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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impacts of human papillomavirus (HPV) 
vaccination-related health belief, attitudes toward HPV vaccination, and subjective norms on HPV 
vaccination intent targeting mothers of elementary school daughters.
Methods: The study use a correlative survey design.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121 mothers of 
elementary school daughters located in metropolitan city B. All subjects agreed to participate in 
the study.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September 1 to October 18, 2018, and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t-test, ANOVA with a post hoc Scheffé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Results: Attitude toward HPV vaccination, subjective norms, vaccination plans for their children, 
and mother's vaccination status were significant factors influencing HPV vaccination intention. 
These factors accounted for 72% of the HPV vaccination intention.
Conclusions: This study showed that factors affecting the intention of mothers of elementary 
school daughters to vaccinate against HPV were HPV vaccination attitudes, subjective norms, vac-
cination plans for their children, and mother's vaccination status. The biggest influencing factor 
was HPV vaccination attitudes. Therefore, in order to encourage mothers of elementary school 
daughters to vaccinate against HPVs, national-level policies should be implemented to create a 
social atmosphere of positive attitudes toward HPV vaccinations that also emphasizes how easy it 
is to get vaccinated against HPV. Based on this, mothers of elementary school daughters should 
be encouraged to have them vaccinated against HPV, thus contributing to improving the HPV 
vaccination rates of elementary school gir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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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자궁경부암은 전 세계 여성 암 중 네 번째로 많으며 매년 약 52만 명의 환자 중 약 27만 명이 

사망하고 있다[1]. 국가암정보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 3,500명 가량의 여성에게 자궁경부
암이 발생하여 약 870명 정도가 자궁경부암으로 사망에 이르는데 특히, 15–34세 연령 군의 

자궁경부암이 갑상선암과 유방암 다음으로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 이러한 자
궁경부암의 주요 발생 원인은 human papilloma virus (HPV;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이 70%

를 차지한다[3]. 대부분의 HPV 감염은 자연적으로 소실되지만 HPV 16, 18형은 자궁경부암
을 발생시키는 HPV 유형의 99%를 차지하는 고위험군으로, 지속적인 감염 시 자궁경부암, 

질암, 항문암 등을 유발시킨다[4]. 따라서 세계보건기구는 HPV 감염으로 인한 여성의 자궁
경부암을 예방하기 위해 성생활 시작 전인 만9–13세를 접종연령으로 권장하고 있으며[5], 대
부분의 예방접종 허가국에서도 첫 성적 접촉보다 예방접종이 먼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
10–14세를 권유하고 있다[6]. 최근 우리나라는 성관계 경험 청소년 중 성관계를 처음 시작한 

연령이 2011년 13.8세에서 2016년 13.1세로 낮아졌으며[7], 청소년기 여성의 자궁경부는 HPV 

감염에 취약한 상태이므로 HPV 감염률은 증가하는 추세이다[8]. 이러한 HPV 감염으로 인한 

자궁경부암 및 기타 생식기암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개발된 HPV 예방접종은 HPV 16, 18형
과 관련성이 있는 침습적 암 예방에 높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9]. 현재 우리나라의 HPV 예방
접종은 일부 연령을 제외한 대부분의 여성이 필수접종에 해당되지 않으며 성경험이 시작되
기 이전인 11–12세, 미 접종 시 13–21세에 접종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10]. 반면, 

호주, 덴마크, 미국, 프랑스 등은 HPV 백신을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우리나라보다 먼저 도입
하여 자궁경부 상피 내 종양, 생식기 사마귀 등 HPV 관련 질환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우리
나라 정부도 2016년 6월부터 만 12세 여성청소년에게 HPV 감염증 예방접종과 더불어 사춘
기 성장발달 관련 건강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을 시
작하였다[11].

부모는 자녀의 HPV 예방접종 수행에 큰 영향력이 있으며, 부모의 건강신념은 예방접종 행위
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12]. 이러한 부모의 HPV 예방접종에 대한 건강신념은 예방접종에 

대한 수용도를 향상시키고 예방접종률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13]으로, 자녀에 대한 HPV 예
방접종여부는 부모와 가족들에 의해 좌우된다[14].

자녀에 대한 어머니들의 HPV 예방접종에 대한 태도는 HPV 예방접종 의도의 가장 중요한 예
측요인이다[15]. 그러나 어머니들은 HPV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본인부담에 따른 경제적 어
려움, 부작용에 대한 걱정 등의 이유로 자녀에 대한 HPV 예방접종에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
고 있다[16].

HPV 예방접종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HPV 예방접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17], 국
내 여중생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16]에서 대상자는 HPV 예방접종에 대하여 높은 사회
적 압력을 느끼고, 가족이나 친지들의 HPV 예방접종에 대한 지지가 이들의 HPV 예방접종의
도에 중요하게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고등학생 딸을 가진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18]에서도 부모의 권유가 예방접종의도의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부모는 

자녀의 HPV 예방접종행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HPV 예방접종의 권장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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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부합하는 초등학생 딸을 둔 어머니의 HPV 예방접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
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HPV 예방접종 관련 선행연구는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16,18-21]이루어져 있는 반면, HPV 예방접종의 권장 최적연령인 초등학생을 대상
으로 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초등학생 딸을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HPV 

예방접종에 관한 건강신념, 태도, 주관적 규범 및 예방접종의도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HPV 

예방접종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여 HPV 예방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마련
하는데 기초가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생 딸을 둔 어머니의 HPV 예방접종 관련 건강신념, 태도, 주관적 규
범이 예방접종 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대상자와 자녀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둘째, 대상자와 자녀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HPV 예방접종 의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셋째, 대상자의 HPV 예방접종 관련 건강신념, 태도, 주관적 규범, 예방접종 의도의 정도를 

파악한다.

• 넷째, 대상자의 HPV 예방접종 관련 건강신념, 태도, 및 주관적 규범과 예방접종 의도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다섯째, 대상자의 HPV 예방접종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초등학생 딸을 둔 어머니의 HPV 예방접종 관련 건강신념, 태도, 주관적 규범이 

HPV 예방접종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B광역시 5개구에 소재한 6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딸을 둔 어머니를 편
의 추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필요한 대상자 수는 G*Power 3.1.9.2.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효과
크기 0.15(중간크기), 유의수준 0.05, 검정력 80%, 예측변수 10개(건강신념, 태도, 주관적 규
범, 자궁암 가족력, 자궁암검진 경험, 부인과질환 경험, HPV 예방접종 인지여부, 정부지원 인
지여부, 교육수준, 경제수준)일 때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최소표본 수는 118명으로 산출되
었다.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140명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을 하였고 불성실한 답변 19부를 

제외한 121부를 연구 자료로 사용하였다.

3. 연구도구
1) HPV 예방접종 관련 건강신념
HPV 예방접종 관련 건강신념은 Park 과 Lee[19], Reynolds 과 O'Connell[22]의 연구에서 사용
된 문항을 참고하여 Lee [23]가 수정 · 보완한 도구를 메일을 통해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하였
다. 이 도구는 지각된 민감성 3문항, 지각된 심각성 2문항, 지각된 유익성 2문항, 지각된 장애
성 4문항 등 총 11개 문항으로,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4점에서 ‘매우 그
렇지 않다’ 1점으로 처리하였다. 점수의 범위는 11–44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HPV 예방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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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건강신념이 높음을 의미한다. 그 중 지각된 장애성은 접종비용, 부작용, 예방접종의 번
거로움, 주사 불편감에 대한 문항으로 응답한 내용을 역 코딩하여 산출하였으며 점수가 높
을수록 HPV 예방접종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을 덜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신뢰
도 Chronbach's α는 Lee [23]의 연구에서는 지각된 민감성이 .70, 지각된 심각성 .63, 지각된 

유익성 .71, 지각된 장애성 .62였다. 본 연구에서의 도구의 신뢰도는 .65이었으며, 하위영역
별 신뢰도는 지각된 민감성이 .72, 지각된 심각성 .89, 지각된 유익성 .83, 지각된 장애성 .70

이었다.

2) HPV 예방접종 태도
HPV 예방접종 태도는 Askelson 등[15]이 계획된 행위이론 검증을 위한 질문지 작성방법을 근
거로 개발한 도구를 Park [24]이 번역-역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메일을 통해 

도구 개발자의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3개 문항으로 각 문항은 Likert 7점 척도
로, ‘필요하다(7점)-불필요하다(1점),’ ‘좋은 생각이다(7점)-좋은 생각이 아니다(1점),’ ‘유용하
다(7점)-유용하지 않다(1점)’ 이고 점수의 범위는 3–2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HPV 예방접종 

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hronbach's α는 .96이었고 Park 

[24]의 연구에서는 .9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4이었다.

3) HPV 예방접종 관련 주관적 규범
HPV 예방접종 관련 주관적 규범은 Askelson 등[15]이 계획된 행위이론 검증을 위한 질문지 작
성방법을 근거로 개발한 도구를 Park [24]이 번역-역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메일을 통해 도구 개발자의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3개 문항으로 각 문항은 

Likert 7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7점에서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처리하였다. 점수의 범위
는 3–2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주변인들로부터 받은 압력이 높음을 의미하며 HPV 예방접
종 관련 주관적 규범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8이
었고 Park [24]의 연구에서는 .94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1이었다.

4) HPV 예방접종 의도
HPV 예방접종 의도는 Ajzen and Madden[25]의 질문지 작성법을 근거로 Kim [26]이 영유아 어
머니를 대상으로 개발한 예방접종 의도 도구를 Park [24]이 수정 ·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
정하였다. 이 도구는 3개 문항으로 각 문항은 Likert 7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7점에서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처리하였다. 점수의 범위는 3–2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HPV 예방접종 의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7이
었고 Park [24]의 연구에서는 .96이었고, 본 연구에는 .94이었다.

4. 자료수집
자료수집기간은 2018년 9월 1일부터 2018년 10월 18일까지로 B광역시에 거주하는 일부 초등
학생 딸을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편의 추출하였으며, 사전에 초등학교 학부모회, 방과 후 

교육기관 등을 방문하여 연구자가 직접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여 허락을 받은 후, 

자발적 의사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배부하여 작
성하게 한 후 회수하였다. 설문지의 내용 중 일부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설문지는 불
투명 봉투에 테이프를 부착한 다음 작성 즉시 회수하였다. 설문지 작성시간은 5–10분 정도 소
요되었으며 연구에 참여한 모든 어머니들에게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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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상자와 자녀의 일반적 특성 및 HPV 예
방접종 관련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HPV 예방접종 

관련 건강신념, 태도, 주관적 규범, 의도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으며, 대상자
의 일반적 특성 및 HPV 예방접종 관련 특성에 따른 HPV 예방접종 의도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정은 Scheffé test를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HPV 예방
접종 관련 건강신념, 태도, 주관적 규범, 의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
석하였으며, HPV 예방접종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자료수집 전 연구의 목적과 방법, 절차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 I 대학교 생명윤
리심의위원회의 승인(승인번호: INJE201807013001-UE004)을 받았다. 연구자는 간호사로서 

설문 대상 어머니들과 관련성이 없으며 대상 학교도 편의 표출하여 가능한 위계관계에 의한 

윤리적 문제의 발생을 차단하고자 노력하였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
고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으며, 연구참여 여부나 작성한 설문지 내용은 코드화하여 개인정
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잠금 장
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하고, 연구결과 발표 후 폐기할 것을 약속하고 설명하였다. 자료 수집
은 직접 대면하여 어머니들에게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설명하고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와 대상자 자녀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40.6세로 40–44세군이 52.1%(63명)로 많았으며, 결혼 상태는 기혼이 

98.3%(119명)였다. 학력은 대졸 이상 군이 77.7%(94명)였으며, 월수입은 400만원 이상 군이 

32.4%(34명)로 많았다. 종교는 ‘없다’로 응답한 군이 52.1%(63명)였으며, 직업은 ‘있다’로 응답
한 군이 77.7%(94명)였다. 자궁경부암 가족력은 ‘없다’로 응답한 군이 93.4%(113명)였으며, 자
궁경부암 검진경험은 ‘있다’라고 응답한 군이 86.8%(105명)였으며, 자궁경부암 검진규칙성은 

‘예’라고 응답한 군이 74.3%(78명)였으며, 부인과 질환유무는 ‘없다’라고 응답한 군이 71.9%(87

명)였다. HPV 예방접종 인지여부는 ‘예’로 응답한 군이 94.2%(114명)였으며, 인지경로는 의료
기관이 64.9%(74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대중매체가 49.1%(56명)로 많았다. 2016년부
터 시행된 초등학생 여아의 무료 HPV 예방접종 인지여부는 ‘예’로 응답한 군이 82.6%(100명)

였으며, 어머니의 HPV 예방접종 여부는 ‘아니오’로 응답한 군이 75.2%(91명)였다.

대상자 자녀의 일반적 특성으로 자녀수는 평균 1.99명으로 2명이 71.9%(87명)로 가장 많았다. 

자녀의 학년은 ‘2학년’이 24.8%(30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6학년’이 21.5%(26명)로 많
았다. 자녀의 HPV 예방접종여부는 ‘아니오’로 응답한 군이 88.4%(107명)였으며, HPV 예방접
종을 안 한 경우 향후 자녀의 HPV 예방접종 계획은 ‘예’로 응답한 군이 88.8%(95명)로 많았다. 

자녀의 HPV 예방접종여부를 ‘예’라고 응답한 경우 HPV 예방접종을 시행하게 된 가장 큰 요
인에 대한 다중응답 분석결과는 자녀의 ‘HPV 관련 질환발생 예방’이 64.3%(9명)로 가장 많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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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다음으로 ‘HPV 무료 예방접종 혜택’이 42.9%(6명)로 많았다. 자녀의 HPV 예방접종 계획
여부를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 예방접종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에 대한 다중응답 분석결
과는 ‘예방접종 부작용 우려’가 66.7%(8명)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예방접종 효과 불확
실‘이 41.7%(5명), ’예방접종 비용 부담‘이 16.7%(2명)순으로 많았다. HPV 예방접종 관련 필요
한 정보내용은 ‘HPV 질환의 전파경로와 관련 질병’이 66.9%(81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
로 'HPV 예방접종 효과 57.9%(70명), ‘HPV 예방접종 비용’ 24.0%(29명)순으로 많았다. HPV 예
방접종의 적정연령은 ‘12세 이하’가 52.1%(63명)로 가장 많았고 ‘13–15세’가 36.4%(44명), ‘16

세 이상’이 11.6%(14명) 이었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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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and Their children  (N=121)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Age (year) <40 40 (33.0)

40–44 63 (52.1)
≥45 18 (14.9)

Marriage Married 119 (98.3)
Unmarried 2 (1.7)

Education High school 27 (22.3)
≥University 94 (77.7)

Income (per month) (10,000 won) <200 16 (15.2)
200–229 32 (30.5)
300–399 23 (21.9)
≥400 34 (32.4)

Religion No 63 (52.1)
Yes 58 (47.9)

Job No 27 (22.3)
Yes 94 (77.7)

Family history for cervical cancer No 113 (93.4)
Yes 8 (6.6)

Experience of Pap test† No 16 (13.2)
Yes 105 (86.8)

Regularity for the Pap test (n=105) No 27 (25.7)
Yes 78 (74.3)

Gynecological disease No 87 (71.9)
Yes 34 (28.1)

Recognition of HPV‡ No 7 (5.8)
Yes 114 (94.2)

Information routes for HPV§ (n=114) TV, newspaper, internet 56 (49.1)
Book, pamphlet 12 (10.5)
Family 7 (6.1)
Friend, acquaintance 32 (28.1)
Medical institution 74 (64.9)
Etc. 2 (1.8)

Aware of free vaccination for children No 21 (17.4)
Yes 100 (82.6)

Mother's vaccination status No 91 (75.2)
Yes 30 (24.8)

No. of children 1 18 (14.9)
2 87 (71.9)
≥3 16 (13.2)

Child's grade 1 23 (19.0)
2 30 (24.8)
3 15 (12.4)
4 23 (19.0)
5 21 (17.4)
6 26 (21.5)

(continued to the next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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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와 대상자 자녀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HPV 예방접종 의도
대상자와 대상자 자녀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HPV 예방접종 의도는 어머니의 HPV 예방접종
여부(t=4.79, p<.001), 자녀의 HPV 예방접종 계획여부(t=7.57,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어머니의 HPV 예방접종여부는 ‘예’로 응답한 군(6.30±0.49)이 ‘아니오’로 응
답한 군(5.61±1.07)보다 HPV 예방접종 의도점수가 높았다. 자녀의 HPV 예방접종 계획여부는 

‘접종계획 있는 군’(4.06±1.23)이 ‘접종계획 없는 군’(5.99±0.77)보다 HPV 예방접종 의도 점수
가 높았다(Table 2).

3. 대상자의 HPV 예방접종 관련 건강신념, 태도, 주관적 규범 및 의도 정도
대상자의 HPV 예방접종 관련 건강신념은 44점 만점에 평균 30.45±3.76점이었고, 하위영역 중 

지각된 민감성이 12점 만점에 평균 7.87±1.83점, 지각된 심각성이 8점 만점에 6.69±1.22점, 지
각된 유익성이 8점 만점에 6.31±1.05점, 지각된 장애성이 16점 만점에 9.59±2.35점이었다. 대
상자의 태도는 21점 만점에 평균 17.96±2.59점이었다. 대상자의 주관적 규범은 21점 만점에 

평균 16.26±3.30점이었으며, 대상자의 예방접종 의도 의도는 21점 만점에 평균 17.35±3.01점
이었다(Table 3).

4. 대상자의 HPV 예방접종 건강신념, 태도, 주관적 규범, 의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HPV 예방접종 의도는 HPV 예방접종 관련 건강신념의 지각된 민감성(r=.26, 

p=.003), 지각된 심각성(r=.26, p=.004), 지각된 유익성(r=.50, p<.001)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
다. 대상자의 HPV 예방접종 의도는 태도(r=.79, p<.001), 주관적 규범(r=.66, p<.001)과 정적 상
관관계가 있었다. 즉 HPV 예방접종 관련 건강신념, 태도, 주관적 규범이 높을수록 HPV 예방
접종 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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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n(%)
Child's vaccination status No 107 (88.4)

Yes 14 (11.6)
A vaccination plan for children (n=107) No 12 (11.2)

Yes 95 (88.8)
Reason for vaccination§ (n=14) Recommendation of family 1 (7.1)

Prevention of disease 9 (64.3)
Free vaccination 6 (42.9)

Reason for no vaccination§ (n=12) Worry about side effects 8 (66.7)
Unknown 1 (8.3)
Uncertainty in the effectiveness of vaccination 5 (41.7)
High price 2 (16.7)
Very young age 1 (8.3)

Additional information about vaccination§ Related disease 81 (66.9)
Effect 70 (57.9)
Cost 29 (24.0)
Target age&frequency 45 (37.2)
Others 7 (5.8)

Aware of proper age of vaccination for 
children (year)

≤12 63 (52.1)
13–15 44 (36.4)
≥16 14 (11.6)

Pap=papillomavirus; HPV=human papillomavirus.
†Pap test; ‡HPV; §Multiple response.

Table 1. (Continued)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and Their children  (N=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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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상자의 HPV 예방접종 의도 영향요인
대상자의 HPV 예방접종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단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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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fferences in HPV Vaccination Intention by Subjects and Their Children's General Characteristics  (N=121)
Characteristics Categories M±SD t/F (p)
Age (year) <40 5.73±0.88 .96 (.387)

40–44 5.98±0.95
≥45 5.54±1.40

Marriage Married 5.78±1.01 −.07 (.943)
Unmarried 5.83±0.71

Education High school 5.72±1.08 −.39 (.699)
≥University 5.80±0.99

Income (per month) (10,000 won) <200 5.65±1.16 1.56 (.204)
200–229 6.02±0.98
300–399 5.42±0.94
≥400 5.70±1.10

Religion No 5.65±1.03 1.51 (.134)
Yes 5.93±0.97

Job No 6.05±0.70 −1.98 (.052)
Yes 5.71±1.07

Family history for cervical cancer No 5.77±1.02 .51 (.610)
Yes 5.96±0.68

Experience of Pap test† No 5.52±1.10 1.12 (.265)
Yes 5.82±0.99

Regularity for the Pap test (n=105) No 5.32±1.08 −.23 (.820)
Yes 6.00±0.90

Gynecological disease No 5.79±0.98 −.05 (.957)
Yes 5.77±1.08

Recognition of HPV‡ No 6.00±0.69 −.59 (.557)
Yes 5.77±1.02

Aware of free vaccination for children No 5.73±0.89 .26 (.795)
Yes 5.79±1.03

Mother's vaccination status No 5.61±1.07 4.79 (<.001)
Yes 6.30±0.49

No. of children 1 5.87±0.89 .14 (.871)
2 5.78±1.03
≥3 5.69±1.04

Child's vaccination status No 5.77±1.03 .30 (.768)
Yes 5.86±0.79

A vaccination plan for children (n=107) No 4.06±1.23 7.57 (<.001)
Yes 5.99±0.77

Aware of proper age of vaccination for children (year) ≤12 5.84±0.99 .35 (.709)
13–15 5.68±1.03
≥16 5.86±1.04

M±SD=mean±standard deviation; Pap=papillomavirus; HPV=human papillomavirus.
†PAP test ; ‡HPV;§Multiple response.

Table 3. Health Beliefs, Attitude, Subjective Norms and Vaccination Intention of Human Papillomavirus  (N=121)
Variables M±SD Min Max Range
Health beliefs

Total 30.45±3.76 22 40 11–44
Perceived sensitivity 7.87±1.83 3 12 3–12
Perceived seriousness 6.69±1.22 2 8 2–8
Perceived benefit 6.31±1.05 2 8 2–8
Perceived barrier 9.59±2.35 4 16 4–16

Attitude 17.96±2.59 9 21 3–21
Subjective norms 16.26±3.30 6 21 3–21
Vaccination intention 5.78±1.00 2 7 1–7
M±SD=mean±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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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법을 이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는 일반적 특성 중 HPV 예방접종 의도
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어머니의 HPV 예방접종여부, 자녀의 예방접종계획과 HPV 예방접종 

의도와 유의한 상관이 있다고 나타난 HPV 예방접종 관련 건강신념의 하위항목인 지각된 민
감성, 지각된 심각성, 지각된 유익성과 태도, 주관적 규범 등 총 7개를 투입하였다. 이 중 범주
형 항목인 어머니의 HPV 예방접종여부와 자녀의 예방접종계획(아니오 기준)은 가변수(Dum-

my variable)처리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전 오차 항들 간 자기상관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Durbin-Watson 통계량을 구한 결과 1.987로 2근방의 값으로 나타나 오차항들 간 자기상관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차항의 분포를 정규분포로 가정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표준화 

잔차를 구한 결과 모두 ±3 이내의 값으로 나타나 오차항의 분포를 정규분포로 가정할 수 있었
다. 독립변수들 간 다중공선성이 있는지 알아본 결과 공차한계(tolerance)는 .45–.95로 .10 이상
의 값으로 나타났고 분산팽차인자값은 1.05–2.20으로 10이상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
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결과 HPV 예방접종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HPV 예방
접종 태도(β=.48, p<.001), 주관적 규범(β=.25, p<.001), 자녀접종 계획(β=.24, p<.001), 어머니의 

예방접종여부(β=.13, p=.016) 이었다. 즉, HPV 예방접종 태도가 긍정적이고 주관적 규범 점수
가 높을수록, 자녀의 접종 계획이 있는 경우와 어머니가 예방접종을 한 경우에 HPV 예방접종 

의도가 높았다. 이 중 대상자의 HPV 예방접종의도에 가장 큰 요인은 HPV 예방접종 태도이었
고 HPV 예방접종 주관적 규범, 자녀접종 계획과 어머니의 예방접종여부 등을 포함한 전체 설
명력은 72%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회귀모형은 유의하였다(F=69.46, p<.001) (Table 5).

논의

본 연구는 HPV 예방접종 적정연령인 초등학생 딸을 둔 어머니의 HPV 예방접종 의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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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lationships among Human Papillomavirus Vaccination related Health Beliefs, Attitude, Subjective Norms on Vaccination Intention  (N=121)
Variables Health beliefs Attitude Subjective 

norms
Intention

Total Perceived 
sensitivity

Perceived 
seriousness

Perceived 
benefit

Perceived 
barrier

r (p) r (p) r (p) r (p) r (p) r (p) r (p) r (p)
Health beliefs (total) 1
Perceived sensitivity .60 (<.001) 1
Perceived seriousness .69 (<.001) .50 (<.001) 1
Perceived benefit .59 (<.001) .37 (<.001) .43 (<.001) 1
Perceived barrier .50 (<.001) −.23 (.009) .00 (.957) −.01 (.833) 1
Attitude .46 (<.001) .31 (.001) .26 (.004) .51 (<.001) .13 (.146) 1
Subjective norms .35 (<.001) .21 (.019) .18 (.038) .34 (<.001) .14 (.117) .63 (<.001) 1
Intention .42 (<.001) .26 (.003) .26 (.004) .50 (<.001) .11 (.215) .79 (<.001) .66 (<.001) 1

Table 5. Factor affecting on Human Papillomavirus Vaccination Intention  (N=121)

Factors B SE β t p R2 Adj. R2

(Constant) 2.63 .64 - 4.09 <.001 - -
Attitude .55 .09 .48 6.28 <.001 .63 .63
A vaccination plan for children (yes=1, no=0) .78 .20 .24 3.95 <.001 .67 .67
Subjective norms .23 .06 .25 3.76 <.001 .71 .70
Mother's vaccination status (yes=1, no=0) .31 .13 .13 2.45 .016 .73 .72

F=69.46, p<.001
B=unstandardized coefficients; SE=standard error; Adj. R2=adjusted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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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HPV 예방접종 관련 건강신념은 44점 만점에 평균 30.45점이었는데, 

이는 같은 도구를 이용해 여자 청소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23]에서 44점 만점에 평
균 27.51점으로 나타난 결과와 초등학생 딸을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8] 결과보다 높
은 것이다. 건강신념의 하위영역별 평균점수에서 지각된 심각성과 유익성이 상대적으로 높
게 나타났고 지각된 민감성과 장애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여자 청소년 어머
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23],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13],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20] 

결과와 같으며, 초등학생 딸을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8]에서 지각된 유익성, 심각성, 

민감성, 장애성 순서로 나타난 결과와 부분적으로 유사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2016년
부터 만 12세 여자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실시한 HPV 무료예방접종 국가사
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효과로 인해 초등학생을 비롯한 청소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HPV 예
방접종 관련 건강신념의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건강신념이 이들 어머
니가 자궁경부암 등의 HPV 관련 질환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HPV 예방접종과 같은 예방
행위가 유익한 것으로 인지하도록 한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대상자의 지각된 장애성 점수
는 상대적으로 낮아 대상자가 HPV 예방접종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을 더 많이 지각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에서 자녀의 예방접종계획이 없는 대상자 중 자녀에게 접종하지 않으려
는 이유가 부작용이 염려되어(66.7%), 예방접종효과의 불확신(41.7%) 등으로 나타나 선행연
구들[8,23,27]의 결과와 같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대상자가 HPV 예방접종의 장애요인을 예
방 접종의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과 예방접종의 효과에 대한 불확신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초등학생 딸을 둔 어머니의 HPV 예방접종 관련 건강신념을 높이기 위해서
는 대상자에게 다양한 대중매체 및 의료제공자를 통해 HPV 예방접종의 필요성과 장점에 대
해 홍보하고 HPV 감염질환의 감염경로와 위험성 등에 대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
요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HPV 예방접종 관련 태도는 21점 만점에 평균 17.96점으로 자녀의 예방
접종에 대해 긍정적인 편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도구로 여중생 딸을 둔 어머니를 대상으
로 한 연구[16]에서 평균 17.84점으로 나온 결과와 유사한 것이며, 같은 도구와 동일한 대상으
로 한 연구[28]]에서 평균 7.42점으로 나타난 결과보다는 높은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
의 대상자는 의료기관 및 대중매체를 통한 HPV 예방접종에 대한 정보와 여자청소년을 대상
으로 하는 HPV 무료접종사업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던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대
상자가 HPV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HPV 예방접종과 

관련된 정보를 올바르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의 제도적 정책 마련과 의료
전문가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HPV 예방접종 관련 주관적 규범은 21점 만점에 평균 16.26점으로, 같
은 도구로 여중생 딸을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16]에서 평균 15.31점으로 나온 결과와 

유사한 것이며, 같은 도구와 동일한 대상으로 한 연구[27]에서 평균 7.09점으로 나타난 결과
보다는 높은 것이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백신에 대한 인지경로로 의료기관과 대중매체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Bang 등의 연구[29]에서 HPV 예방접종자의 87.5%는 부모님과 가까운 지
인의 권유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자 초등학생 자녀의 HPV 백신 접종율
을 높이기 위해서는 HPV 예방접종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과 함께 긍정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대상자에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나 다양한 대중매체를 통하여 HPV 백신 접종
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와 격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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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HPV 예방접종 의도는 21점 만점에 평균 17.35점이었는데, 이는 같은 도
구로 여중생 딸을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16]에서 평균 16.86점으로 나온 결과와 유사
하며, 같은 도구와 동일한 대상으로 한 연구[28]에서 평균 8.67점으로 나타난 결과보다는 높
은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여자 청소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HPV 예방접종 의도가 비교적 높
은 수준임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 대상자 자녀들의 경우 현재는 88.4%가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지만 향후 88.8%가 자녀의 예방접종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당수
의 어머니가 자녀의 예방접종을 긍정적으로 계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와 대상자 자녀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HPV 예방접종 의도는 대상자의 

HPV 예방접종 여부와 자녀의 예방접종 계획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본 연
구에서 대상자의 HPV 예방접종률은 24.8%로 초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27]결과와 

유사하며, 여중생 딸을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16]결과보다는 높은 것이다. 초등학생 

자녀의 HPV 예방접종계획은 향후 접종계획이 있는 경우가 88.8%로 이미 접종했거나 접종계
획이 없는 경우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자 청소년 자녀의 HPV 예방접종계획
이 있는 경우가 계획이 없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난 다수의 선행연구[8,16,18]의 결과와 유사
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초등학생이나 여자청소년 자녀를 둔 어머니
의 HPV 예방접종 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상자들의 HPV 예방접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을 개선하고, 대중매체나 오프라인과 같은 다양한 통로를 이용해 HPV 예방접종의 효과에 대
해 지속적으로 홍보와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대상자의 HPV 예방접종 의도는 HPV 예방접종 관련 건강신념, 태도, 주관적 규범과 양의 상
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녀 초등학생 자녀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27

에서 HPV 예방접종 행위의도가 태도, 주관적 규범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태도가 

예방접종 행위의도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결과와 여중생 자녀의 어머니를 대상으
로 한 연구[16]에서 HPV 예방접종 의도가 태도, 주관적 규범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
내는 결과와 유사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대상자의 HPV 예방접종에 관한 건강신념이 높고, 

이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며, 주관적 규범이 높을수록 HPV 예방접종 의도가 높아진다는 것
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상자가 자녀의 HPV 예방접종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의료기관, 교육기관, 홍보매체 등을 통한 대중적인 홍보와 관련 지식의 전달, 전문
가들의 권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HPV 예방접종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HPV 예방접종 태도, 주
관적 규범, 자녀의 예방접종 계획과 어머니의 예방접종유무 등으로 전체 설명력은 72%이었
다. 이는 남녀 초등학생 자녀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28]에서 HPV 예방접종 의도 영향
요인이 HPV 예방접종 태도와 주관적 규범으로 나온 결과와, 여중생 자녀의 어머니를 대상으
로 한 연구[16]에서 HPV 예방접종 태도와 주관적 규범으로 나타난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
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생 딸을 둔 어머니의 HPV 예방접종 태도가 긍정적이고 

의료전문가 및 영향력 있는 매체를 통한 HPV 예방접종에 대한 지지와 권유가 HPV 예방접종 

의도에 영향력을 주는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초등학생 딸을 둔 어머니
의 HPV 예방접종 의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매체와 전문가 집단을 통해 이들에게 

HPV 예방접종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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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초등학생 딸을 둔 어머니의 HPV 예방접종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HPV 예
방접종 태도, 주관적 규범, 자녀의 예방접종 계획, 어머니의 예방접종유무 등을 규명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이 일부 지역의 초등학생 딸을 둔 어머니를 편
의 추출하여 조사하였으므로 결과를 확대 해석하는 데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또한, 대상
자의 HPV 예방접종 관련 건강신념은 HPV 예방접종 의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HPV 

예방접종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포함되지 못하였으므로, 추후 연구를 통해 이에 대
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생 딸을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HPV 예방접종 관련 건강신념, 태도, 주관적 

규범, 예방접종 의도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변인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HPV 예방접종 의
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HPV 예방접종 의
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HPV 예방접종 태도, 주관적 규범, 자녀의 예방접종 계획, 

어머니의 예방접종유무 등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HPV 예방접종 태
도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초등학생 딸을 둔 어머니의 HPV 예방접종 의도를 증진시키기 위
해서 이들이 HPV 예방접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
고, HPV 예방접종을 쉽게 받아들이도록 국가 차원의 제도적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토
대로 초등학생 딸을 둔 어머니의 HPV 예방접종 의도를 증진시켜 최적의 HPV 예방접종 연령
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여학생의 HPV 예방접종률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
각된다. 아울러, 국가지원사업의 일환으로 HPV 예방접종을 한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녀의 

어머니를 모두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HPV 예방접종 의도 영향요인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추후 반복연구에서는 집단 간의 차이를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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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STATEMENT
• What is already known about this topic?

Previous studies found that attitude, subjective norms, and perceived behavior control toward human papillomavirus (HPV) 
vaccination were important factors affecting HPV vaccination intent among mothers of middle school and college-aged 
daughters.

• What this paper adds?
HPV vaccination attitudes, subjective norms, and the perceived health benefits beliefs were related to the HPV vaccination 
intent of mothers of elementary school daughters, among which HPV vaccination attitudes were the most influential.

• Implications for practice, education, and/or policy
The intention of mothers with elementary school daughters to vaccinate against HPVs should be encouraged, thus contrib-
uting to improving the HPV vaccination rate of elementary school gir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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