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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보건 계열 대학생의 HPV 지식과 HPV 관련 건강신념 및 감염 예방행위의도와의 관계를 확인하
기 위하여 D시와 M시에서 2014년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보건계열대학생 26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수
집된 자료는 SPSS 21.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HPV 지식, 건강신념, 감염 예방행위의도는 대체로 낮은 점수를 보
였고, HPV 지식과 건강신념간의 상관관계가 없게 나타났다. 그러나 HPV 예방접종 관련 건강신념이 높을수록 감염 
예방행위의도는 높아졌다. 따라서 향후 HPV 관련 건강신념 및 감염 예방행위를 높일 수 있도록 HPV 지식을 포함한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 등의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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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knowledge level, health beliefs related to HPV 
vaccination and HPV preventive behavior intention of human papilloma virus among health college student in 
Korea. A quantitative, descriptive design was used to study 264 students in D-city, M-city recruited from June 
1 to June 15, 2014. The data were analyzed SPSS 21.0 program. The average level of HPV knowledge, health 
beliefs related to HPV vaccination and HPV preventive behavior intention about human papilloma virus were 
relatively low. No correlation between HPV knowledge and health beliefs. But health beliefs related to HPV 
vaccination have risen even higher degree of infection prevention behaviors.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specific methods, such as education programs, including HPV knowledge to improve future health beliefs 
related to HPV vaccination and HPV preventive behavior intention of human papilloma 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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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는 최근 경제발달의 향으로 성을 매개로 

하는 문화가 무분별하게 발달하면서 첫 성경험을 하는 

청소년들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반면, 책임 있고 안

한 성행동의 실천은 매우 낮아 사회 으로 성과 련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2007년 학생을 상으로 

시행한 조사에 의하면 학생들의 성의식이 개방 으로  

변하고 있으며 조사 학생들의 69.8%가 성 계의 경험

이 있다고 밝혔고[1], 이러한 개방 인 성 의식은 무분별

한 성행동으로 이어지며 이는 원치 않는 임신, 낙태, 불

임, 미혼모 증가  성 성 질병, AIDS, 자궁경부암 

증가 등의 결과로 이행된다. 

성 계를 통해 감염될 수 있는 인유두종 바이러스

(Human papillomavirus: 이하 HPV)는 생식기 사마귀 등

에서부터 자궁경부암의 주된 원인이 되며 여성뿐만 아니

라 남성의 항문, 생식기 암을 유발시킬 수 있다[2].

HPV는 100여종 이상의 형(type)이 알려져 있으며 이 

가운데 15～20여종이 종양 발생과 계가 있고 특히 16

번과 18번 유형이 자궁경부암 원인 인자의 약 70%를 차

지할 정도로 가장 흔하게 찰되고 있으며, 남성의 항문

상피내종양의 원인으로 HPV가 밝 지면서 그 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3]. 

자궁경부암은 고 험 HPV 형에 의한 지속 감염이 자

궁경부암 구와 침습성 자궁경부암의 가장 요한 험

요인이지만 침윤  병소에 국한되어 있을 경우에 발견된

다면 완치가 가능한 질환이지만[4] 아직도  세계 으

로 자궁경부암은 여성에게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

으로 2012년 528,000명이 발병하 고, 그  266,0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모든 여성 암 사망의 7.5%를 차

지한다[5].

2012년 국가암정보센터 통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여성에게 발생하는 암 가운데 갑상선암 32.2%, 유방암 

14.8%, 장암 10%, 암 13.8%에 이어 자궁경부암이 

3.2%를 차지하며, 이는 여성의 생식기 암  가장 발생빈

도가 높다. 특히 15～34세군에서 5.2%의 발병율을 나타

내고 있으며 10 와 20 에서 고 험군 HPV 감염의 유

병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6], 우리나라의 

첫 성경험 나이가 빨라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감염율

이 높은 은 여성, 여 생에서의 자궁경부암 방이 필

요하다. 미국의 조사에서도 체 유병율이 26.8%로 14～

19세의 유병율이 24.5%, 그  20～24세까지의 학생 

연령의 유병율은 44.8%로 다른 연령 에 비해 매우 높았

다[7]. 따라서 성경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은 

학생들의 자궁경부암을 방하기 해 성병, 험요인 

등 철 한 교육의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자궁경부암을 조기발견하기 해 미국과 유럽

에서는 세포검사를 주기 으로 받기를 권장하여 왔고, 

이로 인해 자궁경부암의 발생빈도가 50% 이상 감소하

다[8]. 우리나라에서도 세포검사를 주기 으로 시행하도

록 하 고 HPV 방백신이 개발되면서 HPV 방백신

의 종을 권장하고 있다[4]. 

미국, 국, 호주 등의 국가에서 HPV 백신을 국가 

방 종으로 지정하여 학교 등을 기반으로 정부가 주도

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과는 조 으로[8] 아직 우리나

라의 경우 국가 필수 방 종에 포함되고 있지 않고, 비

용 부담 등의 어려움이 있어 다른 나라에 비해 방 종

률이 조한 실정이다[9]. 2011년 일부지역 여 생 200여

명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약 12%의 상자만이 HPV 

백신을 종하 고[10], 일부 , 고등학교  학교의 

보건진료소에서 HPV 방 종을 실시하는 등 HPV 

방 백신의 일반화를 해 노력하고 있지만 매우 낮은 

종률을 보이고 있다. 

HPV 방 종의 향요인으로 지식과 건강신념이 

유의한 변수로 지 되고 있는데, Park과 Choi[11]는 지식

과 건강신념이 높을수록 종률이 높아진다고 보고하

고, Kim과 Park[12]도 여 생들의 지식이 매우 낮은 경

우 HPV 방행 의도가 낮았다고 보고하여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일부 연구에서 HPV 지식과 태도, 건강

신념에 한 연구가 보고 되고 있지만[4,13], HPV 지식과 

건강신념, 감염 방행 의도의 상 계를 살펴 본 연구

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궁경부암을 장기 으로 방할 

수 있도록 보건계열 학생의 HPV 지식, 방 종 련 

건강신념  감염 방행 의도를 악하려고 한다. 구체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자의 HPV 지식 정도를 악한다.

둘째, 상자의 HPV 방 종 련 건강신념, 감염 

방행 의도 정도를 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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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상자 특성에 따른 HPV 지식 HPV 방 종 

련 건강신념, HPV 감염 방행 의도를 악한다.

넷째, HPV 지식과 HPV 방 종 련 건강신념  

감염 방행 의도와의 상 계를 악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HPV 지식, HPV 방 종 련 건강신념 

 감염 방행 의도를 악하고자 보건계열 학생에

게 실시한 서술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절차

본 연구는 D시와 M시에 소재한 4년제 학교에 재학

하고 있는 보건계열 학생 264명으로 자료 수집 기간은

2014년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이다. 연구 상자의 수

는 효과크기 (f)= .25, 유의수 (α)= .05. 검정력(1-β)= .95

로 용하고 G-power 3.1.9 program을 시행한 결과 체 

252명이 정수 으로 나타나 탈락의 가능성을 조사하여 

270에게 설문조사하 다. 이  설문에 충실히 응답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7명을 제외하여 최종 분석 

상은 총 264명이었다.

2.3 연구 도구

2.3.1 HPV 지식 

Kim과 Ahn[14]이 개발한 20문항을 Lee[15]가 수정 보

완한 도구를 수정하여 측정하 다. HPV 지식도구의 모

든 문항은 이분척도로 측정하 고, 이 도구의 내용은 

HPV와 자궁경부암의 연 성, 증상, 후/면역성, 증상, 

호발연령, 염경로, 검사와 진단. 방과 치료, 선천성 

감염 등에 한 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그

다’와 ‘아니다’로 선택하며 정답일 경우 1 , 오답일 경우 

0  처리하여 수를 합산하 다. 지식 총 은 0～20

으로 수가 높을수록 HPV 지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도구에 한 Lee(2011)의 신뢰도 KR-25 (Kuder 

Richardson-25)는 .908,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KR-25 (Kuder Richardson-25)는 .76이었다.

 

2.3.2  HPV 예방접종 관련 건강신념

HPV 방 종 련 건강신념은 Choi 등[4]이 건강신

념모델에 근거하여 개발한 도구를 Lee와 Park이 수정 보

완한 도구를 사용하 다. 이 도구의 내용은 바이러스 감

염에 한 불안함을 묻는 지각된 민감성 2문항, 바이러스 

감염의 심각성을 묻는 지각된 심각성 2문항, 백신의 유익

함을 묻는 지각된 유익성 2문항, 종비, 백신의 부작용, 

횟수, 종 시 통증을 묻는 지각된 장애성 4문항을 포함

하여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매우 그

다’ 4 , ‘ 체로 그 다’ 3 , ‘ 체로 그 지 않다’ 2 , 

‘매우 그 지 않다’ 1 의 4  척도이며, 수가 높을수록 

인유두종바이러스 방 종 련 건강신념이 높음을 의

미한다. 본 연구에서 건강신념의 Cronbach's α= .73이었

고, 지각된 민감성 .69, 지각된 심각성 .67, 지각된 유익성 

.76, 지각된 장애성 .64이었다.

2.3.3 HPV 감염 예방행위의도

HPV 감염 방행 의도는 Kim과 Park[12]이 개발한 

도구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 다. 이 도구의 

내용은 “성생활 시작 후 6개월 이내에 경부세포 질 도말

검사를 할 의도가 있습니까?”, “성 계시 콘돔을 사용할 

의도가 있습니까?”, “HPV 방 종을 할 의도가 있습니

까?”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  그 지 않다’ 1 , 

‘그 다(생각 이다)’ 2 , ‘완 히 그 다’ 3 의 3  척

도이다. 총 3 에서 9  사이의 수 범 를 가지며, 수

가 높을수록 HPV 감염 방행동의도가 높은 것을 의미

한다.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78이었다.

2.4 대상자의 윤리적 고려

자료 수집 시 상자에게 연구의 목 과 취지를 설명

하고 서면 동의를 구하 다. 연구 상자에게 상자의 

익명성, 비 보장과 설문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연구 

철회 권리가 있음을 설명하 다. 연구 목  외에는 사용

하지 않음을 설명하 으며, 익명성과 비 을 보장하기 

해 무기명으로 설문을 작성하도록 하 다. 

2.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1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상자의 일반  특성  종속변수는 빈도와 백분

율로 분석하 고, HPV 지식, HPV 방 종 련 건강신

념은 평균과 표 편차로 분석하 다. 상자의 특성에 

따른 HPV 지식, HPV 련 건강신념, 감염 방행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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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Scores

Range M±SD

HPV knowledge 4～18 11.5±2.33

HPV health beliefs 10～36 26.4±4.13

HPV preventive behavior intention 0～9 6.97±1.38

<Table 2> Mean scores of HPV related
            knowledge, health beliefs and HPV
            preventive behavior intention 

(n=264)

는 t-test, ANOVA를 이용하 다. HPV 지식, HPV 방

종 련 건강신념  감염 방행 의도와의 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이용하 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상자의 연령은 18세에서 42세까지로 평균 19.31세이

며 성별은 남학생은 3.8%, 여학생은 96.2%이었다. 종교

는 없다가 55.3%, 기독교가 23.1%, 천주교가 14%, 불교

가 7.6%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 경험에 해서는 경험이 

없다는 응답자는 253명으로 95.8% 고,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자는 11명으로 4.2% 다. 산부인과 방문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24.6%, 없는 응답자는 75.4% 으며, HPV

를 들은 바가 있는가에 한 질문에 상자의 46.2%가 

들은 바가 있다고 하 다. HPV 백신 종을 한 상자는 

63명으로 23.9% 고, 가족력은 7명이 있다고 하여 2.7%

로 나타났다<Table 1>.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10  3.8

Female 254 96.2

Religion

Protestant  61 23.1

Catholic  37  14

Buddism  20  7.6

None 146 55.3

Sexual

experience

Yes  11  4.2

No 253 95.8

Ob-Gyn 

clinic visit

Yes  65 24.6

No 199 75.4

HPV
Have heard 122 46.2

Have not heard 142 53.8

HPV

vaccination

Yes  63 23.9

No 201 76.1

Family history

of cervical

cancer

Yes  7  2.7

No 257 97.3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64)

 

3.2 대상자의 HPV 지식, 건강신념 및 HPV 

감염 예방행위의도 

본 연구 상자의 HPV 지식은 11.5(±2.33) , 건강신

념은 26.4(±4.13) 이었고, HPV 감염 방행 의도는 

6.97(±1.38) 으로 나타났다<Table 2>.

3.3 HPV 예방접종 관련 건강신념

상자의 건강신념 수는 최  10 에서 최고 36

이 으며, 평균은 26.3±4.13 이었다. 건강신념 하 역

을 살펴보면 지각된 민감성은 3.72±1.28 , 지각된 심각

성은 5.75±1.32 , 지각된 유익성은 6.11±1.30 , 지각된 

장애성은 10.7±2.27 으로 나타났다<Table 3>. 

Health beliefs
Mini-

mum

Maxi-m

um
Range Mean

Total score 10 36 10～36 26.3±4.13

Perceived sensitivity 2 8 2～8 3.72±1.28

Perceived seriousness 2 8 2～8 5.75±1.32

Perceived benefit 2 8 2～8 6.11±1.30

Perceived barrier 4 16 4～16 10.7±2.27

<Table 3> Health beliefs related to HPV vaccination
(n=264)

3.4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HPV 지식, HPV 

예방접종 관련 건강신념 및 HPV 감염 예

방행위의도의 차이  

일반  특성에 따른 HPV  지식은 여학생이 남학생보

다, 불교를 믿는 학생이, 성경험이 있는 경우가, 산부인과 

진찰 경험이 있는 경우, HPV 방 종을 받은 경우, 자

궁경부암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그 지 않은 군에 비

해 지식도가 높았으나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한 번이라도 HPV 백신에 해 들어본 이 있는 

경우(t= 3.26, p=.001)에서의 지식도는 통계 으로 유의하

게 높았다.

HPV 방 종 련 건강신념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건강신념이 높았고(t= -1.17, p=.077), 가톨릭을 믿

는 학생이,  성 경험이 없는 경우,  산부인과 진찰 경험이 

있는 경우, 자궁경부암의 가족력이 없는 경우에 그 지 

않은 군에 비해 건강신념이 높았지만 통계 으로 유의하

지 않았다. 그러나 HPV에 해 한 번이라도 들어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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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HPV knowledge HPV health beliefs HPV preventive behavior intention

M±SD t ( F) p M±SD t ( F) p M±SD t ( F) p

Gender
Male 10.8±1.75

-0.97 .332
24.1±4.20

-1.77 .077
6.50±1.18

-1.09 .275
Female 11.5±2.35 26.5±4.10 6.99±1.39

Religion†

Protestant(a) 11.0±2.14

1.46 .225

26.8±4.51

0.73 .534

7.13±1.37

3.03
.030

a>c

Catholic(b) 11.4±2.22 27.0±4.72 7.03±1.01

Buddism(c) 11.9±1.94 26.1±3.13 6.10±1.92

None(d) 11.6±2.47 26.1±3.90 7.01±1.36

Sexual experience
Yes 11.6±1.76

0.06 .952
22.6±7.51

-1.74 .110
6.64±1.12

-0.81 .416
No 11.5±2.36 26.5±3.86 6.98±1.39

Ob-Gyn clinic visit
Yes 12.0±2.52

1.93 .056
26.7±3.93

1.05 .294
6.98±1.43

0.09 .922
No 11.3±2.24 26.2±4.18 6.96±1.38

HPV
Have heard 12.0±2.40

3.26 .001
27.1±4.06

2.52 .012
7.19±1.40

2.40 .017
Have not heard 11.0±2.19 25.8±4.10 6.78±1.34

HPV vaccination
Yes 11.6±2.28

0.44 .654
27.5±3.24

2.62 .009
7.60±0.99

5.17 .000
No 11.4±2.35 26.0±4.31 6.77±1.43

Family history of cervical 

cancer

Yes 12.2±2.05
0.89 .370

25.9±1.47
-0.32 .743

7.29±1.49
0.61 .541

No 11.4±2.34 26.4±4.18 6.96±1.38

<Table 4> Comparison of HPV related knowledge, health beliefs, HPV preventive behavior intention 
by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64)

있는 경우에(t= 2.52, p=.012), HPV 방 종을 받은 경

우에(t= 2.62, p=.009) 그 지 않은 경우보다 건강신념이 

높았다.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HPV 감염 방행 의

도는  HPV에 해 한 번이라도 들어본 이 있는 경우

(t=2.40, p=.017), HPV 방 종을 받은 경우(t=5.17, 

p=.000)에 HPV 감염 방 행 의도가 높아 통계 으로 

유의하 다. 상자의 각 집단들 간의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Scheffe 다 비교를 하 다. 분석 결과 종교

에 따른 HPV 지식(p=.225), 건강신념(p=.534)은 집단 간 

차이가 없었지만,  HPV 감염 방행 의도(p=.030)는 기

독교를 믿는 상자(7.13±1.37)가 불교를 믿는 상자

(6.10±1.92)보다 HPV 감염에 한 방행 의도가 높았

다 <Table 4>.

3.5 HPV 지식, HPV 예방접종 관련 건강신념 

및 HPV 감염 예방행위의도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 상자의 HPV 지식과 HPV 방 종 련 건

강신념  HPV 감염 방행 의도 간의 상 계는  

<Table 5> 와 같다.  

HPV 지식과 건강신념 간에는 상 계가 없었고, 

HPV 지식에 따른 감염 방행 의도도 상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HPV 방 종 련 건강신념과 HPV 감염 

방행 의도 간의 계는 순 상 계로 나타나 건강신념

이 높을수록 HPV 감염을 방하기 한 행동도 높게 나

타났다(r=.229, p=.000).

variables
HPV knowledge

r(p)

Health beliefs

r(p)

Health beliefs .017(.780)

HPV preventive

behavior intention
-.021(.732) .229** (.000)

**p <0.01 

<Table 5> Correlation among HPV Knowledge, 
Health beliefs, HPV preventive behavior 
intention

4. 결론 및 논의

HPV는 성을 매개로 되는 바이러스로 자궁경부암

의 주된 원인 인자로 알려져 있다. 자궁경부암은 안 한 

방법으로 성 계를 갖거나 한 사람의 성 트 와의 성

계를 통해 일차 으로 험을 일 수 있다. 

HPV 방 종을 시행함으로써 자궁경부암을 방할 

수 있는데 이는 HPV 련 지식과 구체 인 성교육을 통

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 다. 그러나 아직까지 개발도

상국의 여성들은 이러한 교육을 제 로 받지 못해 HPV 

감염율과 자궁경부암 발생율이 높다[14]. 

Jin[15]은 HPV에 한 지식이 백신 종율을 증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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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매우 요한 요인이 된다고 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이 발생

하기 쉬운 연령 인 학생 에서 보건계열 학생을 

상으로 HPV 지식과 건강신념이 HPV 감염 방행

에 미치는 향을 악하여 일생에 걸쳐 노출될 수 있는 

자궁경부암을 사 에 방하기 해 실시하 다. 

연구 상자의 HPV 지식은 20  만   11.5±2.33

으로 간 값보다는 높지만 백분율 환산시 55 으로 낮

게 나타났다. 여 생을 상으로 한 Lee[9]의 연구에서 

HPV 지식은 7.5 (백분율 환산 시 58.0 )이 으며, 

Kim[12]의 연구에서도 HPV 지식이 3.2 (백분율 환산 

시 28.9 )으로 매우 낮았고, Kim과 Ahn[16]도 9.2 (백

분율 환산 시 45.9 )으로 낮게 나와 여 생들의 인유두

종바이러스 지식 수가 낮다는 본 연구 결과와 일치된 

결과가 나왔다. 

이는 여 생의 HPV 지식 정도가 간 값보다 낮았다

는 Kim[12] 연구 결과나 보건계열 학생들의 HPV 지식

을 연구한 Eo[13]의 연구 결과보다는 높은 수 지만 

보건 계열 학생이라는 을 고려해 볼 때 그리 높은 수

는 아니다. 보건계열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학 

학생들과 비슷하게 HPV 지식이 낮게 나타났다. 

학생들의 HPV 지식의 차이는 HPV에 해 체계

이고 정확한 방교육, HPV 특성 등에 한 정보를 습득

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특히 같은 보건 계열 학

생들의 수가 타 연구자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상을 볼 때 추후 반복 연구를 통한 해석이 필요하며, 

향후 지역사회에서 HPV 방 종 활동을 주도 으로 이

끌어야 할 학생이 보건계열 학생임을 감안할 때 HPV 

련 지식에 한 교육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한 이는 

보건 계열 학과에 재학 인 학생을 상으로 한 조사

여서 일반 여 생과의 비교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HPV 련 건강신념 수는 40  만   26.4 으로 

백분율 환산시 65 으로 정도의 수를 보 다. HPV 

방 종 련 건강신념은 지각된 유익성, 지각된 심각

성, 지각된 장애성이 상 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비해 

지각된 민감성은 상 으로 낮게 나타났다. 즉, 본 연구 

상자들은 자궁경부암을 심각한 질병이라고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방하기 해 방 종이 효과 임을 알고 

있지만 자신이 그 질병에 걸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

는다고 볼 수 있다. 

보건 계열 학생들을 상으로 한 조사임에도 지각

된 민감성이 낮다는 것에 해 추후 연구를 통해 민감성

을 높여  방법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HPV 감염 방행 의도는 9  만 에 6.97 , 백분율 

환산시 66 으로 정도의 수를 보 다. 

일반  특성에 따른 HPV 지식은 HPV에 해 들어본 

이 있는 학생들이 한 번도 HPV에 해 들어본 이 

없는 학생들보다 HPV 지식 수가 높았는데, 이는 HPV 

선지식이 있는 44.2%의 여 생이 자궁경부암 지식과 

HPV 지식 수가 높았다는 Kim[12] 의 연구결과와 비슷

한 결과 다. 그러나 지식정도는 높았으나 HPV 방

종률은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 교육수 이 높고 

HPV에 해 들어본 경험이 있는 경우 백신 종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는 Choi[4]의 연구나 아 리카계 미국인보

다 백인들이 HPV에 한 지식도가 높고 종 의향도 높

았다는 [17]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 다. 

한 HPV 방 종 교육을 실시한 후 HPV 지식이 

상승하 고[18], 지식이 높을수록 HPV 방 종 의도가 

높았다고 보고한 연구 결과[12,19,20]와는 달리, 본 연구

에서의 방 종률을 살펴보면 방 종을 시행한 경우

가 23.9%, 종하지 않는 경우가 76.1%로 보건계열학생

임에도 종률이 낮게 나타났으며, HPV 지식이 간

수보다 높은 55 이었지만 종률이 매우 낮았다. 본 연

구 결과가 HPV 지식과 HPV 방 종 비율 간에 한 

연 이 있다는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라 의미가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일반  특성에 따른 HPV 방 종 련 건강신념에

서는 HPV에 해 들어본 경험이 있고, HPV 방 종을 

실시한 학생들의 건강신념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건

강에 한 지각된 민감성, 지각된 심각성, 지각된 유익성, 

지각된 장애성으로 건강신념이 확립되어진다고 볼 때 

HPV와 련된 질병과 련하여 더 많이 지각하고 있을 

때 건강신념도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HPV 방

종 련 건강신념 증진을 하여 HPV 련 질병에 

하여 좀더 극 이고 체계화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

된다.

HPV 감염 방행 의도에서는 개신교, HPV에 해 

한번이라도 들어본 이 있는 경우, HPV 방 종을 받

은 경우에서 HPV 감염 방행 의도가 유의하게 높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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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한 HPV 련 질병에 하여 많이 알고 있거나 

직  방 종을 시도할 만큼 HPV와 련하여 많은 교

육을 받은 상자가 방행 를 많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HPV 지식과 HPV 방 종 련 건강 

신념은 상 계가 없었고, HPV 지식과 HPV 감염 방

행 의도 간에도 상 계가 없게 나타났다. HPV 지식

이 높을수록 그에 따른 건강신념이 높아질 것이라고 

상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 다. 하지만 HPV 방 종 

련 건강신념이 높을수록 HPV 감염 방행  의도도 높

았다는 본 연구 결과에서 유추해 보면 건강에 한 신념

을 높여 다면 HPV 감염을 방하기 해 극 으로 

필요한 행 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자궁경부암의 험

성을 높게 인식하는 여 생들의 방행동의도가 높게 나

타났다는 Jo[21]의 연구결과와 같이 이는 추후 연구가 필

요하겠지만, 극 인 행 로서 HPV 종률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해 다. 

우리나라에서 성 계가 활발한 30세 미만의 은 여

성에 한 자궁경부암 방을 한 시도가 지속 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연구 결과에서처럼 실제 종률이 

높지 않음을 인지하여야 한다. 결국 실제 으로 방

종을 진시켜 HPV 감염률을 감소시켜 자궁경부암 발생

률을 격히 일 수 있도록 사람들의 태도, 행동을 변화

시켜  수 있는 간호 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보건 계열 학생의 지식정도는 일반 

학생들보다는 다소 높았지만, 보건 계열 학생임을 감안

할 때 지식도가 높다고 할 수 없었다.  HPV 방 종 

련 건강신념  유익성, 심각성, 장애성은 높았으나 민감

성은 낮게 나타났으며, HPV 련 건강신념과 방행

의도 간에는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

의 한계는 일부 학의 보건계열 학생을 주로 편의 

추출한 결과로서 체에 한 일반화하기에는 제약이 존

재한다. 한 보건계열 학생들의 학년별 차이 에 

해 확인하지 못한 이 한계로 존재한다. 그러나 자궁경

부암 발생율을 이기 해 HPV 지식만을 높여주는 교

육보다는 향후 HPV 련 건강신념  감염 방행  의

도를 높일 수 있는 체계 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할 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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