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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study was done to investigate factors in mothers related to their intention to get additional
vaccination for their children aged 4~6 years. Methods: A descriptive correlational study was conducted. The
participants were 858 mothers conveniently selected from a public health center in Seoul. Data were collected
using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correlation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were used for data analysis. Results: The mothers got a high of 2.08 marks on intention to get
additional vaccination. The intention was positively correlated to attitude, perceived benefits, self-efficacy and
negatively to perceived barriers, parenting stress. The most significant variables was attitude, perceived benefits,
self-efficacy and those three variables explained 42.7% of mother's intention for additional vaccination.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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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추가접종 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서

론

자신이 아닌 부모에 의해 수행되는 중요한 부모역할이기도
하다. Ajzen(1991)은 행위의 직접적인 결정인자로 행위의 의

연구의 필요성

도를 제시하였으며, 의도를 결정하는 요인 중 행위에 대한 태
도 및 자기효능감을 주요 변수로 설명하였다. 또한 건강증진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영유아 예방접종률은 지속적인 감

행위를 설명한 여러 선행연구에서도 행위를 설명하는 주요

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질병관리본부(Korea Centers for

변수로 행위에 대한 태도(Bryan, Kagee, & Broaddus, 2006;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KCDC, 2005)에 의하면 우리

Strating, van Schuur, & Suurmeijer, 2006) 및 자기효능감

나라는 2000년 이후 매년 전년대비 접종률이 지속적으로 감

(Bryan et al., 2006; Rhodes & Hergenrather, 2003; Rye,

소하는 추세를 나타내었다. DTaP의 경우 전년대비 2000년

Fisher, & Fisher, 2001: Strating et al., 2006)이 높은 설명력을

-5.7%, 2001년 -7.7%, 2002년 -9.3%, 2003년 -4.3%, 2004년

갖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Rodes & Hergenrather

-1.2%, 2005년 -3.3%였으며, TOPV 역시 전년대비 접종률이

(2003)는 건강신념모형의 유익성과 장애성 그리고 자기효능감

감소하였다. 특히 예방접종 실태를 보고한 연구에서는 추가접

이 A형 간염 접종행위를 설명하는데 매우 유용한 변수임을

종률, 적기접종률, 완전접종률이 낮았다는 일치된 결과를 보

보고하였고, Cheater(2006)는 접종의 유익성과 장애성을 지각

여주고 있다(Choung, 2001; Jin, 2006; Lee, 2004). 또한 동작

하는 정도가 MMR 예방접종에 대한 어머니의 의사결정에 영

구 보건소(Dongjak-Gu PHC, 2006)의 보고에서도 추가접종률

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이 2005년 DTaP 26% MMR 15.3%, 2006년 DTaP 22.9%

이와 더불어 추가접종이 부모역할의 일면이라는 관점에서

MMR 50.9%로 조사되어 전년에 비해 MMR의 추가접종률이

(Kwon, Bang, Kim, & Ahn, 2006) 양육스트레스는 이에 영향

일시적으로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접종률을 90%이상 유지시

을 주는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Lee & Kwon, 2006; Nam

킬 때 군집면역이 지속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Hong, Go, &

& Yang, 2005).

Kim, 1997)는 점에서 추가접종률 감소는 매우 심각한 실정에
있다.
추가접종은 기초접종 후 얻어진 방어면역을 장기간 유지하

추가접종에 대한 국내외 연구는 대부분 영유아 예방접종
관련요인에서 함께 다루어지고 있으며 추가접종만을 주제로
한 연구는 거의 없다(Cheater, 2006; Jin, 2006; Kim, 2004;

기 위해 일정기간 후 재차 시행하는 접종(KCDC, 2007)으로

Kim, 2006; Lee, 2004; Son, 2004). 또한, 이들 연구는 대부분

특히 외독소에 의한 감염병은 자연감염에서 회복되어도 면역

관련요인으로 물리적, 재정적 요인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어

획득이 이루어지지 않아 추가접종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위에서 언급한 어머니의 심리사회적 변수들에 대한 고려가

되고 있다(Hong et al., 1997).

없었다.

예방접종 및 추가접종의 감소는 아직도 주기적인 전염병의

이에 본 연구는 추가접종 의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어머니

유행을 발생시키고 있다. 2000~2001년 홍역 대유행 이후에도

의 심리사회적 변인을 통해 자녀의 추가접종 관련요인을 규

추가접종률은 40% 수준에 머물렀고, 2007년 4월 소아전염병

명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추가접종에 대한 어머니 역할의 중

표본 감시체계를 통하여 보고된 유행성 이하선염 환자는 총

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진되어 궁극적으로 영유아의 질병예방

16명으로, 미접종자 8명, 1회 접종자 7명, 2회 접종자 1명으로

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조사되었다(KCDC, 2007). 뿐만 아니라, 올해 현재까지 발생한
홍역환자 10명 모두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영유아들로 확인

연구 목적

된 바 있다(JoongAngDaily, 2007). 가까운 일본에서도 최근 홍
역의 유행으로 초중고는 물론 대학까지 휴교를 하는 사태까

본 연구의 목적은 학령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추가접종

지 이르렀고, 일본 언론은 MMR 백신이 자폐증을 일으킬 수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백신 접종이 급격히 감소한 것이 홍

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역 감염자 급증의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 대상자의 추가접종의도 정도와 관련변인 지각 정도를 파악

(Yonhapnews, 2007). 이에 정부에서는 홍역 적기접종률 향상

한다.

을 위한 예방접종 정책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 대상자의 추가접종의도와 관련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본다.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추가접종 행위를 증진시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추가접종 의도와의 차이를 파

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관련요인이 무엇인지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악한다.
• 대상자의 추가접종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한다.

추가접종은 중요한 건강증진 행위이며, 행위의 주체가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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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금 순 외

연구 방법

“좋다-나쁘다”, “이롭다-해롭다”, “필요하다-불필요하다”, “유용

연구 설계

바람직하지 않다”, “가치있다-가치없다”, “현명하다-어리석다”

하다-유용하지 않다”, “중요하다-중요하지 않다”, “바람직하다의 문항과 평가적 차원의 ‘매우-대체로-약간-보통-약간-대체로본 연구는 학령전기 아동의 추가접종 증진을 위해 어머니

매우’로 구성되었다.

의 추가접종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규명을 통해 아동의

이 도구는 각 형용사의 짝 사이에 최고 +3점에서 최저 -3

추가접종 행위를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한 상황관련이론 수준

점까지 점수를 배정하였고, 각 문항의 배정은 고정반응을 줄

의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이기 위해 두 개의 문항을 역순으로 배열하였다. 점수는 8문
항을 합산하여 평균치로 하며, 최고 +3점에서 최저 -3점까지

연구 대상

의 범위가 가능하다. 점수가 높을수록 예방접종에 대한 태도
는 긍정적인 것임을 의미한다. 아동간호학 교수 1인과 예방접

서울시 두 개구를 임의로 선정하여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 만 4세~6세 자녀를 둔 어머니 중 의사소통이 가능

종 담당 간호사 3인의 타당도 검증을 통해 문항을 수정보완
하였으며,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90이었다.

하며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900명을 편의
표집하였다.

지각된 유익성
추가접종에 대한 지각된 유익성은 어머니가 자녀의 추가접

연구 도구

종 행위의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이득으로, 본 연
구에서는 문헌고찰과 선행연구를 토대로 한 5문항으로 구성

추가접종 의도

되었다.

추가접종 의도는 Ajzen & Madden(1986)이 계획된 행위이론

각 문항은 “추가접종은 내 아이의 건강을 보호하는 방법 중

(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검증을 위해 실시한 질문지

하나다”, “추가접종을 통해 내 아이는 전염성 세균에 대한 면

작성방법을 근거로 추가접종 행위 개념에 맞추어 본 연구 대

역이 생기게 된다” 등 대상자들이 지각하는 건강증진을 측정

상자들에게 적합하게 수정, 보완한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질문에 대한 응답은 ‘매우 그렇

각 문항은 “나는 내 자녀에게 항상 추가접종을 시킬 생각이

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

다”, “나는 내 자녀에게 추가접종 시키는 것을 건강관리의 중

로 측정하였다. 유익성 점수는 5문항의 평균값으로 1에서 5점

요한 항목으로 삼고 있다”, “나는 내 자녀의 정확한 추가접종

의 범위를 갖는다.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추가접종을 유

일(日)을 지켜 추가접종을 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로 어

익하다고 지각하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아동간호학 교수

머니가 자녀의 추가접종 행위를 자발적으로 열심히 그리고

1인과 예방접종 담당 간호사 3인의 타당도 검증을 통해 문항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려는지에 대한 의사정도가 측정되

을 수정보완 하였으며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73

었다. 질문의 응답은 매우 그렇다(+3)에서 매우 그렇지 않다

이었다.

(-3)까지 7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를 주었다.
의도 측정치는 3문항 점수의 평균치로 최고 +3점에서 최저

지각된 장애성

-3점까지 가능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예방접종 의도가 높음을

지각된 장애성은 어머니가 자녀의 추가접종 행위를 수행하

의미한다. 아동간호학 교수 1인과 예방접종 담당 간호사 3인

는데 지각된 어려움의 정도로,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과 선

의 타당도 검증을 통해 문항을 수정보완 하였으며, 본 도구의

행연구를 토대로 한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87이었다.

각 문항은 대상자들이 지각하는 접종의 안정성과 접종의
윤리성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질문에 대한 응답

추가접종 태도
추가접종에 대한 태도는 Ajzen & Madden(1986)이 TPB검증

은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장애성 점수는 5문항의 평균값으

을 위해 실시한 질문지 작성방법을 근거로 추가접종 행위 개

로 1에서 5점의 범위를 갖는다. 점수가 높을수록 추가접종에

념에 맞추어 본 연구 대상자들에게 적합하게 수정, 보완한 8

대한 어머니의 지각된 장애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아동간호학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교수 1인과 예방접종 담당 간호사 3인의 타당도 검증을 통해

이 문항은 “내 자녀에게 추가접종을 시키는 것은?”으로, 의
미분별척도(semantic differential scale)로 측정되었다.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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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을 수정보완 하였으며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접종의 안정성 .78 접종의 윤리성 .88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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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와 관련변인간의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분석을 실시하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 척도(SES)는 어머니 자신의 능력에 대한 전반적

였다.

인 신뢰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Sherer, Maddox,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추가접종의도와의 차이는 독

Mercamdante, Prentice-Dunn, Jacobs & Rogers(1982)에 의해

립표본 t 검정, 일원배치 분산분석으로 검증하였다. 사후검

개발되었다. 총 30문항으로 7개의 충전문항 그리고 두 개의

증방법으로 tukey method를 사용하였다.

하위척도인 일반적인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자기효능감으로 구
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채점되지 않는 충전문항 7개를 제외

• 추가접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단계
적 중회귀분석을 하였다.

하고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여 총
23문항으로 수정하였다. 측정은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연구 결과

그렇지 않다’ +1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최고 115점에서
최저 23점의 범위를 갖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자기
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일반적 특성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89이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자녀 성별은 남아가 48.1%, 여아가 51.9%로 여아

양육 스트레스

의 비율이 약간 높았고, 자녀 연령은 만 4-5세가 대부분을 차

양육스트레스 도구(PSI/SF)는 Abidin(1990)이 개발한 부모용

지하였으며 만 6세의 비율이 적었다. 자녀의 출생 시 체중은

자가보고식 척도이다. 총 20문항이며, 3가지 하위척도로 구성

대부분이 정상체중이었으며, 2.5kg 이하인 저체중아가 5.9%,

되는데 부모영역, 부모-자녀관계영역, 자녀양육영역으로 구분

4.0kg 이상인 과체중아가 5%로 나타났다. 자녀의 제태기간도

한다. 부모영역은 5문항으로 부모 개인의 적응상의 문제를 측

대부분이 정상분만이었으나, 37주 미만 미숙아도 12.5%를 차

정하는 것이며, 부모-자녀관계영역은 9문항으로 자녀에게 실

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수는 2명이 64.9%로 과반수

망하거나 거부당하고 있다고 느낌으로써 자녀와의 상호작용이
부모의 생활에 부정적인 요소로 지각되는 정도를 나타내며,
자녀양육영역은 6문항으로 부모가 다루기 힘든 행동상의 문
제를 자녀가 어느 정도 지녔는가를 측정하는 것이다. 응답은
5점 리커트 척도로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20점에서 100점까
지이다. 점수는 부정문항을 역으로 채점한 후 20문항의 총점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ariable
Child's gender
Child's age

으로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양육으로 인한 어머니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Weight at birth

Cronbach's alpha .80이었다.
Intra uterine period

자료 수집
Number of child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06년 6월부터 9월까지 약 3
개월로, 자료수집 방법은 자가보고식 설문지로 직접 응답하게
하였다. 먼저 대상자에게 본 조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참

Child's birth order

여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다. 동의한 대상자들에게 설문지 작
성법에 대해 설명을 한 후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다. 설문작성

Mother's level of education

에 소요된 시간은 약 20~30분으로 수거된 총 900부 중 응답
이 불충분한 42부를 제외한 858부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Mother's job

자료 분석
•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을 사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관련변인 정도는 기술통계로 서술하였고, 추가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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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income
(million won/month)

Category
Male
Female
4 years
5 years
6 years
≤2.5kg
2.6kg ~ 3.9kg
≥4.0kg
≤37week
38~42week
≥43week
One
Two
Three of more
First
Second
Third or more
Middle school
High school
University
Above university
Have
None
Below 1
1 to below 3
3 to below 5
Above 5

(N=858)
N(%)
413(48.1)
445(51.9)
346(40.3)
344(40.1)
168(19.6)
51( 6.0)
752(88.9)
43( 5.1)
107(12.5)
734(85.5)
17( 2.0)
189(22.0)
557(64.9)
112(13.1)
466(54.3)
320(37.3)
72( 8.4)
7( 0.8)
324(37.8)
481(56.1)
46( 5.3)
516(60.1)
342(39.9)
48( 5.6)
424(49.4)
292(34.0)
94(11.0)

481

김 금 순 외

이상 이었고, 자녀 순위는 첫째가 54.3%로 가장 많았다. 어머

추가접종의도와 관련변인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다.

니 학력은 대졸이 56.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어

추가접종 의도는 태도, 지각된 유익성, 자기효능감과 정적 상

머니 직업이 있는 경우가 60.1%로 없는 경우보다 많았고, 가

관을, 지각된 장애성, 양육스트레스와 부적 상관을 가지는 것

족 수입은 300만원 미만이 49.4%로 가장 많았다.

으로 나타났다.
추가접종의도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것은 추가접종

추가접종 의도와 관련변인 지각 정도

에 대한 태도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의도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r= .629, p= .000). 다음은 지각된 유익성으로 추

대상자의 추가접종의도와 추가접종태도, 지각된 유익성, 지

가접종을 유익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지각할수록 의도가 높은

각된 장애성, 자기효능감, 양육스트레스 정도는 <Table 2>와

것으로 나타났다(r= .458, p= .000). 장애성과 양육스트레스를

같다.

높게 지각할수록 의도가 낮았으며(r= .458, p= .000, r= .095,

추가접종 의도는 평균 2.08점으로 높은 추가접종의도를 가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접종에 대한 태도는 평균

p= .000),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의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r= .162, p= .000).

2.05점으로 추가접종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추가접종의 유익성에 대해서는 평균평점 3.79점,

일반적 특성에 따른 추가접종의도

장애성은 평균평점 3.04점으로 중간보다 높은 정도로 지각하
였고 장애성보다 유익성에 대해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자기
효능감은 평균 81.17점으로 중간정도의 자기효능감을 가지고

<Table 4> Differences of intention for additional
vaccination by the general characteristics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영역별로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평균평

Variable

Category

점 3.59점,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3.33점으로 나타났다. 양육스

Child's gender

Male
Female
4 years
5 years
6 years
≤2.5kg
2.6kg ~ 3.9kg
≥4.0kg
≤37week
a
38~42week
b
≥43week
a
One
a
Two
b
Three or more
First
Second
Third or more
Middle school
High school
University
Above university
Have
None
Below 1
1 to below 3
3 to below 5
Above 5

트레스는 평균 51.57점으로 중간보다 낮은 정도의 양육스트레
스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영역별로는 부모영역이 평균평

Child's age

점 2.93점, 부모자녀관계영역이 2.40점, 자녀영역이 2.55점으로
부모영역에서 스트레스 점수가 가장 높았다.

Weight at birth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intention for additional
vaccination and its related variables (N=858)

Intra uterine period

Variable
M(SD)
Range
Intention for additional vaccination
2.08( .86) -2.0 - 3.0
Attitude to additional vaccination
2.05( .84) -1.5 - 3.0
Perceived benefits of additional
3.79( .44) 1.6 - 5.0
vaccination
Perceived barriers of additional
3.04( .59) 1.0 - 5.0
vaccination
Self-efficacy
81.17(10.40) 49 - 115
General self-efficacy
3.59( .48) 1.9 - 5.0
Social self-efficacy
3.33( .52) 1.1 - 5.0
Parenting stress
51.57( 7.99) 28 - 78
Parent domain
2.93( .49) 1.4 - 4.4
Parent child relational domain 2.40( .47) 1.0 - 3.6
Child domain
2.55( .67) 1.0 - 4.8

Number of child

Child's birth order

Mother's level of
education

Mother's job
Family income
(million won/month)

추가접종의도와 관련변인 간 상관관계

M(SE)

t or F(p)
Tukey
1.081(.280)

2.12(.04)
2.05(.04)
2.07(.04)
.319(.727)
2.11(.04)
2.05(.07)
1.98(.12) 1.384(.251)
2.08(.03)
2.27(.09)
1.98(.10) 3.029(.049)
2.11(.03)
a>b
1.66(.22)
2.13(.06) 3.028(.049)
2.11(.03)
a>b
1.90(.08)
2.13(.04) 2.332(.098)
2.06(.04)
1.90(.10)
2.14(.19) 1.493(.215)
2.08(.04)
2.11(.03)
1.83(.15)
2.05(.04) -1.233(.218)
2.13(.04)
2.06(.11)
.016(.997)
2.09(.04)
2.08(.05)
2.09(.07)

<Table 3> Correlation between intention for additional vaccination and the related variables
Intention for additional
vaccination

482

Perceived benefits Perceived barriers
.458
-.245
(.000)
(.000)

Attitude
.629
(.000)

Self-efficacy
.162
(.000)

Parenting stress
-.095
(.000)

아동간호학회지 13(4), 2007년 10월

학령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추가접종 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추가접종 의도는 <Table 4>와 같다. 추

방접종 이행과 의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Choi

가접종 의도는 제태기간과 자녀수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

(2004)의 연구와 불일치하며, Choi(2004)의 연구에서는 건강신

로 나타났다. 제태기간이 38주에서 42주로 정상분만한 경우가

념 요인 중 질병의 민감성과 심각성이 접종의 이행과 의도에

43주이상인 과숙아로 분만한 경우보다 추가접종의도가 높았다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그러나 A형 간염예방접종 행위를

(F=3.029, p= .049). 자녀수가 하나 또는 둘인 경우가 셋 이상

설명한 Rhodes & Hergenrather(2003)와 MMR 백신의 위험과

인 경우보다 추가접종의도가 높았다(F=3.028, p= .049).

유익에 대해 보고한 McGreevy(2005)는 접종에 대한 지각된
유익성이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준다고 기술하여 본 연구

추가접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또한 지각된 장애성이 추
가접종 의도와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나 영향요인에서 배제된

추가접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태도,

것은 백신의 부작용이나 접종의 윤리성 문제가 부각되고 있

유익성, 장애성, 자기효능감, 양육스트레스을 투입하여 단계적

으나 아직 다른 관련 변수에 비해 큰 영향요인으로 작용하지

중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Table 5>. 이 중 태도가 전체변량의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이를 통해 유익성 지각정도를 증

39.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추가접종의도에 가장 영향

가시키는 것이 접종의도 증가에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

을 미치는 요인임이 확인되었고, 그 외 지각된 유익성과 자기

된다. Choung(2001) 역시 예방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모

효능감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다. 이들 요인이 추

들의 백신접종에 대한 인식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논

가접종의도를 설명하는 정도는 42.7%였다.

하였다. 한편, MMR 적기 예방접종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을
조사한 Son(2004)의 연구에서는 예방접종에 대한 전반적인 인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n intention for additional
vaccination
Variables
β(SE)
t(p)
R2
Attitude to additional .541(.031) 17.472(.000)
vaccination
Perceived benefits of .356(.058) 6.095(.000) .427
additional vaccination
Self-efficacy
.006(.002) 2.712(.000)

F(p)

식은 94%가 긍정적인 입장이었으나 66.2%에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조사되었고, 2차 MMR 예
방접종을 받는 이유로 예방접종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인식
보다 초등학교 입학 시 예방접종 증명서가 필요하기 때문으

212.088
(.000)

로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인식은 적기접종률을 저하시키고
궁극적으로 추가접종률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생
각된다. 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는 Dawson(2005)이 MMR 예방
접종에 대한 위험 지각과 공공의료정책의 윤리성을 지적하였

논

의

는데, 매스미디어에 의해 MMR에 대한 부작용이 보도되면서
접종률이 현저히 저하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MMR에 대한 부

본 연구에서 추가접종의도에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는 변

모들의 지각된 위험성이 접종의 직접적인 장애요인이 됨을

수가 추가접종에 대한 태도로 나타난 것은 행위에 대한 의도

주장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Lim(1997)과 Han(2003)이 예방접

의 선행요인이 태도라는 관점에서 Strating et al.(2006)과

종의 윤리적 문제점을 지적하였는데 이것은 예방접종을 저하

Bryan et al.(2006)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류마티스 관

시키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접종에 대한 장

절염 환자의 자기관리행위를 연구한 Strating et al.(2006)은 구

애성을 낮추고 유익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Lim(1997)이

조방정식 모델을 통해 태도는 의도를 7.3% 설명하는 유의한

주장한 바와 같이 새로운 백신의 개발과 접종방법의 전환을

변수로 보고하였고, 남아프리카 청소년을 대상으로 콘돔사용

모색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행위를 연구한 Bryan et al.(2006)의 연구에서도 콘돔 사용에

접종의 유익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Han(2003)은 예방접종

대한 태도는 콘돔사용 의도를 1.7% 정도 설명한다고 보고하

과 관련된 위해도 의사소통 효과분석을 통해 예방접종 대상

였다. 두 연구 모두 행위에 대해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태도를

자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기 위한 중재방법임을 검증하였다.

갖는 것이 행위의 의도를 강하게 하여 행위를 이끌 수 있다

위해도 의사소통은 예방접종의 필요성, 집단이상반응에 대한

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결과와도 일치한

의학적 견해, 백신 부작용과 이상반응에 대한 차이점, 백신의

다고 볼 수 있다.

안정성 등의 내용으로 하며 의사소통 직후 뿐 아니라 의사소

지각된 유익성은 전체 변량의 2.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

통 7개월 후에도 접종에 대한 인식이 높았다고 보고하여 추

타나 태도 다음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

가접종과 같은 장기적 관점에서도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다. 이것은 건강신념 요인이 행위의 영향요인이라는 관점에서

이는 과거 Kim, Wie, Kim, Shin과 Lee(1995)의 연구에서 지

문헌들을 비교해 보면, 지각된 유익성이 노인의 B형 간염 예

적한 바와 같이 의료진이 아이의 건강상태와 발달정도를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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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히 확인하고 부모와 적절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하

인으로 추측되고 있다(Yonhapnews, 2007).

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이

예방접종률의 저하와 더불어 추가접종률 역시 지속적인 감

것은 현장에 근무하는 간호사에게 다시 한 번 강조되어야 하

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추가접종은 기초접종이 끝나고 자녀가

며 관련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반드시 포함되어

만 4~6세가 되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 접종하게 되

야 할 내용일 것이다.

므로 추가접종에 대한 관련요인을 새롭게 조명해 보는 것은

자기효능감은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다는 능력에 대

의미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학령전기 아동 어머니의 심

한 자신감으로 본 연구에서 추가접종 행위 의도에 영향을 미

리사회적 변인들을 중심으로 자녀의 추가접종의도에 영향을

치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것은 자기효능감이 건강행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 이를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결

변화에 긍정적인 변수로 일관되게 예측되었던 선행연구들과

과를 통해 추가접종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갖게 하고 추가접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Bryan et al., 2006; Rhodes &

종의 유익성과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이 증가되도록 격려하고

Hergenrather, 2003; Strating et al., 2006). 강한 자기효능감은

지지할 때 추가접종의도를 증진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추가접종이라는 행위에 직면한 어머니들에게 추가접종을 매우

추가접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추가접종에 대한 태

용이하게 지각하도록 용기를 북돋아주어 자신있게 대처하는데

도와 지각된 유익성 그리고 자기효능감으로 이들 요인이 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가접종의도를 설명하는 정도는 42.7%로 나타나, 과거 낮은 접

그 외 양육 스트레스가 추가접종 의도와 부적상관이 있는

종률의 원인을 물리적 재정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 관점에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수와 제태기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벗어나 어머니의 심리사회적 변인들을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있었다. Cheater(2006)는 MMR 접종에 대한 어머니의 의사결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반적 특성에서 제태기간이 43주

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출생 시 체중, 제태기간, 분만형

이상인 경우와 자녀수가 셋 이상인 경우 추가접종의도가 낮

태, 경제상태 등으로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를 부분적으로 지

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접종을 하는 병의원 및 보건소에서

지하고 있다. 따라서 간호사는 위의 결과를 종합하여 추가접

추가접종의도가 낮은 군을 따로 관리하여 대상이 되는 어머

종의도가 낮은 군을 구분하고 관리한다면 접종률을 증가시키

니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추가접종 대상이 되는 아동 어머니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구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추가접종 의도의 영향요인으로 추가접

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며, 예

종에 대한 태도, 지각된 유익성, 자기효능감이 주요 변인임을

방접종의 현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실무자 및 책임자들을 위한

확인하였고, 따라서 추가접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

교육에 적절히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고 유익성과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 방법들을 통해 추가접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첫째, 추가접종행위를 측정하여 관

종 행위를 증진시킬 수 있고 궁극적으로 접종률을 상승시켜

련요인을 규명할 것과 둘째, 다른 집단을 대상으로 반복 연구

전염병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간호학적으로 간호실

및 기타 관련 변인들에 대한 탐색을 확장할 것을 제언한다.

무 및 교육측면에서 학령전기 아동의 추가접종에서 어머니
역할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장려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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