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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는 중년기 암생존자의 이차암 검진 미수검 관련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제6기, 제7기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

용하였고, 전체 응답자 39,225명 중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암생존자 652명을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술통계, 카이제곱 검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중년 암생존자의 이차암 검진 미수검 영향요인은 질

병 관련 요인인 규칙적 운동, 활동제한 여부, 흡연, 스트레스를 투입하였을 때 설명력 18.6%로(Hosmer and Lemeshow p-value=0.252, 

Nagelkerke R2=0.186) 나타났다. 중년 암생존자를 위한 이차암 검진 미수검률은 소인성 요인 측면에서 남성, 농촌 거주자, 사별이나 이

혼대상자, 질병 관련 요인 측면에서 평소 스트레스 인지정도가 매우 높은 대상자 일수록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발생 가능한 이차암의 종류나 발생 빈도, 연령대 별 신체변화 등을 고려한 중년기 암생존자 맞춤형 이차암 검진 가이드라

인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factors related to secondary primary cancer (SPC) screening practice in middle-aged cancer 

survivors. The 6th and 7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data were used and 652 cancer 

survivors aged 40 and under 65 were analyzed out of 39,225 respondent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IBM SPSS 23.0 

statistical program. The results of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hich is the influence of secondary cancer screening in middle-aged 

cancer survivors, showed that the disease-related factors such as regular exercise, Limitation of general activity, smoking, and stress 

were 18.6 percent (Hosmer and Lemeshow p-value=0.252 Nagelke R2=0.186). The SPC screening non-practice rate for middle-aged 

cancer survivors is found to be more influential among men, rural dwellings, people who are widowed or divorced, and those who have 

a very high level of stress recognition in terms of disease-related factors in terms. The guidelines for SPC screening to cancer survivors 

in middle age should be developed in consideration of possible types of SPC frequency of occurrence, and body changes by age 

group.analyze the def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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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전 세계적으로 암생존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18년 보건복지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국내 암생존자의 수는 대략 

174만명으로 추산되고, 이중 암 진단 후 5년 초과 생존한 암환자는 전체 암생존자의 절반 이상(52.7%)을 차지하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70.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1,2]. 암생존자란 암 진단을 받은 시

기로부터 남은 일생에 걸쳐져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생존의 개념은 암 진단과 치료단계를 넘어 추후 건강관리 및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질을 향상시키는 능력까지 포함하게 된다[ 3]. 암 생존자들은 암 자체 혹은 암으로 인한 만성피로, 통증 등 

신체적 증상 외 재발에 관한 불확실함, 새로운 암 발생에 대한 두려움 등 다양한 후유증을 경험한다고 알려져 있다[4-6]. 새로운 암 

발생의 의미는 처음 진단받은 암의 치료가 모두 종료된 뒤 처음 암과는 관계없이 새롭게 발생하는 암을 의미하는데[7], 이를 이차

암이라 일컬으며 암생존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나쁜 문제라고 보고하고 있다[8]. 국내외 연구결과 일반인에 비해 암생존자에

게 이차암의 발생이 더 높았는데, 이는 암생존자의 유전적 소인 혹은 생활환경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하였다[9,10]. 

국가암검진 사업은 암검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암검진 수검률을 향상시켜 암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통해 암

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2019년 7월 폐암검진이 추가되어 총 6종의 암검진이 시행되고 있다. 이차암 

역시 조기 발견할수록 긍정적인 예후를 나타내는 만큼 암생존자에게 있어 정기적인 이차암 검진은 매우 중요한 건강행위이다. 

선행 연구에서 암생존자들의 이차암 수검률은 일반인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나 적정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고, 이차암에 대한 

위험인식은 일반인에 비해 오히려 낮다는 점들을 지적한 바 있다[11,12]. 또한 암 생존자에게 이차암이 발생될 확률이 높은 만큼 일

반적으로 권고되는 수준 이상의 정기적 암 검진의 중요성 제고 및 이차암 미수검률을 낮추기 위한 보다 체계적인 정책의 필요성

을 강조하였다[11,13] 이에 암생존자의 이차암 미수검률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관련 영향 요인을 파악하여 이차암 검진률을 높이

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암생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주로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관점에서 적응, 회복, 삶의 질 및 그 외 합병증, 증상관리에 관련한 

측면과 이에 대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 등이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다[14-16]. 반면 이차암에 대한 문제의식은 중요하게 다루어져

야 할 주제임에도 관련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암생존자의 이차암 검진 관련한 기존 연구는 일개 지역, 일개년도의 데이

터, 특정 암에 대한 검진 영향요인 분석이 주로 이루어졌고[17-19], 특히 여성건강의 측면에서 유방암 생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20,21], 다년간의 자료를 분석하여 이차암 검진 관련 요인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노인 대상자 분포가 높

아서 노인건강의 측면에서 유용한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22]. 본 연구는 국가에서 실시한 최근 5년간의 건강설문 조사자료를 토

대로 암생존자의 이차암 검진 미수검률을 파악하고 영향요인을 분석하되, 연구대상자를 중년 암생존자로 국한했다는 점에서 기

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암을 경험한 중년기 성인들은 남은 인생의 대부분을 ‘과거 암을 진단 받은 만성질환자로서의 삶’이

라는 변화된 일상에 적응해가야 하는 과제에 당면하게 되며, 추가적인 다양한 질병에 노출될 수 있는 시기이므로 이들에게 이차

암 예방을 위한 검진행위는 생존에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또한 암생존률이 증가하면서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측면에서 불편

함을 경험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장기화 될 수 있으므로 만성질환자의 관리 측면에서 면밀히 다루어져야 하는 대상자로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5년간의 중년의 암생존자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이차암검진 미수검률을 파악하고 이차암 검진 미수검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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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5년간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중년기 암생존자의 특성에 따른 이차

암 검진 미수검 영향 요인을 분석함으로서 암검진 수검율을 높이고 이차암 예방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재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본 론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중년기 암생존자의 이차암 검진 미수검 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이차자료 분석 연구이다. 제6기, 제7기의 2차연

도까지의 국민건강영양조사(2013-2017년) 자료에서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암생존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선행 연구를 참고하

여 의료이용형태를 설명하는 Anderson모형의 3요인 즉, 소인적 요인, 가능성 요인, 의료필요요인(질병요인) 특성으로 구분하여 

관련 요인을 분석하였다.

2.2 연구방법

2.2.1 연구대상 및 자료

본 연구는 제6기(2013~2015년)와 제7기(2016~2017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자료 중 건강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전체 

응답자는 39,225명이었고, 이 중 40세 이상 65세 미만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총 14,823명 이었으며, 이중 의사로부터 암이라고 진

단받은 적이 없는 대상자를 제외한 1,460 명 가운데, 2년간 암검진 유무에 대한 설문에 비해당, 모름, 무응답을 제외한 대상자 총 

652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이 중 이차암 검진을 받은 수검자는 476명, 검진을 받지 않은 미수검자는 176명이었다(Fig. 1).

Fig. 1. Flow chart of the study population *KNHANES: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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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연구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이차암 검진 여부이며, 독립변수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Anderson모형의 소인적 요인, 가능성 요인, 

의료필요요인(질병요인) 특성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21]. 소인성 요인은 질병발생 이전에 가지고 있는 개인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결혼형태, 거주지역, 교육수준을 포함 하였고, 가능성 요인은 개인이 의료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 소득수준, 건강

보험 유형, 민간보험 가입여부, 배우자나 자녀의 동거유무, 의료이용 충족도를 포함시켰다. 의료필요요인은 질병요인으로 음주, 

운동, 활동제한, 흡연, 주관적 건강상태, 스트레스 인지, 우울감, 만성질환 유무를 포함시켰다. 

2.3 연구결과

2.3.1 중년 암생존자의 소인적 요인, 가능성 요인, 질병관련 요인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소인적 요인 특성은 여성이 남성보다 약 2.5배 많았고, 평균 연령은 54.7세로 50대가 40대보다 약 2배 정도 많

았다. 결혼 상태는 84.8%가 기혼자 였고, 도시 거주자가 농어촌 거주자의 4배 이상이었다. 가능성 요인 특성에서 소득수준은 소

득분위를 기준으로 4그룹으로 분류했을 때 비슷한 분포였고, 대부분이 건강보험적용을 받고 있었다. 질병관련 요인 특성은 

84.8%가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었고, 주관적 건강상태는 48.7% 가 ‘보통’이라고 답했으며, 스트레스 인지는 63.5%가 ‘조금 

느끼는 편이다’ 라고 답했고, 흡연상태는 현재 비흡연이 71.1% 이었다. 암생존자 652명 중 지난 2년간 암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대상자는 176명으로 이차암 미수검율은 27.0%로 나타났다(Tables 1~3).

Table 1. Factors related to non-practice of second primary cancer screening according to univarite analysis: predisposing factor

Variables Category
Second primary cancer screening of cancer survivors

Non-practice n=176 (27.0%) Practice n=476 (73.0%) Total 652 χ
2-value p-value

Gender
Male 60 (33.0%) 122 (67.0%) 182 4.751 .029

Female 116 (24.7%) 354 (75.3%) 470

Age

40-44 13 (20.3%) 51 (79.7%) 64 6.086 .193

45-49 32 (36.4%) 56 (63.6%) 88

50-54 35 (29.4%) 84 (70.6%) 119

55-59 41 (25.0%) 123 (75.0%) 164

60-64 43 (25.9%) 123 (74.1%) 167

Marital status

Married 138 (25.0%) 414 (75.0%) 553 7.901 .019

Unmarried 7 (43.8%) 9 (56.3%) 16

Divorced and widowed 31 (37.3%) 52 (62.7%) 83

Educational 

level

Elementary school 42 (30.0%) 98 (70.0%) 140 2.248 .523

Middle school 33 (29.7%) 78 (70.3%) 111

High school 61 (25.8%) 175 (74.2%) 236

College 38 (23.5%) 124 (76.5%) 162

Residence

Rural 40 (36.7%) 69 (63.3%) 110 8.464 .015

Medium and small city 71 (28.2%) 181 (71.8%) 252

Large city 65 (22.4%) 225 (77.6%)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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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actors related to non-practice of second primary cancer screening according to univarite analysis: enabling factor 

Variables Category
 Second primary cancer screening of cancer survivors

Non-practice n=176 (27.0%) Practice n=476 (73.0%) Total 652 χ
2-value p-value

Household 

monthly 

income

Lowest 60 (37.7%) 113 (65.35) 173 7.683 .053

Second lowest 40 (26.0%) 114 (74.0%) 154

Second higjjest 39 (25.05) 117 (75.0%) 156

Highest 37 (22.0%) 131 (78.0%) 168

Health

insurance type

NHI 161 (26.2%) 454 (73.8%) 616 3.215 .073

Medicaid 14 (40.0%) 21 (60.0%) 35

Private health 

insurance 

Yes 128 (25.1%) 381 (74.9%) 509 3.761 .052

No 47 (33.35) 94 (66.7%) 142

Living with 

spouse

No spouse 63 (30.4%) 144 (69.6%) 207 1.778 .182

with spouse 113 (25.5%) 331 (74.5%) 445

Living with 

child

No child 94 (28.1%) 241 (71.9%) 336 .367 .545

with child 82 (25.9%) 234 (74.1%) 316

Medical use
Yes 156 (26.8%) 426 (73.2%) 582 .149 .700

No 20 (29.0%) 49 (71.0%) 69

Table 3. Factors related to non-practice of second primary cancer screening according to univarite analysis: need factor

Variables Category
Second primary cancer screening of cancer survivors

Non-practice n=176 (27.0%) Practice n=476 (73.0%) Total χ
2-value p-value

Drinking

Never 65 (24.9%) 196 (75.1%) 262 1.464 .481

Low risk 92 (29.2%) 223 (70.8%) 315

High risk 19 (25.3%) 56 (74.7%) 75

Regular 

exercise

No 44 (44.4%) 55 (55.6%) 99 7.984 .035

Yes 142 (25.7%) 410 (74.3%) 552

 Limitation of 

general activity

Limited 34 (36.2%) 60 (63.8%) 94 4.647 .031

Unlimited 142 (25.5%) 415 (74.5%) 557

Self reported 

health status

Very good 5 (38.5%) 8 (61.5%) 13 5.647 .227

good 36 (32.1%) 76 (67.9%) 112

normal 73 (23.1%) 243 (76.9%) 317

bad 46 (29.1%) 112 (70.9%) 158

Very bad 16 (31.4%) 35 (68.6%) 51

Perceived

stress

Severe 18 (51.4%) 17 (48.6%) 35 12.130 .007

Moderate 28 (23.7%) 90 (76.3%) 119

Mild 105 (25.4%) 308 (74.6%) 413

None 25 (30.1%) 58 (69.9%) 83

Smoking

 Current Smoker 26 (48.1%) 28 (51.9%) 54 7.057 .030

 No current Smoker 39 (29.3%) 94 (70.7%) 134

 Non-smoker 116 (25.1%) 346 (74.9%) 462

Self reported 

depression

Yes 14 (23.0%) 47 (77.0%) 61 .759 .384

No 90 (28.4%) 227 (71.6%)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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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중년 암생존자의 소인적 요인, 가능성 요인, 질병관련 요인 특성에 따른 이차암 검진 미수검률의 차이

암생존자의 소인적 요인에 따른 이차암 검진 미수검률 차이는 남성 33.1%, 여성 24.7%로 남성의 미수검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p=0.029). 미혼인 대상자와 사별,이혼인 대상자의 미수검률은 각각 43.8%, 37.3%로, 기혼 대상자의 미수검률 25.0%보다 유의하

게 높았다(p=0.019).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암생존자의 미수검율은 소도시와 대도시에 거주하는 암생존자에 비해 유의하게 높

았으며(p=0.015), 교육수준과 직업의 유무, 연령에 따른 미수검율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1).

암생존자의 가능성 요인에 따른 이차암 검진 미수검률 차이는 소득분위에서 ‘하’대상자의 미수검율은 35.7% 로, ‘중하’,‘중

상’,‘상’에 해당하는 대상자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p=0.040). 건강보험유형 부분에서는 의료급여 대상자의 미수검율이 40.0%

로 건강보험 대상자 26.2%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p=.031), 민간의료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대상자의 미수검율이 33.3%로 

가입자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42). 반면 배우자 동거여부, 자녀 동거여부, 의료이용 미충족여부에 따른 미

수검율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2).

암생존자의 질병관련 요인에 따른 이차암 검진 미수검률 차이를 살펴보면 규칙적 운동을 하지 않는 대상자의 미수검율은 

44.4%(p=.035)로 규칙적 운동을 실시하는 대상자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고, 활동제한이 있는 대상자의 미수검율은 36.2%로, 활

동제한이 없는 대상자의 25.5%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p=.031), 평소 스트레스 인지 정도에 따른 미수검율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31). “평소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느낀다”라고 답한 대상자들의 미수검율은 51.4%로, “조금 느끼는 편이다”와 

“거의 느끼지 않는다”의 25.4%, 30.1%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7). 흡연 변수에서는 현재흡연자의 미수검

율은 과거흡연자와 비흡연자에 비해 미수검율이 유의하게 높았다(p=.030). 주관적 건강상태와 우울정도에 따른 미수검율은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3).

2.3.3 중년 암생존자의 이차암 검진 미수검 관련요인

중년 암생존자의 이차암 검진 미수검 관련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 1>은 소인성 요인에

서 유의한 변수인 성별, 거주지역, 결혼상태를 투입한 모형으로, 설명력 14.4%, 모형의 적합도는 Hosmer and Lemeshow p값이 

0.843으로, p값이 0.05보다 크기에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Hosmer and Lemeshow p-value=0.843 Nagelkerke R2=0.144, 

분류정확도 73.4%). <모형2>는 소인성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가능성 요인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변수인 소득수준, 건강보험 

유형, 민간보험 가입여부를 모형 1에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이며, 설명력 15.4% 이었다(Hosmer and Lemeshow p-value=0.587 

Nagelkerke R2=0.154, 분류정확도 73.6%). 모형3은 소인성 요인과 가능성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질병관련 요인의 규칙적 운동, 

활동제한 여부, 흡연, 스트레스를 투이바여 분석한 결과로 설명력 18.6% (Hosmer and Lemeshow p-value=0.252 Nagelkerke 

R2=0.186, 분류정확도 73.9%)로, 모형 3의 설명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모형 내에서 변수의 개별 영향요인은 남자보

다 여자의 교차비가 0.653(95% CI, 0445-0.958)로 남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미수검률이 높았다. 거주 지역에서 농어촌 지

역의 경우보다 대도시 지역의 교차비가 0.493(95% CI, 0.303-0.802)로 대도시 지역의 미수검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결혼 상태에서 기혼자의 경우보다 사별과 이혼의 경우 교차비가 1.995(95% CI, 1.215-3.275)로 사별, 이혼 대상자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미수검률이 높았다. 다음으로 가능성 요인 변수와 암검진 미수검 관련 요인을 분석하였을 때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

지 않았다. 질병관련 요인과 암검진 미수검 관련 요인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스트레스가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스트레스를 대

단히 많이 느낀다” 라고 답한 대상자들에 비해 “많이 느끼는 편”, “조금 느끼는 편”인 대상자의 교차비는 각각 0.254(95% CI, 

0.110-0.589), 0.333(95% CI, 0.158-0.699)으로 평소 스트레스 인지정도가 낮을수록 암검진 미수검율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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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Factors related to non-practice of second primary cancer screening logistic regression

Variables Category
Model 1 Model 2 Model 3

OR p 95% C.I. OR p 95% C.I. OR p 95% C.I.

Gender
male

female 0.653 .029 0.445 0.958 0.650 .029 .441 .957 0.531 .036 .281 1.003

Residence

Rural    

Medium and 

small city 
0.654 .089 0.401 1.066 0.701 .160 .426 1.151 0.665 .115 .400 1.105

Large city 0.493 .004 0.303 0.802 0.514 .008 .314 .841 0.520 .011 .315 .858

Marital 

 status

Married    

Unmarried 1.994 .205 0.685 5.803 1.586 .422 .514 4.888 1.215 .752 .363 4.062

Divorced 

and widowed
1.995 .006 1.215 3.275 1.775 .031 1.055 2.989 1.817 .029 1.063 3.107

Household

income

Lowest   

Second lowest 0.770 .320 .461 1.289 0.788 .377 .465 1.336

Second highest 0.802 .416 .472 1.363 0.844 .539 .490 1.452

Highest 0.674 .148 .395 1.150 0.669 .152 .386 1.160

Health

insurance 

NHI

Medicaid 0.983 .967 .430 2.247 0.783 .579 .329 1.861

Private

insurance 

Yes

No 1.306 .231 .844 2.022 1.246 .337 .796 1.950

Regular

 exercise

No

Yes 0.806 .381 .498 1.305

Limitation of 

activity

Limited

Unlimited 0.697 .173 .416 1.171

Perceived

stress

Severe  

Moderate 0.254 .001 .110 .589

Mild 0.333 .004 .158 .699

None 0.443 .063 .188 1.043

Smoking

 Current smoker  

 No current

 smoker 
1.125 .362 .759 1.834

Non-smoker 0.664 .265 .324 1.364

χ
2=19.924, p<0.01 

Nagelkerke R2=0.144

Hosmer and Lemeshow 0.843

Accuracy (%)=73.4

χ
2=24.465, p<0.01 

Nagelkerke R2=0.154

Hosmer and Lemeshow 0.587

Accuracy (%)=73.6

χ
2=39.287 p<0.01 

Nagelkerke R2=0.186

Hosmer and Lemeshow 0.252

Accuracy (%)=73.9

2.4 고 찰

암생존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만성질환자로 다루어지고 있는 암생존자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암생존자의 

암 발생위험은 일반인 보다 높으며 이차암 발생에 대한 다방면의 예방전략이 시급한 상황에서 국내 암생존자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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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차암 검진 수검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암 생존자의 이차암 검진 미수검 관련 요

인을 분석하여 암생존자의 이차암 검진 수검률을 높이고 이차암 예방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총 652 명의 중년 암생존자였고, 이 중 최근 2년간 암검진 미수검자는 176명이었다. 본 연구대상자들의 

암검진 미수검률은 27.0%로 국내 선행연구에서의 미수검률보다는 낮았으나 미국 암생존자들의 암검진 미수검률에 비해서는 

비교적 높은 상태였다[19,22,23]. 이는 연령대 선정이 상이하여 나타난 차이라고 볼 수 있으나 연령대가 젊을수록 미수검률이 증가하

는 것은 공통된 결과라고 볼 수 있어 향후 중년초기 대상자의 수검률 향상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에서 중년 암생존자의 이차암 검진 미수검 관련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소인성 

요인들로 구성된 <모형 1>에서는 결혼상태가 이혼 혹은 사별일 경우 미수검 확률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였다. 사별,이혼한 대상자들은 기혼자들보다 암검진 미수검률이 1.8배 높았던 반면, 배우자와 동거여부, 동거자

녀의 유무 변수에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는 않았다. 배우자가 없는 미혼의 1인 대상자의 경우 암수검률과 미수검률이 비슷

한 분포를 나타냈는데, 이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중년 1인 가구의 경우 기존의 가족중심의 삶에서 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행태를 

통하여 좀더 건강행위를 실천하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으며 사별이나 이혼으로 배우자가 없는 중년의 경우 암검진 독려를 위

한 지지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차암 검진 미수검률은 남성이 여성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Sung 등[24]의 연구결

과와 유사하나, 남성들의 높은 미수검률이 사회활동으로 암검진의 시간적 여유부족에서 초래된다고 설명한 부분은 본 연구와 차

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 직업의 유무은 이차암 검진 수검에 유의한 변수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 남성의 낮은 미수검률을 시간적 여

유 부족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어 이차암에 대한 인식이나 의료기관 접근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대상자의 거주지역은 농촌거주에 비해 대도시 거주 대상자가 미수검률이 유의하게 낮았는데, 이는 농촌지역에서 

의료이용의 낮은 접근성과 관련있음을 보고한 송[21]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나 양[19]의 결과에서 거주지역과 미수검률이 무관하다

는 결과와는 차이가 있어 보여 추후 지역수준을 좀 더 세분화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모형 2>는 소인성 요인 통제 후 가

능성 요인 변수들을 투입하여 분석하였는데 모형 자체는 설명력이 15.4%로 소인성 요인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모형내의 개별 

변수는 유의한 영향력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하지만 가능성 요인 중 소득수준, 건강보험 적용, 민간의료보험 가입여부는 암검진 

미수검률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변수이었다. 소득수준이 하인 그룹의 암검진 미수검율이 유의하게 높았고 이는 기존연구[23]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이는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에서 의료급여자와 건강보험 하위50% 해당자의 경우 검진비용을 국가가 부담함

에도 불구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기존 암치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증가와 검진시 발생할 수 있는 자가비용에 대한 부담우려

를 유발할 수 있을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건강보험을 적용중인 대상자에 비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민간의료

보험 가입하지 않은 대상자들의 암검진 미수검률이 높았다. 이에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암생존자를 개별적으로 

관리 감독과 국가적인 지원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모형 3>은 소인성 요인과 가능성 요인 변수들을 통제한 후 질병 요인 변수

들을 투입하여 분석하였는데 모형의 설명력은 18.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규칙적 운동, 일상생활 제한, 평소 스트레스 인지

정도, 흡연 변수를 한꺼번에 모형에 투입되었을 때,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낸 변수는 스트레스 였다. 본 연구에서 평소 스트레스를 

매우 많이 느끼는 대상자의 미수검률은 51.4%였고, 스트레스를 조금 느끼는 편이라고 답한 대상자들이 암검진 미수검률은 

25.4%로 두배 이상으로 높았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해 보았을 때 평소 스트레스 인지정도가 매우 높은 사람을 기준

으로 하였을 때, 스트레스를 조금 느끼는 대상자의 암검진 미수검률은 0.3배로 감소하였다. 이는 암생존자들이 자신에게 다시 암

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이후 치료과정에 대한 과거 경험에서 오는 트라우마로 인해 스트레스가 작용하게 되면 암검진 

수행을 실천하는 데 있어 방해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이는 암생존자들이 경험하는 암재발 우려정도가 높을수록 이

차암 검진과 의료이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나타낸다는 Uhlig 등[23]의 연구결과와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암생존자의 

이차암 검진 수검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수립 시 개인의 정서상태와 건강행위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인식하여 다양한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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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정서적 지지가 기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외 질병 관련 변수에서 규칙적 운동, 일상생활 제한정도, 흡연에 따른 이차

암 검진 미수검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중년기 암생존자들의 음주, 흡연, 규칙적 운동 등 건강행위는 일반인에 비해 실천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24,25] 이는 중년기 신체적 변화와 더불어 암생존자들이 과거 암치료과정에서 건강에 관한 심각성을 경험하

여 예방행위로부터 오게 되는 장점들을 더 크게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볼 때 중년 암생존자의 이차암 검진 미수검률은 소인성 요인 측면에서 남성, 농촌 거주, 사별이나 이혼대

상자, 질병 관련 요인 측면에서 평소 스트레스 인지정도가 매우 높은 대상자 일수록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발생 가능

한 이차암의 종류나 연령대 별 신체변화 등을 고려하여 중년기 암생존자 맞춤형 이차암 검진 가이드라인을 개발해야 할 것이고, 성

별구분, 결혼 취약계층에 대한 개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취약한 수검률을 증가시키기 위한 전략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이차 자료의 한계 상, 암생존자의 임상적 정보를 포함하지 못하였다는 점과 암생존자의 원발 암의 병기에 따른 

생존기간 건강상태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한 점을 들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세부적인 분석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므로 

연구를 해석하고 일반화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3. 결 론

본 연구는 중년 암생존자의 이차암 검진 미수검 관련 요인 분석을 통해 암생존자의 이차암 검진 수검율을 높이고 이차암 예방

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제6기, 제7기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였고, 

종속변수는 이차암 검진 여부이며, 독립변수는 Anderson모형의 소인적 요인, 가능성 요인, 의료필요요인(질병요인) 특성으로 구

분하여 구성하였다. 전체 응답자 39,225명 중 40세이상 65세 미만의 암생존자는 652명 이었고, 이 중 최근 2년간 암검진 미수검자

는 176명이었다. 중년 암생존자의 이차암 검진 미수검 영향요인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질병 관련 요인인 규칙적 운동, 활동제

한여부, 흡연, 스트레스를 투입하였을 때 설명력 18.6%로(Hosmer and Lemeshow p-value=0.252 Nagelkerke R2=0.186)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 암생존자를 위한 이차암 검진 미수검률은 소인성 요인 측면에서 남성, 농촌 거주, 사별이나 이혼대상자, 

질병 관련 요인 측면에서 평소 스트레스가 높은 대상자 일수록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발생 가능한 이차암의 종류나 

발생 빈도, 연령대 별 신체변화 등을 고려하여 중년기 암생존자 맞춤형 이차암 검진 가이드라인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Reference

1. Griffith, K., McGuire, D., and Russo, M., “Meeting Survivors’ Unmet Needs: An Integrated Framework for Survivor and Palliative 

Care”, Seminars In Oncology Nursing, Vol. 26, No. 4, pp. 231-242, 2010. http://dx.doi.org/10.1016/j.soncn.2010.08.004

2. National Cancer Center, “2016 KCCR's registered cancer statistics”, 2018.

3. National Coalition for Cancer Survivorship, “Defining Cancer Survivorship”, Oxford Dictionaries, 2018.

4. Jacobs, L.A., Palmer, S.C., Schwartz, L.A., DeMichele, A., Mao, J., Carver, J. and Meadows, A. T.,“Adult cancer survivorship: 

evolution, esearch, and planning care”, Cancer Journal for Clinicians, No. 59, pp. 391-410, 2010. 

5. Hewitt, M., Greenfield, S., and Stovall, E.(Eds.), “From cancer patient to cancer survivor: Lost in transition”, Washington DC, 

2006. 

6. Ganz, P.A., “Survivorship: adult cancer survivors”, Primary Care, Vol. 36, No. 4, pp. 721-741, 2009.

7. Cho, J., Guallar, E., Hsu, Y.J., Shin, D.W., Lee, W.C., “A comparison of cancer, screening practices in cancer survivors and in the 

general population: The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2001-2007”, Cancer Causes and 

Control, Vol. 21, No.12, pp. 2203-2212, 2010. http://dx.doi.org/10.1007/s10552-010-9640-4 148,2010.



144 ∙ The Society of Convergence Knowledge Vol.7, No.3, 2019

8. Travis, L.B., “The epidemiology of second primary cancers”, Cancer Epidemiology Biomarkers and Prevention, Vol. 15, No. 11, 

pp. 2020-2026, 2006. 

9. Park, J.K., Park, H.A., “Screening rates of major cancers after a cancer diagnosis in adults in Korea”, Korean Journal of Health 

Promotion, Vol. 12, No. 2, pp. 67-74, 2012.

10. Tabuchi, T., Ito, Y., Ioka, A., Miyashiro, I., “Tsu  Incidence of metachronous second primary cancers in Osaka, Japan: Update of 

analyses using population-based cancerregistry data”, 2012.

11. Yang, Y.H,, “ Influence of Uncertainty and Uncertainty Appraisal on Self-management in Hemodialysis Pati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44, No. 2, pp. 39-148, 2014.

12. Han, J.H., “Review of Rehabilitation Programs for Cancer survivor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12, pp. 307-315, 2016.

13. Mols, F., Vingerhoets, A. J., Coebergh, J. W., vandePoll-Franse, L. V., “Quality of life among long-term breastcancer survivors:a 

systematic review”, European Journal of Cancer, Vol. 41, No. 17, pp. 2613-2619, 2005.

14. Park, C.L. et al., “Cognitive and emotional aspects of fear of recurrence: predictors and relations with adjustment in young to 

middle-aged cancer survivors”, Psycho-Oncology, Vol. 22, No. 7, pp. 1630-1638, 2013. 

15. Shin, D.W., Cho, J.H., Kim, Y.W., Oh, J.H., Kim, S.W., Chung, K.W., … Lee, W.C., “Efficacy of an Educational Material on 

Second Primary Cancer Screening Practice for Cancer Survivors: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PLoS ONE, Vol. 7, No. 3, 

pp.1-7, 2012. 

16. Park, S.M., Park, C.T., Park, S.Y., Bae, D.S., Nam, J.H., Cho, C.H., et al., “Factors related to second cancer screening practice in 

disease-free cervical cancer survivors”,Cancer Causes Control, Vol. 20, No. 9, pp. 1697-1703,2009.

17. Trask, P.C., Rabin, C., Rogers, M.L., Whiteley, J., Nash, J., Frierson, G., et al., “Cancer screening practices among cancer 

survivors”, Am J Prev Med, Vol. 28, No. 4, pp. 351-356, 2005.

18. Mayer, D.K., Terrin, N.C., Menon, U., Kreps, G.L., McCance, K., Parsons, S.K., et al. “Screening practices in cancer survivors”. J 

Cancer Survivor, Vol. 1, No. 1, pp. 17- 26, 2007.

19. Yang, S.E.., Han, N.K., Lee, S.M., Chung, W.J., “The Factors Related to the Non-Practice of Cancer Screening in Cancer 

Survivors: Based on the 2007-2012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Health Policy and Mangemnet, 

Vol. 25, No. 3, pp. 162-173, 2015.

20. Wilkins, K.L., Woodgate, R.L., “Preventing second cancers in cancer survivors”, Oncology Nursing Forum, Vol. 35, No. 2, pp. 

12-22, 2008.

21. Song, S.H., “Determinant of gastric cancer screening in the Korean population using mullti-level analysis: Korean National Cancer 

Screening Survey 2011-2012”,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2014.

22. Yang, Y.H., “Relationships between knowledge about early detection, cancer risk perception and cancer screening tests in the 

general public aged 40 and over”, Asian Oncology Nursing, Vol. No.1, pp. 52-60, 2012.

23. Uhlig, A., Mei, J., Baik, I., Uhlig, J., and Meyer, C., “Screening utilization among cancer survivors: a meta-analysis”, Journal of 

Public Health, Vol. 40, No. 1, pp. 129-137, 2018.

24. Sung, N.Y., ,Park, E.C., Shin, H.R., Choi, K.S., “Participation Rate and Related Socio-demographic Factors in the National Cancer 

Screening Program”,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Vol. 38, No. 1, 2005

25. Walsh, B., Siles, M., O’Neill, C., “The Role Of Private Medical Insurance In socio-Economic Inequalities In Cancer Screening 

Uptake In Ireland”, Health Econ.,Vol. 21, No. 10, pp. 1250-1256, 2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