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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여성의 건강을 하는 표 인 질병인 자궁경부암은 유

방암 다음으로 발생률이 높은 암이며(Erickson, Landers, & 

Huh, 2014), 매년 50만 명의 여성 환자가 새로 발생하고 있으

며, 그  28만 여명의 여성이 사망에 이르고 있다(Yoo, 

2014). 우리나라 국가암정보센터의 연령군별 암 발생률 자료

에 의하면 자궁경부암은 15-34세군에서 갑상선암, 유방암 다

음으로 3 를 차지해 은 여성에서의 발생이 심각한 문제임

을 보여 다(National Cancer Information Center [NCIC], 2014). 

자궁경부암은 인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HPV])

감염, 문란한 성 계, 다산, 면역력 하, 사회경제  요인, 흡

연 등 다양한 발생 원인이 있지만, 이  HPV감염은 자궁경

부암의 요한 험인자로 보고되고 있다(Kim, 2015). HPV의 

지속  감염은 자궁경부암을 일으키고 자궁경부암의 90% 이

상에서 HPV가 검출되었다. 자궁경부암은 조기 검진으로 침윤 

 병소에 국한되어 있을 경우 완치가 가능하다고 보며, 방

인 략은 일차  수 의 HPV백신 방 종과 이차  수

의 자궁경부 세포검진으로 구분된다(Yoo, 2014).

HPV백신 방 종은 재 자궁경부암 유병률을 하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 인 방법이며, 주로 성 을 통해 감염

되므로 HPV백신의 방 종 시기는 첫 성 경험 이 가장 이

상 이며, 백신의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종

상 연령은 9～26세의 여성으로 권고하고 있다. 이  우리나

라는 첫 성경험 연령을 고려하여 15～17세를 자궁경부암 

방백신의 최  종연령으로 규정하고 있다(Bang et al., 

2011). 그러나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성생활 시작 인 9～13세 

여성을 HPV백신 방 종 우선 상자로 제시하고 있고 이

들 연령에서는 2회 종을 권고하고 있으며(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2014), 부분의 국가에서도 사춘기 이

 연령 여아들에게 종하는 것이 비용 효과 으로 보고 

종연령은 11～12세로 하는 경우가 많다(Kim, 2015). 

최근 한국청소년들을 상으로 한 성행태 조사에 의하면, 

성 계 시작연령이 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14.2세로 나타났

다. 성경험 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청소년기 여성의 자궁경부

는 미성숙한 상태로 변화되면서 HPV감염에 매우 취약한 상

태가 되어 HPV 감염률도 다른 연령 군에 비해 10 ～20 에

서 높게 나타고 있어 이에 우리나라 질병 리본부에서도 백

신에 한 최  종 연령을 첫 성경험 연령을 고려하여 1

1～12세로 권장하고 있다(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KCDCP], 2013). 이처럼 청소년기 성 계 경

험 증가  성 계 연령 하라는 사회  추세를 감안할 때, 

HPV백신에 한 사회  공감 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청소년을 상으로 한 HPV백신 방 종은 부모와 가족들

에 의해 좌우되며(Choi et al., 2008) HPV백신 방 종은 자

녀뿐만 아니라 부모도 방 종률에 미치는 향이 크기 때

문에 부모를 상으로 한 자녀의 HPV백신 방 종 련 연

구가 필요하다(Lee & Kim, 2011). 부모는 자녀의 HPV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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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종 수행에 큰 향력이 있으며, 부모의 건강신념은 

방 종의 시작에 한 향을 미친다(Reiter, Brewer, Gottlieb, 

Maclee, & Smith, 2009). 한 백신에 한 건강신념이 HPV

백신 수용도를 높이고 HPV 방 종 의도에도 요한 향을 

미칠 뿐 만 아니라 방 종률을 높이는 요한 변수로(Lee 

& Kim, 2011; Park & Lee, 2011; Bang et al., 2012; Lee, 

Park, & Choi, 2013)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HPV백신 방

종률에 한 국내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D지역 여고생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3.9%(Yoo, 2014), B지역 여고생 상 

연구에서 2.2%(Lee et al., 2013), G지역 여 생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11.2%(Bang et al., 2012), D지역 여 생 5.5% 

(Park & Lee, 2011), S지역 여 생 12%(Bang et al., 2011)로 

매우 낮은 수 이었으며, 2회 종 상연령인 만 9～12세 

등여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는 무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등여학생 자녀를 둔 부모를 상으로 HPV지식을 제공하고 

백신 방 종률을 높이기 해 HPV 방 종 련 건강신념

을 정 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HPV백신 방 종 의도에 한 국내 선행 연구로 여 생 

딸을 둔 어머니에 한 연구가 있고(Park & Oh, 2014), 국외 

연구로는 여 생 딸을 둔 어머니를 상으로 한 연구가 있으며

(Juraskova, O'Brien, Mullan, Bari, Laidsaar-Powell, & McCaffery, 

2012), 국내에서 등여학생 딸을 둔 부모를 상으로 한 연

구는 없는 실정이다. 한 부분의 연구들이 이론  기틀을 

고려하여 종 의도와 련된 요인을 탐색하지 않아, 연구가 

포 이고 체계 으로 수행되지 못하 다. 종 의도가 HPV

백신 방 종의 가장 강력한 측인자임을 고려할 때(Gerend 

& Shepherd, 2012) HPV백신 방 종 의도를 통해 실제 

HPV백신 방 종 행 를 측할 수 있으므로 HPV백신 

방 종률을 증가시키는데 있어 HPV백신 방 종 의도를 확

인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  종 연령에 속하는 만 9～12세

의 등여학생 자녀를 둔 부모를 상으로 HPV백신 방

종 의도에 미치는 향요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 목

본 연구는 만 9～12세의 등여학생 자녀를 둔 부모의 자

궁경부암 지식과 HPV지식  건강신념을 악하고 인유두종

바이러스(HPV)백신 방 종 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며,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 상자의 HPV백신 종률, 일반  특성과 HPV백신 련 

특성, 자궁경부암 지식과 HPV지식, 건강신념, HPV백신 

방 종 의도를 악한다.

∙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자궁경부암 지식과 HPV지식, 

건강신념의 차이를 악한다.

∙ 상자의 HPV백신 방 종 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만 9～12세의 등여학생 자녀를 둔 부모의 인

유두종바이러스(HPV)백신 방 종 의도 향요인을 악하

기 한 서술  조사연구이다.

연구 상

본 연구의 상자는 G 역시에 소재한 등학교 에서 총 

4개교를 임의 선정하여 만 9～12세의 여학생 부모를 상자

로 선정하 다. 본 연구의 상자 수는 G*Power 3.1.7 로그

램을 이용하여 산출하 다. 먼  교차비(Odds ratio)는 본 연

구와 설계가 유사한 국내 연구  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 

종 향요인을 분석한 연구를 토 로 간 교차비 값 1.5로 

설정하 고(Kim, 2009; Lee et al., 2015), 설명변수의 정규분

포 μ=0, s=1, 양측 검정, 유의수  α=.05, 검정력 1-β=0.80으

로 가정할 때 최소 208명이 요구되었다. 이를 근거로 하여 탈

락률 10%를 고려하여 228명을 의도표집 하 고, 이  불성

실하게 설문에 응답하 던 18명을 제외하고 최종 분석에 이

용된 상자수는 210명이었다. 

연구 도구

● 자궁경부암 지식과 HPV지식

자궁경부암 지식 측정도구(Kim & Park, 2009)와 HPV지식 

측정도구(Kim & Ahn, 2007)를 Lee와 Park (2011)이 수정·보

완한 도구를 원 자의 허락을 받아 사용하 다. 도구의 타당

도를 높이기 하여 보건교사 1인, 산부인과 문의 2인, 간

호학과 교수 3인(아동간호학, 여성건강간호학, 지역사회간호

학)에게 요청하여 내용 타당도를 확인하 다. 본 도구는 총 

23문항으로 자궁경부암에 한 지식 10문항, HPV에 한 지

식 10문항, HPV백신 방 종에 한 지식 3문항으로 구성하

다. 이  ‘인유두종바이러스 방 종은 총 3회이며, 방법은 

근육주사이다.’인 문항을 본 연구에서 연구 상자가 2회 종

의 등여학생 만 9세～12세를 상으로 하는바 문항을 ‘만 

9～13세 인유두종바이러스 방 종은 총 2회이며, 방법은 근

육주사이다’로 변경하여 사용하 다(WHO, 2014). 지식측정은 

이분척도로 구성되어 정답인 경우 1 , 오답인 경우 0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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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총 0 에서 23  사이의 수 범 를 가지며 수가 높

을수록 자궁경부암 지식과 HPV지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α는 .87, 본 연구에서는 .96이었다. 

● 건강신념

HPV백신 방 종 련 건강신념은 Lee와 Park (2011), 

Reynolds와 O'Connell (2012)의 도구를 Lee (2014)가 수정·보

완한 11개 문항을 원 자의 허락을 받아 사용하 다. 도구의 

타당도를 높이기 하여 보건교사 1인, 산부인과 문의 2인, 

간호학과 교수 3인(아동간호학, 여성건강간호학, 지역사회간호

학)에게 요청하여 내용 타당도를 확인하 다. 본 도구는 지각

된 민감성 3문항, 지각된 심각성 2문항, 지각된 유익성 2문항, 

지각된 장애성 4문항으로 구성하 다. 각 문항은 ‘매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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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그 지 않다’ 1 의 4  척도이며, 수가 높을수록 HPV

백신 방 종 련 건강신념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Lee (2014)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지각된 민감성 .70, 지각

된 심각성 .63, 지각된 유익성 .71, 지각된 장애성 .62이 으

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지각된 민감성 .71, 지각된 심각성 

.57, 지각된 유익성 .73, 지각된 장애성 .58이었고 체 

Cronbach's α는 .60이었다.

● 인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방 종 의도

“자녀에게 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 방 종을 시키겠습니

까?”의 문항으로 HPV백신 방 종 의도 여부를 측정하 고 

각 문항에 해 “ ”, “아니오”의 이분척도로 답하게 하 다. 

“ ”인 경우 HPV백신 방 종 의도가 있음을 의미하며 “아

니오”의 경우 HPV 백신 종의도가 없음을 의미한다.

자료 수집 방법  윤리  고려

본 조사에 앞서 5명의 만 9～12세의 등여학생 자녀를 둔 

부모를 상으로 사  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지 구성의 합

성을 확인하 고, 도구의 사  신뢰도를 조사하 다. 자료수

집 기간은 2015년 8월 17일부터 9월 12일까지 으며, 사 에 

4개교 등학교장의 승인을 받고 교감선생님과 보건교사에게 

연구목 을 설명한 후 직  학교를 방문하여 방과 후 시간에 

해당 학 의 여학생들을 통해 학부모에게 설문지를 배부하

다. 학부모가 설문지를 작성하기  HPV와 HPV백신 련 설

명문을 읽게 하여 상자의 HPV와 HPV백신에 한 최소한

의 이해를 도왔으며, 완성된 설문지는 학생이 익명으로 

하게 하고 교사가 회수하 다. 백신 련 설명문을 사 에 제

공한 이유는 선행연구에서 일반인들이 HPV 련 인식이 아

직 낮다는 지 을 고려하여(Park & Oh, 2014) 이로 인해 설

문지 작성에 문제가 생길 것을 고려하 고, 백신 방 종 의

도를 확인하기 한 국내외 연구(Kim, 2009; Leader, Weiner, 

Kelly, Hornik., & Cappella, 2009)에서 HPV백신에 의한 암

방 효과에 해 사 정보를 제공한 후 연구를 진행한 것을 

참고하 다. 

본 연구는 상자의 권익 보호를 해 2015년 6월 연구자 

소속 기 의 기 연구윤리심의 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승

인번호: 1041223-201506-HR-082-01)을 받은 후 수행하 다. 

연구 상자의 권리보호를 해 자료수집 에 연구에 한 

목 과 차 등을 설명하 고, 연구 참여에 한 서면 동의서

를 작성한 뒤 자료 수집을 실시하 다. 서면동의서에는 연구 

참여로 인한 이득과 손실, 사생활과 비 보장, 자발  동의와 

자율 의지에 의한 연구철회 가능성  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음과 연구 목  이외 다른 목 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

용을 명시하 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상자들에게는 문서화

된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21.0 로그램을 사용하여 분

석하 으며, 통계  유의성은 양측 검정 .05를 기 으로 단

하 고, 구체 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상자의 HPV백신 종률, 일반  특성과 HPV백신 련 

특성, 자궁경부암 지식과 HPV지식, 건강신념, HPV백신 

방 종 의도는 기술통계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 HPV백신 방 종 의도 향요인인 일반  특성과 HPV백

신 련 특성, 자궁경부암 지식과 HPV지식, 건강신념 간의 

련성을 악하기 하여 independent t-test와 χ2-test, Fisher's 

exact test로 단변량분석을 실시하 다.

∙ HPV백신 방 종 의도에 향을 미치는 향요인은 단변

량 분석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변수를 투입하여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으로 

분석하 다. 회귀분석모형의 합성은 Hosmer-Lemeshow 검

정을 이용하여 확인하 다.

연구 결과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HPV백신 방 종 의도

본 연구 상자 자녀의 HPV백신 방 종률은 상자 217

명  자녀가 방 종을 받은 상자는 7명(3.2%)이었고, 받

지 않은 상자는 210명(96.8%)으로 나타났다. 일반  특성에 

따른 방 종의도는 Table 1과 같다. 자녀가 HPV백신 방

종을 한 7명을 제외한 210명을 분석한 결과 상자 성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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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of General Characteristics Between the Two Groups Intention for HPV Vaccination (N=210)

Variables Categories

Intention HPV

χ2 pYes No 

n(%) n(%)

Gender Male 28(23.3) 28(31.1)
1.59 .207

Female  92(76.7)  62(68.9)

Age (year)* 20∼29 4(3.3) 0(0)

- .052
30∼39 45(37.5) 38(42.2)

40∼49 70(58.4) 47(52.2)

≥50 1(0.8) 5(5.6)

Education level High school 20(16.7) 13(14.4)

0.92 .633College∼University 91(75.8) 67(74.5)

≥ Master 9(7.5) 10(11.1)

Monthly income <200 19(15.8) 8(8.9)

12.61 .005
200∼299 33(27.5) 12(13.3)

300∼399 31(25.8) 41(45.6)

≥400 37(30.9) 29(32.2)

Age (year) of daughter 9 45(37.5) 31(34.4)

3.40 .335
10 16(13.3) 8(8.9)

11 15(12.5) 19(21.1)

12 44(36.7) 32(35.6)

Menarche of daughter Yes 34(28.3) 30(33.3)
0.61 .436

No 86(71.7) 60(66.7)
HPV=Human papillomavirus    * Fisher’s exact test

여자가 154명(73.3%)이었으며, 남자가 56명(23.3%)이었다. 딸

의 경 유무에서 146명(69.5%)이 경을 아직 하지 않았으

며, 64명(30.5%)이 경을 하 다고 응답하 다. HPV백신 

방 종 의도가 있는 군은 120명(57.1%)이며 HPV백신 방

종 의도가 없는 군은 90명(42.9%)으로, 일반  특성  월수

입에 따라 HPV백신 방 종 의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 다

(χ2=12.61, p=.005). HPV백신 방 종 의도가 있는 군에서는 

월 400만원이상 소득자 37명(30.9%)이 가장 많았으며, HPV백

신 방 종 의도가 없는 군에서는 월 300만원이상 소득자 

41명(45.6%)이 가장 많았다.

상자의 HPV백신 련 특성에 따른 방 종 의도

본 연구 상자의 HPV백신 련 특성에 따른 방 종 의

도는 Table 2와 같다. HPV백신에 해 들어본 경험이 있는 

상자는 147명(70%)이었으며, 들어본 경험이 없는 상자는 

63명(30%)이었으며, 들어본 경험이 있는 상자 147명  69

명(47.0%)이 TV·라디오·신문 등 매체를 통해 들어 보았다

고 응답하 으며, 그 뒤를 이어 보건소  의료기 이 51명

(34.7%), 인터넷 14명(9.5%), 가족  친척 10명(6.8%), 학교 3

명(2.0%)으로 나타났다. HPV백신 방 종 의도가 없는 90명

(42.9%)은 HPV백신 방 종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로 36명

(40.0%)이 부작용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으며, 방 종 효과

에 한 확신이 없어서라는 응답은 23명(25.6%)으로 두 번째

로 나타났고, 세 번째가 방 종에 해 잘 몰라서가 20명

(22.2%)로, 네 번째로 9명(10.0%)이 방 종 비용이 비싸서

라고 응답하 다. HPV백신 방 종 의도가 없는 90명

(42.9%)  HPV백신이 국민건강보험이 용될 경우에는 61명

(67.8%)이 하겠다고 하 으며, 29명(32.2%)은 국민건강보험이 

용되어도 종하지 않겠다고 응답하 다. 

HPV백신 방 종 의도에 따른 자궁경부암  

HPV지식의 차이

본 연구 상자의 HPV백신 방 종 의도에 따른 자궁경

부암 지식  HPV지식의 차이는 다음 Table 3과 같다. 상

자의 HPV백신 방 종 의도에 따른 총지식의 차이는 HPV

백신 방 종 의도가 있는 군(13.69±2.41)이 HPV백신 방

종 의도가 없는 군(14.25±2.42)보다 지식이 낮았으며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1.64, p=.102). 하 역별 차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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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Characteristics Related to HPV Vaccination Between the Two Groups Intention for HPV 

Vaccination                                            (N=210)

Variables Categories

Intention HPV

 χ2 pYes No 

n(%) n(%)

Family history
of cervical cancer*

Yes 7(5.8) 3(3.3)
- .521

No 113(94.2) 87(96.7)
Pap test Yes 82(68.3) 57(63.3)

0.58 .448
No 38(31.7) 33(36.7)

Heard of HPV vaccine Yes 88(73.3) 59(65.6)
1.48 .224

No 32(26.7) 31(34.4)
Source of information*

(n=147)
TV, radio, newspaper 40(45.4) 29(49.1)

- .658
Internet 7(8.0) 7(11.9)
Hospital or public health center 32(36.4) 19(32.2)
Family 6(6.8) 4(6.8)
School 3(3.4) 0(0)

Appropriate age for vaccination 9∼10 19(15.8) 10(11.1)

11.42 .022
11∼12 29(24.2) 20(22.2)
13∼14 27(22.5) 11(12.2)
15∼17 25(20.8) 17(18.9)
≥18 20(16.7) 32(35.6)

 Reason for no HPV vaccination* Side effects 36(40.0)
Unknown 20(22.2)
Not believe the effect 23(25.6)
High cost 9(10.0)
Very young age 2(2.2)

 Vaccination intention under the 
 health insurance coverage* (n=90)

Yes 61(67.8)
No 29(32.2)

HPV=human papillomavirus; Pap test=Papanicolau test; * Fisher’s exact test

Table 3. Comparison of Knowledge Between the Two Groups Intention for HPV vaccination  (N=210)

Categories
Total (n=210)

Intention HPV

t pYes (n=120) No (n=90)

Mean±SD Mean±SD Mean±SD 

Cervical cancer knowledge 5.77±1.86 5.51±1.77 6.11±1.92 -2.36 .019
HPV* knowledge 5.80±1.28 5.75±1.26 5.88±1.32 -0.71 .477
HPV vaccination knowledge 2.36±0.78 2.43±0.75 2.26±0.80  1.65 .101

HPV=human papillomavirus

는 첫 번째 역인 자궁경부암에 한 지식이 HPV백신 방

종 의도가 있는 군(5.51±1.77)이 HPV백신 방 종 의도가 

없는 군(6.11±1.92) 보다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낮았다(t=-2.36 

p=.019).

HPV백신 방 종 의도에 따른 건강신념의 차이

본 연구 상자의 HPV백신 방 종 의도에 따른 건강신

념의 차이는 HPV백신 방 종 의도가 있는 군(2.63±0.27)이 

HPV백신 방 종 의도가 없는 군(2.43±0.04)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4.86, p<.001). 하 역별로 보면 지각된 민감성은 

HPV백신 방 종 의도가 있는 군(2.53±0.56)이 HPV백신 

방 종 의도가 없는 군(2.24±0.63)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t=3.54, p<.001), 지각된 유익성도 HPV백신 방 종 의도가 

있는 군(3.14±0.48)이 HPV백신 방 종 의도가 없는 군

(2.91±0.60)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3.11 p=.002). 지각된 장애

성(역환산분석)역시 HPV백신 방 종 의도가 있는 군

(2.26±0.49)이 HPV백신 방 종 의도가 없는 군(2.04±0.47)보

다 유의하게 높았다(t=3.25 p=.001). 그러나 지각된 심각성은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t=3.54 p=.843) 없었다(Table 4).



심 정 임  외

372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3(4), 2017년 11월

Table 4. Comparison of Health Beliefs Between the Two Groups Intention for HPV vaccination (N=210)

Categories
Total (n=210)

Intention HPV

t  pYes (n=120) No (n=90)

Mean±SD Mean±SD Mean±SD 

Perceived sensitivity 2.41±0.61 2.53±0.56 2.24±0.63 3.54 <.001

Perceived seriousness 3.02±0.50 3.03±0.53 3.01±0.46 0.20 .843

Perceived benefit 3.04±0.54 3.14±0.48 2.91±0.60 3.11 .002

Perceived barrier 2.17±0.49 2.26±0.49 2.04±0.47 3.25 .001

HPV=human papillomavirus

Table 5. Factors influencing Intention for Human Papillomavirus Vaccination      (N=210)

Variables B SE
Adjusted for all variables

p
OR (95% CI)

Monthly income (300∼399)/ ref. ＜200 -1.19 0.54 0.31 (0.11 ∼ 0.88) .028

Cervical cancer knowledge -0.25 0.09 0.78 (0.65 ∼ 0.93)  .007

Perceived sensitivity  0.83 0.31 2.29 (1.25 ∼ 4.20)  .007

Perceived barrier 0.95 0.37 2.59 (1.25 ∼ 5.35)  .010

OR=Odds ratio; 95% CI=95% confidence interval.

HPV백신 방 종 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

HPV백신 방 종 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악하

기 하여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낸 일반  특성(연

령, 월수입), 자궁경부암에 한 지식, 지각된 민감성, 지각된 

유익성, 지각된 장애성 6개 변수를 투입하여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binary logistic regression)을 한 결과는 Table 5와 같

다. HPV백신 방 종 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본 회귀모형은 통계 으로 유의하 고(χ2=32.38, p<.001), 

분류 정확도는 66.7%, 모형 합성은 Hosmer-Lemeshow 검정 

결과 p 값이 .413로 .05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이 통계 으로 유의하다고 단되었다. 

HPV백신 방 종 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월수

입, 자궁경부암에 한 지식과 건강신념 하 역  지각된 

민감성, 지각된 장애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수 추정치 값의 

승산비(odds ratio)는 월수입의 경우 200만원 미만에 비해 300 

∼ 399만원이 0.31 (95% CI:0.11 ∼ 0.88, p=.028) 정도 HPV

백신 방 종 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월수입 200 ∼ 299, 400만원 이상에서는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 역인 지각된 민감성 

수가 1  증가하면 HPV백신 방 종 의도가 있는 군이 될 

교차비가 2.29 (95% CI:1.25 ∼ 4.20, p=.007)이었으며, 지각된 

장애성 수가 1  증가하면 방 종 의도가 있는 군이 될 

교차비가 2.59 (95% CI: 1.25 ∼ 5.35, p=.010)인 것으로 나타

났다. 마지막으로 자궁경부암에 한 지식은 1  높을수록 

HPV백신 방 종 의도가 있는 군이 될 교차비는 0.78 (95% 

CI: 0.65 ∼ 0.93, p=.007)인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HPV백신 방 종 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월수입, 

자궁경부암에 한 지식, 지각된 민감성, 지각된 장애성인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논의에서는 등여학생 자녀를 둔 

부모의 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 방 종 의도에 향을 미치

는 요인 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상자 자녀가 방 종을 받은 경우가 7명

(3.2%)에 불과 하 고, 2007년 미국의 13-17세 상 종률 

49%, 호주의 12-13세 상 1회 이상 종률 88%, 2008년 

국의 12-13세 상 1회 이상 종률 88%에 비하면 하게 

낮게 나타났다(KCDCP, 2016). 우리나라의 경우 2가 백신인 

서바릭스가 2007년 처음 사용이 승인된 이후 HPV 방 백신

이 사용되어 지고 있는데(Kim et al., 2007) 본 연구 상자들 

 147명(70%)이 ‘HPV백신에 해 들어 본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하 으며 이  69명(47.0%)이 매체를 통해서, 51명

(34.7%)은 보건소  의료기 을 통해 들었다고 응답하 다. 

Park과 Oh (2014)의 여 생 딸을 둔 어머니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HPV백신에 해 들어본 경험이 67.7%로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 다. 여고생 딸을 둔 어머니를 상으로 한 연

구에서는 43.2%만이 HPV백신에 해 들어 보았다고 하 고

(Yoo, 2014), 딸을 둔 어머니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51.4%가 HPV백신에 해 들어 보았다고 응답하여(Lee & 

Kim, 2011) 본 연구 결과 보다는 다소 낮은 결과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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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미 종자가 자궁경부암과 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 방

종에 해 들어본 은 있지만 실제 행동으로 실행하여 종

으로 이어지지 못함을 의미하므로 동기유발이 되는 요인을 

찾아서 종률을 높여야 한다. 

본 연구의 일반  특성  월수입에 따라 HPV백신 방

종 의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 고(χ2=12.61, p=.005), HPV백신 

방 종 의도가 있는 군에서 월 400만원 이상의 소득자 37

명(30.9%)이 가장 많았다. 이는 Choi 등(2008)의 연구에서 소

득이 높을수록 백신 종 의향이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

와 유사하 다. 이러한 결과는 상자의 경제  수 , 국가의 

HPV백신 방 종 련 시스템 운   지원 규모 등에 따

라 HPV백신 방 종에 한 견해는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상자의 HPV백신 련 특성에 따른 방 종 의도가 

없는 90명(42.9%)은 HPV백신 방 종을 하지 않으려는 이

유로 36명(40.0%)이 부작용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으며, 방

종 효과에 한 확신이 없어서, 방 종에 해 잘 몰라

서, 방 종 비용이 비싸서 라고 응답하 다. Yoo (2014)의 

여고생 딸을 둔 어머니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딸에게 백

신 종을 하지 않으려는 가장 큰 이유가 백신의 부작용에 

한 염려라는 응답이 44.9%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 다. 이

러한 결과를 미루어 볼 때 HPV백신 방 종과 련된 부작

용에 해 과학  근거에 기 한 백신 련 정보를 정확히 

달함으로써 정서  불편감과 걱정을 해소하는 것이 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부모를 상으로 한 지속 인 홍보와 교육

이 필요하며, 문가인 의료진이 극 으로 권유한다면 HPV

백신 방 종률은 높아질 것으로 본다. 

한 Lee (2014)의 여자 청소년을 둔 어머니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44.9%가 부작용을 가장 큰이유로 들어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 고, 여 생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백

신 종을 하지 않는 이유로 백신에 한 지식 부족이 61.9%

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비용, 종할 시간 없음, 백신의 효과

에 불신, 부작용 순으로 나와 본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 다(Park & Lee, 2011). 여성결혼이민자 배우자를 상으

로 한 연구에서도 ‘HPV백신 종에 해 몰라서’가 76.8%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 고 부작용은 1.7%로 낮게 응답하여 

본 연구 결과와는 상이하 다(Kim & Choi, 2014). 여 생 딸

을 둔 어머니를 상으로 한 Park과 Oh (2014) 연구에서는 

경제  부담이 31%, 부작용이 29.7%로 백신 종 기피 이유

를 들어 다소 본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 다. 이는 자녀에 

한 HPV백신 종에 있어 부모에게 2013년 6월 일본에서 

발생한 HPV백신 방 종의 부작용이 국내에 보도되면서 백

신에 한 안정성에 한 불신이 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

되며, Seong과 Kim (2014) 연구에서도 백신을 아직 종하지 

않은 응답자의 경우 일본 사태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하 다. 

본 연구의 HPV백신 방 종 의도가 없는 군에서 백신 

방 종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로 9명(10.0%)만이 방 종 비

용이 비싸서라고 응답하 고 36명(40.0%)이 부작용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으면서도 국민건강보험 용 시에는 과반수가 넘

는 61명(67.8%)이 HPV백신 종을 하겠다라고 응답 한 것은 

본인의 자녀가 HPV백신 방 종을 하는 데 있어 백신 안정

성을 제일 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 용여부

가 백신 부작용에 한 불신을 일정 부분 해소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와 같이,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상으로 한 연

구 결과와 본인이 상자일 경우 등 상자별 HPV백신 미

종 이유 우선순 가 상이하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상자별 

차이와 이와 더불어 소득수 별 다양한 계층을 상으로 미

종 이유를 확인하고 HPV백신 방 종률을 높이기 해 

상자에 따라 차별 인 재가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상자의 HPV백신 방 종 의도에 따른 자

궁경부암 지식  HPV지식 정도의 차이를 역별로 살펴보

면, 먼  자궁경부암 지식에서는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HPV지식과 HPV백신 방 종에 한 지식은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의 부모를 상으로 한 

Allen 등(2010)의 연구에서 HPV백신 방 종 수용도가 높은 

군이 HPV와 방 종에 한 지식정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

타난 결과와 Park과 Lee (2011) 연구에서 HPV지식이 높을수

록 종할 확률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자궁

경부암에 한 지식은 10  만 에 평균 5.77 (백분율 환산

시 57.7 )으로 간 수 으로 나타났고, HPV지식 정도 평균 

5.80 (백분율 환산시 58.0 ), HPV백신 방 종에 한 지

식은 3  만 에 평균2.36 (백분율 환산시 78.7 )으로 자궁

경부암 지식과 HPV지식 정도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와 비교에는 어려움은 있으나 같은 도구를 사용한 여

자 청소년을 둔 어머니를 상으로 한 Lee (2014)의 연구에서 

자궁경부암 지식과 HPV지식은 평균 14.5(23  만 )로 백분

율 환산 시 63.1 으로 측정되어 본 연구 지식이 약간 낮았으

며, 여고생을 상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해 측정한 Lee 등

(2013)의 연구에서는 13.8(23  만 ) 백분율 환산 시 60.1

으로 측정되어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 다. 여 생

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자궁경부암 지식 수는 평균 13.8

(23  만 )로 백분율 환산 시 59.8 으로 비슷한 결과를 

보 으나(Park & Lee, 2011) 본 연구를 포함 반 으로 지식

수 이 50-60 로 낮게 측정되었다. Yoo (2014)의 여고생 

딸을 둔 어머니의 HPV지식은 평균 4.12 (13  만 ) 백분율 

환산 시 31.7 이었으며 자궁경부암 지식은 평균 3.88 (7  

만 ) 백분율 환산 시 55.4 으로 역시 낮은 결과를 보 다. 

이를 종합해 볼 때 HPV백신에 한 지식부족은 HPV백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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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한 불신과 HPV백신 효과에 한 불신으로 이어져 

방 종 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HPV지식에 을 두면서 자궁경

부암 지식과 HPV지식을 높이기 한 HPV연계 자궁경부암 

방 교육 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이 시 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상자의 HPV백신 방 종 의도에 따른 건

강신념의 차이를 하  역별 평균 수로 살펴보면, 지각된 

유익성이 3.04 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지각된 심각성이 

3.02 , 지각된 민감성 2.41 , 지각된 장애성 2.17  순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Lee (2014)의 연구에서는 지

각된 심각성 2.97 , 지각된 유익성 2.92 , 지각된 민감성 

2.33 , 지각된 장애성 2.19  순으로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

다. 여고생을 상으로 한 Lee 등 (2013) 연구와 여 생을 

상으로 한 Lee와 Park (2011) 연구에서도 지각된 심각성과 지

각된 유익성이 상 으로 높게 나타났고 지각된 민감성과 

지각된 장애성은 상 으로 낮은 결과를 보여 본 연구결과

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즉 본 연구 상자들은 자궁경부

암이 심각한 질병이라고 생각하고, HPV백신이 효과 이라 생

각하지만, 자신의 자녀가 그 병에 걸릴 민감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생각하며, HPV백신의 부작용 등을 우려로 HPV백신 

방 종의 근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HPV백신 방 종 의도에 따른 상자의 건강신념 총 을 

비교했을 때 HPV백신 방 종의도가 있는 군이 HPV백신 

방 종의도가 없는 군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하 역별로 

보면 지각된 심각성만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지

각된 민감성, 지각된 장애성, 지각된 유익성은 모두 HPV백신 

방 종 의도가 있는 군이 높았다. 이는 여자 청소년을 둔 

어머니를 상으로 한 Lee (201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 다. 

 다른 연구로 여 생을 상으로 한 Park과 Lee (2011) 연

구에서는 백신 종 군이 미 종 군보다 지각된 심각성, 지각

된 유익성, 지각된 장애성이 유의하게 높았다는 연구결과를 

보 으나 본 연구 결과와는 다소 상이하 다. 따라서, 본 연

구 결과를 통해 나타 난 결과를 바탕으로 HPV백신 방 종 

의도가 없는 군을 상으로 건강신념을 높일 수 있는 계획된 

교육 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특히 자궁경부암 방에 필요

한 백신 종의 유익성은 강조하고, 장애요인이 되는 종비

용, 부작용, 통증 등을 감소시켜서 HPV백신 방 종률 향상

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HPV백신 방 종 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는 월수입, 자궁경부암에 한 지식과 지각된 민감성, 

지각된 심각성 4가지 변수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지식

이 높으면 건강신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Lee와 Park (2011)

연구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방 종 의도가 있는 군의 자

궁경부암 지식과 HPV지식이 유의하지 않았으며 낮게 측정되

었고, 지식 하  역  자궁경부암에 한 지식은 의도가 

있는 군이 유의미하게 낮게 측정되었으며, 건강신념은 방

종 의도가 있는 군이 유의하게 높게 측정되었다. 즉 방 종 

의도가 있는 군이 자궁경부암 지식은 낮은데도 건강신념은 

높게 측정되어 차이 을 보 다. Lee (2014) 연구에서는 자궁

경부암 지식은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종의도가 있는 군이 

지식이 높게 측정되었으며, HPV백신 방 종 의도에는 향

을 미치지 않는 결과를 보여 본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자궁경부암에 한 지식은 1  높을수록 HPV

백신 방 종 의도가 있는 군이 될 확률이 0.78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궁경부암에 한 지식이 높아도 

HPV백신에 한 지식부족은 HPV백신의 안 성에 한 불신

과 HPV백신 효과에 한 불신으로 이어져 방 종 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HPV백신에 한 부

작용과 HPV백신의 효과에 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HPV백신 지식을 높이고 HPV백신 안정성과 효과에 한 확

신을 심어주어야 할 것으로 본다.

HPV백신 방 종 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각된 

민감성 수가 1  증가하면 HPV백신 방 종 의도가 있는 

군이 될 확률이 2.29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각된 장

애성 수가 1  증가하면 방 종 의도가 있는 군이 될 확

률이 2.59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자 청소년을 

둔 어머니를 상으로 한 Lee (2014)의 연구결과 유익성이 증

가할수록 1.38배, 지각된 장애성이 증가할수록 1.21배 의도가 

증가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으나, 장애성은 두 연구 모두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연구 상자가 본

인의 HPV백신 방 종 여부를 결정하는 입장과 자녀의 

종을 결정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HPV백신 방 종을 하지 

않는 이유의 우선순 는 다를 수 있으므로 개인의 건강신념

은 HPV백신 방 종률을 높이는데 요한 요인이 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등여학생 자녀를 둔 부모의 HPV백신 방 종 

의도를 향상시키기 해서는 HPV백신 종 연령을 상으로 

국민 홍보가 필요하며, HPV백신 종을 통해 정  효과

를 강조하고, 장애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정책지원과 학교기반에서 체계화된 교육 로그램이 마련되어

야 할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등여학생 자녀를 둔 부모를 상으로 HPV백

신 방 종 의도에 미치는 향요인을 악하여 등여학생

의 HPV백신 방 종률을 높이고 자궁경부암 발생률을 낮추

기 한 략수립에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되었다. 본 



등여학생 자녀를 둔 부모의 인유두종바이러스(HPV)백신 종의도 향요인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3(4), 2017년 11월 375

연구결과 HPV백신 방 종 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는 월수입, 자궁경부암에 한 지식과 건강신념 하 역  

지각된 민감성, 지각된 장애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등여학생 자녀를 둔 부모의 HPV백신 방 종 

의도를 높이기 해서는 암 검진을 통한 방행 와 의료제

공자의 극  권유, 백신 종의 정  효과를 강조하는 캠

페인, 매체, 페이스북 등을 활용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하

며, 비용과 안정성 등의 장애요인이 감소될 수 있도록 학교와 

국가차원에서 부모의 HPV백신 방 종에 한 간호교육 

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기 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본 

연구는 일부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등여학생 자녀를 둔 부

모를 상으로 시행되어 연구결과를 확  용하기에는 제한

이 있으므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HPV백신 방 종 

의도에 향을 미치는 다른 변인에 한 후속연구가 필요하

다. 셋째, HPV백신 방 종  부작용에 한 다차원 인 

간호교육 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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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Influencing Intention for Human Papillomavirus Vaccination 
Among Parents with Elementary School Gir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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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descriptive research study aims to investigate influential factors on human papillomavirus vaccines, 
among parents who have elementary school daughters. Methods: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210 parents whose 
children are elementary school girls, aged 9 to 12 years, in G Metropolitan City. Data were collected from August 
17 to September 12, 2015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s. A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a t-test, a χ2-test, a 
Fisher's exact test, and a logistic regression using SPSS/WIN 21.0. Results: The influential factors on the human 
papillomavirus vaccination intention were confirmed to be three variables: cervical cancer knowledge, perceived 
sensitivity, and perceived barriers. Conclusion: An intervention program, both to increase the sensitivity of 
vaccination and to decrease barriers, should be developed so as to improve parents’ health beliefs towards human 
papillomavirus vacc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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