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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자궁경부암은 여성에서 전 세계적으로 두 번째로 유병률이 높은 암

으로 2002년에 약 49만 명의 자궁경부암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그 중 

29만 명이 사망하였다[1]. 미국 암 협회에 따르면 2020년 미국인 여성의 

1만 3천여 명이 자궁경부암으로 진단될 것이며, 이로 인해 4,200여 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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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human papillomavirus (HPV) vaccination proportion and the factors associated with HPV 

non-vaccination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Americans. Methods: The 2015-2018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 (NHANES) data were ana-

lyzed. The subjects aged 9 to 26 were divided into subgroups according to age and sex. Results: The meaningful variables influencing HPV vaccination 

included birth country, health insurance, hepatitis A vaccine, hepatitis B vaccine, routine place to go for healthcare and times receive healthcare  last year. 

The factors associated with HPV non-vaccination were income, hepatitis A vaccine, hepatitis B vaccine and times receive healthcare  last year. Conclusions: 

This study was based on a survey of Americans, so the factors associated with HPV non-vaccination may differ from those of Kor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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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2]. 우리나라에서 자궁경부암은 15-34세 

여성에게 발생하는 암 가운데 3번째로 높은 발생률을 보이는 암이다

[3]. 자궁경부암의 위험 요인으로는 면역 저하, 흡연, 경구 피임약, 성 파

트너 등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주된 원인으로는 사람유두종 바이러

스(human papilloma virus, HPV)로 인한 생식기 감염이 알려져 있다

[4,5]. 

http://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21032/jhis.2021.46.1.72&domai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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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V는 전 세계적으로 흔한 성병 중 하나로 대부분의 감염은 1-2년 

이내에 자연 소멸되지만 감염이 지속되는 경우 자궁경부암을 비롯하

여 인두암, 음경암, 항문암 등 다양한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6,7]. HPV는 200여 종 이상의 유형이 발견되었으며, 그 중 40종이 생

식기 감염과 관련 있다[8,9]. HPV는 크게 침습성 자궁경부암을 유발하

는 고위험과 생식기 사마귀와 관련 있는 저위험군으로 분류되고 저위

험군의 유전자형으로는 2가지 HPV 유형(6, 11)이 있으며, 고위험군의 

유전자형으로는 12가지 HPV 유형(16, 18, 31, 33, 35, 39, 45, 51, 52, 56, 

58, 59)이 있다[8]. HPV는 피부 접촉을 통해 전염되며, 점막 상피의 찰

과상이나 눈물을 통해 기저세포를 감염시킨다[10]. HPV 감염은 특별

한 증상과 후유증을 유발하지 않아 감염자는 자신이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로 전염시키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 무증상이

기 때문에 감염 판단은 HPV DNA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10]. 

일반적으로 HPV 위험은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남성에게도 발생할 수 있으며 남성의 HPV 유병률에 관한 논문을 고

찰한 Dunne et al. [11]의 연구에 따르면 남성의 HPV 유병률은 일반적

으로 20% 이상이며 네덜란드 남성에서 최대 72%로 미국 여성의 유병

률인 14-90%에 못지않은 높은 수치를 보였다. 미국 여성에서 HPV 감

염의 50%가 성관계 첫 3년 동안 발생하고, 이후 10년까지 높은 감염률

을 보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성적으로 취약한 청소년기에 HPV 백신

을 접종하는 것이 감염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권고한다[12]. 

세계보건기구(WHO)는 모든 국가가 HPV 예방접종 프로그램을 시

행할 것을 권고하였고, 성관계 시작 이전으로 기대되는 9-14세 여성을 

HPV 예방접종 프로그램의 주요 접종대상으로 선정하였다[13]. 이에 

따라 미국, 호주,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국가 예방접종으로 HPV 백신 

접종 프로그램을 시행하고있다[14]. 미국의 예방 접종자문위원회는 

11-12세를 정기 예방접종 권장 시기로 선정하였으며, 9세부터 접종이 

가능하며 여성의 경우 26세까지, 남성의 경우 21세까지 따라잡기 접종

을 권장하였다[15]. 호주는 2007년에 12-13세 여성에게, 2013년에는 남

성에게 예방접종을 시작하였으며, 여성은 14-26세까지 남성은 14-15세

까지 따라잡기 접종을 시행하였다[16]. HPV 백신 접종률을 살펴보면 

미국인 청소년 남성은 49.8%, 여성은 62.8%이며, 호주 청소년 여성은 

86%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다[17,18]. 반면에 우리나라 남성과 여성 대

학생의 HPV 백신 접종률은 11.5%로 외국에 비하면 낮은 접종률을 보

이고 있다[19]. 우리나라에서는 HPV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국가 

사업으로 2016년부터 필수 예방접종에 HPV 백신을 포함하였으며, 만 

12세 여아를 대상으로 HPV 백신 무료 접종을 시행하고 있다[20]. 그러

나 국내 HPV 백신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는 미국과 호주 등 선진국과 

달리 따라잡기 프로그램과 접종대상으로 남성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

며, HPV 백신이 국민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아 국가예방접종 대상자 

이외 접종자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으로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다[21]. 

국가 예방접종 사업뿐만 아니라 HPV 백신 접종률을 높이려는 노력

으로 다양한 국가에서 HPV 백신 접종 의도 및 요인에 관한 많은 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22]. 국외 연구에서 HPV 백신 접종과 연관성을 보인 

요인으로는 성별, 출생국가, 연령, 성적 취향, 결혼 상태, 신체활동, 자궁

경부암 검사(Pap Test), 의료기관 방문 횟수, 의료보험 가입, 작년 의료

서비스 이용이 확인된 반면에 어머니 나이와 인종에서는 백신 접종과 

관련성이 낮았다[23-25]. 인구 사회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HPV 또는 

HPV 백신에 대한 지식, 부작용에 대한 우려, 안전성, 성 관련 특성, 의

료제공자의 권고, 비용도 HPV 백신 접종과 관련 있는 것으로 밝혀졌

다[22,26]. 한국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HPV 백신 접종과 접종의도 요

인에 대한 문헌을 검토한 Lee and Kang [27]의 연구에 의하면 HPV 백

신 접종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으로는 연구대상자의 연령, 경제적 

수준, 교육, 지식수준, 건강 신념 및 태도, 자궁경부암 선별검사 또는 

HPV 백신 접종 권유, 광고 등의 이전의 경험으로 확인되었다. 많은 연

구에서 HPV 백신 접종과 관련된 요인이 조사되었지만, HPV나 HPV 

백신과 관련된 지식, 인식, 태도와 같이 개인의 인지적 측면을 조사한 

연구가 주를 이루며 그에 비해 보건의료이용 행태에 대한 백신 미접종 

요인 연구는 부족하다[25,28]. 또한, 청소년 접종의 경우 접종요인에 관

한 상당수의 연구가 자녀의 백신 접종 의사결정자인 부모에 초점을 두

고 있어 접종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요인 파악이 어렵다[29]. 따라서 

HPV 백신의 낮은 접종률을 극복하기 위해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미접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HPV 백신에 대한 국가 예방접종 사업은 따라잡기 프로그

램 미실시와 성별제한으로 국가예방접종 대상자인 만 12세 여아 이외

의 HPV 백신 접종자에 대한 백신 접종률은 예방접종 등록시스템을 

통해 산출이 불가능하다. 또한, 아직까지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지역사

회건강조사와 같은 국민의 보건과 건강수준을 조사하는 설문에 HPV 

백신 접종 설문 문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인의 HPV 백

신 접종에 대한 자료 확보가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HPV 백신 

접종에 대한 설문항목을 포함하는 미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HPV 백

신 접종에 대한 양상을 조사하고, HPV 백신 접종 상태와 미접종에 관

련된 요인을 파악함으로 한국인의 HPV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연구대상 

미국 국민건강영양조사(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NHANES) 2015-2018 통합자료에 응답한 전체 19,225명에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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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설문 조사 참여자는 18,248명이었다(https://wwwn.cdc.gov/nchs/

nhanes/default.aspx). 본 연구는 예방접종 자문위원회의 HPV 백신 접

종 대상자 기준을 고려하여 백신 접종이 가능한 9세부터 따라잡기 접

종 마지막 범위인 26세까지를 연구대상자의 연령으로 정의하였다. 

HPV 백신 접종 여부 문항에 응답한 3,353명을 성별과 연령으로 층화

한 뒤 HPV 백신 접종 여부를 기준으로 접종군과 미접종군으로 구분

하였다.

변수

HPV 백신 접종 여부는 HPV 백신 접종 설문에서 최소 1회 이상 접

종한 경우를 접종, 한 번도 접종하지 않은 경우를 미접종으로 구분하

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으로 연령, 인종, 소득, 성별, 출생

국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령은 청소년인 18세 미만과 성인인 

18세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성별은 남성과 여성으로 분류하였다. 소득

은 가족 규모를 적용한 빈곤 임계 값에 대한 소득의 비(poverty income 

ratio, PIR)로 계산되었으며, 연구대상자의 평균 소득인 약 2를 기준으

로 1 미만을 저소득, 1-3을 중간 소득, 3 이상을 고소득으로 분류하였

다. 인종은 비 히스패닉계 백인, 비 히스패닉계 흑인, 멕시코계 미국인, 

그 외(다른 히스패닉계, 다인종)로 구분하였다. 출생국가는 미국(50개 

주 혹은 워싱턴 DC에서 출생한 경우)과 다른 나라로 정의하였다. 

건강 설문 조사에서 의료보험, A형 간염 백신 접종, B형 간염 백신 

접종, 자주 방문하는 의료기관, 의료서비스 이용횟수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의료보험은 미가입과 가입(고용보험, 민간보험, 공영보험)

으로 나누었다. A형 간염 백신은 A형 간염 백신을 최소 1회 접종한 경

우를 접종, 한 번도 접종하지 않은 경우를 미접종으로 정의하였다. B형 

간염 백신은 B형 간염 백신을 최소 1회 접종한 경우를 접종, 한 번도 

접종하지 않은 경우를 미접종으로 정의하였다. 자주 방문하는 의료기

관은 의료를 목적으로 자주 방문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 있음, 없는 경

우는 없음으로 정의하였다. 의료서비스 이용횟수는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경우와 1회 이상 이용한 경우로 구분하였다. 

윤리적 고려

모든 미국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연구 프로토콜 윤리적 승인은 Na-

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NCHS)에서 받았으며, 사전에 성인 

참여자와 미성년자 대리인으로부터 서면 동의를 얻었다[30]. 2003년 이

후 미국 국민건강영양조사의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는 NCHS 

Research Ethics Review Board (ERB)로 정식 명칭을 변경하였다[30]. 미

국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공개되어 있으

며, 조사에 참여한 연구대상의 개인정보는 익명화된 2차 자료로 수집

된 데이터들은 개인을 식별, 기록할 수 없다. 또한, 자료는 미국 질병통

제예방센터 산하에 있는 NCHS에서 수집 및 관리하며 오직 연구목적

으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연구대상자에게 예상되는 위험이 미미하다. 

본 연구에 사용되는 미국 국민건강영양조사 2015-2016 자료, 2017-2018 

자료의 승인된 프로토콜은 Protocol #2011-17, Protocol #2018-01로 명

시되어 있다[30]. 본 연구는 이화여자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

의 면제 승인(IRB No. ewha-202012-0020-01)을 받았다.

통계분석

9-26세 연구대상자에 대해 남성과 여성, 18세 미만 청소년과 18세 이

상 성인으로 층화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HPV 백신 접종

률을 복합표본 빈도분석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교차분석으로 특

성과 HPV 백신 접종여부에 관한 연관성을 검증하였다. HPV 백신 미

접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복합표본 다중 로지스

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다음의 변수를 다중 

로지스틱 회귀모형에 포함시켰다: 소득[31], 출생국가[32], 의료보험[33], 

A형 간염 백신 접종[34], B형 간염 백신 접종[31], 자주 방문하는 의료

기관[35], 의료서비스 이용횟수[32].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

은 SAS 9.4 version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을 활용하였으며, 

모든 분석의 통계적 유의수준은 0.05로 고려하였다.

연구 결과

건강 설문에 참여하고 HPV 백신 접종, 미접종에 응답한 3,353명 가

운데 남성 접종자 18세 미만은 351명(31.7%), 18세 이상은 121명(27.9%)

이며, 여성 접종자 18세 미만은 427명(38.2%), 18세 이상은 306명(58.5%)

으로 확인되었다. 18세 미만 남성에서 A형 간염 백신을 접종 받은 군은 

HPV 백신 접종군과 미접종군 각각 79.9%, 68.4%로 모두 A형 간염 백

신을 접종한 군이 많았다(Table 1). HPV 백신 접종군과 미접종군 모두 

B형 간염 백신을 접종한 군, 의료서비스를 1회 이상 이용한 군이 많았

다. 18세 이상 남성에서 인종은 HPV 백신 접종군에서 비 히스패닉계 

백인이 65.6%, 미접종군에서 그 외가 21.1%의 분포를 보였다. HPV 백

신 미접종군, 접종군 모두 의료보험에 가입한 군, B형 간염 백신을 접

종한 군, 의료서비스를 1회 이상 이용한 군이 많았다.

18세 미만 여성을 대상으로 HPV 백신을 접종 받은 군에서 A형 간

염 백신을 접종한 비율은 81.5%, B형 간염 백신을 접종한 비율은 91.2%

이었으며, HPV 백신 미접종군에서 A형 간염 백신을 접종한 비율은 

64.7%, B형 간염 백신을 접종한 비율은 81.5%로 모두 A형 간염 백신과 

B형 간염 백신을 접종한 비율이 높았다(Table 2). 18세 이상 여성에서 

의료보험은 HPV 백신 접종군과 HPV 백신 미접종군에서 의료보험 

https://wwwn.cdc.gov/nchs/nhanes/default.aspx
https://wwwn.cdc.gov/nchs/nhanes/default.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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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1회 이상 이용한 군은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HPV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낮았다.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A형 간염 백신 접종은 A형 간염 백신 미접종보다 HPV 백신 미접종의 

교차비가 70% 감소하였으며(OR= 0.30, 95% CI: 0.13-0.65), B형 간염 백

신 접종과 의료서비스를 1회 이상 이용한 군은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HPV 백신을 접종하지 않을 확률이 낮았다.

18세 미만 여성에서 저소득군에 비교하여 중간 소득군의 HPV 백신 

미접종에 대한 교차비는 1.57배 높았으며(OR=1.57, 95% CI: 1.04-2.37), 

A형 간염 백신을 접종한 군, B형 간염 백신 접종한 군은 비교군에 비해 

HPV 백신을 접종하지 않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중간 소득은 저소득보다 HPV 

백신 미접종의 교차비가 1.53배 높았다(OR =1.53, 95% CI: 1.04-2.25).  

18세 이상 여성에서 A형 간염 백신을 접종한 군은 미접종군보다 HPV 

백신 미접종의 교차비가 67% 낮았다(OR = 0.33, 95% CI: 0.21-0.54). 의

가입 비율이 높았으며, 각각 90%, 81.1%의 분포를 보였다. HPV 백신 미

접종군과 접종한 군 모두 미국 출생인군, A형 간염 백신을 접종한 군, 

B형 간염 백신을 접종한 군, 자주 방문하는 의료기관이 있는 군, 의료

서비스를 1회 이상 이용한 군이 많았다.

18세 미만 남성에서 A형 간염 백신을 접종한 군은 A형 간염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군보다 HPV 백신 미접종의 교차비가 45% 낮았으며

(odds ratio, OR= 0.55, 95% confidence interval, 95% CI: 0.35-0.86), B형 

간염 백신을 접종한 군과 의료서비스를 1회 이상 이용한 군은 HPV 백

신을 접종하지 않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다중 로

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B형 간염 백신을 접종한 군은 미접종

군보다 HPV 백신 미접종의 교차비가 71% 낮았다(OR = 0.29, 95% CI: 

0.11-0.81). 18세 이상 남성에서 의료보험 미가입군보다 가입군에서 

HPV 백신 미접종의 교차비가 71% 낮았으며(OR = 0.29, 95% CI: 0.16-

0.54), A형 간염 백신을 접종한 군, B형 간염 백신 접종한 군, 의료서비

Table 1. Characteristics of male study participants  

Variables
<18 Years old ≥18 Years old

HPV Vaccination 
(n=351)

HPV Non-vaccination 
(n=776)

p
HPV Vaccination 

(n=121)
HPV Non-vaccination 

(n=382)
p

Race (%) 0.705 0.003
   Non-Hispanic White 94 (50.1) 245 (53.4) 37 (65.6) 90 (48.1)
   Non-Hispanic Black 89 (16.0) 188 (14.0) 26 (11.2) 97 (17.1)
   Mexican American 59 (14.1) 136 (14.5) 24 (12.2) 65 (13.7)
   Other 109 (19.8) 207 (18.1) 34 (11.0) 130 (21.1)
Health Insurance, (%) 0.443 <0.001
   Yes 330 (94.7) 722 (93.4) 100 (90.2) 270 (73.1)
   No 21 (5.3) 54 (6.6) 21 (9.8) 112 (26.9)
Poverty income ratio (%) 0.774 0.247
   Low 108 (22.9) 227 (22.1) 39 (19.6) 149 (29.1)
   Medium 156 (38.6) 350 (41.8) 47 (36.3) 151 (38.1)
   High 87 (38.5) 199 (36.1) 35 (44.1) 82 (32.8)
Country of birth (%) 0.820 0.182
   USA 323 (93.6) 715 (94.0) 102 (87.5) 282 (79.5)
   Other 28 (6.4) 61 (6.0) 19 (12.5) 100 (20.5)
Hepatitis A vaccine (%) 0.005 <0.001
   Vaccination 300 (79.9) 527 (68.4) 101 (84.3) 174(42.3)
   Non-vaccination 51 (20.1) 249 (31.6) 20 (15.7) 208 (57.7)
Hepatitis B vaccine (%) <0.001 <0.001
   Vaccination 332 (95.1) 623 (82.8) 114 (96.6) 221 (56.2)
   Non-vaccination 19 (4.9) 153 (17.2) 7 (3.4) 161 (43.8)
Routine place to go for healthcare (%) 0.166 0.190
   Yes 324 (93.0) 690 (89.4) 75 (65.0) 204 (53.3)
   No 27 (7.0) 86 (10.6) 46 (35.1) 178 (46.7)
Times receive healthcare last year (%) 0.021 0.007
   0 25 (7.5) 108 (13.6) 29 (20.8) 150 (39.7)
   ≥1 326 (92.5) 668 (86.4) 92 (79.2) 232 (60.3)

Percentages are weighted.
HPV, human papilloma 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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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보험에 가입한 군, 미국 출생, B형 간염 백신을 접종한 군, 자주 방문

하는 의료기관이 있는 군, 의료서비스를 1회 이상 이용한 군은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HPV 백신을 접종하지 않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확

인되었다.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A형 간염 백신을 접

종 받은 군은 미접종군보다 HPV 백신 미접종의 교차비가 53% 낮았다

(OR= 0.47, 95% CI: 0.25-0.89).

고찰 및 결론

본 연구는 HPV 백신 접종 대상인 9-26세 남성과 여성의 HPV 백신 

접종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HPV 백신 접종 

여부와 미접종 요인을 조사하였다. HPV 백신 접종 여부와 연관성을 

보인 변수로는 출생국가, 의료보험, A형 간염 백신, B형 간염 백신, 자

주 방문하는 의료기관, 의료서비스 이용횟수가 있으며, HPV 백신 미

접종 요인은 모든 변수를 보정한 후에도 HPV 백신 미접종과 유의한 

연관성을 보인 소득, A형 간염 백신, B형 간염 백신, 의료서비스 이용횟

수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18세 미만 여성과 남성, 18세 이상 남성과 여성 모든 그

룹에서 A형 간염 백신 접종과 B형 간염 백신 접종에 따른 HPV 백신 

접종 여부는 차이가 있었으며, 18세 이상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Pierre-

Victor et al. [34]의 연구에서도 A형 간염 백신 접종(p = 0.02)과 B형 간

염 백신 접종(p = 0.08)에 따른 HPV 백신 접종 여부는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Ding et al. [23]의 연구에서는 A형 간염 백신

을 접종한 군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군보다 HPV 백신 접종 가능성

이 3.35배 컸으며, 보정을 한 후에도 2.02배로 HPV 백신 접종 가능성이 

컸다. B형 간염 백신을 접종한 군은 접종하지 않은 군보다 HPV 백신 

접종 가능성이 3.77배 높았으며, 보정한 후에는 HPV 백신 접종 가능

성이 2.35배 컸다[23]. 18-26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A형 간염 

Table 2. Characteristics of female study participants  

Variables
<18 Years old ≥18 Years old

HPV Vaccination 
(n=427)

HPV Non-vaccination 
(n=738)

p
HPV Vaccination 

(n=306)
HPV Non-vaccination 

(n=252)
p

Race (%) 0.172 0.153
   Non-Hispanic White 108 (49.0) 218 (54.3) 101 (58.5) 73 (50.7)
   Non-Hispanic Black 127 (18.3) 156 (12.2) 73 (13.7) 62 (16.7)
   Mexican American 91 (15.6) 154 (14.8) 41 (8.7) 40 (10.7)
   Other 101 (17.1) 210 (18.7) 91 (19.1) 77 (21.9)
Health Insurance (%) 0.297 0.009
   Yes 397 (95.4) 687 (94.0) 271 (90.0) 194 (81.1)
   No 30 (4.6) 51 (6.0) 35 (10.0) 58 (18.9)
Poverty income ratio (%) 0.114 0.154
   Low 161 (28.0) 230 (22.5) 92 (26.0) 101 (32.8)
   Medium 162 (33.0) 320 (41.8) 132 (39.1) 104 (40.8)
   High 104 (39.0) 188 (35.7) 82 (34.9) 47 (26.4)
Country of birth (%) 0.367 <0.001
   USA 389 (94.4) 688 (95.4) 269 (93.2) 194 (85.2)
   Other 38 (5.6) 50 (4.6) 37 (6.8) 58 (14.8)
Hepatitis A vaccine (%) <0.001 <0.001
   Vaccination 355 (81.5) 511 (64.7) 242 (76.8) 134 (52.5)
   Non-vaccination 72 (18.5) 227 (35.3) 64 (23.2) 118 (47.5)
Hepatitis B vaccine (%) <0.001 <0.001
   Vaccination 389 (91.2) 593 (81.5) 274 (88.2) 163 (67.3)
   Non-vaccination 38 (8.8) 145 (18.5) 32 (11.8) 89 (32.7)
Routine place to go for healthcare (%) 0.330 0.025
   Yes 396 (93.3) 678 (91.4) 250 (84.9) 189 (76.1)
   No 31 (6.7) 60 (8.6) 56 (15.1) 63 (23.9)
Times receive healthcare last year (%) 0.214 0.002
   0 45 (8.5) 94 (11.6) 23 (6.3) 53 (17.3)
   ≥1 382 (91.5) 644 (88.4) 283 (93.7) 199 (82.7)

Percentages are weighted.
HPV, human papilloma 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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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B형 간염 백신, 파상풍 백신을 접종 받은 군은 미접종군에 비해 

HPV 백신 접종 가능성이 1.98배 높았으며, 공변량을 보정한 후에도 

1.69배 높았다[36]. B형 간염 백신을 접종한 18-26세 여성에서는 B형 간

염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군보다 HPV 백신 접종에 대한 인식이 6배 

높았다[31]. 18-26세 여성을 대상으로 한두 개의 선행 논문들의 연구결

과를 통해 다른 백신을 접종 받은 사람에서 HPV 백신 접종에 대한 인

식이 높아졌고, 이러한 인식이 HPV 예방접종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

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접종대상자가 HPV 백신 접종에 대해 

Table 3. Odds ratio (95% CI) of male according to HPV non-vaccination

Variables
 

<18 Years old ≥18 Years old

Unadjusted Model
OR (95% CI)

Adjusted model
OR (95% CI)

Unadjusted Model
OR (95% CI)

Adjusted model
OR (95% CI)

Country of birth Other Ref. Ref. Ref. Ref.
USA 1.07 (0.57-2.01) 1.23 (0.60-2.51) 0.55 (0.22-1.39) 0.67 (0.25-1.81)

Health Insurance No Ref. Ref. Ref. Ref.
Yes 0.79 (0.42-1.49) 0.90 (0.42-1.95) 0.29 (0.16-0.54) 0.60 (0.28-1.31)

Poverty income ratio Low Ref. Ref. Ref. Ref.
Medium 1.13 (0.76-1.66) 1.18 (0.79-1.77) 0.71 (0.37-1.35) 0.88 (0.42-1.86)
High 0.98 (0.59-1.60) 1.15 (0.70-1.90) 0.50 (0.20-1.27) 0.67 (0.27-1.65)

Hepatitis A vaccine Non-vaccination Ref. Ref. Ref. Ref.
Vaccination 0.55 (0.35-0.86) 0.82 (0.48-1.41) 0.14 (0.07-0.26) 0.30 (0.13-0.65)

Hepatitis B vaccine Non-vaccination Ref. Ref. Ref. Ref.
Vaccination 0.25 (0.11-0.57) 0.29 (0.11-0.81) 0.05 (0.02-0.13) 0.12 (0.03-0.43)

Routine place to go for 
healthcare

No Ref. Ref. Ref. Ref.
Yes 0.63 (0.32-1.24) 0.86 (0.37-1.99) 0.62 (0.28-1.35) 1.37 (0.64-2.91)

Times receive healthcare 
last year 

0 Ref. Ref. Ref. Ref.
≥1 0.52 (0.28-0.96) 0.57 (0.29-1.10) 0.40 (0.19-0.82) 0.44 (0.22-0.89)

HPV, human papilloma virus;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Ref., reference.  
Adjusted model: adjusted by country of birth, health Insurance, poverty income ratio, hepatitis A vaccine, hepatitis B vaccine, routine place to go for 
healthcare and times receive healthcare last year.

Table 4. Odds ratio (95% CI) of female according to HPV non-vaccination

Variables
 

<18 Years old ≥18 Years old

Unadjusted Model
OR (95% CI)

Adjusted model
OR (95% CI)

Unadjusted Model
OR (95% CI)

Adjusted model
OR (95% CI)

Country of birth Other Ref. Ref. Ref. Ref.
USA 1.23 (0.77-1.96) 1.29 (0.85-1.95) 0.42 (0.25-0.71) 0.61 (0.31-1.18)

Health Insurance No Ref. Ref. Ref. Ref.
Yes 0.75 (0.43-1.33) 0.80 (0.47-1.36) 0.48( 0.26-0.87) 0.69( 0.39-1.23)

Poverty income ratio Low Ref. Ref. Ref. Ref.
Medium 1.57 (1.04-2.37) 1.53 (1.04-2.25) 0.83 (0.50-1.36) 0.91 (0.55-1.51)
High 1.14 (0.74-1.76) 1.17 (0.77-1.78) 0.60 (0.35-1.04) 0.81 (0.48-1.38)

Hepatitis A vaccine Non-vaccination Ref. Ref. Ref. Ref.
Vaccination 0.42 (0.28-0.62) 0.49 (0.30-0.78) 0.33 (0.21-0.54) 0.47 (0.25-0.89)

Hepatitis B vaccine Non-vaccination Ref. Ref. Ref. Ref.
Vaccination 0.42 (0.25-0.72) 0.71 (0.37-1.35) 0.27 (0.18-0.42) 0.51 (0.28-0.92)

Routine place to go for 
healthcare

No Ref. Ref. Ref. Ref.
Yes 0.76 (0.43-1.36) 0.79 (0.40-1.55) 0.57 (0.34-0.95) 0.75 (0.39-1.41)

Times receive healthcare 
last year 

0 Ref. Ref. Ref. Ref.
≥1 0.71 (0.40-1.27) 0.82 (0.44-1.51) 0.32 (0.15-0.68) 0.46 (0.21-1.03)

HPV, human papilloma virus;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Ref., reference.  
Adjusted model: adjusted by country of birth, health Insurance, poverty income ratio, hepatitis A vaccine, hepatitis B vaccine, routine place to go for 
healthcare and times receive healthcare last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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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와 정보 제공

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서비스 이용횟수는 HPV 백신 미접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본 연구의 18세 이상 남성과 여성의 의료서비스 이용횟수가 0

회인 군에 비해 1회 이상 이용한 군에서 각각 60%, 68% HPV 백신 미

접종 가능성이 낮았다. Ding et al. [23] 연구에 의하면 의료기관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군보다 1회 이용한 군에서 HPV 백신 접종 가능성

이 1.82배 높았으며, 공변량을 보정한 후에도 1.27배 높았다.  Reiter et 

al. [37] 연구에서는 청소년 남성에서 작년 의료기관을 방문한 군은 그

렇지 않은 군보다 HPV 백신 접종 가능성이 1.64배 높았으나 의료기관 

방문과 HPV 백신 접종여부는 유의한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의료 제공자의 추천을 제외한 후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을 수행한 결과 HPV 백신 접종의 교차비가 1.86배 높았으며, HPV 백

신 접종여부와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7]. 의료 제공

자의 추천을 포함한 것과 제외한 후 결과 차이를 통해 의료기관 방문

과 HPV 백신 접종에는 의료 제공자의 추천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마다 의사나 의료 전문가로부

터 백신 접종에 대한 권고를 받았을 가능성이 컸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대부분의 청소년 백신은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접

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HPV 백신 접종 또한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접종되었을 가능성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38]. 치료뿐만 아니라 건강검

진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에서도 HPV 백신 접종과 연관성이 

확인되었으며, 검진하지 않은 군에 비해 검진을 한 군에서 HPV 백신 

접종의 교차비가 1.58배 높았다[29]. 이러한 결과는 치료 이외에 의료

기관 방문에서도 의사나 의료 전문가로부터 백신 접종 권고를 받을 가

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HPV 예방접종 향상을 위해서

는 의료기관, 검사기관 등 의료전문기관을 통한 HPV 예방접종 홍보와 

의료 전문가들의 추천 및 교육을 통한 관련 지식 제공이 필요할 것으

로 여겨진다.

의료보험 가입에 따른 HPV 백신 접종 여부를 분석하여 비교한 결

과, HPV 백신 접종군에서 18세 미만 여성과 남성 각각 의료보험 가입

률이 95.4%, 94.7%로 18세 이상 여성의 90.0%와 남성의 90.2% 의료보험 

가입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민간보험 이외에도 미국 정부에서 실

시하고 있는 공영보험의 영향이라고 유추해볼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과 관련된 Vaccines for Children 

(VFC) 프로그램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고용보험에 비해 메디케이

드를 포함하는 보험에서 HPV 백신 접종가능성이 2.75배 높았고, VFC 

프로그램 대상자에서 HPV 백신 접종 가능성이 2.57배 높았다는 연구 

결과를 통해 공영보험은 미성년자의 HPV 백신 접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37]. 보험과 비싼 백신 가격으로 백신 접종에 

부담을 느꼈던 청소년들에게 VFC 프로그램을 통해 백신 접종의 기회

가 생기게 되고 그 결과 청소년기의 의료보험 가입률 및 HPV 백신 접

종률 증가로 이어졌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따라서 HPV 백신 접종률

을 높이기 위해서 보험의 혜택을 개선하고 보험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

하는 등의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소득과 교육은 종종 대체하여 사용되고, 사회경제적 지

위의 지표로 사용된다[39]. 청소년에게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미

국에서 교육수준은 연령과 차별성이 미미하다고 생각되어 가정의 환

경과 상태를 반영하는 소득을 본 연구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지표로 사

용하였다. 본 연구의 18세 미만 여성에서 저소득군에 비해 중간 소득

군이 HPV 백신을 접종하지 않을 가능성이 1.57배 높았으며, 보정한 후 

분석한 결과에서는 HPV 백신을 접종하지 않을 가능성이 1.53배 높았

다. 이는 18-26세 여성을 대상으로 한 Jain et al. [31]의 연구에서 고소득

군이 HPV 백신 접종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 Pruitt and Schoot-

man [39]의 연구에서 낮은 소득이 더 높은 접종률을 보였다는 연구결

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미국 주 수준에서 고소득군의 백신 접종 가능

성이 낮았고, 마을 수준에서는 저소득군의 백신 접종 가능성이 높았

다는 연구 결과를 통해 소득은 측정되는 지역과 소득 기준에 따라 다

르며 그에 따른 HPV 백신 접종에 미치는 영향으로 선행 연구와 본 연

구에서 소득에 대한 차이가 발생하였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39].

인종에 따른 HPV 백신 접종 여부에 관한 연구도 많이 진행되었다. 

18-26세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한 Laz et al. [36]의 연구에서 인종(p =  

0.008)에 따른 HPV 백신 접종 여부는 차이가 확인되었으나, Adjei et al. 

[35]의 연구(p = 0.256)와 11-18세(p = 0.23), 19-26세 여성(p = 0.07)을 대

상으로 한 Taylor et al. [40]의 연구에서는 인종에 따른 HPV 백신 접종 

여부는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술통계 분석결과와 선행문

헌을 참고하여 HPV 백신 미접종 요인변수 분석에 대한 다중 로지스

틱 회귀모형에서 인종을 제외하였다.

HPV 백신 접종을 장려하기 위해 2014년 기준으로 58개국에서 

HPV 백신 예방접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41]. 미국은 2006년부

터 11-12세 여성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는 11-12세 남성을 대상으로 

HPV 백신 국가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15]. 호주에서는 2007년부

터 12-13세 여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2013부터 12-13세 남성을 대상으

로 HPV 국가 예방접종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16]. 우리나라에서

는 2016년 6월부터 만 12세 여성에게 국가 예방접종 사업의 일환으로 

HPV 백신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다[20]. 그러나 두 나라와 달리 우리

나라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는 따라잡기 프로그램과 남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HPV 백신은 국민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으며, 국가예

방접종 대상자가 아닌 자에 대한 접종은 본인 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

다[21]. 이러한 배경으로 만 12세 여아가 아닌 자의 백신 접종률은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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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청구자료와 예방접종 등록시스템을 통해 산출이 불가능하다. 게

다가 기타 보건의료 행태를 조사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지역사회건

강조사에 HPV 백신 접종 설문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

국인의 HPV 백신 접종에 대한 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한

계로 본 연구는 HPV 백신 접종에 대한 설문 항목을 포함하는 미국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HPV 백신 접종 상태와 미접종에 

관련된 요인을 조사하고 한국인의 HPV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몇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본 연구에서 사용

한 미국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는 자가보고를 기반으로 하는 조사

이므로 인터뷰 응답에 있어 편향이 유도될 수 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설문 응답자가 본인이 아닌 부모나 대리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므로 정확성이 떨어지며, 특정 사실을 더 잘 기억하여 생기는 회

상 바이어스, 조사대상자의 과거 기억에 의존하여 정보의 정확성이 떨

어지는 기억 소실 바이어스나 면담 바이어스 등의 정보 바이어스가 발

생할 수 있다. 두 번째, 자료는 환경 및 시간 변화와 단면조사체계의 한

계로 HPV 백신 접종과의 인과관계 규명이 어렵다. 세 번째, 변수의 한

계점이다.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일부 설문은 설문 조사가 가능한 대상

자의 연령이 제한되어 있어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 및 내용이 한정적이

다. 많은 연구에서 성과 관련된 요인이 HPV 백신 접종의 중요 요인으

로 확인되었지만, 18세 이상부터 성과 관련된 설문을 진행하는 자료의 

특성 때문에 9세부터를 연구대상자로 포함하는 본 연구에서는 성 관

련 변수를 고려하지 않았다. 네 번째, 일반화의 오류이다. 비록 본 연구

에 사용된 자료가 미국인을 대표하는 표준화된 자료일지라도, 조사 당

시 대상자의 응답을 기반으로 하므로 당시의 조사 결과로 일반화의 오

류를 범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HPV 백신을 아직 접종하지 않은 11세 

청소년이 연구에 참여하게 된다면, 조사 당시 접종을 하지 않은 것에 

근거하여 이는 미접종으로 분류된다. 여기서 그가 미접종자인지 또는 

접종 가능성이 있지만 조사 당시에는 접종하지 않은 것인지 알 수 없

으며, 조사 결과에 따른 일반화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학적, 인

구학적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하여 아직 접종하지 않은 것일 뿐, 후에 접

종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까지 미접종자로 분류된다. 다섯 번째, 본 자

료는 미국인을 대표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로 미국인들에게만 

특성화된 설문에서 확인된 결과는 한국인에 적용하기에는 어렵다. 위

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 번째, 전국적으로 수집되고 표준화된 미국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자

료를 이용한 연구로 결과는 국가 수준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보이며 국

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통계치를 산출하였다. 두 번째, 접종 대상자의 

인지적 측면에서 접종 요인을 조사한 기존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관찰한 보건의료이용 행태 자료를 

활용한 연구로 HPV 백신 접종을 장려하기 위한 보건사업이나 건강증

진계획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자료는 미국인을 대상으로 HPV 백신 미접종을 조사한 연구이

기 때문에 확인된 미접종 요인들은 인구 사회적 및 환경적 차이로 한

국인의 HPV 백신 미접종 요인과 다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미국인에서 HPV 백신 접종여부와 연관성이 확인된 변수 및 미접종 요

인을 살펴봄으로 향후 한국인의 HPV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방

안 마련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미국인의 HPV 백신 접종여부와 관련성

을 보이며 미접종에 영향을 미쳤던 요인을 국내 실정에 맞추어 보았을 

때, 의료서비스 이용 및 의료보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건강보

험 혜택과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자 확대에 대해 고려해 볼 필요가 있

다. 먼저, HPV 백신 접종이 국민건강보험에 적용이 된다면 보험 혜택

으로 접종대상자들의 금전적인 부담을 덜 수 있게 되고, 이로 인해 백

신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접종률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 예방

접종 대상자의 연령이 확대되고, 남성이 포함되면 비싼 백신의 비용으

로 백신 접종을 주저하던 접종대상자들에게 HPV 백신 접종 기회가 

생기게 되고, 결과 HPV 백신 접종률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HPV 백신 접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인식

개선을 위해 의료기관을 포함한 다양한 대중 매체를 이용한 홍보와 

의료 전문가들의 추천 및 교육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사료

된다. 추가적으로, 국내 HPV 백신 접종률 증진과 효과적인 HPV 예방

접종 평가 및 감시를 위해서는 HPV 백신 접종에 대한 감시 지표나 평

가 도구를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ORCID

Min-Ju Kim https://orcid.org/0000-0002-0885-1593

Eunsun Lim https://orcid.org/0000-0002-3242-5682

Sangshin Park https://orcid.org/0000-0003-2407-0962

Nam-Kyong Choi https://orcid.org/0000-0003-1153-9928

REFERENCES

1. Parkin DM, Bray F, Ferlay J, Pisani P. Global cancer statistics, 2002. CA 

Cancer J Clin 2005;55(2):74-108. DOI: 10.3322/canjclin.55.2.74 

2. Siegel RL, Miller KD, Jemal A. Cancer statistics, 2020. CA Cancer J 

Clin 2020;70(1):7-30. DOI: 10.3322/caac.21590 

3. Korea Central Cancer Registry. Annual report of cancer statistics in 

Korea in 2017. Division of Cancer Registration & Surveillance, Nation-

al Cancer Control Institute, National Cancer Center; 2019 (Korean).



Min-Ju Kim, et al.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80 | http://www.e-jhis.org

4. Stumbar SE, Stevens M, Feld Z. Cervical cancer and its precursors: a 

preventative approach to screening, diagnosis, and management. Prim 

Care 2019;46(1):117-134. DOI: 10.1016/j.pop.2018.10.011 

5. World Health Organization. Human papillomavirus (HPV). Available 

at https://www.who.int/immunization/diseases/hpv/en/ [accessed on 

December 1, 2020].

6. Van Dyne EA, Henley SJ, Saraiya M, Thomas CC, Markowitz LE, Be-

nard VB. Trends in human papillomavirus–associated cancers—Unit-

ed States, 1999–2015. MMWR Morb Mortal Wkly Rep 2018;67(33): 

918-924. DOI: 10.15585/mmwr.mm6733a2 

7. Viens LJ, Henley SJ, Watson M, Markowitz LE, Thomas CC, Thompson 

DT, et al. Human papillomavirus–associated cancers—United States, 

2008–2012. MMWR Morb Mortal Wkly Rep 2016;65(26):661-666. 

DOI: 10.15585/mmwr.mm6526a1 

8. de Sanjosé S, Brotons M, Pavón MA. The natural history of human 

papillomavirus infection. Best Pract Res Clin Obstet Gynaecol 2018; 

47:2-13. DOI: 10.1016/j.bpobgyn.2017.08.015 

9. Muñoz N, Bosch FX, de Sanjosé S, Herrero R, Castellsagué X, Shah 

KV, et al. Epidemiologic classification of human papillomavirus types 

associated with cervical cancer. N Engl J Med 2003;348(6):518-527. 

DOI: 10.1056/NEJMoa021641 

10. Moscicki AB. Impact of HPV infection in adolescent populations. J 

Adolesc Health 2005;37(6):S3-S9. DOI: 10.1016/j.jadohealth.2005.09. 

011 

11. Dune EF, Nielson CM, Stone KM, Markowitz LE, Giuliano AR. Prev-

alence of HPV infection among men: a systematic review of the litera-

ture. J Infect Dis 2006;194(8):1044-1057. DOI: 10.1086/507432 

12. Petäjä T, Pedersen C, Poder A, Strauss G, Catteau G, Thomas F, et al. 

Long‐term persistence of systemic and mucosal immune response to 

HPV‐16/18 AS04‐adjuvanted vaccine in preteen/adolescent girls and 

young women. Int J Cancer 2011;129(9):2147-2157. DOI: 10.1002/

ijc.25887 

13. World Health Organization. Human papillomavirus vaccines: WHO 

position paper, May 2017. WER 2017;92(19):241-268. 

14. Kessels SJ, Marshall HS, Watson M, Braunack-Mayer AJ, Reuzel R, 

Tooher RL. Factors associated with HPV vaccine uptake in teenage 

girls: a systematic review. Vaccine 2012;30(24):3546-3556. DOI: 10. 

1016/j.vaccine.2012.03.063 

15. Meites E, Kempe A, Markowitz LE. Use of a 2-dose schedule for human 

papillomavirus vaccination—updated recommendations of the Advi-

sory Committee on Immunization Practices. MMWR Morb Mortal 

Wkly Rep 2016;65(49):1405-1408. DOI: 10.15585/mmwr.mm6549a5

16. Phillips A, Hickie M, Totterdell J, Brotherton J, Dey A, Hill R, et al. Ad-

verse events following HPV vaccination: 11 years of surveillance in 

Australia. Vaccine 2020;38(38):6038-6046. DOI: 10.1016/j.vaccine. 

2020.06.039 

17. Tung IL, Machalek DA, Garland SM. Attitudes, knowledge and factors 

associated with human papillomavirus (HPV) vaccine uptake in ado-

lescent girls and young women in Victoria, Australia. PLoS One 2016; 

11(8):e0161846. DOI: 10.1371/journal.pone.0161846 

18. Reagan-Steiner S, Yankey D, Jeyarajah J, Elam-Evans LD, Curtis CR, 

MacNeil J, et al. National, regional, state, and selected local area vacci-

nation coverage among adolescents aged 13–17 years—United States, 

2015. MMWR Morb Mortal Wkly Rep 2016;65(33):850-858. DOI: 

10.15585/mmwr.mm6533a4 

19. Park JY, Kim HR, Lee SY, Lee YH, Lee YA, Jang JY, et al. Knowledge of 

cervical cancer, vaccination status of human papilloma virus in univer-

sity students. AJMAHS 2019;9(7):479-490 (Korean). DOI: 10.35873/

ajmahs.2019.9.7.043 

20.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Korean national im-

munization program for children. Available at https://nip.cdc.go.kr/

irgd/introduce.do?MnLv1=3&MnLv2=6 [accessed on December 18, 

2020].

21. Jang IS. Comparison of Factors associated with Intention to HPV Vac-

cination between male and female high school students: focusing on 

HPV knowledge, attitude and health beliefs related to HPV. J Korean 

Soc Sch Health 2018;31(2):59-69 (Korean). DOI: 10.15434/KSSH. 

2018.31.2.59

22. Brewer NT, Fazekas KI. Predictors of HPV vaccine acceptability: a 

theory-informed, systematic review. Prev Med 2007;45(2-3):107-114. 

DOI: 10.1016/j.ypmed.2007.05.013 

23. Ding X, Tian C, Wang H, Wang W, Luo X.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human papillomavirus vaccination initiation and completion 

among young adults. Am J Infect Control 2019;47(9):1096-1101. DOI: 

10.1016/j.ajic.2019.03.014 

24. Rosenthal SL, Rupp R, Zimet GD, Meza HM, Loza ML, Short MB, et 

al. Uptake of HPV vaccine: demographics, sexual history and values, 

parenting style, and vaccine attitudes. J Adolesc Health 2008;43(3): 

239-245. DOI: 10.1016/j.jadohealth.2008.06.009 

25. Wong CA, Berkowitz Z, Dorell CG, Anhang Price R, Lee J, Saraiya M. 

https://www.who.int/immunization/diseases/hpv/en/
https://nip.cdc.go.kr/irgd/introduce.do?MnLv1=3&MnLv2=6
https://nip.cdc.go.kr/irgd/introduce.do?MnLv1=3&MnLv2=6


ADVANCE Project in Europe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http://www.e-jhis.org | 81

Human papillomavirus vaccine uptake among 9‐to 17‐year‐old girls: 

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 2008. Cancer 2011;117(24):5612-

5620. DOI: 10.1002/cncr.26246 

26. Chan ZC, Chan TS, Ng KK, Wong ML. A systematic review of litera-

ture about women’s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human papillo-

mavirus (HPV) vaccination. Public Health Nurs 2012;29(6):481-489. 

DOI: 10.1111/j.1525-1446.2012.01022.x 

27. Lee SA, Kang SJ. Factors influencing HPV vaccination and vaccination 

intention among Korean adult women: a systematic review. J Korean 

Community Health Nurs Acad Soc 2018;32(1):69-80 (Korean). DOI: 

10.5932/JKPHN.2018.32.1.69 

28. Yeganeh N, Curtis D, Kuo A. Factors influencing HPV vaccination 

status in a Latino population; and parental attitudes towards vaccine 

mandates. Vaccine 2010;28(25):4186-4191. DOI: 10.1016/j.vaccine. 

2010.04.010 

29. McRee AL, Katz ML, Paskett ED, Reiter PL. HPV vaccination among 

lesbian and bisexual women: findings from a national survey of young 

adults. Vaccine 2014;32(37):4736-4742. DOI: 10.1016/j.vaccine.2014. 

07.001 

30.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NCHS research ethics 

review board (ERB) approval. Available at https://www.cdc.gov/nchs/

nhanes/irba98.htm [accessed on December 10, 2020].

31. Jain N, Euler GL, Shefer A, Lu P, Yankey D, Markowitz L. Human 

papillomavirus (HPV) awareness and vaccination initiation among 

women in the United States, National Immunization Survey—Adult 

2007. Prev Med 2009;48(5):426-431. DOI: 10.1016/j.ypmed.2008.11. 

010 

32. Boakye EA, Zeng W, Governor S, Nagendra S, Tobo BB, Simpson MC, 

et al. Differences in human papillomavirus (HPV) vaccine uptake by 

nativity status among men aged 18–34 years. Prev Med Rep 2019;16: 

101010. DOI: 10.1016/j.pmedr.2019.101010 

33. Thomas R, Higgins L, Ding L, Widdice LE, Chandler E, Kahn JA. Fac-

tors associated with HPV vaccine initiation, vaccine completion, and 

accuracy of self-reported vaccination status among 13-to 26-year-old 

men. Am J Mens Health 2018;12(4):819-827. DOI: 10.1177/1557988- 

316645155 

34. Pierre-Victor D, Mukherjee S, Bahelah R, Madhivanan P. Human pap-

illomavirus vaccine uptake among males 11–26 years in United States: 

findings from the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11–2012. Vaccine 2014;32(49):6655-6658. DOI: 10.1016/j.vaccine. 

2014.09.044 

35. Boakye EA, Lew D, Muthukrishnan M, Tobo BB, Rohde RL, Varvares 

MA, et al. Correlates of human papillomavirus (HPV) vaccination ini-

tiation and completion among 18–26 year olds in the United States. 

Hum Vaccin Immunother 2018;14(8):2016-2024. DOI: 10.1080/ 

21645515.2018.1467203 

36. Laz TH, Rahman M, Berenson AB. Human papillomavirus vaccine 

uptake among 18‐to 26‐year‐old women in the United States: 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 2010. Cancer 2013;119(7):1386-1392. DOI: 

10.1002/cncr.27894 

37. Reiter PL, Gilkey MB, Brewer NT. HPV vaccination among adolescent 

males: results from the National Immunization Survey-Teen. Vaccine 

2013;31(26):2816-2821. DOI: 10.1016/j.vaccine.2013.04.010 

38. Lau M, Lin H, Flores G. Factors associated with human papillomavirus 

vaccine-series initiation and healthcare provider recommendation in 

US adolescent females: 2007 National Survey of Children’s Health. 

Vaccine 2012;30(20):3112-3118. DOI: 10.1016/j.vaccine.2012.02.034 

39. Pruitt SL, Schootman M. Geographic disparity, area poverty, and hu-

man papillomavirus vaccination. Am J Prev Med 2010;38(5):525-533. 

DOI: 10.1016/j.amepre.2010.01.018 

40. Taylor LD, Hariri S, Sternberg M, Dunne EF, Markowitz LE. Human 

papillomavirus vaccine coverage in the United States,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07–2008. Prev Med 2011;52(5): 

398-400. DOI: 10.1016/j.ypmed.2010.11.006 

41. Kim BG. Update of human papillomavirus vaccination. J Korean Med 

Assoc 2015;58(4):313-318 (Korean). DOI: 10.5124/jkma.2015.58.4.313 

https://www.cdc.gov/nchs/nhanes/irba98.htm
https://www.cdc.gov/nchs/nhanes/irba98.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