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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계획된 행위이론을 적용한 항공사 객실승무원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관련 요인

  

  본 연구는 계획된 행위이론을 적용하여 항공사 객실승무원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관련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계획된 행위이론의 적용을 위해 Ajzen (2020)의 설문지침과 예시에서 제시한 측정 

방법에 따라 객실승무원에게 적합하도록 도구를 수정 및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총 

253명의 객실승무원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자료를 수집하고, 결측치

를 제외한 242명의 자료를 통계분석에 사용하였다. SPSS Statistic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 통계, 독립 표본 t-검정, 일원 배치 분산분석, 상관관계 분석, 다중 

회귀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항공사 객실승무원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의도는 7점 만점에 평균 5.92(±1.28) 점

이었고, 2020년의 예방접종 이행률은 70.7%였다. 각 7점 만점에 인플루엔자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6.01(±0.96) 점, 주관적 규범 5.51(±1.13) 점, 지각된 행위 통제 

5.87(±1.00) 점, 실제 행위 통제 5.38(±1.01)점, 부정적 태도는 3.32(±1.43) 점

이었다. 

2. 항공사 객실승무원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의도는 전년도 예방접종력이 있는 경우 

유의하게 높았다(t=4.991 p<.001). 계획된 행위이론의 구성요소는 주관적 규범

(r=.659, p<.001), 지각된 행위 통제(r=.563, p<.001), 긍정적 태도(r=.532, 

p<.001), 실제 행위 통제(r=.511, p<.001)가 예방접종 의도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가 있었다. 부정적 태도는 예방접종 의도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r=-.348, p<.001).

3. 다중 회귀분석 시, 모형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의도를 57%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F=40.959, p<.001). 예방접종에 대한 주관적 규범(β=.394, p<.001), 지각된 

행위 통제(β=.170, p=.004), 긍정적인 태도(β=.145, p=.007), 실제 행위 통제(β

=.145, p=.010) 수준이 높을수록 예방접종 의도가 높았다. 또한 전년도 예방접종을 



- v -

시행한 객실승무원이 접종하지 않은 객실승무원 보다(β=.163, p<.001) 예방접종 

의도가 높았다. 반면 부정적인 태도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β=-.076, p=.116).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가족과 동료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는 커뮤니케이션 전략과 

기업 내 예방접종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예방접종 캠페인은 항공사 객실승무원의 인

플루엔자 의도를 높이는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접종 시기를 놓치

지 않도록 스케줄 시스템 내 접종 일정을 반영하고 근무 동선을 고려하여 이동식 접

종 부스를 운영하는 등의 예방접종 사업에 유연성을 발휘하여 접종 의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항공사 객실승무원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관련 요

인과 접종 의도를 높이기 위해 제시한 전략은 공중근무자의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관

리 사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핵심되는 말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계획된 행위이론, 객실승무원, 긍정적 태도, 

              주관적 규범, 행위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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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인플루엔자는 예방접종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예방이 가능한 대표적인 호흡기 

감염질환이다(박승철 외, 2004). 인플루엔자는 매년 변이되는 바이러스로,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의 세계 인플루엔자 감시 및 대응 

시스템(Global Influenza Surveillance and Response System, GISRS)을 통해 자료가 

수집되고 세계 인구가 매년 권장된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WHO, 2020). 

우리나라는 인플루엔자 합병증으로 인한 입원, 사망 위험이 높은 65세 이상의 노인, 

생후 6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 임신부를 대상으로 국가 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질병관리청, 2020a). 국가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 19-64세의 

접종률은 27.3%이며(국가통계포털, 2020), 질병관리청의 2019-2020년 접종 지원 사업 

결과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은 83.5%,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 78.5%, 임신부는 41.8% 

접종률을 나타낸다(질병관리청, 2020a). 고령 인구와 만성질환자의 증가, 해외 

교류의 증가로 성인의 예방접종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으나 접종 지원 대상이 

아닌 성인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은 취약한 상태이다(신현영 & 유병욱, 2020).

예방접종의 효과에 대해 추정치가 다양하나 건강한 젊은 사람에서는 약 70~90%의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질병관리청, 2020a), WHO (2015)는 전체 

인구에서 인플루엔자 감염으로 인한 질병의 위험을 약 50-60%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WHO, 2015). 지역사회에서 예방 가능한 감염병인 인플루엔자의 확산 가능성을 

낮추고 집단 면역을 획득하기 위해 예방접종은 모든 대상에게 중요하다(Sheldenkar 

et al., 2019). 유럽 지역 WHO 회원국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정책은 49개 국가 중 

2014-2015년 시즌 기준 86%, 42개 국가가 항공사 승무원, 대중교통 근로자, 경찰, 

군인 등에 인플루엔자 백신 권장 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2008-2009년의 60% 

수준에서 증가하였다(Jorgensen et al., 2018). 최근 WHO (2020)는 코로나19의 백신 

적용 우선순위를 정할 때 고령자와 의료인 순에 이어 어린이 보육자와 함께 운송수단 

근로자의 접종을 권고했다(Omer et al., 2020). 이는, 다양한 사회기반시설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예방접종 사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의 세계 대유행은 국가 재난 상황의 사회적, 경제적 큰 파급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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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면서(오병기, 2020) 각 정부의 예방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획득이 방역관리의 

성패를 좌우하는 주요 감염병 대응 사업으로 이슈가 되었다. 예방접종은 이전의 접종 

경험이 앞으로의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특징을 보이므로(Lin et al., 2010; 

기세윤, 2005; 조한경 외, 2016)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필요 집단의 이행 수준과 향후 

이행 의도, 영향 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지속적인 접종과 

더불어 신종 감염병 백신의 접종 전략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항공사 객실승무원은 잦은 해외 방문으로 해외유입 감염병에 노출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고, 제한된 공간에서 다중을 대면하고 음식을 다루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항공기 노선과 여객 수의 증가로 노인, 아동, 임신부와 같이 면역력이 취약한 

승객의 항공여행이 증가하고 있으며(Jaeger et al., 2015) 여행의학 전문가들은 

고위험군뿐만 아니라 같이 여행하는 동반자와 승무원, 그리고 여행 중 건강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모든 여행자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Goeijenbier et al., 2017). 또한 국제항공운송협회(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IATA)는 감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전염력이 소실된 이후에 

항공여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IATA, 2020) 승무원이 독감에 걸린 경우에는 

전염력 소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제의 복용 기간과 증상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브라질의 한 항공사에서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의 성과로, 

독감 유사 질환이 39.5% 감소하고, 병가 발생률이 26% 감소한 결과를 

확인하였다(Mixeu et al., 2002). 일부 항공사는 항공기 내 감염병 예방관리와 

직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자체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행 수준과 관련 요인에 대한 자료는 희박하다. 

국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관련 근로자 대상의 연구는 대학병원 근무자 (정희진 

외, 2004), 요양병원 종사자(정혜정, 2018), 보육교사(황혜정, 2019), 

임상시험코디네이터(김서원, 2020)의  예방접종 관련 요인을 파악하는 연구들이 

있고, 부속의원을 소유하고 있는 사업장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유용성에 대한 

연구가 있다(오형석, 2018). 그 외 국가통계자료를 통해 사회인구학적 특성과의 

연관성을 분석하거나 미디어 캠페인(이병관 외, 2008), 홍보물 교육(김윤모 외, 

2019)에 따른 효과를 확인한 연구 등이 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많은 연구들이 대상자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한 신념, 태도, 지식 등을 확인하고 접종 



- 3 -

이행과의 관련성을 파악하였다(강지숙 & 양인숙, 2014; 김영희 외, 2017; 이무식 외, 

2000; 정혜정, 2018). 하지만, 인플루엔자 질병에 대한 위협과 예방접종에 기대하는 

개인적인 신념 요인만으로 접종 행동을 예측하거나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계획된 

행위이론은 행위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과 개인이 행동을 수행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각된 행위 통제 요인을 구성 요소로 한다(Ajzen, 1991). 계획된 

행위이론은 행동과 환경, 개인적 특성 간의 상호작용을 하며 주체적으로 개인의 

행동을 결정하는 대표적 사회인지이론 모델로, 심리학, 보건학, 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었다(손영곤 & 이병관, 2010). 계획된 행위이론을 적용한 

선행연구로, 건강신념모델과 통합한 모형으로 국외 19-24세 성인 대상의 

신종인플루엔자(H1N1) 예방접종 관련 연구(Yang, 2015)가 있고, 국내에서도 유사 

모형으로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의도(황혜정, 2019)를 파악한 

연구가 있다. 계획된 행위이론만을 적용한 연구로는 간호대학생(Cornally et al., 

2013), 유아기 부모(Dubé et al., 2018), 유아기 부모를 대상으로 한 종단적 연구(Wu 

et al., 2020)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행위에 대한 태도, 주변인들로부터 인식하고 

있는 주관적 규범, 행위에 대한 통제 정도를 평가하는 계획된 행위이론의 구성요소는 

예방접종 사업의 관리 대상이 되는 집단의 접종 의도 또는 접종 행동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

한편, Ajzen (1991)은 행동을 수행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자원과 기회(예: 

시간, 돈, 기술, 다른 사람과의 협력)와 같은 비동기적 요인에 의존하며 이러한 

요소를 ‘실제 행위 통제’라 하고 행동 실천의 가능성을 좌우한다고 하였다(Ajzen, 

1991). 그러나 실제 통제 보다 심리적으로 중요한 것은 행위 통제에 대한 본인의 

인식인 ‘지각된 행위 통제’라 하여 초기 이론 모형에 실제 행위 통제를 구성 

요소로 포함하지 않았고(Ajzen, 1991) 계획된 행위이론을 적용한 많은 선행연구는 

실제 행위 통제 요소를 측정하지 않았다. 이후, 2002년 Ajzen은 행위에 대한 실제 

통제 수준이 충분하면 의도를 행위로 이행하게 하며, 이론 모형의 의도와 행위의 

경로에 실제 행위 통제 변수를 반영하였고(Ajzen, 2002), 실제 행위 통제를 충분하고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지각된 행위 통제는 행위와 낮은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하였다(Ajzen, 2011). 최근 Ajzen (2020)은 실제 행위 통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행위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다양한 내적인 요소(기술, 지식, 

체력, 지능 등)와 외적 요소(법적 장벽, 돈, 장비, 타인과의 협조 등)를 잘 이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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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Ajzen, 2020a). 예방접종 행동에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접종 행동을 결정하는 보다 실제적인 변인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이에, 실제 행위 

통제 변수를 포함한 계획된 행위이론을 적용하여 항공사 객실승무원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관련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공중근무자의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의 

기초 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계획된 행위이론을 적용하여 항공사 객실승무원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관련 

요인을 규명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항공사 객실승무원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관련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 통제, 실제 행위 통제, 예방접종 의도를 파악한다.

둘째, 항공사 객실승무원의 인구학적 특성과 계획된 행위이론의 구성요소에 따른 

예방접종 의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항공사 객실승무원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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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1.3.1.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의도

1) 이론적 정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성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며, 의도는 특정 행위를 하고자 하는 

개인의 의향 정도(Ajzen, 1991)를 말한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의도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얼마나 수행하려 하는지, 노력을 하는지에 대한 의지 

정도를 의미한다.

2) 조작적 정의: 계획된 행위이론의 설문지침(Ajzen, 2020c) 및 예시(Ajzen, 

2020b)에서 제시한 측정 방법에 따라 구성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한 의도 

설문 도구로 측정한 점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예방접종 의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1.3.2.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한 태도

1) 이론적 정의: 태도는 어떤 대상에 대해 일관성 있게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으로 

반응하려는 경향, 행위적 신념, 행위 결과에 대한 평가로(Ajzen, 1991), 개인이 

특정 행위를 수행하는 데 있어 좋고 나쁨의 정도를 표현하는 것이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한 태도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는 것에 대한 호의적, 비호의적 

정도를 말한다.

2) 조작적 정의: Wu 등 (2020)이 계획된 행위이론을 적용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한 태도 측정 도구로 제시한 긍정적인 태도 3개와 부정적인 태도 3개 항목의 

도구를 객실승무원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Wu et al,. 

2020).

1.3.3. 주관적 규범

1) 이론적 정의: 개인과 관련된 중요한 사람들의 영향력 정도로 특정 행동을 

이행하기 이전에 개인이 느끼는 사회적 압력이고, 행동에 관여하여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개인의 인식으로 외부환경에 대한 개인이 갖는 지각을 의미한다(Ajzen, 

1991; Fishbein & Ajzen, 1975). 어떠한 행동을 실행하기 이전에 내 주변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준거 집단들의 호의적인 반응으로 인해 그 행동을 실현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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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가 높아지기도 하고, 비호의적 반응은 반대의 결과를 나타낸다(Ajzen, 

1991).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주관적 규범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한 

사회적인 압력이자 중요한 사람들의 예방접종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인식으로, 

개인이 지각하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한 주변의 영향력을 말한다. 

2) 조작적 정의: 계획된 행위이론의 설문지침(Ajzen, 2020c) 및 예시(Ajzen, 

2020b)에서 제시한 측정 방법에 따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한 주관적 규범 

문항을 구성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1.3.4. 지각된 행위 통제

1) 이론적 정의: 지각된 행위 통제는 특정 행동을 수행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정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나타내는 것으로 Ajzen에 의해 합리적행동 

이론에서 발전한 계획된 행위이론의 핵심요소 이다(Ajzen, 1991). 어떤 행위가 

행위자 의지의 통제하에 있는지 실행하기에 용이한 기술, 자원, 기회가 있는지 

등을 인식하는 수준으로(Ajzen, 2002),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지각하는 용이성과 어려움의 정도를 말한다.

2) 조작적 정의: 계획된 행위이론의 설문지침(Ajzen, 2020c) 및 예시(Ajzen, 

2020b)에서 제시한 측정 방법에 따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한 지각된 행위 

통제 문항을 구성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1.3.5. 실제 행위 통제

1) 이론적 정의: 실제 행위 통제는 의도가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며 다양한 

내적인 요소(기술, 지식, 체력, 지능 등)와 외적 요소(법적 장벽, 비용, 장비, 

타인과의 협조 등)를 의미하는 것으로 행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거나 수행을 

방해할 수 있는 실제적인 자원과 기회를 말한다(Ajzen, 2020a).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실제 행위 통제는 접종 행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거나 저해할 수 

있는 내적, 외적 요소의 실제적 자원과 기회를 의미한다.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Ajzen (2020)이 정의한 실제 행위 통제 요소에 대해 

항공사 객실승무원에 맞게 내적 요소(지식, 체력), 외적 요소(비용, 시간, 장소, 

건강관리자의 안내)에 관한 문항을 구성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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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문헌고찰

2.1.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이행

계절 인플루엔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성 호흡기 질환으로, 흔히 

독감으로 불리며 감기와 달리 심한 증상을 나타내거나 폐렴과 같은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백신 접종을 권장한다(질병관리청, 2020a).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이행 

수준은 매년 국가 지원사업 대상인 고령자, 어린이, 임신부에 대한 접종 목표와 

결과를 정부에서 공개하고 있으며,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통해 소득수준별, 연령대별 

예방접종 수행 정도를 국가 통계자료로 표본 집계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2019-2020년 

국가 접종 지원 대상자의 예방접종률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은 83.5%, 생후 6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 78.5%, 임신부는 41.8%이다(질병관리청, 2020a). 

국가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 19세 이상 성인의 접종률은 37.2% 로, 19-64세 연령은 

27.3%, 접종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은 85.1%을 나타냈고, 세부적으로 성인 

19-29세는 16.9%, 30-39세는 33.9%, 40-49세는 22.4%, 50-59세는 27% 접종률을 

보였다(국가통계포털, 2020). 

반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의 자료에서는 2018-2019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은 고위험군 연령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은 68.1%, 6개월-17세 연령에서는 62.6% 접종률을 보여 한국의 유사 

고위험군 연령 보다 미국의 접종률이 낮았으나, 전체 18세 이상 성인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미국 접종률은 45.3%로 한국의 19세 이상 37.2% 접종률 보다 높았다(CDC, 

2020). 65세 이상 노인 등 고위험군의 글로벌 목표 접종률은 75%로, 미국의 

백신자문기구는(National Vaccine Advisory Committee, NVAC) 2020년까지 65세 

이상은 90%, 18세 이상 성인은 70%의 목표를 세우기도 했다(NVAC, 2013). 

2004-2013년 195개국의 인플루엔자 백신 공급량의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국민 

총소득(GNI)이나 경제 성장률에 관련되기보다는 국가의 정치적 결정과 예방접종 지원 

정책에 따르는 추세이다(Palache et al., 2015). 유럽 지역은 국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47개국 중 2014-2015년 시즌 기준 42개의 국가가 

항공사 승무원, 대중교통 근로자, 경찰, 군인 등에 인플루엔자 백신 권장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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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는 반면, 65세 이상 노인의 접종률 75%를 달성한 국가는 영국이 

유일했다(Jorgensen et al., 2018). 지중해 동부지역은 20개국 중 14개국에 

인플루엔자 예방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의료종사자, 만성질환자와 함께 7개의 국가가 

항공사 승무원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권장하고 있다(Abubakar et al., 2019). 

아시아는 서구에 비해 기후대가 다양하고 개발도상국의 비율이 높아 대체로 

인플루엔자 위험이 높으나 접종률은 낮으며, 예방접종 행동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Sheldenkar et al., 2019). 우리나라는 질병관리청의 2019-2020 시즌 

예방접종 지원사업 목표가 만 65세이상 84%, 생후 6개월~만 12세 어린이80%, 

임신부가 50% 임을 비출 때 국가 목표치에는 못 미쳤으나 최근 5년간 접종률이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질병관리청, 2020a). 

한편, 특정 직업 또는 의료적 환경에 따른 성인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이행 

정도는 다양하다. 2000년도에 조사한 일개 대학병원 근무자의 예방접종 접종군은 

54%였으며, 접종군의 평균연령이 30.7세로, 비접종군의 29세 보다 많았고, 평균 

근무연수 또한 접종군 6.6년, 비접종군 4.9년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근무연수가 

더 길었다(정희진 외, 2004). 최근 국내 연구에서 진행된 대상자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수행 정도는 요양병원 종사자 45.2%(정혜정, 2018), 보육교사 

43.2%(황혜정, 2019) 접종률을 보였고, 간호대학생의 예방접종 의도는 33.5%(강지숙 

&　양인숙, 2014)였다. 한편, IT계열, 전자, 금융, 건설, 제약 등 국내 사업장 내에 

위치한 20개 부속의원에 일정 기간 방문한 환자 중 최근 1년 이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은 환자는 37.8%였고, 부속의원을 이용하는 총 임직원 수를 고려할 때 

사업장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은 평균 48.5%로 예측되었다(오형석, 2018). 어린이, 

노인과 같은 취약 연령을 제외한 성인 중 의료종사자나 사업장 내 부속의원이 있는 

것과 같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관련 의료적 접근성이 좋은 대상자군에서 약 40% 

안팎의 접종률을 보이며 국가통계자료에 따른 19-64세 연령 27.3%보다 높은 접종률을 

보인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사회경제 및 의료적 관련 요인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19-64세의 성인이 최근 2주간 외래, 약국 등의 의료이용을 하는 경우 1.37배, 

만성질환자는 2.21배 접종률이 높아 의료진의 권고와 접근성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변경란 외, 2016). 

반면, 의료의 접근이 비교적 용이한 도시지역의 접종률이 농촌지역보다 더 낮은 

것에 대해서는 도시는 지역사회 보건소의 파급효과가 작고 도시생활로 인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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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과 연관되며 이는, 직업을 가지지 않은 여성이 직업을 가진 여성보다 접종률이 

높은 것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관련됨을 설명했다(박명배 외, 

2013). 예방접종 이행 정도는 연령, 건강상태, 사회적 환경과 의료 및 재정적 지원에 

따라 다양하나, 집단 면역을 획득하기 위해 모든 대상에게 중요하며 각 지역사회는 

인플루엔자 확산 가능성을 낮추고 예방 가능한 감염병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Sheldenkar et al., 2019). 우리나라는 2020년 증상이 비슷한 

코로나19와의 동시 유행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에 만 62~64세, 만13~18세를 

포함시키고, 백신 종류를 3가에서 4가 백신으로 변경하여 한시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기도 했다(질병관리청, 2020a).

2.2. 항공사 객실승무원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항공사 객실승무원은 해외여행이 잦고 제한된 공간인 항공기 내에서 여러 승객을 

대면하는 근무환경을 가지고 있어,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감염병 예방관리가 

필요한 대상이다. 또한 항공기 노선과 여객 수의 양적 증가뿐 아니라, 노인, 아동, 

임신부와 같이 면역력이 취약한 대상자의 항공여행이 증가됨에 따라 (Jaeger et al., 

2015) 항공기 탑승객의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 일정 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의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은 필수적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항공여행량과 미국 주요 

도시의 인플루엔자 유행 정점 시기를 수학적 모델을 사용하여 도시별 계절 

인플루엔자의 유행 패턴을 예측하면서 감염병 확산에 대한 항공여행량의 영향력을 

확인하기도 하였다(Grais et al., 2004). 인플루엔자뿐만 아니라 홍역, 결핵, 에볼라 

바이러스, 메르스와 같은 기존 감염병의 발생과 재발생을 지속하며 감염병의 전파 및 

위험요소로 항공여행은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Mangili et al., 2015) 

특히, 비말 감염과 연관된 신종인플루엔자, 코로나19의 유행은 기내 공기 정화 

시스템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기내 공기정화 과정은 항공기 외부에서 유입된 공기가 

에어컨을 통해 냉각되고, 냉각된 공기가 항공기 공조 장치를 통해 기내 천장에서 

아래 방향으로 객실 내 골고루 확산되며 객실 내 공급된 공기는 창문 아래쪽으로 

배출되고 일부는 헤파 필터를 통해 정화된다(국토교통부, 2020). 공기흐름이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공급되는 형태는 비말이 멀리 날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외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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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되고 배출되며, 필터 정화되는 시스템은 기내 감염 가능성을 줄인다고 알려져 

있으나, 관련된 연구와 논쟁이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다(Mboreha et al,.). 항공기 

내 인플루엔자 전파의 증거를 평가하기 위해 11개의 문헌을 검토한 연구에서는 

인플루엔자 감염환자 승객으로 인한 잠재적인 기내 전파는, 감염환자의 증상 유무, 

감염환자로부터 착석한 자리가 2열 이내 밀접한지, 비행시간, 항공기 환기 시스템, 

비행 전후의 다른 잠재적인 노출 변수 등을 기반으로 기내 전파 가능성과 범위를 

사례별로 추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Leitmeyer & Adlhoch, 2016).

이와 같은 항공기 내 감염, 전파 가능성의 역학적 논의를 뒤로 하고 인플루엔자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항공사에서는 승무원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브라질의 한 항공사에서 814명의 

승무원에게 인플루엔자 예방백신과 위약을 각각 접종하고 7개월 경과 후 예방접종 

사업의 성과로, 독감 유사 질환이 39.5% 감소하고, 병가 발생률이 26% 감소한 결과를  

확인하였다(Mixeu et al., 2002). 일반 성인의 인플루엔자로 인한 근무일수 손실에 

대해 28개의 연구를 분석한 논문은 의사로부터 인플루엔자 확진을 받은 후 병가로 

인한 근무일수 손실은 3.7~5.9일 범위를 보고 하였다(Keech & Beardsworth, 2008). 

특히,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감염병 질환이 있는 경우 전염력 소실 후에 

항공여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승무원이 독감에 걸린 경우에는 근무 복귀를 

위해 전염력 소실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항바이러스제의 복용 기간과 증상 유무 

등을 고려하여 병가 기간을 산정하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의 예방 백신 적용 우선순위를 보면 WHO는 고령자와 의료인 순에 

이어 교사, 어린이 보육자, 운송수단 근로자, 지방자치단체 서비스 제공자, 

구금시설의 수감자, 빈민가 거주 및 노숙자, 군인 등의 접종을 권고했다(Omer et 

al., 2020). 같은 해 12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유사하게 소방관 및 

경찰관과 같은 응급조치에 대응하는 근로자와 함께 대중교통 근로자, 식품을 다루는 

근로자를 동일한 접종 우선순위 대상자로 지정하였다(Dooling, 2021). 이는 

의료종사자 외 다양한 사회기반시설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예방접종 사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나, 의료종사자를 제외한 근로자 대상의 예방접종 이행 수준과 

영향요인에 대한 자료는 부족하며 특히, 해외 유입 감염병의 노출 가능성이 있고 

다중을 대면하고 있는 승무원, 공항 직원 등에 대한 자료는 희박하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이전의 접종 경험이 다음 해의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특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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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므로(Lin et al., 2010; 기세윤, 2005; 조한경 외, 2016), 항공사 객실승무원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함으로써 앞으로의 

예방접종률 향상 전략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필요한 인구 집단의 이행 수준과 영향 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지속적인 접종과 더불어 신종 감염병 백신 접종의 수행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2.3. 계획된 행위이론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수행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들은 의료인, 영아나 노인의 

보육자와 같은 직업적 특성의 대상자를 중심으로 건강신념모델을 적용하거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지식 등의 영향요인과 예방접종 이행 정도를 파악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요양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식과 건강신념모델의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예방접종 행동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예방접종에 대한 지식이 높고 지각된 

장애성이 낮을 때 접종하는 경향을 보였으며(정혜정, 2018) 간호대학생 대상의 유사 

연구에서는 지각된 심각성이 높을수록, 접종 의도가 높았으며 지식은 유의 변수로 

나타나지 않았다(강지숙 & 양인숙, 2014). 그 외 노인 대상의 연구는 지각된 

민감성(이무식 외, 2000)이, 20-60대 건강한 성인 대상에서는 지각된 유익성, 행동의 

계기, 자기효능감(김영희 외, 2017)이 연관되어 대상자별 유의한 신념 변인이 

다양했다. 이와 같이 건강신념모델의 변인이 접종 행동을 유의하게 나타내는 일부 

요소를 갖고 있지만, 접종 행동을 충분히 예측하거나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국내 

대학병원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감염관리실의 홍보와 주위 사람들의 

권유가 접종 계기로 확인하였고, 장애요인으로는 업무가 바쁘고 시간이 없는 

접근성의 사유를 확인하였다(정희진 외, 2004). 국외 여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연구를 분석한 자료에서도 인플루엔자에 대한 위협, 예방접종에 대한 인식과 함께 

의료인의 권고 및 의료접근성, 접종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 등과 같은 요소가 

예방접종을 결정하는 주요 변인으로 확인하였다(Schmid et al., 2017; Thomson et 

al., 2016).

이는, Ajzen이 계획된 행위이론에서 개인이 행동을 수행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 12 -

자원과 기회(예: 시간, 돈, 기술, 다른 사람의 협력)와 같은 비동기적 요인에 

의존하며 이러한 요소는 행동에 대한 사람들의 실제적 통제 요소로 행동 성취의 

가능성을 좌우한다는 것에서 설명이 가능하다(Ajzen, 1991). 계획된 행위이론은 

합리적 행위이론의 확장 이론으로, 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과 함께 개인의 

의지로 통제가 불가능한 인간의 행위를 설명하기 위해 행동의 결정 요인으로 행위 

통제 요소를 추가하였다(Ajzen, 1991). 개인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모델로 

Fishbein & Ajzen (1975)의 합리적 행위이론(TRA)은 인간은 합리적 존재로서, 개인의 

행동은 신념, 태도, 의도와 연관되며 신념은 태도를 형성하고, 개인의 태도와 사회의 

주관적 규범은 의도로 연결되고 의도는 행동을 결정한다고 하였다(Fishbein & Ajzen, 

1975). Ajzen은 계획된 행위이론을 통해 행위를 수행하는 것이 용이하거나 어려운 

정도를 나타내는 지각된 행위 통제를 추가하면서 행동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나 

의지와 상관없이 스스로 행위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할 수 있게 되었다. 

계획된 행위이론은 2019년 WHO에서 예방접종 사업의 전략으로 제시한 COM-B 이론이 

개인적인 능력(Capability), 기회(Opportunity), 동기(Motivation) 3가지 요소를 

통해 예방접종 이행(Behavior)을 설명하는 것과도 일부분 유사하다. 예방접종에 대한 

태도, 신념, 가치와 같은 동기뿐만 아니라 지식, 기술, 체력과 같은 개인적인 능력과 

규범, 문화와 같은 사회적 맥락과 접근성, 편의성, 정보와 같은 자원의 기회 부문의 

촉진 및 저해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다(WHO, 2019). 

계획된 행위이론은 행동과 환경, 개인적 특성 간의 상호작용을 하며 주체적으로 

개인의 행동을 결정하는 대표적 사회인지이론 모델로, 심리학, 보건학, 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었다(손영곤 & 이병관, 2010). 국내 보건 분야에서는 

의료인 대상의 손 위생의 수행(김민경, 2015), 감염관리지침의 수행(구지은 외, 

2018) 노인의 폐렴구균 예방접종(이주리 & 이은경, 2018), 여대생의 인유두종 

예방접종(이규은, 2014) 행동을 설명하는 데 적용되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관련해서는 국외에서 건강신념모델과 계획된 행위이론을 통합한 모형으로 19-24세 

젊은 성인 대상의 신종인플루엔자(H1N1) 예방접종(Yang, 2015) 행동을 설명하였고, 

이어 지역의 건강관리자를 대상으로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Ng et al., 2020)에 

대해 진행되었으며 국내에서도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유사 모형으로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의도(황혜정, 2019)를 파악한 연구가 있다.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행동 

관련 계획된 행위이론만을 적용한 선행연구로는 간호대학생(Cornally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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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기 부모(Dubé et al., 2018) 대상의 연구와, 유아기 부모를 대상으로 한 종단적 

연구(Wu et al., 2020)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인의 목표 행동에 대한 태도, 

인지하는 사회적 규범, 행위에 대한 통제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계획된 행위이론의 

구성요소는 의료인의 감염관리 행동을 파악하거나 예방접종 사업의 대상이 되는 

집단의 접종 이행 의도 또는 접종 행동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

다만, 계획된 행위이론에서 행위에 대한 실제적 통제가 부족한 경우 의도가 

행위를 예측하는 타당성이 감소되며, 실제 행위 통제를 충분하고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지각된 행위 통제는 행위와 낮은 상관관계를 보인다(Ajzen, 2011). 실제 행위 

통제는 행동에 영향을 주는 내적, 외적 자원을 잘 이해하여 평가할 수 있으나, 

지각된 행위 통제보다 측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계획된 행위이론을 

적용한 연구에서는 실제 행위 통제를 대신하여 지각된 행위 통제만을 측정하고 

있다(Ajzen, 2020a). 연구하고자 하는 집단의 행위 의도와 이행을 보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영향요인을 면밀히 파악하고자 한다면, 행위에 대한 실제적인 통제 요소를 

직접 반영한 계획된 이론의 적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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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개념적 기틀

그림1. 계획된 행위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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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승무원은 조직의 환경적 변인과 주변 및 개인의 변인에 영향을 받으며 기내 

업무를 수행하는 직군으로(김지윤, 2020)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Ajzen의 계획된 행위이론을 적용하였다. 계획된 행위이론은 행위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 통제, 실제 행위 통제, 행위 의도, 행위를 구성요소로 

한다<그림1>.

계획된 행위이론을 적용한 선행연구에서 예방접종 의도의 영향 요인으로 확인된 

예방접종에 대한 태도(Cornally et al., 2013; Lipovetski et al., 2018; Wu et al., 

2020; Yang, 2015; 황혜정, 2019) , 주관적 규범(Cornally et al., 2013; Wu et al., 

2020; Yang, 2015), 지각된 행위 통제(김수강, 2007; 황혜정, 2019)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실제적인 자원과 기회 요인을 평가하는 실제 행위 통제를 주요 변수로 

포함하였다.

지각된 행위 통제와 Bandura의 자기효능감은 둘다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대상자의 인식으로, 일련의 잠재적 장애물을 극복하고 행위에 이르는 가능성을 

의미하는 자기효능감이(Bandura, 1997), 지각된 행위 통제와 혼용되기도 한다. 다만,  

의지력과 같은 내적 요소에 기초하는 자기효능감에 비해 지각된 행위 통제는 외적 

통제 요인(시간, 기회 등)에 의거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Armitage & Conner, 2001). 

본 연구에서는 주어진 환경 내에서 예방접종 수행할 수 있는 용이성 정도를 측정하는 

지각된 행위 통제를 포함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에서 

측정하지 않았던 실제 행위 통제 요소(Ajzen, 2020a)를 독립 변인으로 배치하여, 

예방접종을 이행하려는 의도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였다 

계획된 행위이론<그림1>에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 통제는 행위의 

의도를 반영하는 직접적인 지표(Direct)이며, 이 세 변수를 설명하는 선행요인으로 

간접적 지표(Indirect)인 행위 신념, 규범적 신념, 통제적 신념이 있다(Ajzen, 

1991). 의도와 행동을 예측하고자 한다면 직접적 지표만으로 충분하나, 효과적인 

행동 변화 개입을 계획하거나 기본적인 변수를 이해하려면 간접적 지표인 신념을 

도출하고 평가해야 한다(Ajzen, 2020a). 본 연구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의도와 

행동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지표만을 변수로 하였다. 

또한, 행위의 선행요인으로 의도를 측정하고, 의도가 행위로 연결되는지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나,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로 예방접종 의도를 종속변수로 두고 계획된 

행위이론의 구성 요소에 따른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 것으로 하였다<그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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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연구 방법

4.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계획된 행위이론을 적용하여 항공사 객실승무원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의도와 관련 요인을 파악하는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4.2. 연구 대상

4.2.1. 대상자 선정 기준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에 소재한 항공사에서 자료수집 당시에 근무하고 있는 

객실승무원 중 연구의 목적과 방법, 참여의 자발성에 대해 안내한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객실승무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항공사에서 비행 근무를 수행하고 있는 객실승무원

2)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객실승무원

3) 온라인 설문조사에 접속하고 답변이 가능한 객실승무원

본 연구 대상의 제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2019년 10월 이후 항공사에 입사한 객실승무원은 제외하였다. 이는, 항공사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매년 10~11월에서 시행하고 있어 사내 예방접종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대상으로 하며, 2020년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객실승무원의 신규 채용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참고하여 제외 기준을 정하였다.

2) 직무 변경, 전환으로 지상에서 훈련,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객실승무원은 

제외하였다. 직무가 변경되어 지상에서 일반 업무를 하는 것은, 해외 방문이 잦고 

다중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객실승무원과는 업무 특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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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병, 휴직 등의 사유로 최근 1년 이내 비행 근무를 하지 않은 객실승무원은 

제외하였다. 비행 근무를 1년 이상 쉬고 있는 대상이 본 연구에서 파악하고자 한 

객실승무원의 주관적 규범과 지각된 행위 통제, 실제 행위 통제를 온전히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4) 외국인 객실승무원은 제외하였다. 국가별 예방접종에 대한 인식, 문화적 영향 

요소를 고려하고 국문 설문지의 온전한 이해 및 응답에 어려움이 있어 제외하였다.

4.4.2. 대상자 수

  대상자의 최소 표본 수는 표본크기 계산 프로그램인 G*Power 3.1.9.7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다중 회귀분석을 위해 효과 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0, 본 

연구에 포함된 예측변수 23개로 산출할 때, 최소 필요한 대상자는 202므로,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253명을 대상자 수 목표로 하였다. 목표 인원인 253명이 자료수집에 

참여하였으며, 본 자료에는 결측치 등을 제외하여 242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4.3. 연구 도구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변수를 측정하고, 설문지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의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 통제, 

실제 행위 통제,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조사하는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Ajzen은 

계획된 행위이론을 적용하기 위한 연구 도구를 구성하는 설문지침, 예시문을 개인 

사이트를 통해 공개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설문지침과 예시는 2020년  

확인한 것으로, 각 변수의 의미와 문항 구성 방법 등을 소개하고 예시를 제시하여 

연구하고자 하는 행위에 적용하기 용이하게 설명된 자료이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관련 측정 도구로 설문지침과 예시의 적용에 대해 이메일을 통해 원저자의 사용 

승인을 받았다. 

4.3.1.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의도

계획된 행위이론의 설문지침(Ajzen, 2020c) 및 예시(Ajzen, 2020b)에서 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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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방법에 따라 본 연구 대상과 주제에 맞게 구성하였다. Ajzen의 행위 의도에 대한 

문항 예시에 따라 ‘~할 의향이 있다’,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할 

계획이다’총 3문항을 연구 주제에 맞게 수정하였다. ‘나는 2021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할 의향이 있다’, ‘나는 2021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나는 2021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할 계획이다’로 

구성하였다.‘매우 그렇다’(7점)에서 ‘전혀 아니다’(1점)까지 7점 척도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의도 측정치는 3문항 점수의 평균치로, 

점수가 높을수록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의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의도 도구의 Cronbach’s ɑ값은 .967이었다.

4.3.2.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한 태도

계획된 행위이론의 설문지침(Ajzen, 2020c) 및 예시(Ajzen, 2020b)에서 제시한 

측정방법에 따르면 ‘매우 좋다, 매우 나쁘다’, ‘매우 가치있다, 전혀 가치가 

없다’와 같이 호의적, 비호의적 정도를 7점 척도로 어의 구별하여 행위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였다. 계획된 행위이론을 적용하여 노인의 폐렴구균 예방접종에 대한 

태도를 평가한 연구(이주리 & 이은경, 2018)에서는‘좋다, 나쁘다’ ‘이롭다, 

해롭다’ ‘필요하다, 불필요하다’, ‘유용하다, 유용하지 않다’,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 ‘의미있다, 의미없다’, 

‘지혜롭다, 어리석다’로 구성하였다. Wu 등 (2020)은 계획된 행위이론을 적용한 

유아기 부모의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인 태도 3개와 

부정적인 태도 3개 문항으로 구성하여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확신없음’으로 

측정하였다(Wu et al., 2020).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한 효과성, 안전성에 대한 

신념을 반영하고 세부 내용의 호의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예방접종에 대한 느낌을 

어의 구별 측정하는 형태보다 구체적인 긍정, 부정 문항에 대한 대상자의 동의 

정도를 확인하는 것으로 하였다. Wu 등 (2020)의 연구에서 긍정 문항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를 예방에 필요하다’,’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로 

인한 합병증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유용하다’, ‘요즘 인플루엔자 백신은 이전에 

맞았던 백신보다 더 효과적이다’로 마지막 문항의 이전 백신과의 효과성 비교 

내용을 삭제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의 감염 및 전파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다’로 수정하였다. 부정의 문항은 ‘인플루엔자 백신은 이전에 맞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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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보다 안전하지 않다’, ‘내 아이는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기에는 너무 어리다’, 

‘인플루엔자 백신은 내 아이가 맞는 다른 백신과 해로운 상호작용을 할 것이다’로, 

유아기 부모의 다른 백신과의 부정적인 상호작용, 안전성, 부작용을 우려하는 문항을 

연구 대상자에 맞게 수정하였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안전하지 않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부작용이 우려되어 접종하기 두렵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내 건강에 오히려 해롭다’로 구성하였다. 응답은 ‘매우 

그렇다’(7점)에서 ‘전혀 아니다’(1점)으로 7점 척도로 하였으며 긍정 3문항 

점수의 평균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것으로, 부정 3문항 점수의 

평균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것으로 해석하였다.

내용 타당도는 간호학과 교수 1인과 기존 문항을 함께 비교 문의하면서 

객실승무원을 대상으로 할 때 적합한지 1차 구성하였다. 이후 간호학과 교수 2인, 

간호학 박사 1인과 항공전문의사 및 항공사 간호사로 구성된 실무전문가 7인에게 

내용의 적합성에 대하여 분석을 받은 후 문항 및 도구 구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하였다. 내용타당도계수(CVI, Content Validity Index) 결과는 1.0 이었다<부록 

1>. 내적일관성 신뢰도 계수 Cronbach’s ɑ 값은 원저자인 Wu 등(2020)의 긍정과 

부정적 태도 도구는 신뢰도 계수 Cronbach's ɑ = .82 and .51 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긍정 태도 도구가 .872, 부정 태도 도구가 .843 이었다.

4.3.3. 주관적 규범

계획된 행위이론의 설문지침(Ajzen, 2020c) 및 예시(Ajzen, 2020b)에서 제시한 

측정방법에 따라 본 연구 대상과 주제에 맞게 구성하였다. Ajzen의 주관적 규범 문항 

예시에 따라 ‘내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내가 ~하는 것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다’, ‘내가 ~하는 것을 기대한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내가 ~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다’를  

객실승무원에게 중요한 가족과 회사 동료를 대상으로 각각 4문항으로 수정, 

보완한다. ‘나의 가족/회사 동료들은 내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나의 가족/회사 동료들 대부분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수행한다’, 

‘나의 가족/회사 동료들은 내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하기를 기대한다’,‘나는 

가족/회사 동료들이 내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하기를 바라는 기대에 따르려고 

한다’로 구성한다. 마지막 문항은 노인 대상의 폐렴구균 예방접종의 주관적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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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나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하기를 원하는 것을 따르려고 한다’(이주리 

& 이은경, 2018)를 참고하여 Ajzen 설문 예시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적용한 

것이다. 총 8문항으로 ‘매우 그렇다’(7점)에서 ‘전혀 아니다’(1점) 까지 7점 

척도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관적 규범 측정치는 8문항 점수의 평균치로 

점수가 높을수록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한 주관적 규범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Cronbach’s ɑ 값은 .930 이었다.

4.3.4. 지각된 행위 통제

계획된 행위이론의 설문지침(Ajzen, 2020c) 및 예시(Ajzen, 2020b)에서 제시한 

측정방법에 따라 본 연구 대상과 주제에 맞게 구성하였다. Ajzen의 지각된 행위 통제 

문항 예시에 따라 ‘내가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내가 ~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 있다’, ‘내가 하고자 하면 ~할 자신이 있다’, ‘내가 ~하는 것은 

가능하다’4문항을 본 연구 주제에 맞게 수정하였다. ‘내가 매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내가 매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할 지 

여부는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 있다’, ‘내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고자 하면 

매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시행할 자신이 있다’, ‘나는 매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하는 것이 귀찮지 않다’로 구성하였다. 마지막 문항은 객실승무원을 

대상으로 안전행동에 대한 지각된 행위 통제를 평가한 연구의 ‘나는 업무 수행시 

안전수칙을 지켜 행동하는 것을 귀찮게 생각하지 않는다’(김지윤, 2020) 문항을 

참고하고, 행위 실천이 용이한 점을 고려하여 ‘~가능하다’ 보다 ‘~귀찮지 않다’ 

로 수정하여 적용한 것이다. 총 4문항으로 ‘매우 그렇다’(7점)에서 ‘전혀 

아니다’(1점) 까지 7점 척도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각된 행위 통제 

측정치는 4문항 점수의 평균치로, 점수가 높을수록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한 

지각된 행위 통제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Cronbach’s ɑ값은 

.764 이었다.

4.3.5. 실제 행위 통제

실제 행위 통제는 의도가 행위에 미치는 다양한 내적인 요소(기술, 지식, 체력, 

지능 등)와 외적 요소(법적 장벽, 비용, 장비, 타인과의 협조 등)를 의미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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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행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거나 수행을 방해할 수 있는 자원과 기회(Ajzen, 

2020a)를 본 연구 대상과 주제에 맞게 구성하였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한 

내적, 외적 자원 요소에 대해 질문하고 개인이 생각하는 통제 정도를 7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내적 요소로 개인의 지식, 체력에 대해 각 1문항을 구성하고 

외적 요소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한 비용, 시간, 장소, 건강관리자의 안내에 

대해 각 1문항으로 총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내적 요소로 지식은 ‘나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 

체력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기에 나의 건강 컨디션은 충분히 좋다’로 

질문하였다. 외적 요소의 비용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으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 

부담은 적다’, 시간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일정에 맞추어 접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장소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위해 접종 장소를 방문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다’, 타인과의 협조는 ‘건강관리자(회사 또는 병원 등)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시기, 접종 방법에 대해 적절히 안내해 준다’로 구성하였다. 문항은 ‘매우 

그렇다’(7점)에서 ‘전혀 아니다’(1점)의 7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응답 

문항을 7점 척도로 구성한 것은 계획된 행위이론의 다른 구성 개념과의 평가를 

일관되게 하기 위함이다. 실제 행위 통제 측정치는 6문항 점수의 평균치로, 점수가 

높을수록 실제 행위 통제가 높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수행하기 위한 자원과 

기회가 좋은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의 실제 행위 통제 도구는 Ajzen (2020)이 정의한 실제 행위 통제 요소에 

대해 객실승무원에 맞게 간호학과 교수 1인과 일차 예비문항을 구성하였다. 이후 

간호학과 교수 2인, 간호학 박사 1인과 항공전문의사 및 항공사 간호사로 구성된 

실무전문가 7인에게 내용의 적합성에 대하여 분석을 받은 후 문항 및 도구 구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하였다. 내용타당도계수(CVI, Content Validity 

Index)결과는 1.0 이었으며<부록 1>, 내적일관성 신뢰도 계수 Cronbach’s ɑ 값은 

.784 였다.

4.3.6. 대상자 특성 

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은 객실승무원의 안전행동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김지윤, 2020)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관련된 선행연구, 2020-2021 절기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질병관리청, 2020a)을 검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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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였다. 대상자의 성별, 연령, 결혼상태, 최종학력, 근속연수, 근무보직, 치료 

중인 질환, 동거인 유무를 일반적인 인구학적 특징으로 8문항을 구성하였다. 

동거인의 경우, 정부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우선접종 권고 대상(만 65세 이상 노인, 

만 12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을 포함하는지(질병관리청, 2020a)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관련 개인 특성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행동 실천 정도, 

미디어 이용, 과거 독감 앓은 경험, 과거 접종력, 2020년 접종력에 대한 사유 

부문으로 질문하였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행동 실천 문항은 2020년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제시한 코로나19-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일반 국민 10대 

수칙(질병관리청, 2020b)에 대한 평상시 개별 실천 정도를 자가보고 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실천 정도는 병원감염에 대한 실천도를 파악한 연구를 참고하여 ‘항상 

실천한다’ 5점에서‘전혀 실천하지 않는다’ 1점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김재운 

외, 2019). 또한 건강신념모델의 행위의 단서로 대표적인 예시 이자, 행위의 

매개변인으로 알려진 미디어의 영향(이병관 외, 2008)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관련 

내부와 외부 미디어로 구분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미디어의 신종 감염병에 대한 

위험 인식과 예방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신문, TV, 

라디오의 매스미디어와 인터넷 미디어를 모두 외부 미디어로 포함하고 자주 접하는 

노출 정도를 확인하였다(김활빈 외, 2018). 외부 미디어는 내용의 긍정, 부정 성향을 

구분하여 구성하였고 내부 미디어의 이용은 사업장 내 채널의 메시지로, 회사의 

예방접종 권유 성향을 고려하여 ‘회사 내 매체를 통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필요성과 접종방법에 대해 공지하는 내용을 자주 보거나 들을 적이 있다’로 

구성하였다. 응답은 ‘매우 그렇다’(5점)에서 ‘전혀 아니다’(1점)으로, 측정치의 

점수가 높을수록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한 미디어 노출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또한, 예방접종 예측모형 선행연구에서 과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력과 호흡기질환 

경험이 주요 변수임을 참고하여 과거 독감을 앓은 경험과 예방접종 경험을 

포함하였다(Shaham et al., 2020). 과거 독감을 앓은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6개월 이내 시행한 후 독감에 걸린 것인지, 예방접종을 시행하지 

않았었는지 추가 질문하였다. 과거 예방접종력은 2019, 2020년의 접종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 유행 전(2019년), 유행 시기(2020년)의 예방접종 이행 

차이를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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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예방접종 이행의 촉진요인과 방해요인에 대한 면밀한 파악을 위해 

2020년도 예방접종 이행 유무에 따른 사유를 세부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문항의 

구성은 국내 성인의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이유와 접종하지 않은 이유를 조사한 

기세윤 (2005)의 연구를 참고하고 원저자의 허락을 받아 수정하였다. 그 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관련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1차 문항을 작성하고 간호학과 교수 

2인, 간호학 박사 1인, 항공전문의사 2인, 항공사 간호사 5인으로 구성된 10인의 

전문가에게 내용 타당도 평가를 실시하여 내용의 적합성에 대하여 분석을 받고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하였다. 각 문항의 내용타당도계수(CVI, Content Validity 

Index) 결과는 0.9~1.0 이었다<부록 1>.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관련 470여개의 문헌을 검토한 선행연구에서 예방접종 저해 

요인을 4C 모형(Confidence, Calculation, Complacency, Convenience)으로 

분석하였는데, 4C 요소는 인플루엔자 백신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Confidence), 

백신의 이점이 위험성 보다 크다는 합리적 계산(Calculation), 질병에 대한 낮은 

심각성과 위험도에 대한 안일함(Complacency), 의료시스템과의 교류, 비용을 포함한 

편의성(Convenience)을 의미한다(Schmid et al., 2017). 4C 요소 중 예방접종 대한 

신뢰성과 합리적 계산, 편의성에 대한 사항은 계획된 행위이론의 주요 변수 문항에 

반영되었으므로 질병의 안일함에 대해 본 문항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안일함 

관련 문항은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 미접종의 중요 사유로 

확인된‘Situation is not serious enough’ ‘I am not at risk’를 참고(Seale et 

al., 2010)하여 ‘인플루엔자는 심각한 질환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나는 

인플루엔자에 걸리기 쉽거나 취약한 위험군이 아니라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반대로 접종을 이행 사유에는 건강신념모델을 적용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연구의 

지각된 심각성과 지각된 민감성의 도구를 참고하여(김영희 외, 2017) 객실승무원에게 

적합하게‘인플루엔자에 걸리면 비행 근무와 일상생활이 힘들다고 생각해서’, 

‘해외 방문, 비행 근무로 인해 인플루엔자 걸릴 위험이 높다고 생각해서’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예방접종 저해요인으로 예방접종 습관(Vaccination habit)(Lin 

et al., 2010)과 예방접종 반대 운동(Anti-Vaccination movement)(Okuhara et al., 

2018)과 같은 예방접종을 꺼리는 성향을 확인하기 위해 미접종 사유로 ‘예전에 

예방접종후 부작용(두통, 몸살, 동통 등)으로 고생한 경험이 있어서’,‘평소 

예방접종을 잘 하지 않으므로’ 문항을 추가하였다. 마지막으로, 2020년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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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 상황을 고려하여 미접종 사유에는 ‘코로나19 유행으로 비행 근무가 줄고 

외출도 최소화하여 인플루엔자 걸릴 가능성이 적어서’, 접종 사유에는 ‘코로나19와 

동시 유행을 고려해서’ 문항을 구성하여 코로나19의 유행이 예방접종을 촉진하기도, 

저해하기도 했던 상황을 반영하였다. 

4.4. 자료 수집 기간 및 방법

본 조사에 착수하기에 앞서 설문지의 응답에 있어서 의문점이나 불편함이 있는지 

확인하고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을 파악하기 위해 객실승무원 5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 시행하였고 응답에 10~15분 소요됨을 확인하였다. 이해하지 못하거나 

답변하는데 혼동되는 문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일부 문구를 알기 쉽게 구체화하였다.

자료 수집은 2021년 4월 6일부터 목표 표본 수인 253명에 도달할 때까지 국내 

공항, 항공사에서 대면하는 객실승무원을 편의 표출하였다. 2021년 4월 8일 253명의 

자료 수집을 완료하였으며, 본 자료에는 결측치 등을 제외하여 242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 기간, 참여 방법을 설명하고 참여의사를 밝힌 

객실승무원에게 온라인 설문을 배포하였다. 설문조사 시작 전 연구의 목적, 방법 및 

소요 시간, 연구에 참여할 때 기대할 수 있는 이익과 위험하거나 불편한 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연구에 대한 내용을 설명 후 동의하는 경우에만 

설문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자와 연구대상자가 동일한 기업에 

근무하고 있으며 연구대상자의 건강관리를 연구자가 담당하고 있으나, 본 연구의 

참여 여부 혹은 동의 철회로 예상되는 직접적인 이득 또는 불이익이 없고 건강관리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임을 설명문에 안내하였다.

설문조사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무기명으로 진행되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자발적 철회가 가능하고 연구내용은 연구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객실승무원에게는 감사의 표시로 약 3,000원 상당의 

답례품(편의점 상품권)를 제공하였다. 설문지에 대한 응답은 비밀로 보호되고 3년간 

보관 후 폐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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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윤리적인 측면을 검토하기 위해 세브란스병원 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사생활 보호 및 비밀 

유지를 위하여 연구자와 대상자가 일대일 설명이 가능한 공간에서 연구 대상 

선정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서면으로 작성된 연구 모집 공고 안내문을 

제공하였다. 자료수집 기간 내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최소 1m 이상의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을 준수하여 대면 시 연구 목적 등의 설명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점, 설문 응답을 위해 공항 등의 다중이용시설 내 15분 이상 체류하는 것이 부적절한 

점을 고려하여 설문조사는 온라인으로 실시하였다. 안내문 내 온라인 설문에 접속할 

수 있는 QR코드를 제시하여 개별 온라인 접속으로 자발적 참여와 중단을 보장하고 

개인의 성명을 묻거나 기록하지 않았으며 연구 참여 시간 및 장소는 참여자의 편의에 

따라 유연하게 진행하였다. 모든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 연구 참여 시 

익명성, 비밀보장, 자발적 연구 참여와 중도 철회 가능한 점을 서면으로 설명하고 

대상자의 자발적 동의하에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서면 동의서를 대신하여 연구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한 이유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연구자와 대상자의 대면 시간과 다중이용시설 내 

체류시간을 줄이면서 대상자가 온전히 동의서를 읽고 참여 여부를 자발적으로 

결정하는 데 더 적합하기 때문이었다. 수집된 정보는 익명성과 비밀이 보장되며 담당 

연구자로 사용이 제한된 컴퓨터의 잠금장치가 있는 파일에 보관하여 본 연구자만이 

접근 가능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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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25.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의도와 행동의 

분포는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 통제 및 실제 행위 통제, 예방접종 의도의 

분포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한 특성에 따른 

예방접종 의도의 차이는 독립 t-검정(Independent t-test), 일원배치 분산분석 

(Analysis of variance, ANOVA)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대상자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 

통제 및 실제 행위 통제, 예방접종 의도 간의 관련성을 Pearson 상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넷째, 대상자의 특성과 이전 연도의 예방접종 수행 여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 통제 및 실제 행위 통제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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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연구 결과

5.1. 대상자의 특성과 주요 변수의 분포

5.1.1. 대상자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분석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성별은 여

성이 78.5%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연령은 평균 37.19세(±7.468)로 23세에서 34세까

지의 연령대가 43%로 가장 많았고 35세에서 44세까지 35.5%, 45세에서 최고 연령 56

세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21.5% 였다. 결혼 상태는 미혼 107명(44.2%), 기혼 132명

(54.5%)으로 결혼한 사람이 많았으며 사별, 이혼 등의 기타에 해당하는 인원이 3명

(1.2%)이었다. 최종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70.2%로 가장 많았고 전문대학 졸업 22.3%, 

석사 학위 이상자 7.4% 순이었다. 대상자의 근속연수 범위는 최소 2년에서 최대 31년

까지로, 평균 13.43년(±7.855)을 나타내며 경력 10년 이상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 

62%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근무보직은 일반승무원이 145명(59.9%), 부팀장급 52

명(21.5%), 팀장급 45명(18.6%)이었다. 대상자의 74.0%가 같이 거주하는 동거인이 있

었으며 동거인이 있는 대상자 중 인플루엔자 위험군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포

함하고 있는 대상자는 16.8%, 12세 이하의 아이와 같이 거주하는 대상자는 35.8%에 

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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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242)

*Multiple responses only if participants say ‘Yes’ to  Housemate

Variables Categories n(%) Mean±SD

Sex Female 190(78.5)

Male 52(21.5)

Age(year) Range (23-56) 37.19±7.468

23-34 104(43.0)

35-44 86(35.5)

45≦ 52(21.5)

Marital status Not married 107(44.2)

Married 132(54.6)

Others 3(1.2)

Education level College 54(22.3)

University 170(70.3)

Graduate degree, or over 18(7.4)

Work experience

(year)
Range (2-31) 13.43±7.855

2-9 92(38.0)

10-19 71(29.3)

20≦ 79(32.7)

Position General cabin crew 145(59.9)

Vice team leader 52(21.5)

Team leader 45(18.6)

Disease Yes 13(5.4)

No 229(94.6)

Housemate Yes 179(74.0)

   65yr≦ older*   yes
                   no

30(16.8)
149(83.2)

   12yr≧ child*   yes
                   no

64(35.8)
115(64.2)

No 6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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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연관된 대상자의 특성에 대한 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

다. 과거 독감을 앓은 경험은 70명(28.9%)이었으며, 독감에 걸린 대상자 중 6개월 이

내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31명(44.3%)으로 확인되었다. 이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이행률은 70% 이상으로 확인되었으며 2020년의 예방접종률은 70.7%로 과거 

코로나19가 유행하지 않았던 2019년의 78.9%보다 낮았다. 코로나19-인플루엔자 감염

병의 예방행동 실천 점수는 ‘항상 실천한다’ 5점, ‘전혀 실천하지 않는다’ 1점 

척도에서 평균 4.46(±0.45) 점을 나타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관련하여 사내 매

체 및 신문, TV, 인터넷 등 외부 미디어의 노출 정도는 사내 및 외부, 그리고 내용상 

긍정, 부정 메시지에 따라 5점 척도에서 각 평균 4점 이상의 점수를 나타냈다. 

 

<Table 2> Vaccination-related characteristics                           (n=242)

*Response within ‘Yes’

Variables Categories
n(%) or 

Range
Mean±SD

Experience of 

having the flu

Yes 70(28.9)

    Within 6 months      
    after vaccination*

31(44.3)

    Unvaccinated* 39(55.7)

No 172(71.1)

Vaccination in 2019
Yes 191(78.9)

No 51(21.1)

Vaccination in 2020
Yes 171(70.7)

No 71(29.3)

COVID-19 - Influenza

prevention practice 

score

3-5 4.46±0.45

Media exposure

levels related to 

influenza vaccination

Inner media(company) 1-5 4.16±0.93

External media(Positive) 1-5 4.21±0.86

External media(Negative) 1-5 4.15±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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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계획된 행위이론 변수

 계획된 행위이론을 적용한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의 결과치 분포는 <Table 3>과 같다. 

‘매우 그렇다’ 7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척도로 측정한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에 대한 효과, 유익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평균 6.01(±0.96) 점으로 나타났

으며 부작용, 위험성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평균 3.32(±1.43) 점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점수가 더 높았다. 주관적 규범과 지각된 행위 통제, 

실제 행위 통제 모두 평균 5점 이상을 나타냈으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의도는 평균 

5.92(±1.28) 점이었다.   

<Table 3> Distribution of main variables                                (n=242)

Variables Mean±SD Range

Attitude (Positive) 6.01±0.96 2-7

Attitude (Negative) 3.32±1.43 1-7

Subjective norm 5.51±1.13 1.5-7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5.87±1.00 2.5-7

Actual behavioral control 5.38±1.01 2.67-7

Influenza vaccination intention 5.92±1.2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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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의도와 이행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의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Influenza vaccination intention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242)

Variables Categories
Influenza vaccination intention

Mean±SD t or F(p)

Sex Female 5.96±1.27 1.097(.274)

Male 5.74±1.32

Age(year) 23-34a 5.68±1.29 3.132(.045)

35-44b 6.07±1.25

45≦c 6.13±1.25 c>b>a(.097)

Marital status Not married 5.72±1.25 2.287(.104)

Married 6.07±1.28

Others 6.00±1.73

Education level College 5.90±1.16 .027(.973)

University 5.91±1.33

Graduate degree, or over 5.98±1.16

Work experience

(year)

2-9 5.75±1.24 1.914(.150)

10-19 5.89±1.39

20≦ 6.13±1.20

Position General cabin crew 5.84±1.26 .926(.398)

Vice team leader 5.92±1.35

Team leader 6.14±1.26

Disease Yes 5.51±1.56 -1.169(.244)

No 5.94±1.26

Housemate Yes 5.99±1.28 1.613(.108)

   65yrs≦ older* yes 5.89±1.34 -.494(.622)

                  no 6.02±1.27

   12yrs≧ child* yes 6.21±1.22 1.718(.088)

                  no 5.87±1.30

No 5.69±1.26

 

Scheffe test; *Multiple responses only if participants say ‘Yes ’to House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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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에 따른 예방접종 의도는 45세 이상, 35세에서 44세, 23세에서 34세 연령순으

로 예방접종 의도 점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F=3.132, p=0.045) Scheffe 사후

검정 결과에서는 그룹간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그 외 결혼상태, 최종학력, 

근속연수, 근무보직에 따른 예방접종 의도의 차이는 없었다. 동거인이 있는 대상자 

중에 12세 이하의 아이가 있는 경우 예방접종 의도는 평균 6.21(±1.22) 점으로 높았

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예방접종과 관련된 대상자의 특성으로, 2019년 접종력(t=3.318, p=0.001), 2020년 

접종력이(t=4.991, p<0.001) 있는 대상자는 유의하게 예방접종 의도가 높았다. 

<Table 5> Influenza vaccination intention according to vaccination-related      

             characteristics                                            (n=242)

Variables Categories
Influenza vaccination intention

Mean±SD t(p)

Experience of having 

the flu
Yes 5.83±1.45 -.640(.523)

  Within 6 months 

  after vaccination*
5.51±1.68 -1.705(.093)

  Unvaccinated* 6.09±1.21

No 5.95±1.20

Vaccinated in 2019
Yes 6.08±1.16 3.318(.001)

No 5.31±1.53

Vaccinated in 2020
Yes 6.21±1.01 4.991(<.001)

No 5.21±1.57

* Response within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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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과 <Table7>은 2020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시행하거나 시행하지 않은 이

유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예방접종의 사유는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비행 근무와 일

상생활이 힘들다고 생각해서(89.4%)’, ‘회사에서 무료로 접종 가능해서(88.7%)’, 

‘코로나19와 동시 유행을 고려해서(86.8%)’ ‘해외 방문이나 비행 근무로 인해 인

플루엔자에 걸릴 위험이 높다고 생각해서(78.8%)’ 순이었다. 반면 백신 접종을 시행

하지 않은 사유로는 ‘회사의 무료 접종 시기를 놓쳐서(54.4%)’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코로나19 유행으로 비행 근무가 줄고 외출도 최소화하여 인플루엔자에 걸릴 

가능성이 적어서(45.6%)’ 로 나타났다. 인플루엔자 질환에 대한 안일함 관련 문항인 

‘인플루엔자는 심각한 질환이 아니라고 생각해서’의 응답은 34.3% 로 높지않았다.

<Table 6> Reasons for vaccinated in 2020 (multiple responses)          (n=151*) 

* missing variable was exclude (n=20)

<Table 7> Reasons for unvaccinated in 2020 (multiple responses)         (n=68*)

* missing variable was exclude (n=3)

Categories    n(%)

Having the flu makes it difficult to perform flight duties and daily life 135(89.4)

Free vaccination 134(88.7)

Considering the ‘twin-demic’ of COVID-19 and influenza 131(86.8)

High risk of getting flu due to overseas visits and flight duties 119(78.8)

Recommendation of a hospital(or company affiliated clinic) 109(72.2)

Highly interested in immunization and vaccination habit 108(71.5)

On the way to a hospital(or company affiliated clinic) 64(42.4)

Have suffered from flu-like illness in the past 51(33.8)

Categories     n(%)

Missed the free vaccination period 37(54.4)

Due to the COVID-19 outbreak, flight duties and outings have decreased, 
so the risk of getting flu is low 31(45.6)

Usually, unvaccinated habit 29(42.6)

I am not at risk of flu 25(36.8)

Busy with work, can’t find the time to go hospital for vaccination 24(35.3)

Flu is not a serious disease 23(34.3)

Have suffered from side effect after vaccination in the past 14(20.6)

Uninformed from the hospital (or company affiliated clinic) 7(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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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는 <Table 8>과 같다. 계획된 행위이론을 적용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 통제, 실제 행위 통제 변수와 인플

루엔자 예방접종 의도는 모두 서로 유의한(p<.001)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예방접종 의도는 주관적 규범(r=.659, p<.001), 지각된 행위 통제(r=.563, 

p<.001), 긍정적 태도(r=.532, p<.001), 실제 행위 통제(r=.511, p<.001) 순으로 통

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높을수록 예방접종 의도는 유의하게 감소하는 음의 상관관계(r=-.348, 

p<.001)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한 실제 행위 통제가 높을수

록 지각된 행위 통제가(r=619, p<.001)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Table 8> Correlational relationships among variables of in Theory of Planned   

          Behavior                                                     (n=242)

Variables
1 2 3 4 5

r(p)

1. Attitude (Positive)

2. Attitude (Negative)
-.355

(<.001)

3. Subjective norm
.507

(<.001)
-.308

(<.001)

4.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460
(<.001)

-.386
(<.001)

.457
(<.001)

5. Actual 
   behavioral control

.408
(<.001)

-.372
(<.001)

.412
(<.001)

.619
(<.001)

6. Intention
.532

(<.001)
-.376

(<.001)
.659

(<.001)
.563

(<.001)
.511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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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항공사 객실승무원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9>와 같다. 다중회귀분석 시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

성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관련 특성 중 본 연구에서 유의한 변수로 탐색된, 연령과 

전년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경험을 포함하였다. 연령은 23세에서 34세를 기준으로, 

이전 예방접종 경험은 2020년 예방접종 접종하지 않은 군을 기준으로 가변수 처리하

여 적용하였다.   

  다중 회귀분석의 기본 가정인 선형성, 오차항의 정규성과 독립성 및 등분산성을 검

증하기 위해 정규 P-P 곡선과 잔차 산점도를 확인하였다. 잔차가 우상향 하는 직선의 

형태를 보여 정규성을, 산점도 상에 잔차가 고르게 분포하여 등분산성을 만족함을 확

인하였다. Durbin-Watson 결과 값은 2.124로 2에 가까워 개체간 독립성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가 1.122-1.942 범위에 

속하여 10 미만이었으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었다

  분석 결과 모형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의도를 57.0 %(Adjusted R²=.570) 설명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40.959, p<.001). 계획된 행위이론의 긍정적인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 통제, 실제 행위 통제 수준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예방접종 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주관적 규범으로 분석되었다(β=.394, p<.001). 반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한 부

정적인 태도 수준은 예방접종 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전년도에 인플루엔

자 예방접종을 시행했던 객실승무원은 접종하지 않았던 객실승무원에 비해 예방접종 

의도 수준이 높았으나(β=.163, p<.001), 연령은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지 않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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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or influenza vaccination intention      

                                                                        (n=242)  

Variables Categories β SE t p

Age   23-34 (ref.)

  35-44yr -.038 .127 -.802 .423

  45yr -.067 .151 -1.386 .167

Vaccinated 

last year
  No (ref.)

  Yes .163 .125 3.639 <.001

Attitude(Positive) .145 .071 2.736 .007

Attitude(Negative) -.076 .043 -1.577 .116

Subjective norm .394 .061 7.334 <.001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170 .075 2.894 .004

Actual behavioral 

control
.145 .071 2.601 .010

 F(p)       40.959(<.001) 

 R² .584

 Adjusted R² .570

 

 (ref.)Referenc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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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논의

 

6.1. 항공사 객실승무원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의도와 이행

  본 연구에서 항공사 객실승무원의 2021년 예방접종 행위 의도는 7점 만점 척도에서

평균 5.92(±1.28) 점으로 나타났다. 계획된 행위이론을 적용하여 7점 척도로 인플루

엔자 예방접종 의도를 측정한 선행연구에서 이스라엘의 간호사는 4.34(±2.22) 점

(Lipovetski et al., 2018), 아일랜드의 간호대학생은 2.89(±1.68) 점(Cornally et 

al., 2013)으로, 국내 객실승무원의 예방접종 의도가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본 연

구 결과, 예방접종 의도는 이전의 예방접종을 이행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에게서 유의

하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참여한 객실승무원은 평균 근속연수 13년 이상

으로, 매년 회사에서 실시하는 예방접종 사업을 일정 횟수 경험했을 것이며 정기적인 

예방접종의 기회와 경험으로 인해 예방접종 의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2019년과 2020년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은 70% 이상으로, 국가통계

자료에 따른 2018년 19세 이상의 성인의 접종률 37.2%보다 높았다. 항공여행을 자주 

하는 유사 직군인 운항승무원의 감염성 질환 이슈에 관한 Schwarts 등 (2012)의 연구

에서는 운항승무원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은 21%에서 27%로 확인되었고 항공사에서 

백신 예방접종을 지원해준, 본 연구의 자료수집이 이루어진 기업과 유사한 지원을 받

는 연구 대상자도 포함하였다. 이 경우에는 예방접종률이 56%로, 그렇지 않은 대상자 

보다 접종률이 높았다(Schwartz et al., 2012). 국내 근로자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

종 관련 연구에서는 요양병원 종사자 45.2%(정혜정, 2018), 보육교사 43.2%(황혜정, 

2019)의 접종률을 나타냈고 사업장 내 부속의원이 있는 사업장의 예측 예방접종률은 

48.5%(오형석, 2018)을 보여 객실승무원의 접종률이 높았다. 반면,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에 대한 온·오프라인 공지 안내, 무료 접종, 이동 접종 부스를 통해 접종 장소 

접근성을 높이고 접종률을 관리자에게 보고 관리하는 등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캠페

인을 실시하는 국내 3개 종합병원 직원의 전체 예방접종률은 85%였으며 간호직군은 

92%로 가장 높았다(Kang et al., 2019). 

  본 연구에서 종합병원 직원 외 다른 직군 대비 높은 예방접종률을 보이는 것은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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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차원에서 무료 접종, 사내 매체를 통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관련 안내, 사내 부

속의원 또는 공항 부근 의료기관에서 접종 가능하도록 예방접종 사업을 실시하고 있

는 것과 연관된다. 또한 예방접종 시행 이유로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비행 근무와 일

상생활이 힘들다고 생각하거나, 해외 방문이나 비행 근무로 인해 인플루엔자에 걸릴 

위험이 높다고 생각해서 접종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높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이행

률과 이와 같은 예방접종 사유는 항공사 객실승무원이 감염병 관리에 대한 요구도가 

높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사업의 필요성을 나타낸다.  

  장거리 교통수단으로  2017년 국내 기준 약 4,477만명이 이용하는 항공기 탑승객(이

윤형 외, 2018)의 감염 예방을 위해 객실승무원의 예방접종은 중요하다. 병원에서 근무

하는 의료종사자의 인플루엔자 유병률 관한 연구에서 인플루엔자 시즌 후 시행한 혈청

검사에서 의료종사자의 23%가 인플루엔자 양성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중 59%는 감염사실

을 알지 못했고 28%는 어떠한 호흡기 증상도 없는 무증상 감염이었다(Elder et al., 

1996; Pearson et al., 2006). 건강한 성인에게서는 증상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인플루엔자로 인한 합병증의 위험이 적지만, 면역력이 취약한 노인, 임신부, 어린이, 

환자 승객을 위해 항공여행을 동반하고 식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객실승무원의 인

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중요하다. 접종률 향상에 따른 인플루엔자 예방 효과에 관한 선

행연구에서 의료종사자의 접종률이 1987-1988 시즌 4%에서 1999-2000 시즌 67%로 증가

한 결과, 의료종사자의 인플루엔자 유병률은 42%에서 9%로 감소하였으며 병원 내 입원

환자는 32%에서 0%로 감소한 연구(Salgado et al., 2004)에서도 그 중요성을 알 수 있

다.

  한편, 본 연구에서 2020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시행 이유로 코로나19 감염병과

의 동시 유행을 고려한 것에 다수가 응답하였으나, 이와 반대로 접종률은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 78.9%에서 유행 시기인 2020년 70.7%로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의 여파로 2020년을 기준으로 국제선의 여객 실적이 97% 이상 감소되

고, 인천공항 이용객도 2019년 대비 20% 수준으로 급감하는 등의 항공산업의 위기로

(윤태연, 2021) 많은 사업체가 고용유지 등을 위한 임시휴업을 실시하고 있어(김영준 

외, 2020) 비행 근무 일수가 현저히 줄고 집에 머물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실

제, 본 연구에서도 예방접종을 시행하지 않는 이유로 ‘코로나19 유행으로 비행 근무

가 줄고 외출을 최소화하여 인플루엔자 걸릴 가능성이 적어서’라는 항목에 응답한 

대상자가 45.6%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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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항공사 객실승무원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영향요인

  항공사 객실승무원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주요하게 설명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다중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계획된 행위이론의 주요 변수인 긍정적인 태

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 통제 및 실제 행위 통제, 그리고 전년도 인플루엔자 예

방접종 경험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표준화 크기로 비교 시, 주관적 규범이 예방접종 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컸다.

6.2.1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한 태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높을수록 예방접종 의도가 증가하는 양

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반면, 부정적 태도는 

예방접종 의도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

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유아기 부모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

한 긍정적 태도는 자녀의 예방접종 의도를 높였으나 부정적 태도는 영향을 주지 않은 

결과와 같았다(Wu et al., 2020). 예방접종의 안전성, 부작용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예방접종을 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 부정적인 측면을 의미하는 건강신념모델의 지각

된 장애성과 유사하다. 계획된 행위이론의 요소와 건강신념모델의 지각된 유익성과 

지각된 장애성을 적용하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의도를 확인한 선행연구에서도 인플

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한 태도와 지각된 유익성이 유의한 변수로 확인되었으나, 지각

된 장애성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황혜정, 2019). 이병관 등 (2008)의 연구에서도 

인플루엔자 예방수칙 준수에 대한 이득의 지각은 예방수칙 준수 의도를 증가시키는 

반면, 예방행동이 가져올 부정적인 결과나 준수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은 행동 의도를 

변화시키지 못했다(이병관 외, 2008). 

  반면, 자녀의 예방접종 불이행 부모를 대상으로 접종 의도 영향요인을 탐색한 연구

에서는 예방접종에 대한 유익성 보다 부작용과 백신의 안전성 문제와 같은 장애성을 

높게 지각하였고 예방접종 부작용을 경험한 부모는 41.9%로 나타났다(차혜경 외, 

2012). 차혜경 등 (2012)은 백신의 예방효과가 높더라도 접종에 의한 이상반응이 접

종에 걸린 것보다 위중하거나 특정 대상에게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 예방접종에 대

한 부정적인 태도는 접종 의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통상의 경

우 감염병 예방접종의 이점이 부작용의 위험보다 크므로 특별한 예외사항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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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은 권고되고 있다(강동윤 외, 2021; 김용찬 & 최영화, 2019). 본 연구에서도 

부정적 태도의‘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내 건강에 오히려 해롭다’항목에 7점 척도에

서 평균 2.76(±1.14)점으로 나타나, 대체로 이득보다 손실이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

았다.

  건강행동 촉진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관한 김재휘 등 (2011)의 연구는 백신

접종은 위험-회피 처리과정에 의해 본인의 결정에 선택되는 과제로, 질병의 미래적 

위험성을 회피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평가하여 선택하는 이득의 메시지로 

수용되는 경우 눈앞의 이득을 놓치는 것을 혐오하는 손실-혐오 경향성에 의해 아주 

작은 불확실성도 회피하고자 한다고 하였다(Tversky & Kahneman, 1981; 김재휘 & 부

수현, 2011). 예방접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대상에게 발생 가능성이 

낮은 예방접종의 부작용의 위험은 행위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움을 나타낸다. 건강행

동에 관련한 국내 건강신념모델 연구 54편을 메타분석한 연구에서도 건강증진 행동이

나 예방행동에 대해 지각된 장애성은 영향이 낮게 확인되는데, 이는 건강행동을 촉진

하기 위해 건강행동의 혜택이 장애보다 많다는 신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순기능적인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극복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캠페인을 

설계하는 것이 적정함을 나타낸다(이병관 외, 2014). 예방행동을 다룬 메시지의 경우 

긍정 프레임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메타분석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Gallagher & Upengraff, 2012)

6.2.2 주관적 규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한 사회적인 압력이자 중요한 사람들의 예방접종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에 대해 개인 지각하는 주변의 영향력으로, 본 연구에서 주관적 규범

은 예방접종 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을 설명하기 위해 계획된 행위이론을 적용한 선행연구(Cornally et al., 2013; Wu et 

al., 2020)에서도 주관적 규범은 영향 요인이었으나,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아니었다. 동일 연구 도구와 객실승무원 대상의 선행연구가 없어 주관적 규범 정도를 

비교 평가하는 데 제한이 있으나, 계획된 행위이론을 적용하여 주관적 규범을 7점 척

도로 측정한 선행연구에서 동료로부터 인식된 이스라엘 간호사의 주관적 규범은 

3.85(±1.83) 점(Lipovetski et al., 2018), 아일랜드의 간호대학생은 3.49(±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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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Cornally et al., 2013)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 객실승무원의 주관적 규범은 

5.51(±1.13) 점으로 높았다. 외국의 선행연구에 비해 주관적 규범 점수가 높고 영향

력이 큰 것은 한국은 개인이 상호의존적인 경향을 보이고(Markus & Kitayama, 1991; 

김수정 & 이중화, 2014) 집단주의 문화로 사회적 규범과 기대를 준수함으로써 가족, 

조직 내 구성원과 집단 목표와 조화를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는 성향(de Mooij & 

Hofstede, 2010;  김수정 & 이중화, 2014)과 연관된다. 계획된 행위이론을 적용한 국

내 연구들을 메타분석한 연구에서도 외국에 비해 주관적 규범의 영향력이 높은 것에 

대해 집단의 규범을 중요시하고 집단과 타인의 평가에 영향을 받는 국내 문화적 상황

을 고려해야함을 언급했으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맥락으로 자기 보고하는 성향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손영곤 & 이병관, 2012). 

  국가적 특성을 제외하더라도, 객실승무원의 높은 수준의 주관적 규범은 팀단위 체

제의 비행스케줄 근무를 수행하는 직업적 특성과 객실승무원의 여러 행동에 동료의 

사회적 지지와 조직문화가 영향을 미치는 것과 관련된다. 동료로부터 인식된 사회적 

지지는 객실승무원의 직무스트레스(김화연 & 이형룡, 2012), 직무소진(양지혜 & 유정

화, 2019), 서비스성과(Checn & Kao, 2014)등 전반적인 직장생활에 직,간접적인 영향

을 미치며, 조직구성원이 당연하다고 인식하는 보편적 가치체계인 조직문화는(문대성 

& 천길영, 2001) 객실승무원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결정 요소가 되기도 한다

(하안나 & 이희승, 2017). 그러므로 객실승무원은 동료로부터 인식된 주관적 규범에 

민감하고 높은 수준으로 인식한다. 이는 계획된 행위이론을 적용하여 객실승무원의 

안전행동 수행 영향요인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안전행동에 대해 동료로부터 인식된 주

관적 규범이 5점 척도에서 4문항 모두 평균 4.2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김지

윤, 2020). 한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시행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조직문화는 회사 

정책과도 관련이 있다. 미국의 의료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Douville 등(2010)의 

연구에서는 병원 직원의 70%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의무적이어야 한다고 응답하였

는데, 직원의 48.5%가 이미 선택이 아닌, 의무적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해야하는 것으

로 알고 있었다. 이는 회사에서 무료로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정책에서 회사로부터 예

방접종을 받아야한다는 사회적 압력을 경험하고 있음을 나타낸다(Cornally et al., 

2013; Douville el al., 2010). 

   본 연구에서 확인한 주관적 규범은 가족과 회사 동료로부터 인식되는 규범이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해 회사 동료보다 가족과 관련한 규범 점수가 더 높게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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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고 2020년 예방접종을 이행한 군에서 가족으로부터 인식된 규범이 유의하게 높았다

(t=4.299, p<0.001)<부록4>. 가족, 친구 등의 주위 사람들로부터의 권유가 대학생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선행연구에서는 가족에게 인플루

엔자 예방접종을 권유받은 경우, 권유받지 않은 사람에 비해 9.0배 예방접종 실천률

이 높았고 친구로부터의 권유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김옥선, 2019). 가족의 

권유와 가족의 감염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을 시행하려는 것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에서

도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2021년 3월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만18세 이상 코로나19 

백신을 미접종한 국내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의향을 확인한 

조사에서 접종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68.0%로, 접종을 받으려는 이유로 가

족의 감염 예방이 79.8%,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67.2%, 본인의 감염 예방 사유 65.3% 

순으로 가족의 감염 예방을 중요하게 인식하였다(중앙사고수습본부, 2021). 

  예방접종 의향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심리적인 영향도 가족의 영향이 

컸다. 전국 255개 보건소당 약 900명 만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하는 지

역사회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대한 심리적 영향으로 가족 중 건강취약자

(고령, 유소아, 환자)가 감염될까 염려된다고 응답한 대상은 85%로 본인이 감염될까 

염려된다고 응답한 67.8% 대비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지역사회건강조사, 2021). 또한 

코로나19 두려움에 대한 영향 요인을 탐색한 선행연구에서 가족에 대한 신뢰와 지역

사회 소속감이 높은 사회적 집단이 오히려 가족과 이웃의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고 하였다(문정화 외, 2021). 본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12세이하 어린

이와 같이 거주하거나, 동거인이 있는 대상자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의도가 유의하

게 높게 나타나진 않았으나, 동거 여부와 무관하게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가족, 

회사 동료로부터 인식된 사회적 규범이 예방접종 의도에 가장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홍보 및 접종률 향상 전략으

로 예방접종을 통한 가족과 동료의 감염예방 효과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예방접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가족과 동료와 함께 접종을 시행하는 문화를 형

성하는 것은 접종률을 높이는 중요한 전략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사회적 측

면에서 가정을 지원한다는 관점 아래로 2008년 도입한 기업의 가족친화인증제도 프로

그램으로 가족 건강지원 분야에 가족건강검진 실시, 가족의료비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이철선 & 권소일, 2012). 접종 시기에 맞춰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예방

접종 캠페인을 계획하는 것도 접종률 제고의 실무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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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행위 통제

  예방접종 행위를 이행하기에 용이한 정도를 실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지각된 행위 

통제와 더불어 실제 행위 통제 항목을 추가하여 평가하였다. Ajzen의 계획된 행위이

론에서 지각된 행위 통제는 목표 행위가 본인 의지의 통제하에 있는지, 실행하기에 

용이한 기술, 자원, 기회가 있는지 등을 인식하는 수준(Ajzen, 2002)이며 실제 행위 

통제는 행위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거나 수행을 방해할 수 있는 실제적인 자원과 기회

(Ajzen, 2020a)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실제 행위 통제 항목으로 ‘인플루엔자 예

방접종을 위해 접종 장소를 방문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다’와 같이 행위를 수행하는 

데 실제 자원의 조건을 평가하였고 지각된 행위 통제는 ‘내가 매년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있다’와 같이 제반 조건하에 행위를 수행

할 수 있는 대상자의 인식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지각된 행위 통제와 실제 

행위 통제 모두 접종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으며 표준화 크기 비교 

시 지각된 행위 통제가 실제 행위 통제보다 영향이 컸다. 두 행위 통제 변수간의 강

한 양의 상관관계(r=.619, p<.001)를 이루며 접종 의도와 접종력에 모두 영향을 미치

는 변수로 확인되었다<Table 8,9>.

  계획된 행위이론를 적용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선행연구에서 지각된 행위 통제 

점수는 7점 척도에서 간호사는 5.40(±1.87) 점으로 높았으나 접종 의도와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고(Lipovetski et al., 2018), 간호대학생은 5.52(±0.93) 점으로, 의

도와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223, p<.05)(Cornally et al., 2013). 본 연구

의 지각된 행위 통제는 5.38±(1.01) 점으로 선행연구와 유사하나 의도와 유의하게 

상관관계를 보였고(r=.563, p<.001)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β

=.170, p=.004). 간호사는 의료종사자로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 따라 비용이 지원되고 

접종장소 등의 접근성이 보장되는 자원 환경으로 지각된 행위 통제에 따른 의도의 유

의한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무료 예방접종 대상이 아닌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황혜정 (2019)의 연구에서 지각된 행위 통제(β=.270, p<.001) 수준이 

계획된 행위이론 요소 중 가장 큰 영향 요인인 것에서 접종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접종 수행의 용이성 수준이 접종 의도의 결정 요인임을 뒷받침한다. 다른 백신 접종

의 선행연구에서도 국가 지원 대상이 아닌, 여대생의 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 접종은 

지각된 행위 통제가 접종 의도의 영향 요인(β=.280, p<.001)이었으나(이규은, 

2014), 국가 지원 대상인 65세 이상 노인의 폐렴구균 예방접종에서는 지각된 행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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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수준이 접종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이주리 & 이은경, 2018).

  객실승무원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관련 실제 행위 통제 항목은 내적 요소인 지식, 

체력과 외적 요소인 비용, 건강관리자 안내, 일정, 장소의 각 6항목으로 모두 5점 이

상으로 나타났다. 2020년 예방접종군과 비접종군을 비교할 때 내적 요소인 지식, 체

력은 관련성이 없었으며, 외적 요소에서 접종군의 실제 행위 통제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부록4>. 연구 대상자는 회사에서 무료 접종이 가능하고, 예방접종 실시에 대

해 사내 매체를 통해 안내되고, 사내 부속의원과 공항의 의료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한 

점을 바탕으로 객실승무원이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데 수반되는 자원 환경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비접종군에서 행위 통제 수준이 유의하게 낮고 예

방접종 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사내 예방접종 사업의 시행 방법에 장소, 일정, 

안내 등에서 실무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는 본 연구에서 예방접종을 시행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가장 많은 응답이 회사의 무료 접종 시기를 놓쳐서인 것과 연

결된 내용이다.

  항공사 객실승무원의 스케줄은 운항 편수 등에 따라 근무패턴(Paring)을 배정하고 

교육 및 훈련, 휴가, 기타 행사지원 등의 개별 일정(Rostering)을 반영한 뒤 항공기

의 지연, 결항, 승무원 병가 발생 등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비하는 일일 운항지원 일

정(Daily Operations)을 고려하여 계획된다(강맹모, 2013). 휴일근무, 야간근무, 시

간외 근무, 대기(Stand-by)와 같은 다양한 스케줄 패턴과 급작스럽고 잦은 스케줄 변

동은 삶의 질에도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도 있으나(강맹모, 2013; 김정희 외, 2019; 

주하연 & 현성협, 2016), 객실승무원은 자신에게 부여받은 스케줄을 소화해야만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강맹모, 2013). 건강검진, 예방접종의 일정은 승무스케줄시스템

에 반영되지 않고, 개별 일정을 고려하여 회사에서 정해진 기간 내 자율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승무스케줄 외 일정은 근무패턴에 따라 객실승무원이 수행하는 데 일부 

제한이 있거나, 회사 사이트 내 공지 사항을 시시각각 확인하는 것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경우 국가의 권장 접종 시기(10~11월)(질병

관리청, 2020a)에 따라 사내 예방접종 시행 기간이 짧기 때문에 자칫 회사의 무료 접

종 시기를 놓칠 수 있다.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가능 기간을 객실승무원이 확인하는 

스케줄표에 표시되거나, 팀별 권고되는 접종 일자가 구체적으로 스케줄 내 제시된다

면 접종 시기를 놓치는 것을 줄일 수 있고 조금 더 강화된 회사의 예방접종 권고 메

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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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접종 장소 측면에서 객실승무원의 근무 동선에 맞추어 유연한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도 필요하다. 운항승무원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선행연구에서 승무원이 반드

시 통과해야 하는 허브 지점에 접종 부스를 마련하고 비행을 마치는 시점에 접종할 

수 있도록 했던 항공사의 운항승무원 접종률은 56%로 그렇지 않은 경우의 21.6%보다 

높았고(Schwartz et al., 2012), 이동 접종 부스를 통해 장소 접근성을 높인 병원 직

원의 접종률은 85%를 나타냈다(Kang et al., 2019) 

6.2.4 전년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경험

  전년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경험은 예방접종 의도의 강력한 예측 인자임은 많은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바 있다(Wu et al., 2020; Yang, 2015; 조한경 외, 2016; 황혜

정, 2019) 과거의 행동 경험과 습관은 계획된 행위이론의 설명력을 높이는 대표적인 

추가 변인이다(Conner & Armitage, 1998). 계획된 행위이론을 적용한 연구들을 메타

분석한 손영곤과 이병관 (2012)은 과거 행동과 습관은 계획된 행위이론 구성 요소에 

의한 행위 의도 설명력을 약 5%~15%까지 증가시킨다고 하였다(손영곤 &　 이병관, 

2012). Ajzen의 설문지침에서도 행위를 측정하기에 앞선 예비 설문(Pilot 

Questionnaire)으로 경험했던 행위의 결과에 대해 이점, 단점을 묻고, 행위를 했을 

때 긍정 또는 부정의 감정을 확인하여 대상자의 행위 신념(Behavioral belief)을 파

악한 후 본 설문 조사(Reflective(Direct) Measures)에서 과거 행위 경험 항목을 포

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Ajzen, 2020c).

  과거 인플루엔자의 예방접종 경험이 부작용과 같은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식되지 않

았다면, 이득이 있는 예방접종 행위는 매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참고로, 본 연구

에서 예방접종을 시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응답 중 ‘예전에 예방접종 후 부작용

(두통, 몸살, 동통 등)으로 고생한 경험이 있어서’는 미접종 인원의 20.6%로 높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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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의도와 계획된 행위이론의 적용

계획된 행위이론을 적용한 120편의 연구들을 분석한 손영곤과 이병관 (2012)의 연구

에서 계획된 행위이론의 변인에 대한 행위 의도에 대한 설명력은 31.5%으로 확인되었

고 계획된 행위이론의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 추가 변인으로 과거 행동 및 습관이 고

려된다고 하였다(Conner & Armitage, 1998; 손영곤　＆ 이병관, 2012). 본 연구에서 

계획된 행위이론의 변수와 과거 인플루엔자 경험을 적용한 모형의 설명력은 57%로 확

인되었다.

  유아기 부모를 대상으로 계획된 행위이론을 적용하여 1년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이행률을 종단적 연구한 Wu 등 (2020)은 자녀에게 예방접종 시행한 경험이 있는 부모

군에서 예방접종 이행을 예측하는 주요 인자로 긍정적인 태도, 주관적 규범을 확인하

였으나, 예방접종을 전혀 시행하지 않았던 자녀의 부모군에서는 태도, 주관적 규범은 

유의한 변수로 확인되지 않았다(Wu et al., 2020). Conner & Armitage (1998) 연구에

서 목표 행위에 대한 초기 행동은 이후 행동의 강력한 예측 변수이나, 과거의 경험이 

반드시 후속 행동을 일으키지는 않으며, 행동의 빈번한 수행과 습관화 ‘past 

behavior and habit’ 되는 과정을 통해 결과적으로 행위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Conner & Armitage, 1998).

  매년 시행하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한 의도를 계획된 행위이론을 통해 설명한 

선행연구에서 간호사는 58.2%(Lipovetski et al., 2018)의 설명력을 나타냈으며, 태

도, 주관적 규범 순의 영향 요인을 확인하였고, 간호대학생은 47.3%(Cornally et 

al., 2013)의 설명력으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 통제 순의 영향력을 확인

하였다. 한편,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작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력과 계획된 행위이론

의 변수와 건강신념모델의 지각된 유익성과 지각된 장애성을 적용한 모형의 예방접종 

의도 설명력은 52.2%로 나타났으며 지각된 행위 통제, 지각된 유익성, 태도 순의 영

향 요인이 확인되었다(황혜정, 2019). 대학생을 대상으로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의도를 확인한 Yang (2015)은 긍정적 태도와 주관적 규범이 유의한 관련 요인으로 확

인되었으며 설명력은 39%였다(Yang, 2015).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에 대한 계획된 행

위이론의 설명력은 40~50%를 나타내며 연구대상 및 환경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2개 이상의 구성 개념이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65세 이상 1회 접종하는 폐렴구균 예방접종의 영향 요인을 국내 노인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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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계획된 행위이론을 적용한 선행연구에서는 태도 외 유의한 변수를 확인하지 못

했다(이주리 & 이은경, 2018). 여대생을 대상으로, 10~14세에서 권고 접종이나, 접종

하지 못했을 경우 18~26세에 따라잡기 접종을 실시하는 인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접종 의도를 확인한 연구에서는 주관적 규범과 지각된 행위 통제가 영향 요인으로 확

인되었으나 회귀분석 모형의 설명력은 33.7%로 본 연구 결과보다 낮았다(이규은, 

2014). 같은 예방접종 행위라 하더라도 매년 정기적으로 접종해야하는 백신의 경우 

반복적인 습관과 경험 행동이 쌓이면서 계획된 행위이론을 적용했을 때 설명력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상자의 과거 경험과 반복되는 행위을 통해 인식한 태도, 규범

이 계획된 행위이론을 통해 적절하게 설명될 수 있으나, 경험이 없는 새로운 목표 행동

이나 일회성 행동에 대해 태도와 규범을 형성하기에는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지각된 행위 통제와 개념적으로 유사한 자기효능감은 금연, 신체활동, 성 관련 행

동 등의 건강행동에 도전하거나 건강한 생활방식으로 행동을 변화시킬 때 행위를 예

측하는 중요한 요소로 알려져 있다(Stretcher et al., 1986). 반면, 예방접종과 같이 

비교적 쉬운 일회성 행동을 예측하는 데 자기효능감은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낮다고 

하였다(Gallagher & Updegraff, 2012). 그러나, 국내에서 계획된 행위이론을 적용한 

선행연구의 건강행동 설명력을 살펴볼 때, 중년여성의 운동 의도 35%(이미라, 2000), 

뇌졸중 환자의 금연 의도는 66%(배진현 외, 2014), 결혼이주여성의 생식건강행위는 

29%(안나원 & 한영란, 2018) 병원간호사의 의료관련감염 관리지침 수행 의도 23.8%

(문정은 & 송미옥)의 설명력으로 건강행동과 대상자에 따라 다양하였으며 예방접종 

관련 선행연구 보다 설명력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

  한편, 건강신념모델은 사람들의 예방행동을 예측하는 데 많이 적용되는 사회인지모

형으로 계획된 행위이론과 비교되기도 하는데, 계획된 행위이론이 건강신념모델 보다 

건강행동을 더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김영래, 2004; 손영곤 & 이병관, 

2010).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의도를 건강신념모델과 계획된 행위이론 모형으로 

설명력을 비교해 본 결과, 건강신념모델은 10%, 계획된 행위이론 모형은 26%의 설명력

으로, 예방접종 의도를 설명하는 데 계획된 행위이론이 더 적합했다(유석조 외, 2010). 

  본 연구는 계획된 행위이론을 적용하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한 태도, 가족과 

회사 동료로부터 인식된 주관적 규범, 행위를 이행하기에 용이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

각된 행위 통제와 실제적인 자원과 기회 요소인 실제 행위 통제 요소를 통해 객실승

무원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에 적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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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

6.4.1 의의

본 연구는 건강행위이론, 간호 연구, 간호 실무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1) 건강행위이론 측면

  계획된 행위이론을 적용한 기존의 선행연구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태도를 긍정

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의 동일 선상에서 호의적, 비호의적 정도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구분하여 긍정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태

도의 영향력을 분석하였고 부정적인 태도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의도에 영향 요인으

로 작용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예방접종 캠페인의 전략으로 이점을 강조하는 

긍정 프레이밍 메시지를 제시하는 것의 근거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Ajzen (2020)은 행위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내적 요소와 외적 

요소를 잘 이해하여 실제 행위 통제를 평가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기존의 계획된 행

위이론의 선행연구는 실제 행위 통제를 측정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객실승무원

의 자원과 기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행위 통제 요인을 구성하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의도와, 지각된 행위 통제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고, 예방접종 의도

에 영향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계획된 행위이론에서 실제 행위 통제 요인을 측정, 평

가하는 것은 지각된 행위 통제와 행위 의도를 더 잘 이해하고, 실무적으로는 목표 행

위를 위한 중재 요소를 확인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간호 연구 측면

  2020년 및 2021년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상황이 지속되면서 현 정부의 감염병 대응 

사업으로 사업장의 방역관리자 지정 운영과 전국민 백신 접종사업의 이행이 중요 사

안이 되었다. 본 연구는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감염병 관리 사업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이행 현황을 확인하고 접종 의도를 높이기 위해 고려해야 할 영

향 요인을 분석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코로나19 백신의 우선접종 순위에 학교 및 

돌봄공간의 교사, 사회필수 인력으로 경찰, 소방, 군인, 항공승무원 등의 직업군이 

포함되면서 각 사업장의 역할과 지원이 중요해졌다.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건강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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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예방접종 사업은 근로자 개인의 예방접종에 대한 긍정적 태

도, 기업 내 예방접종 문화 조성, 예방접종 자원과 환경의 지원 등을 통해 그 효과와 

지속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역사회나 의료기관에서 면역력 

취약군, 의료종사자 중심의 국한되어있던 기존의 감염병 관련 이슈가 다양한 근로환

경과 직종으로 확대되는 현 시점에 사업장의 예방접종 사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3) 간호 실무 측면

  매년 항공사에서 정기적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을 시행하면서 객실승무원의 

예방접종 수요와 기대에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하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촉진요소와 방해하는 저해요소를 확인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또한 해외 

감염병의 해외 유입 차단과 확산 방지에 이슈가 잦은 항공종사자에 대한 감염병 관리

와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으로, 공중근무자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현황과 관련 요

인을 탐색한 기초 자료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항공사 객실승무원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한 태도, 사회적 규범,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것과 관련된 실제적인 자

원과 기회의 영향력을 확인하였고, 다각적 측면에서 예방접종 이행과 미이행 관련 요

인에 대해 파악하였다. 향후 공중근무자를 위한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계획을 수립하

는 데 예방접종 영향 요인을 반영하고 접종률 제고를 위한 중재 전략의 근거로 활용

될 것이다.

6.4.2. 제한점

  본 연구는 1개 항공사에서 편의 표출로 대상자를 선정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

반화하는 데 제한이 있다. 객실승무원 관련 선행연구보다 근속연수 10년 이상(62%), 

팀장 또는 부팀장 보직자(40.1%)의 참여율이 높아, 회사 정책에 익숙하고 회사의 강

조사항을 숙지하고 이행하는 성향으로 예방접종 사업에 긍정적으로 응답하고 접종률 

등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그리고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이라는 시기적 특수성으로 

평시 대비 여객 수와 비행 근무 일수가 현저히 줄고 국가 방역지침이 강화된 상황은 

객실승무원의 행위 의도와 주관적 규범 등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또한 객실승무원 

집단의 대표성을 갖기 위해서는 국내외 지역 및 여러 항공사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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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실시 현황과 이행수준을 포함한 자료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계획된 행위이론의 설문지침에 따라 객실승무원에 적합하게 7점 척도의 

도구를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동일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가 없어 계획된 행위이론 

적용의 예방접종 관련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살펴보았으나 대상자, 자원 환경이 다양

하여 연구 결과를 온전하게 해석하고 평가하는 데 일정 부분 제약이 따른다. 

  끝으로, 계획된 행위이론을 통해 객실승무원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관련 요인을 

면밀히 탐색하고자 하였으나, 간접적 지표인 신념의 측정을 제외하거나 횡단적 연구

로 예방접종의 의도와 예방접종 행위의 이행 경로를 확인하지 못하는 등 본래의 계획

된 행위이론 모형을 충실히 적용하지 못한 것에서 아쉬움이 있다. 또한 관찰 도구를 

사용하지 않은 자가 보고식 설문조사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행동의 실천 여부 등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응답하는 것에 대한 검수가 불가하였다. 향후 예방접

종의 의도가 접종 행위까지 이어지는, 경과를 추적 관찰할 수 있는 종단적 연구를 계

획하면 더욱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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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결론 및 제언

7.1. 결론

본 연구는 계획된 행위이론을 적용하여 항공사 객실승무원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관

련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계획된 행위이론의 적용을 위해 Ajzen (2020)의 설문지침과 예시에서 제시한 측정 

방법에 따라 객실승무원에게 적합하도록 도구를 수정 및 구성하였으며 인플루엔자 예

방접종에 대한 태도는 Wu 등 (2020)의 도구를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

다. 계획된 행위이론을 적용한 선행연구에서 측정하지 않았던 실제 행위 통제는 

Ajzen (2020)이 정의한 내적, 외적 요소에 대해 문항을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총 253

명의 객실승무원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자료를 수집하여 결측치를 제

외한 242명의 자료를 통계분석에 사용하였다. SPSS Statistics 25.0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기술 통계, 독립 표본 t-검정, 일원 배치 분산분석, 상관관계 분석, 다중 회귀

분석을 시행하였다.

  항공사 객실승무원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의도는 7점 만점에 평균 5.92(±1.28) 

점 이었다. 각 7점 만점에 인플루엔자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6.01(±0.96) 점, 주

관적 규범 5.51(±1.13) 점, 지각된 행위 통제 5.87(±1.00) 점, 실제 행위 통제 

5.38(±1.01) 점, 부정적 태도는 3.32(±1.43) 점으로 확인되었다. 항공사 객실승무

원의 2020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이행률은 70.7%였으며, 예방접종 의도는 전년도 예

방접종력이 있는 경우 유의하게 높았다(t=4.991 p<.001). 계획된 행위이론의 구성 요

소로 주관적 규범(r=.659, p<.001), 지각된 행위 통제(r=.563, p<.001), 긍정적 태도

(r=.532, p<.001), 실제 행위 통제(r=.511, p<.001)는 예방접종 의도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부정적 태도와 예방접종 의도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r=-.348, p<.001). 다중 회귀분석 시, 모형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의도를 57% 설명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40.959, p<.001).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의도의 영향요인으로 

주관적 규범(β=.394, p<.001), 지각된 행위 통제(β=.170, p=.004), 긍정적인 태도

(β=.145, p=.007), 실제 행위 통제(β=.145, p=.010)을 확인하였다. 또한 전년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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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접종을 시행한 객실승무원이 접종하지 않은 객실승무원 보다(β=.163, p<.001) 예

방접종 의도가 높았다. 반면 부정적인 태도는 접종 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β

=-.076, p=.116).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가족과 동료로부터 인식된 예방접종에 대한 

호의성은 예방접종 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다. 또한 인플루엔자 예방접

종 관련 긍정적 태도는 예방접종 의도를 높였으나, 부정적 태도는 예방접종 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를 토대로 가족과 동료의 긍정적인 예방접종 효과를 강조하

는 긍정 메시지 커뮤니케이션 전략과 기업 내 예방접종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예방

접종 캠페인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의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항공사에서 객실승무원을 대상으로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을 실시하고 있

으나 예방접종에 대한 행위 통제가 높을수록 접종 의도가 증가하는 반면, 예방접종을 

시행하지 않은 군에서 행위 통제 수준이 유의하게 낮았다. 또한, 예방접종을 시행하

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무료 접종 시기를 놓친 것이었다. 객실승무원의 다양한 스케

줄 패턴을 고려하여 스케줄 시스템 내 접종 가능 일정을 반영하여 접종 시기를 놓치

지 않도록 하고 예방접종 장소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객실승무원의 퇴근 동선을 고

려한 접점에 이동식 접종 부스를 운영하는 등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유연성을 발휘하

여 접종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파악된 항공사 객실승무원의 인플루

엔자 예방접종 관련 요인과 예방접종 의도를 높이기 위해 제시한 전략은 공중근무자

의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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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제언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객실승무원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위한 추후 연구 방향과 

감염병 예방접종 사업 실무에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사업장에서 무료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일개 항공사

의 객실승무원을 대상으로 하였고, 공중근무자의 예방접종에 대한 선행연구는 희박하

였다. 항공승무원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현황 파악을 위해서는 예방접종의 기회와 

접근성이 다양한 지역, 여러 항공사 승무원에 대한 접종 의도와 접종 이행에 대한 연

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계획된 행위이론의 구성요소인 예방접종 의도를 종속 변수로 하

여, 행위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 통제, 실제 행위 통제 요인을 예방

접종 의도를 설명하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본래의 계획된 

행위이론에 충실하여 간접적 지표인 행위 신념, 규범적 신념, 통제 신념을 측정하여 

직접적 지표 변수와의 직, 간접적인 영향과 경로를 탐색하고 행위의 선행 요인으로 

의도를 측정하고 이행의 경과를 추적 관찰하는 종단적 연구를 제언한다. 이는 계획된 

행위이론 변수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대상자의 행동 변화를 촘촘히 파악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사업장의 객실승무원을 대상으로 70% 이상의 

접종률을 확인하였다. 유럽 국가의 80% 이상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해외 방문

이 잦은 항공승무원을 대상으로 정부의 예방접종 권장과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면 높

은 접종률 유지와 함께, 감염병의 유입 차단 및 확산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

다. 보육교사, 운송 사업 종사자, 다중 대면의 서비스 종사자 등 다양한 직군의 예방

접종 현황과 접종률 향상에 따른 경제적 이득, 건강관리 성과에 관한 후속 연구를 제

언한다.

   넷째, 객실승무원의 예방접종 의도는 예방접종에 대한 주관적 규범, 이전의 접종 

경험, 행위 통제 요소, 긍정적인 태도가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사업장을 

중심으로 가족과 동료에게 긍정적인 예방접종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예방접종 캠페인

을 계획하거나 접종 일정 및 장소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개선하는 등의 접종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무적인 중재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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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연구 도구 사용 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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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연구 윤리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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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Result of content validity                                  (n=10)

Domain No Item CVI Revise

Attitude (6)

Positive

attitude

PA1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를 예방하는 데 

필요하다
1.0

PA2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로 인한 합병증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유용하다
1.0

PA3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감염 및 전파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다
1.0

Negative
attitude

NA1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안전하지 않다 1.0

NA2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부작용이 우려되어 접종하

기 두렵다 
1.0

NA3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내 건강에 오히려 해롭다 1.0

Actual behavioral control (6)

Inner
actual
control

AC1
나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

다.
1.0

AC2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기에 나의 건강 컨디션은 

충분히 좋다
1.0

External
actual
control

AC3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으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 부담

은 적다
1.0

AC4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일정에 맞추어 접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1.0

AC5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위해 접종 장소를 방문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다
1.0

AC6
건강관리자(회사 또는 병원 등)는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의 시기, 접종방법에 대해 적절히 안내 해준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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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ain No Item CVI Revise

Reasons for vaccinated in 2020

Reason 
for 
vaccinat
ed

V1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일상생활이 힘들다고 생각해서 0.9 수정

V2 인플루엔자에 걸릴 위험이 많다고 생각해서 1.0 수정

V3 병원(또는 회사 부속의원)에 방문할 일이 있어서 1.0

V4 회사에서 무료로 접종가능해서 1.0

V5 병원(또는 회사 부속의원)에서 예방접종을 권고해서 1.0

V6
예전에 인플루엔자 유사질환에 걸려 고생/결근/입원

한 경험이 있어서
1.0

V7 평소 면역, 예방접종에 관심이 많아서 1.0

V8 코로나19 와 동시 유행을 고려해서 1.0

V9 기타 작성(_______) 1.0 수정

Reasons for unvaccinated in 2020

Reason
for
unvaccin
ated

UV1 인플루엔자는 심각한 질환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1.0

UV2
인플루엔자에 걸리기 쉽거나 취약한 위험군은 아니

므로
0.9

UV3
예방접종을 하러 병원(또는 회사 부속의원)에 갈 

시간이 없어서
1.0

UV4 예방접종 시기를 놓쳐서 0.9 수정

UV5
병원(또는 회사 부속의원)으로부터 예방접종에 대

한 안내를 받지 못해서
1.0

UV6
예전에 예방접종후 부작용(두통, 몸살, 동통 등)으

로 고생한 경험이 있어서
1.0

UV7 평소 예방접종을 잘 하지 않는 습관, 성향이므로 1.0 수정

UV8
코로나19 유행으로 가능한 외출을 최소화하고 의료

기관 방문을 삼가하기 위해서
0.9 수정

UV9 기타 작성(_______) 1.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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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TPB factors of influenza vaccination in 2020                 (n=242)

Variables

Total

(n=242)

Vaccination

(n=171)

Non-vaccinati

on(n=71) t(p)

Mean±SD Mean±SD Mean±SD

Vaccination 

intention
5.92±1.28 6.21±1.01 5.21±1.57 4.991(<.001)

Attitude toward 

the behavior

Attitude(Positive) 6.01±0.96 6.11±0.83 5.77±1.19 2.166(.033)

Attitude(Negative) 3.32±1.43 3.20±1.40 3.62±1.49 -2.063(.040)

Subjective norm 5.51±1.13 5.72±0.91 5.01±1.44 3.812(<.001)

S.N(Family) 5.56±1.30 5.81±1.08 4.94±1.57 4.299(<.001)

S.N(Company) 5.46±1.16 5.62±0.97 5.09±1.47 2.786(.006)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5.87±1.00 6.03±0.91 5.49±1.09 3.908(<.001)

Actual behavioral 

control
5.38±1.01 5.46±1.00 5.17±1.01 2.051(.041)

A.C (Inner) 5.48±1.06 5.52±1.03 5.39±1.12 .889(.375)

A.C (Outer) 5.32±1.13 5.43±1.10 5.06±1.18 2.32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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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Perception of TPB factors                                     (n=242)

Variables Components Mean±SD

Positive
attitude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를 예방하는 데 필요하다 6.17±1.03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로 인한 합병증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유용하다

5.81±1.18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감염 및 전파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다

6.04±1.01

Negative
attitude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안전하지 않다 3.27±1.58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부작용이 우려되어 접종하기 두렵다 3.94±1.89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내 건강에 오히려 해롭다 2.76±1.14

Subjective 
norm

나의 가족들은 내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5.71±1.36

나의 가족들 대부분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수행한다 5.60±1.47

나의 가족들은 내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하기를 기대한다 5.38±1.53

나는 가족들이 내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하기를 바라는 
기대에 따르려고 한다

5.52±1.41

회사 동료들은 내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5.45±1.41

회사 동료들 대부분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수행한다 5.63±1.13

회사 동료들은 내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하기를 기대한다 5.34±1.36

나는 회사 동료들이 내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하기를 
바라는 기대에 따르려고 한다

5.44±1.37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내가 매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5.77±1.36

내가 매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 있다

6,13±1.19

내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고자 하면 매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시행할 자신이 있다.

6.17±1.00

나는 매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하는 것이 귀찮지 않다 5.42±1.60

Actual 
behavioral 
control

나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 5.43±1.20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기에 나의 건강 컨디션은 충분히 
좋다

5.53±1.32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으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 부담은 적다 5.62±1.44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일정에 맞추어 접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5.32±1.49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위해 접종 장소를 방문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다

5.02±1.67

건강관리자(회사 또는 병원 등)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시기, 접종방법에 대해 적절히 안내해 준다

5.3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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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연구 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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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설문지

설문지 (연구 대상자용)

설문에 참여 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각 문항을 충분히 이해하신 후 답해주시기 바라며, 하나도 빠짐없이 답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문항은 연구자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한 태도 

다음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아니다

1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를 
예방하는 데 필요하다

　 　 　 　 　 　 　

2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로 인한 
합병증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유용하다

　 　 　 　 　 　 　

3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감염 및 
전파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다

　 　 　 　 　 　 　

4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안전하지 않다 　 　 　 　 　 　 　

5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부작용이 우려되어 
접종하기 두렵다 

　 　 　 　 　 　 　

6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내 건강에 오히려 
해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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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한 주관적 규범

다음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한 주관적 규범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아니다

1
나의 가족들은 내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2
나의 가족들 대부분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수행한다

　 　 　 　 　 　 　

3
나의 가족들은 내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하기를 기대한다

4
나는 가족들이 내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하기를 바라는 기대에 따르려고 한다

　 　 　 　 　 　 　

5
회사 동료들은 내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6
회사 동료들 대부분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수행한다

　 　 　 　 　 　 　

7
회사 동료들은 내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하기를 기대한다

8
나는 회사 동료들이 내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하기를 바라는 기대에 따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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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한 지각된 행위 통제

다음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한 지각된 행위 통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4.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한 실제 행위 통제

다음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한 실제 행위 통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아니다

1
내가 매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2
내가 매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 있다

　 　 　 　 　 　 　

3
내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고자 하면 
매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시행할 자신이 
있다.

　 　 　 　 　 　 　

4
나는 매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하는 것이 
귀찮지 않다

　 　 　 　 　 　 　

항목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아니다

1
나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

　 　 　 　 　 　 　

2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기에 나의 건강 
컨디션은 충분히 좋다

　 　 　 　 　 　 　

3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으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 부담은 적다

　 　 　 　 　 　 　

4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일정에 맞추어 
접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5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위해 접종 장소를 
방문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다

　 　 　 　 　 　 　

6
건강관리자(회사 또는 병원 등)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시기, 접종방법에 
대해 적절히 안내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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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의도

다음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의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7. 인구 사회학적 특성

1) 성  별   ① 여성    ② 남성

2) 연  령   만 ______세

3) 결혼상태  ① 미혼    ② 결혼   ③사별   ④ 이혼/별거

4) 최종 학력   

① 전문대학 졸업

② 대학교 졸업 

③ 석사 이상

5) 근속 연수  만 ______년

*개월 수 내림 적용하여 연수만 기입, Ex) 만 2년 11개월 근무 시 만 2년 

항목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아니다

1
나는 2021년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할 의향이 있다
　 　 　 　 　 　 　

2
나는 2021년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3
나는 2021년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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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근무 보직 

① 일반 승무원

② 부팀장급

③ 팀장급

7) 현재 치료중인 질환 유무

① 있음    ② 없음 

* 추가질문 : 현재 치료중인 질환이 있는 경우 아래 해당사항에 체크

①-1 위 질환 중 한개 이상 포함하는 경우

①-2 위 질환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8) 동거인 유무   

① 있음

② 없음 

* 추가질문 : 현재 같이 거주중인 동거인이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체크하고 

해당 인원 작성 (각 항목 필수 응답)

①-1 만 65세 이상 노인          a) 0명, b) 1명 c) 2명 d) 3명 이상      

①-2 만 12세 이하 어린이        a) 0명, b) 1명 c) 2명 d) 3명 이상      

①-3 임신부                     a) 0명, b) 1명 c) 2명 d) 3명 이상      

①-4 만성질환자                 a) 0명, b) 1명 c) 2명 d) 3명 이상      

①-5 ‘①-1~4’에 해당하지 않는 청소년 및 성인

                                a) 0명, b) 1명 c) 2명 d) 3명 이상      

만성 폐질환자, 만성심장질환자(단순 고혈압 제외), 만성질환으로 시설에서 치료 
중인 자, 만성 간질환자, 만성 신질환자, 신경-근육 질환, 종양(암) 질환, 
당뇨환자, 면역억제제 복용자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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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감염병 예방을 위한 행동 실천

다음은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일반국민 10대 

행동 수칙입니다. 각 항목에 대한 평상시 실천 정도를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항상

실천

한다

자주 

실천

한다

가끔 

실천

한다

거의 

실천하지 

않는다

전혀 

실천하지 

않는다

1
실내 시설, 밀집된 실외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다
　 　 　 　 　

2

흐르는 물에 비누로(또는 손 소독제를 

사용하여) 손을 30초 이상 꼼꼼하게 

자주 씻는다. 

　 　 　 　 　

3
환기가 안되고 많은 사람이 가까이 

모이는 장소는 방문을 자제한다
　 　 　 　 　

4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2m(최소 

1m) 거리를 둔다

5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는다

6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린다

7
매일 주기적으로 환기하고 자주 만지는 

표면은 청소, 소독한다

8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한다

9
매일 본인의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증상이 있는지 확인한다

10 필요하지 않은 외출, 여행을 자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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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관련 미디어 이용 

다음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미디어 노출 관련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0) 과거 독감을 앓은 경험 유무

① 있음    ② 없음 

*추가 질문 ①-1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한 후 6개월내 독감에 걸림

           ①-2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해에 독감에 걸림

11) 2019년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시행 유무

① 예    ② 아니오   

* 추가질문 ①-1 사내에서 접종함

           ①-2 외부에서 접종함

12) 2020년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시행유무

① 예    ② 아니오   

* 추가질문 ①-1 사내에서 접종함

         ①-2 외부에서 접종함 

* 2020년도 예방접종 시행 유무에 따른 세부 질문이 7-13)문항에 있습니다.

항목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지 

않다

전혀 

아니다

1

회사내 매체를 통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권유하고 접종 방법에 대해 

공지하는 내용을 자주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 

　 　 　 　 　

2

신문, TV, 라디오, 인터넷 미디어를 

통해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필요성, 

유익성에 대한 내용을 자주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 

　 　 　 　 　

3

신문, TV, 라디오, 인터넷 미디어를 

통해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부작용이나 안전성을 우려하는 내용을 

자주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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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020년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행 유무 관련 추가 질문

① 2020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유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복수 응답 가능) 

② 2020년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시행하지 않은 사유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복수 응답 가능) 

<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항목 그렇다 아니다

1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비행 근무 와 일상생활이 힘들다고 생각해서

2 해외 방문, 비행 근무로 인해 인플루엔자에 걸릴 위험이 높다고 
생각해서

3 병원(또는 회사 부속의원)에 방문할 일이 있어서

4 회사에서 무료로 접종가능해서

5 병원(또는 회사 부속의원)에서 예방접종을 권고해서

6 예전에 인플루엔자 유사질환에 걸려 고생/결근/입원한 경험이 
있어서

7 평소 면역, 예방접종에 관심이 많아서

8 코로나19 와 동시 유행을 고려해서

9 기타 사유(필요시 작성;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항목 그렇다 아니다

1 인플루엔자는 심각한 질환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2 인플루엔자에 걸리기 쉽거나 취약한 위험군은 아니므로

3 예방접종을 하러 병원(또는 회사 부속의원)에 갈 시간이 없어서

4 회사 부속의원의 무료 접종시기를 놓쳐서

5 병원(또는 회사 부속의원)으로부터 예방접종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해서

6 예전에 예방접종후 부작용(두통, 몸살, 동통 등)으로 고생한 
경험이 있어서

7 평소 예방접종을 잘 하지 않으므로

8 코로나19 유행으로 비행 근무가 줄고 외출도 최소화하여 
인플루엔자 걸릴 가능성이 적어서

9 기타 사유(필요시 작성;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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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actors Associated with Influenza Vaccination Intention among the 

Airline Cabin Crew :An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Kim, Layoung

                                      Dept. of Nursing Management and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the 

influenza vaccination intention of an airline cabin crew by apply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TPB). To achieve this, the tool was modified and configured 

to suit the cabin crew based on the measurement method presented in Ajzen’s 

principles of TPB questionnaire construction and Ajzen’s sample TPB 

questionnaire(2020). Data for a total of 253 cabin crew members were then 

collected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in which 242 of the crew member’s 

data were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excluding the missing values. For data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SPSS Statistics 25.0 program.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he airline cabin crew’s influenza vaccination intention was an average of 

5.92(±1.28) points out of 7 points, and their influenza vaccination 

compliance rate in 2020 was 70.7%. The mean scores of the TPB factors for 

influenza vaccination as follows: positive attitude, 6.01(±0.96) points; 

subjective norm, 5.51(±1.13) points;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5.87(±1.00) points; actual behavioral control, 5.38(±1.01) points; and 

negative attitude, 3.32(±1.43) points. 

2. The influenza vaccination intention of the airline cabin crew would have 

been significantly higher if they had had an influenza vacc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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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ence in the previous year (t=4.991, p<.001). Given the components of 

the TPB factors and their values, which included subjective norm (r=.659, 

p<.001), perceived behavioral control(r=.563, p<.001), positive attitude 

(r=.532, p<.001), and actual behavioral control(r=.511, p<.001),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 with vaccination intention was observed. 

However, the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attitude and intention showed a 

significantly negative correlation(r=-.348, p<.001).

3. I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model explained 57% of influenza 

vaccination intention (F=40.959, p<.001). The factors affecting influenza 

vaccination intention were subjective norm (β=.394, p<.001),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β=.170, p=.004), positive attitude (β=.145, p=.007), 

and actual behavioral control (β=.145, p=.010). Additionally, cabin crew 

members who had been vaccinated in the previous year had a higher 

vaccination intention than that of crew members who had not (β=.163, 

p<.001), but negative attitude did not affect intention (β=-.076, p=.116).

 Based on the aforementioned results, a communication plan should emphasize 

positive messages to family and colleagues, and an influenza vaccination 

campaign that can form a culture that encourages vaccination in the company can 

be a strategy to increase vaccination intention. Moreover, the vaccination 

schedule should be reflected based on the cabin crew’s schedule system to 

avoid missed vaccination periods. And a mobile vaccination booth at a location 

where most crew members pass through on the way home should also be considered. 

These vaccination measures improve accessibility and may consequently increase 

vaccination intention. In this study, the factors affecting influenza 

vaccination intention of the airline cabin crew were identified, and strategies 

were suggested to increase vaccination intention, which can be used as a basis 

for designing effective communicable disease prevention and management programs 

for airline workers.

Key words : Influenza, Vaccination, Theory of Planned Behavior, Cabin Crew,     

             Positive attitude, Subjective norm, Havioral contro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