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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shared decision-making between surgeons-patients (SDM S-P) 
and family-patients (SDM F-P), and to analyze predictive factors for decision-making conflict in surgery for elderly 
patients with cancer. Methods: Participants were 109 elderly patients with cancer who were scheduled for surgery 
and did not have any other medical treatment. Data were collected through face to face interviews from November 
15, 2012 to January 30, 2013 using the Shared Decision Making-9 questionnaire (SDM-Q-9) and Decisional 
Conflict Scale (DCS).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one-way ANOVA and stepwise multi-
ple regression with the IBM SPSS Statistics 19. Results: Mean score for SDM S-P was 18.87 points which was 
very low, but significantly high compared to the score for SDM F-P. Mean score for decision-making conflict was 
18.66 points which was also very low. SDM S-P was the strongest favorable factor in decision-making conflict 
related to surgery. Decision by family for surgery was the most negative factor. Conclusion: In order to reduce 
decision-making conflict of patient for surgery, medical teams have to increase SDM S-P and let elderly patients 
with cancer make their own choices for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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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의료계에서는 공유의사결정의 개념을 수용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Suh & Lee, 2010). 공유의사결정

(Shared Decision Making, SDM)이란 치료에 대한 의사결

정과정에 환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행위로, 환자에게 여

러 치료방법들에 대한 모든 근거와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 선

호도에 따라 가장 적합한 치료 대안들 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Charles, Gafni, & Whelan, 1997). 공유의사결정은 

치료방법에 대한 모든 위험요인과 혜택을 환자에게 고지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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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진료의 윤리성을 보장하고, 진료의 질적인 향상을 가져

오므로(Stewart, 1995) 환자의 만족도와 자존감을 증가시킬 

수 있다(Crawford et al., 2002; Stewart, 1995). 

외국에서는 공유의사결정이 환자 본인의 결정에 따른 책임

감으로 인해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고 치료과정에서 효과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윤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임상실무에서 중요하게 인정받으며(Glass et al., 2012) 암 환

자의 치료방향을 결정할 때 선호되고 있다(Silliman, Dukes, 

Sullivan, & Kaplan, 1998). 하지만 우리나라는 가족 중심적

이고 유교적인 특성을 문화적 배경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에 익숙한 노인 암 환자들의 의사결정은 본인의 

의견을 반영하기보다는 가족의 관여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

우가 많다(Kim, 2007). 또한, 나서는 행동이 어른스럽지 못하

다는 사회적 통념으로 인해 노인은 자신의 치료방법 선택을 

위한 의사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

(Kim, J. H., 2011) 의사결정의 질과 치료의 효과성이 낮아지

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공유의사결정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부

각되고 있다. 

최근 노인 암 환자가 증가하면서 적극적인 치료를 위한 암 

수술이 점차 증가하여(National Health Insurance Copera-

tion, 2010; Statistics Korea, 2010) 전체 암 수술 환자의 20~ 

30%가 70세 이상으로 나타난다(Ha, 2012). 암을 진단받은 환

자는 예후에 대한 불안감이 더해지므로 수술을 결정하는 상황

에서는 결과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수술과 다른 대안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한 갈등을 겪게 된다(Kim, 2008). 

질병 치료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환자가 참여한다는 것은 

의사가 환자에게 치료의 장점과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

고, 치료방법 선택 시 함께 논의하는 것, 치료를 시행하기 위해 

합의를 하는 것을 포함한다(Pinquart & Duberstein, 2004). 

따라서 치료선택을 위한 의사소통은 환자의 치료 관련 정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치료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

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므로 의사결정 과정상의 갈등을 줄

일 수 있다(Beak, 2009). 하지만 국내 임상 현장의 일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가족의 의사결정이 환자보다 중요한 요

소로 간주되어 질환이 심각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수술, 처치

일수록 환자가 배제된 상태에서 정보 제공과 동의, 치료에 대

한 선택이 이루어지므로(Kim, H. S., 2011) 대부분의 노인 암 

환자는 치료에 대한 자신의 의견이 의사 및 가족과 공유되지 

않아 의사결정 갈등을 겪고 있다(Beak, 2009). 특히 수술의

사결정권은 의사와 가족에게 편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충분

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수술적인 치료방법이 결정되므로 이

에 대한 심리적, 신체적, 경제적 부담감 등으로 수술의사결정

에 대한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Lee, 2001). 

노인의 의사결정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노인 암 환자의 공

유의사결정 양상, 노인 환자의 질병치료와 수술의사결정 참

여(Jang & Lee, 2005; Kim, J. H., 2011; Lee & Yang, 2013) 

등이 대부분으로 의학적 치료선택에 대한 공유의사결정을 의

료진, 가족, 환자의 입장에서 단편적으로 파악하였기 때문에 

노인 암 환자의 의사 및 가족과의 공유의사결정을 직접 비교

분석하지 못하였다. 또한 치료적 방법으로 수술을 선택한 노

인 암 환자를 대상으로 공유의사결정 정도가 수술의사결정 갈

등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찾기 힘들었다. 

이에 본 연구는 노년의 삶의 질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

하는 있는 노인 암 환자와 의사, 노인 암 환자와 가족의 공유

의사결정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 공유의사결정과 수술의사

결정 갈등과의 관계를 파악한 후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서 노인 암 환자의 의료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시도되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노인 암 환자에서 의사 및 가족과의 공유의사결

정 인식정도와 수술의사결정 갈등 정도, 갈등 관련 예측요인

을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대상자와 의사 및 대상자와 가족의 공유의사결정 인식정

도와 수술의사결정 갈등을 파악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상자와 의사 및 대상자와 가족의 공

유의사결정 인식정도와 수술의사결정 갈등을 분석한다.

공유의사결정 정도와 수술의사결정 갈등과의 상관관계

를 분석한다.

수술의사결정 갈등 관련 예측요인을 분석한다.

3. 용어정의

1) 공유의사결정

공유의사결정(Shared Decision Making, SDM)이란 환자

가 치료선택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말한다(Elwyn et al., 2005). 본 연구에

서는 노인 암 환자가 수술적인 치료결정 선택에 의사 및 가족과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한 정도를 의미하고, Kriston 등(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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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발한 공유의사결정 설문지(Shared Decision Making-9 

Questionnaire, SDM-Q-9)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2) 수술의사결정 갈등

수술의사결정 갈등이란 가능한 여러 가지 치료 대안들 중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한 가지 방안으로 수술을 선택, 결

정하기까지 겪는 갈등이다(O'Connor, 1995). 본 연구에서는 

수술을 결정한 것에 대해 느끼는 갈등으로, O'Connor (1995)

의 환자의 갈등척도(Decisional Conflict Scale, DCS)를 수

술 결정 상황에 맞게 연구자가 재구성한 문항으로 측정한 점

수를 말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노인 암 환자의 공유의사결정 인식정도와 수술

의사결정 갈등 정도를 파악하고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

며, 수술의사결정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서

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연구대상자는 암을 진단받은 후 암 치료방법으로 수술을 

결정하고 병원에 입원한 65세 이상 노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

였다. 대상자 크기 산출은 G*Power 3.1.5 프로그램을 이용하

였다.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적절한 표본수는 유의수준 .05, 

검정력을 .80, 중간정도 효과크기 .16, 독립변수 9개를 투입

하였을 때 최소 107명이 필요하였다.

연구대상자 선정기준은 암 진단을 받은 후에 고식적 항암

치료, 생물학적 또는 면역학적 요법 및 방사선 치료를 사용한 

적이 없었던 자로서 본 연구의 의도를 이해하고 참여하기를 

동의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총 116명이 참여하였으나 본

인의 진단명을 모르는 7명과 연구참여를 거부한 10명을 배제

하여 총 109명이 최종 분석에 포함되었다.

3. 연구도구

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문헌고찰을 통해 얻은 자료를 기초로 성별, 

연령, 결혼상태, 종교, 교육수준, 암 진단 부위, 전이, 기저질

환, 질병 관련 통증, 수술 주 결정자, 치료비 지불에 대한 11개 

변수를 활용하였다. 암 진단 부위, 전이여부, 기저질환은 의무

기록을 통해 확인되었다. 

2) 공유의사결정

대상자와 의사의 공유의사결정은 Kriston 등(2010)이 만

든 공유의사결정 설문지(Shared Decision Making-9 Ques-

tionnaire, SDM-Q-9)를 저자에게 사용허락을 받은 후, 간호

학 박사과정 1인과 노인전문간호사 1인에 의해 번역과 역 번

역 과정을 거친 후 사용하였다. 도구는 9문항, 6점 척도로 측

정되었다. 9문항은 ‘수술에 대한 정보’, ‘대안/선택에 대한 장 ‧
단점’, ‘치료결정에 대한 대상자의 참여도’, ‘치료에 대한 상호 

합의정도’의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총점은 0점에서 45

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상자와 의사의 공유의사결정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Kriston 등(2010)의 연구에서 

Cronbach's ⍺는 .9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86이었다. 

대상자와 가족의 공유의사결정은 대상자와 의사의 공유의

사결정 도구를 본 연구자가 가족과의 공유의사결정 상황으로 

바꾸어 ‘담당 의사는 내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한 설

명을 해주었다’를 ‘나의 가족은 내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한 설명을 해주었다’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수정된 문

항은 간호학 교수 1인, 수간호사 2인에게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 Index, CVI)를 확인받아 80% 타당성을 인정받은 후 

사용하였고, Cronbach's ⍺는 .84였다. 

3) 수술의사결정 갈등

O'Connor (1995)의 환자의 갈등척도를 저자에게 도구사

용에 대한 허락을 구한 후 간호학 박사과정 1인과 노인전문간

호사 1인에 의해 번역과 역 번역 과정을 거친 후 본 연구자가 

수술 결정 상황에 맞게 내용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원 도구

는 총 16문항으로 불확실성, 정보, 가치, 지지, 치료 결정 만족

도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나는 각 선택에 대한 장

점들 중 어느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지에 대해 명확하다’와 

‘나는 각 선택에 대한 단점들 중 어느 것이 나에게 더 중요한

지에 대해 명확하다’의 두 문항은 수술 결정 상황으로 수정하

는 과정에서 내용이 중복되어 제외하여 총 14문항으로 도구

가 구성되었다. 수정한 도구는 간호학 교수 1인, 외과 수간호

사 2인에게 80% 내용타당성을 검증받았다. 각 항목은 5점 척

도로 총점은 0점에서 56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수술의

사결정 갈등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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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당시 O'Connor (1995)의 연구에서 Cronbach's ⍺는 .92

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는 .89였다.

4. 자료수집

P 대학교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은 후 해

당 기관의 간호부에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자료수집

에 대한 승낙을 받았다(E-2012109). 자료수집은 2012년 11

월 15일부터 2013년 1월 30일까지 실시하였다. 전자의무기

록을 통해 진단명, 수술명, 마취종류를 확인하고 연구대상자

를 선정한 뒤 연구자가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자유로운 참

여 원칙과 익명성을 설명하고 설문지작성과 전자의무기록 열

람에 대한 서면동의를 얻은 후 직접 대면 면접법으로 수술 전

날에 설문 내용을 작성하였다. 설문지에 가족과 의료진에 대

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대상자의 솔직한 답변을 얻기 위하

여 병실에 가족 및 의료진은 없음을 확인한 후에 노인 환자와 

연구자만 있도록 배려하였고, 다인실인 경우 커튼을 쳐서 공

간을 분리시켜 설문을 조사하였다. 대상자가 각각의 질문을 

정확히 이해했는지 확인을 하면서 자료조사를 하였으며 설문

조사에 걸리는 시간은 25분에서 35분 정도였다. 조사가 끝난 

후 연구자용 환자정보기록지에 대상자의 전이여부 및 기저질

환 유무를 의무기록을 토대로 확인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19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으며, 각각의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

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의사 및 가족과의 공유의사결정 인식정도와 

수술의사결정 갈등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사용하였으며, 

대상자와 의사, 대상자와 가족의 공유의사결정 차이는 

paired t-test로 검정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 및 가족과의 공유의사

결정 인식, 수술의사결정 갈등 간의 차이는 t-test, ANOVA

로 분석하였다.

의사와 가족과의 공유의사결정 인식과 수술의사결정 갈

등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수술의사결정 갈등관련 예측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step-

wise 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이용하였다.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검정한 결과 공차

한계(tolerance)의 범위는 .74~.90이었고, 분산팽창인자(Va-

riance Inflation Factor, VIF)의 범위는 1.10~1.35로 나타나 

다중 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또한 Durbin-Watson 결과는 

2.06으로 나타나 회귀분석을 실시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

되었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는 총 109명으로 남자가 66.1%로 여자 33.9%

보다 많았고, 연령은 65~74세가 65%, 75~84세가 35%로 나

타났다. 결혼 상태는 기혼이 2.7%였고, 종교가 있는 대상자가 

없는 대상자보다 많았다. 교육정도는 고등학교 졸업 31.2%, 

초등학교 졸업 28.5%, 중학교 졸업 22%, 대학교 졸업 이상 

11.9%, 무학 6.4%순이었다. 대상자의 암 진단 부위는 위장관

계 42.2%, 비뇨생식기계 34.9%, 유방암/폐암 16.5%, 췌/담

도계 6.4% 순으로 나타났다. 전이 23.9%, 비전이 76.1%였고,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는 66.1%, 없는 경우는 33.9%로 나타

났다. 현재 질병 관련 통증이 없는 경우가 85.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통증 점수가 1~3점인 경증 통증은 7.3%, 4~5

점인 중등도 통증은 4.6%, 6~10점의 심한 통증은 2.8%로 나

타났다. 수술의 주결정자는 의사 40.4%, 본인 39.4%, 가족 

20.2% 순이었다. 치료비 지불은 본인 및 배우자가 56%로 가

장 높았고, 자녀 40.2%, 기타 3.8%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2. 대상자의 의사 및 가족과의 공유의사결정 인식정도와 수

술 의사결정 갈등 

대상자와 의사의 공유의사결정 평균점수는 18.87±7.88점

으로 대상자와 가족의 공유의사결정 평균점수 17.06±7.36

점보다 더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2.20, 

p=.030). 하부영역인 ‘수술에 대한 정보’와 ‘대안선택에 대한 

장 ‧ 단점’은 대상자와 의사의 공유의사결정 평균점수가 6.61

점, 3.19점으로 대상자와 가족과의 공유의사결정 평균점수 

4.55점, 1.08점보다 더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t=6.54, p<.001; t=7.71, p<.001). ‘대상자의 참여도'

와 ‘상호합의 정도’는 대상자와 의사의 공유의사결정 평균점

수가 2.82점, 6.25점으로 대상자와 가족의 공유의사결정 평

균점수 4.13점, 7.29점보다 더 낮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t=-5.06, p<.001; t=-3.98, p<.001). 수술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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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09)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Female

72
37

(66.1)
(33.9)

Age (year) 65~74
75~84

71
38

(65.0)
(35.0)

Marital status Married
Others

3
106

(2.7)
(97.3)

Religion Yes
No

66
43

(60.6)
(39.4)

Educational 
status

＜Elementary school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7
31
24
34
13

(6.4)
(28.5)
(22.0)
(31.2)
(11.9)

Diagnosis of 
cancer

Gastrointestinal tract
Pancreas, biliary tract
Breast or lung
Urogenital organ

46
7

18
38

(42.2)
(6.4)
(16.5)
(34.9)

Metastasis Yes
No

26
83

(23.9)
(76.1)

Underlying 
disease 

Yes
No

72
37

(66.1)
(33.9)

Pain related 
to disease

No pain
Mild (1~3)
Moderate (4~5)
Severe (6~10)

93
8
5
3

(85.3)
(7.3)
(4.6)
(2.8)

Decision-makers 
for surgeries

Patient
Family
Doctor

43
22
44

(39.4)
(20.2)
(40.4)

Payment of 
hospital bills

Patient or spouse 
Adult children
Others

61
44
4

(56.0)
(40.2)
(3.8)

Table 2. Shared Decision-making with Doctor or Family and Decision-making Conflict of Patients related to Surgeries (N=109)

Variables
Doctor Family

 t (p)
M±SD M±SD

Shared decision-making

Total

Information about Surgeries 

Advantage and disadvantage about alternatives

Involvement by patient

Mutual agreement 

18.87±7.88

 6.61±2.34

 3.19±2.98

 2.82±2.47

 6.25±2.20

17.06±7.36

 4.55±2.38

 1.08±2.51

 4.13±2.88

 7.29±2.14

2.20 (.030)

6.54 (＜.001)

7.71 (＜.001)

-5.06 (＜.001)

-3.98 (＜.001)

Decision-making conflict related to surgery 18.66±8.97

결정 갈등에 대한 평균 점수는 56점 만점에 18.66±8.97점이

었다(Table 2).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 및 가족과의 공유의사결정 인

식정도와 수술의사결정 갈등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상자와 의사의 공유의사결정 인식정

도는 연령(t=2.91, p=.004), 교육정도(F=4.78,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75~84세에 비해 

65~74세의 경우, 대학교 졸업 이상인 경우에 대상자와 의사의 

공유의사결정 정도가 높았다. 전이여부(t=-3.50, p=.001), 질

병 관련 통증(F=3.43, p=.020), 수술 주결정자(F=6.25, p= 

.003)와 관련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전

이가 되지 않은 경우, 질병 관련 통증이 없을 경우, 수술을 본

인이 원해서 선택한 경우 공유의사결정 정도가 높았다. 이 외

에 성별, 결혼상태, 종교, 암 진단 부위, 기저질환 유무, 치료

비 지불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일반

적 특성에 따른 대상자와 가족의 공유의사결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상자의 수술의사결정 갈등은 성별

(t=-2.51, p=.014), 연령(t=-2.07, p=.041), 교육정도(F=9.24,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여

성인 경우, 75~84세의 경우, 무학인 경우에 수술의사결정 갈

등이 높았다. 전이여부(t=3.04, p=.003), 수술 주결정자(F= 

25.46, p<.001), 치료비 지불(F=4.83, p=.010)과 관련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전이가 된 경우, 가

족이 원해서 수술을 선택한 경우, 치료비를 자녀가 지불하는 

경우에 의사결정 갈등이 높았다. 이 외에 결혼상태, 종교, 암 

진단 부위, 질병 관련 통증, 기저질환 유무에 따라서는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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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hared Decision-making and Decision-making Conflict related to Surgeries by General Characteristics (N=109)

Variables Categories

Shared decision-making
Decision-making conflict 

 Patient and doctor  Patient and family

 M±SD F or t (p)  M±SD F or t (p)  M±SD F or t (p)

Gender Male
Female

19.06±8.02
18.51±7.67

0.34
(.735)

16.93±7.34
17.30±7.49

-0.25
(.807)

17.15±7.70
 21.59±10.54

-2.51
(.014)

Age (year) 65~74
75~84

20.42±7.06
15.97±8.57

2.91
(.004)

16.99±7.49
17.18±7.20

-0.13
(.894)

17.38±8.89
21.05±8.73

-2.07
(.041)

Marital status Married
Unmarried

19.11±8.08
18.04±7.19

0.58
(.561)

17.28±7.07
16.25±8.34

0.07
(.546)

18.76±9.39
18.62±7.17

0.14
(.873)

Religion Yes
No

19.05±7.95
18.60±7.85

0.29
(.777)

17.88±8.05
15.79±6.02

1.46
(.148)

18.79±9.65
18.47±7.91

0.18
(.107)

Educational 
status

＜Elementary school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10.43±8.18
16.68±7.60
19.33±6.26
20.44±7.18
23.69±8.75

4.78
(.001)

13.00±7.79
17.19±6.83
18.00±6.68
17.68±7.10

 15.54±10.05

0.83
(.511)

 30.29±11.93
22.87±8.69
17.54±5.79
15.15±6.83
13.62±9.01

9.24
(＜.001)

 

Diagnosis of 
cancer

Gastrointestinal tract
Pancreas, biliary tract
Breast or lung
Urogenital organ

18.54±7.15
16.43±8.04
18.94±8.50
19.68±8.54

0.38
(.767)

16.74±5.68
19.00±7.90
16.56±6.75
17.32±9.31

0.23
(.875)

18.20±8.85
 18.57±12.77
21.83±8.39
17.74±8.64

0.93
(.431)

Metastasis Yes
No

14.38±7.20
20.28±7.58

-3.50
(.001)

15.96±6.56
17.40±7.60

-0.87
(.388)

23.15±9.69
17.25±8.30

3.04
(.003)

Pain related to 
disease

No pain
Mild (1~3)
Moderate (4~5)
Severe (6~10)

19.81±7.52
14.13±8.74
14.40±8.44
10.00±6.25

3.43
(.020)

16.91±7.20
15.63±4.81

 16.00±10.17
27.00±9.54

2.03
(.114)

18.23±8.73
21.25±6.56

 26.80±13.65
11.67±6.11

2.36
(.075)

Underlying 
disease

Yes
No

18.60±7.34
19.41±8.87

-0.51
(.614)

16.13±6.80
18.86±8.13

-1.86
(.065)

18.61±9.41
18.76±8.16

-0.08
(.936)

Decision-maker
for surgeries

Patient
Family
Doctor

20.88±7.02
14.00±8.47
19.34±7.49

6.25
(.003)

17.77±6.50
14.45±7.16
17.66±8.09

1.75
(.179)

13.86±5.81
 27.77±10.20
18.80±7.26

25.46
(＜.001)

Payment of
hospital bills

Patient or spouse
Adult children
Others

20.18±7.09
 7.02±8.56
19.00±8.90

2.06
(.133)

16.82±6.88
17.30±7.61

 17.67±11.13

0.08
(.928)

17.18±7.95
21.58±9.34

 12.50±10.67

4.83
(.010)

4. 의사 및 가족과의 공유의사결정 인식정도와 수술의사결정 

갈등 간의 관계

의사 및 가족과의 공유의사결정 인식정도와 대상자의 수술

의사결정 갈등 간의 관계는 Table 4와 같다. 대상자와 의사의 

공유의사결정은 수술의사결정 갈등과 역상관을 보였고(r=-.63, 

p<.001), 대상자와 가족의 공유의사결정과는 순상관을 보였

다(r=.36, p<.001). 대상자와 가족의 공유의사결정 역시 대

상자의 수술의사결정 갈등과 역상관관계를 나타냈다(r=-.31, 

p=.001).

5. 수술의사결정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대상자의 수술의사결정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알아보기 위해 수술의사결정 갈등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변수인 성별, 연령, 교육정도, 암 전이여부, 질병 관련 통증, 

수술 주 결정자, 치료비 지불과 대상자와 의사의 공유의사결

정 및 대상자와 가족의 공유의사결정을 독립변수로 하여 단계

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수술 주결

정자와 치료비 지불은 가변수 처리를 하여 회귀식에 포함하였

다. 그 결과 대상자의 수술의사결정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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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s of Shared Decision-making and Decision-making Conflict related to Surgeries (N=109)

Variables
Shared decision-making

between patient and doctor
Shared decision-making

between patient and family
Decision-making conflict 

related to surgeries 

Shared decision-making
between patient and doctor

1

Shared decision-making
between patient and family

.36 (＜.001) 1

Decision-making conflict 
related to surgeries 

-.63 (＜.001) -.31 (.001) 1

Table 5. Predictors of Decision-making Conflict related to Surgeries (N=109)

Variables B SE β  t   p

Shared decision-making between patient and doctor -0.46 0.08 -.40 -5.83 ＜.001

Decision-making by family† 9.59 1.59 .43 6.04 ＜.001

Educational status -2.01 0.52 -.27 -4.00 ＜.001

Decision-making by doctor† 3.35 1.24 .18 2.69 .008

Adjusted R2=.59, F=40.35, p＜.001
†

Ref: patient.

장 중요한 예측요인은 대상자와 의사의 공유의사결정(β=-.40, 

p<.001)이었다. 또한 수술의 결정을 가족이 하는 것(β=.43, 

p<.001), 교육정도(β=-.27, p<.001)와 수술의 결정을 의사

가 하는 것(β=.18, p=.008)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수술의

사결정 갈등의 약 5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노인 암 환자의 의사와 가족과의 공유의사결정

과 수술의사결정 갈등 정도를 파악하고 수술의사결정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주요 연

구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와 의사의 공유의사결정 평균 점수가 

18.87점이었다. Glass 등(2012)은 본 연구의 도구와 동일한 

도구로 미국의 한 의료기관에 내원한 20대부터 70대까지의 

환자를 무작위로 선정한 후 공유의사결정을 측정하였는데, 

공유의사결정 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평균 67.7점을 보

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

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공유의사결정 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였을 때 평균 41.9점으로 나타나 Glass 등

(2012)의 연구결과에 비해 낮았다. 서구에서는 대상자와 의

사간에 이루어지는 공유의사결정의 개념이 확산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의료 환경에서는 생소한 상황이라 표현되는 현재의 

의료현실을 반영(Kim, H. S., 2011)한 것이라 생각된다. 우리

나라 한 의료기관의 의료진을 대상으로 공유의사결정에 대한 

인식정도를 조사한 Kim (2010)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의료진

들은 공유의사결정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은 하고 있었으나 공

유의사결정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보고하였다. 암 환자가 외래를 

방문했을 때 진료와 수술에 대한 상담시간은 평균 7.3분이며

(Song et al., 2011), 환자의 약 50%는 의사의 설명을 이해하

지 못한다(Kim, H. S., 2011). 또한 대부분의 의사들은 환자

가 치료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를 과소평가

하며 환자는 의사의 결정에 따르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는 경

향이 있어(Stacey, Samant, & Bennett, 2008) 공유의사 결

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노인 암 환자와 의사의 

공유의사결정 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인들의 공유의사

결정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노인 암 환자의 수술방법 

선택에 가장 영향을 준 자는 간호사가 38.2%, 의사가 35.4%

로 나타나고 있으므로(Kim, J. H., 2011), 짧은 시간 내에 많

은 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의료 현실에 대한 대안으로서 간호

사가 ‘수술에 대한 정보’와 ‘대안선택에 대한 장 ‧ 단점’을 충

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다방면의 치료방법 중에서 최적의 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의학적 의사결정에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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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돕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대상자와 가족의 공유의사결정은 ‘치료 결정에 대한 대상

자의 참여도'와 ‘치료에 대한 상호합의 정도’의 하위영역이 높

게 나타났는데, 이는 Lee (2001)의 연구에서 노인 암 환자의 

수술의사결정이 가족과 상의 후 결정한 경우가 가장 많았던 

것과 Lee, Kim과 Lee (2009)가 우리나라 암 환자의 치료결정

에 대한 주체는 환자와 가족이 함께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지

배적이라는 것과 유사한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실제 임상현

장에서 많은 가족들은 노인이 받을 충격을 생각해서 암에 대

한 정보를 제한적으로 알리고 있어(Yun et al., 2004) 노인 암 

환자들은 암을 진단받았는지 조차 모른 채 수술을 위해 입원

하고, 진료실에서 의사와 면담을 하지만 자신의 질병에 대해 

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수술결정 또한 환자를 제외한 의사와 

가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노인들은 심각한 

질병일수록 의사나 가족의 의견을 따르겠다는 비율이 높으므

로(Jang & Lee, 2005), 향후 가족과 의사의 공유의사결정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상자와 의사의 공유의

사결정은 연령이 낮고, 학력이 대졸 이상인 경우, 전이가 되지 

않은 경우, 질병 관련 통증이 없는 경우와 수술을 본인이 선

택한 경우에 높았다. Mandelblatt, Kreling, Figeuriedo와 

Feng (2006)의 연구에서 노인의 연령이 낮을수록 공유의사

결정이 높았고, Lee와 Yang (2013)의 연구에서도 노인의 연

령이 낮을수록 의사결정참여율이 높게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

를 지지하였다. 또한 대졸 이상의 학력에서 공유의사결정의 

정도가 높았던 것은 Jang과 Lee (2005)의 연구에서 노인의 

질병치료에 대한 의사결정 참여 요구도가 대졸 이상에서 높았

던 것과 유사한 것이었다. 그 밖에 전이가 되지 않은 경우, 통

증이 없는 경우는 예후가 비교적 좋은 암의 초기 상태이므로 

의료진이 환자에게 부담 없이 설명할 수 있어 공유의사결정 

정도가 높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Jang과 Lee (2005)의 

연구에서 경미한 질병일수록 환자와 의사가 함께 의사결정을 

하길 원한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본인이 

수술을 선택한 경우는 적극적으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려

는 경향이 높으므로 공유의사결정 정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대상자의 수술 의사결정 갈등은 평균 18.66점이었

다. Jang (2010)의 연구에서는 110명의 췌장암 환자들의 항

암치료 전 갈등정도가 70점 만점기준으로 50.33점으로 나타

났다. 연구결과의 비교를 위해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였을 

때, 본 연구의 갈등 점수는 33.3점으로 나타나 Jang (2010)의 

연구에서의 갈등 점수인 71.8점보다 매우 낮았다. 이는 Jang 

(2010)의 연구대상자들은 췌장암 환자이고, 대부분의 췌장암

은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고 암세포의 파급이 빨라 예후가 

좋지 않은데 비해, 본 연구의 대상자는 대부분 전이가 되지 않

은 상태에서 수술을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갈등정도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병기를 인지하고 있는 환자가 

그렇지 않은 환자들과 비교하여 갈등의 정도가 감소하므로

(Beak, 2009), 향후 연구에서는 질병 진행 단계에 따른 의사

결정갈등 정도를 측정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노인 암 환자의 수술의사결정 갈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대상자와 의사의 공유의사결정이었고, 수술결정을 가

족이 하는 것, 교육정도의 순이었다. 대상자와 의사의 공유의

사결정으로 수술의사결정 갈등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Beak (2009)의 연구에서 의사와 협력적으로 치료를 결

정한 군에서 항암화학요법 치료와 관련된 갈등의 정도가 낮게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것이었다. 환자들은 의사의 권유로 69%

가 항암치료를 하였고, 80%가 항암치료 선택에 가장 큰 영향

을 준 사람을 의사라고 대답하고 있으며, 치료를 결정할 때에 

질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결정에 참여하였던 환자들이 그렇

지 않은 환자들보다 갈등의 정도가 감소하였다(Beak. 2009). 

그러므로 의료진은 환자의 의사결정 갈등을 감소시키기 위하

여 사전에 환자와 함께 다른 대안적 방법들이 있는지 논의해

야 하며, 환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치료에 대한 내용, 방법, 그

에 따른 위험 등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 자신

에게 맞는 최선의 치료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

하다(Lee & Yang, 2013). 노인 위암 환자 연구에서 대상자는 

개복수술과 복강경 수술방법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할 때 의사

로부터 회복기간, 통증정도, 다른 암 환자들에게 주로 시행되

는 수술방법, 수술비용, 입원기간, 상처크기, 수술시행이유 

등의 질병 관련 정보와 수술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수술방법

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수술 후 만족도, 재선택 및 타인권유의

사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Kim, J. H., 2011). 따라서 노

인 암 환자의 수술의사결정 갈등을 감소시키기 위해 대상자와 

의사의 공유의사결정 정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수술

을 가족이 결정할 경우에 수술의사결정 갈등을 높이므로 수술

의 최종 결정자는 환자 본인이 될 수 있도록 의료진은 수술의 

목적, 필요성 등과 같은 기본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수술의 장

‧ 단점, 수술로 인한 이익과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환자에게 

충분히 제공하여 환자의 결정권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노인 암 환자의 수술의사결정 갈등에는 대상자와 의

사의 공유의사결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므로 공유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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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를 높이기 위한 중재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노인 암 환자의 공유의사결정에 관한 간호학적 

연구 논문이 거의 없는 현실에서 가족 중심적인 문화특성을 

가진 우리나라 노인의 공유의사결정을 대상자와 의사, 대상

자와 가족의 경우로 나누어서 파악하고, 그 정도를 비교하였

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대상자의 수술의사결정 갈등과 의

사 및 가족과의 공유의사결정 인식정도의 관계를 제시하고 수

술의사결정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서 임상

에서 노인 암 환자의 공유의사결정을 높여야 하는 근거를 제

시하고 앞으로의 연구 영역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 대학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만을 임의표

출 하여, 공유의사결정과 갈등정도를 수술이 결정된 상황에

서 제한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결과의 일반화에 신중을 기

해야 한다. 그리고 노인 암 환자의 수술의사결정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의사 및 가족과의 공유의사결정 인식정도와 일반

적 특성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다른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은 

파악할 수 없었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결과를 바탕

으로 질환의 중증도에 따른 의학적 의사결정의 주체와 더불어 

의학적 치료가 이루어지는 전체 과정에서 공유의사결정이 적

용되는 방식을 파악하는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노인 암 환자 109명을 대상으로 의사 및 가족과

의 공유의사결정 정도와 수술의사결정 갈등을 조사하고, 대

상자의 수술의사결정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결과, 대상자와 의사의 

공유의사결정 정도가 대상자와 가족의 공유의사결정 정도보

다 높았고, 수술의사결정 갈등은 낮았다. 대상자와 의사의 공

유의사결정 정도는 대상자의 연령이 65~74세인 경우, 대학교 

졸업 이상, 전이가 되지 않은 경우, 암 관련 통증이 없는 경우, 

수술을 본인이 결정한 경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 대상자의 수술의사결정 갈등은 여성인 경우, 연령이 75~ 

84세인 경우, 무학, 전이가 되었을 경우, 수술을 가족이 결정

한 경우, 치료비를 자녀가 부담하는 경우에 유의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의사결정 갈등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을 확인한 결과 대상자와 의사의 공유의사결정이 주된 영향요

인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의 결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노인 암 환자의 공유의사결정을 높이기 위한 중재연

구가 요구된다.

둘째, 공유의사결정에 관하여 다양한 질환과 연령으로 확

대하여 연구할 것을 제언한다.

셋째, 질환의 중등도에 따른 공유의사결정과 의사결정갈등

의 관계를 확인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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