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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to determine how attitude, subjective norm,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PBC) were 
related to parents' intentions to vaccinate their sons in elementary school against human papillomavirus (HPV), 
applying the updated theory of planned behavior. Two hypotheses were examined: PBC would moderate the 
relationship of attitude to intention and subjective norm to intention, respectively. Methods: This was a cross-sectional 
study with 231 participants recruited in November, 2018. Inclusion criteria for the participants were parents with 
5th-6th grade boys in elementary schools. The moderation effects of the hypotheses were analyzed using the 
PROCESS macro for SPSS. Results: PBC significantly moderated the relationship of attitude to intention on HPV 
vaccination. The simple effect of attitude to intention was significant under three different levels of the PBC (low, 
moderate, and high), but the magnitudes of the relationships were not homogeneous. The magnitud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ttitude and intention was the lowest for the parents with the low level of the PBC. In the 
relationship of subjective norm to intention on HPV vaccination,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PBC was not supported. 
Subjective norm and PBC directly predicted the intention on HPV vaccination. Conclusion: In order to promote the 
parents' intentions to vaccinate their sons in elementary school against HPV, we need a program that can improve 
parents’ attitude, subjective norm, and PBC, requiring special attention to the parents with the low P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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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세계적으로 볼 때, 10대를 포함해 매년 약 1,4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인유두종 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HPV)에 

감염되며, 이 중 21,100명의 여성과 14,700명의 남성들이 HPV 

관련 암에 걸린다고 한다. HPV 감염은 대부분(10명 중 9명) 2

년 이내에 자연적으로 치유된다[1]. HPV는 생식기 사마귀를 

유발하고, 더 나아가 자궁경부, 질, 외음부, 음경, 항문, 인두,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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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 피부와 폐 부위의 암으로도 이어진다[2-4]. 

HPV는 현재 200여 종이 알려져 있는데, 이 중 40여 종이 질, 

음경, 항문 및 구강성교 등의 성적 접촉을 통해 감염된다[2]. 

HPV 양성인 남성의 여성파트너와 HPV 양성인 여성의 남성

파트너를 비교했을 때, HPV 양성인 남성의 여성파트너가 

HPV 감염에 더 쉽게 영향을 받으며, 감염상태도 더 오래 지속

된다[5]. 그러므로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서도 HPV 감염에 대

한 예방이 중요하며, 그 방법이 HPV 백신 예방접종이다[1].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남자도 HPV 백신접종을 받을 수 있

다는 것과, HPV가 암 발생의 잠재적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6]. 미국 예방접종자문위원

회(Advisory Committee on Immunization Practices)에서

는 효과적인 예방접종을 위해, 첫 성행위가 시작되기 전의 

11~12세 청소년에게 HPV 백신접종을 권고하고 있다[7]. 그 

일환으로, 일부 선진국에서는 남자 청소년에게도 HPV 백신접

종을 국가예방접종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다. 호주는 2013년 최

초로 남아에 대한 HPV 백신접종을 국가예방접종 프로그램으

로 도입하였다[8]. 이외에 캐나다 일부 주(앨버타, 노바스코샤, 

브리티시 콜롬비아, 퀘벡, 매니토바 및 온타리오)에서도 만 

9~14세 남아에게 HPV 백신 국가무료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9]. 이에 반해, 한국은 2016년부터 국가필수예방접종 정책으

로 만 12세 여자 청소년에게만 HPV 백신 무료접종을 실시하

고 있다[10]. HPV 백신 접종은 성 접촉 감염병 및 각종 암, 재

발성 호흡기 유두종(Recurrent Respiratory Papillomatosis, 

RRP)과 같은 질병을 예방하여 남성의 건강 유지 및 경제적 부

담을 줄여 줄 수 있다[11]. 그러나 우리나라는 남자 HPV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무방비한 상태이다. 따라서 남자들의 HPV 

백신접종, 특히 접종이 권고되는 연령의 9~14세에 있는 청소

년에 대한 HPV 백신접종의 중요성이 부각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최근 우리나라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 어머니를 대상으로 

아들에 대한 HPV 백신접종률에 대한 조사결과,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12]. 이 결과는 우리나라 남자 청소년에 대한 HPV 

백신접종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단편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남자 청소년에 대한 HPV 백신접종 향상

에 관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함을 의미한다. HPV 백신접종 권

장연령에 있는 청소년이 백신접종을 받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HPV 백신접종 여부는 부모가 자

신의 아이들에게 접종을 시킬 것인가 하는 접종의도에 의해 좌

우된다[13,14]. 따라서 청소년의 부모를 대상으로 HPV 백신접

종 의도를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 국내 연구를 살펴보

면, 대부분 청소년 딸을 둔 부모를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

다[15-18]. 여중생 딸을 둔 어머니[15], 초등학생 자녀를 둔 어

머니[16], 청소년 딸을 둔 어머니[17]의 HPV 백신접종 의도는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가 HPV 백신접종 의도에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초등학생 딸을 둔 어머니[18]의 

HPV 백신접종 의도에 영향요인은 태도와 주관적 규범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대상자들의 특성에 따라 HPV 백신접종 의도

와 관련된 변수들이 부분적으로 달랐으며, HPV 백신접종 의

도에 대한 결과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국외에

서는 남자 청소년을 둔 부모를 대상으로 HPV 백신접종 의도

를 확인하는 연구[19-21]가 활발한 반면, 국내연구는 1편[12]

에 불과하여서 남자 청소년 부모의 HPV 백신접종 의도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알기 힘

든 실정이다.

계획된 행위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은 인간의 

행위를 설명하기 위해 개발된 주요 건강행위이론 중에 하나

다[22]. 이 이론의 주요 구성개념은 태도(attitude), 주관적 규

범(subjective norm), 지각된 행위통제(perceived behavioral 

control), 의도(intention), 및 행위(behavior)로 이루어져 있

다. 태도란 특정 행위를 수행한다는 것이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

로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의미하고, 주관적 규범이란 개인이 

수행하는 행위에 대해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사회적 압력으로 

정의된다. 지각된 행위통제는 주어진 어떤 행위를 수행할 능력

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 의도는 주어진 행위를 수행하기 위

한 준비성에 대한 지표로, 행위에 대한 선행요인이다. 기존에

는 이 이론에서 태도, 주관적 규범 및 지각된 행위통제는 의도

에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의도는 행위에 영향을 준다고 하

였다. 즉, 계획된 행위이론은 태도, 주관적 규범 및 지각된 행위

통제가 의도를 통해 행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그 관

계는 단순누적모델(simple additive model)이다[22]. 기존에 

계획된 행위이론을 적용해서 실시 된 딸을 가진 부모의 HPV 

백신접종 의도에 대한 연구에서는 단순누적모델의 관점에서 

실시되었다[15-17]

하지만 일부 연구자들은 계획된 행위이론을 단순누적모델

로 보는 관점을 넘어서, 지각된 행위통제는 태도 또는 주관적 

규범과 상호작용해서 운동과 같은 건강행위 의도에 영향을 미

치는 조절변수라고 보았다[23,24]. 이런 주장이 반영되어, 계획

된 행위이론의 저자인 Ajzen [25]은 2019년 이론을 개정하였

다. 즉, 태도와 의도 그리고 주관적 규범과 의도의 관계에서 지

각된 행위통제는 조절작용을 한다고 개정되었다. 더 나아가 지

각된 행위통제는 의도와 행위의 관계에서도 조절로 작용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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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V=Human papillomavirus; Gray boxes=theory concepts included in the present study.

Figure 1. Framework of the present study based on the updated theory of planned behavior (Copyright Ⓒ 2019 Icek Ajzen)

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개정된 계획된 행위이론을 기틀로, 

초등학생 아들을 둔 부모의 HPV 백신접종에 대한 태도, 주관

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 및 의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실

시되었다. 다시 말해, HPV 백신접종에 대한 태도와 의도의 관

계 및 주관적 규범과 의도의 관계에서 지각된 행위통제가 조절

변수로 작용하는지 파악하기 위함이다(Figure 1). 다만, 국내 

남자 고등학생 1.3%[26], 및 남자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 0%[12]

이었던 결과를 고려하면, 본 연구에서도 남자 초등학생의 백신

접종 또한 극소수일 것으로 예측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계획된 행위이론의 구성개념 중 “행위”를 제외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 및 의도만을 포함하였다.

2. 연구목적 및 가설

본 연구의 목적은 개정된 계획된 행위이론을 기틀로, 초등학

생 아들을 둔 부모의 HPV 백신접종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 및 의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

적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HPV 백신접종에 대한 태도와 의도의 관계에서 지

각된 행위통제는 조절작용을 할 것이다.

 가설 2. HPV 백신접종에 대한 주관적 규범과 의도의 관계

에서 지각된 행위통제는 조절작용을 할 것이다.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개정된 계획된 행위이론을 기틀로, 초등학생 아들

을 둔 부모의 HPV 백신접종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 및 의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자와 자료수집과정

본 연구의 대상자 선정기준은 초등학교 5~6학년 아들을 둔 

부모이며, HPV 백신을 이미 접종한 아들의 부모는 제외하였

다. 대상자는 2018년 11월에  경기도 Y시와 강원도 D시의 초등

학교 4곳에서 5~6학년 아들을 둔 부모를 대상으로 편의 추출하

였다, 자료수집에 앞서 연구자는 임의로 선정한 학교를 직접 찾

아가 학교 보건교사를 만나서 본 연구에 대한 목적과 일괄적 개

요를 설명하고 학교장의 승인을 받았다. 서류봉투에 부모에게 

보내는 연구 설명문, 질문지, 응답된 질문지 및 반환용 봉투를 

넣어서 봉하였고, 이 봉된 서류봉투를 학생을 통해 부모에

게 전달하도록 요청하였다. 부모에게는 설문지 응답을 끝낸 후 

설문지를 반환용 봉투에 넣어 봉하도록 하고, 일주일 이내에 

다시 학생을 통해 보건교사에게 전달하도록 설명문을 통해 요

청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 크기는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사용해

서 중간 효과 크기(f=0.15), 유의수준은 .05, 그리고 검정력 .80

을 기준으로 산출된 대상자 수는 135명이었다. 기존 연구를 살

펴보면, 간접 배포 및 수거 방법으로 인한 회수율은 41.8%로 나

타났다[2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회수율을 약 40.0%로 고려

하여 350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이 중 262명(74.9%)이 

설문조사에 응하였고, 이미 자녀에게 HPV 백신을 접종시킨 

대상자(8명)와 백신접종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응답한 대상자

(16명), 불충분한 응답을 한 대상자(7명)를 제외한 231부를 최

종분석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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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of the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Scale

No. Abbreviated item
First evaluation with 5 items Second evaluation with 4 items

Single factor Item-total correlation Single factor Item-total correlation

1 Possible .82 .66 .83 .70

2 Easy .83 .67 .84 .71

3 In my control .88 .72 .88 .77

4 Up to me .82 .63 .83 .68

5 Cost .39 .27 ― ―

Eigen value 2.95 2.85

% of explained variance 59.04 71.25

Cronbach's ⍺ .79 .87

Criteria for factor loading: above .45; Criteria for the total percentage of exploration in variance: above 60%; Criteria for item-total correlation: 
between .30 and .80.

3. 연구도구

1) HPV 백신접종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및 지각된 행위통제

HPV 백신접종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및 지각된 행위통

제는 Askelson 등[28]이 계획된 행위이론을 근거로 개발한 것

을 Kim과 Choi [29]가 번역-역번역 한 것을 사용해서 측정하

였다(메일을 통해 원저자 및 번역한 저자의 사용 허락을 받은 

후 사용). 이 도구들은 딸을 둔 부모를 대상으로 개발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항의 “귀하의 딸”을 “귀하의 아들”로 수정하

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7점 Likert 척도로 ‘매우 그렇지 않

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에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각 도구의 점수는 문항들의 합으로 계산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HPV 백신접종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및 지각된 행위통제

가 높음을 의미한다.

(1) HPV 백신접종에 대한 태도

자녀의 HPV 백신접종에 대한 부모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평가를 측정하는 것으로, 3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도구

개발 당시 내적일관성 Cronbach’s ⍺는 .96이었고[28], 초등

학생 딸을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시된 국내연구에서는 .94였

으며[18], 본 연구에서는 .98이었다. 

(2) HPV 백신접종에 대한 주관적 규범

자녀의 HPV 백신접종과 관련된 주변의 중요한 사람들로부

터 부모가 인지하는 압박을 측정하는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원도구의 Cronbach’s ⍺는 .88[28], 초등학생 딸을 둔 어머

니를 대상으로 실시된 국내연구에서 .91[18], 본 연구에서는 

.89였다. 

(3) HPV 백신접종에 대한 지각된 행위통제

부모가 인지하기에 자녀에게 HPV 백신접종을 시키는 것

이 어느 정도로 어려운(또는 쉬운)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5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도구의 Cronbach’s ⍺가 .70 미만으

로 내적일관성을 만족하지 못했다[28]. 따라서 본 연구에서 수

집된 자료를 사용해서 탐색적 요인구성타당도와 내적일관성

에 대한 심리계량적 속성을 검증하였다. 요인구성타당도 결과, 

eigenvalue 1 이상인 단일요인이 도출되었으나 5번 문항(“백

신접종 비용”)의 요인적재량이 .39로 낮아 삭제하였다. 나머지 

4문항을 가지고 다시 요인분석을 수행한 결과, 분산의 71.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요인적재량은 .83~.88이었다. 4문

항의 내적일관성 검증 결과, Cronbach’s ⍺는 .87, item-total 

correlation은 .68~.77로 나타났다(Table 1).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총 4문항을 합산한 점수를 사용하였다.

2) HPV 백신접종 의도

HPV 백신접종에 대한 의도 측정은 계획된 행위이론[22]을 

바탕으로 Kim과 Choi [29]가 개발한 것을 사용 허락을 받고 사

용하였다. 이 도구는 10대 자녀(아들, 딸)를 둔 부모를 대상으

로 개발된 것이었기 때문에, 문항의 “귀하의 자녀”를 “귀하의 

아들”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총 3문항의 7점 Likert 척도(‘매

우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로 구성되어 있다. 

도구의 점수는 문항들의 합으로 계산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HPV 백신접종 의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원도구의 Cronbach’s 

⍺는 .98[29]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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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HPV Vaccination Intension by General Characteristics and the Descriptive Statistics of Study Variables (N=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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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ionships with children Father
Mother

22 (9.5)
209 (90.5)

15.27±3.55
13.72±4.64

1.52 (.130)

Age (year) 30~39
40~49
Missing

 50 (21.6)
171 (74.0)
10 (4.3)

13.88±4.86
13.92±4.61

-0.59 (.953)

Education level High school
College & university
Graduate school

 50 (21.6)
163 (70.6)
18 (7.8)

14.56±5.26
13.61±4.43
14.22±3.69

0.87 (.421)

Monthly income
(10,000 KRW)

＜300
300~＜500
≥500 

 37 (16.1)
111 (48.1)
 83 (35.9)

13.54±5.40
14.01±4.40
13.83±4.43

0.15 (.861)

Son's academic year Fifth-grade
Sixth-grade

127 (55.0)
104 (45.0)

13.94±4.98
13.78±4.03

0.27 (.784)

Have heard of HPV? Yes
No

129 (55.8)
102 (44.2)

13.97±4.96
13.74±4.05

0.37 (.712)

Attitudes 15.46±4.55

Subjective norms 11.45±4.53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20.52±5.05

Intention 13.87±4.57

HPV=Human papillomavirus; KRW=Korean won.

4. 자료분석

수집한 자료는 SPSS/WIN 25 프로그램 및 PROCESS 

macro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연구

변수는 기술통계 분석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HPV 백

신접종 의도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다. 

조절작용에 대한 연구가설을 분석하기 위해 PROCESS macro 

(95% bias-corrected bootstrap confidence interval using)

을 통해 중심화 변수 처리를 하였고, 자료의 정규성 이탈을 교

정하기 위한 bootstrapping (5,000 re-sampling)을 사용하였

다[30]. 지각된 행위통제의 조절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면 후

속적 분석으로 단순기울기분석(simple slope analysis)을 실

시하였다. 조절변수인 지각된 행위통제 수준을 낮음(평균값 -1 

× 표준편차 아래), 보통(평균값), 및 높음(평균 + 1 × 표준편차 

위)으로 분류한 후, 조절변수(지각된 행위통제) 수준에 따라 예

측변수(태도, 주관적 규범)와 종속변수(의도)의 기울기를 분석

하였다.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자료수집 전 연구의 목적과 방법, 절차, 개인정보

보호, 및 동의서 획득 면제에 대해서아주대학교병원 기관연구

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승인번호: AJIRB-SBR-SUR 

-18-366). 설문지는 각 학교의 보건교사 및 학생들을 통해 봉

한 채로 배부 및 수거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모든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연 구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Table 2), 아버지

가 22명(9.5%), 어머니가 209명(90.5%)이며, 연령은 30대가 

50명(21.6%), 40대가 171명(74.0%)로 대부분 40대(평균 41.85± 

3.26)였다. 교육은 고등학교 졸업 50명(21.6%), 전문대 및 대학

교 졸업 163명(70.6%), 대학원 졸업 이상 18명(7.8%)으로 대부

분 전문대 및 대학교 졸업이었다. 월수입은 300~500만 원 미만

이 111명(48.1%)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녀 학년은 5학년이 127

명(55.0%), 6학년이 104명(45.0%)으로 5학년이 조금 많았다. 

HPV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있다’는 129명

(55.8%), ‘없다’는 102명(44.2%)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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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Hypotheses Tests: Moderation Effect of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N=231)

Variables Categories b (95% bootstrap CI) SE t p

(A) Regressing attitude,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and the interaction of attitude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Attitude (centered)  0.68 (.58~.78) 0.05 13.73 ＜.001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centered)  0.23 (.14~.32) 0.04  5.20 ＜.001

Attitude ×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0.02 (.01~.03) 0.01  3.24 .001

Constant 13.60 (13.22~13.97) 0.19 72.41

(B) Regressing subjective norm,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and the interaction of 
subjective norm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Subjective norms (centered)  0.35 (.24~.45) 0.05  6.72 ＜.001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centered)  0.47 (.38~.56) 0.05  9.94 ＜.001

Attitude ×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0.01 (-.01~.02) 0.01  0.73 .465

Constant 13.61 (13.37~14.25) 0.22 62.29

SE=standardized error; CI=confidence interval; †F=169.90, p＜.001, R2=.69; ‡F=87.03, p＜.001, R2=.73.

CI=confidence interval.

Figure 2. Simple slope analysis: moderation effect of perceived behavior control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ttitude and intention.

2. 연구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본 연구의 연구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는 Table 2와 같다. 

HPV 백신접종에 대한 태도는 21점 만점에 15.46±4.55점이었

으며, 주관적 규범은 21점 만점에 11.45±4.53점이었다. 지각

된 행위통제는 28점 만점에 20.52±5.05점이었으며, 의도는 21

점 만점에 13.87±4.57점으로 나타났다.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HPV 백신접종 의도 차이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HPV 백신접종 의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 t-test 및 일원일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2). 

4. 가설 1

HPV 백신접종 태도와 의도의 관계에서 지각된 행위통제

의 조절효과(Table 3)는 회귀모형은 유의하였으며(F=169.90, 

p<.001, R2=.69), 태도와 지각된 행위통제의 상호작용 변수(in-

teraction term)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3.24, p=.001). 

즉, 지각된 행위통제는 태도와 의도 관계에서 유의하게 조절변

수로 작용하여 가설 1은 지지되었다. 따라서 태도와 지각된 행

위통제의 주작용(main effect)에 대한 해석은 의미가 없게 되

어, 단순기울기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3, Figure 2). 지각된 

행위통제의 낮은, 보통, 및 높은 수준에서 태도와 의도의 관계는 

모두 유의한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하지만 그 관

계의 정도(기울기)는 다르게 나타났다. 지각된 행위통제가 높은 

수준이었을 때, 기울기가 가장 컸으며(b=0.77, 95% bootst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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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65~.89), 다음으로 보통일 때(b=0.69, 95% bootstrap CI= 

.58~.78), 낮을 때(b=0.59, 95% bootstrap CI=.48~.69) 순서로 

나타났다.

5. 가설 2

HPV 백신접종에 대한 주관적 규범과 의도의 관계에서 지각

된 행위통제의 조절효과(Table 3)는 회귀모형은 유의하였으며

(F=87.03, p<.001, R2=.73), 주관적 규범과 지각된 행위통제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t=0.73, p=.465). 따

라서 가설 2는 지지되지 않았다. 하지만 주관적 규범(t=6.72, 

p<.001) 및 지각된 행위통제(t=9.94, p<.001)의 주작용은 모

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HPV 백신접종에 대한 주관적 규범 

및 지각된 행위통제가 높을수록, 초등학생 아들에 대한 부모의 

HPV 백신접종 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최근 개정된 계획된 행위이론을 기틀로, 초등

학생 아들에 대한 부모의 HPV 백신접종 태도, 주관적 규범, 지

각된 행위통제 및 의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개정된 이론

에서 제시한 것처럼, 본 연구에서 초등학생 아들을 둔 부모의 

HPV 백신접종 태도와 의도의 관계에서 지각된 행위통제가 조

절작용을 한다는 가설이 지지되었다. 다시 말해, 부모의 백신

접종 태도가 높아질수록 접종의도가 증가하지만, 그 정도는 지

각된 행위통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행위통제 수준이 낮은 부모에서 백신

접종 태도가 접종 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약하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 지각된 행위통제 수준이 낮은 부모는 다른 부모에 

비해 취약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실무에서 계획된 행위

이론을 적용해서 초등학생 아들을 둔 부모의 HPV 백신접종 

의도 증진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할 때, 의료인은 

부모의 지각된 행위통제 수준을 파악해서 지각된 행위통제 수

준이 낮은 부모에게 맞춤형 중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Ajzen [31]은 자신의 이론에서 말하는 지각된 행위통제는 

Bandura [32]의 자기효능감과 개념적으로 차이가 없으며, 두 

개념 모두 주어진 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지각된 

신념이라고 하였다. Bandura [32]는 자기효능감 증진에 영향

을 주는 요인으로 성취 경험(mastery experience), 대리적 경

험(vicarious experience), 언어적 설득(verbal persuasion), 

및 정서 상태(emotional state)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

은 요인들 또한 계획된 행위 이론에서 말하는 지각된 행위통제

를 증진시키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들의 HPV 

백신접종에 대한 지각된 행위통제 수준이 낮은 부모를 위한 중

재 전략으로서, 위의 4가지 요인을 사용해 볼 것 권유한다. 구체

적 중재 방안으로 아들에게 HPV 백신을 접종시킨 다른 부모

의 경험을 공유할 방안을 마련하고, HPV에 대한 편견과 같은 

부정적 시각 및 HPV 백신에 대한 안전성과 효과 등을 담은 동

영상을 제작하여 학부모 알리미(SMS)를 통해 제공하거나 소

책자를 만들어 배포한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을 

통해 시행하는 학생(초1, 초4, 중1, 고1) 건강검진에서 의료인

이 백신 접종을 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세워볼 것을 제

안한다. 

계획된 행위이론을 적용해서 딸을 둔 미국 부모의 HPV 백

신접종 의도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접종에 대한 부모의 태도

가 가장 영향력이 큰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28]. 이 결과는 청

소년 및 초등학생 딸을 둔 한국 어머니[15-17]를 대상으로 수행

된 연구와도 일치한다. 하지만 기존의 HPV 백신접종 의도에 

대한 모든 연구들은 개정되기 전의 계획된 행위이론[22]을 기

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딸을 둔 부모의 태도-의도의 관계에

서 지각된 행위통제가 조절작용을 하는지는 알 수 없다. 따라

서 딸을 둔 부모를 대상으로도 지각된 행위통제의 조절작용에 

대한 연구를 시행해 볼 것을 권유한다. 

본 연구에서 HPV 백신접종에 대한 주관적 규범과 의도의 

관계에서 지각된 행위통제의 조절작용은 지지되지 않았다. 국

외 연구[24]의 결과에서 성적활동이 활발한 성인의 경우 주관

적 규범과 의도 관계에서 지각된 행위통제는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는 상반된다. 하지만 주관적 규범과 지각된 

행위통제 모두 백신접종 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중생 딸을 둔 어머니[15], 초등학생 자

녀를 둔 어머니[16] 및 청소년 딸을 둔 어머니[17]를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주변에 있는 의미 있는 사

람으로부터 자녀의 HPV 백신접종에 대한 지지와 격려, 그리

고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통해 초등학생 및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의 백신접종 의도를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유명숙[33]은 

주변에 의미 있는 사람으로 의료제공자의 권유가 가장 효과적

이라고 하였고, Johnson과 Ogletree [34]는 보건교사를 통한 

보건교육이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보건교사가 만 9~13

세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HPV 백신접종에 대한 강좌 등

을 실시할 것을 제시한다. 또한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본 연구 

가설의 지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추후 다양한 대상자들

에 대해 반복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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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설문조사에 응했던 부모는 262명이었으며, 이

미 대상자의 자녀에게 HPV 백신을 접종 시킨 부모는 8명이었

다. 비록 접종을 시킨 부모들은 본 연구대상자에서 제외되었지

만, 접종비율을 계산해보면 3.1%에 불과하다. 이는 캐나다의 

전체 남자 청소년의 접종률 47.0%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35]. 이런 차이는 한국에서는 아직 남아들의 HPV 백신접종에 

대한 홍보 부족과 국가 필수예방접종에 여성 청소년만을 무료

접종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국내에서 여아 HPV 

백신접종에 대한 부모의 수용도가 국가 보험 적용을 가정했을 

때 훨씬 증가했다는 것과[36], 국외에서 국가 필수예방접종 항

목으로 지정했을 때 접종률이 향상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35], 향후 국내에서도 정책적으로 남아 HPV 백신접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계획된 행위

이론은 HPV 백신접종 의도에 대한 연구에 많이 적용되었지

만, 개정된 이론을 기틀로 실시된 연구는 아직까지 국내 ․ 외에

서 보고된 바가 없다. 본 연구는 개정된 계획된 행위이론을 적

용한 최초의 연구다. 계획된 행위이론에서 새로 개정된 것은 예

측변수(태도 및 주관적 규범)와 의도의 관계에서 지각된 행위

통제가 조절작용을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조절작용에 관한 탐

구는 예측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가 “언제 또는 누구를 위해

(when or for whom)” 존재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

문에 간호 지식체 확장과 실무가 나아갈 방향에 중요한 의미를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둘째, Askelson 등[28]이 개발

한 지각된 행위통제 측정도구는 구성타당도가 검증되지 않았

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연구자들은 지난 10여 년 동안 도구의 

내적일관성만 검증하고 사용해 왔다[29]. 하지만 본 연구에서

는 부가적 분석으로 이에 대한 요인구성타당도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후 사용하였다. 따라서 연구결과의 신뢰성(trust)을 향

상시켰다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 의의는 조절작용에 대한 통계

분석방법으로 PROCESS macro [30]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 

방법은 조절변수가 연속형일 때 구조모형방정식을 사용하는 

것보다 적합한 방법이며, bootstrap을 사용하기 때문에 Baron

과 Kenny의 선형회귀모형을 사용하는 방법보다 정확한 결과

를 제공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37]. 본 연구의 단점으로는 

HPV 백신접종을 받은 초등학교 남학생의 수가 너무 적을 것

으로 예측되어 계획된 행위이론의 최종 목표인 ‘행위’를 포함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앞으로 대규모의 연구가 진행된다면, 

HPV 백신접종 의도뿐 아니라 더 나아가 행위까지 포함한 연

구를 시도할 것을 권유한다. 또한 HPV 백신접종에 대한 자녀

와 학부모 및 사회적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

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성의 HPV 

백신접종률을 높일 수 있는 노력은 교육계 연구자들과 함께 의

료기관 및 매체,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헌신 등을 통한 다양한 

홍보활동과 연구, 정책적 입안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결 론  및  제 언

본 연구는 개정된 계획된 행위이론을 기틀로, 초등학생 아들

을 둔 부모의 HPV 백신접종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 및 의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HPV 백신

접종에 대한 태도와 의도의 관계에서 지각된 행위통제가 조절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행위통제가 낮은 그룹의 

부모인 경우, 태도와 의도의 관계가 가장 약하게 나타났다. 따

라서 HPV 백신접종 의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각된 행위통제

가 낮은 경우 부모에 대한 우선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HPV 백

신접종에 대한 주관적 규범과 의도의 관계에서 지각된 행위통

제의 조절작용은 지지되지 않았고, 주관적 규범과 지각된 행위

통제는 의도에 유의한 직접적인 예측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아들을 둔 부모를 대상으로 HPV 백신접종 의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백신접종에 대한 부모의 태도, 주관적 규

범, 및 지각된 행위통제 모두를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이때 특히 지각된 행위통제가 낮은 부모에 관심을 기

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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