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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범이론적 모형에 근거한 여성 유방사진촬  행위

단계별 예측 요인

유방암은 여성암 중에서 자궁암(12.1%), 위암(16.1%), 다음으로  높은 발생율

(11.9%)을 보 으나(보건복지부, 1997), 2002년의 통계에 의하면  여성암 중 유방암

이 1위를 차지하여 인구 10만 명 당 25명으로 높은 발생율을 보이고 있다.  삶의 

양식이 급격히 변화하고 서양화된 음식물 섭취, 호르몬관련 요소(이른 초경, 늦은 

폐경, 자식이 없거나 늦게 낳는 경우, 호르몬 대체요법), 유전적인 요인 등이 유방

암 발생 위험인자로 지적되고 있지만, 다른 암들처럼 그 원인이나 결정적인 치료

방법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어 발생자체를 방지하기 위한 일차 예방보다 

현재로서는 유방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을 수 있게 하여 생

존율을 높이는 이차 예방에 중점을 두고 조기검진 행위를 증진시켜야 한다.  

본 연구는 유방암 조기 발견을 위하여 유방사진촬  행위를 증진시키고자 

지역사회 여성을 대상으로 범이론적 모형(Transtheoretical Model)에 근거하여 유

방사진촬  행위의 변화 단계별 예측 요인을 규명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

이다.

2003년 3월 15일부터 5월 18일까지 자료 수집이 이루어졌으며, 연구 대상자

는  지역사회 여성을 표적모집단으로 서울을 비롯한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의 5개의 광역시에 거주하는 여성을 근접모집단으로  편의 추출에 의하여  30세 

이상의  여성 1,145 명이었다.

연구 도구는  변화단계 도구로 Rakowski(1998) 가 사용한 1개 문항으로  계

획전단계, 계획단계, 퇴보단계, 행동단계, 유지단계의 단계별 내용을 기술하여 하

나의 단계만 선택하도록 하 으며,  변화과정 및  의사결정 균형도구는 Rakowski 

등(1996)이 유방사진촬 에 적용한 도구를 우리말 번역 과정(번역-역번역)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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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타당도 및 어휘 수정을 실시한 후  사전조사를 실시한 뒤 사용하 다.  수

집된 자료는 SPSSW 11.0 을 이용하여 기술적 통계, X2-test, 분산분석, DUNCAN 

검정, 판별분석을 이용하 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연령 분포는 30세에서 70세까지의 여성 1,145명으로 평균 연령

은 44.88세(SD=6.89) 다.  변화 단계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변수는 연령, 종교.

학력, 경제상태 등이었다.  40-50대의 중년층의 여성들이 유방사진촬  행위를 잘

하며, 60세 이상의 여성들이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

교를 가진 여성들이 유방사진촬  행위를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유방사진촬  행위를 잘하며, 학력이 낮은 사람이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

가 많았다.  경제상태가 높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유방사진촬 을 잘하며 낮다고 

인식하는 여성들이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에 유방암 걸린 사람이 있는 여성들이 유방사진촬  행위를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문제를 상담할 의료팀이 있는 사람이 유방사진촬  행위

를 더 잘 수행,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전에 유방사진촬  행위에 대

해 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유방사진촬  행위를 더 잘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변화단계는 계획전단계가 315명(29.1%), 계획단계가 227명(21.0%), 퇴보단

계가 263명(21.8%), 행동단계가 166명(15.3%), 그리고 유지단계가 138명(12.8%)을 

나타냈다.

   

3. 유방사진촬  행위 변화단계별로 사용하는 변화과정은 모든 변화 단계에

서 ‘의료기관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게 사용되었다.  계획 전단계에서는 모든 변

화 과정이 가장 낮게 사용되었고, 계획단계에서는 '검진에 대한 책임의식'이 가장 

낮게 사용되었으며, '검진에 대한 책임의식', '정보공유와 소통'이 평균 점수보다 

많이 사용되었다. 퇴보단계에서도 ‘검진에 대한 책임 의식’이 가장 낮게 사용되었

고 의료기관에 대한 인식이 평균 점수보다 높게 사용되었다.  행동단계에서는 네

가지 과정 모두 평균점수보다 높게 사용되었으며 ‘검진에 대한 책임의식’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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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게 사용되었다. 유지단계에서는 지지관계가 가장 낮게 사용되었다. 

   

4. 의사결정균형에서 이득적 요인(PROS) 점수는 유지단계에서 가장 높았고 

행동단계, 계획단계, 퇴보단계, 계획전단계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장애적 요

인(CONS) 점수는 계획전단계에서 가장 높았고 계획단계, 퇴보단계, 행동단계, 유

지단계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득적 요인은 단계가 진행되면서 꾸준히 증가

하다가 퇴보단계에서 약간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여 유지단계에서 최고점을 이

루고, 장애적 요인은 단계가 진행되면서 꾸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유방사진촬  변화단계별 예측 요인으로 계획전단계에서 계획단계로의 

진행에는 검진에 대한 책임의식과 장애적 요인이 주요 변수로 작용하며 그 중 검

진에 대한 책임의식이 더 주요 변수로 작용하 다.  계획단계에서 퇴보단계로의 

진행에는 지지관계 변수가 중요하게 작용하 으며, 퇴보단계에서 행동단계로의 진

행에는 검진에 대한 책임 의식과 장애적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 으며, 그 중 검

진에 대한 책임의식 변수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 다.  행동단계에서 유지단계로의 

진행에는 검진에 대한 책임의식과 장애적 요인이 주요 변수로 작용하 으며 그 

중 장애적 요인 변수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 다.

    

핵심되는 말 : 범이론적 모형, 유방사진촬 (Mammography)행위 변화단계, 

             변화과정,  의사결정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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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A. 연구의 필요성

   

간호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으로 하여금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 증진 및 

질병을 예방하는데 있으며 따라서 대상자의 예방적 건강행위를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간호중재이다. 

우리나라는 여성암 중에서 자궁암(12.1%), 위암(16.1%), 다음으로 유방암

(11.9%)이 높은 발생율을 보 으나(보건복지부, 1997),  2002년의 통계에 의하면  

여성암에 있어 유방암이 1위를 차지하여 인구 10만 명 당 25명으로 유방암 발생

은 점차 증가 추세이며 한 해 동안 약 5500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약 1000명이 사

망하는 것으로 추정(보건복지부, 2002)하고 있다.  유방암의 발생원인은 여성의 삶

의 양식이 급격히 변화하고 서양화된 음식물 섭취, 호르몬관련 요소(이른 초경, 늦

은 폐경, 자식이 없거나 늦게 낳는 경우, 호르몬 대체요법), 유전적인 요인 등이 

유방암 발생 위험인자로 지적되고 있다.  유방암 평균 발생 연령도 45-55세로 서

구의 55-60세보다 훨씬 젊은 여성에서 발생되고(노재경,1996) 있으며, 1999년 자료

에 의하면 전체 유방암 환자 중  20대 이전은  2.8%, 30대는 22.5%, 40대는 

37.3%, 50대는 23.5% 그리고  60대 이후는 13.9%로, 30-4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유방암 발생 연령도 점점 빨라지고 있어 모든 연령층의 여성

에게 조심해야 될 질환이 되고 있다.

유방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른 암들처럼 그 원인이나 결정적인 치료방법

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어 발생자체를 방지하기 위한 일차예방보다는 현재

로서는 유방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을 수 있게 하여 생존율

을 높이는 이차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유방암 환자의 생존율은 유방암을 조

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경우 5년 생존율이 97%로 매우 높으며,  임상적으로 제1기 

및 국소 전이되어 발견될 경우 유방암 환자의 생존율은 80%-76%로 낮아지고,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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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발견하여 치료한 환자의 경우 생존율이 25%-21%이며(김인철,1992), 많이 진

행된 암(stage Ⅳ)에서는 생존율이 20% 이하로 급격히 감소하는 것(American 

Cancer Society,1997;2002)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유방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

하는 것이 그 예후 결정에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유방암을 조기에 검진하는 방법으로는 주기적인 유방자가검진(breast 

self-exam), 유방사진촬 (mammography), 의료인에 의한 임상적 진찰(clinical 

breast exam)이 사용되고 있다.  그 중 유방자가검진은 자기 자신이 한달에 한 번

씩 자기 유방을 만져봄으로써 유방 이상을 살펴보는 것으로 단순하며 비용이 들

지 않는 안전한 방법이나 그 실행율이 7%에서 73.7%로 범위가 넓으며(최연

희,1997;백명,최순희,1999;최종숙 외,2001) 또한 자가검진만으로 확진이 불가능하여 

의사의 진찰과 유방사진촬 이 동반되므로 잘 활용이 되지 않고 있다.  최근 미국

에서는 유방자가검진이 유방암 조기발견에 미미한 역할을 하므로 그 실효성에 대

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20대 이후에 매월 실시하는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지침을 선택적으로 해도 좋다는 유보적인 지침(Smith 등,2003)이 발표되어  

유방사진촬 방법을 적극 권장되고 있다.  또한 유방의 임상적 진찰방법(clinical 

breast exam)은 유방 전문의가 하는 방법으로  단일 방법으로는 민감도가 다소 떨

어지며 유방촬 술과 병행할 경우 민감도가 57-70%로 알려져 있으나(김인철과 문

한림,1996), 단독적으로 검진에 사용되기 보다는 유방촬 술과 혼용되고 있어 정확

한 자료는 아직 보고 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유방사진촬  방법은 조기검진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이라 할 수 있으며(Day & Chamberlain, 1988), 정확도에 있

어서도 85-90%로(김유사,1992;이원철 외,2002) 매우 신뢰성이 높다 할 수 있다. 유

방사진촬 의 효과면에 있어서도 외국에서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실제적으로 매

년 유방사진촬 을 하는 50세 이상의 여성에서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을 약 3500

건 정도 줄이며, 40대에서도 사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노동  외,2002) 연구되었

다.  따라서 유방사진촬 방법이 유방암 조기검진에 가장 효과적이며 중요한 방법

이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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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예방을 위한 조기 검진 행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기 위해 건

강신념모형, 합리적 행위이론, 계획된 행위이론, 자기효능이론 등을 적용한 이론검

증 연구와 정보제공, 교육 등이 유방암 검진 행위에 미치는 향과 관련된 연구

(Champion,1987; Champion,1991; Benoliel,1990; Morrison,1996; Miller & 

Champion,1997 등)로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건강행위는 각 개인마다 다양하여  

어떻게 대상자를 동기화시킬 것인가에 대해 건강관리 전문가에게 주 관심이 되고 

있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 미국을 중심으로 운동, 흡연, 비만, 고지방식이와 같은 

주제로 만성행위위험 요인에 대한 개인 행위 변화 설명에 범이론적 모델

(Transtheoretical model)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범이론적 모델의 강점은 특히 건

강행위의 역동에 초점을 둔다는 것이며, 건강행위로의 선택과 유지는 각 변화단계

에 기초한 역동적 이행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미래의 행동에 대한 개

인의 의도를 고려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행위변화라는 것이 "한다(ALL)" 또는 

"안한다(NONE)"의 이분적 범주의 현상이 아니라(Prochaska & DiClemente,1983) 

행위의 변화를 향한 단계를 가진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행위를 유지

하는 개인은 건강행위를 중단할 수도 있고 다시 시작할 의도를 가질 수 있는 순

환적인 것임을 강조하는 것(Sonstroem,1988)으로, 행위 결과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닌 개인의 행위 과정에 향하는 동기적, 인지적 요소에 맞추어 건강행위를 설

명하는 (Marcus, Rakowski, Rossi,1992) 잠재적인 요인을 파악할 수 있는 건강행위

를 설명하기에 좋은 이론이다.

    

국외에서는 여러 건강행위에 범이론적 모델을 적용한 연구가 많으나 국내에

서는 범이론적 모델을 이용한 검진 행위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다. 국내에서 범이

론적 모델을 이용한 연구는 금연의 변화기전(오현수와 김 란,1996a,b), 노인 및 당

뇨병환자의 운동행위 변화단계 예측모형 및 중재프로그램(김순용 외, 2000; 권윤

정,2001; 이춘자,2001) 등과 유방사진활 에 대한 의사결정연구(장성옥,2000)가 있

으며 유방암 조기검진을 위한 연구는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특히 유방사진촬

(Mammography)에 대해서는 변화 단계와 의사결정균형에 대한 연구(박 주외, 

2000)가 있으며 아직 변화과정에 대한 연구는 없다.  유방암 검진은 예방적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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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태에 속하며 검진의 시행여부는 당사자들의 특성 등 많은 인지적․행동적 요인

에 의해 좌우되므로 이러한 요인을 밝히는 것은 유방암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율

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고 그와 관련된 보건교육 자료를 만드는데 매우 

유용하다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사회 여성을 대상으로 유방암 조기 검진을 위한 유방

사진 촬 을 수행하는 행위를 범이론적 모델(Transtheoretical model)에 근거하여  

유방사진촬  검진 행위를 수행하는 변화단계와 그 단계에 따른 변화 과정 및  

의사결정 균형을 밝히고 유방사진촬 의 행위 변화 단계별 예측 요인을 규명하고

자 한다.  

  

 

 B.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여성의 유방암 조기 발견을 위한 유방사진촬  행위 수행의 변

화 단계별 예측 요인을 규명하고자  Prochaska & Diclemente(1983) 가 제시한  

범이론적 모델(Transtheoretical model)을 근거로,  지역사회 여성을 대상으로 대상

자가 유방사진촬  행위의 변화 단계를 파악하고 이러한 변화 단계에 따라  주요

하게 작용하는 변화과정 및 의사결정의 균형 요인의 사용정도와 변화단계별 예측 

요인을 규명하고자 수행되었으며 이에 따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여성 유방사진촬  검진 행위에 대한,

1)   변화 단계는 어떠한가?

2)   단계별 변화과정은 어떠한가?

3)   단계별 의사결정 균형 요인은 어떠한가?

4)   변화 단계별 예측 요인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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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용어의 정의

 

 1. 유방사진촬 (Mammography)

  

      유방암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행위, 유방자가검진(Breast Self Exam), 유방

촬 술(Mammography), 임상적 의사의 진찰(Clinical Breast Exam) 중의 하나로  

X-ray를 통한 유방 특수촬 을 통한 유방 검진 행위를 말한다.

 2. 변화단계(stage of change)

   

      대상자가 현재 속해 있는 건강관련 행위 정도의 단계를 의미하며, 이 단계

는 행동 변화를 위한 내적(동기적) 준비 상태의 연속선을 나타내며 연속적이면서 

범주적인 방법의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Rakowski 등(1996)의 유방사진촬  검

진행위 변화 단계인 5단계 - 계획전단계, 계획단계, 퇴보단계, 행동단계, 유지단계

를 사용하 다.  계획전단계(Precontemplation)란 이전에 유방검진을 위해 의사의 

진찰이나 유방촬 술을 받은 적이 없으며 올해에도 의사의 진찰이나 유방사진촬

을 수행하고자 할 의도나 의지를 갖고 있지 않은 단계이다. 계획단계

(Contemplation)는 이전에  유방사진촬 을 받은 적이 없으나 올해에는 받을 계획

이 있는 단계를 말한다.  퇴보단계(Relapse)는 이전에 한두 번 유방사진촬 을 받

았으나 올해에는 받을 계획이 없는 단계를 말한다. 행동단계(Action)는 이전에  유

방사진촬 을 받았고 올해에도 받을 계획을 하고 있는 단계를 의미하며, 유지단계

(Maintenance)는 이전에 지속적으로 의사의 진찰이나 유방사진촬 을 받았고 올해

에도 받을 계획이 있는 단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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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화과정(Process of Change)

      변화과정이란 대상자가 사고, 감정, 행동을 수정하는데 주도적으로 사용하

는 일종의 움직임 (any activity that you initiate to help modify your thinking, 

feeling, or behavior; Prochaska, Norcross, & Diclemente, 2002)이다.  본 연구에

서는 Prochaska & Diclemente(1983)가 개발하고 Rakowski 외(1996)에 의해 유방

암검진행위 특히 유방사진 촬 의 변화과정으로 개발된 변화과정 도구에 의해 도

출된 요인을 말한다.  Rakowski 외(1996)가 제시한 4개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검진에 대한 책임의식(commitment to regular screening), 정보공유와 의사

소통(information sharing and communication), 지지관계(thinking beyond 

myself), 의료기관에 대한 인식(general perceptions of health care system)이며,  

각 항목의 점수가 높을수록  각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4. 의사결정 균형(Decisional Balance) 

      검진행위와 관련한 의사결정의 수준을 결정하는 관련 변수로 개인이 검진

행위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긍정적인 요소(Pros)의 값에서 부정적인 요소(Cons)의 

값을 뺀 값을 말한다.(Janis & Mann,1968,1977)  본 연구에서는 Rakowski, 

Anderson, Stoddard, Urban, Rimer, Lane Fox & Costanza(1997) 에 의해 개발된 

의사결정 균형에 관한 5점 척도 13문항에서 PROS 6문항, CONS 7문항의 두 가지 

요인으로 구분되어 각 요인의 평균값에서 얻어지는 점수를 의미한다.  각 항목의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항목에 대한 동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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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건강행위는 각 개인마다 다양하고 따라서 어떻게 대상자를 동기화시킬 것

인가에 대해 건강관리 전문가의 주 관심이 되어 왔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 미국

을 중심으로 운동, 흡연, 비만, 고지방식이와 같은 주제로 만성행위위험 요인에 대

한 개인 행위 변화 설명에 범이론적 모델(Transtheoretical model)이 적용되기 시

작했다.  1990년대 이후 유방사진촬 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Prochaska와 

DiClemente (1982,1983,1984)에 의해 제안된 사회학습과 인지에 기초를 둔 범이론

적 모델을 적용하여 유방사진촬 과 관련된 건강행위를 사정하는 연구가 수행되

었다(Rakowski 외, 1992, 1997).  Prochaska 와 DiClemente 에 의해 개발된 이 이

론은 초기에는 흡연을 대상으로 하 으나 현재는 여러 건강분야와 정신건강행위 

역까지 빠르게 확대되어, 알코올과 약물남용, 불안과 공황장애, 비행, 잘못된 식

습관과 비만, 고지방식이(Glanz 등,1994), HIV/AIDS 예방, 유방암검진, 자궁암검

진, 의사의 처방을 잘 따르는 행동, 계획되지 않은 임신예방, 임신과 흡연, 좌식생

활(sedentary life), 태양노출(Rossi, Blais, Redding and Weinstock, 1995) 등 여러 

분야에 적용 연구되고 있다.

   

 A. 범이론적 모델(Transtheoretical model=TTM)

   

 1.  TTM 의 개념

      

      건강행위 변화를 설명하는 범이론적 모델(Transtheoretical model)은 행위변

화에 대한 설명적 모델로 Prochaska와 DiClemente(1983)에 의해 개발되었다. 즉 

인간이 어떻게 의도적으로 행위변화를 하는지에 대한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이 

모델에서는 각 개인들은 자신의 행위를 변화시킬 때 개개인의 행위 변화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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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하여 변화한다는 전제에 기초를 두고 있다(Marcus, Simkin Rossi와 

Pinto,,1996)  이 이론의 강점은 특히 건강행위의 역동에 초점을 둔다는 것이며, 건

강행위로의 선택과 유지는 각 변화단계에 기초한 역동적 이행으로 설명할 수 있

다는 것이다. 즉 미래의 행동에 대한 개인의 의도를 고려한다는 것이다.  그러므

로 행위변화라는 것이 "한다(ALL)" 또는 "안한다(NONE)"의 이분적 범주의 현상이 

아니라 행위의 변화를 향한 단계를 가진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행위

를 유지하는 개인은 건강행위를 중단할 수도 있고 다시 시작할 의도를 가질 수 

있는 순환적인 것임을 강조한다(Sonstroem,1988).  따라서 행위 결과에 초점을 두

는 것이 아닌 개인의 행위 과정에 향하는 동기적, 인지적 요소에 맞추어 건강행

위를 설명하는 이론이다(Marcus, Rakowski & Rossi,1992). 이 이론에서는 변화

(change)를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는 역동적인 과정‘으로 정의하는데,  즉 

개인은 좋지 못한 습관(예: 음주, 흡연, 많이 먹는 것 등)에서 바람직한 행동(예: 

절주 도는 금주, 금연, diet 등)으로 곧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단계(무관심

기, 관심기, 준비기, 행동기, 유지기 등)를 거쳐 일어나는 과정(process)으로 본다.  

변화의 단계는 (stage of change) 각 단계별  태도(attitude), 의지(intention) 및 행

동(behaviors)을 어떻게 전이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건강한 습관으로

의 행동변화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일련의 변화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고 

이러한 과정에서 각 단계별로 변화과정이 일어난다는 것이 이 이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운동, 흡연, 비만, 고지방식이 등과 같은 만성적인 건강행위 

위험여인에 대한 건강행위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연구에 적용되어 지지되고 있

다.

      범이론적 모델은 지금까지의 이론에서 결과적인 행동에 관심을 보 던 것

과는 다르게 결과적인 행동에 이르는 과정에 관심을 가진다. 따라서 행동변화는 

‘한다’ 또는 ‘안한다’의 이분적 현상이 아니라는 가정을 갖는다(Prochaska & 

DiClemente, 1983)  반면에 행동변화는 어떤 일련의 분리된 단계의 행동을 통하여 

일어난다는 것이며, 각 단계는 문제 행동과 관련된 인식과 행동에 의하여 정의된

다.  

   



- 9 -

  1) 변화의 단계(Stage of Change)

 

      TTM 모델에서는 어떻게 사람이 자기가 설정한 목표를 향해 변화하는지에 

대해 연구해 왔는데 변화의 단계란 하고자 하는 행위에 대해 대상자가 속해 있는 

행위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단계는 행동 변화를 위한 내적(동기적) 준비 상

태의 연속선을 나타내며, 연속적이면서 범주적인 방법으로 개념화되어 왔다. 자기

의 현 상태를 어떠한 단계인지 잘 규명이 된다면 다음 단계를 향해 그 단계에서 

해야 할 과제를 중재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① 무관심기 또는 계획전단계(Precontemplation): 이 단계에 있는 사람은 해결방법

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행동변화에 대한 의

지가 없고 전형적으로 문제에 대해 부인하는 단계이다. 변화에 저항한다고 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말하면 앞으로 6개월간은  어떤 행동의 변화를 하지 않겠다고 

여기는 단계이다(Prochaska. and DiClemente,1992)

 ② 관심기 또는 계획단계(Contemplation): 이 단계에 있는 사람은 문제의 환경에

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문제에 대해 진정

으로 해결하기를 원한다. 구체적으로 다음 6개월 내에 행동의 변화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머무는 단계이다(Prochaska. and DiClemente,1992).

 ③ 준비단계(Preparation): 많은 사람들이 가까운 미래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행동

을 취하는 시기이고 보통 다음 한 달 안에 행동을 취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단계

이다(Prochaska. and DiClemente,1992). 이 단계에서는 작은 행동의 변화라도 시도

하려고 한다.

 ④ 행동단계(Action): 이 단계에서는 공공연히 자신의 행동과 주위 환경을 바꿔보

는 단계이다. 지난 6개월 동안 생활 방식을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단계이다

(Prochaska. and DiClemente,1992). 가장 바쁜 단계로 시간과 에너지를 꾸준히 필

요로 하는 단계이다. 기억할 것은 행동기에 일어나는 행동수정이 행동변화의 전부

가 아니며 전문가 및 과학자가 원하는 어떤 일정한 기준에 충분히 도달해야 한다

는 것이다.  

 ⑤ 유지단계(Maintenance): 어느 단계에서나 마찬가지로 항상 실패라는 도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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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수 있는 것처럼 이 단계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즉, 사람들이 예전의 습관으

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계속 노력하는 단계이다(Prochaska. and DiClemente,1992).  

 ⑥ 종료단계(Termination): 이 단계는 마지막 최종적인 단계로 문제행동이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 단계를 말한다. 특히 중독과 같은 행동에 적용할 수 있는 단계이며 

식이요법이나 암 검진과 같은 행동은 적용이 적절하지 않다(Prochaska & 

DiClemente, 1992)고 하 다.

      그러나 모든 건강행위에 동일한 단계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행위에 따라 

단계는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 다.  12가지의 건강행위에 대해 변화단계에 대해 

연구한 결과 흡연, 운동, 의사의 예방적 행위에서만 준비단계가 발견되었고, 

Cocain 남용, 체중조절, 고지방식조절, 청소년비행, 안전한 성행위, Condom 사용, 

자외선 차단제 사용, Radon 가스 노출 방지, 유방사진촬  행위 에서는 준비단계

가 발견되지 않았다( Prochaska ,1994).

   

      금연행위와는 달리 유방암 검진행위에서는 특히 유방사진활  행위에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즉 계획전단계, 계획단계, 퇴보단계, 퇴보위기단계, 행동단

계, 유지단계로 구분된다(Rakowski 등, 1996).  대상행위에 따라 퇴보단계와 퇴보

위기단계는 통합되기도 한다.  계획전단계(Precontemplation)란 이전에 유방검진을 

위해 의사의 진찰이나 유방촬 술을 받은 적이 없으며 올해에도 의사의 진찰이나 

유방촬 술을 하고자 할 의도나 의지를 갖고 있지 않은 단계이다. 계획단계

(Contemplation)는 이전에  유방촬 술을 받은 적이 없으나 올해에는 받을 계획이 

있는 단계를 말한다.  퇴보단계(Relapse)는 이전에 한두 번 유방촬 술을 받았으나 

올해에는 받을 계획이 없는 단계를 말한다. 행동단계(Action)는 이전에 유방촬 술

을 받았고 올해에도 받을 계획을 하고 있는 단계를 의미하며, 유지단계

(Maintenance)는 이전에 지속적으로 의사의 진찰이나 유방촬 술을 받았고 올해에

도 받을 계획이 있는 단계를 말한다(Rakowski 등, 1996 ).  그리고 변화단계는 목

표 행위에 따라 구체적인 시간이나 기간적 개념이 추가되어 변화되어 왔으며, 준

비단계 대신 퇴보단계(relapse)나 퇴보위기단계(risk of relapse)의 개념이 추가되어 

적용되어왔다(Rakowski 등, 1997; Manne 등,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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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변화 과정(The process of change)

   

변화과정은 각 개인이 바람직한 행위로 인지된 건강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

서 개인이 사용하는 내적(covert) 또는 외적(overt) 행동양상이다.  즉 변화과정이

란 대상자가 사고, 감정, 행동을 수정하는데 주도적으로 사용하는 일종의 움직임 

(any activity that you initiate to help modify your thinking, feeling, or 

behavior; Prochaska 등, 2002)이며,  사람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각각 다른 변

화의 단계를 진행하면서 사용하는 하나의 기술이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각각 다른 변화의 단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다른 과정으로 시도한다는 것이다.  

행위 변화과정은 개인이 사용하는 변화의 단계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변

화단계와 변화과정의 관계를 알면 간호중재를 위한 유용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

다.  즉 어떤 개인 또는 집단의 변화의 단계가 파악되면 어떤 변화의 과정들이 변

화의 다음 단계로 진행되도록 돕는데  무엇이 강조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Marcus 등, 1997).

   

금연행위에서는 10가지의 변화과정을 제시했는데, 10가지의 과정은 의식고

양(consciousness-raising), 사회적 개선(social liberation), 감정적 격려 또는 극적 

안도감(emotional arousal or dramatic relief), 자기재평가(self-reevaluation), 책임 

또는 자기 결심(commitment or self-liberation), 대체방법(countering), 환경조절

(environmental control), 보상(rewards), 지지 관계(helping relationships), 자극조

절(stimulus control)의 행위적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개정된 책

에서는 환경재평가 (environmental reevaluation)와 자극조절(stimulus control)에 

대한 내용이 환경조절(environmental control)에 통합 설명되어 9 가지의 변화 과

정을 제시하고 있다.(Prochaska, Norcross  & DiClemente , 2002).  

   

이와 같이 흡연, 식이조절, 마약사용, 운동, 콘돔사용, 태양노출 등에 행위에

서는 위의 과정이 지속적으로 나타나지만 대상행위에 따라 더 많이 나타날 수도 

있고 더 적은 변화과정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유방사진촬 과 같은 일년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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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씩 하는 횟수가 적은 행위에서는 장기간 유지를 위하여 소수 몇 개의 과정이 

필요로 된다(Prochaska J, Velicer W.F.,1997; Rakowski 등,1997)고 하 다.

변화단계와 변화과정의 관계에서 보면, 초기단계에서는 인지적, 감정적, 평

가적인 과정들이 사용되었고, 후기 단계에서는 책임(commitment), 조건

(conditioning), 보상(Reward), 대체(Countering), 환경조절(Environment control), 

지지관계(Helping relationship) 등이 더 많이 사용되었다.

<표1> 각 단계별 강조된 변화과정

변화 단계(Stage of Change)

   계획전    ⇒  계획 ⇒ 퇴보 ⇒ 행동 ⇒       유지

변

화

과

정

Consciousness raising

Social Liberation

                  Emotional Arousal

       Self-reevaluation

Commitment

Reward  

Countering

Environment Control

Helping relationship

출처: Prochaska J.O., NorcrossJ.C, Diclemente C.C.(2002). Changing for 

Good, Quill, pp54.

    

      유방암검진 행위에서는 금연 행위와 매우 다른 행위이므로 그 변화과정도 

다르게 나타난다.  Rakowski 등(1997)에 의한 유방암검진행위 특히 유방사진 촬  

검진행위에 적용된  4개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검진에 대한 책임의식(commitment to regular screening)은 정기적인 유방

사진촬 에 대한 행동적인 태도적인 관심의 문항들로 구성된다.  

 ② 정보공유와 의사소통(information sharing and communication) 은 유방사진

촬 에 대한 정보탐색과 그 과정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문항들

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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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지지관계(thinking beyond myself)는 유방사진촬 을 하는 것 또는 검진하

는 이유를 당사자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의 차원보다는 더 넓은 맥락에서 보는 문

항으로 구성된다.   

 ④ 의료기관에 대한 인식 및 선호도(general perceptions of health care 

system)는 자신이 건강할 때 의료기관을 기피하는 현상이나 아플 때 의사를 찾아

가기보다는 낫기 위해 자기 혼자 노력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문항으로 구성된다.

   

   3) 의사결정 균형(Decisional Balance)

    

      의사결정 균형은 Jannis와 Mann(1968,1977)에 의해 개발된 의사결정의 이념

적 모델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행위 변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다.   

Jannis와 Mann(1977)의 의사결정모델에는  8개의 주요 균형개념이 포함되는데 자

기를 위한 도구적 이익(Instrumental benefits for self), 타인을 위한 도구적인 이익

(Instrumental benefits for others), 자기를 위한 도구적인 손실(Instrumental costs 

for self), 타인을 위한 도구적인 손실((Instrumental costs for others), 자기로부터

의 인정(Approval from self), 타인으로부터의 인정(Approval from others), 자기로

부터의 불인정(Disapproval from self), 타인으로부터의 불인정(Disapproval from 

others) 이다.  많은 연구에서 의사결정이 행위 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긍정적 요인

(Pros)과 부정적 요인(Cons) 또는 이익(Benefits)과 손실(Costs) 등의  두 가지로 사

용되고 있다(Marcus & Simkin, 1993).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있어서 결정하

게 하는 부분은 행동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Pros)과 부정적인 부분(Cons)과 

관련이 있다. 긍정적인 부분(Pros)은 행동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나타내며 나

아가 행동변화의 촉진자 역할을 하는 것이고, 부정적인 부분(Cons)은 행동변화에 

대한 단점이나 부정적인 면을 나타내며 행동변화의 장애 역할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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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TM을 이용한 건강행위 관련 연구

      TTM은 흡연(Prochaska & DiClemente, 1983; Prochaska 등,1988; 오현수, 김

란,1996a,1996b,1997;김수진,1999), 고지방식이(Fickenor & Bredbenner, 2000), 청

소년비행행위(McConnaughy 등,1989) 와 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건강행위와 운동

행위(Marcus,1992,1993,1994,1997,1998; USDHHS,1992; Lewis & Lynch,1993; Long, 

Calfas & Wooten,1996; Calfas 등, 1996,; 임여진, 1999; 전 자 등,2000) 안전한 성

생활과 HIV 예방을 위한 콘돔사용(Prochaska et al., 1994; Mallote, Fishbeine & 

Kamb,2000), 체중조절 (Prochaska 등, 1994), 유방조 술검진( Prochaska 등.,1994; 

Rakowski 등, 1992, 박 주 등,2000), 과 같은 건강증진을 위한 바람직한 행위 등 

12가지 행위에 대해 연구되어 왔다. 대다수의 임상적 연구가 습관적이거나 중독적

인 성향의 행동을 연구하 으며 특히 금연을 연구하는데 크게 기여하여 왔다.  

      국내에서의 TTM 관련 연구로는  중년 여성의 질 회음근 운동행위의 변화

단계에 따른 변화과정 자기효능감, 의사결정의 균형을 조사한 연구(임여진,1999)와 

한국노인의 운동행위 변화단계에 따른 변화과정을 파악한 후(전 자 등 ,2000), 운

동행위 변화단계 예측모형구축(김순용 등, 2000)한 것이었고, 당뇨환자의 운동행위 

및 운동 중재에 대한 실험연구(김춘자,2001) 등이 있다. 금주 및 절주를 위한 연구

(손애리,고승덕,2001), 운동,금연,유방조 술검진, 질회음근운동을 중심으로 TTM 이

론을 적용한 연구(장성옥 외,2000; 박 주 외, 2000)등이 있다.  장성옥 등(2001)은 

4가지 건강행위에 대하여 (운동, 금연, 유방촬 술검진, 질회음근운동) 변화단계 별 

의사결정균형에 대한 연구를 하 으며, 김소인 등(2000)도 노인운동의 변화단계별 

의사결정균형에 대하여 연구하 다. 유방사진촬  행위에 대한 변화단계 관련 연

구는 다음의 <표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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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유방사진촬 행위의 변화단계에 관한 선행 연구  

행위 연구자 N 계획전 계획 퇴보 행동 유지

유방

사진

촬

Rakowski('93) 676 9.9 17.7  7.1 13.2 35.8

Prochaska('94) 141 21.9 17.0 - 18.4 42.5

Champion('94) 541 9.0 29 - 59

Rakowski('96) 1,152 4.4 5.1  6.0 20.5 63.8

박 주 등(‘00) 1,903 54.9 11.9 14.0 7.8 5.5

Chmot 등(‘01) 909 23.1 13.5 7.0 10.2 29.7

S-P Tu('02) 248 27.0 6.0 26.0 18.0 23.0

Mellisa R(‘03) 287 ․ 36 4 18 42

 

      TTM이론의 의사결정 균형 개념은 Veli1cer, DiClemente, Prochaska 와 

Brandenburg(1985)에 의해 흡연의 행위 변화 연구에 적용되었는데 금연하는 방식

에 따른 단계별 의사결정상의 균형요인 즉, 행위에 대한 긍정적인 요인(pros)과 부

정적인 요인(cons)의 균형의 차이에 행위변화 단계가 관련 있음을 발견하 다. 예

를 들면 흡연과 같이 건강하지 못한 행위에 있어 계획 전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변화하지 않으려는 속성을 반 하는 특성을 보이며, 계획단계 및 준비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이 거의 균등하게 나타난다

고 하 다.  행동단계와 유지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의사결정의 균형이 긍정적인 

요소에 치우쳐서 나타나며, 금연행위에서 의사결정 균형은 개인의 행위변화 중 계

획전 단계에서 계획단계와 준비단계로 이동하는 진행 과정의 유력한 지침

(indicator)이라고 (Diclemente CC et al, 1991; Prochaska 외 ,1985)하 다.  

     

      유방사진촬  행위에서는 Rakowski, Ehrich, Dube, Pearlman, Goldstein & 

Rimer (1996)은 유방 정기 검진에 있어서 단계 결정은 의사결정균형과 변화과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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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성이 있고, 과거에 경험이 있는 경우 계속 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이며, 결정

적으로 의사결정균형과 관련이 있다(Rakowski, Fluton & Feldman,1993; )고 하

다.  행동변화과정에 있어 가장 강력한 예측 요소 중의 하나는 개인의 주관적 위

험 인지(Lipkus, Rimer & Strigo,1996)라고 하 다. 그리고 행동단계 및 유지단계

에서 퇴보단계로 가는데 가장 유의한 변수는 높은 장애적요인이라고 하 으며, 계

획전단계에서 유지단계로 진행될 때 단계에 유의한 변수는 높은 이득적 요인과 

객관적 유방암 위험요인, 기혼상태, 높은 소득이라고(Chmot, Charvet & 

Perneger,2001) 하 다.  

   

      운동행위와 같은 바람직한 행위에서의 의사결정과정에 관한 연구에서는 계

획전단계 및 계획단계에서는 운동에 대한 부정적 요인이 긍정적인 요인보다 많으

며 행동 및 유지단계에서는 긍정적인 요인이 더 많으며 준비단계에서는 비슷한 

정도를 나타낸다고 하 다(Marcus 등,1992).  운동, 자외선보호, 흡연, 지방식이의 

4가지 건강행위에서는 행동단계와 유지단계에서 계획전단계와 계획단계보다 긍정

적 요인(Pros)이 높고 부정적 요인(Cons)이 낮았으며, 준비단계와 행동단계에서는 

긍적적 요인(Pros)이 부정적 요인(Cons)보다 더 높다(Andrew BH, William JS, 

Miles MM, 1997)고 하 다.  Prochaska (1994)는 계획전단계에서 행동단계로의 진

행에서 두 가지 원칙을 발견하게 되는데, 변화단계가 계획전단계에서 행동단계로 

진행될수록 이득적요인은 1 SD만큼 증가하고(Strong principle), 장애적 요인은 0.5 

SD 만큼 감소한다(Weak Principle)고 하 다.  이와 같이 변화단계와 의사결정균

형간에는 접한 관계가 있으며,  유방사진촬  행위 또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유

방사진촬 의 긍정적요인과 부정적 요인 그리고 이 두 요인의 차이 정도가 유방

사진촬 의 행위 선택단계와 접한 관계가 있다(Rakowski et al,1992;1997, 

Lipkus et al.,1996)고 하 다.  임신예방과 성병예방을 위한 피임제의 사용을 선택

할 때 피임방법에 대한 긍정적 요인(pros)과 부정적 요인(cons)은 피임제와 콘돔사

용 행위에 대한 행위 변화와 관련되어 나타났으며(Grimley,1993), 사춘기의 음주행

위에 있어서도 알콜 음용의 긍정적요인과 부정적요인은 행위 변화 단계와 관계가 

있다(Migneault, Velicer, Prochaska & Stevenson, 1999)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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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유방암의 조기 검진 행위 

   

      유방암의 조기 검진행위에는 유방자가검진, 유방사진촬 , 의사의 유방진찰

의 세 가지가 있다.  1973년 미국암협회가 유방암 예방을 위한 계획을 세운 이후 

광범위하게 적용되었으며 1977년에는 검진지침이 제정되었다.(Smith, 1992) 이 검

진지침은 여러 번 개정을 거친 후 2002년에는 다음과 같이 정하 다. ‘40세 이상

의 여성은 매년 유방사진 촬 을 하면 유장암의 조기발견에 유익하며 유방자가검

진은 20세 이상의 모든 여성에게 권장하며, 의사의 유방진찰은 40세 이상의 여성

은 매년 그리고 20-40세의 여성은 매 3년에 한번씩 할 것을 권장한다.’(ACS,2002) 

    

      유방자가검진은 1950년대에 처음 소개된 것으로 유방암의 조기발견 방법 

중 가장 손쉽고 여성 스스로가 자신의 건강에 대한 책임의식을 증가시키는 방법

이다.  실제로 유방검진을 하지 않는 여성이 발견하는 몽우리의 평균 크기는 약 

3.8cm이고, 가끔 자가 검진을 하는 여성이 발견하는 크기는 약 2.5cm, 자가검진을 

규칙적으로 하는 여성이 발견하는 크기는 약 1.9cm-0.6 cm이므로(Otto,1994), 유방

자가검진을 규칙적으로 정확하게 자가검진을 할 경우에는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

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 유방자가검진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Hill D.,White 

V. Damien, & Mapperson K., 1988)에서도 유방자가검진을 한 여성이 하지 않은 

여성보다 종양의 크기가 작고 임파결절이 더욱 적게 침윤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유방자가검진은 조기발견 방법 중 가장 손쉽고 안전하며 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하나의 습관적인 행위로서 약 40년 이상이나 미국 암협회가 권장하여온 방

법이다.(ACS,1995)  그러나 미국의 경우 Gallup 기관(1987)의 보고에 의하면 96%

에 달하는 대부부의 여성들이 유방자가검진을 알고 있지만, 규칙적으로 시행하는 

여성은 29%-46%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 다.(Somkin,1993)  따라서 최근에 

다시 개정된 유방암 검진 권고안은 20대 이후에 매달 시행하는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지침을 선택적으로 해도 좋다는 지침을 제시( Smith 외, 2003)하므로써 유방

사진촬  방법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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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의 유방암에 관한 연구로 유방자가검진 행위와 관련된  실태 및  향 

요인, 교육 효과에 대한 연구가(김미경,1989; 김정순,1985; 최경옥,1994;김애

리,1994;Burack & Liang,1987; Fox,Klos & Tsou,1988; Rimer 외,1990 등) 주로 이

루어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방자가검진율이 7%에서 73.7% 까지로(최연희,1997; 

김정순,1985; 김미경,1989; 이 휘 외,2001; 최종숙,2001) 그 범위가 넓어서 자가검

진율은 낮다고 할 수 있으며, 유방자가검진의 민감도도 12-25%로 낮은 편이며 나

이가 많을수록 유방자가검진의 민감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  실제로 최근의 연구(유근  외, 2002)에서 유방자

가검진의 교육의 효과가 조기발견보다는 의사방문횟수와 유방조직검사빈도만 증

가시킨다 고 함으로써 유방자가검진이 유방암 조기 검진에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

함을 보여주고 있다.

      유방촬 술은 유방에 대한 X-ray 촬 방법으로 유방암 조기 발견의 검진 방

법으로 가장 효과적이다(이상호 외,1996; Sapiro,1989).  미국의 경우 정기적 유방

사진촬  행위를 받음으로 50-69세의 여성에서 사망률을 30% 정도 감소시킨다고 

하 다(Morbidity and Motality Weekly Report,1996).  따라서 40대 이상의 유방

암의 증상이 없는 여성은 매년 1회,  20-40대의 여성들은 매 3년에 한번씩  유방

사진촬 을 통한 검진을 받도록 추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 유방암 발

생 연령이 점점 더 낮아짐에 따라 한국 암협회와 유방암협회는 검진지침에 대한 

회의(2001.7.24) 결과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유방암 검진에 대한 지침이 발표되었는

데, 30세 이상의 여성은 매달 정기적인 유방자가검진을 해야 하며, 35세 이상부터

는 2년에 한번씩 임상적인 유방진찰을 받아야 하며 40세 이상은 1-2년에 한번씩 

임상적 유방진찰과 유방촬 술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노동  외, 2002).

   

      여성이 유방사진촬 에 참여하는 비율은 외국의 경우 한번이라도 경험한 

경우를 포함하면 47.4%에서 84.7%로(Jang G. et al. 1996; Wismer et al.,1998; 

Maxwell A.E., Bastani & Warda,2000), 우리나라의 10.5%에서 24.8%(신애선,2001;

정복례,서순림,1995)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며, 2000년 보건복지부 연구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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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로 다소 높은 비율을 보이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외국에 비해 낮다고 하겠다. 

한 농촌지역에서의 여성의 유방사진촬  비율은 23.1%(윤성호 외, 2000)로 특히 

40-49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유방조기검진을 받는 경우는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한 경우(보사원,1998)에는 수검율은 17.2% 으며, 2001년에는 

8.6%-26.7%(이건세, 2001; 신애선외,2001; 최종숙 외,2001)로 보고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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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유방 사진촬  행위에 향을 미치는 요인 

    

      많은 선행 연구에서 밝혀진 유방사진촬 의 수행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유익성, 장애성, 내적 동기(Burack & Liang,1989), 저소득층의 여성에게는 민감성, 

심각성, 유익성이 유방사진촬  수행의 소망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하 다

(Price 외, 1992). 그러나 Duke,S., Gordon-Sorby,K., Reynolds, & Gram,I.(1994)의 

연구에서는 저소득층의 여성에게는 민감성보다는 접근성과 경제성이 유방사진촬

에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하 다. 또한 35세 이상의 1,057명의 여성에게 유방

사진촬  참여 예측 요인을 연구한 Stein, J., Fox, S., Murata, P., & Morisky, 

D.(1992)은 행동계기가 이전 수행 경험에 중요 예측인자이며 민감성은 앞으로의 

수행 의도에 중요하게 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하 다.  

   

      Michels,T., Taplin,S., Carter,W., & Kugler, J.(1995)는 41-89세의 여성을 대

상으로 유방사진촬  검진의 관련 요인을 조사한 결과 유방암 위험요인, 소득, 의

료보험유무, 의사의 권유라고 하 다.  또한 유방사진촬 의 검진 행위 결정에 보

호자 및 가까운 친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Calan,1984; Champion, 1991; 

Schechter, Vanchieri & Crofton, 1990; Taplin & Montano, 1993) 하 으며,  평소 

유방자가검진의 수행을 하는 사람은 의사의 임상적 유방진찰이나 유방사진활  

검진을 잘 하 다(Banes, 1990).  또 과거 유방사진촬 에 대한 경험이 있는 여성

은 계속 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이며(Rakowski  외,1993; 1996), 유방사진 촬  검

진의 유의한 장애성은 비용과 부끄러움(수치), 통증, 방사선에 대한 걱정, 암이 발

견될지도 모른다는 불안 등을 포함한다(Champion, 1992 ; Stein, Fox, Murata, & 

Morisky,1992; Zapka 외,1989; Zapka, Harris 외, 1991; Hamilton, Wallis, Barlow, 

Cullen & Wright, 2003)고 하 다.  다른 장애 요인으로는 의사의 권고부족과 유

방암과 검진수칙에 대한 지식부족 등이(Lerman, Rimer, Trock, Balshem & 

Engstrom, 1990; Rimer, Resch 외.,1992; Rimer, Ross, Cristinzio,& King,1992; 

Schechter 외,1990; King , Rimer, Balshem, Ross & Seay J.,1993) 보고 되고 있다.  



- 21 -

이 외에도 건강보험 가입여부(Zapka, Stoddard, Costanza & Greene, 1989), 소득

의 많고 적음(Fulton 외,1991; Zapka, Hosmer, Costanza, Harris and Stoddard, 

1992; Sally W, Victor G, Susan Halabi, Gilchrist L. Ray O. and George N.,1992)

도 유방사진 촬 의 사용 및 반복 검진과 관련이 있다고 하 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여성들이 신체검진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인식

하지만 검진 받는 부위가 신체의 은 한 부분이므로 노출을 꺼리고, 결과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이경혜,1998) 검진을 꺼리고 있다고 하 다.  따라서 여성들의 

건강행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검사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여성들의 정서가 중요

하게 고려되어야 하며(Harokopos & McFermott, 1996) 이러한 정서는 인지적인 

면과 함께 인간의 행위를 매개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간행동의 근원적 힘으로 작

용하므로(Lauver,1992) 무시되어서는 안된다고 하 다(Hamilton 외, 2003).  실제로 

유방사진 촬 을 받은 여성의 검사 경험에서 안녕, 편안함 같은 정서가 긍정적 효

과로 작용하고 있다(Baker 외, 1998)고 하 다.  또한 사회적으로 이러한 검진이 

자연스럽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 다(Johansson 외,2003).

      이와 같이 유방사진 촬  행위의 장애 요인에 대한 연구(Beuchner,1988; 

Burge, Lane & Polednak, 1990; Rimer, Keintz, Kessler, Engstrom & Rosan,1989; 

Lerman, Rimer, Trock, Balshem & Engstrom,1990; Slenker & Grant,1989; Yu, 

Kim, Chen & Brintnall, 2001)들을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연령이 많을수록, 

예방적 건강 행위를 적게 할수록, 유방사진촬 에 대해 지식이 적을수록, 유방사

진촬 의 이점에 대해 적게 인식할수록, 촬 지연, 시간부족, 필요성 부재, 의사의 

권고 부족, 비용,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유방

사진촬  행위가 낮았다.  이 외에 사회 경제적인요인, 의료기관과 문화적인 요인

(Burns 외,1996; Price 외,1992), 적절한 의료보험 부족, 조기검진의 중요성에 대한 

지식부족(Cancer facts and figures,1998; Rimer,1994), 의료기관체계(Kato,1996)의 

부적절한 접근성, 사회의 인식 등이 잠재적인 장애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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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개념적 기틀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은 Prochaska와 DiClemente(1983)에 의해 개발된 범

이론적 모델(Transtheoretical model)을 기초로 하고 있다.  모든 개인들은 건강행

위를 실천하는 일련의 변화단계에 있으며 건강행위의 변화과정은 각 개인의 인지

적․동기적 요인에 의해서 향을 받는다는 것이다.(Marcus 외, 1992)  범이론적 

모델(Transtheoretical model)은 각 개인은 자신의 행위를 변화시킬 때 개개인의 

행위변화 단계의 과정을 통하여 변화한다는 전제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Marcus 

외,1996), 모든 개인은 건강과 관련된 특정 행위를 선택하고 유지하는 면에서 모두 

동일한 동기적․인지적 준비상태에 있지 않다는 것을 가정한다.  따라서 건강행위

의 선택과 유지는 각 변화 단계에 기초한 역동적 이행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건

강행위를 ‘한다’ 또는 ‘안한다’의 ‘성공’과 ‘실패’의 이분적 범주로 볼 것이 아니라 

일련의 단계를 가진 변화의 과정으로 이해해야 하며, 행위를 유지하는 개인은 중

단할 수도 있고 다시 시작할 의도를 가질 수 있는 순환적인 존재임을 강조함으로

(Sonstroem,1988) 행위 결과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닌 개인의 행위 과정에 향하

는 동기적, 인지적 요소에 맞추어 건강행위를 설명하고 있는 이론이다(Marcus, 

Rakowski & Rossi 1992).  그러므로 범이론적 모델은 일단 특정 개인의 현재 행

위 변화 단계가 평가되면 각 단계에 따라 어떤 변화 과정들과 원리가 다음 단계

로 진행되도록 돕는데 강조되어져하는 지에 대해 중재 지침을 제공하게(Marcus 

외,1997)되고, 행위 변화 단계의 이동은 각 행위 변화 단계에 따른 구체적인 결과

를 가져오게 된다.  

      범이론적 모형은 몇 가지 개념으로 설명되는데 중심개념은 목표 행위의 변

화단계(stage of change)와 변화의 과정(processes of change)이다.  그리고 행위 

변화를 위하여 결국 목표행위 즉 유방사진촬 을 선택하게 하는 데는 의사결정균

형요인 즉 이득적요인(Pros)과 장애적요인(Cons)이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

구의 개념적 기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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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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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균형
(이득적 요인, 

장애적요인)

유방사진활영 

행위 단계

계획전단계

계획단계

퇴보단계

행동단계

유지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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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방법 및 절차

 

A.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여성의 유방암 조기 발견을 위한 유방사진촬  검진 행위를 예

측하는 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Prochaska 외(1983)가 제시한 범이론적 모델

(Transtheoretical model)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사회의 여성을 대상으로 대상자가 

유방암 검진행위의 변화 단계 중 어느 단계에 속하는가를 조사하고 이러한 변화 

단계에 따라 유의하게 사용되는 변화과정을 분석하며, 각 변화단계를 구분하는 변

화과정과 유방사진촬  검진행위를 선택하는 의사결정의 균형 요인을 규명하여 

유방암검진을 위한 유방사진촬  검진행위 수행의 예측요인을 규명하는 조사 연

구이다.

 

 B. 연구 대상 및 표집

   

      본 연구는 지역사회 여성을 표적모집단으로 하고, 서울을 비롯한 부산, 대

구, 대전, 광주의 5개의 도시에 거주하는 여성을 근접모집단으로 편의 추출에 의

하여 각 도시에 거주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에서 여성이 많이 모이는 곳, 

교회나 학부모회의 등에 가서 설문조사를 하 다.  대상자의 수는 탈락률을 감안

하여 1600 명으로 하 다.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으로 유방질환을 앓았거나 앓는 중이 아닌 여성

  2) 현재 임신 중이거나 수유를 하지 않는 여성

  3) 국문 해독이 가능하며 연구 참여에 동의한 여성 



- 25 -

C. 연구 도구

 

   1) 변화단계 도구

      : Rakowski(1983) 가 사용한 1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계획전단계, 계획

단계, 퇴보단계, 행동단계, 유지단계의 단계별 내용을 기술하여 하나의 단계만 선

택하도록 한 도구이다. 

   2) 변화과정 도구

      : Prochaska (1983)가 개발하고 Rakowski(1998)에 의해 유방암검진행위 특

히 유방사진 촬 에 적용 개발된 28문항의 4개 과정과 1 개의 일반적인 정보에 

대한 요인을 개발자의 승인을 받아 본 연구자가 번역한 후 국어와 어가 능통한 

전문가 2인의 역번역 과정을 거치고, 다시 국문학 전공자에게 어휘 수정을 자문 

받아 도구를 작성하 다. 이렇게 작성된 도구를 다양한 직종의 여성 5명에게 시험 

조사를 통해 문의 사항 및 어려운 어휘들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졌다.  최종적으로 

작성된 도구를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여성에게 사전 조사를 실시한 후 문항의 내

적 일치도를 고려하여 문항의 수정 및 보완을 거쳐 모든 대상자에게 측정하 다.  

도구의 신뢰도는 원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coefficient 가 요인 별로 검진에 

대한 책임의식(commitment to regular screening)이 .79, 정보공유와 의사소통

(information sharing and communication)이 .67, 지지 및 주변관계(thinking 

beyond oneself)가 .68, 의료기관에 대한 인식 (general perceptions of health care 

system)이 .58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각각 .68, .75, .72, .55를 나타냈다.

  

   3) 의사결정 균형도구 

      : Rakowski(1998) 가 개발한 13개 문항의 도구를 번역-역번역 과정을 거친 

후 전문가 타당도 및 어휘 수정을 실시한 후 사전조사를 실시한 뒤 사용하 다.  

검진행위와 관련한 의사결정의 수준을 결정하는 관련 변수로 개인이 검진행위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긍정적인 요소(Pros)와 부정적인 요소(Cons)를 말한다.(Ja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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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n,1968,1977)  본 연구에서는 Rakowski 외(1997) 에 의해 개발된 의사결정

균형 도구 5점 척도 13문항을 본 연구자가 번역한 것을 국어와 어가 능통한 전

문가 2인의 역번역 과정을 거쳐 국어 전문가에게 다시 어휘 수정을 자문 받은 후 

작성하여 다양한 계층의 여성 5명에게 시험 조사를 통해 문의 사항 및 어려운 어

휘들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졌다.  최종적으로 작성된 도구를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여성 30명에게 사전 조사를 실시한 후 모든 대상자에게 측정되었다. 원 연구에서

의 Cronbach's alpha coefficient 는 Pros.가 .74 , Cons. 가 .73 이 으며 본 연구

에서는  Pros.가 .74, Cons.가 .72로 나타났다.

D.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자료수집기간은 2003년 3월 15일-5월 18일 까지 으며, 연구자와 연구보조

원이 선정된 지역을 방문하여 연구에 대해 설명하고 설문지를 조사하 다.  사전

조사는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여

성을 50명 편의추출 하여 자가보고식 설문지로 조사하 다. 도구 개발과정을 거친 

도구를 사용하여 각 요인에 대한 신뢰도 검사(Cronbach's alpha coefficient)를 실

시하 다.  

      본 조사의 자료 수집은 서울,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부산의 6개 지역에서 

이루어졌으며 각 지역에서는 여성이 많이 모이는 장소(교회, 헬스센터, 어머니회 

등)에서 연구자와 연구보조원이 대상자에게 질문지를 설명하여 이해시킨 후에 그

에 대해 응답하게 하 다. 바로 그 자리에서 회수하거나 지역의 사정에 따라 우편

으로 회수하 다.  자료수집에 소요된 시간은 평균 15분에서 30분이었다.  총 

1,600부 중 1,289부가 회수되었으나(회수율은 71.6%) 응답내용이 불성실하거나 연

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총 1,145부를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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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들은 부호화하여 컴퓨터에 입력하여 SPSSW 11.0 를 사용하여 

분석하 다.

 1. 일반적 특성은 기술적 통계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2. 변화과정 및 의사결정균형의 각 요인별 내적 일관성 신뢰도(Cronbach alpha 

계수)를 구하 다. 

 3. 유방검진행위 검진 행위 변화단계는 기술통계를 하 다. 변화단계에 따른 변

화과정 및 의사결정균형의 차이는 MANOVA 를 이용하여 분석하 고, 각 단계에

서 유의한 향 요인은 ANOVA 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4. 변화 단계별 향을 미치는 예측 요인은 판별분석을 하 다. 

 



- 28 -

Ⅴ. 연구의 결과

  A.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30세부터 73세 까지의 여성 1,145명으로 평균 연령

은 44.88세(SD=6.89년)이었다.  연령 분포는 30세에서 39세가 189명(16.5%), 40세에

서 49세가 742명(64.9%), 50세에서 59세가 170명(14.9%), 그리고 60세 이상이 42명

(3,7%)이었다.  

      거주지역은 서울이 475명(42.5%), 인천이 79명(7.1%), 대전이 114명(10.2%), 

대구가 248명(22.2%), 광주가 108명(9.7%) 그리고 부산이 93명(8.3%)이었다.        

결혼 상태는 배우자와 동거하는 경우가 1,045명으로 91.7%를 차지하 고 사별 및 

이혼이 51명(4.4%), 미혼이 55명(4.8%)으로 대다수가 기혼이었다.  종교를 가진 여

성이 기독교 435명(38.3%), 천주교 286명(25.2%), 불교 215명(18.8%), 기타 11명

(1.0%) 그리고 갖지 않은 여성이 55명(4.8%)로 전체 대상자의 95.2%가 종교를 가

지고 있었다.  

      교육 수준은 초등학교 이하가 42명(3.8%), 중․고등학교 졸업이 589명

(52.0%), 전문대학 이상이 484명(43.0%)이었다.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여

성이 533명(46.7%) 이었고, 608명(53.1%)이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대상자가 지각

하는 경제상태로는 상 28명(2.5%), 중 894명(79.0%), 하 210명(18.6%)이었다.  변화 

단계별 일반적 특성은 <표3>과 같다.

      유방 검진 관련 요인에 대한 특성은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변에 유

방암에 걸린 사람이 있는 여성이 480명(44.7%)이 고, 595명(55.3%)이 없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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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문제가 있을 때 상의할 의료팀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이 772명(71.7%)이

었고, 없다고 응답한 여성은 305명(28.3%)이었다.  건강문제에 대한 주요 상의 대

상은 의사, 간호사, 한의사, 약사 등을 포함한 의료진이 152명(79.8%)으로 가장 많

았고 그 중 병원의 의사가 83명(53.9%)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에 가족, 간호

사, 친구 순으로 가족이 가장 많았다.   

   

      유방사진촬 에 대한 교육 경험에 대하여는 528명(49.2%)의 여성이 경험하

다고 하 고, 경험하지 못한 여성은 546명(50.8%)이었다.  실제적으로 유방사진

촬  수행 경험이 있는 여성이 575명으로 50.5%를 차지하 고, 경험 빈도도 1회 

208명(39.5%), 2회 151명(28.7%), 3회 92명(17.4%) 등으로 나타났다.  유방사진촬   

수행 계기도 ‘자기 스스로’ 327명(61.1%)로 가장 많았으며 의료인의 권유가 60명

(11.2%), 친구나 이웃의 권유 46명(8.6%), 책 및 대중매체가 11명(2%) 등으로 나타

났다.  대상자의 건강관련 요인 및 유방검진 관련요인의 특성은 <표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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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145

변     수 빈  도 valid %

연령
  

30세-39세
40세-49세
50세-59세
60세 이상

189 
742 
170 
 42 

16.5
64.9
14.9
 3.7

거주지 서    울l
인    천
대    전 
대    구
광    주
부    산

475 
 79 
114 
248 
108 
 93 

42.5
 7.1
10.2
22.2
 9.7
 8.3

종교 기 독 교
천 주 교
불    교
기    타
없    음

435 
286 
215 
  11
189 

38.3
25.2
18.8
 1.0
16.6

결혼
상태

함께 산다
사    별

별거 및 이혼
미    혼

1045 
  31 
  20 
  55 

91.7
 2.7
 1.8
 4.8

교육
정도

초등 학교
중-고등학교
전문대학이상

 42  
595  
507  

 3.7
 52.0
44.3

경제상태
인식

하
중
상

215 
906  
 29  

18.7
78.8
 2.5

직업 유
무

608  
533  

53.3
46.7

* 무응답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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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건강 관련요인 및 유방검진관련 요인의 특성                  N=1,145

변   수 빈   도 valid 
%

유방암걸린사
람이있는가

예
아니오

635
518

55.1
44.9

상담가능한 
의료팀이 
있는가

예
아니오

823
334

71.1
28.9

Mammo.교육
경험

예
아니오

555
591

48.4
51.6

Mammo. 
수행경험

예
아니오

575
563

50.5
49.5

Mammo. 
경험빈도

1  회
2  회
3  회
4  회
5  회
6  회
7  회
8  회 
10  회

208
151
 92
 36
 28
  3
  2
  2
  4

39.5
28.7

 17.4
  6.8
  5.3

   0.5
   0.3
   0.3
   0.7

Mammo. 
수행계기

자기 스스로
의료인의 권유

 친구나 이웃의 권유
책 및 대중매체

기   타

327
 60
 46
 11
 91

61.1
 11.2
  8.6
 2.0

 17.5

Mammo. :  유방사진촬 ( Mammography )

* : 무응답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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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일반적 특성 및 유방 검진 요인에 따른 변화단계

40대와 50대의 여성이 30대와 60세 이상의 여성보다 계획전단계와 계획단계

가 적었고, 퇴보단계에서는 30대가 제일 적었고, 50대, 40대, 60세 이상 순이었다. 

행동단계, 유지단계에서는 40대 및 50대의 여성이 30대 및 60세 이상의 여성보다 

많았다.  따라서 중년층의 여성들이 유방사진촬  행위를 잘하며, 60세 이상의 여

성들이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나타냈다(x2=26.55, p=.009).

서울시에 거주하는 여성이 광역시에 거주하는 여성보다 행동단계, 유지단계

가 조금 더 많았다. 따라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여성들이 광역시의 여성들보다 유

방사진촬  행위를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x2=2.21, p=.697).

기혼상태의 여성들이 행동단계나 유지단계에 많았고 미혼상태의 여성들이 

계획전이나 계획단계에 많아 기혼 여성들이 미혼여성들보다 유방사진촬  행위를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x2=4.16, p=.384).  종교

를 가진 여성들에게서 행동단계와 유지단계가 많았고, 종교를 갖지 않은 여성들에

게서 계획전단계와 계획단계에 포함하는 여성들이 많아 종교를 가진 여성들이 유

방사진촬  행위를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

냈다(x
2
=12.76, p=.012).  초등학교 졸업 및 전문대 이상 졸업 여성보다 중-고등학

교 졸업 여성이 계획전단계와 계획단계에 많았고 행동단계와 유지단계에서는 전

문대 이상 졸업 여성이 많아, 학력이 높을수록 유방사진촬  행위를 잘하며, 학력

이 낮은 사람이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

타냈다(x2=38.07, p=.000).  

직업을 가진 여성에게서 계획전단계와 계획단계에 많이 분포되었고 직업을 

갖지 않은 여성에게서 행동단계와 유지단계에 더 많아 직업을 갖지 않은 사람이 

유방사진촬  행위를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

타내지는 않았다(x2=9.12, p=.058). 경제상태를 ‘하’라고 인식하는 여성은 ‘중’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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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인식하는 여성보다 계획전단계와 계획단계에 많이 분포되었고,  ‘증’이나 

‘상’으로 인식하는 여성들은 ‘하’로 인식하는 여성들보다 행동단계나 유지단계에 

속하는 여성들이 많았다. 따라서  경제상태가 높다고 인식하는 여성들이 유방사진

촬 을 잘하며 낮다고 인식하는 여성들이 유방사진촬 을 잘 수행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x2=24.47, p=.002). 일반적 특성

에 따른 변화단계의 특성은 <표5>와 같다.

주변에 유방암 걸린 사람이 없는 여성들에게서 계획전단계, 계획단계에 분

포한 여성이 더 많았고, 주변에 유방암 걸린 사람이 있는 여성에게서 유지단계에 

속하는 여성들이 약 두 배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주변에 유방암 걸린 사람

이 있는 여성들이 유방사진촬  행위를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x2=20.44, p=.000). 

상담할 의료팀이 없는 여성에게서 계획전단계와 계획단계에 속하는 여성이 

많았고, 상담할 의료팀이 있는 여성에게서는 유지단계에 있는 여성들이 많았다. 

따라서 건강문제를 상담할 의료팀이 있는 사람이 유방사진촬  행위를 더 잘 수

행,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x
2
=22.25, 

p=.000). 

유방사진촬 에 대하여 교육을 받지 못한 여성에게서 계획전단계와 계획단

계에 속하는 여성이 더 많았고, 교육을 받은 여성에게서 행동단계와 유지단계에 

속하는 여성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육을 많이 받은 여성들

이 유방사진촬  행위를 더 잘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x
2
=178.58, p=000).  유방검진관련 요인에 따른 변화단계의 특성

은 <표6>과 같다.

      이상에서 변화단계별 일반적 특성 및 검진 관련 요인을 요약하면, 대상자의 

연령 분포는 30세에서 70세까지의 여성 1,145명으로  평균 연령은 44.88세

(SD=6.89) 다.  변화 단계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일반적 특성과 검진관련 요인

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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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년층의 여성들이 유방사진촬  행위를 잘하며, 60세 이상의 여성들이 중

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교를 가진 여성들이 유방사진촬

 행위를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유방사진촬  행위를 

잘하며, 학력이 낮은 사람이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경제상태가 높다고 

인식하는 여성들이 유방사진촬 을 잘하며 낮다고 인식하는 여성들이 잘 수행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에 유방암 걸린 사람이 있는 여성들이 유방사진촬  행위를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문제를 상담할 의료팀이 있는 사람이 유방사진촬  행위

를 더 잘 수행,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전에 유방사진촬  행위에 대

해 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유방사진촬  행위를 더 잘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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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변화단계에 따른 일반적 특성                                                                     N=1,145

변 수 빈도(valid %) total* x2

(p-value)   계획전  계획 퇴보     행동 유지

연 령
 (세)

30-39
40-49
50-59
60 이상

68(37.8)
191(27.1)
41(25.8)
13(36.1)

45(25.0)
149(21.1)
29(18.2)
4(11.1)

35(19.4)
157(22.3)
33(20.8)
11(30.6)

22(12.2)
114(16.2)
26(16.4)
4(11.1)

10( 5.6)
94(13.3)
30(18.9)
4(11.1)

180(100)
705(100)
159(100)
 36(100)

26.55
(.009)

거주지 서울시
광역시

133(29.8)
173(28.4)

85(19.1)
138(23.6)

97(21.7)
133(21.8)

71(15.9)
92(15.1)

60(13.5)
74(12.1)

446(100.0)
610(100.0)

2.21
(.697)

결 혼
상 태

기  혼 
미  혼

281(28.3)
30(35.3)

206(20.8)
21(24.7)

223(22.5)
13(15.3)

154(15.5)
12(14.1)

128(12.9)
9(10.6)

992(100.0)
85(100.0)

4.16
( .384)

종 교 유
무

249(27.9)
64(35.6)

178(19.9)
48(26.7)

202(22.6)
32(17.8)

145(16.2)
20(11.1)

119(13.3)
16( 8.9)

893(100.0)
180(100.0)

12.76
( .012)

교 육
상 태

초 등
중-고등
전문대≤

11(27.5)
186(33.7)
112(23.7)

8(20.0)
129(23.4)
86(18.2)

13(32.5)
112(20.3)
106(22.5)

5(12.5)
79(14.3)
80(16.9)

3( 7.5)
46( 8.3)
88(18.6)

 40(100.0)
552(100.0)
472(100.0)

38.07
( .000)

직 업 유
무

160(32.7)
152(25.9)

108(22.0)
119(20.2)

98(20.0)
138(23.5)

65(13.3)
101(17.2)

59(12.0)
78(13.3)

490(100.0)
588(100.0)

9.12
( .058)

경 제 
상 태

하
중
상

70(36.1)
235(27.5)

6(24.0)
47(24.2)

172(20.1)
5(20.0)

46(23.7)
184(21.5)

6(24.0)
25(12.9)

136(15.9)
5(20.0)

6( 3.1)
127(14.9)

3(12.0)
194(100.0)
854(100.0)
 25(100.0)

24.47
(.002)

       * 무응답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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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변화단계에 따른 유방 검진관련 요인                                                              N=1,145

변 수 빈도(valid %) total* x2

(p-value)   계획전  계획 퇴보     행동 유지

주변에 

유방암

환자 유무

없다

있다

192(32.3)

119(24.8)

129(21.7)

97(20.2)

127(21.3)

109(22.7)

93(15.6)

71(14.8)

54( 9.1)

84(17.5)

480(100.0)

595(100.0)

20.44

(.000)

상담 의료팀

유무

없다

있다

231(29.9)

80(26.2)

178(23.1)

49(16.1)

71(21.2)

164(23.3)

121(15.7)

45(14.8)

78(10.1)

60(19.7)

305(100.0)

772(100.0)

22.25

(.000)

Mammo.

교육 경험

없다

있다

233(42.7)

80(15.2)

144(26.4)

83(15.7)

90(16.5)

143(27.1)

55(10.1)

109(20.6)

24( 4.4)

113(21.4)

546(100.0)

528(100.0)

178.58

(.000)

       * 무응답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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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유방사진 촬  행위의 변화 단계

   

  1.  대상자의 변화 단계별 분포

   

      유방사진촬  검진 행위 선택의 변화단계는 계획전단계, 계획단계, 퇴보단

계, 행동단계, 유지단계의 5단계로 각 단계의 정의에 따라 대상자가  자신의 상태

를 고려하여 선택한 결과 계획전단계는 315명(29.1%), 계획단계는 227명(21.0%), 

퇴보단계는 236명(21.8%), 행동단계는 166명(15.3%), 유지단계는 138명(12.8%)로 나

타나 계획전단계와 계획단계에 대상자의 50%가 분포되었고 현재 시점을 근거로 

하여 퇴보단계까지 포함하면 약 72%의 대상자가 유방사진촬 을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2>.

<그림2> 유방사진촬  행위 변화단계별 분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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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유방사진 촬  행위 변화단계별 변화과정

  1. 유방사진쵤  행위 변화단계별 변화과정 사용 정도

   

      전체 단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변화과정은 의료기관에 대한 인식

(M=3.76, SD=.70), 정보공유와 소통(M=3.32, SD=.67), 지지관계(M=2.97, SD=.60), 

검진에 대한 책임의식(M=2.88, SD=.63) 순으로 나타났다.  

   변화과정의 사용이 각 변화 단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검정하기 

위하여 다변량 분석(MANOVA)을 사용하 다.  변화단계별  사용하는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표7>와 같다.   

<표7> 변화 단계별 변화과정의 사용 정도

 변화
 과정        전체

변화 단계
계획전 계획 퇴보 행동 유지

 M(SD) F(p값) M(SD) M(SD) M(SD) M(SD) M(SD)

책임의식 2.88
(.63)

47.98
(.000)

2.56
(.56)

2.94
(.54)

2.85
(.60)

3.10
(.61)

3.30
(.61)

정보공유
및 소통

3.32
(.67)

15.01
(.000)

3.14
(.62)

3.34
(.60)

3.25
(.63)

3.46
(.69)

3.63
(.70)

지지관계 2.97
(.60)

20.59
(.000)

2.75
(.59)

3.03
(.54)

2.92
(.56)

3.12
(.62)

3.24
(.60)

의료기관
인식

3.76
(.70)

13.79
(.000)

3.57
(.72)

3.72
(.67)

3.82
(.68)

3.81
(.64)

4.07
(.71)

      유방사진촬  선택을 위한 변화단계별 변화과정의 정도는 다음 <그림3>에

서 보는 바와 같이  검진에 대한 책임의식(commitment to screening)은 계획전단

계(M=2.56, SD=.56)에서 계획단계((M=2.94, SD=.54)까지 증가하다 퇴보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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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85, SD=.60)서 약간 감소를 보이며 다시 유지단계(M=3.30, SD=.61)로 갈수록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즉, 유지단계(M=3.30, SD=.61)에서 가장 높았고, 행동단

계, 계획단계, 퇴보단계, 계획전단계 순으로 사용되었다. 

      정보공유 및 소통(information sharing and communication) 요인이나 지지

관계(thinking beyond myself) 역시 같은 양상을 보 다.  유지단계에서 가장 높았

고 행동단계, 계획단계, 퇴보단계, 계획전단계 순으로 사용되었다. 

      의료기관에 대한 인식(perception of health care system)은 계획전단계

(M=3.57, SD=.72)에서 부터 퇴보단계(M=3.82, SD=.68)까지 점차적으로 증가하다가 

행동단계(M=3.81, SD=.64)에서 약간 감소하며 유지단계(M=4.07, SD=.71)에는 다시 

증가하 다. 즉, 유지단계에 가장 높았고 퇴보단계, 행동단계, 계획단계, 계획전단

계 순으로 사용되었다. 

 

<그림3> 변화단계별 변화과정 사용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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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방사진촬  행위 변화단계별 변화과정의 차이 

    

      계획전단계, 계획단계, 퇴보단계, 행동단계, 유지단계 5단계에 따른 변화과

정의 차이를 보기 위하여,  변화 과정을 종속변수로 하여 변화단계에 대한 다변량 

분석을 실시하여 각 단계간 유의한 차이가 있음(F=15.56, p=.000)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단계 간 유의한 차이가 어떤 과정들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단변량분석

(ANOVA)에 의해 조사하 는데 단계 간 차이를 나타내는 데는 네 가지 변화과정 

모두 사용되었다.  변화 단계별  유의하게 나타난 네 가지 변화과정들이 어떤 양

상을 보이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DUNCAN 사후검정(p=.05)을 시도하 다<표8>.  

   

      변화단계에 대한 사후검정 결과 검진에 대한 책임의식과정에서 계획전단계

는 퇴보단계와 계획단계, 행동단계 그리고 유지단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

었다(p=.000).  정보공유와 소통과정에서는 계획전단계와 퇴보단계가 한 집단으로 

분류되어 계획단계, 행동단계, 유지단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0).  

지지관계에서는 계획전단계가 퇴보단계와 계획단계, 행동단계 그리고 유지단계에

서 유의한 차이를 보 다(p=.000).  의료기관에 대한 인식에서는 계획전단계가  계

획단계, 행동단계, 퇴보단계(한 집단으로 분류됨) 그리고 유지단계에서 유의한 차

이를 보 다(p=.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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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변화과정에 대한 MANOVA 와 DUNCAN 사후검정결과

MANOVA ANOVA  DUNCAN
 사후검정Approx.F Sig. 변화과정 F값 Sig.

15.56 .000
검진에 대한 책임의식

정보공유와 소통
지지 관계

의료기관에 대한 인식

47.98
15.01
20.59
13.79

.000

.000

.000

.000

PC<R,C<A<M
PC,R≤C≤A<M
PC<R,C≤A<M
PC<C,A,R<M

1.MANOVA에 포함된 종속변수: 검진에 대한 책임의식, 정보공유와 소통, 지지관  

                               계, 의료기관에 대한 인식.

2. MANOVA에 포함된 독립변수: 변화단계

3. MANOVA의 Approx.F 값은 Hotelling's test 값에 대한 F 근사치임.

4. ANOVA 의 결과는 그룹 간 차이에 있어 유의한 변수들에 관한 것임.

5. DUNCANpost comparison은 위의 유의한 변수들이 변화단계간 어떤 양상을   

    보이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분석임.

* PC : Precontemplation(계획전단계)     

   C : Contemplation(계획단계)

   R : Relapse(퇴보단계)      

   A : Action(행동단계)   

   M : Maintenance(유지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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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유방사진촬  행위 변화 단계별 의사결정균형

      유방사진촬  변화단계별 의사결정균형요인의 정도를 살펴보면 다음<표9>

와 같다.  의사결정균형에서 유방사진촬 에 대한 이득에 대한 점수(PROS)는 유

지단계가 가장 높고(M=3.46, SD=.61), 행동단계, 계획단계, 퇴보단계, 계획전단계 

순으로 사용되었으며 행동단계, 계획단계가 전체 평균(M=3.16, SD=.57)보다 높았

다.  반면에 유방사진촬  행위에 장애에 대한 점수(CONS)는 계획전단계(M=2.71, 

SD=.53)가 가장 높고 계획단계가 전체 평균(M=2.48, SD=.56) 보다 높았으며 퇴보

단계는 전체 평균과 같았다.

<표9> 변화단계별 의사결정균형 요인의 정도

변화과정  전체 변화 단계
계획전 계획 퇴보 행동 유지

 M(SD) F(p값) M(SD) M(SD) M(SD) M(SD) M(SD)
 이득적
(PROS)

3.16
(.57)

20.14
(.000)

 2.99
(.49)

3.18
(.54)

3.10
(.54)

 3.30
(.62)

 3.46
(.61)

 장애적
(CONS)

2.48
(.68)

33.21
(.000)

 2.71
(.53)

2.51
(.54)

2.48
(.54)

 2.36
(.51)

 2.10
(.56)

      의사결정 균형은 <그림4>에서 보면, 유방사진촬  행위에 대한 이득적 요인

이 단계가 진행될수록 점차적으로 증가하며 퇴보단계에서 약간 감소현상을 보이

다가 유지단계에서 최고점을 이루며, 장애적 요인은 단계가 진행되면서 점차적으

로 꾸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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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변화단계별 의사결정균형 요인의 정도

      유방사진촬  행위 변화단계별 의사결정균형 요인의 정도를 살펴보면 다음

<표9>와 같다.  변화단계에 대한 의사결정균형요인의 차이는 다변량분석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 다(F=31.05, p=.000).  그리고 그룹간 유의한 차이

가 어떤 요인들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알아보기 위해 단변량분석(ANOVA)을 하

는데  두 요인 즉, 이득적요인과 장애적요인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 다<표10>.  

      이러한 두 요인에 의한 차이가 단계간 어떤 양상을 보이는가를 조사하기 

위해 DUNCAN 사후검정을 조사한 결과 이득적요인의 경우 계획전단계(M=2.99, 

SD=.49)와 퇴보단계(M=3.10, SD=.54)가 한 집단으로 분류되어 가장 작은 값을 보

으며, 계획단계(M=3.18, SD=.54), 행동단계(M=3.30, SD=.62), 유지단계(M=3.46, 

SD=.61) 순으로 이득적 요인의 값이 점점 커지며 유의한 차이를 보 다(p=.05). 장

애적요인의 경우에는 유지단계(M=2.10, SD=.56), 행동단계(M=2.36, SD=.51), 퇴보

0

0.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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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5

3

3.5

4

계획전단계 계획단계 퇴보단계 행동단계 유지단계

PROS C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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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M=2.48, SD=.54)와 계획단계(M=2.51, SD=.54)가 한 집단으로 분류되었고, 계

획전단계( M=3.10, SD=.54)순으로 장애적요인의 값이 점점 증가하며 유의한 차이

를 보 다(p=.05)<표10>. 

<표10>의사결정균형요인에 대한 MANOVA, ANOVA및 DUNCAN 사후검정결과 

MANOVA ANOVA  DUNCAN
 사후검정Approx.F Sig. 의사결정균형요인 F값 Sig.

31.05 .000 이득적 요인
장애적 요인

20.14
33.21

.000

.000
PC,R≤C<A<M
M<A<R,C<PC

1.MANOVA에 포함된 종속변수: 검진에 대한 책임의식, 정보공유와 소통, 지지관  

                               계, 의료기관에 대한 인식.

2. MANOVA이 포함된 독립변수: 변화단계

3. MANOVA의 Approx.F 값은 Hotelling's test 값에 대한 F 근사치임.

4. ANOVA 의 결과는 그룹 간 차이에 있어 유의한 변수들에 관한 것임.

5. DUNCAN post comparison은 위의 유의한 변수들이 변화 단계간 어떤 양상을  

     보이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분석임.

6. PC : Precontemplation(계획전단계)     

    C : Contemplation(계획단계)

    R : Relapse(퇴보단계)    

    A : Action(행동단계) 

    M : Maintenance(유지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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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에서 결과의 내용을 요약하면, 유방사진촬  행위의  변화단계는 계획

전단계가 315명929.1%), 계획단계가 227명(21.0%), 퇴보단계가 263명(21.8%), 행동

단계가 166명(15.3%), 그리고 유지단계가 138명(12.8%)을 나타냈다.

      유방사진촬  행위 변화단계별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변화과정은 계획전단

계에서는 모든 변화과정이 가장 낮게 사용되었고, 모든 단계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게 사용되었다. 계획단계에서는 검진에 대한 책임의식이 가장 낮게 

사용되었으며, 검진에 대한 책임의식, 정보공유와 소통과정이 평균점수보다 많이 

사용되었다. 퇴보단계에서도 검진에 대한 책임 의식이 가장 낮게 사용되었고 의료

기관에 대한 인식과정이 평균점수보다 많이 사용되었다.  행동단계 역시 검진에 

대한 책임의식이 가장 낮게 사용되었으며, 유지단계에서는 지지관계가 가장 낮게 

사용되었다. 

      의사결정균형에서 이득적 요인(PROS) 점수는 유지단계에서 가장 높았고 행

동단계, 계획단계, 퇴보단계, 계획전단계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장애적 요인

(CONS) 점수는 계획전단계에서 가장 높았고 계획단계, 퇴보단계, 행동단계, 유지

단계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변화단계별 의사결정균형의 각 요인은 단계가 진

행될수록 폭이 점점 넓어지고 있어 이득적 요인이 장애적 요인보다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그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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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유방사진활  행위 변화단계별 예측 요인

  

      유방사진촬  검진의 변화단계를 예측할 수 있는 변수를 분석하기 위하여 

판별분석을 실시하 다.  본 연구에서의 판별분석은 변화과정 변수와 의사결정균

형요인 변수들의 정보에 근거하여 변화단계를  분류하는 데 유의한  변수를 판별

하고  이들 판별변수에 의한 적중률을 제시하는데 있다.   

1. 변화 단계별 예측 요인 

      
      각 단계별 유의한 요인을 예측하기 위하여 판별분석을 하 다. 첫 단계로 

종속변수를 전계획단계, 계획단계, 두 번째는 계획단계와 퇴보단계, 세 번째는 퇴

보단계와 행동단계, 네 번째는 행동단계와 유지단계로 하 으며 각 단계에 포함된 

대상자 수는 각각 전계획단계 305명, 계획단계 227명, 퇴보단계 232명, 행동단계

164명, 유지단계 138명이었다.  각 단계에 속하는 대상자가 균등하지 않으므로 해

석에 유의해야 한다.  

      독립변수는 의사결정균형요인 즉, 이득적요인, 장애적 요인과 변화과정 네 

요인을 가지고 각 단계별 판별요인을 구하기 위하여 네 차례의 판별분석을 실시

하 다.  각 독립변수들의 집단평균에 대한 동질성은 <부록3>과 같이 동일하므로  

판별분석에 이용할 수 있다.  또한  Box's M의 통계량 결과, 변화과정의 각 집단

간 공분산 행렬의 동일성 정도는 Box's M의 통계량이 계획전단계―계획단계가 

1.525(p=.678), 계획단계―퇴보단계가 .493(p=.483), 퇴보단계―행동단계가 1.172(p=.761), 

행동단계―유지단계가 6.038(p=.147) 로 공분산행렬의 동일성이 보장되어 판별분석

을 수행하 다.  



- 47 -

<표11> Box's M의 통계량 검증

 

   

      판별분석결과 변화단계별로 각 1개씩의 판별함수가  추출되었다<표12>.  계

획전단계―계획단계에서 1개의 함수가 추출되었으며 판별변수는 검진에 대한 책

임의식과 장애적 요인의 두 변수이며,  설명력은 36%(정준상관계수=.360, p=.000)

다.  두 변수에 대한 부하값은 검진에 대한 책임의식, 장애적 요인 각각 9.89, 

9.25로  검진에 대한 책임의식의 변수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두 변수의 조합으로 계획전단계를 맞출 확률은 81.3%, 계획단계를 맞출 확률은 

43.9%이며, 전체적으로 변화단계를 정확하게 맞출 확률(Hit Ratio)은 65.5% 다.

   

      계획단계―퇴보단계에서 1개의 판별함수가 추출되었으며 판별변수는 지지

관계로 이 판별변수의 설명력은 약 10%(정준상관계수=.095, p=.000) 다.  지지관

계 변수로 계획단계를 맞출 확률은 43.5%, 퇴보단계를 맞출 확률은 67.2%로 전체

적으로는 변화 단계를 정확하게 맞출 확률은 55.7% 다.

      퇴보단계―행동단계에서는 1개의 함수가 추출되었으며 설명력은 30.2%(정준

상관계수=.302, p=.000) 다.  검진에 대한 책임의식과 장애적요인 두 변수가 중요

하게 작용하 으며, 각 변수에 대한 부하값이 각각 1.451, -0.939로 검진에 대한 책

계획전-계획 계획-퇴보 퇴보-행동 행동-유지

Box's M  1.525 .493 1.172 6.038

F Approx. .506 .492 .388 1.998

 df1 3 1 3 3

 df2 23559063.817 609811.094 10140355.216 446363958.881

 Sig. .678 .483 .761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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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식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두변수의 조합으로 퇴

보단계를 맞출 확률은 85.3%, 행동단계를 맞출 확률은 25.6%로 전체적으로는 변화

단계를 정확하게 맞출 확률은 60.5% 다.

   

      행동단계―유지단계에서는 1개의 판별함수가 추출되었으며 설명력은 22.7%

(정준상관계=.227, p=.000)이었다.  장애적 요인과 검진에 대한 책임의식 두 변수가 

추출되었으며 변수에 대한 부하값이 8.75, -0.662로 장애적 요인이 더 중요하게 작

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 두 변수의 조합으로 행동단계를 맞출 확률

은 77.4%. 유지단계를 맞출 확률은 50.0%로 전체적으로 변화단계를 정확하게 맞출 

확률(Hit Ratio)은 64.9%이었다<표13>.

<표12> 변화단계 예측을 위한 정준 판별함수

단계 판별변수 Eigen
value

Canonical 
Correlation

Wilks' 
Lambda

Chi
-Square

p
-value

계획전
-계획

CONS
CS .149 .360 .870 72.94 .000

계획-퇴보 TBM .009 .095 .991 4.12 .000

퇴보-행동 CS
CONS .101 .302 .909 28.59 .000

행동-유지 CONS
CS .054 .227 .948 20.73 .000

 CONS : 장애적요인

 C S :  검진에 대한 책임의식(Commitment to Screening)

 TBM : 지지관계( Thinking beyond My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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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3> 변화단계별 판별적중률 (Hit Ratio) 결과

단계 구분
Predicted Group Membership (%)

계획전 계획 퇴보 행동 유지

계획전-계획
계획전 81.3

계획 43.9

계획-퇴보
계획 43.5

퇴보 67.2

퇴보-행동
퇴보 85.3

행동 25.6

행동-유지
행동 77.4

유지 50.0

      이상에서 변화단계별 예측 요인을 요약하면, 계획전단계에서 계획단계로의 

진행에는 검진에 대한 책임의식과 장애적 요인이 주요 변수로 작용하며 그 중 검

진에 대한 책임의식이 더 주요 변수로 작용하 다.  

      계획단계에서 퇴보단계로의 진행에는 지지관계 변수가 중요하게 작용하

으며, 퇴보단계에서 행동단계로의 진행에는 검진에 대한 책임 의식과 장애적 요인

이 중요하게  작용하며 그 중 검진에 대한 책임의식 변수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

다.      

      행동단계에서 유지단계로의 진행에는 검진에 대한 책임의식과 장애적 요인

이 주요 변수로 작용하 으며 그 중 장애적 요인 변수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 다. 

각 변화 단계별 주요하게 작용된 예측 변수는 다음 <표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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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4> 각 변화 단계별 주요하게 작용된 변수

변화 단계(Stage of Change)

계획전  ⇒ 계획   ⇒   퇴보   ⇒ 행동  ⇒    유지

변화

과정

과 

의사

결정

균형

    검진에 대한 

     책임의식                   

         지지 관계

            검진에 대한

              책임의식

 검진에 대한

  책임의식

         장애적요인  장애적요인     장애적요인



- 51 -

Ⅵ. 논 의

  

      본 연구는 유방암 예방을 위한 유방사진촬  행위에 관한 연구로 TTM의 

이론적 근거 하에 Rakowski 외(1996)가 제시한 변화단계 및 변화과정의사결정균

형 요인으로 유방사진촬  검진행위 단계별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을 규명하고

자 시도하 다.  본 장에서는 연구 결과적 측면과 이론적 측면, 그리고 방법론적 

측면으로 논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A. 연구 결과적 측면 

 

   1. 일반적 특성과 변화단계

  

      변화단계별 일반적 특성 및 검진 관련 요인을 요약하면, 변화 단계별 유의

한 차이를 나타낸 일반적 특성과 검진관련 요인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년층의 여성들이 유방사진촬  행위를 잘하며, 60세 이상의 여성들이 중간에 포

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교를 가진 여성들이 유방사진촬  행위

를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유방사진촬  행위를 잘하며, 

학력이 낮은 사람이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경제상태가 높다고 인식하

는 사람들이 유방사진촬 을 잘하며 경제 상태가 낮다고 인식하는 여성들이 수행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러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3년간 계속 유지하는 경향이 높은 것(Miller & Champion,1993)과도 일

치한다 하겠다. 또한 연령, 직업상태, 교육에서 변화단계별 유의한 차이를 보인 

Stoddard 등(1998)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는 주변에 유방암 걸린 사람이 있는 여성들이 유방사진촬  행

위를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문제를 상담할 의료팀이 있는 사람이 유

방사진촬  행위를 더 잘 수행,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전에 유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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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촬  행위에 대해 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유방사진촬  행위를 더 잘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도 선행연구들을 지지하는 것인데 특히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계속적으로 의사소통을 한 여성들에게서 유방사진촬  수행이 높은 선행연구 결

과들을 감안하여 건강 교육을 제공할 때 개인의 수준을 고려한 그룹별 접근방법

이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2. 유방사진촬  변화단계

  

      Prochaska(1994)가 지적한 것처럼 TTM은 다양한 표본에 따라 변화단계, 각 

변화단계별 변화과정 및 의사결정균형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Prochaska & 

Diclemente,1983; Marcus 외 1997,1998; Rakowski 외,1996; Shin-Ping Tu 외,2002). 

따라서 간호중재를 하기 전에 목표 행위에 대한 대상자 집단의 각 변화단계의 분

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각 변화 단계별로 가장 많이 또는 중요하게 사용하는 변

화과정을 분석한 결과를 기본 지침으로 삼는 것은 필수적인 과정이다.

      연구 대상자에 따라 변화단계의 분포가 다르므로 TTM을 이용한 연구에서 

운동의 경우, 행동전단계와 행동단계의 2단계(Walton 외,1999; Finckenor & 

Bredbenner,2000), 계획전단계, 계획단계, 행동단계의 3단계(Long 외1996;Calfas 외 

1996; Marcus 외 1997) 로 구분하거나 계획전단계, 계획단계, 행동단계 및 유지단

계의 4단계(오현수,김 란,1996,1997) 그리고 원래 TTM의 5단계(Ulbrich,1999; 

Malotte 외,2000; 김춘자,2001)를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 다.  다른 건강 행위의 경

우에는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하는데 유방사진촬 (Mammography)의 경우 

계획전단계, 계획단계, 행동단계, 유지단계의 4단계(Rakowski 외, 1992), 계획전단

계, 계획단계, 퇴보단계, 행동단계, 유지단계의 5단계(Rakowski 외, 1996; 

Shin-Ping Tu 외,2002)로 구분하며, 직장암검진 행위에서는 무지단계, 계획전단계, 

퇴보단계, 계획단계, 행동단계, 유지단계의 6단계(Manne 외,2002)로 구분하기도 하

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여성을 대상으로 유방사진촬  행위 변화단계를 5

단계로 구분했을 때, 계획전단계가 315명(29.1%), 계획단계가 227명(21.0%), 퇴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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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236명(21.8%), 행동단계가 166명(15.3%) 그리고 유지단계가 138명(12.8%)이었

다. 이는 유방사진촬  행위에 대해 연구한 선행연구 박 주 외(2000)의 결과와는 

대조적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표2 참조), 계획전단계의 비율이 많이 감소하 고 

계획단계의 비율이 증가하 으며 행동단계나 유지단계의 비율이 두 배정도 증가

하 다.  아마도 이것은 2000년 이후 유방암에 대하여 대중매체나 병원에서의 교

육 등으로 사회적인 인식의 확산의 향이 크고 또한 국내 여러 관련 단체들의 

유방암 검진에 대한 홍보(예: 유방암 검진을 위한 분홍리본 캠페인 등)로 일반 여

성들 에게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선행연구에서는 퇴보단계에 속하

는 대상자를 계획단계 내에서 별도로 분류하여 구분하 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 

비율이 더 높았다.  그 이유를 생각해본다면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유방사진촬 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경제적인 이유’, ‘잊어버려서’, ‘아무 증상이 없으니까’ 

라는 응답을 보인 것으로 보아 계속 해오다가도 이러한 이유들로 그 중요성이 상

실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지역사회 여성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교육 및 대

중 홍보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외국의 연구와 비교해 볼 때 계획전단계, 계획단계, 퇴보단계의 유

방사진촬  행위를 현재 하지 않는 율이 각 4-6%로 20%가 넘는 본 결과와는 다

른 양상을 보이고, 행동단계가 18-21%, 유지단계에 속하는 비율이 23-64%임을 감

안하고, 또한  유방사진촬 의 반복 수행에 대한 최근의 연구(Mellisa R.,등,2003) 

결과  계확단계가 36%, 행동단계가 18%, 유지단계가 42%이며 퇴보단계가 4%임을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여성들의 유방사진촬  수행율은 아직도 낮아  교육 및 대

중매체를 통한 주기적인 홍보 중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임을 보여준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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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유방사진촬  행위의 변화단계에 관한 연구 

행위 연구자 N 계획전 계획 퇴보 행동 유지

유방

사진

촬

Rakowski('93) 676 9.9 17.7  7.1 13.2 35.8

Prochaska('94) 141 21.9 17.0 - 18.4 42.5

Champion('94) 541 9.0 29 - 59

Rakowski('96) 1,152 4.4 5.1  6.0 20.5 63.8

박 주 (‘00) 1,903 54.9 11.9 14.0 7.8 5.5

Chmot 등(‘01) 909 23.1 13.5 7.0 10.2 29.7

Shing-P Tu('02) 248 27.0 6.0 26.0 18.0 23.0

Mellisa R(‘03) 287 ․ 36 4 18 42

본 연구 1,145 29.1 21.0 21.8 15.3 12.8

3. 변화단계별 변화과정과 의사결정균형

      각 변화단계별로 일반적으로 강조되는 변화과정 및 원리는 초기단계에 인

지․경험적 과정이 후기 단계에 행동적 과정이 강조되었다(Prochaska & 

Velicer,1997).   본 연구에서는 유방사진촬  행위 변화단계별로 가장 많이 사용하

는 변화과정은  계획 전단계에서는 모든 변화과정이 가장 낮게 사용되었고, 모든 

단계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게 사용되었다. 계획단계에서는 검진에 

대한 책임의식이 가장 낮게 사용되었으며, 검진에 대한 책임의식, 정보공유와 소

통과정이 평균점수보다 많이 사용되었다. 퇴보단계에서도 검진에 대한 책임 의식

이 가장 낮게 사용되었고 의료기관에 대한 인식과정이 평균점수보다 많이 사용되

었다.  행동단계 역시 검진에 대한 책임의식이 가장 낮게 사용되었으며, 유지단계

에서는 지지관계가 가장 낮게 사용되었다. 



- 55 -

      변화단계별 변화과정 중 검진에 대한 책임의식(commitment to screening)요

인은 계획전단계에서 증가하다 퇴보단계에서 약간 감소를 보이며 다시 유지단계

로 갈수록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정보공유 및 소통(information sharing and 

communication) 요인이나 지지관계(thinking beyond myself) 요인 역시 같은 양

상을 보이며, 의료기관에 대한 인식(perception of health care system)요인은 계획

전단계에서 부터 점차적으로 증가하다가 행동단계에서 약간 감소하며 유지단계에

는 다시 증가하 다. 이는 Rakowski 외(1996)의 연구 결과와  변화단계별 유사한 

흐름의 양상을 보이어, 의료기관에 대한 인식이 모든 단계에서 가장 높았고, 계획

전단계, 계획단계, 퇴보단계에서 검진에 대한 책임의식이 가장 낮은 것은  일치했

으나 본 결과에서 단계가 진행될수록 검진에 대한 책임의식이 지속적으로 낮았던 

반면, 행동단계와 유지단계로 갈수록 높아졌던 선행 연구와 다른 양상을 나타냈

다.  또한 정보공유와 소통의 값이 퇴보단계에서 지지관계의 값보다 낮아지는 것

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검진에 대한 책임의식은 계속적으로 낮았으며 퇴보단

계에서 지지관계와 정보공유와 소통의 값이 감소되는 차이가 있었다.  이는 함

(2002)의 유방사진촬  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남편과 주관적인 규범

(subjective norm)을 제시한 것과,  여성암 검진 행위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건강에 관한 대화나 주위의 기타 암 발생을 제시한 김(1988)의 연구 결과를 지지

하는 것이다.  또한  유사한 건강행위인 자궁암 조기검진 행위에 향을 주는 요

인으로 가족 및 친구의 권유를 제시한 이 외(2001)의 결과와  Manne 외(2002)의 

대장암검진행위의 단계별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족의 친 감(closeness 

sibling)를 제시한 것과도 유사한 결과라 하겠다.  또한 유방사진촬 의 검진 행위 

결정에 보호자 및 가까운 친구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보고(Calan,1984; 

Champion, 1991;Schechter, Vanchieri & Crofton,1990; Taplin & Montano,1993)한 

것과도 같은 결과라 하겠다.  이는 또한 우리의  생활습관이  이성적이라기보다는  

가족이나 가까운 이웃이나 친지, 친구들끼리 자기가 가진 정보에 대해 서로 이야

기하고 권면하는 가운데 행동하는 경우가 많은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지역단위의 여성에게 유방암 예방을 위한 유방사진촬  검진을 증진시키

려면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접근(individual approach)보다 가족, 주위 친구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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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social network)을 고려한 가족 및 지역사회접근(Community approach)을 고

려해야 할 것이다.  

    

      변화단계별 의사결정균형은 이득적 요인(PROS) 점수는 유지단계에서 가장 

높았고 행동단계, 계획단계, 퇴보단계, 계획전단계 순으로 나타났고,  장애적 요인

(CONS) 점수는 계획전단계에서 가장 높았고 계획단계, 퇴보단계, 행동단계, 유지

단계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득적 요인은 단계가 진행되면서 꾸준히 증가하

다가 퇴보단계에서 약간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여 유지단계에서 최고점을 이루

고, 장애적 요인은 단계가 진행되면서 꾸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바람직한 

건강행위에 대한 의사결정 균형의 선행연구 결과와 같은 양상을 나타내었다.  이

와 같이  본 연구의 의사결정균형요인의 단계별 변화가 장 외(2001)의 결과와 같

은 양상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Prochaska와 Velicer(1994)의 결과와는 유사하면서

도 다른 점은, 그는 이득적요인과 장애적 요인이 교차하는 지점이 행동을 위한 준

비상태의 신호라고 하 지만 본 연구에서는 교차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것은 대

상자가 아무리 같은 지역  또는 같은 연령을 표출했다 하더라도 그들이 갖고 있

는 다른 배경이 인지적인 차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실제

적으로 유방사진촬  행위에는 준비단계가 쉽게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모양

을 보이고 있다고 사료된다.  유방사진촬  행위 변화 단계별 이득적 요인과 장애

적 요인이 유의하게 작용된 것은 많은 선행 연구결과(Rakowski 외,1992,1997; 

Lipkus 외,1996; Grimley,1993; Migneault 외,1997)들과 일치하는 것이다.

      Prochaska (1994)의 강-약의 원칙대로 변화단계가 계획전단계에서 유지단계

로 단계가 진행될수록 이득적요인은 1 SD(표준편차)만큼 증가하고, 장애적 요인은 

0.5 SD (표준편차)만큼 감소한다고 한다면, 유방사진촬 에 대해 기피현상을 보인

다는 것은 행동단계와 유지단계에 이득적 요인의 값이 장애적요인의  값보다 낮

은 상태를 의미하며,  계획전단계에 계획단계보다 낮은 이득적 요인의 값은 아직 

유방사진촬 을 수행하지 않았더라도 앞으로 유방사진촬 에 더 호감을 갖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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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방사진촬  검진 행위를 향상시키려면 유방암에 대한 심각성이나 증상이 

없으면 검진이 필요 없다 또는 개인적 건강상태의 확신으로 인해 병원검진에 소

홀해도 된다는 잘못된 지식, 결과에 대한 두려움 등이 주는 부정적인 면보다는 가

족을 위해서 검진한다, 정기적 검진의 필요성 및 안전성 등의 긍정적인 측면의 접

근을 통해 유방암 조기검진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 형성이 필요하며 개인의 의사

결정에 향을 미칠 수 있는 가족, 친구, 주위의 지지를 통해 검진율을 향상시키

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 변화단계별 예측 요인

   

      변화단계를 구분하는데 유의한 예측 요인을 위하여 판별분석을 하 다.  일

반적으로 판별분석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이다(김충련,2000). 1) 설명변수들의 정

보에 근거하여 관찰치가 속하는 집단을 분류할 수 있는 판별함수를 이끌어 낸다. 

2) 집단간에 세 차이를 잘 나타낼 수 있는 설명함수로 구성된 선형결합의 집합을 

이끌어낸다. 3) 집단간의 차이를 잘 나타낼 수 있는 설명변수의 부분집합을 이끌

어낸다.   본 연구에서는 변화단계를 종속변수로 하고, 변화과정과 의사결정요인 

변수를  독립변수로 판별분석을 하여, 변화 단계별 중요하게 작용하는 판별 변수

를 추출하고 이 판별 변수의 조합으로 정확하게 단계를 예측할 확률을 제시하

다.

      변화단계별 예측 요인은, 계획전단계에서 계획단계로의 진행에는 검진에 대

한 책임의식과 장애적 요인이 주요 변수로 작용하며 그 중 검진에 대한 책임의식

이 더 중요 변수로 작용하 다. 계획단계에서 퇴보단계로의 진행에는 지지관계 변

수가 중요하게 작용하 으며, 퇴보단계에서 행동단계로의 진행에는 검진에 대한 

책임 의식과 장애적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며 그 중 검진에 대한 책임의식 변

수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 다. 행동단계에서 유지단계로의 진행에는 검진에 대한 

책임의식과 장애적 요인이 주요 변수로 작용하 으며 그 중 장애적 요인 변수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 다.  이것은 Marcus 외(1992)를 비롯한 여러 선행연구에서 

유방사진촬  행위를 선택하는 데에는 장애적 요인이  변화단계를 구별하는데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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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게 사용된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며, 직장암 검진행위를 조사한 Mannet 등

(2002)의 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스위스의 40-80세의 여

성을 대상으로 한 Chmot, Charvet & Perneger(2001)의 유방사진촬 의 단계 예측

요인으로 제시한 높은 이득적요인과는 상반된 결과이다.  또한 흥미롭게도 본 연

구의 결과에서는 변화단계를 판별하는데 있어 검진에 대한 책임의식 외에 지지관

계나 정보공유와 소통의 과정이 유의한 변수로 포함되지 못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정보공유와 의사소통의 과정과 지지관계가 검진에 대한 책임의식과 높은 상관관

계를 보여(상관계수는 .71,p=.01), 각 과정들의 항목들이 변별력이 부족한 점도 있

을 수 있으나 문화간의 차이를 고려할 때 여성들의 모여서 이야기하면서 서로 주

고받는 정보에 격려받기도 하고 모방행동을 잘하는 데에서 오는 차이라고도 생각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유방사진촬  행위의 예측요인으로 의사결정균형요인을 

제시한 Chamot & Charvet (2001), Stoddard 외(1998)의 연구보다 중재지침에 더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결론적으로 변화과정을 가지고 변화단계

를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이 유방사진촬  행위가 빈도가 적은 행위이지만 지속적

인 과정으로 개념화하여 변화단계와 변화과정을 관련시켜 설명한 Prochaska 외 

(1983)의 이행적 모델을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유방암 예방을 위한 유방사진촬  검진행위란 

여러 가지 변화과정을 사용하면서 수행되는 행위이며 유방사진촬  검진에 대한 

책임의식, 지지관계, 장애적 요인 등이 유방사진촬  검진행위의 변화 단계를 예

측하는데 향력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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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이론적 측면-Transtheoretical Model

    

      건강행위에 대한 연구의 이론적 기틀로 지금까지 건강신념모형(Health 

Belief Model), 합리적 행위이론 및 계획된 행위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 

and Theory of Planned Behavior), 범이론모형(Transtheoretical Model) 등이 사용

되어 왔다.  

      

      범이론적 모델(TTM)은 지금까지의 이론에서 관심을 보 던 결과적인 행동

(outcome)에 관심을 보 던 것과는 다르게 결과적인 행동에 이르는 과정(process)

에 관심을 가진다.  따라서 행동변화는 ‘한다’ 또는 ‘안한다’의 이분적 현상이 아니

라는 가정을 갖는다(Prochaska & DiClemente,1983)  즉 행동 변화는 역동적이고 

일직선상의 일이 아니고, 행동변화는 어떤 일련의 불연속의 단계의 행동을 통하여 

일어난다는 것이다.  TTM은 대상자가 행위 변화를 보이기 전에 인지적, 행위적 

변화를 갖는 단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각 단계는 개인마다 변화하려는 준비 

상태가 다른 것처럼 다양하며 따라서 개인이 인식하는 대상 행동의 변화와 관련

된 인식과 행동에 의하여 정의된다.  그리고 각 단계마다 사용되는 기전 즉, 변화

과정이 다르므로 그 변화과정을 알면 다음 단계로의 진행을 촉진할 수 있는 간호 

중재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게 된다(Marcus 외 , 1997).  

      이 모델의 단점이 인간의 행위 자체를 분리된 단계로 나눌 수 없는 점일 

수 있으나, 장점은 변화의 단계와 이러한 단계에 걸친 인지적 측면을 연계하여 설

명한다는 점이며  본 결과는 대상자가 행위 실행의 변화를 보이기 전에 유방사진

촬  행위에 대한 변화 과정 및 이득적 측면과 장애적 측면에 대한 인지적 변화

를 갖는다는 것을 제시하여 건강행위가 단지 실행, 비실행으로 양분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유방암 예방을 위한 유방사진촬  검진행위를 설명하는데 

있어 개인마다의 단계를 파악하고 그 단계에 가장 유의하게 작용하는 변화과정을 

분석하여  최종적인 유방사진촬  행위를 하도록 하며 또한 유지하도록 하는 데 

대상자의 현재 상태에 맞는 맞춤식 간호 중재를 가능하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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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방법론적 측면

      본 연구의 설계는 질문지를 이용한 조사연구이며, 자료수집 시기는 사람이 

활동하기 쉬운 시기(3월 15일-5월 18일)에 실시함으로써 대상자들이 가정이 아닌 

외부 장소에 모여 활동할 때에 실시하여 총 1,289부를 회수할 수 있었다(회수율 

71.6%). 

  

  1. 연구 대상자 및  자료 수집 방법

    

      자료 수집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유방이상 증상이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유방암 예방을 위한 유방사진촬  검진행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모든 연령층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 다.  이는 전 세계는 물론 우리나라의 유방암 증가율이 해마

다 증가추세에 있으며, 20대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여 연령이 증가할수록 발생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보건복지부,2002)된 바  여성의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유방에 질환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제외하 으며, 30세 미만의 

사례가 13건 밖에 없어 연령층을 구분하여 분석할 때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발견

하기 어려우므로 분석에서는 제외하여 총 1,145 사례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 다.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연구 결과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무작위표출을 해야 

하지만 일지역이 아닌 서울시와 5개의 광역시를 대상지역으로 조사할 때 현실적

으로 불가능하여 종교 활동시, 헬스센터, 학부모회, 반상회, 계모임, 또는 학교의 

선생님을 통하여 소개받아 조사한 결과이므로 확대 해석상 주의를 필요로 하지만 

여러 도시에서 표본이 추출되어 나타난 결과이므로 여성 집단의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기존의 연구(Rakowski 외.1993,1994,1996; Diane 

M,1993; Champion,1994; Andrew,1997; Manne 외,2002; S-P Tu 외,2002) 와 다르

게 단일 행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보다 표본수가 많아 검증력이 높다고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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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도구

   

    1) 변화단계 

      Prochaska 외(1983)의 본래 도구에는 변화단계가 계획전단계, 계획단계, 준

비단계, 행동단계, 유지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이 단계도 대상자에 따라 목표 행동

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하 다.  본 연구의 대상 행위는 유방암 예방을 위한 유

방사진촬  검진 행위이다.  유방사진촬  검진 행위 선택을 위한 변화단계는 

Prochaska 외(1983)의 모델에서 준비단계가 없는 네 가지 단계로 Rakowski 외 

(1993)는  계획전단계, 계획단계, 행동단계, 유지단계로 정의하 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획전단계, 계획단계, 퇴보단계/퇴보위기단계, 행동단계, 유지단계로 수정

하 다(Rakowski 외, 1996).  유방사진촬  검진행위에서 준비단계가 없는  것은 

연구자(Rakowski, 1992)가 도구 개발 시 조사한 문항에서 ‘준비단계’에 대한 문항

을 발견하기 어려웠는데 대부분이 아예 계획이 없거나 아니면 이미 검진 준비가 

되어있는 상태의 여성들이어서 이것은 계획전단계에서 바로 행동단계로 옮겨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 다. 실제로 Prochaska(1994) 의 연구에서 12가

지의 건강행위에 대한 변화단계를 조사하 는데 흡연과 운동 그리고 의사의 예방

적 행위에 있어서 준비단계가 발견되었고, Cocaine 남용, 체중조절, 고지방식이조

적, 청소년 비행, 안전한 성행위, Condom 사용, 자외선 차단제 사용, Radon 가스 

노출, 유방사진촬  검진행위에 있어서는 준비단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일

반적 건강행위 즉 금연, 체중조절, 건강식이섭취, 운동 같은 행위는 유방사진촬

과 달리 매일 매일의 행동에 기초하고 있어 준비단계에서 말하는 작은 행동의 변

화를 발견하기 쉽지만, 유방사진촬 은 매 1-2년에 한번씩 수행하는 것으로 매일 

매일 필요로 하는 행위 변화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하겠다.  매일 하는 행위에서

는 1-2년에 한번 하는 행위에서보다 준비단계가  더 쉽게 발견될 수 있다.  

      각 단계의 정확한 구분에 있어서 최근에는 유방암 검진 지침에 따라 구체

적인 기간을 명시하여 단계를 구분하 는데(Rakowski 외 ,1996; Manne 외, 2002) 

본 연구는 유방사진촬  검진 행위의 특성상 1-2년에 한번씩 시행하는 검진행위이

므로 대상자의 연령층이 다양한 점을 고려하여 단계를 구분할 수 있는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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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을 제시하지 못했다.  특히 행동단계와 유지단계에 있어서 명확히 구분되지 

못하는 점이 있다.  그러나 단계구분 문항의 응답률이 1,080명(94.3%)으로 응답하

지 않은 사람은 30대 이전의 자료를 삭제한 점을 감안한다면 대상자의 모두가 나

름대로 단계를 구분했다고 할 수 있다.  사전조사에서도 이 문항에 대하여 어렵다

고 한 대상자는 많지 않았다.  

 

2) 변화과정과 의사결정균형

      Prochaska 외(1983) 가 TTM 이론을  개발했을 당시의 변화과정은 금연 행

위를 중심으로 10개 다. 그리고 추후 연구(Prochaska,1994)에서 다양한 건강행위

를 대상으로 변화과정을 연구하 다.  여러 연구를 통해 변화과정이 의식화과정, 

대리상황, 자극통제, 환경적재평가, 자기재평가, 사회적 해방감, 극적인 해소감, 지

지관계, 자기해방감 등의 10개의 과정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과정은 4개의 문항으

로 되어 지난 1개월간 각 기전을 사용한 정도를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

에서 사용된 변화과정 도구는 4개의 과정으로 구성된 것이다.  대상 행위에 따라 

변화단계와 변화과정은 다를 수 있다(Prochaska, 1994)고 지적한 것처럼, 기존의 

금연행위 연구에서 10개의 변화과정들이 우리나라에 적용(오현수,김 란,1996,1997) 

연구되었을 때 6-7개로 발견되거나 기존의 모델에서 없는 과정도 발견되었다. 따

라서 외국에서 사용된 도구를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어 유방사진촬  

검진 행위에 사용하 다.  국내에서는 TTM의 변화 과정에 대해 금연, 운동 등의 

다양한 행위에서 사용되어져 왔지만 유방사진촬  검진행위를 대상으로 변화과정

을 연구하지는 않았고, 변화단계와 의사결정요인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왔

다.  유방암 예방을 위한 유방사진촬  검진 행위에 대한 변화과정에 대해서는 

Rakowski 외(1996)의 연구 외에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Rakowski 외(1996)가 유방사진촬 에 적용 개발한 변화과

정으로 4 개의 과정, 각 과정은 6문항으로 구성된 도구와 의사결정 균형의 이득적

요인, 장애적요인 두 요인의 도구를 사용하 다.  본 연구에 사용하기 위하여 저

자의 승인 하에  원 도구를 번역-역번역 과정을 거치고 국어 전공자에게 어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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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거친 뒤 사전 조사를 하여 대상자에게 사용하 다. 

      이 과정에서 도구가 개발된 환경과 다른 한국적이라는 배경에 따라 다른 

변화과정 및 요인으로 선정될 수 있는 점을 간과한 것은 본 연구의 제한점이다.  

금연행위에서 개발되었던 Prochaska(1983)의 변화과정을 유방사진촬  검진 행위

에 적용하여 번역-수정을 해 본 결과 금연행위와 유방사진촬  검진 행위와는 목

적이나 행위 형태(pattern)면에서 매우 다르므로 문항의 내용이 여러 가지 상황과 

맞지 않았다.  Prochaska(1994)도 목표행위에 따라 변화과정이 다르다고 하 고 특

히 유방사진촬 같은 빈도가 낮은 행위는 변화과정이 작을 것이라고 하며 

Rakowski(1993)의 도구를 지지하 다. 따라서 유방사진촬  검진행위에 적용하여 

연구한 Rakowski(1993)의 도구를 사용하 다.  

    

      도구 개발 과정을 거친 도구를 1차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도구의 신

뢰도(Cronbach's alpha coefficient)를 본 결과 검진에 대한 책임의식이 α=.61, 

정보공유와 의사소통의 α=.77, 지지관계의 α=.64, 의료기관에 대한 인식의 α=.67이

었다.  의사결정균형 요인은 이득적 요인의 α=.60, 장애적요인의 α=.82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Cronbach's alpha 값이 .60 이상이면 신뢰할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

(최종성,2001) 하므로 부분적인 문항의 어휘 수정을 한 뒤 본 조사에 사용하 다.  

   

      본 조사에서의 신뢰도검사는 변화과정이 검진에 대한 책임의식이 .68, 정보

공유와 의사소통이 .75, 지지관계가 .72, 의료기관에 대한 인식이 .58 이었으며 의

사결정균형요인은 이득적 요인이 .74, 장애적 요인이 .72로 나타났다.  요인별로 

원 도구보다 신뢰도가 낮은 것과 높은 것이 있었다.  본 조사 결과 변화과정의 정

보공유와 의사소통과 지지관계는 원도구보다 신뢰도가 높았으며, 검진에 대한 책

임의식은 원도구보다 낮게 나타났다.  의료기관에 대한 인식에 관한 신뢰도는 원

도구의 신뢰도와 같았다.   신뢰도가 원도구보다 낮게 나타난 변화과정의 문항들

을 보면,  검진에 대한 책임의식 관련 문항 중 ‘나는 내가 유방사진촬 을 늦게 

계획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나 자신에게 실망스럽다’에서 평균이 제일 낮게 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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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 항목을 제외했을 때 신뢰도가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이 문항은 

우리나라의 유방암 검진 수진율이 8.6%에서 24.8%(이건세,2001;신애선,2001;정복례,

서순림,1995)로 낮은 점을 감안할 때 당연한 결과하고 생각한다.   또한 이 도구는 

아직 많은 연구를 통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도구이나 계속 연구 중에 있고, 유방

사진촬  검진행위에 적용된 후 대장암 검진행위의 변화과정 분석에 이용되고( 

Manne 외, 2002)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Prochaska의 모델에 근거한 변화과정을 

유방사진촬  행위에 적용한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연구이다.



- 65 -

D. 연구의 의의

   

      현재 여성 유방암은 나날이 증가하여 인구 10만 명당 22.9명(유근 ,2002)에 

달하며, 여성암 중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유방암 

조기 검진율은 8.6%-26.7%(이건세외,2001)이므로 낮다고 하겠으며, 모든 암이 일단 

발생하여 전이되기만 하면 심각한 상태에 이르듯이 유방암 역시 치명적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치료하는 과정 중에 여성으로서 겪는 정신적 손상은 단순히 개인

의 문제가 아닌 가족, 사회의 문제로 확대 가능하다.  따라서 유방암 예방을 위한 

조기검진을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가장 효과적인 유방사진촬  검진을 

향상시키는 일은 예방적 자기 건강관리의 간호학적 의미가 크다 하겠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여성 대상자에게 단계에 맞는 효과적 교육을 제

공하기 위해서 간호 중재 프로그램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기대효과 및 활용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기대 효과 및 활용방안

 

      1) 본 연구는 현대 사회의 서구화 경향에 따라 여성 유방암이 계속 증가하

고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높아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유방암 예방을 위

한 유방사진촬  행위를 증진시켜 유방암의 조기발견에 도움이 될 것이며, 대상자

의 단계별 변화과정 및 수행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근거 지침을 제시하게 될 

것이므로 여성건강 수준의 향상과 질병 예방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높다고 

생각한다.

  

      2)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서울시와 5개 

광역시를 직접 대상으로 1,145명의 자료를 분석하 으므로 유방사진촬  행위를 

통한 유방암의 조기 검진에 대한 여성의 경향 및 실태 파악에 도움이 되므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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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건강을 위한 보건 정책의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본 연구는 범이론적 모형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여성을 대상으로 유방사

진촬  검진행위에 적용하여 지금까지의 연구해 왔던 매일 매일의 습관적 행위와

는 달리 빈도가 적은 유방사진촬  행위에 대한 첫 번째로 변화 과정을 적용한 

유일한 연구로 유사한 빈도가 적은 주기적인 검진 행위 즉, 직장암검진, 위암검진, 

자궁암 검진 등의  연구에 적용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4) 우리나라 여성의 유방암 조기검진에 대한 단계와 그 단계를 구별하는 요

인들(변화과정, 의사결정균형요인)이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도출되었으므로 지역사

회 여성의 유방암의 조기발견을 위한 2차 예방에 초점을 둔 대상자 개인별, 연령

별, 집단별 단계에 적합한 간호중재(stage-specific intervention)를 위한 상담 및 교

육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 자료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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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및 제언

A. 결론

   

      본 연구는 유방암 조기 발견을 위하여 유방사진촬  행위를 증진시키고자 

지역사회 여성을 대상으로 범이론적 모형(Transtheoretical Model)에 근거하여 유

방사진촬용 행위의 변화단계, 변화과정 및 의사결정균형, 변화단계별 예측 요인을 

규명하고자 시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자는  지역사회 여성을 표적모집단으로 서울을 비롯한 인천, 부

산, 대구, 대전, 광주의 5개의 광역시에 거주하는 여성을 근접모집단으로  편의 추

출에 의하여 각 도시에 30세 이상  여성  1,145명으로 하 다.

      연구 도구는 변화단계 도구로 Rakowski 외(1996) 가 사용한 1개 문항으로  

계획전단계, 계획단계, 행동단계, 유지단계의 단계별 내용을 기술하여 하나의 단계

만 선택하도록 하 다.  변화과정 및  의사결정 균형도구는 Rakowski 외(1996)가 

유방사진촬 에 적용한 도구를 우리말 번역 과정(번역-역번역)을 거쳐 전문가 타

당도 및 어휘 수정을 실시한 후 사전조사를 실시한 뒤 사용하 다.    

      자료수집기간은 2003년 3월 15일-4월 15일 까지 으며, 연구자와 연구보조

원이 대상 지역을 방문하여 연구에 대해 설명하고 설문지를 조사하 다.  수집된 

자료는 SPSSW 11.0을 이용하여 기술적 통계, X
2
-test, 분산분석, DUNCAN 검정 

및 판별분석을 이용하 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연령 분포는 30세에서 70세까지의 여성 1,145명으로 평균 연령

은 44.88세(SD=6.89) 다.  변화 단계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변수는 다음과 같

다.  40-50대의 중년층의 여성들이 유방사진촬  행위를 잘하며, 60세 이상의 여성

들이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교를 가진 여성들이 유

방사진촬  행위를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유방사진촬  

행위를 잘하며, 학력이 낮은 사람이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경제상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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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다고 인식하는 여성들이 유방사진촬 을 잘하며 낮다고 인식하는 여성들이 수

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에 유방암 걸린 사람이 있는 여성들이 유방사진촬  행위를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문제를 상담할 의료팀이 있는 사람이 유방사진촬  행위

를 더 잘 수행,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전에 유방사진촬  행위에 대

해 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유방사진촬  행위를 더 잘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변화단계는 계획전단계가 315명929.1%), 계획단계가 227명(21.0%), 퇴보단

계가 263명(21.8%), 행동단계가 166명(15.3%), 그리고 유지단계가 138명(12.8%)을 

나타냈다.

   

      3. 유방사진촬  행위 변화단계별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변화과정은  계획

전단계에서는 모든 변화과정이 가장 낮게 사용되었고, 모든 단계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게 사용되었다. 계획단계에서는 검진에 대한 책임의식이 가장 

낮게 사용되었으며, 검진에 대한 책임의식, 정보공유와 소통과정이 평균 점수보다 

많이 사용되었다. 퇴보단계에서도 검진에 대한 책임 의식이 가장 낮게 사용되었고 

의료기관에 대한 인식이 평균 점수보다 높게 사용되었다.  행동단계 역시 검진에 

대한 책임의식이 가장 낮게 사용되었으며, 유지단계에서는 지지관계가 가장 낮게 

사용되었다. 

   

      4. 의사결정균형에서 이득적 요인(PROS) 점수는 유지단계에서 가장 높았고 

행동단계, 계획단계, 퇴보단계, 계획전단계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장애적 요인

(CONS) 점수는 계획전단계에서 가장 높았고 계획단계, 퇴보단계, 행동단계, 유지

단계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득적 요인은 단계가 진행되면서 꾸준히 증가하

다가 퇴보단계에서 약간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여 유지단계에서 최고점을 이루

고, 장애적 요인은 단계가 진행되면서 꾸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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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유방사진촬  변화단계별 예측 요인으로 계획전단계에서 계획단계로의 

진행에는 검진에 대한 책임의식과 장애적 요인이 주요 변수로 작용하며 그 중 검

진에 대한 책임의식이 더 주요 변수로 작용하 다.  계획단계에서 퇴보단계로의 

진행에는 지지관계 변수가 중요하게 작용하 으며, 퇴보단계에서 행동단계로의 진

행에는 검진에 대한 책임 의식과 장애적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며 그 중 검진에 

대한 책임의식 변수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 다.  행동단계에서 유지단계로의 진행

에는 검진에 대한 책임의식과 장애적 요인이 주요 변수로 작용하 으며 그 중 장

애적 요인 변수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 다

   

B.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앞으로의 연구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

다.

      1. 한국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형 유방사진촬 의 변화과정 및 의사

결정균형 도구 개발 연구를 제언한다.

      2. 지역사회 여성의 유방암에 대한 예방적 행위의 검진에 대한 책임의식, 

지지관계, 장애적 요인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하는 질적 연구를 제언한

다.

      3. 본 연구의 결과를 참조하여 여성의 현재 단계를 구분하여 단계를 진행시

키기 위한 단계별 변화과정을 강화시킬 수 있는 중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

과에 대해  평가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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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설문지
일련번호           

여성건강 예방 행위에 관한 질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박사과정 학생으로 평소 여성의 유방

암 검진행위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여성들이  

유방암 예방을 위하여 유방암 검진과 관련된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것

입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응답은 우리 여성들의 유방암예방을 위한 방안 

마련 및 정책 개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응답하시는 내용은 무기명으로 하여 그 결과는 순수하게 연구의 목적으

로만 사용되오며, 질문지 문항이 누락되면 사용할 수 없사오니 끝까지 빠

짐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질문은 옳고 그른 것에 대

한 판단과 관계가 없으니 옆 사람과 상의하지 마시고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솔직히 기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중에 언제라도 그만 

두실 수 있으며  연구의 결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후에 연락주시면 

본 연구의 결과를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 협조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구자:  이   영  자 

(011-234-6638, wisdomyj@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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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유방암은 조기발견으로 완치가 가능한 질병입니다. ‘유방사진촬

(Mammography)’은 X-ray로 유방을 촬 하는 것으로, 유방암 조기 발견에 가장 

유용한 검사로, 40세 이상의 여성은 1-2년에 한번씩 임상적 유방진찰과 유방사

진촬 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방사진촬 에 대한 당신의 의

견을 알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1. 과거에 유방관련 질환을 앓은 적이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

2. 이전에 ‘유방사진촬 (Mammography)’에 대하여 듣거나 교육받은 적이 있습니

까?

    예 (      )         아니오 (       )

3. 이전에 ‘유방사진촬 (Mammography)’을 찍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 ⇒ 4번으로 바로 가시오.

  

     3-1, ‘예’라면 몇 번이나 찍어보셨습니까?    (         번 ) 

  

     3-2, 어떤 계기로  하게 되었습니까?

      

      나 스스로(     )     의료인(의사나 간호사 등)의 교육 및 권유(     )

      친구나 이웃의 권유(      )       책이나 대중매체를 통하여 (     )

      기타(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써주십시오  

                                                                     )

4. 다음의 5 개 항목 중 자신이 해당하는 항목을 한 개만 골라 ‘V’ 표 하십시오.

① 나는 지금까지 유방사진촬 을 받은 적이 없으며 올해에도 받을 계획이 없다

   (    ) 

② 나는 지금까지 유방사진촬 을 받은 적이 없지만 올해에는 받아볼 생각이다

   (    )

③ 나는 지금까지 유방사진촬 을 한두번 받았는데 올해에는 받아볼 계획이 없다

   (    )  

④ 나는 유방사진촬 을  전에 한번 받았는데  올해에도 받을 계획이 있다(    )

⑤ 나는 유방사진촬 을 계속 받았는데 올해에도 받을 계획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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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다음은 유방사진촬 을 선택하는 변화 과정에 대한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

하는 정도에 ‘V’ 표 하십시오. 

               문    항
매우

그렇다
(5)

비교적
그렇다
(4)

그렇
다
(3)

비교적
그렇지
않다(2)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내가 유방사진촬영을 늦게 계획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나 자신에게 실망스럽다 5 4 3 2 1

나는 유방사진촬영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를 다른 사람과 이야기 나눌 수 있다 5 4 3 2 1

나는 유방사진촬영을 찍는 것에 대해 의사가 
미리 이야기해주지 않아 실망스럽다. 5 4 3 2 1

나는 유방사진촬영이 여성의 건강을 위해 얼
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안다 5 4 3 2 1

만약 내가 유방사진촬영에 대해 의문이 생기
면 그것의 답을 얻기 위해 여기저기 알아본
다.

5 4 3 2 1

나는 친구들과 유방사진촬영에 대해 이야기 
한다 5 4 3 2 1

만약 내가 다니는 병원의 의사가 유방사진촬
영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왜 그런지 
이유를 물어볼 것이다

5 4 3 2 1

나는 내 친구들이 유방사진촬영을 받는다고 
하면  잘했다고 칭찬해줄 것이다 5 4 3 2 1

나는 때때로 더 많은 여성들이 유방사진촬영
을 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다. 5 4 3 2 1

나는 유방사진촬영을 받기 위해  시간을  내
서 간다. 5 4 3 2 1

1-2년에 한번씩 유방사진촬영을 하는 것은 
건강관리를 아주 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5 4 3 2 1

나는 의사들이 유방사진촬영에 대해 더 규칙
적으로  권고해주었으면 하고 생각한다. 5 4 3 2 1

만약 내가 유방사진촬영 받는다면 그런 내 자
신이 대견하다. 5 4 3 2 1

나는 만약 유방사진촬영결과 정상으로 나온다
면 괜히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검사받지 
않은 것보다 훨씬 잘했다는 생각을 한다.  

5 4 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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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항
매우

그렇다
(5)

비교적
그렇다
(4)

그렇
다
(3)

비교적
그렇지
않다(2)

전혀
그렇지
않다
(1)

내가 유방사진촬영을 하면 나를 아는 사람
들은  잘했다고 기뻐할 것이다 5 4 3 2 1

나는 앞으로 규칙적으로 유방사진촬영을 하
겠다 5 4 3 2 1

만약 내가 유방사진촬영에 대하여 좋지 않
은  정보를 들었다면, 아마 나는 좀 더 자세
히 알아보고 유방사진촬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내 스스로 결정할 것이다.

5 4 3 2 1

유방사진촬영에 대해 많이 알면 알수록 그
것에 대해 알기를 원하는 다른 여성들을 많
이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5 4 3 2 1

내가 아플 때  의사한테 가기보다는 혼자서 
낫기 위해 여러 가지로 노력 하는 편이다 5 4 3 2 1

병원의 의사들은 내 건강문제에 대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설명한 적이 거
의 없다

5 4 3 2 1

나는 내가 건강하다고 느끼면 정기적인 검
진을 위해 의사에게 가지 않는다. 5 4 3 2 1

병원의 의료진들은 마치 내 건강 문제가 그
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처럼 대한다 5 4 3 2 1

나는 의사보다 집에서 하는 민간요법을 더 
신뢰한다 5 4 3 2 1

병원 방문할 때마다 같은 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적이 거의 없다 5 4 3 2 1

나는 병원에 가면 의사가 나한테 큰 병이 
있다고 할까봐 겁이 난다 5 4 3 2 1

나는 병원에 예약한 날짜를 기록해놓고 언
제 가야하는지를 안다 5 4 3 2 1

의사들은 내가 예약한 시간에 가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료하지 않는다. 5 4 3 2 1

 나는 내가 받고 있는 의료서비스에 대해 
만족한다. 5 4 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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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다음은 유방사진촬 을 받는데 있어 관련된 의사결정요인입니다. 각 문항

을 읽고 해당하는 칸에 ‘V'표시 하십시오.

               문    항

매우
그렇
다
(5)

비교
적그
렇다
(4)

그렇
다
(3)

 
비교적
그렇지
않다
(2)

전혀
그렇
지않
다
(1)

 내가 아는 가까운 사람들은 내가 유방사진촬
영을 받는다면 좋아할 것이다 5 4 3 2 1

 만약 내가 건강에 좋은 음식을 잘 먹는다면 
유방암에 대한 위험을 낮출 수 있으므로 아마 
나는 유방사진촬영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5 4 3 2 1

 만약 내가 의사나 간호사로부터 유방검진을 
받는다면  유방사진촬영을 할 필요는 없다 5 4 3 2 1

 유방사진촬영을 하면 괜히 불필요한 수술을 
하게 될까봐 겁이 난다 5 4 3 2 1

 내가 다니는 병원의 의사 및 간호사가 유방사
진촬영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나는 유
방사진촬영을 받을 것이다

5 4 3 2 1

 내가 1-2년에 한번씩 유방사진촬영을 한다면 
아마 나의 유방 건강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길 
것이다

5 4 3 2 1

 두 번 정도 유방사진촬영을 찍어 정상으로 나
오면 몇 년 간은 더 이상 찍을 필요가 없다. 5 4 3 2 1

 만약 내가 다니는 병원의 의사가 유방사진촬
영을 찍는 것에 확신을 갖지 않는다면 아마 나
는 찍지 않을 것이다.

5 4 3 2 1

 나는 유방과 관련된 증상이나 이와 관련한 불
편감이 있지 않는 한 아마 유방사진촬영은 찍
지 않을 것이다

5 4 3 2 1

 만약 유방사진촬영을 하여 무엇이라도 발견되
면 어쨌든 그것은 유방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5 4 3 2 1

 나는 정기적인 유방사진촬영을 하므로 안심이 
된다. 5 4 3 2 1

 가족 중에 유방에 관한 문제가 없다 해도 유
방사진촬영은 필요하다 5 4 3 2 1

 1-2년에 한번씩 유방사진촬영을 받는다면 건
강을 위해 매우 유익할 것이다. 5 4 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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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다음은 일반적 사항에 관한 것입니다. 해당되는 칸에 ‘V’표 하십시오.

1. 당신의 연세는 몇 세이십니까? ( 만       세)

2. 현재 거주하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           시 )

3. 종교는 무엇입니까?

   기독교(      )       카톨릭(      )         불교(       )   

   기  타(      )       없  음(      )

4. 학교 교육은 어느 정도 받았습니까?

   다니지 못했음  (      )      초등학교(      )    중․고등학교(      )

   전문대학교 이상(      )      기타    (      )

5. 현재 생활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상(      )      중(      )     하(      )    매우 어려움(      )

6. 현재 당신의 결혼 상태는 어떠합니까? 

    함께 산다(     )      사별(      )       이혼(      )    

    별거 중  (     )      동거(      )       미혼(      )   기타(      )

7. 당신은 현재 직업을 갖고 계십니까?

    예 (      )         아니오(      )

8. 당신이 아는 사람 중에 유방암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9. 당신은 정기적으로 건강문제에 대해 상의할 수 있는 의료진(병원 및 보건소의 

의사나 간호사 등)이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예’ 라면 구체적으로 누구입니까? (                                     ) 

10. ‘유방자가검진’이란 한달에 한번씩 자기 자신의 유방을 손으로 검사하여 이상 

유무를 발견하는 방법입니다. 이전에 유방자가검진에 대해 듣거나 교육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

11. 평상시 유방자가검진을 하고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 ⇒ ‘아니오’이면 12번으로 바로 가시오.

      

        11-1. ‘예’ 라면,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한달에 한번(     )   생각날 때마다 한번(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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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어떤 계기로  하게 되었습니까?

          나 스스로(     )     의료인(의사나 간호사 등)의 교육 및 권유(     )

          친구나 이웃의 권유(      )      책이나 대중매체를 통하여 (     )

          기타(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써주십시오

                              ) 

12. ‘의사의 임상적 유방진찰’은 의사가 유방진찰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방

암 예방을 위하여 임상적 유방진찰에 대해 듣거나 교육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

13. 이전에 의사에게 유방암 예방을 위하여 유방진찰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 

  

  13-1. ‘예’라면, 몇 번 받아보셨습니까?     (         번 )

  

        13-2. 어떤 계기로  하게 되었습니까?

             나 스스로(     )      

             의료인(의사나 간호사 등)의 교육 및 권유(     )

             친구나 이웃의 권유(      )        

             책이나 대중매체를 통하여 (     )

             기타(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써주십시오

                                                                     )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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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주요 변수(변화과정과 의사결정균형 요인)의 각 문항에 대한 평균값
변화 과정(Process of Change)

               문    항 평균 표준 
편차

나는 내가 유방사진촬영을 늦게 계획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나 
자신에게 실망스럽다 2.04 .998

나는 유방사진촬영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른 사람과 이
야기 나눌 수 있다 2.81 1.030

나는 유방사진촬영을 찍는 것에 대해 의사가 미리 이야기해주
지 않아 실망스럽다. 2.00 .959

나는 유방사진촬영이 여성의 건강을 위해 얼마나 도움이 되는
지를 안다 3.48 1.016

만약 내가 유방사진촬영에 대해 의문이 생기면 그것의 답을 얻
기 위해 여기저기 알아본다. 3.28 1.068

나는 친구들과 유방사진촬영에 대해 이야기 한다 2.73 1.031

만약 내가 다니는 병원의 의사가 유방사진촬영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왜 그런지 이유를 물어볼 것이다 3.15 .985

나는 내 친구들이 유방사진촬영을 받는다고 하면  잘했다고 칭
찬해줄 것이다 3.54 .921

나는 때때로 더 많은 여성들이 유방사진촬영을 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다. 3.02 1.026

나는 유방사진촬영을 받기 위해  시간을  내서 간다. 2.64 1.136

1-2년에 한번씩 유방사진촬영을 하는 것은 건강관리를 아주 
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42 1.043

나는 의사들이 유방사진촬영에 대해 더 규칙적으로  권고해주
었으면 하고 생각한다. 3.32 .916

만약 내가 유방사진촬영 받는다면 그런 내 자신이 대견하다. 3.12 .971

나는 만약 유방사진촬영결과 정상으로 나온다면 괜히 한 것 같
은 생각이 들지만 검사받지 않은 것보다 훨씬 잘했다는 생각을 
한다.  

3.5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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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계속>

               문    항 평균 표준 
편차

내가 유방사진촬영을 하면 나를 아는 사람들은  잘했다고 기
뻐할 것이다 3.28 .863

나는 앞으로 규칙적으로 유방사진촬영을 하겠다 2.93 1.019

만약 내가 유방사진촬영에 대하여 좋지 않은  정보를 들었다
면, 아마 나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유방사진촬영을 할 것
인지에 대해서 내 스스로 결정할 것이다.

3.39 .903

유방사진촬영에 대해 많이 알면 알수록 그것에 대해 알기를 
원하는 다른 여성들을 많이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3.42 .893

내가 아플 때  의사한테 가기보다는 혼자서 낫기 위해 여러 
가지로 노력 하는 편이다 3.77 1.045

병원의 의사들은 내 건강문제에 대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설명한 적이 거의 없다 3.41 1.014

나는 내가 건강하다고 느끼면 정기적인 검진을 위해 의사에
게 가지 않는다. 3.33 1.039

병원의 의료진들은 마치 내 건강 문제가 그들에게 매우 중요
한 것처럼 대한다 2.31 .883

나는 의사보다 집에서 하는 민간요법을 더 신뢰한다 4.18 .845

병원 방문할 때마다 같은 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적이 거의 
없다 3.72 .982

나는 병원에 가면 의사가 나한테 큰 병이 있다고 할까봐 겁
이 난다 2.81 1.067

나는 병원에 예약한 날짜를 기록해놓고 언제 가야하는지를 
안다 4.03 .832

의사들은 내가 예약한 시간에 가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
료하지 않는다. 3.01 1.032

 나는 내가 받고 있는 의료서비스에 대해 만족한다. 2.38 .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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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계속> 

의사결정 균형 요인(Decisional Balance)

문    항 평균 표준 
편차

 내가 아는 가까운 사람들은 내가 유방사진촬영을 받는다면 
좋아할 것이다 3.22 .837

 만약 내가 건강에 좋은 음식을 잘 먹는다면 유방암에 대한 
위험을 낮출 수 있으므로 아마 나는 유방사진촬영을 할 필요
가 없을 것이다

2.01 .850

 만약 내가 의사나 간호사로부터 유방검진을 받는다면  유방
사진촬영을 할 필요는 없다 2.08 .909

 유방사진촬영을 하면 괜히 불필요한 수술을 하게 될까봐 겁
이 난다 2.37 1.032

 내가 다니는 병원의 의사 및 간호사가 유방사진촬영의 중요
성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나는 유방사진촬영을 받을 것이다 3.27 .846

 내가 1-2년에 한번씩 유방사진촬영을 한다면 아마 나의 유
방 건강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길 것이다 3.34 .877

 두 번 정도 유방사진촬영을 찍어 정상으로 나오면 몇 년 간
은 더 이상 찍을 필요가 없다. 2.35 .957

 만약 내가 다니는 병원의 의사가 유방사진촬영을 찍는 것에 
확신을 갖지 않는다면 아마 나는 찍지 않을 것이다. 2.89 .946

 나는 유방과 관련된 증상이나 이와 관련한 불편감이 있지 않
는 한 아마 유방사진촬영은 찍지 않을 것이다 2.53 .996

 만약 유방사진촬영을 하여 무엇이라도 발견되면 어쨌든 그것
은 유방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3.16 .905

 나는 정기적인 유방사진촬영을 하므로 안심이 된다. 2.48 1.088

 가족 중에 유방에 관한 문제가 없다 해도 유방사진촬영은 필
요하다 3.23 .846

 1-2년에 한번씩 유방사진촬영을 받는다면 건강을 위해 매우 
유익할 것이다. 3.47 .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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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3> 분산 분석을 위한 동질성 검증

 
Levene 
Statistic

df1 df2 Sig.

검진에 대한 책임의식 2.046 4 1067 .086

정보공유와 소통 3.481 4 1069 .008

지지 관계 1.206 4 1065 .307

의료기관에 대한 인식 .685 4 1062 .603

이득적 요인 6.832 4 1063 .000

장애적 요인 1.045 4 1059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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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유방사진촬영 행위 단계별 변화과정의 차이에 대한 검정(Anova)

변수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검진에 대한 
책임의식

 
 

Between 
Groups

65.733 4 16.433 47.982 .000

Within 
Groups

365.432 1067 .342   

Total 431.165 1071    

정보공유와 
소통

 
 

Between 
Groups

26.091 4 6.523 15.015 .000

Within 
Groups

464.386 1069 .434   

Total 490.478 1073    

지지관계
 
 

Between 
Groups

28.510 4 7.128 20.593 .000

Within 
Groups

368.612 1065 .346   

Total 397.123 1069    

의료기관에 
대한 
인식

 
 

Between 
Groups

26.204 4 6.551 13.799 .000

Within 
Groups

504.169 1062 .475   

Total 530.373 1066    

이득적
요인

 
 

Between 
Groups

25.082 4 6.270 20.143 .000

Within 
Groups

330.909 1063 .311   

Total 355.991 1067    

장애적 요인
 
 

Between 
Groups

38.492 4 9.623 33.213 .000

Within 
Groups

306.834 1059 .290   

Total 345.326 1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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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5> 유방사진촬영 행위의 단계별 변화과정의 차이에 대한 DUNCAN 사후검정

검진에 대한 책임의식

* 1=계획전단계,   2=계획단계,   3=퇴보단계,   4=행동단계,   5=유지단계

정보공유와 소통

* 1=계획전단계,   2=계획단계,   3=퇴보단계,   4=행동단계,   5=유지단계

 N
Subset for 

alpha = .05
   

변화 단계  1 2 3 4

1 311 2.5636    

3 234  2.8533   

2 223  2.9487   

4 166   3.1066  

5 138    3.3047

Sig.  1.000 .105 1.000 1.000

 N
Subset for 

alpha = .05
   

변화단계  1 2 3 4

1 311 3.1553    

3 235 3.2588 3.2588   

2 224  3.3475 3.3475  

4 166   3.4687  

5 138    3.6268

Sig.  .118 .181 .06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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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관계

* 1=계획전단계,   2=계획단계,   3=퇴보단계,   4=행동단계,   5=유지단계

의료기관에 대한 인식

* 1=계획전단계,   2=계획단계,   3=퇴보단계,   4=행동단계,   5=유지단계

 N
Subset for 

alpha = .05
   

변화단계  1 2 3 4

1 309 2.762    

3 235  2.935   

2 223  3.031 3.031  

4 166   3.124  

5 137    3.242

Sig.  1.000 .104 .119 1.000

 N
Subset for alpha 

= .05
  

변화단계  1 2 3

1 308 3.57   

2 223  3.72  

4 166  3.81  

3 233  3.82  

5 137   4.07

Sig.  1.000 .17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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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6> 유방사진촬영 행위의 단계별 의사결정균형요인의 차이에 대한
 DUNCAN 사후 검정
이득적요인

* 1=계획전단계,   2=계획단계,   3=퇴보단계,   4=행동단계,   5=유지단계

장애적 요인

* 1=계획전단계,   2=계획단계,   3=퇴보단계,   4=행동단계,   5=유지단계 

 N
Subset for 

alpha = .05
   

변화 단계  1 2 3 4

1 306 2.9961    

3 234 3.1037 3.1037   

2 226  3.1816   

4 164   3.3014  

5 138    3.4643

Sig.  .055 .165 1.000 1.000

 N
Subset for 

alpha = .05
   

변화 단계  1 2 3 4

5 138 2.1023    

4 164  2.3655   

3 232   2.4853  

2 225   2.5172  

1 305    2.7121

Sig.  1.000 1.000 .55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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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edicting Factors corresponding to the stage of adoption 

for Mammography based on Transtheoretical Model

                                         Lee, Young Ja

                                                     Dep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to identify the predicting factors 

corresponding to the stage of adoption for Mammography of Korean women 

basde on Transtheoretical Model.

      A descriptive design was used for this study and data collecting is 

carried out from March 15 to May 18 in 2003. A convenient sample of 1,145 

women ages 30-70 were selected from 6 metropolitan areas(Seoul, Inchon, 

Daejeon, Daegu, Pusan, kwangju) of Korea.  Data was collected using 

Rakowski et al's(1996) process of change and decisional balance scale to 

measure the process of change and decisional balance regarding a women's 

adoption of mammography screening and to assess the women's current stages 

of adoption for mammography. The data was analyzed by the SPSSW 

Program(ver. 11.0).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classification of women according to the stage of adoption of 

mammography was 29.1% in precontemplation, 21.0% in contemplation, 21.8% 

in relapse, 15.3% in action, 12.8% in maintenance. 

      2. Among the four processes of change which are significant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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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aining the differences between stages, DUNCAN post-comparison showed 

that the subjects  in precontemplation stage used all processes of change in the 

least.  In the contemplation stage, 'Commitment to Screening' is used in the 

least but use of 'Commitment to Screening', Information Sharing and 

Communication' were higher than average . 'Perception of Health Care System' 

was used higher than average in the relapse stage. All four processes were 

used higher than average in action stage but  'Commitment to Screening' was 

used in the least among them.  In the maintenance stage, 'Thinking Beyond 

Myself' was used in the least.

      3. The mean difference of PROS , CONS of decisional balance by the 

stage of mammography adoption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PROS score of 

decisional balance was the highest in maintenance stage, CONS score was the 

highest pre-contemplation stage.

      4. Through the discriminant analysis, predicting factors of the stage of 

adoption for mammography were found  that  'commitment to screening' was 

the more influencing factor than others to discriminate the stage between 

precontemplation and contemplation, between relapse and action. The process 

of 'Thinking beyond myself' was the influencing factor to discriminate the 

stage between contemplation and relapse.  The variable of CONS the most 

influencing factor to discriminate the stage between action and maintenance.

      In conclusion, this results are consistent with applications of the 

Transtheoretical model which have been used to understand  how people  change 

health behaviors.  So this study have implications for women's health education 

and health intervention strategies and useful information for nursing educators.

Key Words : Transtheoretical Model, Mammography, Stage of Change 

             Process of Change,  Decisional 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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