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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예방접종 거부 부모의 주관성: Q 방법론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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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ivity of Parents in Refusal of Childhood Vaccination:  
A Q-methodology Approach
Hye-Gyeong Cha1, Eun-Ho H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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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Despite the well-known public health benefits of vaccination, increasing public concern about the safety of childhood vaccinations 
has led some parents to refuse or hesitate having their children immunize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subjectivity of parents 
toward refusal of childhood vaccination. Methods: Q-methodology, in which subjective viewpoints are explored and analyzed using a combi-
nation of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techniques, was used. Thirty-five participants were asked to rank 42 statements on diverse issues of child-
hood vaccination according to a continuous 9-point scale ranging from -4 for strongly disagree to +4 for strongly agree. Collected data was ana-
lyzed using the PC-QUANAL program. Results: The results revealed three discrete groups of parents in the refusal of children’s immunization: 
type I, distrust; type II, concern about side effects, and type III, belief that vaccinations are unnecessary. Conclusion: Special nurse counselors 
who can provide correct information about vaccination based on the three types should be part of the government policy. Customized educa-
tion programs to shift viewpoints should be also redeveloped according to the results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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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예방접종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병원체로부터 추출한 항원

에 대한 능동면역을 유도하여 감염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수단으

로 비용 효과가 높은 대표적인 감염병 관리 방법인 동시에 효율적인 

공중보건사업이다(Lee & Choi, 2008; Rhim, Kim, Lee, & Kang, 2006; 

Sohn, 2002). 특히 아동 예방접종은 아동 사망률 감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최적의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질병 발생률이 높은 환경에 노출

된 빈곤층 아동들에게는 더욱 절실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Breiman et 

al., 2004). 이에 보건복지가족부는 만 12세 이하 아동 예방접종을 독려

하기 위해 민간시설 접종비 지원수준을 확대하여 국가예방접종 11종

(피내용 결핵, B형 간염,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디프테리아/파상

풍/백일해 /소아마비, 소아마비,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일본뇌염, 

수두, 파상풍/디프테리아,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에 대한 비용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등 감염병 퇴치수준 95%를 목표(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3)로 아동 예방접종률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950년 이래로 예방접종은 수두와 소아마비 등과 같은 질환을 퇴치

하였으며, 아동을 특정 질병과 관련된 신경학적 손상, 청력 손실, 다양

한 신체 손상 등과 같은 장기간의 후유증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으므

로(Bloom, 2011)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미래 인적자본의 투자다

(Bloom, Canning, & Shenoy, 2012). 그러나 백신 보관 및 유통 과정, 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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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주사기, 정확한 용량 주입 등과 관련된 백신 안전성 문제(Bloom, 

Canning, & Weston, 2005; Lee & Choi, 2008), 접종비용과 관련된 경제

적인 부담(Lee, Cho, & Chun, 2011), 접종기관 접근성 및 백신효과에 대

한 불신(Cha, Ryoo, & Park, 2012), 추가접종의 번거로움(Mills, Jadad, 

Ross, & Wilson, 2005), 가족 또는 돌봄자와의 동행(부모, 가족, 이웃, 보

모 등) 문제(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KCDC], 

2012), 예방접종 관리자인 정부와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Raithatha, 

Holland, Gerrard, & Harvey, 2003) 등이 제기되면서 자녀 예방접종을 

중단하거나 지체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Pahud et al., 2012). 또한 

생체 내 이물질 주입에 의한 잠재적인 신경학적 손상과 같은 예기치 

못한 부작용 또는 이상반응 등이 언론 매체를 통해 보도되면서(Sohn, 

2005) 소수 영유아 부모는 ‘anti-vaccine movement’와 같은 자체 모임 

결성으로 자녀 예방접종 거부를 종용하고 있다(Bloom et al., 2005; 

Mills et al., 2005). 실제 취학아동 부모의 50-60%가 백신의 안전성과 효

능에 대한 불신 등을 예방접종 미실시 주요 요인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Salmon et al., 2005) 예방접종을 실시한 부모조차도 백신 효과 및 백신 

예방가능 질병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KCDC, 2012; Salmon et al., 2009).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등과 같은 백신을 접종시기보다 몇 개월 

정도 뒤늦게 접종하는 것이 천식 및 아토피 질환 발병 위험을 감소시

키고(McDonald, Huq, Lix, Becker, & Kozyrskyj, 2008), 홍역/유행성이

하선염/풍진과 자폐증, B형 간염, 다발성 경화증과의 연관성(Bloom et 

al., 2005) 등도 예방접종을 반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자녀 예방접종의 지체, 중단, 거부와 관련된 사유는 사

회경제적, 지리적, 시간적 등과 관련된 요인, 생체 내 이물질 주입에 의

한 잠재적 신경학적 손상과 같은 예기치 못한 부작용 또는 이상반응 

등 백신의 안전성이나 효과에 대한 불신 등과 같은 요인으로 압축된다. 

사회경제적, 지리적, 시간적 요인 등으로 인해 자녀 예방접종이 불가

피한 경우 사회적 합의에 근거, 예방접종지원사업 등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지만(KCDC, 2012), 다른 이유로 예방접종을 거부 

또는 중단, 지체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요인을 밝히기 위한 연구가 필

요하다. 

지금까지 자녀 예방접종에 대한 거부, 중단, 지체 등의 요인을 파악하

기 위한 양적연구는 국내 · 외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Bloom 

et al., 2005; Cha et al., 2012; Pahud et al., 2012), 이에 대한 부모의 생각. 

태도 등을 심층 인터뷰를 통해 구체적인 원인을 제시한 연구는 거의 

없다.

아동을 위한 국가예방접종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

한 정부지원정책도 중요하지만 예방접종 이행에 대한 부모의 긍정적

인 태도를 이끌어 내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는 자녀 예방접종에 대한 

부모의 견해, 태도 등과 같은 주관성이 예방접종 이행 여부를 결정하

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모가 예방접종 관련 부작용 

및 이상반응, 백신 함유물질 등에 대한 불안과 불신으로 어린 자녀 예

방접종을 반대하고 기피하는 것을 질타하고 외면하기보다는 먼저 부

모의 생각을 존중하고 예방접종을 반대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파악하

여 중재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유지·증진해야 하는 의료인의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국가예방접종 프로그램에 준하여 자녀 예방접

종을 의도적으로 실시하고 있지 않거나 지체 또는 중단한 부모의 주관

성을 조사하여 이들의 생각과 태도를 파악한 후 유형별 간호중재 프로

그램을 개발하는 데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Q-방법론을 적용하여 자녀 예방접종 거부에 대한 

부모의 주관적인 인식 유형과 유형의 특성을 규명하여 각 유형에 따른 

간호중재 전략을 제시하는 데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자녀 예방접종 거부에 대한 부모의 주관적인 태도를 유형화한다.

2) 자녀 예방접종 거부에 대한 부모의 주관적인 태도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고 기술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자녀 예방접종 거부에 대한 부모의 주관성을 파악한 후 

유형화하기 위하여 Q-방법론을 적용한 연구이다.

표집 방법

Q 표본(Q-sample) 구성

자녀 예방접종에 대한 부모의 공통적 견해, 태도, 가치관 등을 종합

적으로 알아보기 위한 콘코스(concourse) 추출은 국내외 문헌고찰, 개

방형 질문지, 개별 심층면담 기법 등을 통해 실시하였다. 첫 번째 일정

은 국내외 문헌고찰로 아동 예방접종과 관련된 선행연구 및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 자료(Bloom et al., 2005; Cha et al., 2012; KCDC, 2012; 

Lee & Choi, 2008; Mills et al., 2005; Salmon et al., 2005; Sohn, 2005)를 

이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Q 모집단 50개를 추출하였다.

두 번째 일정인 개방형 질문지 배포를 위해 본 연구자가 속해 있는 

온라인 사이트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한 모임’ 회원들을 대상자로 선

정하였다. 

이 모임은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한 온라인 사이트로, 자녀에게 예방

접종을 한 후 부작용을 겪었거나, 예방접종의 첨가물이나 의무접종에 

반대하는 사람들, 또는 예방접종의 장점뿐 아니라 다른 정보(단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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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 첨가물 등) 등을 알고 싶은 사람들, 예방접종을 통한 질병 예방

은 지양하고 대신 건강한 자녀 육아법과 같은 대안들을 모색하고 있

는 사람들, 예방접종을 하고 있으나 육아정보를 공유하고 싶은 사람들

로 구성된 부모 모임이다. 이들은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연 

1-2회 총회 및 강좌를 개최하며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부산, 전북, 전

남, 강원, 제주 등에서 자발적인 지역별 오프라인 모임도 주선하고 있

다. 질문지 배포를 위해 온라인 전체 회원들에게 본 연구에 대한 목적

을 설명한 “자녀에게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지 않는 경우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라는 질문을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전체 12,885명

의 온라인 회원 중 본 연구에 관심과 흥미를 갖고 참여를 희망하면서 

자녀 예방접종을 현재 이행하고 있지 않거나 지체, 중단한 회원 215명

의 응답 자료를 이용하였다. 응답을 보내온 215명 회원에게 총 4문항의 

개방형 질문지를 메일로 발송하였고 구체적인 질문 내용은 “자녀 예

방접종 스케줄에 있는 감염병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예방

접종 백신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자녀 예방접종 후 부작용 

또는 이상반응 등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까?” 등으로 하였다. 

세 번째 일정인 개별 심층 면담은 회원 중 연구자가 속해있는 대학

의 위치와 근접한 지역 회원을 선정하였고 자연스러운 만남을 위해 커

피숍에서 이루어졌으며 자료 수집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

지 않을 것과 익명성 및 사적인 상황의 보장,  참여자가 원하면 면담이

나 질문지 작성 도중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개별 심층 면담은 개방형 질문지를 토대로 자녀 예방접종에 대한 부

모의 정확하고 솔직한 생각을 좀 더 심도있게 파악하고자 희망자 15명

에게 실시하였으며 면담은 1인 1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

을 통해 104개의 Q 모집단(Q-population)을 도출하였고 문헌 고찰을 

통해 수집된 Q 모집단 50개를 통합하여 총 154개의 Q 모집단을 추출

하였다. 

본 연구의 Q 표본 선정을 위하여 추출된 154개의 Q 모집단을 중심

으로 Q 방법론 전문가인 성인간호학 교수 2인, 아동간호학 교수 2인 

등이 중복되는 의미를 가진 진술문 문항은 삭제하고 유사한 의미를 

가진 문항은 함께 배열하여 60개의 진술문을 채택하였다. 

채택된 60개의 진술문은 각 진술문 별로 카드를 작성한 다음 긍정

과 부정, 중립의 균형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10명을 대상으로 Pilot test

를 실시한 후 진술문에 대한 명확성, 이해도 등을 검증하여 수정한 후 

최종 42개의 진술문을 Q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P 표본(P-sample)

Q-방법론은 개인 간의 차이가 아니라 개인 내의 의미성 또는 중요성

의 차이에 중점을 두어 개인의 주관성을 강조하는 질적 조사연구이며 

P 표본이 커지면 한 인자에 여러 사람이 편중되어 그  특성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소 표본 이론(small sample doctrine)에 근거하므로 

50명 내외가 일반적이다(Kim, 2008). 

본 연구의 P 표본은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한 모임’ 회원이면서 개방

형 질문지에 응답한 부모 중 적극 참여를 동의한 총 35명이 본 연구자

의 연구실로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였으며, 연구 대상자 윤리적 보호를 

위해 연구자가 소속된 부속병원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No. 

WSOH IRB 1211-01)의 승인을 받고 수행하였다. 

Q 표본 분류(Q-sorting)

Q 표본 분류는 추출된 Q 표본을 Q 표본 분포표에 강제 분포하는 

과정으로 정규분포에 가깝도록 Q 방법론의 원리를 이용하였다. 먼저 

준비된 42개의 표본을 읽은 후 자신의 견해와 가장 유사한 카드를 적

극 긍정(+4)에 2개, 그다음 +3에는 4개, +2에는 5개, +1에는 6개, 중립(0)

은 8개를 강제로 분포하도록 하였고 자신의 견해와 가장 거리가 먼 적

극 부정(-4)에는 2개, -3에는 4개, -2에는 5개, -1에는 6개로 똑같이 강제 

분포하도록 한 후 그에 따른 점수는 +4에 9점, 그다음 8, 7, 6순으로 하

였고 중립은 5점, -4에 1점 그다음 2, 3, 4점의 순으로 변환된 점수를 배

정하였다. 

Q 표본의 분포를 마친 후 Q 분포표 양 끝의 +4와 -4에 놓인 각각 2

개의 카드를 그곳에 강제 분포한 이유를 개인적인 특성과 함께 설문지

에 기록하도록 하였으며 이와 같은 과정은 1인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양 극단에 강제 분포된 진술문에 대한 후속 진술은 피험자의 강력하

고 확고한 의사표명으로 추후 유형 해석 시 중요한 정보 제공 및 피험

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주는 유용한 자료로 연구결과에 직접 인

용할 수 있다(Kim, 2008). 본 연구에서도 유형 해석 시 후속 진술을 직

접 인용하였으며 진술내용은 통계자료가 아니므로 제시하지 않았다.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Q 표본 분포표에 강제 분포된 카드를 중심으로 -4에 

1점, 중립 5점, +4는 9점 등으로 각각에 부여된 변환점수를 점수화 하

였다. 부여된 변환점수를 Q 표본 번호순으로 코딩하여 미국 아이오와 

대학 Norman Van Tubergen이 제작한 PC-QUANL Program (Kim, 

2008)에 의한 주요인분석으로 처리하였다. 

이상적인 요인 수의 결정을 위해 아이겐(Eigen) 값 1.0 이상을 기준으

로 하여 요인의 수를 다양하게 입력시켰으며 산출된 결과를 통해 이상

적이라고 판단된 3개의 유형을 최종 선택하였다.

연구 결과

Q 유형의 분석 

PC-QUANAL Program을 이용하여 자녀 예방접종 거부에 대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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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태도와 관련된 주관성을 Q 요인 분석한 결과 3개 유형으로 분류

되었다. 이들 3개 유형은 전체 변량의 67%를 설명하고 있는데 각 유형

별 변량을 살펴보면 제1유형은 54%, 제2유형은 8%, 제3유형은 5%로 나

타나 제1유형이 대상자의 주관적인 견해를 가장 많이 설명하고 있다

(Table 1). 이들 각 유형에 분류된 연구 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과 인자가중치는 표 1과 같다. 각각의 유형 중 인자가중치가 가장 높은 

사람일수록 그가 속한 유형에서 그 유형을 대표할 수 있는 전형적 또

는 이상적인 사람임을 나타낸다.

자녀 예방접종 거부에 대한 부모 태도 유형별 분석

제Ⅰ유형: 예방접종 불신형 

제Ⅰ유형으로 분류된 부모는 18명으로 평균연령은 36세이었으며 엄

마가 16명(88.9%)으로 대부분이었고 17명(94.4%)이 대학 이상의 학력

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9명(50%)이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 자녀수는 평

균 1.8명이었으며 10명(55.6%)이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12명(66.7%)이 

스스로 지각한 예방접종에 대한 지식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이 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은 예방접종보다 아이의 자연치유력과 면

역력을 강화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Z =1.67)고 생각하면서 백신에 포

Table 1.  Types, Eigen values, Factor weight,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for P-sample 

Type
Eigen values,
variance (%),
cumulative

P
No.

Factor weight
Age

(year)
Gender E. B Rel Child Job

Perceived  
vaccination  
knowledge  

I Eigen values 14 4.60 48 Female Middle No 2 Housewife Well
(n = 18)    19.12 33 2.65 31 Female University Yes 2 Housewife Well

Variance (%) 09 2.59 38 Male University No 1 Professional Well
   0.54 27 1.97 33 Female Postgra Yes 1 Professional Well
Cumulative 12 1.75 37 Male University Yes 2 Doctor Well
   0.54 19 1.64 31 Female University Yes 1 Housewife Very well

02 1.38 37 Female University No 2 Housewife Average
11 1.35 29 Female University Yes 2 Business Average
30 1.32 34 Female University Yes 1 Housewife Average
24 1.27 38 Female University No 2 Office Well
26 1.18 35 Female University No 2 Housewife Well
05 1.13 37 Female Postgra Yes 1 Office Well
01 1.06 36 Female University No 1 Professional Well
23 1.00 35 Female Postgra Yes 4 Housewife Well
08 0.91 38 Female University No 2 Office Well
25 0.77 30 Female University No 1 Teacher Average
16 0.73 41 Female University Yes 1 Office Average
22 0.65 36 Female University No 2 Housewife Average
28 2.69 33 Female University No 2 Housewife Average

II Eigen values 10 2.68 35 Female University No 1 Office Average
(n = 10)    2.97 03 1.27 25 Female University No 1 Housewife Not sure

Variance (%) 15 1.01 39 Female University Yes 2 Office Well
   0.08 31 1.00 41 Female Postgra Yes 2 Housewife Not sure
Cumulative 17 0.94 33 Female University No 2 Office Well
   0.63   21 0.94 36 Female University No 1 Housewife Average

32 0.83 33 Female University Yes 2 Housewife Average
04 0.75 34 Female University No 1 Office Well
06 0.55 36 Female University No 2 Housewife Average
13 1.90 30 Female University Yes 2 Housewife Average

III Eigen values 07 1.79 35 Male Postgra Yes 1 Professional Average
(n = 7)    1.65 20 1.37 33 Female Postgra No 2 Office Average

Variance (%) 29 1.35 33 Male University No 1 Professional Average
   0.04 35 0.87 26 Female University Yes 1 Housewife Well
Cumulative 34 0.82 36 Female University No 2 Housewife Average
   0.67 18 0.66 41 Female University No 1 Professional Average

P = Participants; E. B = Educational Background; Rel = Religion; Postgra = Postgradu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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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된 유해물질이 아이에게 오히려 해를 줄 수 있음을(Z =1.43) 강력하

게 표명하였다. 또한 검증되지 않은 유해물질을 아이 몸속에 주입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므로(Z =1.04) 차라리 질병을 앓고 자연면역을 

얻는 것이 더 안심이 된다(Z =1.03)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이들은 예

방접종이 자녀의 건강과 집단생활에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실시해

야 한다거나(Z = -1.96) 국가필수예방접종만 실시(Z = -1.85), 또는 감염

병 예방에 도움이 되므로(Z = -1.84) 예방접종 시기를 최대한 늦추거나

(Z = -1.72) 선택적 접종(Z = -1.60) 등에는 강력히 부정하는 견해를 가지

고 있었다(Table 2).

이러한 제Ⅰ유형의 특성은 Ⅰ유형의 표준점수와 Ⅱ, Ⅲ 유형의 표준

점수와의 차이에서 드러난 견해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Table 3).

제Ⅰ유형이 제Ⅱ형에 비해 강한 동의를 보여주어 예방접종 거부에 

Table 2. Q Statements and Z-scores according to Types (N=35) 

Q-Statements
 Z-Scores

I II III

  1. Infectious disease in the vaccination schedule is unnecessary to vaccinate because it can be treated by modern-medicine.  0.19 -0.37  1.42
  2. Infectious disease in the vaccination schedule is unnecessary to vaccinate because it is rare in modern society.  0.04 -0.57 -0.88
  3. Vaccination does not work to prevent disease, it makes children even more weaker.  0.74 -0.99 -0.30
  4. It is important to reinforce child's natural healing and immunity than vaccination.  1.67  0.22  1.59
  5. Vaccination is an act against naturalness of life.  0.91 -1.00 -0.23
  6. Obtaining natural immunity after suffering from a disease is more safe than vaccination.  1.03  0.00  0.92
  7. Children can grow up healthily without vaccination.  1.31 -0.27  1.11
  8. Can raise children healthily without vaccination.  0.86 -0.56  0.85
  9. Disease prevention and treatment are possible to apply oriental medicine, alternative medicine and naturopathy than vaccination.  0.11 -0.61 -0.15
10. Hazardous substances contained the vaccine can be harmful to the child.  1.43  1.34  1.33
11. Can not trust health professionals about vaccine side effects.   0.40  0.79  1.05
12. Fatal side effects are more concerned than the effect of vaccination.  1.08  2.02  1.93
13. Vaccination is harmful to the child that it causes chaos to immune system.  0.99 -0.68  -0.01
14. Giving an injection at frequent intervals to the child is a burdensome act.  0.21  0.45  0.29
15. Have experience in vaccine side effects or adverse reactions after vaccination.  0.30  0.22 -1.77
16. Vaccination seems to be aimed at making profits of pharmaceutical companies or medical profession than original purpose.  0.90  0.53  0.10
17. There is a no credible professional to consult about vaccination.  0.07  1.01  0.58
18. Vaccination is not the best choice as a method for disease prevention of a child.  0.38  0.32  0.96
19. Giving an vaccination to the child without correct information is parent's fault.  0.13  0.14  0.26
20. Injecting unproven hazardous substances into children's body is a foolish act.  1.04  1.55  0.77
21. Doing vaccination without checking the health status of the child is apprehensive.    0.10  0.61 -0.19
22. Government forces vaccination uniformly is a problem.   0.92  0.79 -0.09
23. Will not give an vaccination by taking the possibility of side effects.  0.90  1.33  1.04
24. Vaccination is not mandatory, but should be a choice.  0.29  0.81 -0.19
25. Can not trust scientifically about vaccination effects.  0.24  0.35  0.26
26. Stereotypes about vaccination focused on effects than negative aspects should be changed.  0.32  0.92  0.33
27. Can not trust the government policies when side effects or adverse reaction occur.  0.04  0.57  0.20
28. There is no information about countermeasures when side effects occur. -0.23  1.23 -0.08
29. The safety of the vaccine is doubtful.  0.47  1.30  1.30
30. Can not trust information and management about vaccine provided by the government and medical team. -0.17  0.69  0.48
31. Feel uncomfortable with people (family, doctors, teachers, neighbors, etc.) about giving not an vaccination. -0.99  0.20 -0.68
32. Worried about requiring immunization certificate for school attendance. -0.97  0.30 -0.65
33. Do in expectation of the effects of vaccination even though it is worried about vaccination side effects. -1.41 -1.83 -1.50
34. It is difficult to make a decision to vaccinate or not. -1.47  -0.42 -0.87
35. Will not vaccinate children as well as anybody else in the family. -0.31 -0.81 -1.22
36. Vaccination is helpful to prevent infectious disease. -1.84 -1.68 -1.71
37. Vaccination should be done because it affects children's health and communal living. -1.96 -1.72 -1.75
38. Will do the national immunization program (NIP) only. -1.85 -1.25 -1.23
39. Will vaccinate the children to the fullest delay the timing of vaccination. -1.72 -0.46 -0.02
40. Will vaccinate the children to choose more safe vaccination. -1.60 -0.83  0.08
41. Vaccination costs are too expensive. -1.22 -1.59 -1.36
42. Can save money if do not vaccinate. -1.32 -2.06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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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태도에 있어 가장 큰 견해차이가 있었던 문항은 ‘예방접종은 삶

의 자연스러움을 역행하는 행위(D =1.90)’이었으며 이와는 반대로 강

한 부정을 표명한 항목은 ‘부작용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정보가 없

다(D = -1.46)’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Ⅰ유형을 제Ⅲ유형과 비교했을 

때 강한 동의로 견해차이가 가장 높았던 항목은 ‘백신 부작용이나 이

상반응 경험이 있다(D =2.07)’였으며 강한 부정으로 견해차이가 가장 

높았던 항목은 ‘예방접종 시기를 최대한 늦춰서 접종하겠다(D = -1.70)’

로 나타났다. 이러한 제 Ⅰ유형의 특성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가장 

높은 인자가중치 4.60을 보인 14번 대상자는 “백신 안에 들어있는 성

분은 인간에게 치명적인 독극물이므로 신뢰할 수 없다. 유전자 조작된 

성분까지 들어가 있고 방부제로 포름알데히드와 페놀과 수은이 들어

간 독극물을 아이의 질병을 예방한다는 명분 때문에 맞힐 수 없다.” 

라고 진술하였다. 인자가중치 2.65 대상자는 “앞으로도 백신을 맞출 

의향이 전혀 없다. 진화된 안전한 백신이 나온다고 해도 효과자체를 

부정하므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을 것이다. 신뢰할 수 없는 인공예방접

종은 무의미하다.” 인자가중치 1.97를 보인 대상자는 “믿고 맞힐 수 있

는 안전한 예방접종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안다.” 1.64 대상자는 

“예방접종을 해도 100% 차단되는 것도 아닌데 감염병에 도움이 된다

는 말은 신뢰가 가지 않는다.” 라는 견해를 보였다. 따라서 제Ⅰ유형은 

예방접종 자체를 불신하며 백신에 포함된 유해물질이 오히려 자녀 건

강을 해칠 수 있어 믿을 수 없으므로 자연 속에서 자연스럽게 면역을 

획득하는 것이 자녀들의 건강과 올바른 성장을 위해 유일한 방법이라

고 생각하고 예방접종을 거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상과 같은 

대상자들의 진술을 분석해 볼 때 제Ⅰ유형은 혼합된 백신 첨가물로 인

한 자녀 건강 유해성 및 백신 효과에 대한 불신 등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억지로 접종하는 행위 자체를 거부하면서 안전성 검증이 되어 있

지 않은 현 시점에서 인공면역을 신뢰할 수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

는 견해를 가지고 있어 ‘예방접종 불신형’으로 명명하였다. 

제Ⅱ유형: 예방접종 부작용 염려형

제Ⅱ유형으로 분류된 부모는 10명으로 평균연령은 34.5세이었으며 

모두가 대졸이상의 학력(100%)을 소지하고 있는 엄마(100%)로 3명

(30%)만이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 자녀수는 평균 1.6명으로 4명(40%)이 

직장인 엄마, 2명(20%)은 예방접종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었고 5명

(50%)은 중간정도, 나머지 3명(30%)만이 예방접종에 대한 지식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이 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은 예방접종 효과보다 이로 인한 치명적인 

부작용을 염려하면서(Z =2.02) 아이에게 해를 줄 수 있으므로(Z =1.34) 

백신에 대한 안전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Z =1.30) 부작용 발생 시 대

처방안에 대한 정보도 없을 뿐만 아니라(Z =1.23) 부작용을 상담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전문가 또한 없음(Z =1.01)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또한 예방접종을 안 하면 돈이 절약되고(Z = -2.06) 부작용이 걱정은 되

지만 예방접종의 막연한 효과를 기대하거나(Z = -1.83), 자녀의 집단생

활에 영향을 미칠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것

(Z = -1.72), 예방접종이 감염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Z = -1.68)는 생각 등

에는 완강히 부정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Table 2).

이러한 제Ⅱ유형의 특성은 Ⅰ유형과 Ⅲ유형의 표준점수 차이에서 드

러난 견해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Table 3).

제Ⅱ유형이 제Ⅲ유형에 비해 강한 동의를 보여주어 예방접종 불이행

에 대한 태도에 있어 견해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난 항목은 ‘백신 부작

용이나 이상반응 경험이 있다(D =1.98)’, ‘부작용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정보가 없다(D =1.30)’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반대로 강한 부

Table 3. Differences and Consensus between types

Q
no

 Differences between 
I & II Q

no

 Differences between 
I & III Q

no

Differences between 
II & III Q

no
Consensus

(I, II, III)
I II Difference I III Difference II III Difference

5.  0.90 -0.99  1.90 15.   0.30 -1.76  2.07 15.  0.21 -1.76 1.98 12. 1.68
3.  0.73 -0.98  1.72  5.   0.90 -0.23  1.14 28.  1.23 -.075 1.30 10. 1.37

13.   0.98 -0.67  1.66  3.   0.73 -0.30  1.03 20. 1.12
7. 1.31 -0.27  1.58 22.   0.92 -0.08  1.00 23. 1.09
4. 1.67  0.22  1.44 29. 1.02
8. 0.85  -0.55  1.41
6. 1.02  0.01  1.02

34.  -1.46 -0.42  -1.04  1.   0.19  1.41 -1.22  4.  0.22  1.59  -1.36 41.   -1.39
31.  -0.99  0.19  -1.18 40.  -1.59  0.07 -1.67  7. -0.27  1.10 -1.37 38.   -1.44
39.  -1.72 -0.46  -1.25 39.  -1.72 -0.01 -1.70  8. -0.55  0.85 -1.41 33.   -1.58
32.  -0.97  0.30  -1.27  1. -0.37  1.41 -1.78 36.   -1.74
28.  -0.23  1.23  -1.46 42.   -1.79

37.   -1.81

Q no = Q-statements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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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보인 항목은 ‘예방접종 스케줄에 있는 감염병은 현대의학으로 치

료가 가능하므로 예방접종이 불필요하다(D = -1.78)’, ‘예방접종 없이도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다(D = -1.41)’, ‘예방접종 없이도 아이들

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D = -1.37)’, ‘예방접종보다 아이의 자연치유력

과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D = -1.36)’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제Ⅱ유형의 특성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가장 높은 인자가

중치 2.69를 보인 28번 대상자는 “백신 부작용을 염려하면서 아이에게 

백신을 접종하진 못할 것이다. 백신에 대한 불안, 불신 등을 의사의 말 

한마디로 무마시키기엔 부작용 사례가 너무 많다. 그것을 알면서도 접

종한다는 일이 썩 맘에 내키질 않는다. 정말 예방접종이 필요하다면 

빚을 내더라도 맞추고 싶은 것이 부모 맘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인자

가중치 2.68을 보인 10번 대상자는 “예방접종 후 피부발진이 심했고 의

사는 별다른 대책을 주지 않았다.”, “혼자서 인터넷과 책을 찾아보며 

정보를 수집해야 했다. 접종에 대한 정보나 부작용에 대한 의사, 간호

사의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했다.”, 1.27 대상자는 “질병을 예방하

기 위한 접종이 오히려 치명적인 부작용으로 나타나 아이의 건강을 해

칠 수도 있다.”, “예방접종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부작용 사

례들에 대한 정부의 대처는 너무 허술하다. 믿을 수 있고 안전한 백신

이 생긴 후에 그리고 정부에서 부작용에 대해 신속한 대처를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예방접종을 시행할 생각이 있다.”라고 응답하였

다. 또한 인자가중치 1.01을 보인 15번 대상자는 “예방접종 효과를 위

해 부작용을 감수하는 것은 아기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부모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방부제나 수은 등의 물질이 백신에 들어간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고 유해한 물질들이 우리 아이 몸속에서 일으킬 수 

있는 악영향에 대해 많이 염려가 된다.”라는 견해를 보였다. 그러므로 

제Ⅱ유형은 예방접종 시행 자체보다 발생 가능한 치명적인 부작용, 백

신에 함유된 성분의 인체 유해성, 접종 후 검증된 확실한 효과 등이 염

려되어 예방접종을 거부하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대상자들의 진술을 분석해 볼 때 제Ⅱ유형은 예방접종

은 필요하지만 예방접종 후 발생가능한 부작용을 거론하며 이에 대한 

의료진의 정확한 정보제공과 정부의 신속한 대처를 주장하고 있어 ‘예

방접종 부작용 염려형’으로 명명하였다.

제Ⅲ유형: 예방접종 불필요형

제Ⅲ유형으로 분류된 부모는 7명으로 평균연령은 33.4세이었으며 

엄마가 5명(71.4%)으로 모두 대학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이

들 중 3명(42.9%)이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 자녀수는 평균 1.4명이었으

며 4명(57.1%)이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1명(14.3%)만이 지각한 예방접종

에 대한 지식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이 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은 자연치유력과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것이 더 중요함(Z =1.59)을 강조하였는데, 예방접종 스케줄에 있는 감

염병이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방접종이 불필요함

(Z =1.42)을 주장하였다. 또한 예방접종 없이도 아이들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으므로(Z =1.11) 부작용 가능성을 감수하면서 접종을 시행

하지 않겠다(Z =1.04)는 강력한 의사를 표명하였다. 한편 ‘예방접종을 

안 하면 돈이 절약된다(Z = -1.99)’, ‘자녀 건강과 집단생활을 위해 예방

접종은 해야 한다(Z = -1.75)’, ‘예방접종은 감염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

(Z = -1.71)’, ‘국가필수예방접종만 시행하겠다(Z = -1.23)’ 등과 같은 항목

은 강한 부정적 견해를 보여주었다(Table 2). 

이러한 제Ⅲ유형의 특성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가장 높은 인자가

중치 1.90를 보인 13번 대상자는 “실제로 대부분의 감염병은 치료가 

되고 있다. 예방접종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질병에 감염되는 것

을 흔히 볼 수 있어 예방접종 자체가 불필요하다.”, 인자가중치 1.79을 

보인 7번 대상자는 “스스로의 자연치유력과 면역력을 길러준 후 그 방

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질병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예방접종을 하

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인자가중치 1.37을 보인 20번 

대상자는 “예방접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므로 아이에게 예방접종

을 하지 않았고 우리아이는 지금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 1.35를 보

인 29번 대상자는 “예방접종에 해당되는 감염병은 실제 병에 걸린다 

하더라도 관리만 잘 하면 쉽게 이겨낼 수 있는 질병들이다. 차라리 질

병을 앓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아이가 

더 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므로 굳이 예방접종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그러므로 제Ⅲ유형은 감염병이 

현대의학으로 치료 가능하므로 유해물질이 함유된 인위적인 백신 접

종의 불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특정 질환에 감염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앓고 치유되는 것이 아이의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방법이라고 생각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상과 같은 대상자들의 진술을 분석해 볼 때 제Ⅲ유형은 아이들은 

예방접종 없이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으므로 차라리 질병을 앓고 자연

적으로 치유되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방접종이 필요 없

음을 피력하는 집단이므로 ‘예방접종 불필요형’으로 명명하였다.

자녀 예방접종 거부에 대한 부모들의 공통적인 견해

자녀들의 예방접종을 거부하며 불이행한 부모들이 주장하는 공통

적인 견해는 Table 3과 같다.

이들은 예방접종의 효과보다 치명적인 부작용을 염려하면서(Z =  

1.68) 백신에 포함된 유해물질이 아이에게 해를 줄 수 있으므로(Z =  

1.37) 검증되지 않은 유해물질을 아이 몸속에 주입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고(Z =1.12) 부작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예방접종은 하지 않겠다

(Z =1.09)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모두 백신의 안전성을 의심(Z =1.02)하

는 공통적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예방접종을 자녀의 건강과 집단

생활을 위해 시행하는 것(Z = -1.81)과, 예방접종을 안 하면 비용이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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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되고(Z = -1.79), 백신이 감염병 예방에 도움이 되며(Z = -1.74) 부작용

이 걱정되지만 예방접종 효과만 기대하면서 시행하는 것(Z = -1.58), 국

가필수예방접종만 시행(Z = -1.44), 예방접종 비용이 비싸다(Z = -1.39) 

등의 항목은 강력히 부정하는 공통적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즉 예방

접종에 포함된 유해물질과 이에 따른 부작용, 신뢰할 수 없는 백신의 

안전성 등을 지적하면서 자녀 건강관리를 위한 비용은 문제가 될 수 

없음을 공통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인간행위를 평가하는 데 있어 주관성과 자아참조는 반드시 포함되

어야 하며 주관성은 개인의 심리적 사건과 관련된 감정상태를 어떻게 

내재화하는가를 결정해주는 전형을 제공한다(Kim, 2008). 이를 근거

로 본 연구에서는 자녀건강관리의 핵심 요소인 예방접종을 거부하고 

있는 부모들의 예방접종에 대한 인식, 태도, 견해 등이 내재된 자아참

조적 주관성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자녀 예방접종 거부 부모의 주관성에 따라 ‘예방접종 불신

형’, ‘예방접종 부작용 염려형’, ‘예방접종 불필요형’ 등의 세 가지 유형

이 발견되었다.

제Ⅰ유형인 ‘예방접종 불신형’의 특징을 살펴보면 예방접종에 첨가

된 유해물질이 아이에게 해를 줄 수 있고, 면역체계를 교란시킬 수 있

어 신뢰할 수 없으므로 자녀의 건강관리를 위해 예방접종을 시키지 않

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다고 판단한 유형이다. 이는 자녀 예방접종 거부 

사유가 백신의 잠재적 유해성과 백신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불신으로 조사된 연구(Mills et al., 2005), 백신 유해성이 결과적으로 예

방접종에 대한 대중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Bloom et al., 2005) 등과 같은 맥락이다. 이에 Raithatha 등(2003)은 백

신 부작용 발생 시 의료진과 정부의 미흡한 대처로 인해 야기된 불신 

또한 자녀 예방접종 거부 사유의 주요인임을 제시하면서 예방접종과 

관련된 정보 접근성에 대한 어려움, 의료진의 상충된 조언, 예방접종에 

대한 부모의 개별화된 요구보다 편파적으로 강요당하는 느낌 등은 자

녀 예방접종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야기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즉, 

의료기관 및 정부로부터 야기된 불신은 자녀 예방접종에 대한 부모의 

부정적 태도를 초래하여 예방접종 거부, 중단 또는 지체와 같은 사태

를 일으킬 수 있고(Pahud et al., 2012), 결국 감염성 질환을 증가시킬 수 

있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Salmon et al., 2009) 정부와 의료기관

의 일관성 있는 태도와 접근 가능한 정보제공 등이 제Ⅰ유형의 예방접

종에 대한 불신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한편 Mills 

등(2005)은 아동 감염병 질환에 대한 지식부족을 예방접종 거부 요인

으로 제시하였는데, Salmon 등(2005)과 Cha 등(2012)의 부모 교육수준

이 높을수록 자녀 예방접종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보고, 부

모의 예방접종 지식이 낮을수록 백신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많았다는 

연구(KCDC, 2012) 등으로 볼 때, 부모의 교육수준, 예방접종 지식, 아

동 감염병 질환에 대한 지식 등도 예방접종을 거부할 수 있는 요인으

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로 볼 때, 본 연구 제Ⅰ유형의 부모들은 94.4%

가 대학 이상의 고학력 소지자로 교육수준이 높고 스스로 지각한 예

방접종에 대한 지식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터넷, 서적, 자

조모임 등을 통해 백신 문제점 및 유해성 관련 정보에 노출되면서 예

방접종 자체에 대한 불신이 형성되어 자녀 건강을 위한 방안으로 예방

접종보다 자연치유력과 면역력을 강화시켜 주는 방법을 선호한 것으

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이 유형의 부모들은 예방접종에 대한 부정적인 

직 · 간접경험 및 지각된 높은 지식을 기반으로 강한 불신을 소유한 집

단이기 때문에 틀에 박힌 교육 및 홍보, 예방접종비 지원, 행정적인 제

재조치와 같은 정책은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제Ⅰ

유형의 부모들이 예방접종을 불신하게 된 과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백

신의 안전성 확보와 더불어 이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정책적이며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예방접종 전문 간호사 또는 상담 전담 간호사 등과 같은 예방접종 

관련 전담 인력을 간호사로 배치하여 지식과 전문성을 겸비한 전문 인

력 투입으로 예방접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전략도 대안이 될 것

으로 사료된다. 

제Ⅱ유형인 ‘예방접종 부작용 염려형’은 치메로살(Thimerosal)과 같

은 예방접종 첨가물 등으로 인한 부작용 우려 때문에 거부하는 유형

이다. 즉, 백신에 포함된 유해물질 등으로 인해 예방접종 효과보다 치명

적 부작용이 염려되고, 부작용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정보나 이러

한 문제에 대해 신뢰를 갖고 상담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음을 개탄하

고 있는 유형이다. 

예방접종 부작용은 백신을 사용한 이래로 끊임없는 논쟁의 주제가 

되고 있는데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B형 간염, b형 헤모필루스 인

플루엔자 등과 같은 백신의 살균 및 보존제로 사용되고 있는 치메로살

은 전체 함량 중 56.7%가 에틸수은으로 구성된 유기수은화합물의 일

종으로, 에틸수은이 인체에 유입되면 신경발달장애와 언어장애, 자폐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ohn, 2005). 국내 예방접종 부작

용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Health & Welfare Committee, 2011)가 제출

한 국정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2008-2010년 9월까지 신고된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이상반응’이 총 3,068건이었고, 특히 백신접종 

후 부작용으로 사망한 사례를 17건으로 보고하였다. 

Yoo, Jeong과 Park (2010)은 백신 접종과 관련된 사망사고, 이상반응 

등이 보도되면 이러한 보도에 노출된 집단에서 지각된 심각성이 백신 

예방접종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소아 예

방접종이 아동과 청소년의 천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Balicer, 

Grotto, Mimouni, & Mimouni, 2007)에서는 천식의 원인으로 예방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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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아닌 가족력, 모유수유 유무, 부모 흡연 등이 중요한 요인임을 지

목하였으며 McDonald 등(2008)은 예방접종이 천식과 관련이 없음을 

보고하였다. 백신 예방접종의 부작용과 관련된 정보에 노출된 부모들

은 정부나 의료인 등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이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방접종효과보다 부작용 발생 가능

성에 대한 염려 증가로 이 유형과 같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제Ⅱ유형의 부모들은 자녀에게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소

수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자녀에게 발생할 수도 있다는 가능

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일본의 낮은 홍역 접종률을 증가시키기 위한 요인을 연구한 Matsu-

mura, Nakayama와 Hamagashira (2006)는 예방접종의 적절한 시기나 

접종의 유익성, 부작용 등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 제공이 접종률을 증

가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러한 방법은 이 유형의 대상

자가 갖고 있는 예방접종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즉, 예방백신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노력은 지속하되 예방접종 

장점과 예상되는 부작용을 공개하고 부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

법, 부작용 발생 시 대처방안 등에 대해 전문적으로 상담해 줄 수 있는 

풍부한 경험을 겸비한 전문 의료인의 배치도 이 유형의 예방 접종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사료된다. 중요한 것

은 이 유형의 예방접종 거부 사유가 부작용을 염려하는 것이므로 이

러한 태도와 생각을 집중적으로 교정한다면 국가예방접종정책을 활

성화 시킬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다. 이에 예방접종 부작용 대처 방안

의 일환으로 표준화된 ‘예방접종 부작용 대처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

포하는 것도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백신 부작용과 이상반

응 차이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및 전문가 의견, 백신 부작용 부모 

집단 자조모임을 통한 의견교환의 장이 될 수 있는 사이버 포럼 제공 

등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제Ⅲ유형인 ‘예방접종 불필요형’은 예방접종 없이도 자녀들은 건강

하게 자랄 수 있고, 감염병은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가능하므로 부작

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예방접종을 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부모

들이다. 백신이 질병에 대한 방어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자연감염의 증

상이 심하지 않거나 자연감염의 방어효과가 인공면역보다 좋은 경우 

예방접종의 유용성은 감소되며, 발생률이 낮은 경우에도 유용성은 감

소할 수 있다(Lee, 2000). 그러므로 이 유형은 자연주의적 생활을 육아

에 접목하여 예방접종보다 아이들의 자연치유력과 면역력 향상을 촉

진하는 방안모색을 최선으로 생각하는 부모들이다. 즉, Ⅲ유형은 예방

접종과 현대의학에 강한 불신과 염려를 극명한 Ⅰ, Ⅱ유형과 달리 처음

부터 인위적인 예방접종을 통해 인공면역을 형성할 필요가 없다는 생

각을 갖고 있었다. 

KCDC (2010)의 연구에 의하면 보호자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첫 아이는 필수와 선택예방접종 모두 제시기에 접종하였는데, 둘째 아

이 부터 선택 예방접종 뿐 아니라 필수 예방접종조차도 시기를 놓치거

나 맞추지 않는 쪽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를 첫 아이가 

심각한 질병 없이 잘 커왔기 때문에 낙관적인 편견이 생긴 것이라고 피

력 하였다. 즉, 첫 아이가 감염병에 이환되지 않은 것이 예방접종 효과

라기보다 감염병에 이환될 확률 자체가 낮은 것으로 간주한 것으로 본 

연구의 Ⅲ유형과 같이 예방접종 없이도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랄 수 있

으며, 예방접종 스케줄에 있는 감염병들은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가능

하므로 예방접종을 따로 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그

러므로 제Ⅲ유형은 자녀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예방접종 자체가 필요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예방백신 첨가물과 예방접종 자체가 자녀의 건

강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어 정부의 정책이나 

의료인의 설득에도 예방접종을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집단으

로 사료된다. 이들이 자녀 예방접종에 전문 의료인의 도움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자녀 예방접종에 대해 갖고 있는 신념과 철학을 이해하는 정

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며, 이 유형에 속한 부모들의 주관성을 이해, 존

중하는 태도로 접근할 수 있는 전문 의료인 및 사고 전환 중재 프로그

램 적용이 시급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예방접종 거부에 대한 공통적인 견해를 살펴보

면 예방접종에 대한 부모의 지식부족 또는 고가의 예방접종비와 같은 

경제적인 면, 시간과 거리상의 물리적인 문제보다 예방접종의 안전성

과 효과를 낮게 인식하고, 자녀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가능성을 

높게 인식하는 사회심리적인 문제로 자녀 예방접종을 거부 하는 것으

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Salmon 등(2005)이 자녀에게 예방접종을 시키

지 않은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69%의 부모들이 백신 접종이 

자녀의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다는 불안으로 인해 거부한다고 주장

한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예방접종에 대한 지

각된 위험성과 염려는 인지적인 판단보다 감정적인 차원이 강할 수 있

기 때문(Weinstein et al., 2007)에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따라서 예방

접종 부작용이 소수에게 발생하더라도 향후 백신 안전성에 대한 정부

와 제약회사, 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인의 관심과 노력이 지속될 

때, 이들의 신뢰가 회복되어 예방접종률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생

각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아동예방접종 프로그램을 정착화 시킬 수 있

는 첩경이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온라인 사이트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한 모

임’을 통해 예방접종 거부와 관련된 회원들의 생각, 태도, 견해 등을 주

관성 연구를 적용하여 유형화한 후 각 유형별 맞춤 전략을 제시하였

다. 특히 본 연구는 예방접종을 거부한 부모의 내면적 세계를 주관성 

연구를 통해 탐색하였으므로 이들 유형을 중심으로 감염병 퇴치수준

의 접종률 달성을 위한 정부의 부모밀착형 예방접종 증진 전략, 제약

회사의 투명한 백신 제조과정 공개, 의료기관의 지속적이고 철저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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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접종관리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도출된 제Ⅰ과 Ⅲ유형

은 인위적인 예방접종보다 자연면역을 추구하는 공통적인 특성을 가

지고 있으므로 예방접종 거부에 대한 선입관이나 비판보다 인위적 예

방접종의 유익성을 과학적 · 의학적 근거에 입각하여 제시하는 방안, 

자연면역 과정에서 발생한 득과 실에 대한 부모의 경험을 인정하고 존

중하는 호혜적인 태도 등도 예방접종률 증가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으

로 생각한다.

본 연구는 특정 웹사이트 회원의 주관성 즉 유사한 생각을 하는 사

람들의 자결적 조합에서 도출한 요인들을 가설생성적 방법으로 해석

하였으므로 결과 해석 시 신중을 기해야 하며, 개인의 내면에 산재된 

주관성을 확인함으로써 감성적인 접근으로 대상자를 간호하기에 적

합한 방안을 도출하는 데 잠재적으로 기여할 수 있으므로 간호학에서 

유용한 Q-방법론(Akhtar-Danesh, Baumann, & Cordingley, 2008)을 적

용하였으나, Q-방법론의 작고 전형적인 비확률 표본으로 인한 제한점

을 극복하지 못하였으므로 본 연구 결과와 상이한 경험을 가지고 있

는 집단에 본 연구 결과를 적용하는데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 자녀 예방접종 거부 부모의 유형에 따른 예방접종에 대한 차별화

된 정책 개발 및 대안 모색, 2) 예방접종을 기피하는 경우뿐 아니라 불

가피하게 하지 못하는 대상자 등 다양한 연구 대상자 표집을 통한 반

복 연구, 3) 본 연구를 토대로 자녀 예방접종 거부 부모 아동의 건강증

진 및 관리  방법에 대해 심층면담을 통한 질적 연구 등을 제언한다.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자녀 예방접종 거부에 대한 부모의 주관적인 인

식 유형을 파악하고 그 유형의 특성을 분석하여 각 유형에 따라 예방

접종 향상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연구 결과 자녀 예방접종 거부에 대한 부모의 주관성은 

‘예방접종 불신형’, ‘예방접종 부작용 염려형’, ‘예방접종 불필요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도출되었다. 이를 토대로 ‘예방접종 불신형’을 위해 지식

과 전문성을 겸비한 전문 인력 투입으로 예방접종에 대한 신뢰를 회복

하는 전략을, ‘예방접종 부작용 염려형’에게는 불안감소를 위한 정확

한 정보제공과 ‘예방접종 부작용 대처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전략, ‘예방접종 불필요형’은 자녀 예방접종에 대해 갖고 있는 신념과 

철학을 이해하는 정책적인 배려 및 사고 전환 중재 프로그램 적용 등

과 같은 전략 개발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자녀 예방접종 거부에 대한 부모의 주관성을 유형별로 

규명한 국내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에

서 발견된 유형을 기반으로 정부나 의료인은 아동 건강증진 측면의 예

방접종에 대한 정책개발 및 대안 모색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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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목적

예방접종은 국민건강증진에 많은 기여를 함에도 불구하고 백신의 

안정성 문제로 부모는 아동 예방접종을 망설이거나 거부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자녀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 부모의 주관성을 조사하여 이들의 생각과 태도를 파악한 

후 각 유형별 간호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자 함이다.

방법

예방접종을 거부하는 부모의 주관적인 견해를 알아보기 위해 Q-방

법론을 적용하였다. 개별 심층면담 기법과 개방형 질문지, 국내외 문헌

고찰을 통해 42개의 Q 표본을 도출하였으며 소표본 이론을 근거로 35

명의 P 표본을 선출한 후 9점 척도에 강제로 분포하도록 Q-sorting 과

정을 실행하였다. 강제 분포된 카드의 점수는 1-9점으로 변환하여 점

수를 배정한 후 PC-QUANA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자녀 예방접종 거부에 대한 부모의 태도와 관련된 주관성을 Q 요인 

분석한 결과 ‘예방접종 불신형’, ‘예방접종 부작용 염려형’, ‘예방접종 

불필요형’ 등의 3개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이들 3개 유형은 전체 변량

의 67%를 설명하고 있는데, 제1유형은 54%, 제2유형은 8%, 제3유형은 

5%로 나타나 제1유형이 대상자의 주관적인 견해를 가장 많이 설명하

고 있었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3개 유형을 토대로 예방접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간호사로 구성된 전문 상담가를 정부 정책 하

에 양성할 필요가 있으며, 예방접종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전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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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각 유형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또한 개발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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