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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췌장암 환자의 정보요구도

항암치료 의사결정갈등, 삶의 질과의 관계

본 연구는 췌장암 환자의 정보요구도, 항암치료 의사결정갈등, 삶의 질 수준을 

파악하고 세 변수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췌장암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대상자에게 효율적인 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

된 서술적 상관관계 조사 연구이다.

2010년 4월 12일부터 6월 11일까지 서울 소재 3차 의료기관인 Y 대학 부속병원

의 췌장담도암 전문클리닉에서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췌장암

환자 중 편의추출 한 11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은 외래와 병동에서 설문

지 자가보고로 이루어졌고 소요시간은 20-25분 정도였다.

연구도구는 환자정보요구도 측정도구 (허혜경, 2000), 환자갈등척도 측정도구

(O‘Connor,1994, DCS; 윤영호,2004), 삶의 질 평가 도구는 Functional Assessment

Cancer Therapy- General (FACT-G)의 한국어판 번역본을 승인 받아 이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처리하였으며, 기술통계,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주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췌장암 환자의 정보요구도는 평균 94.20점으로 높게 나

타났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정보요구도 정도는 종교가 없을수록 (F= 4.554,

p=.013), 암 진단일이 6개월 미만일수록 (F=3.474, p=.035), 치료 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본인이나 가족의 의지보다 의사 권유인 경우 (F=4.238, p=.017)의 대

상자들의 정보요구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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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췌장암 환자의 의사결정갈등 평균 점수는 50.33점으로 

중정도의 갈등을 나타났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의사결정갈등 정도는 수술과 항

암요법을 받은 대상자가 항암과 방사선요법을 함께하는 대상자에 비해 의사결정

갈등 정도가 높고 (F=4.880, p=.003), 통증이 없는 대상자의 갈등도가 높고

(t=-2.060, p=.042), 치료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본인의 의지로 치료를 결정

한 대상자가 의사에 의해 치료를 결정한 대상자에 비해 갈등이 높았으며 

(F=4.255, p=.017), 치료 후 경과를 완치로 기대하는 대상자가 경과를 잘 모르겠다

고 답한 대상자보다 의사결정갈등이 갈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F=5.980,

p<.001)

3.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췌장암 환자의 삶의 질 정도는 중졸 이하 대상자가 고

졸이상 학력 대상자 보다 삶의 질 정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F=3.822,

p=.025).

4. 췌장암 환자의 정보요구도, 의사결정갈등, 삶의 질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의사결정갈등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r=.310, p= .002).

본 연구결과는 항암 치료 계획 초기부터 대상자들의 상태에 맞는 정보요구도

를 파악하여 치료의사결정에 대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의료인의 적극적인 사정과 적절한 중재가 이루어 져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항암 치료중인 대상자에게는 신체적 회복과 기능 상태를 고려한 

단계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통한 치료방향의 결정으로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중재가 요구된다.


핵심되는 말 : 췌장암, 정보요구도, 의사결정갈등, 삶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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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췌장암은 한국에서 암으로 인한 사망률 5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 10

만 명당 7.3명이 췌장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췌장암의 예후는 매우 

불량하여 1년 생존율은 23%, 5년 생존율은 7.8% 정도를 보이고 있다(보건복지가

족부, 2007)

최근 첨단 의료기기와 새로운 항암제들이 속속 개발되고 있지만, 췌장암은 증

상이 느껴져 병원을 찾더라도 이미 병이 진행되어 수술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80~90%에 달하여 인체에 발생하는 암 가운데 가장 예후가 불량한 암의 하나로 

보고되었다(송시영, 2007). 수술적 절제가 완치의 유일한 방법이지만 대부분의 환

자들은 처음 발견 당시 진행성 또는 전이성 췌장암으로 진단받고 있어 항암치료

가 췌장암 치료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고식적인 항암화학요법은 진행성 암 환자들에게 생존율의 증가와 암과 관련된 

증상의 완화, 삶의 질은 향상 시킬 수 있지만 오심, 구토, 탈모, 피로, 신경병증,

골수 억제 등의 여러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면 삶의 질이 감소할 뿐만 아니

라 심한 경우에는 생존 기간을 단축 시킬 수 있다. 따라서 고식적인 항암 요법을 

선택하는 것은 치료 결과의 불확실성, 치료결정으로 인한 득과 실, 그리고 주변

의 지지, 치료 결정에 대한 만족 등을 고려할 때 의료정보가 제한적인 환자들에

게는 어렵고 복잡한 과정이며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Voogt, 2005). 더욱이 췌장

암 환자들은 항암 화학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예후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의료진에게 적극적으로 의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습득, 병원에서 만나는 다른 암환자에게서 듣는 정보도 중

요시 하지만 무엇보다도 치료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자신의 병을 극복하

기 위한 방법으로 병에 관한 지식과 생활 습관, 식이요법, 대체요법, 계속되는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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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화학 요법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정보 등을 의료전문인에게 얻고자 하며 이

는 의료전문인의 정보에 따라 환자의 치료에 대한 기대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

다. 그들은 암이라는 질병에 맞서 끝까지 자신들의 생명에 집착하고 쉽게 포기하

지 않는다.

암 치료법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삶의 질 증진을 위한 노력과 함께 암 환자의 

정보 및 교육요구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암 환자

의 신체적인 문제 뿐 아니라 심리사회적 측면까지 포함한 정보요구를 확인하는 

것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있다(Carlson, Angen & Cullum, 2004; Houts et al.,

1998; Sanson- Fisher et al., 2000; Soothill et al., 2001). 그러나 한국의 진료 현실

에서는 의료에 대한 낮은 수가 책정, 환자 및 보호자들의 대형 병원 선호 등으로 

짧은 진료 시간 안에 치료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충분한 정보와 대처방안을 

배울 기회를 갖지 못한 환자와 가족들은 민간요법에 의존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지식을 획득하여 환자의 건강을 해치고 치료시기를 놓친 후 재입원하는 경우도 

있다(권인수, 은영, 2001).

따라서 항암 치료 계획 초기부터 대상자들의 상태에 맞는 정보요구도를 파악

하여 치료의사결정에 대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

킬 수 있도록 의료인의 적극적인 사정과 적절한 중재가 이루어 져야 한다. 그러

나 지금까지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암환자의 정보요구, 삶의 질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만 있을 뿐 (노주희,2008; 신금미,2009; 신임식,2005; 이선화,2006) 정보요구도,

의사결정갈등, 삶의 질 변화를 관련 지어 분석한 경우 특히 췌장암 환자에 대한 

연구결과는 보고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항암 화학 요법을 받는 췌장암 환자의 정보요구도, 의사결정갈

등, 삶의 질 정도를 파악하여 임상에서 환자의 안녕을 위해 보다 나은 간호를 제

공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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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췌장암 환자들의 정보요구도, 의사결정

갈등, 삶의 질과의 정도를 파악하고, 서로간의 관례를 분석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항암 화학 요법을 받는 췌장암 환자의 정보요구도, 의사결정갈등, 삶의 질 정  

도를 파악한다.

2) 항암 화학 요법을 받는 췌장암 환자의 일반적,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정보요  

구도, 의사결정갈등, 삶의 질의 차이를 확인한다.

3) 항암 화학 요법을 받는 췌장암 환자의 정보요구도, 의사결정갈등, 삶의 질과  

의 관계를 파악한다.

3. 용어의 정의

1) 정보요구도 

- 이론적 정의 : 정보란 관찰이나 측정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실제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리한 지식이나 자료를 말한다(국립국  

어원, 2008).

- 조작적 정의 : 췌장암 환자의 정보요구도란 췌장암으로 진단받은 환자의     

치료과정 중에서 발생한 지식이나 자료에 대한 요구도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허혜경(2000), 한경자 등(2004)이 항암  

화학요법을 받은 암환자들의 정보요구도를 파악하기 위해 만  

든 도구를 연구자가 췌장암 환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정 보  

완한 21문항의 도구로 측정한 값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정보  

요구도가 높은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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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사결정갈등

- 이론적 정의: 의사결정갈등이란 특정한 상황 또는 장차 일어나리라고 생각되  

는 불확실한 상황으로부터의 요구나 요청에 따라 목표를 선택  

하는 시점에서 결정을 지연시키고, 이용 가능한 다양한 요소    

가운데 불확실한 특정 선택 상황을 말하는 것이다.

(O’Connor,1997).

-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환자의 갈등척도(Decisional conflict scale,

O’Connor, 1994)를 윤영호(2004) 등이 번안하여 pilot study 한  

16개의 문항으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갈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3) 삶의 질

- 이론적 정의: 삶의 질이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기능적 영역 등 다차원적인  

영역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전반적인 상황이나 삶의 경험에 대해  

주관적으로 평가한 안녕 상태를 의미한다(Padilla, Ferrell &

Grant, 1990).

-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Functional Assessment Cancer Therapy-General

(FACT-G)를 김환 등(2003)이 번안하고 신뢰도, 타당도를 검증한   

신체영역, 사회/ 가족 영역, 정서영역, 기능 영역의 26문항을 5점  

척도로 측정한 점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음을 의미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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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 헌 고 찰

1. 정보요구도

암환자의 치료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 중 하나인 항암화학요법의 치

료의 부작용과 불편감은 환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부담감을 갖게 하며 삶을 위협

하는 경험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암환자의 특성상 완치와 예후에 대한 예측이 

불확실하므로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장기간의 치료과정동안 환자들은 필요이상의 

인지적, 심리적 반응을 보일 수 있고 이는 질병에의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Mishel, 1988).

암환자들은 질병과 치료에 대한 정확하고 적절한 정보, 암 진단, 암의 치료, 진

단적 검사, 질병과 치료에 관련된 신체적 변화와 정서적 문제를 다루는 방법에 대

한 정보를 필요로 하며(Brandt, 1991; Derdiarian, 1987; Corney, Everett, Howells,

& Crowther,1992; Grahn & Johnson,1990) 특히 치료방법, 예후, 합병증에 대한 정

보요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National Cancer Alliance,1996).

암환자의 간호 요구는 신체 건강에 대한 요구(양영희,1997; Dodd, Dibble, &

Thomas, 1992; Van Harteveld, Mistiaen, & Dukkers van Emden,1997), 정서 심리

적 요구(Wingate & Lackey, 1989; 최경숙, 박경숙과 류은정, 1997; Hileman &

Lackey,1990), 교육적 요구(Graydon & Galloway, 1997; 권인수와 은영, 1999; 유명

덕, 2002; 서미숙,2003; 허혜경,2000)등으로 다양하게 보고되었다. 특히 권인수, 은

영(1999)의 연구에 의하면, 암환자의 70%는 정서적 지지보다는 정보 요구가 더 많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질병과 치료에 대한 정보, 가정 간호의 가능성,

식생활, 죽음의 공포와 무력감을 다스리는 방법 등에 대한 정보 요구도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암세포의 특성상 다른  암에 비해서 전이와 침윤도가 높고, 또 항암치

료에 대한 반응률도 낮아 수술로 완전히 제거하더라도 재발율이 높기에 췌장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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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을 받은 후에는 대부분의 환자와 가족들은 커다란 절망감에 빠진다. 완치는 

가능한지, 생존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췌장암에서의 수술가능성, 재발율, 항암 치

료시의 결과, 항암 치료시 부작용, 항암치료중의 식사 정보 등을 가장 궁금해한다

(송시영, 2007).

췌장암 환자들이 경험하는 질병과정에 대한 불확실한 미래, 또는 죽음과 직결된 

공포 등 정서심리적 상태를 인식할 때 치료 과정 중에 있는 환자들에게 질병과 

치료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암환자의 불안을 감

소시키고, 자가간호능력을 증진시키며,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갖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MaCaughan & Thompsom, 2000).

2. 의사결정갈등

의사결정이란 문제를 인식하고 대안들을 고찰하여 선택하는 과정으로서, 여러 

개의 가능한 대인들 중에서 개인의 복잡한 인지적 과정을 거쳐 선택에 이르는 과

정으로 정의된다(Baumann & Deber, 1989).

과거에는 일방적인 방식으로 의료진이 치료방향을 결정하였지만 최근에는 의

사와 환자가 함께 치료방향을 정해 가는 과정에서 환자 - 의료진간 상호 의사소통

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환자의 치료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삶의 질을 향상 시

킬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김범석, 2008; Neeraj 2003; Hack, 2006).

그러나 한국에서는 의료에 대한 낮은 수가 책정, 환자 보호자들의 대형 병원 선

호, 짧은 진료시간, 다수의 환자 등으로 짧은 시간 안에 환자와 의료진간의 의사

소통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실제적으로 치료를 결정할 때 상호 의사교환보다

는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 전문의가 병원을 

처음 찾은 환자를 진료하는 시간은 45분~1시간 정도이지만(조홍준,2009) 국내 내

과 환자의 1인당 평균 진료시간은 신환의 경우 11.7분, 재진환자의 경우 5.5분(김

세라, 장현숙, 유선주, 박수경, 하법만, 2002)에 불과해 치료를 계획하고 이끌어 가

는 담당 의사와의 충분한 의사소통이 제한 될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한 불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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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은 피할 수 없는 당연한 결과로 생각된다.

충분히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정보를 받지 못한 환자들은 의사 결정 갈등과정을 

겪게 되며 심지어 의학 외의 전통의학인 한의학이나 진료보조분야(paramedicine)

쪽으로 치료의 방향을 바꾸는 경우도 있어(백선경,2009) 치료를 결정하는 과정과 

의사결정갈등에 대한 분석과 규명이 요구된다.

특히 가족과 환자간의 의사소통 장애를 생각해 보면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가

족의 역할이 커서 질환의 진단 뿐 아니라 치료경과 및 목적에 대해서도 환자 자

신보다는 가족들과 논의하는 경우가 흔하며, 가족들은 환자가 받을 충격 등을 고

려해 질환의 진단이나 진행 정도를 알리지 않기를 바란다. 하지만 가족들이 생각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환자들이 질환에 대해 좀 더 빨리 알기를 바란다(윤영

호, 2004).

백선경의 연구(2009)에서는 환자들이 치료결정의 선호도 면에서 많은 환자들이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선호하였으며, 의사결정갈등은 질환을 알고 의사결정에 참여

한 환자들이 높았고 치료 후 갈등이 개선됨과 동시에 질환을 모르는 상태로 의사

결정에 참여한 환자들보다 만족도가 개선되었다. 그리고 병기와 치료 목표에 대한 

인식, 치료결정에 적극적인 참여 선호도가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환자가 치료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환자의 요구를 

좀 더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어, 장기적인 갈등의 감소나 

삶의 질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진료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좀 더 습득

하게 되면, 의사소통이 좀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과거에 의사에게 의존하기만 

하였던 환자들은 자신의 질병치료의 주체가 되어 적극적인 참여를 하게 될 것이

다(이채경, 2008).

이를 위해 환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자료

의 개발과 환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충족 되지 못한 요구를 확인하여 지지할 수 

있어야 하며(함윤희, 2009), 다른 암과 달리 효과적인 수술이나 항암이 쉽지 않고,

생존기간이 짧으며 극히 예후가 불량한 췌장암 환자를 위한 더 많은 의료체계 서

비스와 정보제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송시영,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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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삶의 질 

삶의 질이란 한 개인이 살고 있는 문화권과 가치체계의 맥락 안에서 자신의 목

표, 기대, 규범, 관심과 관련하여 자신이 평가하는 개인적인 지각이며(WHO,1993),

삶의 전반적인 경험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사회경제적 및 영적 영역에서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게 되는 만족과 행복이라 하였다(김은희, 1997).

삶의 질에 관한 여러 정의들을 살펴보면 Ferrans 와 Power(1995)는 신체적, 정

신적 및 사회 경제적 영역에서 개인이 인지하는 주관적인 안녕이라고 하였고,

Spilker(1996)는 주관적이고 다원적 개념으로 질병, 치료 및 치료 부작용과 관련된 

주관적 안녕감이라고 하였다. Dubos(1976)는 일상생활의 활동에서 얻는 만족감과 

관계되는 주관적인 가치 판단이라고 하였고, Frank, Greenfield, Kaplan, Ware &

Yano(1988) 는 삶의 질을 삶의 만족, 자기존중감, 안녕, 건강, 행복, 사람의 가치,

삶의 의미, 재정적인 상태 등으로 나타냈고 노유자(1988)는 신체적, 정신적 및 사

회경제적 영역에서 각 개인이 지각하는 안녕이라고 정의하였다. Ferrell(1996)은 암

환자의 삶의 질을 신체적 안녕, 심리적 안녕, 사회적 안녕, 및 영적 안녕으로 개념

화하고 암환자의 신체적 안녕은 증상조절과 경감 그리고 신체적 기능 유지 및 독

립적인 활동유지를 통해 증진 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심리적 안녕은 암환자로 하

여금 통제감과 삶의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는 것으로 증진될 수 있고, 사회적 

안녕은 지지그룹의 역할로 향상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영적 안녕은 암환자로 

하여금 불확실성으로 특정 지어지는 질병과정에서 희망을 유지하게 하고 삶의 의

미를 갖게 하는데, 개인의 신앙과 영적 간호중재로 향상될 수 있다고 하였다. 오

복자(1997)는 종양의학의 발전으로 암의 조기진단과 함께 많은 암을 치유하고 있

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진단과 더불어 죽음을 연상하고 심한 정서적 혼

란을 경험하고 있으며, 수술이나 방사선 및 항암화학 요법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

는 환자들은 정서적 혼란과 더불어 피곤함, 허약감, 탈진, 무기력, 오심, 구토 등의 

신체적인 부작용으로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또한 치료가 끝난 퇴

원환자라도 암재발의 가능성은 정상적인 사회생활 재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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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경제의 부담을 가중시켜 암환자의 삶의 질을 더욱 저하시킨다고 하였다.

암환자의 삶의 질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사회적지지(태영숙 등 1997; 허혜경

등,2003; 정주희,2003; Angela Sammarco,2003) 자아존중감(윤수정,2000; Leli W.

Pedro,2001), 지각된 건강 상태(오복자,1997; Padilia, Ferrell, & Grant, 1990), 자가 

간호 역량(김은희,1997; 정연,1993; 이민숙,2004), 희망(조계화, 손보경,2004; 태영숙

등, 2002), 암재발에 대한 지각된 민감성, 심각성(오복자,1997; 이미옥,2003), 자기효

능(오복자,1994; Leli W; Pedro,2001) 및 질병관련요인으로 통증(Morris,1986), 가

족지지(김경혜 등,2009)를 삶의 질에 관련요인으로 제시하였다.

암종류별 환자의 정보요구도 관련 삶의 질 선행연구로는 부인암(노주희, 2008;

이주영, 2007), 대장암(이선화, 2006), 유방암(허혜경, 2000; 안태사, 2002)등이, 항암

화학요법 의사결정갈등과 삶의 질 관련요인 논문은(백선경, 2009)이 제시하였다.

췌장암의 발생 빈도는 10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고 오늘날 식생활이 서

구화 되면서 더욱 계속하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췌장암은 특이한 증세가 

없고 초기 증상이 쉽게 나타나지 않게 때문에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보통이며,

암이 발생하여 치료 기회를 잃게 되면 환자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경제적, 정신적 

문제가 대두되고, 심리적 불안으로 안정을 잃게 되어 가족모두 고통을 겪는다(신

연순, 1998). 췌장암은 극히 불량한 예후를 보인다는 선입견은 환자 및 보호자들 

대부분이 치료에 대한 의지를 상실케 하며, 치료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갖게 하

는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따라서 전체 90%를 차지하는 수술이 불가능한 췌장암 

환자들이 시행하는 항암화학요법 치료 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정확하고 충분

한 정보를 주어 치료결정시 갈등을 느끼지 않도록 하여, 영양상태, 황달, 통증 등

을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조절하여  삶의 질과 생존율을 고려한 

포괄적인 치료가 요망된다(송시영, 2004).

췌장암 환자 단독을 대상으로 한 간호연구가 거의 없으며,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암환자의 정보요구도와 의사결정갈등, 삶의 질과의 관련성을 조사한 연구도 없는 

실정으로, 본 연구에서는 췌장암 환자의 정보요구도, 항암치료 의사결정갈등, 삶의 

질과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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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항암 화학 요법을 받는 췌장암 환자의 정보요구도, 의사결정갈등 및 

삶의 질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대상

2010년 4월 12일부터 6월 11일까지 서울 소재 3차 의료기관인 Y 대학 부속병원

의 췌장담도암 전문클리닉에서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췌장암환자를 대상으로 하

였으며 대상자 수 산출 근거와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 선정 기준 

(1) 20세 이상의 췌장암 환자 

(2) 항암 화학 요법 결정 상황에 있거나 치료 주기에 있는 환자

(3) 인지능력에 손상이 없으며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환자 

2) 대상자 수 산출근거

Cohen 의 표본추출 공식에 따른 sample size 계산 프로그램인 G* power 3.0

프로그램(Faul et al., 2007)을 이용해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30, 검정력을 .95로 

정하여 표본을 산출한 결과 111명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나 탈락율을 고려하여 

120명을 목표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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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도구

본 연구의 자료수집 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로서 정보요구도 21문항, 환자갈등

척도 14문항, 삶의 질 문항 26문항, 일반적 특징 및 질병관련 특성 18문항 총 79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정보요구도   

연구도구는 Galloway 등(1997)이 개발한 환자 정보요구 사정도구, 허혜경(2000)

이 우리나라 암환자들에게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20개 문항도구(Cronbach’s

α= .92) , 한경자등(2004)이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암환자들에게 사용한 26개 문항

도구(Cronbach’s α= .95)를 토대로 췌장암 환자를 간호한 경험이 있는 외래간호사 

1인과 환자 5명을 개방적으로 면접하여 나온 자료를 기초로 하여 1차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정보요구도 측정도구는 치료 (10문항), 신체적 요구 (3문항), 정서적 

요구 (2문항), 사회적 요구 (3문항), 건강관리요구 (3문항)의 총 21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고 “매우 알고 싶다” 가 5점, “꽤 알고 싶다”가 4점, “보통이다”가 3점, “조

금 알고 싶다”가 2점, “전혀 알고 싶지 않다” 1점으로 1점에서 5점 척도로 나타내

었으며, 평균평점이 높을수록 정보요구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작성된 설문지는 허혜경(2000)의 도구 허락을 받았으며 내용의 수정을 위해 간

호학 교수 1인, 소화기내과 교수 1인, 종양전문간호사 3인, 췌장담도암 전담간호사 

1인, 내과 병동 수간호사 1인의 전문가 집단으로 문항타당도지수 CVI(Content 

Validity of Index)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25문항에서 CVI 0.8 미만으로 나타난

항암약물치료 후 외모의 변화, 항암제 종류에 따른 장점, 항암치료시 사회생활 유

지정도, 항암제를 사용했을 때와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 는 ‘이해하기 어렵다‘

’중복되거나 모호한 문장이다‘ ’의미 전달이 어렵다‘ 는 의견들로 4문항을 삭제하

고 총 21문항으로 확정하였다<부록2>. 본 연구의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4였다.



- 12 -

2) 의사결정갈등 

의사 결정 갈등은  O‘ Connor(1995)의 환자의 갈등 척도(Decisional conflict

scale, DCS)를 국립암센터 윤영호(2004)등이 번안하여  pilot study 한 도구로 측정

하였다. 1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불확실성, 정보, 가치, 지지, 치료 결정 

만족도의 하부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췌장암 환자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그 선택은 나에게 많은 해를 끼쳤다’, ‘그 선택은 현명한 것이었다’ 2

개의 문항을 제외한 14 문항으로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갈등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갈등도가 높음을 의미하는데 ‘매우그렇다’ 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까지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신뢰도는 O‘ Connor의(1995) 연구에서 

Cronbach’s α= .92 본 연구에 사용된 14문항의 Cronbach’s α= .86 이었다.

3) 삶의 질 

FACT-G는 암환자의 삶의 질에 대한 자기 보고식 평가 도구로, 신체 영역 (7문

항) 사회/ 가족 영역(6문항), 정서영역 (6문항), 기능영역 (7문항)의 네 영역 총 26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0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5점 

Likert scale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음을 의미한다. Cella(1997)의 연구

에서 도구 신뢰도는 Cronbach’s α는 .89 이었고, FACT-G 한국판 개발 및 타당화 

(김환, 유희정, 김유진 외 2003)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7로 국내 암환자의 삶

의 질 측정에 타당함을 입증하였다. 삶의 질 평가는 Functional Assessment of

Cancer Therapy -General (FACT-G) 의 한국어판 번역본을 승인받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Cronbach’s α= .76 이었다.

4) 기타 

췌장암 환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결혼상태, 최종학력, 직업상태, 최종학

력, 직업상태, 가구의 월수입, 종교를 설문에 포함하였고, 질병관련 특성으로 치료

비 부담, 건강보험, 암 진단일, 주 간호자, 받은 치료 종류, 통증, 힘이 되는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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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항암선택이유, 항암치료를 망설이는 이유, 치료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치료 후 경과를 포함하였다. 그 외의 질병관련 특성 중 TNM 병기는 연구자가 의

무기록을 통해 파악하였다.

4.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Y 대학 연구심의위원회(IRB)의 심사 후 승인을 받았고, 자료수집은 

췌장담도암 전문클리닉 외래, 병동 췌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연구자가 연구

의 목적을 설명하고 자유로운 참여 원칙과 익명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 설

문지 작성 시 설문지의 내용, 주지사항을 전달한 후 대상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연

구자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대상자가 직접 작성하는 

경우 직접 작성하면서 설문의 내용이 이해되지 않거나 의문이 있을 시 연구자가 

옆에서 도움을 주었고, 설문 작성을 어려워하는 대상자는 대면면접법을 통하여 함

께 작성하였다. 총 120 부의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고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

외하고 110부를 최종 연구 자료로 분석하였다. 설문소요시간은 20~25분, 연구자가 

의무기록으로 검색한 소요시간은 5분이었다.

5. 자료분석방법

자료 분석은 SPSS/WIN version 15.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질병관련 특성에 대하여는 실수와 백분율을 이용하

였다.

2) 대상자의 정보요구도, 의사결정갈등, 삶의 질은 기술 통계인 평균과 표준편차

로 분석하였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정보요구도, 의사결정갈등, 삶

의 질 점수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다. 다중범주간의 유의성을 비교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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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Scheffe 사후검정 분석했다.

4) 대상자의 정보요구도, 의사결정갈등, 삶의 질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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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 구 결 과

1. 췌장암 환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질병관련 특성

1)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되었다.

대상자의 연령은 34세부터 79세까지 분포하였으며 평균연령은 59.60세로 나타났

다. 성별은 남자가 (67.3%)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결혼 상태는 기혼자가 (90%) 이

상으로 많았다.

대상자의 대학교 졸업 이상이 (33.6%), 고등학교 졸업 (35.5%) 으로 대부분 고학

력이었으나 직업이 없는 대상자가 (61.8%) 로 많은 분포를 보였고, 가족의 월수입

은 201~300만원대가 (29.1%)를 차지하였다. 종교가 없는 대상자가 (40%)였으며 종

교가 있는 대상자 중에는 기독교가 가장 많았다(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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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실수 (%) 평균±표준편차

성별 남 74 (67.3)

여 36 (32.7)

59.6±10.45

연령 30 - 39세 5 (4.5)

40 - 49세 16 (14.5)

50 - 59세 32 (29.1)

60 - 69세 36 (32.7)

70세 이상 21 (19.2)

결혼상태* 미혼 2 (1.8)

기혼 99 (90.9)

이혼 1 (0.9)

사별 7 (6.4)

최종학력 무학 3 (2.7)

초등학교 졸업 22 (20.0)

중학교 졸업 9 (8.2)

고등학교 졸업 39 (35.5)

대학교 졸업 이상 37 (33.6)

직업상태 유 42 (38.2)

무 68 (61.8)

가구의 월수입 101 ~ 200만원 20 (18.2)

201 ~ 300만원 32 (29.1)

301 ~ 400만원 19 (17.3)

401 ~ 500만원 21 (19.1)

501만 원 이상 18 (16.3)

종교 무교 44 (40.0)

기독교 30 (27.3)

불교 14 (12.7)

천주교 19 (17.3)

기타 3 (2.7)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10

*: 결측값=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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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병관련 특성

연구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은 <표 2>에 제시되었다.

치료비를 주로 본인 (51.8%) 또는 배우자 부담 (26.4%)으로 나타났고, 암 관련 

사보험이 있는 대상자는 (58.2%), 없는 대상자는 (41.8%)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암 진단일이 6개월 미만인 대상자가 (44.5%)로 가장 많았으며, 6개월에서 1년 사

이인 대상자는 (23.6%), 주로 1년이내 였다.

주 간호자는 배우자 (72.7%)가 가장 많았다. 받은 치료의 종류로는 항암화학요

법 단독이 (41.8%)로 가장 많았으며, 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치료 병행요법 (30.9%)

외에 수술과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를 함께 받은 경우(14.6%) 수술과 항암화학

요법을 받은 경우는 (12.7%)로 비슷하였다.

통증이 있는 대상자는 64명(58.2%)으로 통증점수 평균 3.7점±1.91점이었다(통증

범위 0-10). 통증점수 통증경함(2-3점) 30%, 중등도 통증(4-5점) 18.2%, 심한통증 

(6-9점) 10% 로 구분할 수 있었다.

힘이 되는 주변인으로 가족이 (83.6%)로 가장 많았으며, 항암약물치료 선택은 

의사의 권유를 받고 항암약물치료를 선택한 대상자가 가장 많았다(66.5%).

항암치료를 망설인 이유는 항암치료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 (44.5%), 췌장암에 

대한 예후 (31.0%) 가 가장 많았다.

치료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의사라고 대답한 대상자가 (55.5%)로 가장 

많았으며, 본인의 의지 (20.0%)와 가족의 의지 (21.8%) 로 응답한 대상자는 비슷하

였다. 치료 후 경과에 대한 기대로는 암 진행억제 (34.5%), 완치 (30.0%), 생명연장 

(21.8%)으로 치료 후 경과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았다. TNM 병기로는 4기 (44.6%)

와 3기 (27.3%)환자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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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실수 (%)

치료비 부담 본인 57 (51.8)

배우자 29 (26.4)

자녀 19 (17.3)

부모 2 (1.8)

기타 3 (2.7)

암관련 사보험 유 64 (58.2)

무 46 (41.8)

암 진단일 6개월 미만 49 (44.5)

6개월 ~ 1년 26 (23.6)

1 ~ 2년 21 (19.1)

2 ~ 3년 7 (6.4)

3년 이상 7 (6.4)

주 간호자 배우자 80 (72.7)

자녀 23 (20.9)

형제자매 3 (2.8)

부모 2 (1.8)

기타 2 (1.8)

받은 치료 종류 항암화학요법 46 (41.8)

수술과 항암요법 14 (12.7)

항암과 방사선요법 34 (30.9)

수술, 항암과 방사선요법 16 (14.6)

통증 통증없음 46 (41.8)

mild(2-3) 33 (30.0)

moderate (4-5) 20 (18.2)

severe(6-9) 11 (10.0)

힘이 되는 주변인 가족 92 (83.6)

의료진 8 (7.3)

종교 9 (8.2)

기타 1 (0.9)

<표 2>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

N=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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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실수 (%)

항암선택이유 본인 의지 17 (15.4)

가족의 권유 19 (17.2)

의사의 권유 73 (66.5)

기타 주변인 1 (0.9)

항암치료를 망설이는 이유 경제적 이유 7 (6.3)

직장생활 3 (2.7)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 49 (44.5)

가족의 만류 1 (0.9)

체력이 약해서 5 (4.5)

나이 5 (4.5)

예후 34 (31.0)

기타 6 (5.6)

치료 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

본인 의지 22 (20.0)

가족 24 (21.8)

의사 61 (55.5)

정보, 매체 3 (2.7)

치료 후의 기대 완치 33 (30.0)

생명연장 24 (21.8)

암진행억제 38 (34.5)

현재 증상의 완화 5 (4.5)

잘 모르겠다 10 (9.2)

병기 Ia 1 (0.9)

Ib 2 (1.8)

IIa 16 (14.5)

IIb 12 (10.9)

III 30 (27.3)

IV 49 (44.6)

<표 2>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 (계속)

N=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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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가능한

점수범위
평균±표준편차 최저점수 최고점수 중앙값

정보요구도 21-105 94.20±11.25 33 105 96.0

의사결정갈등 14-70 50.33±7.61 35 67 51.0

삶의 질 26-130 76.81±11.17 53 102 75.7

2. 대상자의 정보요구도, 의사결정갈등, 삶의 질 

대상자의 정보요구도, 의사결정갈등, 삶의 질 수준은 <표 3> 과 같다. 대상자의 

정보요구도 평균 점수는 94.20점으로 높았고, 의사결정갈등 평균 점수는 50.33점으

로 중간정도, 삶의 질 평균 점수도 76.81정도로 중간정도로 나타났다.

<표 3> 대상자의 정보요구도, 의사결정갈등, 삶의 질 점수

N=110

1) 대상자의 정보요구도

대상자의 정보요구도 평균 점수는 (94.20±11.25)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하부 

영역별 평균 점수를 수준은 <표4>와 같다. 하부영역별 비료를 위해 5점 환산한 평

균점수는 치료정보요구가 4.56점으로 가장 높았고, 사회적요구가 4.30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 21 -

구분 가능한 점수 범위 평균±표준편차 5점 환산점수

치료정보요구 10 - 50 45.62±5.25 4.56

건강관리요구 3 - 15 13.47±1.98 4.49

신체적요구 3 - 15 13.44±2.03 4.48

정서적요구 2 - 10 8.77±1.46 4.39

사회적요구 3 - 15 12.90±2.23 4.30

계 21 - 105 94.20±11.25 4.49

<표 4> 정보요구도 하부영역별 점수

N=110

대상자의 정보요구도 문항별 점수를 살펴본 결과<부록 5>, 가장 정보 요구도가 높

은 항목은 ‘암이 완치될 가능성에 대한 설명’ (4.77±0.48)이었고, ‘암이 재발된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제시’(4.72±0.58), ‘검사 후 결과에 대한 설명’(4.71±0.55)

의 순이었다. 반면 ‘사회활동, 취미활동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요구도는 (4.33±0.80)

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2) 대상자의 의사결정갈등

췌장암 항암치료 의사결정갈등은 (50.33±7.61)로 중간정도 수준이었다. 문항별 

점수를 살펴본 결과<부록 6>, 의사결정갈등이 가장 높은 항목은 ‘나는 항암치료에 

대한 나의 선택이 나에게 유용한지를 안다’로 (평균4.05점)이었고, 내가 한(할) 선

택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는 점에 대해 명확하다’(3.84점), ‘나는 항암

치료결정 선택의 장점을 안다’(3.80점)등의 순이었다. ‘나는 항암치료에 대한 나의 

선택을 후회한다’는 (2.05점) 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3) 대상자의 삶의 질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췌장암 대상자의 삶의 질 수준은 (76.81±11.17) 로 중간수

준으로 영역별 5점 환산점수로 사회/가족적 영역평균 (3.15점), 신체적 영역 평균 

(2.86점), 정서영역 평균 (2.85점), 기능적 영역평균(2.80점) 순이었다 <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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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가능한 점수 범위 평균±표준편차 5점 환산점수

사회/가족 6 - 30 18.89±3.80 3.15

신체 7 - 35 20.02±7.02 2.86

정서 6 - 30 17.07±5.17 2.85

기능 7 - 35 19.62±6.46 2.80

계 26 - 130 76.81±11.17 2.95

<표 7> 삶의 질 하부영역별 점수

N=110

문항별 분석에서는  <부록 7> ‘정서적으로 가족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는다’(4.01

점), 배우자와 가깝게 느껴진다’(3.93점), ‘내 가족들은 내 병을 받아들였다‘(3.84점)

으로 높게 나타났다. 삶의 질이 가장 낮은 항목은 ‘병과의 싸움에서 희망을 잃고 

있다’(2.26점)과 ‘친구들과 가깝게 느껴진다‘(2.33점) 2개의 항목으로 나타났다.

3. 대상자 특성에 따른 정보요구도, 항암치료 의사결정갈등,

삶의 질 차이

1) 일반적,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정보요구도 차이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정보요구도는 <표 5>에 제시되었으며 성별, 연령, 결혼상

태, 최종학력, 직업상태, 월수입, 치료비 부담,암관련 사보험과는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으나, 종교(F= 4.554, p=.013), 암진단일(F=3.474, p=.035), 치료 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F=4.238, p=.017)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암 진단일의 영향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Scheffe 사후검정으로 

암진단일 차이를 검정한 결과, 암진단이 6개월 미만일수록 정보요구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치료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도 Scheffe 사후검정한 결과 가족요인보다 의

사에 의한 영향이 치료결정에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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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실수 (%) 평균±표준편차 t or F p

성별 남 74 (67.3) 93.74±12.15
-.609 .544

여 36 (32.7) 95.14±9.22

연령 49세 이하 21 (19.0) 96.57±9.13

.471 .703
50 - 59세 32 (29.1) 94.12±10.78

60 - 69세 36 (32.7) 93.86±13.01

70세 이상 21 (19.2) 92.52±10.96

결혼상태$ 기혼 99 (90.9) 94.44±11.39
-.254 .800

미혼, 이혼, 사별 10 (9.1) 93.50±9.24

최종학력 중졸 이하 34 (30.9) 91.67±14.83

1.320 .272고졸 39 (35.5) 94.84±9.39

대졸 이상 37 (33.6) 95.83±8.88

직업상태 유 42 (38.2) 94.26±9.70
-.045 .964

무 68 (61.8) 94.16±12.17

가구의 월수입

300만 원 이하 52 (47.3) 92.98±13.43

.670 .514301 ~ 500만원 40 (36.4) 95.72±8.28

501만 원 이상 18 (16.3) 94.33±10.11

종교

기독교, 천주교 49 (44.5)a 91.42±12.43

4.554
.013*

(a<c
#
)

불교 14 (12.8)
b

91.47±12.49

무교, 기타 47 (42.7)
c

97.82±8.42

치료비 부담
본인, 배우자 86 (78.2) 94.06±11.72

-.229 .819
기타 24 (21.8) 94.66±9.56

암관련 사보험
유 64 (58.2) 95.34±9.80

1.261 .210
무 46 (41.8) 92.60±12.94

암 진단일

6개월 미만 49 (44.5)a 97.20±8.81

3.474
.035*

(a>c#)
6개월 ~ 1년 26 (23.6)

b
92.76±15.26

1년 이상 35 (31.9)c 91.05±10.00

<표 5> 일반적,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정보요구도 차이

N=110

*p<.05, **p<.01, #주: Post Hoc Test, $주: 결측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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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실수 (%) 평균±표준편차 t or F p

주 간호자

배우자 80 (72.7) 95.07±9.69

1.011 .367자녀 23 (20.9) 91.30±15.89

기타 7 (6.4) 93.71±9.69

받은 치료 종류

항암화학요법 46 (41.8) 93.19±13.87

1.450 .232
수술과 항암요법 14 (12.7) 98.92±7.36

항암과 방사선요법 34 (30.9) 95.08±9.40

수술, 항암, 방사선요법 16 (14.6) 91.06±7.99

통증
유 64 (58.2) 94.92±12.67

.793 .430
무 46 (41.8) 93.19±8.94

힘이 되는 주변인
가족 92 (83.6) 94.65±11.68

.953 .343
가족 외 18 (16.4) 91.88±8.51

항암선택이유$

본인 의지 17 (15.6) 89.29±17.71

2.183 .118가족 19 (17.4) 93.21±10.63

의사의 권유 73 (67.0) 95.45±9.18

치료 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

본인 의지 22 (20.0)
a

94.54±8.46

4.238
.017*

(b<c#)
가족 24 (21.8)

b
88.58±16.54

의사, 정보 64 (58.2)
c

96.18±8.89

치료 후의 기대 

완치 33 (30.0) 97.33±8.99

2.225 .090
생명연장 24 (21.8) 90.29±15.82

암진행억제, 증상완화 43 (39.1) 93.27±9.67

잘 모르겠다 10 (9.1) 97.20±8.80

병기

I, II 31 (28.2) 95.97±9.31

.530 .590III 30 (27.3) 93.60±9.88

IV 49 (44.5) 93.45±13.09

<표 5> 일반적,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정보요구도 차이 (계속)

N=110

*p<.05, **p<.01, #주: Post Hoc Test, $주: 결측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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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적,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의사결정갈등 차이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의사결정갈등 정도는 <표 6> 와 같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

른 의사결정갈등 정도는 주 간호자, 힘이 되는 주변인, 항암선택이유, 병기와는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받은 치료의 종류 (F=4.880, p<.001), 통증(t=-2.060,

p=.042), 치료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 (F=4.255, p<.001), 치료 후 경과(t=5.980,

p<.001)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cheffe 사후검정으

로 의사결정갈등 차이를 검정한 결과 종교가 없는 대상자가 기독교나 천주교 종

교를 가진 대상자보다 의사결정갈등이 높았고, 통증이 없는 대상자가 있는 대상자

보다 갈등이 높았고, 수술과 항암요법을 받은 대상자가 항암과 방사선요법을 함께

하는 대상자에 비해 갈등이 높았다. 본인의 의지로 치료를 결정한 대상자가 의사

에 의해 치료를 결정한 대상자에 비해 의사결정 갈등이 높았으며, 치료 후 경과를 

완치로 기대하는 대상자가 암 진행 억제나 증상완화를 기대하고나 치료 후 경과

를 잘 모르겠다고 답한 대상자보다 의사결정갈등이 유의하게 높음을 알 수 있었

다.



- 26 -

특성 구분 실수 (%) 평균±표준편차 t or F p

성별 남 74 (67.3) 50.95±7.86
1.225 .223

여 36 (32.7) 49.06±7.00

연령 49세 이하 21 (19.0) 52.67±8.79

2.562 .059
50 - 59세 32 (29.1) 47.59±5.93

60 - 69세 36 (32.7) 51.69±8.06

70세 이상 21 (19.2) 49.81±6.98

결혼상태$ 기혼 99 (90.9) 50.66±7.69
-1.572 .119

미혼, 이혼, 사별 10 (9.1) 46.70±6.31

최종학력 중졸 이하 34 (30.9) 48.76±6.78

2.589 .080고졸 39 (35.5) 49.56±6.98

대졸 이상 37 (33.6) 52.57±8.58

직업상태 유 42 (38.2) 51.60±7.91
-1.379 .171

무 68 (61.8) 49.54±7.37

가구의 월수입

300만원 이하 52 (47.3) 49.50±6.98

1.703 .187301 ~ 500만원 40 (36.4) 50.08±7.42

501만원 이상 18 (16.3) 53.28±9.35

종교

기독교, 천주교 49 (44.5) 51.06±7.67

1.150 .321불교 14 (12.8) 47.57±6.64

무교, 기타 47 (42.7) 50.38±7.78

치료비 부담
본인, 배우자 86 (78.2) 50.67±7.61

.905 .368
기타 24 (21.8) 49.08±7.64

암관련 사보험
유 64 (58.2) 50.48±7.61

.254 .800
무 46 (41.8) 50.11±7.69

암 진단일

6개월 미만 49 (44.5) 50.69±7.75

.185 .8316개월 ~ 1년 26 (23.6) 50.50±7.64

1년 이상 35 (31.9) 49.69±7.58

<표 6> 일반적,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의사결정갈등 차이

N=110

*p<.05, **p<.01, #주: Post Hoc Test, $주: 결측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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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실수 (%) 평균±표준편차 t or F p

주 간호자

배우자 80 (72.7) 50.30±7.71

.009 .991자녀 23 (20.9) 50.30±7.93

기타 7 (6.4) 50.71±6.26

받은 치료 종류

항암화학요법 46 (41.8)
a

50.48±8.11

4.880
.003**

(b>c
#
)

수술과 항암요법 14 (12.7)b 55.64±6.10

항암과 방사선요법 34 (30.9)c 47.21±6.62

수술, 항암, 방사선요법 16 (14.6)
d

51.88±6.61

통증
유 64 (58.2)

a
49.08±7.45

-2.060
.042*

(b>a
#
)무 46 (41.8)

b
52.07±7.56

힘이 되는 주변인
가족 92 (83.6) 49.76±7.47

-1.782 .078
가족 외 18 (16.4) 53.22±7.88

항암선택이유$

본인 의지 17 (15.6) 49.18±8.26

.286 .752가족 19 (17.4) 50.58±6.97

의사의 권유 73 (67.0) 50.71±7.58

치료 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

본인 의지 22 (20.0)
a

54.14±6.78

4.255
.017**

(a>c
#
)

가족 24 (21.8)b 50.79±8.03

의사, 정보 64 (58.2)
c

48.84±7.34

치료 후의 기대 

완치 33 (30.0)a 54.27±7.64

5.980

.001**

(a>c,

a>d#)

생명연장 24 (21.8)
b

49.46±7.84

암진행억제, 증상완화 43 (39.1)c 49.09±6.48

잘 모르겠다 10 (9.1)
d

44.70±6.31

병기

I, II 31 (28.2) 49.87±6.96

.144 .866III 30 (27.3) 50.10±8.11

IV 49 (44.5) 50.76±7.82

<표 6> 일반적,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의사결정갈등 차이 (계속)

N=110

*p<.05, **p<.01, #주: Post Hoc Test, $주: 결측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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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적,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삶의 질 차이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삶의 질 정도는 <표 8> 에 제시되었듯이 최종학력(t=3.822,

p=.025) 을 제외하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Scheffe 사후검정으

로 삶의 질 차이를 검정한 결과 중졸 이하 대상자가 고졸 학력 대상자 보다 삶의 

질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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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실수 (%) 평균±표준편차 t or F p

성별 남 74 (67.3) 76.86±11.48
.067 .946

여 36 (32.7) 76.71±10.67

연령 49세 이하 21 (19.0) 79.36±9.83

2.104 .104
50 - 59세 32 (29.1) 74.00±11.01

60 - 69세 36 (32.7) 79.34±11.00

70세 이상 21 (19.2) 74.18±12.07

결혼상태$ 기혼 99 (90.9) 76.66±11.41
.101 .919

미혼, 이혼, 사별 10 (9.1) 77.04±8.80

최종학력 중졸 이하 34 (30.9)
a

79.73±10.73

3.822
.025*

(a>b#)
고졸 39 (35.5)

b
73.04±10.93

대졸 이상 37 (33.6)c 78.10±11.01

직업상태 유 42 (38.2) 75.96±11.94
.627 .532

무 68 (61.8) 77.34±10.72

가구의 월수입

300만 원 이하 52 (47.3) 75.80±11.54

.486 .616301 ~ 500만원 40 (36.4) 77.30±10.04

501만 원 이상 18 (16.3) 78.63±12.73

종교

기독교, 천주교 49 (44.5) 77.27±11.67

1.291 .279불교 14 (12.8) 80.51±8.43

무교, 기타 47 (42.7) 75.23±11.25

치료비 부담
본인, 배우자 86 (78.2) 76.61±11.21

-.354 .724
기타 24 (21.8) 77.53±11.25

암관련 사보험
유 64 (58.2) 78.09±10.22

1.422 .158
무 46 (41.8) 75.03±12.27

암 진단일

6개월 미만 49 (44.5) 78.36±12.15

.860 .4266개월 ~ 1년 26 (23.6) 75.86±7.72

1년 이상 35 (31.9) 75.35±11.89

<표 8> 일반적,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삶의 질 차이

N=110

*p<.05, **p<.01, #주: Post Hoc Test, $주: 결측치 1



- 30 -

특성 구분 실수 (%) 평균±표준편차 t or F p

주 간호자

배우자 80 (72.7) 76.26±11.24

.589 .557자녀 23 (20.9) 79.05±11.37

기타 7 (6.4) 75.74±10.23

받은 치료 종류

항암화학요법 46 (41.8) 76.78±10.62

.772 .512
수술과 항암요법 14 (12.7) 77.49±10.23

항암과 방사선요법 34 (30.9) 75.01±12.48

수술, 항암, 방사선요법 16 (14.6) 80.11±10.78

통증
유 64 (58.2) 77.88±10.42

1.182 .240
무 46 (41.8) 75.33±12.10

힘이 되는 주변인
가족 92 (83.6) 76.04±11.36

-1.642 .103
가족 외 18 (16.4) 80.73±9.51

항암선택이유$

본인 의지 17 (15.6) 79.89±8.98

.791 .456가족 19 (17.4) 75.56±11.46

의사의 권유 73 (67.0) 76.47±11.63

치료 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

본인 의지 22 (20.0) 78.09±10.55

.192 .826가족 24 (21.8) 76.81±12.57

의사, 정보 64 (58.2) 76.37±10.97

치료 후의 기대 

완치 33 (30.0) 78.97±10.44

.726 .539
생명연장 24 (21.8) 76.68±10.06

암진행억제, 증상완화 43 (39.1) 75.15±12.74

잘 모르겠다 10 (9.1) 77.12±8.82

병기

I, II 31 (28.2) 75.68±10.26

.324 .724III 30 (27.3) 78.00±12.31

IV 49 (44.5) 76.79±11.15

<표 8> 일반적,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삶의 질 차이 (계속)

N=110

*p<.05, **p<.01, #주: Post Hoc, Test $주: 결측치 1



- 31 -

변수 정보요구도 의사결정갈등 삶의 질

정보요구도 1

의사결정갈등 .085 1

삶의 질 .029 .310* 1

4. 정보요구도, 의사결정갈등, 삶의 질 간의 관계 

췌장암 환자의 정보요구도, 의사결정갈등, 삶의 질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

여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항암치료 의사결정갈등은 삶의 질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져서 의사결정

갈등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310, p= .002).

<표 9> 정보요구도, 의사결정갈등, 삶의 질 간의 상관관계 
N=110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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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 의

본 연구는 췌장암 환자의 정보요구도와 항암치료 의사결정갈등, 삶의 질과의 관

계를 조사하고자 시도되었으며 췌장암으로 진단받은 환자들의 정보요구도, 항암치

료 의사를 결정할 때의 갈등요인 및 삶의 질의 어느 수준과 상호간 관계성에 의

의를 둔 연구이다.

1. 정보요구도

본 연구에서 췌장암 대상자의 정보요구도는 평균 94.20점으로 이는 부인암 대상

자 129명의 정보요구도 평균 95.78점(노주희, 2008), 대장암 대상자 63명의 정보요

구도 평균 93.4점(이선화, 2006), 유방암 대상자 67명의 정보요구도 평균 84.32점

(허혜경, 2000)으로 측정된 것과 비교해보면 높은 결과였다. 인체에 발생하는 다른 

암과 달리 효과적인 치료방법이 없고, 전체 90%의 환자들이 수술 불가능하며, 생

존기간이 짧으며 극히 예후가 불량한 췌장암 환자들은 더 많은 의료서비스와 정

보제공을 절대적으로 원하므로(송시영,2007) 다른 종류의 암환자에 비해 정보요구

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항암화학요법 치료 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주어야 할 것이다.

췌장암 환자들이 치료에 대한 정보요구, 건강관리요구, 신체적요구, 정서적요구,

사회적 요구 등 모든 영역에서 5점 만점에 (4.3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1순위 

치료정보 요구도는 항목별로 암이 완치될 가능성에 대한 설명, 암이 재발된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의 제시, 검사 후 결과에 대한 설명 등 치료에 대한 정보요구도가 

높았는데 이는 대상자들이 질병, 치료, 검사에 대한 정보와 재발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원하고 있다고 한 연구들(Galloway rt al., 1997; 방금식,2007; 정정숙,1992;

서봉화,2000; 양영희,1997; 유명덕,2002; 한경자,2004; 함윤희,2009; Knowles,

Tierney, Jodrell & Cull, 1997)과 일치하였다. 특히 유방암, 결장직장암, 전립선암,

피부암, 기타 암종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Sanson-Fisher et al.,2000)에서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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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에 대한 두려움’이 정보요구빈도 1위를 차지했는데, 본 연구의 정보요구도 1

위 항목, ‘암이 재발된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제시’는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췌장암에서 근치적 절제술의 대상이 되는 환자는 10-15%로 근치적 절제술을 

시행한 경우에도 재발율이 높아 5년 생존율이 20%에 미치치 못하고, 타 장기보다 

조기에 혈관을 침범하고, 림프절 전이를 하는 세포의 생물학적 특성이 있는(박승

우,2008) 췌장암 환자에서 치료에 대한 정보요구는 더 높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

된다.

건강관리 정보요구도 점수는 높게 나타났는데, 실제로 암환자나 가족 대부분은 

특히 식이에 관하여,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할지 많은 질문을 

의료진들에게 하고 있다. 특히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하고 워낙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잘못된 정보로 인해 환자들의 의학적 지식과 자신의 병에 대한 치료에 대

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다(김미선, 2010). 항암치료기간에는 ‘육류 

섭취는 절대 안된다’, ‘유기농만 먹어야 된다‘등의 잘못된 견해와 항암효과의 기능

을 증진시켜 주고 있다고 믿는 ‘차가버섯’ ‘인삼‘, ‘홍삼‘ 등이 일상화 되어 있는 음

식에 관한 선입견들과 안전한 효과와 확실한 연구데이터가 없는 수많은 건강보조

식품이 만연한 결과로 정확한 정보가 절실히 필요한 현실이다. 이명선 등(2003)도 

식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식이교육에는 다양한 식용 대

체요법의 정확한 정보 및 날 음식을 조심하여야 할 시기 등에 대해 구체적인 정

보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운동에 대한 요구도 또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건강전문인들이 환자의 치료 성적에만 주로 두었던 관심을, 암환자의 재활에도 가

져야 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암환자들에게 정기적인 운동을 복돋우는 것 뿐 아

니라(Gwem & Friedman,1996), 개개인마다 다른 치료와 신체 상태에 맞추어, 환자

에게 알맞은 운동의 강도와 시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노주희,2008; 이명선 

등, 2003)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신체적 정보요구에서는 항암치료 부작용 관리방법(4.49점), 항암치료 부작용 예

방법(4.47점), 통증조절 방법(4.47점) 등이 모두 정보요구 점수가 높았다. 이는 항암

화학치료 후 부작용 관리에 대한 대상자의 정보요구 점수가 높았다고 한 한경자

(2004)와 비슷한 연구결과(4.39점)를 보여주고 있다. 암성통증 조절에 관한 정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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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후 통증이 감소되었다는 공성화(2003)의 연구에서도 정보제공을 받은 실험군은 

받지 않은 대조군 보다 통증 정도가 낮을 것이라는 가설을 입증하여 유의한 차이

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정서적 요구에서는 정신적 스트레스-불안, 두려움 해결방법(투약, 이완법, 명상

법), 심리적으로 힘들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에 대한 안내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암 환자는 질병자체의 고통과 치료로 인한 불편감을 장기간 경험하게 되며, 불확

실한 예후와 치료 과정에서의 부작용으로 위축되기 쉽다.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암

환자의 경우 항암화학요법을 받지 않는 암환자보다 평균적으로 더 높은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고(Santos, 2006), 암환자의 약 15~40%가 항암화학요법을 받

는 동안 불안이나 우울과 관련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고통을 받는다고 보고하였

다(Morasso, 2002).

반면 사회적 정보요구도는 다른 항목의 정보요구도보다 점수가 낮았는데 이는 

췌장암 특성상 예후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질병과정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 상대적

으로 자원활용능력이 떨어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이며 이것은 이선화(2006)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본 연구는 대상자들의 특성에 따라 정보영역별 요구에 차이를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종교가 없는 대상자들이 기독교, 천주교 등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대상

자보다 평균적으로 더 높은 불안을 경험하므로, 치료 기대와 치료 정보에의 요구

가 높다는 임임순(2010), 박옥선(200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암 진단일이 6개월 

이전일수록 정보요구도가 높다고 분석한 선행연구(한경자 등, 2004; 서미숙, 2006;

이경화,2007)의 결과와 일치한다.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암환자들은 예후나 항암화학요법과 관련한 정보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한경자 등, 2004), 암의 병기(허혜경,2000), 암의 종류나 

암 진단 후 기간(김대란 외,2003)과 관련이 없으며, 환자들은 의료진에게 치료기간 

및 경과, 정확한 지침, 충분한 설명, 치료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요구하고 있으므

로 (한경자 등, 2004) 암 진단 후 치료 단계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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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사결정갈등

본 연구의 췌장암 대상자의 항암치료 의사결정갈등(DCS) 점수는 평균 (50.33점)

으로 중간이상이었다.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95명의 폐암, 위암 환자들의 의사결

정갈등을 조사한 백선경(2009)의 연구에서는 평균 (43.91점)으로 대상자가 췌장암

인 본 연구의 갈등도가 높았다. 이는 대부분의 췌장암 환자는 진행된 상태에서 발

견되어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수술적 제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췌

장암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늦게 발현되고, 암세포의 파급이 빠르며, 췌장에 

국한된 조기 췌장암의 발견을 위한 민감한 검진방법이 아직 없기 때문으로 생각

된다.

췌장암 항암치료 의사결정갈등 대한 문항별 점수를 살펴본 결과, 의사결정갈등

이 가장 높은 항목은 ‘나는 항암치료에 대한 나의 선택이 나에게 유용한지를 안

다’로(평균4.05점) 항암치료의 선택상황에서 갈등을 가장 많이 느꼈음을 알 수 있

다. 이상목외(2009)의 암환자 의학적 의사결정과정연구에서 ‘치료와 관련된 결정을 

내릴 때 어려웠던 점’을 보면, 1순위가 의학지식의 부족, 2순위가 치료결과에 대

한 불확실성이라고 밝혔다. 본 논문에서도 ‘치료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본인의 의지로 치료를 결정한 대상자의 갈등이 의사에 의해 치료를 결정한 대상

자 보다 (F=4.255, p=.01) 높게 나타나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61%가 의사에 의해 항암치료 결정을 하였고, 췌장암에 대한 예후

가 걱정되어 항암치료를 망설였다고 대답한 대상자는 34.0%였다. 69%가 의사의 

권유로 치료를 결정하였고, 49%의 환자가 췌장암의 예후 때문에 항암치료를 망설

였다고 보고한 백선경(2009)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였다.

이에 비록 대상자들은 치료결정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의학적 지식을 

가진 의사의 도움을 절실히 바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때 의사에 의한 질병과 

치료법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이 의학적 결정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치료의 종류에 따른 의사결정갈등 정도를 보면 수술과 항암요법치료를 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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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항암치료와 방사선요법을 병행하는 대상자 보다 갈등정도가 유의하게 높았

는데(F=4.880, p=.00) 이는 휘플씨 수술 같은 대수술을 한 췌장암 환자들의 대부분

은 체력이 많이 떨어지고, 소화기능의 저하와 장운동의 장애로 영양섭취가 원활하

지 못하기 때문으로(송시영,2007) 생각된다.

통증 유무에 따른 의사결정갈등 정도도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t=-2.060,p=.04) 통

증이 없는 경우 갈등도가 높고, 통증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에서 갈등이 낮은 것으

로 보인다. 이는 임상 현실에서 췌장암의 통증조절로 힘들어 하는 환자들은 선택

의 여지없이 치료 방침을 따르는 상황이 많고, 반면 통증이 없는 경우 치료의 경

과를 보며 치료의 방향을 결정 하려고하는 환자들의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이다. 치료 후 경과를 완치로 기대하는 대상자가 치료 후 경과를 잘 모르겠다고 

답한 대상자보다 의사결정갈등이 유의하게(F=5.980, p=.00) 높았는데 이는 보통 암

환자들 중에 자신의 완치율에 대해 궁금해 하고 과연 그 확률이 자신에게 포함될

지 고민하는 환자들이 대체로 치료과정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인 경향을 보이므로 

치료의 경과에 대해 정보를 요구하고 그에 따른 의사결정에의 고민과 갈등도 높

은 것으로 생각된다.

질병치료에 있어 대부분은 의사가 진단을 내리고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가 이

루어진다. 그러나 의사들의 치료 방법 선택 시, 환자 본인의 가치나 선호가 반영

될 경우 환자의 만족도는 물론 치료결과가 좋아질 수도 있고(Beaver, et al, 2007;

Bowling & Ebrahim, 2001; Kau,2002), 본인의 긍정적인 의지로 희망을 가지고 치

료를 받는 환자들의 치료반응 결과가 대체적으로 좋다.

암 진단을 받은 환자가 자신의 질병을 어떻게 인지하고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

며 어떤 갈등을 겪게 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갈등을 

줄일 수 있는 간호중재의 개발과 항암치료 의사결정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가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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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삶의 질 

본 연구에서 삶의 질 평균점수는 (76.81점) 중정도 수준으로 같은 삶의 질 도구

(FACT-G)를 사용한 간·담도, 췌장의 진행성 암환자 23명의 삶의 질(최철민, 2008)

평균점수 68.5점,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부인암 환자의 삶의 질을 측정한 이주영

(2007)의 연구에서 삶의 질 점수는 (62.1점)으로 동일한 측정도구로 측정된 자료는 

아니여서 직접 비교는 어려우나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이선화2006; 신임

식,2005; 정주희,2003; 허혜경, 김대란, 김대화,2003; 태영숙 등 2002)에서는 암환자

의 삶의 질 정도가 중상 정도라고 보고된 것에 비하면 예후가 좋지 않고 다른 암

종에 비해 생존율이 낮은 췌장암의 특성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 절망감 등으로 인

해 삶의 질이 낮게 보고된 것으로 생각된다.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췌장암 대상자의 삶의 질 문항별로 보면 ‘정서적으로 가족

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는다’(4.01점), 배우자와 가깝게 느껴진다’(3.93점), ‘내 가족

들은 내 병을 받아들였다‘(3.84점)과 같이 가족의 지지와 삶의 질과의 관계 영역이 

점수가 높았는데, 이는 임임순(2010)의 암환자의 사회적 지지 연구 결과에서도 위

암, 간담췌장암환자가 부인암, 유방암 환자 보다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것으로 보고

한 것과 일치한다. 또한 김경혜 등(2009) 은 특히 사망률이 높은 암 환자의 경우 

질병 및 치료과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질환에 성공적으로 대처하도록 돕

는데 있어 가족이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 것과 맥락이 같

다.

반면 삶의 질이 가장 낮은 항목은 ‘친구들과 가깝게 느껴진다‘(2.33점) 나타났다.

이는 암 진단을 받은 후 친구들을 만나면 일상적인 대화를 할 수 없고, 자신의 질

병에 국한되는 대화를 나누게 되고, 대부분 자신을 위로 또는 배려하는 모습들이 

부담되어 오히려 친구들과의 사이가 멀어질 수 밖에 없음을 보고한 이선화(2006)

의 연구와 상통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성별, 연령, 결혼상태, 직업상태, 가족의 월

수입, 종교, 치료비 부담, 건강보험, 암 진단일, 주간호자, 받은 치료 종류, 통증,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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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는 주변인, 항암 선택이유, 치료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치료 후 경과,

병기 등이 통계적으로 삶의 질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선행연

구를 살펴보면 연령, 월수입, 활동 정도, 통증 유무, 치료 경험, 재발 유무, 주 간

병자 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다(김금숙,2002; 신임식,2005; 정주

희, 2003).

특히 본 연구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통증은 선행연구들에서 삶의 질을 예측

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김은희(1997)의 연구결과 통증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

를 보여 통증이 없는 대상자가 삶의 질이 유의하게 높았고, 신임식(2005)의 연구에

서도 통증은 삶의 질 영향요인으로 보고되었다.

삶의 질은 또한 중졸 이하 대상자가 고졸 학력 대상자 보다 삶의 질 정도가 높

게 나타났는데 권영은(1990), 정연(1993) 등의 연구에서도 교육정도가 아주 낮거나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다고 보고한 것과 유사하다.

본 연구에서 췌장암 환자의 정보요구도, 의사결정갈등, 삶의 질의 관련성을 살

펴본 결과, 의사결정갈등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r=.310 p= .002), 삶의 질 점수가 가장 높은 대상자의 특성들을 살펴보면 49세 이

하 대상자(평균 79.36점), 가구의 월수입이 501만원 이상 (평균 78.63점), 암 진단 

일이 6개월 미만 (평균 78.36점) 인 대상자들이었다. 삶의 질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세 군의 특성상 항암 치료의 결정을 할 때 많은 고민과 부담

감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으므로 의사결정갈등 수준도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췌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정보요구도, 항암치료 의사결정갈등, 삶의 질과의 

관계 연구는 거의 없다.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췌장암 환자들의 상태에 맞는 정보

요구도를 파악하여 적절하고 정보 제공 후,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정과 적절한 중재가 치료계획 초기부터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일 대학 병원 췌장담도암클리닉 외래와 병동에 입원하여 항암화학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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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받는 췌장암 환자를 임의표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기에 본 연구는 연구결과

를 일반화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또한 자료수집 과정이 질문지법을 사용하였

기에 개인의 인지 능력에 따른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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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췌장암 환자의 정보요구도, 항암치료 의사결정갈등, 삶의 질

과의 수준을 파악하고 세 변수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췌장암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대상자에게 효율적인 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

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췌장암 환자의 간호학적 연구논문이 거의 없는 현실에서 110명의 자

료수집을 하여 임상에서 환자의 안녕을 위해 보다 나은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여 연구영역을 확대하는 의미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데 의

의가 있다. 췌장암은 극히 불량한 예후를 보이므로 간호사는 항암 치료 계획 초기

부터 대상자들의 상황에 맞는 정보요구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치료 의사결정시 생

길 수 있는 갈등을 해결 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적

극적인 사정과 중재를 할 수 있어야 하겠다.

2010년 4월 12일부터 6월 11일까지 서울 소재 3차 의료기관인 Y 대학 부속병원

의 췌장담도암 전문클리닉에서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췌장암 환자 110명을 대상

으로 하였고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에서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췌장암 환자의 정보요구도는 평균 94.20점

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종교가 없을수록, 암 진단일이 6개월 미만일수록, 치료 결

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본인이나 가족의 의지보다 의사 권유인 경우 대상자들

의 정보요구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2. 의사결정갈등 평균 점수는 50.33점으로 중정도의 갈등을 나타났다. 수술과 항

암요법을 받은 대상자가 항암과 방사선요법을 함께하는 대상자에 비해 의사결정

갈등 정도가 높고, 통증이 없는 대상자의 갈등도가 높고, 본인의 의지로 치료를 

결정한 대상자가 의사에 의해 치료를 결정한 대상자에 비해 갈등이 높았으며,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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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후 경과를 완치로 기대하는 대상자가 경과를 잘 모르겠다고 답한 대상자보다 

의사결정갈등이 갈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3.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췌장암 환자의 삶의 질 정도는 76.81점 중정도 수준으

로 중졸 이하 대상자가 고졸이상 학력 대상자 보다 삶의 질 정도가 유의하게 나

타났다.

4. 췌장암 환자의 정보요구도, 의사결정갈등, 삶의 질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의사결정갈등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췌장암 환자의 수술과 항암,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는 대상자군

이 포함되어 있다. 항암치료만 받는 환자분들만의 단독 연구가 필요하며 진단 병

기별, 항암 횟수별, 신체적 상태를 평가로 한 단계별 측정 평가를 포함하는 반복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2. 제언

1. 연구도구의 표준화와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다양한 지역에서 많은 수의 

췌장암환자를 대상으로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2. 측정시기와 측정변수를 고려하여야 하며, 일상생활수행 능력정도, 대상자의 

심리, 정서적 상태 등을 고려하여 다각적으로 검증해보는 연구의 진행을 제언한

다.

3. 췌장암 환자의 질병진행경과에 따른 치료 효과와 삶의 질, 문화적 상황까지  

고려한 한국형 의사결정도구의 개발과 적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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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연구 동의를 위한 설명문

이 연구는 “췌장암 환자의 정보요구도, 항암치료 의사결정갈등, 삶의 질과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이 연구는 학술적 목적으로 시행되는 연구로서, 이 설명서는 이번 연구의 내용

과 이 연구에 참여하실 경우 절차, 목적 등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고

자 마련된 것입니다.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심사 숙고하신 후 읽으시고, 원하신다

면 가족이나 다른 사람과 상의하셔도 좋습니다. 언제라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

면 담당의사나 연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여 결정은 귀하의 의사에 달려있습니다. 모든 사항은 귀하의 자유로운 의사

에 따라 참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본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참여에 동

의하지 않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이로 인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만약 참여에 동의하신다면 첨부된 피험자 동의서에 서명 후, 본 동의설명서와 

서명한 동의서 사본을 가지게 됩니다.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췌장암 환자에서 항암치료를 선택할 때 의사결정을 하게 

되기 까지 겪게 되는 갈등에 미치는 요인 및 환자들의 정보 요구도를 파악하여 

치료의사결정에 대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환자분들께서 치료 의사

결정갈등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치료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정보요구

를 강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기초 자료로 활용 될 것입

니다.

2. 연구방법 

1) 연구 담당자에 의해 귀하는 다음의 항목에 답변을 하시거나 질문지를 작성하

게 됩니다. (성별, 생년월일, 교육 정도, 결혼 상태, 진단일, 건강 상태)

2) 연구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귀하는 정보요구도, 의사결정갈등과 삶의 질 관련

된 설문지를 직접 작성하거나 설문지의 질문에 관한 답변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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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견되는 불편

연구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귀하는 설문을 작성하시거나 답변을 하셔야 하며 

소요시간은 약 15-20분 정도입니다.

4. 연구 참여에 따른 혜택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게 되더라도 어떤 치료적 또는 건강상의 이득은 없습

니다. 다만, 참여하여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약소하지만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5. 연구의 중도 탈락

귀하가 연구참여에 거부의사를 밝힌 경우에만 연구에서 제외됩니다.

6. 자료의 비밀보장

본 연구의 일부로 귀하의 개인기록, 검사결과, 건강정보 등이 수집되게 됩니다.

이러한 정보는 연구 책임자를 비롯하여 담당자, 본 연구를 감독하는 병원의 연구

심의위원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동의서에 동의를 하는 것은 이러한 정보의 사용

을 허락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귀하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신상정보는 비밀

로 보장될 것이며, 연구 결과에 대한 자료는 학술적인 목적에 의해서만 익명으로 

열람되고 연구됩니다. 또한 연구결과가 출판될 경우에도 귀하의 신상정보는 비밀

로 유지될 것입니다.

7. 연구 담당자

본 연구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연구책임자나 연구 담당자에게 언제라

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 연구와 관련하여 의학적인 목적으로 연락이 필요한 

경우 연락 할 수 있는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 책임자: 김  수           연락처: 2228-3276

연구 담당자: 장현진           연락처: 2228-5419 / 010-2673-1833

세브란스병원 IRB 지원실 : 02-2228-0430~4

피험자 보호센터: 02-2228-0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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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험자

성명 (서명)

주소

연락처 TEL:

H.P.:

연구자
성명 김 수       (서명)

연락처 TEL:

연구자
성명 장현진       (서명)

연락처 TEL:

연구 참여 동의서

   본인은 “췌장암 환자의 정보요구도, 항암치료 의사결정 갈등, 삶의 질과의 관계 

” 연구의 목적, 방법, 기대효과, 가능한 불편감, 혜택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

해하였으며, 모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

고 생각한 이후에 본인은 상기 연구에 참여하기를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합니다.

본 연구에 동의한 경우라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피험자 설명서 

및 동의서 사본 1부를 받을 것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201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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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의 말씀

안녕하십니까?

치료받고 힘드시지만 따스한 봄 새롭게 피어나는 새싹처럼 귀하의 건강도 어서 

쾌차하여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찬 삶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현재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원 종양 전공 석사 과정생으로 췌장암 환자분들의 

정보요구도, 항암치료 의사결정에 미치는 요인, 삶의 질을 조사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 및 상담을 해드리고 보다 더 나은 간호를 제공하고자 설문을 부탁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연구는 모두 익명으로 처리되며, 모든 자료 및 결과는 연구 목적 외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맞고 틀린 답이 없으므로 각 항목마다 빠짐없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꺼이 협조하여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연구자: 장현진 올림 (02-2228-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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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다음은 치료과정이 있어서 정보요구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는 문항입
니다. 귀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정도에 따라 귀하에게 해당하는 부분
에 "V" 표 해 주십시오.

항   목 

매우 

알고싶

다

꽤

알고싶다

보통

이다

조금

알고

싶다

전혀

알고싶지 

않다

치

료

에

대

한

정

보

요

구

췌장암의 원인, 진단병기, 수술가

능여부
□ □ □ □ □

혈액검사가 필요한 이유 □ □ □ □ □

CT(씨티) 나 PET(펫트) 등의 검사

를 받으라고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
□ □ □ □ □

내시경등 치료를 위한 검사들이 시

행되는 방법에 대한 설명
□ □ □ □ □

검사후 결과에 대한 설명 □ □ □ □ □

항암화학요법의 약물종류, 투여시

기, 기간, 방법
□ □ □ □ □

암이 재발된 것을 알 수 있는 방법

에 대한 제시
□ □ □ □ □

암이 완치될 가능성에 대한 설명 □ □ □ □ □

재입원, 외래, 검사 등의 추후일정 □ □ □ □ □

치료 종료후 계속적인 진료계획 □ □ □ □ □

신

체

적 

요

구

항암치료 부작용 예방법(오심, 식욕

부진, 설사, 변비, 구내염, 감염, 손발

저림)

□ □ □ □ □

항암치료부작용 관리방법(오심, 식

욕부진, 설사, 변비, 구내염, 감염, 손

발저림)

□ □ □ □ □

통증 조절 방법(진통제 종류, 용량,

약물의 효과, 약물부작용)
□ □ □ □ □

정

서

적

요

구

정신적 스트레스-불안, 두려움 해결

방법(투약, 이완법, 명상법)
□ □ □ □ □

암 때문에 심리적으로 힘들때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사람)에 대한 안내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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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다음은 항암치료 결정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귀하에게 해당하는 
부분에 V표 해주십시오.

항   목 

매우 

알고싶

다

꽤

알고싶다

보통

이다

조금

알고

싶다

전혀

알고싶지 

않다

사

회

적 

요

구

예상되는 치료비에 대한 안내 □ □ □ □ □

사회활동, 취미생활의 지속가능성 □ □ □ □ □

자원 활용(사회사업과 연계, 가정간

호)
□ □ □ □ □

건

강

관

리

요

구

회복에 도움이 되는 음식종류에 대

한 안내(권장식품, 건강보조식품, 피

해야 할 음식)

□ □ □ □ □

보완적 치료방법에 대해 의논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안내
□ □ □ □ □

약물치료동안 스스로 할 수 있는 

운동 등 건강 관리법의 종류
□ □ □ □ □

문   항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항암치료에 대한 나의 선택이 나

에게 유용한지를 안다.
□ □ □ □ □

2. 나는 항암치료결정 선택의 장점을 안

다.
□ □ □ □ □

3. 나는 항암치료결정 선택의 단점을 안

다.
□ □ □ □ □

4. 나는 항암치료 선택을 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충분한 도움을 받았다.
□ □ □ □ □

5. 나는 항암치료결정을 다른 사람들로부

터 압력을 받지 않고 선택하고 있다.
□ □ □ □ □

6. 나는 항암치료결정을 선택하기 위해서 

충분한 조언을 받는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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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7. 내가 한(할) 선택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는 점에 대해 명확하다.
□ □ □ □ □

8. 항암치료에 대한 결정은 나에게 내리기 

쉬운 결정이었다.
□ □ □ □ □

9. 나는 항암치료를 자세히 알고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한다.
□ □ □ □ □

10. 나는 항암치료에 대한 나의 결정을 지

킬 것이다.
□ □ □ □ □

11. 나는 항암치료에 대한 나의 결정에 만

족한다.
□ □ □ □ □

문   항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2. 항암치료에 대한 나의 결정은 옳은 

결정이었다.
□ □ □ □ □

13. 나는 항암치료에 대한 나의 선택을 

후회한다.
□ □ □ □ □

14. 나는 다시 해야 한다면 같은 선택을 

할 것이다.
□ □ □ □ □

위의 결정에 대하여 귀하가 내린 결정을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귀하의 결정에 대

해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항암치료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상황으로 돌아간다면 의료인에게 무엇
을 요청하고 싶습니까 ?

(아래칸에 자유롭게 떠오르는 생각을 써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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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난 7일동안 귀하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항목에  “V"표 해 
주십시오.

항   목 
매우 

그렇다

꽤

그렇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

다 

전혀 

그렇지

않다

신

체

상

태

기운이 없다 □ □ □ □ □

속이 메슥거린다 □ □ □ □ □

몸 상태 때문에 가족의 요구를 들어 주  

는데 어려움이 있다
□ □ □ □ □

통증이 있다 □ □ □ □ □

치료의 부작용 때문에 괴롭다 □ □ □ □ □

몸이 아픈 느낌이다 □ □ □ □ □

자리(침대)에 누워 있어야만 한다 □ □ □ □ □

사

회

가

족

상

태

친구들과 가깝게 느껴진다 □ □ □ □ □

정서적으로 가족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  

는다
□ □ □ □ □

친구들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 □ □ □ □

내 가족들은 내 병을 받아들였다 □ □ □ □ □

배우자와 가깝게 느껴진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나에게 가장 많  

은 도움을 주는 사람)

□ □ □ □ □

현재 성생활을 하는 여부와 관계없이   

성생활에 만족한다

만약 답하고 싶지 않으면 여기 □ 칸에  

체크표시하고 다음 문항으로 가십시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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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매우 

그렇다

꽤

그렇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정

서

상

태

슬프다 □ □ □ □ □

내가 병에 대처해 나가는 방법에  

만족한다
□ □ □ □ □

병과의 싸움에서 희망을 잃고 있  

다
□ □ □ □ □

불안하고 초조하다 □ □ □ □ □

죽음에 대해 걱정이 된다 □ □ □ □ □

내 상태가 나빠질까 봐 걱정이다 □ □ □ □ □

기

능

상

태

나는 일을 할 수 있다 (집안일 포  

함)
□ □ □ □ □

나의 하는 일(집안 일 포함)에서 

성취감을 느낀다
□ □ □ □ □

삶을 즐길 수 있다 □ □ □ □ □

내 병을 받아들였다 □ □ □ □ □

잠을 잘 잔다 □ □ □ □ □

평소에 재미로 하는 일들을 즐겁  

게 한다
□ □ □ □ □

지금의 삶의 질에 만족하고 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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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성별은? 1) 남     2) 여

2. 귀하의 연령은?
1) 20-29세  2) 30-39세 3) 40-49세  4) 50-59세  

5) 60-69세  6) 70세이상 

3. 귀하의 결혼상태는? 1) 미혼  2) 기혼  3) 이혼  4) 별거  5) 사별

4. 귀하의 직업은? 1) 없음    2) 있음

5. 귀하의 교육정도는?
1) 무학   2) 초졸   3) 중졸   4) 고졸   

5) 대졸이상   

6. 가족의 월수입은?

1) 100-200만원     2) 200-300만원

3) 300-400만원    4) 400~500만원

5) 500만원 이상

7. 귀하의 종교는 있습니까?
1) 없음  2) 기독교   3) 불교   4) 천주교   

5) 기타 ( )

8. 치료비는 주로 누가 
부담하십니까?

1) 본인  2) 배우자  3) 자녀  4) 부모  

5) 기타 ( )

9. 췌장암치료와 관련된 
개인보험(사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1) 유    2)무  

10. 암을 진단받은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1) 6개월 미만    2) 6개월-1년미만

3) 1년-2년 미만  4) 2년-3년 미만 

5) 3년 이상 

11. 주로 간호해 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1) 배우자  2) 자녀  3) 형제자매  4) 부모

5) 간병인  6) 기타( )

12. 현재 췌장암과 관련하여 
받으신 또는 받고 있는 
치료를 표시해 주십시오.

1) 치료받기 전 상태만

2) 항암화학요법

3) 수술 + 항암화학요법

4)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요법

5) 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요법  

13. 현재 질병과 관련된 
통증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통증이 있으면 아래 번호에 V표 하십시오 

Ⅳ.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 사항 및 질병관련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
항을 읽으신 뒤 귀하에게 해당하는 부분에 V표 하거나 해당 내용을 적어주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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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현재 투병과정에서 가장 
힘이 되어주는 것을 
하나만 고른다면 
무엇입니까?

1) 가족  2) 의료진  3) 종교  4) 직업 또는 일

5) 친구  6) 없다    7) 기타( )

15. 항암치료를 선택하게 된  
주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1) 본인이 원함  2) 가족이 원함  3)의사의 권유  

4) 간호사의 권유  5)기타 주변의 권유

6) 기타( )

16. 항암치료를 망설이셨다면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경제적인 이유  2) 직장생활 때문  

3) 항암치료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 

4) 가족들의 만류  5) 체력이 약해서

6) 나이 때문에    7) 췌장암에 대한 예후 

때문에

8) 기타 ( )

17. 치료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다음중 
무엇입니까?

1) 본인의 의지  2) 가족  3) 의사   4)간호사

5) 기타주변 사람들( )

6) 정보, 매체( )

18. 항암치료 후 경과는 어떨 
것으로 기대합니까?

1) 완치  2) 생명의 연장  3) 암의 진행 억제

4) 현재 증상 완화  5) 암의 악화  

6) 잘 모르겠다

7) 기타( )

- 설문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쾌유를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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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CVI)

치

료

에 

대

한

정

보

요

구

췌장암의 원인, 진단병기, 수술가능여부 .87

혈액검사가 필요한 이유 .81

CT(씨티) 나 PET(펫트) 등의 검사를 받으라고 하는 이유에 대한 설

명
.84

내시경등 치료를 위한 검사들이 시행되는 방법에 대한 설명 .80

검사후 결과에 대한 설명 .93

항암화학요법의 약물종류, 투여시기, 기간, 방법 .93

암이 재발된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제시 .96

암이 완치될 가능성에 대한 설명 .96

재입원, 외래, 검사 등의 추후일정 .84

치료 종료후 계속적인 진료계획 .84

신

체

적

요

구

항암치료 부작용 예방법( 오심, 식욕부진, 설사, 변비, 구내염, 감염,

손발저림)
.93

항암치료부작용 관리방법( 오심, 식욕부진, 설사, 변비, 구내염, 감염,

손발저림)
.93

통증 조절 방법(진통제 종류, 용량, 약물의 효과, 약물부작용) .84

정

서

적

요

구

정신적 스트레스-불안, 두려움 해결방법(투약, 이완법, 명상법) .80

암 때문에 심리적으로 힘들때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사람)에 대한 

안내
.80

사

회

적

요

구

예상되는 치료비에 대한 안내
.80

사회활동, 취미생활의 지속가능성 .80

자원 활용( 사회사업과 연계, 가정간호) .80

건

강

관

리

요

구

회복에 도움이 되는 음식종류에 대한 안내

(권장식품, 건강보조식품, 피해야 할 음식)
.90

보완적 치료방법에 대해 의논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안내 .90

약물치료동안 스스로 할 수 있는 운동 등 건강 관리법의 종류 .90

<부록4> 정보요구도 문항별 타당도(CVI) 지수 - 총 21문항

N=110

 CVI= Content Validity Index, 전문가 패널 7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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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평균±표준편차

치료관련 정보요구도 

1. 암이 완치될 가능성에 대한 설명 4.77±0.48

2. 암이 재발된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제시 4.72±0.58

3. 검사후 결과에 대한 설명 4.71±0.55

4. 항암화학요법의 약물종류, 투여시기, 기간, 방법 4.64±0.59

5. 췌장암의 원인, 진단병기, 수술가능여부 4.61±0.63

6. 치료 종료 후 계속적인 진료계획 4.54±0.63

7. CT나 PET등의 검사를 받으라고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 4.53±0.73

8. 재입원, 외래, 검사 등의 추후일정 4.38±0.81

9. 내시경등 치료를 위한 검사들이 시행되는 방법에 대한 설명 4.37±0.80

10. 혈액검사가 필요한 이유 4.35±0.81

신체적 정보요구도 

11. 항암치료부작용 관리방법
( 오심, 식욕부진, 설사, 변비, 구내염, 감염, 손발저림)

4.49±0.74

12. 항암치료 부작용 예방법
( 오심, 식욕부진, 설사, 변비, 구내염, 감염, 손발저림)

4.47±0.76

13. 통증 조절 방법(진통제 종류, 용량, 약물의 효과, 약물부작용) 4.47±0.67

정서적 정보요구도

14. 정신적 스트레스-불안, 두려움 해결방법(투약, 이완법, 명상법) 4.40±0.85

15. 심리적으로 힘들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에 대한 안내 4.37±0.78

사회적 정보요구도 

16. 예상되는 치료비에 대한 안내 4.41±0.78

17. 사회활동, 취미생활의 지속가능성 4.33±0.80

18. 자원 활용( 사회사업과 연계, 가정간호) 4.16±0.88

건강관리 정보요구도 

19. 회복에 도움이 되는 음식종류에 대한 안내
(권장식품, 건강보조식품, 피해야 할 음식)

4.55±0.69

20. 약물치료동안 스스로 할 수 있는 운동 등 건강 관리법의 종류 4.47±0.75

21. 보완적 치료방법에 대해 의논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안내 4.45±0.74

계 94.20±11.25

<부록5> 정보요구도 문항별 점수                                      

N=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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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평균±표준편차

1. 나는 항암치료에 대한 나의 선택이 나에게 유용한지를 안다. 4.05±0.64

2. 내가 한(할) 선택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는 점에 대해  

명확하다.
3.84±0.76

3. 나는 항암치료결정 선택의 장점을 안다. 3.80±0.81

4. 항암치료에 대한 나의 결정은 옳은 결정이었다. 3.75±0.79

5. 나는 항암치료에 대한 나의 결정을 지킬 것이다. 3.73±0.87

6. 나는 항암치료결정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압력을 받지 않고 선택하  

고 있다.
3.69±0.93

7. 나는 다시 해야 한다면 같은 선택을 할 것이다. 3.57±0.91

8. 나는 항암치료에 대한 나의 결정에 만족한다. 3.56±0.87

9. 나는 항암치료결정 선택의 단점을 안다. 3.55±0.80

10. 나는 항암치료결정을 선택하기 위해서 충분한 조언을 받는다. 3.52±0.97

11. 나는 항암치료를 자세히 알고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한다. 3.48±0.85

12. 나는 항암치료 선택을 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충분한 도움  

을 받았다.
3.33±0.97

13. 항암치료에 대한 결정은 나에게 내리기 쉬운 결정이었다. 3.01±1.15

14. 나는 항암치료에 대한 나의 선택을 후회한다. 2.05±0.95

계 50.33±7.61

<부록6> 의사결정갈등 문항별 점수

N=110

5점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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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평균±표준편차

신체적

1. 기운이 없다. 3.59±1.07

2. 몸 상태 때문에 가족의 요구를 들어주는데 어려움이 있다. 3.12±1.20

3. 치료의 부작용 때문에 괴롭다. 2.81±1.34

4. 몸이 아픈 느낌이다. 2.81±1.24

5. 통증이 있다. 2.68±1.26

6. 속이 메슥거린다. 2.65±1.22

7. 자리(침대)에 누워 있어야만 한다. 2.35±1.25

사회/가족

8. 정서적으로 가족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는다. 4.01±0.99

9. 배우자와 가깝게 느껴진다. 3.93±1.06

10. 내 가족들은 내 병을 받아들였다. 3.84±1.08

11. 성생활에 만족한다. 2.41±0.74

12. 친구들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2.36±1.23

13. 친구들과 가깝게 느껴진다. 2.33±1.15

정서

14. 내 상태가 나빠질까 봐 걱정이다. 3.27±1.35

15. 내가 병에 대처해 나가는 방법에 만족한다. 3.11±1.09

16. 슬프다. 2.93±1.12

17. 죽음에 대해 걱정이 된다. 2.79±1.36

18. 불안하고 초조하다. 2.71±1.27

19. 병과의 싸움에서 희망을 잃고 있다. 2.26±1.17

기능적

20. 내 병을 받아들였다. 3.36±1.06

21. 잠을 잘 잔다. 2.90±1.12

22. 나는 일을 할 수 있다. 2.79±1.20

23. 삶을 즐길 수 있다. 2.70±1.15

24. 평소에 재미로 하는 일들을 즐겁게 한다. 2.65±1.13

25. 나의 하는 일(집안 일 포함)에서 성취감을 느낀다. 2.63±1.45

26. 지금의 삶의 질에 만족하고 있다. 2.59±1.18

계 77.15±12.30

<부록 7> 삶의 질 문항별 점수

N=110

5점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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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formation needs, treatment - related decision conflict,

and quality of life in pancreatic cancer patient.

Jang, Hyun Jin

Department of Oncological care

Graduate School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This descriptive correlation study aimed to identify the information needs,

treatment - related decision conflict, and quality of life in pancreatic patients,

and analyzing these relation among the three variables.

Pancreatic patients receiving cancer treatment at the pancreatic cancer

special clinic of Y University Medical Center in Seoul, a tertiary medical center,

were invited to participate. Date were collected from 110 respondents from

April 12 to June 11, 2010.

The survey questionnaire consisted of a modified version of the

information needs instrument (Heo, 2000), decision conflict instrument

(O‘Connor, 1994; Yoon, 2004), and Korean version of the Functional Assessment

Cancer Therapy- General (FACT-G). The collected data were processed using

SPSS Win 15.0 program, and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and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1. Information needs of the pancreatic patients having chemotherapy were

high with an average of 94.20 points. Information need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ly higher in patients with no religion (F= 4.554, p=.013), diagnosis of

cancer with on 6 months (F=3.474, p=.035), and in cares where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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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ing on treatment was more influenced by the physician rather than the

patients themselves or families(F=4.238, p=.017).

2. Treatment-related decision conflict of pancreatic patients was at the medium

level of 50.33 points. Decision conflict was higher in patients who had both

surgery and chemotherapy compared to those who had chemotherapy and

radiotherapy (F=4.880, p=. 003), as well as patients without pain (t=-2.060,

p=.042). Also, patients who made their own decisions should higher decision

conflict than those who were influenced by the physician (F=4.255, p<.017), and

patients who expected complete recovery after treatment had higher decision

conflict than those who answered vaguely (F=5.980, p<. 001).

3. Patients with less than middle school education demonstrated a higher level

of quality of life than those who had more than high school education

(F=3.822, p=.025).

4. The correlation among information needs, decision conflict, and quality of

life demonstrated that the higher decision conflict, the higher quality of

life(r=.310, p= .002).

This study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identifying information needs for

each patient from the beginning of chemotherapy, and decreasing in order to

help them solve treatment-related decision conflict, especially considering key

players in the decision - making process as well as several demographic and

disease- related characteristics.

---------------------------------------------------------------------------------------------------------------

Key words : pancreatic cancer, information needs, decision conflict, quality of

lif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