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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한 권유와 인플루엔자 예방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대학생의 예방접종 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하였다. 2018년 4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설문지를 배부하고, 239명의 자료를 분석
하였다. 연구결과 36.8%의 대학생이 지난 1년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시행하였다. 57.6%가 예방접종 권유를 받았으며, 
인지한 예방 가능성은 78.29%였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천 영향요인으로 예방접종 권유는 유의하였으나(p<.001) 예방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유의하지 않았다(p=.853). 이에 대학생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프로그램 개발 시 예방접종에 대한 직접 
권유뿐 아니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간접적인 권유 전략을 포함하면 실천율을 높이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주제어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권유, 인식, 실천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factors affecting influenza vaccination practices among 
university students, specially influenza vaccination encouragement and perception of preventability.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300 college students from April 30, 2018 to November 30, 2018 and of 
these, 239 answered the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analysis. Over the past year, 36.8% of the students 
were vaccinated against influenza. Encouraging people to get vaccinated was a significant factor that 
affected the practice of influenza vaccination(p<.001). However, perception of preventability was not 
significant(p=.853).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an effective guide in developing influenza vaccination 
programs that encourage vaccination in order to increase the vaccinatio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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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매년 겨울철에 유행하는 대표적인 호흡기감염으로는 감

기와 인플루엔자가 있으며, 감기는 여러 종류의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해 발생하나 인플루엔자의 경우 인플루엔자 바이
러스에 의해서만 발생한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중 인체 

감염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는 A형과 B형이다. 한 종류의 인
플루엔자 균주가 유행을 일으킬 경우도 있으나 종종 두 종
류 이상의 균주가 동시기 유행을 유발하기도 한다[1,2]. 
2009년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한 신종인플루엔자를 유발한 
원인 바이러스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H1N1) 균주인 반
면, 2017년에는 A형과 B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국내에
서 동시에 유행하였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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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는 감기보다 질병의 중증도가 비교적 높다. 
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 발열, 오한, 기침, 근육통, 폐렴 
등의 합병증을 경험하나 일반적으로 2주 이내에 회복된다. 
그러나 일부는 이로 인해 사망하기도 한다[3,4]. 미국 
Influenza Hospitalization Surveillance Network 
(FluSurv-NET)의 자료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13년까
지 3번의 인플루엔자 유행 절기동안 매년 114,192명에서 
624,435명이 입원하였고, 4,915명에서 27,174명이 사망
하였다[4]. 2002년 11월부터 2003년 4월까지 인플루엔자 
유행절기 동안 미국의 대학생 4,045명 중 36.7%가 인플루
엔자 의사질병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나[5], 2018
년 대학생 221명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에서 8.6%만이 
인플루엔자를 경험하였다[6].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미국 질병
관리본부에서는 감염된 사람과의 접촉 피하기, 물과 비누로 
손씻기를 하거나 바르는 손소독제로 손위생 하기, 눈, 코, 
입의 접촉을 통해서 전파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오염이 의심되
는 표면은 환경소독제로 청소할 것과 더불어 인플루엔자 예
방접종을 권고하고 있다[7].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매년 실시해야 해야 한다. 이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거의 매년 소변이(antigenic drift)
를 유발할 뿐 아니라 가끔 대변이(antigenic shift)를 유발
하는 특성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광범위한 자료를 
기초로 매년 유행할 가능성이 높은 인플루엔자 A형 균주와 
B형 균주를 예측하고, 이 예측 자료를 기초로 매년 예측된 
균주 3개 혹은 4개를 포함한 백신을 제조하며,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매년 새로운 백신의 접종이 필요하다[8].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매년 이들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플루엔자 백신 
우선접종 대상은 만성질환자, 면역저하자, 임신부, 의료기
관종사자, 위험군을 돌보거나 함께 거주하는 자, 집단시설 
거주자이다. 대학생의 경우는 건강한 성인으로 분류되어 우
선 접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9]. 그러나 대학생은 기숙
사 생활, 학교 수업과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집단 활동을 
통해 감염된 학생이 주위의 다른 학생들에게 감염성 균을 
전파시킬 가능성이 높다[10-12]. 그러므로 대학생의 이런 
생활이나 활동 특성을 감안할 때 이들의 인플루엔자 예방접
종 또한 중요하다. 

대학생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

선 이들의 특성과 예방접종 관련 요인 파악이 필요하다. 그
러나 대학생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영향 요인에 대한 연구
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선행연구를 통해 인플루
엔자 예방접종을 한 이유를 살펴보면, 예방접종을 하도록 
주위 사람이나 보건의료종사자로부터의 권유 때문이거나 
예방접종을 하면 인플루엔자가 예방될 것이라는 예방접종
에 대한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이었다[13-15]. 

대학생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천율을 향상시키기 위
한 간호 중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우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천율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생의 특성이 반영된 
요인 파악이 필요하다. 이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주요 이
유이자 영향요인이었던[13-15] 가족이나 친구 등을 포함한 
주위 사람들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권유와 예방접종의 감
염 예방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대학생의 인플루엔자 예방접
종 실천에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여, 대학생의 인플루
엔자 예방접종 실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시 간호중재로서의 적절성을 확인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
였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한 권유와 예방접종

의 감염 예방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생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권유 여부, 예방접종
의 감염 예방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예방접종 실천 
수준을 파악한다.

2.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권유 여
부, 예방접종의 감염 예방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예방
접종 실천 수준의 차이를 파악한다.

3.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권유와 예방접종의 감염 예방 
가능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예방접종 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한 주위 

사람들의 권유와 예방접종의 감염 예방 가능성에 대한 인식
이 예방접종 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수행한 서술
적 조사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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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서울, 경기도, 경상도 지역에 소재한 3개 대학

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편의추출한 후 연구 참여에 동의
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해 자료수집 
대상 대학의 관계자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자료수집 협
조 동의를 받은 후  2018년 4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대상자 수는 G*Power 3.1 window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최소 대상자 수를 산출하였다. 문헌고찰[15]을 통
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한 인지도의 오즈비(OR) 1.58과 유의수준 
.05, 검정력 .80일 때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필요한 최소 대
상자 수가 192명이었다. 이에 무응답을 고려하여 300명에
게 자료를 배부하였으며, 이 중 설문에 동의하고 성실히 응
답한 239명의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2.3 연구 도구  
연구 도구는 문헌고찰[13-15]을 기초로 연구자가 개발

한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설문지는 대상자의 일
반적 특성,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권유받았는지 여부, 예방
접종 후 인플루엔자 예방 가능성 인식에 대한 문항으로 구
성되었다. 

2.3.1 대상자의 특성  
대상자의 특성 문항에는 일반적 특성으로 나이, 성별, 거

주지, 학년, 동거하는 가족 수, 기저질병 유무를 포함하고, 
인플루엔자 감염 관련 특성으로 하루 평균 손씻기 횟수, 최
근 1년 이내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사람과 90cm 이내에 머
무른 경험이 있는지 여부, 호흡기감염 예방 교육을 받았는
지 여부의 문항을 포함하였다.  

2.3.2 예방접종 권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권유는 가족, 친구 등의 주위 사람

들로부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도록 권유받았는지 여
부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2.3.3 예방 가능성 인식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어느 정도 예방 가능성이 있다

고 인식하는지를 예방 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0%에서 100%
까지로 서술하도록 하였다.

2.4 윤리적 고려  
연구 대상자들에게 연구 목적과 방법, 설문조사에 응답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음, 설문조사 중 자유롭게 응답을 
중단할 수 있으며, 설문조사 내용의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안내문을 설문지 첫 장에 기술하고, 대학 관계자를 통해 설
문지 작성 전에 설문조사 안내문을 읽은 후 참여 동의하는 
경우에만 참여 동의란에 ‘V’표 하고 설문조사에 응하도록 
하였다. 응답한 설문지는 학과 대표를 통해 수거하여 응답
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하였으며, 설문에 응답한 경우에는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2.5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대상자

의 특성,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권유 여부, 예방접종의 감염 
예방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예방접종 실천 수준은 실수, 백
분율, 평균,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권유, 예방접종의 감염 예방 가능성에 
대한 인식, 예방접종 실천의 차이 비교는 χ2, t-test로 분석
하였으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권유와 예방접종의 감염 예
방 가능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예방접종 실천에 미치는 영
향은 로지스틱 회귀분석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평균 나이는 20.59세였으며, 여자가 67.4%였다. 40.6%가 
서울 및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1~2학년 79.1%, 
3~4학년 20.9%였다. 평균 가족 수는 3.54명이었으며, 
5.9%만 기저질환이 있었고, 하루평균 손씻기 횟수는 6.88
회였다. 31.2%가 최근 1년 이내에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사
람과 90cm 이내의 거리에 머무른 경험이 있었으며, 40.5%
가 호흡기감염 예방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

3.2 예방접종 권유, 예방 가능성 인식과 예방접종 실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권유 여부, 예방접종 후 예방 가능

성 인식 수준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천 여부는 Table 2
와 Fig. 1과 같다. 대상자의 57.6%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할 것을 주위 사람들로부터 권유받았으며, 권유자 유형으로
는 가족이 64.7%로 가장 많았고, 친구 9.6%, 기타 18.4%였
으며, 2군 이상으로부터 권유받은 경우도 7.3%였다. 인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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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엔자 예방접종 후 예방 가능성은 평균 78.29%로 인식하
고 있었다. 36.8%의 대상자들이 지난 1년간 인플루엔자 예
방접종을 하였고 63.2%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239)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SD

Age
20≥ 164(68.9) 20.59±3.10

21≤ 74(31.1)

Gender 
Male 78(32.6)

Female 161(67.4)

Residence 
Seoul/Gyeonggi 98(40.6)

Others 142(59.4)

Grade
Junior 189(79.1)

Senior 50(20.9)

Numbers of family 
3≥ 96(40.2) 3.54±1.14

4≤ 143(29.8)

Underlying disease 
Yes 14(5.9)

No 225(94.1)

Numbers of hand washing 
per day

6≥ 146(61.9) 6.88±5.10

7≤ 90(38.1)

Stayed within 90cm from a 
person with influenza 
during last 1 year 

Yes 74(31.2)

No 163(68.8)

Education of respiratory 
infection prevention*

Yes 96(40.5)

No 141(59.5)

*Excluded non-respondents 

Table 2. Vaccination encouragement, perception of 
preventability after influenza vaccination and 
influenza vaccination practice         (N=239)

Variable Categories n(%) M±SD

Encouragement of influenza 
vaccination

Yes 136(57.6)

No 100(42.4)

Perception of infection 
preventability after influenza 
vaccination

M±SD 78.29±16.97

Influenza vaccination practice
Yes 88(36.8)

No 151(63.2)

*Excluded non-respondents 

Fig. 1. Person who encourage vaccination

3.3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예방접종 권유, 예방 가능성 
인식, 예방접종 실천 차이 비교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권유, 예방
접종 후 예방 가능성 인식 수준과 예방접종 실천 여부는 
Table 3과 같다. 대상자의 나이, 성별, 거주지, 학년, 가족 
수, 기저질병, 하루평균 손씻기 횟수, 최근 1년 동안 인플루
엔자에 걸린 사람과 90cm 이내의 거리에 머무른 경험, 호
흡기감염 예방 교육 경험을 포함한 모든 일반적 특성이 인
플루엔자 예방접종 권유 여부, 예방 가능성 인식 수준, 인플
루엔자 예방접종 실천 여부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3.4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권유와 예방 가능성 인식이 
예방접종 실천에 미치는 영향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권유와 예방 가능성 인식 수준이 
예방접종 실천에 미치는 영향은 Table 4와 같다. 인플루엔
자 예방접종 권유 여부와 예방접종 권유자가 누군지가 예방
접종 실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예방 가능성에 대한 인식 수준은 
유의하지 않았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도록 권유받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예방접종 실천율이 11.78배 
높았다(p<.001). 예방접종 권유자 중 가족에게 권유받은 경
우가 권유를 받지 않은 사람에 비해 9.00배 예방접종 실천
율이 높았으며(p=.002), 기타 사람들에게 권유받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12.00배 예방접종 실천율이 높았다
(p=.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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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of vaccination encouragement, perception of preventability after influenza vaccination, influenza 
vaccination practice by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239)

Characteristics Categories
Encouragement of influenza 
vaccination

Perception of preventability 
after influenza vaccination Influenza vaccination practice

Yes No χ2(p) Mean±SD t(p) Yes No χ2(p)

Age
20≥ 93(68.9) 68(68.0)

0.02(.885)
77.61±16.92

-0.91(.366)
63(71.6) 101(67.3)

0.47(.493)
21≤ 42(31.0) 32(32.0) 79.79±17.20 25(28.4) 49(32.7)

Gender 
Male 38(27.9) 40(40.0)

3.79(.052)
80.57±17.17

1.43(.155)
29(33.0) 49(32.5)

0.01(.936)
Female 98(72.1) 60(60.0) 77.20±16.81 59(67.0) 102(67.5)

Residence 
Seoul/Gyeonggi 53(39.0) 42(42.0)

0.22(.639)
76.80±17.95

-1.12(.232)
29(33.0) 68(45.0)

3.37(.067)
Others 83(61.0) 58(58.0) 79.33±16.23 59(67.0) 83(55.0)

Grade
Junior 110(80.9) 77(77.0)

0.53(.467)
77.31±17.02

-1.73(.085)
70(79.5) 119(78.8)

0.02(.892)
Senior 26(19.1) 23(23.0) 82.00±16.41 18(20.5) 32(21.2)

Numbers of family
3≥ 56(41.2) 39(39.0)

0.11(.736)
77.97±17.84

-0.24(.814)
33(37.5) 63(41.7)

0.41(.521)
4≤ 80(58.8) 61(61.0) 78.50±16.43 55(62.5) 88(61.5)

Underlying disease 
Yes 7(5.1) 7(7.0)

0.36(.552)
77.92±17.51

-0.08(.938)
8(9.1) 6(4.0)

2.64(.151)
No 129(94.9) 93(93.0) 79.31±16.98 80(90.9) 145(96.0)

Numbers of hand washing per day 6≥ 82(61.7) 62(62.0)
0.00(.957)

77.85±17.04
0.52(.604)

55(63.2) 91(61.1)
0.11(.743)

7≤ 51(38.3) 38(38.0) 79.04±16.85 32(36.8) 58(38.9)
Stayed within 90cm from a person 
with influenza during last 1 year 

Yes 48(35.6) 24(24.2)
3.43(.064)

76.12±17.28
-1.35(.179)

29(33.3) 45(30.0)
0.29(.594)

No 87(64.4) 75(75.8) 79.35±16.87 58(66.7) 105(70.0)
Education of respiratory infection 
prevention*

Yes 60(44.8) 34(34.0)
2.77(.096)

80.03±15.70
-1.29(.197)

38(44.2) 58(38.4)
0.76(.384)

No 74(55.2) 66(66.0) 77.10±17.79 48(55.8) 93(61.6)

Table 4. Effects of vaccination encouragement and perception of preventability after influenza vaccination in the 
practice of influenza vaccination                                                               (N=239)

Variable Categories B S.E. OR 95% CI p

Encouragement of influenza vaccination (no) Yes 2.47 0.38 11.78 5.61-24.74 <.001

Person who encourage vaccination (non)

Family 2.20 0.72 9.00 2.22-36.54 .002

Friend -0.76 0.67 0.47 0.13-1.74 .257

Other 2.49 1.22 12.00 1.10-130.58 .041

More than 2 0.08 0.75 1.08 0.25-4.70 .915

Perception of preventability after influenza vaccination 0.00 0.01 1.00 0.98-1.02 .853

4. 논의

인플루엔자는 일반적으로 90cm 이내의 거리에서 호흡
기 비말이 튀어서 전파 가능한 질병이므로 인플루엔자 감염
자와 가까운 거리에서의 접촉은 피해야 한다[7]. 그러나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31.2%가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사람과 90cm 이내의 가까운 거리에 머무른 경험이 있었다. 
그러므로 인플루엔자 감염 예방 프로그램 개발 시 이 부분
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여 감염된 사람과의 90cm 이내의 
긴밀한 접촉을 통한 질병의 전파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손씻기는 인플루엔자를 포함한 감염의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하루에 평균 6.88회 손씻기를 하고 있었다. 이는 국내의 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하거나 다소 낮은 
수준이었으며,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와 
비교시 상당히 낮아 손씻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8,16,17].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천율은 대상자에 따라 다양하다. 
2017년부터 2018년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 동안 미국에서
는 아동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이 57.9%인 반면 성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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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로 성인보다 아동의 접종률이 높았다[18]. 2013년 
국내 전국 예방접종률 조사 자료에 따르면 19세 이상 성인
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은 34.3%였고[19], 2017년 보건
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 따르면, 19세 이상 성인
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은 37.3%이며, 이 중 19~29세는 
15.9%인 반면, 60~69세 59.4%, 70세 이상 88.0%로 20대
의 젊은이보다 나이가 많을수록 접종률이 높으며[20], 
2014-2015년까지 2년간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 따르
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은 영유아 78.9%, 학령전기 아
동 73.1%, 학령기 아동 52.0%, 청소년 26.2%로 청소년보
다 나이가 어린 아동일수록 접종률이 높았다[21]. 본 연구
와 동일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보면
[13,22,23], 미국 158명의 대학생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43.0%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여 본 연구보다 높았으
나[13], 사우디아라비아 421명의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20.7%[22], 421명의 영국 대학생을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는 12%[23], 227명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
구에서는 14.5%만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여 본 연구 
결과보다 낮았다[24].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확인된 대학생
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은 선행연구 결과들의 범위 내에 
속하였으나 노인이나 아동의 예방접종률 보다는 낮았다. 이
는 다양한 집단 활동을 하는 대학생의 특성으로 인해 인플
루엔자 전파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성인 초기의 비교적 
면역력이 높고 건강한 연령군에 속하므로 인플루엔자 백신 
우선접종 권고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래서 소아나 노인과 
달리 국가의 예방접종 독려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예방
접종 실천율이 다소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예방접종 실천군과 미실천군 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교육을 
통한 지식수준은 실무능력과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25,26], 본 연구에서는 호흡기감염 예방 교
육 여부에 따른 예방접종 실천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
는 호흡기감염 예방 교육을 받아 예방접종 효과에 대한 인
식 수준은 높으나 실천으로 이행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판단
된다. 그러므로 대학생들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한 정보나 지식 제공 이외에 직
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실천을 유도할 수 있는 전략의 개발
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주위 사람들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권유가 
대학생의 예방접종 실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선행연구 중 간호대학생의 인유두종바이

러스 예방접종에 관한 연구에서 예방접종을 결정하는 요인
으로 부모님 또는 주변인의 권유가 주요 요인이었고, 60세 
이상 노인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군이 미접종군보다 가
족, 친구, 의사의 권고에 따르는 정도가 높았으며, 남아프리
카 292명의 당뇨병 환자에게 의사의 권유가 인플루엔자 예
방접종 실천에 영향을 미쳤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14,27,28]. 그러므로 대학생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가족, 친구 등 주위사람들의 권
유가 주요 영향 요인이므로 이를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예
방접종을 권유하는 방법으로는 직접 대면을 통한 권유 이외
에도 트위터와 같은 소셜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다[29]. 트
위터는 많은 대학생이 이용하고 있어 이를 통해 인플루엔자 
발생 현황을 알리고 질병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을 권유하
는 것은 다수의 사람에게 활용 가능한 유용한 방법이다. 이
외에도 예방접종 권유 수단으로 대중매체를 활용하기도 한
다. 예방접종 홍보광고 전략 개발 연구에서 예방접종 권유 
홍보 수단으로 가장 많은 경험을 보인 매체가 텔레비전이었
고, 이외에도 신문, 현수막, 비디오 등이 있었다[30]. 그러나 
대중매체를 통해 예방접종의 부작용 등이 부각될 경우 대중
매체는 오히려 예방접종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전략적인 이용이 필요하다[31]. 

본 연구 대상자들은 예방접종의 감염 예방 가능성을 평
균 78.29%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파키스탄 의사 중 
67.4%만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효과가 있다고 인식한 
결과와 간호대학생 328명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
종의 지각된 이득 점수가 8점 만점 중 4.86점으로 100점으
로 환산 시 60.75점으로 보고된 선행연구[32,33]와 비교 
시 본 연구 대상자들의 예방접종의 감염 예방 가능성 인식 
수준이 높았다. 일반적으로 신념이나 지각된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건강증진행위를 포함한 실천 수준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34,35],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관한 선행연
구에서도 지각된 이득이 높을수록 실천율이 높으며, 예방접
종 후 감염 예방 가능성에 대한 의문은 인플루엔자 예방접
종을 하지 않는 주요 이유로 알려져 있다[36-38].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예방접종에 대한 이득인 감염 예방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예방접종 실천에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확인되
지 않았다. 이에 대한 이유를 살펴보면, 본 연구 대상자인 
대학생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감염 예방 가능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예방접종의 지각된 이득 
점수 60.75점과 감염 예방 가능성 점수 67.4%보다 높은 평
균 78.29%로 대상자들의 인식 수준이 예방접종 실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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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차이를 판단하기에는 너무 높았기 때문에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았으리라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의 인식 수
준 측정 도구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어느 정도 예방 가
능성이 있다고 인식하는지를 예방 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0%에서 100%까지로 서술하는 1문항으로 구성되어 신뢰도 
평가가 어려운 제한점이 있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인식 수준이 실천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지 않았으
나 일반적으로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실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본 연구 결과
를 재확인하는 추후 연구를 제언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다양한 집단 활동이 많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주위 사람들의 예방접종 권유와 예방접종의 감염 예방 가능
성에 대한 인식이 예방접종 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자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들의 예방접종 실천은 고위
험군인 노인이나 아동보다 낮았다. 대상자들의 과반수가 주
위 사람들로부터 예방접종 권유를 받았고, 예방접종 권유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천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되
었다. 그러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감염 예방 가능성 인
식 수준은 높았으나 예방접종 실천 요인으로는 유의하지 않
았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들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천율이 
낮게 나타났으며, 이들의 예방접종 실천 수준을 높여 인플
루엔자 감염을 예방하는 것은 국민 건강 증진 측면에서 간
호의 중요한 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대학생들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천율을 높이기 위한 간호 중재 개발이 필요하
며, 본 연구에서 가족 등의 권유가 예방접종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으므로 이를 예방접종 실천 수준 향상 중재
에 포함하도록 하며, 이외에도 감염 예방 중재로 활용할 수 
있는 홍보 등의 다양한 영향요인을 확인하고, 확인된 요인
들로 구성된 전략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3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편의추출 
하였으므로 분석된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또
한 일반적으로 지각된 이득이 건강증진행위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예방접종 효과
인 예방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예방접종 실천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일반
화를 위해서는 추후 연구를 통한 재확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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