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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아동 사망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대부분의 아동 사망은 

예방 가능하며, 이에 따른 방법으로 예방 접종을 활용한다. 이는 세계백신 

면역연합(Global Alliance for Vaccines and Immunization, GAVI)의 백신 

지원에 의해 향상되었으나 아직도 전세계에서는 불평등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많은 중저소득국가에서 예방접종과 관련된 연구들을 통해 개인 수준 

에서의 영향 요인들을 파악했지만 지역별로 상이한 분포를 가진 나라에서 

다수준 분석을 통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다수준 분석은 2개 이상의 

수준을 분석 모형에 고려하여 개인 수준과 상위 수준의 영향을 모두 살펴볼 

수 있으며, DHS 자료의 위계적 특성을 반영하여 개인 및 지역 수준의 

요인으로 예방접종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지인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섬나라로 

세계에서 인구가 4번째로 큰 나라 중 하나다. 신생아 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당 12.7명, 영아 사망률은 21.1명,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은 25명이며, 

백신접종률은 2018년 기준 61%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는 인도네시아 12-23개월 아동의 예방접종률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다수준 분석을 통해 파악하였다. 분석을 위한 자료는 2017년 인구 

보건조사(Demographic and Health Survey, DHS)의 출생 아동의 조사 기록, 

2017년 인도네시아 재정부 자료(Sistem Informasi Keuangan Daerah), 

2017년 인도네시아 전국 마을 인구조사 자료(Statistik Potensi Desa Indo-

nesia)를 활용하였다. 연구의 종속변수는 인도네시아 보건부에서 정한 

필수적인 예방접종(BCG, DPT1/2/3, HB0/1/2/3, OPV0/1/2/3, Measles)에 

따라 다 맞은 경우(fully vaccinated), 일부만 맞은 경우(partially vaccin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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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도 맞지 않은 경우(non-vaccinated)로 구성한 변수다. 앤더슨 행동 

모형을 바탕으로 연구 개념 틀을 만들었으며, 총 4,495명이 포함되었다. 

인도네시아 12-23개월 아동의 예방접종률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는데 

다수준 범주형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level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인도네시아 아동의 예방접종률은 필수 백신을 다 맞은 경우 

29%, 일부만 맞은 경우는 59%, 아예 맞지 않은 경우는 12%로 나타났다. 

총 3개의 모형(영모형(모형 1), 개인 수준 변수만 고려한 모형(모형 2), 개인 

및 지역 수준 변수 모두 고려한 모형(모형3))을 통해 분석을 수행하였고, 이 

중 개인 및 지역 수준의 요인을 모두 포함한 모형 3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예방접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동의 출생 순서, 

여성의 나이, 산전관리 여부, 시설출산 장소, 산후관리 여부, 지역별 보건 

부문 지출액, 인구 1,000명당 공중 보건센터의 수, 지역 빈곤 수준, 보건 

시설에 대한 접근성의 어려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지역(province)별로 예방접종률에 편차와 불균형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역 간 차이를 감소하기 위해 지역의 맥락에 

맞는 전략 및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예방 

접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데 있어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지역의 차이를 고려한 다수준 분석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영향을 밝혀 

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주요어: 예방접종, 아동건강, DHS, 인도네시아, 동남아시아, 다수준 범주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학  번: 2018-26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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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매일 약 15,000명의 아동이 사망하며, 560만명의 아동들이 5세 미만에 

사망한다(WHO, 2016).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2018년 한 해 동안 약 620만명의 아동들이 사망했다고 보고하였으며, 

대다수는 예방 가능한 원인에 의한 것이다(UN IGME, 2019). 1990년대 초반 

빌 게이츠와 멜린다 게이츠는 로타바이러스가 매년 50만명의 아동들을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특히 개발도상국의 아동들이 백신의 부족 

때문에 사망하는 동안 선진국의 아동들이 백신을 접할 수 있었다는 사실 

등을 계기로 게이츠 재단(Gates Foundation)을 설립하게 되었다. 이후 

게이츠 재단은 집중적으로 백신 투자에 전념하게 되었고, 게이츠 재단은 

세계백신면역연합(Global Alliance for Vaccines and Immunization, GAVI)을 

지원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백신 접근 속도를 높이고 효과적이고, 저렴하며, 

지속가능한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0년에 

GAVI가 신설됨에 따라 게이츠 재단이 백신 지원을 많이 하면서 1990년대 

45%에 지나지 않던 예방접종률이 최근에는 62% 수준으로 많이 향상 

되었다(WHO, 2018). 그러나 여전히 전 세계 지역별로 불평등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예방접종은 21세기 이후 백신예방성 질환의 전략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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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왔다(Cui et al., 2007). WHO는 1974년 결핵(Tuberculosis), 디프테리아 

(Diphtheria), 파상풍(Tetanus), 백일해(Pertussis), 홍역(Measles), 소아마비 

(Poliomyelitis) 등의 질병으로부터 인구를 보호하기 위해 면역확장 프로그램 

(Expanded Program on Immunization)을 시작했다. 이러한 목표는 2000년 

까지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달성하기 위한 세계보건기구 전략의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졌다(WHO, 2016).   

 지난 몇 십년동안 전세계적인 예방접종은 증가해왔다. DPT 3의 백신을 

접종하는 아동들의 비율은 일반적으로 국가 면역 서비스 제공 능력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로 사용된다. DPT 3의 전세계 접종률이 2000년에는 

72%였는데, 2016년에는 86%까지 증가했다. 홍역 백신에도 개선은 있었다. 

1990년대에는 71% 정도였는데, 2000년부터 두드러진 변화가 있었고, 

2016년에는 85%가 24개월 전에 홍역 백신을 맞았다.  

그러나 여전히 전세계 약 1,940만명의 영유아들이 기초 백신을 놓쳤다 

(WHO&UNICEF, 2017). 신생아 및 5세 미만 아동의 사망은 전 세계 

지역별로 불평등한 분포를 보인다. 약 3분의 2 정도의 아이들이 예방접종을 

받지 못한 채, 콩고민주공화국, 앙골라, 에티오피아, 인도, 인도네시아, 

이라크,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필리핀,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다(WHO& 

UNICEF, 2017).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는 지구상의 

낮은 개발과 빈곤 및 불평등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2000년 9월 미국 뉴욕시의 유엔본부에서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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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의 밀레니엄 정상회의(Millenium Summit)에서 채택되어 각국의 

정상들과 여러 파트너들이 공동으로 결의한 글로벌 개발 의제로서 

2015년까지 8개 목표와 21개 지표로 구성된 발전 계획을 말한다. 총 8개 

목표 중 4번 목표로 ‘영∙유아 사망률 감소’가 포함되었다. 이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각국은 2015년까지 아동 사망률을 1990년 대비 3분의 

2까지 줄이기로 약속했다. 이 후 25년간 전체 아동 사망률은 총 44%까지 

감소하는 성과를 보였으나, 결과적으로 목표에는 미치지 못했다(WHO et al., 

2015).  

새천년개발목표(MDGs)가 추구하던 빈곤퇴치의 종결을 목표로 하되 

나아가 전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경제 사회의 양극화, 각종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지구환경의 파괴 등 각국 공통에서 지속적으로 발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별 종합적 행동 및 글로벌 협력 

아젠다로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가 구성 

되었다. 보건과 연관되어 있는 목표 3에서는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을 위해 복지 증진”을 설정하였고, 이에 따른 세부 목표로 

2030년까지 모든 국가들이 출생 인구 1,000명당 적어도 신생아 사망률을 

12명, 5세 미만 사망률을 25명까지 낮추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목 

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영유아 사망률의 

경제적, 지리적인 불평등한 분포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동사망이 일어나는 원인들 중 대부분은 예방 접종을 통해 치료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무엇보다도 5세 미만 아동의 사망률을 감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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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예정된 기간에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매우 필수적이다(WHO, 

2016). 예방접종은 모든 연령층에서 여러가지 질병으로부터 예방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알려져 있다. 점차 더 정교하고 새로운 백신이 보급되었고, 

오늘날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아동들이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Duclos et al., 2009; WHO, 2013). 전세계적인 면역의 보장 범위는 증가 

되었고, 이에 따라 연간 아동 사망자 수는 2000년 960만명에서 2015년 

590만명으로 줄었다(WHO, 2013). 예방접종은 이러한 아동 사망률의 감소 

를 촉진하고 집단적인 인식을 통해 국가들이 2020년까지 보편적인 아동 

예방접종을 달성하도록 돕는 프레임워크인 글로벌 백신 실행 계획(Global 

Vaccine Action Plan, GVAP)을 개발하도록 이끌었다(WHO, 2013). 글로벌 

백신 실행 계획의 목표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2030년까지 예방 

가능한 아동의 사망을 종식시키는 것이다(UN, 2015).  

2014년도 기준 가장 많은 수의 예방접종이 되지 않은 아동들이 살고 

있는 10개국 중 하나는 인도네시아로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중저소득국이며 

본 연구의 대상지다(WHO, 2016). 2015년에는 인구가 2억 5500만명이 넘은 

것으로 추산되며, 이 중 10%가 5세 미만의 아동들이다(Statistics Indonesia, 

2012). 인도네시아의 많은 아동들은 여전히 부분적으로만 예방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3년에 59.2%의 아동들만이 완전하게 예방접종을 

맞고 있다고 보고했다. 인도네시아의 특정 지역에서 29.2%까지 예방 

접종률이 낮았기 때문에 국내 에서도 두드러진 격차가 있었다(MOH, 2013). 

이 수치는 집단의 면역성을 유지하고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한 



 

 5 

90%의 권고 기준치를 훨씬 밑돌았다(WHO, 2013). 높은 아동 비율과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로서, 인도네시아에서 크고 통제할 수 없는 발병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필수 예방접종을 완전하게 한 경우, 

부분적으로 한 경우, 하나도 맞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서 아동의 예방 

접종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탐색해보고자 한다. 특히 인구 

비율이 높고, 국가 안에서도 차이가 존재하는 인도네시아를 연구대상지로 

선정하여, 12-23개월 아동의 예방접종률에 개인 및 지역별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수준 분석을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많은 중저소득국가에서 예방 

접종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개인 수준의 연구는 많으나, 지역별로 

상이한 분포를 가진 나라에서 다수준 분석을 통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 

이었다. 다수준 분석은 2개 이상의 수준을 분석 모형에 고려하여 개인 

수준과 상위 수준의 영향을 모두 살펴볼 수 있으며, 지역 내 개인이 

포함되어 있는 DHS 자료의 위계적 구조를 반영함과 동시에 예방접종에 

대한 지역의 영향을 검증하고자 했다. 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개인 수준과 다른 개별 단위 수준으로 나누어서 다수준 분석한 연구들을 

확인하였다. 4개 농촌 지역에서의 예방접종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한 

방글라데시(Steele, 1996)에서 시행된 것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연구 

(Wiysonge et al., 2012)와 같은 경우에는 DTP3 백신 한 종류의 접종률을 

개인 및 맥락적인 수준으로 고려하였으며, 나이지리아(Antai, 2009), 에티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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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Abadura et al, 2015), 콩고민주공화국(Acharya, 2018)은 필수적인 

예방접종의 종류에 따른 개인 및 커뮤니티 수준의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연구였다. 연구 대상지인 인도네시아의 경우, 예방접종률과 관련한 개인 

수준 및 다수준의 연구(Maharani et al, 2018; Rosadi et al, 2019)가 존재한다. 

Maharani 연구의 경우는 인도네시아 정부 데이터를 가지고 개인 및 가구 

(household)별로 나누어서 수행되었으나, 2008, 2011, 2013년 자료를 이용 

하여 현재의 시점에 맞는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고, 2017년 인도네시아 보건 

부가 아동들이 맞는 백신 종류 중 Polio는 3차에서 4차로 세부적으로 

나누고, Hep B를 추가하여 인도네시아 아동의 필수 예방접종의 범위가 

확장된 후의 영향까지 보는데 한계가 존재했다. 그리고 Rosadi의 연구는 

인도네시아의 Pekanbaru의 Riau 지역(province)의 25개 커뮤니티를 대상 

으로 홍역의 예방접종률에 대한 다수준 연구를 진행하여 34개 지역 모두를 

포함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12-23개월 아동의 예방접종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 및 지역(province)별 수준을 고려하고 최근의 상황을 반영하는 

탐색적인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국가 단위로 다양한 보건 관련 지표 

들을 수집하는 인구보건조사(Demographic and Health Survey, DHS)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별로 상이한 분포를 가진 나라인 인도네시아에서 지역 내 

개인이 포함되어 있는 DHS 자료의 위계적인 구조를 반영함과 동시에 

예방접종에 대한 지역의 영향을 검증하여 분석 결과를 국가의 전반적인 

현황으로 해석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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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인도네시아의 12-23개월 아동의 예방접종률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도네시아의 12-23개월 아동의 전반적인 예방접종률 현황을 

파악한다.  

둘째, 연구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및 지역 수준의 요인별 예방접종률 

수준을 파악한다.  

셋째, 연구 대상자의 예방접종률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지역 

수준의 요인은 무엇인지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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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선행 연구 고찰 

 

 

제 1 절 아동 사망과 건강   

 

 지난 수십년간 세계는 아동 사망률 감소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선전을 

이루었다. 5세 미만 아동의 사망률을 비교해보면, 1990년에는 11명 중 1명이었던 

것에 비해, 2008년은 26명 중 1명꼴로 수백만의 아이들이 생존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게다가 아동 사망률 감소의 진전은 1990년대와 비교했을 때, 

2000~2018년에 가속화되었고 전 세계 5세 미만 사망률의 연간 감소율은 

1990~2000년 2%에서 2000~2018년에는 3.8%로 증가했다(UN IGME, 2019).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2018년 기준 5세 미만 아동이 여전히 530만 명이 

사망했는데, 이 사망자 중 절반 가량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에서 

발생했다. 즉, 5번째 생일 이전에 사망하는 어린이가 13명 중 1명으로, 이는 

고소득 국가의 평균 비율인 199명 중 1명보다 16배나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UN 

IGME, 2019).  

이러한 아동 사망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아동의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된다. 

아동 건강은 국가의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새천년개발목표(MDG)가 대두되면서 아동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들과 그들의 

건강을 개선시키기 위한 관심이 증가해왔다(National Research Counci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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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미국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 프로그램의 

목표로 나온 Healthy People이 2000년, 2010년, 2020년 이렇게 지속적으로 

갱신되어왔다. 그 중에서도 2010년에 나온 목표는 아래 그림 1과 같은 정리된다. 

생물학과 태도의 상호작용과 물리적 및 사회적 환경의 상호작용을 둘 다 보여 

준다. 또한 공공 정책 및 중재의 영향과 개인과 집단의 건강에 대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영향을 반영한다(National Research Council, 2004). 이 

모형은 아동 건강의 역동적이고 발달적인 성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건강에 대한 

결정인자나 영향에 대한 관점이 너무 좁기 때문에 아동과 함께 사용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림 1. Healthy People 2010 년 보고서에서 사용한 모형  

(National Research Counci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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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립연구회 및 연구소에서는 아동의 건강이 진화하는 여러 상호작용적 

영향의 동적인 과정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 새로운 개념 모형을 

제안한다. 그 모형은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양한 영향력은 정책 및 

서비스의 광범위한 맥락 안에서 상호작용하는 겹친 원으로 제시된다. 개별 

영향의 상대적 중요성은 어린이들이 새로운 발달 단계로 진입하고 그 영향이 

상호작용함에 따라 달라지고, 나타나는 건강의 패턴도 다양하다. 이 모형은 

결과의 영향이 개발의 시간과 단계에 따라 달라질 것임을 보여준다(National 

Research Council, 2004).  

 

 

그림 2. 아동의 건강과 그 영향에 관한 새로운 모형  

(National Research Counci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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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건강상태가 변화하는 것을 반영하고, 이전의 

모형에서 포함한 요소와 함께 새로운 요소들을 통합하여 구성한다. 건강이 

어떻게 측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일정한 기준들은 많은 연구들에서 나타난다. 

따라서 아동의 건강에 대한 측정은 중요하고, 타당하며, 의미 있고, 문화적으로 

적절하고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변화에 민감하고 그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어야 

한다(Institute of Medicine, 1999, 2001b).  

 

 

제 2 절 예방접종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예방접종은 보통 백신 투여에 의해 사람이 감염병에 면역이 되거나 

내성을 갖게 되는 과정을 말한다. 백신은 인체의 면역 체계를 자극하여 

이후의 감염이나 질병으로부터 그 사람을 보호한다. 가장 접근하기 어렵고 

취약한 인구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검증된 전략을 가진 비용 

효율적인 투자 중 하나다(WHO, 2016). 5세 미만 아동 사망자의 절반 

이상은 단순하고 경제적인 개입을 통해 예방 및 치료할 수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필수 예방접종을 대부분 다 맞지만, 개발도상국들이 예방접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나 동남아시 

아에서 그런 경향이 많이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보다 공정한 

접근을 통해 수백만명의 사망자를 예방하기 위한 로드맵인 글로벌백신 

행동계획(Global Vaccine Action Plan; GVAP)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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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에 의하면 아동의 예방접종률과 관련된 산전관리, 출산 그리고 

산후 관리가 모성 교육, 사회경제적 지위, 모성 서비스 이용과 연관이 있다 

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Abadura et al., 2015; Asfaw et al., 2015; Lakew et al., 

2015; Mbengue et al., 2017; Zaidi et al., 2014). 추가적으로, 미디어 노출 

정도(Bbaale, 2013), 자녀의 출생지(Babalola, 2009; Babirye et al., 2012; 

Etana et al., 2012, Haque et al., 2013, Odiit et al., 2003), 아동의 나이(Etana 

et al., 2012; Ibnouf et al., 2007; Wiysonge et al., 2012), 거주 지역(Babirye et 

al., 2012), 어머니의 나이(Babalola9; Ibnouf et al., 2007; Wiysonge et al., 

2012), 부의 수준(Babirye et al., 2012; Luman et al., 2003; Sanou et al., 2009), 

부모의 고용 상태(Kidane et al., 2008; Wiysonge et al., 2012)와 같은 개인 

수준의 요소들이 인구집단간 아동 예방접종률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Aba- 

dura et al., 2012; Asfaw et al., 2015; Lakew et al., 2015; Mbengue et al., 

2017). 다수준 분석의 적용은 커뮤니티/환경적 지역의 특성과 같은 거주 

지역(Abadura et al., 2015; Antai 2009; Wiysonge et al., 2012), 지역사회 모성 

교육(Antai, 2009; Wiysonge et al., 2012), 산전관리 활용 정도(Abadura et al., 

2015), 시설 출산의 수준(Antai, 2009), 그리고 커뮤니티 빈곤 정도(Abadura 

et al., 2015)가 예방접종 서비스 활용의 중요한 결정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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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인도네시아 보건 현황   

 

지리적으로, 인도네시아는 아시아와 호주 대륙 사이에 그리고 인도와 

태평양 사이에 위치해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 중 하나다. 인도네시아는 사방 

(Sabang)에서부터 마라우케(Merauke)에 이르는 수많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다. 인도네시아는 지리공간정보국(Geospatial Information Agency) 자료를 

토대로 2017년 유엔에 등록된 섬의 수가 16,056개에 이르는 세계 최대 

군도국으로 국토 면적이 1,916,862.2km2, 수역이 3,257,483km2에 이른다 

(Ministry of Health, 2018). 인도네시아의 행정구역은 지역(province)과 섭정 

과 도시(regency and city)로 나누어진다. 국가의 GDP는 서비스(45.4%), 

산업(41%), 그리고 농업(13.7%)로 구성된다. 인도네시아의 중위 나이는 

30.5세이며, 2018년 기준 인구 수는 0.83%로 증가한다(CIA, 2019). 

인도네시아의 주요 건강지표 현황을 표 1로 제시했다. 2018년 기준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당 25명, 영아 사망률은 21.1명, 신생아 사망 

률(neonatal mortality)은 12.7명으로 보고되었다(National Population and 

Family Planning Board(BKKBN) et al., 2018; WHO, 2019). 그리고 보건인력 

의 현황 같은 경우에는 인구 10,000명당 의사 3.78명, 간호사와 조산사 

20.6명으로 WHO가 권고한 기준 1 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WHO, 2019).  

 
1 WHO가 권고한 의료인력의 기준은 인구 10,000명당 22.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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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인도네시아의 주요 건강지표 현황 

(National Population and Family Planning Board et al., 2018; WHO, 2019)  

 

영아 사망률의 상당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아세안(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국가들 중 영아 

사망률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2030년까지 출생아 1,000명당 12명으로 

영아사망률을 낮추려는 목표는 임신 중 산모의 건강과 산후조리 첫 달과 

관련이 있는 영아사망의 원인이 최근 들어 복잡해지고 있어 어려움이 따른 

다. 영아 사망률의 절반 이상이 태어난 첫 달에 발생한다. 따라서 출산과 

산후조리 첫 달 동안의 진료의 질은 중요하다. 그리고 예방접종은 폐렴과 

지표 인도네시아 

전체 인구 수 (2016) 261,115,000명 

1인당 국민 총소득 ($, 2013) $9,260 

출생아 기준 기대 수명 (2016) 남자: 67세, 여자: 71세 

5세 미만 아동 사망률  

(출생아 1천명당, 2018) 

25명 

영아 사망률 (출생아 1천명당, 2018) 21.1명 

신생아 사망률 (출생아 1천명당, 2018) 12.7명 

모성 사망률 (출생아 10만명당, 2017) 177명 

의료인력(의사, 간호사, 조산사) 밀집도 

(인구 1만명당 의료인력 수) 

의사: 3.78명 

간호사 및 조산사: 20.6명 

GDP 대비 보건지출 비율 (201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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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사에 의한 예방 가능한 영아 사망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한다(WHO, 

2019).  

 

그림 3. 인도네시아의 보건 시스템 조직 (Statistics of Indonesia, 2013)  

 

보건서비스 조직의 핵심 주체는 보건부(Ministry of Health; MOH)와 

행정자치부(Ministry of Home Affairs; MHA)다. 공공부문의 경우, 보건체계의 

조직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정부의 3가지 단계가 있다. 그들의 업무와 책임은 

정부의 중앙(central), 지방(provincial), 자치구/시립(district/municip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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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에서 동시에 공유 된다. 민간 부문에서는 병원과 1차 진료소가 종교 

단체, 회사 및 개인 등에 의해서 소유되고 있다.  

2001년부터 보건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은 각 지역에 분산되었으며, 

2014년에 공공 의료 보험 계획은 하나의 국가 통합 사회 의료 보험 프로 

그램인 JKN(Jaminan Kesehatan Nasional)으로 통합되었다. 시행 3년 째인 

2016년에 JKN은 전체 인구의 약 60%를 커버했으며, 2019년까지 전체 

인구를 통합할 계획을 하고 있다. 동시에 인도네시아는 GDP의 몫과 총 

정부 지출의 몫으로 보건에 대한 공공 지출 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다(Cashin, 2016). GAVI의 자금 조달에서의 전환과 의료 재정 시스템의 

급속한 변화로 인해, JKN이 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백신 프로그램 

기능의 관리, 서비스 제공 및 조정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위한 적절한 

국내 자금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Pinto et al., 2016).  

또한 인도네시아는 예방접종률이 가장 낮은 10개국 중 하나다(Statistics 

Indonesia et al., 2013; Strategic Advisory Group of Experts on Immunization, 

2015). 약 59~68%의 아동들이 국가에서 정한 백신을 모두 맞은 상태이고, 

많은 인구와 약한 백신접종의 실적으로 인해 중저소득국가의 3분의 2 이상 

이 인도네시아보다 예방접종률이 더 좋은 편이다(Primary Health Care Per- 

formance Initiative, 2017). 국가의 예방접종률은 위치, 지역의 우선순위, 

경제 지위 간의 높은 변동성을 가려준다. 도농간의 격차는 예방접종의 주요 

결정 요인이다(World Bank, 2016). 전국 인구의 절반이 농촌에 있지만,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아이들의 63%가 농촌에 살고 있다. 예방접종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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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후 여러 백신에 대해 도시 비율이 시골보다 14%나 더 높다는 결과를 

통해 국가 내 예방접종률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RISKESDAS, 2013). 모든 사람이 면역체계에 접촉할 가능성이 거의 비슷한 

도시 지역에서도 부유한 사람들은 예방접종을 완료할 가능성이 더 높다. 각 

백신에 대한 접종률은 필수 예방접종을 다 맞았다고 가정했을 때, 가장 

부유한 분위수에서 제일 높으며 격차가 큰 것을 알 수 있다(Statistics Indo- 

nesia et al, 2013). 2011년에 실시한 보건 시설 관련 조사에 따르면, 3개 지역 

(Papua, West Papua, Maluku)의 공공 및 민간 제공자 수준에서 백신의 

가용성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보건소의 20% 이상이 홍역, DPT, 

소아마비, BCG 백신을 공급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Pinto et al., 2016).  

인도네시아에서 홍역은 심각한 공중 보건 문제 중 하나다. 2018년 기준, 

홍역 백신이 처음 접종된 시점의 예방접종률은 75%에 달했고, 관련 캠페 

인이 시작되기까지 5년동안 매년 12,000명 이상의 홍역 환자가 보고되었다 

(WHO, 2018). 2019년 초 한 지역(province)에서 800건의 발병 사례가 

나타나 72명의 어린이가 사망했다(The Straits Times, 2018). 95% 접종률 

달성을 목표로 이 캠페인에 거의 1억 달러를 투자했고, 2017년 처음 시작된 

캠페인은 Java 섬에서 3천 5백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예방접종을 할 정도 

로 성공적이었다(WHO, 2018). 2018년 8월에 시작된 캠페인의 두 번째 단계 

에서는 28개 지역에서 3천 2백만명의 아이들을 목표로 했으나 여러가지 

어려움들로 인해 실패했다. 2018년 8월 롬복(Lombok)에서 발생한 지진과 

9월 술라웨시(Sulawesi) 해일이 주요 원인이었고, 캠페인 초기 몇 주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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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중요한 이슬람 단체들이 지원을 철회하면서 수십개의 자치구 

(district)에서 활동이 중단되었다. 예방접종률이 10% 정도인 보수적이고 

인구밀도가 높은 수마트라(Sumatra)에서는 소생 속도가 다른 곳에 비해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캠페인이 끝났지만 거의 천만명에 달하는 아동들이 

예방접종을 맞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백신을 맞지 않고 망설이는 행동은 

전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Coombes, 2017). 인도네시아 

에서 이슬람 종교 지도자들의 영향을 감안하여, 예방접종 관련하여 정치 

지도자와 보건부 관계자들은 그들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해보아야 한다 

(Pronyk et a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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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방법 

 

 

제 1 절 연구 자료 및 대상  

 

본 연구에서 주 데이터로 활용한 자료는 미국국제개발처(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의 2017년 인구보건조사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 DHS)이다. DHS는 1984년부터 현재까지 

약 90여개의 개발도상국에서 총 400회 이상의 조사가 이루어진 설문조사 

이며, 국가 수준의 인구, 사회학적 정보를 수집한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가족 계획, 말라리아, HIV/AIDS, 모성 건강, 영양, 젠더, 환경보건 등과 

관련된 항목들로 구성된다.  

DHS는 표본을 선정할 때, 국가별로 2단계 집락 추출(two stage cluster 

sampling)을 실시한다. 보통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집락 

(cluster)을 선정하고, 각 조사구 내에서 다시 표본을 추출하여 설문 대상 

가구를 선정한다. 2017년 인도네시아 DHS는 2010년 기준 인구주택총조사 

의 조사단위로 구성된 1970개의 집락을 추출하였다. 이후 각 집락에서 

25개의 가구를 무작위 추출하여 총 49,261개 가구를 최종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전체 표본 중 49,015개 가구가 조사에 참여하여 전체 가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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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률은 99.5%로 산출되었다(National Population and Family Planning 

Board(BKKBN) et al., 2017).  

설문조사 자료는 변수에 따라 개인, 가구 및 조사구 수준으로 정리되어 

제공되며, 누구나 별도의 비용 없이 DHS 웹사이트를 통해 연구의 주제와 

목적에 관하여 자료 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뒤 이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2017년 인도네시아의 표준 DHS 자료 중 어머니가 설문에 

참여한 5세 미만 (0~59개월) 출생 아동의 조사 기록인 ‘children’s recode’ 

(KR), 2017년 인도네시아 재정부(Sistem Informasi Keuangan Daerah) 

자료의 지역별 정부 재정 분산 자료, 2017년 인도네시아 전국 마을 인구 

조사(Statistik Potensi Desa Indonesia)의 지역별 보건시설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 수준은 개인 수준과 지역 수준으로 나뉜다. 분석에 포함한 대상은 

연구의 목적에 따라 인도네시아에서 필수적으로 12-23개월 아동이 맞아야 

할 예방접종 종류에 맞게 결과변수를 구성하였다(표 2). 그리고 설명변수에서 

무응답이나 모름으로 답변한 경우를 제외하여 분석에 필요한 변수를 추출 

하였다. 이 과정을 거쳐 선정된 최종 표본은 인도네시아 아동 4,495명(가중 

치 적용 시 총 4,483명)이다(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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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인도네시아 필수 예방 접종 (Ministry of Health, 2018)  

Age of administration Antigens 

0 month BCG, HB0, OPV0 

2 months DPT1, HB1, OPV1 

3 months DPT2, HB2, OPV2 

4 months DPT3, HB3, OPV3 

9 months Measles 

  

 

그림 4. 연구대상 및 제외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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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모형 

 

본 연구의 모형은 앤더슨의 행동 모형(The Behavioral Model of Health 

Services Use)에 기반하여 분석을 위한 연구의 개념 틀을 구성하였다. 행동 

모형은 거의 50년동안, 의료 서비스 이용을 예측하는 변수를 식별하는 

개념적인 틀로 사용되어왔다(Andersen RM, 1995). 1968년에 개발된 모형은 

가족 및 개인들이 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러한 접근을 더 용이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고안되었다(Akinlo et al., 2019). 본 

모형의 주요 강점은 의료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미시적인 수준 이외에도 

거시적인 수준의 요인들을 함께 고려하기 때문에 여러 수준의 요인들을 

포함하는 계층적 분석에 유용하다는 점이다(Mezmur et al., 2017). 이러한 

서비스의 이용을 예측하는 특성들은 선행 요인(predisposing factors), 가능 

요인(enabling factors), 욕구 요인(need factors)으로 분류하였다(Akinlo et al., 

2019). 

선행 요인은 개인적 수준에서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사회적인 구조 

요인,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태도, 지식 등을 포함하고, 맥락적 수준에서의 

지역사회 인구사회학적 구성, 문화적인 규범 및 조직적 가치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가능 요인은 의료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자원들을 

아우르는 것으로, 개인적 수준에서의 소득과 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어려움 

등을 의미하며, 맥락적 수준에서는 지역사회 내 가용할 수 있는 자원, 건강 

보험 가입 비율, 지역의 소득과 부, 보건 서비스 시설 등을 포함한다. 욕구 



 

 23 

요인은 개인적인 수준에서 보건 서비스에 대한 인지적인 필요(perceived 

need)와 평가된 필요(evaluated need)를 의미하며, 맥락적인 수준에서는 

환경적인 조건과 사망률, 출생률과 같은 보건 지표 등을 포함한다(Andersen 

RM 1995; Andersen RM 2008; Babitsch et al., 2012; Akinlo et al., 2019).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개념 틀을 구성하였다. 연구 

자료인 인구보건조사(DHS)에서 제공하는 정보들 중, 선행 연구를 통해 

밝혀진 아동의 예방접종률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을 근거로 본 연구의 설명 

변수들을 추출 및 생성하였다. 그리고 선정한 변수들을 앤더슨 행동 모형에 

맞춰 선행 요인, 가능 요인 및 욕구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본 모형에서 예방 

접종에 대한 이용은 개인의 행동 방식에 따라 일정 부분 설명되지만, 개인 

적인 특성은 지역 및 사회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이해된다. 

마지막으로 개인 및 지역 수준에서 인도네시아의 아동의 예방접종률에 영향 

을 미친다고 가정하고 구성 요소 간의 관계를 아래의 그림 5와 같이 설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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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연구 개념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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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 변수 

 

1. 종속변수  

 

본 연구는 인도네시아 12-23개월 아동의 예방접종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파악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연구의 종속변수는 

12-23개월 아동이 태어나서 백신 접종 스케줄에 맞게 필수 예방접종을 

다했는지 여부에 따라 구성하였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결핵을 위한 BCG(Bacille Calmette-Guerin), 디프테리아 

/파상풍/백일해(Diphtheria/Tetanus/Pertussis), B형 간염(Hepatitis B virus: HBV), 

폴리오(Polio), 홍역(Measles)이 필수 예방접종으로 2017년 보건부 법령(Ministry 

of Health 2017 decree)에 규정되어 있다. 2017년 이전에는 완전한 예방접종에서 

B형 간염이 제외되었고, 폴리오 백신을 맞는 횟수도 3번이었지만, 2017년 

인구보건조사의 경우에는 보건부의 개정된 법령을 준수하였다. 그에 따른 근거로, 

13번의 필수적인 예방접종2을 완전하게 맞은 경우(fully vaccinated), 일부만 

맞은 경우(partially vaccinated), 그리고 하나도 맞지 않은 경우(non-vacci-

nated)로 나누어 구성된 범주형 변수이다. 이 분류를 통해 아동의 사망률을 

 
2  완전한 예방접종은 BCG 1번, B형 간염 4번, DTP 3번, Polio 4번, 홍역 1번으로 구성되어 

있다(National Population and Family Planning Board(BKKBN)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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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는 차원에서 인도네시아 보건부가 권고하는 백신에 따른 예방접종 여부와 

예방접종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함께 파악하고자 하였다. 

  

2. 설명변수  

 

설명변수는 크게 개인 수준과 지역 수준으로 나누어서 진행했다. 또한 

앤더슨 행동 모형에 따라 각 수준을 선행 요인과 가능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개인 수준의 선행 요인으로는 아이의 성별, 아이의 출생순서, 어머니 

(여성)의 나이, 여성 및 배우자/파트너의 교육 수준, 배우자/파트너의 직업, 

TV를 얼마나 자주 보는 정도와 여성의 담배 사용 정보를 포함한다. 여성의 

나이는 15-24세, 25-34세, 35-49세로 나누었다. 여성 및 배우자/파트너의 

교육수준은 무학(no education),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배우자/파트너의 직업은 무직, 전문직/기술직/관리직, 종교직, 

판매직, 산업직, 서비스직으로 분류하였다. TV를 자주보는 정도는 아예 보지 

않음, 일주일에 한 번 미만,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이상으로 나누었다. 그리 

고 여성의 담배 사용 정보는 이분형으로 예와 아니오로 구분하였다.  

가능 요인으로는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이분형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산전관리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 기준인 4회 이상 받은 경우와 아닌 

경우로 구성했고, 시설내 출산은 가정, 공공 병원, 보건소, 민간 또는 사설 

시설에서 출산한 경우를 나누었다. 산후관리는 WHO 기준은 최소 2회 

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산후 첫 2일 이내에 받은 경우와 아예 받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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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로 이분화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정의 경제수준(wealth index)은 DHS 내 

자료에서 가구의 누적 생활수준을 종합한 것을 의미한다. TV나 자전거와 같은 특정 

자산의 가구 소유권과 주택 건설에 사용되는 자재, 그리고 물 접근과 위생 시설의 

유형을 사용하여 계산된다. 이를 최빈곤층(poorest), 빈곤층(poorer), 중산층(middle), 

상위층(richer), 최상위층(richest)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지역 수준의 선행요인으로는 지역별 보건 부문 지출(health expenditure 

per province)로 지방 정부들에 각각 할당된 예산 중 보건 분야에 지출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이는 인도네시아 재정부의 자료를 활용하여 34개 지역 

(province)의 해당하는 값들을 포함하였다.  

가능요인으로는 지역의 빈곤 수준을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경계값(cut-

off)을 선정하였다. 각 지역 내 최빈곤층(poorest) 및 빈곤층(poorer)에 포함 

되는 여성의 비율이 25% 미만인 경우 낮음, 25% 이상 75% 미만인 경우 

보통, 75% 이상인 경우 높음으로 구분하였다(Christens et al., 2011; Solanke 

et al., 2018). 거주 지역은 도시와 농촌으로 나누었고(Maharani et al., 2018), 

보건시설에 대한 접근성 관련한 내용을 변수에 추가하였는데, 문제 라고 

보는지 여부에 따라 이분화하였다. 인구 1,000명당 각 지역(province) 별로 

공중보건센터(public health center)에 대한 값을 포함하였다(Maharani et al., 

2018). 변수 구성에 따른 설명은 아래의 표 3과 같이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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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연구 변수의 정의 및 구성 

변수(Variable) 설명(Description) 구성(Measurement/Construction)  

종속변수  

아동 예방접종  

(Childhood Immunization) 

BCG, DTP(3번), Hepatitis B(4번), Measles, Polio(4번) 접종한 횟

수를 결합하여 구성 

0=하나도 맞지 않은 경우 (Non-vaccinated) 

1=일부만 맞은 경우 (Partially vaccinated)  

2=완전한 예방접종을 한 경우 (Fully vaccinated) 

개인 수준(Individual level)  

선행 요인(Predisposing factors)  

아동의 성별 (Sex of Child)  아동의 성별  0=남자 (Male) 

1=여자 (Female)  

출생 순서 (Birth Order)  출생 순서가 1번째부터 13번째까지 구성되어 있어 4가지 범주로 

나눔 

0=1번째 출생  

1=2번째 출생  

2=3-4번째 출생 

3=5-13번째 출생 

 

 

여성(어머니)의 나이 (Mother’s Age)  여성(어머니)의 나이는 15세부터 49세까지 값이 나와있어 3가지 

범주로 분류 

 

0=15~24세 

1=25~34세 

2=35~4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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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교육수준  

(Parental Education) 

부모님이 도달한 최고 교육수준  0=무학 (No Education) 

1=초등교육 (Primary) 

2=중등교육 (Secondary) 

3=고등교육 이상 (Higher)  

파트너의 직업  

(Husband/Partner’s Occupation)  

파트너의 직업  0=직업 없음 (Did not work)  

1=전문직/기술직/관리직 

(Professional/Technical/Managerial)  

2=사무직 (Clerical)   

3=판매직 (Sales)  

4=농업 (Agricultural self-employed)  

5=산업직 (Industrial worker)  

7=서비스직 (Services)  96=기타 (Other)  

TV를 얼마나 자주 보는지 정도  

(Frequency of watching TV)  

TV를 얼마나 자주 보는지 정도  0=아예 보지 않음 (Not at all)  

1=일주일에 한 번 미만 (Less than once a week)  

2=최소 일주일에 한 번 이상 (At least once a week)  

흡연 여부   

(Tobacco use history)  

어머니의 담배 사용 여부  0=비흡연 (No) 

1=흡연 (Yes)  

 

 

가능 요인(Enabling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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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수준  

(Wealth index) 

가구의 경제 수준  

- 가구의 누적 생활수준을 종합하여 구성한 것으로, TV나 자전거

와 같은 특정 자산의 가구 소유권, 주택 건설에 사용되는 자재, 

그리고 물 접근과 위생 시설의 유형을 사용하여 계산됨   

0=최빈곤층 (Poorest) 

1=빈곤층 (Poorer) 

2=중산층 (Middle) 

3=상위층 (Richer) 

4=최상위층 (Richest)  

건강보험 가입 여부  

(Insurance coverage)  

건강보험 가입 여부  0=가입하지 않음 (No) 

1=가입함 (Yes)  

산전관리 여부  

(Antenatal care history)  

임신기간동안 산전관리를 몇 번 받았는지  0=0~3회 

1=4회 이상  

시설출산 장소 

(Place of delivery)   

출산 시 아이를 낳은 장소  0=가정 (respondent’s home, other’s home) 

1=공공 병원 (public sector, government hospital, clinic, 

health center, mobile clinic, other public sector) 

2=보건소 (village health post, health post, ukbm)  

3=민간, 사설 (private sector, hospital, clinic, maternity 

home)   

산후관리 여부  

(Postnatal care history)  

출산 후 산후관리를 받았는지  0=받지 않음 (No) 

1=받음 (Yes)  

 

지역 수준(Provincial level)  

선행 요인(Predisposing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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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보건 부문 지출액 

(Health expenditure per province)  

지방 정부들에 각각 할당된 예산 중 보건 분야 연간 지출액   

(단위:루피아) 

34개 지역(province) 전체에 할당된 지역 예산 중 보건 

분야에 사용한 예산  

가능 요인(Enabling factors) 

인구 1,000명당 공중 보건센터의 수 (Number 

of public health center per 1,000 population)  

각 지역 별 공중보건센터의 수 (인구 1,000명당) 2017년도 기준, 각 지역별 인구 1000당 공중 보건센터

의 수  

지역 빈곤 수준  

(Provincial poverty level)  

각 지역 내 최빈곤층 및 빈곤층에 포함되는 여성의 비율이 25% 

미만인 경우 낮음, 25% 이상 75% 미만인 경우 보통, 75% 이상

인 경우 높음으로 구분 

0=낮음 (Low) 

1=보통 (Moderate) 

2=높음 (High)  

거주 지역  

(Place of residence)  

거주 지역(농촌/도시)  0=농촌 (Rural) 

1=도시 (Urban) 

보건 시설에 대한 접근성의 어려움 (Difficulty 

in accessing health facilities) 

아이가 있는 여성이 보건시설에 가는데 어려움 정도  0=큰 문제가 아님 (Not a big problem) 

1=큰 문제임 (Big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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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인도네시아 4,483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단면 연구 

로 종속변수가 범주형으로 구성됨에 따라 다수준 범주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multilevel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그에 따른 과정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진다. 개인 수준 및 지역별 수준 변수에 대해 자료 

전처리 후 기술통계분석을 한다. 그 전에 종속변수에 따른 영향을 보기 

위한 목적에 따라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독립변수들을 선정하였고, 각 

변수의 상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수행하였다. 종속변수와 독립 

변수 사이의 상관성을 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최종 들어갈 변수 

들을 선정했다. 종속변수인 예방접종률의 분포와 함께 변수별 분포를 빈도 

와 백분율과 함께 종속변수와 설명변수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카이 

제곱 검정을 실시하여 그에 따른 결과를 유의확률(p-value)로 나타냈다.  

개인 수준 변수에 대해 로지스틱 회귀분석 및 범주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다수준 범주형 로지스 

틱 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다수준 분석은 클러스터링되거나 그룹화된 데이 

터를 처리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접근방식으로 이 분석을 사용하면 상위 

수준의 변수는 결과 변수와의 관계를 추정하기 위해 모형에 포함될 수 있고 

하위 수준에서 변수의 영향이나 기울기가 상위 수준 변수들 사이에서 변할 

수 있는지 여부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상위 변수가 하위 수준 변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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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변수 사이의 관계를 적절히 조정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Liu, 

2016).   

본 연구에서는 지역 내 개인이 포함되어 있는 주 자료인 DHS 자료의 

계층적 구조를 반영하고 예방접종률에 대한 지역의 영향을 확인하고자 

다수준 분석기법을 적용하였다.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아동의 예방접종률 

에 대한 영향 요인을 확인하고 지역간 차이를 모형에 반영시키고자 하였고, 

분석 전 자료가 다수준 분석에 적합한 모형인지 확인하기 위해 우도비검정 

(likelihood ratio test)를 실시하여 다수준 분석 수행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임의절편모형(random intercept model)을 사용하여 지역 

(province)의 절편(intercept)에 대한 임의효과(random effect)와 통제된 독립 

변인에 대한 고정효과(fixed effect)를 확인하였다. 독립변수를 하나도 포함 

하지 않고 종속변수만 넣은 모형 1과 개인변수만을 포함하여 분석한 모형 2 

와 그리고 개인 및 지역변수를 함께 포함하여 분석한 모형 3으로 구성 

하였다. 통계 프로그램은 STATA SE 14.0을 사용하였다.  

고정 효과는 보정 오즈비(adjusted odds ratio, AOR)와 95% 신뢰구간 

(confidence interval, CI)으로 결과를 나타냈고, 임의 효과는 급내상관계수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ICC)와 분산의 비례적인 변동(propor- 

tional change in variance, PCV)로 제시하였다. 급내상관계수는 아래 

식(1)으로 값을 계산할 수 있다(Ntenda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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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 VA / (VA +VI)……………………………  (1) 

VA = 지역 수준에서의 분산  

VI = 개인 수준에서의 분산3  

 

그리고 분산의 비례적인 변동은 아래 식(2)으로 계산할 수 있다(Ntenda 

et al., 2018).  

PCV = (VA-VB)/VA x 100……………………… (2) 

VA = 첫 번째 모델에서의 분산 (i.e. null model)  

VB = 그 다음 모델에서의 분산 (i.e. model with more terms)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분산팽창요인(vari-

ance inflation factor, VIF)을 확인해본 결과 독립변수들의 값이 모두 10 

미만으로 나타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모형 적합도(mo- 

del goodness-of-fit statistics)는 아카이케 정보기준(Akaike information 

criterion; AIC)으로 나타내어 모수(parameter)의 수에 따라 편차(deviance) 

를 조정할 수 있다. AIC의 통계 값이 작을수록 모델이 더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Liu, 2016).  

 

 
3  다수준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 변수(이분형, 범주형, 

순서형)를 다룰 때, 관찰되지 않은 개인 변수는 약 3.29인 개인 수준의 분산을 갖는 

로지스틱 분포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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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2차자료 분석으로 수행되었으며, 확보한 DHS 자료 내 조사 

참여자에 대한 식별자가 이미 제거되어 있어 본 연구는 윤리적인 측면에서 

의 위험도가 매우 낮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서울대학교 생명윤리 

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심의를 통해 최종 심의면제 

승인을 받았다(IRB No. E1911/0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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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결과 

 

 

제 1 절 예방접종률 수준 분포 및 기술통계분석 결과  

 

인도네시아 아동의 전체 예방접종률 분포를 지역별, 성별, 백신종류별로 

나누어 표 4에서 표 6으로 제시하였다. 표 4에 따르면, 중앙에 위치한 

Jakarta, Central Java, Bali, West Nusa Tenggara 등의 지역이 필수 예방 

접종을 다 맞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중앙에서 거리가 많이 떨어진 지역 

일수록 예방접종을 아예 하지 않거나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 

에 제시된 아동의 성별에 따른 예방접종률을 보면 남성과 여성 사이에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보건부에서 

정한 필수 백신에 따른 예방접종률을 살펴보면, 출생 이후 같은 백신이라도 

회차가 거듭할수록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에서 

예방접종률의 차이가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개인 및 지역 

수준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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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지역별 예방접종률 분포 

Province 

Non 

vaccinated 

Partially 

vaccinated Fully vaccinated Total 

Aceh 92 35.8% 143 55.6% 22 8.6% 257 

North Sumatera 56 26.2% 136 63.6% 22 10.3% 214 

West Sumatera  14 13.1% 74 69.2% 19 17.8% 107 

Riau 31 30.4% 54 52.9% 17 16.7% 102 

Jambi 7 13.0% 35 64.8% 12 22.2% 54 

South Sumatera 18 17.3% 62 59.6% 24 23.1% 104 

Bengkulu 9 15.5% 35 60.3% 14 24.1% 58 

Lampung 5 4.6% 63 58.3% 40 37.0% 108 

Bangka Balitung 2 2.6% 44 56.4% 32 41.0% 78 

Riau Islands 6 6.6% 52 57.1% 33 36.3% 91 

Jakarta 2 1.3% 80 52.3% 71 46.4% 153 

West Java 47 10.1% 268 57.5% 151 32.4% 466 

Central Java 7 2.0% 189 54.9% 148 43.0% 344 

Yogyakarta 1 1.7% 51 87.9% 6 10.3% 58 

East Java 8 2.7% 183 61.4% 107 35.9% 298 

Banten 20 12.7% 97 61.4% 41 25.9% 158 

Bali 1 1.8% 30 53.6% 25 44.6% 56 

West NusaTenggara 5 4.2% 59 50.0% 54 45.8% 118 

East Nusa Tenggara 25 11.3% 131 59.3% 65 29.4% 221 

West Kalimantan 14 13.9% 54 53.5% 33 32.7% 101 

Central Kalimantan 6 11.5% 37 71.2% 9 17.3% 52 

South Kalimantan 5 7.6% 38 57.6% 23 34.8% 66 

East Kalimantan 5 4.2% 68 56.7% 47 39.2% 120 

North Kalimantan 3 3.9% 43 56.6% 30 39.5% 76 

North Sulawesi 2 5.0% 18 45.0% 20 50.0% 40 

Central Sulawesi 13 11.4% 73 64.0% 28 24.6% 114 

South Sulawesi 15 9.7% 100 64.5% 40 25.8% 155 

Southeast Sulawesi 16 11.9% 96 71.6% 22 16.4% 134 

Gorontalo 6 10.5% 29 50.9% 22 38.6% 57 

West Sulawesi 21 13.1% 96 60.0% 43 26.9% 160 

Maluku 45 24.9% 103 56.9% 33 18.2% 181 

North Maluku 20 26.3% 45 59.2% 11 14.5% 76 

West Papua 13 22.8% 26 45.6% 18 31.6% 57 

Papua 15 30.6% 28 57.1% 6 12.2% 49 

Total 555 12.4% 2,640 58.9% 1,288 28.7% 4,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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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아동의 성별 예방접종률 분포 

Child sex 

Non 

vaccinated Partially vaccinated Fully vaccinated Total 

Male 279 12.2% 1,352 59.2% 654 28.6% 2,285 

Female 276 12.6% 1,288 58.6% 634 28.8% 2,198 

Total 555 12.4% 2,640 58.9% 1,288 28.7% 4,483 

 

 

표 6. 백신종류별 예방접종률 분포 

BCG 87.7% 

Polio0 88.6% 

Polio1 85.7% 

Polio2 80.2% 

Polio3 65.3% 

DPT1 85.1% 

DPT2 80.7% 

DPT3 75.9% 

Hep B0 80.8% 

Hep B1 82.1% 

Hep B2 80.7% 

Hep B3 70.9% 

Measles 75.6% 

  
 

인도네시아 아동의 변수별 예방접종률 현황은 표 7로 제시하였다. 각 

변수별 아동 예방접종률 현황에 따른 아동의 수와 비율을 포함하였고 각 

변수와 아동 예방접종률간의 카이제곱 검정 결과를 p 값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각 변수 범주 내에서의 예방접종률 분포도 비율로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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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응답자 중 51%가 남자 아이고, 나머지 49%가 여자 아이다. 

출생순서는 1번째(31.1%)와 2번째(33.4%)에 태어난 아이들이 약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며, 어머니는 25-34세(53.2%)의 나이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는 무학 0.9%, 초등교육 23.3%, 중등교육 56.9%, 그리고 

고등교육 이상이 18.9%를 차지한다. 아버지는 이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데, 

무학 1%, 초등교육 25%, 중등교육 57.8%, 그리고 고등교육 이상 16.2%로 

나타난다. 파트너의 직업 중에서는 농업과 산업직이 나란히 24.7%, 24.1%를 

차지하며 뒤를 이어 서비스직이 17.8%이었다. 대체로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이상(82%) TV를 보고, 거의 대부분(98.9%)이 흡연을 하지 않는다. 부의 

수준은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데, 최빈곤층(24.8%), 빈곤층(20.3%), 중산층 

(19.4%), 상위층(18.5%), 최상위층(17%) 순이다. 건강보험은 64.8%가 가입 

이 되어있으며, 산전관리는 4회 이상을 받은 여성들이 88.8%이 받았다. 

시설출산 장소는 민간이나 사설(42.5%), 공공병원(36.5%), 가정(19%), 그리 

고 보건소(2%)를 차지하고 있다. 산후관리는 65.4%가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역 수준 변수의 분포를 34개의 지역(province)에 보건분야 재정 

액으로 나타냈다. West Java, Central Java, East Java가 보건분야 재정 

지출액이 가장 큰 집단이고, 반면 Papua, North Sulawesi, Central Kali-

mantan 지출액이 낮은 집단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정부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은 공중 보건센터(public health center)의 수를 인구 

1,000명당 비율로 집어 넣어 각 지역별로 시설의 개수를 알아보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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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 보건센터는 West Java(10.4%), Central Java(7.7%), East Java(6.6%) 

순으로 수도와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들보다 개수가 

많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역 빈곤 수준은 낮음 12.4%, 보통 79.9%, 높음 

7.7%로 나타났고, 전체 지역 중 농촌(49.5%)과 도시(50.5%)는 비슷한 

비율을 유지했다. 그리고 보건시설에 대한 접근성과 어려움도 상대적으로 

큰 문제가 아니라고 인식(87.8%)하는 경향이 훨씬 컸다.  

카이제곱 분석 결과, 아동의 성별과 흡연 여부를 제외한 모든 변수가 

0.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출생 순서는 첫 번째에 태어났을 

경우, 어머니의 나이가 증가할수록 예방접종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교육수준의 경우에는 중등교육 구간의 예방 

접종률이 고등교육 군보다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각 변수별 

분포가 아닌 전체 분포를 확인해보면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V를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볼수록, 

부의 수준이 높을수록, 산전관리를 최소 4회 이상 받을수록, 산후관리를 

받을수록 예방접종을 더 받을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수준 변수의 경우 보건분야에 사용하는 예산이 지역별로 작고 

인구 1,000명당 공중 보건센터의 수가 적을수록, 지역 빈곤 수준이 높을 

수록 예방접종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거주 지역이 도시일수록, 보건시설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수록 예방 

접종을 할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중 보건센터의 경우 수도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는 West Java, Central Java, East Java가 예방접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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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지역(pro-

vince) 간의 격차가 현존하고 있는 시설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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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인도네시아 아동의 변수별 예방접종률 분포 

  예방접종률 (Child Immunization Status) P 값 

  총합(Overall) 
하나도 맞지 않은 경우 

(Non-vaccinated) 

일부만 맞은 경우 

(Partially vaccinated) 

모두 다 맞은 경우 

(Fully vaccinated) 
(P-value) 

 (N=4,483) (N=555) (N=2,640) (N=1,288)   

  수(N) 비율(%) 수(N) 

범주별 분율(%) 

수(N) 

범주별 분율(%) 

수(N) 

범주별 분율(%) 

  범주 내 

예방접종률(%) 

범주 내 

예방접종률(%) 

범주 내 

예방접종률(%) 

개인수준(Individual) 

선행요인(Predisposing) 

아동의 성별 (Sex of Child)                 0.91 

남자 2,285 51.0% 279 50.3%(12.2%) 1,352 51.2%(59.2%) 654 50.8%(28.6%)   

여자 2,198 49.0% 276 49.7%(12.6%) 1,288 48.8%(58.6%) 634 49.2%(28.8%)   

출생 순서 (Birth order)                  <0.001 

1 번째 1,394 31.10% 143 25.8%(10.3%) 813 30.8%(58.3%) 438 34.0%(31.4%)   

2 번째 1,499 33.40% 154 27.7%(10.3%) 895 33.9%(59.7%) 450 34.9%(30.0%)   

3~4 번째 1,294 28.90% 178 32.1%(13.8%) 760 28.8%(58.7%) 356 27.6%(27.5%)   

5~13 번째 296 6.60% 80 14.4%(27.0%) 172 6.5% (58.1%) 44 3.4% (14.9%)   

여성(어머니)의 나이 (Mother’s age)                 0.006 

15~24 세 1,048 23.40% 137 24.7%(13.1%) 640 24.2%(61.1%) 271 21%(25.9%)   

25~34 세 2,385 53.20% 265 47.7%(11.1%) 1,417 53.7%(59.4%) 703 54.6%(29.5%)   

35~49 세 1,050 23.40% 153 27.6%(14.6%) 583 22.1%(55.5%) 314 24.4%(29.9%)   

어머니의 교육수준 (Maternal education)                 <0.001 

무학 42 0.90% 18 3.2% (42.9%) 19 0.7% (45.2%) 5 0.4% (11.9%)   

초등교육 1,045 23.30% 189 34.1%(18.1%) 598 22.7%(57.2%) 258 20.0%(24.7%)   

중등교육 2,552 56.90% 259 46.7%(10.1%) 1,502 56.9%(58.9%) 791 61.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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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 이상 844 18.90% 89 16% (10.5%) 521 19.7%(61.7%) 234 18.2%(27.7%)   

아버지의 교육수준 (Paternal education)                 <0.001 

무학 44 1.00% 14 2.5% (31.8%) 25 0.9% (56.8%) 5 0.4% (11.4%)   

초등교육 1,119 25.00% 188 33.9%(16.8%) 628 23.8%(56.1%) 303 23.6%(27.1%)   

중등교육 2,592 57.80% 276 49.7%(10.6%) 1,544 58.5%(59.6%) 772 59.9%(29.8%)   

고등교육 이상  728 16.20% 77 13.9%(10.6%) 443 16.8%(60.9%) 208 16.1%(28.6%)   

파트너의 직업 (Partner's occupation)                 <0.001 

직업 없음 43 1.00% 11 2.0% (25.6%) 23 0.9% (53.5%) 9 0.7% (20.9%)   

전문직/기술직/관리직 426 10.00% 40 7.2% (9.4%) 261 9.9% (61.3%) 125 9.7% (29.3%)   

사무직 321 7.20% 35 6.3% (10.9%) 186 7.0% (57.9%) 100 7.8% (31.2%)   

판매직 651 14.50% 67 12.1% (10.3%) 384 13.8%(59.0%) 200 15.5%(30.7%)   

농업 1,080 24.10% 191 34.4% (17.7%) 639 24.2%(59.2%) 250 19.4%(23.1%)   

산업직 1,109 24.70% 113 20.4%(10.2%) 643 24.4%(58.0%) 353 27.4%(31.8%)   

서비스직 841 17.80% 97 17.5%(11.5%) 503 19.0%(59.8%) 241 18.7%(28.7%)   

기타 32 0.70% 1 0.2% (3.1%) 21 0.8% (65.6%) 10 0.8% (31.3%)   

TV 를 얼마나 자주 보는지 정도  

(Frequency of watching TV) 
                <0.001 

아예 보지 않음 212 4.70% 60 10.8%(28.3%) 110 4.2% (51.9%) 42 3.3% (19.8%)   

일주일에 한 번 미만 598 13.30% 112 20.2%(18.7%) 348 13.2%(58.2%) 138 10.7%(23.1%)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이상 3,673 82.00% 383 69.0%(10.4%) 2,182 82.6%(59.4%) 1,108 86.0%(30.2%)   

흡연 여부 (Tobacco use history)                  0.15 

비흡연  4,431 98.90% 546 98.4%(12.3%) 2,606 98.7%(58.8%) 1,279 99.3%(28.9%)   

흡연 52 1.10% 9 1.6% (17.3%) 34 1.3% (65.4%) 9 0.7% (17.3%)   

가능요인(Enabling)  

부의 수준 (Wealth Index)                  <0.001 

저소득층 1,114 24.80% 231 41.6%(20.7%) 640 24.3%(57.5%) 243 18.9%(21.8%)   

중저소득층 909 20.30% 118 21.3%(13.0%) 544 20.6%(59.8%) 247 19.2%(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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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득층 868 19.40% 69 12.4%(7.9%) 522 19.8%(60.1%) 277 21.5%(31.9%)   

중고소득층 829 18.50% 71 12.8%(8.6%) 484 18.3%(58.4%) 274 21.2%(33.1%)   

고소득층 763 17.00% 66 11.9%(8.7%) 450 17.0%(59.0%) 247 19.2%(32.4%)   

건강보험 가입 여부 (Health insurance coverage)                 <0.001 

가입하지 않음 1,577 35.20% 234 42.2%(14.8%) 885 33.5%(56.1%) 458 35.6%(29.0%)   

가입함 2,906 64.80% 321 57.8%(11.0%) 1,755 66.5%(60.4%) 830 64.4%(28.6%)   

산전관리 여부 (Antenatal care history)                 <0.001 

0~3 회 503 11.20% 176 31.7%(35.0%) 273 10.3%(54.3%) 54 4.2% (10.7%)   

4 회 이상 3,980 88.80% 379 68.3%(9.5%) 2,367 89.7%(59.5%) 1,234 95.8%(31.0%)   

시설출산 장소 (Place of delivery)                 <0.001 

가정  854 19.00% 225 40.5%(26.3%) 482 18.3%(56.4%) 147 11.4%(17.2%)   

공공병원 1,638 36.50% 154 27.7%(9.4%) 981 37.1%(59.9%) 503 39.1%(30.7%)   

보건소 86 2.00% 3 0.5% (3.5%) 50 1.9% (58.1%) 33 2.5% (38.4%)   

민간, 사설 1,905 42.50% 173 31.3%(9.1%) 1,127 42.7%(59.2%) 605 47.0%(31.8%)   

산후관리 여부 (Postnatal care history)                 <0.001 

받지 않음 1,550 34.60% 335 60.4%(21.6%) 853 32.3%(55.0%) 362 28.1%(23.4%)   

받음  2,933 65.40% 220 39.6%(7.5%) 1,787 67.7%(60.9%) 926 71.9%(31.6%)   

지역수준(Provincial)  

선행요인(Predisposing) 

지역별 보건부문 지출액  

(Health expenditure per province; million rupiah) 
                <0.001 

10 160 3.60% 21 3.8%(13.1%) 96 3.6%(60.0%) 43 3.3%(26.9%)   

49 76 1.70% 20 3.6%(26.3%) 45 1.7%(59.2%) 11 0.9%(14.5%)   

50 78 1.70% 2 0.4%(2.6%) 44 1.7%(56.4%) 32 2.5%(41.0%)   

55 57 1.30% 6 1.1%(10.5%) 29 1.1%(50.9%) 22 1.7%(38.6%)   

56 57 1.30% 13 2.3%(22.8%) 26 1.0%(45.6%) 18 1.4%(31.6%)   

60 91 2.00% 6 1.1%(6.6%) 52 2.0%(57.1%) 33 2.6%(36.3%)   

65 158 3.50% 20 3.6%(12.7%) 97 3.7%(61.4%) 41 3.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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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181 4.00% 45 8.1%(24.9%) 103 3.9%(56.9%) 33 2.6%(18.2%)   

70 118 2.50% 5 0.9%(4.2%) 59 2.2%(50.0%) 54 4.2%(45.8%)   

74 134 3.00% 16 2.9%(11.9%) 96 3.6%(71.6%) 22 1.7%(16.4%)   

78 40 0.80% 2 0.4%(5.0%) 18 0.7%(45.0%) 20 1.6%(50.0%)   

85 58 1.30% 1 0.2%(1.7%) 51 1.9%(87.9%) 6 0.4%(10.3%)   

88 155 3.50% 15 2.7%(9.7%) 100 3.8%(64.5%) 40 3.1%(25.8%)   

90 108 2.40% 5 0.9%(4.6%) 63 2.4%(58.3%) 40 3.1%(37.0%)   

95 466 10.40% 47 8.5%(10.1%) 268 10.2%(57.5%) 151 11.7%(32.4%)   

100 214 4.80% 56 10.1%(26.2%) 136 5.2%(63.6%) 22 1.7%(10.3%)   

102 56 1.30% 1 0.2%(1.8%) 30 1.1%(53.6%) 25 1.9%(44.6%)   

105 58 1.30% 9 1.6%(15.5%) 35 1.3%(60.3%) 14 1.1%(24.1%)   

108 52 1.20% 6 1.1%(11.5%) 37 1.4%(71.2%) 9 0.7%(17.3%)   

110 104 2.30% 18 3.2%(17.3%) 62 2.4%(59.6%) 24 1.9%(23.1%)   

112 101 2.30% 14 2.5%(13.9%) 54 2.0%(53.5%) 33 2.6%(32.7%)   

115 221 4.90% 25 4.5%(11.3%) 131 5.0%(59.3%) 65 5.1%(29.4%)   

120 107 2.40% 14 2.5%(13.1%) 74 2.8%(69.2%) 19 1.5%(17.8%)   

126 76 1.70% 3 0.5%(3.9%) 43 1.6%(56.6%) 30 2.3%(39.5%)   

130 54 1.20% 7 1.3%(13.0%) 35 1.3%(64.8%) 12 0.9%(22.2%)   

185 66 1.50% 5 0.9%(7.6%) 38 1.4%(57.6%) 23 1.7%(34.8%)   

190 102 2.30% 31 5.6%(30.4%) 54 2.0%(52.9%) 17 1.3%(16.7%)   

200 257 5.70% 92 16.5%(35.8%) 143 5.4%(55.6%) 22 1.7%(8.6%)   

220 114 2.50% 13 2.3%(11.4%) 73 2.8%(64.0%) 28 2.2%(24.6%)   

226 49 1.10% 15 2.7%(30.6%) 28 1.1%(57.1%) 6 0.4%(12.2%)   

300 153 3.40% 2 0.4%(1.3%) 80 3.0%(52.3%) 71 5.5%(46.4%)   

320 120 2.70% 5 0.9%(4.2%) 68 2.6%(56.7%) 47 3.7%(39.2%)   

450 344 7.70% 7 1.3%(2.0%) 189 7.2%(54.9%) 148 11.5%(43.0%)   

600 298 6.70% 8 1.4%(2.7%) 183 6.9%(61.4%) 107 8.3%(35.9%)   

가능요인(Enab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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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00 명당 공중 보건센터의 수  

(Number of public health center per 1,000 

population)  

                <0.001  

0.004 155 3.5% 2 0.4%(1.3%) 82 3.1%(52.9%) 71 5.5%(45.8%)   

0.016 56 1.2% 13 2.3%(23.2%) 26 1.0%(46.4%) 17 1.3%(30.4%)   

0.132 89 2.0% 6 1.1%(6.7%) 50 1.9%(56.2%) 33 2.6%(37.1%)   

0.162 59 1.3% 1 0.2%(1.7%) 52 2.0%(88.1%) 6 0.5%(10.2%)   

0.174  116 2.6% 5 0.9%(4.3%) 68 2.6%(58.6%) 43 3.3%(37.1%)   

0.2 50 1.1% 15 2.7%(30.0%) 28 1.1%(56.0%) 7 0.5%(14.0%)   

0.225 80 1.8% 3 0.5%(3.8%) 43 1.6%(53.8%) 34 2.6%(42.5%)   

0.226 77 1.7% 20 3.6%(26.0%) 46 1.7%(59.7%) 11 0.9%(14.3%)   

0.264 180 4.0% 45 8.1%(25.0%) 102 3.9%(56.7%) 33 2.6%(18.3%)   

0.298 159 3.5% 20 3.6%(12.6%) 96 3.6%(60.4%) 43 3.3%(27.0%)   

0.303 57 1.3% 2 0.4%(3.5%) 30 1.1%(52.6%) 25 1.9%(43.9%)   

0.304 80 1.8% 2 0.4%(2.5%) 44 1.7%(55.0%) 34 2.6%(42.5%)   

0.322 58 1.3% 7 1.3%(12.1%) 29 1.1%(50.0%) 22 1.7%(37.9%)   

0.356  157 3.5% 19 3.4%(12.1%) 97 3.7%(61.8%) 41 3.2%(26.1%)   

0.428 42 0.9% 4 0.7%(9.5%) 18 0.7%(42.9%) 20 1.6%(47.6%)   

0.462 58 1.3% 9 1.6%(15.5%) 35 1.3%(60.3%) 14 1.1%(24.1%)   

0.562 133 3.0% 16 2.9%(12.0%) 95 3.6%(71.4%) 22 1.7%(16.5%)   

0.633 51 1.1% 6 1.1%(11.8%) 36 1.4%(70.6%) 9 0.7%(17.6%)   

0.713 108 2.4% 14 2.5%(13.0%) 75 2.8%(69.4%) 19 1.5%(17.6%)   

0.736 119 2.7% 5 0.9%(4.2%) 60 2.3%(50.4%) 54 4.2%(45.4%)   

0.768 54 1.2% 7 1.3%(13.0%) 35 1.3%(64.8%) 12 0.9%(22.2%)   

0.784 101 2.3% 31 5.6%(30.7%) 53 2.0%(52.5%) 17 1.3%(16.8%)   

0.967 220 4.9% 25 4.5%(11.4%) 130 4.9%(59.1%) 65 5.0%(29.5%)   

1.125 101 2.3% 14 2.5%(13.9%) 54 2.0%(52.5%) 33 2.6%(32.7%)   

1.162 112 2.5% 11 2.0%(9.8%) 73 2.8%(65.2%) 28 2.2%(25.0%)   

1.237 67 1.5% 5 0.9%(7.5%) 39 1.5%(58.2%) 23 1.8%(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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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9 156 3.5% 15 2.7%(9.6%) 101 3.8%(64.7%) 40 3.1%(25.6%)   

1.679 106 2.4% 5 0.9%(4.7%) 63 2.4%(59.4%) 38 3.0%(35.8%)   

1.792 256 5.7% 91 16.4%(35.5%) 143 5.4%(55.9%) 22 1.7%(8.6%)   

2.329 461 10.3% 47 8.5%(10.2%) 268 10.2%(58.1%) 146 11.3%(31.7%)   

2.422 103 2.3% 17 3.1%(16.5%) 62 2.3%(60.2%) 24 1.9%(23.3%)   

2.439 216 4.8% 58 10.5%(26.9%) 136 5.2%(63.0%) 22 1.7%(10.2%)   

4.95 297 6.6% 8 1.4%(2.7%) 182 6.9%(61.3%) 107 8.3%(36.0%)   

6.176 349 7.8% 7 1.3%(2.0%) 189 7.2%(54.2%) 153 11.9%(43.8%)   

지역 빈곤 수준 (Provincial poverty level)                 <0.001 

낮음  554 12.40% 17 3.1% (3.1%) 316 12.0%(57.0%) 221 17.2%(39.9%)   

보통 3,583 79.90% 478 86.1%(13.3%) 2,120 80.3%(59.2%) 985 76.5%(27.5%)   

높음 346 7.70% 60 10.8%(17.3%) 204 7.7% (59.0%) 82 6.3% (23.7%)   

거주지역(Place of residence)                  <0.001 

농촌  2,220 49.50% 339 61.1%(15.3%) 1,327 50.3%(59.8%) 554 43.0%(25.0%)   

도시 2,263 50.50% 216 38.9%(9.5%) 1,313 49.7%(58.0%) 734 57.0%(32.4%)   

보건시설에 대한 접근성의 어려움  

(Difficulty in accessing health facilities) 
                <0.001 

큰 문제가 아님  3,937 87.80% 452 81.4%(11.5%) 2,307 87.4%(58.6%) 1,178 91.5%(29.9%)   

큰 문제임  546 12.20% 103 18.6%(18.9%) 333 12.6%(61.0%) 110 8.5%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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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상관분석 결과   

 

   상관관계는 연속적 속성을 갖는 두 변인들 간 상호연관성에 대한 

기술 통계를 제공할 뿐 아니라 두 변인 간의 상호 연관성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해 주는 통계분석 기법이다. 일반적으로 0.3 이하는 약한 관계, 

0.5는 중간 관계, 0.7은 강한 관계로 보며, 0.7 이상 나올 경우 다중공선성을 

피하기 위해 두 변수 중 한 변수를 제외하고 분석을 돌리는 것이 적합하다. 

설명변수 사이 다중공선성 확인을 위해 상관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아래의 

표 8과 같다. 예방접종률에 영향요인으로 선별한 개인 및 지역 수준 변수 

사이의 상관성을 확인한 결과 여성의 교육수준과 파트너/배우자의 교육 

수준의 사이에서 0.58로 나타났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상관계수는 모두 0.5 

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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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변수 간 상관분석 결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 Sex of Child 
1                                   

2. Birth Order 
-0.0026 1                                 

3. Mother Age 
-0.0135 0.5900 1                               

4. Mother 

Education -0.0017 -0.2499 -0.0709 1                             

5. Father 

Education 0.004 -0.1622 -0.0299 0.5771 1                           

6. Partner's 

Occupation -0.0065 -0.0068 0.0007 0.0363 -0.0065 1                         

7. Frequency of 

watching TV -0.0075 -0.1055 -0.0112 0.1757 0.1306 0.0274 1                       

8. Tobacco use 
0.0021 0.0572 0.0275 -0.0429 -0.0282 0.0285 -0.0208 1                     

9. Wealth Index 
-0.0043 -0.0983 0.1065 0.4259 0.4426 0.0503 0.2546 -0.0381 1                   

10. Insurance 

coverage -0.0056 0.0589 0.0743 0.1297 0.1262 0.0342 0.0033 -0.0159 0.0879 1                 

11. Antenatal 

Care -0.001 -0.1249 0.0091 0.1389 0.1145 0.0109 0.1419 -0.0363 0.195 0.0577 1               

12. Place of 

Delivery -0.0015 -0.1307 0.026 0.2115 0.231 0.0203 0.1612 -0.0219 0.4304 0.0212 0.1946 1             

13. Postnatal 

Care 0.0188 -0.0502 0.0082 0.0555 0.043 0.0049 0.096 -0.024 0.0608 0.0016 0.115 0.0414 1           

14. Health 

expenditure per 

province  0.0056 -0.0904 0.0103 0.0110 0.0185 0.0158 0.0634 -0.0214 0.1622 -0.0339 0.0835 0.2232 0.0659 1         

15. Number of 

public health 

center per 1,000 

population -0.0036 -0.0853 0.0015 -0.0391 -0.0239 0.0053 0.0461 0.004 0.1577 -0.0759 0.0741 0.2481 0.0325 0.4911 1       

16. Provincial 

wealth index 0.0135 0.0925 -0.0292 -0.0798 -0.0903 -0.0016 -0.2096 0.0116 -0.2956 -0.0132 -0.0754 -0.2319 -0.0816 -0.0009 0.1639 1     

17. Place of 

residence -0.0053 -0.0528 0.0697 0.2106 0.2343 0.0338 0.1516 0.0156 0.4774 0.0716 0.1073 0.3512 0.0035 0.0485 0.1263 -0.2506 1   

18. distance from 

health facilities 0.0181 0.0315 -0.0253 -0.1141 -0.0886 0.0021 -0.1024 -0.0061 -0.1647 -0.0256 -0.0814 -0.0931 -0.0636 -0.0749 -0.0091 0.0599 -0.105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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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다수준 범주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총 3개 모형을 통해 예방접종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였으며, 그에 대한 결과는 표 9에 제시하였다. 첫째로 종속변수만 

포함한 모형 1인 영모형(null model)을 분석하였고, 분석 결과 집단간 분산 

은 0.4로 나타났으며, 해당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ICC는 약 

11%로 예방접종률이 2 수준인 지역(province)에 의해 설명되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이를 토대로 다수준 분석 방법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개인 수준의 변수들만 포함한 모형 2 분석을 진행하였다. 

아동의 출생 순서, 여성(어머니)의 나이, 산전관리 여부, 시설출산 장소, 

산후관리 여부가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아동의 출생 순서는 1번째 출생 

했을 때를 기준으로, 2번째 출생한 아동이 예방접종을 실천할 오즈가 0.26배, 

3~4번째 출생한 아동은 0.39배 감소하고, 5~13번째 출생한 아동은 0.67배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여성의 나이는 15~24세 여성에 비해 25~ 

34세 여성이 예방접종을 실천할 오즈가 1.46배, 35~49세 여성이 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모성 관련 요인이 아동의 예방접종률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산전관리의 경우는 WHO에서 권고한 최소 

4회 이상 받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예방접종을 실천할 오즈가 

2.78배 컸으며, 시설출산 장소가 가정이 아닌 공공병원의 경우 1.8배, 

보건소 2.88배, 민간 및 사설의 경우 1.75배 예방접종을 실천할 오즈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후관리를 받은 경우 받지 않은 경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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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을 실천할 오즈가 1.82배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AOR: 1.82, 95% 

CI: 1.57-2.11).  

개인 및 지역 수준 변수들을 모두 포함한 모형인 모형 3 분석 결과, 

최종적으로 예방접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동의 출생 순서, 여성 

(어머니)의 나이, TV를 얼마나 자주 보는지 정도, 산전관리 여부, 시설출산 

장소, 산후관리 여부, 지역별 보건부문 지출액, 인구 1,000명당 공중 보건 

센터의 수, 지역 빈곤 수준, 보건시설에 대한 접근성의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모형 2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아동의 출생 순서가 늦을수록(3~4번째 출생 

또는 5~13번째 출생일 경우) 예방접종을 더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AOR: 0.65, 95% CI: 0.53-0.81; AOR: 0.37, 95% CI: 0.26-0.52). 여성의 

나이가 증가할수록 예방접종을 실천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TV를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볼수록, 즉 미디어에 더 노출되어 있을수록, 

아예 보지 않는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예방접종을 할 오즈가 1.5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전 관리를 받는 여성일수록 예방접종을 실천할 오즈는 

2.51배, 가정이 아닌 시설에서 출산할수록 예방접종을 실천할 가능성이 더 

커지며, 산후관리를 받은 여성일 경우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예방접종을 

실천할 확률은 1.61배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역별 보건 분야 지출은 지역별로 보건분야에 재정을 더 투입하게 될 

경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비해 더 높은 예방접종을 실천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의하게 나온 변수들의 값을 보면, 보건분야의 

지출액이 많아질수록 예방접종을 실천할 오즈가 커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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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이는 수도를 둘러싼 중심 지역에서는 지역별 보건 부분의 지출이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재정액이 더 많이 

투입한 지역에서 예방접종을 다른 지역보다 유의하게 실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구 1,000명당 공중 보건센터의 수는 지역별로 더 

많이 포진되어 있을수록 아동의 예방접종률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예방접종을 실천할 가능성이 큰 지역들은 수도와 가까이에 

위치해 있으며 지역의 거리별 영향도 고려해야 하는 대상으로 파악이 

되었다 4 . 지역의 수준을 고려하기 위해 추가한 지역별 보건 분야 지출과 

인구 1,000명당 공중 보건센터의 수는 인도네시아 12-23개월 아동의 예방 

접종률 영향 요인에 유의한 변수라고 볼 수 있다. 모형 2와 모형 3에 

추가한 변수 중 하나였던 부의 수준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으나, 

지역 빈곤 수준의 경우는 높을수록 예방접종을 할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AOR: 0.51, 95% CI: 0.31-0.83). 마지막으로 보건시설에 

대한 접근성의 어려움의 경우에는 큰 문제라고 인식하는 경우에 예방접종을 

실천할 오즈가 약 19%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형 2와 3의 임의 효과(random effect)도 표 9에 함께 제시하였다. 

모형 2와 3의 집단간 분산은 0.26과 0.13으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으로 나타났다. 모형 3의 PCV는 50%로 영모형에 비해 추가로 투입한 

 
4  지리적인 거리가 지역별 예방접종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부록에서 백신종류별 예방접종률의 지리적인 분포를 확인 및 분석 

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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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및 지역 수준 변수들이 예방접종률 내 집단간 분산의 50%를 

설명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여러 변수들을 

투입하였음에도 전체 분산의 약 4%는 여전히 설명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ICC=3.80%). 모형 적합도의 경우, 적합한 3개 모형 중 모형 

3의 AIC 값이 가장 작게 나타나 예방접종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설명은 개인 및 지역 수준의 변수들을 모두 투입한 모형 3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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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범주형 로지스틱 분석 결과  

  Model 2     Model 3  

  AOR 95% CI     AOR 95% CI 

개인수준 (Individual level)  
           

선행요인 (Predisposing)  
           

아동의 성별 (Sex of Child)              

남자 (Male) 1 (Reference)   1 (Reference) 

여자 (Female) 1.02 (0.90-1.17)     1.02 (0.89-1.16) 

출생순서(Birth Order)            

1 번째 출생 1 (Reference)   1 (Reference) 

2 번째 출생 0.74 (0.62-0.90)**   0.73 (0.61-0.88)*** 

3~4 번째 출생  0.61 (0.49-0.76)***   0.65 (0.53-0.81)*** 

5~13 번째 출생 0.33 (0.23-0.46)***     0.37 (0.26-0.52)*** 

여성(어머니)의 나이 (Mother's Age)              

15~24 세 1 (Reference)   1 (Reference) 

25~34 세 1.46 (1.20-1.77)**   1.45 (1.20-1.76)*** 

35~49 세 1.8 (1.39-2.32)***     1.72 (1.34-2.22)*** 

어머니의 교육수준 (Maternal Education)             

무학 1 (Reference)   1 (Reference) 

초등교육 1.34 (0.63-2.81)   1.36 (0.65-2.85) 

중등교육 1.56 (0.73-3.32)   1.67 (0.79-3.51) 

고등교육 이상  1.14 (0.53-2.50)     1.41 (0.65-3.05) 

아버지의 교육수준 (Paternal Education)             

무학 1 (Reference)   1 (Reference) 

초등교육 1.51 (0.74-3.07)   1.44 (0.72-2.89) 

중등교육 1.56 (0.76-3.17)   1.61 (0.80-3.25) 

고등교육 이상  1.35 (0.64-2.85)     1.39 (0.67-2.91) 

파트너의 직업 (Partner's Occu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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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없음 1 (Reference)   1 (Reference) 

전문직/기술직/관리직 1.32 (0.64-2.73)   1.31 (0.64-2.65) 

사무직 1.41 (0.68-2.95)   1.41 (0.69-2.89) 

판매직 1.33 (0.66-2.73)   1.4 (0.70-2.81) 

농업 1.25 (0.62-2.53)   1.4 (0.70-2.78) 

산업직  1.45 (0.72-2.94)   1.43 (0.72-2.85) 

서비스직 1.23 (0.61-2.50)   1.24 (0.63-2.48) 

기타 1.73 (0.61-4.90)     2.04 (0.74-5.64) 

TV 를 얼마나 자주 보는지 정도 (Frequency of watching TV)            

아예 보지 않음 1 (Reference)   1 (Reference) 

일주일에 한 번 미만 0.99 (0.69-1.44)   1.11 (0.77-1.60)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이상  1.37 (0.97-1.93)     1.53 (1.08-2.16)* 

흡연 여부 (Tobacco use history)            

비흡연 1 (Reference)   1 (Reference) 

흡연 여부  0.8 (0.43-1.50)     0.79 (0.43-1.46) 

가능요인(Enabling) 
           

부의수준(Wealth Index)             

저소득층 1 (Reference)   1 (Reference) 

중저소득층 0.98 (0.78-1.22)   0.92 (0.74-1.15) 

중소득층 1.2 (0.95-1.51)   1.06 (0.83-1.35) 

중고소득층 1.19 (0.92-1.52)   0.99 (0.77-1.28) 

고소득층 1.16 (0.88-1.54)     0.89 (0.67-1.20) 

건강보험 가입 여부 (Insurance coverage)            

가입하지 않음 1 (Reference)   1 (Reference) 

가입함  0.97 (0.84-1.13)     1.05 (0.91-1.22) 

산전관리 여부 (Antenatal care history)            

0~3 회  1 (Reference)   1 (Reference) 

4 회 이상  2.78 (2.21-3.50)***     2.51 (2.00-3.15)*** 

시설출산 장소 (Place of deli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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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1 (Reference)   1 (Reference) 

공공병원 1.8 (1.45-2.24)***   1.56 (1.25-1.94)*** 

보건소 2.88 (1.72-4.83)***   2.15 (1.27-3.65)** 

민간, 사설  1.75 (1.40-2.20)***     1.62 (1.28-2.05)*** 

산후관리 여부 (Postnatal care history)             

받지 않음  1 (Reference)   1 (Reference) 

받음  1.82 (1.57-2.11)***     1.61 (1.39-1.87)*** 

지역 수준 (Provincial Level)              

선행요인 (Predisposing)              

지역별 보건 부문 지출액 (Health expenditure per province)            

10     
1 (Reference) 

49     
0.40 (0.23-0.70)*** 

50     2.21 (1.29-3.77)*** 

55     1.68 (0.91-3.09)* 

56     
0.87 (0.45-1.66) 

60     1.70 (1.01-2.84)** 

65     0.98 (0.62-1.54) 

68     0.48 (0.31-0.75)*** 

70     2.52 (1.57-4.06)*** 

74     0.71 (0.45-1.14) 

78     2.90 (1.46-5.79)*** 

85     0.80 (0.44-1.44) 

88     
1.07 (0.68-1.67) 

90     
1.83 (1.13-2.98)** 

95     1.35 (0.93-1.94) 

100     0.35 (0.23-0.54)*** 

102     2.55 (1.40-4.63)*** 

105     0.83 (0.45-1.56) 

108     0.74 (0.3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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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0.75 (0.45-1.26) 

112     1.22 (0.73-2.03) 

115     1.16 (0.76-1.76) 

120     0.72 (0.44-1.18) 

126     2.03 (1.18-3.48)** 

130     0.85 (0.45-1.59) 

185     1.57 (0.89-2.80) 

190     0.37 (0.22-0.62)*** 

200     0.24 (0.16-0.35)*** 

220     0.97 (0.59-1.58) 

226     0.32 (0.16-0.61)*** 

300     2.74 (1.76-4.26)*** 

320     2.00 (1.24-3.20)*** 

450     2.39 (1.64-3.50)*** 

600         1.84 (1.25-2.71)*** 

가능요인(Enabling)             

인구 1,000 명당 공중 보건센터의 수                           

(Number of public health center per 1,000 population)  
            

0.004     1 (Reference) 

0.016     1.09 (0.59-2.01) 

0.132     
1.84 (1.46-1.92) 

0.162     1.83 (1.42-1.93) 

0.174      1.49 (1.29-1.85)** 

0.2     1.26 (1.24-2.45) 

0.225     
1.39 (1.20-1.76)*** 

0.226     1.20 (1.10-1.37)*** 

0.264     1.25 (0.71-2.18) 

0.298     1.43 (1.21-1.87)** 

0.303     
1.41 (1.2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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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4     
1.98 (1.56-2.02) 

0.322     1.43 (0.68-3.04) 

0.356      1.37 (1.18-1.74)*** 

0.428     1.48 (1.27-1.85)** 

0.462     
1.42 (1.21-1.84)** 

0.562     1.24 (1.14-1.40)*** 

0.633     0.78 (0.41-1.48) 

0.713     1.35 (0.79-2.30) 

0.736     
0.60 (0.33-1.09)* 

0.768     1.48 (1.28-1.83)*** 

0.784     1.18 (1.10-1.33)*** 

0.967     1.35 (1.20-1.61)*** 

1.125     
1.35 (1.20-1.63)*** 

1.162     0.90 (0.51-1.60) 

1.237     1.11 (1.07-1.19)*** 

1.539     1.37 (1.21-1.67)*** 

1.679     
1.57 (1.34-1.96)** 

1.792     1.16 (1.08-1.32)*** 

2.329     1.53 (1.31-1.90)** 

2.422     1.17 (1.10-1.29)*** 

2.439     
1.18 (0.73-1.91) 

4.95     0.91 (0.56-1.48) 

6.176         1.66 (1.41-1.97)* 

지역 빈곤 수준 (Provincial poverty level)              

낮음     1 (Reference) 

보통     
0.75 (0.55-1.01)* 

높음         0.51 (0.31-0.83)*** 

거주 지역 (Place of Res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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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1 (Reference) 

도시         1.09 (0.91-1.31) 

보건시설에 대한 접근성의 어려움                                     

(Difficulty in accessing health facilities)  
            

큰 문제가 아님      1 (Reference) 

큰 문제임          0.81 (0.66-0.99)* 

  Model 1   Model 2     Model 3  

임의효과(Random Effects)              

집단간 분산(표준 오차) 0.40 (0.11)  0.26(0.07)   0.13(0.04) 

(Community level variance (SE))          

급내상관계수(ICC, %)  10.84%  7.32%  
 3.80%  

분산의 비례적인 변동(PCV, %)  Reference  35%  
 50%  

모형 적합도(Model fit statistics)     
 

   

아카이케 정보기준(AIC) 8065.44   7734.02     7568.40  

 

   SE: Standard Error (표준오차), ICC: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급내상관계수), PCV: Proportional change in variance (분산의 비례적인 변동), AIC: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아카이케 정보기준), Model 1: null model(영모형), Model 2: individual level (개인 수준), Model 3: individual level and provincial 

level (개인 및 지역 수준), *p<.1,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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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논의 

 

 

제 1 절 연구 결과에 대한 고찰  

 

본 연구는 세계에서 4번째로 가장 큰 나라이지만 예방접종이 잘 되고 

있지 않은 10개국 중 하나인 인도네시아로 선정하였으며, 국가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DHS와 정부 자료들을 활용해 12-23개월 아동의 예방 

접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였다. 종속변수는 12-23개월 아동이 

출생 후 보건부 계획에 맞게 필수 예방접종을 다했는지 여부에 따라 3개로 

분류하였다. 이에 따라 자료 분석은 범주형 로지스틱 회귀를 채택하여 수행 

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개인 수준의 영향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지역 

수준의 영향을 고려한 다수준 분석을 사용하였다.  

인도네시아 국가 수준 예방접종 관련 현황을 살펴보면 필수적으로 

예방접종을 다 맞은 경우는 29%, 일부만 맞은 경우는 59%, 아예 맞지 않은 

경우는 12%를 차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예방접종률에 미치는 영향의 

개인 수준 이외에도 지역 수준을 확인하고자 다수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출생 순서, 여성의 나이, TV를 얼마나 자주 보는지 정도, 산전관리 여부, 

시설출산 장소, 산후관리 여부, 지방분권 보건분야 재정 비율, 인구 



 

 61 

1,000명당 공중 보건센터의 수, 지역 빈곤 수준, 보건시설에 대한 접근성의 

어려움이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출생 순서는 뒤로 갈수록 예방접종을 실천할 오즈가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모님들이 이전 아이들로부터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 자녀의 

건강관리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무시하거나 

이전에 겪은 부정적인 경험을 통해 예방접종을 덜 하게 되는 경향성이 

커진다(Herliana et al, 2017).  

여성의 나이는 15~24세에 비해 25~34세 여성이 예방접종을 실천할 

오즈가 1.46배, 35~49세 여성이 1.8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젊은 

여성들은 종종 그들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고 가족과 함께 결정을 

논의해야 한다. 반면, 나이 든 여성들은 아이 양육에 관한 경험이 더 많고 

아동들의 건강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Holipah, 

2018; Reynolds et al., 2006).  

여성과 남성의 교육수준은 예방접종과 연관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무학에 비해서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이상으로 갈수록 

예방접종을 실천할 오즈비는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여성이 미디어에 노출이 주기적으로 더 되어 있을수록, 흡연을 하지 

않을수록 아동의 예방접종을 더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를 활용할수록 사람들 사이에서 보건 문제에 대한 이슈들을 

제기함으로써 지역 내 의료 이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Achia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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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에 접근성이 높을수록 아동의 예방접종을 실천할 확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TV를 얼마나 자주 보는지 정도와 관련해서는 개인 수준의 

모형만 고려했을 때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지역 수준의 변수들까지 

고려했을 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것을 확인했다. 인도네시아 안에서도 

빠른 경제성장률과 더불어 통신 관련 인프라를 개선하려고 하고 있으며 

건강 관련 메시지 등을 TV 등의 매체를 통해 전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기술의 발전을 발판 삼아 미디어의 활용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건강 문제에 대한 이슈를 자유롭게 제기함으로써 지역 내 의료 이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Achia et al., 2015).  

산전관리는 WHO에서 권고한 최소 기준인 4회 이상을 받은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오즈보다 2.51배 높았고, 산후관리를 받은 경우는 받지 

않은 경우보다 예방접종을 할 오즈가 1.61배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들이 산전관리 및 산후관리 때 받는 정보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Titaley et al., 2010). 그러나 이러한 산전 및 산후서비 

스는 충분히 이용되지 않았고, 예방접종에 부정적인 함의를 미친다는 것을 

추론해볼 수 있다.  

분만 장소와 예방접종 사이에는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 공공병원이나 

민간 또는 사설 기관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에 비해 

예방접종을 더 많이 맞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보건시설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백신을 맞았거나, 출생 직후 예방접종을 권유 받아서 예방접종을 

할 가능성이 크다. 케냐의 연구에서는 집에서 또는 도움을 받지 않고 출산 



 

 63 

하는 여성들이 현대의학에 대해 불신하고 전통적인 치료법에 대한 선호도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아동 예방접종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도 존재했다(Mason et al., 2015; Ushie et al., 2014).  

지난 20년 동안, 많은 정책 입안자들로부터 지방분권(decentraliza-

tion)은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와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포함한 보건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전략으로 

여겨져 왔다(Hawkins et al., 2009; Jongudomsuk et al., 2012; Merican et al., 

2002; Lieberman et al., 2005; Moeloek, 1999). 현재 인도네시아의 지방분권 

하에서 중앙정부는 지방계획, 장비 및 자금 조달, 평가 등을 수행할 권한을 

포함하여 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보건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을 이양한다 

(Mils, 1994; Peckham et al., 2005). 그러나 지역(province)의 절반 이상이 

전체 보건 예산을 흡수하지 못하고 다른 분야로 예산 활용을 하는 경향성도 

보인다. 지역별로 보건 분야의 지출하는 예산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 

고, 이를 통해 이러한 차이가 지방 정부의 예산관리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 

한다고 결론 내릴 수 있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대부분의 지역들은 그들의 

공공 지출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지출의 분산화(decentralization of 

expenditure)는 공공 지출 효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수익의 

분산화(decentralization of revenue)는 공공 지출 효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Kis-Katos et al., 2017). 이러한 공공지출의 효율성 

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민간투자 및 지방수입의 창출을 위해 자본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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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ital expenditure)과 경상지출(current expenditure)을 감소시키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정부의 자료를 활용하여 34개 지역(province)에 인구 1,000명당 공중 

보건센터의 수를 추가하였다. Aceh province에서 진행된 연구는 보건 분야의 

증가하고 있는 지역 예산이 인프라 예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Abdullah et al., 2007). 그러나 주로 완화 치료를 제공하는 공공 

병원에 보건 분야 예산의 상당액(40%)이 투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World Bank, 2008). 유의하게 영향을 보이지 않은 지역은 수도로부터 가장 

멀리 위치하고 있는 접근성이 떨어진 지역들이었다. 그러한 지역에도 보건 

서비스가 잘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양적으로는 수를 늘리고, 질적으로는 

서비스 구축 체계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가구의 경제수준(wealth index)은 소득 집단에 관계없이 많은 국가에서 

보건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잘 확립된 지표 중 하나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 

수준에서는 부의 수준에 따른 유의성을 확인할 수 없었으나, 지역의 빈곤 

수준과 상관성이 있음을 나타냈다. 즉, 지역의 빈곤 수준이 높을수록 예방 

접종을 할 오즈가 줄어든다(AOR 0.51, 95% CI: 0.31-0.83). 이는 그 지역이 

가난할수록 예방 접종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예방접종 여부가 단순히 개인적 특성이 아닌 지역의 유의한 영향으로 

빈곤율에 영향을 받는 것을 추론할 수 있었다.  

보건 시설 접근성의 어려움으로는 예방접종을 위한 불편하고 제한된 

진료 시간, 건강 관리에 대한 부적절한 접근 등이 있었다(Anderson, 2014). 



 

 65 

이에 비추어볼 때, 부모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보건 시설에 가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 

났다. 지역별로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상이하므로, 지역에 따른 포커스 

그룹 인터뷰나 심층 면담을 통해 해당 지역 내 보건 시설을 이용하는데 

알맞은 전략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인도네시아의 필수 예방접종률이 낮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추론해 볼 

수 있다. 지난 20년동안 인도네시아의 강력한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인도 

네시아의 성장은 보건에 대한 낮은 공공 지출(low public expenditure)과 

높은 수준의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여전히 기부자들로부터 나오 

고 있기 때문에 정부 사회 지출(government social spending)로의 효율적인 

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실정이다(Coe et al., 2017). 정부는 현재의 백신 

일정을 국제 권장사항과 동남아시아 지역의 다른 국가들과 유사하게 하고 

새로운 백신 도입 계획에 자금을 대기 위해 상당한 추가 자원을 예방 

접종에 투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프로그램에 대한 다수의 자금원은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WHO, 2017b). 이는 국가의 예방접종 프로 

그램을 위한 정부의 지출도 예방접종률을 높이는데 중요한 요소이며, 중앙 

에서 지리적인 거리가 먼 지역들은 추가적인 홍보활동이나 커뮤니티 차원 

에서 작게는 가정 단위로, 혹은 의료시설 기반의 기초보건 교육을 실시함 

으로써 주민들이 올바른 의료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함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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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의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에서 주요 자료원으로 사용했던 DHS 자료는 설문조사로 

응답자의 기억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억 편향(recall bias) 등이 발생한다. 

또한 DHS 자료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이 한정적이어서 보건시설들로부터의 

거리나 의료서비스의 질 등과 같은 의료 시스템의 수준을 측정하는 변수들 

이 부재하여 예방접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인도네시아에서 제공하는 정부의 자료들을 분석에 포함 

하여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연구 대상자는 어머니가 설문에 참여한 아이들만 포함되므로 

일부 영향이 과소 추정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 연구에 포함한 변수 변경, DHS 자료 외에서 사회 

문화적인 맥락의 내용 등을 추가하여 예방접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다양한 관점으로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2차 자료를 활용한 단면 연구의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영향 요인들이 뚜렷한 인과관계를 가지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전무하다. 

그리고 국가별로 DHS 조사가 평균적으로 약 5년마다 한 번씩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가의 현 상황적인 맥락을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위와 같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인도네시아 아동의 예방접종률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인 수준에서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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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함께 지역의 유의한 영향을 확인했다. 이는 분석 결과에 포함한 3개 

모형 모두 지역 수준을 고려한 다수준 분석 방법이 적절하였고, 집단 간 

분산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최신자료를 활용하여 

최근 인도네시아 상황을 파악하고자 하였고, 주요 자료원인 DHS 이외에도 

인도네시아 정부 자료를 활용하여 최대한 해당 국가의 맥락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아동 예방접종을 더 보장하기 위해서 이후에는 

관련 정책을 세울 때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의 차이가 일어나는 

원인을 파악하여 지역별 아동의 예방접종률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 나타난 아동의 예방접종률에 유의한 영향 

요인들과 함께 인도네시아 지역별 사회문화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사례 

연구, 질적 연구, 혼합 연구 등이 추후 연구로 필요하며 본 연구를 통해 

인도네시아 아동들의 건강 향상을 위한 실증적인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건학적으로 취약한 연령 집단인 아동들의 

사망 원인이 되는 질병을 막기 위한 예방접종과 관련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상당 부분은 개발도상국에서 예방접종을 보장하기 위해 그에 따른 

영향 요인을 확인하는 연구들이 많았는데, 본 연구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예방접종률 관련 영향 요인을 알아볼 때에 다수준 연구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볼 수 있다. 유사한 지리적, 사회경제적 지역의 특성을 지닌 

나라들의 예방접종 관련 정책 수립이나 그 지역 전체의 정책 방향 설정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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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인도네시아 12-23개월 아동의 예방접종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개인적인 수준의 요인 뿐만 아니라 지역 

수준의 요인을 포함하여 분석한 다수준 분석을 수행한 결과, 지역 수준의 

요인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결과의 PCV 값을 통해 확인하였다.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크며 섬나라 중에서도 가장 큰 인도네시아는 필수 

예방접종률이 60%가 되지 않고, 그 지역에 따라서 국가 안에서도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지방 분권이 이루어졌지만 보건서비스 전달체계가 미비하고 

인프라 구축이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예방접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 

한 요인들을 더 작은 단위의 행정 수준으로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에 따른 격차를 개인 및 지역 수준의 모형에서 확인 

하였다.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인도네시아의 34개 지역 중 특히 5개 지역 

에서 예방접종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ceh, North Sumatera, North 

Maluku, Papua, Riau로 중앙에서 멀리 떨어진 5개 지역으로 인프라 개선 

및 지역 내 의료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이 절대적인 과제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지역의 예방접종률 개선을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켐페인을 진행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종교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기 때문에 인식 확산을 위한 정책이 우선시되어 올바른 교육을 통한 

예방접종의 필요성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예방접종 의료인력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예방접종 기록업무의 효율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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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기록업무의 전산화 및 일원화된 예방접종기록의 관리체계를 통해 

지역별 아동 예방접종률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빈곤층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포용적 경제 

성장을 통해 증가된 소득으로부터 발생하는 기회 및 혜택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 공정하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친빈곤적 접근(pro-poor app-

roach)을 통해 지역 간의 격차를 줄이고 단순히 예방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아닌 아동의 건강과 연관된 교육, 보건, 영양 등에 대한 측정을 

결합하여 다차원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백신 종류에 따른 예방접종률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백신 종류 

중에서도 여러 회의 접종이 필요한 백신(Polio, DPT, Hep B)들은 가장 

마지막 회차에서 맞지 않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접종률을 

늘리기 위해서는 처음 백신을 접종할 때 그 백신을 맞았을 때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교육을 진행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것은 민간과의 

협력 방법을 통해서 취약계층인 영유아들의 예방접종서비스 접근도를 높이 

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빠른 인도네시아의 경제 성장에 발맞춰 여러 

지역들이 지역 내의 차이를 좁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필수적인 

예방접종 이외에도 개발도상국에서도 새로운 백신을 개발하거나 도입해서 

국민들의 보편적인 건강 보장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 중이다. 특히 

섬나라와 같은 지역에서 지역 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 수준의 요인 

뿐만 아니라 지역 및 커뮤니티 등의 맥락적인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추후에는 인도네시아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체계적인 연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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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특성을 직접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질적연구 등을 통해 

조직적 차원에서 예방접종률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71 

참고 문헌 

 

Abadura, AS., Lerebo, WT., Kulkarni, Usha., & Zeleke, AM., (2015). 

Individual and community level determinants of childhood full 

immunization in Ethiopia: a multilevel analysis. BMC Public Health, 

15(972). doi: 10.1186/s12889-015-2315-z 

Abdullah, A., & Stoelwinder, J. (2007). Decentralization and health resource 

allocation: a case study at the district level in Indonesia. World health & 

population, 9(4), 5-16.  

Acharaya P., Kismul H., Mapatano MA., Hatloy A. (2018). Individual- and 

community-level determinants of child immunization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A multilevel analysis. PLoS ONE 13(8): e0202742. 

Achia, T.N.O., & Mageto, L.E. (2015). Individual and contextual deter- 

minants of adequate maternal health care services in Kenya. Women & 

Health, 55(2), 203-226. doi:10.1080/03630242.2014.979971 

Akinlo, A.E., & Sulola, A.O. (2019). Health care expenditure and infant 

mortality in sub-Saharan Africa. Journal of Policy Modeling, 41(1), 168-

178.  

Andersen, R.M. (1995). Revisiting the Behavioral Model and Access to 

Medical Care: Does it Matter?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6(1), 1-10. doi:10.2307/2137284 



 

 72 

Andersen, R.M. (2008). National health surveys and the behavioral model of 

health services use. Medical care, 46(7), 647-653.  

Anderson, E.L. (2014). Recommended solutions to the barriers to immuni- 

zation in children and adults. Missouri medicine, 111(4), 344.  

Antai, D. (2009). Inequitable childhood immunization uptake in Nigeria: a 

multilevel analysis of individual and contextual determinants. BMC 

Infectious Diseases, 9(181) 

Asfaw, M.M., Argaw, M.D., & Kefene, Z.K. (2015). Factors associated with 

exclusive breastfeeding practices in Debre Berhan District, Central 

Ethiopia: a cross sectional community based study. International 

breastfeeding journal, 10(1), 23.  

Babalola, S. (2009). Determinants of the uptake of the full dose of 

Diphtheria-Pertussis-Tetanus vaccines (DPT3) in northern Nigeria: a 

multilevel analysis. Maternal and child health journal, 13(4), 550-558.  

Babitsch, B., Gohl, D., & von Lengerke, T. (2012). Re-revisiting Andersen’s 

Behavioral Model of Health Services Use: a systematic review of studies 

from 1998-2011. Psycho-social medicine, 9, Doc11-Doc11. doi:10. 

3205/psm000089 

Babirye, J.N., Engebretsen, I.M., Makumbi, F., Fadnes, L.T., Wamani, H., 

Tylleskar, T., &Nuwaha, F. (2012). Timeliness of childhood vaccinations 



 

 73 

in Kampala Uganda: a community-based cross-sectional study. PloS one. 

7(4). e35432. 

Bbaale, E. (2013). Factors influencing childhood immunization in Uganda. 

Journal of health, population, and nutrition, 31(1), 118.  

Bos, E., & Batson, A. (2000). Using immunization coverage rates for moni- 

toring health sector performance: measurement and interpretation issues. 

Health, Nutrition and Population Working Paper Series, August. World 

Bank, Washington, D.C.  

Cashin, C. (2016). Health financing policy: the macroeconomic, fiscal, and 

public finance context. The World Bank.  

Christens, B.D., & Kirshner, B. (2011). Taking stock of youth organizing: An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 In C.A. Flanagan & B.D. Christens (Eds), 

Youth civic development: Work at the cutting edge.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134, 27-41.  

CIA. (2019). The World Factbook. Retrieved from: https://www.cia.gov/ 

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 

Coe, M., Gergen, J., Phily, C., & Ozaltin, A. (2017). Indonesia Country Brief. 

Sustainable Immunization Financing in Asia Pacific. Washington, DC: 

Thinkwell.  

Coombes, R. (2017). Europe steps up action against vaccine hesitancy as 

measles outbreaks continue, BMJ. 359: j4803.  



 

 74 

Duclos, P., J. M. Okwo-Bele, M. Gacic-Dobo, & T. (2009). Cherian. Global 

Immunization: Status, Progress, Challenges and Future. BMC Inter- 

national Health and Human Rights 9, suppl. 1: S2.   

Etana, B., & Deressa, W. (2012). Factors associated with complete 

immunization coverage in children aged 12-23 months in Ambo Woreda, 

Central Ethiopia. BMC public health, 12(1), 566.  

Haque, SE., Rahman, M., Mostofa, MG., & Zahan, MS. (2012). 

Reproductive health care utilization among young mothers in Bangladesh: 

does autonomy matter? Women’s health issues: official publication of the 

Jacobs Institute of Women’s Health 22: e171-80.  

Hwakins, L., Sriasalux, J., & Osornprasop, S. (2009). Devolution of health 

centers and hospital autonomy in Thailand: a rapid assessment.  

Ibnouf, A., Vanden, B., & Maarse, J. (2007). Factors influencing 

immunization coverage among children under five years of age in 

Khartoum State, Sudan: University of Maastricht. South African Family 

Practice. 49(8): 14.  

Indonesia declares end to deadly Papua measles outbreak. (2018). The Straits 

Times. Retrieved from: https://www.straitstimes.com/asia/se-asia/ 

indonesia-declares-end-to-deadly-papua-measles-outbreak   

Institute of Medicine. (1999). Leading health indicators for Healthy People 

2010: Final report. C.A. Chrvala and R.J. Bulger (Eds.), Committee on 



 

 75 

Leading Health Indicators for Healthy People 2010, Division of Health 

Promotion and Disease Prevention.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Institute of Medicine. (2001b). Health and behavior: The interplay of 

biological, behavioral, and societal influences.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Jongudomsuk, P., & Srisasalux. J. (2012). A decade of healthcare decentral- 

lization in Thailand: what lessons can be drawn? WHO South-East Asia 

journal of public health, 1(3), 347.  

Kidane, T., Yigzaw, A., Sahilemariam, Y., Bulto, T., Mengistu, H., Malay, T., 

et al. (2008). National EPI coverage survey report in Ethiopia, 2006. 

Ethiopian Journal Health Development. 22(2):148-57.  

Kis-Katos, K., & Sjahrir, B.S. (2017). The impact of fiscal and political 

decentralization on local public investment in Indonesia.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45(2), 344-365.  

Lakew, Y., Bekele, A., & Biadigilign, S. (2015). Factors influencing full 

immunization coverage among 12-23 months of age children in Ethiopia: 

evidence from the national geographic and health survey in 2011. BMC 

public health, 15(1), 728.  



 

 76 

Lieberman, S. S., Capuno, J. J., & Van Minh, H. (2005). Decentralizing health: 

lessons from Indonesia, the Philippines, and Vietnam. East Asia 

decentralizes: Making local government work, 155-178.  

Liu, X. (2016). Applied ordinal logistic regression using Stata: From single-

level to multilevel modeling: Sage Publications.  

Luman, ET., McCauley, MM., Shefer, A., & Chu, SY. (2003). Maternal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vaccination of young children. Pediatrics. 

111.1215. 

Maharani, A., & Tampubolon, G. (2014). Has decentralization affected child 

immunization status in Indonesia?. Global health action, 7(1), 24913.  

Maharani, A., & Kuroda, Y. (2018). Determinants of immunization status 

among 12-to 23-month-old children in Indonesia (2008-2013): A 

multilevel analysis. BMC public health. 18(1), 288.  

Mason, L., Delicour, S., Ter Kuile, F., Ouma, P., Philips-Howard, P., Were, 

F., … & Desai, M. (2015). Barriers and facilitators to antenatal and 

delivery care in western Kenya: a qualitative study. BMC pregnancy and 

childbirth, 15(1), 26.  

Mbengue, M.A.S., Sarr, M., Faye, A., Badiane, O., Camara, F.B.N., Mboup, 

S., & Dieye, T.N. (2017), Determinants of complete immunization among 

Senegalese children aged 12-23 months: evidence from the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 BMC public health, 17(1), 630.  



 

 77 

Merican, I., & bin Yon, R. (2002). Health care reform and changes: the 

Malaysian experience. Asia Pacific Journal of Public Health. 14(1). 17-

22.  

Mezmur, M., Navaneetham, K., Letamo, G., & Bariagaber, H. (2017). 

Individual, household and contextual factors associated with skilled 

delivery care in Ethiopia: Evidence from Ethiopian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s. PLOS ONE, 12(9), e0184688. doi:10.1371/jour- 

nal.pone.0184688 

Ministry of Health. (2013). Basic Health Research. Jakarta: Kementerian 

Kehehatan Republik Indonesia, 2013. 

Ministry of Health. (2018). Indonesia Health Profile 2017. Jakarta: Ministry 

of Health RI. 2018.  

Mils A. (1994). Decentralization and accountability in the health sector from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what are the choices?. Public administration 

and development, 14(3), 281-292.  

Moeloek, F. A. (1999). Health Development Plan Towards Healthy Indonesia 

2010. Jakarta: Ministry of Health.  

National Research Council. (2004). Children’s health, the nation’s wealth: 

assessing and improving child health. National Academies Press.  

National Population and Family Planning Board(BKKBN), Statistics 

Indonesia(BPS), Ministry of Health(Kemenkes), and ICF. (2018). 



 

 78 

Indonesia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 2017. Jakarta, Indonesia: 

BKKBN, BPS, Kemenkes and ICF. 

Ntenda, P.A.M., & Kazambwe, J.F. (2018). A multilevel analysis of 

overweight and obesity among non-pregnant women of reproductive age 

in Malawi: evidence from the 2015-16 Malawi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 International Health. doi:10.1093/inthealth.ihy093 

Odiit, A., & Amuge, B. (2003). Comparison of vaccination status of children 

born in health units and those born at home. East African Medical 

Journal. 80(1):3-6. 

Peckham, S., Exworthy, M., Greener, I., & Powell, M. (2005). Decentralizing 

health services: More local accountability or just more central control?. 

Public Money & Management, 25(4), 221-228.  

Pinto, R., Masaki, E., & Harimurti, P. (2016). Indonesia Health Financing 

System Assessment: Spend More, Spend Right, Spend Better. World Bank.  

Pronyk, P., Sugihantono, A., Sitohang, V., Moran, T., Kadandale, S., Muller, 

S., … & Kezaala, R. (2019). Vaccine hesitancy in Indonesia. The Lancet 

Planetary Health, 3(3), e114-e115.  

Reynolds, H.W., Wong, E.L., & Tucker, H. (2006). Adolescents’ use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services in developing countries. International 

family planning perspectives, 6-16.  



 

 79 

RISKESDAS. (2013). National Immunization Coverage Survey: Indonesia. 

Jakarta: Republic of Indonesia.  

Robinson, J, S., Burkhalter, B. R., Rasmussen, B., & Sugiono, R. (2001). 

Low-cost on-the-job peer training of nurses improved immunization 

coverage in Indonesia. Bulletin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79, 

150-158.  

Rosadi, W., Sulaeman, E.S., & Prasetya, H. (2019). Multilevel Analysis on 

Factors Affecting Measles Rubella Immunization Uptake among Toddlers 

in Pekanbaru, Indonesia. Journal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4(6), 

448-460.  

Ryman, T. K., Dietz, V., & Cairns, K.L. (2008). Too little but not too late: 

results of a literature review to improve routine immunization programs 

in developing countries. BMC Health Services Research, 8(1), 134.  

Sanou, A., Simboro, S., Kouyate, B., Dugas, M., Graham, J., & Bibeau, G. 

(2009). Assessment of factors associated with complete immunization 

coverage in children aged 12-23 months: a cross-sectional study in 

Nouna district, Burkina Faso. BMC International Health Human Right. 

9 Suppl 1:S10. doi:10.1186/1472-69-9-S1-S10 

Solanke, B.L., Amoo, E. O., & Idown, A. E. (2018). Improving postnatal 

checkups for mothers in West Africa: A multilevel analysis. Women & 

Health, 58(2), 221-245. doi:10.1080/03630242.2017.1292343 



 

 80 

Solon, G. (1999). Intergenerational mobility in the labor market. In 

Handbook of labor economics (Vol. 3, pp. 1761-1800). Elsevier.  

Statistics Indonesia. (2012). Result of Population Census 2010. Jakarta: 

Badan Pusat Statistik. 

Statistics Indoenesia (Badan Pusat Statistik-BPS), National Population and 

Family Planning Board (BKKBN), Kementerian Kesehatan (Kemenkes-

MOH), & ICF International. (2013). Indonesia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 2012. Jakarta, Indonesia: BPS, BKKBN, Kemenkes, and ICF 

International.  

Strategic Advisory Group of Experts on Immunization. (2015). 2015 

Assessment Report of the Global Vaccine Action Plan.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Steele, F., Diamond, I., & Amin, S. (1996). Contraception and religious 

practice in Bangladesh. 

Titaley, C.R., Dibley, M.J., & Roberts, C.L. (2010). Factors associated with 

underutilization of antenatal care services in Indonesia: results of 

Indonesia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 2002/2003 and 2007. BMC 

public health, 10(1), 485.  

United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015). http://www.un.org/ 

sustainabledevelopment/health/ (accessed 17 Jun 2016). 



 

 81 

United Nations Inter-agency Group for Child Mortality Estimation (UN 

IGME). (2019). Levels & Trends in Child Mortality: Report 2018.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New York. 

Ushie, B.A., Fayehun, O.A., & Ugal, D.B. (2014). Trends and patterns of 

under-5 vaccination in Nigeria, 1990-2008: what manner of progress?. 

Child: care, health and development, 40(2), 267-274.  

World Bank. (2008). Investing in Indonesia’s health: challenges and oppor- 

tunities for future public spending. Washington, DC: World Bank.  

World Bank. (2016). Indonesia Health Financing System Assessment: Spend 

More, Right and Better. World Bank: Washington, DC.  

WHO. (2013). Global Vaccine Action Plan. Geneva: WHO Press. 

WHO. (2016). Immunization coverage. Retrieved from: http://www.who.int/media 

centre/factsheets/fs378/en. 

WHO. (2017b). Vaccine-preventable diseases: monitoring system. 2017 global summary. 

Retrieved from: apps.who.int/immunization_monitoring/globalsummary/indicators.  

WHO. (2019). Global Health Observatory (GHO) data.  Retrieved from: 

https://www.who.int/gho/en/ 

WHO, UNICEF, UNFPA, World Bank Group, &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2015). Trends in maternal mortality: 1990 to 2015. World 

Health Organization. Geneva.  



 

 82 

WHO&UNICEF. (2016) Coverage estimates 2015 revision, for 194 WHO 

Member States. Retrieved from: http://www.who.int/immunization/ 

newsroom/press/who_immuniz_2015.pdf?ua=1. 

WHO&UNICEF.(2018). WHO and UNICEF estimates of national 

immunization coverage. Retrieved from: http://www.who/int/immuni- 

zation/monitoring_surveillance/data/idn.pdf  

Wiysonge CS, Uthman OA, Ndumbe PM, Hussey GD. (2012). Individual and 

Contextual Factors Associated with Low Childhood Immunization 

Coverage in Sub-Saharan Africa: A Multilevel Analysis. PLoS ONE. 7(5): 

e37905. doi: 10.1371/journal.pone.0037905.  

Zaidi, S.M.A., Khowaja, S., Kumar Dharma, V., Khan, A. J., & Chandir, S. 

(2014). Coverage, timeliness, and determinants of immunization 

completion in Pakistan: evidence from the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 (2006-07). Human vaccines & immunotherapeutics, 10(6), 

1712-1720.  

 

 

 

 

 

 



 

 83 

부  록 

12-23 개월 아동 예방접종률의 지역별 차이에 대한 추가 분석 

  

1) 서론  

본 연구는 인도네시아의 12-23개월 아동의 예방접종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으며, 연구의 종속변수는 12-

23개월 아동이 태어나서 백신 접종 스케줄에 맞게 필수 예방접종을 

다했는지 여부에 따라 구성하였다.  

인도네시아의 34개 지역(province)에서 예방접종률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이에 대한 추가적인 원인을 파악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예방접종률에 따른 보건서비스 전달체계 및 인프라 구축 등의 활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중앙집권화의 오랜 전통 때문에, 지방 정부는 경제 

계획을 수행하거나 지역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기 어려웠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장에서는 12-23개월 아동의 

예방접종률의 차이가 일어나는 원인에 대한 추가적인 생태학적(ecological) 

근거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해석과 제언 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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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그림 1. BCG 예방접종률 지도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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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그림 2. HB 예방접종률 지도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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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그림 3. DPT1 예방접종률 지도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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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그림 4. DPT3 예방접종률 지도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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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그림 5. Polio3 예방접종률 지도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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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그림 6. Measles 예방접종률 지도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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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내용 및 결과  

지도 시각화의 분석은 QGIS 3.8을 활용하여 수행하였다. BCG의 경우, 

수도에서 멀어질수록 예방접종률이 떨어졌고, 가장 높은 지역은 Jambi로 

수도가 위치한 섬이 아니었다. 수도를 기준으로 동쪽에 위치한 섬들의 예방 

접종률이 많이 낮았으며,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서비스의 

영향이 덜 미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HB의 경우, 중앙에 위치한 

섬과 바로 옆에 있는 2개의 지역을 제외하고는 낮은 분포도를 보였으며, 

분석한 6개의 백신들 중에서 가장 낮은 분포를 이루고 있었다. DPT1과 3을 

비교했을 때, 같은 백신의 종류여도 회차가 빠를수록 아동들이 예방접종이 

더 많이 되었으며, 서쪽보다는 동쪽의 예방접종률이 현저히 낮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Polio3의 경우, 중앙에서 멀어질수록 예방접종률이 낮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리적인 접근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 

라고 생각한다. 홍역과 같은 경우도 다른 백신들과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며, 

BCG와 같이 수도와 이웃해 있는 섬에서 가장 높은 예방접종률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34개의 지역(province)의 백신종류별 접종률은 중앙에서부터 

지리적인 거리가 멀어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인도네시아의 중앙 정부가 백신을 조달하여 보급하지만, 지역(province)과 

자치구(district) 수준 의 정부는 공공 보건 시설과 서비스의 운영을 

관리한다. 하위국가 수준의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은 보건부나 

재정부에 보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감시가 어렵고, 예방접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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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관리능력은 지역(province)에 따라 차이가 있다. 혼합되어 있는 보건 

시스템들과 같이 인도네시아의 예방 접종 프로그램의 자금 조달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모든 이해당사자들 에게 전달할 필요성이 두드러진다.  

 

3) 제언  

    지역은 예산 관리, 프로그램 모니터링, 평가와 전체 시설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 시스템을 탐색할 수 있는 다양한 수준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예방접종의 데이터에 대한 민간 부문 확대 프로그램(private sector 

Expanded Programme on Immunization)을 통합함으로써 예방접종에 대한 

지역에서 중앙으로의 보도는 강화될 수 있다.  

    예방접종 전달 체계와 관련된 전략을 강조하며 예방접종률이 낮은 

지역에 현지 역량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통해 예방접종률을 개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의 예방접종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의 보건소 

에 대한 투자를 통해 예방접종 적용 범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Maharani et al., 2014). 숙련된 의료종사자들에 의한 동료 훈련의 활용은 

예방접종률이 저조한 지역에서 도움이 되었다(Robinson et al., 2001). 

예방접종을 높이기 위한 여러 전략들은 다른 환경에서 성공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에 대한 예방접종, 예방접종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한 

정보 전달, 현장에서의 관행 변화, 그리고 혁신적인 관리를 사용하는 것이 

있다(Ryman et al., 2008). 또한 보건소에서의 직원의 높은 이직률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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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적 맥락에 따라 맞춤형으로 이루어진 보건교육을 통해 취약한 

모집단군 사이의 예방접종의 범위를 늘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적시에 백신 접종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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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방접종 관련 인도네시아 법적 근거 

 

(1) 1945 년 인도네시아 헌법 (The 1945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28 조 H 항 (Article 28H)  

(1) 모든 사람은 신체적, 정신적 번영 속에서 살 권리, 가정을 가지며 

건강하고 좋은 환경을 누릴 권리,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져야 

한다.  

(Every person shall have the right to live in physical and spiritual 

prosperity, to have a home and to enjoy a good and healthy environment, 

and shall have the right to obtain medical care.)  

 

(2) 어린이 보호 관련 법 (Law No. 35/2014 on Child Protection)  

3 조 (Article 3)  

어린이 보호는 인간 존엄성에 맞추어 아이들의 생활, 성장, 발전, 

참여를 최적으로 보장하고, 폭력과 차별로부터 보호받으며, 고귀한 

도덕과 웰빙을 가지고, 인도네시아의 아이들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Child’s protection is aimed to guarantee the fulfillment of child’s rights 

to live, grow, develop and participate optimally in line with dignity of 

humanity, and acquire protection from violence and discrimination, for 

realization of quality Indonesian children who have noble morals and are 

well-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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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건 관련 법 (Law No. 36/2009 on Health)  

   (1) 건강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의미하며, 어떤 사람이든 사회, 경제적으로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다. 

(Health is a health condition, physically, mentally, spiritually and socially 

so that enabling any person to live a productive life socially and 

economically.)  

   (2) 건강 관련 자원은 정부, 지방 정부 또는 국민이 수행한 노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의료 시설 및 기술 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기금, 전력, 공급 및 장비를 의미한다.  

(Resources of health refers to any kind of fund, power, health supply, 

pharmacy supply and health equipment’s as well as health service 

facilities and technology used to maintain health efforts made by the 

Government, local government, and/or the people.)  

 

(4) 지방 정부 관련 법 (Law No. 23/2014 on Local Government)  

   (1) 제 34 조 (3)항에 언급된 지역적 역량의 기본 요건들은 다음과 같은 

정보들에 기초한다. a. 지리, b. 인구학적 정보, c. 안전, d. 사회 정치, 

관습, 전통, e. 경제적인 잠재력, f. 지역 재정 g. 거버넌스 능력  

(The basic requirements Regional capacity referred to in Article 34 

paragraph (3) is based on the parameters: a. geography; b. demograp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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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security; d. social politics, customs, and traditions; e. economic 

potential; f. regional finance g. governance capabilities.)  

   (8) 제 34 조 (1)항 g 호에 포함되는 거버넌스 능력은 다음과 같다. a. 

기본 교육 서비스의 접근성; b. 기본 보건 서비스의 접근성; c. 기본 

인프라의 접근성; d. 지역의 공무원 국가 기구의 수; e. 공간 계획 초안 

및 지역 준비 제도  

(Parameter governance capabilities as referred to in paragraph (1) letter 

g includes: a. accessibility of basic education services; b. accessibility of 

basic health services; c. accessibility of basic services infrastructure; d. 

number of civil servants state apparatus in the parent regions; and e. draft 

spatial plan, the Regional Preparatory.) 



 

 96 

부록 표 1. 지역별 보건부문 연간 지출액 

지역별 보건부문 연간 지출액  

(Health expenditure per 

province) 

(unit: million 

rupiah) 

Aceh 200 

North Sumatera 100 

West Sumatera 120 

Riau 190 

Jambi  130 

South Sumatera 110 

Bengkulu 105 

Lampung 90 

Bangka Balitung 50 

Riau Islands 60 

Jakarta 300 

West Java 95 

Central Java 450 

Yogyakarta  85 

East Java 600 

Banten 65 

Bali 102 

West Nusa Tenggara 70 

East Nusa Tenggara 115 

West Kalimantan 112 

Central Kalimantan 108 

South Kalimantan 185 

East Kalimantan 320 

North Kalimantan 126 

North Sulawesi 78 

Central Sulawesi 220 

South Sulawesi 88 

Southeast Sulawesi 74 

Gorontalo 55 

West Sulawesi 10 

Maluku 68 

North Maluku 49 

West Papua 56 

Papua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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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ultilevel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Child Immunization in 

12 to 23 months old Children in Indonesia 

 

U Jin Cho 

Department of Health Care Management and Polic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Background: Child deaths still have many challenges to solve. Most 

child deaths are preventable, and immunization can help to reduce it. 

This was improved by GAVI’s vaccine support, but it still shows 

unequal distribution around the world. In many low- and middle-

income countries, vaccination related studies have identified factors 

at the individual level, but in countries with different regional distri-

butions, multilevel analysis has been insufficient. The multilevel 

analysis allows us to look at both the individual and the higher level 

impact by considering the analytical model. Due to the hierarchical 

characteristics of the DHS data, the factors affecting the vaccination 

rate were identified as factors at the individual and provincial levels. 

Indonesia, study setting of this research, is Southeast Asia’s largest 

island country and one of the world’s fourth largest populations. The 

neonatal mortality rate was 12.7 per 1,000 births, the infant mort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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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e was 21.1 and the mortality rate for children under the age of 5 

was 25 and the vaccination rate was 61% as of 2018.  

 

Methods: This study identified the factors affecting immunization 

rates in Indonesian children 12 to 23 months through multilevel 

analysis. Data for analysis were used by the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DHS) for 2017 of children’s recode(KR), the Ministry of 

Finance(Sistem Informasi Keuangan Daerah) data for 2017 and the 

Indonesian National Village Population Survey(Statistik Potensi Desa 

Indonesia). The outcome variables are categorical consisting of three 

levels- ‘fully vaccinated’, ‘partially vaccinated’ and ‘non-vaccinated’  

defined by the Indonesian Ministry of Health as basic immuni- 

zation(BCG, DPT1/2/3, HB0/1/2/3, OPV0/1/2/3). The framework for 

this study was based on the Anderson’s behavioral model with a total 

of 4,495 people. Multilevel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was 

performed in analyzing the factors on affecting immunization rates in 

Indonesian children.    

 

Results: Findings of this study, the immunization rate for Indonesian 

children was 29%(fully vaccinated), 59%(partially vaccinated), and 

12%(non-vaccinated). Three models(model 1(null model), model 

2(individual level model), model 3(individual and provincial level 

model)) were used to perform multilevel analyses, and model 3 

including factors at both the individual and provincial levels found to 

be best suited. Finally, the factors affecting immunization were birth 

order, women’s age, antenatal care history, place of delivery, 

postnatal care history, health expenditure per province, number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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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health center per 1,000 population, provincial poverty level, 

and difficulty in accessing health facilities.  

 

Conclusion: In Indonesia, there were deviations and imbalances in 

vaccination rates by region, and it seems necessary to establish 

strategies and policies that fit the context of the provinces to reduce 

differences. This study shows that it has identified the need for 

multilevel analyses and their impact on the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immunization in Indonesia, considering regional differences.  

 

Keywords: Immunization, Child health, DHS, Indonesia, Southeast 

Asia, Multilevel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Student Number: 2018-26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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