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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독감은 전세계적으로 매년 발생하는 호흡기질병의 일종으로서 

독감을 유발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종종 소변이를 일으켜 일

부 지역에서 소규모의 독감 유행을 유발하기도 하나 가끔 대변이를 

유발하여 전세계적인 대유행을 일으키기도 한다. 2009년에는 독감

의 대변이로 인해 국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감염된 대유행이 있었

다[1]. 대유행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매년 독감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질병관리본부에서는 2000년 ‘전염병예방법’에 독감을 제3군 감염병

으로 지정하고 매년 발생 추이 파악을 위해 국가감시체계를 운영하

고 있다[2]. 2014년 감시체계 자료에 의하면,  2013년 12월 22일부터 

28일까지 52주차에 유행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하였고, 2월 중순에 

최고 정점에 이르렀으며, 2014년 4월까지 총 14주간 독감 유행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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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2]. 이처럼 국내에서도 매년 독감이 유행하고 있으며, 독감 전

파 예방을 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감염된 사람과의 대화나 기침 시

에 발생하는 비말에 의해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며, 질병의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권고되나 이 중 예방접종은 독감의 

발생과 전파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3].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의료종사자나 감염 고위험군을 우선접종권

장대상자로 분류하여 매년 이들의 접종을 권장하고 있으며, 대한감

염학회에서는 50세 이상을 예방접종 권고등급 1, 19세에서 49세의 

성인을 예방접종 권고등급 3으로 분류하여 매년 예방접종을 권고

하고 있다[3,4]. 독감 예방접종률은 조사 시기와 대상에 따라 차이

를 보이지만 일부 국내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6년 독감 

유행 절기동안 우선접종 대상자인 소아는 49%, 65세 이상 노인의 접

종률은 80%로 높았으나 전체 성인의 접종률은 33%로 낮았다[5]. 

최근까지 국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독감 예방접종은 세계보건기

구에서 백신개발을 위해 매년 유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주를 북반구와 남반구로 분리하여 예측하면 이를 근거로 

매년 생산된 인플루엔자 A형 바이러스 2종과 B형 바이러스 1종을 

조합한 3가 백신을 예방접종에 사용하고 있다[3,6]. 독감 예방접종 

효과는 연구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유행 균주와 

백신 균주가 일치할 경우 건강한 젊은 사람에서 약 70-90%의 효과

가 있으며, 노인이나 만성질환자의 경우 예방접종 효과는 이 보다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3]. 

건강한 성인의 경우 예방접종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 후 독감의사질병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

가 있어 독감 예방접종의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독감 예

방접종군과 미접종군 간의 독감 발생률의 차이를 파악하면 예방접

종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으나 독감 확인을 위해 모든 조사 대상자

들에게 독감 바이러스 검사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다

수의 국가에서는 외래나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들의 독감의사질

병 증상 발생여부로 병원 방문자의 수에 기초하여 독감의 유행을 

판단하거나 독감으로 진료 받은 환자들의 임상검체를 채취하여 유

행균주와 백신 개발 예측 균주와의 일치성을 평가하는 연구가 대

부분이다[7-9]. 독감 예방접종 여부에 따른 임상 증상에 기초한 독

감의사질병 발생률의 차이를 비교한 연구가 일부 진행되었으나[10] 

국내 연구의 경우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만이 소수 보고되었으며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없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독감 예방접종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

으나 독감 예방접종군과 미접종군 간의 차이에 대한 국내 연구들

이 부족하다. 또한 지역사회 성인을 대상으로 독감 감염 진단을 위

한 바이러스 검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임상 증상

에 기초한 독감의사질병의 진단 기준에 따라 독감 예방접종군과 

미접종군 간의 독감의사질병 발생 정도의 차이를 비교하여 독감 

예방접종의 효과를 파악해보고, 독감의사질병 발생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성인 대상자들의 독감 예방접종 여부에 따른 독감의

사질병 발생률을 비교하고, 독감의사질병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파악하고자 시행하였으며,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연구 대상자들의 독감 예방접종 실태를 파악한다.

2) 연구 대상자들의 독감의사질병 발생 실태를 파악한다.

3) 독감예방접종과 독감의사질병 발생 여부에 따른 대상자 특성 

차이를 파악한다.

4) 독감 예방접종군과 미접종군 간의 독감의사질병 발생 차이를 

비교한다.

5) 독감의사질병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독감 예방접종 여부에 따른 독감의사질병 발생 차이

를 파악하고 독감의사질병 발생 영향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연구 대상자는 2015년 7월 1일부터 30일까지 서울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성인 300명을 편의추출 하였다. 연구에 필요한 

최소 대상자수 파악을 위해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필요한 대상자수를 구하였다. 선행연구[11]를 

기초로 Odds ratio 3.1, 양측검정,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독립변수

들 간의 결정계수 0.20, X 분포는 binominal, 두 집단의 표본수 비율

을 .5로 했을 때 필요한 대상자 수는 201명이었다. 이를 근거로 무응

답 가능성을 고려하여 총 300명의 대상자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

였고, 265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 도구

연구 도구는 문헌고찰[10-14]을 기초로 연구자가 1차 개발한 후 

감염관리간호사 2인에게 내용 타당도를 확인하고 최종 설문 내용

을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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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자의 특성

대상자의 특성을 일반적 특성과 감염 관련 특성으로 구성하였으

며,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학력, 결혼상태, 직업, 기저질환을 

포함하여 총 6문항, 감염 관련 특성으로는 최근 1년 이내 독감 감염

자와 90 cm 이내 거리에 있었는지 여부, 일일 손씻기 횟수, 독감 예방

접종 시 감염예방 가능성을 얼마로 인식하는지, 독감 예방접종 여

부를 포함한 4항목으로 구성하였다. 각각의 문항들은 답가지 중에 

해당 사항을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일일 손씻기 횟수는 일평균 손

씻기 횟수를 기술하도록 하였고, 독감 예방접종 시 감염예방 가능

성에 대한 인식은 0점에서 100점 사이의 점수 중에 기술하도록 하

였다. 독감 예방접종 여부는 9월부터 독감 예방접종을 시작하므로 

자료수집 전년도인 2014년 9월 이후부터 자료수집 시까지 독감 예

방접종을 한 경우를 예방접종 한 것으로 하였다. 

2) 독감의사질병

독감의사질병 발생 여부는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 외래 방문 환

자를 대상으로 임상 증상을 기준으로 독감의사질병 발생 여부를 

진단하는 기준을 본 연구에서 적용하였다. 이 진단 기준에 의하면 

독감의 여러 증상 중 37.8˚C 이상의 발열과 기침이 있는 경우에 독

감의사질병으로 진단한다[14]. 또한 인후통, 콧물 등의 기타 여러 증

상 동반여부는 진단 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환자의 증상은 폐암 

등과 같은 다른 질병으로 인한 증상이 아니어야 한다[14]. 본 연구에

서는 독감의사질병 확인을 위하여 독감 예방접종을 시작한 2014년 

9월 이후부터 최근 1년 이내에 감기, 독감, 독감의사질병을 경험한 

경우에 그 증상을 다중응답문항으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증상

의 종류를 확인한 후 37.8˚C 이상의 발열과 기침이 있었던 경우를 

독감의사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4.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을 위하여 경기지역에 소재한 2개의 의료기관, 서울지

역에 소재한 2개의 사업장과 1개의 동호회 담당자에게 연구의 목

적, 연구 방법, 연구 윤리에 대한 부분을 유선 혹은 직접 방문하여 

설명한 후 설문조사를 하도록 허락 받았다. 해당 기관과 동호회 책

임자의 도움을 받아 대상자들에게 연구 목적과 설문지 작성 방법

을 안내하고, 연구의 익명성, 자유롭게 참여하고 연구 미참여나 철

회 시에도 불이익이 없음 등의 연구 윤리에 대한 부분을 안내한 설

문지 첫 장을 읽고 참여에 동의하는 경우 첫 장의 동의란에 체크 후 

설문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총 3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이 

중 설문에 응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응답한 자료를 제외하고 성실

히 응답한 265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5.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독감 예방접종 실태와 독감 의사질병 발생 실태는 기술통계로 분

석하였으며, 독감 예방접종군과 미접종군 간의 독감의사질병 발생 

차이는 chi-square test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감염

관련 특성에 따른 독감 예방접종과 독감의사질병 발생 여부는 chi-

square test, t-test, Fisher’s exact test로 분석하였으며, 독감의사질병 발

생 영향 요인 파악은 다중 로지스틱회귀분석으로 하였다.  

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S병원의 생명윤리위원회 승인(VIRB-00134_1-027)을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자료수집 대상 기관과 동호회 담당자

에게 설문조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후 연구 윤리에 대한 내

용 및 자료수집 방법을 설명하였다. 대상자들이 연구 윤리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고 자유로이 자료수집에 응할 수 있도록 설문지의 첫 

장에 자료의 익명성, 자유로운 철회 가능 및 불이익이 없음 등에 대

한 안내문을 추가하였으며, 연구 윤리 안내문을 읽고 자유로이 설

문에 응하도록 설명하였다. 자유의사에 따라 설문에 응할 경우 동

의란에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동의란에 표시가 없는 경우는 분석에 

사용하지 않았다.  

연구 결과

1. 독감 예방접종 실태

본 연구에 참여한 성인 대상자 265명 중 2014년 9월부터 2015년 5

월까지 138명이 독감 예방접종을 하여 독감 예방접종률은 52.1%였

다. 독감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이유로는 ‘접종 시기를 놓쳐서’  

26.7%,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23.8%, ‘관심이 없어서’ 21.0%, ‘부작용 

Table 1. Influenza Vaccination Rate and Reasons of Non-vaccination         
 (N = 265)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Influenza vaccination Yes 138 (52.1)
  No 127 (47.9)
Reason of non-vaccination* Missed the vaccination schedule 28 (26.7)
  Thought that I am healthy 25 (23.8)
  Not interested 22 (21.0)
  Worried about potential side-effects 9 (8.5)
  Hate to get a shot 5 (4.8)
  Do not believe in vaccine’s efficacy 3 (2.9)
  Expensive medical cost 2 (1.9)
  Already had influenza 2 (1.9)
  Others 9 (8.5)

*Multiple choice item, excluded non-respon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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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이 걱정되어서’ 8.5%, ‘주사 맞는 것이 싫어서’ 4.8%, ‘백신의 효과

를 믿을 수가 없어서’ 2.9% 순이었다(Table 1). 

2. 독감의사질병 발생 실태

독감 예방접종과 독감 유행이 발생 시기인 2014년 9월부터 2015

년 5월 사이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독감의사질병 발생률은 

11.3%였다. 독감의사질병 증상으로 37.8˚C 이상의 발열과 기침 이외

에 근육통(76.7%), 피로(70.0%), 인후통(63.3%), 콧물(63.3%) 등이 동반

되었고, 감염 증상 발생 기간은 평균 9.76 ± 5.77일이었다. 82.8% 대상

자들은 의사에게 진료를 받았으며, 93.3%가 투약하였다. 30.0%는 독

감의사질병 때문에 휴가를 사용하였고, 6.7%는 병원에 입원하였다. 

대상자들이 느낀 질병 중증도는 매우 심하게 30.0%, 다소 심하게 

56.7%, 경하게 13.3%였다(Table 2).     

3. 독감 예방접종 여부에 따른 대상자 특성 차이

독감 예방접종 여부에 따른 대상자 특성 차이를 보면, 성별, 나이, 

결혼상태, 직종, 일일 손씻기 횟수에 따라 독감 예방접종 여부에 차

이가 있었다. 성별로는 독감 예방접종군에서 남자 29.0%, 여자 71.0%

Table 2. Status of Influenza-like Illness   (N = 265)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Influenza-like illness Yes 30 (11.3)
  No 235 (88.7)
Sing and symptom†* Fever ( ≥ 37.8˚C) 30 (100)
  Cough 30 (100)
  Myalgia 23 (76.7)
  Fatigue 21 (70.0)
  Throat pain 19 (63.3)
  Rhinorrhea 19 (63.3)
  Chilling 17 (56.7)
  Headache 17 (56.7)
Duration of sign and symptom (day) ≤ 7 13 (44.8)

≥ 8 17 (55.2)
Mean ± SD 9.76 ± 5.77

Examined by a medical doctor* Yes 24 (82.8)
  No 5 (17.2)
Medication Yes 28 (93.3)
  No 2 (6.7)
Vacation Yes 9 (30.0)
  No 21 (70.0)
Hospital admission Yes 2 (6.7)
  No 28 (93.3)
Severity of illness Severe 9 (30.0)
  Moderate 17 (56.7)
  Mild 4 (13.3)

*N = 30; †Multiple choice item; *Excluded non-respondents.  

Table 3. Influenza Vaccination and Influenza-like Illness by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 = 265) 

Characteristics
n (%) or 

Mean ± SD

Influenza vaccination Influenza-like illness

Yes
n (%)

No
n (%)

χ² or t
Yes

n (%)
No

n (%)
χ² or t

Gender Male 99 (37.4) 40 (29.0) 56 (46.5) 8.63 (.003) 10 (33.3) 89 (37.9) 0.23 (.628)
  Female 166 (62.6) 98 (71.0) 68 (53.5) 20 (66.7) 146 (62.1)
Age (year) ≤ 29 112 (42.3) 50 (36.2) 62 (48.8) 8.81 (.032) 13 (43.3) 99 (42.1) 5.80 (.116)
  30-39 64 (24.2) 34 (24.6) 30 (23.6) 12 (40.0) 52 (22.1)
  40-49 52 (19.6) 36 (26.1) 16 (12.6) 3 (10.0) 49 (20.9)
  ≥ 50 37 (14.0) 18 (13.0) 19 (15.0) 2 (6.7) 35 (14.9)
  Mean ± SD 34.6 ± 10.80 35.8 ± 10.20 33.4 ± 11.32 -1.80 (.073) 32.9 ± 8.92 34.8 ± 11.01 0.94 (.346)
Education ≤ High school 35 (13.2) 18 (13.0) 17 (13.4) 0.01 (.934) 3 (10.0) 32 (13.6) 0.30 (.777)
  ≥ College 230 (86.8) 120 (87.0) 110 (86.6) 27 (90.0) 203 (86.4)
Marriage Single 147 (55.5) 68 (49.3) 79 (62.2) 4.48 (.034) 20 (66.7) 127 (54.0) 1.72 (.190)
  Married 118 (44.5) 70 (50.7) 48 (37.8) 10 (33.3) 108 (46.0)
Occupation Medical personnel* 100 (37.7) 65 (47.1) 35 (27.6) 11.53 (.003) 14 (46.7) 86 (36.6) 1.90 (.386)
  Other HCWs† 55 (20.8) 27 (19.6) 28 (22.0) 7 (23.3) 48 (20.4)
  Others‡ 110 (41.5) 46 (33.3) 64 (50.4) 9 (30.0) 101 (43.0)
Respiratory disease Yes 3 (1.1) 1 (0.7) 2 (1.6) 0.43 (.513) 0 (0.0) 3 (1.3) 0.39 (.534)

No 262 (98.9) 137 (99.3) 125 (98.4)   30 (100) 232 (98.7)   
S tayed within 90 cm from 

a person with influenza
Yes 61 (23.4) 33 (24.4) 28 (22.2) 0.18 (.672) 16 (55.2) 45 (19.4) 18.42 ( < .001)
No 200 (76.6) 102 (75.6) 98 (77.8)   13 (44.8) 187 (80.6)   

F requency of hand 
washing per a day

≤ 10 164 (64.8) 74 (57.4) 90 (72.6) 6.61 (.037) 16 (64.0) 148 (64.9) 0.09 (.955)
11-20 63 (24.9) 38 (29.5) 25 (20.2) 6 (24.0) 57 (25.0)   
≤ 21 26 (10.3) 17 (13.2) 9 (7.3) 3 (12.0) 23 (10.1)   
Mean ± SD 13.50 ± 10.24 14.80 ± 10.80 12.13 ± 9.47 -2.12 (.035) 14.33 ± 9.28 13.40 ± 10.36 -0.45 (.656)

A wareness of infection 
prevention through 
influenza vaccination 

≤ 50 percent 83 (32.2) 45 (33.8) 38 (30.4) 0.35 (.555) 13 (46.4) 70 (30.4) 2.93 (.087)
≥ 51 percent 175 (67.8) 88 (66.2) 87 (69.6) 15 (53.6) 160 (69.6)
Mean ± SD 68.21 ± 19.69 67.05 ± 19.00 69.44 ± 20.40 0.97 (.331) 61.79 ± 18.92 68.99 ± 19.68 1.84 (.067)

*Doctors and nurses; †Medical technicians and nurse’s aids; ‡Officer workers, university students, house wives and unemployeds. HCWs = Healthcare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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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데 반해 미접종군은 남자 46.5%, 여자 53.5%로 예방접종군이 미

접종군보다 여자의 비율이 높았다(χ² = 8.63, p = .003). 나이별로 보

면, 예방접종군과 미접종군 모두 29세 이하가 36.2%, 48.8%로 가장 

많았으나 미접종군에서 더 많았다(χ² = 8.81, p = .032). 결혼상태는 독

감 예방접종군에서 독신 49.3%, 기혼 50.7%였고 미접종군은 독신 

62.2%, 기혼 37.8%로 예방접종군이 미접종군보다 기혼이 많았다

(χ² = 4.48, p = .034). 직종별 보면, 독감 예방접종군에서는 의료인이 

47.1%로 가장 많은 반면, 미접종군에서는 기타 직종이 50.4%로 가장 

많았다(χ² =11.53, p = .003). 일일 손씻기 횟수는 독감 예방접종군이 

14.80 ± 10.80회인데 반해 미접종군에서는 12.13 ± 9.47회로 예방접종

군이 미접종군보다 손씻기 횟수가 많았다(t= -2.12, p = .035)(Table 3).  

4. 독감의사질병 발생 여부에 따른 대상자 특성 차이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독감의사질병 발생 차이는 ‘독감 감염자와 

90 cm 이내에 머물렀던 경험’만이 유의하였다. 독감의사질병 발생군

에서는 55.2%가 ‘독감 감염자와 90 cm 이내에 머물렀던 경험’이 있었

던 반면 독감의사질병 미발생군에서는 19.4%만이 ‘독감 감염자와 

90 cm 이내에 머물렀던 경험’이 있었다(χ² =18.42, p < .001) (Table 3).

5. 독감 예방접종군과 미접종군 간의 독감의사질병 발생 차이

독감 예방접종군에서는 12.3%가 독감의사질병이 발생하였으며, 

독감 미접종군에서는 10.2%만이 독감의사질병이 발생하였다. 독감 

예방접종 여부에 따른 독감의사질병 발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

준의 차이가 없었다(χ² = 0.29, p = .593) (Table 4).

6. 독감의사질병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독감의사질병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

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감염관련 특성에 따른 독감의사질병 발생 

비교에서 유의했던 ‘독감 감염자와 90 cm 이내에 머물렀던 경험’과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독감 예방접종 여부’를 독립변수로 하여 로

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감 감염자와 90 cm 이내에 머물

렀던 경험’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독감의사질병 발생 

가능성이 높았다(OR= 5.01, CI =2.28-11.35, p < .001) (Table 5). 

논  의
 

독감 예방접종은 독감이 유행하기 직전인 9월부터 예방접종을 

시작하며, 예방접종률은 조사 방법, 조사 시기, 조사 대상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미국 National Immunization Survey-Flu (NIS-Flu) and 

Behavioral Risk Factor Surveillance System (BRFSS) 자료에 의하면, 

2013년부터 2014년 인플루엔자 유행시기 동안 18세 이상 성인들의 

독감 예방접종률은 42.2%였으며, 20세부터 64세까지는 36.8%, 65세 

이상은 64.7%였다[8.15]. 우리나라 성인 1,7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에서는 독감 예방접종률이 34.3%였고[12], 임신부 218명을 대상

으로 한 보고에서는 48.6%[13],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19세부터 65세 사이의 성인을 대상으로 보고에서

는 독감 예방접종률이 21.7% [16], 2005년부터 2006년 독감 유행절기 

동안 성인 전체 접종률은 33%였고, 65세 이상의 노인은 80%로 노인

들의 독감 예방접종률이 64세 이하의 성인들보다 높았다[5]. 본 연

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독감 예방접종률은 52.1%로 선행연구의 

65세 이상 노인들의 접종률보다는 낮았으나 성인 접종률보다는 높

았다. 이는 본 연구 대상자의 나이가 평균 34.6세로 1명을 제외하고 

모두 64세 이하로 노인들의 참여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선행 연구

들의 결과들과 마찬가지로 65세 이상 노인들의 접종률보다 낮았던 

것으로 생각된다[5,16]. 그러나 본 연구의 성인 예방접종률이 선행 

연구에서의 접종률이 높은 것은 조사 대상자 중 의료인이 많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직종별 독감 예방접종률에 대한 단순한 비교

는 어려우나 의료종사자의 경우 일반 성인보다 독감예방접종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의 자료에 의하면 

2013년부터 2014년 독감유행 시기 동안의 의료종자사의 예방접종

률은 62.9%로 18세 이상 성인의 접종률 42.2%보다 높았고, 의료종사

자의 경우 의사 82.2%, 간호사 81.4%인 반면 사무업무나 의료인을 보

조하는 직종은 59.1%로 의료인의 접종률보다 낮았다[15,17]. 본 연구

에서도 의료인과 기타 의료종사자들의 예방접종률이 일반 성인인 

기타 직종보다 높았다. 이는 의료종사자의 경우 질병관리본부에서 

권고하는 독감 예방접종 우선 접종 대상자일 뿐 아니라 각 의료기

관에서 독감 예방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홍보와 무료 접종을 실시

하는 병원들이 많으므로[18] 의료인을 포함한 의료종사자들이 일

반 성인들보다 독감 예방접종률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4. Comparison of Influenza-like Illness between Influenza Vacci-
nation Group and Non-vaccination Group   (N= 265)  

Variable Categories

Influenza-like illness

χ² pYes
n (%)

No
n (%)

Influenza vaccination Yes 17 (12.3) 121 (87.7) 0.29 0.593
  No 13 (10.2) 114 (89.8)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f Influenza-like Illness         (N= 265)  

Variables Categories OR 95% CI p

S tayed within 90 cm from a person 
with influenza (no)

Yes 5.01 2.28-11.35 < .001

Influenza vaccination (yes) No 1.34 0.59-3.01 .484



독감 예방접종군과 미접종군 간의 독감의사질병 발생 차이 비교 115

http://dx.doi.org/10.7586/jkbns.2016.18.2.110www.bionursingjournal.or.kr

독감은 가끔 특정 지역이나 전세계적인 유행을 일으킨다. 미국의 

경우 매년 독감유행으로 200,000명이 입원하고, 평균 3,300명에서 

48,000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19], 2009년에는 국내

를 포함한 전세계적인 유행이 발생하였으며, 미국질병관리본부는 

전세계적으로 1년간 151,700명에서 575,400명이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20]. 독감 유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행의 조기 발견

이 중요하다. 이에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는 Outpatient Influenza-

Like Illness Surveillance Network (ILINet)을 통해 외래를 방문한 환

자를 대상으로 독감의사질병 발생률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 자료

를 근거로 독감유행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7,15]. 미국 ILINet의 자료

에 의하면 2014년부터 2015년 독감 유행 시기 20주 동안 외래를 방

문한 환자 중 독감의사질병 발생률은 평균 2.0%였다[7]. 질병관리본

부의 2014년 국내 인플루엔자 표본감시체계(Korea Influenza Sur-

veillance Scheme, KISS) 자료에 의하면, 2014년 1월부터 4월까지 총 14

주간 독감 유행이 있었으며, 주별 발생률은 0.13명에서 6.43명까지 

다양하였으며, 2014년 2월 9일부터 15일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2]. 본 연구에서의 독감의사질병 발생률은 11.3%로 미국과 국내 질

병관리본부의 자료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다. 이는 질병관리본부의 

자료가 외래나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므로 

독감의사질병 발생자 중 병원을 방문하지 않은 상당수가 누락되었

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5,943명의 영국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

한 자료에서는 발열을 포함한 한 가지 이상의 호흡기 감염 증상이 

있을 때를 독감의사질병으로 정의했을 때 독감의사질병 발생률이 

6.0%이었고[21], 2012년 6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미국 학교에서 근무

하는 종사자의 41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독감의사질병 발

생률이 29%였다[22]. 이들 연구 결과와 비교했을 때 본 연구의 독감

의사질병 발생률은 중간 수준이었다. 

독감 예방접종은 대상자의 나이, 면역상태 등에 따라 백신 효과

에 차이가 있다. 65세 미만 성인의 독감 예방접종의 효과는 접종한 

백신과 유행하는 바이러스 주가 일치할 경우 70-90% 정도 예방하

며, 독감으로 인한 직장 결근은 18-45% 감소, 병원 방문은 13-44% 감

소, 항생제 사용은 25% 감소시키며, 독감의사질병의 발생을 감소시

킨다고 보고되고 있다[10,11,23]. 말레이시아 성인 527명을 대상으로 

독감의사질병 발생률 차이를 비교한 연구에서 예방접종군에서 독

감의사질병 발생률이 55-76% 감소하였으며[11], 노인 62명을 대상으

로 한 국내 연구에서도 독감 예방접종 전에는 독감의사질병 발생

률이 45.2%였으나 독감 예방접종 후에는 4.8%로 감소되었다[10]. 그

러나 본 연구에서는 독감 예방접종군과 미접종군 간의 독감의사질

병 발생률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 연구 결과와는 차이

를 보였다. 이는 독감 예방접종의 효과는 예방접종에 사용된 균주

의 항원특성과 실제 해당 지역에 유행하는 바이러스 균주가 동일하

였을 때 효과가 있다. 그러나 2014-2015 시즌 세계보건기구에서 권

장한 독감 백신주는 A/California/7/2009(H1N1)pdm09-like virus, A/

Taxas/50/2012(H3N2)-like virus, B/Massachusetts/2/2012-like virus였

고[24], 이 시기에 북반구에서 유행한 균주는 A (H3N2)형이었으나 

이 바이러스 대부분의 항원 특성이 2014-2015 북반구 백신에 사용

된 균주와 차이가 있었다[25,26]. 미국 Influenza Vaccination Effec-

tiveness Network (Flu VE) 보고에 의하면, 실험실 바이러스 확진 자료

에 기초하여 볼 때 2014년 10월 10일부터 2015년 1월 2일까지 독감 

백신 효과는 23%로 추정되며, 전년도 자료와 비교했을 때도 백신의 

효과가 낮았다[26]. 본 연구에서 독감 예방접종 여부에 따라 독감의

사질병 발생에 차이가 없었던 것은 2014-2015 시즌 백신 효과가 낮

았던 것도 영향을 미쳤으리라 판단된다. 독감 예방접종군과 미접종

군 간의 독감의사질병 발생률에 차이가 없었던 다른 이유로는 독

감의사질병 발생률이 낮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을 

수 있다. 그러므로 다수의 대상자를 포함하는 추후 연구를 제언한

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추후 연구에서도 예방접종군과 미

접종군 간의 독감의사질병 발생률에 차이가 없다면 독감 바이러스

가 매년 변이를 유발할 뿐 아니라 백신 균주 예측의 부적절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므로 건강한 성인에서의 매년 독감 예방접종은 재고

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독감의사질병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최

근 1년 이내 독감에 감염된 사람과 90 cm 이내에서 머물렀던 경험이 

있었던 경우’만이 유의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독감은 비말로 전파

되는 질병으로 일반적으로 90 cm 이내에서는 호흡기 분비물 속에 

있는 바이러스가 비말을 통해 전파될 수 있다. 그러므로 감염된 사

람과 90 cm 이내에서 머무를 때 적절한 마스크나 장갑 등의 보호구 

착용과 손위생이 필요하다. 손위생은 감염 예방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이며, 독감의사질병 발생을 감소시킨다는 연구가 있다[27,28]. 

1,437명의 미취학생을 대상으로 알코올 손소독제를 사용하여 점심

때만 손위생을 하는 군, 30분마다 손위생을 하는 군, 120분마다 손

위생을 하는 군을 비교했을 때 손위생 빈도가 높은 군에서 독감의

사질병 발생빈도가 낮았다[27]. 그러나 본 연구에서 일일 손씻기 횟

수에 따른 독감의사질병 발생 정도는 차이가 없었다. 이는 독감의

사질병 예방을 위해서는 손씻기와 더불어 감염된 사람과 가까이서 

접촉하지 않거나 마스크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는 등의 다양한 감

염예방행위가 필요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손위생 빈도가 

독감의사질병 발생을 감소시킨다는 보고들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후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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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군과 미접종군 간

의 독감의사질병 발생 정도를 비교해봄으로써 독감 예방접종의 효

과를 확인하며, 독감의사질병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

지 파악하고자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성인의 독감 예방접종률은 52.1%로 다소 높았으며, 독

감의사질병 발생률은 11.3%로 독감 예방접종군과 미접종군 간의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 독감의사질병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독감 감염자와 90 cm 이내에 머물렀던 경우’ 만이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독감의사질병 발생이 많았고, 다른 요인들은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에서 독감 예방접종군과 미접종군 간의 독감의사질

병 발생률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다수의 선행연구에

서 독감 예방접종은 감염 예방의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추후 연구를 통하여 이에 대한 재확인이 필요하며, 만약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들이 보고되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특성상 잦은 변

이를 유발하여 독감백신의 효과를 낮추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매년 독감 예방접종을 권고하는 것은 재

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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