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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들의 자궁경부암 검진 여부를 파악하고, 자궁경부암 지식, 예방행위의도가 자궁

경부암 검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이들의 자궁경부암 검진율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연구대상은 G광역시와 J도에 소재한 대학교 3곳의 간호대학생 19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는 SPSS/WIN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빈도분석, t-test, χ²-test,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시행하였

다. 간호대학생의 자궁경부암 검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 성경험 유무, 예방행위의도로 확인되었다. 자궁경

부암 검진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강전문가가 성경험이 시작되기 전인 학령기부터 대학생시기까지 학교와 의료기

관에서 시행하는 단계적이며, 지속적인 자궁경부암 예방행위의도 증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주제어 : 간호대학생, 자궁경부암, 자궁경부암 검진, 자궁경부암 지식, 예방행위의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cervical cancer screening status of nursing 

students and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ir knowledge, preventive behavioral intention on cervical 

cancer screening. This study targeted 192 nursing students from three universities in G. J City. The 

data were analyzed through frequency analysis, t-test, χ²-test,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SPSS/WIN 23.0 program. The factors influencing on the cervical cancer screening among 

nursing students were age, sexual experience, and preventive behavioral intention. In order to 

improve the cervical cancer screening rate, healthcare professionals must develop phased and 

sustainable education programs that enhance the intention for cervical cancer screening in schools 

and medical institutions for students to be provided from school-age years, which is a pre-sexually 

active period, to college years.

Key Words : Nursing Student, Cervical cancer, Cervical cancer screening, Cervical cancer Knowledge, 

Preventive behavioral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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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자궁경부암은 자궁경부에 발생하는 여성 생식기 암으

로 우리나라에서 2018년 한 해 약 3800여 명의 환자가 

새롭게 발생하고, 약 800여 명의 여성이 이 질환으로 사

망하고 있다[1]. 또한 전체 암 발생순위에서 일곱 번째

로 높은 발생 빈도를 보이며, 특히 15∼34세 군의 여성

암 발생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어[2], 젊은 여성을 대상

으로 한 자궁경부암 예방적 관리가 시급히 요구된다.

인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HPV)

는 성 전파성 감염원의 하나이다. 성관계를 하는 사람들

의 10중 1명이 감염될 정도의 높은 감염률을 나타내며, 

이 바이러스가 발견되면 자궁경부암 발생위험도가 10배 

이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2]. 특히 100여

종 이상의 HPV 아형 중 16형과 18형이 자궁경부암의 

70% 이상에서 발견된다[2]. 그 외 흡연, 다수의 성 파트

너, 낮은 경제 상태, 낮은 교육 수준, 첫 성교의 나이가 

어린 경우, 조혼, 성 관련 질환 경험 등이 발암의 보조인

자에 해당한다[3]. 이와 같은 원인에 따른 자궁경부암은 

일반적으로 수년에 걸쳐 진행되고, 자궁경부암 검진

(Papanicolaou test: Pap test)을 통해 조기 발견 시 

쉽게 치료 될 수 있으며[4], HPV 백신 접종을 통해 자궁

경부암 예방도 가능하다. 그러나 HPV 백신이 모든 유형

의 HPV에 의한 자궁경부암을 예방하는 것이 아니므로, 

백신 접종을 했더라도 자궁경부암 조기 발견을 위해서

는 정기적인 자궁경부암 검진이 필요하다[5]. 이에 자궁

경부암 검진은 자궁경부암 예방 및 사망률을 감소시키

기 위한 매우 기초적이며, 현실적인 접근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대학생은 만 18세부터 22세의 후기 청소년기에 해당

되는 시기로[6], 이 시기에는 부모로부터 물리적, 심리적

으로 독립하게 된다[7]. 우리사회는 정보화, 산업화로 인

해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며, 더불어 성문화 또한 개

방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새로운 문화를 쉽게 수용하는 

대학생들은 개방된 성도덕과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며

[8], 성 활동 가능성이 증가하여 이는 HPV 감염과 성관

련 질환 발생으로 연결된다[7]. 실제 국내 대학생의 성

경험률을 조사한 결과 65.5%로 높은 편이었으며[9], 

HPV 감염률은 여학생은 38.8%, 남학생은 10.6%로 남

성에 비해 여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10]. 이처럼 

대학생들은 증가된 성 경험률과 HPV 감염률로 인해 자

궁경부암 발병의 잠재적 위험에 노출되어있다. 그러나 

여대생들은 자궁경부암 관련 정보, 지식에 대한 노출이 

적고 자궁경부암의 위험요인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11] 

자궁경부암 검진이 자궁경부암을 예방 및 조기치료를 

위한 최선의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자궁경부암 

검진률은 4.8%[12]로 매우 저조한 수준이며, 이들의 낮

은 검진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미온적인 편이다. 

예방행위의도는 자궁경부암을 예방하기 위해 인유두

종 바이러스의 침입과 전파를 차단하고, 조기 검진을 수

행할 개인의 의지를 의미한다[13]. 이와 같은 예방행위

의도를 통해 실제 예방행위를 예측할 수 있다는 가정

[14]하에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HPV 예방접종의도와 

관련한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연구[8,14,15]가 주를 이루

었으나, 예방행위의도를 예방행위 실천으로 단정 짓기에

는 무리가 있다. 이에 자궁경부암 관련한 예방행위의도

와 예방행위인 자궁경부암 검진 이행과의 관계를 규명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인간은 건강과 관련한 정보와 지식의 습득을 통해 질

병이나 위험한 건강 상황을 사전에 최소화하고, 언제 발

생할지 모르는 위험성을 예방 또는 방지할 수 있기에

[16]. 개인의 행동변화에 있어 지식의 중요성이 강조되

고 있다[17]. 이는 지식과 건강행동에 관련한 선행연구

에서도 자궁경부암 지식의 수준이 높을수록 자궁경부암 

관련 예방행위를 수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

[7,18,19]바, 자궁경부암 지식의 축적은 자궁경부암 검

진수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기존의 국내에서 자궁경부암 검진 수행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파악하거나, 검진과 변수들간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연구에서는 자궁경부암의 주 호발 연령인 30

∼50대의 기혼 여성들에게 중점을 두었다[20-22]. 한

편,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인유두종바이러스 백

신접종 및 의도를 분석하는 연구들[18,22,23]이 대부분

으로, 여대생의 자궁경부암을 예방하기 위한 자궁경부암 

검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한 연구는 미비

한 실정이다. 

여대생의 대표집단으로 간주되는 간호대학생은 미래

의 간호사로서 간호대상자들을 간호하며 올바른 생활습

관 형성과 건강관리를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24]. 이때 이들은 간호대상자에게 자궁경부암 검진 유

도 및 인식 재고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자신의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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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뿐 아니라 대상자의 모범적 역할모델로서 검진 수

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간호대학생들의 자궁경부암 

검진 수행을 확인하고 제 변인들 간의 관계를 파악한 연

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궁경

부암의 지식, 예방행위의도를 파악하고 이들의 자궁경부

암 검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자궁경부암 검진률을 효과적으로 증진시

킬 수 있는 교육과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자궁경부암 검진에 대한 인식 변화와 수행률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들의 자궁경부암 검진 

여부를 파악하고, 자궁경부암 지식, 예방행위의도가 자

궁경부암 검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궁경부암 검진 여부의 차이

를 확인한다.

3) 자궁경부암 지식, 예방행위의도에 따른 자궁경부

암 검진 여부의 차이를 확인한다.

4) 자궁경부암 검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대상자는 G광역시, J도에 소재한 대학교 3곳의 간호

대학생 중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

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자궁경부암 검진안

내’ 우편물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수행하는데 적합한 표본수를 확인하기 위해 선

행연구[25]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G*Power 3.1.7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먼저 교차비(odds ratio)

는 본 연구와 설계가 유사한 국내 연구[18]를 토대로 중

간 교차비 값 1.5로 설정하였으며, 유의수준 0.05, 

Odds ratio 1.5, 설명변수의 정규분포 μ=0, s=1 양측

검정, 검정력 1-β=0.80으로 하여 확인한 결과 191명이

었다. 탈락율을 고려하여 설문지를 220부 배포 후, 회수

하였으며, 불성실한 설문지 28부를 제외한 192명을 최

종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총 23문항으로 구성된 구조화된 설문

지를 이용 하였으며, 구체적인 도구에 대한 설명은 다음

과 같다.

2.2.1 자궁경부암 지식

자궁경부암 지식은 Kim과 Park이 개발한 도구[13]

를 승인 받은 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자궁경부암 지

식에 관한 8문항으로, 자궁경부암 발병요인 4문항, 발생

빈도 1문항, 증상 1문항, 진단 1문항, 예후 1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모

른다’를 체크하게 한 후, 정답은 1점, 오답 또는 모른다

는 0점으로 처리하였다. 점수 범위는 0점∼8점이며, 점

수가 높을수록 자궁경부암의 지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

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 s αlpha 값은 .83이었

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 s αlpha값은 .70이었다.

2.2.2 예방행위의도

예방행위의도는 Kim과 Park이 개발하고[13] Kwon

이 수정·보완한 도구[25]를 승인 받은 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구체적 내용은 성생

활 시작 후 6개월 이내 자궁경부암 검진을 할 의도, 성

관계시 콘돔사용할 의도, HPV 백신 접종할 의도, 부정

출혈 시 병원 방문할 의도, 질염이 있을 시 병원 방문 할 

의도, 성파트너 수를 1명으로 제한할 의도, 금연할 의도

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각 문항은 Likert 3점 척

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 3점=매우 그렇다)로 점수 

범위는 7점∼21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궁경부암에 

대한 예방행위의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

시 cronbach’ s αlpha 값은 .8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 s αlpha값은 .71이었다.

2.2.3 자궁경부암 검진 여부

국가 암 검진 중 자궁경부암 검진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자궁경부암 검진 여부는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발송한 ‘자궁경부암 검진안내’ 우편물을 

받은 대상자가 자궁경부암 검진을 수행하였으면 ‘수검’, 

검진을 수행하지 않았으면 ‘미수검’으로 답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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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자료수집

자료수집 기간은 2019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

였다. 자료 수집은 본 연구자가 J도에 소재하는 D대학

교, C대학교와 G광역시에 소재하는 H대학교의 간호학

과 학과장에게 승인을 받은 후, 해당 대학교에 직접 방

문하였다. 본 연구자가 대상자들에게 연구목적과 설문내

용 및 진행 절차를 설명하고, 연구 참여로 인한 이득과 

손실, 사생활과 비밀보장, 자발적 동의와 자율의지에 의

한 연구철회 가능성의 내용이 명시된 서면 동의서를 작

성한 뒤 자료 수집을 실시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

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2.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24.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통계적 유의성은 양측 검정 .05를 기준으로 

판단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자궁경부암 지식, 예방행위

의도는 기술통계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일반적 특성과 자궁경부암 지식, 예방행위의도에 

따른 자궁경부암 검진 여부의 차이는 χ²-test, t-test로 

단변량 분석을 시행하였다. 

∙ 자궁경부암 검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단변량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를 투

입하여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회귀

분석모형의 적합성은 Hosmer-Lemeshow 검정을 이

용하여 확인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령은 만 21세∼만 23세가 83.3%, 학년은 4학년이 

55.2%, 경제 상태는 중이 80.7%, 거주 형태로는 부모님

과 함께 거주가 56.8%으로 가장 많았다. 가족 및 친지

의 자궁경부암이 없는 경우의 대상자가 93.2%, 성경험

이 없는 대상자는 60.4%, 생식기 질환을 앓은 적이 없

는 대상자는 90.1%, 자궁경부암 검진을 수검한 대상자

는 22.9%으로 확인되었다. 다음 Table 1과 같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192) 

Variables Categories n(%)

Age
21∼23 160(83.3)

≥24 32(16.7)

Grade
3rd 86(44.8)

4th 106(55.2)

Economic status

High 29(15.1)

Middle 155(80.7)

Low 8(4.2)

Residential type

With parents. 109(56.8)

Dormitory 28(14.6)

Adjacent or 

lodging
55(28.6)

Family history of 

Cervical cancer

Yes 13(6.8)

No 179(93.2)

Sexual experience.
Yes 76(39.6)

No 116(60.4)

Gynecological diseases

experience

Yes 19(9.9)

No 173(90.1)

Cervical cancer 

screening

Yes 44(22.9)

No 148(77.1)

Table 2. Differences of Cervical Cancer Screening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92)

Variables Categories

Cervical cancer 

screening
χ² p

Yes

(n=48)

No

(n=144)

Age 21∼23 23(47.9) 137(95.1)
57.80 <.001

≥24 25(52.1) 23(4.9)

Grade 3rd 16(33.3) 70(48.6)
3.40 .068

4th 32(66.7) 74(51.4)

Economic 

status

High 5(10.4) 3(2.1)

6.66 .037Middle 35(72.9) 120(83.3)

Low 8(16.7) 21(14.6)

Residential 

type

With 

parents
28(58.3) 81(56.3)

0.22 .894Dormitory 6(12.5) 22(15.3)

Adjacent or 

odging
14(29.2) 41(28.5)

Family history 

of Cervical 

cancer

Yes 8(16.7) 5(3.5)
9.93 .004

No 40(83.3) 139(96.5)

Sexual 

experience

Yes 34(70.8) 42(29.2)
26.13 <.001

No 14(29.2) 102(70.8)

Gynecological 

diseases 

experience

Yes 11(22.9) 8(5.6)
12.17 .001

No 37(77.1) 136(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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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궁경부암 검진 여부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궁경부암 검진 여부

는 Table 2와 같이, 연령(χ²=57.80, p<.001), 경제 상태

(χ²=6.66 p=.037), 가족 및 친지의 자궁경부암 유무(χ

²=9.93, p=.004), 성경험 유무(χ²=26.13, p<.001), 생식

기 질환 유무(χ²=12.17, p=.001)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 그 외, 학년, 거주형태는 자궁경부암 검진 여부에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 

3.3 자궁경부암 지식, 예방행위의도에 따른 자궁

경부암 검진 여부의 차이

대상자의 자궁경부암 지식, 예방행위의도에 따른 자

궁경부암 검진 여부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자궁경부암 

지식은 자궁경부암 수검자의 점수가 4.83±1.71점, 미

수검자의 점수는 3.98±1.58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t=-3.17, p=.002). 예방행위의도는 자궁경부암 수검

자의 점수가 17.15±2.47점, 미수검자의 점수는 

16.08±2.21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80, 

p=.006). 다음 Table 3과 같다.

Table 3. Differences of Cervical cancer screening 

according to Cervical cancer knowledge, 

Preventive behavioral intention  

Variables

Cervical 
cancer 

screening
(Yes=48)

Cervical 
cancer 

screening
(No=144)

t p

M±SD M±SD

Cervical 

cancer 
knowledge

4.83±1.71 3.98±1.58 -3.17 .002

Preventive 

behavioral 
intention

17.15±2.47 16.08±2.21 -2.80 .006

3.4 자궁경부암 검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자궁경부암 검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다음 Table 4와 같다.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낸 연령, 경제상태, 가족 및 친지의 자궁경부암 유

무, 성경험 유무, 생식기질환 유무와 자궁경부암 지식, 

예방행위의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자궁경부암 검진 여부

를 종속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추정된 로지스틱 모형이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Hosmer & Lemeshow 검정 결과, 근사카이제곱 값은 

9.05(p=.338)로 추정된 로지스틱 회귀분석이 적합한 것

으로 나타났다. Nagelkerke의 결정계수는 .424으로 로

지스틱 모형의 설명력이 42.4%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로지스틱 모형의 예측 정확도는 83.9%로 양호하게 나타

났다.

통계적으로 자궁경부암 검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연령, 성경험 유무, 예방행위의도로 나타났다. 

모수추정치 값을 승산비(odds ratio)로 변환시켜 자궁

경부암 검진과 비교해 보면, 만 24세이상의 대상자가 만 

21세∼만 23세 대상자에 비해 자궁경부암 검진 가능성

이 오즈비(OR) 5.81(95% CI:1.64∼20.60)배 증가하며, 

성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해 자궁경부암 검

진 가능성이 오즈비(OR) 2.98(95% CI:1.21∼7.31)배 

증가하였다. 예방행위의도의 오즈비(OR)는 1.21(95% 

CI:1.00∼1.45)로, 예방행위의도가 1점 증가할수록 자

궁경부암 검진 가능성이 1.21배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Table 4. Factors influencing Cervical cancer screening 

Variables Categories

Cervical cancer 

screening p

OR(95% CI)

Age
21∼23 1.00

.006
≥24 5.81(1.64∼20.60)

Economic 
status

High 0.91(0.11∼7.40) .927

Middle 0.51(0.15∼1.75) .286

Low 1.00 .517

Famaliy history 
of cervical 

cancer

Yes 2.06(0.38∼11.09)

.399
No 1.00

Sexual 

experience

Yes 2.98(1.21∼7.31)
.017

No 1.00

Gynecological 
diseases 

experience

Yes 2.23(0.69∼7.21)

.179
No 1.00

Cervical 
cancer 

knowledge

- 1.31(0.99∼1.75) .063

Preventive 

behavioral 
intention

- 1.21(1.00∼1.45) .046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중심으로 자궁경부암 지식, 예

방행위의도가 자궁경부암 검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

으며, 그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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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암 지식, 예방행위의도에 따른 자궁경부암 

검진 여부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자궁경부암 지식, 예

방행위의도는 자궁경부암 검진을 수행한자가 미수행자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먼저, 자궁경부암 지식에 따른 

자궁경부암 검진 여부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자궁경부

암 검진을 수행한 자가 미수행자에 비해 자궁경부암 지

식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자궁경부암 지식은 

검진과 HPV 백신접종을 수행한 군이 미수행군에 비해 

자궁경부암 지식이 높게 나타난 연구[14,18] 결과와 유

사하였다. 이처럼 질병과 관련된 지식은 인간의 건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올바른 건강행위에 대한 동기를 고양

시켜 긍정적 태도 확립에 영향을 미치므로[27] 자궁경부

암 관련 지식의 축적이 자궁경부암 예방행위인 자궁경

부암 검진 수행으로 이끌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대부분의 여대생은 자궁경부암과 관련된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부족하고, 의료인보다 가족이나 친구를 통해 부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게 된다[5]. 이러한 이유는 현재 

초· 중· 고등학교의 보건교육 과정에는 자궁경부암 예방 

교육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28], 이들이 자궁경부암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 지식을 제공 받기 힘들었을 것으로 

유추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자궁경부암 지식의 세부 

항목 중 대상자의 정답률이 낮았던 문항은 자궁경부암

의 원인과 호발시기에 대한 것으로, 이는 Kwon와 Lee

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26]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자궁경

부암 발병 요인과 호발 연령대에 관련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들이 개인적으로 자궁경부암 예방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를 접하는 것보다 건강전문가가 성

생활이 시작하기 이전인 학령기 시기부터 학생들의 이

해 수준에 맞춘 단계적인 자궁경부암 예방 교육이 이루

어질 수 있도록 기존의 학교에서 시행되는 보건교육 수

정 및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더불어 중·

고등학교 및 대학에서 의무화 되어있는 성교육 과정 중

에 자궁경부암 원인, 호발시기 등과 같은 구체적 콘텐츠

를 포괄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예방행위의도에 따른 자궁경부암 검진 여부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예방행위의도는 자궁경부암 검진 수행한 

자가 미수행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자궁경부

암 검진과 HPV백신 접종을 수행한 군이 미수행 군에 

비해 예방활동에 대한 의도가 높았던 연구[29]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궁경부암 검진 수행에 있

어 예방행위의도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이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

한 검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방행위의도를 증진시키

는 효과적인 전략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자궁경부암 검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연령, 성경험, 예방행위의도

로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만 24세 이상의 대상자가 만 

21세∼만 23세의 대상자보다 자궁경부암 검진을 수행

할 가능성이 5.81배 높게 나타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검

진 수행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는 선행연구[23]와 유사한 결과로 연령이 증가에 따라 

성경험의 횟수도 증가하고 이로 인해 자궁경부암 이환

에 대한 민감도를 촉진시켜 자궁경부암 검진을 수행하

였을 개연성이 있다. 이처럼 연령이 자궁경부암 검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이 확인되나, 본 연구에서 대

상자 연령군의 표본 수 비율이 차이가 있어 일반화하여 

확대 적용 하는데는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추

후 간호대학생의 연령대별 표본 수 비율을 맞추어 이들

의 연령이 자궁경부암 검진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반

복연구가 요구된다.

성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없는 대상자에 비해 자궁경

부암 검진을 수행할 가능성이 2.98배 높았다. 선행연구

[18]에서 성경험이 있는 자가 없는 자에 비해 HPV 백신 

접종을 더 많이 수행한다는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성경

험이 있는 대상자들은 간호학과의 교육과정 중 습득된 

지식으로 성행위가 생식기 질환 및 자궁경부암 발병 가

능성과 관련되어 있음을 인지하여, 자궁경부암 검진을 

수행하였을 것으로 유추된다. 따라서 성경험이 있는 대

상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정기적인 자궁경

부암 검진 수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하며, 

성경험이 없는 간호대학생 또는 여대생들의 자궁경부암 

예방전략으로서 성경험 후 규칙적인 자궁경부암 검진 

수행의 중요성과 실천을 적극적으로 강조할 수 있는 사

전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예방행위의도의 정도가 높아질수록 자궁경부암 검진

을 수행할 가능성이 1.21배 높아졌다. 이는 암 예방과 

관련된 의도가 적극적일수록 예방과 관련된 건강행위 

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30] 보고한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하며, 사람들의 행위는 그 행위를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에 따라 결정된다[31]는 주장에 의해 지지된다. 또

한, 예방행위의도에는 질병 예방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간호대학생의 자궁경부암 지식, 예방행위의도가 자궁경부암 검진에 미치는 영향 48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7], 자궁경부암은 질

환적 특성 상 가지는 높은 전문성과 불확실성 때문에 의

료인의 권유 등의 사회적 지지원과 보건소, 병원 등의 

의료기관 교육이 긍정적 영향을[30] 미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이는 전문적이고 공식적인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신뢰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들이 제공하는 질병 예방

의 필요성 교육은 자궁경부암 검진률 향상에 긍정적 영

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들

을 대상으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서 주최하는 주기적

인 자궁경부암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건강전문가가 

자궁경부암 예방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과 함께 자궁경

부암의 검진을 권유하고 지지한다면 이를 통해 자궁경

부암의 예방행위의도가 증진될 것이며, 증진된 의도가 

반영되어 검진률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검진 후에도 적극적인 칭찬과 검진 참여가 가지는 

의미를 강조하는 상담과 향후 정기적인 검진을 격려하

는 성취 경험 확인 전략[33]이 이들의 검진률 향상에 효

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성경험의 시작 연령이 어려지고, 이로 인해 20

∼30대 연령에서의 자궁경부암 발생이 점차 증가하여 

이들의 자궁경부암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해 우선적으로 

자궁경부암 검진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국내 현실을 반

영하여 우리정부에서도 국가암검진사업 중 자궁경부암

은 무료검진의 대상 연령이 2016년부터는 만 20세 이

상으로 확대 적용하여 자궁경부암 예방활동을 지원하는 

사회적인 지지 환경이 구축되었다. 하지만 이 연령대의 

자궁경부암 검진률은 매우 저조한 편으로 이들의 자궁

경부암 검진률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검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

다. 하지만 기존의 국내에서 여대생을 대상으로 자궁경

부암 예방을 위해 시도된 연구들은 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에 중점을 두어 접종여부, 접종의향, 예방행의의도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

으며, 직접적으로 자궁경부암 검진과 관련요인을 확인하

는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자궁경부암 

무료검진의 해당자이자, 향후 여성의 건강증진 촉진자로

써 일선에서 담당하게 될 간호대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자궁경부암 검진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확인하였다. 이들의 지식이나 질병 예방을 위한 경

험 등은 간호대상자의 건강에 대한 인식과 습관을 바꿀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하므로 간호대학생의 자궁경부암 

검진에 직접적인 영향 요인을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지식, 

예방행위의도의 정도를 파악하고 자궁경부암 검진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여, 간호대학생의 자궁경부암 

검진률 향상에 효과적인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시도되

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자궁경부암 검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 성경험, 예방행위의도로 확인되었

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성경험이 있는 경우, 예방행위

의도가 높아질수록 자궁경부암 검진 수행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들의 자궁경부암 검

진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성경험 시작되기 전인 학령

기부터 시작하여 대학생시기까지 건강전문가가 학교와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단계적이며, 지속적인 자궁경부

암 예방행위의도 증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

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자궁경부암 검진에 영향요인으

로 파악한 주요 결과는 향후 후속연구의 기초자료로 활

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의 간호대학생으로 편의표집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기에 전체 간호대학생의 결과로 일반

화하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다양한 지역의 더 

많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검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반복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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