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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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