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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 2013년 사망자 중 암으로 인한 사망자는 76,621명으로 전

체 사망자 266,257명의 2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암으로 인한 사망률

은 인구 10만 명당 149.0명으로 사망원인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1]. 일

반적으로 암은 조기에 진단받고 치료하는 경우 높은 치료효과와 생존

율을 보이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세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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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2]에서도 조기진단을 위한 

정기적인 검진을 암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암관리사업의 중요한 영역

으로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및 대장암 등 5대 암에 

대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까지 무료검진을 실시하고 나머지 건강보험가입자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통해 특정 암검진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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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3]. 우리나라의 2012년 암종별 국

가암검진 총 참여율은 유방암검진이 49.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

로 위암검진 43.9%, 간암검진 40.6%, 자궁경부암검진 36.3%, 대장암검

진 25.7% 순이었다[4]. 암검진 수검률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보면, 유

방암검진 수검률은 미국(66.5%)과 영국(73.4%)보다 낮으며, 자궁경부암

검진 수검률 또한 선진국의 수검률(미국 73.8%, 영국 79.0%)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다[4].

대국민 암검진 수검행태조사 결과 암검진 미수검 이유로 현재 건강

하기 때문에 암검진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43.9%, 시

간적 여유가 없다는 사람이 19.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

로 나타나 무료 암검진 대상자임을 통보하는 안내나 국가암검진에 대

한 단순 홍보로는 암검진 수검 행태의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

되며, 암검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다양하고 포괄적인 

접근과 지역사회 정보의 확산을 통한 역량강화가 중요한 전략으로 제

시된다[5].

외국에서는 비전문건강조언자(lay health advisor)가 지역주민에게 

암에 대한 정보제공, 검진에 대한 조언이나 지지하는 역할을 수행함으

로써 주민들의 암검진을 독려하는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러 연

구를 통해 이러한 사업의 효과를 보고하였다[6,7]. 지역사회의 주민이

면서 지역사회의 일부인 비전문건강조언자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이

해와 친숙함을 가지고 있고 지역사회의 신뢰를 얻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을 활용한 사업은 효과적일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으며

[18]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지역에서 ‘암검진 지도자’, ‘암검진 네비게이

터(navigator)’ 등으로 주민들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

의 효과를 평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암검진 독려를 위해 비전문건강조언자를 활용한 보건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고, 암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보건사업 개발에 필요

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연구 대상

이 연구는 D광역시 1개 구와 G도 1개 시에 거주하는 만 4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비전문건강조언자를 활용한 실험군과 기존 보건소 

암검진 홍보사업을 시행한 대조군을 구성하여 실시하였다. 실험군은 

비전문건강조언자를 통해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암검진 독려 사전에 

설문지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고, 암검진 독려 1개월 후 우편을 이용

한 사후 설문조사와 비교하여 사업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비전문건강

조언자는 지역에 거주하는 일반주민들 중에서 지원자를 모집했으며 

D광역시 1개 보건소와 G도 1개 보건소에서 총 44명이 모집되었다. 이

들은 칠곡경북대학교병원 대구·경북지역암센터에서 이틀에 걸쳐 12시

간 동안 교육을 받았으며 교육내용은 5대 암에 대한 예방 및 검진, 암 

조기검진의 중요성, 국가암검진 프로그램을 비롯한 국가암관리사업 

소개, 비전문건강조언자의 역할, 그리고 주민과 관계 맺기 등으로 이루

어졌다. 대조군은 보건소를 방문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보건소 방문 

시 보건소 담당자가 사전 설문지를 작성하게 한 후 암검진 홍보 리플렛

(leaflet)을 나누어 주었으며 1개월 후에 우편을 이용해서 사후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은 각각 사업기간 동안 비전문건강

조언자와 보건소 담당자가 만날 수 있는 지역주민들로 편의추출 하였

다. 암 이환 개인력이 있는 대상자는 제외하였으며, 사전, 사후 설문조

사에 모두 참여한 대상자는 실험군 478명, 대조군 238명이었다. 이 중 

불성실 응답자는 실험군 168명(35.1%), 대조군 67명(28.2%)이었으며 불

성실 응답률은 두 군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 = 0.060). 불성실 응

답자를 제외한 대상자 481명(실험군 310명, 대조군 171명)중 사전조사

에서 이미 국가 암검진을 수행하고 있다고 답하여 수검행동변화단계

가 행동단계나 유지단계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실험군 194명(62.6%), 대

조군 99명(57.9%)이었으며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 = 0.313). 

행동단계나 유지단계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제외한 최종분석대상자

는 실험군 116명, 대조군 72명이었다. 자료수집 기간은 사전조사 2014

년 2월-3월, 사후조사 2014년 3월-4월이었다. 

연구 도구

기존 연구에서 암검진 관련 요인의 파악이나 암검진 독려를 위한 보

건사업의 효과평가를 위하여 많이 사용된 건강믿음모형(health belief 

model)과 범이론적모형(transtheoretical model)을 활용하였다. 건강믿

음모형을 활용한 기존의 문헌[8-15]과 범이론적모형을 활용한 기존의 

문헌[6,8,13,16,17]을 바탕으로 연구진에서 수정, 보완한 설문지를 개발

하였다. 설문문항은 건강믿음모형의 5가지 하부요인(암에 걸릴 가능

성, 암의 심각성, 암검진의 이익, 암검진의 장애, 자기 효능감)과 암검진

에 대한 지식을 포함하여 구성하였다. 건강믿음모형의 5가지 하부요인

은 모두 15문항이며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암에 걸릴 가능성

은 1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암의 심각성은 2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신

뢰도는 Cronbach’s α = 0.59였다. 암검진의 이익과 장애는 각각 4문항, 6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신뢰도는 각각 Cronbach’s α = 0.76, Cronbach’s α

= 0.70이었다. 자기효능감은 2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신뢰도는 Cron-

bach’s α = 0.68이었다. 수검행동변화단계는 계획전 단계(precontempla-

tion), 계획 단계(contemplation), 준비 단계(preparation), 행동 단계(ac-

tion), 유지 단계(maintenance)로 구분하였다. 계획전 단계는 최근 2년 

동안 국가암검진을 받은 적이 없으며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암검진을 

받을 계획이 없는 사람이나 암검진을 수검에 대한 인지가 없는 사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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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계획 단계는 최근 2년 동안 국가암검진을 받은 적은 없으나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암검진을 받을 생각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준비 

단계는 최근 2년 동안 국가암검진을 받은 적은 없으나 앞으로 1개월 이

내에 암검진을 받도록 빠른 시일 내에 예약할 생각인 사람으로 정의하

였고, 행동 단계는 최근 2년 이내에 국가암검진을 받았으나, 4년 동안 2

년마다 규칙적으로 받지 않은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유지 단계는 최근 

4년 동안 2년마다 규칙적으로 국가암검진을 받은 사람으로 정의하였

다. 수검행동변화단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는지 여부를 사업의 효과

를 평가하는 결과변수로 사용하였으며 수검행동변화단계가 사전조사

에 비해 사후조사에서 좋아진 경우를 ‘긍정적 수검단계변화’로 정의하

였다.   

분석 방법  

일반적 특성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분포는 빈도, 백분율을 이용하여 

제시하였고, 두 군 간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해 chi-square test를 실시하

였다.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암에 걸릴 가능성, 암의 심각성, 

암검진의 이익, 암검진의 장애, 자기효능감, 암검진 지식에 대하여 사

전-사후 Paired t-test 와 ANCOVA를 시행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긍정적 수검단계변화율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해 

chi-square test를 시행하였으며, 긍정적 수검단계변화 여부를 종속변수

로 한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서는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성별, 

경제수준과 실험군/대조군 여부를 모형에 포함시킨 상황에서 다른 변

수를 추가하고 제거하면서 회귀모형에 대한 우도비 카이제곱 검정을 

통한 p-value 값이 0에 가장 가까운 모델을 최종 로지스틱 회귀모형으

로 선정하였다. 모든 분석은 SPSS 18.0 프로그램(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였으며, 가설검정을 위한 통계적 유의수준은 0.05로 하

였다. 

결  과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일반적 특성의 분포를 비교한 결과, 연령, 교육

수준, 암 이환 가족력, 이웃의 암 이환 여부에서는 실험군과 대조군 사

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성별과 경제수준에

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1).

비전문건강조언자의 암검진 독려 후 조사대상자들은 암에 걸릴 가

능성, 암검진의 이익, 자기효능감, 암검진 지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암검진의 장애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대조

군에서는 자기효능감과 암검진 지식이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암검진 

장애는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점수의 변화가 두 집단 간의 유의

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전조사 결과를 

공변인으로 하고 사후조사 결과를 종속변인으로 한 공변량분석(AN-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experiment and control groups

Variables
Total 

(n=188)
Control 
(n=72)

Experiment 
(n=116)

χ2 p

Sex
   Male 82 (43.6) 39 (54.2) 43 (37.1) 5.28 0.022
   Female 106 (56.4) 33 (45.8) 73 (62.9)
Age (y)
   ≤49 82 (43.6) 33 (45.8) 49 (42.2) 0.24 0.885
   50-59 70 (37.2) 26 (36.1) 44 (32.9)
   ≥60 36 (19.1) 13 (18.1) 23 (19.8)
Education
   ≤Middle school 38 (20.2) 19 (26.4) 19 (16.4)
   High school 66 (35.1) 26 (36.1) 40 (34.5)
   ≥College 84 (44.7) 27 (37.5) 57 (49.1) 3.58 0.167
Economic status
   High 9 (4.8) 0 (0.0) 9 (7.8) 6.46 0.040
   Middle 139 (73.9) 58 (80.6) 81 (69.8)
   Low 40 (21.3) 14 (19.4) 26 (22.4)
Family history of cancer
   Yes 60 (31.9) 28 (38.9) 32 (27.6) 2.61 0.106
   No 128 (68.1) 44 (61.1) 84 (72.4)
Cancer morbidity of neighborhoods
   Yes 109 (58.0) 41 (56.9) 68 (58.6) 0.05 0.821
   No 79 (42.0) 31 (43.1) 48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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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A)을 실시한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암검진 지식이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수검행동단계가 사전조사에 비해 사후조사에서 좋아진 경우의 분

율을 나타내는 긍정적 수검단계변화율은 실험군에서 20.7%로 대조군 

12.5%에 비해 8.2%P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며, 일반

적 특성에 따른 긍정적 수검단계 변화율도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집단은 없었다(Table 3).

긍정적 수검단계변화 여부를 종속변수로 한 다변량 로지스틱회귀

Table 2. Changes of beliefs and knowledge related to cancer screening after the intervention 

Variables
Pretest Posttest

t p F p1

Mean±SD Mean±SD

Knowledge about cancer screening         5.36 0.026
   Control 2.04±1.08 2.47±1.29 2.61 0.011     

   Experiment 2.11±1.26 3.65±1.41 9.63 0.000     

Susceptibility to cancer         0.23 0.629

   Control 3.68±0.78 3.88±0.58 1.60 0.114     

   Experiment 3.61±0.77 3.84±0.73 2.09 0.039     

Severity of cancer         0.31 0.579

   Control 4.02±0.74 4.17±0.69 1.32 0.192     

   Experiment 4.00±0.79 4.10±0.79 1.00 0.318     

Benefit of cancer screening         1.95 0.164

   Control 3.92±0.50 3.88±0.46 -0.49 0.624     

   Experiment 3.85±0.52 3.99±0.60 2.04 0.043     

Barrier to cancer screening         0.82 0.368

   Control 2.63±0.62 2.22±0.51 -4.47 0.000     

   Experiment 2.67±0.62 2.29±0.58 -4.58 0.000     

Self-efficacy         0.76 0.386

   Control 3.43±0.62 3.71±0.69 2.52 0.014   
   Experiment 3.33±0.78 3.79±0.66 5.16 0.000

SD, standard deviation.
1Result of ANCOVA.

Table 3. Forward stage movement in cancer screening by general charac-
teristics

Variables
Control 

(%)
Experiment 

(%)
χ2 p

Sex
   Male 6/39 (15.4) 9/43 (22.9) 0.42 0.577
   Female 3/33 (9.1) 15/73 (20.5) 2.12 0.173
Age (y)
   ≤49 3/33 (9.1) 9/49 (18.4) 1.36 0.344
   50-59 3/26 (11.5) 10/44 (22.7) 1.35 0.345
   ≥60 3/13 (23.1) 5/23 (21.3) 0.01 1.000
Education
   ≤Middle school 2/19 (10.5) 3/19 (15.8) 0.24 1.000
   High school 5/26 (19.2) 10/40 (25.0) 0.30 0.765
   ≥College 2/27 (7.4) 11/53 (19.3) 1.98 0.208
Economic status
   High 0 (0.0) 3/9 (33.3)
   Middle 9/58 (15.5) 15/81 (18.5) 0.21 0.659
   Low 0/14 (0.0) 6/26 (23.1) 3.80 0.074
Family history of cancer
   Yes 1/28 (3.6) 3/32 (9.4) 0.81 0.616
   No 8/44 (18.2) 21/84 (25.0) 0.77 0.506
Cancer history of  neighborhoods
   Yes 5/41 (12.2) 13/68 (19.1) 0.89 0.431
   No 4/31 (12.9) 111/48 (22.9) 1.23 0.381
Total 9/72 (12.5) 24/116 (20.7) 2.06 0.151

Table 4. Forward stage movement in cancer screening after adjustment 
for other factors (result of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B S.E. p OR (95% CI)

Intervention
   Experiment/control 0.49 0.45 0.274 1.64 (0.67, 3.95)
Sex 
   Female/male -0.30 0.41 0.461 0.74 (0.33, 1.65)
Economic status 0.571
   Middle/low 0.13 0.51 0.796 1.14 (0.42, 3.10)
   High/low 0.90 0.87 0.302 2.45 (0.45, 13.49)
Family history of cancer
   Yes/no -1.42 0.57 0.012 0.24 (0.08, 0.74)

SE, standard error;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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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시행한 결과 성, 경제수준, 암 이환 가족력 여부를 보정한 후에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긍정적인 수검단계 변화가 있을 오즈비(odds 

ratio)는 1.64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Table 4).

고  찰

WHO 에서는 전세계적으로 모든 암의 1/3은 조기검진을 통해 암의 

조기발견과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였으며, 조기발견이 안 되면 암으로 

인한 치료비가 증가하고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

였다[2]. 우리나라에서도 국가 암관리 전략으로 국가암검진 사업이 추

진되고 확대되어 왔으며 국가 주도하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암검진 사

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가암검진 수검률은 여전히 저

조한 편[4]이며, 암검진 수검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육과 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지역주민들을 활용한 사

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그 사업의 효과를 평가한 연구는 없었다. 암검

진 수검률 향상이라는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하

고 있는 사업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평가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며, 사업 효과의 객관적 측정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접근

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자원이 유한하다는 점에서 인력과 예산을 

효과에 대한 근거가 있고, 비용대비 효율적인 사업에 투자해야만 할 

것이다. 

이 연구는 비전문건강조언자를 활용한 국가 암검진 독려사업이 기

존의 홍보 리플릿을 이용한 보건사업에 비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건강믿음모형을 활용하여 실험군과 대조군을 비

교한 결과 암에 걸릴 가능성, 암의 심각성, 암검진의 이익, 암검진의 장

애, 자기 효능감 5가지 하부요인 중에서 실험군과 대조군간의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 하부요인은 없었다. 암검진 지식에서는 대조

군이 사전에 2.04점에서 사후에 2.47점 오른 반면 실험군에서는 2.11점

에서 3.65점으로 향상되어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증가하였다. 긍정적 수검단계 변화 여부를 종속변수로 한 다변량 로

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긍정적

으로 변화할 교차비가 실험군에서 1.6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에서는 비전문건강조언자를 활용한 다양한 보건사업의 효과

를 평가하여 보고하고 있다[18]. 2010년 미국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여성

을 대상으로 비전문건강조언자를 활용한 유방암검진 독려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유방암검진 독려의 사업효과를 비교한 결과, 비전

문건강조언자를 활용한 그룹에서는 검진 참여율이 50.6%로 대조군 

17.8%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범이론적 모형을 이용한 수검

행태단계가 다음 단계로 좋아진 경우가 76.3%로 대조군 38.5%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6]. Earp et al. [7]은 유방촬영을 권고

하는 비전문건강조언자의 중재를 통해 전체적으로 실험군에서 대조

군에 비해 유방암 수검률이 6%p 더 증가하였으며, 저소득층에서는 대

조군에 비해 11%p 수검률이 더 증가하였다고 하였다. 미국에서 라틴계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비전문건강조언자를 활용한 사업을 review한 

연구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보건사업에서 비전문건강조언자 프로그램

은 중요한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19]. 일반적

으로 직업적, 민족적, 사회경제적, 경험적으로 그 지역사회의 일부인 비

전문건강조언자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이해와 친숙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활용한 사업은 효과적일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으며

[18], 이 연구에서도 실험군의 사업 효과가 대조군에 비해 높을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이 연구에서 선행 연구결과와 달리 비전문건강조언자를 활용한 국

가암검진 독려사업의 효과가 대조군에 비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는 것에 대해 사업대상자의 차이를 원인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미국

에서 비전문건강조언자를 활용한 모델은 1960년대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했으며 주로 보건의료 서비스의 혜택을 잘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확대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

해서 비전문건강조언자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19]. 특히 히스패

닉/라틴계(Hispanics/Latinos)의 건강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

안으로서 비전문건강조언자를 활용하는 접근이 강조되었다[18]. 반면

에 이 연구에서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비전문건강조언자를 모집했고, 

대부분 이전에 보건소나 지역사회에서 봉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주

민들이 지원했다. 이들은 단순한 자원봉사자의 역할(교육이나 홍보 캠

페인 시 보건소 직원을 도와 봉사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

고 지원했기 때문에 원활한 사업 및 조사 수행을 위해서 이들이 평소

에 만나고 친숙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평

소에 자원봉사를 실천할 정도로 여유가 있는 비전문건강조언자가 자

주 만나고 친근함을 유지하는 지역사회 주민들은 취약지역 또는 취약

계층 주민이 아니라 오히려 지역사회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여유가 있

는 집단이기 때문에 이번 연구의 조사대상자 역시 취약계층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실제 이번 연구에서 실험군의 경우 전문대졸 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비율이 49.1%로 거의 절반을 차지

하였다. 대조군 역시 자발적으로 보건소를 찾아오는 지역 주민들을 중

심으로 구성하였기 때문에 보건의료 서비스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취

약계층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번 연구가 선행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이는 것은 상당부분 사업대상자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구방법에 있어서도 사업대상자를 미리 선정해 무작위로 실

험군과 대조군으로 배정한 것이 아니라 사업 수행의 편의상 실험군과 

대조군을 배정했다는 차이점이 있다. 최근 들어 암검진뿐만 아니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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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건강증진사업,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 치매 관리사업 등 다양한 보

건 사업에 건강지도자라는 이름으로 비전문건강조언자를 활용하고 

있는 보건소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보건소에서는 건강지도자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서 이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건강문제

를 해결하는데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 

중심의 사업 추진과정에서 부족한 인력을 해결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건강지도자들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건강지도자들 역시 건

강문제를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해결해야 하는, 우리의 문제라는 인

식을 가지고 참여한다기보다는 단순히 보건소 사업을 도와주고, 봉사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번 연구에서 12시간의 교육 중 6시간

을 주민참여의 의의, 주민들과 소통 방법 등을 교육함으로써 사업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자 하였으나 비전문건강조

언자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하였으며 연구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미리 사업 대상자를 추출하고 실험군과 대조군을 무작

위로 배정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 지역주민,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건강지도자들의 구체적

인 역할, 역량강화, 동기부여 방법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연구와 논

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사업의 효과를 직접 수검여부로 

확인하지 못하고 건강믿음모형과 범이론적모형을 활용해 간접적으로 

추정하여 사업이 암검진 수검여부에 미친 영향을 정확히 평가하지 못

하였다. 또한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실험군과 대조군을 무작위로 배정

한 것이 아니라 사업의 편의상 사업을 진행하면서 만나기 쉬운 대상자

를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배정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최종분석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불성실 응답률, 사업 

전 암검진 실천율 등이 다를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가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최종 분석대상자에서도 

성별, 경제수준에서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이를 통계적

으로 보정하여 분석하였지만 이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한 변수가 결과

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암검

진 수검률 향상을 위해 단순 홍보 이외에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통한 

정보 확산 등의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며, 일부 지역에서 ‘암검진 지도

자’, ‘암검진 네비게이터’ 등으로 주민들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

으나 사업의 효과를 평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에서 비전문건강조

언자를 활용한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과 

주민의 참여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의미 있는 연구라고 생각된다. 또한 

앞으로 비전문건강조언자를 양성하고 이들이 지속적이고 조직화된 

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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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설문지

■일반적인 사항 

1. 귀하의 성별은 ?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의 현재 연령은?     만 _____ 세

■다음 질문에 ‘맞다’ 또는 ‘아니다’ 에 표시하십시오.

 

1. 폐암검진은 국가지원 5대 암검진 프로그램에 포함된다.     ① 맞다     ② 아니다

2.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대장내시경은 2년에 한 번씩 받아야 한다.     ① 맞다     ② 아니다

3. 40세 이상이면 누구나 국가지원 간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     ① 맞다     ② 아니다

4. 국가지원 대장암검진은 1차 검사로 분변잠혈검사를 시행한다.     ① 맞다     ② 아니다

■다음 질문에 ‘예’ 또는 ‘아니오’ 로 대답하시오.

1. 국가에서 지원하는 5대 암검진을 평생 동안 한 번이라도 받아본 적이 있습 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  최근 2년 이내 국가에서 지원하는 5대 암검진 프로그램에 맞게 암검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암검진을 모두 받은 경우만 ‘예’, 예

를 들어 위암과 대장암검진 대상인 남성이 위암검진만 했다면 ‘아니오’에 해당) 

① 예 ( 2-1번으로)   ② 아니오 ( 2-2번으로) 

③ 5대 암검진 프로그램을 모른다.(본인이 무슨 암검진을 받아야 하는지 모른다)  ( 다음 항목으로)

2-1. 최근 4년 동안 2년마다 규칙적으로 5대 암검진 프로그램에 맞게 암검진을 받으셨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2. 다음 중 본인의 생각이 해당되는 곳에 표시하십시오.

①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암검진 프로그램대로 검진(해당되는 암종 모두)을 받을 계획이 없다.

②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암검진 프로그램대로 검진(해당되는 암종 모두)을 받을 생각이다.

③ 앞으로 1개월 이내에 암검진 프로그램대로 검진(해당되는 암종 모두)을 받도록 빠른 시일  내에 예약할 생각이다.

④ 사정이 있어 2년 이내에 못 받았지만, 며칠 내에 암검진 프로그램대로 검진(해당되는 암종 모두)을 받기로 예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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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5가지 보기 중 해당하는 곳에 표시하십시오.

1. 암에 걸리면 통증으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들 것이다.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2. 암에 걸리면 가정의 화목이 깨질 것이다.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3. 내 인생에 한 번은 암에 걸릴 수 있다.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4. 암검진을 하면 내가 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낮아진다.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5. 암검진으로 암을 조기발견해서 치료하면 이전처럼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다.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6. 암검진을 하면 암 치료 비용을 줄일 수 있다.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7. 5대 암검진 프로그램을 받으면 대부분의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8. 증상이 없고 건강하다면 암검진을 받지 않아도 된다.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9.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5대 암검진 프로그램 검사결과는 신뢰성이 떨어진다.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10. 비용이 너무 비싸서 암검진 받기가 싫다.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11. 암검진 결과 암이 발견될까봐 두려워 암검진 받기가 싫다.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12. 위내시경, 유방촬영 등 암검사 자체의 통증이 두려워 암검진 받기가 싫다.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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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대장암검사로 분변잠혈검사는 정확도가 낮아 할 필요가 없다.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14. 나는 암검사 과정이 힘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암검진을 할 수 있다.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15. 나는 스스로 암검진 절차를 알아보고 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일반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인이 해당하는 곳에 표시하십시오.

1. 본인이 암에 걸린 병력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 가족 중에서 암에 걸린 병력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3. 가까운 친구나 이웃 중에 암에 걸리신 분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4.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무학 (서당/한학 포함)     ② 초등학교졸     ③ 중학교졸     ④ 고등학교졸     ⑤ 전문대졸     ⑥ 대학교졸 이상

5. 귀하의 결혼 상태는 어떻습니까?

   ① 미혼     ② 유배우     ③ 사별     ④ 이혼     ⑤ 별거 

6. 귀하의 생활수준은 우리나라 평균에 비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아주 못 사는 편     ② 못 사는 편     ③ 보통     ④ 잘 사는 편     ⑤ 아주 잘 사는 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