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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a nursing intervention program in order to improve
intention to receive human papillomavirus (HPV) vaccination intention of mothers of elementary school
girls by confirming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knowledge of HPV
vaccine, attitude towards vaccination, subjective norm, and intention to receive vaccination.
Methods: The subjects of this study are 171 mother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grades 5–6 in
Yangsan city. The health teacher delivered the questionnaire to the mothers via the female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the classroom, the mothers filled out the questionnaire by self-filling, and the ques
tionnaires were collected through the health teacher.
Results: The fully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knowledge of the HPV
vaccine and the intention of the mothers of female elementary school students to receive vaccination. The
partial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was confirm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ttitude towards HPV
vaccination and the intention to receive vaccination. The partial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was con
firm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ubjective norm for HPV vaccination and the intention to receive
vaccinatio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HPV vaccine vaccination promotion program that can enhance
the level of knowledge, attitudes towards vaccination, and subjective norm of HPV vaccine for female
elementary school mothers and to strengthen their sense of self-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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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차지한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18; 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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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자궁경부암은 2018년 기준 전 세계의 여성암 중 네 번

남경아·이영은. 여자초등학생 어머니의 자녀 HPV 백신 접종의도 영향요인

Center Information Center, 2018). 자궁경부암의 주요

를 살펴보면, HPV 백신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자녀 HPV

원인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HPV)

백신 접종 의도가 높았고(Shim & Ha, 2017; Zhu et al.,

감염으로, 자궁경부암 환자의 99.7% 이상에서 고위험 HPV

2019), 자녀 HPV 예방접종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자녀

감염이 발견되고 있다(Korean Society of Obstetrics

HPV 예방접종 의도가 높았다(Oh & Lee, 2018; Kim et

Gynecology, 2015). 그러나 HPV 감염 시 병변에 대한 치

al., 2019). 어머니가 자녀 HPV 백신 접종에 대한 주변 사

료만 가능하므로 HPV 감염을 예방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

람들의 압력을 높게 느낄수록 자녀 HPV 예방접종 의도가

다(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높았다(Oh & Lee, 2018; Kim et al., 2019). 또한 HPV

2017).

백신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접종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HPV 백신 접종은 HPV 감염 예방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주관적 규범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HPV는 성접촉을 통해 감염되므로

타났다(Park & Kim, 2020). 여러 선행연구에서 HPV 백

성관계를 갖기 전에 HPV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

신 접종 의도의 영향 요인으로 HPV 백신에 대한 지식, 접

하다(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종 태도, 주관적 규범, 자기효능감과 접종 의도를 규명한 연

2017; Gravitt, 2017). 우리나라의 경우 여학생의 첫 성관

구는 있었으나, 이들 변수를 통합적으로 이 연구는 부족하

계 시작 연령이 평균 14.4세로 보고되고 있으며(Korean

였다.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s, 2018), HPV 백신 접종

한편 HPV 백신 접종에 대한 자기효능감이란 HPV 백

의 최적 시기를 만 9–13세로 권고하고 있다(Korea Centers

신 접종에 대해 인지하는 어려움 또는 쉬움의 정도를 의미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7). 이에 2016

한다(Lee, 2014). 자기효능감은 주관적이고 인지적인 능

년 6월부터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만 12세 여아에게 HPV

력으로 사람의 동기, 사고, 행동을 매개하는 중재변인으로

백신 무료접종이 실시되고 있다. HPV 백신 접종률을 살펴

작용하여 행동의 선택과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Bandura,

보면 2020년 12월 기준 만 12–13세 여아의 HPV 백신 1

1977). 선행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자녀 HPV 백신 접종

차 접종률은 평균 70%로 보고되었다(Korea Centers for

의도의 주요 영향 요인이었으며(Park & Kim, 2020), 자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9a). 그러나 다른

궁경부암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자녀 HPV 백신에

국가예방접종의 평균 접종률이 90% 이상임을 고려할 때

대한 접종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자녀 HPV 백신 접종에 대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한 주관적 규범이 높을수록 자녀 HPV 백신접종에 대한 자

2019b) 만 12–13세 여아의 HPV 백신 접종률은 낮은 수

기효능감이 높았다(Kang, 2019; Ma, 2018; Rodriguez et

준이다. 따라서 HPV 감염 예방을 위해 HPV 백신 접종 적

al., 2018). 또한 뎅기열 환자의 뎅기열 지식과 예방행위의

정연령인 5–6학년 초등학생의 HPV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관계(Isa et al., 2013), 대학생의 음주 태도와 음주 행위의

위한 전략 개발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경우 어머니의 자녀

관계(DiBello et al., 2019), 젊은 여성의 HPV 백신 접종에

HPV 백신 접종 의도가 자녀의 HPV 백신 접종 수행에 중대

대한 주관적 규범과 접종 의도의 관계(Stout et al., 2020)

한 영향을 미치므로(Hong, 2019) HPV 백신 접종률을 증

에서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HPV

진시키기 위해 여자초등학생 어머니의 자녀 HPV 백신 접

백신에 대한 지식, 접종 태도, 주관적 규범 접종 의도의 관

종 의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계에서 자기효능감이 유의한 매개작용을 할 것으로 추측할

HPV 백신 접종 의도란 대상자가 자녀의 HPV 백신 접종

수 있다. 최근 어머니를 대상으로 자녀 HPV 백신 접종 의

을 얼마나 자발적으로 하려하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

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규명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

여 HPV 백신 접종을 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의사 정도를 의

으나 여자초등학생 어머니를 대상으로 HPV 백신에 대한

미한다(Lee, 2014). 계획된 행위이론(theory of planned

지식, 접종 태도, 주관적 규범과 접종 의도의 관계에서 자기

behavior, TPB)에 의하면 인간의 행위는 그 행위를 수행

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하고자 하는 행위 의도에 따라 결정되며, 행위에 대한 태

그러므로 이 연구는 여자초등학생 어머니의 HPV 백신

도, 주관적 규범과 지각된 행위 통제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

에 대한 지식, 접종 태도, 주관적 규범과 접종 의도 관계에

였다(Ajzen, 1991). 어머니를 대상으로 수행된 선행연구

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에 여자
https://doi.org/10.21896/jksmch.2021.25.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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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어머니의 자녀 HPV 백신 접종 의도를 높이기 위

3. 연구 도구

한 간호중재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
1) HPV 백신 접종 의도

연구의 개념적 틀은 Fig. 1과 같다.

Gerend와 Shepherd (2012)이 개발한 Assess 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 Constructs를 Kim (2018)

2. 연구의 목적

이 번역하여 수정, 보완한 도구를 간호학과 교수 3인의 내
이 연구의 목적은 여자초등학생 어머니의 HPV 백신에

용 타당도 검증 후 자문을 얻어 여자초등학생 어머니에 맞

대한 지식, 접종 태도, 주관적 규범과 자기효능감이 접종 의

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5개 문항으로 구성

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HPV 백신 접종 의도에 대한

되어 있고, 1–7점 범위의 Likert 7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파악하는 데 있다.

수록 자녀 HPV 백신 접종 의도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Gerend와 Shepherd (2012) 연구에서
Cronbach α는 0.96, Kim (2018) 연구에서 Cronbach α는

대상 및 방법

0.96, 이 연구에서 Cronbach α는 0.93이었다.

1. 연구 설계
2) HPV 백신에 대한 지식
이 연구는 여자초등학생 어머니의 HPV 백신에 대한 지

Kim과 Ahn (2007)이 개발한 HPV 지식 측정도구를

식, 접종 태도, 주관적 규범과 접종 의도 관계에서 자기효능

Park (2014)이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감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상관성 조사 연구이다.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답’인 경우에 1점, ‘오답’과
‘모른다’라고 답할 경우 0점으로 처리하여 16점이 최대 점
수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HPV 백신에 대한 지식 정도가 높

2. 연구 대상

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Kim과 Ahn
이 연구의 대상자는 양산시 소재 7개 초등학교의 5–6학

(2007)의 연구에서 Kuder-Richardson (KR)-20에 의

년 여학생 어머니로 설문지의 내용을 이해하고 스스로 응

한 계수는 0.87이었고, Park (2014)의 연구에서 KR-20

답할 수 있으며, 이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에 의한 계수는 0.85, 이 연구에서 KR-20에 의한 계수는

동의한 자로 선정하였고, 자녀가 HPV 백신을 접종하였거

0.89였다.

나 중증질환을 진단받은 경우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
다. 이 연구의 표본 크기는 Cohen의 표본 추출 공식에 따

3) HPV 백신에 대한 접종 태도

라 G-power 3.1.9.4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계적 회귀

Gerend와 Shepherd (2012)이 개발한 Assess Theory

분석에서 유의수준 α=0.05, 효과 크기(fz)는 중간 크기인

of Planned Behavior (TPB) Constructs를 Kim (2018)

0.15, 검정력(1-β) 0.80, 예측 요인 22개로 계산하였을

이 번역하여 수정, 보완한 도구를 간호학과 교수 3인의 내

때 최소 표본 크기는 163명이다. 그러나 탈락률 30%를 고

용 타당도 검증 후 자문을 얻어 여자초등학생 어머니에 맞

려하여 212명을 대상으로 자표를 수집하였다. 회수되지 않

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4개 문항으로 구성

은 29부와 불성실한 설문지 12부를 제외하고 총 171부를

되어 있고, 1–7점 범위의 Likert 7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

자료 분석에 이용하였다.

수록 자녀 HPV 백신에 대한 접종 태도 정도가 긍정적임
Knowledge
Mothers of
elementary
school girls

Attitude
Subjective norms

Fig. 1. Conceptual 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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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Gerend와 Shepherd (2012)

후 자기기입방법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였고, 완료된 설문지

의 연구에서 Cronbach α는 0.88, Kim (2018)의 연구에서

는 다시 동봉된 봉투에 넣어 밀봉시킨 상태로 자녀에게 전

Cronbach α는 0.93, 이 연구에서 Cronbach α는 0.91이었다.

달하여 보건교사가 회수하였다.

4) HPV 백신 접종에 대한 주관적 규범

5. 자료 분석 방법

Gerend와 Shepherd (2012)이 개발한 Assess 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 Constructs를 Kim (2018)

이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ver.

이 번역하여 수정, 보완한 도구를 간호학과 교수 3인의 내

22.0 (IBM Co., Armonk, NY,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

용 타당도 검증 후 자문을 얻어 여자초등학생 어머니에 맞

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

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6개 문항으로 구성

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HPV

되어 있고, -2–2점 범위의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

백신에 대한 지식, 접종 태도, 주관적 규범, 자기효능감과

록 자녀 HPV 백신 접종에 대한 주관적 규범 정도가 높음을

접종 의도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 등 기술통계로 분석하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Gerend와 Shepherd (2012)

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HPV 백신 접종 의도

의 연구에서 Cronbach α는 0.78, Kim (2018)의 연구에서

정도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one-way analysis

Cronbach α는 0.92, 이 연구에서 Cronbach α는 0.90이었다.

of variance로 분석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é test로 분
석하였다. 대상자의 HPV 백신에 대한 지식, 접종 태도, 주

5) HPV 백신 접종에 대한 자기효능감

관적 규범, 자기효능감과 접종 의도의 상관관계는 Pearson

Gerend와 Shepherd (2012)이 개발한 Assess Theory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HPV 백

of Planned Behavior (TPB) Constructs를 Kim (2018)

신에 대한 지식, 접종 태도, 주관적 규범과 접종 의도의 관

이 번역하여 수정, 보완한 도구를 간호학과 교수 3인의 내

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정하기 위해 Baron &

용 타당도 검증 후 자문을 얻어 여자초등학생 어머니에 맞

Kenny (1986)의 절차에 따라 위계적 회귀분석을 하였으

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3개 문항으로 구성

며,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이용하여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되어 있고, 1–7점 범위의 Likert 7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

확인하였다.

록 자녀 HPV 백신 접종에 대한 자기효능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Gerend와 Shepherd (2012)

6. 윤리적 고려

의 연구에서 Cronbach α는 0.85, Kim (2018)의 연구에서
Cronbach α는 0.97, 이 연구에서 Cronbach α는 0.97이었다.

대상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해 고신대학교 기관생명윤리
위원회(KU IRB 2020-0030)의 승인을 받은 후 연구를

4. 자료 수집 기간 및 방법

수행하였다. 참여한 모든 대상자들은 연구에 참여할 것을
자발적으로 동의한 자들로 구성되었다. 자료 수집을 위한

이 연구의 자료 수집 기간은 2020년 9월 2일부터 9월

연구 동의서에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 위험, 자료의 비밀보

27일까지였다. 이 연구는 부산광역시 고신대학교 기관생명

장 및 연구철회, 참여자의 익명성, 학문적 목적으로만 연구

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결과를 사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받았다. 자료 수집을 위해 양산시의 7개 초등학교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뒤 연구자가 보건교사와 면담을 통해 이 연구

결

론

에 대한 목적과 일괄적 개요를 설명하였다. 보건교사는 학
급의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연구 내용과 목적을 설명 후 연
구에 동의한 여자초등학생을 통해 공식 설명문과 설문지를

1. 대상자의 특성과 특성에 따른 자녀 HPV 백신 접종
의도의 차이

봉투에 넣어 밀봉된 상태로 어머니에게 전달하였다. 어머
니는 전달된 연구 참여 동의서에 자발적으로 서면 동의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평균
https://doi.org/10.21896/jksmch.2021.25.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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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은 42.4±4.0세이며 최종 학력은 전문대 및 대학졸업

HPV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이유는 ‘자녀가 아직 어리다고

이 66.7% (114명), 직업은 없음이 52.6% (90명)로 많았

생각해서’가 42.7% (73명)로 가장 많았다(Table 1).

다. 가구 월수입은 500만원 이상이 47.3% (81명), 종교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녀 HPV 백신 접종 의도

없음이 53.8% (92명), 대상자가 지각하는 건강상태는 건

정도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연령에서 30세 이상 40세 미

강한 편임이 55.6% (95명)로 가장 많았다. HPV 백신 관

만군과 40세 이상 50세 미만군이 50세 이상군보다 통계적

련 특성 중 HPV 백신에 대해 들어본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F=3.818, p=0.024), 가구 월수

71.9% (123명), 자궁경부암 가족력 여부는 없음이 96.5%

입에서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군과 500만원 이상군

(165명)로 많았다. HPV 백신 접종 여부는 하지 않았음이

이 300만원 미만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F=

84.8% (145명), 부인과적 질환을 치료한 경험 여부는 없

4.348, p=0.14). HPV 백신 관련 특성 중 HPV 백신에 대

음이 62.0% (106명)로 많았다. 대상자 자녀의 특성 중 학

해 들어본 경험이 있는 군에서(t=5.572, p<0.001), HPV

년은 5학년 48.0% (82명), 6학년 52.0% (89명)이었다.

백신 접종을 한 군에서(t=2.210, p=0.28) 자녀 HPV 백

자녀의 건강상태는 건강한 편임이 53.8% (92명), 예방접

신 접종 의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자녀의 특성

종 부작용 경험 여부는 없음이 98.8% (169명), 자녀에게

중 자녀 HPV 백신 미접종 이유에서 자녀의 나이가 어리다

Table 1. The difference in the vaccination intention of HPV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Characteristic

No. (%)

Mean±SD

t/F (p) Scheffé

30–40a

42 (24.6)

28.90±5.80

3.818 (0.024)

41–50b

116 (67.8)

28.65±4.95

13 (7.6)

24.30±9.08

39 (22.8)

26.89±6.34

114 (66.7)

28.62±5.42

18 (10.5)

30.11±5.01

Yes

81 (47.4)

28.45±5.59

No

90 (52.6)

28.32±5.73

≤300

29 (17.0)

25.62±4.60

300–500b

61 (35.7)

28.95±5.46

≥500

81 (47.3)

28.95±5.88

Yes

79 (46.2)

28.24±6.52

No

92 (53.8)

28.51±4.80

Very healthy

28 (16.4)

28.53±5.46

Healthy

95 (55.6)

27.84±6.04

Normal

40 (23.4)

29.45±5.02

8 (4.6)

29.00±4.30

Yes

123 (71.9)

29.77±4.87

No

48 (28.1)

24.83±5.97

Yes

6 (3.5)

29.50±3.39

No

165 (96.5)

28.34±5.71

General characteristics
Age (yr)

≥51

c

a, b>c

Education level
≤High school
University
Graduate school

2.329 (0.101)

Job
-0.155 (0.877)

Family income (10,000 KRW)
a

c

4.348 (0.014)
a<b, c

Religion
0.311 (0.756)

Perceived health condition

Not healthy

0.802 (0.495)

HPV vaccine related characteristics
Heard of HPV vaccine
5.572 (<0.001)

Family history of cervical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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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inued
Characteristic

No. (%)

Mean±SD

t/F (p) Scheffé

Yes

26 (15.2)

30.61±5.05

2.210 (0.028)

No

145 (84.8)

27.98±5.67

89 (52.0)

28.47±5.79

Very healthy

63 (36.8)

29.04±5.15

Healthy

92 (53.8)

28.30±5.94

Normal

16 (9.4)

26.25±5.53

HPV vaccination status

6
Child health condition

1.596 (0.206)

Child’s illness
Yes*

4 (2.3)

26.00±9.48

167 (97.7)

28.44±5.56

Very younga

73 (42.7)

30.94±4.09

Unknownb

44 (25.7)

24.77±6.24

Side effects and not believe the effectc

45 (26.3)

27.26±5.52

9 (5.3)

30.88±2.08

No

-0.854 (0.394)

Reasons not to vaccinate daughter against HPV

Etcd,†

15.223 (<0.001)
a, d>b, c

HPV, human papillomavirus; SD, standard deviation; KRW, Korean won.
*
Rhinitis, eczema, atopic dermatitis. †Child rejection, lack of time, forgetting.

Table 2. Level of subject’s knowledge, attitude, subjective norms,
self-efficacy, and intention of HPV vaccination (n=171)

3. 대상자의 HPV 백신에 대한 지식, 접종 태도, 주관적 규범,
자기효능감과 접종 의도와의 관계

Variable

Mean±SD

Range

Knowledge

7.91±3.75

0–16

22.57±3.13

4–28

5.75±4.00

-12 to 12

에 대한 접종 태도(r=0.624, p<0.001), HPV 백신 접종에

Self-efficacy

16.65±3.61

3–21

대한 주관적 규범(r=0.650, p<0.001), HPV 백신 접종에

Intention

28.38±5.64

5–35

대한 자기효능감(r=0.736, p<0.001)은 자녀 HPV 백신

Attitude
Subjective norms

HPV, human papillomavirus; SD, standard deviation.

HPV 백신에 대한 지식(r=0.440, p<0.001), HPV 백신

접종 의도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3).

고 생각하여 HPV 백신을 미접종한 군과 기타 이유로 HPV
백신을 미접종한 군이 HPV 백신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부작
용과 효과에 대한 염려로 HPV 백신을 미접종한 군보다 자녀
HPV 백신 접종 의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F=
15.223, p<0.001).

2. 대상자의 HPV 백신에 대한 지식, 접종 태도, 주관적
규범, 자기효능감과 접종 의도 정도
대상자의 HPV 백신에 대한 지식 정도는 평균 7.91±
3.75점, 접종 태도 정도는 평균 22.57±3.13점, 주관적 규
범 정도는 평균 5.75±4.00점, 자기효능감 정도는 평균
16.65±3.61점, 접종 의도 정도는 평균 28.38±5.64점이
었다(Table 2).

4. 대상자의 HPV 백신에 대한 지식, 접종 태도, 주관적
규범과 접종 의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이 연구에서는 Baron과 Kenny (1986)의 방식으로 회
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모든 분석에서는 대상자의 특성
중 접종 의도에 영향을 미쳤던 연령, 가구 월수입, HPV 백
신에 대해 들어본 경험, HPV 백신 접종 유무, 자녀 HPV 백
신 미접종 이유를 통제하고 진행하였다. 종속변수의 자기
상관과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을 검토한 결과, DurbinWatson 지수는 1.851로 2에 가까워 자기상관 없이 독립적
이었으며, 분산팽창계수가 1.17–1.66으로 나타나 다중공
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상자의 HPV 백신에 대한 지식과 접종 의도의 관계에
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1단계에서 지식
과 자기효능감의 관계(β=0.307, p<0.001), 2단계에서 지
https://doi.org/10.21896/jksmch.2021.25.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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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과 접종 의도의 관계(β=0.261, p=0.003)는 모두 통계

1단계에서 주관적 규범과 자기효능감의 관계(β=0.694,

적으로 유의하였다. 3단계에서 자기효능감과 접종 의도의

p<0.001), 2단계에서 주관적 규범과 접종 의도의 관계

관계(β=0.657, p<0.001)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지

(β=0.561, p<0.001)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3단

식과 접종 의도의 관계(β=0.059, p=0.381)는 통계적으

계에서 주관적 규범(β=0.200, p=0.011)과 자기효능감

로 유의하지 않으므로 HPV 백신에 대한 지식이 접종 의도

(β=0.521, p<0.001)은 모두 접종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효능감이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미쳤으며, 2단계보다 3단계의 주관적 규범의 효과가 감소

나타났다(Table 4).

하여 HPV 백신 접종에 대한 주관적 규범이 접종 의도 정도

대상자의 HPV 백신에 대한 접종 태도와 접종 의도의 관
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1단계에서

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효능감이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Table 4).

접종 태도와 자기효능감의 관계(β=0.665, p<0.001), 2단

5. 대상자의 HPV 백신에 대한 지식, 접종 태도와 주관적
규범이 접종 의도에 미치는 간접 효과의 유의성 검정

계에서 접종 태도와 접종 의도의 관계(β=0.534, p<0.001)
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3단계에서 접종 태도(β=
0.170, p=0.025)와 자기효능감(β=0.547, p<0.001)은
모두 접종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2단계보다 3단

이 연구에서 매개변수인 자기효능감을 경유하는 간접 효

계의 접종 태도 효과가 감소하여 HPV 백신에 대한 접종 태

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Hayes (2013)의 PROCESS

도가 접종 의도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효능감이 부분

macro (모델 4 적용)를 사용하여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결과 간접 효과의 크기는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대상자의 HPV 백신 접종에 대한 주관적 규범과 접종
의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않으므로 자기효능감의 간접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다(Table 5).

Table 3. Relationships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mong variables (n=171)
Variable

Knowledge

Knowledge

1.000

Attitude

0.480***

Subjective norms
Self-efficacy
Intention

Attitude

Subjective norms

Self-efficacy

Intention

1.000

***

0.696***

1.000

***

0.740***

0.770***

1.000

***

***

0.650***

0.736***

0.378
0.475
0.440

0.624

1.000

***

p<0.001.

Table 4. Medi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n=171)
Step
1

2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β

R2

F

***

t (p-value)

0.082

0.307

3.539

0.252

10.557***

Attitude

0.766

0.062

0.665

12.422***

0.584

40.839***

Subjective norms

0.644

0.048

0.694

13.393***

0.615

46.209***

0.392

0.129

0.261

Knowledge

Self-efficacy

Vaccination intention

0.961

Subjective norms

0.110

0.534

0.249

10.378***

***

0.458

24.955***

***

3.046 (0.003)
8.732

0.814

0.087

0.561

9.337

0.482

27.333

0.089

0.101

0.059

0.878 (0.381)

0.569

33.039***

Self-efficacy

10.027

0.093

0.657

Attitude

0.306

0.135

0.170

0.580

34.540***

0.584

35.035***

Knowledge

Vaccination intention

11.080***
2.266 (0.025)
***

Self-efficacy

0.855

0.123

0.547

6.971

Subjective norms

0.290

0.113

0.200

2.564 (0.011)

Self-efficacy
SE, standard error.
***
p<0.001.

136

SE

0.296

Knowledge

Attitude
3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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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Bootstrapping results on medi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n=171)
Variable

Coefficient

Boot SE

95% CI

Knowledge→Self-efficacy→Intention

0.486

0.075

0.345–0.639

Attitude→Self-efficacy→Intention

0.806

0.114

0.585–10.037

Subjective norms→Self-efficacy→Intention

0.645

0.101

0.454–0.851

SE, standard error; CI, confidence interval.

고

찰

점을 고려한다면 HPV 백신의 안정성과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하는 캠페인, SNS (social network service) 등을 이

이 연구는 여자초등학생 어머니의 HPV 백신에 HPV 백
신에 대한 지식, 접종 태도, 주관적 규범과 접종 의도 간의

용한 홍보를 통하여 HPV 백신 접종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
한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고, 자기효능감이 HPV 백신에 대한

이 연구에 참여한 여자초등학생 어머니의 HPV 백신 접

지식, 접종 태도, 주관적 규범과 접종 의도 간의 관계를 매

종에 대한 주관적 규범 정도는 12점 만점에 평균 5.75점

개하는지 살펴보았다.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백점 환산 79.33점)으로 높은 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논의하고자 한다.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다른 도구를 사용하여 초등학

여자초등학생 어머니의 HPV 백신에 대한 지식, 접종 태

생 딸을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Kim 등(2019)의 연구에

도, 주관적 규범, 자기효능감과 접종 의도 정도를 살펴보면,

서 21점 만점에 평균 16.26점(백점 환산 77.42점)과 유

HPV 백신에 대한 지식은 16점 만점에 평균 7.91점(백점

사한 결과였다. 즉, 여자초등학생 어머니는 자녀 HPV 백

환산 49.43점)으로 보통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같은

신 접종을 결정할 때 주변 사람들의 압력을 높게 인지함을

도구를 사용하여 초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알 수 있다. 자녀 HPV 백신 접종을 결정하는데 있어 가족

Oh와 Lee (2018)의 연구에서 16점 만점에 평균 7.55점

이나 의료인의 조언이 중요한 규범적 영향력을 가지므로

(백점 환산 47.18점)과 유사하였다. 이는 초등학생 어머니

(Cunningham-Erves et al., 2018) 가족의 지지와 의료인

의 HPV 백신에 대한 지식 수준이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의 조언 및 중재가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특히 이 연구에 참여한 여자초등학생 어머니의 25.7% (44

이 연구에 참여한 여자초등학생 어머니의 HPV 백신 접

명)이 HPV 백신에 대해 잘 몰라서 자녀에게 HPV 백신 접

종에 대한 자기효능감 정도는 21점 만점에 평균 16.65점

종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점을 고려한다면 지역사회의

(백점 환산 79.28점)으로 높은 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보건소에서 HPV 백신과 관련된 건강강좌를 개최하는 등의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 어머니를

HPV 백신에 대한 지식 수준을 높여주는 중재가 필요할 것

대상으로 한 Park과 Kim (2020)의 연구에서 21점 만점에

으로 생각한다.

평균 14.82점(백점 환산 70.57점)보다 더 높았다. 이러한

이 연구에 참여한 여자초등학생 어머니의 HPV 백신에

차이는 자녀의 성별 차이 때문으로 여겨진다. 즉, 여자초등

대한 접종 태도는 28점 만점에 평균 22.57점(백점 환산

학생 어머니가 남자초등학생 어머니에 비해 자녀 HPV 백

80.60점)으로 긍정적인 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직접적

신 접종에 대한 자신감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남

인 비교는 어렵지만 다른 도구를 사용하여 초등학생 자녀

자초등학생 어머니를 대상으로 자녀 HPV 백신 접종과 관

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Oh와 Lee (2018)의 연구에서

련된 자기효능감 증진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

21점 만점에 평균 7.42점(백점 환산 35.33점)보다 긍정적

리라 생각한다.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이 연구에서는 여자초등학

이 연구에 참여한 여자초등학생 어머니의 HPV 백신 접

생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Oh와 Lee (2018)의 연

종 의도 정도는 35점 만점에 평균 28.38점(백점 환산 81.08

구에서는 남자초등학생 어머니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

점)으로 높은 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도구를 사용하

타난 차이라 생각된다. 한편, 이 연구에서 25.9% (46명)의

여 초등학생 딸을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Kim 등(2019)

여자초등학생 어머니가 자녀 HPV 백신 미접종의 이유로

의 연구에서 21점 만점에 평균 17.35점(백점 환산 82.61)

HPV 백신의 부작용과 효과에 대한 확신 부족으로 응답한

과 유사하였다. 즉, 여자초등학생 어머니는 자녀에게 HP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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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을 접종하게 할 의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자녀 HPV

이 연구에 참여한 여자초등학생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

백신 미접종 이유 중 자녀의 나이가 어리다고 생각하여 자

에 따른 자녀 HPV 백신 접종 의도 정도는 연령, 가구 월수

녀에게 HPV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여자초등학생 어머니가

입, HPV 백신에 대해 들어본 경험, 자녀 HPV 백신 접종 유

HPV 백신에 대해 잘 몰라서, HPV 백신의 부작용 염려 및

무, 자녀 HPV 백신 미접종 이유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

효과의 확신 부족의 이유로 자녀에게 HPV 백신을 접종하

었다. 즉 연령이 30세 이상 40세 미만군과 40세 이상 50

지 않은 여자초등학생 어머니보다 자녀 HPV 백신 접종 의

세 미만군이 50세 이상군보다 자녀 HPV 백신 접종 의도

도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이 연구의 여자초등학생 어머

가 높게 나타나 50세 이상의 고연령층 여자초등학생 어머

니는 자녀에게 HPV 백신을 접종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높

니를 대상으로 자녀 HPV 백신 접종 의도를 증진시키기 위

으나, 자녀의 HPV 백신 접종시기로 초등학생 5–6학년은

한 방안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가구 월수입에서는 300만

아직 이르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여자초등

원 이상 500만원 미만군과 500만원 이상군이 300만원 미

학생 어머니가 자녀 HPV 백신 접종의 적정연령에 대한 정

만군보다 자녀 HPV 백신 접종 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확하지 못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생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 HPV 백신 접종 의도가 높은 것으로

각한다. 따라서 의료인이나 전문가와 함께하는 HPV 백신

나타난 Shim과 Ha (2017), Lin 등(2020)의 연구 결과와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 HPV 백

유사하였다. 이는 HPV 백신 접종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자녀

신 접종의 적정연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HPV 백신 접종 의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

생각한다.

므로 HPV 백신 접종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필

여자초등학생 어머니의 HPV 백신에 대한 지식, 접종 태

요한데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2016년 6월부터 ‘건강여성

도, 주관적 규범과 접종 의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

첫걸음 클리닉 사업’을 시작하여 만 12세 여아에게 HPV

개효과를 살펴보면, HPV 백신에 대한 지식과 접종 의도의

백신 무료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 ‘건강여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이 완전 매개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

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에 대한 내용을 가정통신문을 통해 여

났다. 이는 자녀에게 HPV 백신을 접종하고자 할 때 HPV

자초등학생 어머니에게 전달하여 HPV 백신 무료 접종시기

백신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지식을 통한 자기효능감의 상승

에 대한 정보 제공을 고려해 볼 수 있다. HPV 백신에 대해 들

으로 자녀 HPV 백신 접종 의도가 높아짐을 시사한다. 이

어본 경험이 있는 여자초등학생 어머니가 들어본 경험이 없

는 대상자는 다르지만, 뎅기열에 대한 지식과 뎅기열 예방

는 여자초등학생 어머니보다 자녀 HPV 백신 접종 의도가

행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이 완전 매개변수로서 작용한

높게 나타나 만 12세 딸을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Moon

다는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Isa et al., 2013). 한편, 여자

(2018)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그러므로 HPV 백신 접

초등학생 어머니의 자녀 HPV 백신에 대한 접종 태도와 접

종에 대한 공익광고를 TV와 라디오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

종 의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부분 매개효과가 확인되

보함으로써 여자초등학생 어머니가 HPV 백신에 대한 정보

었다. 이는 HPV 백신에 대한 접종 태도는 접종 의도에 직

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HPV 백신을 접종

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자기효능감을 통해 접종

한 여자초등학생 어머니가 HPV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여

의도에 대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자초등학생 어머니보다 자녀 HPV 백신 접종 의도가 더 높

러한 결과는 대상자는 다르지만, 음주 태도와 음주 행위의

게 나타나 Kim 등(2019)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부분 매개효과가 나타난 결과와 유

는 여자초등학생 어머니가 HPV 백신을 접종받는 과정에서

사하다(DiBello et al., 2019). 한편, 여자초등학생 어머니

HPV 백신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얻음으로써 자녀 HPV 백

의 자녀 HPV 백신 접종에 대한 주관적 규범과 접종 의도의

신 접종 의도가 증가된 것으로 여겨진다. HPV 백신 접종과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부분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는

같이 자궁경부암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행위를 하는 어머니

HPV 백신 접종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접종 의도에 직접적

는 딸에게도 HPV 백신을 접종시킬 확률이 높으므로(Kim,

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자기효능감을 통해 접종 의

2011) 여자초등학생의 HPV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도에 대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

는 여자초등학생 어머니에게도 HPV 백신 접종을 권장하는

한 결과는 대상자는 다르지만, HPV 백신 접종에 대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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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적 규범과 접종 의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부분 매

와 주관적 규범이 자기효능감을 통해 접종 의도에 영향을

개효과가 확인되어 이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Stout et al.,

미치는 부분매개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

2020). 이와 같이 자기효능감은 어머니의 HPV 백신에 대

결과를 통해 5–6학년 여자초등학생 어머니의 HPV 백신에

한 지식, 접종 태도, 주관적 규범과 접종 의도의 관계에 있

대한 지식, 접종 태도, 주관적 규범 수준과 자기효능감을 높

어 매개작용을 함으로써 어머니의 자녀 HPV 백신 접종 의

여 자녀 HPV 백신 접종 의도를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도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것으로 본다.

있었다. 특히 어머니의 HPV 백신에 대한 지식과 접종 의도

이 연구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

의 관계에서 완전 매개효과를 가진 다는 점이 확인되어 어

째, 여자초등학생 어머니의 백신에 대한 지식, 접종 태도,

머니의 HPV 백신에 대한 지식을 증가시킬 때 자기효능감

주관적 규범 수준을 높이고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실 수

을 같이 증진시키는 인지적 접근을 활용할 때 자녀 HPV 백

있는 자녀 HPV 백신 접종 의도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

신 접종 의도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고 적용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남녀초등학생 어머니를 대

여자초등학생 어머니의 자녀 HPV 백신 접종 의도를 높
이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중재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딸을

상으로 HPV 백신에 대한 지식, 접종 태도, 주관적 규범과
HPV 백신 접종 의도의 비교 연구를 제언한다.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가상의 건강관리자를 통한 웹 기반
맞춤형 중재 프로그램이 있다(Pot et al., 2017). 이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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