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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knowledge of cervical cancer, HPV and intention for 
vaccination in Korean soldiers on active duty. Methods: Participants were 494 army men aged 18 to 26 serving in 
D area. Knowledge of cervical cancer was measured using the 8 item scale developed by Han et al. (2007) and 
knowledge of HPV was measured using the 13 item scale developed by Pitts et al. (2009).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t-test, x²-test, and ANOVA. Results: Mean scores for cervical cancer and HPV knowledge were 
6.03±1.52 and 8.15±1.75 respectively and vaccination intention was 75.6%. HPV vaccination intention had 
significant differences depending on knowledge about cervical cancer (χ2=12.76, p=.001), and HPV (χ2=9.00, 
p=.003), education (χ2=12.24, p=.002), sexual intercourse after first meeting (χ2=11.79, p=.003), and sexual 
education in the military service (χ2=12.27, p=.001). Conclusion: When planning education program for men in 
military servic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include content to increase knowledge of cervical cancer and HP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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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한국은 연간 약 30만 명의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젊

은 남성이 국방의 의무로 군에 입대하고 있으며 입대를 계기

로 성경험 횟수 및 성경험 빈도가 증가하면서 성 파트너인 

여성의 건강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1]. 실제로 군필자와 

미필자를 대상으로 성행위, 성태도에 관한 연구결과 군대를 

다녀왔던 남성들은 입대 전보다 성에 대해 개방적이고 이성 

교제 경험과 키스/포옹, 성경험, 임신, 낙태 등 성행동에 있어 

군필자가 미필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다고 보고되었

고, 포르노 잡지, 자위행위, 성관계, 임신시킨 경험, 낙태시킨 

경험빈도가 군 제대 후가 입대 전보다 더 유의하게 높은 것

으로 나타나[2], 성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무분별한 성활동은 

남성의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률을 증가시켜 여성의 자궁경

부암 발생 유병률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3]. 

인유두종 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HPV])는 자궁경

부암의 가장 큰 발생 원인으로 자궁경부암의 99.7%에서 인유

두종 바이러스 DNA가 발견되고 있으며[4], 저위험군인 6, 11

형은 인체 표피의 사마귀에서 90% 이상, 고위험군인 16, 18

형은 자궁경부암의 70% 이상에서 발견된다[5]. 인유두종 바이

러스는 여성에서 생식기 질환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호흡

기, 눈, 항문 주변으로도 병변을 일으키며 40종 이상은 남성

에게 음경암, 항문암, 구강암, 인두암 등을 발생시킨다[6]. 

미국 질병관리본부(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4)의 보고에 의하면 미국에서 매해 17,500명의 여성과 

9,300명의 남성이 인유두종 바이러스와 관련된 암에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은 성기사마귀, 여

성의 자궁경부암, 남성의 생식기 암 예방에 가장 확실한 방법

으로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여성에게 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6].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감염된 남성들은 특별한 증상 및 병변이 관찰되

지 않아 스스로 감염 유무를 알 수 없고 이로 인해 성 파트

너인 여성들에게 감염을 전파시켜 자궁경부암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7]. 때문에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은 남성 또

는 여성 어느 한쪽에서만 예방할 문제가 아니며 남녀 모두에

게서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8].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이 승인된 후 인유두종 바이러스 

지식수준과 백신접종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졌지만 

대부분이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남성 역시 인유두종 바

이러스 백신 접종의 권고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남성을 대상으

로 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었다[9]. 남성을 대상으로 한 국

외의 연구결과 인유두종 바이러스와 자궁경부암에 관한 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백신 접종 의향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관한 지식수준이 백신 접종 의향에 영

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0]. 국내 남성 대상의 인유두종 바이

러스 지식수준과 백신 접종에 대한 연구결과에서는 자궁경부

암 및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대한 지식수준은 낮았으나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었고 교육수준이 높

을수록 백신 접종 의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지식수준이 백

신 접종 의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9]. 그러나 Park과 

Park [9]의 연구에서는 77.3%가 대졸 이상이었고 Oh 등[11]의 

연구에서는 65.5%는 고졸 이하로 학력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어 전체 남성으로의 확대가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

국외의 남성 대상의 연구결과 군 집단의 남성이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더 취약하며 일반 남성보다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감염된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4]. 이는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한 대상이 군 집단에 많이 속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병사를 대상으로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대한 지

식 및 백신에 대해 교육하여 지식수준이 높아진다면 남성의 

생식기 암과 생식기 사마귀뿐 아니라 여성의 자궁경부암 발

생률까지도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반 남성보다 교육수준과 경제적 상

태, 직업 등 사회적 배경이 서로 다르지만 비슷한 연령대로 

구성되어 있는 병사를 통해 자궁경부암과 인유두종 바이러스

에 대한 지식수준을 알아보고 백신 접종 의향을 파악하여 자

궁경부암 및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 예방교육의 기초 자료

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병사들의 자궁경부암 및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대한 지식 및 백신 접종 의향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로 구체

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궁경부암과 인유두종 바이러스 지식수준과 의향을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성 관련 특성에 따라 자궁경

부암 및 인유두종 바이러스 지식수준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성 관련 특성에 따라 백신 

접종 의향 차이를 파악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병사를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및 인유두종 바이



신 현 경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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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스에 대한 지식 정도와 백신 접종 의향을 알아보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D지역에서 육군의 관리, 인사, 정보, 

작전, 군수를 담당하는 군부대에서 복무 중인 만 18세 이상 

26세 미만의 병사를 편의추출 하였으며 이 중 연구목적을 이

해하고 자발적으로 설문에 참여한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자 수는 G Power 3.1 program을 이용하여 효과크기 .2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로 하여 400명이 산출되었고 탈락률

을 고려하여 450명을 선정하였으나 군부대의 특성상 일부 군

인에게만 설문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아 전체 군인을 대상으로 

설문지 총 550부를 배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550

부를 배부하여 최종 513부(회수율 93.2%)를 회수하였으나 불

충분한 설문지 19부를 제외하고 494부만이 최종 분석에 사용

되었다. 

연구 도구
● 일반적 특성 및 성 관련 특성

일반적 특성에 관한 6문항(연령, 이성교제 유무, 계급, 교육

수준, 종교, 음주)과 성 관련 특성에 관한 5문항(성관계 경험

유무, 처음 만난 후 성관계까지 걸린 시간, 성교육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되는 시기, 군 복무중 성에 관련된 교육을 

받은 경험 유무, 군 복무 기간 중 받은 성교육 만족도)으로 

구성되었다.

● 자궁경부암 지식

자궁경부암 지식은 Han [12]이 개발하고 Park과 Park [9]이 

수정한 총 8문항의 지식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

는 원 도구를 수정 후 산부인과 전문의 1인, 간호학 교수 1

인, 산부인과 간호사 1인이 타당도 검증을 시행한 도구이다. 

자궁경부암 진단 방법, 자궁경부 세포검사의 목적, 검사주기, 

첫 검사 시기, 검사 결과의 의미, 자궁경부암 위험요인에 관

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옳은 답을 하였을 경우 1점을, 오답

인 경우 0점 처리하였다. 측정 점수의 범위는 최저 0점에서 

최고 8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궁경부암 지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선행연구[8]에서는 KR 

(Kuder-Richardson Formula)-20 값은 .7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KR-20 값은 .62이었다.

● 인유두종 바이러스 지식

인유두종 바이러스 지식은 Pitts [13]가 개발하고 Park과 

Park [8]이 번안한 총 13문항의 지식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

였다. 본 도구는 원 도구를 번안 후 산부인과 전문의 1인, 간

호학 교수 1인이 타당도 검증을 시행한 도구이다.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유발하는 질환, 인유두종 바이러스와 자궁경부암

의 관계, 인유두종 바이러스의 감염경로,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 증상,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의 치료방법에 관한 영역

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해 “예”, “아니오”로 답하는 

이분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옳은 답을 하였을 경우 1점을, 오

답인 경우 0점 처리하였다. 측정 점수의 범위는 최저 0점에서 

최고 13점까지이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선행연구[8]에서는 

KR-20 값은 .7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KR-20 값은 .70이었다.

●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 접종 의향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 접종 의향은 “만약 인유두종 바이

러스 백신이 남성에게 유용하다면 백신 접종할 의향이 있습

니까?”라는 문항으로 측정하였고, 각 문항에 대해 “예”, “아니

오”의 이분척도로 답하게 하였다. “예”인 경우 인유두종 바이

러스 백신을 접종할 의향이 있음을 의미하고 “아니오”의 경우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할 의향이 없음을 의미한다. 

자료 수집
연구 진행에 앞서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해 본교

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심의를 거쳐 연구승인(IRB No. 2012-07-14)을 받은 후 진행하

였다. 본 연구자는 보안관계상 부대 내 해당 병사와 직접적인 

접촉이 허락되지 않아 본 연구자를 대신하여 군 관계자 장교 

1인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과 설문 문항에 대한 교육을 사

전에 실시하였다. 사전교육을 받은 장교는 병사들에게 연구 

목적을 대리 전달하여 연구 목적을 설명하였으며 연구 참가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후 설문지를 배부하여 응답을 받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회수하여 연구자에게 전달하였다. 병사들에

게는 설문지 작성과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

는 점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공지하도록 하였으며 

서면 동의를 받았고 연구 참여 보상으로 소정의 상품을 제공

하였다. 설문지 작성은 대상자 보호를 위해 익명으로 하였고, 

작성에 걸린 평균 시간은 10분이었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1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으며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자궁경부암 지식, 인유두종 바이러스 지식, 인유두종 바이

러스 백신 접종 의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수, 백분율,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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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Sex-related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494)
Characteristics Categories M±SD  n  %

Age (yr) 20.9±1.4
18∼20
21～26

231
263

46.8
53.2

Experience of dating
Yes
No

417
77

84.4
15.6

Military rank
Private
Private first class
Corporal
Sergeant

86
210
130
168

17.4
42.5
26.3
13.8

Education
High school or less
College enrollment and graduation
University student or higher

68
95

331

13.8
19.2
67.0

Religion
Yes
No

255
239

51.6
48.4

Alcohol consumption
Yes
No

418
76

84.6
15.4

Sexual experience
Yes
No

421
73

85.2
14.8

Sexual intercourse after first meeting (n=421)
≤ 1 week
≤ 2-3 weeks
≤ 1 month
≤ 3 month
≤ 6 month
≤ 1 year
> 1 year

47
55

108
111
43
39
18

11.2
13.1
25.6
26.4
10.2
9.2
4.3

The best time for sex education 
Kindergarten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or higher

66
259
136
33

13.4
52.4
27.5
6.7

Sex education in military service
Yes
No

340
154

68.8
31.2

Satisfaction with sex education in military service (n=340)
Yes
No

143
197

42.1
57.9

표준편차를 사용하였다. 

∙ 일반적 특성 및 성 관련 특성에 따른 자궁경부암 및 인유

두종 바이러스 지식 차이는 t-test,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분석으로 Scheffe 검정을 사용하였다. 

∙ 일반적 특성, 성 관련 특성에 따른 백신 접종 의향을 파악

하기 위해 χ2-test를 사용하였다.

∙ 신뢰도 분석은 KR-20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특성
●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0.9±1.4세로 21~26세가 전체의 

53.2%로 가장 많았고, 18∼20세가 46.8%였다. 이성교제 경험

이 있는 대상자는 84.4%였고 대상자의 42.5%가 일등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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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았다. 대상자의 교육수준은 67%가 ‘대학교 재학 이상’

으로 가장 많았고, 종교가 있는 대상자는 51.6%로 나타났으며 

음주 경험은 ‘술을 마심’이 84.6%였다(Table 1).

● 성 관련 특성

성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85.2%였고, 처음 만난 후 성관계

까지 걸린 기간은 ‘3개월 이내’가 26.4%였고, ‘1개월 이내’가 

25.6%, ‘2∼3주 이내’가 13.1%였으며, ‘일주일 이내’가 11.2%

로 나타나 대상자의 대부분이 성관계 경험이 있었으며 약 

50% 이상의 대상자가 ‘1개월 이내’에 성관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가장 적절한 시기는 

‘초등학교 때’라로 생각한 대상자가 52.4%로 가장 많았고 군 

복무 중 성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병사는 68.8%였다

(Table 1). 

자궁경부암 및 인유두종 바이러스 지식
● 자궁경부암 지식

대상자의 자궁경부암에 대한 지식은 8점 만점에 평균 6.03± 

1.52점으로 나타났다. ‘자궁경부 세포검사는 자궁경부암을 예

방하기 위함이다’와 ‘자궁경부암 진단을 위한 검사는 자궁경

부세포검사이다’, ‘자궁경부세포검사 결과 정상 소견은 자궁경

부암의 발생 위험이 낮다’라는 문항의 정답률은 각각 85.2%, 

84.8%, 89.9%로 높게 나타났으나, ‘자궁경부세포검사는 1년마

다 시행 한다’의 문항에서는 58.7%가, ‘자궁경부 세포검사는 

첫 성관계를 한 직후부터 시행한다.’는 55.1%로 정답률이 낮

았다. ‘자궁경부 세포검사는 비정상세포를 확인하기 위해 자

궁경부의 세포를 긁어 얻는 방법이다’는 64.6%, ‘자궁경부검

사결과 비정상 소견은 암으로 진행할 수도 있는 세포 변화가 

있음을 의미 한다’는 65.4%의 정답률을 보였다. ‘자궁경부암

의 위험요인’을 묻는 문항은 복수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다수의 성 파트너’가 84.2%로 가장 많았으며, ‘성병 감염’이

라고 한 대상자가 70% 이상이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감

염된 경우’라고 생각한 대상자는 66.2%로 나타났다(Table 2).

● 인유두종 바이러스 지식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관한 지식은 13점 만점에 평균점수는 

8.15±1.75점으로 나타났다. ‘여성들의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 

여부 검사는 중요하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91.7%였고, ‘인유

두종 바이러스는 성 접촉을 통해 감염 된다’고 한 대상자는 

91.1%로 매우 높은 수준의 정답률을 나타냈다. ‘인유두종 바

이러스는 생식기 사마귀를 일으킨다’는 61.3%, ‘남성이 인유

두종 바이러스에 감염되어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32.2%의 정답률을 나타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의 감염 경로

와 관련된 문항에서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생식기와 생식기의 

피부접촉으로 감염된다’는 84.6%, ‘화장실 변기시트를 통해서 

감염 되지 않는다’는 71.3%의 정답률을 나타냈다(Table 2).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자궁경부암 및 인유두종 
바이러스 지식
대상자의 자궁경부암 지식수준은 교육 수준, 음주 경험, 성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시기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자궁경부암 지식수준은 교육 수준에 

따라 ‘고졸 이하’가 5.60±1.50점, ‘대학교 재학 이상’이 6.12±1.50

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3.26, p=.039) 

Scheffe의 사후검증 결과 ‘대학교 재학 이상’이 ‘고졸이하’보

다 자궁경부암 지식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음주 경험에 따

른 자궁경부암 지식수준은 ‘마신다’ 6.10±1.44점, ‘마시지 않

는다’ 5.63±1.90점으로 음주 경험자가 음주 비경험자보다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F=2.04, p=0.44). 성 교육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시기에 따른 자궁경부암의 지식수준은 

‘유치원 때’ 6.35±1.34점, ‘고등학교 이상’ 5.55±1.52점으로 ‘유

치원 때’가 ‘고등학교 이상’보다 대상자의 지식이 유의하게 

높았다(F=3.12, p=.026). Scheffe의 사후검증 결과 ‘유치원 때’

가 ‘고등학교 이상’보다 성 교육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하

는 대상자가 자궁경부암 지식수준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인유두종 바이러스 지식수준은 계급과 종교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계급에 따른 인유두종 바이러스 지식수준은 

‘병장’ 8.57±1.90점, ‘이병’ 7.84±1.47점으로 계급정도가 높을

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나(F=3.03, p=0.29), Scheffe

의 사후검증 결과 의미 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종교의 

유무에 따라 인유두종 바이러스 지식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종교가 있다’ 7.98±1.74점, ‘종교가 없다’ 8.34±1.75

점으로 종교가 없는 대상자가 종교가 있는 대상자보다 인유

두종 바이러스 지식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t=-2.34, p=.020)(Table 3).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백신 접종 의향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 접종 의향은 교육수준 및 처음 만

난 후 성관계까지 걸리는 시간, 군 복무기간 중 성 교육 경험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백신 접종 의향이 있다고 응

답한 대상자는 ‘고졸 이하’가 52.9%, ‘대학교 재학 이상’이 

74%로 교육 수준에 따른 백신 접종 의향이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χ2=12.24, p=.002). 처음 만난 후 성관계까지 걸

리는 기간에서 ‘1주일 이내’라고 한 그룹의 48.9%, ‘1개월 초

과’라고 한 그룹의 74.4%가 백신 접종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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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rrect Response Rate for Cervical Cancer and HPV Knowledge                                       (N=494)
Items n %

Cervical Cancer Knowledge
 1. Cervical cancer can be diagnosed by Pap smear tests 419 84.8
 2. Pap smear is scraping to look for abnormal cells 318 64.6
 3. Pap smear is used for prevention of cervical cancer 421 85.2
 4. Pap smear test should be done yearly 290 58.7
 5. Women should have a pap smear test after their first sexual intercourse 272 55.1
 6. Normal pap smear results indicate a low risk of developing cervical disease 444 89.9
 7. Abnormal pap smear results mean that cellular change can progress to cancer 323 65.4
 8. Risk factors for cervical cancer are... (multiple choice)
      Multiple sex partners 416 84.2
      Having contracted any STDs 364 73.7
      Taking illegal drugs 338 68.4
      HPV infection 327 66.2
      Use of oral contraceptives 231 46.8
      Cigarette smoking 222 44.9
      Sexual intercourse before age 18 178 36
      Poor diet or nutrition 149 30.2
HPV Knowledge
 1. It is important for all women to be screened for HPV 453 91.7
 2. Infection can occur via sexual contact 450 91.1
 3. HPV is associated with abnormal Pap tests 435 88.1
 4. HPV is a serious health issue 431 87.2
 5. HPV infection can occur via genital to genital skin contact 418 84.6
 6. HPV infection can occur via skin to skin 393 79.6
 7. HPV infection does not occur via toilet seats 352 71.3
 8. HPV is the virus that causes genital warts 303 61.3
 9. HPV does not always lead to cervical cancer 261 52.8
 10. HPV is not the virus that causes blisters 168 34
 11. There is no way to tell if you have HPV 159 32.2
 12. HPV is not the virus that causes ulcers or sores 137 27.7
 13. HPV cannot be cured 68 13.8

STD=Sexually transmitted disease; HPV=Human papillomavirus

였고, 처음 만난 후 성관계까지 걸리는 기간에 따른 백신 접

종 의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χ2=11.79, p=.003). 또한 군 복무 중 성 교육을 받은 경험에 

따라 백신 접종 의향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χ2=12.27, 

p=.001). ‘성 교육 경험자’인 경우 74.7%, ‘성 교육 미경험자’

인 경우는 59.1%로 군 복무 중 성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병사가 성 교육 경험이 없는 병사보다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

신 접종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논    의

본 연구의 대상자는 육군의 관리, 인사, 정보, 작전, 군수를 

담당하는 D지역의 군부대에 복무중인 만 18세 이상 26세 미

만의 병사로 연구 참여에 동의하고 설문에 응답한 494명이었

다. 국내 성인 남성 대상의 자궁경부암 지식에 대한 연구에서

는 8점 만점에 4.88점으로 나타났고[8], 국외 싱가포르 성인 

남성 대상의 연구는 3점 만점에 1.4점으로 나타났으며[13], 남

자 대학생 대상의 연구는 14점 만점에 5.78점이었다[14]. 본 

연구의 자궁경부암에 대한 지식은 8점 만점에 평균 6.03±1.52

점으로 선행연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 

대상자가 50% 이상이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자거나[13] 대학

생들로 구성된 것에 반해[14] 본 연구 대상자들은 86.2%가 대

학 재학 중이거나 졸업 이상의 학력자들로 본 연구 대상자들

의 교육수준이 더 높아 자궁경부암 지식도 더 높았을 것이라

고 해석 할 수 있다. 자궁경부암 지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자궁경부암의 검사, 진단, 검사결과 문항 정답률은 각각 

84.8%, 85.2%, 89.9%로 높게 나타났으나 자궁경부세포검사 

주기 및 시기의 정답률은 각각 58.7%, 55.1%로 낮게 나타났

다. 이는 병사들이 자궁경부암의 검사, 진단 및 검사결과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나 자궁경부세포검사를 하는 시기와 

검사 주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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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ervical Cancer and HPV Knowledge according to the General and Sex-related Characteristics         (N=494)
Characteristics Categories

Cervical cancer knowledge HPV knowledge

M±SD t/F p M±SD t/F p
Age (yr)

18～20
21～26

6.02±1.50
6.03±1.54 -0.12 .902 8.04±1.75

8.25±1.75 -1.37 .172

Experience of dating
Yes
No

5.99±1.51
6.25±1.60 -1.38 .167 8.14±1.75

8.25±1.77 -0.51 .613

Military rank†

Private
Private first class
Corporal
Sergeant

5.81±1.49
6.01±1.48
6.05±1.46
6.31±1.77

1.36 .255

7.84±1.47
8.04±1.82
8.33±1.68
8.57±1.90

3.03 .029

Education†

High school or lessa

College enrollment and graduationb

University student or higherc

5.60±1.50
6.01±1.57
6.12±1.50

3.26 .039
a<c

8.01±1.36
8.06±2.16
8.21±1.69

0.50 .605

Religion
Yes
No  

5.94±1.51
6.12±1.53 -1.34 .180 7.98±1.74

8.34±1.75 -2.34 .020

Alcohol consumption
Yes
No

6.10±1.44
5.63±1.90 2.04 .044

8.14±1.73
8.25±1.86 -0.52 .603

Sexual experience
Yes
No

6.02±1.49
6.05±1.70 -0.17 .863 8.13±1.75

8.27±1.74 -0.64 .526

Sexual intercourse after first meeting (n=421)
≤ 1 week
≤ 1 month
> 1 month

5.87±1.64
5.91±1.60
6.14±1.37

1.30 .275
8.21±1.76
8.19±1.84
8.07±1.69

0.27 .767

The best time for sex education†

Kindergartena

Elementary schoolb

Middle schoolc

High school or higherd

6.35±1.34
6.11±1.48
5.83±1.65
5.55±1.52

3.12 .026
a>d

8.09±1.56
8.16±1.77
8.20±1.81
8.06±1.84

0.09 .966

Sex education in military service
Yes
No

6.08±1.49
5.91±1.59 1.15 .250 8.22±1.78

8.00±1.68 1.32 .189

Satisfaction with sex education in military service (n=340)
Yes
No

5.97±1.62
6.16±1.39 -1.13 .259 8.39±1.67

8.10±1.85 1.49 .138

†Scheffe test

활동을 통해 감염되는 자궁경부암의 가장 큰 위험요인은 인

유두종 바이러스로 자궁경부암 환자 99.7%에서 관찰된다[15]. 

본 연구의 대상자 및 선행연구에서는 자궁경부암이 성 활동

과 관련이 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자궁경부암 및 생

식기 사마귀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

이라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유두종 바이러스

에 대해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 제공을 전달하는 교육을 받는

다면 자궁경부암 및 생식기 사마귀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관한 지식은 13점 만점에 평균 8.15± 

1.75점으로 나타났다. 같은 도구를 사용한 연구에서는 7.87± 

1.48로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9]. 그러나 국외의 연구 결

과를 보면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관한 지식수준은 중간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대상자들이 직업학교 학생[10]이거나 

50% 이상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자[13], 대학교 신입생

[16]으로 구성되어 지식수준이 낮았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본 

연구 대상자들의 교육수준이 대부분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으로 구성되어 교육수준에 따라 지식

수준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인유두종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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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HPV Vaccination Intention according to the General and Sex-related Characteristics                   (N=494)

Characteristics Categories

Intention of vaccination

Yes No
χ2 p

n(%) n(%)

Age (yr)
18～20
21～26

158 (68.4)
187 (71.1)

73 (31.6)
76 (28.9) 0.43 .513

Experience of dating
Yes
No

290 (69.5)
55 (71.4)

127 (30.5)
22 (28.6) 0.11 .741

Military rank
Private
Private first class
Corporal
Sergeant

57 (66.3)
139 (66.2)
95 (73.1)
54 (79.4)

29 (33.7)
71 (33.8)
35 (26.9)
14 (20.6)

5.45 .142

Education
High school or less
College enrollment and graduation
University student or higher

36 (52.9)
64 (67.4)

245 (74.0)

32 (47.1)
31 (32.6)
86 (26.0)

12.24 .002

Religion
Yes
No

178 (69.8)
167 (69.9)

77 (30.2)
72 (30.1)

.001 .986

Alcohol consumption
Yes
No

297 (71.1)
48 (63.2)

121 (28.9)
28 (36.8)

1.90 .168

Sexual experience
Yes
No

292 (69.4)
53 (72.6)

 129 (30.6)
20 (27.4) 0.31 .577

Sexual intercourse after first meeting (n=421)
≤ 1 week
≤ 1 month
> 1 month

  23 (48.9)
112 (68.7)
157 (74.4)

  24 (51.1)
51 (31.3)
54 (25.6)

11.79 .003

The best time for sex education 
Kindergarten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or higher

  49 (74.2)
181 (69.9)
97 (71.3)
18 (54.5)

 17 (25.8)
78 (30.1)
39 (28.7)
15 (45.5)

4.41 .220

Sex education in military service
Yes
No

 254 (74.7)
91 (59.1)

  86 (25.3)
63 (40.9)

12.27 .001

Satisfaction with sex education in military service (n=340)
Yes
No

 104 (72.7)
150 (76.1)

  39 (27.3)
47 (23.9) 0.51 .475

러스는 성 활동을 하는 남성의 80∼90%는 일생에 한 번 정

도는 감염되지만 3개월의 잠복기를 거쳐야만 육안으로 병변

이 관찰되며 생식기 사마귀 혹은 자궁경부상피내 병변을 일

으키지 않는 경우 저절로 없어진다[14,17,18]. 설문지 문항 중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생식기 사마귀를 일으킨다’는 61.3%의 

정답률을 나타냈고, ‘남성이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감염되어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32.2%의 정답률을 나타냈다. 이

는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은 생식기 

사마귀 및 자궁경부암을 무조건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

으며,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감염될 시 무증상일 수 있다는 점

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선행 

연구 결과에서도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생식기 사마귀를 일으

킨다는 문항의 정답률은 본 연구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

으며 남성들은 생식기 사마귀의 원인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

지만 무증상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4,19,20]. 이상의 결과를 볼 때 남성은 인유두종 바

이러스가 여성의 건강과 관련이 있으나 치료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어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대한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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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지식이 부족하며 남성 대상의 성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서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 및 치료법과 예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지식 전달이 이루어진다면 남성의 생

식기 질환 뿐 아니라 여성의 자궁경부암 발생률이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궁경부암 지식수준은 교육수준과 음

주경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같은 도구를 사용한 선

행연구에서도 교육 수준에 따라 자궁경부암 지식수준이 유의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9], 이러한 결과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자궁경부암 및 인유

두종 바이러스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음주 경험에 따른 자궁경부암 지식수준 차이는 음주 경

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건강에 대한 불안이 높아[4] 건강과 관

련된 정보를 더 잘 알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 지식수준은 종교의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종교가 없는 대상자가 종교가 있는 대상자

보다 지식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

서는 종교에 따른 인유두종 바이러스 지식수준에 대한 연구

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9], 종교에 따른 인유두종 바이러스 

지식수준이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21] 이와 관련

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계급이 높을수록 인유두종 바이러스 지식수준이 유의

하게 높았으나 Scheffe의 사후검증 결과 의미 있는 차이는 나

타나지 않았다. 이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도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관해 들어본 적이 없거나 구체적인 지식이 부족

함을 알 수 있으며 군복무 중 받게 되는 성 교육 횟수가 교

육 수준과 상관없이 계급이 높아질수록 많아지며 성 교육을 

더 많이 받은 자가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

은 아니더라도 성 지식이 더 높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

라서 대상자의 수준에 맞는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유두

종 바이러스 감염 경로를 정확하게 인지시켜 올바른 성생활

을 하도록 한다면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을 줄일 뿐

만 아니라 여성의 자궁경부암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

각된다.

성 관련 특성에 따른 자궁경부암 지식은 ‘유치원 때’에 성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지식이 높게 

나타났고, 인유두종 바이러스 지식은 성관련 특성에 따라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유두종 바

이러스 백신 접종 의향은 교육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선행연구에서도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백신 접종 의

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9], 국외 남성 대상의 연구에서

도 ‘고졸 이상’의 학력자가 ‘고졸 이하’인 경우보다 백신 접종 

의향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22]. 이는 교육 수준이 높은 

대상자는 건강에 대한 관심과 병에 대한 정보, 예방법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어 백신 접종 의향자가 더 많은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성 관련 특성에 따른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 접종 의향은 

처음 만난 후 성관계까지 걸리는 시간, 군 복무기간 중 성 교

육 경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처음 만

난 후 성관계까지 걸리는 기간이 오래 걸릴수록 백신 접종 

의향이 많았고, 성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병사가 교육을 

받지 못한 병사보다 백신 접종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군 복무중 성 교육을 받은 대

상자가 74.7%였고,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대해 들어본 대상자

는 8.3%로 나타나 군대의 성 교육 시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거나, 교육을 받아도 지식이 향상되지 않

음을 의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 활동이 왕성한 20대 초반

의 군 복무 병사 대상의 성 교육프로그램에 자궁경부암의 발

생 요인과 생식기 사마귀 등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질병에 대한 내용 및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포함한다면, 여성 

뿐 아니라 남성 또한 인유두종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인식하

고 예방접종을 하는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질병 발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 된다. 

본 연구에서는 성관련 특성 설문 문항 중 성 파트너 수, 성

관계 빈도, 콘돔 사용 여부 및 빈도, 임신과 낙태, 성교육 시

행자, 성교육 내용 등이 해당 집단 내에서 자극적이며 민감한 

사항으로 인식될 수 있어 삭제되었다. 이는 성에 관한 폭넓은 

질의를 할 수 없었고 결과를 해석하는데 제한점이 되었다. 따

라서 추후에는 성관련 특성 문항을 보완할 뿐 아니라 자궁경

부암과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대한 올바른 지식내용과 그 지

식을 바탕으로 건강행위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한 성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하며 다양한 남성 계층을 대상

으로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본 연구 결과 자궁경부암 및 인유두종 바이러스 지식수준

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 시 각각 75.3점, 74점으로 중간이상

의 수준을 보여주었으며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 접종 의향

이 있는 대상자는 75.6%로 나타났다. 자궁경부암 지식수준은 

교육수준, 음주의 유무,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

는 시기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인유두종 바이러스 

지식수준은 계급 및 종교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백신 접종 의향에 차이를 보이는 것은 교육수준 및 처음만난 

후 성관계까지 걸리는 기간, 군 복무기간중 성에 관련된 교육

을 받은 경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hin 등[23]은 과학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신뢰도뿐 아니라 

타당도가 입증된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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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한 도구는 최소한 전문가로부터 내용타당도를 검증받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궁경부암 

지식도구와 인유두종 바이러스 지식도구의 신뢰도는 각각 

KR-20=.62, KR-20=.70이었으나 각각은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부터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은 도구로 연구 결과에 있어 타당

성이 확보되었다. 또한 D지역의 병사를 편의 추출하였으므로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으나, 성활동이 가장 

왕성한 만 18세 이상 26세 미만의 병사를 통해 자궁경부암과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대한 지식정도를 알아보고 백신 접종의

향을 파악하여 자궁경부암 및 인유두종 바이러스감염 예방교

육의 기초 자료를 제시하였음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첫째, 군 집단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및 인유두종 바이러

스 지식정도를 파악하여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 접종 효용

성을 알리는 반복연구가 필요하며 자궁경부암 검사목적, 검사 

시기 및 주기와 인유두종 바이러스의 감염 경로, 증상, 치료 

방법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대상자의 교육 수준과 특

성에 맞는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자궁경부암의 발생 요인,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일으

키는 질병, 인유두종 바이러스의 예방법 등을 포함하는 성교

육이 필요하며, 병사들에게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간호 인력

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본 연구의 대상자는 육군의 관리, 인사, 정보, 작전, 

군수를 담당하는 D지역의 병사로 타 지역보다 교육수준이 높

은 병사로 구성되어 다양한 계층의 대상자가 포함되지 않았

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대상자의 표본을 확대하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성관련 특성 설문 문항이 제한되어 있

으므로 추후 성관련 특성 문항을 보완한 연구를 제안한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자궁경부암 지식도구 및 인유두종 

바이러스 지식도구의 신뢰도가 KR-20=.62, KR-20=.70으로 높

지 않으므로 남성 대상의 자궁경부암 및 인유두종 바이러스 

지식을 측정할 수 있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도구 개발이 

요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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