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론

전 세계적으로 암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추세이다[1]. 국가암정보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 역시 

모든 암의 발생률은 연평균 3.5%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2년

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5.4%의 감소추세를 보인 이후 최근까

지는 유의한 증감 추세를 보이지 않고 있어 국제적인 추세와 

달리 우리나라에서 보이는 특정 암의 추세변화는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국가적 차원의 주요한 문제로 인식되어 암 정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원하는 국가암관리정책의 영향으로 

사료된다[2].

하지만 암은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자 월등한 사망원인 

1위로 앞으로도 더욱 증가할 추세이다[3].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가암관리정책은 ‘제1차 국가

암관리종합계획’(‘96~’05) 이후 목표질환별 검진주기 조정, 판

정기준, 검진과 치료의 연계체계 강화 등 제도의 개선을 통해 

꾸준히 대상자 및 관련 혜택 등에서 영역을 확대해 오고 있다

[4][5]. 국가암관리정책에서 국가 암검진사업은 조기검진을 통

한 발견과 조기 치료를 통한 생존률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국내 암생존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OECD국가 기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국가 암 검진의 긍정적

인 결과로 해석하고 검진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장려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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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다[6][7]. 하지만 2019년 전체 암 검진 수검률은 55.6%로, 

위암 약 62.2%를 비롯하여, 간암73.1%, 대장암 43.0%, 유방암 

66.0%, 자궁경부암 59.8%로 수검률이 2002년 이후 꾸준히 증가

하고 있으나 제도의 긍정적인 효과에 비해 간암을 제외 아직도 

70%에 미치지 못하는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다[8].

암 검진 수검률이 낮은 이유는 대부분 암에 대해 조기검진의 

중요성을 인지도는 높으나 건강하다 자신하거나, 증상이 없어서 

실천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 검진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차원의 

제도의 이익과 질병의 대한 민감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9]. 

한국인은 가족이나 친구와의 집단 개입으로 암 검진 전략을 

선호한 것으로 암 검진비율을 높이기 위해 암에 대한 낮은 감수성, 

암 검진에 대한 많은 장벽, 잘못된 지식에 대한 믿음에 주목해야

한다[10]. 의료관련 전문가나 주변인들은 의료적인 결정을 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데 지역 사회 약사의 경우 장암 검진 프로그램

에 대한 참여를 높이고 잠재적으로 이러한 암의 사망률을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11].

서울시 특정지역 거주자로 국가암조기검진 대상자 중에서 

30세 이상 최근 2년 이내 국가암조기검진 수검 대상자를 편의추

출하여 암 검진 수검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학력, 혼인상태, 운동여부, 식사의 규칙성, 암 검진장애, 자기효능

감, 직계가족 중 암진단 여부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요인이었다[12]. 경상도 특정지역 암 검진 대상자 중 

수검의도에 관한 연구에서는 태도와 주관적 규범의 점수가 높을

수록,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군에서, 과거 암 검진 경험이 있는 

군에서, 운동과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군에서 암 검진 수검의도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13]. 이러한 암 검진 수검 의도가 실제 

암 검진 수검 행동으로 연결되게 하기 위해 국가는 계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정책방향에서 암검진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대중매체, SNS 등을 활용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대국민 홍보,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다양한 암 검진 인지경로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홍보경로 인한 위암과 간암에 있어서 국가암

검진 수검률에 차이는 향후 인식고양을 위해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홍보방식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하였다[14].

따라서 암 검진 결정은 주변인, 전문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보를 구하고 수집된 정보에 대한 신뢰가 작동할 것으로 

판단되며 방문한 관련기관의 대상자들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암 검진율을 높이기 위해 암 수검결정인자를 파악하는 

것은 암 검진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과 더불어 국민의 수명증가와 

건강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보건소를 방문하는 국가암검진지원 대상자의 보건소 암관리사

업 제도에 대한 인지경로와 암문제 발생 시 정보추구경로 그리고 

각 정보추구경로의 신뢰에 따른 암 검진여부와 암 검진 영향요인

을 파악하여 국가지원 암 검진제도의 이용율 향상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조사는 부산지역 ‘S구’에서 실시하는 국가 암검진 지원 

사업 대상자 중 보건소를 내방한 자 중 무작위 추출한 100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2. 연구방법

설문조사는 보건소 사업담당자가 대상자에게 구조화된 설문

지를 활용하여 일대일 면접설문방식으로 실시하였으며 자료수

집은 2020년 1월에서 7월까지이다.

3. 자료분석(통계분석)

통계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ver. 20.0 (IBM Co., Armonk, 

NY, USA)을 이용하였다. 암 조기검진 수검율 분석을 위해 빈도

와 백분율로 그 분포를 파악하였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국가암검진지원사업 인지경로, 암 관련 정보추구경로, 암관련 

정보 경로신뢰에 따른최근 2년간 암 검진 수검 여부에 대해 

Pearson 카이제곱검정(χ2-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암 

검진 수검 여부에 대한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선형회

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전진선택법(forword selection)

을 실시하되 일반적인 특징들을 공변수로 보정하였다. 유의성 

검정은 p＜0.05로 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최근 2년간 암 검진 수검여부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최근 2년간 암검진 수검여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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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는 전체 연구대상자 중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각각 

50%로 같고 연령이 65세 이상인 73명 중 비수검자가 54.8%로 

수검자(45.2%) 보다 많았고 64세 이하인 대상자 27명 중 수검자

가 63%이고 37%가 비수검자로 나타났다. 수검자 중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52.2%,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49.4%로 배우자가 

없는 대상자가 수검을 더 많이 하였다. 교육수준에 있어서 수검자 

중 중졸이하 46.8%과 고졸이상 52.8%이고 비수검자는 중졸이

하 53.2%과 고졸이상 47.2%로 중졸이하가 비수검자보다 수검

자가 많았고 고졸이상은 수검자가 비수검자보다 높았다. 성별, 

연령, 배우자 유무, 교육수준에 따른 최근 2년간의 암 검진 수검 

여부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직업이 있은 대상자가 62%로 그 중 50%인 31명이 수검자이고 

직업이 없는 대상자 38중 18명인 50%가 수검자로 나타났다. 

또한 직장 및 지역가입자가 43%이고 그 중 수검자는 53.5%인 

23명, 의료급여대상자는 57%이고 그 중 27명인 47.4%가 수검을 

하였다. 월수입이 99만원이하가 66%, 100만원 이상의 대상자가 

34%로 수검자와 비수검자가 각 각 50%비율로 나타났다. 직업유

무, 건강보험의 종류, 월수입에 따른 최근 2년간의 암 검진 수검 

여부는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주관적건강인식에 대해 좋음이 78%, 좋지않음이 22%이며 

흡연자가 51명 중 49%가 수검자이며 비흡연자가 49명중 51%가 

수검을 하였고 최근 1년간 알코올 섭취 경험자 18명중 55.6%인 

10명이 수검을 받았으며 82명의 미음주자 중 48.8%가 수검을 

받았으며 음주와 흡연 동시 경험자가 15명으로 그 중 53.3%가 

수검을 받았다, 주관적건강인식, 최근 1년간 알코올 섭취경험, 

음주와 흡연 동시 경험자의 최근 2년간의 암 검진 수검 여부는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Table 1).

2. 국가암수검지원사업 인지 경로에 따른 암검진 여부

보건소의 국가암수검지원사업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Variable Categories

cancer checkup for the last two years

χ2 pYes No
Total

N % N %

Gender
female 25 50.0 25 50.0 50

0.000 1.000
male 25 50.0 25 50.0 50

Age group (y) 
≤64 17 63.0 10 37.0 27

2.486 0.115
≥65 33 45.2 40 54.8 73

Marital status
have no spouse 12 52.2 11 47.8 23

0.056 0.812
have a spouse 38 49.4 39 50.6 77

Educational level
≤Middle school 22 46.8 25 53.2 47

0.361 0.548
≥High school 28 52.8 25 47.2 53

Occupation status
Yes 31 50.0 31 50.0 62

0.000 1.000
No 19 50.0 19 50.0 38

Type of medical 

insurance 

Community based or Employed insurance 23 53.5 20 46.5 43
0.367 0.545

medical aid 27 47.4 30 52.6 57

Personal income 

level (month)

≤99thousand won 33 50.0 33 50.0 66
0.000 1.000

≥1million won 17 50.0 17 50.0 34

Subjective Health 

Awareness

not good 11 50.0 11 50.0 22
0.000 1.000

good 39 50.0 39 50.0 78

Smoking 
Yes 25 49.0 26 51.0 51

0.040 0.841
No 25 51.0 24 49.0 49

Drinking alcohol

(in the last year)

Yes 10 55.6  8 44.4 18
0.271 0.603

No 40 48.8 42 51.2 82

Smoking&Drinking 

alcohol

Yes  8 53.3  7 46.7 15
0.078 0.779

No 42 49.4 43 50.6 85

<Table 1> Cancer checkup for the last two years of genera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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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이고 그 중 인지경로에 대한 복수응답결과 팜프렛 36명, 

보건소(전자)현수막 22명, 거리캠페인 17명, 문자나전화 16명, 

방송 12명, 보건소홈페이지 8명 순으로 나타으며, 국가암검진지

원사업에 대한 인지경로에 따른 최근 2년간의 암검진 여부는 

방송인 경우 83.3%가 수검하였고, 문자나전화인 경우는 75.0%

가 수검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4, p=0.029)(Table 2) 

3. 암관련 정보추구경로

대상자의 암관련 정보추구경로는 복수응답에 의해 전문가의

견(의사, 약사) 70명, 인터넷 67명, 주변인 45명, TV 34명, 팜프렛 

23명순으로 나타났으며 암관련 정보추구(획득) 채널에 따른 최

근 2년간의 건강 수검 여부는 TV가 32,4%, 주변인이 37.8%, 

전문가의견(의사, 약사)이 62.9%가 수검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p=0.011, p=0.021 p<0.000)(Table 3)

Variable Categories

Cancer checkup for the last two years

χ2 pYes No
Total

N % N %

Channel-Internet
no 17 51.5 16 48.5 33

 0.045  0.832
yes 33 49.3 34 50.7 67

Channel-TV
no 39 59.1 27 40.9 56

 6.417  0.011
yes 11 32.4 23 67.6 34

Channel-pamphlet
no 36 46.8 41 53.2 77

 1.412  0.235
yes 14 60.9  9 39.1 23

Channel-the people 

around you/acquaintance

no 33 60.0 22 40.0 55
 4.889  0.027

yes 17 37.8 28 62.2 45

Channel-an expert(a medical doctor, 

pharmacist) opinion

no  6 20.0 24 80 30
15.429 <0.001

yes 44 62.9 26 37.1 70

<Table 3> Cancer-related information search channel

Variable Categories

Cancer checkup for the last two years

χ2 pYes No
Total

N % N %

National Cancer checkup Service recognition
no 16 44.4 20 55.6 36

0.694 0.405
yes 34 53.1 30 46.9 64

Promotion 

channel

Broadcasting
no 40 45.5 48 54.5 88

6.061 0.014
yes 10 83.3  2 16.7 12

A street campaign
no 42 50.6 41 49.4 83

0.071 0.790
yes  8 47.1  9 52.9 17

SMS, telephone
no 38 45.2 46 54.8 84

4.762 0.029
yes 12 75.0  4 25.0 16

Pamphlet
no 32 50.0 32 50.0 64

0.000 1.000
yes 18 50.0 18 50.0 36

Homepage of 

Public health center

no 44 47.8 48 52.2 92
2.174 0.140

yes  6 75.0  2 25.0  8

Banner
no 37 47.4 41 52.6 78

0.952 0.334
yes 13 59.1  9 40.9 22

<Table 2> National Cancer checkup Service promotion channel of Public health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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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암관련 정보채널신뢰

대상자의 암관련 정보채널신뢰는 복수응답에 의해 전문가의

견(의사, 약사) 86명 인터넷 37명, 팜프렛 34명, 주변인 34명, 

TV 29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2년간의 건강 수검 여부에 

따른 암관련 정보채널신뢰는 전문가의견(의사, 약사)에서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p=0.021)(Table 4)

5. 보건소의 국가암검진사관련 요인

연구대상자들의 국가암수검 수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선형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전진선택법(forword selection)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분석 결과 연구대상자들의 국가암검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은 암관련 정보채널-전문가(의사, 약사)를 찾는 그룹이 1.1배, 

연령이 낮은 그룹이, 암관리 사업 인지-보건소-방송으로 인지하

는 그룹이 1.3배, 직업이 없는 그룹이 0.1배, 암관리 사업 인지경

로가-보건소-SMS, 전화인 그룹이 0.3배 국가암검진 수검율이 

높았다.

IV. 고찰

암이 나날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통제하기 위한 고민은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일부 암수검의 조기수검을 통한 조기치료의 

결과 암 발생율 감소 혹은 유의한 증감없이 유지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3]. 그러나 아직도 저조한 암 수검율로 암 

수검제도의 이용율 향상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암 수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보건소를 방문한 국가암 수검지원대상

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그 중 수검자 50명 미수검자 50명으로 

총 100명이었다. 보건소 수검지원대상자는 경제적 취약계층으

로 2019년 전체 암 수검 수검률이 55.6%[8]에 비하면 다소 낮았

고 보건소 국가암 수검지원대상자들의 암 수검에 대한 실천율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한 결과였다. 농촌의 경우 정기적인 위암 

수검률이 도시보다 2배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다각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주장한 연구[15]와 같이 본 연구의 결과

도 대상자의 암 수검율이 낮은 것은 이들에 맞는 홍보와 교육법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본 여구 결과 보건소 암관리사업 

인지인지여부에 따른 암 수검율의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단순히 제도를 알리는 방법으로는 검진율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지 못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연령, 결혼

상태, 학력, 의료보장제도, 직업여부, 월 소득, 주관적인식, 흡연 

음주여부에 따른 조기수검 유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중년기 암생존자의 이차암 수검 미수검 관련

요인연구에서는 성별, 연령, 결혼형태, 거주지역, 교육수준, 소득

수준, 건강보험 유형, 흡연 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16] 대상자의 연령분포에 따라 암 수검여부에 영향을 주는 

인자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건소 암관리사업 인지여부에서 인지한 그룹에서 53.1%의 

수검율로 높았으나 인지여부에 따른 암 수검율의 통계적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보건소 암관리사업 인지경로에서 방송 12%, 

거리캠페인 17%, 보건소 sms나 전화 16%, 보건소 홍보전단지 

Variable Categories

Health checkup for the last two years

χ2 pYes No
Total

N % N %

Channel-Internet
no 27 42.9 36 57.1 63

3.475 0.062
yes 23 62,2 14 37.8 37

Channel-TV
no 38 53.5 33 46.5 71

1.214 0.271
yes 12 41.4 17 58.6 29

Channel-pamphlet
no 30 45.5 36 54.5 66

1.604 0.205
yes 20 58.8 14 41.2 34

Channel-the people 

around you/acquaintance

no 37 56.1 29 43.9 66
2.852 0.091

yes 13 38.2 21 61.8 34

Channel-an expert(a medical doctor, 

pharmacist) opinion

no  3 21.4 11 78.6 14
5.316 0.021

yes 47 54.7 39 54.3 86

<Table 4>Cancer-related information acquisition channel Re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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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자 36%, 보건소 홈페이지 8%, 보건소 현수막 22%였고, 방송으

로 인한 인지에서는 83.3%, 보건소 sms나 전화를 통한 인지에서

는 75%로 암 수검율이 유의하게 높아 시청각 매체를 통하거나 

보건소에서 직접 소통하는 방법이 암 수검율을 높이는데 효과적

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적인 차이로 인한 접근성

의 이유가 아닌 미수검 원인이 다양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건소 

국가암관리지원 대상자들은 보건소 암관리사업인지방법을 고

려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암 관련 정보 경로 추구에 따라서는 tv 수검율 32.4%, 주변인 

수검율 37.8%, 전문가(의사 약사 등) 수검율 62.9%로 tv와 주변

인을 통해 정보추구하는 그룹은 수검율이 낮았고 전문가를 통해 

정보를 추구한 그룹의 암 수검율이 높았다. 암 관련 정보추구와 

인지경로가 수검 결정에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홍보방법과 교육이 다른 방법으로 마련되어져야 판단되었다. 

농촌 주민의 경우 위암조기수검 수검 및 관련요인연구 단변량 

분석에서 연령, 지역, 의사의 주기적 방문, 지각된 장애성 및 

자기효능감과 위암 조기수검 유무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17] 본 연구에서 실제 암 관련 정보경로 신뢰에서 전문

가를 신뢰하지 않는 그룹의 수검율 21.4%, 신뢰그룹 54.7%인 

것으로 보아 전문가에 대한 신뢰성으로 인한 영향력이 상당히 

작동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중년남성의 경우 나이가 많을수록 수검율이 높았고 가족 중 

암 발생 여부, 흡연, 결혼 상태가 관련 요인이었다[18]. 그러나 

본 연구에서 보건소 방문자의 암 수검 수검 관련 영향 요인을 

　Categories B
Standard 

error
β t p R2

1

Constant  1.000 0.271 　  3.687 <0.001

0.138Cancer-related information search channel:an expert

(a medical doctor, pharmacist) opinion

 1.286 0.324  0.372  3.966 <0.001

2　

Constant  4.831 1.251 　  3.862 <0.001

0.217
Cancer-related information search channel:an expert

(a medical doctor, pharmacist) opinion

 1.304 0.311  0.377  4.197 <0.001

Age group -0.055 0.018 -0.281 -3.131  0.002

3

Constant  4.748 1.207 　  3.935 <0.001

0.280

Cancer-related information search channel:an expert

(a medical doctor, pharmacist) opinion

 1.150 0.304  0.333  3.781 <0.001

Age group -0.055 0.017 -0.278 -3.211  0.002

National Cancer check-up Service promotion channel 

of Public health center-Broadcasting

 1.239 0.429  0.254  2.889  0.005

4

Constant  7.487 1.694 　  4.419 <0.001

0.317

Cancer-related information search channel:an expert

(a medical doctor, pharmacist) opinion

 1.175 0.298  0.340  3.942 <0.001

Age group -0.090 0.023 -0.456 -3.937 <0.001

National Cancer check-up Service promotion channel 

of Public health center-Broadcasting

 1.261 0.420  0.259  3.001  0.003

occupation status -0.854 0.378 -0.262 -2.256  0.026

5

(상수)  7.398 1.664 　  4.446 <0.001

0.348

Cancer-related information search channel:an expert

(a medical doctor, pharmacist) opinion

 1.108 0.294  0.320  3.763 <0.001

Age group -0.090 0.022 -0.455 -3.996 <0.001

National Cancer check-up Service promotion channel 

of Public health center-Broadcasting

 1.272 0.413  0.261  3.084  0.003

occupation status -0.879 0.372 -0.269 -2.366  0.020

National Cancer check-up Service promotion channel 

of Public health center-sms,telephone

 0.767 0.362  0.178  2.124   0.0363

<Table 5> Factors Related to National Cancer check-up of Public health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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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기 위해 다변량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65세 미만이, 

직업이 없는 그룹이 수검율이 높았는데 연구대상자 분포의 차이

에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 영향인자로 암관련 정보채널-

전문가(의사, 약사)를 통하는 그룹이, 보건소 암관리사업-보건소-

방송을 한 그룹이, 직업이 없는 그룹이, 보건소 암관리사업 인지를 

보건소-sms와 전화를 통한 그룹이 암 수검율이 유의하게 높은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암관리사업에 대한 홍보방

법, 정보추구법, 정보에 대한 신뢰가 대상자들의 암 수검 결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보건소나 의사나 약사와 같은 관련 전문가의 

직접적인 접촉이 주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실제 환자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진료의사결정에 있어서 의사와 함께했을 때라는 

연구결과는 전문가와의 접촉이 암 수검결정에 긍적적인 영향을 

미치며 수검율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19].

종합해 보면 국가 암수검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한 암을 조기발

견과 치료로의 유도로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아는 것만으로는 수검율을 높이기 힘들

다. 제6기 2차년도(2014) 자료에서 20세 이상 경제활동자의 구강

수검 수진율 30.1%에 비해 암 수검율은 높은 것은[20] 암에 

대한 심각한 후유증을 인지한 결과로 판단되며 이처럼 질병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는 데에는 전문가가 크게 기여 할 것이다. 

또한 지역별 수검장비 구비의 차이는 지역간의 암 수검율 차이를 

나타내므로 암 수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다[21].

우리나라 보건소에서의 국가암수검지원은 전체 국민 대상 

연령과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고 있다. 국가의 지원으로 암수검율

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집단의 특징에 

따라 불평등했다[22]. 이러한 불평등의 해소방법으로서의 교육

은 관심을 높이고 행동을 변화시킨다[23][24]. 노인의 경우 건강

증진을 위한 가장 일반적인 지원에는 건강 교육, 행동 수정 및 

건강 의사 소통이 포함된다[25]. 소통은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할 것이며 향상된 대인관계능력은 문제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했다[26]. 의료 서비스 활용의 변화는 환자, 제공자 및 

의료 시스템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27]. 그러므로 보건소의 암수

검지원대상자들의 암수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홍보와 교육의 

방법이 대상자들에게 효과적일 수 있도록 좀 더 직접적인 접근으

로 개선되어야 한다.

보건소의 암수검지원 대상자는 고연령과 경제적인 부담을 

안고 있는 취약한 계층으로 제도의 활용은 건강한 삶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제도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 홍보나 교육 등을 

위한 시스템의 보완은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에 긍정적으로 작동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같은 의료의 접근성이 같은 도시지역이면서 

사회적 취약계층에서 발생되는 수검율 차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보건소 암수검지원 대상자의 경우 의사와 같은 전문가

나 보건소에서의 sms, 전화 등이 암 수검에 긍정적인 영향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아 전문가와 보건소의 암수검지원 대상자와는 

좀 더 긴밀한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도시지역 보건소 암 수검 대상자에 한한 연구이므로 

연구그룹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일 수 있으니 다른 그룹으로의 

확대해석에 주의를 요하며, 동일한 지역에서 발생되는 미수검 

원인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었다. 

V. 결론

나날이 증가하는 암을 통제하기 위해 암 수검제도의 이용율 

향상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암 수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암수검지원사업 인지 경로 방송, 문자나전화인 경우 

최근 2년간의 암 검진 수검 여부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14, p=0.029) .

2. 암관련 정보추구(획득) 채널 TV, 주변인, 전문가의견(의사, 

약사)인 경우 최근 2년간의 건강 수검 여부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1, p=0.021 p<0.000)

3. 암관련 정보채널신뢰는 전문가의견(의사, 약사)에서 최근 

2년간의 건강 수검 여부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p=0.021) 

4. 연구대상자들의 국가암검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암관

련 정보채널-전문가(의사, 약사)를 찾는 그룹이, 연령이 낮

은 그룹이, 암관리 사업 인지-보건소-방송으로 인지하는 

그룹이, 직업이 없는 그룹이, 암관리 사업 인지경로가-보건

소-SMS, 전화인 그룹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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