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립선암 고위험군 대상 인식 설문조사 

▶ 조사 대상자 : 40대 이상의 전립선암 고위험군 남성 600명 

▶ 샘플 수 : 총 600명 

▶ QUOTA표 

전체 

연령대 

합계 

40~49 50~59 60대 이상 

남성 200 200 200 600 

 

Screener 

 

SQ1. 귀하의 성별은 무엇인가요? [1개선택] 

1)남자             2)여자  조사 종료 

 

SQ2. 귀하께서 태어나신 해의 년도를 기입해주세요. [직접입력]       __________년 

[PROG : 만 40세 미만 조사 종료, Quota Check] 

 

SQ3. 귀하께서 현재 거주하고 계신 곳을 선택해 주세요. [1개선택] 

[PROG : 지도 제시] 

 

SQ4. 귀하는 전립선암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1개선택] 

1) 예     2)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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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5. 귀하는 전립선암으로 진단받은 적이 있습니까? [1개선택] 

1) 예  SQ5-1로 이동   2) 아니오 

 

 SQ5-1. (SQ5의 1 응답자) 전립선암 진단 계기는 무엇입니까? [1개선택] 

1) 건강 검진에서 우연히 진단 

2) 배뇨 관련 증상이 있어 병원 내원 후 검사를 통해 진단 

3) 기타 (                                 ) 

[PROG : SQ5-1. 응답 후 조사 종료] 

 

SQ6. 귀하의 직계가족(조부, 외조부, 부), 형제, 4촌 이내 친족 중 전립선암 환자가 있습니까? [1개

선택] 

1) 예     2) 아니오 

 

 

SQ7. 귀하가 현재 갖고 있는 만성질환을 모두 고르세요 [모두선택] 

1) 고혈압   

2) 당뇨병 

3)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 

4) 비만(복부둘레 90cm 이상) 

5) 기타 (               ) 

6) 없음 

 

 

SQ8. 귀하가 현재 갖고 있는 비뇨기 질환 및 증상을 모두 고르세요 [모두선택] 



1) 전립선비대증                            2) 야간뇨(야간에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 깸)            

3) 빈뇨(주간에 소변을 자주 보러감)          4) 약뇨(소변이 약하게 나옴) 

5) 잔뇨감(배뇨 후 소변이 남은 듯한 느낌)    6) 배뇨시 통증 

7) 혈뇨(소변에 피가 섞여 나옴)              8) 급박뇨 (소변이 마려우면 참기 힘듦) 

9) 기타 (            )        10) 없음 

 

 

Section A. 전립선암 질환 및 검진에 대한 인식 

 

A1. 국내 남성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귀하가 생각하시는 순서

대로 1위부터 5위까지 선택해주세요. [1~5순위 필수] 

(답변 수정을 원하시는 경우 1순위로 선택한 응답을 다시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4순위 (     ), 5순위 (     ) 

 

1) 위암   2) 폐암   3) 간암 

4) 대장암   5) 전립선암  6) 갑상선암 

7) 방광암   8) 담낭암  9) 신장암 

10) 췌장암 

 

A2. 귀하는 본인에게 전립선암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1개선택] 

귀하께서는 본 조사의 응답대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질문은 정답이 없으며, 안내에 따라 성실하고 정확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예  A2-1로 이동   2) 아니오  A2-2로 이동 

 

A2-1. (A1의 1 응답자) 본인에게 전립선암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귀하가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1위부터 최대 3위까지 선택해주세요. 

[1순위 필수 2, 3순위 선택] 

(답변 수정을 원하시는 경우 1순위로 선택한 응답을 다시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1) 전립선암이 발생하기 쉬운 나이이기 때문에 

2) 가족, 친척 중 전립선암 환자가 있기 때문에 

3) 가족, 친척 외 주변 사람 중 전립선암 환자가 있기 때문에 

4) 건강하지 않은 생활 습관 때문에 (고지방식습관, 운동부족 등) 

5) 배뇨관련 증상이 있기 때문에 

6) 전립선암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지 않아서 

7) 기타 (           ) 

 

A2-2. (A1의 2응답자) 본인에게 전립선암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없는 이유는 무

엇입니까? 귀하가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1위부터 최대 3위까지 선택해주세요. [1순위 필수 2, 

3순위 선택] 

(답변 수정을 원하시는 경우 1순위로 선택한 응답을 다시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 (        ), 2순위 : (        ), 3순위 : (         ) 

1) 나이가 젊기 때문에 



2) 가족, 친척 중 전립선암 환자가 없기 때문에 

3) 가족, 친척 외 주변 사람 중 전립선암 환자가 없기 때문에 

4)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식생활, 운동 등) 

5) 비뇨기 질환이 없기 때문에 

6) 배뇨관련 증상이 없기 때문에 

7) 전립선암 검진에서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A3. 전립선암 검진은 언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개선택] 

1) 40대          2) 50대          3) 60대          4) 70대          5) 80대 이상 

 

A4. 전립선암은 조기에 발견할 경우 5년 생존율이 100%에 달하기 때문에 조기검진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1개선택] 

1) 예     2) 아니오 

A5. 전립선암 검진 방법 중 들어본 것에 대해 모두 고르시오. [모두선택] 

1) 전립선특이항원(PSA) 검사:  

2) 직장수지검사 

3) 전립선 초음파검사 

4) 전립선 조직검사 

5) 자기공명영상(MRI) 

6) 전산화단층촬영(CT) 

7) 골스캔(Bone scan, 뼈 스캔, 뼈검사, 골주사) 

8) 기타 (              ) 

9) 없음  B1에서 2) 자동응답 



 

Section B. 전립선암 조기검진 경험 

 

B1. 귀하는 전립선암 검진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1개선택] 

1) 예 B1-1로 이동   2) 아니오 B1-2로 이동 

 

B1-1. (B1의 1 응답자) 귀하가 전립선암 검진 시 받은 검사 방법을 모두 고르세요. [모두선택]

  

1) 전립선특이항원(PSA) 검사 

2) 직장수지 검사  

3) 전립선 초음파검사 

4) 전립선 조직검사 

5) 자기공명영상(MRI) 

6) 전산화단층촬영(CT) 

7) 골스캔(Bone scan, 뼈 스캔, 뼈검사, 골주사) 

8) 기타(                 ) 

 [PROG : A5. 응답값만 노출] 

 

B1-1-1. (B1의 1 응답자) 귀하께서 전립선암 검진을 받는 데에 가장 주요하게 영향을 끼

친 원인은 무엇입니까? [1개선택] 

1) 배뇨장애 증상 등으로 검진 필요성을 느껴서  

2) 전립선암이 발생하기 쉬운 연령에 속해 있기 때문에 

3) 가족, 친척 중 전립선암 환자가 있기 때문에 



4) 병원 건강검진 시 함께 받음 

5) 의료진(의사, 간호사)의 권유  

6) 가족 및 주변 지인의 권유  

7) 대중매체 정보(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  

8) 인터넷 정보(인터넷 뉴스, 카페, 블로그, 유투브,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밴드 

등) 

9) 기타 (  ) 

 

B1-2. (B1의 2 응답자) 귀하가 전립선암 검진을 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귀하가 생각

하시는 순서대로 1위부터 최대 3위까지 선택해주세요. 

[1순위 필수 2, 3순위 선택] 

(답변 수정을 원하시는 경우 1순위로 선택한 응답을 다시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 (        ), 2순위 : (        ), 3순위 : (         ) 

  

1) 건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2) 전립선암 증상이 없기 때문에 

3) 전립선암 검진 절차가 까다로울 것 같아서  

4) 검진 비용이 부담돼서 

5) 어디에서 받아야 하는지 몰라서 

6)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줄 알아서 

7) 검진받을 시간이 없어서 

8) 암으로 진단받는 것이 부담되거나 불안하기 때문에 

9) 기타 (  ) 



 

 

B2. 전립선암 검진 검사 중 하나인 ‘전립선특이항원(PSA) 검사’는 간단한 피 검사를 통해 전립선

암특이항원수치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이 검사의 비용은 어느 정도로 예상합니까? [1개선택] 

1) 1만원 이상~3만원 미만   

2) 3만원 이상~5만원 미만 

3) 5만원 이상~7만원 미만 

4) 7만원 이상~10만원 미만 

5) 10만원 이상 

 

B3. 전립선암은 ‘전립선특이항원(PSA) 검사’라는 간단한 혈액 검사로 조기검진 할 수 있습니다. 이 

검사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1개선택]  

1) 예      2) 아니오 

Section C. 전립선암 조기검진 국가암검진 미포함 인지 

 

C1. 전립선암 선별 검사로 흔히 사용되는 ‘전립선특이항원(PSA) 검사’가 국가암검진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1개선택] 

1) 포함되어 있다     2) 포함되어 있지 않다 

 

[PROG : C1 응답 후 설명 제시] 

전립선특이항원(PSA)검사는 국가암검진 프로그램(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에 포함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립선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50대 이상 남성, 전립선암 가족력이 있는 40대 이상 남성은  

전립선특이항원(PSA)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C2. 전립선암 선별 검사로 흔히 사용되는 ‘전립선특이항원(PSA) 검사’가 국가암검진에 포함되기

를 희망하십니까? [1개선택] 

1) 희망한다     2) 희망하지 않는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