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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seroprevalence of anti-Hepatitis B virus,
anti-Hepatitis A virus, and chickenpox in nursing students before the initiation of their clinical practice, nursing students in medical institutions, the current immunization status of those
without antibodies for measles-mumps-rubella and influenza.
Methods: The data was collected using the result sheet and vaccination certificat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seroprevalence of hepatitis B, hepatitis A, chickenpox, vaccination status of
those who have not formed antibodies, and vaccination status of measles, mumps, rubella, and
influenza before the clinical practice of second-year nursing college students in the Jeonbuk
region from 2014 to 2018.
Results: A total of 461 students were included in this study. The results indicated that seroprevalence was 25.8-35.6% for hepatitis B, 10.3-34.4% for hepatitis A, and 54.0-73.0% for
chickenpox. Those who have not formed antibodies received the 1st and 2nd vaccination, but
it did not confirm whether they received complete immunization. Vaccination of measles,
mumps, rubella, and influenza was 100%.
Conclusion: Nursing students got vaccination after checking whether antibodies of preventable infectious diseases were formed before clinical practice. Therefore, this is expected to
have a preventive effect against these diseases during the clinical practice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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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중 주사침 찔림 사고를 12.1-41.7%가 경험하였으며, 찔
림 사고 당시 환자의 감염균을 모르는 경우가 34.5%였다

의료기관은 다양한 감염 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입원하여

[1,3,4]. 간호대학생 주사침 찔림 사고의 국외 현황은 미국

치료받고 있으며, 의료진 및 임상실습 학생들은 진료 및 간

은 9%, 이탈리아는 11.8%, 홍콩은 8.8%로 나라마다 차이

호 과정에서 감염성질환에 노출될 수 있다. 간호대학생의

가 있으며[5-7], 우리나라 간호대학생이 주사침 찔림 사고

임상실습 중 감염성질환자와 직접 접촉 경험은 90.4%이

에 다소 높게 노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임상실습 중 주

었으며, 감염성 질환별로 나누어 보면 결핵 노출은 55.0%,

사침 찔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주사 방법 훈

인플루엔자 노출은 42.3%, 주사침 찔림 사고는 12.1%이

련과 표준주의 준수 등 의료관련감염예방 지침을 철저히

었다[1]. 의료기관종사자는 주사침 찔림 사고로 B형 간염,

준수하고[1], 임상실습 전 B형 간염 예방접종을 통해 B형

C형 간염에 감염될 수 있으며[2],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

간염에 대한 면역력을 획득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Copyright ⓒ Korean Society for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 Control and Preven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
licenses/by-nc/4.0).

임상실습 전 간호대학생의 감염성질환 항체 양성률 및 예방접종 현황

있다.
홍역, 수두는 공기 매개 질환이며, 이하선염과 풍진, 인

자, 수두 예방접종률 및 예방접종 의도[19,20]에 관한 연구
가 있었다.

플루엔자는 비말 매개 질환으로 호흡기를 통해 감염이 전

이처럼 의료기관 임상실습 전 예방 가능한 감염성질환에

파되고 있고, 홍역과 수두, 인플루엔자는 지역사회 유행

대한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권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으로 의료종사자가 감염될 수 있다[2]. 국내 의료종사자는

임상실습 전 간호대학생의 감염성질환 항체 양성률 및 예

해외유입 홍역 환자와 연관되어 홍역에 감염되었으며[8],

방접종 현황에 대한 보고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

2010년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시에는 의료종사자로 인

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의료기관 임상실습 전 B형 간염,

해 환자가 감염되기도 하였다[9]. 홍역, 수두, 이하선염, 풍

A형 간염, 수두 항체 양성률과 항체 미형성자의 예방접종

진, 인플루엔자는 예방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으로

현황 및 MMR,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고, 간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에서는 의료진과 임상실습 학생들

호대학생을 위한 예방접종 권고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

에게 예방접종을 권장하고 있다[2]. 간호대학생의 면역률

공하고자 한다.

은 터키는 홍역 74.9%, 수두 90.5%, 이하선염 67.2%, 풍

Materials and Methods

진 94.5%이며[10], 인도는 홍역 91.5%, 수두 74.2%, 이하
선염 68.0%, 풍진 83.4%로[11] 보고하고 있다. 우리나라
간호대학생의 수두 면역률은 80.2-91.2%로[12], 터키 간

1. 연구 설계

호대학생과 비슷한 수준이다.
A형 간염은 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질환으로 A형 간염 예

본 연구는 전북지역 일 간호대학의 2학년을 대상으로 임

방접종으로 간염 전파를 예방할 수 있다. 국내 의료기관에

상실습 전 성인 예방접종 의료인 권장사항[14]에 근거하

서는 A형 간염 환자 입원이 증가하면서 3명의 의료종사자

여 예방접종으로 예방 가능한 B형 간염, A형 간염, 수두,

가 A형 간염에 감염된 사례가 있었다[13]. 이에 해당 의료

MMR, 인플루엔자에 대한 항체 양성률 및 예방접종 현황

기관에서는 의료종사자를 대상으로 A형 간염 항체 양성률

을 분석하여 항원항체 검사를 시행한 서술적 조사연구이

을 확인한 결과, 항체 양성률은 49.9%였으며, 20-24세의

다.

경우 항체 양성률이 56.3%이었다[13]. 그러나 간호대학생
의 A형 간염 항체 양성률은 0-10.5%로 보고되어[12], 임

2. 연구대상

상실습 중 A형 간염 환자에 노출될 경우 감염 위험성이 크
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새로운 백신 개발 및 해외
여행의 증가로 인해 성인의 예방접종 중요성이 강조됨에

연구대상자는 J도에 소재하는 W군의 간호학과 학생으
로, 해당연도 2학년에 재학 중이며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
의한 461명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 2012년 성인 예방접종 가이드를 마련하였으며, 최근
에는 감염성질환에 노출 위험이 큰 보건의료인을 위험군으

3. 자료수집방법

로 정하고, A형 간염, B형 간염, 수두, 홍역, 이하선염, 풍
진 및 인플루엔자에 대한 예방접종을 권장하고 있다[14].

자료수집 기간은 2014년 1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은 간호대학생 1인당 1,000시간 이상

이었다. 연구대상자에게는 매년 6월 교과목 강의 시간에

임상실습을 수행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안전한 임상실습

의료기관 직원 감염관리 지침[20]에 근거하여 임상실습 중

운영을 위해 B형 간염 예방접종 등을 포함한 임상 실습 전

노출 가능한 감염성질환과 예방법, 예방접종으로 예방가

학생 안전 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15].

능한 B형 간염, A형 간염, 수두, MMR, 인플루엔자 예방접

간호대학생의 항체형성률 및 예방접종에 관한 국외 연구

종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대상자에게 의료기관

를 살펴보면, 미국, 프랑스 간호대학 대부분이 임상실습 전

직원 감염관리 지침[20]에 따라 B형 간염, A형 간염, 수두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Measles, Mumps, Rubella,

는 항체 형성 여부를 확인한 후 항체가 없는 경우 예방접종

MMR), 수두 예방접종 및 B형 간염 항체 양성률을 확인하

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대상자는 해당년도 6-11월까지 종

고 있다[16-18]. 국내에서는 간호대학생의 B형 간염, 수두

합병원, 내과 의원 및 보건소를 방문하여 B형 간염 바이러

및 A 간염 항체 형성률[12], 간호대학생의 MMR, 인플루엔

스(Hepatitis B virus, HBV)에 대한 항원 항체 검사, A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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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염 바이러스(Hepatitis A virus, HAV)에 대한 면역글로

4. 자료분석방법

불린 G (immunoglobulin G, Ig G) 검사, 수두 바이러스
(Varicella zoster virus, VZV)에 대한 면역글로불린(Ig G)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검사를 실시한 후 항체 검사 결과를 제출하였고, 항체 미형

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예방접종 현황은 서술적 통

성자의 경우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

계를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

출하였다. MMR은 의료기관 직원 감염관리 지침[20]에 따

고, 연도별 항체 양성률의 차이는 χ2–test를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라 생후 12개월 이후 2회의 예방접종 근거, 의사에 의해
진단받은 근거, 또는 면역력이 있다는 임상 결과가 없는 경

Results

우 추가로 예방접종을 하도록 하였으므로, 대상자에게 해
당 근거를 제출하거나 추가 접종 후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
출하도록 하였다. 인플루엔자는 매년 유행하는 바이러스가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달라지기 때문에 매년 9월 이후 질병관리본부[21]에서 권
장하는 해당 절기 예방접종을 한 다음 예방접종 증명서를

본 연구 대상자는 해당년도 2학년으로, 남자가 63명
(13.7%)이며 여자가 398명(86.3%)이었다. 전체 평균 연령

제출하도록 하였다. 자료 수집 절차는 Fig. 1과 같다.
본 연구는 기관윤리위원회 승인 없이 진행되었으나, 윤

은 20.97±1.78세로 Table 1과 같다.

리적 관점에서 연구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본 대학의 임
상실습 운영 규정의 안전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본 연구의

2. B형 간염, A형 간염, 수두 항체 양성률 추이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대상자에게는 참여자의 기밀
을 보장하고,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며, 수집된 자료는 연구

대상자의 B형 간염 항체 양성률은 25.8-35.6%, 수두 항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과 익명화하여 연구자 외에는 식별할

체 양성률은 54.0-73.0%로 나타났으며 연도별 항체 형성

수 없도록 하며, 모든 연구 관련 자료는 연구가 종료되는

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A형 간염 항체 양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폐기할 것을 설명하였다.

성률은 10.3-34.4%로 나타났으며 연도별 항체 형성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2).

Fig. 1. Data collection process.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 of participants
Characteristic
Male, n (%)
Female, n (%)
Age (yr), M±SD

148

2014 (n=97)
13 (13.4)
84 (86.6)
20.81±2.00

(N=461)
2015 (n=87)

15 (17.2)
72 (82.8)
21.22±1.55

2016 (n=89)
10 (11.2)
79 (88.8)
21.55±1.59

2017 (n=95)
18 (18.9)
77 (81.1)
20.76±2.00

2018 (n=93)
7 (7.5)
86 (92.5)
20.57±1.51

Total (n=461)
63 (13.7)
398 (86.3)
20.9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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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실습 전 간호대학생의 감염성질환 항체 양성률 및 예방접종 현황

Table 2. Seroprevalence of rate of anti-hepatitis B virus (HBV), anti-hepatitis A virus (HAV), and anti-varicella zoster virus (VZV)
according to years
(N=461)
Characteristic
Anti-HBs
Positive
Negative
HAV IgG
Positive
Negative
VZV IgG
Positive
Negative

2014 (n=97)

2015 (n=87)

2016 (n=89)

2017 (n=95)

2018 (n=93)

n (%)

n (%)

n (%)

n (%)

n (%)

25 (25.8)
72 (74.2)

31 (35.6)
56 (64.4)

28 (31.5)
61 (68.5)

30 (31.6)
65 (68.4)

31 (33.3)
62 (66.7)

23 (23.7)
74 (76.3)

9 (10.3)
78 (89.7)

25 (28.1)
64 (71.9)

24 (25.3)
71 (74.7)

32 (34.4)
61 (65.6)

59 (60.8)
38 (39.2)

47 (54.0)
40 (46.0)

65 (73.0)
24 (27.0)

64 (67.4)
31 (32.6)

57 (61.3)
36 (38.7)

P
.679

.005

.093

Table 3. Vaccination status of those without antibodies for hepatitis B, hepatitis A, and chickenpox
Characteristic

st

Complete-Vaccination
n (%)

72 (100.0)
0
0

0
-

0
0
0

56 (100.0)
78 (100.0)
40 (100.0)

56 (100.0)
0
0

0
-

0
0
0

61
64
24

61 (100.0)
64 (100.0)
24 (100.0)

61 (100.0)
0
0

0
-

0
0
0

65
71
31

65 (100.0)
71 (100.0)
31 (100.0)

65 (100.0)
0
0

0
-

0
0
0

62
61
36

62 (100.0)
61 (100.0)
36 (100.0)

62 (100.0)
4 (6.6)
0

1 (1.6)
-

1 (1.6)
0
0

1
n (%)

72
74
38

72 (100.0)
74 (100.0)
38 (100.0)

56
78
40

3. B형 간염, A형 간염, 수두 항체 미형성자의 예방접종
현황

2
n (%)

(N=461)
rd

3
n (%)

Negative
n

2014
Hepatitis B
Hepatitis A
Chickenpox
2015
Hepatitis B
Hepatitis A
Chickenpox
2016
Hepatitis B
Hepatitis A
Chickenpox
2017
Hepatitis B
Hepatitis A
Chickenpox
2018
Hepatitis B
Hepatitis A
Chickenpox

nd

4. MMR 추가 접종 현황
연도별로 MMR 예방접종은 4-7세 사이 2차 접종률은

대상자의 B형 간염 미형성자 예방접종은 1차, 2차까지
는 실시하였으나, 3차까지 완료한 경우는 2018년에 1명

16.5-77.5%이었으며, 19세 이후인 실습 시작년도에 예방
접종률은 22.5-82.5%로 나타났다(Table 4).

(1.6%) 있었다. A형 간염과 수두 예방접종은 총 2차 접종
을 실시해야 하나, 2017년까지는 모든 대상자가 1차 접종

5.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현황

만 하였으며, 2018년에는 A형 간염만 4명(6.6%)이 2차 접
종까지 완료하였다(Table 3).

대상자의 연도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은 100%이었다
(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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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tatus of MMR additional vaccination
Characteristic
2014
2015
2016
2017
2018

Vaccination
n (%)
97 (100.0)
87 (100.0)
89 (100.0)
95 (100.0)
93 (100.0)

(N=461)

Vaccination period
4-7 year
n (%)

≥19 year
n (%)

etc
n (%)

16 (16.5)
32 (36.8)
69 (77.5)
64 (67.4)
54 (58.1)

80 (82.5)
46 (52.9)
20 (22.5)
30 (31.6)
39 (41.9)

1 (1.0)
9 (10.3)
0 (0.0)
1 (1.1)
0 (0.0)

Table 5. Status of influenza vaccination by year
Vaccination
n (%)

(N=461)

2014
(n=97)

2015
(n=87)

2016
(n=89)

2017
(n=95)

2018
(n=93)

97
(100.0)

87
(100.0)

89
(100.0)

95
(100.0)

93
(100.0)

기관에서도 의료종사자가 A형 간염에 감염된 사례가 있었
다[13]. A형 간염은 손위생을 포함한 표준주의와 접촉주의
지침 준수로 예방할 수 있으나, Choi 등[1]은 간호대학생
이 간호사보다 표준주의와 접촉주의 수행률이 낮다고 보고

Discussion

하면서, 이는 간호대학생이 의료기관에서 의료관련감염 예
방활동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환경 때문이라고 하

본 연구 대상자는 2014년-2018년 당시 간호대학 2학년

였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중 A형 간염과 같은 접촉전

으로 평균 나이 20세였으며, 대부분의 출생년도는 1995

파 질환의 예방은 표준주의와 접촉주의 지침 수행이 적극

년-1999년이었다.

적으로 강조됨과 동시에 임상실습 전 A형 간염 예방접종을

본 연구대상자의 B형 간염 항체 양성률은 25.8-35.6%

통해 면역력을 형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로 Park과 Shon[12]의 연구에서 보고한 2009년-2013

본 연구대상자의 수두 항체 양성률은 54.0-73.0%로,

년 사이 간호대학생의 46.2-57.1%보다 낮았으나, Kim 등

Park과 Shon[12]의 연구에서 보고한 2009년-2013년 사

[22]의 연구에서 보고한 2016년 당시 20-29세 27.0%와

이 간호대학생의 80.2-91.2%와 의료종사자를 대상으로

유사한 수준이다.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 중 12.1-41.7%

한 Lee[24]의 연구에서 20-29세의 94.6% 보다 낮았다. 수

주사침 찔림 사고를 당하였으며[1,3,4], Jeong[3]은 주사

두는 15세 이하의 소아에서 초회 감염이 발생하며 초회 감

침 찔림 당시 감염균을 모르는 경우가 34.4%, B형 간염에

염 이후 평생 면역이 획득된다. 우리나라 수두 예방접종은

노출된 경우는 2.1%이므로 B형 간염 항체를 확보하고 임

1988년 시작되어, 2005년부터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으로

상실습을 수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진행하면서 수두 발생률이 감소하고 있다[9]. 본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자의 A형 간염 항체 양성률은 10.3-34.4%

자의 출생년도는 1995년-1999년으로 수두 예방접종이 시

로 Park과 Shon[12]의 연구에서 보고한 2009년-2013

작되면서 수두 발생이 감소하여 수두 항체 양성률이 선행

년 사이 간호대학생의 0-10.5% 보다 높았으며, 2018년에

연구 Park과 Shon[12], Lee[24]의 결과보다 낮았을 것으

는 34.4%로 나타나, 시간 경과에 따라 A형 간염 항체 양성

로 추정된다. Lee[24]는 의료종사자의 수두 항체 양성률이

률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질병관리본부[9]에

높은 이유는 일부 대학에서 임상실습 전 수두 예방접종을

따르면 국내 A형 간염 예방접종은 1997년에 도입되었고,

권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수두는 성인기에 걸리

2008년-2010년 사이 A형 간염 항체 양성률은 14-15세

면 증상이 심해지며, 산모가 걸리면 신생아 감염이 발생하

는 15%, 10-13세는 35%이라는 보고와 유사한 수준이다.

여 신생아가 사망할 수도 있다. Kellie 등[25]은 신생아 중

반면에 2019년 의료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Ji 등[13]의 연

환자실에서 수두에 이환된 간호사로 인해 48명의 중환아

구에서 보고한 20-24세의 A형 간염 항체 양성률 56.3%보

가 노출되어 중환아에게 예방적 투약을 하였다고 보고하였

다는 낮게 나타났다. Ji 등[13]의 연구에서는 20-24세 연

다. 이와 같이 수두 항체가 없는 간호대학생이 수두에 걸리

령군에 포함된 항체 양성자의 대부분이 간호사이며, 간호

면 임상실습 중 수두를 전파시킬 수도 있고, 수두 환자로부

대학 재학 중에 예방접종을 받았을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

터 수두에 감염될 수도 있다. 이에 임상실습 전 수두 항체

다. A형 간염은 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질환으로 2010년

형성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정감염병에서 제1군 감염병으로 군분류가 변경되어 표

B형 간염 예방접종은 총 3회 접종으로, 우리나라는

본감시에서 전수감시로 변경되었다[23]. 질병관리본부[9]

1983년부터 시작되어 1995년에는 영유아 정기 예방접종

에 따르면 국내 A형 간염 환자는 주로 20-40대가 전체 환

으로 권장하고 있으나, 추가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권고사

자의 80%를 차지하며, 2019년에는 대규모 유행으로 의료

항이 없다[9]. Kim 등[22]은 B형 간염 항체 양성률은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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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정기 예방접종군에서 36.4%로 10대와 20대보다 높은

풍진 94.5%[11], 인도의 간호대학생 면역률 홍역 91.5%,

항체 양성률을 보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항체 역가가 감

이하선염 68.0%, 풍진 83.4% 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본

소하는 경향이 보이므로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19세 이전 MMR 2차 접종률은 16.5-77.5%

본 연구에서는 B형 간염 항체 미형성자에게 3회의 예방접

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Choi 등[1]의 연구에서

종을 권고하여 2차 접종까지는 100% 완료하였으나, 3차

36.4%, Shin[19]의 연구에서 58.8%로 나타나 차이가 있

접종은 1.6%만 완료하였다. B형 간염 예방접종은 3회 접

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1989-1990

종으로 90% 이상에서 항체가 생성되나, 5% 정도는 무반

년 홍역 세계적 대유행 이후 MMR 소아 예방접종은 생후

응자로 추후 3회 접종을 추가하여 총 6회의 접종을 권장하

12-15개월에 1차 접종을 하고, 4-6세에 추가 접종을 하도

고 있다[22]. Loulergue 등[18]의 연구에서 B형 간염 3차

록 권장하고 있었다. 그 후 2000년-2001년 홍역 대유행이

접종까지 완료한 경우는 간호대학생은 88.4%, 의과대학생

발생한 후 2001년 홍역 퇴치사업 기본전략으로 학교 입학

92.9%라고 보고하였다.

전 홍역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통하여 2회의 홍역 예방접종

본 연구대상자인 2학년은 12월에 임상실습을 시작하여,

률이 95-99% 유지되고 있다[9]. 본 연구 대상자도 초등학

6-11월까지 항체 검사를 실시한 다음 항체 미형성자에게

교 입학 전 MMR 추가 접종을 대부분 했을 것으로 추정된

예방접종을 권장하였으므로, 3차 접종은 5개월 후 실시해

다. 그러나 본인의 MMR 추가 접종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야하나[14], 시기적으로 3차 접종을 하지 못하였을 것으

학생은 MMR 추가 접종 후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출하였던

로 추정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A형 간염과 수두 항체 미

것으로 판단된다. 예방접종 증명서는 질병관리본부의 예

형성자에게 2회의 예방접종을 권고하였으나, 1차 접종만

방접종 도우미 사이트 또는 보건소, 의료기관에서 발급받

100% 완료하였다. A형 간염은 1차 접종 후 6-12개월 간

을 수 있으나, 예방접종 내역의 전산등록이 누락된 경우 발

격으로, 수두는 1차 접종 후 4-8주 간격으로 2차접종을 권

급받을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 우리나라 예방접종 등록

장하고 있다[14]. 이에 본 연구대상자는 6-11월에 항체 검

사업은 2000년 6월 이후 보건소 접종기록을 전산등록하기

사 결과를 확인한 후 A형 간염과 수두 예방접종을 시작하

시작하였으며, 2009년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국가지원 사

여 시기적으로 2차 접종을 완료할 수 없었을 것으로 추정

업이 확대 시행되면서 전산등록에 대한 예방접종 행정지원

된다. 그러나 본 간호대학에서는 2019년부터는 3학년 임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예방접종 전산 행

상실습 전 B형 간염, A형 간염 및 수두 항체 양성 결과를

정지원 체계는 접속이 불편하고 대상자의 접종 내역 확인

임상실습 의료기관에 제출하고 있으므로, 대부분의 학생들

이 힘든 한계가 있었다[26]. 2014년 이후 예방접종 통합관

이 완전 예방접종을 통해 면역력을 획득하였으리라고 추정

리시스템 구축으로 의료기관에서도 예방접종 등록이 용이

된다. 임상실습이 필수적인 간호대학생은 예방접종으로 예

하고, 이용자들은 예방접종 도우미사이트를 통해 쉽게 본

방 가능한 예방접종 안내를 2학년 시작하는 3월부터 또는

인의 예방접종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27].

간호대학 입학시점부터 시작하여 항체가 없는 학생은 성인

보건의료인은 MMR 항체 양성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생

예방접종 안내[14]에 따라 완전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후 12개월 이후 1차와 2차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1회

필요하다면 완전 접종 후 항체 형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추가 접종을 권장하고 있다[14]. 본 연구대상자의 4-7세에

있다고 사료된다.

추가 접종률을 보면, 2016년-2017년도에 67.4-77.5%로

임상실습이 필수적인 간호대학생은 예방접종으로 예방

2014년-2015년도의 16.5-36.8%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가능한 예방접종 안내를 2학년 시작하는 3월부터 또는 간

는 2000-2001년에 국내 홍역 유행으로 국가에서 2001년

호대학 입학시점부터 시작하여 항체가 없는 학생은 성인

8세-16세 사이를 대상으로 일제히 홍역, 풍진 혼합 백신

예방접종 안내[14]에 따라 완전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접종을 실시했기[9]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필요하다면 완전 접종 후 항체 형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풍진 증상은 대체로 경하여 감염자의 50% 정도는 불현
성 감염이나, 임신 초기에 풍진에 이환될 경우 태아 감염

본 연구대상자의 MMR 예방접종은 임상실습 전 19세 이

을 일으킬 수 있으며, 30-60%에서 선천적인 기형을 초래

후 추가 접종하였거나, 4-7세 또는 8-18세 사이에 2차 접

한다[9]. 이에 가임기 여성과 임신부와 접촉할 가능성이 있

종을 하여 100%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는 의료종사자에게 MMR 혼합 백신 접종을 권장하고 있

터키의 간호대학생 면역률 홍역 74.9%, 이하선염 67.2%,

다. 또한 의료종사자는 MMR 환자 진료 시 노출 위험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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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종사자 감염 시 의료기관내 환자에게 전파할 위험이 있
으므로 MMR에 대한 확실한 면역 증거가 없는 의료종사자
는 2회 MMR 백신접종이 필수적이다[14].
본 연구대상자의 임상실습 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6.

100% 실시하였다. 이는 대상자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인 일반대학생의 36.%[28], 의료종사자 67.8%[29], 65세
이상 노인 84.3%[27]보다 높은 수준이다. 인플루엔자는
겨울철에 유행하며 노인,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에서는

7.

이환율 및 사망률 증가를 초래하여 막대한 사회 경제적 손
실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매년 항
원소변이를 일으키므로 매년 10월-12월에 노인, 만성질환
자, 영유아, 의료인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권

8.
9.

장하고 있다[21]. 의료종사자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병원 내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으로의 전파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적극 권장되고 있지만, 의료종사자들은 ‘업무에

10.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나는 독감에 걸리지 않으므로 예
방접종이 필요 없다’, ‘예방주사의 부작용이 걱정되어서’라
는 이유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30]. 그러나 본 연구대상자들은 임상실습 전 모두가

11.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임상실습 의료
기관에서 임상실습 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의무화하고
12.

있기 때문이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에서는 예방접종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간호대학 입학 시 MMR 등 예방접종 현황,
항체 형성률을 확인하여 임상실습 전 예방접종을 하도록

13.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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