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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s of Knowledge, Attitudes about Cancer and Health
Behavior for Cancer Prevention in High School Students

Kim, Young Sook

Health Teacher, Ulsan Meister High School, Ulsan, Korea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high school students’ knowledge and attitude about cancer, and to exam-

ine the relation between these variables.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811 students from 8 high schools in U city.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OVA and Duncan test with SPSS/WIN 12.0. Results: The

score for participants’ knowledge about cancer was 18.88 out of a possible 30, and their score for attitude towards cancer

was 34.74 points of a possible 50.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knowledge about cancer according to gender,

religion, school grades and worries about cancer. The attitude towards cancer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worries about cancer and family atmosphere. The health behaviors were also statistically affected by factors like whether

one smoked or not, health condition and harmony of family life.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atti-

tude towards cancer and health behavior for cancer prevention. Attitude towards cancer and health behavior for cancer

prevention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knowledge about cancer.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the development of an appropriate attitude towards cancer by high school students should lead to the practice of health

behavior to prevent cancer. This development could be enhanced with structured and on-going education about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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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지역 고등학생의 암에 한 지식, 태도 및 암 예방 건강행위

김 숙

울산 마이스터 고등학교 보건교사

서 론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 성장과 더불어 의학의 발달로 과거에

만연하 던 급성 전염성 질환은 크게 감소한 반면 암,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같은 만성질환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그 중

암은 현재 우리나라 전체 사망원인 1위와 10 청소년의 사망원

인 3위를 차지하고 있다(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KNSO], 2008).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생하는 암은 남자의 경

우 위암, 폐암, 간암, 장암이 여자의 경우는 갑상선암, 유방

암, 위암, 장암, 폐암, 자궁암이 전체 암 발생의 2/3를 차지하

고 있으며 암으로 인한 사망은 20 이하는 백혈병, 30 는 위

암, 40-50 는 간암, 60 이상은 폐암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KNSO, 2008).

암은 사망률이 높을 뿐 아니라 후유증이 발생하기 쉽고 장기

간의 치료가 필요함에 따라 환자와 가족들은 정신적, 사회적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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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환경에 처하게 된다(Lee, 2001). 이처럼 암이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질병이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국가

적인 암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1996년

부터 암 정복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데 이어 2006년

부터는 2015년까지 인구 10만 명당 암 사망률을 19.4%로 낮추

고, 생존율은 54.0%로 높인다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제2기 국

가 암 관리 종합계획을 진행하고 있다(Ministry for Health,

Welfare & Family Affairs [MHWFA], 2006). 그러나 이러한

국가적인 암 관리 사업에도 불구하고 2005년 암 발생자는

142,610건으로 2004년의 132,005건에 비해 8.0% 증가(Na-

tional Cancer Center, 2009)하 고 체계적인 암 예방과 조기

발견 교육이나 홍보 등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2002년 저소득

층의 무료 암 검진 사업에 상자의 13%만이 검진에 참여하

으며 국민 건강보험 공단에서 실시하는 특정 암 검진사업에도

2003년 상자의 10%만이 참여하 다(MHWFA, 2004). 

암은 원인노출에서부터 발병까지 수십 년이 걸리는 질병으

로 주원인으로는 흡연, 음주 및 기타 약물사용, 육체적 손상, 부

적절한 식습관, 불건전한 성행위, 신체활동의 부족 등으로 알

려져 있다. 그러므로 암 예방법은 개인의 생활습관과 환경 속에

서 찾을 수 있다(Ahn, 2007). 그러나 이미 형성된 개인의 생활

습관은 성인기 이후에는 교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분의 건강

습관이 시작되는 청소년기(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1996)에 올바른 생활습관을 형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시기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변화와 성숙이 이루어지고, 건

강을 강화하거나 위협할 수 있는 건강위험행위가 시도될 가능

성이 높은 중요한 시기이다(Brady & Donenberg, 2006). 실제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흡연율, 음주율, 아

침 식사 결식률 등 건강위험행태는 증가하고 있는데(Korea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08), 이에

한 보건교육은(Woo et al., 2009) 성교육과 흡연, 음주,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이 부분으로 암의 예방에 관한 내용은 극히

일부만이 다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보건교육들도 입시위주의

교육과정으로 인하여 제 로 실시되지 않아 고등학생의 57.4%

가 암에 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Kim, 2004)으로 나

타나는 등 우리나라 청소년의 건강은 위협받고 있다. 따라서 청

소년시기에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보건교육을 통하여 암 예방

과 조기발견에 관한 지식을 제공하여 청소년 스스로가 자신의

건강관리 능력을 함양하고 일생동안 지속적으로 건강행위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청소년들의

암에 한 지식과 태도, 예방적 건강행위에 한 현 실태를 파

악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수행된 암에 한 지식, 태도 및 예방행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성인의 6가지 암에 한 지식을 조사한 Suh,

Chung, So와 Tae (1998)의 연구, 중년여성을 상으로 3가지

암에 한 지식을 조사한 Park (2000)과 유방암에 한 지식

을 조사한 Cho (2004)의 연구, 여 생의 유방암에 한 지식을

조사한 Suk 등(2008)의 연구 등이 있다. 이들 연구결과 암에

한 상자의 지식수준은 모두 50-60점 로 낮았으며 암에

한 태도와 암 예방 건강행위 실천 수준은 70점 로 중간정도

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uk 등(2008)은 지식이 높을수록 자

가 검진 실시정도가 높다고 한 반면 Cho (2004)의 연구에서는

지식과 검진 수행정도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하 다.

고등학생을 상으로 한 Kim (2004)의 연구에서는 암에

한 지식수준은 60점 로 낮았으며 암에 한 태도와 암 예방

건강행위 수준은 5점 중 3점 로 중간 정도이었고 암에 한

지식과 태도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학생을 상으로 한 Lee (2009)의 연구에서는 암에

한 지식은 85점으로 높았고 암에 한 태도와 암 예방 건강행

위는 중간 정도이었으며 암에 한 지식이 높을수록 암에 한

태도가 좋고 또한 암 예방 건강행위를 잘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

나, 선행연구들의 결과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은 청소년의 암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을 계획하고 수행하는데

있어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들 개념 간의 상관관계를 반

복연구를 통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남녀 고등학생을 상으로 암에 한 지

식, 태도와 예방적 건강행위 간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청소년

의 암 예방과 건강행위 수행을 위한 보건교육의 기초자료로 이

용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생들의 암에 한 지식, 태도, 예방

적 건강 행위의 정도를 파악하고 암에 한 지식, 태도, 예방적

건강행위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생의 암에 한 지식, 태도, 예방적 건강행위의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고등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암에 한 지식, 태도,

예방적 건강행위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고등학생의 암에 한 지식, 태도, 예방적 건강행위 간

의 관계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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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암에 한 지식, 태도 및 예방적 건강

행위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의 암에 한 지식, 태도와 예방적

건강행위와의관계를 규명하기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상

본 연구는 U시에 소재한 고등학교 중에서 임의로 인문계 고

등학교4개교와전문계고등학교4개교에재학중인학생8,194

명을 선정한 후, 상관관계 연구에서 상자 수를 문항 수의 5-

10배로 권장함(Lee et al., 2009)을 기초로 본 연구도구의 문항

수가 72개임을 고려하여 탈락률을 감안한 830명을 목표인원으

로 하여 이 중 불성실한 응답지 19부를 제외한 811명(97.7%)을

상으로 하 다.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 기간은 2009년 7월 6일부터 7월 15일

까지이었다. 자료의 수집은 연구자가 해당 학교장들에게 연구

의 목적을 설명하고 허락을 받은 후, 학년별로 무작위 1개 반에

선정된 830명 학생들의 담임교사들에게 협조를 구한 후 설문

을 실시하 다. 각 반 교실에서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에 해

설명한 뒤 서면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 830명을 상으

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수거 다. 자료 수집 과정 중 상자가

중단하기를 원하는 경우 중단하 으며 익명보장과 연구의 목

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는 점을 강조하 다. 설문 응답시간은

15-20분 정도 소요되었다.

연구 도구

본 설문지 내용은 상자의 일반적 특성, 암에 한 지식, 암

에 한 태도, 암 예방을 위한 건강행위를 측정하는 것으로 구

성되었다. 본 연구에 사용한 도구는 Suh 등(1998)의 도구를 수

정 보완하여 사용하 다. Suh 등(1998)의 도구는 성인을 상

으로 암에 한 지식, 태도와 암 예방을 위한 건강행위를 측정

하고자 제작 된 것으로 다수의 연구(Kim, 2004; Lee, 2009;

Park, 2000)에서 이미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된 도구이다. 

암에 한 지식

암에 한지식은Suh 등(1998)이개발한도구를Kim (2004)

이 고등학생에 맞게 이분문항으로 수정한 것을 사용하 다 이

도구는 우리나라 사람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6가지 암

(위암, 간암, 폐암, 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에 하여 각각

5문항씩 30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각 문항에 하여 맞으면

1점, 틀리면 0점으로 총 30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지식

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Suh 등(1998)의 연구에서 Cronbach’s

a=.83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82이었다.

암에 한 태도

암에 한 태도는 Suh 등(1998)이 개발한 도구를 도구 개발

자 중 1인, 고등학교 국어교사 1인 및 고등학교 보건교사 1인의

자문을 거쳐 본 연구자가 고등학생에 맞도록 수정 보완한 뒤 고

등학생 5명을 상으로 문항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것

을 확인한 뒤에 사용하 다. 수정한 문항은“암에 걸리면 나 자

신은 물론 가정과 학교생활에 지장이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

“암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중매체(텔레비전, 라디오, 잡

지, 인터넷)를 통하여 더 많이 알고자 한다”, “암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검사를 미리 받아보겠다”등 3문항이다. 이 도구는 질병

에 한 일반적 태도 3문항과 암의 조기 발견 및 예방에 관한

태도 7문항 등 총 10문항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매우

그렇다’에서‘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5점 척도로 최저 10점에

서 최고 5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암에 한 예방적 태도가

좋음을 의미한다. Suh 등(1998)의 연구에서 Cronbach’s a=.71

이었고 본 연구에서Cronbach’s a=.79이었다.

암에 한 예방적 건강행위

암에 한 예방적 건강행위는 Suh 등(1998)이 개발한 도구

를 도구개발자 중 1인, 고등학교 국어교사 1인 및 고등학교 보

건교사 1인의 자문을 거쳐 본 연구자가 고등학생에 맞도록 수

정 보완한 뒤 고등학생 5명을 상으로 문항을 이해하는데 어

려움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에 사용하 다. 수정한 문항은

“담배와 같이 몸에 해로운 것은 절 로 하면 안된다”, “암 예방

과 조기 예방을 위해 중매체를 활용한다”등 2문항이다. 이

도구는 식이, 건강생활, 운동 등의 총 20문항의 5점 척도로‘항

상 그렇다’에서‘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5점 척도로 최저 20점

에서최고100점으로점수가높을수록암에 한예방적건강행

위를 잘 실천함을 의미한다. Suh 등(1998)의 연구에서 Cron-

bach’s a=.86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85이었다.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 다. 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

다. 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식, 태도, 예방적 건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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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실천정도의 차이는 t-test 또는 ANOVA로 분석하 으며

사후 검정을 위해 Duncan test를 실시하 다. 상자의 지식

과 태도, 예방적 건강행위 실천도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 다.

연구 결과

연구 상자의 일반적 특성

상자는 총 811명으로 학년은 1학년이 36.3%로 가장 많았

으며 성별로는 남학생이 65.4%, 여학생이 34.6%이었다. 계열

별로는 전문계가 59.9%, 인문계가 40.1%이었다. 종교는 없는

경우가 50.7%로 가장 많았으며 부모의 학력은 고졸이 아버지

70.0%, 어머니 76.0%로 가장 많았다. 가정경제는“중”정도가

75.5%로 가장 많았고 가정 분위기는 보통이 49.3%로 가장 많

았다. 성적은 11등에서 20등 사이가 33.5%로 가장 많았다. 가

족이 암 진단을 받은 경우는 9.1%이었고 암에 한 걱정은 별

로 걱정하지 않는다가 58.8%로 가장 많았다. 흡연은 31.6%가

흡연을 한다고 하 으며 본인의 건강에 해서는 65.1%가 보

통이라고하 다(Table 1).

암에 한 지식, 태도, 암 예방을 위한 건강 행위

연구 상자의 암에 한 지식 점수의 평균은 30점 만점에

18.88점으로 정답률이 62.9%이었다. 위암, 폐암, 간암, 장

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역 중 평균이 가장 높았던 역은 자

궁경부암에 관한 역이었고(3.49점), 가장 평균이 낮았던

역은 위암에 관한 역이었다(2.80점). 

가장정답률이높았던문항은‘전체폐암의80% 이상이흡연

이 원인이다’라는 질문으로 정답률 87.2%를 보 으며, ‘음식

을짜고맵게먹거나탄음식을먹으면위암에잘걸린다’86.6%,

‘위암을발견하기위해서는위내시경검사가필요하다’가84.3%

이었다. 반면‘유방암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6개월에 한번씩 자

가 검진을 해야 한다’라는 질문은 정답률이 20.1%, ‘암을 조기

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3개월마다 검진을 하여야 한다’가 23.2%

로 정답률이 낮았다(Table 2).

연구 상자의 암에 한 태도는 50점 만점에 평균 34.74점

이었다. 각 항목별로는‘암을 심각한 질병이라 생각한다’가 평

균 4.29점으로 가장 평균이 높았으며‘암에 걸릴까봐 두렵다’,

‘암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중매체를 통해 더 많이 알고자

한다’가 각각 2.91점으로 가장 평균이 낮았다(Table 3).

암 예방을 위한 건강행위는 100점 만점에 평균 65점이었다.

각 항목별로는‘곰팡이가 핀 음식은 먹지 않는다’가 평균 4.33

점으로 가장 평균이 높았으며‘인스턴트 음식을 먹지 않는다’

와‘기름기 많은 음식을 먹지 않는다’가 평균 2.46점으로 가장

평균이 낮았다(Table 3).

일반적특성에따른암에 한지식, 태도, 암예방건강행위

본 연구 상자의 암에 한 지식은 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성별(t=-3.15, p<.001), 종교(F=6.67, p<.001), 학교성적

(F=4.11, p<.001), 암에 한 걱정(F=5.97, p<.001)에 따라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에 따른 사후검정결과 성별

일 지역 고등학생의 암에 한 지식, 태도 및 암 예방 건강행위

J Korean Acad Child Health Nurs  16(2), 2010년4월

105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 (%)

Grade 1 294 (36.3)
2 268 (33.0)
3 249 (30.7)

Sex Male 530 (65.4)
Female 281 (34.6)

School type Vocational 486 (59.9)
Academical 325 (40.1)

Religion Buddhism 234 (28.9)
Christianity 129 (15.9)
Catholicism 23 (2.8)
None 411 (50.7)
Other 14 (1.7)

Educational level of father Elementary school 22 (2.7)
Middle school 81 (10.0)
High school 568 (70.0)
Above college 140 (17.3)

Educational level of mother Elementary school 20 (2.5)
Middle school 80 (9.9)
High school 616 (76.0)
Above college 95 (11.7)

Economic state High 35 (4.3)
Moderate 612 (75.5)
Low 164 (20.2)

School record 1st-10th 215 (26.5)
11th-20th 272 (33.5)
21th-30th 221 (27.3)
31th-40th 103 (12.7)

Cancer diagnosis among family Yes 74 (9.1)
No 737 (90.9)

Worry about cancer Very worried 52 (6.4)
Somewhat worried 282 (34.8)
Do not worry 477 (58.8)

Smoking status Smoker 256 (31.6)
Non smoker 555 (68.4)

Health status Good 219 (27.0)
Moderate 528 (65.1)
Poor 64 (7.9)

Harmony of family members Much harmony 345 (42.6)
Moderate 400 (49.3)
Less harmony 66 (8.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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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남학생이 18.56점, 여학생이 19.47점으로 여학생의 지식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종교는 천주교나 기타인 경우보다

는 기독교인 경우가 암에 한 지식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성

적은 11-20등인 경우가 31-40등인 경우보다 암에 한 지식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암에 해‘다소 걱정한다’는 경우

가‘걱정하지 않는다’거나‘매우 걱정한다’는 경우보다 암에

한 지식점수가유의하게 높았다(Table 4).

본 연구 상자의 암에 한 태도는 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암에 한 걱정(F=16.82, p<.001), 가정의 화목정도(F=6.99,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에 따른

사후 검정 결과 암에 해‘매우 걱정한다’는 경우가‘다소 걱

정한다’나‘걱정하지 않는다’보다 암에 한 태도 점수가 유의

하게 높았다. 또‘가정이 화목하다’고 한 경우가‘화목하지 않

다’고 한 경우보다 암에 한 태도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T=true; F=false.

Item  (T/ F) M±SD
Correct responses

n (%)

Gastric cancer 2.80±0.94
Gastric cancer occurs well mainly to the younger generation. (F) 620 (76.4)
We can easily come down with gastric cancer as a result of taking hot and salty foods (T) 702 (86.6)
or burned foods. 

Gastric cancer makes a person lose a lot of weight suddenly. (T) 504 (62.1)
Gastroscope test is needed to spot gastric cancer. (T) 684 (84.3)
Test every 3 months is needed to spot cancer earlier. (F) 188 (23.2)

Lung cancer 3.44±1.08
Irrespective of how much a smoker smoked, those who smoke (F) 311 (38.3)
over a long period of time come down easily with lung cancer. 

80% of all lung cancer is caused by smoking. (T) 707 (87.2)
A cough mixed with blood is the commonly found symptom (F) 565 (69.7)
in the early stage of lung cancer. 

To spot lung cancer, one should get a chest X-ray. (T) 570 (70.3)
To detect lung cancer in its early stage, one should get a test at least every 6 months. (F) 640 (78.9)

Liver cancer 3.27±1.35
Men easily contracts liver cancer. (T) 466 (57.5)
A person with the inflammation of liver is liable to contact liver cancer. (T) 478 (58.9)
Liver cancer doesn’t have distinct symptoms in its early stage. (T) 586 (72.3)
Ultrasonography is needed to spot liver cancer. (T) 511 (63.0) 
To detect liver cancer in its early stage, one should get a test at least every 6 months. (T) 613 (75.6)

Colon cancer 3.04±1.05
Large intestine cancer attacks a person in one’s old age. (T) 448 (55.2)
The main cause of large intestine cancer is smoking. (F) 509 (62.8)
The first symptom of large intestine cancer is the feces mixed with blood. (F) 559 (68.9)
We need to get an X-ray to spot large intestine cancer. (F) 357 (44.0)
To detect large intestine cancer in its early stage, one should get  a test at least once every year. (T) 596 (73.5)

Breast cancer 2.82±0.96
If there’s any women in the family who contracted breast cancer, (T) 531 (65.5)
then one is liable to contract the same disease. 

There’s a high probability to contract breast cancer if we take a lot of fatty meats. (T) 418 (51.5)
It doesn’t matter to have a secretion from the nipples that we didn’t have before. (F) 537 (66.2)
It’s necessary to do the self-check of one’s breast to spot breast cancer in its early stage. (T) 641 (79.0)
We should do the self-check once every 6 months to detect breast cancer. (F) 163 (20.1)

Cervical cancer 3.49±1.46
The women who have taken contraceptive pills over a long period (T) 603 (74.4)
of time have high possibility to come down with cervical  cancer. 

The more a person delivers a child, the higher the possibility is to contract cervical cancer. (T) 452 (55.7)
It’s possible to bleed in the vagina in case of cervical cancer even after an intense exercise. (T) 605 (74.6)
We can spot cervical cancer soon with regular examination of cervical cells. (T) 636 (78.4)
We need to check cervical cells once every month. (F) 274 (33.8)

Total 18.88±3.93 503 (62.9)

Table 2. Knowledge about Cancer (N=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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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본 연구 상자의 암 예방 건강행위는 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계열(t=2.80, p<.001), 흡연유무(t=-5.04, p<.001), 건강상

태(F=8.60, p<.001), 가정의 화목정도(F=10.44, p<.001)에 따

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에 따른 사후 검정결과 인문계가 65.91점, 전문계가 63.62

점으로 인문계 학생의 건강행위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흡연을 하는 경우가 62.05점, 흡연을 하지 않는 경우가

66.35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건강상태

가‘매우 건강하다’고 한 경우가‘건강하지 못하다’고 한 경우

보다 암 예방 건강행위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가정의 화

목에 해‘화목하다’고 한 경우가‘화목하지 않다’나‘보통’

인 경우에 비해 암 예방 건강행위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Table 4).

암에 한 지식, 태도와 암 예방 건강행위와의 상관관계

암에 한 지식은 암에 한 태도(r=.150, p<.001)와 암 예방

건강행위(r=.110, p<.005) 간에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또한

암에 한태도와암예방건강행위간에도순상관관계(r=.342,

p<.001)를 나타내었다(Table 5).

논 의

본 연구에서 상자의 암에 한 지식은 30점 만점에 18.88

점이었다. 이는 고등학생을 상으로 한 Kim (2004)의 연구에

서 30점 만점에 18.63점을 나타낸 것과 유사하며 중학생을

상으로 한 Lee (2009)의 24.32점과 중년기 여성을 상으로

연구한 Park (2000)의 27점 만점에 17.89점보다는 낮아 중학

생과 성인에 비해 고등학생의 암에 한 지식수준이 낮음을 알

Item  M±SD

Attitude
Think cancer is a serious disease. 4.29±0.95
Am willing to take a series of tests for the early diagnosis of cancer. 3.49±1.19
Think cancer can be prevented early. 3.79±1.08
Think cancer patients are like other patients with chronic diseases. 3.03±1.08
Think cancer can affect not just me but also family life and school life. 4.06±1.08
Stick to the rules to prevent cancer in the daily lives. 2.82±1.19
Am afraid to come down with cancer. 2.91±1.33
Think we can be cured if cancer is diagnosed early. 3.88±1.09
Want to get informations to prevent and diagnose cancer early through mass media (television, radio, magazines, internet). 2.91±1.15
Am willing to take tests necessary for the cancer diagnosis. 3.57±1.09

Total 34.74±6.70

Behavior
Try to maintain normal weight. 3.19±1.13
Have a balanced diet. 3.04±1.11
Avoid overeating. 2.90±1.01
Take a lot of fibrous food. 3.13±0.98
Dont’ eat musty foods. 4.33±1.16
Don’t eat foods burnt black. 3.90±1.12
Take adequate amount of vitamin and green vegetables. 3.22±1.00
Don’t take instants. 2.46±1.06
Avoid fatty foods. 2.46±0.98
Don’t take hot and spicy foods. 2.59±1.53
Don’t drink too much. 3.54±1.48
Don’t smoke. 3.57±1.45
Avoid being exposed to sun light for a long time. 3.36±1.13
Avoid overwork. 3.20±1.09
Keep my body clean. 3.85±1.02
Try not to be exposed to the heavy metals (nickel, mercury, amiantus, chrome, arsenic, agricultural chemicals, weed-killer). 3.72±1.16
Do regular exercises (climbing, walking, aerobics). 3.05±1.17
Take care not to be exposed to the radioactive rays. 3.42±1.10
Avoid stress and try to be feel happy in the daily lives. 3.53±1.10
Make use of internet or mass-media for the early prevention and diagnosis of cancer. 2.57±1.20

Total 65.00±11.46

Table 3. Attitude and Preventive Behavior about Cancer (N=811)



108 김 숙

J Korean Acad Child Health Nurs  16(2), 2010년4월

수 있다. 이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 보건교육이 성교육, 안전교

육과 함께 고등학교에서 창의적 재량활동의 과목으로 채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실제는 입시위주의 학교 수업 진행

으로 고등학생들이 암에 한 보건교육을 잘 받지 못하고 있으

며 가정에서도 학업관계로 TV 등 중매체를 통하여 암에

한 지식을 습득하는 기회 또한 부족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

러므로 고등학생을 상으로 한 암에 관한 체계적인 보건교육

의 실시는 학교 보건교사를 포함한 건강전문인들의 필수적인

과제라 하겠다. 

문항별로 볼 때 가장 정답률이 높았던 문항은‘전체 폐암의

80% 이상이 흡연이 원인이다(87.2%)’, ‘음식을 맵고 짜게 먹

a, b, c=duncan test.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Knowledge
(M±SD)

t or F
(p)

Attitude
(M±SD)

t or F
(p)

Behavior
(M±SD)

t or F
(p)

Grade 1 18.72±3.82 1.96 34.41±7.26 0.83 65.44±11.74 0.35
2 19.26±3.87 (.081) 35.14±6.47 (.438) 64.70±11.82 (.707)
3 18.65±4.10 34.71±6.26 64.79±10.73

Sex Male 18.56±4.09 -3.15 34.79±6.95 0.29 65.46±11.81 1.59
Female 19.47±3.53 (.002) 34.65±6.22 (.037) 64.12±10.73 (.158)

School type Vocational 20.01±5.09 1.40 34.99±6.54 1.30 63.62±11.47 2.80
Academical 19.45±6.14 (.161) 34.37±6.93 (.196) 65.91±11.37 (.005)

Religion Protestant 20.20±3.32a 6.67 35.53±6.81 0.73 65.74±11.17 0.89
Buddhist 18.51±4.19 (.005) 34.54±6.75 (.573) 65.67±12.00 (.468)
Catholic 17.96±3.59b 35.61±8.33 66.91±11.34
Other 15.93±3.75c 35.43±6.75 63.93±10.79
None 18.82±3.87 34.54±6.55 64.31±11.26

Educational Elementary school 20.23±3.35 0.38 32.50±9.85 1.23 63.18±16.28 0.55
level of father Middle school 18.83±3.79 (.770) 35.01±6.52 (.298) 64.70±11.73 (.651)

High school 18.84±3.91 34.65±6.26 64.87±10.89
Above college 18.83±4.18 35.31±7.85 65.95±12.66

Educational Elementary school 19.15±3.31 1.53 36.50±8.75 0.94 63.75±21.32 0.65
level of mother Middle school 18.50±3.59 (.257) 35.06±6.80 (.419) 63.88±9.59 (.581)

High school 19.02±3.84 34.77±6.25 65.31±10.99
Above college 18.19±4.77 33.97±8.69 64.17±12.99

Economic level High 17.77±4.97 2.44 34.60±9.53 2.20 63.09±15.93 0.65
Moderate 19.03±3.78 (.039) 35.01±6.31 (.112) 65.19±10.77 (.524)
Low 18.54±4.21 33.78±6.70 64.66±12.79

School record 1-10 18.66±3.76 4.11 35.18±6.21 0.47 65.92±11.17 1.72
11-20 19.50±3.68 (.003) 34.49±6.35 (.702) 65.26±10.77 (.161)
21-30 18.68±3.79 34.74±6.24 64.77±10.48
31-40 18.09±4.92 34.52±9.17 62.87±15.14

Cancer diagnosis Yes 19.69±3.86 1.87 35.05±6.89 0.42 65.09±11.48 0.08
of family No 18.79±3.93 (.261) 34.71±6.69 (.677) 64.99±11.46 (.938)

Worry about cancer Very worried 18.71±3.74b 5.97 37.87±8.81a 16.82 66.83±16.06 0.91
Some worried 19.52±3.23a (.002) 35.96±6.30b (<.001) 64.53±10.97 (.405)
Do not worry 18.51±4.27b 33.69±6.45c 65.07±11.15

Smoking status Smoker 18.91±4.37 0.17 34.48±7.17 -0.75 62.05±12.02 -5.04
Non smoker 18.86±3.72 (.474) 34.86±6.48 (.453) 66.35±10.94 (<.001)

Health status Good 18.83±4.07 1.92 35.40±7.26 2.79 67.67±11.95a 8.60
Moderate 18.78±3.91 (.140) 34.34±6.32 (.062) 64.13±10.60b (<.001)
Poor 19.80±3.51 35.80±7.55 62.97±14.80b

Harmony of Much harmony 18.90±3.66 0.73 35.70±6.32a 6.99 66.82±11.44a 10.44
family members Moderate 18.77±4.16 (.560) 34.20±6.50 (.001) 64.13±14.27b (<.001)

Less harmony 19.39±3.87 33.06±8.92b 65.00±11.46c

Table 4. Cancer Knowledge, Attitude & Behavior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 811)

Knowledge
r (p)

Attitude
r (p)

Preventive
behavior 

r (p)

Knowledge 1.000
Attitude .150 (<.001) 1.000
Preventive behavior .110 (<.005) .342 (<.001) 1.000

Table 5. Correlation between Knowledge, Attitude and Preven-
tive Behavior



거나 탄 음식을 먹으면 위암에 잘 걸린다(86.6%)’, ‘위암을 발

견하기 위해서는 위내시경 검사가 필요하다(84.3%)’로 나타났

다. 이는 청소년을 상으로 한 Oakley, Bendelow, Barnes,

Buchanan과 Husain (1995)의 연구에서 폐암의 원인과 예방

에 관한 지식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과도 유사하다. 이러한

결과는 식습관의 중요성, 암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사의 필요

성, 흡연이 암의 원인이 된다는 등에 해서는 청소년들이 많은

경로를 통해 흔히 습득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유방암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6개월에 한번씩 자가 검진

을 해야 한다’가 20.1%, ‘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3개

월마다 검진을 하여야 한다’가 23.2%로 정답률이 낮았다. 이

러한 결과는 고등학생들의 유방암과 장암의 조기검진에 관한

정답률이 낮게 나타난 Kim (2004)의 연구와 성인의 19%가 암

경고 징후를 전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난 Nichols, Misra와

Alexy (1996)의 연구와도 유사한 결과이다. 물론 연령에 따라

조기검진을 위한 검사빈도나 주기 등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

만 이는 고등학생들의 암의 조기검진을 위한 검사빈도와 검사

방법에 한 지식이 부족함을 나타낸 것이라 하겠다. 암은 발생

후에 치료하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응보다는 사전에 예방

하는 것이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Choi, 2000). 따라서 고등학생을 상으로

암의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 방법과 검진빈도에 한 더 많은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여 암의 조기검진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암 예방행위를 습관화하도록하여야 하겠다. 

상자의 암에 한 태도는 50점 만점에 평균 34.74점으로

이는 고등학생을 상으로 한 Kim (2004)의 연구에서 30.2점

이었던 결과와 유사한 결과로 고등학생들은 암에 해 중간정

도의 태도양상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항별로‘암을

심각한 질병이라 생각한다’가 평균 4.29점으로 가장 평균이 높

았으며‘암에 걸릴까봐 두렵다’와‘암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중매체를 통해 더 많이 알고자 한다’가 각각 2.91점으로 가

장 평균이 낮았다. 이는 고등학생들이 암이라는 질병의 심각성

은 잘 알고 있으나 자신과는 거리가 먼 질병으로 인식하고 있어

암의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한 지식을 습득하고자 하는 관심이

적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등학생들의 암에 한 태도를 바람

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암의 심각성을 알리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암에 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이 개발되고적용되어야 하겠다. 

암 예방을 위한 건강행위는 100점 만점에 65점으로 이는

Kim (2004)의 연구에서 67.2점과 유사한 결과로 고등학생들

은 암에 한 예방적 건강행위를 중간정도로 이행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항목별로는‘곰팡이가 핀 음식은 먹지 않는다’가

평균 4.33점으로 가장 평균이 높았으며‘인스턴트 음식을 먹지

않는다’와‘기름기 많은 음식을 먹지 않는다’가 평균 2.46점으

로 가장 평균이 낮았다. 이는 남녀 고등학생의 32.1%가 자주

먹는 간식이 스낵류와 컵라면이라는 Jang (2004)의 연구와 고

등학생의 65.2%가 주 1회 이상 패스트푸드를 먹는다는 Park

(2009)의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고등학생들은 잘못된 식습관

으로 암이 유발할 수 있음을 인지하면서도 생애 중 신체적으로

가장 건강한 시기로 암에 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예방적 건강행위를 제 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고등학생들의 균형 잡힌 식사섭취와 암 예방을 위한

식이의 중요성에 하여 보건교육을 강화하여야 하며 학교와

가정에서 암 예방 식이와 건강행위가 잘 실행될 수 있도록 학교

급식 시 식단 작성에 관한 자문이나 학부모를 상으로 가정통

신문이나 학부모회 등을 이용한 지속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연구 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암에 한 지식을 살펴보

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지식정도가 더 높았다. 이는 고등학생

을 상으로한Kim (2004)과중학생을 상으로한Lee (2009)

의 연구와도 일치하 는데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는 건강에

한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종교별로

는 기독교도인 경우가 천주교도나 기타 종교를 가진 경우에 비

해 암에 한 지식점수가 높았는데 이는 비교할 수 있는 선행

연구가 없어 앞으로 더 연구해볼 만한 과제이다. 

학교 성적이 11-20등인 경우가 31-40등인 경우보다 암에

한 지식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는데 이는 성적이 높을수록

지식이높은것으로나타난Lee (2009)의연구결과와유사한것

으로 학교 성적이 우수한 학생의 경우 학습범위가 넓어지게 되

고이에따라암에 한지식또한획득되었을것으로생각된다.

암에 해‘다소 걱정한다’는 경우가‘매우 걱정한다’나‘별

로 걱정하지 않는다’는 경우보다 암에 한 지식 점수가 유의

하게 높았다. 이는 암에 해‘다소 걱정한다’는 경우가 암에

한 지식점수가 높게 나온 Kim (200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

는 것으로 암에 한 무지나 지나친 염려는 오히려 암에 한

적절한 지식습득에 장애가 됨을 나타내는 것으로 암에 한 적

절한 조기교육으로 암에 한 지나친 염려가 아닌 올바른 지식

을 습득하게하여야 할 것이다.

연구 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암에 한 태도를 살펴보

면 암에 걸릴까봐‘매우 걱정한다’는 경우가‘다소 걱정한다’

나‘별로 걱정하지 않는다’에 비해 태도점수가 유의하게 높았

다. 이는‘다소 걱정한다’는 경우가 암에 한 태도점수가 높게

일 지역 고등학생의 암에 한 지식, 태도 및 암 예방 건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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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온 Kim (2004)의 연구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암에 해 걱정을 많이 할수록 암을 예방하기 위한 태도

가 더 좋아진 것으로 생각된다. 또 가정이‘화목하다’고 한 경

우가‘화목하지 않다’고 한 경우보다 암에 한 태도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선행연구가 없어 비교할 수는 없으나 가

정이 화목하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게 되어 암 예방을 위한 긍

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 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암 예방 건강행위를 살펴

보면 인문계 학생이 전문계 학생에 비해 암 예방 건강행위의 점

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인문계 학생이 전문계 학생보다 지

식이 높았으나 암에 한 태도나 암 예방 건강행위의 실천정도

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Kim (2004)의 연구

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생을 상으로 추

후 반복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겠으나 같은 지식수준에서는 인

문계 학생들이 암 예방을 위한 건강행위를 더 잘 수행하고 있음

을 나타낸다.

흡연 유무별로는 흡연을 하지 않는 경우가 흡연을 하는 경우

에 비해 암 예방 건강행위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청

소년의 흡연은 다른 건강 위험행동과 동반되는 경우가 많으므

로(Kelly et al., 2003) 흡연을 하는 학생들은 암 예방 건강행

위를 잘 실천하지 못하게 되며 반면 흡연을 하지 않는 학생들은

건강위험행동에 비교적 덜 노출되게 되고 따라서 다른 암 예방

건강행위도 잘 실천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자신의 건강에 해‘자신이 매우 건강하다’고 한 경우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한 경우에 비해 암 예방 건강행위의 점수

가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건강증

진 행위를 더 잘한다고 한 선행 연구들(Kim, 2004; Kwon,

Kam, & Park, 2000)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암 예방행위를 잘

실천하는 학생들은 전반적인 건강 증진 행위도 잘 실천할 것이

므로 건강상태가좋은 것이라 생각된다.

상자들은‘가정이 화목하다’한 경우가‘보통’이나‘화목하

지 않다’고 한 경우보다 암 예방 건강행위 점수가 유의하게 높

았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생을 상으로 가족의 기능이 높을

수록 건강증진 행위를 잘 실천한다고 한 Kim (2003)과 Kwon

등(2000)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데 가정의 화목한 분위기

는 정신적 건강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신체적 질병을 예방하는

건강행위에도 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연구 상자들의 암에 한 지식, 태도와 암 예방 행위 간에

는 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학생의 암에

한 지식, 태도와 암 예방 행위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

다고 한 Lee (200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 으나 고등학생을

상으로지식과태도간에는상관관계가없다고한Kim (2004)

의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암에 한 정확한

교육이 실시되어 지식이 확립되면 암에 한 태도를 긍정적으

로 변화시키게 되고 이에 따라 암을 예방하기 위한 건강행위 또

한 더 잘 실행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위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고등학생들은 암의 심각성은 알

고 있으나 암에 한 관심이 적고 암의 조기검진을 위한 검사빈

도나 검사방법에 한 지식이 부족하며 암을 예방하기 위한 건

강행위를 제 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현

재 주로 사용되고 있는 보건교재(Woo et al., 2009)에서는 6

암의 원인과 암을 예방하는 생활습관 8가지에 관한 내용만이

언급될 뿐 암의 조기검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등은 다루어지

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암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용 교재의 제작

과 보완이 요구되며 이를 토 로 한 학교에서의 체계적인 암 예

방 보건교육이 정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하겠다. 더불어 본 연구

의 결과는 일 지역에 소재한 4개의 인문계와 전문계 고등학교

에서 편의표집을 하 기에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남녀 고등학생들을 상으로 암에 한 지식,

태도, 암 예방 건강행위를 조사한 결과 상자들은 암의 조기검

진을 위한 지식이 부족하 고 암에 한 관심도 적어 암을 예방

하는 건강행위를 제 로 실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자의 암에 한 지식, 암에 한 태도와 암 예방 건강행위

는 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암에 한 지식

을 확립시키고 그에 따라 암 예방 행위 또한 잘 실천하게 하는

교육프로그램을개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간호 교육 면에서 고등학생의 특성에 맞는 조기검진 및

바람직한 식습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체계화된 암 예방 교육프

로그램이요구된다.

둘째, 간호 실무 면에서 고등학생들에게 암 예방 건강행위 수

행을 위한 프로그램을적용하고 그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간호연구면에서암의심각성을알리고암에 한관심

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이개발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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