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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factors predicting HPV (Human Papilloma Virus) vaccination 
practices among female college students. Methods: A convenience sample of 207 female students attending four 
universities in one metropolitan city participated. Self-report questionnaires consisted of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related prevention of cervical cancer, knowledge of HPV, knowledge of cervical cancer vaccination, 
and health beliefs related to HPV vaccination. Data were analyzed by x2 test, independent t-test, and bivariate logistic 
regression. Results: Factors predicting HPV vaccination practices were information about HPV (OR=3.37), experi-
ence of HPV test (OR=12.71), and health beliefs related to HPV vaccination (OR=1.13). Conclusion: In order to in-
crease the practice rate of HPV vaccination, it is necessary to provide simple key information that is easy to under-
stand, rather than expert knowledge about HPV.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vide a way for college students to 
get information about virus easily. It is necessary to intervene integrally with the facilitation factor and obstacle factor 
of vaccination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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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자궁경부암은 전 세계 여성에게 네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

으로 매해 약 53만 명의 여성들이 진단을 받으며 그로 인한 사망

률은 약 50.4%에 이른다(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 2014). 우리나라의 경우 자궁경부암은 여성 

암 발생 빈도에서 7번째로 흔한 암이며, 여성의 전체 암 발생 중

에 3.4%를 차지하고 있고, 여성 생식기암 중 유방암 다음으로 발

생빈도가 높다(National Cancer Information Center, 2014). 

특히 20~30대 여성의 자궁경부암 진단이 증가하고 있어서 자

궁경부암 발생이 젊어지는 경향이 보이고 있고, 20~30대 여성

암 진료인원 중 자궁경부암 비중이 10% 이상으로 다른 연령대

에 비해 높다. 

전 세계적으로 자궁경부암 발생의 위험요인 중에 가장 주된 

원인은 성적 접촉에 의한 인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 

Virus, HPV) 감염이며, 그 외에 흡연, 다수의 성교 상대자, 첫 성관

계와 출산 연령, 경구피임제이다(Veldhuijzen, Snijders, Reiss, 

Meijer, & van de Wijgert, 2010). 대부분의 HPV 감염은 면역

체계에 의해 90% 이상이 자연히 소멸되지만, 1회 이상의 지속

적인 고위험 HPV 감염은 자궁경부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

우 높다(IARC, 2012). HPV가 자궁경부암 발생의 유력한 원인

으로 밝혀진 이후 암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HPV 백신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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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이미 40개국 이상이 HPV 백신을 사용하기 시작하였

고, 호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29개국에서는 HPV 백신을 국가

예방접종으로 지정하였다(Markowitz et al., 201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7). 국내에서는 HPV 예방백신이 

2007년 도입되어 예방접종 권고안을 발표하였고, 2016년부터 

6월부터 여성청소년에게 무료접종을 시작하였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6). 이처럼 현재 HPV 백신은 이전에 

감염되지 않은 여성에게 자궁경부 HPV 감염과 전암 병변 예

방에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전문인들 사이에서 익히 알려져 있

고, 세계보건기구에서도 HPV 백신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

고 반복적으로 발표하였으나 일반 대중의 HPV 예방접종실천

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Bang et al., 2011; Lee & Park, 2011;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6). 

또한 HPV 감염률은 성관계를 시작하는 젊은 여성에서 높으

며, 여대생은 HPV 감염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집단으로 보고

되고 있다(Ferrera et al., 2011). 우리나라 경우도 역시 HPV 감

염률은 18세에서 20대의 여성이 전체 여성 중 46.2%를 차지하

고 있어서 젊은 여성의 감염이 높다(Kang, 2008). 그러므로 18

세부터 20대 초반의 여대생의 예방접종 실천은 사춘기에 이어 

중요한 시기이며, 이 시기의 HPV 예방접종 실천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국내 여대생의 HPV 예방접종 

실천이 낮으며, 그 이유는 HPV에 대한 지식이 낮고(Bang et al., 

2011), HPV 감염과 자궁경부암의 상관성에 대한 인지가 낮기 때

문으로 보고되고 있다(Choi et al., 2008). 또한 HPV 예방접종에 

대한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의 건강신념이 중요하게 강

조되고 있지만(Kahn, Rosenthal, Hamann, & Bernstein, 2003) 

아직까지 국내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Lee & Park, 2011).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자궁경부암 발생이 

상대적으로 높은 20대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HPV 지식, 자궁

경부암 예방백신 지식, HPV 예방접종 관련 건강 신념이 HPV 

예방접종실천을 예측하는지를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여대생의 HPV 예방접종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파악하고자 시행되었으며,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여대생의 일반적 특성과 자궁경부암 예방 관련 특성을 확

인한다. 

 대상자의 HPV 지식,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지식, HPV 예

방접종 관련 건강신념을 파악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자궁경부암 예방 관련 특성에 따

른 HPV 예방접종실천의 차이를 파악한다.

 HPV 예방접종실천에 따른 HPV 지식,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 지식, HPV 예방접종 관련 건강신념의 차이를 파악

한다. 

 여대생의 HPV 예방접종실천 예측요인을 파악한다.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여대생의 HPV 예방접종실천 예측요인을 파악하

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광역시에 소재한 4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여대

생 235명을 대상으로 하여 편의표본추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는데 적합한 표본수를 확인하

기 위하여 G*Power 3.1.7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표

본 수 추정에는 HPV 예방접종실천에 관한 선행연구(Lee, 2011)

를 통해 본 연구에 포함된 주요변수이면서 가장 낮은 오즈비

(Odds Ratio, OR) 값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는 0.55를 토대로 

하였다. 오즈비(OR) 0.55, 유의수준 .05, 검정력 0.95로 했을 때 

적절한 피험자 수는 최소 196명이었다. 탈락률(20%)을 고려하

여 235명에게서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했

던 28명을 제외하여, 최종분석에 이용된 대상자 수는 총 207명

이었다.

3. 연구도구

1) HPV 지식

HPV 지식은 Kim과 Ahn (2007)이 HPV 지식을 조사하기 

위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20문항으로 HPV

와 자궁경부암의 관련성, HPV의 증상 범위, 저 위험성과 고 위

험성의 구분, 잠복기/예후/면역성과의 관련성, 호발연령, 전

염 경로, 검사와 진단, 예방과 치료 및 선천성 감염에 대한 세부

영역별 지식으로 구성되었다. 본 도구는 정답인 경우 1점, 오답

이나 ‘모르겠다’인 경우 0점으로 처리하여 총 0점에서 20점 사

이의 점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HPV 지식이 높음

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는 KR-20=.87이었고,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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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KR-20=.67이었다. 

2)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지식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지식은 Kim과 Ahn (2007), Han 등

(2007)이 개발한 도구를 참고하여 Lee (2009)가 수정한 HPV 

및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지식 14문항 중에 자궁경부암 예방백

신 지식을 측정하는 5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자궁경부

암 예방백신의 접종방법과 효능, 적용에 대한 5문항으로 구성

되었다. 각 문항의 점수는 ‘예’, ‘아니오.’, ‘모르겠다.’로 답을 하

게 하여, 정답인 경우 1점, 오답인 경우와 ‘모르겠다.’로 답을 한 

경우, 0점으로 측정한다. Lee (2009)의 연구에서 Cronbach's 

⍺는 .72였고, 본 연구의 Cronbach's ⍺는 .74였다. 

3) HPV 예방접종 관련 건강신념

HPV 예방접종 관련 건강신념은 Choi 등(2008)이 건강신념

모델에 근거하여 개발한 지각된 민감성(2문항), 지각된 심각성

(2문항), 지각된 유익성(2문항), 지각된 장애성(4문항) 하위영

역을 Lee와 Park (2011)이 수정 ․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으로 문항은 ‘매우 그렇다’ 4점, ‘대체로 그렇다’ 3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의 4점 척도

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HPV 예방접종 관련 건강신념이 높음

을 의미한다. Lee와 Park (2011)의 연구에서 Cronbach's ⍺는 

지각된 민감성 .71, 지각된 심각성 .74, 지각된 유익성 .74, 지각

된 장애성 .62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지각된 민감

성 .61, 지각된 심각성 .72, 지각된 유익성 .60, 지각된 장애성 

.64였다. 

4. 자료수집 

본 연구는 **광역시에 있는 4년제 대학교 중 4개 대학교를 선

정하여 여자대학생 23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 전에 

연구보조자가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자료수집방법에 대

한 설명을 하고 연구 수행에 관한 허락과 협조를 구하였으며, 

연구참여의 이득과 불이익, 자료의 익명처리, 연구를 위한 목

적으로만 사용할 것과 중도철회 가능성 등을 설명하였고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한 자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자가 보고식 

설문지에 응답하게 한 후 수거하였다. 설문지 작성에는 약 10

분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연구에 참여한 모든 대상자에게 소정

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수거한 235부 중에 응답내용이 불성실

하거나 무응답을 한 설문지 28부(11.9%)를 제외하고 207부

(88.1%)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자궁경부암 예방 관련 특성, 

HPV 지식,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지식, HPV 예방접종 관련 건

강신념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HPV 예방접종 실천에 따른 일반적 특성 및 자궁경부암 예방 

관련 특성, HPV 지식,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지식, HPV 예방

접종 관련 건강신념의 차이는 x2 test와 독립 t-test를 하였다. 

HPV 예방접종실천 예측요인은 각 설명 변수에 대한 이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연 구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자궁경부암 예방 관련 특성

대상자는 18~20세가 100명(48.3%), 1학년이 66명(31.9%), 

의학, 간호학이 88명(42.5%), 종교 없음이 137명(66.2%)으로 

가장 많았다. 성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50명(24.2%)이었고, 

이 중 첫 성교연령은 17~20세가 27명(54.0%), 21~24세가 

23명(46.0%)이었다. 현재까지 성 파트너 수는 한 명이 27명

(54.0%), 두 명 이상이 23명(46.0%)이었다. 성관계 빈도는 한 

달에 2회 이상이 18명(36.0%)으로 가장 많았다. 성경험이 있

는 대상자 모두 성관계시 콘돔사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고, 성관계시 콘돔사용 빈도율은 90% 이상이 32명(64.0%)이

었다(Table 1). 

자궁경부세포학검사에 대한 정보를 받은 적이 있는 대상자

가 133명(64.3%), 자궁경부세포학검사 경험이 없는 대상자가 

193명(93.2%)으로 많았다. 자궁경부세포학검사 경험이 있는 

대상자 14명 중에 자궁경부세포학검사를 처음 받은 연령은 

18~20세와 21~23세가 각각 7명(50%)으로 나타났다. HPV에 

대한 정보를 받은 적이 있는 대상자가 109명(52.7%), HPV 검

사 경험이 없는 대상자가 194명(93.7%)이었다. 자궁경부암에 

대한 정보가 있는 대상자는 202명(97.6%), 자궁경부암 예방접

종에 대한 정보가 있는 대상자는 199명(96.1%), HPV 예방접

종을 받지 않은 대상자는 138명(66.7%)이었다. HPV 예방접종

을 받은 이유로는 ‘스스로 HPV 예방접종이 자궁경부암을 예

방한다고 믿어서’가 24명(35.3%)으로 가장 많았다. HPV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이유로는 ‘HPV 예방접종에 대해 몰라서’가 

63명(47.0%)으로 가장 많았다. HPV 비접종자 중에서 향후 

HPV 예방접종을 받을 의향은 ‘있다’가 114명(82.6%)으로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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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related Prevention of Cervical Cancer (N=207)

Variables Categories n (%)

Age (year) 18~20
21~23
24~26

100 (48.3)
 87 (42.0)
20 (9.7)

Grade First
Second
Third
Fourth

 66 (31.9)
 28 (13.5)
 45 (21.7)
 64 (30.9)

Major Medicine or nursing
Department of health
Non-health department

 88 (42.5)
 21 (10.2)
 98 (47.3)

Religion Yes
No

 70 (33.8)
137 (66.2)

Sexual experience Yes
No

 50 (24.2)
157 (75.8)

First sex age (n=50) 17~20
21~24

 27 (54.0) 
 23 (46.0)

Number of sexual partners (n=50) 1
≥2

 27 (54.0)
 23 (46.0)

Frequency of sexual intercourse
(per month) (n=50)

≤1
2~3
≥4

 17 (34.0)
 18 (36.0)
 15 (30.0)

Experience of condom use at 
sexual intercourse (n=50)

Yes
No

  50 (100.0)
 0 (0.0)

Frequency of condom use at 
sexual intercourse (n=50)

＜90%
≥90%

 18 (36.0)
 32 (64.0)

Information about Pap test Yes
No

133 (64.3)
 74 (35.7)

Experience of Pap test Yes
No

14 (6.8)
193 (93.2)

Age at first receiving Pap test
(year) (n=14)

18~20
21~23

 7 (50.0)
 7 (50.0)

Information about HPV Yes
No

109 (52.7)
 98 (47.3)

Experience of HPV test Yes
No

13 (6.3)
194 (93.7)

Information about cervical cancer Yes
No

202 (97.6)
 5 (2.4)

Information about vaccination for 
cervical cancer prevention 

Yes
No

199 (96.1)
 8 (3.9)

HPV vaccination practices Yes
No

 69 (33.3)
138 (66.7)

Reasons for being vaccinated
(n=68)

I believe that HPV vaccination by itself protects against cervical cancer
Parent's recommendation
Medical staff's recommendation
Relative's recommendation
Friend's recommendation
Others

 24 (35.3)
 21 (30.9)
 3 (4.4)
 1 (1.5)

 17 (25.0)
 2 (2.9)

Reasons for not being vaccinated
(n=134)

I do not know about HPV vaccination
The cost of vaccination is expensive
No time to go
I am worried about the side effects of the vaccine
I can not believe the effect of the vaccine
I hate injections
Others

 63 (47.0)
 15 (11.2)
 18 (13.4)
 14 (10.5)
 4 (2.9)
10 (7.5)
10 (7.5)

Willingness to receive vaccination 
in the future (n=138)

Yes
No

114 (82.6)
 24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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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Knowledge of HPV, Knowledge of Cervical Cancer Vaccination, and Health Beliefs related to HPV Vaccination (N=207)

Variables Range Minimum Maximum  M±SD

Knowledge of HPV  0~20  0 15  5.49±3.11

Knowledge of cervical cancer vaccination 0~5  0  5  3.06±1.19

Health beliefs related to HPV vaccination (total)
Perceived sensitivity
Perceived seriousness
Perceived benefit
Perceived barrier

10~40
2~8
2~8
2~8

 4~16

16
 3
 2
 2
 6

38
 8
 8
 8
16

26.05±3.05
 6.11±1.30
 4.43±1.39
 4.14±1.17
11.39±1.98

다’가 24명(17.4%)보다 높았다(Table 1). 

2. HPV 지식,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지식, HPV 예방

접종 관련 건강신념 

대상자의 HPV 지식은 평균은 5.49±3.11점, 자궁경부암 예

방백신 지식은 평균 3.06±1.19점이었다. 대상자의 HPV 예방

접종 관련 건강신념 평균은 26.05±3.05점이었고, 하위영역인 

HPV에 대한 지각된 민감성은 평균 6.11±1.30점, 지각된 심각

성은 평균 4.43±1.39점, HPV 백신에 대한 지각된 유익성은 평

균 4.14±1.17점, 지각된 장애성은 평균 11.39±1.98점으로 나

타났다(Table 2).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자궁경부암 예방 관련 특성

에 따른 HPV 예방접종실천의 차이

HPV 예방접종실천은 학년(x2=15.04, p=.002), 성경험(x2= 

10.34, p=.002), HPV에 대한 정보(x2=27.22, p<.001), HPV 

검사경험(x2=21.71,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Table 3). 

4. HPV 예방접종실천에 따른 HPV 지식,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지식, HPV 예방접종 관련 건강신념의 차이 

HPV 지식은 HPV 예방접종 실천군(6.16±3.01점)이 HPV 

예방접종 비실천군(5.16±3.11점)보다 높아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t=2.21, p=.029),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지식은 

HPV 예방접종 실천군(3.30±1.00점)이 HPV 예방접종 비실천군

(2.93±1.26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2.13, p=.035). HPV 예

방접종 관련 건강신념은 HPV 예방접종 비실천군(26.48±2.57

점)이 예방접종 실천군(25.20±3.72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 

-2.56, p=.012)(Table 4). 

5. HPV 예방접종실천 예측요인 

대상자의 HPV 예방접종실천 예측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HPV 예방접종실천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던 변수인 학년, 

성경험, HPV 정보, HPV 검사, HPV 지식, 자궁경부암 예방백

신 지식, HPV 예방접종 관련 건강신념을 독립변수로 하여 이

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x2=54.48, p<.001),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Cox와 Snell의 결정계수(R2)는 

23.1%, Nagelkerke의 결정계수(R2)는 32.1%의 설명력을 보

여주었다. 

HPV 예방접종실천의 예측요인을 살펴보면 HPV에 대한 정

보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한 대상자가 ‘없다’고 한 대상자보다 

HPV 예방접종실천이 3.37배(95% CI: 1.49~7.61, p=.004) 높았

다. HPV검사 경험이 ‘있다’고 한 대상자가 ‘없다’고 한 대상자보

다 HPV 예방접종실천이 12.71배(95% CI: 1.50~107.89, p=.020) 

높았다. HPV 예방접종 관련 건강신념이 1점 높아질 때마다 

HPV 예방접종실천이 1.13배(95% CI: 1.00~1.27, p=.044) 높아

졌다(Table 5). 

논 의

본 연구는 성 활동이 활발하고 HPV 감염이 발생하기 쉬운 

20대인 여대생을 대상으로 HPV 지식,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지식, HPV 예방접종 관련 건강신념, HPV 예방접종실천을 파

악하고, HPV 예방접종실천의 예측요인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

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HPV에 대한 정보가 있는 경우가 정보가 없는 

경우보다 예방접종실천률이 3.3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본 연구에서 HPV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47.0%의 대상자가 

HPV 예방접종을 몰라서 접종하기 못하였고, 35.3%의 대상자

가 스스로 HPV 예방접종이 자궁경부암을 예방한다고 믿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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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fferences of HPV Vaccination Practice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and Characteristics related Prevention 
of Cervical Cancer (N=207)

Variables Categories
Vaccinated Unvaccinated

x2 p
n (%) n (%)

Age (year) 18~20
21~23
24~26

 26 (12.6)
 36 (17.4)
 7 (3.4)

 74 (35.7)
 51 (24.6)
13 (6.3)

 4.98 .083

Grade First
Second
Third
Fourth

11 (5.4)
14 (6.9)
14 (6.9)

 28 (13.8)

 55 (27.1)
14 (6.9)

 31 (15.3)
 36 (17.7)

15.04 .002

Major Medicine or nursing
Department of health
Non-health department

 26 (12.6)
10 (4.8)

 33 (15.9)

 62 (30.0)
11 (5.3)

 65 (31.4)

 2.50 .286

Religion Yes
No

 25 (12.1)
 44 (21.3)

 45 (21.7)
 91 (44.9)

 0.27 .603

Sexual experience Yes
No

 26 (12.6)
 43 (20.8)

 24 (11.6)
 114 (55.1)

10.34 .002

First sex age (n=50) 17~20
21~24

 13 (26.0)
 13 (26.0)

 14 (28.0)
 10 (20.0)

 0.35 .584

Number of sex partners so far (n=50) 1
≥2

 15 (30.0)
 11 (22.0)

 12 (24.0)
 12 (24.0)

 0.30 .777

Frequency of sexual intercourse
(per month) (n=50)

≤1
2~3
≥4

  9 (18.0)
  9 (18.0)
  8 (16.0)

  8 (16.0)
  9 (18.0)
  7 (14.0)

 0.05 .977

Frequency of condom use at sexual 
intercourse (n=50)

＜90%
≥90%

 10 (20.0)
 16 (32.0)

  8 (16.0)
 16 (32.0)

 0.14 .774

Information about Pap test Yes
No

 47 (22.7)
 22 (10.6)

 86 (41.5)
 52 (25.1)

 0.67 .445

Experience of Pap test Yes
No

 8 (3.9)
 61 (29.5)

 6 (2.9)
132 (63.8)

 3.83 .075

Age at first receiving Pap test
(year) (n=14)

18~20
21~23

  5 (35.7)
  3 (21.4)

  2 (14.3)
  4 (28.6)

 1.17 .592

Information about HPV Yes
No

 54 (26.1)
15 (7.2)

 55 (26.6)
 83 (40.1)

27.22 ＜.001

Experience of HPV test Yes
No

12 (5.8)
 57 (27.5)

 1 (0.5)
137 (66.2)

21.71 ＜.001

Information about cervical cancer Yes
No

 68 (32.9)
 1 (0.5)

134 (64.7)
 4 (1.9)

 0.41 .677

Information about vaccination for 
cervical cancer prevention 

Yes
No

 68 (32.9)
 1 (0.5)

131 (63.3)
 7 (3.4)

 1.63 .273

Table 4. Differences of Knowledge of HPV, Knowledge of Cervical Cancer Vaccination, and Health Beliefs related to HPV 
Vaccination according to HPV Vaccination Practices (N=207)

Variables
Vaccinated (n=69) Non-vaccinated (n=138)

t p
 M±SD  M±SD

Knowledge of HPV  6.16±3.01  5.16±3.11 2.21 .029

Knowledge of cervical cancer vaccination  3.30±1.00  2.93±1.26 2.13 .035

Health beliefs related to HPV vaccination 25.20±3.72 26.48±2.57 -2.56 .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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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Factors Predicting HPV Vaccination Practices (N=207)

Variables OR 95% CI p

Second grade
Third grade
Fourth grade

2.63
1.12
1.27

0.89~7.76
0.41~3.10
0.47~3.45

.082

.828

.637

Sexual intercourse 0.64 0.71~3.41 .273

Information about HPV 3.37 1.49~7.61 .004

Experience of HPV test 12.71   1.50~107.89 .020

Knowledge of HPV 1.00 0.88~1.13 .960

Knowledge of cervical cancer vaccination 0.76 0.55~1.04 .083

Health beliefs related to HPV vaccination 1.13 1.00~1.27 .044

OR=Odds ratio; CI=Confidence interval.

문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HPV에 대한 정보가 대상자의 감

염인식을 높임으로써 예방접종실천률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

로 생각된다. 

HPV 정보와 관련하여 본 연구대상자의 HPV 지식은 HPV 

예방접종 실천군과 비실천군 간의 유의한 차이는 있었으나 

HPV 예방접종실천의 예측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

대상자의 HPV 지식은 평균 5.49점으로 동일한 측정도구를 사

용하여 서울시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여대생의 HPV 지식

(평균 9.57점)보다 낮았으며(Bang et al., 2011), 일 지역 보건계

열 여대생의 HPV 지식(4.91점)보다는 높았으며(Eo, Lee, & 

Kim, 2014),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교 여대생의 HPV 지식(18

점 만점 중 3.18점, 20점 만점 환산시 3.53점)보다는 높았다

(Kim & Park, 2009). Bang 등(2011)의 연구에서 예방접종 실

천군과 비실천군 간의 HPV 지식의 차이는 없었으며 접종 결

정요인으로도 나타나지 않아서 본 연구과 유사하였다. 또한 

HPV 지식은 HPV 감염 예방행위의도와 상관관계가 매우 약

하여(r=.294) HPV 지식만으로는 예방접종실천과 같은 예방

행위를 예측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HPV 지식 증진보

다는 실제적인 행위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요인이 중요하다. 

즉 주변사람들의 압력과 같은 권유와 예방접종실천에 대해 지

각하는 어려움이 적고, 용이하다고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Lee, 2014). 이는 본 연구에서도 부모님과 친구의 권유로 인해 

HPV 예방접종을 받았다고 한 대상자가 55.9%이며, 접종비용

이 비싸고 시간이 없으며, 부작용이 염려되어서 예방접종을 받

지 않았다고 한 대상자가 35.1%를 차지하는 것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HPV 정보는 HPV 예방접종실천의 

예측요인이었으나 HPV 지식은 예측요인으로는 나타나지 않

았다. 그러므로 HPV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보다는 이해가 쉬

운 간단한 핵심 정보제공이 일반 대중들에게 더 예방접종의 동

기를 유발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HPV 예방접종 실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HPV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으므로 여대생들이 바이러

스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대학교 내에서의 쉽고 

핵심적인 내용을 담은 보건교육과 자료 배부와 홍보영상 제공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HPV 검사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검사 경험이 

없는 대상자보다 예방접종률이 12.7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선행연구결과를 찾기가 어려워서 비교논의하기에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HPV 검사를 한 경우는 결혼과 출산력이 

HPV 검사 의도와 관련성이 높고, Pap 검사 경험과도 관련이 

높았으므로(Kim, 2012) 성활동을 하고 있는 대상자이면서 자

궁경부암 예방활동에 적극적인 대상자라고 생각할 수 있다. 따

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HPV 검사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HPV와 자궁경부암과의 연관성을 알고 자신의 

예방적 건강행위로 HPV 예방접종을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 여대생의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지식은 HPV 예

방접종실천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예측요인으로는 나타

나지 않았다. 본 연구대상자의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지식은 

3.06점으로 Moon (2011)의 연구에서 여대생의 자궁경부암 예

방백신 지식(2.15점)보다는 높았다. 본 연구의 결과로 제시하

지 않았지만 대상자의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지식문항은 총 5

개 문항 중 3개 문항에서 70% 이상의 높은 정답률을 보였고, 이

중 가장 정답률이 높았던 문항은 ‘자궁경부암 예방백신의 접종

은 1회주사로 영구적으로 자궁암을 예방한다.’로 84.1%의 정

답률을 보였다. 즉 대상자들은 자궁경부암 예방백신이 암 예방

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실천의 예측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던 이

유는 실천행위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들 때문일 것으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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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소득이 예방백신 의향의 영향요인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Choi et al., 2008) 본 연구의 대상자는 학생신분으로 

고정적 수입이 없다는 점, 예방접종 비용이 저렴하지 않다는 

점, 백신 접종이 1회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 등으로 인해 예방접

종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사료된다. 또한 HPV 감염이 

심각한 질병이라고 인식할 때 백신 접종의향이 높기 때문에

(Choi et al., 2008) 여대생들에게 HPV 감염에 대한 질병의 심

각성을 강조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HPV 예방접종 관련 건강신념은 26.05점으

로 Lee와 Park (2011)의 여대생 집단(24.22점)과 유사한 정도

였고, 보건계열 대학생(30.5점)보다는 낮았다. 비보건계열 대

학생은 보건계열 대학생보다 HPV 감염, 자궁경부암 유발원

인, 백신접종 등에 대한 HPV 예방접종 관련지식을 얻었을 가

능성이 낮기 때문에 건강신념이 낮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HPV 예방접종 관련 건강신념은 HPV 예방접종

실천의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HPV 예방접종 관련 지각

된 민감성, 지각된 심각성, 지각된 유익성이 높고, 지각된 장

애성이 낮을수록 HPV 예방접종실천 가능성이 올라간다는 

것이다. 이는 지각된 심각성이 B형 간염 예방접종 이행을 높

이고(Choi, Park, Kang, & Kim, 2006), 지각된 민감성과 지

각된 심각성이 B형 간염 예방접종 이행의도를 높인다는 연구

결과(Kim & Park, 2012), 지각된 유익성이 높고, 지각된 장애

성이 낮을수록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이행이 높다는 연구결과

(Shahrabani & Benzion, 2010)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여대생의 HPV 예방접종 관련 건강신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예방접종실천은 다

차원적인 촉진요인과 장애요인이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다

양한 차원을 고려해야 한다. 즉 국가나 보건의료요원, 연구, 정

책, 미디어 등에 대한 신뢰, 백신에 대한 위험성 인식과 백신에 

대한 인식, 건강정보이해능력, 사회적 네트워크, 문화, 종교, 

사회적 규범, 보건의료요원의 의사소통능력과 교육능력 등 많

은 요인들이 영향을 준다(Larson, Leask, Aggett, Sevdalis, & 

Thomson, 2013). 그러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HPV 예방접종실

천을 예측하는 요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접근과 중재

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및  제 언

본 연구결과 HPV에 대한 정보, HPV검사 경험, HPV 예방

접종 관련 건강신념이 HPV 예방접종 실천의 예측요인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HPV 예방접종 실천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HPV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보다는 이해가 쉬운 간단

한 핵심 정보제공이 필요함을 알 수 있으므로 여대생들이 바이

러스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

다. 또한 HPV 검사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HPV 예방접종실천

이 높으므로 HPV 검사에 대한 홍보와 정확한 결과전달이 필

요하다. 그리고 대상자들은 자궁경부암 예방백신이 암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실천으

로 이어지지 못하였으므로 예방접종실천의 촉진요인과 장애

요인을 통합적으로 파악하여 중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대

상자는 대학생으로 예방접종 비용으로 인한 장애가 있을 수 있

으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각 보건의료기관과 종사

자들은 HPV 감염에 대한 질병의 심각성을 홍보하고 교육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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