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사 대상자 : 국내 50 대 이상 남성 500 명 

▶ 샘플 수 : 총 500 명  

▶ QUOTA 표  

전체 
연령대 

합계 
50~59 60 대 이상 

남성 300 200 500 

 

설문 설명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본 설문조사는 전립선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구축하기 위한  

대한비뇨기종양학회의 ‘블루리본 캠페인’의 일환으로 실시되며,  

국내 50 대 이상 남성들의 전립선암 정보 획득 채널 및 채널별 신뢰도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응답해 주신 모든 내용은 통계 처리되어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조사의 설문내용 및 개인 

신상은 「통계법」 제 33 조(비밀보호)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됩니다. 

응답해 주신 귀하의 의견은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주관기관: 대한비뇨기종양학회 

조사담당자: 엔자임헬스 주식회사 

 

Screener 
 

SQ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개선택] 

1) 남성              2) 여성  조사 종료 

 

SQ2. 귀하의 출생연도를 알려주세요. 

19(   )년  1972 년생이후 출생 시(50 세 미만) 조사 종료 

 

SQ3.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1개선택] 

국내 50 대 이상 남성 대상  

전립선암 정보 획득 관련 설문조사 

Yun-Sok Ha, et al: Investigation of Information Acquisition Channel for Prostate Cancer High-Risk Group

https://doi.org/10.22465/kjuo.2021.19.3.174 



 

1) 중학교 졸업 및 그 이하    2) 고등학교 졸업    3) 대학교(전문대학 포함) 졸업     

4) 대학원 이상    5) 모름/무응답 

 

SQ4. 귀하의 혼인 상태를 말씀해주십시오. [1개선택] 

1) 미혼     2) 배우자 있음    3) 사별     4) 이혼 

 

SQ5. 귀하는 현재 누구와 살고 계십니까? [모두 선택] 

1) 혼자     2) 배우자     3) 미혼 자녀     4) 기혼 자녀     5) 기타 (          ) 

    [SQ4 의 2 번 응답자는 1 번 응답 못하게, 1 번 응답자는 2~4 번 응답 못하게] 

 

귀하께서는 본 조사의 응답대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질문은 정답이 없으며, 안내에 따라 성실하고 정확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해 주신 모든 내용은 통계법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Section A. 전립선암 인식 수준 

 

 지금부터는 귀하가 전립선암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A1. 전립선암은 초기 증상이 있다. [1 개 선택] 

1) 예                                           2) 아니오 

 

A2. 나의 가족이나 4 촌 이내의 친척 중 전립선암 환자가 있으면 나에게도 전립선암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1 개 선택] 

1) 예                                           2) 아니오  

 

A3. 40 대의 젊은 남성에게도 전립선암이 발생할 수 있다. [1 개 선택] 

1) 예                                           2) 아니오 

 

A4. 전립선암 검진은 60 대 이후부터 받으면 된다. [1 개 선택]  

2) 예                                           2) 아니오 

 

A5. 전립선암 검진은 국가암검진에 포함되어 있다. [1 개 선택] 

1) 예                                           2) 아니오 

  



 

Section B. 전립선암 정보 획득 채널, 신뢰도 및 이해도  

 

A6. 귀하는 지난 1 년 동안 전립선암 정보를 접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1) 있다     2) 없다  

 

A7. (A6 의 1 번 응답자) 귀하는 지난 1 년 동안 전립선암 정보를 다음 채널에서 접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항목 예 아니오 

인터넷이나 핸드폰 

(웹사이트, 포털사이트, 블로그, SNS, 유튜브 등) 

 A7-1 로 이동 

1 2 

텔레비전 1 2 

라디오 1 2 

종이 신문 1 2 

인터넷 신문 1 2 

주위 사람들 

(가족, 친구, 친척, 지인 등) 
1 2 

의료 전문인과의 대면상담 

(의사, 간호사 등) 
1 2 

 

A7-1. (A7 의 1)번 문항의 1) 응답자) 귀하는 인터넷에서 전립선암 정보를 검색할 때 어떤 방식을 주로  

이용하나요? [1 개 응답] 

1) 포털사이트(예:네이버, 다음, 구글 등)에 관련 검색어를 입력한다. 

2) 유튜브에 관련 검색어를 입력한다.  

3) 건강정보 제공 기관(예: 공공기관, 병원, 협회, 학회)의 사이트로 들어간다. 

4) 즐겨 찾는 건강정보 사이트가 있어 해당 사이트를 이용한다.  

5) 기타(                                    ) 

 

A8.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전립선암 정보를 접하는 채널 별로 제공되는 정보가 얼마나 신뢰가 

가십니까?  

    매우 신뢰가 간다면 5 점, 보통이면, 3 점, 전혀 신뢰가 가지 않는다면 1 점을 주십시오.  

항목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신뢰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신뢰한다 

매우 

신뢰한다

인터넷이나 핸드폰 

(웹사이트, 포털사이트, 블로그, SNS, 유튜브 등) 
1 2 3 4 5 

텔레비전 1 2 3 4 5 

라디오 1 2 3 4 5 



 

종이 신문 1 2 3 4 5 

인터넷 신문 1 2 3 4 5 

주위 사람들 

(가족, 친구, 친척, 지인 등) 
1 2 3 4 5 

의료 전문인과의 대면상담 

(의사, 간호사 등) 
1 2 3 4 5 

 

A9. 아래 문항이 본인에게 얼마나 해당이 되는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매우 그렇다고 하면 5 점, 보통이면 3 점, 전혀 그렇지 않다면 1 점을 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어디에서(어떻게) 궁금한 전립선암 정보를 

찾을 수 있는지 알고 있다. 

1 2 3 4 5 

내가 찾은 전립선암 정보가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다 
1 2 3 4 5 

내가 찾은 전립선암 정보가 맞는지, 거짓인지 잘 

구분할 수 있다.  
1 2 3 4 5 

내가 접한 전립선암 정보를 바탕으로 실천하거나 

직접 적용해본다. 
1 2 3 4 5 

내가 접한 전립선암 정보를 바탕으로 전립선암이 

의심되거나 검진을 받고 싶으면 병원을 방문한다.
1 2 3 4 5 

 

Section C. 전립선암 예방 행동 

 

A10. 귀하는 전립선암 발생이 의심되거나 걱정될 때 무엇을 하십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복수 응답 가능] 

1) 비뇨의학과에 방문한다 (검진 포함)  

2) 전립선암 관련 정보를 스스로 찾아본다 

3) 지인에게 상담한다 

4) 전립선 기능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기능성 원료를 사용하여 알약, 분말, 액상 등의 형태로 

제조 · 가공된 식품)을 섭취한다 

5) 전립선 건강에 좋은 음식(일반적인 음식)을 섭취한다 

6)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7) 기타 (                            ) 

 

A11. 귀하는 전립선암을 예방하기 위해 무엇을 하십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복수 응답 가능] 

1) 비뇨의학과에 방문한다 (검진 포함)  

2) 전립선암 관련 정보를 스스로 찾아본다 



 

3) 전립선 기능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기능성 원료를 사용하여 알약, 분말, 액상 등의 형태로 

제조 · 가공된 식품)을 섭취한다 

4) 전립선 건강에 좋은 음식을 섭취한다 

5) 규칙적으로 운동한다 

6) 금연, 금주를 실천한다 

7)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8) 기타 (                            ) 

 

Screener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