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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별 청소년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영향을 주는 요인:
제13차(2017년)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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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actors Associated with Influenza Vaccination of Adolescents by School Level: Based on the
13th (2017) Korea Youth Risk Behavior Online Survey
Da Woon Moon1, Jae Kyung Kim1, Yeon Tak Chung1, Hye Yun Kim1, Jin Ah Han1, Jin Wook Kim2,*
1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Seongnam Central Hospital, Seongnam; 2Deptarment of Family Medicine, Uijeongbu Eulji Medical Center, Eulji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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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Adolescents serve as reservoirs for influenza transmission within their communities. This study thus aimed to investigate the factors
associated with influenza vaccination among adolescents based on their school level.
Methods: The study population comprised middle (N=30,883) and high school (N=31,391)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13th Korea Youth Risk
Behavior Online Survey. We analyzed influenza vaccination coverage considering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health behaviors, and
underlying disease of the participants using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sults: The influenza vaccination rates for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were 50.7% and 27.3%, respectively. Furthermore,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in both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high vaccination rates were associated with lower grade levels, higher
household income, and underlying asthma or allergic rhinitis. Regarding middle school students, residing in urban areas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vaccination, whereas being male and having a less educated mother were negatively associated with vaccination. In high school students, a
high vaccination rate was associated to regular physical activity and dormitory living, while a low vaccination rate was associated with smoking and
lower weekly allowance.
Conclusion: Adolescent influenza vaccination coverage in Korea is low and is influenced by multiple factors. A strategy is required to overcome the
socioeconomic inequality that may pose as a barrier to vaccination. Furthermore, influenza vaccination rates among adolescents are expected to
rise in tandem with their parents’ vaccination awareness in the case of middle school students and by improving self-worth among high school
students.
Keywords: Influenza Vaccine; Vaccination; School-Age Population; Adolescent

서론

르게 하며, 유행 시작 2–3주 이내에 인구의 10%–20%가 감염될 정도
로 전염성이 강한 질병이다.1)

인플루엔자 감염은 고열, 근육통 등 전신 증상과 함께 호흡기 증

대부분의 청소년이 단체생활을 하기 때문에 소수 청소년의 감염

상을 나타내며, 심한 경우 폐렴과 같은 합병증을 일으켜 사망에 이

이 인플루엔자의 집단 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들에게서 인플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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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자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2-4) 예방접종은 인플루엔

이하, 고등학교 졸업, 대학 졸업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거주형태는

자 발생 및 인플루엔자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

가족과 함께 생활, 친척집 거주, 하숙, 자취 또는 기숙사 거주, 보육

법이다. 우리나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권고 대상은 생후 6개월

시설 거주로 구분하였다. 아르바이트 경험은 최근 12개월 동안의 아

이상, 59개월 이하 소아와 65세 이상 노인이며, 2018년부터 인플루엔

르바이트 경험 유무에 따라 구분하였다. 일주일 평균 용돈은 1만원

자백신 무료접종 지원이 생후 60개월에서 12세까지로 확대되었으나

미만, 1–2만원, 2–3만원, 3만원 이상 4개 항목으로 범주화하였다.

5)

위험요인이 없는 청소년은 접종을 원할 때 백신을 맞도록 권고하고

건강행위와 질병 요인에 관한 지표로는 흡연경험, 음주경험, 적절

있다. 2016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인플루엔자 예

한 신체활동, 천식 또는 알레르기성 비염 진단 경험, 아토피 피부염

6)

7,8)

방접종률은 예방접종 권고 대상군보다 현저히 낮았다.

진단 경험을 변수로 이용하였다. 흡연 경험과 음주 경험은 지금까지

따라서 청소년의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

1잔 이상의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한두 모금이라도 피워본 적이 있

석하여 접종률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인플루엔

다고 응답한 경우 경험이 있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신체활동은 ‘한

자 예방접종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는 대부분 만성

국인을 위한 신체활동 지침서’의 생애주기별 지침에 따라 중강도 신

질환자,9,10) 노인11,12) 등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였다.

체활동을 하루에 총합 60분 이상 시행한 날이 주 7일이고, 고강도

질병관리본부는 전국의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건강 행태 실태

신체 활동을 하루에 20분 이상 시행한 날이 주 3일 이상인 경우를

파악을 위한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7

적정 강도 신체활동으로 정의하였다.13) 천식과 알레르기성 비염, 아

년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에는 처음으로 인플루엔자 접종 여

토피 피부염 진단 경험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각 질환에 대해 의사로

부가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제13차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

부터 진단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응답을 활용하였다.

사 자료를 이용하여 청소년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및 그에 영향
을 주는 인자들을 분석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가중치를 적용한 복합표본분석을 실시하였다. 연
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chi-square test와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

방법

였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 변수에 대해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제13차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 자료를 이용한 이
차분석연구이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모든 통계량의 유의 수준은 95%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에서 P-value가 0.05 미만인 경우로 정의
하였으며 통계 프로그램은 IBM SPSS Statistics ver. 22.0 (IBM Co.,

Armonk, NY, USA)을 사용하였다.
2. 연구대상

제13차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에 참여한 학생 중 인플루엔

결과

자 예방접종 여부에 대해 응답한 중학생 30,883명, 고등학생 31,391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는 2015년부터
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연구윤리심
의 없이 조사를 수행하였다.

1. 학교급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전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은 37.8%였으며, 중학생과 고등학생
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은 각각 50.7%, 27.3%로 통계적 차이가
있었다(Table 1, P<0.001).

3. 연구도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여부는 ‘최근 12개월 동안, 인플루엔자 예
방접종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문항에 대한 답변에 따라 ‘있

Table 1. Influenza vaccination rates by school level

다’와 ‘없다’로 조사하였다. 사회경제적 지표는 거주 지역, 가정의 경

Non-vaccinated

Vaccinated

험, 일주일 평균 용돈을 변수로 이용하였다. 거주 지역은 대도시, 중

Middle

15,253 (49.3)

15,630 (50.7)

High

22,782 (72.7)

8,609 (27.3)

소도시, 군 지역으로 구분하였으며, 가정의 경제적 상태와 학업성적

Total

38,035 (62.2)

24,239 (37.8)

제적 상태, 거주형태, 학업성적, 부모님의 교육 수준, 아르바이트 경

School level

은 5단계로 구분하였다. 아버지, 어머니의 교육 수준은 중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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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alue
<0.001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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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characteristics between influenza vaccination group and non-vaccination group
Variable
Age

Middle school
Non-vaccinated

Vaccinated

13.67±0.961

13.36±0.954

<0.001

High school
Non-vaccinated

Vaccinated

16.50±0.929

16.36±0.940

11,653 (73.4)

4,319 (26.6)

11,129 (72.1)

4,290 (27.9)

6,882 (68.2)

3,283 (31.8)

<0.001

Gender
Man

7,891 (50.6)

7,760 (49.4)

Woman

7,362 (48.0)

7,870 (52.0)

4,068 (40.1)

6,120 (59.9)

2

4,816 (46.1)

5,560 (53.9)

7,975 (73.8)

2,825 (26.2)

6,369 (61.7)

3,950 (38.3)

7,925 (75.8)

2,501 (24.2)

1,099 (51.1)

1,101 (49.0)

1,948 (73.5)

691 (26.5)

Small city

<0.001

0.829

Middle sized city

7,794 (49.3)

7,512 (50.7)

10,552 (72.8)

3,950 (27.2)

Metropolitan

6,360 (47.3)

7,017 (52.7)

10,282 (72.6)

3,968 (27.4)

1,807 (44.1)

2,337 (55.9)

1,687 (66.8)

882 (33.2)

<0.001

Economic status
Very high

<0.001

High

4,552 (45.8)

5,366 (54.2)

5,614 (68.8)

2,555 (31.2)

Moderate

7,066 (51.8)

6,563 (48.2)

11,006 (73.8)

3,947 (26.2)

Low

1,535 (58.0)

1,152 (42.0)

3,612 (78.3)

1,000 (21.7)

293 (58.5)

212 (41.5)

863 (80.5)

225 (19.5)

21,029 (73.0)

7,853 (27.0)

Very low
Residential type
With family

0.692
14,970 (49.3)

15,308 (50.7)

0.029

With relatives

111 (52.0)

98 (48.0)

210 (73.1)

77 (26.9)

In dormitory

104 (46.6)

133 (53.4)

1,440 (69.8)

624 (30.2)

68 (46.1)

91 (53.9)

103 (67.3)

55 (32.7)

2,414 (71.3)

1,013 (28.7)

In nursery

<0.001

School achievement
Very high

2,337 (45.6)

2,764 (54.4)

<0.001

High

4,012 (46.4)

4,527 (53.6)

5,339 (71.6)

2,117 (28.4)

Moderate

4,003 (48.7)

4,253 (51.3)

6,912 (72.4)

2,641 (27.6)

Low

3,351 (53.3)

2,998 (46.7)

5,506 (73.9)

1,963 (26.1)

Very low

1,550 (59.2)

1,088 (40.8)

2,611 (75.1)

875 (24.9)

588 (77.4)

184 (22.6)

<0.001

Educational level of father
Middle school or lower

226 (54.6)

188 (45.4)

<0.001

High school

3,153 (50.1)

3,153 (49.9)

7,062 (73.4)

2,540 (26.6)

University or higher

7,491 (47.5)

8,270 (52.5)

11,219 (71.5)

4,554 (28.5)

213 (60.9)

138 (39.1)

484 (74.6)

174 (25.4)

<0.001

Educational level of mother
Middle school or lower

<0.001

High school

3,795 (50.0)

3,826 (50.0)

8,720 (73.9)

3,086 (26.1)

University or higher

7,145 (47.3)

7,895 (52.7)

9,864 (71.0)

4,100 (29.0)

No

14,470 (49.0)

15,052 (51.0)

17,550 (72.3)

6,798 (27.7)

Yes

783 (57.5)

578 (42.5)

5,232 (74.4)

1,811 (25.6)

4,432 (74.7)

1,508 (25.3)

<0.001

Experience of part-time job

Weekly allowance (10,000 won)
<1

0.001

0.858
5,909 (49.4)

6,011 (50.6)

0.002

1–2

4,507 (49.1)

4,644 (50.9)

5,791 (72.6)

2,206 (27.4)

2–3

1,829 (48.9)

1,884 (51.1)

3,547 (72.8)

1,344 (27.2)

≥3

3,008 (49.7)

3,091 (50.3)

9,012 (71.9)

3,551 (28.1)

18,376 (72.3)

7,083 (27.7)

4,406 (74.5)

1,526 (25.5)

10,852 (71.8)

4,307 (28.2)

11,930 (73.7)

4,302 (26.3)

<0.001

Ever smoked
No

14,032 (48.8)

14,633 (51.2)

Yes

1,221 (55.9)

997 (44.1)

No

10,962 (48.4)

11,736 (51.6)

Yes

4,291 (52.1)

3,894 (47.9)

Physical activity
Non-optimal intensity
Optimal intensity

0.002

<0.001

Ever drank alcohol

0.001

<0.001

0.004
14,319 (49.6)

14,472 (50.4)

21,805 (73.0)

8,153 (27.0)

934 (45.7)

1,158 (54.3)

977 (68.1)

456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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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ity type

P-value

0.075

<0.001

Grade
1

P-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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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tinued
Variable

Middle school
Non-vaccinated

Vaccinated

No

14,031 (49.7)

14,178 (50.3)

Yes

1,222 (45.6)

1,452 (54.4)

P-value

High school
Non-vaccinated

Vaccinated

20,903 (73.1)

7,740 (26.9)

1,879 (68.8)

869 (31.2)

<0.001

Asthma

<0.001

<0.001

Allergic rhinitis

P-value

<0.001

No

10,635 (51.2)

10,169 (48.8)

14,738 (75.0)

4,973 (25.0)

Yes

4,618 (45.7)

5,461 (54.3)

8,044 (69.1)

3,636 (30.9)

No

11,577 (49.2)

11,930 (50.9)

Yes

3,676 (49.7)

3,700 (50.3)

Atopic dermatitis
0.575

16,832 (72.7)

6,399 (27.3)

5,950 (72.9)

2,200 (27.1)

0.699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or mean±standard deviation.

2.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여부에 따른 청소년 개인 특성의 차이

연 경험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부정적 요인이며, 적절한 신체 활

중, 고등학교 학교급별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은 청소년과

동은 예방접종에 긍정적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변량 모형에서

받지 않은 청소년의 개인 특성을 비교하였다(Table 2). 학교급에 무

는 세 변수 모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지 않

관하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은 그룹과 받지 않은 그룹간에 학

는 것으로 나왔다. 천식 또는 알레르기성 비염 진단을 받은 적이 있

년, 경제상태, 학업성적, 부모님 학력, 아르바이트 경험, 흡연 및 음

는 경우 인플루엔자 모든 분석 모형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

주 경험, 적절한 신체활동 실천 여부, 천식 및 알레르기 비염 진단

한 교차비가 증가하였다.

여부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중학생에서는 여학생에서 접종률이
높았고, 예방접종 여부에 따라 거주 지역 분포에 차이가 있었다. 고
등학생에서는 거주형태, 일주일 평균 용돈이 예방접종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4. 고등학생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영향을 주는 요인

고등학생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던
변수들을 요인으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4).
분석에 사용한 모형은 중학생 분석 모형과 같다. 모든 모형에서 저

3. 중학생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영향을 주는 요인

학년, 가구 소득이 높은 군에서 높을수록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교

중학생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던 변수

차비가 증가하였다. 또한, 가족과 거주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기숙

들을 요인으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3).

사에 거주하는 경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교차비가 높았다. 단변량

Model 1은 단변량 모형이고, Model 2는 성별, 학년, 사회경제적 지표

분석에서는 학교 성적이 높은 경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교차비가

로 보정한 모형이며, Model 3은 Model 2에 건강 관련 행태와 천식,

증가하였으나, 다변량 모형에서는 통계적 의미가 없었다. 단변량 분

알레르기성 비염, 아토피 피부염 진단 여부를 보정 변수로 추가한

석 시 아버지의 최종 학력이 낮을수록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교차비

모형이다. 남학생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교차비가 증가하였으

가 감소하였으나 다변량 모형에서는 통계적 의미가 없었다. 아르바

며, 학년의 증가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

이트 경험이 있는 경우 단변량 분석 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교차

였다.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군지역 거주는 인플

비가 감소하였으나 다변량 모형에서는 통계적 의미가 없었다. 1주일

루엔자 예방접종에 영향이 없었고,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예방접

평균 용돈이 1만원 미만인 경우, 흡연 경험이 있는 경우 분석 모형

종 교차비가 높았다. 단변량 분석시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인플루

과 무관하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교차비가 감소하였다. 음주 경험

엔자 예방접종 교차비가 증가하였다. 다변량 모형에서는 경제 상태

이 있는 경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교차비가 단변량 모형에서는 감

‘중상’ 이상인 경우 교차비가 증가하였다. 학교 성적이 좋을수록 모

소하였으나 다변량 분석 시에는 교차비 변화의 통계적 의미가 없었

든 분석 모형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교차비가 증가하였다. 단변

다. 적절한 신체 활동을 하는 경우, 천식 또는 알레르기성 비염 진단

량 분석 시 부모의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교차비가 감소하였다. 그

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모든 분석 모형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러나 다변량 분석 시에는 어머니의 최종 학력만 인플루엔자 예방접

교차비가 증가하였다.

종 교차비에 영향이 있었다. 건강행위 관련 변수인 음주, 흡연, 적절
한 신체 활동 여부를 살펴보면, 단변량 분석에서는 음주 경험과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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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influenza vaccination in middle school students
Variable

Odds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of vaccination
Model 1a

Model 2b

Model 3c

0.901 (0.853–0.952)

0.907 (0.848–0.971)

0.890 (0.831–0.954)

1

1

1

Gender
Man
Woman
Grade
1

2.402 (2.245–2.570)

2.406 (2.216–2.613)

2.420 (2.226–2.631)

2

1.885 (1.769–2.008)

1.892 (1.758–2.037)

1.900 (1.766–2.044)

1

1

0.994 (0.902–1.095)

1.012 (0.897–1.143)

1.031 (0.913–1.164)

1

1

1

1.151 (1.077–1.230)

1.149 (1.057–1.248)

1.151 (1.058–1.251)

3
City type
Small city
Middle sized city
Metropolitan
Economic status
Very high

1.789 (1.462–2.190)

1.250 (0.912–1.715)

1.260 (0.918–1.728)

High

1.669 (1.371–2.032)

1.201 (0.886–1.628)

1.208 (0.892–1.636)

Moderate

1.309 (1.082–1.583)

0.987 (0.732–1.331)

0.992 (0.736–1.337)

Low

1.019 (0.834–1.245)

0.862 (0.621–1.197)

0.862 (0.622–1.195)

1

1

1

Very low
School achievement
Very high

1.730 (1.548–1.933)

1.558 (1.330–1.826)

1.515 (1.292–1.777)

High

1.678 (1.507–1.868)

1.523 (1.315–1.764)

1.496 (1.292–1.732)

Moderate

1.530 (1.385–1.691)

1.461 (1.259–1.697)

1.447 (1.246–1.680)

Low

1.272 (1.145–1.413)

1.296 (1.121–1.498)

1.292 (1.119–1.493)

1

1

1

Very low
Educational level of father
Middle school or lower

0.752 (0.606–0.934)

1.070 (0.823–1.390)

1.074 (0.827–1.395)

High school

0.900 (0.839–0.966)

1.072 (0.983–1.169)

1.079 (0.989–1.178)

1

1

1

University or higher
Educational level of mother
Middle school or lower

0.575 (0.449–0.736)

0.606 (0.448–0.819)

0.611 (0.452–0.826)

High school

0.896 (0.838–0.957)

0.994 (0.918–1.076)

0.999 (0.923–1.081)

1

1

1

University or higher
Experience of part-time job
No

1

1

1

Yes

0.709 (0.630–0.798)

0.966 (0.820–1.137)

0.964 (0.814–1.140)

Ever smoked
No

1

1

1

Yes

0.754 (0.683–0.832)

0.999 (0.878–1.136)

1.012 (0.888–1.153)

Ever drank alcohol
No

1

1

1

Yes

0.861 (0.814–0.911)

0.980 (0.913–1.052)

0.974 (0.907–1.046)

Physical activity
Non-optimal intensity
Optimal intensity

1

1

1

1.169 (1.053–1.298)

1.137 (0.995–1.300)

1.148 (1.000–1.312)

Asthma
No

1

1

1

Yes

1.177 (1.080–1.282)

1.236 (1.112–1.374)

1.184 (1.064–1.318)

Allergic rhinoritis
No

1

1

1

Yes

1.245 (1.182–1.312)

1.228 (1.150–1.311)

1.218 (1.140–1.302)

a
Unadjusted. bAdjusted by gender, grade, socioeconomic status (city type, house income, parents’ education level, weekly allowance, experience of part-time job,
school achievement). cAdjusted by gender, grade, socioeconomic status (city type, house income, parents’ education level, weekly allowance, experience of part-time
job, school achievement), health behavior (smoking, alcohol drinking, physical activity), medical history (asthma, allergic rhinitis, atopic dermati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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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influenza vaccination in high school students
Variable

Vaccination odds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Model 1a

Model 2b

Model 3c

Grade
1

1.466 (1.366–1.574)

1.478 (1.366–1.598)

1.473 (1.362–1.595)

2

1.113 (1.038–1.193)

1.094 (1.010–1.184)

1.089 (1.006–1.180)

3

1

1

1

Economic status
Very high

2.059 (1.698–2.497)

1.962 (1.493–2.578)

2.002 (1.521–2.633)

High

1.880 (1.581–2.237)

1.738 (1.353–2.232)

1.755 (1.366–2.253)

Moderate

1.470 (1.243–1.738)

1.405 (1.104–1.788)

1.429 (1.124–1.818)

Low

1.149 (0.958–1.378)

1.151 (0.892–1.485)

1.166 (0.904–1.503)

1

1

1

Very low
Residential type
With family
With relatives

1

1

1

0.993 (0.742–1.330)

1.311 (0.856–2.007)

1.371 (0.895–2.100)

In dormitory

1.165 (1.037–1.308)

1.166 (1.028–1.322)

1.155 (1.018–1.310)

In nursery

1.310 (0.929–1.848)

0.957 (0.468–1.957)

0.959 (0.466–1.971)

School achievement
Very high

1.220 (1.088–1.367)

1.050 (0.911–1.211)

1.028 (0.889–1.189)

High

1.198 (1.090–1.318)

1.125 (0.997–1.269)

1.104 (0.976–1.250)

Moderate

1.153 (1.052–1.265)

1.129 (1.004–1.269)

1.112 (0.987–1.254)

Low

1.069 (0.972–1.177)

1.130 (0.999–1.277)

1.115 (0.985–1.263)

1

1

1

Very low
Educational level of father
Middle school or lower

0.735 (0.606–0.892)

0.831 (0.664–1.040)

0.851 (0.680–1.064)

High school

0.911 (0.853–0.972)

1.016 (0.938–1.102)

1.021 (0.941–1.106)

1

1

1

University or higher
Educational level of mother
Middle school or lower

0.836 (0.689–1.015)

1.068 (0.863–1.321)

1.081 (0.871–1.342)

High school

0.867 (0.817–0.921)

0.957 (0.891–1.028)

0.965 (0.898–1.038)

1

1

1

University or higher
Experience of part-time job
No

1

1

1

Yes

0.897 (0.840–0.958)

0.973 (0.901–1.051)

1.000 (0.923–1.083)

Weekly allowance (10,000 won)
<1

0.863 (0.802–0.930)

0.893 (0.815–0.978)

0.886 (0.808–0.972)

1–2

0.964 (0.898–1.036)

0.947 (0.875–1.026)

0.947 (0.874–1.027)

2–3

0.953 (0.880–1.031)

0.964 (0.885–1.050)

0.958 (0.880–1.043)

≥3

1

1

1

Ever smoked
No

1

1

1

Yes

0.892 (0.830–0.959)

0.907 (0.829–0.993)

0.909 (0.827–0.998)

Ever drank alcohol
No

1

1

1

Yes

0.909 (0.862–0.959)

0.966 (0.907–1.029)

0.980 (0.918–1.045)

Physical activity
Non-optimal intensity
Optimal intensity

1

1

1

1.266 (1.110–1.444)

1.302 (1.120–1.514)

1.313 (1.129–1.526)

Asthma
No

1

1

1

Yes

1.237 (1.131–1.353)

1.196 (1.079–1.325)

1.123 (1.011–1.247)

Allergic rhinitis
No

1

1

1

Yes

1.338 (1.270–1.410)

1.335 (1.257–1.417)

1.341 (1.263–1.425)

a
Unadjusted. bAdjusted by gender, grade, socioeconomic status (city type, house income, parents’ education level, weekly allowance, experience of part-time job,
school achievement). cAdjusted by gender, grade, socioeconomic status (city type, house income, parents’ education level, weekly allowance, experience of part-time
job, school achievement), health behavior (smoking, alcohol drinking, physical activity), medical history (asthma, allergic rhinitis, atopic dermati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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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했을 때, 중학생의 경우 의료행위 선택에 있어서 양육자에 의한

고찰

결정이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메타분석 결과에 의
청소년은 단체 생활을 하며 보내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인플루엔

하면 예방접종에 대한 부모의 과학적 지식 수준보다 예방접종을 긍

자 이환율이 높고, 지역사회의 인플루엔자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정적으로 인식하고 필요성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보고가 있

한다. 따라서 청소년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었다.21)

의 연구가 필요하다.

천식 또는 알레르기성 비염과 같은 호흡기 질환을 진단을 받은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은 전체 학생

경험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

37.8%, 중학생 50.7%, 고등학생 27.3%로 고등학생의 예방접종률이

인되었다. 반면, 아토피 피부염 진단 여부는 영향이 없었다. 이는 건

현저히 낮았다. 국제적으로 제시된 청소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강신념모형을 적용하여 해석해 볼 수 있다. 건강신념모형은 ‘예방접

목표치는 없으나, 학교에서의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해 필요한 예방접

종과 같은 건강행위의 실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그 건강행위를

종률이 약 50%라는 결과를 보여준 선행연구가 있다.14) 우리나라 고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그 행위를 하기 위해 넘어야 하는 장애보

등학생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국

다 크다는 신념이다’는 내용이다.22) 천식 환아의 인플루엔자 예방접

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권고 대상인 1–5세 소아(73.3%), 65세 이상

종은 천식의 급성 악화 및 이로 인한 의료 시설 이용이나 호흡기 합

노인(84.4%)에 비해서도 청소년의 예방접종률이 현저히 낮았다.7,8)

병증 발생 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3) 따라서 호흡기 질

학교급이 낮을수록, 같은 학교급 내에서도 저학년일수록 예방접

환이 있는 학생과 학부모가 인플루엔자의 감염 위험에 대한 민감성

종률이 높았다. 자녀가 어릴수록 질병 예방 및 건강 관리에 대한 학

및 감염 후의 심각성에 대한 인지도가 더 높고, 인플루엔자 예방접

부모의 관심이 높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현상은 선행연구에

종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이 접종비용과 같은 장애물보다 크

서도 관찰되었다.15,16)

기 때문에 건강행동인 예방접종을 실천할 확률이 더 높을 수 있다.

사회경제적 요인도 청소년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영향을 미치

건강행위의 영향을 살펴보면, 단변량 분석 시 중, 고등학생 모두

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한 사

흡연경험, 음주경험이 없고, 적절한 신체 활동을 실천하는 경우 예

회경제적 지표의 영향은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제4–6기 국민건강영

방접종률이 높았다. 건전한 건강행위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긍

양평가에 참여한 12–18세를 분석하였던 연구에서는 가구 소득 수

정적 영향을 준다는 결과는 선행 연구와 일치한다.16,24) 청소년 대상

준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연구에 의하면 자아 존중감과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건강상태

16)

다. 국민건강영양평가나 청소년건강행태 조사 모두 자기기입식 검

에 대한 지각을 많이 할수록 건강행위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

사로서, 경제 수준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이용한다는 한계점이 있

다.25,26) 고등학생의 경우 다변량 분석에서도 흡연과 적절한 신체 활

다. 한편, 호남지역 노인에서는 가구 소득이 낮은 군에서 인플루엔

동이 예방접종률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자기

17)

자 접종률이 더 높았으며 비슷한 양상이 이탈리아 노인을 대상으
18)

결정권이 건강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으로 생각해 볼

로 한 연구에서도 관찰되었다. 이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있는

수 있다. 따라서 고등학생의 경우 자신의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갖도

노인을 대상으로 예방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했기 때

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상승에 도

19)

문으로 분석할 수 있다. 즉,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한 예방접종률
차이가 정책적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청소년에게도

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조사시점으로부터 지난 12개월 동안의
접종 여부에 관해 물었으므로 회상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인

이러한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예방접종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지식 수준이 자녀의 예방접종 여
20)

플루엔자 예방접종 여부나 질환 진단 여부에 대해 자가기입식 설문

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알려져 있다.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을 사용하였으며, 실제 접종률 또는 질환 유병률은 조사 결과와 차

조사 자료에서는 인플루엔자에 예방접종에 영향을 주는 부모와 관

이가 있을 수 있다. 노인에서의 백신 접종률의 자가보고는 신뢰할

련된 여러 요인들을 확인할 수는 없었으나 중학생에서는 어머니의

만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나27) 청소년에서 자가보고의 신뢰도에 대

최종 학력이 낮은 경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을 가능성이 의미

한 선행 연구는 없었다. 셋째, 청소년의 예방접종에 영향을 줄 수 있

있게 낮았다. 최종 학력만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한 어머니

는 부모 요인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였다.

의 인식 및 지식 수준을 판단할 수는 없으나, 교육 수준과 예방접종

본 연구 결과, 사회경제적 요인, 건강행위 요인, 기저 질환 등 다

에 대한 이해도 사이의 관련성을 추론해 볼 수는 있다. 고등학생과

양한 요소가 청소년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영향을 주었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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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연구하여 청소년에서의 인플루엔자 예방접
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수행하였다.

방법: 본 연구에서는 제13차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에 참여한
중학생 30,883명, 고등학생 31,391명을 대상으로 학교급별 인플루엔
자 백신접종 현황 및 접종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chi-

square test와 독립표본 t-검정을 이용하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군과
비접종군의 특성 차이를 살펴보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여
사회경제적, 건강행위, 병력 요인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영향을
주는 인자를 분석하였다.

결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은 중학생 50.7%, 고등학생 27.3%였다.
다변량 분석시 학교급에 상관없이 예방접종률을 높이는 요인은 저
학년, 높은 가정 경제 수준, 천식이나 알레르기성 비염 진단 경험이
었다. 중학생에서는 여학생, 대도시에 거주하는 것이 인플루엔자 접
종에 긍정적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최종 학력이 낮은 경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교차비가 낮았다. 고등학생에서는 흡연 경험
이 없고, 적절한 신체 활동을 실천하는 경우,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
우 예방접종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고, 주간 평균 용돈이 만원 이하
인 경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교차비가 감소하였다.

결론: 사회경제적 요인은 학교급에 상관없이 청소년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므로 예방접종
에 장벽이 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요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이 필요하다. 또한, 중학생에서는 양육자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필요성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며, 고등학생에게는 자
아 존중감과 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교육 과정이 인플루
엔자 예방접종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중심단어: 인플루엔자 백신; 예방접종; 학령인구;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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