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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건강신념과 자궁경부암 검진행위에 관한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자궁경부암 검진행위와 반복검진의 의향을 파악하

고, 일반적 특성, 행동촉진계기, 이전의 검진경험, 건강신념에 따른 자궁경부암

검진행위와 반복검진의향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군포시에 거주하는 40세에서 69세의 503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2008년 1월 18일부터 29일까지 조사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행동촉

진계기, 건강신념, 자기효능감을 변수로 자궁경부암 검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고, 이전의 검진경험, 만성질환 및 생활습관의 변수를 추가하

여 반복검진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χ2 검정을 이용하여 단

변량 분석을 시행한 후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들을 포함한 다변량 분석에서

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결과 : 연구대상자의 평균나이는 50.2세이며, 모두 기혼이었다. 자궁경부암

의 수검률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는 건강신념 중 건강행위에 대한 지각된 장애

성과 자기효능감이였다. 지각된 장애성이 낮은 대상자에 비해 지각된 장애성

이 높은 대상자가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은 오즈비는 0.51(95% CI, 0.29-0.91)

로 장애성이 낮을수록 자궁경부암 검진수검률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자기효능

감이 낮은 대상자에 비해 자기효능감이 높은 대상자가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

은 오즈비는 1.93(95% CI, 1.08-3.46)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자궁경부암 검



진수검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자궁경부암의 반복검진 의향은 연령이 높을수록 반복검진 의향이 낮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오지비 0.48, 95% CI, 0.23-0.99), 타인과 비교했을 때 자신의

건강상태가 ‘나쁜 편이다’고 생각하는 대상자에 비해 ‘좋은 편이다’라고 생각하

는 대상자의 자궁경부암 반복검진 의향의 오즈비는 2.82(95% CI, 1.05-7.56)로,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생각할수록 반복검진의 의향이 높았다. 운동과 관

련하여 일주일 동안 거의 운동을 하지 않는 대상자에 비해 일주일에 5일 이상

운동하는 대상자의 반복검진 의향의 오즈비는 4.79(95% CI, 1.47-15.60)로, 운

동을 많이 할수록 자궁경부암 반복검진 의향이 높았다. 이전의 검진시점이 3

년 이전의 대상자에 비해 1년 이내에 검진을 한 대상자가 2.92배 반복검진 의

향이 높았다(95% CI, 1.39-6.16). 건강신념 중 질병에 대한 지각된 감수성이

낮은 대상자에 비해 감수성이 중간인 대상자의 자궁경부암 반복검진 의향의

오즈비는 3.65(95% CI, 1.66-8.05)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건강행위에 대한 지각된 유익성이 낮은 대상자에 비해 유익성이 높은 대상자

의 자궁경부암 반복검진 의향의 오즈비는 2.37(95% CI, 1.01-5.56)로, 검진에

대한 유익성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반복검진 의향이 높았다.

결론 : 자궁경부암 반복검진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질병에 대한 지각

된 감수성과 검진에 대한 지각된 유익성이였다. 그러나 실제적인 검진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검진에 대한 지각된 장애성과 검진을 성공적으로 수행

할 수 있다는 신념임을 알 수 있었다. 반복검진의향을 실제 검진행위로 이행

하기 위해 검진에 대한 장애성을 줄이고,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보건정책

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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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우리나라 국민들이 평균수명 81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6.2%이며, 3명 중 1명이 암에 걸리는 것으로 성별로는 남자가 37.9%, 여자가

32.7%인 것으로 나타났다(중앙암등록본부, 2011). 또한 전체 사망자 4명 중 1

명이 암으로 사망하여 암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로 우리나라 암발생 및 암

사망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통계청, 2010). 이와 같은 암발생 및 사망률의

증가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적

인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암발생 인구의 1/3은 예방가능하고, 1/3은 조

기진단만 되면 완치가 가능하며, 나머지 1/3의 환자도 적절한 치료를 하면 완

화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암예

방을 위한 생활습관을 실천하는 1차 예방과 검진을 통하여 암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2차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국가암관리사업의 일환으로 1999년부터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

으로 시작하여 2002년에는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20%, 2003년에는 하위 30%,

2005년에는 하위 50%까지 대상자를 확대하여 국가암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

다. 이러한 국가암검진의 목적은 표준 검진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암검진

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것에 있다. 암검진사업의 대상암의 종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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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이며, 보건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실시되고 있다(2002-2006년도 국가암조기검진사업 수검률, 2007).

암검진의 중요성은 설령 암이 발생하였다하더라도 조기발견을 통해 치료하

면 암으로 인한 사망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

암, 자궁경부암은 비교적 쉽게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

하면 대부분 완치가 가능하다. 특히 자궁경부암은 직접 침윤암으로 진행하지

않고 정상상피세포에서 상피내이형성증(정상조직과 암조직의 중간)을 거쳐 상

피 내에만 암세포가 존재하는 자궁경부상피내암으로 진행하는 단계를 거치는

데(spectrum of disease), 이 단계에서 치료하면 완치가 가능하다. 또한 세계보

건기구는 35-64세 여성에 대한 자궁경부암 조기발견사업을 매년 또는 2년마다

할 경우 침윤성 자궁경부암의 발생률이 93% 감소한다고 하였다(보건복지부,

2001).

그러나 국가암검진사업의 실시와 대상자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

라의 수검률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암검진의 수검률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보면, 미국에서 2011년 국가암검진 프로그램 중 대장암 검진을 위한

분변잠혈검사의 수검률 58.6%에 비해 우리나라의 분변잠혈검사 수검률은

25.0%로 낮은 수준이며, 유방암검진 수검률은 60.4%로 미국 72.4%에 비해 여

전히 낮은 수준이다. 자궁경부암검진 수검률 또한 62.4%로 미국 83.0%에 비하

면 낮은 수준이다(통계로 본 암현황, 2012, cancer screening-united states,

2010).

낮은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서 암검진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와

더불어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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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왜 암검진을 받지 않는지,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 본 연구는 특히 수검률이 선진국

에 비해 다소 낮은 자궁경부암의 검진행위와 반복검진에 대한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건강신념모델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2. 문헌고찰

건강신념모델(Health Belief Model)

건강행위란 자신이 건강하다고 믿는 사람이 증상이 없는 단계에서 질병을

예방, 발견할 목적으로 취하는 행위를 의미하며(Rosenstock, 1974), 이와 관련

된 요인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건강신념모델(Health Belief Model)이다.

건강신념모델은 사회인지이론의 가치기대이론(value-expectancy theory)을

바탕으로 1950년대 사회심리학자들에 의해 개발되었다. 초기에는 예방 및 검

진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의 행태를 설명하기 위한 건강행태의 예

측모델로 시작되었으나, 1974년 Becker 등에 의해 질병행태 및 치료 순응도를

예측하는 치료적 상황에서도 광범위하게 널리 이용되었다.

이 모델은 Kurt Lewin의 장(field theory)이론을 근거로, 인간의 생의 공간

에는 긍정적인 가치와 부정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장이 있는데, 질병은 부

정적인 가치를 가지는 영역으로 사람이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할 때 어떤

행위를 취할 것인가는 물리적인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주관적인 지각에 의해서라는 현상적인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다(Rosen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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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

이 모델은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얻고자 하는 행위에 대해 얼마만큼의 가

치(value)를 두느냐 하는 것과 실천하고자 하는 특정 건강행동이 기대되는 건

강상태를 가져올 수 있다고 기대하는(expectancy) 수준에 따라 실천 유무를

예측할 수 있다는 개념에서 비롯되었다.

건강신념모델의 주요개념은 지각된 감수성(perceived susceptibility), 지각된

심각성(perceived severity), 행위의 지각된 유익성(perceived benefits of an

action), 행위의 지각된 장애성(perceived barriers to taking that action)이며,

이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각된 감수성은 개인이 질병에 대해 예민하게 느끼거나 질병에 걸릴

수 있다고 느끼는 주관적인 위험의 정도를 의미하며, 느끼는 정도는 사람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그러므로 질병에 대한 개인의 감수성 정도에 따라 건강

행위를 할 가능성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둘째, 지각된 심각성은 특정 질병에 이환되었거나 또는 그 질병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했을 때 개인의 신체적, 사회적 측면에 미칠 수 있는 예상결과의 심

각성에 대해 개인이 지각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질병에 걸렸다고 생

각함으로 초래되는 정서적 각성정도나 질병으로 초래될 수 있는 장애의 정도

에 따라 결정되어진다.

질병에 대해 민감하게 인지하고 있지만 심한 신체적 문제나 사회적 문제가 발

생하지 않는 한 사람들은 건강행위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어 감수성과 심각성

은 결합시켜 위협이라고 한다.

셋째, 행위의 지각된 유익성은 추천 또는 권유되고 있는 건강행위가 특정질병

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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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그러한 건강행위를 수행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 장

애요인(재정적 부담, 신체적, 정서적 불편감 등)과는 상대적으로 평가되는 개

념이다.

넷째, 행위의 지각된 장애성은 건강행위의 수행에 따르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불편감, 불쾌감, 경제적 부담, 고통 등에 대해 개인이 장애요인으로 평가하는

개념이다. 행위에 대한 장애성이 높게 지각할수록 건강행위를 취할 가능성은

낮아진다는 것이다. 즉, 특정한 예방행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방활동에 대

해 이득이 장애를 능가한다는 긍정적인 신념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개인의

장애성의 지각정도가 낮을수록 건강행위의 가능성은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그림 1. 건강신념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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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신념모델은 건강행태에 관련된 다양한 심리적 요인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개입에 있어서 관련된 요인을 적용하여 효과적인 행태변화를 유도한

다는 점에서 그 유용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고려해야 할 사항이 필요하다. 첫째, 건강신념모델에서

는 개인의 주관적 심리요인을 강조한 반면 사회적 영향요인의 고려가 부족하

다. 사회적인 영향력이 최근 개인의 건강행동 실천에 영향을 주는 관련요인으

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둘째, 건강신념모델에서 제시하는 질병의 감수성,

심각성, 건강행위의 유익성 및 장애성은 개인별로 그 상황이 다르고 특정 행

위의 성격에 따라서도 그 내용이 달라져야 한다. 셋째, 고전적인 건강신념모델

에는 개인의 통제력에 대한 요소가 배제되어 있다. 행위 변화를 시도하는데

있어서 극복해야 할 여러 장애요인은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자신

감과 의지를 가지느냐 하는 것이 행태변화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

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건강신념모델에 자기효능감을 포함하는 시도가 이루

어지고 있다. 넷째, 건강신념모델에는 개인의 행태변화 단계에 대한 파악이 부

족하다. 개인에게는 건강행동을 수행하기까지 다양하고 역동적인 심리적 단계

가 존재한다. 행동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개입전략은 개인의 단계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개입이 모색되어야 한다(예방의학과 공중보건학, 2011).

건강신념모델에서 행동을 예언하는 중요한 변인들을 측정할 때 연구마다 다

양한 조작적 정의로 정의되어서 연구결과를 일관성 있게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이 모델에 근거를 둔 연구들은 대부분 건강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고 가정된 단일변인들의 기여도를 검증하려고 하였을 뿐, 전체 모델의 타당성

을 다룬 연구는 거의 없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한덕웅,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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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이상 논의한 건강신념모델의 이론을 근거로 하여 암예방과 관련된 건강행위

를 건강신념모델로 설명한 국내의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박은희(2009)의 건강신념이 중년 여성의 암 예방적 건강행위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연구에서는 중년 여성의 암 관련 건강신념을 구성하는 지각된 민감

성, 심각성, 유익성 등은 대부분 암 예방적 건강행위의 주요 영향 요인인 것을

알 수 있었고, 그 외 암 가족력, 연령, 가구 소득 등이 연관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김소영(2010)의 결혼이민여성의 자궁경부세포진 검사 참여

행위와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자궁경부세포진 검사 참여행위는 지각된 장

애성, 건강검진 경험 및 정해놓고 다니는 병원이나 의료기관의 유무가 자궁경

부세포진 검사 참여행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 김민

경(2006)의 원주지역 주민의 암검진에 미치는 요인 분석연구에서 여성의 자궁

경부암 검진이행도는 읍.면 지역보다 동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유배우자가, 교

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경우, 흡연을

하지 않는 경우에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김혜원(2010)의 기혼간호사 대상 자궁

경부세포 검진행위를 5단계로 구분하였을 때 인지된 위협감, 인지된 심각성,

그리고 HPV 지식의 변수가 검진의 변화단계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고 하였다.

김혜민(2008)의 유방암과 자궁경부암 수검행동에 대한 건강신념모형과 계획행

동이론의 비교 연구에서 유방암과 자궁경부암의 수검행동을 예측함에 있어 계

획행동이론은 적합한 모형으로 나타났으나, 건강신념모형은 유방암과 자궁경

부암의 수검행동 예측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하였다. 이창현(2010)의 외래내

원 여성의 적극적 유방암 조기검진행위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에서 건강신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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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유방암조기검진행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건강신념점수가

높을수록 이행률이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이주현(2006)의 중.노년 대상자의 대

장암 검진행위와 건강신념에 관한 연구에서 대장암 검진행위에 영향을 주는

건강신념은 건강동기와 자신감으로 확인되었다.

정인숙(2004)의 자궁경부암 조기검진 수검 및 반복수검 관련요인에 대한 연

구에서 자궁경부암 조기검진 수검여부 관련요인은 임신경험, 행위의 지각된

이익, 행위의 지각된 장애였으며, 조기검진 반복수검의 관련요인으로는 학력,

타암 조기검진 수검여부, 행위의 지각된 장애였음을 보고하였다.

국외의 선행연구에서 유방암은 유방자가검진의 자신감이 건강행위의 주요한

요소인데 비해 자궁경부암은 검사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건강행위의 주요한 요

소라고 보고하였으며(Murray, 1993), 자궁경부암에 대한 건강행위의 지각된

장애성으로는 암에 대한 두려움과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의 불안감이며,

자궁경부암에 대한 건강행위의 지각된 유익성으로는 마음의 안정이라고 보고

하였다(Agurto, 2004). 또한 연령과 사회의 계급, 그리고 검사비용과 검진의

지각된 유익성이 자궁경부암 건강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하였다

(Gillam, 1991).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건강신념모델의 구성변수들은 건강행동

이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알 수 있고, 많은 연구에서 적용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궁경부암의 발생률은 물론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자궁경부암 검진의 수검률이 낮은 현실을 고려하여 검진행위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가 무엇인지 건강신념모델을 적용하여 파악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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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을 통한 사망률 감소를 위해서는 한 번의 검진행위보다는 규칙적으로

수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적으로 검진을 받음으로써

암의 초기단계에서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암단계의 병변을 발견하여

치료함으로써 암 발생 자체를 줄일 수 있어 암에 의한 사망률을 감소시킬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국내의 기존 연구들에서는 암검진 수검률 제고라는 주제에

대한 연구는 다수 수행되어 왔으나, 반복검진에 대해서는 연구는 드물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궁경부암 반복검진의 의향에 영향을 주는 주요변수가 무엇인

지 건강신념모델을 적용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4.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자궁경부암 검진행위와 자궁경부암 반복검진의 의향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목적

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행동유발계기에 따라 자궁경부암 검진행위와

자궁경부암 반복검진의향에 차이가 있는지 파악한다.

둘째, 이전에 경험했던 검진행동과 생활습관에 따라 자궁경부암 반복검진의향에

차이가 있는지 파악한다.

셋째, 건강신념 및 자기효능감에 따라 자궁경부암 검진행위와 자궁경부암 반복

검진의향에 차이가 있는지 파악한다.

넷째, 자궁경부암 검진행위와 자궁경부암 반복검진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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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건강신념에 따른 자궁경부암 검진과 반복검진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단면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연구 대상자는 군포시에 거주하는 503명의 여성으로 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

음과 같다.

1) 만 40-69세의 성인 여성

2) 과거 자궁경부암으로 진단받은 적이 없는 여성

3) 설문지를 읽고 응답할 수 있으며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4)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자

2007년 주민등록 인구통계(통계청, 2006년 12월 기준)를 기준으로 지역(동)

별 인구수 비례 무작위 추출로 표본추출하였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포함하

여 건강신념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2008년 1월 18일부터 29일까지 개별방문을 통한 1:1 면접조사를 수행하였다.

총 760명 중 회수율은 66.2%로 총 연구대상자는 503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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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도구

1) 건강신념(Health Belief)

건강신념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건강신념모델(Health Belief Model)에 기

반하여 설문문항을 개발한 총 17문항으로 감수성 2문항, 심각성 5문항, 유익성

4문항, 장애성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4

점), ‘어느 정도 그렇다’(3점), ‘별로 그렇지 않다’(2점),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로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신념이 높음을 의미한다.

(1) 지각된 감수성

지각된 감수성은 2문항으로 그 내용은 연구대상자가 자궁경부암에 걸릴 가능

성, 다른 사람에 비해 자궁경부암에 걸릴 가능성을 나타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감수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2) 지각된 심각성

지각된 심각성은 5문항으로 그 내용은 연구대상자의 심리적 영향(두려움, 불

안, 우울 등), 생명에 미치는 영향, 가정생활 및 대인관계 지장, 질환에 대해

느끼는 심각성을 나타내며, 점수가 높을수록 심각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3) 지각된 유익성

지각된 유익성은 4문항으로 그 내용은 연구대상자가 건강유지 효과, 자궁경부

암 이환에 대한 두려움 감소, 조기발견 효과, 조기치료, 악화방지를 위한 유익

성을 나타내며, 점수가 높을수록 유익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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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각된 장애성

지각된 장애성은 6문항으로 그 내용은 자궁경부암 검진행위의 시간에 대한 부

담감, 검진 시에 발생하는 높은 비용, 고통, 불쾌감, 불편감 등의 장애성을 나

타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장애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2) 자기효능감(Self-Efficacy)

자기효능감이란 바람직한 결과를 얻는데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을 의미한다(Bandura, 1986).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총 10문항으로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4점), ‘어느 정도 그렇다’

(3점),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3) 지식정도

자궁경부암에 대한 지식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총 14문항으로 각 문항은

‘맞다’ ‘틀리다’ ‘모르겠다’ 로 구성되었다. 질문에 맞는 답변을 한 경우 1점, 틀

린 답변을 하거나 모르겠다고 답변한 경우 0점으로 채점하였으며, 점수가 높

을수록 자궁경부암에 대한 지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4) 자궁경부암 검진과 자궁경부암 반복검진 의향

자궁경부암 검진은 자궁경부암을 조기에 발견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자궁경부

세포검사(Pap smear)를 말하며, 자궁경부암 검진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향후 2

년 이내에 자궁경부세포검사를 받을 계획이 있음을 자궁경부암 반복검진 의향

이 있음으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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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틀

본 연구의 틀은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2. 연구의 틀

5. 분석방법

통계분석은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9.2 version 프로그램을 사용

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수준은 0.05로 설정하여 양측 검

정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행동유발계기에 따른 자궁경부암 검진행위와 자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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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암 반복검진의향은 chi-square test로 분석하였다.

2) 대상자의 이전에 경험했던 검진행동과 생활습관에 따른 자궁경부암 반복검

진의향은 chi-square test로 분석하였다.

3) 대상자의 건강신념 및 자기효능감에 따른 자궁경부암 검진행위와 자궁경부

암 반복검진의향은 chi-square test로 분석하였다.

4)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들을 설명변수로 하고, 자궁경부암

검진행위와 자궁경부암 반복검진의향을 종속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으

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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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1. 연구대상자의 특성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평균연령은 50.2세이며, 40-49세가 55.6%로였다. 모두 기혼이었으며, 배우자

와 함께 살고 있는 비율은 94.4%였다. 교육수준은 ‘고졸이하’가 377명(75%)로

가장 많았으며, 가족의 월수입은 근로자 가구 월소득에 해당하는 ‘300만원 이

상’이 74.7%로 비교적 경제 상태는 양호하였다.

2) 대상자의 행동촉진계기 관련 특성

타인과 비교하였을 때 자신의 건강상태는 59.8%가 좋은 편이라고 답하였으

며, 자신의 건강에 대해 걱정하는 경우는 47.7%였다. 현재 자신의 건강상태를

측정한 점수는 100점 만점에 평균 71.9점으로 비교적 높게 측정되었다. 어머

님, 자매, 자녀 등의 가족 중에 자궁경부암 환자가 있는 경우는 1.8%이었으며,

친구 및 지인 중에서 자궁경부암 환자가 있는 경우는 14.7%로 나타났다. 자궁

경부암의 지식정도를 알아보는 항목에서 평균은 6.9점(14점 만점)이었으며, 가

장 많은 점수는 5점이었다.

3) 대상자의 건강신념과 자기효능감 관련 특성

건강신념모델에서 행위에 대한 지각된 감수성은 평균 2.7점, 행위에 대한 지

각된 심각성은 평균 2.8점, 행위에 대한 지각된 유익성은 평균 3.1점, 행위에

대한 지각된 장애성은 평균 1.9점이었고, 자기효능감은 평균 2.0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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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궁경부암 검진행동 여부별 관련요인 단변량 분석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궁경부암 검진 여부의 분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궁경부암 검진 여부의 분포는 표 1과 같다.

연구 대상자에서 자궁경부암 검진의 경험이 있는 경우는 77.9%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 자궁경부검진을 받은 년도는 2007년이 50.1%로 가장 많았으며,

2006년도, 2005년도 이전의 순이었다. 연령에 따른 자궁경부암 검진여부는

40-49세의 대상자(78.9%)에 비해 60-69세의 대상자(73.0%)가 자궁경부암 검진

을 시행한 경험이 적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진 않았다.

교육수준에 따른 자궁경부암 검진 여부는 ‘고졸 이하’(79.1%)의 대상자가

‘대졸 이상’(74.6%)의 대상자에 비해 자궁경부암 검진을 더 많이 시행하였으

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진 않았다. 기혼여성의 경우 배우자와 함께

사는 대상자(78.7%)가 혼자 사는 대상자(64.3%)보다 자궁경부암 검진을 더 많

이 시행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진 않았다. 가족의 월수입이

199만원 이하의 대상자에서 85.0%로 가장 많은 자궁경부암 검진의 경험이 있

었으며, 200만원 이상의 월수입이 대상자에서는 약 77%의 자궁경부암의 검진

을 시행하였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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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특성 구분
검진 경험

χ2 P
있다(N=392) 없다(N=111)

나이

40-49세 221(78.9) 59(21.1)

1.51 .46950-59세 106(79.1) 28(20.9)

60-69세 65(73.0) 24(27.0)

학력

고졸 이하 298(79.1) 79(20.9)

1.08 .297

대졸 이상 94(74.6) 32(25.4)

배우자 동거

유무

기혼(배우자와

함께 삼)
374(78.7) 101(21.3)

3.21 .073

기혼(혼자 삼) 18(64.3) 10(35.7)

가족의 월수입

199만원 이하 34(85.0) 6(15.0)

1.26 .531200 - 399만원 224(77.2) 66(22.8)

400만원 이상 134(77.5) 39(22.5)

표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궁경부암 검진 여부의 분포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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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동촉진계기에 따른 자궁경부암 검진 여부의 분포

대상자의 행동촉진계기에 따른 자궁경부암 검진 여부의 분포는 표 2와 같

다.

자궁경부암 가족력에 따른 자궁경부암 검진 여부는 가족 중에 자궁경부암

환자가 있는 대상자와 그렇지 않은 대상자의 자궁경부암 검진여부는 7명

(77.8%)과 385명(77.9%)으로 차이가 없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진 않았다. 친구와 지인 중에 자궁경부암 환자가 없는 대상자가 그렇지

않은 대상자에 비해 33명(78.8%)과 54명(73.0%)으로 자궁경부암 검진을 더 많

이 받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진 않았다.

타인과 비교했을 때 자신이 느끼는 건강상태정도가 ‘좋다’고 느끼는 대상자

(242명, 80.4%), ‘나쁘다’고 느끼는 대상자(33명, 76.7%), ‘비슷하다’고 느끼는

대상자(117명, 73.6%)의 순으로 자궁경부암 검진을 시행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진 않았다.

자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 점수에서 ‘나쁘다’고 평가한 대상자(65점 이하),

‘중간이다’라고 평가한 대상자(65점 초과-80점 미만), ‘좋다’라고 평가한 대상자

(80점 이상)가 각각 103명(74.1%), 234명(78.8%), 55명(82.1%)으로 자궁경부암

검진을 더 많이 시행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진 않았다.

본인의 건강에 대해 ‘걱정하는 편’이라는 대상자와 ‘걱정하지 않는 편’이라는

대상자가 각각 189명(78.8%)과 203명(77.2%)으로 ‘걱정하는 편’인 대상자가 자

궁경부암 검진을 더 시행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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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암에 대한 지식정도에 따른 자궁경부암 검진은 점수가 5점 이하(14

점 만점)에서 126명(72.4%), 점수가 6-8점(14점 만점)에서 138명(80.7%), 점수

가 9점 이상(14점 만점)에서 128명(81.0%)으로 자궁경부암 지식이 높을수록

자궁경부암 검진을 더 많이 시행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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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촉진계기 구분

검진 경험

χ2 P

있다(N=392) 없다(N=111)

가족력 있다 7(77.8) 2(22.2)

.0001 .991

없다 385(77.9) 109(22.1)

지인의 발병 있다 54(73.0) 20(27.0)

1.24 .265

없다 338(78.8) 91(21.2)

타인과 비교시

건강상태 인지

나쁜 편이다 33(76.7) 10(23.3)

2.85 .241비슷하다 117(73.6) 42(26.4)

좋은 편이다 242(80.4) 59(19.6)

건강상태 점수 나쁘다

(65점 이하)
103(74.1) 36(25.9)

1.99 .370
중간이다

(65점초과 80점미만)
234(78.8) 63(21.2)

좋다

(80점 이상)
55(82.1) 12(17.9)

건강 걱정정도 걱정하는 편 189(78.8) 51(21.2)

0.18 .672

걱정하지 않는 편 203(77.2) 60(22.8)

지식정도

(14점 만점)

하(0-5점) 126(72.4) 48(27.6)

4.72 .095중(6-8점) 138(80.7) 33(19.3)

상(9-14점) 128(81.0) 30(19.0)

표 2. 행동촉진계기에 따른 자궁경부암 검진 여부의 분포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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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신념과 자기효능감에 따른 자궁경부암 검진 여부의 분포

대상자의 건강신념과 자기효능감에 따른 자궁경부암 검진 여부의 분포는 표

3과 같다.

건강신념모델에서 각 영역의 평균에 대해 문항수로 나누어 4점 만점으로 환

산한 결과 자궁경부암 검진을 시행한 대상자와 시행하지 않은 대상자 모두 유

익성이 각각 3.12점과 3.07점으로 가장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신념에 따른 자궁경부암 검진 여부는 질병에 대한 지각된 감수성이 낮

은 대상자의 80.3%가 자궁경부암 검진을 시행하였고, 감수성이 높은 대상자의

79.0%가 시행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질병

에 대한 지각된 심각성이 낮은 대상자의 77.3%가 자궁경부암 검진을 시행하

였고, 심각성이 높은 대상자의 85.6%가 시행하였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건강신념에 따른 자궁경부암 검진 여부는 건강행위

에 대한 지각된 유익성이 낮은 대상자의 75.2%가 자궁경부암 검진을 시행하

였고, 유익성이 높은 대상자의 80.4%가 시행하였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건강행위에 대한 지각된 장애성이 낮은 대상자의

81.3%가 자궁경부암 검진을 시행하였고, 장애성이 높은 대상자의 67.8%가 시

행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자기효능감(self-efficacy)에 따른 자궁경부암 검진 여부는 자기효능감 점수

가 낮은 대상자(0-29점)에서 123명(69.5%), 중간 대상자(30-32점)에서 138명

(81.2%), 높은 대상자(33-40점)에서 131명(84.0%)로 자궁경부암 검진을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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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 경험

있다(N=392) 없다(N=111) χ2 P

지각된

감수성

낮음 57(80.3) 14(19.7)

0.73 .695중간 170(76.2) 53(23.8)

높음 165(79.0) 44(21.0)

지각된

심각성

낮음 129(77.3) 38(22.7)

3.86 .145중간 186(75.6) 60(24.4)

높음 77(85.6) 13(14.4)

지각된

유익성

낮음 106(75.2) 35(24.8)

1.04 .595중간 196(78.4) 54(21.6)

높음 90(80.4) 22(19.6)

지각된

장애성

낮음 139(81.3) 32(18.7)

12.38 .002**중간 154(82.8) 32(13.5)

높음 99(67.8) 47(32.2)

자기효능감

(40점 만점)

낮음(0-29점) 123(69.5) 54(30.5)

11.69 .003**중간(30-32점) 138(81.2) 32(18.8)

높음(33-40점) 131(84.0) 25(16.0)

표3. 건강신념과 자기효능감에 따른 자궁경부암 검진 여부의 분포

단위 : 명(%)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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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궁경부암 검진여부에 대한 관련요인 다변량 분석

자궁경부암 검진에 대한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수준 0.05 수준에서 유의했던

변수들을 설명변수로 하고, 자궁경부암 검진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4).

연령에 따른 자궁경부암 검진여부는 나이가 낮은 대상자(40-49세)에 비해

50-59세 대상자의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은 오즈비는 1.04(95% CI, 0.61-1.75)

이며, 60-69세의 대상자의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은 오즈비는 0.77(95% CI,

0.43-1.37)로 나이가 많을수록 자궁경부암 검진을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진 않았다.

건강신념 중 질병에 대한 지각된 감수성이 낮은 대상자에 비해 감수성이 높

은 대상자가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은 오즈비는 1.09(95% CI, 0.53-2.25)로 나

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진 않았다. 질병에 대한 지각된 심각

성이 낮은 대상자에 비해 심각성이 높은 대상자가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은 오

즈비는 1.57(95% CI, 0.75-3.29)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진 않았다. 건강신념 중 건강행위에 대한 지각된 유익성이 낮은 대상자에 비

해 유익성이 높은 대상자가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은 오즈비는 0.83(95% CI,

0.43-1.61)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진 않았다. 건강행위

에 대한 지각된 장애성이 낮은 대상자에 비해 장애성이 높은 대상자가 자궁경

부암 검진을 받은 오즈비는 0.51(95% CI, 0.29-0.91)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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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효능감(self-efficacy)에 따른 자궁경부암 검진 여부는 자기효능감이 낮

은 대상자(0-29점)에 비해 중간 대상자(30-32점)가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은

오즈비는 1.74(95% CI, 1.03-2.95)로 나타났으며, 높은 대상자(33-40점)가 자궁

경부암 검진을 받은 오즈비는 1.93(95% CI, 1.08-3.46)로 나타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자궁경부암 검진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보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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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범주

자궁경부암 검진 유무

OR (95% CI) P

나이 40-49세 1.00

50-59세 1.04 (0.61 - 1.75) .896

60-69세 0.77 (0.43 - 1.37) .370

지각된

감수성

낮음 1.00

중간 0.86 (0.43 - 1.72) .672

높음 1.09 (0.53 - 2.25) .818

지각된

심각성

낮음 1.00

중간 0.99 (0.60 - 1.65) .984

높음 1.57 (0.75 - 3.29) .232

지각된

유익성

낮음 1.00

중간 1.05 (0.63 - 1.75) .859

높음 0.83 (0.43 - 1.61) .580

지각된

장애성

낮음 1.00

중간 1.19 (0.68 - 2.07) .543

높음 0.51 (0.29 - 0.91) .022*

자기효능감

(40점 만점)

낮음(0-29점) 1.00

중간(30-32점) 1.74 (1.03 - 2.95) .040*

높음(33-40점) 1.93 (1.08 - 3.46) .028*

표 4. 자궁경부암 검진여부에 대한 관련요인 다변량 분석

OR = Odds Ratio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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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궁경부암 반복검진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 단변량 분석

1) 자궁경부암 검진경험이 있는 대상자에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궁경부

암 반복검진 의향의 분포

자궁경부암 검진경험이 있는 대상자에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궁경부암 반

복검진 의향의 분포는 표 5와 같다.

자궁경부암 검진을 시행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 392명 중 향후 2년 이내에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을 계획이 있는 대상자는 299명으로 76.3%가 반복검진

의 의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궁경부암 검진을 하면서 불만족스러운 경험이 있었던 경우는 13.2%였으

며, 검사 도중에 겪은 통증 및 불편감과 의료진의 전문성 의심이 불만스러운

경험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였다. 이외에도 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 부족, 검

사 결과보고의 지연 등으로 나왔다(부록 6 참조).

연령에 따른 자궁경부암 반복검진 의향은 40-49세인 대상자는 178명

(80.5%), 50-59세인 대상자는 81명(76.4%), 60-69세인 대상자는 40명(61.5%)으

로 나타나 연령이 높을수록 반복검진 의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교육수준에 따른 자궁경부암 반복검진 의

향은 ‘고졸 이하’인 대상자가 224명(76.7%)로 나타났으며, ‘대졸 이상’인 대상

자는 75명(79.8%)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궁경부암 반복검진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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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함께 사는 기혼 대상자의 경우 287명(76.7%)이 자궁경부암 반복검

진의 의향이 있었으며, 혼자 사는 기혼 대상자의 경우 12명(66.7%)이 자궁경

부암 반복검진의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경우가 더

많은 반복검진 의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진 않았다.

가족의 월수입에 따른 자궁경부암 반복검진 의향은 ‘199만원 이하’의 대상

자에서 가장 높았으며(85.3%), ‘400만원 이상’의 대상자의 80.6%, ‘200만원

-399만원’의 대상자의 72.3%가 반복검진의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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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특성 구분

반복검진 의향

예(N=299) 아니오(N=93) χ2 P

나이

40-49세 178(80.5) 43(19.5)

10.03 .007**50-59세 81(76.4) 25(23.6)

60-69세 40(61.5) 25(38.5)

학력

고졸 이하 224(75.2) 74(24.8)

0.84 .359

대졸 이상 75(79.8) 19(20.2)

배우자 동거

유무

기혼(배우자와

함께 삼)
287(76.7) 87(23.3)

0.96 .327

기혼(혼자 삼) 12(66.7) 6(33.3)

가족의 월수입

199만원 이하 29(85.3) 5(14.7)

4.85 .089200 - 399만원 162(72.3) 62(27.7)

400만원 이상 108(80.6) 26(19.4)

표 5. 자궁경부암 검진 경험이 있는 대상자에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궁경부

암 반복검진 의향의 분포

단위 : 명(%)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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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궁경부암 검진 경험이 있는 대상자에서 행동촉진계기에 따른 자궁경

부암 반복검진 의향의 분포

자궁경부암 검진 경험이 있는 대상자에서 행동촉진계기에 따른 자궁경부암

반복검진 의향의 분포는 표 6과 같다.

가족력에 따른 자궁경부암 반복검진 의향은 가족 중에 자궁경부암 환자가

있는 대상자와 자궁경부암 환자가 없는 대상자는 각각 6명(85.7%)과 293명

(76.1%)으로 가족력이 있는 대상자에서 자궁경부암 반복검진 의향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친구와 지인 중에 자궁경부암 환자가 있는 대상자와 자궁경부암 환자가 없

는 대상자는 각각 43명(79.6%)과 256명(75.7%)으로 친구와 지인 중에 자궁경

부암 있는 대상자에서 자궁경부암 반복검진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타인과 비교했을 때 자신이 느끼는 건강상태정도가 ‘나쁘다’(51.5%)고 느끼

는 대상자에 비해 건강상태정도가 ‘비슷하다’(70.1%)나 ‘좋다’(82.6%)라고 느끼

는 대상자가 자궁경부암 반복검진 의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

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자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 점수에서 ‘나쁘다’고 평가한 대상자(65점 이하),

‘중간이다’라고 평가한 대상자(65점 초과-80점 미만), ‘좋다’라고 평가한 대상자

(80점 이상)가 각각 66명(64.1%), 191명(81.6%), 42명(76.4%)으로 ‘중간이다’라

고 평가한 대상자가 자궁경부암 반복검진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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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자신의 건강에 대해 걱정하는 정도에 따른 반복검진 의향은 ‘걱정하는 편이

다’가 147명(77.8%)으로 나타났으며, ‘걱정하지 않는 편이다’는 152명(74.9%)으

로 자신의 건강에 대해 걱정하는 대상자가 더 많이 자궁경부암 반복검진 의향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진 않았다.

자궁경부암에 대한 지식정도에 따른 자궁경부암 반복검진 의향은 지식정도

의 점수가 5점 이하(14점 만점)에서 83명(65.9%), 점수가 6-8점(14점 만점)에

서 108명(78.3%), 점수가 9점 이상(14점 만점)에서 108명(84.4%)으로 자궁경부

암 지식이 높을수록 자궁경부암 반복검진 의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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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촉진계기 구분

반복검진 의향

예(N=299) 아니오(N=93) χ2 P

가족력

있다 6(85.7) 1(14.3)

0.35 .554

없다 293(76.1) 92(23.9)

지인발병

있다 43(79.6) 11(20.4)

0.39 .533

없다 256(75.7) 82(24.3)

타인과 비교시

건강상태 인지

나쁜 편이다 17(51.5) 16(48.5)

19.08 <.001**비슷하다 82(70.1) 35(29.9)

좋은 편이다 200(82.6) 42(17.4)

건강상태 점수

나쁘다

(65점 이하)
66(64.1) 37(35.9)

12.17 .002**
중간이다

(65점초과-80점미만)
191(81.6) 43(18.4)

좋다

(80점 이상)
42(76.4) 13(23.6)

건강 걱정정도

걱정하는편 147(77.8) 42(22.2)

0.46 .499

걱정하지않는편 152(74.9) 51(25.1)

지식정도

하(0-5점) 83(65.9) 43(34.1)

12.48 .002**중(6-8점) 108(78.3) 30(21.7)

상(9-14점) 108(84.4) 20(15.6)

표 6. 자궁경부암 검진 경험이 있는 대상자에서 행동촉진계기에 따른 자궁경

부암 반복검진 의향의 분포

단위 : 명(%)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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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전 자궁경부암 검진경험에 따른 자궁경부암 반복검진 의향의 분포

자궁경부암 검진 경험이 있는 대상자에서 이전의 자궁경부암 검진의 경험에

따라 향후 자궁경부암 반복검진 의향의 분포는 표 7과 같다.

이전의 자궁경부암 검진 시점은 1년 이내에 시행한 대상자(81.3%), 1년-3년

이내에 시행한 대상자(77.2%), 3년 이전에 시행한 대상자(57.4%)순으로 최근

에 자궁경부암 검진을 시행한 대상자가 향후 반복검진 의향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전의 검진 경로에 따른 반복검진 의향은 개인적으로 병원을 찾아간 대상

자가 72.2%로 가장 적었으며, 공단에서 나온 수검표를 들고 검진한 대상자는

79.9%, 가족이 다니는 직장에서 검진을 받은 대상자는 81.8%로 가장 많았으

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진 않았다.

이전의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은 대상자 중에서 불편감을 경험한 사람은 52

명(13.3%)이었다. 불편감을 경험한 대상자가 다시 자궁경부암 검진의 의향이

있는 대상자는 75.0%이었으나, 불편감을 경험하지 않은 대상자(76.5%)와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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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특성 구분

반복검진 의향

예(N=299) 아니오(N=93) χ2 P

검진시점

3년 이전 35(57.4) 26(42.6)

14.95 <.001**1년 - 3년 이내 95(77.2) 28(22.8)

1년 이내 시행 169(81.3) 39(18.7)

검진형태

공단검진 123(79.9) 31(20.1)

3.66 .161직장검진 36(81.8) 8(18.2)

개인검진 140(72.2) 54(27.8)

검진 시

불편감 경험

있었다 39(75.0) 13(25.0)

0.05 .816

없었다 260(76.5) 80(23.5)

표 7. 이전 자궁경부암 검진경험에 따른 자궁경부암 반복검진 의향의 분포

단위 : 명(%)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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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궁경부암 검진 경험이 있는 대상자에서 건강수준 및 생활습관에 따른

자궁경부암 반복검진 의향의 분포

자궁경부암 검진 경험이 있는 대상자에서 건강수준 및 생활습관이 향후 자

궁경부암 반복검진 의향의 분포는 표 8과 같다.

만성질환(6개월 이상 앓음, 감기 등은 제외)에 따른 자궁경부암 반복검진 의

향은 자궁관련 질환이 있는 경우 80.0%의 대상자가, 진단받은 질환이 없는 경

우 77.3%의 대상자가, 자궁 이외의 질환을 진단받은 경우 71.8%의 대상자가

자궁경부암 반복검진의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진 않았다.

BMI(체질량지수)와 관련한 자궁경부암 반복검진 의향은 과체중인 대상자

(72.4%), 정상체중인 대상자(79.2%), 저체중인 대상자(88.9%) 순이며, 저체중일

수록 자궁경부암 반복검진의 의향이 더 많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진 않았다. 폐경 여부와 관련된 자궁경부암 반복검진 의향은 폐경 전인

대상자가 197명(80.7%)으로 가장 많이 반복검진 의향을 보였으며, 55세 이전

에 폐경이 된 대상자는 93명(69.4%), 55세 이후에 폐경이 된 대상자는 9명

(64.3%)이 반복검진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

흡연에 따른 자궁경부암 반복검진 의향은 '현재 금연 중인 대상자'가 100%

로 가장 높았으며, '과거에 흡연한 적 없는 대상자'가 76.2%로 다소 낮게 나

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진 않았다. 운동과 관련한 자궁경부

암 반복검진 의향은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 대상자(71.7%)보다 일주일 중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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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을 운동하는 대상자(92.6%)가 반복검진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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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수준

및

생활습관

구분

반복검진 의향

예(N=299) 아니오(N=93) χ2 P

만성질병†

자궁관련 질환 8(80.0) 2(20.0)

1.12 .571자궁 이외의 질환 56(71.8) 22(28.2)

진단받은 질환 없음 235(77.3) 69(22.7)

BMI‡

저체중 8(88.9) 1(11.1)

3.27 .195정상 160(79.2) 42(20.8)

과체중이상 131(72.4) 50(27.6)

폐경 여부

폐경 전 197(80.7) 47(19.3)

7.29 .026*55세 이후 폐경 9(64.3) 5(35.7)

55세 이전 폐경 93(69.4) 41(30.6)

흡연여부

과거 흡연 없음 297(76.2) 93(23.8)

0.63 .429현재 금연 중 2(100.0) 0(0.0)

현재 흡연 중 0(0.0) 0(0.0)

운동일수§

거의안함 124(71.7) 49(28.3)

13.12 .004**

1-2일 49(69.0) 22(31.0)

3-4일 76(80.8) 18(19.2)

5일 이상 50(92.6) 4(7.4)

표 8. 자궁경부암 검진 경험이 있는 대상자에서 건강수준 및 생활습관에 따른

자궁경부암 반복검진 의향의 분포

단위 : 명(%)

* p<0.05 ** p<0.01

†만성질병 : (6개월 이상 앓은 경우, 감기 등은 제외)

‡ BMI : Body Mass Index, 체중(kg) ÷ (키(m))2, 아시아태평양지역 판정 기준

§ 운동 : 일주일 중 하루 30분 이상, 약간 숨이 찰 정도의 걷거나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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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궁경부암 검진 경험이 있는 대상자에서 건강신념과 자기효능감에 따

른 자궁경부암 반복검진 의향의 분포

대상자의 건강신념과 자기효능감에 따른 자궁경부암 반복검진 의향의 분포

는 표 9와 같다.

건강신념모델에서 각 영역의 평균에 대해 문항수로 나누어 4점 만점으로 환

산한 결과 자궁경부암 반복검진의 의향이 있는 대상자와 의향이 없는 대상자,

모두 유익성이 각각 3.15점과 3.02점으로 가장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건강신념 중에서 질병에 대한 지각된 감수성이 ‘중간’인 대상자가 83.5%로

가장 높은 자궁경부암 반복검진 의향을 나타냈으며, 감수성이 높은 대상자가

73.9%, 감수성이 낮은 대상자가 61.4%의 반복검진 의향을 보였다. 이는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질병에 대한 지각된 심각성이 낮은 대상자 중

69.8%가 자궁경부암 반복검진 의향을 나타냈으며, 심각성이 높은 대상자 중

83.1%가 반복검진 의향을 보였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진

않았다.

건강신념 중에서 건강행위에 대한 지각된 유익성이 낮은 대상자 중 70.8%

가 자궁경부암 반복검진 의향을 보인데 반해, 유익성이 높은 대상자 중 86.7%

가 반복검진 의향을 보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건강신

념 중에서 건강행위에 대한 지각된 장애성이 낮은 대상자 중 74.8%가 자궁경

부암 반복검진 의향을 보인데 반해, 장애성이 높은 대상자 중 70.7%가 반복검

진 의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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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효능감(self-efficacy)에 따른 자궁경부암 반복검진 의향은 자기효능감

점수가 낮은 대상자(0-29점)에서 68.3%, 중간 대상자(30-32점)에서 75.4%, 높

은 대상자(33-40점)에서 84.7%가 자궁경부암 반복검진의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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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검진 의향

예(N=299) 아니오(N=93) χ2 P

지각된

감수성

낮음 35(61.4) 22(38.6)

12.41 .002**중간 142(83.5) 28(16.5)

높음 122(73.9) 43(26.1)

지각된

심각성

낮음 90(69.8) 39(30.2)

5.30 .071중간 145(78.0) 41(22.0)

높음 64(83.1) 13(16.9)

지각된

유익성

낮음 75(70.8) 31(29.3)

7.50 .024*중간 146(74.5) 50(25.5)

높음 78(86.7) 12(13.3)

지각된

장애성

낮음 104(74.8) 35(25.2)

3.89 .143중간 125(81.2) 29(18.8)

높음 70(70.7) 29(29.3)

자기효능감

(40점 만점)

낮음(0-29점) 84(68.3) 39(31.7)

9.57 .008**중간(30-32점) 104(75.4) 34(24.6)

높음(33-40점) 111(84.7) 20(15.3)

표 9. 자궁경부암 검진 경험이 있는 대상자에서 건강신념과 자기효능감에 따

른 자궁경부암 반복검진 의향의 분포

단위 : 명(%)

*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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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궁경부암 반복검진 의향에 대한 관련요인 다변량 분석

자궁경부암 반복검진 의향에 대한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수준 0.05 수준에서

유의했던 변수들을 설명변수로 하고, 자궁경부암 반복검진 의향을 종속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10).

연령에 따른 자궁경부암 반복검진 의향은 나이가 낮은 대상자(40-49세)에

비해 60-69세의 대상자의 자궁경부암 반복검진 의향의 오즈비는 0.48(95% CI,

0.23-0.99)로 나이가 많을수록 자궁경부암 반복검진의 의향이 낮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타인과 비교했을 때 자신의 건강상태가 ‘나쁜 편이다’고 생각하는 대상자에

비해 ‘좋은 편이다’라고 생각하는 대상자의 자궁경부암 반복검진 의향의 오즈

비는 2.82(95% CI, 1.05-7.56)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

자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 점수에서 ‘나쁘다(65점 이하)’라고 평가한 대상자

에 비해 ‘중간이다(65점 초과-80점 미만)’라고 생각하는 대상자의 자궁경부암

반복검진 의향의 오즈비는 1.82(95% CI, 0.96-3.46)이며, ‘좋다(80점 이상)’라고

생각하는 대상자의 자궁경부암 반복검진 의향의 오즈비는 1.18(95% CI,

0.47-2.95)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진 않았다.

자궁경부암에 대한 지식정도가 낮은 대상자(0-5점)에 비해 중간인 대상자

(6-8점)의 자궁경부암 반복검진 의향의 오즈비는 1.40(95% CI, 0.7.3-3.54)로



- 41 -

나타났으며, 지식정도가 높은 대상자(9-14점)가 자궁경부암 반복검진 의향의

오즈비는 1.73(95% CI, 0.84-3.54)로 지식이 높을수록 반복검진의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진 않았다.

생활습관 중 운동과 관련하여 일주일 동안 거의 운동을 하지 않는 대상자에

비해 일주일에 5일 이상 운동하는 대상자의 자궁경부암 반복검진 의향의 오즈

비는 4.79(95% CI, 1.47-15.60)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

이전의 검진 시점과 관련하여 자궁경부암 반복검진 의향은 3년 이전에 검진

을 시행한 대상자에 비해 1-3년 이내에 검진을 했던 대상자의 반복검진 의향

의 오즈비는 2.64(95% CI, 1.19-5.88)로 나타났으며, 1년 이내에 검진을 했던

대상자의 반복검진 의향의 오즈비는 2.92(95% CI, 1.39-6.16)로 나타나, 최근에

검진을 시행했던 대상자일수록 반복검진의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건강신념 중에서 질병에 대한 지각된 감수성이 낮은 대상자에 비해 감수성

이 중간인 대상자의 반복검진 의향의 오즈비는 3.65(95% CI, 1.66-8.05)로 나

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건강신념 중에서 질병에 대

한 지각된 심각성이 낮은 대상자에 비해 심각성이 높은 대상자의 반복검진 의

향의 오즈비는 1.46(95% CI, 0.61-3.49)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진 않았다. 건강신념 중에서 건강행위에 대한 지각된 유익성이 낮은

대상자에 비해 유익성이 높은 대상자의 반복검진 의향의 오즈비는 2.37(95%

CI, 1.01-5.56)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건강신념 중

에서 건강행위에 대한 지각된 장애성이 낮은 대상자에 비해 장애성이 높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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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의 반복검진 의향의 오즈비는 0.80(95% CI, 0.38-1.65)로 나타났으며,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진 않았다.

자기효능감과 관련하여 자기효능감이 낮은 대상자(0점-29점)에 비해 자기효

능감이 높은 대상자(33점-40점)의 자궁경부암 반복검진 의향의 오즈비는 1.76

배(95% CI, 0.83-3.75)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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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범주
반복검진 의향

OR (95% CI) P

나이 40-49세 1.00

50-59세 0.60 (0.31 - 1.16) .131

60-69세 0.48 (0.23 - 0.99) .047*

타인과 비교시

건강상태 인지

나쁜 편이다 1.00

비슷하다 1.56 (0.58 - 4.14) .376

좋은 편이다 2.82 (1.05 - 7.56) .039*

건강상태 점수 나쁘다 1.00

중간이다 1.82 (0.96 - 3.46) .067

좋다 1.18 (0.47 - 2.95) .723

지식정도 하(0-5점) 1.00

중(6-8점) 1.40 (0.73 - 2.70) .313

상(9-14점) 1.73 (0.84 - 3.54) .135

운동일수 거의안함 1.00

1-2일 1.01 (0.50 - 2.05) .974

3-4일 1.51 (0.74 - 3.06) .256

5일 이상 4.79 (1.47 - 15.60) .009**

검진시점 3년 이전 1.00

1년-3년 이내 2.64 (1.19 - 5.88) .018*

1년 이내 시행 2.92 (1.39 - 6.16) .005**

표 10. 자궁경부암검진 경험이 있는 대상자에서 반복검진 의향에 대한 관련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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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된

감수성

낮음 1.00

중간 3.65 (1.66 – 8.05) .001**

높음 1.46 (0.65 - 3.24) .359

지각된

심각성

낮음 1.00

중간 1.27 (0.67 - 2.42) .463

높음 1.46 (0.61 - 3.49) .389

지각된

유익성

낮음 1.00

중간 0.98 (0.53 - 1.79) .937

높음 2.37 (1.01 - 5.56) .048*

지각된

장애성

낮음 1.00

중간 1.34 (0.69 - 2.60) .386

높음 0.80 (0.38 - 1.65) .540

자기효능감

(40점 만점)

낮음(0-29점) 1.00

중간(30-32점) 1.23 (0.64 - 2.37) .543

높음(33-40점) 1.76 (0.83 - 3.75) .142

OR = Odds Ratio

*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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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본 연구는 자궁경부암 검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반

복검진과 관련된 요인을 건강신념모델에 적용하여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이전 자궁경부암 검진률은 77.9%로 나타났으며,

평균연령은 50.2세로 40-49세가 55.6%를 차지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자궁경부암 검진을 더 많이 한다는

연구결과(정인숙 등, 2004)와 HPV(인유두종바이러스, Human Papilloma

Virus) 감염이 자궁경부암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때, HPV 백신

접종의향이 높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최경아 등, 2008)와 같이 지식이 높을수록

건강행위의 의향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있는 대상자가 자궁경부암 검진을 더 받았고(김민경 등, 2006), 가족력이 암예

방 건강행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라고 보고하고 있다(박은희 등, 2009).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소득수준,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 가족력, 자궁경부암

지식정도가 자궁경부암 검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가 아니었다.

자궁경부암 검진과 건강신념의 관련성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서 자궁경부암

을 예측함에 있어 건강신념은 적합하지 않은 모형이며, 자궁경부암 수검 행동

을 설명하는 유의한 변인은 자기효능감이라고 하였다(김혜민, 2008). 또한 자

궁경부암 검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검진의 지각된 유익성이라는 Gillam의

연구보고도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건강신념 중에서 질병에 지각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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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 지각된 심각성, 건강행위에 대한 지각된 유익성은 자궁경부암 검진에 영

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가 아니었지만, 건강행위에 대한 지각된 장애성과 자

기효능감이 자궁경부암 검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건강

행위를 수행하는데 나타나는 부정적인 요인들을 제거하고 자기효능감을 높인

다면 자궁경부암 검진 수검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반복검진 의향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박은희 등,

2009), 가족의 월평균 수입이 높을수록(박은희 등, 2009, 정인숙 등, 2004) 자

궁경부암 정기검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반복검진 의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연령이 높아

질수록 평균여명이 짧아짐에 따라 건강행위의 수행이 낮아지는 것으로 생각된

다. 가족의 월평균 수입과도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연구과 일

치하지 않았다.

건강신념과 반복검진에 대한 관련성 연구에서 건강신념은 유의한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하였고(박은희 등, 2009), 행위의 지각된 유익성과 행위의 지각된

장애성이 반복검진에 유의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었다(정인숙

등, 2004). 본 연구에서 건강신념과 반복검진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질

병에 대한 지각된 감수성과 지각된 건강행위의 유익성이 나타나 기존의 연구

들과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변수들 중 자궁경부암

반복검진 의향에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변수로 타인과 비교했을 때 자신의 건

강상태를 좋은 편이라고 인지할수록, 운동을 많이 하는 대상자일수록, 이전의

검진 시점이 최근일수록 자궁경부암 반복검진 의향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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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건강신념과의 자궁경부암 검진과 반복검진을 관련된 연구라는 점

에서 의의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제한점 있다. 첫째, 본 연구는 단면조사연구

로서 반복검진 여부 자체가 아닌 의향에 대해 조사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반복검진에 대한 영향요인을 구명할 수 없었다. 둘째, 경기도 일부지역의 중년

여성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중년 여성의 암 예방적

건강행위 이행을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셋째, 연구의 변수 중 가족력을

구하는 과정에서 기억에 의존한 만큼 병력 및 가족력을 확보하는데 기억편견

(recall bias)의 가능성이 있다. 넷째, 자궁경부암 검진을 시행한 시점과 건강신

념을 측정한 시점에 차이가 있어 자궁경부암 검진 경험과 건강신념을 적용시

키는데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건강신념모델을 자궁경부암 검진뿐만 아니라

자궁경부암 반복검진 의향에도 적용하였다는 것이 의의라고 할 수 있겠다. 반

복검진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는 현실에서 반복검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확인하여 보건정책뿐만 아니라 홍보 및 교육에 적용할 수 있도록 반복검진과

관련된 심도 있는 추가연구가 필요하며, 향후 자궁경부암뿐만 아니라 다른 암

종에 적용한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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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자궁경부암 검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단면연

구로 군포시에 거주하는 40세에서 69세의 503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수행하였

다. 일반적 특성, 행동촉진계기, 이전의 검진경험, 건강신념에 따른 자궁경부암

검진여부와 반복검진 의향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단변량 분석에서 자궁경부암 검진여부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건강신념 중 건강행위에 대한 지각된 장애성, 자기효능감이였다.

건강신념 중 행위에 대한 지각된 장애성이 낮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자궁경부암 검진의 경험이 높았다.

둘째, 연령을 포함하여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한 변수를 다변량 분석을 한

결과, 건강행위에 대한 지각된 장애성이 낮은 대상자에 비해 장애성이 높은

대상자가 자궁경부암 검진을 한 오즈비는 0.51(95% CI, 0.29-0.91)로, 건강행

위에 대한 지각된 장애성이 높을수록 자궁경부암 검진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자기효능감이 낮은 대상자에 비해 높은 대상자가 자궁경부암 검진을

한 오즈비는 1.93(95% CI, 1.08-3.46)로, 자기효능감이 높은 대상자가 낮은 대

상자에 비해 자궁경부암 검진을 1.93배 더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단변량 분석에서 자궁경부암 반복검진 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인 변수는 연령, 타인과 비교했을 때 자신이 느끼는 건강상태 정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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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 점수, 자궁경부암에 대한 지식정도, 이전의 자궁경

부암 검진 시점, 운동 일수, 건강신념 중 질병에 대한 지각된 감수성, 건강행

위에 대한 지각된 유익성, 자기효능감이였다.

넷째,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한 변수와 반복검진 의향과의 관련요인을 다변

량 분석을 한 결과, 연령이 낮은 대상자에 비해 연령이 높은 대상자가 반복검

진의 의향을 가지는 오즈비는 0.48(95% CI, 0.23-0.99)로, 연령이 높을수록 반

복검진의 의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과 비교했을 때 자신의 건강상태

가 ‘나쁜 편이다’고 생각하는 대상자에 비해 ‘좋은 편이다’라고 생각하는 대상

자가 자궁경부암 반복검진 의향의 오즈비는 2.82(95% CI, 1.05-7.56)로 나타나,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생각할수록 반복검진의 의향이 더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생활습관 중 일주일 동안 거의 운동을 하지 않는 대상자에 비해 일주일

에 5일 이상 운동하는 대상자의 오즈비는 4.79(95% CI, 1.47-15.6)로, 운동을

열심히 하는 대상자일수록 반복검진의 의향이 4.7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의 검진시점이 3년 이전에 비해 1년 이내로 최근일수록 반복검진의 의향

이 2.92배 높음을 알 수 있었다(95% CI, 1.39-6.16). 건강신념과 관련하여 질병

에 대한 지각된 감수성이 낮은 대상자에 비해 감수성이 중간인 대상자의 반복

검진 의향의 오즈비는 3.65(95% CI, 1.66-8.05)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건강신념과 관련하여 건강행위에 대한 지각된 유익성

이 낮은 대상자에 비해 유익성이 높은 대상자의 반복검진 의향의 오즈비는

2.37(95% CI, 1.01-5.56)로 나타나, 검진에 대한 유익성이 높다고 지각하는 대

상자일수록 자궁경부암 반복검진의 의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자궁경부

암에 대한 지식정도, 폐경여부, 이전의 검진 시점, 건강신념 중에서 질병에 대

한 지각된 심각성, 건강행위의 지각된 장애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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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자궁경부암 검진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신념의

구성요소는 건강행위에 대한 지각된 장애성이였으며, 장애성이 낮을수록 자궁

경부암 검진을 많이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복검진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신념의 구성요소는 질병에 대한 지각된 감수성, 건강행위에 대한

지각된 유익성으로, 자신이 자궁경부암에 걸린 가능성이 높다고 인지할수록,

자궁경부암 검진이 질병예방에 효과적으로 지각할수록 반복검진 의향이 높음

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고찰해 볼 때, 반복검진의향을 가진 대상자가 향후

자궁경부암 검진을 이행할 수 있도록 검진에 대한 장애성을 줄이고, 검진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보건정책이 필요할 것으

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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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자의 특성 구분

나이 50.2 ± 8.1 세

자신의 건강상태 점수 71.9 ± 13.5 점

지식정도(14점 만점) 6.9 ± 2.9 점

건강신념

지각된 감수성 2.7 ± 0.4 점

지각된 심각성 2.8 ± 0.4 점

지각된 유익성 3.1 ± 0.4 점

지각된 장애성 1.9 ± 0.4 점

자기효능감 30.7 ± 4.1점

부록

[부록 1]

연구대상자의 특성

단위 : 평균±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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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내용 정답 오답

자궁암과 자궁경부암은 발병원인이 같다. 179(35.6) 324(64.4)

자궁경부암은 초음파로 검사한다. 141(28.0) 362(72.0)

자궁경부암의 가장 흔한 증상은 비정상적인 출혈이다. 331(65.8) 172(34.2)

자궁경부암 검진은 자궁경부에 이상증상이 나타났을 때 하는 것이

다.
250(49.7) 253(50.3)

자궁암과 자궁경부암은 검사법이 동일하다. 205(40.8) 298(59.2)

자궁경부암을 조기에 발견한 경우 자궁을 들어내는 것이 일반적인

치료법이다.
269(53.5) 234(46.5)

부부관계를 더 이상 하지 않으면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을 필요가

없다.
387(76.9) 116(23.1)

폐경기 이후 여성은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지 않아도 된다. 377(74.9) 126(25.1)

자궁암과 자궁경부암은 발생하는 부위가 같다. 251(49.9) 252(50.1)

자궁경부암은 성행위로 인한 바이러스 감염이 원인이다. 219(43.5) 284(56.5)

성 경험이 없는 여성도 자궁경부암 검사가 필요하다. 84(16.7) 419(83.3)

성 생활을 일찍 시작하면 자궁경부암에 잘 걸린다. 287(57.1) 216(42.9)

성 관계 상대자가 많으면 자궁경부암에 잘 걸린다. 331(65.8) 172(34.2)

자궁암과 자궁경부암은 말만 다르지 사실상 같은 암이다. 174(34.6) 329(65.4)

[부록 2]

자궁경부암에 대한 지식정도의 분포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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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내용
그렇지

않다
그렇다

나는 자궁경부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354(70.4) 149(29.6)

내 나이에 자궁경부암 검진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 41(8.2) 462(91.8)

자궁경부암에 걸린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 315(62.6) 188(37.4)

자궁경부암에 걸리면 자궁을 들어낼 수도 있다. 121(24.1) 382(75.9)

자궁경부암 치료과정은 끔찍할 정도로 힘들 것이다. 116(23.1) 387(76.9)

자궁경부암에 걸릴 경우 그것이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

이다.
73(14.5) 430(85.5)

자궁경부암에 걸릴 경우 그것이 내 가족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64(12.7) 439(87.3)

자궁경부암 검진을 하면 안도감을 느낄 수 있다. 37(7.4) 466(92.6)

자궁경부암 검진을 통해 내가 건강하다는 것을 재확인

할 수 있다.
42(8.4) 461(91.6)

자궁경부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면 완치될 가능성은

더 커질 것이다.
57(11.3) 446(88.7)

자궁경부암은 조기에 발견된다하더라도 완치될 수 없다. 371(73.8) 132(26.2)

자궁경부암 검진은 수치스럽다. (수치스러울 것이다) 208(41.4) 295(58.6)

자궁경부암 검진은 비싸다. (비쌀 것이다) 232(46.1) 271(53.9)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기 위한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285(56.7) 218(43.3)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기 위해 가야하는 병원이 멀다. 318(63.2) 185(36.8)

자궁경부암 검진은 아프다. (아플 것이다) 267(53.1) 236(46.9)

나는 산부인과에 가는 것이 왠지 싫다. 81(16.1) 422(83.9)

[부록 3]

건강신념의 분포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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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내용 점수

나는 자궁경부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2.2±0.7

내 나이에 자궁경부암 검진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 3.2±0.6

자궁경부암에 걸린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 2.3±0.7

자궁경부암에 걸리면 자궁을 들어낼 수도 있다. 2.8±0.6

자궁경부암 치료과정은 끔찍할 정도로 힘들 것이다. 2.9±0.6

자궁경부암에 걸릴 경우 그것이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0±0.6

자궁경부암에 걸릴 경우 그것이 내 가족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0±0.6

자궁경부암 검진을 하면 안도감을 느낄 수 있다. 3.2±0.6

자궁경부암 검진을 통해 내가 건강하다는 것을 재확인 할 수 있다. 3.1±0.5

자궁경부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면 완치될 가능성은 더 커질 것

이다.
3.2±0.6

자궁경부암은 조기에 발견된다하더라도 완치될 수 없다. 3.0±0.8

자궁경부암 검진은 수치스럽다. (수치스러울 것이다) 2.6±0.9

자궁경부암 검진은 비싸다. (비쌀 것이다) 2.5±0.7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기 위한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2.3±0.8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기 위해 가야하는 병원이 멀다. 2.3±0.7

자궁경부암 검진은 아프다. (아플 것이다) 2.4±0.6

나는 산부인과에 가는 것이 왠지 싫다. 3.1±0.7

[부록 4]

건강신념의 점수의 분포

단위 : 평균±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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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내용
그렇지

않다
그렇다 점수

나는 마음만 먹으면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을 수 있

다.
33(6.6) 470(93.4) 3.2±0.5

나는 마음에 드는 검진기관이 없더라도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을 수 있다.
107(21.3) 396(78.7) 3.0±0.7

나는 시간을 내서라도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을 수

있다.
51(10.1) 452(89.9) 3.2±0.6

나는 비용이 들더라도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을 수

있다.
45(10.0) 458(90.0) 3.2±0.6

나는 거리가 멀더라도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을 수

있다.
64(12.7) 439(87.3) 3.1±0.6

나는 국가에서 실시하는 국가암검진 제도(공단에서

발급하는 수검표)를 잘 활용할 수 있다.
107(21.3) 396(78.7) 3.0±0.7

나는 자궁경부암 검진에 관해 더 알고자 한다면 그

에 대한 정보를 구할 수 있다.
116(23.1) 387(76.9) 2.9±0.7

나는 검사를 받는 과정이 두렵더라도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을 수 있다.
63(12.5) 440(87.5) 3.1±0.6

나에게 다른 만성질환이 있더라도 유방암 검진을

받을 수 있다.
60(11.9) 443(88.1) 3.0±0.5

나는 마음만 먹으면 자궁경부암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다.
71(14.1) 432(85.9) 3.0±0.6

[부록 5]

자기효능감의 분포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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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없었다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으면서

불만스러웠던 경험
52 (13.3) 340 (86.7)

이유 (복수응답 가능)

⊙ 검사를 받는 도중 통증 및 불편감을 느꼈다(14명)

⊙ 검진 의료진의 전문성을 믿을 수가 없었다(14명)

⊙ 검진 결과에 대해 설명이 없었다(12명)

⊙ 검사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12명)

⊙ 검진 의료진과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11명)

⊙ 검진 장비가 청결하지 않았다(9명)

⊙ 검진 기관의 물리적 환경과 시설이 낙후했다(7명)

⊙ 검진 의료진이 불친절했다(6명)

⊙ 검진 기관이 너무 멀었다(1명)

[부록 6]

검진을 받으면서 불만족스러운 경험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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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그렇지 않다 그렇다

자궁경부암 검진은 수치스럽다. (수치스러울 것이다) 208 (41.4) 295 (58.6)

자궁경부암 검진은 비싸다. (비쌀 것이다) 232 (46.1) 271 (53.9)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기 위한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285 (56.7) 218 (43.3)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기 위해 가야하는 병원이 멀다. 318 (63.2) 185 (36.8)

자궁경부암 검진은 아프다. (아플 것이다) 267 (53.1) 236 (46.9)

나는 산부인과에 가는 것이 왠지 싫다. 81 (16.1) 422 (83.9)

[부록 7]

자궁경부암 검진을 하지 않은 사람의 장애성 분포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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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갭럽조사연구소에서 면접원으로 일하는 OOO입니다.

이번에 저희 연구소에서는 여성암 검진과 관련한 여성 여러분의 인식을 파

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쭙는 질문에는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며, 귀하의 응답은 이런 의견

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라는 식으로 통계를 내는 데만 사용되고, 그 외

의 목적에는 절대로 사용되는 일이 없으니 평소 생각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잠시만 시간 내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도와주시는 것에 감사드리며, 귀댁의 평안과 번창을 기원합니다.

[부록 8]

연구도구(설문지)

여성암 검진에 대한 인식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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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자궁경부세포검사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2. 가장 최근에 자궁경부 세포검사를 받은 때는 몇 년도 입니까?

1) 2005년 이전 4) 2007년

2) 2005년 5) 2008년

3) 2006년

3. 가장 최근 자궁경부세포검사는 다음 중 어떠한 경로를 통해 받았습니까?

1)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온 수검표를 들고 검진기관에 방문해서 받았다.

2) 본인, 배우자 혹은 자녀의 직장에서 검진을 받으라는 통보를 받고 병원

에 방문해서 받았다.

3) 개인적으로 병원에 찾아가서 받았다.

4) 기타(구체적으로 적을 것 : )

4. 가장 최근 자궁경부세포검사를 받으면서 불만족스러웠던 사항이 있었습니

까? 혹은 없었습니까?

1) 있었다. 2) 없었다.

5. (불만스러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 중 해당하는 것을 모두 말씀

해 주십시오. (복수응답 가능)

1) 검진 의료진의 전문성을 믿을 수가 없었다.

2) 검진 결과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

3) 검진 의료진과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4) 검진 의료진이 불친절했다.

5) 검진 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다음은 자궁경부암 검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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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검진 기관의 물리적 환경과 시설이 낙후했다.

7) 검사 받는 도중 통증 및 불편함을 느꼈다.

8) 검진기관이 너무 멀었다.

9) 병원 직원의 태도가 불친절했다.

10) 검진 장비가 청결하지 않았다.

11) 기타(구체적으로 적을 것 : )

6. 불만스러웠던 경험이 향후 검진을 다시 받는데 어떠한 영향을 주었습니까?

다음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1) 다시는 받고 싶지 않다.

2) 다른 병원을 알아보겠다.

3) 영향을 주지 않았다.

7. 향후 2년 이내에 자궁경부세포검사를 받을 계획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8. 구체적으로 자궁경부세포검사를 언제 받으실 계획입니까?

1) 6개월 이내 2) 6개월 ~ 1년 이내

3) 1년 ~ 2년 이내

9.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아야 하는 주기는 얼마에 한 번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

니까?

1) 6개월에 한 번

2) 1년에 한 번

3) 2년에 한 번

4) 3년에 한 번

5) 한 번 받으면 다시 안 받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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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OO님께서는 본인이 자궁경부암에 걸릴 확률이 얼마나 높다고 생각하십니

까? 혹은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낮다. 4) 높은 편이다.

2) 낮은 편이다. 5) 매우 높다.

3) 보통이다.

11. 어머니, 자매, 자녀 등 중에 자궁암/자궁경부암 환자가 있습니까?

1) 있다 (누구: ) 2) 없다

12. 친구 및 지인(知人) 중에 자궁암/자궁경부암 환자가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13. 비슷한 연령대의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

까?

1) 매우 나쁘다 2) 나쁜 편이다

3) 비슷하다 4) 좋은 편이다

5) 매우 좋다

14. 비슷한 연령대의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OO님께서는 자궁경부암에 걸

릴 확률이 얼마나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낮다. 4) 높은 편이다.

2) 낮은 편이다. 5) 매우 높다.

3) 비슷하다.

15. OO님께서는 본인의 건강에 대해서 얼마나 걱정을 하십니까?

1) 매우 걱정한다. 3) 걱정하지 않는 편이다.

2) 걱정하는 편이다. 4)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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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건강상태가 얼마나 좋고 나쁜지를 나타낸 눈금자 위에서 오늘 OO님의 건

강상태가 몇 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상상할 상상할

수 있는 수 있는

최저의 최고의

건강상태 건강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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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내용 맞다 틀리다
모르

겠다

자궁암과 자궁경부암은 발병원인이 같다.

자궁경부암은 초음파로 검사한다.

자궁경부암의 가장 흔한 증상은 비정상적인 출혈이다.

자궁경부암 검진은 자궁경부에 이상증상이 나타났을 때 하는

것이다.

자궁암과 자궁경부암은 검사법이 동일하다.

자궁경부암을 조기에 발견한 경우 자궁을 들어내는 것이 일반

적인 치료법이다.

부부관계를 더 이상 하지 않으면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을 필요

가 없다.

폐경기 이후 여성은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지 않아도 된다.

자궁암과 자궁경부암은 발생하는 부위가 같다.

자궁경부암은 성행위로 인한 바이러스 감염이 원인이다.

성 경험이 없는 여성도 자궁경부암 검사가 필요하다.

성 생활을 일찍 시작하면 자궁경부암에 잘 걸린다.

성 관계 상대자가 많으면 자궁경부암에 잘 걸린다.

자궁암과 자궁경부암은 말만 다르지 사실상 같은 암이다.

◈ 다음에 읽어드리는 항목에 대해 얼마나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

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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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어느

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내 나이에 자궁경부암 검진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

자궁경부암에 걸리면 자궁을 들어낼 수도 있다.

자궁경부암에 걸릴 경우 그것이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

이다.

자궁경부암 검진을 통해 내가 건강하다는 것을 재확인 할

수 있다.

나는 자궁경부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자궁경부암에 걸린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

자궁경부암 검진은 수치스럽다. (수치스러울 것이다)

자궁경부암 검진을 하면 안도감을 느낄 수 있다.

자궁경부암에 걸릴 경우 그것이 내 가족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기 위한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나는 산부인과에 가는 것이 왠지 싫다.

자궁경부암 치료과정은 끔찍할 정도로 힘들 것이다.

자궁경부암은 조기에 발견된다하더라도 완치될 수 없다.

자궁경부암 검진은 비싸다. (비쌀 것이다)

자궁경부암 검진은 아프다. (아플 것이다)

자궁경부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면 완치될 가능성은

더 커질 것이다.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기 위해 가야하는 병원이 멀다.

◈ 다음에 읽어드리는 항목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틀리다고 생각하십

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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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어느

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마음만 먹으면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나는 마음에 드는 검진기관이 없더라도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나는 시간을 내서라도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나는 비용이 들더라도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나는 거리가 멀더라도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나는 국가에서 실시하는 국가암검진 제도(공단에서 발급하

는 수검표)를 잘 활용할 수 있다.

나는 자궁경부암 검진에 관해 더 알고자 한다면 그에 대한

정보를 구할 수 있다.

나는 검사를 받는 과정이 두렵더라도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나에게 다른 만성질환이 있더라도 유방암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나는 마음만 먹으면 자궁경부암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다.

◈ 다음에 읽어드리는 항목에 대해 얼마나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

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일반적인 건강상태에 대해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17. 키와 몸무게는 각각 어떻게 되십니까?

키( )cm 몸무게( )kg

18. 초경은 몇 세에 시작하셨습니까?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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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현재 월경이 있으신 상태입니까? 다음 중에서 말씀해 주세요.

1) 아직 월경이 있음

2) 만 55세 이후에 폐경되었음

3) 만 55세 이전에 폐경되었음

20. 평생 살아오면서 병원에서 진단받은 만성질병이 있습니까?

(6개월 이상 앓은 경우, 감기 등은 제외)

1) 자궁관련 질환 6) 뇌졸증

2) 유방관련 질환 7) 관절염

3) 심장병 8) 기타

4) 당뇨 9) 진단받은 질병이 없다

5) 고혈압

21. 지금까지 평생 총 20갑(400개비) 이상의 담배를 피운 적이 있습니까?

1) 아니요

2) 예, 지금은 끊었음

3) 예, 현재도 흡연 중

22. 하루 30분 이상, 약간 숨이 찰 정도의 걷거나 운동을 일주일에 며칠 정도

하십니까?

1) 거의 안함 3) 3~4일

2) 1~2일 4) 5일 이상

1. 연세는 올해로 어떻게 되십니까? 만 세

 자료 분류용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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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업은 있으십니까?

1) 농업, 어업, 임업(가족종사자 포함)

2) 자영업(종업원 9사람 이하의 소규모 장사 및 가족 종사자, 택시기사)

3) 판매/서비스직(상점점원, 세일즈맨 등)

4) 기능/숙련공(운전사, 선반, 목공 등 숙련공)

5) 일반작업직(토목관계의 현장작업, 수위)

6) 사무/기술직(일반회사 사무직, 기술직, 초/중/고 교사)

7) 경영/관리직(5급 이상의 고급공무원, 교장, 기업체 부장이상)

8) 전문/자유직(대학교수, 의사, 변호사, 예술가)

9) 가정주부(주로 가사에만 종사하는 부인)

10) 학생

11) 무직

12) 기타 (적을 것 : )

3. 결혼상태는 어떻습니까?

1) 미혼

2) 기혼(함께 살고 있음)

3) 이혼

4) 별거

5) 사별

4. 댁의 한달 평균소득은 얼마정도 입니까? 보너스와 이자 수입 등을 포함한

가족 모두의 월평균 총 소득을 말씀해 주십시오.

1) 99만원 이하

2) 100 ~ 199만원

3) 200 ~ 299만원

4) 300 ~ 399만원

5) 400 ~ 499만원

6) 500 ~ 599만원

7) 600 ~ 699만원

8) 7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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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교를 어디까지 마치셨습니까?

1) 초등졸이하

2) 중 졸

3) 고 졸

4) 대 졸

5) 대학원이상

◈ 성의껏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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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초록

=Abstract=

A Study of Health Belief Model and Cervical Cancer Screening

Behavior

Kyoung Hee Oh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ChungMo Nam)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cervical cancer

screening behavior and repeat screening intention, and to identify how they

vary depending on individuals’ general characteristics, cues to action, past

screening experience, and health beliefs.

Method: A total of 503 women, aged between 40 and 69 years and

residing in Gunpo-si, were surveyed from January 18 to 29, 2008.

Variables that included the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s, momentums

that promoted actions, health beliefs, and self-efficiency were analy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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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ainst factors that affected their participation in cervical cancer screening.

The women’s previous experiences of screening, chronic diseases, and

living habits were also added to the variables to analyze factors that

affected their intention to have regular screening. Univariate analyses were

conducted using chi-squared(χ2) tests. Variables that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univariate analyses were further subjected to multivariate

analysis using logistic regression.

Results: The mean age of the study subjects was 50.2 years and all of

the subjects were married. Variables that affected the rate of undergoing

cervical cancer screening were perceived barriers to health behavior and

self-efficiency. The odds ratio of undergoing cervical cancer screening by

subjects with high perceived barriers compared to subjects with low

perceived barriers was 0.51(95% CI, 0.29-0.91). Thus, the rate of

undergoing cervical cancer screening was significantly higher among those

with lower barriers. The odds ratio of undergoing cervical cancer screening

by subjects with high self-efficiency compared to subjects with low

self-efficiency was 1.93(95% CI, 1.08-3.46). Thus, the rate of undergoing

cervical cancer screening was significantly higher among those with higher

self-efficiency.

Intentions to have regular cervical cancer screening were lower among

older subjects(odds ratio 0.48, 95% CI, 0.23-0.99). The odds ratio of

intentions to have regular cervical cancer screening for subjects who

thought that their health conditions were ‘relatively better,’ when comp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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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subjects who thought that their health conditions were ‘relatively worse,’

was 2.82(95% CI, 1.05-7.56). Thus, intentions to have regular cervical

cancer screening of subjects who thought that their health conditions were

good were higher. The odds ratio of intentions to have regular cervical

cancer screenings for subjects who exercised five or more days per week

compared to subjects who seldom exercised during the week was 4.79

(95% CI, 1.47-15.60). Thus, intentions to have regular cervical cancer

screening were higher among those who exercised frequently. Subjects

who had undergone their last screening within the past year had 2.92

times higher intentions to have regular screening than did subjects whose

last screening had been within the past three years or more(95% CI,

1.39-6.16). The odds ratio of intentions to have regular cervical cancer

screening for subjects with moderate perceived susceptibility to diseases

compared to subjects with low perceived susceptibility to diseases was 3.65

(95% CI, 1.66-8.05) and the differenc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odds ratio of intentions to have regular cervical cancer screening for

subjects with high perceived benefits of health behavior compared to

subjects with low perceived benefits of health behavior was 2.37(95% CI,

1.01-5.56). Thus, those with high perceived benefits of health behavior had

high intentions to have regular cervical cancer screening.

Conclusion: Variables that affected intentions to have regular cervical

cancer screening were perceived susceptibility to diseases and perceived

benefits of screening. However, variables that affected actual participation

in regular screening were perceived barriers to screening and beliefs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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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eening could be successful. Transforming intentions to have regular

screening into actual participation in screening will require health policies

that reduce barriers to screening and enhance self-efficienc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