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1.1. 연  필

인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이하 HPV)

는 부분 성 계를 통해 감염되며 별다른 증상 없이 자

연 치유된다. 그러나 HPV 16형과 18형에 반복 으로 감

염되면 여성 생식기 암인 자궁경부암으로 진행될 수 있

다. 실제 자궁경부암 조직의 90% 이상에서 HPV가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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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는 건강신념모델을 근거로 인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HPV) 방 종 행 모형의 합도를

검증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상자는 여성 청소년 어머니 285명이며, 자료 수집은 2017년 6월부터 9월까지 하 다. 자료는

SPSS AMOS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연구결과, 여성 청소년 어머니의 지각된 유익성은 의도를 완 매개하여

방 종 행 에 향을 주고, 지각된 장애성은 의도를 부분 매개하여 방 종 행 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

종 의도는 방 종 행 를 측하는 요한 변수 고 지각된 장애성은 방 종 행 에 가장 큰 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 청소년 어머니의 HPV 방 종 과정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방 종률을 높이는 새로운 략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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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accuracy of a human papillomavirus(HVP) vaccination behavior model based 

on the health belief model. The subjects were 285 mothers of adolescent daughters and the data was collected from 

June to September, 2017.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AMOS programs. The results, perceived benefits had 

effects on the vaccinating behavior by completely mediating the intention while the perceived barriers had effects 

on the vaccinating behavior by partially mediating the intention. The vaccination intention was shown to be an 

important variable for predicting of vaccination behaviors while the perceived barrier was revealed to be the most 

influential factor for vaccination behaviors. These results could contribute to raise the understanding about HVP 

vaccination processes in the mothers of adolescent daughters and to develop strategies to enhance the HVP 

vaccinatio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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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고 이에 문가들은 HPV 감염 방에 가장 효과

인 방법으로 백신 종을 강조하고 있다[1]. 실제로 미국

과 호주에서는 2007년 백신을 도입한 후 HPV 16형과 18

형에 의한 감염률이 50% 감소했고, 스웨덴은 백신을

종한 결과 자궁 내 종양 발생률이 75% 감소했다고 보고

하 다[2]. 이처럼 HPV 백신을 국가 방 종으로 도입

한 나라에서는 련 질환 감소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국제보건기구는 성생활을 시작하기 인 9세∼13세를

HPV 방 종 최 연령으로 선정하 고[3], 부분의

국가에서도 사춘기 이 연령 여성청소년에게 종하는

것을 권장한다[4].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2016년부터 만

12세∼13세 여성 청소년을 상으로 무료 방 종을 시

작하 다. 우리나라의 2017년 HPV 백신 국가 방 종

률은 40% 정도로, 시행 시기를 감안하더라도 국외의

HPV 방 종률이나 우리나라의 다른 필수 방 종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2]. 청소년을 상으로 한 HPV 방

종은 부모와 가족들에 의해 좌우되며[5], HPV 방

종은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도 방 종률에미치는 향

이 크기 때문에 부모를 상으로 자녀의 HPV 방 종

련 연구가 필요하다[6]. 특히 어머니는 자녀의 HPV

방 종 수행에 큰 향력이 있으며[7], 건강신념은 방

종의 시작에 한 향을 미친다[8]. 한 방 종

에 한 건강신념이 HPV 의도에도 요한 향을 미칠

뿐 만 아니라, 방 종률을 높이는 요한 변수로 나타

났다[6,9].

HPV 방 종과 같은 건강증진 행 는 개인의 신념

이 매우 요하며 많이 사용되는이론은 건강신념모델이

다. 건강신념모델은 자신이 특정 질환에 걸리지도 모른

다는 지각된 민감함과 질병이 래하는 심각한 결과를

지각하고[10], 질병으로 래되는 험성을 감소시키기

해 행하는 건강 행 의 유익한 효과에 해 인식하며,

비용이나 통증 등의 장애요인보다 유익성이 더 크다는

건강신념이 선행되어야 건강 행 를 하게된다고 설명한

다[11].

국내에서 이루어진 HPV 방 종 련 요인에 한

연구는 2008년 처음으로 이루어졌으며 종의도를 연구

하 다[5]. 10여 년간 HPV 방 종 행 와 종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연구는꾸 히 진행되었으며

HPV 방 종 의도를 통해 실제 HPV 방 종 행 를

측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12], 부분의 연구가 방

종 의도에 미치는 향요인을 악하 다[7,12-14]. 그

러나 방 종 의도를 행 로 간주하기는 무리가 있으며

[15], 우리나라의 종률과 종 의도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3]. 실제로HPV 방 종 의도가 행

로 이행되는지에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강 증진행 연구의 이론 기

틀로 사용되어 온 건강신념모델을 바탕으로, 여성 청소

년 어머니의 HPV 방 종 측 요인을 알아보고자 한

다. 이를 통해 여성청소년의 방 종 과정의 이해를 증

진시키고 HPV 방 종률을증가시킬 로그램개발과

교육의 기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  목적

본 연구는 여성 청소년 어머니의 HPV 방 종 행

모형을 구축하여 합도를 검증하고 직·간 효과를

악하기 함이다.

1.3 개념적 기틀 및 가 적 형

본 연구는 여성 청소년 어머니의 HPV 방 종 향

요인을 측하기 해 건강신념모델을 기반으로 HPV

방 종 의도를 추가하여 개념 기틀을 구성하 다. 건

강신념모델은 방 종과 같은 질병을 방하기 한 행

를 도모하기 해 리 활용되고 있으며 기 구성요

소에는 지각된 민감성, 심각성, 유익성, 장애성이 있다

[11]. 건강 증진 행동을 설명하기 해 건강신념모델을

이용한 국내 연구 메타분석에서 건강신념의 구성요소가

행 에 요한 향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16]. 그러

나 건강신념은 직 행동을 변화시키기보다 의도에 향

을 주고[14], 한 건강행 의도가 행 로 이행된다고

하 다[17]. 따라서 HPV 방 종 의도를 본 연구의 개

념 기틀에 포함했다.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 결과를 토 로 외생변수는 지

각된 민감성, 심각성, 유익성, 장애성이다. 매개변수는

HPV 방 종 의도이고 내생변수는 HPV 방 종 행

로 구성하 다. 지각된 민감성, 심각성, 유익성, 장애성

은 방 종 의도를 통해서 방 종 행 에 간 향

을 주고 한 방 종 의도와 행 에 직 향을 미치

는 것으로 설정하 다. 고찰 결과 지식이나 가족력, 경제

수 등 여러 요인이 방 종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 다[7,13]. 그러나 본 연구는 유료 종이었던

HPV 방 종이 무료 종이되어 경제수 은고려하지

않았고 어머니의건강신념과 HPV 방 종 행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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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의 매개효과를 악하기 해 인구, 사회학 요인

은 제외했다.

Fig. 1. Conceptual framework

1.4. 용어  정

1) HPV 방접종에 한 건강신념

이론 정의 : 건강신념은질병을 방하기 해취하게

되는 행동의 근원이 되는 개인의믿음으로 구성요소로는

지각된 민감성, 심각성, 유익성, 장애성 등이 있다[11].

조작 정의 : 본 연구에서 HPV 방 종에 한 건

강신념은 Choi 등[5]이 건강신념모델에 근거하여 개발한

지각된 민감성, 심각성, 유익성, 장애성을 Lee, Park[18]

이 수정‧보완하여 만든 도구로 측정한 수를 말한다.

2) HPV 방접종 행

이론 정의 : 방 종 행 는 백신이나 항체를 투여

하여 바이러스에 한 항체를 형성시키는 것이다[19].

조작 정의 : 본 연구에서 HPV 방 종 행 는

상자 자녀의 HPV 방 종 이행을 말한다.

3) HPV 방접종 도

이론 정의 : 의도는 개인이 특정 행 를 수행하고자

하는 의사 정도를 의미한다[20].

조작 정의 : 본 연구에서 HPV 방 종 의도는

상자가 자녀의 방 종 행 를 얼마나 열심히 하려는

지에 한 의사 정도를 의미한다. Park, Oh[21]가 개발한

HPV 방 종 의도 도구로 측정한 수를 말한다.

2. 연  방법

2.1 연  계

본 연구는 횡단 조사연구로 여성 청소년 어머니의

HPV 방 종 향요인을 악하기 해 건강신념모델

과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가설 모형을 설정하고 실제

자료를 수집하여 모형의 합도를 검증하는 연구이다.

2.2 연  상

본 연구는 HPV 무료 종자인 여성 청소년 어머니를

상으로 하 다. 일반 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이상

인 표본크기는 200명이며, 구조 모형 분석을 해 200

∼400개의 표본이 바람직하다고하여[22], 본 연구에서는

285명을 편의 표집 하 다.

2.3 연  도

자료 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 으며 측정

도구는 원 자에게 도구 사용 승인을 받았다. 상자의

일반 인 특성은연령, 학력, 종교, 월소득, 직업, 거주지

역, 자궁경부암 방 종 상태 등을 조사하 다.

1) HPV 방접종에 한 건강신념

건강신념 도구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

항은 4 척도로서 수가높을수록 HPV 방 종에

한 건강신념이 높음을 의미한다. Lee, Park[18]의 연구에

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지각된 민감성 .71,

심각성 .74, 유익성 .74, 장애성 .62이었다. 본 연구의

Cronbach’ α 값은 지각된 민감성 .596, 심각성 .803, 유익

성 .717, 장애성 .748이었다.

2) HPV 방접종 행

본 연구에서는 HPV 방 종 행 는 방 종 여부

를 묻는 문항을 통하여조사하 으며 1차 종만 한경우

와 2차 종까지 완료한 경우 모두 ‘ 종’한 경우로 분류

하 고 1차도 종하지 않은 경우를 ‘미 종’으로분류하

다.

3) HPV 방접종 도

HPV 방 종 의도는 총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

며 각 문항은 7 척도로서 수가 높을수록 HPV 방

종 의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Park, Oh[21]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은 .96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은 .964이었다.

2.4 료 수집

자료 수집은 D 학교 생명윤리심의 원회(I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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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SB00301) 승인을 받은후 2017년 6월부터 9월까지

시행하 다. 자료수집 요청에 동의한 남, 북, 주,

서울, 경기도에 소재한 등학교, 학교를 방문하여 만

12∼13세 여성 청소년에게 연구의 목 과 차를 설명하

고설문에 응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음을 알려주었다.

해당 청소년의 결정에 따라 자유롭게 설문지를 가져가

어머니께 달하게 하 고 자녀를 통해 설문지를 받은

어머니는 연구내용과 목 , 철회가능, 익명 보장등을서

면으로동의를얻어 어머니의 윤리 측면을 고려하 다.

담임교사를 통해 수거된 설문지는 연구자가해당 학교에

서 회수하 다. 총 320부를 배부하여 290부가 회수되었

고 표기가 미비한 설문지 5부를 제외한 285부를 최종분

석에 사용하 다.

2.5 료 

수집된 자료는 AMOS 22.0과 SPSS 22.0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상자의 일반 특성 각 연구

변수에 한 서술 통계는 기술 통계로 분석하 고 변

수의 왜도와 첨도를 각각 표 오차로 나 것의 값

이 2.58 미만인 경우에는 p<.01 수 에서 정규성을 가정

하 다. 연구 도구는 Cronbach's α 값으로 신뢰도를 제

시하 고 집 타당도(convergent validity)와 별타당도

(discriminant validity)로 측정 도구의 타당도를 확인하

다. 집 타당도는CR(composite reliability)과AVE(average

variance extracted)로 검증하 다. 구조방정식의 정규성

을 검증하기 해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 고 구조모형

검증은 최 우도법을 이용하 다. 구조모형의 합도 평

가는 합지수인 X²,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R(root mean square

residual), GFI (goodness of fit index)와 증분 합지수인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ker-luwis index),

IFI(incremental fit index), 간명 합지수인 normal X² 등

을 이용하 다.

3. 연  결과

3.1 상  반적 특

본 연구 상자 285명 40∼49세가 71.9%로 많았으

며, 학력은 66.3%가 졸이상이었고, 59.7%는 종교가 있

었다. 51.2%가 월수입 400만 원 이상이었고 직업은

63.2%가 있었으며, 지방에 70.2%가 거주하고 있었다

(Table 1 참고).

Variables Categories n %

Age(year)

< 40 56 19.6

≥ 40 ∼ < 49 205 71.9

≥ 50 13 4.6

No answer 11 3.9

Education

High school 90 31.6

≥ College 189 66.3

No answer 6 2.1

Religion

Yes 170 59.7

No 114 40.0

No answer 1 0.3

Monthly family
income

< 200 15 5.3

≥ 200 ∼ < 300 47 16.5

≥ 300 ∼ < 400 67 23.5

≥ 400 ∼ < 500 73 25.6

≥ 500 73 25.6

No answer 10 3.5

Job

Yes 180 63.2

No 97 34.0

No answer 8 2.8

Residence

Seoul, Gyeonggi 84 29.5

Local area 200 70.2

No answer 1 0.4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285)

3.2 연  변수에 한 술적 통계  확 적  

상자의 건강신념 평균은 지각된 민감성 2.04 , 심

각성 2.90 , 유익성 3.09 , 장애성 2.09 이었다. 지각된

유익성이가장 높게 나타났다. 의도의 평균은 5.67 으로

높은 수 이었고 상자 자녀의 HPV 백신 1차 종률

16.1%, 2차 종률 26.0%, 미 종률 57.9% 다.

공변량 구조모형에서 기본 인 가정은 자료의 정규성

이다. 기술통계 분석 결과,  도의 범 는 –.13∼1.04,

첨도의 범 는 -.09∼1.04로 값은 모두 2.58 미만으

로 나타나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변량 정규성은 다변량 첨도를 이용한 검정을 실시한

결과, 다변량 첨도는 정규성 가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p=.270). 다 공선성 검증을 해 분산팽창지수

를 확인한결과 1.234∼1.541 값을가져 모두 10보다 작았

으며 공차한계도 .649∼.810로 .10이상이었고, 상태지수

가 100 이상인 변수가 없어 다 공선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단하 다.

본연구변수의확인 요인분석을한결과, 모든변수

가 통계 으로 유의하여(p<.001), 변수를 제하지않고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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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 다. 측정모형의 확인 요인분석 결과 AVE 값은

.537∼.880로 .50 이상이며, CR 값은 .819∼.957로 .70 이

상으로 나타나 집 타당도가 있으며, 상 계수의 제곱

값이 AVE 값보다 작게 나타나 별타당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Table 2 참고).

Variables M± S
Rang
e

z
skewness

z
kurtosis

S. E AVE CR p n %
Cron
bach’
s α

Perceived
susceptibility

2.04±
0.69

1∼4 .773 .856 <.001 .596

Perceived
susceptibility 1

1.70±
0.67

1.039 1.039

Perceived
susceptibility 2

2.38±
0.94

0.138 0.138 .372

Perceived
seriousness

2.90±
0.71

1∼4 .785 .879 <.001 .803

Perceived
seriousness 1

2.98±
0.71

-0.355 -0.366

Perceived
seriousness 2

2.82±
0.84

-0.133 -0.952 .143

Perceived
benefit

3.09±
0.63

1∼4 .732 .843 <.001 .717

Perceived
benefit 1

3.24±
0.71

-0.942 -0.942

Perceived
benefit 2

2.95±
0.71

-0.575 -0.575 .109

Perceived
barrier

2.09±
0.68

1∼4 .537 .819 <.001 .748

Perceived
barrier 1

1.74±
0.81

0.997 -0.091

Perceived
barrier 2

1.94±
0.86

0.529 -0.863 .212

Perceived
barrier 3

2.53±
1.02

0.025 -1.072 .451

Perceived
barrier 4

2.14±
0.89

0.311 -0.882 .395

Intention
5.67±
1.48

1∼7 -0.795 0.346 .881 .957 <.001 .964

Intention 1
5.66±
1.54

-0.771 0.318

Intention 2
5.67±
1.52

-0.771 0.327 .022

Intention 3
5.68±
1.47

-0.800 0.431 .023

Vaccination
behavior

Non
vaccinated

165 57.9

1st dose 46 16.1

2st dose 74 26.0

Multivariate
normality

Multivariate
kurtosis z(p)

24.915 1.103 (.270)

Model goodness of fit : X²/df=1.793(p<.001), RMSEA=.053, TLI=.973, CFI=.981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measured 

variables                            (N=285)

3.3 가 적 형  적합도 검

확인 요인 분석 결과, 여성 청소년 어머니의 HPV

방 종 측 모형이 체 으로 양호한모형임이 검증

되어 수정 없이가설 모형을 검증하 다. 본 연구 모델의

합도 지수는 SRMR과 RMSEA가 각각 .047, .045로 .08

보다 낮으며, GFI는 .955로 .90보다 높게 나타났다. 증분

합지수 TLI, CFI, IFI가 각각 .978, .985, .985로 기 인

.90보다 높게 나타났다. 간명 합지수인 Q는 1.569로 3.0

보다 낮게 나타나 반 으로 양호한 합도를 보여 가

설 모형이 합한 것으로 단되었다(Table 3 참고).

X²(p) X²/df SRMR RMSEA GFI TLI CFI IFI Q

97.277
(<.001)

1.568 .047 .045 .955 .978 .985 .985 1.569

Table 3. Model fitness statistics for hypothetical 
(N=285)

3.4 종 형  경

HPV 방 종에 한 가설 모형 분석 결과, 지각된

유익성(β=.486, p<.001)과 장애성(β=-.257, p=.004)은 의도

에 유의한 향을 주었다. 지각된장애성(β=-.433, p<.001)

과 의도는 방 종에 유의한 향요인으로 나타났다(β

=.212, p=.004). 그러나 지각된 민감성과 심각성은 방

종 행 나 의도에 유의한 향이 없었다(Table 4 참고).

Endogenous
variables

Exogenous
variables

Estimate S. E. β C.R. p

Intention ←
Perceived
susceptibility

.047 .259 .008 .181 .856

Intention ←
Perceived
seriousness

.013 .202 .005 .065 .948

Intention ←
Perceived
benefit

1.172 .239 .486 4.908 <.001

Intention ←
Perceived
barrier

-1.267 .437 -.257 -2.900 .004

Vaccination
behavior

←
Perceived
susceptibility

.063 .091 .030 .695 .487

Vaccination
behavior

←
Perceived
seriousness

.124 .069 .139 1.784 .074

Vaccination
behavior

←
Perceived
benefit

-.046 .079 -.057 -.581 .561

Vaccination
behavior

←
Perceived
barrier

-.718 .181 -.433 -3.968 <.001

Vaccination
behavior

← Intention .071 .025 .212 2.889 .004

Table 4. Path coefficient of the model

3.5 종 형  매개효과 

지각된 건강신념이 방 종 행 에 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의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 다. 지각된 유익성

은 의도를 완 매개하여 방 종 행 에 향을 주고

(β=.084, p=.005), 지각된 장애성은 의도를 부분 매개하여

방 종 행 에 향을 주었다(β=-.090, p=.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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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ogenous
variables

Exogenou
s variables

Standardize
d direct

effect β(p)

Standardized
indirect effect

β(p)

Standardized
total effect

β(p)

Vaccinatio
n behavior

←

Perceived
Benefit

-.046(.560) .084(.005) .038(.598)

Perceived
Barrier

-.718(.002) -.090(.016) -.809(.002)

Table 5. Analysis of mediation effect

4. 논

본 연구는 HPV 방 종률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나

로그램 개발의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여성 청소년

어머니를 상으로 HPV 방 종 행 에 향을 주는

변인의 효과를 건강신념모델을 바탕으로 분석하 다.

연구 상자의 HPV 방 종 건강신념은 지각된 유

익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각된 민감성은 낮게 나타

났다. 이는 동일한 도구로 측정한 여 생 상 연구[14]

와, 고등학생 상 연구 결과와 유사했다[9]. 이와 같이

건강증진 행 에 한 유익성은 높게 지각하고 있으나

질병에 한 민감성이 낮은 이유는, 연구 상자 자녀의

연령은 만12세∼13세 여성 청소년으로, 아직 어린 나이

이기에 성 으로 발생할 수 있는 HPV 감염이나 자

궁경부암 한 민감성이 낮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결혼이민여성의 HPV 방 종 건강신념은 지각된 장애

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이민여성

들이 환경과 문화가 다른 나라에 거주하면서 건강증진

행 를 수행할 경우 극복해야 할 장애 요인들이 더 많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23].

상자 자녀의 HPV 방 종률은 26%로 비슷한 연

령의 여성 청소년의 HPV 방 종률 7%[24]와 여 생

의 HPV 방 종률 20%[14]와 비교하면 본연구 상자

자녀의 방 종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HPV 국가 필

수 방 종 도입에 의한 변화로 고가의 백신 종이 무

료 종이 되었고, 더불어 보건소, 학교, 매체를 통

한 홍보와 다양한 정보 제공으로 HPV 방 종에 한

인식이 변화하 기 때문으로 단된다. 본 연구 상자

자녀의 HPV 방 종률이 다른 연구 결과보다는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2차 완료 종률은 26%로 질병 리본

부 방 종 시스템에 기록된 HPV 2차 완료 종률

41.8%보다 조한 수 이다. 방 종을 하지 않는 이유

로 남, 경북, 충남 지역에서 ‘의료기 에 방문할 시간이

없다'라고 답한 비율이 다른 도시보다 높게 나타난 결과

를 고려할 때[25], 이와 같은 차이는 본 연구 상자 부

분이 지방에 거주하는 어머니로 지역 차이에 의한 것

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HPV 종률은 42.1%, 종 의도는 80%

로 큰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미국 유럽의 여러 나라

는 자녀에 한 부모의 방 종 의도는 80%, 종률은

84%[26]로 종 의도와 종률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Trim 등[26]의 연구 역시 HPV 국가 필수 방 종 도입

2∼3년 후에 조사되었음을 고려하면, 이러한 차이가

HPV 방 종에 한 환경이나 문화에 의한 차이 인지,

그 외에 다른 향요인이 있는지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HPV 방 종 의도에 향을 주는 건강신념은 지각

된 유익성과 장애성으로 나타났고 지각된 유익성은 장애

성보다 의도에 미치는 향이 크게 나타났다. 여러 연구

에서 지각된 유익성은 의도에 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

되었고[14,27] 지각된 장애성도 의도를 높일 수 있는 요

소로 나타나[28],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해 다.

HPV 방 종 행 에 방 종 의도, 지각된 장애성

이 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는 임상 간호사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 욕창 방행 의도가 욕창 방행

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되어 본 연구결과와

유사했다[29]. HPV 방 종 행 에가장 큰 향요인은

지각된 장애성으로 나타났다. 건강신념모델에 한 메타

분석에서[30], 지각된 장애성은 가장 큰 측 요인이었고

질병 리본부의 조사에서 HPV 방 종을 거부하는 이

유가 안 성과 부작용의 문제라고 나타나 본 연구의 결

과를 뒷받침해 다[25]. 그러나 건강 증진 행 를 측하

기 한 건강신념모델 메타분석에서, 지각된 장애성, 의

도, 행동의 계가 낮게 나타났고[16], 아를 둔 어머니

의 로타바이러스 방 종에서도 지각된 장애성이 유의

하지 않게 나타나[31], 본 연구 결과와 상반되었다. 이러

한 차이는 교육방법의 차이나 증상의 심각성과 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Lee 등[16]의 메타분석에서 지각

된 장애성이 낮은 것은 과거의 겁 주기식 교육이 질병의

민감성과 심각성을 강조하다 보니 나타난 결과로 단된

다. Lee, Yang[31]의 연구 상자는 8∼12개월 이하의

유아 어머니로 자녀의 건강에 해 심이 많은 시기이

며, 로타바이러스장염은 5세 이하의 아동에게 빈번히 발

생하는 질환으로 탈수와 설사를 래하여 입원이 필요하

여 보호자의 생산성 손실과 의료비용 지출로 경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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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아의 어머니는 방 종에

여러 가지 장애가 있더라도 방 종을 하려고 더욱 노

력할 것이며 방 종 이행에 지각된 어려움은 크게

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연구의 결과, 여성 청소년 어머니의 HPV 방 종

의도는 방 종 행 를 측하는 요한 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유익성은 방 종 의도를 높이고, 지

각된 장애성은 방 종 의도를 낮추는 작용을 한다. 즉,

HPV 방 종에 한 지각된 유익성이 높고장애요인이

낮아지면 방 종 의도가 증가하고, 의도가 증가하면

HPV 방 종률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측된다.

그러나 지각된 민감성과 심각성은 방 종의도와 행

에 의미 있는 향을 미치지 않았다. HPV 방 종률을

향상시키기 해서는 HPV 방 종 의도를 높일 수 있

는 략이 필요하고 방 종 의도에 향을 미치는 지

각된 유익성을 높이고 장애성 낮추는 책이 필요하다고

단된다. 한 HPV는 성 성 질환이므로 여성만

방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트 인 남성의

HPV 방 종도 여성의 생식기 건강을 해서 요한

변수이기에[32] 국가 차원에서 남성청소년을 한 지

원체계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여성 청소년 어머니의 HPV 방

종 행 를 측하기 해 건강신념모델을 근거로 문헌

고찰과 선행연구 결과에서 도출된 개념의 계를 설명하

으므로 여성 청소년의 방 종 건강 련 이론 개발

에 기여할 것이다. 특히 기존의 건강신념모델에 포함되

지 않은 HPV 방 종 의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 으므

로 추후 방 종 행 를 설명하는 새로운 모델로 발

할 수있을 것이다. 한 2016년부터HPV 무료 방 종

상자로 선정된 여성 청소년 어머니 상 연구로 간호

연구자에게 다양한 상자에 한 건강신념모델의 용

가능성을 조사하고 각 변인 간의 계를 분석하기 한

많은 연구를 유도하여 건강신념모델의 설명력을 증진시

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  및 제언

본 연구는 여성 청소년 어머니의 HPV 방 종에

향을 미치는 변인의 효과를 분석하 다. 건강신념모델을

기본틀로 하여 방 종 의도의매개효과를 검증하 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여성 청소년 어머니의 HPV 방

종률 증가를 한 방 종 의도를 높이기 해서는 질

병에 한 민감성과 심각성을 강조하는 교육이나 캠페인

에 많은 자원을 투자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그보다

HPV 방 종의 유익성을 주지시키고 장애요인을 감소

시키기 해 국가는 방 종의 유익성과 부작용에 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 백신의 안 성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연구자의 편의에 따라 임의표집되어 주로

지방 지역에 거주하는 어머니를 상으로 조사한 연구로

일반화하기는 무리가 있으며, 추후 여러 지역의 상자

를 반복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한 건강증진 행 에 향

을 미칠 수 있는 건강상태, 지식수 등인구 사회학 인

특성을 고려한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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