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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국가건강검진 자료를 이용한 상부위장관내시경 정기검진

영향요인 분석

본 연구는 2011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단일기관에서 시행한 상부위

장관내시경 검사 101,316건 중 중복 건수, 타병원 시행 건수 등을 제외한 상부위장관

내시경 수검자 29,757명의 국가건강검진자료를 이용하여 정기검진군과 비정기검진군

을 분류하고, 인구사회학적 특성, 생활습관특성과 병력, 건강검진결과를 비교하고 상

부위장관내시경 정기검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시행된 2차 분석연구이

다.

자료 분석은 IBM SPSS 24 V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Chi-square test와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2011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상부위장관내시경의 정기검진 횟수는

최대 3회인데 단일기관에서 2회 이상 상부위장관내시경을 받은 정기검진군의 비율은

71.7%였다.

2. 국가건강검진 상부위장관내시경 수검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상부위장관내시경

정기검진의 관련 요인은 연령, 성별, 보험자격, 거주지이었다.

40대보다 60대가 3.738배(OR: 3.738, 95% CI: 3.121-4.477, p=.000), 여성은 남성에 비

해 1.306배(OR: 1.306, 95% CI: 1.098-1.553, p=.003) 정기검진을 더 하였고 건강보험

상위 50% 대상자보다 건강보험 하위 50% 대상자는 정기검진율이 0.839배(OR: 0.839,

95% CI: 0.746-0.945, p=.004)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양시 거주자보다 파주, 김포

거주자는 정기검진율이 0.766배(OR: 0.766, 95% CI: 0.652-0.901, p=.001)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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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건강검진 상부위장관내시경 수검자의 생활습관 특성과 병력 중 상부위장관내

시경 정기검진의 관련요인은 흡연, 운동, 음주 특성, 만성질환 병력과 암병력이었다.

비흡연자에 비하여 현재 흡연 중인 수검자는 정기검진율이 0.493배(OR: 0.493, 95%

CI: 0.405-0.601, p=.000)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운동은 안전에 속하는 대상자에 비하

여 위험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정기검진율이 0.544배(OR: 0.544, 95% CI: 0.447-0.661,

p=.000)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음주는 위험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1.234배(OR:

1.234, 95% CI: 1.061-1.435, p=.006) 정기검진을 더 받았다.

만성질환 병력은 이상지질혈증을 진단받은 대상자가 1.768배(OR: 1.768, 95% CI:

1.361-2.297, p=.000), 폐결핵 진단 병력을 가진 대상자가 1.963배(OR: 1.963, 95% CI:

1.292-2.983, p=.002) 정기검진을 더 받았다.

본인이 위암 병력을 가진 수검자가 병력이 없는 수검자에 비해 2.906배(OR: 2.906,

95% CI: 1.117-7.558, p=.029) 정기검진을 더 받았고, 본인이 기타 암병력을 가진 경우

1.709배(OR: 1.709, 95% CI: 1.035-2.824, p=.036) 정기검진을 더 받았으며 직계 가족

중 위암 병력이 있는 수검자가 위암 가족력이 없는 수검자에 비해 1.690배(OR: 1.690,

95% CI: 1.362-2.097, p=.000) 정기검진을 더 받았다.

4. 국가건강검진 상부위장관내시경 수검자의 검진 결과 중 상부위장관내시경 정기검

진의 관련요인은 혈압, BMI, 공복혈당, 조직검사 결과이었다.

혈압이 정상범위에 속하는 대상자에 비하여 고혈압인 대상자는 정기검진율이 0.729배

(OR: 0.729, 95% CI: 0.612-0.869, p=.000)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BMI 정상인 대상자

에 비해 과체중 이상인 대상자는 정기검진율이 0.819배(OR: 0.819, 95% CI:

0.725-0.926, p=.001)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공복혈당이 정상범위에 속하는

대상자에 비해 정상보다 높은 대상자가 1.300배(OR: 1.300, 95% CI: 1.039-1.627,

p=.022) 정기검진을 더 받았다.

조직검사 결과 선종 또는 이형성인 수검자에 비해 암의심 또는 암 판정 수검자의 정

기검진율이 0.435배(OR: 0.435, 95% CI: 0.259-0.731, p=.002)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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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국가건강검진 상부위장관내시경 수검자의 정기검진율은 71.7%로 높았

다. 의료기관과의 접근성이 좋을수록, 연령이 60대일수록, 본인 위암병력과 기타 암병

력이 있는 경우, 위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 운동과 금연을 잘 실천하는 경우, 혈압과

BMI가 정상범위에 있는 경우, 공복혈당이 정상범위보다 높은 경우, 조직검사 결과 선

종 또는 이형성인 경우에 정기검진을 더 잘 수행하였다.

그러므로 위암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상부위장관내시경 정기검

진이고, 이에 대한 영향요인은 개인수준의 고정된 특성 뿐 아니라 국가정책, 과거검진

경험, 생활습관, 검진결과, 암에 대한 직접, 간접적인 경험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

서 본 연구를 통해 분석된 정기검진에 대한 영향요인은 추후 정기검진율 향상을 위한

교육과 홍보자료에 기반이 될 수 있는 연구결과라 할 수 있다.


핵심되는 말 : 국가암검진, 상부위장관내시경, 정기검진, 정기검진 영향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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Ι.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국가건강검진은 생활습관 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대사증후군 관련

질환을 조기에 관리하여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중증의 합병증을 예방하고, 5대 주요

암을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함으로써 완치율을 높여 국민건강 수준의 향상과 국민의료

비 절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건강검진통계연보, 2015). 우리나라의 암에 대한 국가

건강검진은 1996년 암정복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1999년부터 의료급여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진이 시작되었다. 2002년 건강보험료 하위 20%

대상자로 범위가 확대되기 시작하여 2003년에는 건강보험료 하위 30% 대상자, 2005년

부터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자까지 본인 부담금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2004년에는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에서 간암, 대장암까지 확대되어

5대 호발암에 대한 조기검진사업이 시작되었다. 2010년에는 위암을 비롯한 유방암, 자

궁암의 검진 주기가 2년으로 조정되었으며 암검진 본인 부담률 20%에서 10%로 변경

되어 국가암검진이 전 국민 건강검진으로 발전하고 있다.

위암검진은 남녀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대표적 암검진이며 위암검진율은 2010년

47.8%에서 2016년 59.4%로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다(건강검진 통계연보, 2016).

위암 검진 방법으로 상부위장관내시경 또는 상부위장관조영술 중 선택적으로 시행하

고 있는데 2005년은 54.6%가 상부위장관조영술을 선택하였으나 2010년에는 66.2%가

상부위장관내시경을 선택하였고, 암 발견율도 상부위장관조영술에 비해 4-7배 높았다

(김열, 2015). 또한 상부위장관조영술로 위암의심 병변이 발견되면 상부위장관내시경

을 권고하고 재검사를 통해 확진하고 있다. 전재관 등(2017)의 연구에서는 상부위장관

내시경을 받았던 환자들은 검진을 시행 받지 않은 환자에 비해 위암의 사망률이 더

낮아 상부위장관내시경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2012년-2016년까지 국가건강검진자료에 의하면(I병원 국가검진통계, 2016) 상부위장

관조영술 대비 상부위장관내시경의 선택비율은 2012년 80.9%에서 2016년 88.1%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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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증가하여 최근에는 대부분의 수검자들이 국가위암검진에서 상부위장관조영술보다

는 상부위장관내시경 검사를 선호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국가위암검진에서 상부위장관내시경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상부위

장관내시경 검사를 통해 위암의 전암병변이 발견되면 암으로 진행하기 이전에 내시경

적 치료로 제거하여 위암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박수헌, 2015). 또한 임상증상 유무

로는 상부위장관 질환의 진단에 도움이 되지 않고 증상유무와 무관하게 정기검진을

통하여 상부위장관내시경 검사를 통해 비정상 소견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

위암의 예방에서 중요하다(김정신, 2008).

위암은 우리나라의 경우 2014년 암등록사업 연례보고서에 의하면 남자에서는 첫 번

째, 여자에서는 네 번째로 흔하게 발생하는 암이고. 2015년 10대 암의 사망률에 있어

서 폐암, 간암에 이어 3번째 순위를 보이고 있다(국가암정보센터, 2017). 따라서 위암

의 생존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조기 진단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국가위암검진

에서 수검자들이 정기적으로 상부위장관내시경 검사를 지속해서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기검진은 건강한 사람이 건강과 질병에 관심을 가지고 건강 관련된 행동을 실천

하는 건강행위라고 볼 수 있다. 건강행위는 개인의 일상생활습관이나 식이건강에 영

향을 미치고 바람직한 행동의 변화로 인해 질병예방 뿐 아니라 건강을 증진시키는 중

요한 수단이 된다(정현주, 2005). 정기검진이나 암검진 수검 여부와 관련된 변수는 개

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생활습관, 질병력, 가족력, 비만도 등이 보고(우해영, 2008;

이정양, 2000; 김윤희, 2013)되었으나 이러한 연구는 단기간에 적은 대상자를 대상으로

주관적인 설문내용을 근거로 분석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인 국가건강검진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신뢰성을 높이고

단기간의 자료가 아닌 6년 동안의 축적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국가건강검진 상부위장

관내시경 수검자가 정기검진을 이행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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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단일기관의 국가건강검진 자료를 이용하여 상부위장관내시경 수

검자의 정기검진과 관련요인을 파악하여 정기검진을 독려할 수 있는 교육과 홍보 자

료개발과 정기적인 위암검진의 순응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

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암검진 상부위장관내시경 정기검진율을 파악한다.

2) 국가암검진 상부위장관내시경 정기검진군과 비정기검진군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비교한다.

3) 국가암검진 상부위장관내시경 정기검진군과 비정기검진군의 생활습관 특성과 병력

을 비교한다.

4) 국가암검진 상부위장관내시경 정기검진군과 비정기검진군의 검진결과 특성을 비교

한다.

5) 국가암검진 상부위장관내시경 정기검진의 영향 요인을 파악한다.

3. 용어의 정의

1) 국가건강검진

국가건강검진이란 건강상태확인과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건강검진기

관을 통하여 진찰 및 상담, 이학적검사, 진단검사, 병리검사, 영상의학검사 등 의학적

검진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건강검진 기본법 법률 제8942호).

국가위암검진은 상부위장관내시경과 상부위장관조영술 중 선택하여 만 40세 이상 2

년 주기로 실시하는 것이다(건강검진 실시안내, 2017).

본 연구에서는 국가위암검진의 상부위장관내시경 검사 이력이 있고 1차 검진 이력

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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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기검진

정기검진이란 국가건강검진의 1차 건강검진은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는 2년에 1회,

직장가입자인 경우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사무직은 2년에 1회 주기이고, 국가암건강

검진은 위암, 유방암, 자궁암은 2년에 1회, 만 50세 이상 해당되는 대장암은 1년에 1

회, 간암은 해당되는 대상자에 한해 1년에 2회 실시되는 것이다(건강검진 실시안내,

2017).

본 연구에서는 2011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상부위장관내시경 검진을

포함하여 국가건강검진을 2-3회 실시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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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국가암검진과 상부위장관내시경 정기검진

우리나라에서 흔히 발생하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은 비교적 간단

한 방법으로 조기 발견할 수 있고 조기 발견하여 치료할 경우 90%이상 완치가 가능

하므로 국가차원에서 암 발생과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기 위하여 암 검진사업을 진

행하고 있다(국립암센터, 2016).

세계보건기구는 의학적인 관점에서 암 발생인구의 약 1/3은 조기 발견하여 치료할

경우 완치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WHO, 2002).

우리나라는 국가암검진 사업을 위해 1996년부터 ‘암정복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1999년부터 의료수급권자를 대상으로 국가암조기검진 사업이 시작되었다. 2002년부터

의료급여대상자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가입자의 소득 분포 하위 20%에 속하는 대상자

들도 국가암검진이 적용되었고 3대 암에 대하여는 건강보험공단이 비용을 부담하는

암검진 사업이 시작되었다. 2005년에 국가건강검진제도 개선사업이 시작되어 건강보

험료 하위 50%로 적용 확대되었고, 건강보험가입자 상위 50%에 해당한다 해도 검진

비용 20%를 부담하면 특정 5대 암검사에 대해 검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 후 2010년

에는 암검진 본인 부담률이 10%로 경감되어 전 국민 건강검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

었다(국가검진통계연보, 2015).

위암검진은 만 40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2년 간격으로 상부위장관내시경 검사 또

는 상부위장관조영술 중 선택하여 검진 받게 된다. 상부위장관내시경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 조직검사를 시행하게 되며, 상부위장관조영술에서 암이 의심되는 경

우는 상부위장관내시경 검사를 다시 시행하고 필요시 조직검사를 통해 확진하게 된다

(국립암센터, 2016). 위암 검진 방법으로 2005년은 54.6%가 상부위장관조영술을 선택

하였으나 2010년에는 66.2%가 상부위장관내시경을 선택하였고, 암 발견율도 4-7배 높

았다(김열,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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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검진 수검률은 2010년 44.7%, 2011년 47.3%, 2012년 52.9%, 2013년 53.0%, 2014

년 54.9%, 2015년 57.2%, 2016년 59.4%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건강검진 통계연

보 2010-2016).

건강검진은 특별한 자각증상은 없지만 건강상의 문제를 발견하기 위해 검진을 시행

하는 것인데 특히 조기위암은 증상이 없으므로 반드시 검진을 통해서 진단받아야 하

므로 암 조기 진단을 위해서 정기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류희덕,

2004). 위암 검진자의 0.38-0.44%가 위암 진단을 받았고, 그 중 73-81%가 조기위암이

었는데(조수정, 2010) 이는 먼저 암검진 사업을 시작한 일본의 통계와 비슷한 추세였

다. 일본의 경우 2년 내 내시경 검사 받은 적이 있는 위암환자는 모두 조기위암이고

5년 생존율이 96.5%로 나타나서 2년 이상 경과되어 검진을 받은 군의 5년 생존율

71.0%보다 높았다는 결과가 나와 정기 검사 주기는 2년이 적절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Mori Y et al, 2001). 무증상 상태에서 검진으로 발견된 위암은 증상이 있은 후 발견

된 위암에 비해 조기위암의 비율이 높았고, 5년 생존율도 15-30% 높았다(Tsubono Y

et al, 2000).

국내 연구에서도 2년 이내 위암검진 후 재검하는 경우 96%가 조기위암이었지만 2

년 이내 위암검진 받지 않은 경우 71%에서만 조기위암이었고, 2년 간격 검진자의

54%가 내시경적 절제 방법을 통한 위암치료가 가능하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23%

만 내시경적 치료가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조수정, 2010).

2. 상부위장관내시경 정기검진의 관련요인

정기검진의 영향요인을 살펴보면 국가암조기검진대상자의 암검진 수검의도는 여자

가 남자보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과거 암검진 경험이 없는 군보다 국가 암

검진이나 개인 암검진을 받은 군에서, 건강관심도가 높을수록, 흡연군 보다는 비흡연

군 또는 과거 흡연군에서, 운동을 거의하지 않은 군보다는 1주일에 1회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군에서, 불규칙적인 식사군보다 규칙적 식사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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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외, 2010). 건강검진 시행 횟수에 따라 종합건강검진을 3회 이상 검진한 군을 정기

검진군, 1회 검진 후 재검진이 없는 군을 비정기검진군으로 분류하고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관련 특성, 건강상태와의 연관성을 파악한 이정양(2000)의 연구에서는 정기

검진군은 건강에 관심이 있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며 수술 경험이 있고, 고혈압 가족

력이 있는 경우, 소득 수준이 높은 경우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년층 국가건강검진수검자의 경우는 성별, 결혼상태, 학력, 거주지역, 건강보험

종류, 주관적인 건강상태, 건강상태 만족, 흡연, 건강상태로 인한 활동제한에 따라 검

진 횟수가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김윤희, 2013).

지역주민의 암조기검진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

준이 낮을수록, 정기적으로 의사를 방문하는 군일수록, 비흡연자일수록,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는 군일수록 암 수검행위의 교차비가 높았다(노운령 외, 1999).

위암 고위험군 예측모형에 대한 박일수 등(2010)의 연구에서는 위암 발견 예측에 가

장 큰 영향을 미치는 특성은 수검자의 연령이었고, 다음으로 음주, 가족병력(암) 순으

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이 여성보다 위암 발견 가능성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남성의 경우는 연령, 여성의 경우는 음주유무가 위암 발생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한 우해영(2008)의 연구에서

‘위암검진’이라는 조기검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소득, 직업, 주관적 건강인식

상태, 민간의료보험가입여부, 건강검진 경험, 체중조절 노력, 규칙적 운동, 흡연, 싱겁

게 먹기, 거주지역, 지역의 소득수준 인식 정도였다.

일부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위암조기검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한 박요섭

(2003)의 연구에서는 암에 대한 지식이 높은 군일수록 유의하게 높았으나 태도와 가

족력은 유의하지 않았고, 흡연군과 비흡연군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음주군에서 비음주

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위암환자와 건강인의 음주, 흡연, 운동습관, 스트레스관리의

생활습관과 암 정기검진 여부를 비교한 유양경(2015)의 연구에서는 음주, 흡연, 스트

레스 관리는 차이가 있었지만 운동과 암 정기검진은 차이가 없었다.

건강검진과 같은 건강행위는 성별, 연령, 유전적 요인과 같은 개인의 고정적인 요인

들과 더불어 흡연, 음주, 운동과 같은 교정 가능한 생활양식과 관련된 요인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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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사회적, 지역적 요인들이 있고 더 넓게는 국가전체수준의 사회경제적, 문화적,

환경적 요인들이 영향을 준다(Acheson, 199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기건강검진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제시된 변수 중

국가건강검진 자료에서 파악할 수 있는 성별, 연령, 만성질환 병력, 암 병력과 같은

개인의 고정적인 요인, 수정 가능한 요인들인 흡연, 음주, 운동 같은 생활습관과 사회

적, 지역적 요인들인 건강보험 자격 종류, 거주지역 뿐만 아니라 건강검진 결과 등을

중심으로 정기검진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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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2011-2016년 G시 소재 I 국가검진센터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자료를 이용

하여 상부위장관내시경 정기검진이행과 영향요인을 파악한 2차 자료분석 연구이다.

2. 연구대상

2011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G시 소재 I 국가검진센터에서 상부위장

관내시경검사를 받은 수검자의 건강검진 관련 자료 101,316건을 대상으로 하였다.

위암검진의 간격이 2년이므로 6년 동안 최대 검진 횟수는 3회였고, 검진 이력을 조

회하여 위암검진 중 상부위장관내시경을 받은 대상자를 분류한 결과 3회 상부위장관

내시경을 받은 대상자는 7,372명, 2회 대상자는 15,769명, 1회 대상자는 12,133명이 추

출되었다. 2회, 3회 검진한 경우 같은 대상자의 중복건수를 제외한 총 35,274명의 국

가검진 자료가 추출되었고, 1회 상부위장관내시경을 받은 대상자로 분류된 경우는 암

검진 문진표에 ‘최근 10년 동안 상부위장관내시경을 한적 없음’에 표시한 대상자만 추

출한 것으로 타병원에서 시행한 가능성이 있는 35,529건을 배제한 건수이다.

그 중 생활습관과 건강검진결과 자료를 추출할 수 있는 1차 건강검진 자료가 있는

상부위장관내시경 수검자 수는 1회 검진자는 9,787명, 2회 검진자는 14,288명, 3회 검

진자는 7,057명으로 추출되었다. 이 자료를 근거로 정기검진군과 비정기검진군으로 분

류하였다.

정기검진군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2회와 3회 상부위장관내시경 검진 이력이 있

는 대상자로 단일기관에서 연속해서 2회 이상 검진을 받았거나 최대 5년 이내 다시

검진을 받은 경우이다. 비정기검진군은 암검진 문진표의 위암 검진 시기에 ‘10년 이상

또는 한적 없음’에 표기되어 있고 검진이력에 1회 상부위장관내시경검사를 시행한 경

우에 해당된다. 만 40세 생애전환기검진자인 경우 처음 내시경을 받기 때문에 2015년



- 10 -

과 2016년에 받았던 대상자는 정기검진을 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1회 검진자로 추출되

기 때문에 배제하였다. 따라서 정기검진군은 21,345명, 비정기검진군은 8,412명으로 분

류되었다.

국가건강검진은 대상자의 출생년도에 따라 격년 즉 2년 주기로 자격이 주어지기 때

문에 비정기검진군은 해당 년도의 생활습관과 건강상태를 파악했고, 정기검진군은 가

장 최근 검진 결과를 사용하였다.

이상의 대상자 선정과정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대상자 선정도

3회 검진자

7,372명

2회 검진자

15,769명

1회 검진자

12,133명

처음 또는 10년

이상 전에 검진한 경우

만 해당(35,529건 제외)

중복건수

제외

3회 검진자

7,057명

2회 검진자

14,288명

1회 검진자

9,787명

2015, 2016년 생애검진

대상자 1,375명 제외

비정기검진군

8,412명

정기검진군

21,345

2011. 1. 1. - 2016. 12. 31.

상부위장관내시경 검사 101,316건

1차 검진 자료 있는 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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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수정의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는 국가건강검진 자료에서 추출할 수 있는 검진 이력, 수검

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생활습관 특성과 병력, 검진결과를 포함하였다.

종속변수는 정기검진으로 정기검진군과 비정기검진군으로 분류하였고, 독립변수는 인

구사회학적 특징 4가지 항목, 생활습관 특징은 3가지 항목, 병력은 만성질환 병력 7가

지 항목, 본인의 암진단 유무 7가지 항목과 직계가족의 암진단 유무 7가지 항목, 검진

결과는 6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1) 인구사회학적 특징

인구사회학적 특징은 성별, 연령, 검진자격구분, 거주지이다. 연령은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에 해당되는 만 40세 이상을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으로 분류하였고, 보험

자격 구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털사이트를 통해 파악된 자격조회를 근거로 공교,

직장, 지역 대상자와 피부양자 중 건강보험 상위 50%에 해당하는 대상자와 건강보험

하위 50%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구분하고, 의료급여 대상자를 구분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암검진에 대한 10% 본인부담금이 있는 건강보험 상위 50% 대상자와 본인 부담

금이 없는 건강보험 하위 50% 대상자와 의료급여 대상자를 구분한 것이었다. 거주지

는 연구대상 의료기관이 위치한 고양시를 기준으로 인근 지역인 파주·김포시, 원거리

에 해당하는 서울·인천지역과 기타지역으로 구분하였다.

2) 생활습관과 병력 특성

생활습관 관련 변수는 건강위험요인 평가 자료를 사용하였다. 건강위험요인 평가는

Health Risk Appraisal(HRA) logic을 사용하여 질환 발생과 관련 있는 요인 중 비만,

흡연, 음주, 운동, 고혈압, 당뇨병(공복혈당), 고지혈증(LDL콜레스테롤) 등 교정 가능

한 위험 요인에 대해 현재 상태와 그 목표를 제시하는 항목이다(건강검진 실시 안내,

2017). 각 건강위험요인 별로 보다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현재 상태를 ‘안전’, ‘경

계’, ‘위험’으로 나타내어 이해를 돕도록 한 것이다(건강검진 실시안내, 2017). 본 연구

에서는 이에 따라 흡연, 음주, 운동을 안전, 경계, 위험으로 구분하였다. 흡연은 흡연

량을 고려하지 않고 비흡연, 과거흡연, 현재흡연으로 구분하였고, 음주는 성별과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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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기준에 따라 구분하였으며 운동(신체활동)은 1주일간 운동량 체크를 참조하

여 수행한 일수와 신체활동량을 고려하여 구분하였다. 신체활동량에 사용된 Mets는

metabolism의 약칭으로 운동강도를 나타내는 표시법의 하나이며, 안정상태를 유지하

는 데에 필요한 산소량을 1단위, 즉 1Met로서 각종 운동의 산소소비량을 그 배수로

나타낸 값이다(영양학사전, 1998).

병력은 문진표에 기재된 만성질환 진단여부와 본인과 가족의 암병력 유무를 사용하

였는데 만성질환은 뇌졸중(중풍), 심장병(심근경색, 협심증),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

혈증, 폐결핵, 기타질환(암포함)에 표시된 경우를 ‘예’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를 ‘아니

오’로 구분하였고, 암병력은 본인과 직계가족의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

암, 기타암에 표시된 경우를 ‘유’, 표시되지 않은 경우를 ‘무’로 구분하였다.

3) 검진결과

검진결과는 혈압, 공복혈당, LDL 콜레스테롤, 비만평가, BMI구분, 조직검사 판정

자료를 사용하였다. 그 중 혈압, 공복혈당, LDL 콜레스테롤, 비만평가는 Health Risk

Appraisal(HRA) logic으로 안전, 경계, 위험이 구분되어 있어 그 해당 값을 사용하였

다. 혈압, 공복혈당, LDL 콜레스테롤은 관련약 복용여부와 당뇨유무에 따라 구분값이

달라지는 원리이다. 비만평가는 복부비만과 BMI 구분에 따라 안전, 경계, 위험이 구

분되고, BMI구분은 저체중, 정상체중, 과체중, 비만, 고도비만으로 분류한 것을 정상체

중, 저체중, 과체중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조직검사 결과는 조직검사를 시행한 경우 내시경 검사의가 병리결과에 따라 판정한

‘저도선종 또는 이형성’, 고도선종 또는 이형성’, ‘위암 또는 위암의심’, ‘염증성 증식성

병변’, ‘위염’, ‘기타’를 ‘선종 또는 이형성’, ‘위암의심 또는 위암’, ‘기타’로 구분하였다.

변수는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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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항목 설명

정기검진 정기검진군 2011년-2016년에 2-3회 상부위장관내시경 수검자

비정기검진군 2011년-2016년에 1회 상부위장관내시경 수검자와 암문

진표에 위암검진 중 내시경 검사를 10년 이상 또는 한

적 없음에 표기한 수검자

인구사회

학적 특성

성별 남, 여

연령 40-49, 50-59, 60-69, 70-

보험자격 건강보험 상위 50% 해당 대상자(피부양자 포함)

건강보험 하위 50% 해당 대상자(피부양자 포함)

의료급여 대상자

거주지 고양시, 파주·김포시, 서울·인천, 기타

생활습관 흡연 안전: 비흡연

경계: 과거흡연

위험: 현재흡연

음주 안전: 남성 - 65세 미만 남성 하루 2잔 이하

65세 이상 남성 하루 1잔 이하

여성 - 65세 미만 여성 하루 1잔 이하

65세 이상 여성 하루 1잔 이하

경계: 안전과 위험 사이

위험: 남성 - 65세 미만하루 5잔이상또는일주일 15잔이상

65세 이상하루 4잔이상또는일주일 8잔이상

여성 - 65세 미만 하루 4잔 이상 또는 일주일 8잔 이상

65세 이상 하루 2잔 이상 또는 일주일 4잔 이상

<표 1> 변수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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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변수의 정의(계속)

영역 항목 설명

생활습관 운동

(신체활동)

안전: 격렬한 활동, 중등도 활동, 걷기 모두를 5일 이상

수행한 경우와 신체활동량이 1200Mets 이상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경계: 안전과 경계 사이

위험: 격렬한 활동, 중등도 활동, 걷기 모두를 2일 이하

또는 신체활동량이 600Mets 미만인 경우

병력 만성질환

진단

뇌졸중(중풍), 심장병(심근경색, 협심증), 고혈압, 당뇨

병, 이상지질혈증, 폐결핵, 기타(암포함)

암병력 본인의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 기타암

직계가족의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 기타암

검진결과 혈압(mmHg) 안전: 수축기압 120미만과 이완기압 80미만

경계: Ÿ 혈압약 복용하는 경우

수축기압 140미만과 이완기압 90미만

Ÿ 혈압약 복용하고 당뇨가 있는 경우

수축기압 130미만과 이완기압 90미만

Ÿ 혈압약 복용하지 않는 경우

수축기압 120-139 또는 이완기압 80-89

Ÿ 혈압약 복용하지 않고 당뇨가 있는 경우

수축기압 120-130과 이완기압 80미만

위험: Ÿ 혈압약 복용하는 경우

수축기압 140이상 또는 이완기압 90이상

Ÿ 혈압약 복용하고 당뇨가 있는 경우

수축기압 130이상 또는 이완기압 80미만

Ÿ 혈압약 복용하지 않는 경우

수축기압 140이상 또는 이완기압 90이상

Ÿ 혈압약 복용하지 않고 당뇨가 있는 경우

수축기압 130이상 또는 이완기압 8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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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변수의 정의(계속)

영역 항목 설명

검진결과 공복혈당

(mg/dl)

안전: 당뇨약 복용하지 않는 경우 100미만

경계: 당뇨약 복용하는 경우 130미만

당뇨약 복용하지 않는 경우 100이상 120미만

위험: 당뇨약 복용하는 경우 130이상

당뇨약 복용하지 않는 경우 126이상

LDL콜레스테롤
※

(mg/dl)

안전: 고지혈증약 복용하지 않고 130미만

당뇨 있는 경우 100미만

경계: 고지혈증약 복용하고 130미만

당뇨 있는 경우 100미만

고지혈증약 복용하는 않는 경우

130이상 160미만

위험: 고지혈증약 복용하고 130이상

당뇨 있는 경우 100미만

고지혈증 약 복용하지 않는 경우 160이상

당뇨 있는 경우 100이상

비만평가 안전: 복부비만
※※
이 없고 BMI 정상체중인 경우

경계: 복부비만이 없고 BMI 저체중, 과체중, 비만인 경우

복부비만이있고BMI 저체중, 정상체중, 과체중인경우

위험: 복부비만이 없고 BMI 고도비만인 경우

복부비만이 있고 BMI 비만, 고도비만인 경우

BMI 저체중: BMI<18.5

정상체중: 18.5≤BMI<23

과체중 이상: 23≤BMI

조직검사

결과

선종 또는 이형성

위암의심 또는 위암

기타

※ L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400mg/dl미만인 경우 계산값, 400mg/dl이상인 경우 실

측정값으로 결과

※※복부비만: 남자 90cm, 여자 85cm이상인 경우 복부비만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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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수집 절차

단일기관의 협조를 받아 보관하고 있는 국가건강검진자료를 이용하였다. 국가건강

검진자료는 정보화 되어 있어 반복 검진자료를 찾을 수 있었는데 2011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상부위장관내시경 총 건수 101,316건 중 중복건수를 제외한 약

35,274명 자료 중 1차 검진 자료가 있는 29,757명의 검진이력, 문진표, 결과통보서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29,757명의 국가건강검진 원시자료를 연구 목적에 맞게 작성된 프로그램에 따라 코

딩으로 발췌하였는데 반복검진자인 경우 마지막 건강검진자료를 사용하였다. 검진 횟

수는 1회 검진자와 2회 이상 검진자로 양분하여 범주형 변수로 코딩하였고 인구사회

학적 특성, 생활습관 특성과 병력, 검진결과도 범주형 변수로 코딩하였다.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연구윤리 심의 위원회의 승인(NHIMC

2017-09-007-001)을 받아 2011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개인을 추정할

수 있는 이름, 주민번호, 병원등록변호는 제외하고 일련번호를 주어 대상자의 익명성

을 보호하였다. 전자파일은 암호설정을 통하여 보안을 유지하고, 해당암호는 연구자만

관리하여 제한적으로 파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4 V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

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상부위장관내시경 수검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생활습관 특성과 병력, 검진결과는

빈도, 백분율로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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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구사회학적 특성, 생활습관 특성과 병력, 검진결과에 따른 정기검진군과 비정기

검진군의 차이는 Chi-square test로 분석하였다.

3) 상부위장관내시경 정기검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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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진군 비정기검진군

빈도(%) 빈도(%)

21,345(71.7) 8,412(28.3)

Ⅳ. 연구결과

1. 국가암검진 상부위장관내시경 정기검진율

2011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상부위장관내시경 수검자 29,757명 중

단일기관에서 2-3회 1차 건강검진과 상부위장관내시경검사를 받은 정기검진군은

21,345명으로 71.7%였고 처음 상부위장관내시경을 받거나 10년 이상 전에 받았던 비

정기검진군은 8,412명으로 28.3%이었다.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상부위장관내시경 정기검진군과 비정기검진군의 비율 (N=29,757명)



- 19 -

2. 상부위장관 내시경 정기검진군과 비정기검진군의 인구사회

학적 특성비교

정기검진군의 경우 여성이 59.2%로 남성보다 더 많았고 비정기검진군도 여성이

53.1%로 남성보다 많았지만 정기검진군이 비정기검진군에 비해 여성이 많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χ²=91.388, p=.000).

정기검진군 연령은 40-49세가 16.0%, 비정기검진군에서는 40-59세가 37.3%이고 60

세 이상에서는 정기검진군이 52.1%, 비정기검진군이 29.2%로 정기검진군이 비정기검

진군에 비해 60세 이상이 많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χ²=1939.276,

p=.000).

보험자격은 정기검진군의 경우 건강보험 상위 50% 대상자가 55.3%로 건강보험 하

위 대상자보다 많았고, 비정기검진군도 건강보험 상위 50%가 52.1%로 많았지만 정기

검진군이 비정기검진군에 비해 건강보험 상위 50% 대상자가 많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χ²=34.165, p=.000).

거주지는 정기검진군의 경우 고양시 거주자가 74.7%로 타 거주지보다 많았고, 비정

기검진군도 72.7%로 많았지만 정기검진군이 비정기검진군에 비해 고양시 거주자가 많

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χ²=21.978, p=.000). 결과는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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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정기검진군 비정기검진군 χ² p

성별 남성 8,719(40.8) 3,948(46.9) 91.388 .000
**

여성 12,626(59.2) 4,464(53.1)

연령 40-49세 3,421(16.0) 3,136(37.3) 1939.276 .000
**

50-59세 6,806(31.9) 2,822(33.5)

60-69세 6,038(28.3) 1,384(16.5)

70세 이상 5,080(23.8) 1,070(12.7)

보험자격 건강보험

상위 50%

11,803(55.3) 4,383(52.1) 34.165 .000**

건강보험

하위 50%
9,360(43.9) 3,919(46.6)

의료급여 182(0.9) 110(1.3)

거주지 고양시 15,935(74.7) 6,119(72.7) 21.978 .000**

파주·김포시 3,114(14.6) 1,250(14.9)

서울·인천 1,659(7.8) 770(9.2)

기타 621(2.9) 260(3.1)

<표 3> 상부위장관 내시경 정기검진군과 비정기검진군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비교

(N=29,757명)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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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부위장관내시경 정기검진군과 비정기검진군의 생활습관

특성과 병력 비교

흡연은 정기검진군의 경우 안전이 65.9%로 위험보다 많았고 비정기검진군도 안전이

57.9%로 위험보다 많았지만 정기검진군이 비정기검진군에 비해 안전이 많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χ²=701.476, p=.000).

음주는 정기검진군의 경우 안전이 70.6%로 위험보다 많았고 비정기검진군도 안전이

64.5%로 위험보다 많았지만 정기검진군이 비정기검진군에 비해 안전이 많았고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χ²=134.481, p=.000).

운동은 경계가 정기검진군과 비정기검진군에서 각각 66.0%와 66.4%로 비슷한 분포

를 보였으나 안전은 정기검진군이 21.5%, 비정기검진군 13.9%로 정기검진군이 비정기

검진군보다 안전이 많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χ²=137.415, p=

.000). 결과는 <표 4>와 같다.

만성질환 병력은 조사한 모든 병력에서 정기검진군의 비율이 비정기검진군보다 높

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 중 가장 차이를 많이 보이는 만성질환 병

력은 고혈압으로 정기검진군이 32.2%, 비정기검진군 22.3%로(χ²=283.802, p=.000) 정

기검진군에서 고혈압 질환자가 많았다.

본인의 위암진단, 대장암진단, 기타암, 직계가족의 위암진단, 자궁경부암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 중 본인의 위암진단은 정기검진군이 0.7%로 비정기검진군

0.3%에 비해 많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χ²=17.701, p=.000) 위암가족력

은 정기검진군이 9.0%로 비정기검진군 6.8%보다 많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χ²= 39.954, p=.000). 결과는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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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정기검진군 비정기검진군 χ² p

흡연 안전 14,063(65.9) 4,868(57.9) 701.476 .000**

경계 5,210(24.4) 1,765(21.0)

위험 2,072(9.7) 1,779(21.1)

음주 안전 15,070(70.6) 5,424(64.5) 134.481 .000
**

경계 915(4.3) 328(3.9)

위험 4,558(21.4) 2,315(27.5)

운동 안전 4,595(21.5) 1,171(13.9) 397.415 .000**

경계 14,090(66.0) 5,588(66.4)

위험 2,652(12.4) 1,652(19.6)

<표 4> 상부위장관내시경 정기검진군과 비정기검진군의 생활습관 특성 비교

(N=29,757명)

*p<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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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정기검진군 비정기검진군

χ² p
예 아니오 예 아니오

만성질환 병력 뇌졸중 484(2.3) 2,0861(97.7) 133(1.6) 8,279(98.4) 14.003 .000
**

심장병 1,157(5.4) 20,188(94.6) 290(3.4) 8,122(96.6) 50.774 .000**

고혈압 6,869(32.2) 14,476(67.8) 1,876(22.3) 6,536(77.7) 283.802 .000
**

당뇨병 2,666(12.5) 18,679(87.5) 785(9.3) 7,627(90.7) 58.701 .000**

이상지질혈증 1,938(9.1) 19,407(90.9) 341(4.1) 8,071(95.9) 215.499 .000
**

폐결핵 578(2.7) 20,767(97.4) 187(2.2) 8,225(97.8) 5.664 0.017
*

기타 2,040(9.6) 19,305(90.4) 648(7.7) 7,764(92.3) 25.241 .000**

본인 암병력 위암 145(0.7) 21,200(99.3) 23(0.3) 8,389(99.7) 17.708 .000
**

유방암 164(0.8) 21,181(99.2) 62(0.7) 8,350(99.3) .078 .780

대장암 115(0.5) 21,230(99.5) 30(0.4)) 8,382(99.6) 4.128 .042
*

간암 28(0.1) 21,317(99.9) 8(0.1) 8,404(99.9) .650 .420

자궁경부암 144(0.7) 21,201(99.3) 43(0.5) 8,369(99.5) 2.582 .108

기타암 451(2.1) 20,894(97.9) 89(1.1) 8,323(98.9) 37.685 .000
**

<표 5> 상부위장관 내시경 정기검진군과 비정기검진군의 병력비교 (N=29,75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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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상부위장관 내시경 정기검진군과 비정기검진군의 병력비교(계속) (N=29,757명)

항목 구분

정기검진군 비정기검진군

χ² p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직계가족 암병력 위암 1,928(9.0) 19,417(91.0) 570(6.8) 7,842(93.2) 39.954 .000
**

유방암 87(0.4) 21,258(99.6) 46(0.5) 8,366(99.5) 2.629 .105

대장암 601(2.8) 20,744(97.2) 216(2.6) 8,196(97.4) 1.389 .239

간암 793(3.7) 20,552(96.3) 283(3.4) 8,129(96.6) 2.132 .144

자궁경부암 282(1.3) 21,063(98.7) 82(1.0) 8,330(99.0) 5.991 .014
*

기타암 1,838(8.6) 19,507(91.4) 721(8.6) 7,691(91.4) .012 .912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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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부위장관내시경 정기검진군과 비정기검진군의 검진결과

비교

비만평가를 제외한 혈압, 공복혈당, LDL 콜레스테롤 모두 정기검진군보다 비정기검

진군의 안전의 비율이 높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혈압은 정기검진군의 안전이 43.7%로 비정기검진군의 안전 48.0%에 비해 낮은 비율

을 보이고 있고(χ²=93.314, p=.000), 공복혈당은 정기검진군의 안전이 51.1%로 비정기

검진군의 안전 57.0%에 비해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χ²=86.459, p=.000) LDL 콜

레스테롤도 안전이 정기검진군이 51.1%, 비정기검진군이 53.9%로 정기검진군이 비정

기검진군보다 낮은 비율을 보였다(χ²=25.929, p=.000).

BMI는 정상체중인 경우가 정기검진군 62.8%, 비정기검진군 59.7%로 정기검진군의

비율이 높았다(χ²=26.528, p=.000).

조직검사 결과는 판정값이 있는 6,662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선종 또는 이형성

판정은 정기검진군이 4.3%, 비정기검진군은 4.0%로 정기검진군이 선종 또는 이형성

판정을 받을 비율이 높았고 암의심 또는 암 판정은 정기검진군이 1.1%, 비정기검진군

이 2.3%로 비정기검진군이 암의심 또는 암 판정을 받을 비율이 높았다(χ²=15.745,

p=.000) 결과는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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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정기검진군 비정기검진군 χ² p

혈압 안전 9,327(43.7) 4,034(48.0) 93.314 .000**

경계 7,826(36.7) 2,599(30.9)

위험 3,787(17.7) 1,635(19.4)

공복혈당 안전 10,898(51.1) 4,796(57.0) 86.459 .000
**

경계 8,316(39.0) 2,857(34.0)

위험 2,131(10.0) 759(9.0)

LDL 콜레스테롤 안전 10,911(51.1) 4,534(53.9) 25.929 .000**

경계 6,184(29.0) 2,204(26.2)

위험 4,226(19.8) 1,667(19.8)

BMI 저체중 547(2.6) 209(2.5) 26.528 .000
**

정상체중 13,394(62.8) 5,026(59.7)

비만 7,377(34.6) 3,170(37.7)

비만평가 안전 7,598(35.6) 2,919(34.7) 3.073 .380

경계 9,069(42.5) 3,599(42.8)

위험 4,654(21.8) 1,887(22.4)

조직검사 결과※ 선종 또는

이형성
201(4.3) 76(4.0) 15.745 .000

**

암의심 또는 암 50(1.1) 44(2.3)

기타 4,505(94.7) 1,783(93.7)

<표 6> 상부위장관내시경 정기검진군과 비정기검진군의 검진결과 비교

(N=29,757명)

※ 조직검사를 실시한 6,662명 대상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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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부위장관내시경 정기검진의 영향요인

상부위장관내시경 정기검진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정기검진군과 비정기검진

군의 비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던 비만평가, 본인의 유방암, 간암, 자궁경부

암 병력과 직계가족의 유방암, 대장암, 간암, 기타암 병력을 제외한 후 설명력이 가장

작은 독립변수부터 하나씩 제거하는 후진제거법을 이용하여 다변량 회귀분석을 하였

다. 총 9단계 후진제거법으로 뇌졸중, 심장병, 고혈압, 기타(암포함), 본인 대장암 병

력, 직계가족 자궁경부암 병력, LDL 콜레스테롤의 7개 독립변수가 제거되어 총 12개

의 변수와 정기검진과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전체 연구대상 수검자 29,757명 중

6,324명의 자료가 선택되어 정기검진군은 4,521명, 비정기검진군은 1,803명이었고 분류

의 정확도는 71.5%였다. 후진제거법에 의해 선택된 변수의 설명력은 14.3%이었다.

다변량 회귀분석 결과는 <표 7>에 제시되었다. 상부위장관 내시경 수검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1.306배(OR: 1.306, 95% CI: 1.098-1.553,

p=.003), 40대보다 60대가 3.738배(OR: 3.738, 95% CI: 3.121-4.477, p=.000) 정기검진을

더 하였고 건강보험 상위 50% 대상자보다 건강보험 하위 50% 대상자는 0.839배(OR:

0.839, 95% CI: 0.746-0.945, p=.004) 정기검진율이 낮았다. 고양시 거주자보다 파주,

김포 거주자가 0.766배(OR: 0.766, 95% CI: 0.652-0.901, p=.001) 정기검진율이 낮았다.

생활습관 특성은 비흡연자보다 현재 흡연자가 0.493배(OR: 0.493, 95% CI:

0.405-0.601, p=.000) 정기검진율이 낮았고 운동도 안전에 속하는 수검자에 비해 위험

에 속하는 수검자가 0.544배(OR : 0.544, 95% CI: 0.447-0.661, p=.000) 정기검진율이

낮았다. 반면 음주는 위험에 해당하는 수검자가 1.234배(OR: 1.234, 95% CI:

1.061-1.435, p=.006) 정기검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병력은 단변량 회귀분석에서 모든 만성질환 병력이 상부위장관내시경 정기검진군과

비정기검진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다변량 회귀

분석에서는 이상지질혈증과 폐결핵만 정기검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이상지질혈증을 진단받은 수검자가 1.768배(OR: 1.768, 95% CI:

1.361-2.297, p=.000), 폐결핵 진단을 받은 수검자가 1.963배(OR: 1.963, 95%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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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2.983, p=.002) 정기검진을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암병력은 단변량 회귀분석에서는 본인의 위암, 대장암, 기타암 병력과 위암가족력,

자궁경부암 가족력이 상부위장관내시경 정기검진군과 비정기검진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다변량 회귀분석에서는 본인의 대장암과 자

궁경부암 가족력은 설명력이 작아서 제외되었고 본인의 위암과 기타암 병력, 위암가

족력이 상부위장관내시경 정기검진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본인이 위암

병력이 있는 경우가 병력이 없는 수검자에 비해 2.906배(OR: 2.906, 95% CI:

1.117-7.558, p=.029) 정기검진을 더하였고, 본인의 기타 암병력이 있는 경우는 없는

경우보다 1.709배(OR: 1.709, 95% CI: 1.035-2.824, p=.036) 정기검진을 더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위암 가족력이 있는 수검자는 없는 수검자에 비해 1.690배(OR: 1.690,

95% CI: 1.362-2.097, p=.000) 정기검진을 더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검진결과에서는 안전에 속하는 혈압에 비해 위험에 해당되는 혈압에 해당하는 수검

자는 0.729배(OR: 0.729, 95% CI: 0.612-0.869, p=.000) 정기검진율이 낮았고, BMI가

정상인 수검자에 비해 과체중 이상인 수검자는 0.819배(OR: 0.819, 95% CI:

0.725-0.926, p=.001) 정기검진율이 낮았다. 이에 반해 공복혈당 결과가 안전에 비해

위험에 해당하는 경우 1.300배(OR: 1.300, 95% CI: 1.039-1.627, p=.022) 정기검진을 더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직검사 결과 선종 또는 이형성 판정에 비해 암의심 또는

암 판정 수검자는 0.435배(OR: 0.435, 95% CI: 0.259-0.731, p=.002) 정기검진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29 -

항목 구분
단변량 분석 (N1=29,757) 다변량 분석(N2=6,324)

N OR 95% CI p N OR 95% CI p

성별 남 12,667 1 3,073 1

여 17,090 1.281 1.217-1.347 .000
**

3,251 1.306 1.098-1.553 .003
**

연령 40-49 6,557 1 1,111 1

50-59 9,628 2.211 2.071-2.360 .000
**

1,975 2.015 1.720-2.361 .000
**

60-69 7,422 3.999 3.707-4.315 .000
**

1,708 3.738 3.121-4.477 .000
**

+70 6,150 4.352 4.010-4.723 .000
**

1,530 3.356 2.775-4.059 .000
**

보험자격
건강보험 상위

50%
16,186 1 3,425 1

건강보험 하위
50%

13,279 .887 .843-.933 .000
**

2,826 .839 .746-.945 .004
**

의료급여 292 .614 .484-0.780 .000
**

73 .711 .429-1.178 .185

거주지 고양시 22,054 1 4,652 1

파주,김포 4,364 .957 .890-1.028 .227 932 .766 .652-.901 .001
**

서울,인천 2,429 .827 .756-.906 .000
**

560 .868 .707-1.065 .174

기타 881 .917 .791-1.063 .251 180 .826 .584-1.169 .281

<표 7> 상부위장관내시경 정기검진의 영향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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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상부위장관내시경 정기검진의 영향 요인(계속)

항목 구분
단변량 분석 (N1=29,757) 다변량 분석(N2=6,324)

N OR 95% CI p N OR 95% CI p

생활습관 N

흡연 안전 18,931 1 3,542 1

경계 6,975 1.022 .959-1.088 .503 1,670 .978 .811-1.180 .818

위험 3,851 .403 .375-0.433 .000
**

1,112 .493 .405-.601 .000
**

음주 안전 20,494 1 4,290 1

경계 1,243 1.004 .882-1.143 .951 333 1.256 .953-1.654 .105

위험 6,873 .709 .668-0.752 .000
**

1,701 1.234 1.061-1.435 .006
**

운동 안전 5,766 1 1,277 1

경계 19,678 .643 .598-0.690 .000
**

4,085 .832 .712-.973 .021
*

위험 4,304 .409 .374-0.447 .000
**

962 .542 .446-.660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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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상부위장관내시경 정기검진의 영향 요인(계속)

항목 구분
단변량 분석(N1=29,757) 다변량 분석(N2=6,324)

N OR 95% CI p-value N OR 95% CI p-value

만성질환병력

뇌졸증 아니오 1

예 617 1.444 1.190-1.753 .000
**

161

심장병 아니오 1

예 1,447 1.605 1.408-1.830 .000
**

319

고혈압 아니오 1

예 8,745 1.653 1.559-1.753 .000
**

2195

당뇨병 아니오 1

예 3,451 1.387 1.275-1.508 .000
**

801

이상지질혈증 아니오 1 1

예 2,279 2.364 2.101-2.660 .000
**

481 1.768 1.361-2.297 .000
**

폐결핵 아니오 1 1

예 765 1.224 1.036-1.446 .017
*

159 1.963 1.292-2.983 .002
**

기타(암포함) 아니오 1

예 2,688 1.266 1.155-1.388 .000
**

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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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상부위장관내시경 정기검진의 영향 요인(계속)

항목 구분
단변량 분석(N1=29,757) 다변량 분석(N2=6,324)

N OR 95% CI p-value N OR 95% CI p-value

본인의 암병력

위암 무 1 1

유 168 2.495 1.606-3.876 .000
**

41 2.906 1.117-7.558 .029
*

대장암 무 1

유 145 1.513 1.012-2.264 .044
*

38

기타 무 1 1

유 540 2.019 1.606-2.537 .000
**

128 1.709 1.035-2.824 .036
*

직계가족 암병력

위암 무 1 1

유 2,498 1.366 1.240-1.505 .000
**

583 1.690 1.362-2.097 .000
**

자궁경부암 무 1

유 364 1.360 1.062-1.741 .015
*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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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단변량 분석(N1=29,757) 다변량 분석(N2=6,324)

N OR 95% CI p N OR 95% CI p

검진결과

혈압 안전 13,361 1 2,564 1

경계 10,425 1.302 1.229-1.380 .000
*
2,384 1.003 .873-1.153 .965

위험 5,422 1.002 0.935-1.073 .960 1,376 .729 .612-.869 .000
**

공복혈당 안전 15,694 1 3,085 1

경계 11,173 1.281 1.213-1.353 .000
**
2,561 1.147 1.007-1.306 .039

*

위험 2,890 1.236 1.130-1.351 .000
**

678 1.300 1.039-1.627 .022
*

LDL콜레스테롤 안전 15,445 1 3,320

경계 8,388 1.166 1.098-1.238 .000
**
1,808

위험 5,893 1.053 .986-1.126 .125 1,196

BMI 구분 정상 18,420 1 3,725 1

저체중 756 .982 .835-1.156 .828 134 .795 .540-1.172 .247

비만 10,547 .873 .828-.921 .000
**
2,465 .819 .725-.926 .001

**

조직검사 결과 선종 또는 이형성 280 1 267 1

암의심 또는 암 94 .423 0.261-0.686 .000
*

90 .435 .259-.731 .002
**

1.153 .863-1.540 .335.659 5,967.941 0.719-1.2326,288기타

<표 7> 상부위장관내시경 정기검진의 영향 요인(계속)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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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본 연구는 국가암검진 중 상부위장관내시경 수검자 중 정기검진군과 비정기검진군

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생활습관 특성과 병력, 검진결과를 비교하고 정기검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시도된 2차 자료분석 연구이다. 따라서 상부위장관내시

경의 정기검진율과 정기검진의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1. 국가암검진 상부위장관내시경의 정기검진율

2011년-2016년 단일기관 국가건강검진자료에서 중복 건수를 제외한 총 29,757명 중

최대 3회 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2회 이상 상부위장관내시경 검사를 받은 수검자를 정

기검진군으로 분류한 결과 정기검진군은 71.7%였고, 비정기검진군은 28.3%였다. 이는

2005년 만 40세 이상 4,625명을 대상으로 한 우해영(2008)의 연구에서 위암검진 경험

이 있는 경우 위암 검진율이 51.2%이었고, 종합검진자 632명을 대상으로 한 이정양

(2000)의 연구에서 정기검진군이 52.4%로 나타난 것과 비교하여 본 연구의 정기검진

율이 더 높았다. 2005년 이후 건강보험 상위 50% 대상자들도 본인 부담금 20%를 내

고 국가암검진을 할 수 있게 되었고, 2010년 이후 본인 부담금이 10%로 낮추어지면서

전 국민 국가암검진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건강검진통계연보, 2015) 본 연

구의 정기검진율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국가위암검진 수검률이 2006년

21.8%(조수정, 2010)에서 2016년 59.4%(건강검진통계연보, 2016)로 증가하고 있어 국

민들의 건강행위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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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암검진 상부위장관내시경의 정기검진의 영향요인

국가건강검진 상부위장관내시경 수검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상부위장관내시경

정기검진의 관련 요인은 성별, 연령, 보험자격, 거주지이었다.

남성보다 여성이, 40대보다 60대 수검자가 정기검진율이 높았고, 건강보험 상위

50% 대상자가 건강보험 하위 50% 대상자에 비해 정기검진율 높았으며 고양시 거주

자가 파주, 김포 거주자의 정기검진율이 높았다. 김윤희(2013)의 연구에서 45-54세가

55-64세보다 국가일반검진 미수검자가 많다는 결과와 본 연구결과가 유사하였고 수검

자의 연령수준이 높은 경우 검진을 더 받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결과(이나래, 2012; 이

정양, 2000; 김록범, 2010)와도 유사하였다. 김록범(2010)의 연구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암검진 수검의도가 있고, 국가일반검진 미수검자가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았다는 김

윤희(2013)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였다. 따라서 60세 미만과 남성을 대상으로 국가건

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는 적극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건강보험 상위 50% 대상자의 정기검진율이 높았는데 이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암검진 수검의도가 높았다는 연구결과(김록범 외, 2010)와 유사하였다. 그런

데 국가암검진은 건강보험 하위 50% 대상자와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검진비용을 국가

전액부담으로 운영하고 있어 이에 해당되는 수검자들의 정기검진율이 높을 것으로 예

상하였으나 건강보험 하위 50% 대상자의 정기검진율이 낮았다. 이는 이들이 생계와

관련된 시간적 이유로 인해 정기검진율이 낮을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이들이 정

기검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건강보험

료 수준에 따른 분류이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암검진 수검의도가 높았다는

연구(김록범 외, 2010)와 유사하였다. 이는 2005년부터 건강보험 상위 50% 대상자들도

국가암검진이 가능하게 되었고, 2010년 이후 전 국민 건강검진으로 활성화되어 국가

정책 변화에 대한 결과가 본 연구를 통해 드러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상부위장관 내시경 수검자의 거주지가 검진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좋을

수록 정기검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의료기관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서 산간

벽지에 출장건강검진을 하여 도시보다 농어촌 거주자들의 건강검진수검률이 높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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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국, 2012; 우해영, 2008; 김윤희, 2013)의 연구와도 유사하였다. 따라서 국가건강

검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검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국가건강검진 상부위장관내시경 수검자의 생활습관 특성 중 상부위장관내시경 정기

검진의 관련요인은 흡연, 운동, 음주이었다. 현재 흡연 중인 수검자에 비해 비흡연자

의 정기검진율이 높았고, 운동을 규칙적으로 실천하지 않는 수검자에 비해 운동을 규

칙적으로 실천하는 수검자의 정기검진율이 높았다.

우해영(2008)의 연구에서 비흡연자와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수검자의 정기검진율이

높게 나타난 것과 본 연구의 결과가 유사하였다. 노운령 외(1999)의 연구에서 비흡연

자와 정기적인 운동을 하는 군이 암 수검행위의 교차비가 높았다는 결과와도 유사하

였다. 반면에 운동과 암 정기검진은 연관이 없었다는 유양경(2015)의 연구결과와 박요

섭(2003)의 연구결과 흡연군과 비흡연군의 암검진율이 차이가 없었다는 것은 본 연구

는 차이가 있었으나, 음주군에서 비음주군보다 위암조기 검진율이 높다는 결과는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 따라서 흡연자와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지 않는 수검자를 대상으

로 국가건강검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본 연구

결과에서 음주 위험군이 정기검진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본 연구에서 다루

지 않은 다른 요인에 대한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국가검진 문진표에 음주량

기준을 수검자 주관적으로 이해하여 기록하는 경향이 있어 좀 더 객관적인 기준을 마

련하여 반복 연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성질환 병력 중 이상지질혈증을 진단받은 수검자와 폐결핵 진단 병력을 가진 수

검자가 정기검진을 더 받았다. 고혈압, 당뇨병,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등의 대사증후군

관련 질환은 단변량 회귀분석에서는 정기검진과 연관성이 있었으나 뇌졸중, 심장병,

고혈압, 당뇨병은 설명력이 낮아 다변량 회귀분석에서 변수로 사용되지 못하였다. 따

라서 다변량 회귀분석에서는 만성질환과 정기검진과의 관련성이 없었다. 이는 만성질

환과 정기검진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시사하지만 병력과는 다르게 검진

결과에서 고혈압이나 공복혈당 위험군은 정기검진과 연관성을 보이고 있어 국가건강

검진 대상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인이 위암 병력을 가진 수검자인 경우, 본인이 기타 암병력을 가진 경우 검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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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받았으며 위암 가족력이 있는 수검자가 정기검진을 더 받았다. 우해영(2008)의 연

구에서는 암가족력이 위암검진행위에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국가건강검진 상부위장관내시경 수검자의 검진 결과 중 상부위장관내시경 정기검진

의 관련요인은 혈압, BMI, 공복혈당, 조직검사 결과이었다.

혈압이 정상범위인 대상자에 비하여 정상보다 높은 수검자의 정기검진율이 낮았고

BMI 정상인 수검자에 비해 과체중 이상인 수검자의 정기검진율이 낮았다. 또한 공복

혈당이 정상범위에 속하는 수검자에 비해 혈당이 높은 수검자가 정기검진을 더 받았

다. 이정양(2000)의 연구에서는 비만도, 주요검진결과 이상 유무, 검진에 대한 종합판

정이 정기검진군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는 상이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고혈압, BMI 과체중인 경우 국가건강검진에 적극적으로 참

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조직검사 결과 선종 또는 이형성인 수검자의 정기검진율이 높았다. 선종 또는 이형

성인 수검자는 암의심 또는 암 진단을 받은 수검자에 비해 정기검진을 더 하였다. 이

는 위암의 조기 진단에는 정기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조수정, 2010; 최일주,

2009) 기존 연구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는 2010년 이후 2년 주기로 하는 국가암검진에 대한 수검자들의 반복검진 즉

정기검진이 활성화되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최초의 보고이고, 국가건강검

진 체계가 변경된 이후 시행된 국가암검진 중 상부위장관내시경 검사를 받은 수검자

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정기검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개인수준의 고정된 특성 뿐

아니라 국가정책, 과거검진경험, 생활습관, 검진결과, 암에 대한 직접, 간접적인 경험이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연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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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2011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상부위장관내시경 정기검진 최대 횟수

는 3회이고 2회 이상 정기검진을 받은 비율은 71.7%였다. 상부위장관내시경 정기검진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 성별, 보험자격, 거주지였다. 즉 상부위장관내시경 수

검자의 연령이 60대일수록, 여성이 남성보다, 건강보험 상위 50% 이상인 경우, 고양시

거주자가 정기검진을 더 많이 받았다.

생활습관특성에서는 운동을 잘 실천하지 않는 경우와 흡연자의 정기검진율이 낮았

고 만성질환 병력은 이상지질혈증과 폐결핵을 가지고 있는 수검자의 정기검진율이 높

았다. 또한 본인의 위암병력과 기타 암병력, 위암가족력을 제외하고는 정기검진에 직

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

혈압, 공복혈당, BMI, 조직검사결과가 정기검진에 영향 요인이었다. 이 중 만성질환

과 연관이 있는 혈압과 공복혈당은 병력에서는 정기검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혈압이 정상이고, 공복혈당이 정상범위보다 높은 경우 정기검진율이 높았고, BMI가

정상인 경우와 조직검사 결과에서 선종 또는 이형성인 수검자의 상부위장관내시경 정

기검진율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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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 상부위장관내시경 정기검진율이 낮은 건강보험 하위 50% 대상자들이 국가건강검

진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남성, 60세 미만, 흡연자, 운동을 하지 않는 수검자 등을 대상으로 국가건강검진을

독려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3) 상부위장관내시경 수검자 중 음주형태가 위험에 해당하는 경우 정기검진을 잘 받

는 것으로 분석되어 본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영향요인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

하다.

4) 본 연구에서 상부위장관내시경 수검자의 만성질환 병력과 정기검진과의 관련성은

없었으나 병력과는 다르게 건강검진 결과에서 고혈압이나 공복혈당 위험은 정기검진

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나 국가건강검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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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actors affecting periodic examination of upper endoscopy:

2011-2016 Korean National Cancer Screening Data

JiYun. Jeong

Nursing Management and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periodic

examination of upper endoscopy by comparing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lifestyle characteristics, medical history, and health screening results. Data for this

study were retrieved from Korean National Cancer Screening Database performed

by a single institution from January 2011 to December 2016. Of the 101,316

initially enrolled screened subjects, 29,757 subjects were included except duplicate

examinations and examinations conducted at other hospitals. The subjects were

classified into periodic screening and non-periodic screening group.

The data were analyzed with Chi-square test and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method using IBM SPSS 24 Ver. program.

Followings are the results of this study.

1. From January 2011 to December 2016, the maximum number of periodic

screenings of upper endoscopy was 3 times, and the rate of regular screening

subjects who received upper endoscopy more than twice in a single institution

was 71.7%.

2. Age, sex, insurance qualification, and residence were related factors of period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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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ination of upper endoscopy among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bjects

who have received screening via the Korean National Cancer Screening Program.

Patients in the 60s compared with the 40s (OR: 3.738, 95% CI: 3.121-4.477, p=.000)

and female (OR: 1.306, 95% CI: 1.098-1.553, p=.003)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periodic examination of upper endoscopy whereas the people within bottom

50% payment of health insurance (OR: 0.839, 95% CI: 0.746-0.945, p=.004) and the

residents of Paju and Gimpo compared with those of Goyang (OR: 0.766, 95% CI:

0.652-0.901, p=.001) were inversely related.

3. Lifestyle related factors such as smoking, exercise, alcohol feature and the past

history of chronic diseases and cancers were associated with periodic examination

of upper endoscopy.

Smokers got periodic screening 0.493 times less than the non-smokers (OR: 0.493,

95% CI: 0.405-0.601, p=.000), and subjects in the safe exercise group did 0.544

times less than the warned exercise group (OR: 0.544, 95% CI: 0.447-0.661,

p=.000), However subjects in the warned alcohol group did periodic screening 1.234

times more than the safe alcohol group (OR: 1.234, 95% CI: 1.061-1.435, p=.006).

Subjects with self-reported hyperlipidemia which is chronic disease did periodic

screening 1.768 times more than those who did not(OR: 1.768, 95% CI: 1.361-2.297,

p=.000), and Subjects with past history of tuberculosis did periodic screening 1.963

times more than those who did not(OR: 1.963, 95% CI: 1.292-2.983, p=.002).

Subjects with past history of gastric cancer did periodic screening 2.906 times

more than those who was not(OR: 2.906, 95% CI: 1.117-7.558, p=.029), and

subjects with past history of other cancer did 1.709 times more than those who

did not(OR: 1.709, 95% CI: 1.035-2.824, p=.036). Moreover subjects with the family

history of gastric cancer did 1.690 times more than those who without the history

(OR: 1.690, 95% CI: 1.362-2.097, p=.000).

4. Blood pressure, BMI, fasting blood glucose, and histologic findings wer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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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evant factors of periodic upper endoscopy. Subjects in the high blood pressure

group got periodic screening 0.729 times less than the normal blood pressure

group (OR: 0.729, 95% CI: 0.612-0.869, p=.000) and overweight and obese patients

did 0.819 times less than subjects with normal BMI (OR: 0.819, 95% CI:

0.725-0.926, p=.001). Conversely, Subjects in the high glucose level group did 1.300

times more than the normal glucose level group (OR: 1.300, 95% CI: 1.039-1.627,

p=.022). Subjects who got the result of ‘high suspicion of cancer’ or ‘cancer

confirmation’ from histologic finding did 0.435 times less than who got adenoma or

dysplasia(OR: 0.435, 95% CI: 0.259-0.731, p=.002).

In conclusion, the periodic examination rate of upper endoscopy via the Korean

National Cancer Screening Program was as high as 71.7%.

Subjects got regular screening better in those with more accessibility to medical

institution, more effort in exercise and smoking cessation, in the normal range of

BMI and the high range of glucose, and with the diagnosis of adenoma or

dysplasia in the histologic finding.

Hence, the most important factors for the prevention and early detection of

gastric cancer are endoscopic examination. Factors affecting the periodic

endoscopic examination are not only fixed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level, but

also of national policy, past examination experience, lifestyle and direct experience

or indirect experience for the cancer. Therefore, the factors affecting the periodic

screening analyzed through this study can be the result of research that can be

based on education and publicity data to improve the regular screening rate.

 
Key words : Korean National Cancer Screening, Upper endoscopy, Regular

screening, Factors affecting periodic examin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