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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예방접종)을 6개월 간격으로 각 2회 지원하는 사업으
로, 무료 예방접종 도입 후 HPV 예방접종 현황을 보면

1. 연구의 필요성

2차 접종을 모두 마친 접종자만을 대상으로 2003년생
53.2%, 2004년생 61.9%, 2005년생 64.6%로 매년 조

자궁경부암은 전 세계 여성에서 발생률이 4번째로

금씩 오르고 있다(Kim, Yu, & Kim, 2019). 그러나 국

높은 암이며, 2020년에는 약 60만 명의 새로운 환자가

가예방접종사업으로 도입하여 무료로 예방접종을 실시

발생하였고 약 34만 명이 사망하였다(World Health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HPV 예방접종률은 2017년(만

Organization [WHO], 2022).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

3세까지) 전국 예방접종률의 평균접종률 96.7%에 비하

암등록본부에 의하면 2016년 상피내암을 제외시킨 자

면 매우 낮다(Kim et al., 2019).

궁경부암은 3,566건으로 전체 암 발생의 1.6%이며 여

HPV 백신 미접종 요인으로는 국내외 연구결과 잠재

성의 암 중에서 7위를 차지하고, 특히 15-34세 연령군

적인 부작용에 대한 걱정, 너무 어린 연령, 성경험을 부

에서는 3위에 해당한다(National Cancer Information

추긴다는 믿음, 백신에 대한 지식 부족, 비용 부담 등이

Center, 2019). 자궁경부암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Human

있다(Oh & Lee, 2018; Wang, Lam, & Fielding,

Papilloma Virus, HPV) 감염, 흡연, 인체면역결핍바이

2017). HPV 백신 예방접종에 대한 부모의 걱정에 대한

러스 감염, 장기간의 경구피임약 사용, 다산 등 다양한

다양성 탐구에서 36%에서 장기적인 부작용에 대한 걱

요인이 있고, 이들 중 주된 원인으로 HPV 감염이 보고

정이 가장 큰 우려로 나타났으며, 백신이 얼마나 새로운

되고 있다(Kim, 2015).

지(12%), 제약회사의 동기(12%), 단기부작용(10%), 불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이하 HPV 국가예방접

필요한 접종일수도 있다는 생각(10%)로 나타나 장기부

종사업)은 2016년부터 만 12세 여성 청소년에게 건강

작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밝혀

상담 및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이하 HPV

졌다(Gilkey et a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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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신념모델은 가치-기대 모형으로, 건강행동실천

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또

은 특정한 행동이 특정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라는 가

한 여성 청소년과 그 어머니 모두 사회인구학적 특성보

능성에 대한 인식과, 특정 결과에 부여하는 개인의 주관

다는 태도, 건강신념 등 백신에 대한 사회정신적인 측면

적 가치에 따라 결정된다는 이론으로 지각된 민감성, 지

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나, 예방접종을 받

각된 심각성, 지각된 유익성, 지각된 장애성으로 구성되

거나 자제할 때 예상되는 후회, 확실성에 대한 결정 갈

어 있으며 건강행동을 설명하는 데 가장 널리 이용되는

등 등은 어머니에게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

이론이다(Rosenstock, 1974). 선행연구에서도 HPV

쳤다(van Keulen et al., 2013). 이렇듯 국내외적으로

예방접종의도에 건강신념의 구성요소가 영향을 미치는

자녀의 HPV 예방접종은 부모의 의견과 선택이 절대적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초등여학생 자녀를 둔 부모

이므로, 부모로 하여금 자녀의 HPV 예방접종 의도를

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는 지각된 민감성과 지각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다수의 선행연구도 있지만, 실

된 장애성이 예방접종의도에 영향을 미쳤고(Shim &

질적인 부모와 자녀의 구체적인 신념 및 지식, 접종의도

Ha, 2017), 여자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지각된 민감성,

의 차이를 본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그러므로 두 대상

지각된 이익과 장애성이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Park &

자를 동시에 비교하여 두 대상자간 예방접종의도의 차

Lee, 2011; Yun & Koh, 2018).

이를 분석하는 것도 의의가 있다고 본다.

HPV 예방접종의도 관련 국내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이에 본 연구에서는 HPV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인

여성 중·고등학교 청소년(Choi & Cheon, 2015; Sung

만 12세 여성 청소년 중 미접종자와 그 어머니를 대상

& Sung, 2018), 여자 대학생 (Kim & Park, 2009;

으로 건강신념모델을 적용하여 HPV 예방접종의도에 영

Kim & Sung, 2017; Kwon & Lee, 2019; Lee K.

향을 주는 관련요인을 확인하여 HPV 예방접종률을 높

E., 2014; Yun & Koh, 2018) 또는 여성 청소년을 둔

이고 더 나아가 자궁경부암 발생률을 낮추기 위한 근거

부모대상으로(Hong, 2019; Moon, 2018; Oh & Lee,

를 마련하고자 한다.

2018; Park & Oh, 2014; Shim & Ha, 2017) 연구가
진행되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들은 거의

2. 연구 목적

없었다. 국외의 다수 선행 연구들도 미국 청소년의 부모
를 대상으로 HPV 예방접종과 관련한 걱정에 대한 연구

본 연구는 HPV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인 만 12세

(Gilkey et al., 2019), 중국 여자 청소년들의 부모를

여성 청소년 중 미접종자와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건강

대상으로 백신 접종과 관련하여 계획된 행위이론을 바

신념모델을 적용하여 HPV 예방접종의도에 영향을 미치

탕으로 영향요인을 분석한 연구(Wang et al., 2017)

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등 청소년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들이었다.

다음과 같다.

한편 초등학교 고학년들은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넘어가는 과도기로, 부모에 대해 의지를 하면서도 부모

∙ 여성 청소년과 어머니 대상자의 특성을 파악한다.
∙ 여성 청소년과 어머니 대상자의 자궁경부암 지식,

의 의견에 반대하는 양가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는 시

HPV 예방접종 건강신념의 정도와 차이를 파악한다.

기이다(Cho & Lee, 2013). 건강행위에 있어서도 부모,

∙ 여성 청소년과 어머니 대상자의 특성, 자궁경부암 지

특히 어머니의 판단에 의존할 수 있지만 교우나 주변

식, HPV 예방접종 건강신념에 따른 HPV 예방접종의

다른 애착인물 또는 본인의 의견을 주장할 수도 있다.

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그러므로 예방접종 행위를 함에 있어서 부모의 의견과
대상자 본인의 의견이 다를 수 있다. 네덜란드에서 시행

∙ 여성 청소년과 어머니 대상자의 HPV 예방접종의도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한 한 연구에서는 평균 13세의 여성 청소년과 어머니를
조사하여 예방접종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각각 확인하

Ⅱ. 연구 방법

였다(van Keulen et al., 2013). 예방접종의도는 각각
여성 청소년 39%, 그 어머니 45%로 약간 차이가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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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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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HPV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인 만 12세

지각된 장애성 .73이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여성 청소년 중 미접종자와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건강

는 지각된 민감성 .70, 지각된 심각성 .69, 지각된 유익

신념모델을 적용하여 예방접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

성 .60, 지각된 장애성 .61였다.

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3) HPV 예방접종의도

2.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 HPV 예방접종의도 측정도구는 Park
(2018)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계

본 연구의 대상은 HPV 국가예방접종사업 무료 대상

획전단계, 계획단계, 준비단계 총 3단계로 구성하여(문

자 중 예방접종을 시행하지 않은 초등학교 6학년 여성

항 수 1개), ‘HPV 예방접종을 6개월 이내에 시행할 생

청소년과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

각이 없다, 6개월 이내에 시행할 생각이 있다, 1개월 이

자 수는 G*power 3.1 program을 이용하여 t-test에

내에 시행할 계획이 있다’라는 3개의 선택지에서 해당

대하여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중간 효과크기 .50을

되는 항목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계획전단계는 예방접

기준으로 각 집단의 표본수가 64명이 나왔으나, 탈락률

종의도가 없는 군, 계획단계 및 준비단계는 예방접종의

25%를 고려하여 80명으로 선정하였다. HPV 예방접종

도가 있는 군으로 구분하였다.

은 남자에게도 해당되나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예
방접종사업은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4) 대상자의 특성

여자만을 대상자로 하였다.

여성 청소년 대상으로는 초경 여부, 이성친구 교제
경험, 성경험 여부, HPV 관련된 교육경험 여부, HPV

3. 연구 도구

백신에 대해 들어본 경험 여부, 또래의 예방접종 상태
여부, 또래로부터 예방접종 권유받은 경험 여부, HPV

1) 자궁경부암 지식

국가예방접종사업 인지정도, HPV 국가예방접종사업 대

본 연구에서 자궁경부암 지식정도를 측정하는 도구

상자 인지정도 등으로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어머니

는 Lee와 Park(2011)이 개발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대상으로는 연령, 경제적 수준, 학력, 직업, HPV 예방

도구는 자궁경부암에 관한 지식 10문항, HPV에 관한

접종 여부, HPV 관련된 교육경험 여부, HPV 백신에

지식 10문항, HPV 예방접종에 관한 지식 3문항으로 총

대해 들어본 경험 여부, 주변인의 접종 권유 여부, HPV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그렇다’ 또는

국가예방접종사업 인지정도, HPV 국가예방접종사업 대

‘아니다’로 선택하게 하여, 정답인 경우 1점, 오답인 경

상자 인지 정도, 자녀의 HPV 미접종 사유 등으로 설문

우 0점 처리하여 점수를 구하였다. 총점은 0-23점이며

문항을 구성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궁경부암 지식이 많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Kuder-Richardson 20 (KR20)은 .588

4. 자료 수집 방법

이었다.
본 연구는 연구자가 편의 표출한 강원도 W지역에 재
2) HPV 예방접종 건강신념

학 중인 초등학교 6학년 여성 청소년과 그 어머니를 대

본 연구에서 HPV 예방접종 건강신념은 Choi와 동

상으로 하였다. 연구자가 학교 보건교사를 통해 연구의

료들(2008)이 건강신념모델을 근거로 개발한 도구를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고 설문조사를 하지 않아도 불이

Park(2018)이 수정 및 보완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총

익이 없음을 알려주고, 언제든지 참여를 원치 않을 경우

10문항이며, 1-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HPV 예

그만 둘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설문지는 미접종자 대상

방접종 건강신념이 높음을 의미한다. Park의 연구

으로 자유롭게 가져가서 부모님께 전달할 수 있게 하였

(2018)에서 건강신념 측정도구 Cronbach’s α는 지각

다. 여성 청소년과 부모는 각각 연구 내용과 목적, 익명

된 민감성 .70, 지각된 심각성 .75, 지각된 유익성 .84,

보장, 자발적인 참여, 철회 가능, 불이익이 없음을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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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동의를 얻어 연구 대상자의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

1. 여성 청소년과 어머니 대상자의 특성

하였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19년 10월부터 11월까지
였고 탈락률을 고려하여 총 8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여성 청소년의 경우 초경을 시작한 학생은 67.2%였

70부가 회수되었고, 이중 응답이 누락된 설문지 3부와

고, 이성친구 교제 경험은 50.0%였으며, 성경험은 1명

아버지가 응답한 설문지 3부를 제외한 총 64부를 최종

만이 있다고(1.6%) 응답하였다. HPV 예방접종 교육은

분석하였다.

1.6%만이 받았으며, HPV 예방접종 백신에 대해 인지
하는 경우는 15.6%, 또래친구로부터 예방접종을 권유
받은 경우도 3.1%로 매우 낮았다. 또한 HPV 국가예방

5. 자료 분석 방법

접종사업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98.4%로 많았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program을 사용하여 분석하였

HPV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자에 대해서도 모르는 경우

으며, 통계적 유의성은 양측 검정 .05를 기준으로 판단

가 93.8%로 많았으나, HPV 예방접종 의도는 57.8%

하였고,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37명)에서 있다고 응답하였다(Table 1).

∙ 여성 청소년과 어머니 대상자의 특성은 기술통계 방
법을 이용하여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어머니의 경우 연령은 40세 이상이 68.8%로 가장
많았으며, 경제 상태 인식정도는 중위권이 92.2%, 학력

∙ 여성 청소년과 어머니 대상자의 자궁경부암 지식,

은 대학교 졸업 이상이 70.3%로 많았다. HPV 예방접

HPV 예방접종 건강신념의 정도는 기술통계 방법을

종을 한 대상자가 17.2%이고, HPV 예방접종 백신에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고, 그 차이는

대해 56.3%가 인지하고 있었으며, HPV 국가예방접종

paired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사업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82.8%로 가장 많았으며, 자

∙ 여성 청소년과 어머니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HPV 예

녀가 HPV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자인지 71.9%가 몰랐

2

방접종의도의 차이는 χ -test 및 Fisher의 Exact

다. 자녀에 대해 HPV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

test로 분석하였고, 자궁경부암 지식과 HPV 예방접

해서는 지식 부족이 25.0%로 가장 많았으며, 이른 접종

종 건강신념에 따른 HPV 예방접종의도의 차이는

시기 20.3%, 접종 효과에 대한 확신 부족 18.8%, 장기

Independent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적인 부작용 18.8%, 성경험을 부추길 수 있다는 믿음

∙ 여성 청소년과 어머니 대상자의 HPV 예방접종의도

7.8% 순이었다. 여성 청소년에 대한 HPV 예방접종에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대해서는 62.5%(40명)에서 예방접종을 할 의도가 있다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라고 응답하였다(Table 2).

6. 연구의 윤리적 측면 고려

2. 여성 청소년과 어머니 대상자의 자궁경부암
지식, HPV 예방접종 건강신념의 차이

본 연구는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의 기관윤리심의위
원회의 승인(승인번호: HIRB-2019-040)을 받은 후 수

여성 청소년 대상자와 어머니 대상자의 자궁경부암

행하였다. 연구 참여 동의서와 설명문에는 목적과 내용,

지식 총점은 어머니 대상자의 자궁경부암 지식 총점

절차 및 방법, 참여기간, 자발적인 참여로 연구가 진행

(14.22±3.05점)이 여성 청소년 대상자의 자궁경부암

됨, 또한 언제든지 참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중단할 수

지식 총점(12.31±2.56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4.005,

있음,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음, 익

p<.001).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자궁경부암 지식정도

명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는 대상자들

(t=-3.114, p=.003)와 HPV 예방접종 지식정도(t=-6.177,

의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고 진행하였다.

p<.001)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HPV
지식정도(t=-0.846, p=.401)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Ⅲ. 연구 결과

이가 없었다. HPV 예방접종 건강신념은 하위영역 중
지각된 유익성(t=-2.393, p=.020)은 통계적으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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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이를 보였으나, 지각된 민감성(t=-0.158, p=.875),

도가 있는 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수가

지각된 심각성(t=-0.168, p=.867)과 지각된 장애성

없었다(Table 1, Table 4).

(t=0.258, p=.797)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Table 3).

어머니 대상자의 경우 접종의도가 없는 군과 접종의
도가 있는 군에는 학력(χ2=4.796, p=.029), 직업(χ2=
7.179, p=.007), HPV 예방접종 여부(χ2=4.574, p=.032),

3. 여성 청소년과 어머니 대상자의 특성, 자궁경

HPV 예방접종 백신 인지정도(χ2=8.195, p=.004),

부암 지식, HPV 예방접종 건강신념에 따른

HPV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자 인지정도(χ2=4.638,

HPV 예방접종의도의 차이

p=.031), 자궁경부암 지식정도(총점)(t=-3.971, p<.001),
지각된 장애성(t=-3.868,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여성 청소년 대상자의 HPV 예방접종의도에 영향을

한 차이가 있었다(Table 2, Table 4).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접종의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HPV 접종의도가 없는 군과 HPV 접종의

Table 1. Differences in HPV Vaccination Intention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Female Adolescents
Subjects
(N=64)
Characteristics
Menarche
Yes
No
The experience of dating friends of the opposite sex
Yes
No
The experience of sexual intercourse
Yes
No
HPV vaccination education
Yes
No
Heard fo HPV vaccine
Yes
No
Friends who have been vaccinated against HPV
Have
Not have
HPV vaccination recommendation from a friend
Yes
No
HPV national vaccination program awareness
Yes
No
Awareness of HPV national vaccination program subjects
Yes
No
HPV: Human Papilloma Virus
* Fisher’s Exact test 로 χ² 값이 아닌 p값으로만 통계적 유의성을

Total

Vaccination Intention
No
Yes
(n=27)
(n=37)

χ2

p

43(67.2)
21(32.8)

21(77.8)
6(22.2)

22(59.5)
15(40.5)

2.376

.123

32(50.0)
32(50.0)

13(48.1)
14(51.9)

19(51.4)
18(48.6)

0.064

.800

1(1.6)
63(98.4)

0(0.0)
27(100.0)

1(2.7)
36(97.3)

1.000*

1(1.6)
63(98.4)

0(0.0)
27(100.0)

1(2.7)
36(97.3)

1.000*

10(15.6)
54(84.4)

2(7.4)
25(92.6)

8(21.6)
29(78.4)

.170*

9(14.1)
55(85.9)

3(11.1)
24(88.9)

6(16.2)
31(83.8)

.722*

2(3.1)
62(96.9)

1(3.7)
26(96.3)

1(2.7)
36(97.3)

1.000*

1(1.6)
63(98.4)

0(0.0)
27(100.0)

1(2.7)
36(97.3)

1.000*

4(6.3)
60(93.8)

1(3.7)
26(96.3)

3(8.1)
34(91.9)

.632*

판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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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성 청소년과 어머니 대상자의 HPV 예방접
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위한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
석 시 여성 청소년 대상자의 경우 접종의도가 없는 군
과 접종의도가 있는 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수가

여성 청소년과 어머니 대상자의 HPV 예방접종의도

없어 로지스틱 분석을 시행하지 않았다. 어머니 대상자

Table 2. Differences in HPV Vaccination Intention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Mother Subjects
(N=64)
Characteristics

Total

Vaccination Intention
No
Yes
(n=24)
(n=40)

χ2

p

.078

.781

Age
<40
≥40

20(31.3)
44(68.8)

7(29.2)
17(70.8)

13(32.5)
27(67.5)

Economic status
Middle
Low

59(92.2)
5(7.8)

21(87.5)
3(12.5)

38(95.0)
2(5.0)

Educational level
≤High school
≥College

19(29.7)
45(70.3)

11(45.8)
13(54.2)

8(20.0)
32(80.0)

4.796

.029

Employment type
Permanent worker
Other

27(42.2)
37(57.8)

5(20.8)
19(79.2)

22(55.0)
18(45.0)

7.179

.007

HPV vaccination experience
Vaccinated
Not vaccinated

11(17.2)
53(82.8)

1(4.2)
23(95.8)

10(25.0)
30(75.0)

.042*

HPV vaccination education
Yes
No

6(9.4)
58(90.6)

1(4.2)
23(95.8)

5(12.5)
35(87.5)

.397*

Heard to HPV vaccine
Yes
No

36(56.3)
28(43.8)

8(33.3)
16(66.7)

28(70.0)
12(30.0)

HPV vaccination recommendation from neighbors
Yes
No

10(15.6)
54(84.4)

2(8.3)
22(91.7)

8(20.0)
32(80.0)

.297*

HPV national vaccination program awareness
Yes
No

11(17.2)
53(82.8)

2(8.3)
22(91.7)

9(22.5)
31(77.5)

.186*

Awareness of HPV national vaccination program subjects
Yes
No

18(28.1)
46(71.9)

3(12.5)
21(87.5)

15(37.5)
25(62.5)

.044*

Reasons for unwillingness to vaccinate daughters
Lack of knowledge
Early vaccination timing
Lack of solid belief in the effectiveness of vaccination
Long-term side effects
Belief that vaccinations can encourage sex
Others
HPV: Human Papilloma Virus
* Fisher‘s Exact test 로 χ² 값이 아닌 p값으로만 통계적 유의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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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5.0)
13(20.3)
12(18.8)
12(18.8)
5(7.8)
6(9.4)
판별함

.355*

8.195

.004

0-3

HPV vaccination knowledge

2-8
2-8
4-16

Perceived seriousness

Perceived benefit

Perceived barrier

HPV: Human Papilloma Virus, SD: Standard Deviation
*
paired t-test

2-8

Perceived sensitivity

Health belief

0-10

0-23
0-10

Knowledge of cervical cancer
Total score
Cervical cancer knowledge

HPV knowledge

Range

Variables

5-16

4-8

3-8

2-8

0-3

1-8

7-19
2-9

9.69±2.27
(2.42±0.57)

4.02±1.32
(2.01±0.66)
5.28±1.28
(2.64±0.64)
6.05±1.05
(3.02±0.52)

2.05±0.81
(0.68±0.27)

12.31±2.56
5.33±1.86
(0.53±0.19)
4.94±1.69
(0.49±0.17)

Female adolescents (n=64)
Mean±SD
Min-Max
(item mean)

4-15

4-8

3-8

2-6

1-3

3-9

8-22
2-10

9.59±2.16
(2.40±0.54)

4.05±1.33
(2.02±0.66)
5.25±1.22
(2.63±0.61)
6.42±0.92
(3.21±0.46)

2.66±0.60
(0.89±0.20)

14.22±3.05
6.42±2.48
(0.64±0.25)
5.14±1.32
(0.51±0.13)

Mothers (n=64)
Mean±SD
Min-Max
(item mean)

0.258

-2.393

0.168

-0.158

-6.177

-0.846

-4.005
-3.114

t*

.797

.020

.867

.875

<.001

.401

<.001
.003

p

Table 3. Differences in Knowledge of Cervical Cancer and Health Beliefs about HPV Vaccination among Female Adolescents and Mothers
● 여성 청소년과 그 어머니의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의도 영향요인 ●

39

40
-0.240

-.85
-.31
-1.55

B
.06

.84
1.39
.81

.313
.826
.057

p
.939

.277
.199

.069
.194

.141
.398
.394

.811

p

1.36
1.54
1.63

.43
.74
.21

Odd ratio
1.06

6.17±0.76
8.38±2.08

3.96±1.20
5.17±1.20

5.04±2.12
4.96±1.16
2.46±0.72

12.46±2.25

0.20~9.21
1.14~2.09
1.10~2.42

0.08~2.22
0.05~11.25
0.04~1.04

95% C.l
0.22~5.15

6.58±0.98
10.33±1.87

4.10±1.41
5.30±1.24

7.25±2.33
5.25±1.41
2.78±0.48

15.28±3.00

-1.857
-3.868

-0.411
-0.420

-3.798
-0.854
-1.912

-3.971

t*

.624
.879
.746

.656
.678
.726

Tolerance
.707

Mothers (n=64)
Vaccination Intention
No
Yes
(mean±SD)
(mean±SD)

Awareness of HPV national vaccination program subjects (Yes)
.31
.98
.754
Total score of knowledge of cervical cancer
.43
.16
.005
Perceived barrier
.49
.20
.015
HPV: Human Papilloma Virus, S.E.: Standard Error, CI: Confidence Interval, VIF: Variance Inflation Factor

Employment type (Permanent worker)
HPV vaccination experience (Vaccinated)
Heard to HPV vaccine (Yes)

Variables (Reference)
Education level (≤ High school)

S.E.
.80

-1.097
-1.298

-1.848
-1.313

-1.492
0.850
0.858

Table 5. Factors Affecting HPV Vaccination Intention of Mother Subjects

6.16±1.19
10.0±2.49

Perceived benefit
5.89±0.80
Perceived barrier
9.26±1.87
HPV: Human Papilloma Virus, SD: Standard Deviation
*
Independent t-test

5.62±1.92
4.78±1.73
1.97±0.83

12.38±2.82

4.27±1.41
5.46±1.32

4.93±1.73
5.15±1.63
2.15±0.77

12.22±2.19

3.67±1.11
5.04±1.19

Health belief
Perceived sensitivity
Perceived seriousness

Cervical cancer knowledge
HPV knowledge
HPV vaccination knowledge

Knowledge of cervical cancer
Total score

Variables

Female adolescents (n=64)
Vaccination Intention
t*
No
Yes
(mean±SD)
(mean±SD)

p

1.602
1.138
1.341

1.525
1.474
1.377

VIF
1.415

(N=64)

.068
<.001

.683
.676

<.001
.396
.064

<.001

Table 4. Differences in HPV Vaccination Intentions according to Knowledge of Cervical Cancer and Health Beliefs about HPV Vacc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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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예방접종의도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52.4%가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과 비교하여 본 연

이가 있는 7가지 변수인 학력, 직업, HPV 예방접종 여

구 대상자들이 백신에 대한 인지율이 낮았다. 이는

부, HPV 예방접종 백신 인지정도, HPV 국가예방접종

2016년부터 만 12세 여성 청소년들을 HPV 국가예방

사업 대상자 인지정도, 자궁경부암 지식, 지각된 장애성

접종사업 대상자로 포함하여 사업 대상자로 포함된 기

을 입력(Enter) 방식으로 넣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

간이 길지 않아 관심이 적을 수 있고 중학생 또는 고등

궁경부암 지식의 오즈비는 1.54 (95% CI 1.14-2.09),

학생보다 HPV 예방접종 백신에 대한 교육 경험이나 자

지각된 장애성의 오즈비는 1.63(95% CI 1.10-2.42)으

궁경부암 지식, HPV 관련 지식에 대한 정보를 적게 들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able 5). 즉 지식이 1 증가

어서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HPV 국가예방접종사업 인

할수록 HPV 예방접종의도에 대한 오즈는 1.54배 증가

지정도에 대한 결과도 대상자의 1.6%만이 인지하고 있

하였고, 지각된 장애성도 1 증가할수록 HPV 예방접종

다고 응답하여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도입된 지 4년이

의도에 대한 오즈는 1.63배 증가하였다.

지났지만 아직까지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어머니 대상자의 HPV 예방접종 백신 인지정도에 대

Ⅳ. 논

의

한 결과, 대상자의 56.3%가 들어본 적이 있다라고 응답
하였다. 이는 초등 여학생 자녀를 둔 부모의 70%가

본 연구는 HPV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인 만 12세

HPV 예방접종 백신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보고한

여성 청소년 중 미접종자와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건강

Shim과 Ha(2017)의 연구와 81.3%가 HPV 예방접종

신념모델을 적용하여 HPV 예방접종의도에 영향을 주는

백신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보고한 Moon(2018)의

요인을 확인하고 HPV 예방접종률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연구보다 낮았다. 이는 대학교 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자 시도되었다.

비율이 Shim과 Ha의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경우

연구 결과에서 여성 청소년 대상자의 경우 예방접종

80%가 넘는 반면, 본 연구에서는 약 30%정도가 고등학

의도가 없는 그룹은 42.2%, 예방접종의도가 있는 그룹

교 이하의 교육수준을 가진다고 보고되어, 교육수준 차

은 57.8%로 예방접종의도가 있는 그룹이 더 많았다. 어

이가 백신에 대한 인지율에서의 차이를 가지고 온 것으

머니 대상자의 경우 예방접종의도가 없는 그룹은 37.5%,

로 사료된다.

예방접종의도가 있는 그룹은 62.5%로 어머니 대상자의

본 연구에서 여성 청소년 대상자의 자궁경부암 지식

경우도 예방접종의도가 있는 그룹이 더 많았다. 선행연

총점은 23점 만점에 12.3점으로 하위영역인 자궁경부

구를 살펴보면, 범이론적 모델의 변화단계에 따라 비인

암 지식은 5.3점, HPV 지식은 4.9점, HPV 예방접종

식단계와 무관심단계가 45.6%, 고려단계가 19.1%, 행

지식은 2.1점으로 100점으로 환산 시 각각 53점, 49

동결정단계가 10.4%, 실행단계와 유지단계가 24.3%로

점, 70점으로 HPV 예방접종 지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

보고하였다(Lee et al., 2015). 본 연구에서는 HPV 예

다. HPV 관련 지식(HPV 지식, HPV 예방접종 지식)은

방접종을 1개월 또는 6개월 이내에 시행할 계획이 있는

7점으로 100점으로 환산 시 54점이었다. 어머니 대상

경우 접종의도가 있다고 보았고, 6개월 이내 시행할 생

자의 경우 자궁경부암 지식 총점은 23점 만점에 14.2점

각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 의도가 없다고 하였다. 본 연

으로 하위영역인 자궁경부암 지식은 6.4점, HPV 지식

구 결과를 Lee와 동료들의 연구(2015)와 비교하였을

은 5.1점, HPV 예방접종 지식은 2.7점으로 100점으로

때 예방접종행위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그룹이 더

환산 시 각각 64점, 51점, 90점으로 HPV 예방접종 지

많은 것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HPV 관련 지식(HPV 지식,

여성 청소년 대상자의 HPV 예방접종 백신 인지정도

HPV 예방접종 지식)은 7.8점으로 100점으로 환산 시

에 대한 결과, 대상자의 15.6%만이 백신이 있다고 인지

60점이었다.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여대생의 자궁경

하고 있었다. Choi와 Cheon(2015)의 연구에서 중·고

부암 지식을 측정한 Lee와 Park(2011)의 연구에서도

등학교 여학생 중 50.2%가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자궁경부암 지식이 HPV 관련 지식(HPV 지식, HPV 예

Park과 Choi(2013)의 연구에서 고등학교 여학생 중

방접종 지식)보다 높게 나타났다. 역시 동일 도구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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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초등학생 딸을 둔 어머니의 자궁경부암 지식을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Lee 등(2015)의 연구에서는 비

측정한 Moon(2018)의 연구에서도 자궁경부암 지식이

인식단계와 무관심단계 그룹과 고려단계에서는 연령,

HPV 관련 지식(HPV 지식, HPV 예방접종 지식)보다

경제상태, 예방접종 권유 경험, 지각된 심각성, 지각된

더 높게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대상자의 경

장애성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고려단계와 행동

우 자궁경부암 관련 지식이 HPV 지식보다 높게 나타나

결정단계에서는 지각된 유익성과 자기효능감, 행동결정

이전 연구들과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초등학생 6학년 여

단계와 실행 및 유지단계는 예방접종 권유 경험과 지각

성 청소년의 경우 동일 대상 연구가 없어 비교하기에는

된 민감성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

다소 제한점이 있다.

서의 결과와는 다르지만 단계마다 영향요인이 다르므로

여성 청소년 대상자의 HPV 예방접종 건강신념은 지

그에 맞는 중재가 필요하다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각된 유익성이 3.0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각

HPV 예방접종 미접종 사유로 지식 부족이 25%로 가장

된 심각성 2.64점, 지각된 장애성 2.42점, 지각된 민감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이른 접종 시기(20.8%), 접종 효과

성이 2.01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어머니 대상자의

에 대한 확신 부족(18.8%)과 장기적인 부작용(18.8%)등

경우 지각된 유익성이 3.2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

순이었다. 따라서 예방접종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며, 지각된 심각성 2.63점, 지각된 장애성 2.40점, 지각

HPV 예방접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자주 접할

된 민감성이 2.02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선행연구

수 있도록 홍보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백신의 안전성과

를 살펴보면,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Lee와 Park(2011)

효과성을 높이고 예방접종의 적정 연령에 대한 교육이

의 연구에서 지각된 유익성 3.01점, 지각된 심각성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2.91점, 지각된 장애성 2.09점, 지각된 민감성 2.01점

본 연구는 일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자료수집이

순으로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초등 여학생 부모를

가능한 학교를 선정하기 위해 학교 교장선생님, 보건교

대상으로 한 Shim과 Ha (2017)의 연구와 여대생을 대

사 또는 학급 담임선생님의 협조 여부에 의해 편의표집

상으로 한 Lee (2014)의 연구에서도 지각된 심각성과

을 하여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초등학생

지각된 유익성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지각된

여학생과 그의 어머니를 함께 조사하느라 표본 대상자

민감성 및 지각된 장애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본 연구결

의 수가 적어 연구결과를 확대하여 적용하기에는 제한

과와 유사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 여성 청소년 대상자와

이 있어 표본크기를 확대하여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여

어머니 대상자의 HPV 예방접종 건강신념은 예방접종이

성 청소년 대상자의 경우 성 관련 특성이나 이성교제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질병에 걸릴 경우 내게 심각한

여부 등 일부 문항에서 모른다고 답변을 하거나 사실을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그 병에 걸릴 가능

숨길 수 있어 부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다는 제한점을

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을 알 수 있다. HPV가 성

가진다. 어린 연령으로 설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관계 이외 다른 상황에서도(예. 대중목욕탕, 수영장 등)

있고 자궁경부암 지식정도 측정 시 자궁경부암이나

확률은 낮지만 간접적으로 전염될 가능성이 있어 지각

HPV에 대해 알고 정답을 선택한 것이 아닐 수 있어 이

된 민감성을 높이는 교육이 필요하다.

에 대한 심층연구가 필요하다. 여성 청소년 대상자와 어

어머니 대상자의 HPV 예방접종의도에 영향을 미치

머니 대상자의 HPV 예방접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모

는 요인으로는 학력, 직업, HPV 예방접종 여부, HPV

든 변수를 고려하여 분석하지 못해 다양한 변수를 고려

예방접종 백신 인지정도, HPV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

하여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미접

자 인지정도, 자궁경부암 지식, 지각된 장애성 7가지 변

종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미 예방접종을 시행한 여성 청

수 중 자궁경부암 지식과 지각된 장애성이 유의한 요인

소년들과 그 어머니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추후

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궁경부암 지식이 증가할수록 자

접종자들을 포함한 반복연구가 요구된다.

궁경부암 예방접종률이 증가한다는 Moon(2018)의 연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HPV

구결과와 지각된 장애성이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인 만 12세 여성 청소년 중 미접

(Lee, Y. L., 2014; Shim & Ha, 2017)과 일치하였다.

종자와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지식, HP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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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건강신념의 차이를 파악하고, 어머니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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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actors Affecting HPV(Human Papilloma Virus) Vaccination
Intentions of Female Adolescents and their Mothers*

Lee, Miyeon (Assistant Director, Wonju Public Health Center.
Graduate Student, Graduate School of Nursing Sciences, Hallym University)
Kim, Suhee (Assistant Professor, School of Nursing and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Hallym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factors that affect the intention of HPV
vaccination in 12-year-old female adolescents and their mothers. Method: A descriptive study
was conducted with 64 HPV-unvaccinated female adolescents and their mothers in W city,
Republic of Korea.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from October to November in 2019.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WIN 24.0 Program. Descriptive statistics, paired t-test,
independent t-test, χ²-test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Result: According to
the results, 57.8% and 62.5% of female adolescents and mothers had the intentions of HPV
vaccination, respectively. In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or the factors affecting female
adolescents’ and mothers’ HPV vaccination intentions, there was no significant factor in female
adolescents. In the case of mothers, the significant factors were cervical cancer knowledge and
perceived disability. Conclusion: In order to increase the HPV vaccination rate, educational
programs are needed to provide knowledge of cervical cancer. A variety of intervention
strategies should be developed to decrease the perceived disability of HPV vaccination health
beliefs.
Key words : Female, Adolescent, Mothers, Papillomaviridae, Vaccination
* This manuscript is based on the first author's master's 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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