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ARTICLE

ISSN(Print) 2287-9110
ISSN(Online) 2287-9129

Child Health Nurs Res, Vol.25, No.4, October 2019: 458-467
https://doi.org/10.4094/chnr.2019.25.4.458

CHNR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HPV 백신 접종 관련 연구 동향 분석
손 예 동 1, 강 희 선 2
1

우석대학교 간호대학 조교수, 2중앙대학교 적십자 간호대학 교수

A Text Mining Analysis of HPV Vaccination Research Trends
Yedong Son1, Hee Sun Kang2
1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Woosuk University, Wanju; 2Professor, Red Cross College of Nursing,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human papillomavirus (HPV) vaccination research trends by visualizing a
keyword network. Methods: Articles about HPV vaccination were retrieved from the PubMed and Web of Science databases. A
total of 1,448 articles published in 2006~2016 were selected. Keywords from the abstracts of these articles were extracted using the
text mining program WordStat and standardized for analysis. Sixty-four keywords out of 287 were finally chosen after pruning.
Social network analysis using NetMiner was applied to analyze the whole keyword network and the betweenness centrality of
the network. Result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ocial network analysis, the central keywords with high betweenness
centrality included “health education”, “health personnel”, “parents”, “uptake”, “knowledge”, and “health promotion”.
Conclusion: To increase the uptake of HPV vaccination, health personnel should provide health education and vaccine
promotion for parents and adolescents. Using social media, governmental organizations can offer accurate information that is
easily accessible. School-based education will also be help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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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1. 연구의 필요성
자궁경부암은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여성암이

*이 논문은 손예동의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의 일부를 수정 및 축약하여 작성한 것임.

며, 여성의 주요 사망원인 중 하나이다[1]. 2014년 국가암 등록 자

*This article was adapted from a thesis by Yedong Son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issertation at Chung-Ang University.

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궁경부암 발병률은 전체 여성암 중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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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였다[2]. 인유두종 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HPV)
는 자궁경부암의 주요 원인이며[1,3], 이외에도 생식기 사마귀, 항
문암, 남성 생식기암, 구강인두암 등을 유발한다[3].
HPV 백신은 자궁경부암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
려져 있다. 2006년 미국과 유럽에서 처음으로 백신 사용 허가를 받았
고[4], 4가 백신 가다실(Gardasil)과 2가 백신 서바릭스(Cervarix), 9
가 백신 가다실 9 (Gardasil 9)가 사용되고 있다[3,4]. HPV 백신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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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연령은 9~13세 여성이며, 이때까지 접종하지 않은 여성은
14~26세 사이에 HPV 백신 접종을 하도록 권고되고 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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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HPV 백신 접종률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2016년 6

현한 트위터 글보다 부정적으로 표현한 트위터 글에 노출된 경우,

월부터 HPV 백신을 국가필수 예방접종으로 선정하고, 만 12세 여

HPV 백신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3배 이상인 것으로 보

아에게 무료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무료 백신 접종 대상자의 HPV

고되었다. 또한 구글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HPV 백신과 관련

백신 1회 접종률은 2016년 50.1%, 2017년 66.1%에 불과하다[6].

된 검색어를 입력했을 때 제공되는 웹사이트의 내용을 분석한 연구

또한 2002년에서 2015년까지 HPV 관련 질환자와 이로 인한 의료

[16]에서는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HPV 백신에 대한 정보가 HPV

비용이 증가하였다[7]. HPV 백신을 접종하면 자궁경부암뿐만 아

백신의 부작용이나 HPV 감염의 위험 등 부정적인 내용과 관련된

니라 HPV 관련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1,3].

주제에 치우쳐 제공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대중이 HPV

HPV 백신 접종과 관련된 문헌 분석 연구는 주로 백신 접종 이행

백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정보를 접하고 있고, 어떻게 정

률 관련 요인, 교육 중재, 수용 의도 등에 관한 것이었다[8-11]. 청소

보가 퍼져나가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HPV 백신

년의 HPV 백신 접종 이행률과 관련된 요인을 문헌고찰한 연구에

관련 연구에서의 주요 개념 간의 관계를 포괄적인 관점에서 확인

서는 수용 의도, 인식, 지식, 부모의 교육 수준, 촉진 요인과 장애 요

할 수 있는 연구는 드물다.

인을 분석하였다[8]. Kessels 등[9]은 여성 청소년의 HPV 백신 접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연결망 분석을 이용하여 HPV 백신 접

종 이행률 관련 요인에 대한 문헌을 체계적으로 고찰한 결과, 인종,

종 연구에서 주요 개념 간의 관계를 시각화하여 살펴보고, 개념 간

건강보험, 나이, 예방접종 이력, 의료시설, 지식, 태도 등이 영향을

의 매개 역할을 하는 핵심 개념을 파악함으로써 HPV 백신 접종 연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HPV 백신 수용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체

구의 동향을 파악하고, HPV 백신 접종 이행을 증대하기 위한 전략

계적 문헌고찰 연구[10]에서는 인식, 지식, 신념, 부모의 특성이 주

을 수립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요 요인이었고, HPV 백신의 수용 의도는 인터넷, 팸플릿, 슬라이
드 등을 활용한 교육 중재가 효과적이었다[11]. 이처럼 HPV 백신

2. 연구 목적

접종과 관련하여 체계적 문헌고찰이 이루어졌으나, 이러한 연구
에서는 일부 요인들의 관계만을 파악할 수 있으며, 주요 개념 간의
총체적인 관계를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사회연결망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SNA)은 광범위한

본 연구의 목적은 HPV 백신 접종 관련 연구의 키워드를 도출하
고, 키워드 간의 관계를 확인하며, 확인된 관계 속에서 핵심 키워드
를 파악하는 것이다.

자료에서 핵심이 되는 연구 개념을 확인하고, 다양한 개념들이 서

연구 방법

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파악하며, 현재까지 이루어진 연구의
동향을 이해함과 동시에 앞으로 나아갈 연구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개념의 관계를 시각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12]. 특

1. 연구 설계

히 텍스트마이닝은 텍스트로부터 추출된 키워드를 정제하여 개념
간의 관계 연관성을 분석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13].
최근 보건 분야에서도 사회연결망을 이용한 연구가 점차 늘어
나고 있으며, 그중 HPV 백신과 관련하여 사회연결망을 이용한 선

본 연구는 HPV 백신 접종 관련 논문 초록을 텍스트마이닝 기법
으로 분석하여 키워드를 추출하고, 사회연결망 분석을 통해 추출
된 키워드 간의 네트워크를 확인한 서술적 조사연구다.

행 연구에는 HPV 백신과 관련된 트위터 내용[14,15]이나 HPV 백
신과 관련된 인터넷 정보[16]를 분석한 연구 등이 있다. HPV 백신

2. 연구 대상

에 대한 트위터 글의 내용에 대해 사회연결망 분석을 한 연구[14]
에서는 HPV 백신에 대한 트위터 중 백신 접종 지지 및 임상적 증거

본 연구 대상은 HPV 백신 접종 관련 연구로 HPV 백신 접종이

에 대한 내용이 57.2%, 백신의 부작용과 위험이 40.7%, HPV 백신

승인된 2006년부터 2016년까지 Web of Science에서 검색된 논문

경험이 2.2%를 차지하였고, HPV 백신을 접종한 경험을 트위터에

2,990편과 PubMed에서 검색된 3,993편 중 최종 1,448편의 논문

게시한 사람들 중 HPV 백신을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사람들

이었다(Figure 1).

은 75.0%였다. HPV 백신을 언급한 트위터를 분석한 또 다른 연구
[15]에서는 트위터에서 HPV 백신을 언급한 내용을 분석을 한 결

3. 자료 수집 방법

과, HPV 백신을 언급한 전체 트위터 글 중 부정적인 내용은 약
25.0%였고, HPV 백신을 긍정적으로 표현하거나 중성적으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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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자료 수집은 HPV 백신 접종 관련 연구를 검색하기

손예동, 강희선 | 459

CHNR

Child Health Nurs Res, Vol.25, No.4, October 2019: 458-467

백신 접종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논문(2,459편)은 제외하였
다. 그 결과 최종 1,448편의 논문을 분석하였다(Figure 1).

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텍스트마이닝을 통한 키워드 추출 및 표준화 작
업과 키워드 간의 사회연결망 분석 과정을 거쳤으며, 절차에 따른
자료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키워드 추출 및 표준화 작업
키워드는 논문 초록에서 WordStat ver. 7.1.7 프로그램(WordStat,
Provalis Research, Canada)을 이용하여 추출하였다. 키워드 추
출 전 초록 내에 포함된 저자 키워드는 제외하였다. 키워드는 하나
의 초록 내에서 두 번 이상 등장하거나 두 개 이상의 초록에서 동시
출현한 단어 또는 구를 기준으로 추출하였다. 분석하는 키워드 수
가 많으면 연결망 구조가 복잡해져서 개념 간의 관계가 왜곡되거
나, 해석이나 분석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12], 연구자가 직접
입력한 내용에서 추출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각 용어의 기술에 편
차가 존재하여 이에 따른 표준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표준화 작업
을 할 때 단어는 MeSH 용어를 기준으로 하였다. 첫째, 추출한 단어
중 HPV 백신 접종과 구체적인 관련이 없는 명사와 형용사, 부사는
제외하였다. 둘째, 사회연결망 분석에 사용할 NetMiner ver. 4.0
Figure 1. Flow diagram of the study.

(NetMiner, Cyram Inc., Korea)은 대문자나 소문자가 쓰인 경우,
하이픈의 유무, 띄어쓰기 등에 따라 모두 다른 단어로 인식하여 대

위해서 검색어는 HPV 백신 접종에 해당하는 표준화된 MeSH 용

문자, 소문자는 첫 글자만 대문자로 통일하고, 하이픈은 삭제하였

어를 매칭하여 사용하였다. HPV는 Papillomaviridae로 색인되

으며, 띄어쓰기는 동일하게 맞추었다. 또한 복수형과 단수형도 하

어 있었고, 유의어(entry term)는 HPV, Human Papillomavirus

나로 수정하였고, 단어가 긴 경우에는 약어로 대체하였으며, 오타가

Viruses, Human Papilloma Virus였다. 백신 접종은 Vaccination

있을 경우 수정하였다. 셋째, 같거나 유사한 의미의 단어는 하나의

으로 색인되어 있었으며, 유의어는 Immunization, Active였다.

단어로 통일하고, 이때 통일하는 키워드는 최대한 MeSH어로 사용

HPV 백신 접종은 MeSH 용어에 정확히 매칭되는 용어가 없어 검

하였다. 예를 들어 Gardasil, Bivalent Vaccine, Cervical Cancer

색어는 각 단어를 따로 매칭하고, MeSH에서 설정된 유의어를 포

Vaccine, HPV Vaccine, Human Papillomavirus Vaccine 등의 단

함하여 선정하였다.

어는 모두 HPV Vaccines로 통일하였다.

논문은 Web of Science와 PubMed에서 2016년 1월에 검색하
였다. 문서 유형은 논문(article), 언어는 영어(English), 검색 범위

2) 사회연결망 분석

는 제목(title), 초록(abstract), 키워드(keywords), 출판 연도는

키워드 간의 사회연결망 분석은 NetMiner ver .4.0 (NetMiner,

HPV 백신이 허가된 2006년 이후로 제한하였다. 자료의 선정기준

Cyram Inc., Korea)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노드는 논문 초

은 1) 여성을 포함하며, 2) HPV 백신 접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록에서 텍스트마이닝으로 추출한 키워드를 표준화한 것이다. 이

논문이다. 총 6,983편의 논문이 검색되었고, 이 중 검색된 논문이

키워드의 동시 출현 네트워크를 구현하기 위해서 우선 키워드를

중복되거나(2,130편), 논문의 초록이 없는 논문(946편)은 제외하

초록*키워드의 관계 네트워크를 표현한 2 모드 매트릭스 형태로

였다. 또한 초록을 확인하여 1) 남성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2) HPV

구성하였다. 2 모드 매트릭스에서 각 키워드는 초록에 등장했을

백신의 약리학, 독성학, 생화학적 연구 등에 관한 논문으로 여성의

경우를 1, 등장하지 않았을 경우를 0으로 표현한 후 키워드가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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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에서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는 동시 출현 빈도로 확인

워드는 ‘HPV Vaccines’로 1,214회였으며, 그 다음으로 ‘Women’,

하였다.

‘Uterine Cervical Neoplasms’, ‘Health Personnel’, ‘Health

본 연구에서 2 모드 네트워크는 1과 0으로 이루어진 이진 데이
터이기 때문에 유사성 지수(Similarity coefficient) 중 자카드 지수

Education’, ‘Health Care Cost’, ‘Adolescent’, ‘Insurance’, ‘Early
Detection of Cancer’, ‘Parents’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Jaccard’s coefficient)를 이용하여 키워드*키워드의 관계를 나타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시 모든 키워드를 포함하여 분석할 경우

내는 1 모드 네트워크로 변환하였다. 유사도 계수는 0에서 1 사이

유의한 결과를 얻기 어려우므로 네트워크를 대표할 수 있도록 동

의 값으로 0에 가까울수록 키워드 간의 유사성이 낮아 서로 연관이

시 출현 빈도가 20회 이상인 114개의 키워드 중 링크의 유사성지수

적은 주제로 여겨진다.

가 0.1 이상인 키워드를 선택하여 최종적으로 64개를 분석하였다.

키워드 네트워크를 분석할 때 모든 키워드를 포함하여 분석할

HPV 백신 접종 관련 연구의 키워드 네트워크 구조는 Figure 2와

경우 노드의 수가 많고, 링크가 복잡하여 유의한 결과를 얻기 어려

같다. 전체 네트워크의 링크의 수는 146개이며, 네트워크 내에 노

우며, 분석 결과를 시각화하기 어려울 수 있다[12]. 자주 등장하는

드가 서로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밀도는 0.072이다.

단어일수록 중요도가 높음을 의미하는 지프의 법칙(Zipf’s law)과

1개의 노드에 연결된 링크의 수를 나타내는 평균 연결 정도는

전체에서 20%가 나머지 80%를 대표할 수 있다는 파레토의 법칙

2.281이었고, 평균 거리는 노드가 서로 몇 개의 단계를 거쳐 도달하

(Pareto’s law)에 따라 네트워크를 대표할 수 있도록 동시 출현 빈

는지에 대한 평균으로 3.338이었으며, 노드 간의 최단 경로 중 가장

도와 링크의 유사성이 높은 순서대로 전체 키워드 중 약 20%에 달

긴 거리인 직경은 8이었다.

하는 키워드를 추출하였다[17]. 링크의 유사성 지수에서 임계값을

전체 네트워크는 총 4개의 컴포넌트로 나누어져 있다. 중심네트

정하면 높은 유사성 지수를 갖는 키워드만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워크인 컴포넌트 1에는 Acceptance, Daughters, Concern, Ad-

분석을 하게 되므로, 높은 중심성을 가지는 핵심 키워드 간의 관계

verse Effects, Safety, Parents, Adolescent, Behavior, Sexual

를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12]. 따라서 287개의 키워드 중

Behavior, Risk, Uterine Cervical Neoplasms 등 총 58개의 노드

동시 출현 빈도가 20회 이상이고, 링크의 유사성 지수가 0.1 이상인

가 있고, 전체 네트워크의 90.63%를 차지하고 있으며, 밀도는 0.087

키워드 64개를 선택하였다.

이다. 컴포넌트 2의 노드는 Administrative Personnel과 Policy

최종 선정된 64개의 키워드에서 링크는 1 모드 네트워크에서 키

로 이루어져 있고, 컴포넌트 3은 Partner와 Smoking, 컴포넌트 4

워드와 키워드 사이의 관계로 표현된다. 이때 링크의 방향은 논문

는 Public과 Public Health라는 노드가 포함되어 있다. 컴포넌트

에서 나타나는 키워드 간의 연결이므로 시작과 끝이 구별되지 않

2, 컴포넌트 3과 컴포넌트 4는 전체 네트워크에서 각각 3.13%를 차

는 노드로써 방향 표시가 없는 데이터로 분석하였다. 1 모드 네트

지하고 있고, 각 컴포넌트의 밀도는 1이다.

워크에서는 우선 네트워크의 크기와 밀도(density), 노드의 연결
정도(degree), 평균 거리(distance), 직경(diameter)에 대한 분석

2. 키워드 네트워크 중심성

을 시행하였고, 전체 키워드 네트워크의 모습을 확인하였다.
또한 중요한 키워드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노드의 매개

키워드 중 핵심 키워드를 확인하기 위해 네트워크의 매개 중심

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을 분석하였다. 매개 중심성이 높

성을 확인하였다. 매개 중심성은 네트워크 내에서 노드가 가장 많이

은 노드는 연결망 내에서 노드 간의 중재 역할을 하여 다른 주제로

거치게 되는 노드를 구하는 것으로 네트워크의 노드 매개 중심화 지

확장되고 있는 핵심 키워드의 역할을 한다[12].

수는 11.97%이고, 매개 중심성 평균은 0.031, 분산은 0.044, 범위는 0
에서 0.149 사이다. 매개 중심성을 동심원형으로 시각화하면 동심원

연구 결과

중앙에는 매개 중심성이 가장 높은 키워드인 ‘Health Education’이
위치하고, ‘Health Personnel’, ‘Uptake’, ‘Women’ 등 동심원의 외

1. 전체 키워드 네트워크

각으로 갈수록 매개 중심성이 낮은 키워드가 위치한다(Figure 3).
예를 들어 ‘Health Promotion’은 매개 중심성 0.110087로 6위이

최종 선정된 1,448편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 추출된 키워드는 총
9,342개였으며 표준화 작업을 거친 후 최종 결정된 키워드는 총

고, ‘Knowledge’는 0.077748로 12위이다. 이에 반해 ‘Health Program’은 매개 중심성 0.012574로 28위이다.

287개였다. 287개의 노드의 동시 출현 단어를 분석한 결과 12,711

매개 중심성이 가장 높은 키워드인 ‘Health Education’을 중

개의 링크로 연결된 네트워크로 확인되었다. 가장 빈도가 높은 키

심으로 직접 연결된 노드는 ‘Health Promotion’,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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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V=Human papillomavirus; DNA=Deoxyribonucleic acid.

Figure 2. Keyword network.

‘Health Program’, ‘Adolescent’ 등 총 12개이다(Figure 4). 종합

다. 이 중 중심 네트워크는 Uterine Cervical Neoplasms 등 전체

하면 ‘Health Education’과 직접 연결된 키워드는 주로 ‘Health

구조의 90.63%를 차지하여 HPV 백신 접종 연구주제가 대부분 긴

Education’을 매개로 해서 서로 연결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심을 이루고 있는 키워드는
현재까지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주제로 지금까지의 연구 동향을

논

의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중심 네트워크와 분리된 작은 네트워
크는 각각 ‘Administrative Personnel’과 ‘Policy’, ‘Partner’와

본 연구는 HPV 백신 접종 관련 논문 초록을 텍스트마이닝 기법

‘Smoking’, ‘Public’과 ‘Public Health’라는 2개의 키워드로 이루

으로 분석하여 키워드를 추출하고, 사회연결망 분석을 통해 추출

어진다. 작은 네트워크는 중심 네트워크와 연결이 약한 주제이다.

된 키워드들 간의 네트워크를 확인한 서술적 조사 ․ 연구로 HPV 백

백신 접종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의 보건 정책에서

신 접종 관련 연구의 개념 지도를 구현하고,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정책 결정자는 보건 정책을 수립할

자 핵심 키워드를 도출하였다.

때 연구에 바탕을 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

본 연구에서 HPV 백신 접종 관련 선행 연구를 분석한 결과 중심
네트워크 1개와 작은 네트워크 3개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

462 |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HPV 백신 접종 관련 연구 동향 분석

므로[18] 추후 HPV 백신 접종과 관련된 정책 연구가 충분히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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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V=Human papillomavirus; DNA=Deoxyribonucleic acid.

Figure 3. Betweenness centrality of the network.

HPV=Human papillomavirus.

Figure 4. Node with the highest betweenness centrality (health education) with its neighboring n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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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erine Cervical Neoplasms’는 HPV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

상자와 부모에게 HPV 백신에 대해 교육하고, HPV 백신을 제공하

는 질환이다[1,3,5]. 본 연구는 여성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남성

는 자로서[1], 의료인의 HPV 백신 접종 권유는 대상자가 HPV 백

의 HPV 백신 관련 연구가 누락되어 해석하는 데에 주의해야 하지

신 접종을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8-10].

만, HPV 백신이 자궁경부암의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시사한

HPV 백신을 접종할 때 ‘Uptake’는 중요한 문제다. 특히 HPV

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남성의 경우 2009년부터 자궁경부암과 생

백신을 3회 접종하는 경우에 2가 백신은 0, 2, 6개월, 4가 백신은 0,

식기 사마귀를 예방할 수 있는 4가 백신의 접종을 승인을 받았고,

1, 6개월을 기준으로 접종해야 하고, 2회 접종 시에는 0, 6개월을 기

남성이 여성과 함께 HPV 백신을 접종하면 여성만 HPV 백신을 접

준으로 접종을 완료해야만 최대의 백신 예방 효과를 볼 수 있다

종할 때보다 HPV 감염이 줄어들고, 남성의 생식기 사마귀를 예방

[3,5]. 따라서 단계별로 주기를 맞추어 HPV 백신을 접종했는지와

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라고 보고되었다[19]. 현재 호주, 오스트리

2~3회에 걸친 접종을 모두 완료하였는지가 중요하다. 동남아시아

아,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남성에게도 HPV 백신 프로그램을 제

와 아프리카 14개국의 HPV 백신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접종률을

공하고 있는 반면[20], 국내 HPV 백신 프로그램은 여성만을 대상

회차별로 확인한 연구에서는 평균 백신 접종률이 1회 95.9%, 2회

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남성의 HPV 백신 접종 이행

94.6%, 3회 90.8%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22]. 현재 우리나라

에 대한 연구가 드물며, 접종률도 1.3%로 매우 낮았다[21]. 특히 국

는 HPV 백신을 국가 필수예방접종으로 선정한지 불과 3년이 지난

내에서는 HPV 백신을 자궁경부암 백신으로 칭하고 있어서 HPV

상황으로 전체 대상자의 1회 백신 접종률만 확인할 수 있는데,

백신이 남성의 생식기 사마귀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국가적인

2017년의 1회 접종률조차 66.1%에 불과하였다[7]. HPV 백신 접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추후에는 남성도 HPV 백신을 무

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접종 대상자에게 백신을 알리는 것뿐만

료로 접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니라 백신접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동시에 강화할

본 연구에서 매개 중심성을 분석한 결과, ‘Health Education’,

수 있는 정책이 도움될 수 있을 것이다.

‘Health Personnel’, ‘Uptake’ 등이 HPV 백신 접종 관련 연구

‘Health Education’을 중심으로 직접 연결된 노드는 ‘Health

에서 핵심 키워드로 확인되었다. 매개 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는

Promotion’, ‘Knowledge’, ‘Health Program’, ‘Adolescent’ 등

개념과 개념을 서로 연결하는 중재 역할을 하여 다른 개념으로

이다. ‘Health Promotion’은 대중의 인식과 행동, 환경을 변화시

점차 확장시켜주는 개념을 뜻한다[12,16].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

켜서 건강행동을 실천하도록 하는 것으로 전통적으로는 신문, 라

서 HPV 백신에 대한 정보를 검색했을 때 제공되는 인터넷 사이

디오, 텔레비전 같은 매스 미디어를 이용하였고, 인터넷이나 컴퓨

트의 내용을 사회연결망으로 분석한 연구에서는 ‘Vaccine’,

터를 이용한 캠페인이나 공익광고 등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백신

‘HPV’, ‘Cancer’, ‘Cervical’, ‘Woman’, ‘Gardasil’ 등이 매개 중심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중재를 체계적 문헌고찰한 연구[23]에서 국

성이 높은 키워드로 나타났다[16]. 인터넷에서 대중이 확인할 수 있

가나 지방정부가 시행한 활동을 살펴보면 호주, 남아프리카 공화

는 HPV 백신 정보에서 나타난 개념보다 본 연구에서 선행 연구를

국, 인도, 페루 등에서는 무료 백신 접종을 홍보하는 교육 캠페인을

분석한 결과 확인된 개념이 더 확장된 네트워크임을 확인할 수 있

통해 백신 접종률이 80% 이상에 달하였고, 브라질의 연구[24]에서

다. 이는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대중이 HPV 백신에 대해 관심 있는

는 텔레비전과 라디오 광고, 노래, 교육 팸플릿을 이용한 캠페인 결

내용을 검색하기 때문에 일부 주제에 국한된 키워드 네트워크가 나

과 9~13세의 HPV 백신 접종률이 80%였다. 최근에는 사람들이

타난 반면,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HPV 백신 접종 관련 선행 연구를

HPV 백신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주로 확인하고 있으며, 특

대상으로 분석하여 HPV 백신 접종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 교

히 트위터와 같은 소셜 미디어는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기 때문

육, 건강 증진 방안 등이 포함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에 건강 정보가 게시되면 빠르게 확산된다[25]. HPV 백신 접종과

본 연구 결과 매개 중심성이 가장 높은 개념인 ‘Health Edu-

관련하여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연구[25]에서 블로그에 HPV 정보

cation’은 HPV의 중심 개념을 중재하고 서로 연결시켜주는 역할

를 제공하고, 블로그 방문자의 질문에 의료인이 설명을 하는 등의

을 하는 주제다. 건강 교육은 건강행동을 변화시키는 데에 유용하

캠페인 활동을 한 결과 HPV 백신 접종 지식이나 의도, 인식 수준이

기 때문에 접종 대상을 확대하거나 접종률을 높이는 데에 관련 있

높아져서 HPV 백신 접종 이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는 요소를 교육을 통해 변화시키고자 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이런 소셜 미디어는 누구나 자유롭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실제

것으로 여겨진다.

로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는 HPV 백신 정보에는 부정확한 내용

‘Health Personnel’은 케어기버, 의료 전문인, 의료 제공자, 간

이 많기 때문에[26] 대중은 HPV 백신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받아

호사, 의사 등의 키워드를 모두 대표한다. 의료인은 HPV 백신 대

들일 가능성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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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HPV 백신에 대한 정보에 대한 팸플릿을 제공하고, HPV 백신

연구는 개념 간의 관련 유무만을 파악하였으므로 추후 연구에서

접종을 홍보하는 포스트를 게시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지만, 페

개념의 방향성을 고려하여 개념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

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경우는 드물기 때

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매개 중심성

문에 소설 미디어를 활용한 HPV 백신 접종 캠페인을 통해 대중이

분석만을 제시하여 추후 다양한 각도에서의 사회 연결망 분석이

신뢰할 만한 정보를 빠르게 공유하고 확산시킬 수 있도록 정부에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는 논문으로부터 추출된 모든 키워

서는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드를 네트워크로 시각화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동시 출현 빈도

‘Knowledge’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지식 부족은 HPV 백신 접

와 링크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약 상위 20%의 키워드만을 분석하

종의 장애 요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8-10]. 젊은 여성을 대상으

였다. 따라서 제외된 키워드가 출현 빈도가 낮거나 링크의 유사성

로 HPV와 HPV 백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결과, 교육을 받은 그

이 낮더라도 중요한 연구주제일 수 있으므로 본 연구 결과의 해석

룹은 교육을 받지 않은 그룹보다 HPV 백신 접종 의도가 높아졌고

에 주의가 필요하다.

[27], 리플릿을 통해 근거에 기반한 HPV 백신 접종 정보를 제공한

결

경우 백신 접종 의도뿐만 아니라 실제 백신 접종률 또한 유의하게

론

증가하였다[28]. 따라서 HPV 백신 접종 교육을 할 때에는 정보의
출처, 정확한 통계자료를 함께 제시한다면 대상자의 신뢰도를 높
여 교육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본 연구는 HPV 백신 접종 관련 논문 초록을 텍스트마이닝 기법
으로 분석하여 키워드를 추출하고, 사회연결망 분석을 통해 추출

백신 예방접종을 위한 ‘Health Program’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된 키워드 간의 네트워크를 확인한 서술적 조사 ․ 연구로 HPV 백신

덴마크, 영국, 캐나다,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기존의 HPV 백신

접종 관련 연구의 개념 지도를 구현하고,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자

프로그램의 대상자보다 나이가 많은 대상자를 따라잡기 대상으로

핵심 키워드를 도출하였다.

선정하고, 일정 기간에 걸쳐 백신 접종을 무료로 백신을 접종할 수

본 연구 결과, 중심성이 높게 나타난 주요 개념을 살펴보면 여성,

있도록 하였다[20].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국가 지원 대상을 확

청소년 및 아동을 대상으로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진과

대하여 만 13세 이상의 청소년 및 젊은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국가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접종 대상자인 아동, 청소

지원을 확대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대상자의 HPV 백신

년과 접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부모의 HPV 접종 의도를 높이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서 HPV 백신 접종의 이행을 용이하게 할

거나, 접종 행위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지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

것이다.

한 건강 증진 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교육은 단순한 리플릿이 아

주요 HPV 백신 접종 대상자인 ‘Adolescent’의 접종 의사결정

닌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가에서는 페이스

은 주로 부모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백신 접종 시기를 늦추거나 거

북, 트위터 등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HPV 백신에

부하는 경우 백신 접종률이 낮아지게 된다[8,9]. 우리나라에서는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최신 근거에 기반한 정확한 자료를 공유하

현재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HPV 백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

여야 한다. 또한 학교와 협력하여 학생과 부모에게 HPV 백신 접종

에 아동의 백신 접종을 위해서는 반드시 보호자가 자녀와 함께 의

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따라서 HPV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본 연구에서 정책은 중심 네트워크와 약하게 연결되어 있는 개

서는 접종 대상자인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도 함께 교육하는 것이

념으로 나타났다. 자궁경부암을 예방할 수 있는 HPV 백신 접종은

필요하다[29]. 또한 학교 보건교사는 오피니언 리더로서 학생의

보건 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이므로. 백신 접종의 향상을 위한 효과

HPV 백신 접종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30], 보건교

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정책 관련 연구가

사가 HPV 백신 접종 대상인 학생과 부모에게 사전에 국가 HPV

확대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대상이 여성으로 제한되어 있

백신 접종 일정과 가이드라인이 포함된 안내문을 배포하고, 학교

기에 추후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제언한다.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모에게 교육을 실시한
다면 부모가 자녀와 함께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시행된 HPV 백신 접종 연구의 주요 개념과
개념 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HPV 백신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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