3 59 34.9 34.7 27.73 <.001

No 111 17.3 17.1 530 82.7 82.9

Father

Age ≤ 45 106 35.2 33.7 195 64.8 66.3 6.76 .001

≥ 46 76 19.4 18.7 316 80.6 81.3

Education ≤ High school 75 29.0 26.6 184 71.0 73.4 0.36 .830

College 13 22.8 20.1 44 77.2 79.9

≥ University 60 26.5 26.8 166 73.5 73.2

Personal income Low 36 23.2 22.4 119 76.8 77.6 0.42 .860

Average-low 60 28.8 27.6 148 71.2 72.4

Average-high 46 24.2 23.8 144 75.8 76.2

High 39 28.5 25.7 98 71.5 74.3

Subjective health status Good 43 23.6 20.6 139 76.4 79.4 4.11 .001

Average 92 29.8 31.0 217 70.2 69.0

Poor 15 23.8 17.7 48 76.2 82.3

Experience that did not receive 
necessary medical examinations

Yes 8 24.2 25.7 25 75.8 74.3 6.57 <.001

No 141 27.3 25.8 376 72.7 74.2

Medical check-up Yes 118 29.4 28.5 284 70.6 71.5 5.05 .001

No 30 20.8 18.5 114 79.2 81.5

Influenza vaccination Yes 50 56.8 52.2 38 43.2 47.8 11.11 <.001

No 99 21.4 21.0 363 78.6 79.0

Excluding non-response; n=unweighted sample size; N=weighted sample size; W%=weighted percent.

(OR=0.75, Cl: 0.68-0.83, p<.001) 감소하 으며, 최근 2주 

이내 몸이 불편했던 경험이 있는 경우 1.91배(Cl: 

1.06-3.46, p=.032), 폐렴 과거력이 있는 경우 2.23배(Cl: 

1.30-3.83, p=.004), 자동차 앞좌석 안 벨트를  착

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가끔이라도 착용하는 경우 3.84

배(Cl: 1.46-10.13, p=.00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4.4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여부에 따른 청소년 

부모 특성의 차이

본 연구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평균 연령은 각각 

43.9세, 46.9세 으며, 인 루엔자 방 종을 받은 청소

년과 그 지 않은 청소년으로 나 어 부모 요인을 비교

해 본 결과 어머니는 연령(p=.023), 필요 의료 서비스 미

검진 경험(p=.012), 인 루엔자 방 종 여부(p<.001)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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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Parental Factors Affecting Influenza Vaccination in Adolescents (n=1,010, N=2,586,809)
Factors Categories OR 95% Cl p

Mother Age 　 0.69 (0.55, 0.87) .001

Experience that did not receive necessary medical 
examinations

No 1.77 (0.98, 3.20) .056

Influenza vaccination Yes 9.14 (5.56, 15.04) <.001

Father Age 　 0.67 (0.51, 0.87) .003

Subjective health status Good 0.99 (0.42, 2.35) .982

Average 1.77 (0.77, 4.06) .175

Experience that did not receive necessary medical 
examinations

No 1.21 (0.51, 2.90) .660

Medical check-up Yes 1.31 (0.77, 2.21) .318

Influenza vaccination Yes 4.46 (2.51, 7.96) <.001

OR=Odds ratio; CI=Confidence interval; Ref: age (5 year), Experience that did not receive necessary medical examinations(yes) Subjective health 
status (poor), medical check-up (no), influenza vaccination (no)

아버지는 연령(p=.001), 주  건강상태(p=.001), 필요 

의료 서비스 미검진 경험(p<.001), 건강검진 수진

(p=.001), 인 루엔자 방 종(p<.001)에서 유의한 차이

를 보 다(Table 4).

 

4.5 청소년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영향을 미

치는 부모 요인 

청소년의 인 루엔자 방 종에 향을 미치는 부모

요인을 확인하기 해 단변량 분석에서 통계 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인 변수들을 이용해 다  로지스틱 회귀분

석을 실시하 다. 어머니와 아버지 각각 연령, 인 루엔

자 방 종을 한 경우가 청소년의 인 루엔자 방 종

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즉, 청소년의 인

루엔자 방 종은 어머니의 연령이 5살 증가할수록 

1.45배(OR=0.69, Cl: 0.55-0.87, p=.001) 감소하 으며, 어

머니가 인 루엔자 방 종을 한 경우 9.14배(Cl: 

5.56-15.04, p<.001) 증가하 고, 아버지의 연령이 5살 증

가할수록 1.49배(Cl: 0.51-0.87, p=.003) 감소하 으며, 아

버지가 인 루엔자 방 종을 한 경우 4.46배(Cl: 

2.51-7.96, p<.001) 증가하 다(Table 5).

5. 논 의 

본 연구는 우리나라 12-18세 청소년의 인 루엔자 

방 종에 향을 미치는 개인 요인과 부모 요인을 알아

보기 하여 제 6기 국민건강 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실시하 다.  

본 연구에서 유아와 학령 기 아동의 인 루엔자 

방 종률은 70% 이상이었으나 학령기 아동의 경우 

52%, 청소년은 26.2%에 불과했다. 청소년들은 집된 학

교 환경에서 장시간 생활하기 때문에 청소년들 간에 인

루엔자 병원균 가 쉽고, 이들이 가족과 지역사회

에 인 루엔자 병원균을 하고, 청소년 본인 뿐 아니

라 가족,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병원 진료 등으로 많은 비

용 손실도 뒤따른다[4,9]. 미국의 인 루엔자 이환으로 인

해 사망한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들  기  질환 없는 

건강한 아동 청소년 비율이 20%에 달한다[2]. 이는 건강

한 청소년들도 인 루엔자 방 종이 필요함을 시사한

다. 그 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인 루엔자 방 종 

권고 연령을 만 6개월 이상 18세 이하 모든 아동 청소년

으로 정하고 있다[10]. 우리나라의 경우 60개월 이상 건

강한 아동 청소년은 권고 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청소

년 개인이 인 루엔자 방 종을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발 으로 종하도록 하고 있는데[6]. 국내 인 루엔자 

방 종 권고 기 도 아동 청소년  연령 로 확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인 루엔자 방 종률을 높이

는 개인 요인은 낮은 연령, 최근 2주간 몸이 불편했던 경

험, 폐렴 과거력, 자동차 앞좌석 안 벨트 착용으로 나타

났다. 미국의 선행연구에서 청소년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인 루엔자 방 종률은 낮아져[11]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고하 는데, 그 원인은 필수 방 종이 집

되어 있는 유아, 학령 기 아동에 비해 청소년들은 병

원 방문 기회가 기 때문이라고 하 다[8,11]. 한 본 

연구에서 최근 2주간 몸이 불편했던 경험이 있거나 폐렴 

과거력이 있는 경우 인 루엔자 방 종률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는데, 이는 해당 질병이 심각한 질병이라고 인

식하거나 감염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 경우 방 종

과 같은 건강증진 행 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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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13-16]. 따라서 보건수업

이나 매스컴을 통하여 인 루엔자 감염이 심각한 결과를 

래할 수 있다는 한 교육이 이루어질 경우 청소년

의 인 루엔자 방 종을 확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한 앞좌석 안 벨트 착용하는 청소년의 경우 인

루엔자 방 종률도 높았는데 이는 안 과 건강을 

시하는 경향이 인 루엔자 방 종과 련이 있다고 가

정해 볼 수 있으나 이를 명확히 하기 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청소년의 건강 리는 부모의 향을 많이 받는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인 루엔자 방 종률을 높이는 부

모 요인은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연령과 부모의 인 루

엔자 방 종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연령이 낮을수

록, 부모가 인 루엔자 방 종을 한 경우 청소년의 인

루엔자 방 종률도 높았고, 이는 선행 연구와 유사

하다[1,5]. 본 연구 상 청소년 부모의 평균 연령이 각각 

44세, 47세 고, 인 루엔자 방 종률이 가장 낮은 성

인 인구집단이 40 인 것을 고려하면[17], 부모의 낮은 

인 루엔자 방 종률이 청소년의 낮은 인 루엔자 

방 종과 연 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인 루

엔자 방 종률을 높이기 해서는 청소년 본인 뿐 아

니라 부모에게도 의사나 간호사와 같은 의료인들이 부모

와 청소년에게 인 루엔자 방 종에 한 상담과 교육, 

종을 권유하고, 매스컴을 통한 교육과 홍보로 인 루

엔자 방 종에 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9,17]. 추가로 인 루엔자 방 행 는 해당 감염질환에 

한 지식이나 태도에 따라 향을 받으므로 청소년들의 

학교 보건수업시간에 인 루엔자에 한 심각성이나 인

루엔자 백신의 안 성 등 올바른 지식이나 태도를 

달하는 것도 필요하다[18].

본 연구에는 제한 이 있다. 본 연구는 국민건강 양

조사 자료를 이용한 이차분석 연구로 인 루엔자 방

종률에 향을 미치는 많은 변수들  조사되지 않은 변

수들은 분석할 수 없었다. 따라서 향후에는 청소년의 인

루엔자 방 종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통한 

추가 연구를 실시하여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체 청소년을 계통 인 층

화를 이용하여 조사한 자료를 분석한 연구이므로 본 연

구 결과를 우리나라 체 청소년 모집단으로 일반화 하

기에 용이하다.

6. 결론

청소년의 인 루엔자 방 종은 지역사회의 인 루

엔자 감염 확산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요하지만 우리

나라 청소년의 방 종률은 이러한 기능을 하기에는 턱

없이 낮다. 따라서 국가 인 지원, 매스컴과 고등학교 

보건시간을 이용한 정확한 정보 제공, 의료인들의 인

루엔자 방 종 권유 등의 다양한 융합  재를 통해 

청소년과 그 부모의 인 루엔자 방 종률을 향상시키

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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