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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예방행위의도 영향요인

김선화 1  · 성미혜 2

한나여성아이병원1, 인제 학교 간호학과2

Factors Influencing HPV-related Infection Preventive Behavioral 
Intention among Female University Students

Kim, Sun Hwa1 · Sung, Mi-Hae2

1Hannah Women’s Hospital, Busan
2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Inje University, Busan,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impacts of HPV-related knowledge, attitude to HPV vaccination, 
and health beliefs on infection preventive behavioral intention targeting female university students. Methods: With 
correlational survey design,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20 female students at universities located in B metropolitan 
city and G city. A total sample agreed to participate in the study.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correlation,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Results: Attitude to HPV vaccination, experience of 
smoking, and HPV-related health beliefs were significant factors influencing the HPV-related infection preventive 
behavioral intention. These factors accounted for 19.0% of the HPV-related infection preventive behavioral intention. 
Conclusion: The most significant factor for HPV infection prevention was the attitude to HPV vaccination. These find-
ings may be useful to develop strategies to improve the HPV infection preventive behavioral intention of the female 
university students who have a high risk of the HPV inf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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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인유두종 바이러스(Human Papilloma Virus, HPV) 감염

은 자궁경부암의 주요 발병요인으로, 주로 성 접촉에 의해 감염

된다[1]. 세계보건기구는 HPV 감염위험성이 가장 높은 집단을 

20  초반 여성으로 확인하여[2], HPV 감염의 일차적 예방을 

위해서 9~26세경 HPV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다[1]. 그러나 

우리나라는 20  여성의 HPV 백신이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지정되지 않아 이들의 HPV 백신접종률은 저조한 수준이다[3]. 

이 시기에 해당하는 여 생은 부모로부터 물리적, 심리적으로 

독립하고 잠재적 성 활동 가능성과 감염 위험성이 높은데, 국내 

여 생의 HPV 감염률은 미국 및 북유럽 국가들의 HPV 감염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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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비슷한 수준이다[4]. HPV 백신접종이 젊은 여성의 HPV 유

병률을 감소시키고 자궁경부 전구암의 유병률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5]를 볼 때, 20  여 생의 HPV 관련 

감염예방에 한 필요성 인식이 더욱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여 생의 HPV 관련 감염예방행위는 성생활 시작 후의 자궁

경부암검사 유무, 콘돔사용, HPV 백신접종여부 등과 관련되

어 있으며[6], 이들의 연령, 교육수준, 자궁경부암의 가족력, 예

방접종계획 유무, 성병치료 유무, 피임 유무 등이 영향을 주고 

있다[7]. 한편, 여 생의 HPV 관련 감염예방행위의도는 HPV 

관련 지식과 관련성이 있어 HPV 관련 지식이 높을수록 이와 

관련된 감염예방행위의도가 높으며[6], HPV 관련 지식은 백

신접종태도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8]. 또한 여 생의 

HPV 관련 감염예방행위의도는 HPV 관련 건강신념 중 인지

한 심각성과 유익성이 높고 인지한 장애성이 낮을수록 높아지

는 것으로 보고되었다[9]. 

HPV 관련 선행연구는 국내의 경우 여 생의 HPV 관련 지

식과 백신접종 의도[8], 감염예방행위의도[6], HPV 접종의도

[9], HPV 지식[10] 등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 국외의 경우 HPV 

관련 지식[11], 백신접종에 한 건강신념[12], 여 생의 일반

적 특성과 접종의도[13]에 한 연구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선행

연구들은 단순히 HPV와 관련하여 이에 한 지식이나 HPV 

감염 관련 지식, 백신접종에 한 의도나 감염예방행위의도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부분으로, HPV 관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

정이다. 그러나 여 생의 HPV 관련 감염예방행위를 증진시키

기 위해서는 HPV 관련 감염예방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는 여

생을 상으로 HPV 관련 감염예방행위의도에 미치는 영향요

인을 분석하여 여 생의 HPV 관련 감염예방행위의도를 증진

시키기 위한 효율적 중재전략 개발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여 생의 HPV 관련 지식, 백신접종태도 

및, 건강신념 및 감염예방행위의도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HPV 관련 감염예방행위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HPV 관련 특성을 파악한다.

 상자의 HPV 관련 지식, 백신접종태도, 건강신념 및 감

염예방행위의도의 정도를 파악한다.

 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염예방행위의도의 차이

를 파악한다.

 상자의 HPV 관련 지식, 백신접종태도, 건강신념과 감

염예방행위의도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상자의 HPV 관련 감염예방행위의도에 미치는 영향요

인을 파악한다.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의 설계는 여 생의 HPV 관련 지식, 백신접종태도 

및 건강신념이 HPV 관련 감염예방행위의도에 미치는 영향요

인을 확인하기 위한 상관성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상자는 여 생 123명이다. 연구자는 B광역시 

및 G시 학에 재학 중인 여 생을 편의 추출하였다. 본 연구에

서 필요한 상자 수는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효과크기 0.15 (중간크기), 유의수준 0.05, 검정력 80%, 예측변

수 7개(HPV 관련 지식, 백신접종태도, 건강신념, 전공, 흡연, 

부인과치료 유무, 피임유무)일 때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최소 

표본 수는 103명으로 산출되었다[14].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123명을 상으로 자료수집을 하였고 불성실한 답변 3부를 제

외한 120부를 연구자료로 사용하였다.

3. 연구도구

1) HPV 관련 지식

학생을 상으로 Choi 등[8]이 개발한 HPV 관련 지식측

정도구로 측정하였으며 메일을 통해 도구 개발자의 허락을 받

은 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0문항으로, 정답(‘그렇다’)인 

경우 1점, 오답(‘아니다’, ‘모른다’)인 경우는 0점으로 처리하였

고 점수의 범위는 총 0~2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HPV 관련 

지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2) HPV 관련 백신접종태도

Kang과 Moneyham [13]이 개발한 HPV 관련 백신접종태

도 측정도구로 측정하였으며 메일을 통해 도구 개발자의 허락

을 받은 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11개 문항 4개의 하위영역으

로 구성되었으며 ‘매우 그렇다’(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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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로 점수를 배정하였고 점수의 범위는 11~55점이었다. 부정

문항은 역 코딩하여 산출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HPV 백신

접종에 한 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의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는 .73이었으며 하부영역의 신뢰도는 

.70~.89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70이었으며 하부영역

의 신뢰도는 .81~.87이었다.

3) HPV 관련 건강신념

2007년 미국질병관리본부(Centers for Disease Contrio and 

Prevention, CDC)에서 제시한 건강신념모델[15]을 Lee와 

Park [3]이 수정 ․ 보완하여 만든 도구로 측정하였으며 메일을 

통해 도구 개발자와 수정 ․ 보완한 도구 개발자의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인지한 민감성 2문항, 인지한 심각성 

2문항, 인지한 유익성 2문항, 인지한 장애성 4문항 등 총 10문

항으로,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4점에서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처리하였다. 점수의 범위는 10~40

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HPV 관련 건강신념이 높음을 의미

한다. 선행연구[3]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인지한 민감성이 

Cronbach's ⍺는 .71, 인지한 심각성 .74, 인지한 유익성 .74, 인

지한 장애성 .62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80이었으며 하

위영역별 신뢰도는 .75~.86이었다.

4) HPV 관련 감염예방행위의도

Kim과 Park [6]이 개발한 감염예방행위의도 측정도구를 

Kwon [7]이 수정 ․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메일

을 통해 도구 개발자의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문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성생

활 시작 후 6개월 이내에 자궁경부세포 질도말검사를 할 의도, 

성관계 시 콘돔을 사용 할 의도,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접종

을 할 의도, 부정출혈이 있을 시 병원을 방문하실 의도, 질염(냉 

등)이 있을 때 즉시 치료를 받을 의도, 성 파트너수를 1명으로 

제한할 의도, 담배를 끊을 의도 등이 있는 지에 한 질문이었

다. 각 문항은 Likert 3점 척도로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3점으로 처리하였다. 점수의 범위는 7~21점이

며 점수가 높을수록 HPV 관련 감염 예방행위도가 높음을 의

미한다. 선행연구[7]에서의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는 

.8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76이었다.

4. 자료수집

본 연구는 자료수집 전 연구의 목적과 방법, 절차 및 개인정

보보호에 해서 I 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승인번

호: 2-1041024-AB-N- 01-20160225-HR-369)을 받은 후 진행

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6년 6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

까지로, B광역시 및 G시에 소재한 학의 관계자에게 본 연구

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한 후 허락을 구한 다음, 연구자가 직접 

해당 학의 강의실을 방문하여 본 연구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

하고 연구참여에 동의하는 서명을 한 여 생에 한해서 설문지

를 배부하여 작성하도록 하였다. 연구자는 간호사로서 설문 

상 여 생들과 관련성이 없으며 상 학교도 편의 표출하여 가

능한 위계관계에 의한 윤리적 문제의 발생을 차단하고자 노력

하였다. 자료수집은 직접 면하여 여 생에게 연구 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설명하고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

다. 설문지의 내용 중 일부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설문

지는 불투명 봉투에 테이프를 부착한 다음 작성 즉시 회수하였

다. 설문지 작성시간은 5~1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연구에 참

여한 모든 여 생들에게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

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

였다. 상자의 HPV 관련 지식, 백신접종태도, 건강신념, 감염

예방행위의도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으며, 일

반적 특성에 따른 HPV 관련 감염예방행위의도의 차이는 in-

dependent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다. 상자의 HPV 관

련 지식, 백신접종태도, 건강신념, 감염예방행위의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으며, HPV 관

련 감염예방행위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연 구 결 과

1. 일반적 특성

상자의 평균 연령은 21.9세로 22세군이 41.7%로 많았으

며, 학년은 3학년이 51.7%로 많았다. 종교는 ‘없다’로 응답한 

군이 61.7%였으며, 전공은 보건의료계가 55.0%였다. 흡연경

험은 ‘없다’로 응답한 군이 82.5%였으며, 음주경험은 ‘있다’로 

응답한 군이 95.0%였다. 부인과 질환 치료여부는 ‘없다’라고 

응답한 군이 76.7%였으며, 성경험은 ‘없다’로 응답한 군이 

69.2%였다. 피임경험은 ‘없다’로 응답한 군이 71.7%였으며,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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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fferences in HPV Infection Preventive Behavioral Intention by Subjects' Characteristics (N=12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SD M±SD t or F p

Age (yr)  20~21
 22
 23

 47
 50
 23

(39.2)
(41.7)
(19.2)

2.37±0.37
2.43±0.39
2.42±0.46

0.32 .726

 21.9±1.4

Grade ≥2
 3
 4

 46
 62
 12

(38.3)
(51.7)
(10.0)

2.35±0.40
2.44±0.37
2.46±0.50

0.75 .475

Major Health-related
Health-unrelated

 66
 54

(55.0)
(45.0)

2.47±0.37
2.32±0.41

2.07 .041

Experience of smoking  No
 Yes

 99
 21

(82.5)
(17.5)

2.45±0.38
2.21±0.41

-2.53 .013

Alcohol intake experience  No
 Yes

 6
114

(5.0)
(95.0)

2.52±0.35
2.40±0.40

-0.75 .455

Obstetric-Gynecology clinic visit  No
 Yes

 92
 28

(76.7)
(23.3)

2.41±0.40
2.39±0.38

-0.28 .782

Sexual experience No
 Yes

 83
 37

(69.2)
(30.8)

2.42±0.38
2.38±0.43

-0.56 .574

Contraceptive experience  No
 Yes

 86
 34

(71.7)
(28.3)

2.43±0.38
2.34±0.42

-1.13 .261

Perception of cervical cancer  No
 Yes

 11
109

(9.2)
(90.8)

2.45±0.40
2.40±0.40

-0.43 .670

Diagnosis of cervical cancer among 
family members

 No
 Yes

109
 11

(90.8)
(9.2)

2.42±0.39
2.25±0.45

-1.41 .161

Perception of HPV*  No
 Yes

 61
 59

(50.8)
(49.2)

2.39±0.40
2.43±0.40

0.58 .572

Experience of HPV education  No
 Yes

89
 31

(74.2)
(25.8)

2.39±0.39
2.45±0.40

0.69 .491

Reception of HPV vaccination  No
 Yes

 96
 24

(80.0)
(20.0)

2.39±0.39
2.46±0.42

0.75 .457

HPV=human papilloma virus.

병 치료경험은 ‘없다’로 응답한 군이 99.2%였다. 자궁경부암 

인지여부는 ‘예’로 응답한 군이 90.8%였으며, 가족 중 자궁경

부암 진단은 ‘아니오’로 응답한 군이 90.8%였다. HPV 인지여

부는 ‘예’로 응답한 군이 49.2%였으며, HPV 교육경험은 ‘없

다’로 응답한 군이 74.2%였다. HPV 백신접종여부는 ‘아니오’

로 응답한 군이 80.0%였다(Table 1).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HPV 관련 감염예방행위의도

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HPV 관련 감염예방행위 의도

는 전공(t=2.07, p=.041)과 흡연여부(t=-2.53, p=.013)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전공은 보건의료계(2.47±0.37)

가 비보건의료계(2.32±0.41)보다 HPV 관련 감염예방행위의도 

점수가 높았다. 흡연여부는 ‘비흡연’군(2.45±0.38)이 ‘흡연’군

(2.21±0.41)보다 HPV 관련 감염예방행위 의도 점수가 높았다

(Table 1).

3. HPV 관련 지식, 백신접종태도, 건강신념, 감염예방

행위의도 정도

상자의 HPV 관련 지식은 20점 만점에 평균 4.74±3.28점

이었다. HPV 관련 백신접종태도는 총 5점 만점에 평균 3.19± 

0.46점이었으며, 각 하위영역별로 안전성 염려가 2.79±0.72점, 

필요성 인식 3.02±0.89점, 예방의 중요성 3.63±0.72점, 성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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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lationships among HPV-related Knowledge, Attitude, Health Beliefs on Infection Preventive Behavioral Intention
(N=120

Variables
Knowledge

Attitude Health beliefs

Total 1 2 3 4 Total 5 6 7 8

r (p) r (p) r (p) r (p) r (p) r (p) r (p) r (p) r (p) r (p) r (p)

Attitude Total .28
(.002) 1

1. Safety concerns -.03
(.755)

.55
(＜.001) 1

2. Perceived 
needs

.29
(.002)

.72
(＜.001)

.22
(.016) 1

3. Importance of 
prevention

.35
(＜.001)

.36
(＜.001)

-.05
(.608)

.31
(.001) 1

4. Risky sexual 
behavior

.08
(.375)

.54
(＜.001)

.05
(.621)

.03
(.757)

-.11
(.241) 1

Health 
beliefs

Total .40
(＜.001)

.01
(.936)

-.38
(＜.001)

.16
(.080)

.54
(＜.001)

-.13
(.167) 1

5. Perceived 
sensitivity

.10
(.270)

-.08
(.366)

-.15
(.106)

.13
(.165)

.23
(.012)

-.28
(.002)

.50
(＜.001) 1

6. Perceived 
seriousness

.39
(＜.001)

.18
(.056)

-.24
(.008)

.33
(＜.001)

.45
(＜.001)

-.04
(.642)

.79
(＜.001)

.24
(.008) 1

7. Perceived 
benefit

.46
(＜.001)

.27
(.003)

-.09
(.342)

.34
(＜.001)

.62
(＜.001)

-.10
(.297)

.71
(＜.001)

.18
(.050)

.65
(＜.001) 1

8. Perceived 
barrier

.20
(.028)

-.22
(.019)

-.46
(＜.001)

-.18
(.053)

.27
(.003)

-.01
(.960)

.76
(＜.001)

.16
(.082)

.38
(＜.001)

.27
(.003) 1

Infection preventive 
behavioral intention

.25
(.005)

.33
(＜.001)

.10
(.284)

.34
(＜.001)

.29
(.001)

.06
(.548)

.23
(.012)

-.09
(.314)

.31
(.001)

.33
(＜.001)

.11
(.243)

험행위 3.47±0.90점이었다. HPV 관련 건강신념은 총 4점 만점

에 평균 2.67±0.45점이었으며, 각 하위영역별로 인지한 민감

성이 1.93±0.64점, 인지한 심각성 2.73±0.74점, 인지한 유익성 

2.90±0.67점, 인지한 장애성이 2.90±0.56점이었다. HPV 관련 

감염예방행위 의도는 총 3점 만점에 평균 2.41±0.39점이었다.

4. 제 변수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HPV 관련 감염예방행위 의도는 HPV 관련 지식

(r=.25, p=.005), 백신접종태도(r=.33, p<.001), 건강신념(r= 

.23, p=.012)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HPV 관련 지식과 백

신접종태도(r=.28, p=.002), HPV 관련 지식과 건강신념(r=.40, 

p<.001) 간에도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HPV 관련 감염예

방행위 의도와 HPV 관련 백신접종태도의 하부 영역 중 필요성 

인식, 예방의 중요성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HPV 관련 

감염예방행위 의도와 건강신념의 하부 영역 중 인지한 심각성, 

인지한 유익성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Table 2). 

5. HPV 관련 감염예방행위 의도 영향요인

대상자의 HPV 관련 감염예방행위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

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단계선택법을 이용한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독립변수는 일반적 

특성 중 HPV 관련 감염예방행위의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전공, 흡연여부와 HPV 관련 감염예방행위 의도와 유의한 상

관이 있다고 나타난 HPV 관련 지식, HPV 관련 백신접종태도

의 하위항목인 필요성 인식과 예방의 중요성, HPV 관련 건강

신념의 하위항목인 인지한 심각성, 인지한 유익성 등 총 7개를 

투입하였다. 이 중 범주형 항목인 전공(비보건계열 기준), 흡연

여부(아니오 기준)는 가변수(Dummy variable)처리하여 분

석하였다. 분석 전 오차 항들 간 자기 상관이 있는지 Durbin 

-Watson 통계량을 구한 결과 2.05로 2근방의 값으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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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Factors affecting on Infection Preventive Behavioral Intention (N=120)

Variables B SE β t p Tol† VIF‡ Adj. R2

(Constant) 1.26 .22 5.73 ＜.001

Attitude - Perceived needs 0.11 .04 .25 2.87 .005 0.88 1.13 .11

Health beliefs - Perceived benefit 0.14 .05 .24 2.71 .008 0.88 1.13 .15

Smoking (Yes=1, No=0) -0.22 .09 -.22 2.63 .010 1.00 1.00 .19

F=11.01, p＜.001
†Tol (Tolerance): 0.88~1.00; ‡VIF (Variance Inflation Factor): 1.00~1.13.

오차 항들 간 자기상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차항의 분

포를 정규분포로 가정할 수 있는지 케이스별 진단을 실시한 결

과 표준화 잔차가 모두 ±3 이내의 값으로 나타나 오차항의 분

포를 정규분포로 가정할 수 있었다. 독립 변수들 간 다중공선

성이 있는지 알아본 결과 공차한계(tolerance)는 .88~1.00로 

.10 이상의 값으로 나타났으며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

tion Factor, VIF) 값이 백신접종태도 필요성 인식은 1.13, 건강

신념 중 지각된 유익성은 1.13, 흡연경험은 1.00으로 10 이상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은 존재하지 않았다. 

분석결과 HPV 관련 감염예방행위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

인은 HPV 관련 백신접종태도의 필요성 인식(β=.25, p=.005), 

HPV 관련 건강신념의 지각된 유익성(β=.24, p=.008), 흡연경

험여부(β=-.22, p=.010)이었다. HPV 관련 백신접종태도의 필

요성 인식이 영향력이 가장 큰 요인으로 설명력은 11%였으며, 

HPV 관련 건강신념의 인지한 유익성, 흡연경험 등을 포함한 

전체 설명력은 19.0%였다(F=11.01, p<.001).

논 의

여 생의 HPV 관련 지식은 20점 만점에 평균 4.74점으로 

나타나, 간호 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16]에서 평균 9.11점

으로 나타난 결과보다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 상자의 

45%가 비보건계열 여 생으로 이들의 HPV 관련 지식이 보건

계열 여 생의 평균 6.29점보다 낮은 2.85점인 결과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 간호학과를 포함한 보건계열 여 생은 비보건계

열 학생보다 전공수업을 통해 HPV 관련 지식을 습득할 기회

가 있어 이에 한 지식수준이 상 적으로 높았을 것으로 생각

된다. 따라서 비보건계열 여 생들이 스스로 HPV 관련 감염

예방행위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HPV 감염에 

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건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여 생의 HPV 관련 백신접종태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19

점으로 나타나, 18~26세 여성을 상으로 한 연구[17]에서 평

균 3.72점으로 나타난 결과보다 낮았다. 이와 같이 여 생을 

상으로 한 본 연구결과보다 백신접종의도를 가지고 병원을 내

원한 여성을 상으로 한 연구[17]에서의 백신접종태도 점수

가 높게 나타난 것은 상자의 차이라 생각된다. HPV 관련 백

신접종은 자궁경부암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예방조치

이며[18], 백신접종태도가 이에 한 행위의 중요한 영향요인

[9] 인 것을 볼 때, 여 생의 HPV 관련 백신접종태도를 파악하

는 것은 HPV 관련 백신접종행위를 높이기 위한 교육이나 홍

보의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HPV 관련 백신접종

태도의 하위영역에서 예방의 중요성이 평균 3.63점으로 가장 

높았고 안전성 염려가 평균 2.7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

는 성적 위험행위가 평균 3.92점으로 가장 높았고 안전성 염려

가 평균 3.28점으로 가장 낮았던 연구결과[17]와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다. 본 연구와 선행연구[17]에서 공통적으로 

상자의 백신접종태도 중 안전성 염려에 한 HPV 관련 백

신접종태도가 가장 낮은 영역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백신 부작

용 보고 시스템에 의하면 HPV 백신 부작용은 여성 10만명 중 

기절이 8.2명, 어지러움 6.8명, 오심 5.0명, 두통 4.1명 등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부작용은 다른 백신들에서도 나타나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19]. 그러나 본 연구와 선행연구[17]에서 공

통적으로 상자의 백신접종태도 중 안전성 염려에 한 HPV 

관련 백신접종태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 결과를 볼 때, 여 생

들이 아직은 HPV의 안정성에 의문을 품고 망설이고 있으므로 

안정성이 높은 HPV 백신의 개발과 이후 안전한 백신에 한 

국가차원의 접종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

하다고 본다. 

여 생의 HPV 관련 건강신념은 4점 만점에 평균 2.67점으

로,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여 생을 상으로 한 연구[3]에서 

평균 2.42점으로 나온 결과와 유사하여 여 생의 HPV 관련 건

강신념은 평균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건강신념 

중 인지한 유익성, 장애성, 심각성이 상 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인지한 민감성은 1.93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여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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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HPV 감염에 해 심각하게 인지하고 예방행위를 하는 

것이 이익이 될 것이라는 건강신념은 가지고 있지만, 본인이 

HPV 감염에 노출될 것이라는 건강신념은 적게 형성되어 있음

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 생들의 HPV 관련 건강

신념 중 자신이 HPV 감염에 쉽게 이환될 수 있다는 건강신념

에 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중매체를 통하여

HPV 감염경로에 해 구체적으로 교육하고 이에 한 지속적

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여 생의 HPV 관련 감염예방행위 의도는 3점 만점에 평균 

2.41점으로 같은 여 생을 상으로 한 연구[7]에서 평균 2.33

점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여 생들이 

HPV 감염과 관련한 예방행위를 할 의도는 충분히 가지고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산부인과 진료와 검

진에 한 사회문화적인 편견과 거부감으로 여 생들의 높은 

감염예방행위 의도는 실제 행위로 연결되지 않는 실정이다[7]. 

그러므로 여 생이 HPV 관련 감염예방행위를 효과적으로 수

행할 수 있도록 HPV 감염에 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의 변화

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여 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HPV 관련 감염예방행위 의도

는 전공과 흡연여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

데, 이는 같은 여 생을 상으로 한 연구[6]에서 전공에서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는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다. 이

러한 결과는 보건계열 전공자가 HPV 관련 교육을 비보건계열

보다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비흡연군은 흡연군에 비해 건

강관리에 한 관심이 많아 HPV 관련 감염예방행위 의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비보건계열 전공자가 

HPV 관련 감염예방행위 의도를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

를 제공하고 여 생에게 흡연과 HPV 감염 간의 관계를 교육

하고 이들이 스스로 금연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중재방안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여 생의 HPV 관련 지식, 백신접종태도 및 건강신념 및 감

염예방행위 의도의 상관관계를 검증한 결과, HPV 관련 감염

예방행위 의도는 HPV 관련 지식, 백신접종태도, 건강신념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녀 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20]서 HPV 관련 백신에 한 지식 정도가 높을

수록 HPV 관련 성 전파성 질환의 감염예방행위 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보건계열 학

생을 상으로 한 연구[21]에서 HPV 예방접종 관련 건강신념

이 높을수록 감염예방행위 의도가 높아졌다는 결과와도 일치

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 생들에게 HPV 감염과 관련된 정보

를 제공해 줌으로써 HPV 관련 백신접종태도를 긍정적으로 만

들어 주고 HPV 관련 건강신념을 높여준다면 HPV 관련 감염

예방행위 의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 생의 HPV 관련 감염예방행위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은 HPV 관련 백신접종태도 중 필요성 인식이 가장 큰 영향

요인이었으며, HPV 관련 건강신념 중 인지한 유익성 및 흡연

경험 여부 등을 포함해 설명력은 총 19.0%였다. 이러한 결과는 

HPV 백신접종에 한 필요성 인식이 HPV 관련 감염예방행

위 의도를 높이는 결과임을 암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

서 여 생들의 HPV 관련 감염예방행위 의도를 높이기 위해서

는 이들이 백신접종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HPV 백신접종에 한 교육과 홍보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된

다. 여 생의 HPV 관련 감염예방행위 의도의 또 다른 영향요

인은 HPV 관련 건강신념의 인지한 유익성으로 나타나, 같은 

여 생을 상으로 한 연구[3] 결과와 북미에 거주하는 9~26

세 사이의 총 8,079명의 여성을 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2008

년에서 2011년 사이에 출판된 22개의 연구결과를 분석[22]한 

결과와 유사하였다. 따라서, 여 생의 HPV 관련 감염예방행

위 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의 HPV 관련 건강신념을 높

일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위해 여 생들을 상으

로 HPV 관련 감염정보를 SNS나 모바일, 오프라인 등의 다양

한 매체를 통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TV 공익

광고와 같은 중적인 매체를 통해 홍보를 한다면 그 효과는 더

욱 빠르고 넓게 전파되어 여성들이 HPV 관련 건강신념의 유

익성을 지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여 생의 

흡연경험 또한 HPV 관련 감염예방행위 의도 영향요인으로 나

타났는데, 이는 HPV에 감염된 여성들 중 흡연자의 자궁경부

암 발생 위험이 비흡연자에 비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

[24] 결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여 생에게 단

순한 금연방법이 아니라 흡연이 HPV 감염에 미치는 유해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이에 한 중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사료

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여 생들의 HPV 관련 감염예방행

위 의도를 효과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HPV 감

염의 심각성을 조기 교육하여 감염예방행위의 필요성을 인식

시키고 HPV 관련 백신접종태도를 긍정적으로 만드는데 노력

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여 생들의 HPV 관련 건강신념

을 높이기 위해서는 백신접종의 유익성을 지각할 수 있도록 다

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여 생

들에게 흡연이 HPV 감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해 알려

줄 수 있는 금연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또한 필요할 것으

로 사료된다. 한편, 백신의 효능이 기 되는 여 생을 포함한 

젊은 여성을 상으로 하여 자궁경부암 위험요인을 막아 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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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의 인유두종 바이러스(HPV) 관련 감염예방행위의도 영향요인

예방하는 차원에서 HPV 감염관리에 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

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연구 상이 일부 지역 학의 여학생으

로 국내 20  여 생의 특성으로 확  해석하는 데는 신중을 기

하여야 하며 성 관련 질문과 같은 민감한 정보에 한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를 토

로 여 생의 HPV 관련 감염예방행위의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효율적 중재전략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

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 

결 론

본 연구는 자궁경부암 및 HPV 감염률이 높은 여 생을 

상으로 HPV 관련 지식, 백신접종태도, 건강신념 및 감염예방

행위 의도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HPV 질환의 감염예방행위 의

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하였다. 상자의 

HPV 관련 감염예방행위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HPV 

관련 백신접종태도의 필요성 인식의 설명력이 11%로 가장 높

았고, 건강신념의 인지한 유익성, 흡연경험 여부를 포함한 설

명력은 총 19.0%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여 생의 

HPV 관련 감염예방행위 의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HPV 관련 

감염의 심각성을 교육하고 아울러 HPV 관련 백신접종에 한 

유익성을 홍보하여 청소년과 여 생의 관심을 모으는 것이 중

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단순한 금연운동이 아니라 흡연이 

HPV 관련 감염에 미치는 유해성을 알려주어야 할 것이다. 이

를 통해 여 생들의 HPV 관련 감염예방행위의도를 효율적으

로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며 그 효과를 

검정하는 연구 또한 추후 반복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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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Statement

￭ What is already known about this topic?
The HPV-related Infection Preventive Behavioral Intention is an important issue for female 
university students. Attitude to HPV vaccination and health beliefs may influence the HPV-related 
infection preventive behavioral intention of female university students. However, there was lack of 
studies on HPV-related infection preventive behavior intention related factors for female university 
students.

￭ What this paper adds?
The attitude to HPV vaccination and the health beliefs were related with the HPV-related infection 
preventive behavioral intention of the female university students. 

￭ Implications for practice, education and/or policy
The attitude to HPV vaccination and the health beliefs should be thoroughly assessed. A strategy for 
increasing female university students’ HPV-related infection preventive behavioral intention can be 
applied as a supportive intervention to female university studen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