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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연구의 목적은 미혼여성의 자궁경부암예방활동에 따른 자궁경부암 지식과자궁경부암 예방행위 의도
를 융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함이다. 216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자가보고 설문지를 통해 수집한 자료는 SPSS 프로그
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미혼여성의 33.9%가 HPV 예방접종을 시행하였고 7.9%가 Pap test를 시행
하였다. Pap test와 HPV 예방접종을 모두 시행한 그룹은 6.7%, Pap test 또는 HPV 예방접종을 시행한 그룹은
28.5%이었다. 자궁경부암 예방활동에 따라 자궁경부암 가족력, 자궁경부암 예방행위에 대한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 행위의도의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미혼 여성의 자궁경부암 예방활동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
하며, 미혼 여성의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해 건강 전문가가 가장 의미 있는 지원시스템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미혼 여성이 자궁경부암 예방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원
해야 한다.

• 주제어 : 의도, 지식, 자궁경부암 선별검진, 예방접종, 융합연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convergence study is to understand the knowledge of cervical cancer
and its prevention of cervical cancer in unmarried women. 216 women were collected through self-report
questionnaires and analyzed by SPSS program. In result, human papilomavirus vaccination was performed
in 33.9%, pap test was performed in 7.9%. The human papilomavirus vaccination and pap test group were
6.7% and human papilomavirus vaccination or pap test group were 28.5%. According to the cervical cancer
prevention activities, several differences were detected in the family history of cervical cancer, subjective
norms of cervical cancer prevention,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and behavioral intention.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increase susceptibility of the prevention of cervical cancer in unmarried women, and it is
important for the health professionals to perform the most meaningful support system preventing cervical
cancer in unmarried women. In addition, various policies should be actively promoted that unmarried
women participate in the prevention of cervical cancer a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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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자궁경부암은 세계적으로 여성에서 두 번째로 호발

하는 암으로, 연간 49만 건 이상 발생하고 27만 명 이상

이자궁경부암으로사망하고있다[1]. 우리나라의경우에

도 자궁경부암은 여섯 번째로 높은 발생빈도를 보이며

전체 여성암의 13.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

다[2].

자궁경부암의원인은아직명확하게밝혀지지않았으

나낮은사회경제적수준, 흡연과함께성적인접촉과인

유두종 바이러스(Human papilomavirus [HPV])가 주요

한원인으로알려져있다[3]. 최근들어우리나라의성행

태 양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성경험 시작 시기는

중학생으로 확인되어[4] 젊은 여성 대상의 자궁경부암

예방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자궁경

부암 검진(Papanicolaou test [Pap test]) 권고안에서도

연령에상관없이성경험이있는여성이거나성경험에관

계없이 만 20세 이상의 여성을 검진대상으로 포함하여

자궁경부암조기예방을위해국가적인차원에서힘쓰고

있다[5].

자궁경부암을예방하기위한기본원칙은정기적으로

Pap test를 하는 것이다[6]. 그러나 우리나라 여성의

27.1%가 Pap test를 시행하였고[7], 여대생의 경우에는

4.2%만이 Pap test를 시행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8].

이렇듯, Pap test는 자궁경부암을 조기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방법임에도불구하고 실제 Pap test 이행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한편, Pap test와 함께 HPV로 인한 자궁경부암을 예

방하는 방법은 HPV 예방접종으로, 2006년 미국 식품의

약청에서 처음으로 백신을 승인한 이후 현재까지 약 80

개국에서 HPV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다[9]. 영국의 경

우에는지역별로 10대 여성 47.4%에서 93.8%가 HPV 예

방접종을 완료한 반면[10], 우리나라의 HPV 예방접종률

을살펴보면, 10대 여성은 10%, 20대 여성은 14.7%에 그

치고 있다[11]. 최근 자궁경부암의 예방 활동으로 HPV

예방접종이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여성의

HPV 예방접종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실정이다[6].

간호대학생을대상으로한 Kim등[12]의 연구에따르

면자궁경부암에대한지식이많을수록 HPV 예방접종을

받을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미혼 여대생을 대

상으로분석한Kim [6]은 HPV에대해들어본적이있는

경우에예방접종비율이 5배정도높다고보고하였다. 이

러한 연구의 결과가 보고되고 있는 것은 지식이 예방행

위의도와예방접종수용도를향상시켜예방접종률을높

이기 때문이다[13]. 따라서 지식은 자궁경부암 예방활동

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미혼 여대생의 Pap test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분석한 Kim [14]은 태도, 주관적규범, 지각된행

위통제가 검진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또한미혼여대생을대상으로 Pap test의 행

위의도를 예측하는 경로모형을 분석한 Kang, Kim,

Kaneko, Cho와 Lim [8]의 연구에 따르면 Pap test에 대

한지식과태도, 주관적규범, 지각된행위통제는그들의

[Fig. 1] Flow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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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 test 의도에 유의한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보고되었

다. 행위의도는 Ajzen [15]의 계획적 행위이론에서 도출

된개념으로써행위에대한태도, 주관적규범, 지각된행

위통제를 포함하여 목표지향적인 행위의 의도를 예측하

는데 유용하다.

최근 들어 암 관리에 대한 연구는 재가 암 환자를 대

상으로 하여 자가 관리에 대해 주로 이루어졌고[16,17],

자궁경부암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백신접종 수

용도및영향요인[18], 자궁경부암지식, Pap test 의도및

태도[6]와 Pap test 현황 및 행위의도를 파악한 연구

[14,19] 등이 있으나 자궁경부암 예방활동으로 Pap test

와 예방접종을 모두 고려하여 분석한 연구는 시행되지

않았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6,12,14,18]. 미혼 여성은상대적으로건강행위의수정가

능성이 큰 단계로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의 중요한 시기

이고[19], 이때정착된건강습관은향후중년기와노년기

의 건강증진행위와 이에 따른 건강한 삶의 기반으로 미

래의 건강에 대한 태도, 실천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20]. 또한 미혼 여성은 자궁경부암 예방에 있어 주목받

고 있는 대상자이고, 미래에 어머니로서 한 가정의 건강

을책임져야할역할을수행할수있어야하기때문에주

요하게 다루어야 할 집단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미혼 여성을 대상으로

Pap test와 HPV 예방접종을 고려하여 자궁경부암 예방

활동 유형에 따른 자궁경부암 지식, 자궁경부암 예방행

위의도차이를확인하여미혼여성의효과적인자궁경부

암 예방활동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연구는자궁경부암예방프로그램개발의기초자료

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자궁경부암 지식의 정도 및 자궁경부암

예방행위 의도의 정도를 파악한다.

2) 대상자의자궁경부암예방활동유형에따른자궁경

부암지식, 자궁경부암 예방행위 의도의 차이를파

악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우리나라 미혼여성의 자궁경부암 예방 활

동의 유형에 따른 자궁경부암 지식과 예방행위 의도 차

이를 융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S시와 K도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를 졸업한 미혼 여성이다. 본 연구의 표본 크기는

G*power 3.1.3 program [21]을 이용하여산출하였다. 유

의수준 .05, 중간효과크기, 검정력 .80, 집단수 3개일때

필요한 표본 수는 159명이었다. 탈락률을 고려하여 170

명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을 하였다. 불충분한 응답을 한

5부를 제외하였고, 165부의 자료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

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자궁경부암 예방 활동 유형에 따라

Pap test와 HPV 예방접종을 모두 하지 않은 집단

(Group I), Pap test나 HPV 예방접종 중 한 가지만 한

집단 (Group II), Pap test와 HPV 예방접종을 모두 한

집단 (Group III)으로 분류하였다. 최종분석에사용된자

료는 Group I이 107부, Group II는 47부, Group III는 11부

로 확인되었다(Figure 1).

2.3 연구 도구
2.3.1 자궁경부암에 대한 지식 
자궁경부암에 대한 지식 도구는 Cermak, Cottell과

Murnan [22]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간호학과

교수 2인에게각문항이본연구에서측정하고자하는개

념의 내용을 포함하는지에 대해 평가하는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다. 총 10개 문항이며각문항의답가지는 1개의

답과 3개의오답으로 구성되었다. 점수는 정답을표시한

경우 1점을 부여하였고, 오답을 표시한 경우는 0점으로

부여하였다. 측정가능한점수범위는최소 0점에서최대

10점이며점수가높을수록자궁경부암에대한지식정도

가 높음을 의미한다.

2.3.2 자궁경부암 예방행위 의도 
자궁경부암 예방행위 의도는 Kim [14]의 도구를 수

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원 도구는 미혼 여대생의 Pap

test의 행위의도를측정하기위해Ajen [15]의 계획적행

위이론에 근거하여 개발된 도구로써 4개의 하부요인(태

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 행위 의도)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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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Pap test와 HPV 예방접종의행

위의도를측정할수있도록문항을수정·보완하였고, 간

호학과 교수 2인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은 후 사용하

였다.

본 도구는총 18개 문항이며태도 5문항, 주관적 규범

3문항, 지각된 행위통제 6문항, 행위 의도 4문항으로 구

성되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구성되었으며 ‘전

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그렇다’-3점,

‘매우 그렇다’-4점으로 측정하였다.

태도는최소 5점에서최대 20점까지측정가능하며점

수가높을수록자궁경부암예방활동에대한태도가긍정

적임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86이었고[14], 본 연구의 신뢰계수 Cronbach’s alpha는

.86이었다.

주관적규범은 최소 3점에서최대 12점까지측정되며

점수가높을수록자궁경부암예방활동에대한주관적규

범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79이었고[14], 본 연구의 신뢰계수 Cronbach’s

alpha는 .83이었다.

지각된행위통제는최소 6점에서최대 24점까지 측정

되며점수가높을수록자궁경부암예방활동에대한지각

된 행위에 장애가 있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69이었고[14], 본 연구의 신뢰계수

Cronbach’s alpha는 .73이었다.

행위의도는최소 4점에서최대 16점까지측정되며점

수가높을수록자궁경부암예방활동에대한행위의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90이었고[14], 본 연구의 신뢰계수 Cronbach’s alpha는

.88이었다.

2.4 자료수집 방법
본연구의자료수집기간은 2017년 3월 8일부터 3월 17

일까지이었다. 연구보조원 6인이 직접 대상자를만나면

대면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고, 본 연구의 목적을 이

해하고윤리적위배사항이없이자료수집을할수있는

사람에 한하여 자발적으로 자료수집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상자에게자가보고식설문조사를시행하였다. 대상자

가설문지에응답하는시간은평균 10분 정도소요되었다.

2.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3.0 (IBM Inc.,

Chicago, IL, USA) 프로그램을이용하여분석하였다. 대

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자궁경부암 지식, 자궁경부암 예

방행위 의도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

하였다. 대상자의 자궁경부암 예방행위 유형에 따른 일

반적 특성, 자궁경부암 지식, 자궁경부암 예방행위 의도

의차이는 chi square와 one-way ANOVA로확인하였으

며, 사후분석은 Scheffe를 실시하였다.

2.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W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시행하였다(IRB No. WKIRB-201703-SB-005). 자료

수집을시작하기전본연구자가연구보조원을대상으로

설문방법과 윤리적인 자료수집에 대해 1시간 교육하였

다. 본 연구 대상자에게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 참

여기간, 절차및방법, 연구참여에따르는혜택및위험,

개인정보보호에관한사항, 연구참여에따른손실에대

한보상, 개인정보제공에관한사항, 동의의철회에관한

사항에 대한 설명문을 제공하고 구두로 설명하였다. 그

후 본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대상자에게 서면 동의

서를 받은 후 설문조사를 시작하였다. 설문이 종료된 후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65)
Variable Min-Max Mean±SD n (%)

Age (year) 18-38 20.9±3.7

Educational
level

High school 135 (82.3)
Above college 28 (17.2)

Religion
Have 93 (56.4)
None 72 (43.6)

Job status
Student 132 (80.0)
Employed 22 (13.3)
Unemployed 11 (6.7)

Cervical cancer
preventing
information

Have 98 (59.4)

None 67 (40.6)

Type of
cervical cancer
preventing
behavior

No Pap test and
HPV vaccivation

107 (64.8)

Pap test or HPV
vaccination

47 (28.5)

Pap test and
HPV vaccination

11 (6.7)

HPV
vaccination

Have 56 (33.9)
None 109 (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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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본 연구 대

상자의연령은최소 18세에서최대 38세로평균 20.9±3.7

세이었다. 자궁경부암예방에대한정보는 59.4%가 가지

고있었으나 HPV 예방접종은 33.9%가 시행하였고, 정기

적인 Pap test는 7.9%만이 시행하였다. Pap test를 받지

않는 이유는 증상이 없어서(27.3%), Pap test를 왜 하는

지 몰라서(24.2%), 잊어버려서(13.9%), 귀찮아서(12.1%)

순으로 나타났다. 자궁경부암 가족력이 있는 대상자는

3.6%이었다. 대상자의 자궁경부암 지식 정도는 평균

5.3±1.4점이었으며 자궁경부암 예방행위 의도의 태도는

16.2±2.3점, 주관적 규범은 8.6±2.1점, 지각된 행위통제는

15.2±3.0점, 행위 의도는 7.9±2.2점이었다.

3.2 대상자의 자궁경부암 지식
대상자의 자궁경부암 지식의 문항별 정답률은 Table

2와같다. 10개 문항에대한정답률은 10.3%~94.5%로 나

타났다. 가장정답률이낮은문항은 HPV 예방접종이추

천되는시기가 11~12세이라는내용으로 10.3% 정답률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자궁경부암 조기발견 시 치료방

법에대한내용으로 30.3%의정답률을보였으며HPV 감

염 시 나타나는 흔한 증상에 대한 질문에는 30.9%의 정

답률을 보였다. 가장 정답률이 높은 문항은 Pap test를

하는 목적에대한문항으로 94.5%의 정답률을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HPV의 가장 흔한 전파경로에 대한 문항

으로 89.7%의 정답률로 나타났다.

3.3 대상자의 자궁경부암 예방활동 유형에 따른 
일반적 특성, 자궁경부암 지식, 자궁경부암 
예방행위 의도의 차이
대상자의 자궁경부암 예방활동 유형에 따른 일반적

특성, 자궁경부암 지식, 자궁경부암 예방행위 의도의 차

이는 Table 3과 같다. 자궁경부암 예방활동유형에 따른

자궁경부암 가족력이 있는 대상자는 Group I이 2.8%,

Group II가 2.1%, Group III가 18.2%로 유의한차이가있

었다(χ2=7.16, p=.028). 그리고 Group III의 주관적 규범

평균 점수는 10.09±2.17점이었고 Group I의 평균 점수는

8.44±2.24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3.11, p=.047).

또한 Group III의 지각된 행위통제 평균 점수는

11.45±3.56점이었고 Group I은 15.39±2.73점, Group II는

15.57±2.86점으로유의한차이가있었다(F=10.34, p<.001).

Group III의 행위 의도는 11.45±1.37점이었고 Group I은

7.51±2.07점, Group II는 7.91±2.01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19.10, p<.001).

한편, 자궁경부암 예방활동 유형에 따른 자궁경부암

지식과 자궁경부암 예방행위 의도 중 태도는 유의한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Regularly Pap
test

Yes 13 (7.9)
No 152 (92.1)

Reason of no
pap smear*

Bother 20 (12.1)
Expensive 10 (6.1)

Difficulty getting
to hospital

8 (4.8)

Embarrassment 4 (2.4)
No symptom 45 (27.3)
Not to know why 40 (24.2)

Forget 23 (13.9)
Family history
of cervical
cancer

Yes 6 (3.6)

No 159 (96.4)

Knowledge 2-9 5.3±1.4

Cervical
Cancer
Preventing
Behavioral
intention

Attitude 10-20 16.2±2.3
Subjective norms 3-12 8.6±2.1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6-24 15.2±3.0

Behavioral
intention

4-13 7.9±2.2

* Multiple choice

<Table 2> Correct response of each knowledge item    
                    (N=165)

no. Item n (%)

1 A pap test screens for cervical cancer. 156 (94.5)

2 The risk of contracting HPV can be reduced with the
use of male condoms. 110 (66.7)

3 Existing cases of HPV are treated with surgery. 61 (37.0)

4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a risk factor associated
with HPV being overweight. 97 (58.8)

5 HPV is most often detected by the result of an
abnormal pap test. 51 (30.9)

6 The HPV vaccine is recommended for female in which
of the age 11 through age 12. 17 (10.3)

7 The most common cause of cervical cancer is HPV. 112 (67.8)

8 HPV is most commonly transmitted through sexual
contact. 148 (89.7)

9 Approximately every year is recommended for a
woman to receive a pelvic exam. 75 (45.5)

10 Steroid treatment is not used for treating precancerouscells. 50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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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본 연구는 미혼 여성의 자궁경부암 예방활동 유형에

따라 자궁경부암 지식, 자궁경부암 예방행위 의도의 차

이를파악하는서술적조사연구로미혼여성의자궁경부

암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나타난주요결과를중심으로다음과같이논의

하고자 한다.

본 연구 대상자의 59.4%가 자궁경부암 예방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였으나 실제 자궁경부암 예방활동에 대해

서는 33.9%가 HPV 예방접종을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HPV 예방접종률은 여대생의 접종률이 25.3%라

고 한 Lee와 Oh [23]의 보고와 간호대학생의 HPV 예방

접종률이 14.7%라고 한 Kim 등[10]의 연구 결과보다 높

았고, 부산지역 20대 여성의 HPV 예방 접종률이 34.8%

라고 보고한 Seong과 Kim [24]의 연구결과와유사한수

준이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본 연구의 대상자

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성인을 포함하였으며, 일반

성인이 지각하는 HPV 예방접종 비용에 대한 부담이 학

생보다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HPV 예방접종을 더 적

극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최근 자궁경부암 검진에 대한 권고에 따르면

Pap test는 성 경험 유무에 관계없이 만 20세 이상의 무

증상여성을대상으로하고있다[5]. 하지만본연구대상

자의 상당수가 Pap test의 대상자이지만 7.9%만이 Pap

test를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전문가인 간호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도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Pap test의 수검률은낮고, 일회성에그치고있는실정이

라고 보고되었다[19]. HPV 접종을 마친 경우에도 자궁

경부암 예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Pap test가 요구되므

로[6] 미혼여성에게 Pap test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실제

적으로 Pap test 행위를정기적으로실천할수있도록격

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많은 연구들에서는 검진으로 인

한수치심, 노출의두려움, 산부인과에서낯선의사를만

날때 당황스러움과부끄러움이성인여성의 Pap test의

장애물이라고 보고하였다[14,25]. 한편 본 연구에서 나타

난 Pap test를 받지 않는 이유는 증상이 없어서, 자궁경

<Table 3> Comparison of variables by groups                                                                (N=165)

Variable

Group I
(n=107)

Group II
(n=47)

Group III
(n=11)

χ2/F (p) Scheffe
n(%)/

Mean±SD
n(%)/

Mean±SD
n(%)/

Mean±SD

Age (year) 20.84±3.63 20.74±3.85 21.45±4.00 0.16 (.849)

Educational level
High school 88 (83.0) 38 (80.9) 9 (90.9) 0.49 (.781)

Above college 18 (17.0) 9 (19.1) 1 (10.0)

Religion
Have 61 (57.0) 27 (57.4) 5 (45.5) 0.57 (.751)

None 46 (43.0) 20 (42.6) 6 (54.5)

Job status

Student 87 (81.3) 35 (74.5) 10 (90.9) 2.08 (.721)

Employed 13 (12.1) 8 (17.0) 1 (9.1)

Unemployed 7 (6.5) 4 (8.5) 0 (0.0)

Cervical cancer
preventing information

Have 61 (57.0) 27 (57.4) 10 (90.9) 4.81 (.090)

None 46 (43.0) 20 (42.6) 1 (9.1)

Family history of
cervical cancer

Yes 3 (2.8) 1 (2.1) 2 (18.2) 7.16 (.028)

No 104 (97.2) 46 (97.9) 9 (81.8)

Knowledge 5.20±1.36 5.56±1.47 4.91±1.70 1.52 (.223)

Cervical Cancer
Preventing Behavioral

intention

Attitude 16.23±2.32 16.09±2.17 16.36±3.00 0.10 (.909)

Subjective norms 8.44±2.24 8.57±1.69 10.09±2.17 3.11 (.047) Group1 < Group III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15.39±2.73 15.57±2.86 11.45±3.56 10.34 (<.001) Group III < Group I, II

Behavioral intention 7.51±2.07 7.91±2.01 11.45±1.37 19.10 (<.001) Group I, II < Group III

Group I : No Pap test and HPV vaccination
Group II : Pap test or HPV vaccination
Group III: Pap test and HPV vacc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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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암 검사를 왜 하는지 몰라서 이었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가 Pap test의 목적과 대상을정확하게 알지 못하

는것이라고해석할수있다. 따라서여성을대상으로자

궁경부암 예방 활동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교육과함께자궁경부암예방활동을적극적으

로할수있는사회적인분위기를조성하는것이필요하

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 대상자의 자궁경부암 지식 정도는 중간 정도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대생의 자궁경부암 관련 지

식이 20점 만점 중 평균 9.57점이었다는 Bang 등[26]의

보고와미혼간호사의자궁경부암관련지식수준이 20점

만점중평균 7점이하이었다는 Kim [14]의 보고보다는

높은수준이었다. 한편, HPV 예방접종시기와자궁경부

암 조기발견 시 치료방법, HPV 감염 시 나타나는 흔한

증상에 대한 질문에는 30% 이하의 정답률을 보였다. 선

행 연구에서 여대생은 자궁경부암 검사 및 진단과 관련

된 지식이 부족하고[27], 미혼 간호사는 HPV 감염의 증

상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되어[19]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최근 일부 대학교 보건진료소

와지역사회별보건소에서다양한방법으로HPV 예방접

종을적극적으로홍보하고접종을시행하고있지만정작

성인 여성의 HPV 예방접종과 관련된 지식은 여전히 부

족한것으로해석할수있다. 미국인여성을대상으로한

Cermak 등[22]의 연구에 따르면 건강전문가가 제공한

건강 교육 중 자궁경부암 예방에 대한 내용은 질적으로

충분하지않아서정확한정보를전달하는데한계가있다

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미혼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그들

의 올바른 지식 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정보

의 질을 평가하고, 자궁경부암 예방에 대해 정확한 정보

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궁경부암예방활동의유형에따라 Pap test나 HPV

예방접종을 안 한 그룹(Group I), Pap test와 HPV 예방

접종 중 한 가지만 한 그룹(Group II), Pap test와 HPV

예방접종모두한그룹(Group III)으로 나누어분석한결

과, 자궁경부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Group I은 2.8%,

Group II는 2.1%인 반면 Group III은 18.2%로 유의한차

이가있었다. 이는 20세 이상여성의경우자궁암가족력

이 있는 군의 자궁경부암 검진행위가 높다는 Lee [27]의

결과와일치한다. Koh, Lee, Lee와 Sohn [28]은 가족력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에 자주 방문하게 되어 검진의 접근

성이높고, 관련정보에자주노출되어보다적극적인예

방활동을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력이 있는

경우 관련 질병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가족력이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자궁경부암예방활동에대해보다더적극적으

로홍보하고교육하여자궁경부암에대한민감도를높이

는 것이 필요하다.

주관적 규범이란 의미 있는 사람이 자궁경부암 예방

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태도를 보이며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의미한다[14]. 본 연구 결과, Group III

의 주관적규범정도는 Group I보다유의하게높았다. 이

는 가족과 친구의 지지가 높을수록 자궁경부암 검진에

대해긍정적인태도를가진다는 Koh 등[28]의 연구결과

와도 유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적극적인 예방활동에

있어 의미 있는 사람의 영향력이 중요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올바른 예방활동을 위해서는 건강전

문가가가장의미있는지지체계의역할을하는것이필

요하다.

지각된 행위통제는 지각된 행위에 장애가 얼마나 있

는지를의미하며[14], 본 연구에서 Group I과 Group II의

지각된행위통제정도는 Group III보다 유의하게높았다.

여대생의 Pap test에 대한 지각된 행위통제점수는 평균

16점으로[14] 본 연구의 Group I과 Group II의 결과와유

사하였다. 자궁경부암 예방활동은 Pap test에 대한 불편

함과부담감, 비싼 HPV 예방접종의비용과같은장애가

있다[14,25]. 건강보험공단에서 만 20세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Pap test 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있고[29], 지역

사회보건소에서는HPV 예방접종에대해다양한지원을

제공하고있어자궁경부암예방활동에대한장애를줄이

는노력을하고있다. 따라서성인여성이자궁경부암예

방활동을잘할수있도록국가적인정책을보다적극적

으로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Group III의 자궁경부암예방활동에대

한 행위 의도 정도는 Group I과 Group II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중학생의 건강증진 행위 의도가 높을수록

건강증진 행위 정도가 높다는 Kang [30]의 보고와 유사

하였다. 따라서 성인 여성이 올바르게 자궁경부암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행위 의도를 향상시키는 효과적인

전략 개발이 필요하다.

한편, 자궁경부암 예방활동 유형에 따른 자궁경부암

지식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자궁경부암 지식과

예방활동이관련성이있다고보고한선행연구[6,12]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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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된 결과이다. 반면 Ko [25]가 청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자궁경부암 관련 지식이 자궁경부암 검진

태도에유의한영향을미치지못하였다고보고한연구와

는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여대생을 대상으로 분석하였

을때, HPV 예방접종자와미접종자간에자궁경부암지

식이 차이가 없으며, 자궁경부암 지식이 HPV 예방접종

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한 Lee와 Oh [23]의 보

고와도 유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 대상자의 자

궁경부암 지식이 높지 않고, 자궁경부암 예방에 대한 민

감도가 낮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일부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

였고,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추출하지 못하였으며 자

궁경부암에있어주요변수인성관계경험을고려하지않

았다. 또한 자궁경부암 예방활동 유형별로 균등한 표본

을추출하지못하였기때문에본연구결과를일반화하

는데제한이있다. 이러한한계점에도불구하고, 최근들

어자궁경부암의예방이필요한집단의조건에서성관계

경험을고려하지않는것을반영한점과미혼여성이올

바른 자궁경부암 예방 활동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밝혔다는점에서본연구는의의가있다고할수있

다. 또한 자궁경부암 예방활동을 검진과 예방접종을 모

두 고려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5. 결론
본 연구는 미혼여성의 자궁경부암 예방활동에 따른

자궁경부암 지식, 자궁경부암 예방행위 의도의 차이를

확인하기위해시행하였다. 본 연구의대상자의 33.9%가

HPV 예방접종을시행하였고, 7.9%가 Pap test를 시행하

였다. Pap test와 HPV 예방접종을 모두 시행한 그룹은

6.7%, Pap test 또는 HPV 예방접종을 시행한 그룹은

28.5%로 나타났다. 자궁경부암 예방활동에 따라 자궁경

부암 가족력, 자궁경부암 예방행위에 대한 주관적 규범,

지각된행위통제, 행위의도의차이가있었다. 따라서자

궁경부암가족력이없는대상자의민감도를높이는것이

필요하며미혼여성의올바른자궁경부암예방활동을위

해 건강전문가가 그들에게 가장 의미 있는 지지체계의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미혼 여성이 자궁경부

암예방활동을보다더활발하게수행할수있도록시행

하고있는다양한정책을적극적으로홍보하여지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결과를바탕으로다음과같이제언한다. 첫

째, 본 연구는 자궁경부암 예방활동 유형별로 충분한 표

본을추출하지못하였으므로추후연구에서는보다다양

한지역의미혼여성을대상으로각유형별로충분한표

본을수집하여본연구의결과와비교, 분석할것을제언

한다. 또한 본 연구는 미혼 여성에 한하여 분석하였으므

로 기혼 여성으로 확대 연구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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