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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세계 으로 자궁경부암은 여성암 에서 두 번째로 

흔한 암으로, 여성암으로 인한 사망  7.5%가 자궁경

부암으로 인한 것이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14).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 자궁경부암 검진사업

이 실시되면서 체 여성암  자궁경부암 발생률은 

1999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3.7%씩 감소하고 있지

만, 15-34세 사이의 은 여성에서의 발생률은 3 로 

여 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National Cancer 

Information Center, 2015). 한 건강심사평가원에 

따르면 30  미만의 여성도 매년 약 2천명 이상 자궁경

부암 진료를 받는 것으로 보고되었다(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2016). 이와 같이 

자궁경부암이 발생하는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양상으로 

인하여 은 여성을 상으로 한 자궁경부암 방과 

리가 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Kang, Kim, Noriyo, 

Cho, & Lim, 2017; Kim, Lee, Park, Kim, Kim, & 

O, 2009;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2016).

인유두종 바이러스(Human Papilloma Virus, 이

하 HPV) 감염은 자궁경부암의 원인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이로 인해 자궁경부암은 다른 암과는 달리, 이 

바이러스의 백신으로 방이 가능하다. 자궁경부암 

방을 한 HPV백신이 개발된 후 미국식품의약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은 2006년 HPV

백신 종을 승인하 고 백신 종의 효과를 높이기 

해서는 성  에 노출되기 이 에 HPV백신을 종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0;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4). 미국, 국, 랑스 등을 비롯한 58개국에서는 

HPV백신 종을 필수 방 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4) 이는 종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Kessels, Marshall, Watson, 

Braunack-Mayer, Reuzel, & Tooher, 2012). 백

신 종률을 살펴보면, 국의 경우 성인여성의 백신 

종률은 86.7%(Public Health England, 2014), 미

국은 40%(Markowitz et al., 2013)로 나타났다. 이

에 반해 우리나라는 HPV백신 종률에 한 공식 인 

통계는 없는 실정이지만 국내 선행연구에 의하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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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의 종률은 11.2∼25.3%(Bang et al., 2012; 

Lee & Oh, 2015), 기혼여성의 종률은 6.1∼

19%(Lee, Chang, Cho, Park, & Park, 2017; 

Park & Oh, 2014)로 조한 실정이다. 이에 한국 여

성의 자궁경부암 방을 한 방안으로 HPV백신 종

률을 높이기 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Jun, 2010; 

Lee, Han, Park, & Ryu, 2015; Lee & Oh, 

2015).

최근 HPV백신 종에 한 심이 높아짐에 따라 

그에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 

HPV백신 종의 련요인에 한 연구는 2008년 처음

으로 Choi 등(2008)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종의도

를 종속변수로 하 다. HPV백신 종의도를 통해 실제 

HPV백신 종을 측할 수 있으므로(Lee, 2014) 

HPV백신 종의도에 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는 연

구도 의미가 있다. 이후 10여 년간 HPV백신의 종  

종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연구는 꾸 히 

진행되었으며 상자의 나이, 경제  수 , HPV백신 

종에 한 지식  태도, 건강신념, 백신의 안정성에 

한 걱정, 종에 한 정보 등이 백신 종과 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ang et al., 2012; Jun, 

2010; Lee & Oh, 2015). 그러나 HPV백신 종과 

종의도에 한 련요인에 하여 체계 으로 종합하

여 분석한 연구는 아직 없다. 따라서 재까지의 선행 

연구 결과를 체계 으로 고찰함으로써 최근의 연구 결

과들을 종합하고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인여성을 상으로 진행되어 

온 HPV백신 종과 종의도에 련한 향요인에 

한 연구를 체계  고찰하고, 결과를 분석 제시함으로서, 

한국 여성들의 HPV 백신 종률을 높이기 한 연구와 

정책 방향에 한 의미 있는 제언을 하고자 한다.

2. 연구 목

본 연구는 성인여성을 상으로 HPV백신 종과 

종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국내 연구의 체계

 고찰을 통하여 HPV백신 종에 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HPV백신 종률을 높이기 한 정책과 

로그램 개발을 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며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 여성을 상으로 한 HPV 백신 종  

종의도 련 연구의 출 황, 연구설계, 연구 분야 

 연구 상자를 확인한다.

∙둘째, 성인 여성의 HPV 백신 종  종의도에 미

치는 주요 련요인을 확인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한국 성인여성의 

HPV백신 종과 종의도에 련한 요인을 연구한 논

문을 기반으로 여성의 HPV백신 종에 한 향요인

을 분석하기 한 체계  문헌고찰 연구이다.

2. 분석 상

본 연구의 상논문은 우리나라에 HPV백신 보 이 

승인된 2007년부터 출 된 연구 논문을 상으로 하

으며 연구자의 선정기 에 의해 최종 확정된 총 9편의 

연구논문을 상으로 하 다. 종의도는 종여부와는 

다르지만 종의도에 미치는 요인을 함께 악하는 것

이 궁극 으로 향후 국내 HPV 종과 련된 연구  

정책 방향 결정에 필요한 정보일 것으로 사료되어 종

여부와 종의도의 종속변수 두 가지를 모두 본 연구의 

분석 상 논문으로 포함하 다.

3. 자료 수집 방법

1) 자료검색

자료검색은 2017년 3월 4일부터 5월 19일까지 시

행되었으며 2007년부터 2017년 5월까지 국내·외 학술

지에 게재된 연구 논문을 상으로 실시하 다. 검색에 

활용된 국내 데이터베이스로는 RISS, KISS, DBpia, 

NDSL을, 국외 데이터베이스로는 PubMed와 CINAHL

을 이용하 다. 주요 검색어는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

신’, ‘자궁경부암’, ‘백신 종’, ‘ 종의도’, ‘HPV [MeSH]’,  

‘Vaccination [MeSH]’, ‘Uterine cervical neoplasms 

[MeSH]’, ‘vaccination intention’를 용하 으며, 

포함된 문헌의 참고문헌목록을 수기로 검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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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Flow-chart of Included Articles Through the Literature Search.

2) 자료 수집과 선별

문헌의 선정  제외기 은 문헌 검색  결정되었으

며 체계  문헌 분석방법에 하여 교육을 받은 연구자 

2명에 의하여 독립 으로 이루어졌다. 체계  분석 

상 논문의 선정기 은 성인 여성을 상으로 HPV백신 

종  종의도에 미치는 요인에 한 연구를 진행한 

논문으로 하 으며 한국어나 어로 출 된 논문을 포

함하 다. 상자에서 남성이 포함된 연구, 학  논문, 

재 연구, 질  연구(면담에 의한 서술 연구), 메타분

석, 종설 연구는 상에서 제외하 다. 

자료검색은 연구자가 수립한 문헌검색 략을 토 로 

선정하 으며, 단계별 문헌선택 과정의 황을 자세히 

기술하기 하여 PRISMA의 흐름도를 사용하 다. 검

색한 최  논문은 총 193편(국내 110편, 국외 83편)이

었으며, 이 가운데 복된 논문 104편을 제외하 다. 

남은 89편에 해 두 명의 연구자가 자료 선정기   

제외기 에 따라 제목과 록 내용을 확인하여 69편을 

제외하 다. 1차 선별된 총 20편의 논문을 동일한 기

과 과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자녀에 한 어머니의 

종의도가 결과변수로 포함되어 선정기 에 부합하지 않

는 연구 8편, 포스터 발표 연구 1편, 질  연구 2편을 

제외함으로서 최종 9편의 논문을 선정하 다(Figure 

1).

4. 문헌 질 평가

문헌의 질 평가는 Joanna Briggs Institute(JBI)

의 질 평가 도구(Critical appraisal checklist for 

observational studies)  ‘JBI의 찰연구를 한 

질 평가도구’를 사용해 평가하 다(Pearson, Field, & 

Jordan, 2006). 본 도구는 총 5개의 문항으로 ‘연구

상자는 무작  는 유사무작  할당되었는가?’, ‘연구

상자 선정기 은 명확한가?’, ‘객  기 에 따라 결

과가 서술되었는가?’, ‘그룹 간 비교 시 서술이 충분하

는가?’, ‘ 한 통계 분석방법이 사용되었는가?’ 으로 

구성되어 있다. 체계  고찰을 한 양  연구의 선정기

(Pearson, Field, & Jordan, 2006)에 따라 9편의 

논문이 5  만 에 3  이상으로 평가되어 체계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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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Quality Assessment of Selected Studies (N=9)

Study

number
Author (year)

Item number of critical appraisal form
Total

1 2 3 4 5

[1] Lee et al. (2015) 0 1 1 1 1 4

[2] Lee (2014) 0 1 1 1 1 4

[3] Seong et al. (2014) 0 1 1 1 1 4

[4] Kang et al. (2013) 0 1 1 1 1 4

[5] Bang et al. (2012) 0 1 1 1 1 4

[6] Bang et al. (2011) 0 1 1 0 1 3

[7] Lee et al. (2011) 0 1 1 1 1 4

[8] Jun (2010) 0 1 1 1 1 4

[9] Choi et al. (2008) 0 1 1 1 1 4

을 한 문헌으로 선정하 다(Table 1).

5.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문헌 선정방법에 의하여 최종 

선정된 9편의 논문의 특성을 분석하여 연구분야, 종속

변수, 연구 상자, HPV 련 지식측정도구 등을 검토하

다. 논문의 내용에 하여는 HPV 백신 종에 향을 

미치는 련요인을 검토하여 통계 으로 유의미한 요인

들을 추출하 다. 자료 분석의 타당성과 정확성을 확보

하기 하여 두 명의 연구자가 각각 독립 으로 논문검

토를 실시하 으며, 평가결과에 한 평가자간의 일치

도를 비교하 다. 

Ⅲ. 연구 결과

1. 선정된 문헌의 특성

성인여성을 상으로 HPV 백신 종에 향을 미치

는 요인에 한 체계  고찰을 해 선정된 논문은 총 9

편이었다. 제 1 자의 공에 따른 학문  배경은 간호

학이 6편(66.7%)로 가장 많았고 의학이 2편(22.2%), 

기타분야가 1편(11.1%)이었다. 종속변수의 경우 백신

종이 5편(55.6%)이었고 종의도가 4편(44.5%)이

었다. 이론  모델 용 여부는 4편(44.4%)의 논문에

서 이론  기틀을 사용하 으며, 사용된 이론으로는 ‘건

강신념모델’을 사용한 논문이 3편이었고, 계획된 행 이

론을 사용한 논문이 1편이었다. 연구 상자 수를 검토

한 결과 201명∼600명을 상으로 한 논문이 5편

(55.6%)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자 수 700명 이상의 

논문은 2편(22.2%)이었다. 연구 상자는 여 생을 포

함하여 20  여성으로 국한하여 연구한 논문이 6편

(66.7%)으로 가장 많았다(Table 2).

2. HPV 백신 종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 

1) 사회경제  상태: 연령, 경제  수 , 교육수

체 9편의 논문  6편(66.7%)의 논문에서 연령을 

포함한 사회경제  상태(Socioeconomic Status, SES)

를 측변수에 포함하 고 연령, 경제  수 과 교육수

이 HPV백신 종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

다. 3편의 논문에서는 상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HPV 

백신 종이 유의하게 증가하 고(Bang et al., 2012; 

Choi et al., 2008; Kang & Jun, 2013), 1편의 논

문에서는 상자의 연령이 많을수록 HPV 백신 종이 

유의하게 증가하 다(Lee & Park, 2011). 1편의 논

문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Seong & 

Kim, 2014). 경제  수 은 5편의 논문에서 소득이나 

용돈이 많을수록 HPV 백신 종이 유의하게 증가하

다(Bang et al., 2011; Bang et al., 2012; Choi 

et al., 2008; Kang & Jun, 2013; Lee & Park, 

2011). 2편의 논문에서 교육수 이 높을수록 HPV 백

신 종이 유의하게 증가하 지만(Bang et al., 2012; 

Choi et al., 2008) 1편의 논문에서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Kang & Jun, 2013) (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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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ummary of Selected Studies 

Author 

(year)

Study field 

of first author

Dependent 

variable
Theoretical model Study setting

Sample size

(Population)

Lee et al.

(2015) 
Nursing Vaccination

Questions derived 

from Health 

Belief Model

Five universities

N=546

(Female university 

students)

Lee 

(2014) 
Nursing

Vaccination 

intention

Theory of 

Planned Behavior
One university

N=254

(Female university 

students)

Seong et al.

(2014) 

Business 

administration
Vaccination - University

N=488

(Women in their 

twenties)

Kang et al.

(2013) 
Nursing

Vaccination 

intention
- Three churches

N=110

(Married women)

Bang et al.

(2012) 
Medicine Vaccination - One university

N=348

(Female university 

students)

Bang et al.

(2011) 
Nursing Vaccination - Five universities

N=200

(Female university 

students)

Lee et al.

(2011) 
Nursing Vaccination

Questions derived 

from Health 

Belief Model

University

N=777

(Female university 

students)

Jun 

(2010) 
Nursing

Vaccination 

intention
-

Community health 

center

N=474

(Women)

Choi et al.

(2008) 
Medicine

Vaccination 

intention

Questions derived 

from Health 

Belief Model

One hospital
N=975

(Women)

Table 3. Factors related to HPV Vaccination among Korean Adult Women

Variables Characteristics
p<.05

p>.05
(+) (-)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ge [1]* [4], [5], [9] [3]

Income or allowance
[4], [5], [6]

[7], [9] 

Academic background [5], [9] [4]

Knowledge Total [3], [8,] [9] [6], [7]

Knowledge of HPV vaccine [1], [4], [5]

Knowledge of HPV [1], [4] [5]

Knowledge related cervical cancer [1], [5]

Health belief Attitude [2], [8]

Perceived susceptibility [9] [1]

Perceived severity [9] [1]

Perceived benefit [1]

Perceived barrier [1]

Experience Experience of Pap test [1], [4]

Recommended by family or health 

professional
[2], [6], [7], [9]

Ever heard HPV [1], [3], [6]

*Study numbers are derived from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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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PV 련 지식

체 9편의 논문  8편(88.9%)의 논문에서 HPV

종과 련된 지식을 측정하 다. 지식을 측변수로 

측정한 논문 8편  5편의 논문에서는 HPV 백신에 

한 지식에 자궁경부암을 포함하여 측정하 고 3편의 논

문에서는 자궁경부암 련한 지식, 인유두종바이러스에 

한 지식, HPV 백신에 한 지식으로 구분하여 측정

하 다. HPV 백신에 한 반 인 지식을 측정한 5편

의 논문  3편의 논문에서 지식이 많을수록 종 가능

성이 높다고 보고하 고(Choi et al., 2008; Jun, 

2010; Seong & Kim, 2014), 2편의 연구에서는 

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하 다(Bang et al., 2011; 

Lee & Park, 2011). 한 지식을 세부 으로 구분한 

3편의 논문에서 자궁경부암 한 지식, HPV에 한 지

식은 련성이 없지만 HPV 백신에 한 지식은 HPV 

백신 종과 유의하게 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Bang et al., 2012; Kang & Jun, 2013; Lee & 

Oh, 2015).

선정된 논문들에서 사용한 HPV백신 련 지식 측정

도구에 하여 살펴본 결과, 1가지 는 2가지 원도구

에서 문항을 부분 으로 가져와 자가 임의 로 구성

한 논문이 3편(Kang & Jun, 2013; Lee & Oh, 

2015; Lee & Park, 2011), 문헌고찰을 통해 자가 

개발한 도구를 사용한 논문이 3편으로 확인되었다

(Choi et al., 2008; Jun, 2010; Seong & Kim, 

2014). Kim과 Ahn(2007)이 개발한 HPV백신 련 

지식 측정도구와 Lee(2010)가 개발한 자궁경부암과 

HPV 련 지식 측정도구를 그 로 사용한 논문이 각 1

편으로 확인되었다(Bang et al., 2011; Bang et al., 

2012). HPV 련 지식 측정도구의 신뢰도의 경우 

체 8편의 논문  3편의 논문(Bang et al., 2011; 

Jun, 2010; Kang & Jun, 2013)에서만 측정도구의 

내  일 성을 검증하여 제시하고 있었다(.80∼.92). 

HPV백신 련 지식 측정도구의 타당도는 2편의 논문

(Jun, 2010; Lee & Park, 2011)에서 여성건강 간

호학 교수나 산부인과 의사 등 문가의 자문을 받은 것

으로 제시하고 있었다(Table 4).

3) 건강신념  태도

체 9편의 논문  3편(33.3%)의 연구에서 건강신

념모델에 근거하여 ‘지각된 민감성’, ‘지각된 심각성’, ‘지

각된 유익성’, ‘지각된 장애성’ 등을 측정하 다. 2편의 

논문에서 HPV 백신 종에 하여 지각된 민감성, 지각

된 심각성, 지각된 유익성, 지각된 장애성이 HPV 백신

종과 유의하게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oi et 

al., 2008; Lee & Oh, 2015). 태도는 2편(22.2%)

의 논문에서 HPV 백신 종에 하여 정 인 태도를 

가질수록 HPV백신 종이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보

고되었다(Jun, 2010; Lee, 2014). 

4) HPV 백신 종과 련된 이  경험

연구 상자의 HPV 백신 혹은 자궁경부암 선별검사

와 련된 경험들이 HPV 백신 종과 련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자궁경부암 선별검사의 경험여부(Kang 

& Jun, 2013; Lee & Oh, 2015),  HPV 백신 종

에 한 가족이나 의료진의 권유경험(Bang et al., 

2011; Choi et al., 2008; Lee, 2014; Lee & 

Park, 2011)과 고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HPV 백신

에 해 들어본 경험(Bang et al., 2011; Lee & Oh, 

2015; Seong & Kim, 2014)이 유의한 측변수로 

확인되었다.  

 

Ⅳ. 논    의

본 연구는 한국의 성인여성에 있어서 HPV백신 종 

 종의도에 미치는 향을 체계  문헌고찰 방법을 

통하여 연구들의 특성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연구  정

책방향을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상자의 사회경제  상태  연령, 경제  수 과 

교육수 이 HPV백신 종과 련이 있다는 연구결과

의 비 이 높았다. 상자의 연령의 경우, 3편의 논문에

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종률이 높았다. 반면 1편의 논

문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지만 이는 20세 보다는 21세 이상에서 유의하 다는 

것이었으므로(Lee & Park, 2011) 더욱 다양한 연령

군을 상으로 한 추후 반복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4편

의 논문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HPV백신 종은 연령

과 련이 높으며 이는 은 성인에서 부분 이루어진 

것을 의미한다. 이는 HPV백신 종 상자를 이 에는 

9∼26세로 권장한 결과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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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haracteristics of HPV Knowledge Measurement Tools used in 8 Studies

Author

(year)

Original 

developer 

(year)

Revised Categories
Number 

of items 
Reliability Validity

Lee et al.

(2015)

Lee & Park 

(2011)
Revised

∙Knowledge related cervical 

cancer 

∙Knowledge of HPV 

∙Knowledge of HPV 

vaccine 

10

10

5

Not 

reported

Not 

reported

Seong et al.

(2014) 
N/A Developed

∙Knowledge of HPV 

vaccine
7

Not 

reported

Not 

reported

Kang et al.

(2013) 

Kim & Ahn 

(2007)
Revised

∙Knowledge of HPV 

∙Knowledge of HPV 

vaccine 

9

5

.92

.85

Not 

reported

Bang et al.

(2012) 
Lee (2010) Not revised

∙Knowledge related cervical 

cancer 

∙Knowledge of HPV 

∙Knowledge of HPV 

vaccine 

10

10

3

Not 

reported
N/A

Bang et al.

(2011) 

Kim & Ahn 

(2007)
Not revised

∙Knowledge of HPV 

vaccine
20 KR= .87 N/A

Lee et al.

(2011) 

Kim & Park 

(2009)

Kim & Ahn 

(2007)

Revised
∙Knowledge related cervical 

cancer and HPV 
23

Not 

reported

Reviewed by 

health care 

providers

Jun 

(2010) 
N/A Developed

∙Knowledge of HPV 

vaccine
12 .80

Reviewed by 

health care 

providers

Choi et al.

(2008) 
N/A Developed

∙Knowledge of HPV 

vaccine

Not 

reported

Not 

reported

Not 

reported

나 최근에는 26세 이후 여성에 한 HPV백신의 효과

가 보고되어 종가능 연령으로 27∼45세가 권고되고 

있으므로(Kim, Park, & Park, 2010) 이 부분에 

한 극 인 홍보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경제  수 과 련하여 5편의 논문에서 가계의 소득

이나 용돈이 많을수록 HPV 백신 종이 유의하게 증가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방 종의 비용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국가에서 비용의 보조가 

되지 않는 방 종의 경우 경제  수 이 방 종을 

이행하는데 요한 요인이 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Kessels et al., 2012; Lee & Yang, 2017). 국외

의 여성 청소년 상으로 HPV 방 종 련 고찰연구

에 따르면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이탈리아, 덴마트, 호

주, 국, 포르투갈 등에서는 정부주도하에 학교단  

는 의료진을 통하여 무료 방 종을 실시하고 있었다

(Kessels et al., 2012). 캐나다에서 이루어진 HPV백

신 종에 한 문헌고찰 연구에 의하면, 국가에서 제공

하는 종비 지원 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의 HPV 

방 종률이 직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사람들에 비해 

4.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ird, Obidiya, Mahmood, 

Nwankwo, & Moraros, 2017). 국내에서도 HPV백

신 방 종률을 향상시키려면 비용을 국가  차원에서 

보조  해결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

료된다. 

총 9편 분석논문  8편의 논문에서 HPV백신 련 

지식수 을 측정하 다. 이는 HPV백신 련 지식이 

방 종 의도를 향상시켜 방 종률을 높이는 매우 

요한 요인임을 의미하여 이는 국외의 연구결과와 일치

한다(Kessels et al., 2012). 부분의 연구에서 사용

한 지식 측정도구는 기존의 개발된 지식도구를 연구자

가 수정·보완하여 사용하 으므로 다른 연구결과와 직

으로 비교하기에는 다소 제한 이 있다. 지식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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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로 확인한 연구  Jun (2010)의 연구에서는 

5.85 (백분율 환산 시 48.75 ), Lee 등(2011)의 

연구에서는 13.8 (백분율 환산 시 59.8 )으로 비슷

한 수 으로 나타났으며, 지식 수가 높을수록 HPV 

백신 종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Bang 등(2012)과 

Lee 등(2015)의 연구에서는 지식문항을 자궁경부암지

식, 인유두종바이러스 지식, HPV백신 지식으로 나 어 

비교하 으며 자궁경부암지식과 인유두종바이러스 지식

보다는 HPV백신 지식이 높을수록 종률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백신 종에 한 교육내용에는 학

문 인 자궁경부암지식과 인유두종바이러스 지식보다는 

HPV백신 종에 한 실용 인 정보에 을 둔 교육

과 홍보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HPV백신 련 지식 측정도구의 경우 많은 연구에서 

연구자의 필요에 따라 도구를 수정 는 개발하여 사용

함으로써 타당도에 한 평가가 새롭게 요구되지만 이

를 수행한 연구는 체 8편  2편밖에 확인되지 않았

다. HPV백신 련 지식을 측정하기 한 문항수도 7∼

25문항으로 다양하여 지식수 의 차이를 비교하기가 어

려운 실정이다. 한 2편의 연구에서 수정 없이 그 로 

사용한 지식 측정도구는 2007년과 2010년에 개발된 

도구이다. 따라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일반화가 

가능한 HPV백신 련 지식 측정도구의 개발과 꾸 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건강행 의 실천은 지

식의 수 과 계가 있으므로 HPV백신 종과 지식수

의 계에 한 연구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Kessels et al., 2012). 그러나 인터넷과 SNS 등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정보의 근성이 다양해지고 

반 인 지식의 수 이 높아짐에 따라 지식수 에만 근

거하여 행 를 측하기에 부족할 수 있다(Kim & 

Cheon, 2015).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기존의 단순

한 지식의 수 보다는 백신의 험성, 백신에 한 잘못

된 정보습득, 백신의 이   효과에 따른 의사결정능력

과 같은 새로운 변수의 측정도구가 필요할 것이다. 

개인의 건강신념은 방 종과 같은 건강증진 행 를 

향상시키기 한 요한 변수로 HPV백신 종 련요

인을 확인하기 하여 3편의 연구에서 측정되었다. 19

세∼67세의 여성을 상으로 한 Choi 등(2008)의 연

구에서는 지각된 심각성과 지각된 민감성이 유의한 변

수로 나타났으나 여 생을 상으로 한 Lee 등(2015)

의 연구에서 지각된 심각성은 높은 반면, 지각된 민감성

은 낮게 나타나 지각된 심각성과 지각된 민감성은 유의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학생인 연구 상

자들이 자궁경부암이 심각한 질병이라고 생각하지만 자

신이 그 병에 걸릴 민감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생을 상으로 하는 홍

보를 할 때에는 인식 환을 하여 자궁경부암의 발병

의 나이가 어려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자궁경부암의 심

각성과 자궁경부암 방에 필요한 백신 종의 유익성

을 강조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HPV백신 종과 련된 이  경험의 결과분석에 따

르면 자궁경부암 선별검사 경험, 가족이나 의료진으로

부터의 권유 경험, HPV백신에 해 들어본 경험이 백

신 종여부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HPV

백신 종을 한 상자들은 학교에서의 홍보, 텔 비

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HPV백신에 하여 들어본 

이 있다고 하 으며(Bang et al., 2011; Lee & Oh, 

2015; Seong & Kim, 2014) 이는 매체를 통하

여 정보에 많이 노출될수록 백신 종률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 건강공익 고는 건강증진 행

에 한 인식, 태도  행 에 상당한 향을 주므로

(Kim & Cheon, 2015) 텔 비 이나 인터넷 등 다양

한 경로를 통하여 HPV백신 종에 한 공익 고를 지

속 으로 하는 것이 종률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체계  문헌고찰 연구로 국내 성인여성의 

HPV백신 종 련요인의 특성을 분석하 지만 다음

의 한계가 있다. 국내의 HPV백신 보 이 비교  최근

의 일이고, 이에 따라 HPV백신 종과 종의도에 

한 연구도 최근에 이루어진 결과 연구 상 기간이 10년

에 불과하 고 이로 인해 상연구가 9편에 불과하다는 

은 이 연구가 가지는 한계 이라 할 수 있다. 추후 연

구에서는 연구 상자를 확 하여 남성과 남학생을 포함

하여 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한 서술  조사

연구를 본 고찰의 상으로 하 다는 도 제한 이 될 

수 있어 차후 HPV 백신과 련된 재연구를 상으로 

그 효과를 살펴본 문헌고찰 혹은 메타분석이 앞으로 필

요하다고 사료된다. 

와 같은 제한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HPV백신 

종  종의도에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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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연구를 체계 으로 검색하고 고찰함으로서, 성인여

성의 HPV백신 종의 향요인을 확인하 고, 앞으로 

HPV백신 지식 측정도구의 개발과 공익 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HPV 백신 종 방법, 안정성과 효과에 한 

명확한 정보에 을 둔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

하 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국내 성인여성을 상으로 HPV백신 종 

 종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한 선행 연구

들을 체계 으로 고찰하 다. 백신 종에 향을 미치

는 유의미한 주요 결과변수로는 연구 상자의 연령, 경

제  수 , 교육수 , 지식수 , 건강신념  태도, 이

의 경험으로 나타났으며, 이  지식이 가장 많이 연구

된 변수로 나타났다. 경제  수 과 교육수 이 HPV백

신 종에 향을 미치며 이는 국외 연구결과와 동일하

다. HPV백신에 한 지식을 측정하기 하여 사용된 

도구는 연구자의 임의로 도구를 조합하거나 개발하여 

사용한 연구가 부분이었으며, 수정된 도구에 한 신

뢰도  타당도에 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연구가 

많은 것을 확인하 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실질 인 HPV백신 종률 향상

을 해서는 미국과 호주의 경우처럼 청소년을 상으

로 HPV백신을 필수 방 종에 포함하거나 캐나다의 

경우처럼 HPV백신 종 비용의 부담감 해소를 한 비

용보조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백신 종

에 한 심과 수용성을 높이기 한 홍보가 요하며, 

이를 해서는 공익 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HPV 백신

종 방법, 안정성과 효과에 한 실용 인 정보에 지속

으로 노출이 될 수 있는 략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

막으로 본 연구에서 요한 변수로서 지식을 측정할 수 

있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도구를 개발할 것을 제

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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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actors Influencing HPV Vaccination and Vaccination Intention 

among Korean Adult Women: A Systematic Review 

Lee, Shinae (Doctoral Student, The Graduate School, Ewha Womans University)

Kang, Sook Jung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Ewha Womans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of HPV vaccination 

and vaccination intention among Korean adult women through a systematic review. 

Methods: A systematic review was conducted across international and domestic electronic 

databases and nine of 193 studies were identified for this review. Results: Meaningful 

variables influencing HPV vaccination and its intention included socioeconomic status (age, 

economic level, and education level), knowledge level, health beliefs, attitudes toward HPV 

vaccination, and previous experiences. Economic level and knowledge influenced HPV 

vaccination and vaccination intention, which was consistent with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Eight studies measured knowledge level regarding cervical cancer or HPV 

vaccination; however some instruments lacked reliability and validity report. Conclusion: 

There is a need for governmental support to reduce the burden of HPV vaccination cost, to 

publicize the benefits and to provide general information regarding HPV vaccination. Finally,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instrument with confirmed reliability and validity to measure 

HPV knowledge. 

Key words : Human papillomavirus vaccination, Vaccination intention, Adult women, Systematic 

revie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