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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건강 관련 정보를 획득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의 격차에 의해 발생하는 불평등이 건강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탐

색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① 계획 행동 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을 바탕으로 위암 관련 건강 정보를 획득하고 처리하

는 일련의 과정에 관한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② 이 모형의 타당성을 구

조방정식모형분석(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으로 검증한 뒤,

③ 다집단분석(multigroup analysis)으로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의 변화에 따른 연구모형 내 가설적 경로들의 변화에 관해 탐색

해 보았다. 이 분석을 위해 6개월간 총 세 차례에 걸쳐 실시된 1,130명

규모의 온라인 패널조사 자료가 사용되었다. 연구 결과, ① 건강 염려

(health consciousness)와 가족 및 중요한 타인의 암 가족력이 위암 관련

정보 획득의 주요 동기이며, ② 위암 관련 정보 획득 빈도가 높아질수록

위암에 대한 지각된 행동 통제감(perceived behavioral control)이 높아지

기 때문에, ③ 최종적으로 위암 예방 혹은 치료 행동 의도(위 내시경 검

진 의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④ 교육수준이 낮

을 때만 위 내시경 검진에 대한 지각된 행동 통제감이 위 내시경 검진

의도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몇 가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발견들은 한국내 위암 맥락에서 발생하는 커뮤니케이

션 불평등이 위암 관련 건강불평등의 원인 중 하나임을 시사한다.

핵심어: 건강불평등, 커뮤니케이션 불평등, 계획 행동 이론, 건강 관련

정보 획득, 위암, 구조방정식모형, 다집단분석

학번: 2014 - 20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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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인간의 건강과 수명의 무작위성에 대한 인명재천(人命在天)식의 믿음

은 동서를 막론하고 널리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이런 통속적 믿음과

대치되는 ‘건강불평등(health inequality)’이 발생하고 있다는 증거가 1990

년대 이래 선진 각국을 중심으로 꾸준히 축적되어 왔다. 물질적 자원과

사회적 자원이 불평등하게 분배되는 사회적 구조 안에서, 그 구조가 투

영되는 각 인구 집단의 건강 수준에서 체계적인 격차가 관찰된다는 것이

다(Niederdeppe, 2008; Niederdeppe, Bigman, Gonzales, & Gollust,

2013). 전통적인 보건학적 관점에서 건강 수준의 격차를 발생시킨다고

알려진 의료서비스 접근성 격차나 생활습관의 차이 등은 이러한 건강불

평등의 발생을 통계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Wilkinson, 2005). 때문에 선

진 각국에서는 비교적 최근에 발견된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관점에서 건강불평등의 발생 원인을 찾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는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야 건강불평등 연구의 다각화

가 시작되었다(강영호, 2014). 한국의 경우 의료접근성이 명백히 낮은 저

개발지역 거주민이나 노년층 등 취약계층이 존재하며, 이제까지 해당 인

구집단의 의료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는 전통적인 보건학적 연구에 역량

이 집중되어 왔기 때문이다(윤태호, 김지현, 2006; 김형용, 2010; 김순양,

윤기찬, 2011; 김진구, 2011, 2012a, 2012b; 김태형, 권세원, 이윤진, 2012;

홍지민, 이수형, 신호성, 2013; 김형용, 최진무, 2014; 김동진 외, 2013).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은(김동배, 유병선, 이정은, 2012; 김진구, 2012c; 강

영주, 정광호, 2012; 김동진 외, 2013; 김진영, 송예리아, 백은정, 2013; 이

용우, 2014) 건강불평등을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할 필요성을 암시

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의료접근성이나 생활습관 등의 보건학적 요인으

로 설명되지 않는 건강불평등이 관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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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본 연구에서는 Viswanath(2006)의 커뮤니케이션 불평등

개념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는 커뮤니케이션 불평등을 건강 정보를 획득

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각종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인구집단 간의 격차

로 정의했으며, 이 격차가 건강불평등의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Viswanath, 2006). 각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을 조명하는 것을

현대적인 건강불평등 연구의 특징으로 본다면(신영전, 2011; NCHS,

2012; 강영호, 2014), 한 사회의 커뮤니케이션 불평등과 건강불평등의 관

계를 다루는 것은 커뮤니케이션학적 건강불평등 연구에서 가장 기초적이

고 핵심적인 연구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의 맥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위암에 관련된 건강 행동, 그 중

에서도 위암 예방 및 치료 행동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해 커뮤니케이션

불평등과 건강불평등 사이의 관계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특히 이 과정

에서 Fishbein과 Ajzen이 주장한 계획 행동 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Fishbein & Ajzen, 1975; Ajzen & Fishbein, 1980; Ajzen,

1985; 1991)을 바탕으로 각 변인들 사이의 가설적 인과관계를 설정하고

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건강불평등에 대한 커뮤니

케이션학적 해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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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논의 및 연구 가설

2.1. 건강불평등의 개념적 정의

본 연구에서 건강불평등은 “사회적 불평등을 반영하는 각 집단들 사이

에 존재하는 건강 수준의 격차”로 정의된다(Niederdeppe et al., 2008: 8).

불평등한 사회적 계층 구조 안에서 “특정 개인은 자신이 보유한 물질적

자원, 사회적 자원, 그리고 위신을 의미하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지게

되며(Niederdeppe, Kuang, Crock, & Skelton, 2008: 1344), 이 지위의 고

저에 따라 각 개인이 기대할 수 있는 건강 수준에 체계적인 격차가 발생

한다는 것이다. 건강불평등에 대한 이와 같은 개념 정의는 한 사회의 구

조적인 불평등과 개인의 건강 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전

환적인 통찰에 기초하며, 이런 사고방식이 등장하기 전까지 보건학 영역

밖의 사회 구조와 같은 요소들은 건강불평등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

지지 않았다(Wilkinson, 2005). 때문에 커뮤니케이션학적 건강불평등 연

구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건강불평등 개념의 세분화와 이에

따른 연구 영역의 확장에 관해 논할 필요가 있다.

건강불평등에 대한 현대적인 연구의 기원은 20세기 후반의 건강권

(right to health)에 관한 법철학적인 논의로 거슬러 올라간다(신영전,

2011). 건강권이란 크게 ‘건강할 권리(right to health),’ ‘보건의료에 대한

권리(right to health care),’ ‘보건의료체계 내에서의 권리(right in health

care)’로 구성되는 사회적 기본권으로 정의되는데(문창진, 1997), 이처럼

세련화된 건강권 개념은 1976년에야 확립되었다. 건강권을 명문화하려는

논의가 제 2차 대전 종전 직후인 1948년 국제연합에 의해 ‘세계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이 선포된 이후에 시작되었기

때문이다(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2002; 신영전,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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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의 선포는 인권에 대한 광범위하고 다차원적인 논의, 특

히 한 사회 안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인 사회권에 대한 논의를 불러

일으켰다(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2002). 그 결과 1966년 국제연합 총회

에서 채택되고 1976년 발효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

제 규약(UN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에서, 건강권은 의료서비스뿐만 아니라 자연환경, 산업

위생, 건강한 음식, 깨끗한 물, 안전한 작업환경, 공중위생 등의 건강에

관련된 모든 요소들에 대한 자유롭고 공정한 접근을 의미하는 포괄적인

권리로 규정되었다. 건강에 대한 이러한 법철학적 논의와 그 결과로 등

장한 건강권 개념은 전통적인 보건학적 관점이 아닌 일종의 사회 구조적

관점에서 건강불평등을 정의하고 분석하는 계기가 되었다(신영전, 2011).

이런 역사적 맥락 속에서 오늘날의 연구자들은 특정 인구 집단 간에

나타나는 건강 관련 지표의 차이를 ① 건강 격차(disparity), ② 건강 불

공평(inequity), ③ 건강 불평등(inequality), ④ 건강 부담(burden)의 네

가지로 구분하며, 이는 각각 ① 특정 인구집단 사이에 존재하는 건강 지

표상의 단순한 차이, ② 특정 인구집단에 분배된 건강 관련 자원의 불공

정한 격차, ③ 사회경제적으로 상하위계에 놓인 인구집단 간에 존재하는

건강 수준의 격차, ④ 서로 규모가 다른 인구집단 간에 존재하는 건강

지표상의 단순한 차이를 의미한다(NCHS, 2012). 이 중 건강 부담을 제

외한 나머지 세 가지 개념은 넓은 의미에서 건강불평등으로 포괄되며1),

실제로 각 개념어를 혼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NCHS, 2012; 강영호,

2014).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엄격하게 규정된 건강불평등은, ① 사

회경제적 지위를 집단 비교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특정 기준을 정

1) 건강 부담은 인구집단들의 규모 차에 따른 각종 지표의 차이만을 의

미하기 때문에 광의의 건강불평등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컨대 한국

인과 일본인의 사망률이 비슷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전체 집단 규모가 세

배 정도 차이나기 때문에 사망자의 절대적 숫자는 일본이 세 배 많을 수

밖에 없다. 이런 산술적인 차이는 불평등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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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 건강 격차와 구분되며, ② 건강 관련 자원의 불공정한 분배

그 자체가 아니라 자원이 불공정하게 분배되는 사회적 구조와 이에 따른

위계적 집단 간의 건강 격차 발생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다른 두 개

념과 구분된다(NCHS, 2012). 요컨대 어떤 사회의 건강 격차나 건강 불

공평이 아니라 건강불평등을 연구한다는 것은, 그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

을 연구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는 뜻이다.

이런 맥락에서 커뮤니케이션학적 건강불평등 연구는 커뮤니케이션의

차원에서 해당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을 조명하고, 나아가 그 불평등이

개인의 삶의 미치는 영향에 관해 탐구하는 작업이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다. 그렇기에 본 연구에서는 건강불평등에 대한 최근의 커뮤니케이션

학적 논의(Niederdeppe et al., 2013; Cameron, 2013; Rimal, Limaye,

Roberts, Brown, & Mkandawire, 2013; Cohen, Scott, White, & Dignan,

2013; Vanderpool, Cohen, Crosby, Jones, Bates, Casey, & Collins,

2013; Murphy, Frank, Chatterjee, & Baezconde-Garbanati, 2013;

Greene, Carpenter, Catona, & Magsamen-Conrad, 2013; Dutta, Anaele,

& Jones, 2013; Wilkin, 2013; Nagler, Ramanadhan, Minsky, &

Viswanath, 2013)에 관련된 이론들 중에서도, Viswanath(2006)의 커뮤니

케이션 불평등 개념에 기초해 논의를 진행해 나가고자 한다.

2.2. 커뮤니케이션 불평등

커뮤니케이션 불평등(communication inequality)이란 “정보의 창출

(generation), 조작(manipulation), 분배(distribution)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집단 간의 차이, 혹은 자신과 관련이 있는 정보에 관한 ① 접근과 사용

(access and use), ② 주목(attention), ③ 보유(retention), ④ 행동역량

(capacity to act)에서 나타나는 개인차”라고 정의된다(Viswanath &

Emmons, 2006: S242). 이 개념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지식 보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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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에 격차가 생긴다는 지식 격차 가설과(knowledge gap hypothesis;

Tichenor, Donohue, & Olien, 1970), 정보화 시대의 지식 격차를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에의 접근성에 귀인하는 디지털 격차 논의를

(digital divide; Raines, 2008) 건강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발전시킨

것이다. 지식 격차 가설이 다루지 않은 행동의 영역으로 개념적인 저변

을 확장하고, 기술 접근성 격차가 지식 격차로 이어지는 과정을 상대적

으로 구체적으로 다루어 디지털 격차 논의의 한계점을 보완함으로써, 구

체적인 건강 관련 행동의 증진 혹은 감소에 관한 커뮤니케이션 기전(機

轉) 연구에 보다 적합한 개념이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Viswanath(2006)

는 커뮤니케이션 불평등이 건강불평등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

했다. 건강 정보를 획득하고, 처리하고, 활용하는 일련의 단계에서 사회

경제적 격차가 발생한다면, 궁극적으로 건강 수준의 하락, 유지, 상승에

관계되는 여러 행동을 실천하는 수준에 체계적인 차이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Viswanath, 2006; Viswanath & Emmons, 2006; Viswanath &

Kreuter, 2007).

Niederdeppe et al.(2008)은 금연 캠페인 효과에 대한 메타연구를 통해

Viswanath(2006)의 주장을 발전시키고 이를 실증하고자 시도했다. 구체

적으로, Niederdeppe et al.(2008)은 먼저 건강 관련 정보의 활용을 연구

의 핵심으로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금연 캠페인이 금연 행동을 촉진하

는 과정을 ① 금연 캠페인에 노출됨, ② 캠페인에 노출됨에 따라 금연

행동 실천 동기에 (긍정적인 / 부정적인) 변화가 생김, ③ 적절한 금연법

등의 관련 정보를 탐색해 (보다 많이 / 보다 적게) 획득함, ④ 획득한 정

보를 바탕으로 실제 금연 행동을 (보다 많이 / 보다 적게) 실천하는 네

단계로 구분했다. 연구자들은 이어서 각 단계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과

정에서 발생하는 커뮤니케이션 불평등과 그 해결이 건강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아래와 같이 논했다(Niederdeppe et al., 200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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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캠페인에 노출되는 과정: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집단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집단에 비해 정보 접근성이 열등하다면 (시간의 흐름에 따

라) 건강불평등이 심화되고, (적절한 사회적 노력을 통해) 사회경제적 지

위가 낮은 집단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집단보다 정보 접근성이 높아

진다면 건강불평등이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이다.

② 캠페인 노출로 인해 건강 정보를 획득하는 동기가 형성되는 과정: 사

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집단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집단에 비해 (건

강 관련 내적 및 외적 요인에 노출되었을 때) 건강 행동을 실천할 동기

가 약하다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건강불평등이 심화되고, (적절한 사회

적 노력을 통해)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집단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

은 집단에 비해 더 강한 건강 행동 실천 동기를 가지게 된다면 건강불평

등이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이다.

③ 획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행동을 실천하는 과정: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집단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집단에 비해 건강 관련 행동을 실

천할 역량이 낮다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건강불평등이 심화되고, (적절

한 사회적 노력을 통해)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집단이 사회경제적 지

위가 높은 집단에 비해 건강 관련 행동을 실천한 역량이 높아진다면 건

강불평등이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이다.

위와 같은 Niederdeppe et al.(2008)의 논의는 커뮤니케이션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구체적인 변인 간의 관계 속에서 논의했다는 점

에서 기존의 논의에 비해 진일보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Niederdeppe

et al.(2008)은 이 주장을 실증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금연 캠페인에 대

한 이전 연구들을 메타분석하여, 커뮤니케이션 불평등과 건강불평등의

양상이 각 사회별로 그리고 구체적인 건강 맥락별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Niederdeppe et al., 2008: 1352-1354). 이러한

일련의 논의는 건강불평등이라는 현상을 탐구하고 극복하는 데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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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학적 접근의 필요성을 잘 보여주는 동시에, 한국 사회의 맥

락에서 건강불평등 연구를 수행할 필요성을 역설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Niederdeppe et al.(2008)의 논의를 기반으로 한국

에서 발생하는 커뮤니케이션 불평등과 건강불평등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건강 관련 내적 외적 요

인에 의해 건강 정보 획득 동기가 유발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평등

과, 이 정보를 기반으로 한 실제 건강 관련 행동 실천에서의 불평등이다.

Niederdeppe et al.(2008)이 이보다 앞선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제

안한 정보에의 접근성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평등은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한국의 경우 접근성 논의의 핵심이 되는 최신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의 보급률이 높기 때문에(인터넷 보급률 97.2%: OECD, 2014;

스마트폰 보급률 88%: Poushter, 2016), 여러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

정보 접근성에 큰 격차를 보이는 서구에 비해 해당 논의의 중요성이 상

대적으로 높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 논의와 관련된 핵심 요인들인 ‘건강

관련 행위 실천 동기’, ‘건강 정보 획득 행위’, ‘실제 건강 행동’ 사이의

관계와, 이를 바탕으로 발생하는 불평등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선정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 변인들 사이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다루기 위해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질병 중 하나인 위암 치료 및 예방 맥락으로

연구 범위를 특정지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위암 관련 건강 정

보 획득 행동과 위암 예방 및 치료 행동(위 내시경 검진)이라는 건강 관

련 행동들을 연구 대상으로 정하여, Niederdeppe et al.(2008)가 구체화한

커뮤니케이션 불평등의 여러 양상이 한국 사회의 위암 맥락에서도 발견

되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만약 본 연구를 통해 어떤 종류의

커뮤니케이션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이는 기존 논의에

근거하여 한국 사회의 위암 맥락에서 발생하는 건강불평등을 커뮤니케이

션학적으로 설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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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한국의 위암

한국 사회의 커뮤니케이션 불평등과 건강불평등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위암 맥락을 선택한 이유는, ① 위암이 한국에서 가장 흔

하고 가장 치명적인 질병 중 하나이고, ② 한국의 암 관련 지표에서 사

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발병률 격차가 확인되고 있으며, ③ 이 격차를 커

뮤니케이션 불평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예측되기 때문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기존 문헌을 참고하여(Lee, Zhao, & Pena-y-Lillo, 2015) 위

암 예방 및 치료의 핵심인 위 내시경 검진 행동에 관한 일련의 커뮤니케

이션 과정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했다.

한국인의 건강에서 암이 차지하는 위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5대 사망원인의 사회경제적 비용 분석(2014)>

에서 잘 확인할 수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암은 인구 10만 명 당

146.5명의 사망률을 보여 2위인 심장질환의 52.5명보다 세 배 가량 높은

수치로 1위를 차지했다. 또한 암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역시 14조

86억원으로 추산되어 2위인 자살의 6조 47069억원보다 두 배 가량 높은

수치로 역시 1위를 차지했다(건강보험정책연구원, 2015).

개중에서도 위암은 특히 중요한 암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발표한 <국가암등록통계 연례보고서(2014)>에 따르면, 조사시

점인 2012년 당시 위암 환자는 전체 암 환자 중 16.8%인 207,145명으로

전체 암 환자의 21%인 258,796명을 차지한 갑상선암에 이어 2위였다. 특

히 여성 집단에서 유독 많이 발병하는 갑상선암(전체 여성 암 환자 중

31.7%)과 유방암(전체 여성 암 환자 중 19.2%)을 제외하면, 위암은 남성

에게는 가장 흔한 암이었고(전체 남성 암 환자의 25.1%), 여성에게 있어

서도 대장암(전체 여성 암 환자의 10.2%)과 함께 가장 흔한 암(전체 여

성 암 환자의 10.1%)이었다. 또한 2008년부터 2012년 사이 말기 위암 환

자의 5년 생존율은 5.7%에 불과하여 생존율이 가장 낮은 4개 암인 췌장

암(1.7%), 담낭암(2.4%), 간암(2.8%), 폐암(5.1%)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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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언급한 말기 갑상선암의 5년 생존율이

71.4%라는 점과 비교했을 때 더욱 두드러진다(보건복지부 외, 2014).

나아가, 비록 전반적인 암 사망률에 관한 연구이지만 김동진 외(2013)

는 대졸 이상인 집단에 비해 중졸인 집단의 암 사망 위험성이 남성의 경

우 2.1배, 여성의 경우 1.4배 높다고 보고했다(김동진 외, 2013). 또한 김

철웅(2005)은 암 발생 위험률이 저소득계층 남성의 경우 고소득계층 남

성에 비해 1.65배, 저소득계층 여성의 경우 고소득계층 여성에 비해 1.43

배 높다고 보고했다(김철웅, 2005). 한국인의 위암 관련 지표들만을 대상

으로 한 건강불평등 연구는 현 시점에서 확인된 바 없으나, 전반적인 암

관련 건강 지표에서 나타난 한국의 건강불평등이 위암에서도 관찰될 가

능성은 분명 존재한다.

기존 연구들은 커뮤니케이션 불평등이 한국의 암 관련 건강불평등의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는 점을 직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먼저, 미국

국립암센터(national cancer institute)의 HINTS(health information

national trend surbey) 자료를 분석한 Lee & Chae(2016)는 커뮤니케이

션 불평등이 인구집단 간 암 숙명론(cancer fatalism)의 격차를 유발한다

고 보고했다(Lee & Chae, 2016). 여기서 암 숙명론이란 ‘암은 아무리 노

력해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없고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믿음

을 뜻한다(Powe & Finnie, 2003). 이런 믿음은 암이 실제로는 일정 수준

예방 가능하고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치료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실과

대치되며(Siegel et al., 2012), 사람들의 암 예방 및 치료 행동에 부적 영

향을 미치기 때문에(Powe & Finnie, 2003), 적절한 정보 제공을 통해 이

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 Lee & Chae(2016)는 암

관련 정보에의 노출이 암 숙명론에 미치는 영향에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

른 격차가 발견된다고 보고했다.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건강 정보 접

근성과 이해도 등에서 격차가 발생하기 때문인데, 이는 곧 정보 처리와

관련한 커뮤니케이션 불평등이 미국의 암 관련 건강불평등의 원인 중 하

나라는 것을 의미한다(Lee & Chae,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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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암 관련 정보에의 노출과 이 정보에 대한 성찰적 통합(reflective

integration)이 대표적인 위암 예방 및 치료 행위인 위 내시경 검진을 받

을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Lee et al.(2015)는 각 개인이 암 관련

정보에 그저 노출되었을 때가 아니라, 스스로가 처한 맥락에서 암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활용하고자 노력할 때 위암 예방 및 치료 행

위를 실천할 의도가 증가한다고 보고했다(Lee et al., 2015). 이 연구에서

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각 변인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살

펴보지 않았지만, 일련의 정보 처리 과정이 위 내시경 검진이라는 대표

적인 위암 예방 및 치료 행위의 실천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힘

으로써 Viswanath(2006)와 Niederdeppe et al.(2008)의 주장을 뒷받침했

다고 볼 수 있다. Lee & Chae(2016)와 Lee et al.(2015)가 보고한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한국의 위암 맥락에서도 커뮤니케이션 불평등에 의한 건

강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며, 위암 관련 정보 처리 과정

과 위 내시경 검진 의도 간의 관계를 탐구함으로써 이를 실증할 수 있다

는 것 또한 보여준다.

2.4. 건강 정보 획득

상기 논의들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강 관련 정

보에 노출되는 여러 상황을 정확히 개념화할 필요가 있다. 커뮤니케이션

불평등은 근본적으로 정보 처리라는 커뮤니케이션 행위를 다루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강 정보 획득 행위(health

information acquisition behavior)을 연구 대상으로 정했다. 건강 정보

획득 행동이란 미디어나 대인간 대화 등 여러 차원의 커뮤니케이션을 통

해 건강 혹은 질병에 관한 각종 정보를 획득하는 행동으로, 환자와 건강

인을 막론하고 각 개인이 건강 관련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알려져 있다(Shim, Kelly, & Hornik, 2006;

Niederdeppe et al., 2007; Kelly, Niederdeppe, & Hornik, 2009; Horn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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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vanta, Mello, Freres, Kelly, & Schwartz, 2013; Lee, Ramirez,

Lewis, Gray, & Hornik, 2012; Lee et al., 2015).

건강 커뮤니케이션 연구자들은 건강 정보 획득 행동을 ‘건강 정보 추

구(information seeking)’와 ‘건강 정보 개관(information scanning)’으로

구분한다(Shim et al., 2006; Niederdeppe et al., 2007; Kelly et al., 2009;

Hornik et al., 2013; Lee et al., 2012; Lee et al., 2015). 구체적으로, 두

행동은 각각 ‘건강 관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건강 정보를 의도적으로

획득하는 행동’과 ‘일상적으로 각종 정보에 노출되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

에서 건강 정보를 비의도적으로 획득하는 행동’으로 정의된다(Hornik et

al., 2013; Lee et al., 2015). 정보 획득 행동에 관한 상기의 구분은 “보다

적은 목적성을 가졌을 때 발생하는 정보 습득의 빈도와 중요성에 관해

인식”하면서 등장했다(Niederdeppe et al., 2007: 154). 특정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한 의도적인 건강 정보 획득 행동만으로는 각 개인의 건강 관련

행동 실천에 대한 미디어의 영향력을 정확히 설명하지 못했던 것이다

(Fishbein & Hornik, 2008). 실제로 암 맥락에서 비의도적으로 획득한

정보의 비중이 의도적으로 획득한 정보의 비중보다 세 배 가량 높고, 그

정보가 암 관련 의사 결정 과정에서 더 큰 역할을 차지한다고 보고되기

도 했다(Niederdeppe et al., 2007).

“유의해야 할 점은, 건강 정보 추구와 건강 정보 개관이라는 구분이

능동적 혹은 수동적 정보 획득이라는 구분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는 점이다”(Lee et al., 2015: 3). 건강 정보 추구와 개관은 정보 획득 행

동에서의 적극성의 고저가 아니라 목적성의 강약에 의해 구분된다. 이에

관해 Lee et al. (2015)은 “정보 개관은 어떤 사람이 특정 정보에 충분히

관심을 가져 나중에 재인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억에 남았을 때 일어나

기 때문에, 완전히 수동적인 행위라고 볼 수 없다…(중략)…가령 라디오

를 들을 때 사람들은 유방암에 관한 건강 정보에 수동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 그러나 여느 때처럼 신문을 훑어 볼 때에는 무엇을 읽고 읽지 않

을 것인지 능동적으로 선택하게 된다”(Lee et al., 2015: 3)고 말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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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과 적극성이 서로 무관하지는 않겠지만, 건강 정보 추구와 개관을

구분하는 기준은 어디까지나 목적성의 강약이라는 것이다.

물론 건강 정보 추구와 건강 정보 개관의 개념에 관해서는 아직 더 논

의할 여지가 남아 있다. 이를테면 “몇몇 모형들이 정보 추구와 ‘정보에

대한 완전히 우연한 노출(purely incidental exposure to information)을

양극으로 하는 스펙트럼상에서 정보 획득 행위가 일어난다고 가정한다

면, 다른 개념 정의에서는 정보 추구와 능동적 회피(active avoidance)를

양극단에 놓는다”(Niederdeppe et al., 2007: 15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몇 가지의 정의들은 넓은 의미에서 정보 추구와 ‘목적성이 상대적으

로 약한 정보 획득(less purposeful information acquisition)’이 구분되어

야 한다는 점에서 충분한 합의를 이루고 있다”(Niederdeppe et al., 2007:

154). 실제로 Kelly et al. (2009)은 정보 추구와 개관을 별도로 측정하는

설문을 개발해 미국 전체 인구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는 2,489명의 표본

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정보 추구와 정보 개관이 독립적으로 측

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Kelly et al, 2009). 이상의 논의에 근거해,

본 연구에서도 건강 정보 획득 행동을 건강 정보 추구와 건강 정보 개관

으로 구분할 것이다.

2.5. 건강 관련 행동의 내적/외적 동기

본 연구에서 다룰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은 Niederdeppe et al.(2008)의

논의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한 건강 행동 실천의 동기이다. 앞서 논

햇듯이, 커뮤니케이션 불평등은 건강에 관련한 여러 요인에 의해 건강

정보를 획득하는 동기가 발생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Niederdeppe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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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동기(motivation)란 타고난 성향 혹은 주어진 상황에 의해

유발되는 특정 주제에 관한 근본적 관심을 의미한다(Dutta & Feng,

2007). 기존 연구에 따르면, 동기에는 “생래적으로 타고난 경향성 등의

내적 요인을 바탕으로 정보에 노출되는 즉시 유발되는 내적 동기

(intrinsic motivation)와, 주어진 작업 목표 등의 외적 요인에 의해 유발

되는 외적 동기(extrinsic motivation)의 두 종류가 있다”(Kim, 2007).

외적 동기는 건강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질병 기반 동기

(disease-based motivation)’라고 칭해지기도 하며, 이는 자신의 생래적

성향과 관계없이 자신 혹은 주변인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을 때 발생하는

동기를 지칭한다(Dutta & Feng, 2007). 그러므로 위암 맥락을 다루고 있

는 본 연구의 경우, 외적 동기는 본인의 위암 병력(personal cancer

history; 이하 ‘암 개인력’으로 표기) 및 가족과 중요한 타인의 위암 병력

(family and important other’s cancer history; 이하 ‘암 가족력’으로 표

기)이 위암 관련 건강 행동 실천을 유발하는 외적 동기가 될 수 있다.

한편 내적 동기는 ‘기질 기반 동기(disposition-based motivation)’라고

일컬어지기도 하며, 건강 유지 및 향상에 관련된 내적이고 생래적인 추

동을 의미한다(Dutta & Feng, 2007). 또한 이 동기는 건강 염려(health

consciousness)라는 포괄적이고 직관적인 개념으로 치환되기도 한다

(Dutta & Feng, 2007; Hong, 2009; 2011). 그런데 Hong(2009; 2011)은

건강 염려라는 개념이 지나치게 직관적인 나머지 “오로지 몇 개의 연구

에서만 다른 연구들과의 통일성을 고려해 개념적으로 그리고 조작적으로

정의”됐으며(Hong, 2009: 1), 이를 각 연구자들이 저마다의 맥락에서 서

로 다르게 혹은 부분적으로만 사용해 왔다고 지적했다(Hong, 2009).

이에 Hong(2009; 2011)은 기존 연구들을 검토해 건강 염려를 “자기 건

강 지각, 자신의 건강에 관해 느끼는 책임감, 그리고 건강 동기라는 세

가지 요인으로 구성된 복합적인 심리적 경향성”이라고 정의했다(Hong,

2011: 345). 즉, 건강 염려란 자신의 상태 혹은 외부 상황과 무관하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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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건강에 관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Gould, 1988;

1990), 자신의 건강 관리에 관해 얼마나 강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지

(Kraft & Goodell, 1993), 그리고 건강 관련 정보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이를 실천할 의지가 있는지(Dutta-Bergman, 2006)라는

서로 다른 세 가지 심리적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Hong(2009)은 ① 건강 행동의 실천, ② 스스로의 건강에 대한 태도, ③

건강 정보 탐색 및 이용, ④ 개인적 책임감, ⑤ 건강 동기라는 서로 다른

다섯 가지 차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강 염려를 비교적 정확히 조작화

하고 측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Hong(2009)은 시범적인 설문 문항을 작성하고 그 타당도를 통계적으로

검증했으며(Hong, 2009), 건강 염려가 TV 건강 뉴스를 수용하는 과정에

서 차지하는 역할에 관한 후속연구를 통해 이 측정방법이 유효하다는 것

을 확인한 동시에 내적 동기가 특히 정보 처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밝혔다(Hong, 2011).

2.6. 계획 행동 이론

한국의 위암 맥락에서 커뮤니케이션 불평등과 건강불평등의 관계를 실

증적으로 다루겠다는 본 연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상기 연구변인

들 사이의 가설적 관계를 설정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 작업을 위해

유용한 이론적 토대가 될 수 있는 것이 계획 행동 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이다. 계획 행동 이론은 Ajzen과 Fishbein의 합리적 행

위 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 Ajzen & Fishbein, 1980; Fishbein

& Ajzen, 1975)을 발전시킨 이론으로, 인지주의적 관점에서 인간의 행동

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이론 중의 하나이다.

Fishbein & Yzer(2003)에 따르면, 합리적 행위 이론은 ‘(행동에 대한)

태도(attitude)’와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에 의해 ‘행동 의도

(behavioral intention)’가 결정되고, 이 행동 의도가 실제 행위(action)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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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다고 주장한다. 이 중 행동에 대한 태도는 ‘특정 행동의 결과가 어

떤 확률로 얼마나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인가’에 대

한 주관적 판단을 의미하고, ‘주관적 규범’은 ‘특정 행동에 대한 중요한

타인의 의견과, 이 의견에 따르고자 하는 개인의 의지’를 의미한다. 이를

발전시킨 계획 행동 이론에는 ‘지각된 행동 통제감(perceived behavioral

control)’이 예측 요인으로 추가되었다. 이 요인은 어떤 행동을 스스로 통

제할 수 있다는 믿음을 의미하는데, 이는 개념적으로 Bandura(1977)의

자기효능감(self-efficacy; Bandura, 1977) 개념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Fishbein & Yzer, 2003).

계획 행동 이론에서는 행동 예측의 요인으로 제안한 행동에 대한 태

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감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들의 효과가

이 세 요인을 통해 매개된다고 가정한다(Ajzen, 1985; 1991; Fishbein &

Yzer, 2003). 이 가정은 계획 행동 이론을 각종 건강 커뮤니케이션 상황

에 적용할 수 있는 범용이론으로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인간의 행동을 예측한다고 여겨지는 수많은 상황 혹은 요인들이 행동 변

화로 이어지는 최종 단계에서는 결국 동일한 인지적 처리과정을 거친다

고 가정함으로써, 서로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같은 이론적 틀 안에서 설

명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계획 행동 이론

을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통계적으로 검정하는 것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불평등과 건강불평등의 관계를 탐구하고자 했다.

2.7.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계획 행동 이론에 따르면 특정 건강 관련 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그리고 지각된 행동 통제감이 건강 관련 행동 실천 의도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며, 다른 선행 요인의 효과는 이 세 요인에 의해 매개된

다(Ajzen, 1985; 1991; Fishbein & Yzer, 2003).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위

암 관련 건강 정보 획득 행동이 위 내시경 검진 의도에 미치는 영향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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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 세 요인에 의해 매개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단, 계획

행동 이론에서는 선행 요인들 간의 관계를 특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이

론만으로는 건강 관련 행동 동기와 위암 관련 건강 정보 획득 행동 간의

관계를 추론할 수 없다.

여기서 커뮤니케이션 불평등의 네 가지 차원이 건강 정보 처리 및 활

용 과정의 맥락에서 순차적으로 배열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Viswanath, 2006; Niederdeppe et al., 2008). 한 개인이 건강 정보를 획

득하고 활용하는 과정은 ① 정보원이 되는 미디어에 접근한 뒤, ② 특정

건강 정보에 주목해서, ③ 그 정보를 보유하게 된 다음, ④ 이 정보를 바

탕으로 자신의 건강 수준 유지 및 향상을 도모하는 행동을 실천하는 과

정으로 배열 가능하다는 것이다(Viswanath, 2006; Niederdeppe et al.,

2008). 이는 건강 관련 행동 동기와 위암 관련 건강 정보 획득 행동 간

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주장으로 응용될 수 있다.

그림 1. 위암 관련 건강 정보 획득의 동기와 효과에 관한 개념적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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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연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정보 접근성 단계를 제외하면, 연구

변인들은 ① 건강에 관한 외적 및 내적 동기의 수준에 따라(건강 정보

주목 단계) ② 위암 관련 건강 정보 획득 행동을 다른 강도로 실천하게

되고(건강 정보 보유 단계), ③ 이 과정에서 획득된 정보로 인해 주관적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감의 수준이 변화해서(계획 행동 이

론 단계) ④ 위 내시경 검진 의도가 변화하는 관계를 가진다고 가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도식으로 표현하면 앞서 기재한 <그림 1>과 같다.

연구모형의 최초 단계에는 외적 동기(암 개인력/가족력)및 내적 동기

(건강 염려)가 건강 정보 획득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계가 표현되어 있다.

이 변인들 사이의 관계는 정적일 가능성이 높다. 먼저 외적 동기의 경우,

각 개인은 외적 동기가 강할 때는 숙의적 사고방식(deliberative-mind

set)을, 외적 동기가 약할 때는 도구적 사고방식(implemental mind-set)

을 취하게 된다. 외적 동기가 강할 때는 문제가 되는 상황 자체에 주목

하고, 외적 동기가 약할 때는 문제가 되는 상황을 어떤 다른 목적을 위

한 도구로 생각한다는 것이다(Kim, 2007).

여기서 외적 동기의 강도를 이와 유사한 개념인 관여도의 수준으로 치

환하면, 이 주장은 특정 주제에의 관여도의 고저에 따라 각각 중앙처리

경로와 주변처리 경로를 이용하게 된다는 정교화 가능성 모형(ELM;

elaboration likelihood model: Petty & Cacioppo, 1986)과 매우 유사해진

다(Dutta & Feng, 2007). 이를 바탕으로 외적 동기가 강해 숙의적 사고

방식을 취할 때는 고관여도 조건에서 중앙처리 경로를 이용할 때처럼 정

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정보 획득 의지가 높아질 것이며, 반대로 외적

동기가 약해 도구적 사고방식을 취할 때는 저관여도 조건에서 주변처리

경로를 이용할 때처럼 정보 획득 의지의 수준에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

관계를 연구가설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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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설 1a. 위암 예방 및 치료에 관한 외적 동기가 강할수록 위

암 관련 건강 정보 추구가 증가할 것이다.

연구가설 1b. 위암 예방 및 치료에 관한 외적 동기가 강할수록 위

암 관련 건강 정보 개관이 증가할 것이다.

한편 내적 동기인 건강 염려 또한 건강 정보 획득과 정적인 관계를 맺

고 있을 것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건강 관련 정보를 얼마나 적극적으

로 받아들이고 또 이를 실천할 의지가 있는지’의 여부 또한 건강 염려의

개념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Dutta-Bergman, 2006). 이 관계는 아

래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연구가설 1c. 위암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내적동기가 강할수록 위암

관련 건강 정보 추구가 증가할 것이다.

연구가설 1d. 위암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내적동기가 강할수록 위암

관련 건강 정보 개관이 증가할 것이다.

건강 정보 획득과 건강 유지 및 개선 행동 실천 의도와의 관계는 구체

적인 맥락에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단정하기 어렵다(Tan, Lee, & Chae,

2015; Lee et al., 2015). 그러나 건강에 관한 오정보(misinformation)에의

노출이 증가하는 특정 상황을 제외하면(Tan et al., 2015), 건강 정보 획

득 행동과 건강 유지 및 개선 행동은 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

통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Lee et al., 2015). 따라서 위암 관련 건강 정

보 획득과 위 내시경 검진 의도의 관계 또한 정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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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앞서 논했듯이 이 관계는 계획 행동 이론의 주요 변인들인 행동

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그리고 지각된 자기 통제감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또한 계획 행동 이론에서는 ① 세 개의 주요 변인들과 행동 의

도 사이에는 정적인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② 선행 요인들이 세 개의

주요 변인들 중 하나 이상을 강화할 때 ③ 궁극적으로 행동 의도가 증가

한다고 주장한다(Ajzen, 1985; 1991; Fishbein & Yzer, 2003). 그러므로

위암 관련 건강 정보 획득과 위 내시경 검진 의도 사이에 정적인 관계가

존재한다면, 위암 관련 건강 정보 획득 행동 또한 행동에 대한 태도, 주

관적 규범, 지각된 자기 통제감 중 최소한 하나 이상과 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을 것이다. 이를 가설적 관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연구가설 2a. 위암 관련 건강 정보 추구가 증가할수록 위 내시경

검진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할 것이다.

연구가설 2b. 위암 관련 건강 정보 개관이 증가할수록 위 내시경

검진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할 것이다.

연구가설 2c. 위암 관련 건강 정보 추구가 증가할수록 위 내시경

검진에 관한 주관적 규범이 강해질 것이다.

연구가설 2d. 위암 관련 건강 정보 개관이 증가할수록 위 내시경

검진에 관한 주관적 규범이 강해질 것이다.

연구가설 2e. 위암 관련 건강 정보 추구가 증가할수록 위 내시경

검진에 관한 지각된 행동 통제감이 강해질 것이다.

연구가설 2f. 위암 관련 건강 정보 개관이 증가할수록 위 내시경 검

진에 관한 지각된 행동 통제감이 강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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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설 3a. 위 내시경 검진에 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할수

록 위 내시경 검진 의도도 증가할 것이다.

연구가설 3b. 위 내시경 검진에 관한 주관적 규범이 강화될수록 위

내시경 검진 의도도 증가할 것이다.

연구가설 3c. 위 내시경 검진에 관한 지각된 행동 통제감이 증가할

수록 위 내시경 검진 의도도 증가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궁극적으로 검증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건강

커뮤니케이션 모형을 바탕으로 커뮤니케이션 불평등의 발생 여부를 탐색

하는 것이다. 이 연구모형의 각 경로 중 하나 이상에서 사회경제적 지위

에 따른 차이가 발견된다면, 이는 해당 단계에서 커뮤니케이션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1. 위암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동기(내적/외적)가 건강 정

보 획득(추구/개관)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차이에 의해

조절되는가?

연구문제 2a. 건강 정보 획득(추구/개관)이 위 내시경 검진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차이에 의해 조절되는가?

연구문제 2b. 건강 정보 획득(추구/개관)이 위 내시경 검진에 대한 주

관적 규범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차이에 의해 조절되는가 ?

연구문제 2c. 건강 정보 획득(추구/개관)이 위 내시경 검진에 대한

지각된 행동 통제감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차이에 의해

조절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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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3a. 위 내시경 검진에 대한 태도가 위 내시경 검진 의도

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차이에 의해 조절되는가?

연구문제 3b. 위 내시경 검진에 대한 주관적 규범이 위 내시경 검

진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차이에 의해 조절되는

가?

연구문제 3c. 위 내시경 검진에 대한 지각된 행동 통제감이 위 내

시경 검진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차이에 의해 조

절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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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3.1. 자료 수집

자료수집을 위해 패널조사가 실시되었다. 조사는 2014년 2월, 5월, 그

리고 8월에 각각 한 번씩 이루어졌으며, 사회조사 전문업체인 엠브레인

(www.embrain.com)에 의해 대행되었다. 조사 대상은 위암 발병 위험성

이 상대적으로 높은 40대 이상 한국 성인남녀 (국립암센터, 2014)였다.

최초 패널 모집을 위해 2014년 2월 총 5,900명의 40대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웹사이트 주소가 포함된 이메일이 발송되었다. 이 최

초 조사의 응답자 수는 1,130명으로, 응답률은 19%였다. 이후 5월 조사

에서는 813명 (2월 응답자의 72%), 8월 조사에서는 582명 (5월 응답자의

71%)이 설문에 참여했다. 최초 조사 대비 최후 조사의 응답률은 51%였

다. 참여자들은 매 조사에 참여할 때마다 2천 원의 보상을 받았다.

설문지 작성 과정에서 각 변인을 측정하는 공신력 있는 한국어 문항이

존재할 경우 이를 참고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검증된 영문 문항을 번

역 및 참고했다. 모든 문항은 원안을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서 한국내 검

증된 조사들의 지침 및 위암 조사의 맥락에 맞게 일부 수정되었다. 각

조사 차수별 기술통계치는 <표 1>에 정리했다.

여기서 본 연구의 표본집단이 한국 전체 인구집단을 대표하지는 못한

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16년 7월 현재 최신 공식 통계치를 기

준으로 할 때, 한국인의 평균 연령은 38.1세, 월평균 실질 가구소득은 약

412만원, 전체 인구 중 기혼자의 비율은 63.8%(이상 통계청 국가통계포

털, 2016년 7월 기준), 대졸자 비율은 42%, 고졸자 비율은 41%였다(산술

적으로 평균 교육년수는 대략 13년. 이상 OECD, 2015). 반면 본 조사 1

차 응답자들의 평균 연령은 51.9세, 월평균 가구소득은 약 470만원, 전체

응답자 중 기혼자 비율은 84.1%, 평균 교육 년수는 14.7년으로, 전체 인

구집단에 비해 더 나이 많고, 부유하고, 잘 교육받은 집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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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1,130명) 2차 (813명) 3차 (582명)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연령 (세) 51.92 (8.21) 51.90 (8.21) 52.08 (8.19)

성별 50.2% 남성 51.8% 남성 53.3% 남성

결혼 여부 84.1% 기혼 82.9% 기혼 84.7% 기혼

교육 (년수) 14.70 (2.31) 14.73 (2.29) 14.90 (2.17)

월간 가구소득 (만원) 470.08 (235.70) 457.20 (224.58) 465.55 (230.23)

주관적 건강 상태1) 3.32 (.65) 3.24 (.67) 3.26 (.66)

암 개인력 6.5% 병력 있음 6.3% 병력 있음 6.4% 병력 있음

암 가족력 62.8% 병력 있음 63.1% 병력 있음 64.8% 병력 있음

건강 염려2) 3.88 (.60) 3.81 (.52) 3.88 (.52)

건강 정보 추구3) 1.94 (1.54) 1.35 (1.20) 1.44 (1.31)

건강 정보 개관4) 2.03 (1.54) 1.36 (1.21) 1.46 (1.26)

태도5) 4.62 (1.24) 4.58 (1.20) 4.71 (1.22)

주관적 규범6) 2.87 (.61) 2.86 (.62) 2.94 (.61)

지각된 행동 통제감7) 4.00 (.97) 4.00 (1.01) 4.10 (1.00)

위 내시경 검진의도8) 3.88 (1.03) 3.90 (1.04) 4.06 (.98)

1) 5점 척도. 1 = 매우 나쁘다, 5 = 매우 좋다

2) 5개 문항에 대한 응답의 평균값. 5점 척도. 점수가 낮을수록 건강 염려 수준이 낮음.

3) 9개 문항에 대한 응답의 평균값. 지난 세 달 간 건강 정보를 추구한 빈도.

4) 9개 문항에 대한 응답의 평균값. 지난 세 달 간 건강 정보를 개관한 빈도.

5) 4개 문항에 대한 응답의 평균값. 7점 척도. 점수가 낮을수록 태도가 부정적임.

6) 3개 문항에 대한 응답의 평균값. 4점 척도. 점수가 낮을수록 주관적 규범이 약함.

7) 5점 척도. 점수가 낮을수록 지각된 행동 통제감이 약함.

8) 2개 문항에 대한 응답의 평균값. 5점 척도. 점수가 낮을수록 의도가 약함.

표 1. 조사 차수별 기술통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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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측정방법

3.2.1. 암 개인력 및 암 가족력

위암 맥락에서의 외적 동기를 측정하기 위해 암 개인력과 암 가족력을

조사했다. 참여자들은 “귀하께서는 암으로 진단받은 적이 있습니까?”라

는 질문과, “귀하의 가족이나 친한 친구가 암에 걸린 적이 있습니까?”라

는 질문에 예 혹은 아니오로 답했다.

3.2.2. 건강 염려

위암 맥락에서의 내적 동기에 해당하는 건강 염려를 측정하기 위해

Dutta-Bergman (2006)이 제안한 건강 염려 측정 영문 문항을 국문으로

번역해 사용했다. 문항은 순서대로 “최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며 사는

것은 내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잘 먹고, 운동하고, 각종 예방 조취를

취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다,” “내 건강은 내가 자신을 얼마나 잘 돌보

느냐에 달려 있다,” “나는 적극적으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한다,”

“나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의

다섯 개였다. 앞서 논한 것처럼 건강 염려는 개념적으로 건강에 대한 ‘포

괄적’이고 생래적인 우려를 의미하기 때문에 (Dutta & Feng, 2007;

Hong, 2009; 2011), ‘위암’이라는 특정 질병의 맥락에 따라 측정 문항을

수정하지 않고 원안을 그대로 사용했다. 참여자들은 각 문항에 대해 5점

척도 (1점 = 전혀 아니다, 5점 = 매우 그렇다) 상에 응답했다. 건강 염려

문항의 크론바하 알파값은 .83이었다.

3.2.3. 건강 정보 획득

위암 관련 건강 정보 획득의 측정은 기존 연구 (Kelly et al., 2009) 에

서 검증된 측정법을 위암 맥락에 맞게 수정한 문항을 통해 이루어졌다.

건강 정보 획득 설문란(section)은 “어떤 사람들은 위암에 대한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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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기 위해서 언론 매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위암과 관련없는 목적으로 언론 매체를 이용하거나 다

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던 중 우연히 위암에 관한 정보를 보고 듣습니

다.”라는 문구로 시작되었다.

해당 문구에 이어서 곧바로 건강 정보 추구 설문란이 시작되었다. 참

여자들은 “지난 3개월 동안, 위암에 대한 특정한 정보를 얻기 위해 총

몇 번이나 다음의 언론 매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셨습

니까? (예: 위암의 예방, 위암 증상, 치료 등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의사에게 물어보았다)” 라는 질문을 받았다. 참여

자들에게 주어진 언론 매체와 사람은 ① 신문, ② 잡지, ③ TV 뉴스, ④

TV 건강 전문 프로그램, ⑤ 온라인 뉴스, ⑥ 건강 전문 웹사이트, ⑦

SNS 등의 온라인 커뮤니티, ⑧ 가족 및 친구, ⑨ 의사 및 의료 전문가

의 9 종류였다. 참여자들은 지난 세 달 간 각 매체 혹은 사람을 통해 정

보를 획득한 빈도를 각각 5점 척도 상에 답했다(1 = 전혀 찾지 않았다,

2 = 1~2번, 3 = 3~4번, 4 = 5~6번, 5 = 7번 이상).

다음으로 건강 정보 개관 설문란은 “지난 3개월 동안, 위암과 관련 없

는 목적으로 언론 매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던 중, 얼

마나 자주 위암에 대한 정보를 우연히 보거나 듣게 되었습니까? (예:

대화 중 우연히 위암 얘기가 나왔다. 텔레비전이나 신문을 보다가 우연

히 위암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됐다)”라는 질문으로 시작되었으며, 참여자

들은 건강 추구 설문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질문에 답했다. 응답 내용

은 이후 분석 과정에서 연속척도로 변환되었다(전혀 찾지 않았다 = 0,

1~2번 = 1.5, 3~4번 = 3.5, 5~6번 = 4.5, 7번 이상 = 7).

3.2.4. 계획 행동 이론 변인: 행동에 대한 태도, 사회적 규범, 지각

된 행동 통제감

계획 행동 이론 변인의 측정은 Fishbein & Cappella(2006)의 제안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먼저 행동에 대한 태도는 “향후 2년 안에 위암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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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을 위해 위 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은 내게 ~할 것이다”라는 문항에 관

한 4개의 의미변별척도로 구성되었다. 이 4개의 의미변별척도는 7점으로

평가되었으며, 각각 ① 매우 나쁘다(1) ~ 매우 좋다(7), ② 매우 불쾌하다

(1) ~ 매우 유쾌하다 (7), ③ 매우 어렵다(1) ~ 매우 쉽다(7), ④ 매우 해

롭다(1) ~ 매우 유익하다(7)로 구성되었다. 크론바하 알파값은 .87이었다.

이어서 주관적 규범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 (가족, 친구 등) 대부분

은 내가 향후 2년 내에 위암 검진 (위 내시경 또는 위 조영술)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라는 질문에 4점 척도(1점 = 명백히 아니다, 2점

= 명백히 그렇다)로 답한 뒤, 이어서 “당신과 가장 비슷한 사람들 (성별

나이 사회 경제적 지위 등에서)을 생각할때, 그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

이 지난 10년간 최소 한 번의 위암 검진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십니

까?”, “당신과 가장 비슷한 사람들 (성별 나이 사회 경제적 지위 등에서)

을 생각할 때, 그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향후 2년 내에 위암 검진을

받을거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두 가지 질문에도 4점 척도(1 = 거의 없

거나 극소수, 4 = 거의 대부분) 상에 답한 것으로 측정되었다. 이 문항들

의 크론바하 알파값은 .81이었다.

마지막으로, 지각된 행동 통제감은 “만약 귀하께서 원할 경우, 향후 2

년 내에 위암 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5점

척도(1 = 매우 확신하지 않는다, 5 = 매우 확신한다) 상에 답하는 것으

로 측정되었다.

3.2.5. 위암 예방 및 치료 행동 의도: 위 내시경 검진 의도

위암 예방 및 치료 행동 의도를 측정하기 위해 참여자들에게 위 내시

경 검진을 받을 의사가 있는지를 물었다. 참여자들은 “나는 향후 2년 안

에 위암 검진 (위 내시경 또는 위 조영술)을 받을 의도가 있다,” “나는

향후 2년 안에 위암 검진 (위 내시경 또는 위 조영술)을 받을 계획이다”

의 두 개 질문에 대해 5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다, 5 = 매우

그럴 것이다) 상에 답했다. 두 문항의 크론바하 알파값은 .9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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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통제변인

연구변인들 사이의 관계를 보다 엄격하게 검증하기 위해 크게 세 종류

의 통제변인이 사용되었다. 첫째는 인구통계학적 변인들로, 생물학적 성

별(남/녀), 연령(주관식으로 응답), 결혼여부(기혼/미혼), 취업여부(직업

있음/직업 없음), 가구당 월소득(12점 척도: 1 = 0~99만원, 12 = 1500만

원 이상) 그리고 교육수준(6점 척도: 1 = 초졸 이하, 6 = 대학원 졸)이

포함되었다. 가구당 월소득과 교육수준은 측정 당시에는 서열척도로 측

정되었으나, 실제 분석 과정에서 연속척도로 변환되었다.2) 둘째는 건강

관련 변인으로,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건강 상태 (“귀하의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5점 척도: 1점=매우 나쁘다 ~ 5점=매우

좋다 로 응답)가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행동 의도나 경향이 현

재의 행동 의도나 경향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모형 안에서 종

속변인으로 설정된 3차 설문 시점의 행동 의도에 대해 2차 설문 시점의

행동 의도가 미치는 영향을 통제했다. 최종 모형에는 각 내생변수와 유

의미한 관계를 가진 통제경로만 모형에 포함되었다. 또한 다집단분석에

서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이 각각 집단구분변수로 사용된 경우에는 통제변

수로 사용되지 않았다.

2) 소득수준의 경우 각 소득구간의 중간값으로 변환되었다. 예컨대 1 =

0~99만원은 50만원으로, 2 = 100~199만원은 150만원으로 바뀌었다. 교육

수준의 경우 해당 학교를 졸업하기 위해 필요한 정규교육년도의 햇수로

변환되었다. 이를테면 1 = 초등학교 졸 이하는 6년으로, 5 = 대학교 졸

이하는 16년으로, 대학원 졸 이상은 18년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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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분석 전략

3.3.1. 구조방정식모형분석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Mplus 7.0을 사용해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

실시했다. 각 변인의 측정치는 이론적인 인과관계의 구성에 따라 각각

다른 시점에서 측정된 수치들이 사용되었다.3)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1차

조사 대비 2차 및 3차 조사의 결측치는 FIML (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method: 완전정보최대우도법)을 통해 추정되었다.

통제변인을 비롯해 연구모형 작성에 사용된 모든 변인들 중 본인의 암

병력 (skewness = 3.518, kurtosis = 10.392) 만이 정규성 가정을 만족하

지 않았다. Muthen & Muthen (2007)은 정규성 가정을 만족하지 않는

하나 이상의 내생변수가 포함된 모형을 분석할 때 MLR (maximum

likelihood estimator with robust standard errors: 강건한 최대우도추정

법)의 사용을 권하고 있으나, 본인의 암 병력은 외생변수였기에 MLR을

사용하지 않고 보다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ML (maximum likelihood

estimator: 최대우도추정법)을 추정 방법으로 채택했다.

전체 모형 (full model)을 검증하기 전에, 먼저 5개의 잠재변수들(건강

염려, 태도, 사회적 규범, 행동 의도(2회차, 3회차))과 그 관측변수들로

구성된 측정모형(measurement model)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해 측정의 타당성을 검증했다. 이

과정에서 측정모형의 수정지표(modification index)를 검토한 결과 건강

염려의 4번 항목과4) 5번 항목5) 사이에, 그리고 사회적 규범의 2번 항목

과6) 3번 항목7) 간에 각각 추정오차 간 상관관계 (error term

3) 동기(1회차), 건강 정보 획득(1회차), 계획 행동 이론의 세 변인(2회

차), 행동 의도(3회차)
4) 나는 적극적으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한다
5) 나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
6) 당신과 가장 비슷한 사람들을 생각할 때, 그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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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lation)가 추가됐다. 각 문항 쌍이 언어적 및 이론적으로 유사할 경

우, 이러한 추정오차 간 상관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Bollen & Lennox, 1991; Rubio & Gillespie, 1995).

확정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한 뒤, 나머지 관측

변수가 모두 포함된 전체 모형을 검증했다. 이 과정에서 앞서 말한 것처

럼 각 내생변수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인 통제경로만이 모형에 포함되었

다. 그 결과 ① 행동 의도 (3차)에 행동 의도 (2차), 결혼 여부, 교육 수

준이 미치는 영향, ② 태도에 소득 수준이 미치는 영향, ③ 지각된 자기

통제감에 연령이 미치는 영향, ④ 정보 획득에 연령과 소득 수준이 미치

는 영향이 통제되었다. 이 전체 모형의 적합성은 Hu와 Bentler (1999)가

제안한 기준에 따라 CFI ≧ .95, RMSEA ≦ .06, SRMR ≦ .08의 세 가

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아주 좋다고(excellent) 평가되었다.

3.3.2. 다집단분석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 통해 전체 표본집단에서 연구모형이 성립하는지

를 검증한 뒤,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각 가설적 경로에 조절효과가 발

생하는지를 탐색했다. 이를 위해 특정 모형의 경로계수나 요인절편 등

여러 추정치의 집단 간 동일성 여부를 검증하는 다집단분석을 사용했다.

기존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Little, 1997; Little, Card,

Slegers, & Ledford, 2007; Meredith, 1993; Selig, Card, & Little, 2008;

Cooke, Kosson, & Michie, 2001; Marsh, 1994, 2007; Marsh, Hau,

Artelt, Baumert, & Peschar, 2006; Bollen, 2014; Klien, 2015), 경로계수

이 지난 10년 간 최소 한 번의 위암 검진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십니

까?
7) 당신과 가장 비슷한 사람들을 생각할 때, 그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

이 향후 2년 내에 위암 검진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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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 검증을 위한 다집단분석의 절차는 크게 ① 비교집단의 선정, ②

측정동일성 검증, ③ 경로계수 동일성 검증의 세 단계로 구성된다.

먼저 비교집단의 선정은 다집단분석을 통해 비교할 집단들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의 개념이 소득수준 및 교육수준

에 근간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기존의 표본집단을 ① 평균 가구 소득

수준(470만원)을 기준으로 두 개의 집단으로 구분한 경우와(저소득 집단

= 714명, 고소득 집단 = 416명), ② 평균 교육 수준(14.69년)을 기준으로

두 개의 집단으로 구분한 경우(낮은 교육수준 집단 = 468명, 높은 교육

수준 집단 = 662명) 각각에 대해 다집단분석을 실시했다. 이 때 소득수

준을 기준으로 한 다집단분석에서는 ① 행동 의도 (3차)에 행동 의도 (2

차), 결혼 여부, 교육 수준이 미치는 영향, ② 지각된 자기 통제감에 연

령과 주관적 건강 수준이 미치는 영향, ③ 정보 획득에 연령, 결혼 여부,

취업 여부가 미치는 영향이 통제되었고, 교육수준을 기준으로 한 다집단

분석에서는 ① 행동 의도 (3차)에 행동 의도 (2차), 결혼 여부가 미치는

영향, ② 태도에 취업 여부와 소득 수준이 미치는 영향, ③ 지각된 자기

통제감에 연령이 미치는 영향, ④ 정보 획득에 연령과 소득 수준이 미치

는 영향이 통제되었다.

다음으로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두 집단 간에 측정모형의 적합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

하게 되는데, 이는 측정동일성(measurement invariance) 검증이라고 한

다. 측정동일성 검증은 ① 형태동일성(configural invariance) 검증, ② 측

정단위동일성(metric invariance) 검증, ③ 절편동일성(scalar invariance)

검증, ④ 분산동일성(strict invariance) 검증의 네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검증들은 각각 ① 요인구조의 동일성, ② 요인점수의 동일성, ③ 요인

평균의 동일성, ④ 추정오차(분산)의 동일성을 검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측정동일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다집단분석 결과 경로계수나 잠

재평균에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더라도 이를 신뢰할 수 없다. 두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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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측정이 동일하게 수행되지 않아 차이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떤 수준의 측정동일성이 담보되어야 하는지에 관해

서는 합의된 기준이 없으나, 적어도 형태동일성과 측정단위동일성이 다

집단분석의 필요조건이라는 점에는 다수의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Little, 1997; Meredith, 1993; Bollen, 2014; Kline, 2015). 특히 실제 연구

에서는 절편동일성 검증이나 분산동일성 검증이 지나치게 엄격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적지 않은 연구자들이 측정단위동일성까지 검증하는 것을

다집단분석의 필요충분조건이라고 여기고 있다(Bollen, 2014; Kline,

2015, Kam & Wang,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측정단위동일성 수준

까지 측정동일성을 검증했다.

측정동일성의 검증은 형태동일성 검증부터 시작됐다. 잠재변수로만 구

성된 측정모형이 두 집단 모두에서 자료 설명에 적합하다면, 형태동일성

을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 때 모형 적합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앞

서 Hu와 Bentler (1999)가 제안한 구조방정식모형의 모형 적합성 평가

기준과 동일했다. 다음으로 측정단위동일성은 모든 추정치가 자유롭게

추정된 모형(이 경우 형태동일성 모형)과, 두 집단 간에 요인점수가 동일

하다는 제약을 건 제한모형의 비교를 통해 검증했다. 두 모형의 비교는

 (카이제곱) 차이 검정 및 CFI 변화량(дCFI)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카이제곱) 차이 검정의 영가설(제한모형을 채택한다)이 95% 유의수

준에서 기각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дCFI가 .01보다 작을 때 측정단위동

일성이 담보된다고 판단했다(Kline, 2011; Cheung & Rensvold, 2002).

측정동일성이 검증된 이후 각 경로계수에 대한 집단 간 비교를 실시했

다. 이를 위해 먼저 모든 잠재변수와 측정변수를 포함한 전체 모형을 만

들고, 이 모형의 측정동일성을 담보하기 위해 ‘두 집단 간 요인점수에 차

이가 없다’는 제약을 부여했다(이 모형을 편의상 ‘기반모형’으로 칭한다).

다음으로, 이 기반모형에 ‘특정 경로계수가 동일하다’는 제약을 추가로

설정한 모형을 만들었다(이 모형을 편의상 ‘비교모형’으로 칭한다.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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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모형과 비교모형을  (카이제곱) 차이 검정을 통해 비교했는데, 구

조방정식모형분석 때와는 반대로 영가설(비교모형을 채택한다)이 기각됐

을 때 특정 경로계수에 집단 간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비교모형은 집

단 간 특정 경로계수가 ‘동일한’ 모형이므로, 비교모형을 채택하지 않는

다는 것은 ‘집단 간 특정 경로계수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

문이다. 이러한 집단 간 경로계수 비교는 각 가설적 경로별로 한 번씩,

총 13회에 걸쳐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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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결과

본 분석에 앞서 각 연구변인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건강 정보 추구

와 건강 정보 개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구분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분석 과정에서 두 행동을 별도의 변인으로 취급하지 않고,

이를 측정한 총 18개 문항에 대한 응답의 평균값을 ‘건강 정보 획득’ 행

동의 측정치로 사용했다. 각 측정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는 <표 2>에 보

고했다.

4.1. 구조방정식모형분석결과

그림 2. 구조방정식모형 분석결과

주. *p < .05, **p < .01, ***p < .001. 각 경로별로 비표준화된 경로계

수 및 표준오차를 보고했다. 유의미한 경로는 실선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경로는 점선으로 표기되었다. 통제변인 및 관련 경로는 도식에 포함되지

않았다. 모형적합도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211) = 566.882, CFI =

.967, RMSEA = .039 (90% CI = .035 ~ .042), SRMR = .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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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적 요인분석 결과 측정모형의 모형적합성은 좋은 것으로 확인되었

다( (92) = 204.504, CFI = .988, RMSEA = .033 (90% CI = .027 ~

.039), SRMR = .040). 전체 모형 또한 좋은 모형적합성을 나타냈다( 

(211) = 566.882, CFI = .967, RMSEA = .039 (90% CI = .035 ~ .042),

SRMR = .054). 전체 모형 중 주요 경로의 비표준화된 경로계수는 앞 쪽

의 <그림 2>에 보고했다.

<그림 2>에서 보이는 것처럼, 건강 염려(β = .128, p < .001)와 암 가

족력(β = .068, p < .05)이 위암 관련 건강 정보 획득 행동에 미치는 영

향은 유의미했다. 그러나 암 개인력(β = .038, p = .213)이 정보 획득 행

동 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어서 위암 관련 건강 정보

획득은 위 내시경 검진에 대한 태도를 제외하고(β = .005, p = .908) 주

관적 규범(β = .089, p < .05)과 지각된 행동 통제감(β = .076, p < .05)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이 중에서도

위 내시경 검진에 대한 지각된 행동 통제감만이 위 내시경 검진 의도와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141,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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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A FCA HC1 HC2 HC3 HC4 HC5 INFO NOR1 NOR2 NOR3 PBC ATT1 ATT2
PCA 1.000
FCA -.029 1.000
HC1 .072 -.014 1.000
HC2 .044 .008 .561** 1.000
HC3 .062 .027 .529** .652** 1.000
HC4 .101* -.015 .352** .420** .443** 1.000
HC5 .141** -.014 .272** .360** .350** .731** 1.000
INFO .072 .057 .145** .152** .113** .230** .191** 1.000
NOR1 .072 .101* .171** .169** .142** .101* .083* .144** 1.000
NOR2 029 .115** .199** .144** .148** .114** .045 .105* .483** 1.000
NOR3 .028 .109** .195** .151** .100* 086* .001 .136** .480** .787** 1.000
PBC .044 .101* .267** .179** .162** .103* .058 .157** .442** .477** .471** 1.000
ATT1 -.002 .048 .233** .154** .145** .063 .016 .037 .333** .307** .319** .452** 1.000
ATT2 .036 .081 .156** .135** .103* .095* .070 .032 .247** .225** .234** .327** .620** 1.000
ATT3 .042 .053 .174** .115** .115** .083* .066 .001 .214** .181** .195** .349** .576** .736**
ATT4 -.008 .016 .173** .127** .140** .060 .009 .047 .185** .191** .173** .310** .556** .582**
IN1_W2 .045 .097* .315** .215** .197** .128** .057 .155** .491** .431** .418** .712** .507** .391**
IN2_W2 .043 .104* .318** .210** .205** .138** .061 .163** .503** .438** .448** .719** .520** .406**
IN1_W3 .025 .089* .315** .218** .199** .114** .045 .148** .397** .351** 346** .625** .434** .325**
IN2_W3 .051 092* .318** .217** .220** .133** .053 .138** .395** .356** .359** .621** .415** .306**
SEX .024 -.023 -.038 -.131** -.085* -.038 -.067 .000 -.030 .005 .021 .024 -.066 -.012
AGE .068 .057 .118** .019 .069 .120** .085* .183** -.044 .055 .067 .088* -.009 -.018
MAR .072 .017 .088* .107** .026 .000 -.003 .078 .101* .076 .078 .103* .070 -.009
EMPL -.021 .002 .003 .061 .028 -.002 .009 -.026 .026 -.056 -.037 -.005 .059 -.002
EDU -.020 .027 -.021 -.038 -.029 -.081 .000 -.018 .054 .005 -.009 .004 -.041 -.083*
INCOM .051 .043 .057 .052 .040 .067 .111** .095* .123** .072 .064 .166** .027 -.005
HSTAT .059 -.060 .102* .129** .145** .285** .327** -.028 -.068 -.002 -.002 .049 -.033 -.035
주. *p < .05, **p < .01, ***p < .001. W2 = 2차 조사, W3 = 3차 조사, PCA = 암 개인력, FCA = 암 가족력, HC = 건강 염려, INFO = 위암 관련 건강 정보 추구, NOR = 주관

적 규범, PBC = 지각된 행동 통제감, ATT = 태도, IN = 위 내시경 검진 의도, SEX = 성별, AGE = 연령, MAR = 결혼 여부, EMPL = 취업 여부, EDU = 교육수준, INCOM =

소득수준, HSTAT = 주관적 건강 상태.

표 2. 측정변수들 간의 이변량 상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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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3 ATT4 IN1_W2 IN2_W2 IN1_W3 IN2_W3 SEX AGE MAR EMPL EDU INCOM HSTAT
ATT3 1.000
ATT4 .632** 1.000
IN1_W2 .401** .367** 1.000
IN2_W2 .423** .391** .940** 1.000
IN1_W3 .321** .295** 729** .740** 1.000
IN2_W3 .305** .268** .719** .741** .934** 1.000
SEX -.017 -.021 .007 .004 -.006 -.001 1.000
AGE -.030 -.039 .011 -.008 -.007 -.008 -.031 1.000
MAR .016 .040 .100* .101* .197** .192** -.080 .151** 1.000
EMPL -.007 .016 .049 .032 .043 .046 -.461** -.257** -.073 1.000
EDU .002 .019 .038 .040 .016 .029 -.254** -.137** .076 .214** 1.000
INCOM -.002 .008 .133** .137** .187** .194** -.069 -.081 .275** .193** .272** 1.000
HSTAT -.007 -.012 .006 .006 -.001 .005 -.064 .023 .036 .122** .078 .147** 1.000
주. *p < .05, **p < .01, ***p < .001. W2 = 2차 조사, W3 = 3차 조사, PCA = 암 개인력, FCA = 암 가족력, HC = 건강 염려, INFO = 위암 관련 건강 정보 추구,

NOR = 주관적 규범, PBC = 지각된 행동 통제감, ATT = 태도, IN = 위 내시경 검진 의도, SEX = 성별, AGE = 연령, MAR = 결혼 여부, EMPL = 취업 여부, EDU

= 교육수준, INCOM = 소득수준, HSTAT = 주관적 건강 상태.

표 2. 측정변수들 간의 이변량 상관계수(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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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다집단분석 결과

다집단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측정동일성 검증이 진행되었다. 잠재변수들만으로

구성된 측정모형을 대상으로 진행된 일련의 검증 결과, 소득수준 및 교육수준 기준

비교 모두에서 측정모형이 집단 간 형태동일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소득

수준 기준 비교에서  (184) = 312.143, CFI = .987, RMSEA = .035 (90%CI =

.028, .042), SRMR = .044; 교육수준 기준 비교에서  (184) = 287.081, CFI = .989,

RMSEA = .031 (90% CI = .024 ~ .038), SRMR = .043). 또한 이어지는 분석 결과,

측정모형은 두 조건 모두에서 측정단위동일성 또한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소

득수준 기준 비교에서 
 (11) = 12.934, p = .2977, дCFI = .001; 교육수준 기준

비교에서 
 (11) = 15.529, p = .1595, дCFI = .000). 이에 각 조건에서 집단 간

경로계수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탐색했다.

그림 3. 다집단분석 결과(저소득 집단 대 고소득 집단)

주. *p < .05, ***p < .001. 각 경로별로 비표준화된 경로계수 및 표준오차를 보고

했다. 먼저 보고된 수치가 저소득 집단에서의 추정치이고, 나중에 보고된 수치가 고

소득 집단에서의 추정치이다. 한 집단에서라도 유의미한 경로는 실선으로, 두 집단

모두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경로는 점선으로 표기되었다. 통제변인 및 관련 경로는

도식에 포함되지 않았다. 모형적합도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435) = 819.635,

CFI = .964, RMSEA = .040 (90% CI = .035 ~ .044), SRMR = .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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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하여 비교한 결과, 저소득 집단에서는 건

강 염려가 건강 정보 획득에 미치는 영향과(B = 5.199, p < .001), 건강 정보 획득

이 주관적 규범에 미치는 영향(B = .004, p < .05) 및 지각된 행동 통제감에 미치는

영향(B = .006, p < .05)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한편 고소득 집단에서는 암 가

족력이 건강 정보 획득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B = 6.381, p <

.05). 그러나 저소득 집단과 고소득 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경로는 없

었다. 자세한 분석 결과는 앞 쪽의 <그림 3>에 보고했다.

그림 4. 다집단분석 결과(낮은 교육수준 집단 대 높은 교육수준 집단)

주. *p < .05, **p < .01. 각 경로별로 비표준화된 경로계수 및 표준오차를 보고했

다. 먼저 보고된 수치가 낮은 교육수준 집단에서의 추정치이고, 나중에 보고된 수치

가 높은 교육수준 집단에서의 추정치이다. 한 집단에서라도 유의미한 경로는 실선

으로, 두 집단 모두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경로는 점선으로 표기되었다. 특정 경로계

수에서 집단 간 차이가 발견된 경우에 실선 혹은 점선을 굵게 표시했다. 통제변인

과 각 경로는 그림에 포함되지 않았다. 모형적합도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433) = 793.907, CFI = .967, RMSEA = .038 (90% CI = .034 ~ .043), SRMR =

.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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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교육 수준을 기준으로 집단을 비교한 결과, 먼저 교육 수준이 낮은 집단에

서는 건강 염려가 건강 정보 획득에 미치는 영향과(B = 5.243, p < .01) 지각된 행

동 통제감이 위 내시경 검진 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B = .228, p < .01)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교육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암 가족력과 (B = 3.569, p < .05) 건강

염려가 (B = 4.816, p < .01) 건강 정보 획득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했다. 그러나

교육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유의미했던 지각된 행동 통제감이 위 내시경 검진 의도

에 미치는 영향은 교육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B = .035, p

= .776), 이러한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
 (1) = 4.962, p < .05).

태도가 위 내시경 검진 의도에 미치는 영향의 집단 간 차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

미했으나 (
 (1) = 6.551, p < .01), 각각의 집단에서 그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

다(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B = -.097, p = .077,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B =

.073, p = .094). 전체적인 분석 결과를 앞 쪽의 <그림 4>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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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논의

논의에 앞서 다시 정리하면,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국의 위암 맥락에서

커뮤니케이션 불평등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이 불평등이 건강불평등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실증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계획 행동 이론을

바탕으로 건강 관련 외적 및 내적 동기, 건강 정보 획득, (위 내시경 검진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감, 그리고 위 내시경 검진 의도 간의 인과 모

형을 만들고 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했다. 전체 표본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구조방

정식모형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① 암 가족력과 건강 염려가 건강 정보 획득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② 건강 정보 획득은 주관적 규범과 지각된 행동 통제감에 정

적 영향을 미치며, ③ 이 중 지각된 행동 통제감이 위 내시경 검진 의도에 정적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한 위암 관련 건강 커뮤니케이션

모형이 부분적으로 성립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어진 다집단 분석결

과, ④ 태도가 위 내시경 검진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가 있었

으나 그 효과는 교육수준이 높든 낮든 95% 신뢰수준에서 유의미하지 않았고(즉, p

< .05를 만족하지 않았음), ⑤ 지각된 행동 통제감은 교육수준이 낮을 때만 위 내시

경 검진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발견된 가장 흥미로운 현상은 교육 수준의 차이에 따라 ‘지각된 행

동 통제감이 위 내시경 검진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사

람들은 교육 수준이 낮을 경우에만, 자신이 자유롭게 위 내시경 검진을 받을 수 있

다고 믿을수록(위 내시경 검진에 대한 지각된 행동 통제감이 높을수록), 위 내시경

검진을 받을 의도가 증가했다. 이는 한국의 위암 맥락에서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행동을 실천하는 역량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격차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Viswanath, 2006; Niederdeppe et al., 2008).

그런데 이 분석 결과는 교육 수준이 ‘낮을 때’ 해당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는 점에서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커뮤니케이션 불평등이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건강 커뮤니케이션의 각 단계에서 보다 큰 이익을 얻

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으며(Viswanath, 2006; Viswanath & Emmons,

2006; Viswanath & Kreuter, 2007), 이는 교육 수준이 ‘높을 때’ 지각된 행동 통제

감이 위 내시경 검진 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이라는 통찰을 전제로 하고 있

기 때문이다.

현 시점에서 가장 설득력 있어 보이는 설명은 표본집단의 평균 교육 수준이 지나

치게 높아서 기존 이론의 맥락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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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에 따라 집단을 구분할 때 ‘평균 교육수준’을 그 기준으로 사용했다. 그런데 조사

참여자들은 평균적으로 약 14.5년 동안 정규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이는 응답자

들이 평균적으로 전문대 졸업 혹은 학부 저학년 수준의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

한다. 즉, 평균 교육수준을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하게 될 경우, ‘교육수준이 낮은 집

단’과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과

‘교육수준이 아주 높은 집단’으로 구분된다는 것이다.

이는 커뮤니케이션 불평등 논의가 등장한 서구, 특히 미국의 맥락과 명백히 다르

다(Viswanath, 2006; Viswanath & Emmons, 2006; Viswanath & Kreuter, 2007).

앞서 보고했듯이 한국의 25세 이상 성인들 중 대졸자 비율은 41%이다. 이는 OECD

평균인 43%에 근접한 수준으로, 얼핏 특이한 점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교

육의 세대차를 고려해보면 본 연구의 표본집단이 편향되어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인해 세대가 지날수록 평균 교육수준이 급

격히 높아지기에 세대별 교육수준을 살펴봐야 하는데, 본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들

의 평균연령인 51.92세가 속한 중장년층의 경우 대졸자 비율이 30%에 불과하기 때

문이다(OECD, 2015). 즉, 본 연구의 표본집단이 교육수준이 높은 방향으로 편향되

어 있기 때문에 기존 연구의 예측과 다른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태도가 위 내시경 검진 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교육수준에 따라 조절되었으나, 교

육수준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 모두에서 그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다는 점은 해

석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태도가 위 내시경 검진 의도에 미치

는 영향은 교육수준이 낮을 때 B = -.097, p = .077, 교육수준이 높을 때 B = .073,

p = .094로, 95% 신뢰수준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90% 신뢰수준에서는 유의미

했다. 본 연구에서는 95% 신뢰수준을 판단준거로 삼았기 때문에 각 집단에서 태도

가 위 내시경 검진 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다고 결론지었으나, 비교적

낮은 유의도 수준 및 집단 간 차이의 유의미성을 고려하면 추후 연구에서 반복 검

증이 이루어진 뒤에야 확정적인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 이론에 근거한 예측대로, 건강 염려가 정보 획득 행동에 미치는 정적 영향

은 상당히 일관적으로 확인되었다(Dutta-Bergman, 2006; Hong, 2009; 2011). 정보

획득 행동이 지각된 행동 통제감에 미치는 영향(Kelly et al., 2009; Hornik et al.,

2013; Lee et al., 2015)과, 지각된 행동 통제감이 행동 의도(위 내시경 검진 의도)에

미치는 정적인 영향(Fishbein & Yzer, 2003) 또한 이론적으로 예측과 일관적인 형

태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보 획득 행동이 위 내시경 검진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

향은 어떤 분석에서도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고, 위 내시경 검진에 대한 태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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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규범이 위 내시경 검진 의도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미하지 않게 확인되었다.

추측해보자면, 먼저 정보 획득 행동과 위 내시경 검진에 대한 태도 사이의 관계

가 유의미하지 않았던 것은 한국내 위암 관련 정보 유통 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유

통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가설을 세워볼 수 있다. 이런 경우라면 위암 관련 정

보를 아무리 축적하더라도 위 내시경 검진에 대한 태도가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

이다. 또한, 계획 행동 이론의 세 변인 중 지각된 행동 통제감만이 위 내시경 검진

의도에 영향을 미친 것은 시간차에 따른 조건 변화에 귀인해볼 수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인과관계를 담보하기 위해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감은 2차 조사

결과를, 위 내시경 검진 의도는 세 달 뒤에 실시된 3차 조사 결과를 분석 대상으로

지정했는데, 이 세 달 간 위 내시경 검진을 받을 수 있는 혹은 받아야 하는 여건이

조성되어 내재되어 있던 지각된 행동 통제감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해볼 수

있다는 뜻이다. 단, 이런 설명은 어디까지나 추측의 영역에 머물러 있으며, 기존 연

구에 반하는 일련의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기존 연구와 상충하는 몇 가지 분석 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설정한 커

뮤니케이션 모형의 적합성이 통계적으로 검증되었으며, 일부 가설적 경로에서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이가 실증되었다는 점을 조심스럽게 강조하고 싶다. 본 연구

에서 설정한 가설적 관계가 모두 유의미하지는 않았고, 집단 간 차이 또한 제한적

으로 검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발견한 몇 가지 지점들은 한국 사회의

건강불평등을 커뮤니케이션학적 관점에서 다룰 수 있으며, 후속 연구를 통해 이를

완화시키는 데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이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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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본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의 한계점 중 커뮤니케이션학적 건강불평등에 관한 후속 연구 계획 시 참

고해야 할 지점이 몇 가지 존재한다. 첫째, 암 개인력과 암 가족력이 위암 맥락에서

측정되지 않고 전체 암 맥락에서 측정되었다는 점이다. 만약 위암 맥락에서 후속

연구를 진행한다면, “귀하는 암으로 진단받은 적이 있으십니까?”가 아니라, “귀하는

위암으로 진단받은 적이 있으십니까?”와 같이 위암에 관해서만 물을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처럼 전반적인 암에 관한 측정을 위암 맥락 연구에 사용하면, 위암 맥

락에서 측정한 건강 정보 획득 행동과 외적 동기와의 관계가 실제보다 약하게 나타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본 연구의 커뮤니케이션 모형이 총 4단계(동기, 정보 획득, 계획 행동 이론

변인, 행동 의도)로 구성된 데 비해, 설문조사는 3차에 걸쳐 진행되었다는 점도 한

계라고 볼 수 있다.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보다 명료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각 단

계마다 시간차를 두었어야 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단계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회차(1회차)의 자료를 사용한 외적 동

기, 내적 동기, 그리고 정보 획득 행동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증할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기존 연구에서(Shim et al., 2006; Niederdeppe et al., 2007; Kelly et

al., 2009; Hornik et al., 2013; Lee et al., 2015) 잘 구분된 건강 정보 추구와 건강

정보 개관이 구분되지 않았다는 점도 후속 연구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이다. 현 시

점에서는 해당 개념 및 척도가 개발된 미국과 한국의 문화적 차이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는 설명만이 가능한데, 이는 추론에 불과하며 후속 연구자들은 사전 조사 등

을 통해 그 원인을 파악해 본 조사 전에 조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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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communication inequalities on

socio-economic disparities in stomach cancer in South Korea. For this, ① a

theoretical model of health-related information processing was created based o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② the model was tested with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③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oeconomic-status on

hypothetical paths were explored via multigroup analysis. For this study, the

data (n = 1,130) collected among three waves were used.

Four findings were revealed through analyses; ① health consciousness and

family cancer history were positively related to stomach cancer-related health

information acquisition, ② stomach-cancer related health information acquisition

was positively related to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of mammography scanning,

③ and the intention to take mammography scanning increased when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increased. Furthermore, ④ this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and intention was significant only when an

individual’s education level was relatively low. Even though there are some

limitations, this findings showed us that a communication inequalities approach

to socio-economic disparities in stomach cancer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health inequality in South Korea.

Keywords: health inequality, communication inequality, theory of planned

behavior, information acquisitio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multigroup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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