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췌장암 환자의 암 인식이 치료 방침 결정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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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Cancer Awareness on Treatment Decision for Pancreatic Cancer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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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Aims: With recent changes in the treatment of pancreatic cancer, patients’ active decision-making has become
more important. Nevertheless, it is difficult to give patients proper insights into the disea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associated factors between pancreatic cancer awareness and treatment decisions as well as how cancer awareness affects the timing of treatment decisions and the desired treatment method.
Methods: This is a retrospective study that reviewed and analyzed the electronic medical records of 110 patients who were diagnosed with pancreatic cancer from January 2013 to April 2016. A "patient with pancreatic cancer awareness" means that the patient was informed of their disease state before making the first treatment decision.
Results: Of all, only 63.6% of patients (n=70) were shown to have pancreatic cancer awareness before making their first treatment decision. Compared to patients without pancreatic cancer awareness, patients with pancreatic cancer awareness were
younger (65.00 vs. 76.98, t=6.70, p<0.001), were more likely to have presented their spouse as legal guardians (42.9% vs.
2
10.0%, χ =31.70, p<0.001), and spent a shorter time for treatment decision-making (1.6 vs. 10.5 days, t=4.26, p<0.001). The
patients without pancreatic cancer awareness were more likely to opt for best supportive care compared to the patients with pan2
creatic cancer awareness (79.5% vs. 28.6%, χ =31.70, p<0.001).
Conclusions: This study provides insights into cancer awareness. Since cancer awareness appears to influence treatment decisi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guidelines to improve cancer awareness of patients. (Korean J Gastroenterol 2020;75:198-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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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암 치료와 여러 가지 약제들의 임상 연구가 진행되면서 수술

론

후 항암 치료가 가능하였던 환자의 5년 생존율과 중앙 생존
췌장암은 5년 생존율이 약 11%로 예후가 매우 좋지 않은

2

3

값은 28.8% 와 54.4개월 로 상승되었고, 수술이 불가능한 병

암이다. 지난 20년 동안 췌장 외 다른 암들의 5년 생존율이

기의 환자에서도 항암 치료 후 중앙 생존 값은 11.1개월까지

약 20% 이상 증가된 것에 비하여 췌장암의 5년 생존율 증가

4
상승되어 췌장암 환자의 치료 결정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으

1
는 약 3.8% 증가에 머물러있다. 하지만 최근 췌장암에서 항

로 병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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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식이란 환자가 자신에게 문제점이나 질환이 있음을 인식
하는 것으로, 증상의 원인과 의미를 현실적이고도 논리적으로
5

199

가족, 의료인을 대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병식은 정신과적 의미로 환자가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기존에 병식이 있는 암 환자에서 사

자신의 정신 질환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일반 환자, 특

전 의사 결정에 대한 태도와 관련 요인을 조사한 연구는 있으

히 암 환자가 자신의 병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를 표현하기

나 췌장암에 국한하여 진단 시기에 병식 여부에 관련된 연구

위해서도 사용되고 있다.

6

는 찾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진단 초기 병식이

병식은 환자의 치료 경험과 관련이 있다. 선행 연구에 의하

있는 췌장암 환자의 비율과 일반적 특성, 췌장암 환자의 병식

면 자신의 질병에 대한 지식 정도는 치료 방법 선택에 영향을

유무에 따라 치료 의사 결정 기간과 내용의 차이가 있는지를

7

주며, 자신의 질병에 대하여 명확하게 아는 것은 자신의 치료

알아보고, 췌장암 병식 유무가 췌장암 환자의 어떤 특성과 관

8

만족도를 높이고 치료 의사 결정 시 갈등을 낮춘다고 하였다.

련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으로 향후 췌장암 환자에게 병식을

따라서 환자에게 병식을 명확히 주는 것은 중요하다. 그럼에

주는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위한 기초로 활용하고자 한다.

도 불구하고 암 환자에게 병식을 주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일이다. 임상 현장에서는 췌장암의 낮은 생존율로 인하여 많

대상 및 방법

은 보호자들이 췌장암 환자에게 병식을 주는 것에 대하여 망
설이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환자가 충격을 받

1.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방법

을 수 있고, 질병과 싸울 희망을 잃고 좌절할 것을 우려하기

본 연구는 진단 초기 췌장암 환자의 병식 유무에 따른 치료

9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환자에게 병식을 주지 않는 경우

의사 결정의 시기와 내용의 차이를 알아보고 병식 유무에 관

환자가 치료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가족 구성원의 결정

련된 인자를 알아보기 위하여 의무기록을 이용한 후향적 조사

에 따르는 경우가 많다.

6

연구이다. 연구 대상자는 췌장암 진단을 받은 환자이며, 구체

암 환자에게 병식을 주는 것은 의료인에게 간단한 일은 아

적인 선정기준과 제외기준은 다음과 같다.

니다. 환자에게 병식을 주는 것은 문화적 영향을 많이 받는다.
환자, 가족, 의료인이 의사소통하는 방식과 의사 결정을 하는

1) 선정기준

방식은 한 문화권 내의 삶의 경험이나 질병, 고통, 죽음의 의

(1) J 상급 종합병원에 췌장암 의증으로 검사를 위하여 입

10,11

서양의 경우 환자

원한 자. (2) 세포 검사 또는 조직 검사에서 췌장암을 확진받

가 자신의 질병에 대하여 명확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

은 자. (3) 세포 검사 또는 조직 검사로 확진이 어려운 경우

미와 매우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11

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과 일본 등 동북

2개 이상의 영상 검사(초음파, 복부 전산화단층촬영[CT], 복

아시아 국가에서는 환자에게 질병을 알리는 것은 희망을 빼앗

부 자기공명영상[MRI],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CT, 초음

향이 강하다.

9,12,13

환자

파 내시경[EUS],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ERCP])에서

에게 병식을 주는 것은 환자의 가치관, 종교 등의 영향을 받기

췌장암의 특징 적인 소견이 관찰된 자. (4) 만 18세 이상 성인.

고 죽음을 재촉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믿는다.
도 한다.

11,14,15

또한 환자에게 병식을 주려면 환자가 자신의

질병과 관련된 정보를 인지할 수 있어야 하는데, 치매와 같이

(5) 말과 글을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는 자. (6) 지남력(시간,
장소, 사람)이 있는 자.

인지 능력이 저하된 환자에게는 병식을 주기가 어렵다. 또한
고령 및 기저 질환으로 인하여 적극적인 치료가 어려운 경우

2) 제외기준

와 예후가 매우 불량할 것으로 예상되는 췌장암 환자에게 일

(1) 타 병원에서 췌장암 진단을 받은 후 병식을 가지고 J

률적으로 병식을 주는 것이 항상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닐 수

상급 종합병원에 내원한 환자. (2) 전자 의무기록에서 환자의

있다.

병식 여부와 주 보호자, 치료 방법 결정을 판단하기 어려운

많은 국가에서 암 환자에게 병식을 주는 것에 대한 가이드

환자. (3) 췌장암 진단 전에 5년 내 다른 암을 새롭게 진단받은

라인을 마련하고 활용하고 있다. 미국의 SPIKES protocol이

자. (4) J 상급 종합병원에서 확진받기 전 또는 치료 의사 결정을

나 호주의 ABCDE model은 나쁜 소식을 전달하는 방법에

하지 않고 타 병원으로 전원한 환자. (5) 췌장암 진단을 받고

중점을 두고 있으며,

16

인도는 암 환자의 정서적 지지를 더

중요시하는 BREAKS protocol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어

17

치료 결정을 내리기 전 사망한 환자. (6) 지남력 장애(치매,
뇌졸중, 정신 질환 등)가 있는 환자. (7) 췌장암 병식을 가지고

문화에 따라 가이드라인도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

혈액종양내과 또는 수술을 위하여 외과로 입원한 환자. (8) 그

라에서도 우리나라 문화에 적합한 암 환자에게 병식을 줄 때

외 연구자가 연구 참여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환자.

이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며, 이는 우리나라 환자,

본 연구의 자료는 J 상급 종합병원의 전자 의무기록을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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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지 등. 췌장암 병식과 치료 방침 결정

여 수집하였다. 연구 대상자 선택의 편견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며칠이 경과하였는지를 말하며, 치료 방법 결정일에서 췌장암

2013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J 상급 종합병원 소화기내과에

확진일을 뺀 것을 일(day)로 산출하였다.

입원하여 췌장암 진단을 받은 환자 139명 전수를 대상으로
본 연구 대상자 선정기준과 제외기준을 검증하였으며, 제외기준

5) 치료 방법

에 해당하는 환자 29명은 본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총 110명의

치료 방법은 췌장암을 확진받은 환자가 어떤 치료 방법을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시작에 앞서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선택하였는가를 말하는 것이며, 4가지(수술, 항암화학요법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였다(CUH 2018-09-032-001).

[chemotherapy], 보존적 치료[best supportive care, BSC],
타 병원 전원 원함)로 조사하였다.

2. 연구 변수
6) 인구사회학적 특성
1) 췌장암 환자

본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성별, 연령, 주 보

본 연구에서 췌장암이란 췌장에서 발생한 세포의 증식으로

호자가 누구인지를 전자 의무기록을 통하여 추출하였다.

이루어진 덩어리를 말하는 것으로 선암과 내분비세포 기원 종
양을 의미한다. 세포 검사 또는 조직 검사에서 췌장암을 확진

7) 췌장암 관련 특성

받았거나 세포 검사 또는 조직 검사로 확진이 어려운 경우

췌장암 관련 특성은 병기(stage: American Joint Committee

2개 이상의 영상 검사(초음파, 복부 CT, 복부 MRI, PET-CT,
초음파 내시경, ERCP)에서 췌장암의 특징적인 소견이 관찰된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자를 의미한다.

Variable

2) 병식

병식이 있다는 것은 환자가 자신의 병명이 췌장암인 것을

Age (years)

Total (n=110)
69.35±11.31

Sex

알고 있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 췌장암 병식이 있는 환자

Male

78 (70.9)

란 췌장암 확진 후 의사가 환자에게 병명을 알린 것이 전자

Female

32 (29.1)

의무기록에 명시된 환자를 말한다. 췌장암 병식이 없는 환자

Main guardian

란 환자가 췌장암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모르고 보호자가 환

Spouse

34 (30.9)

자에게 췌장암인 것을 알리지 말 것을 의료진에게 요청하여

Son

48 (43.6)

그 내용이 전자 의무기록에 명시된 환자를 말한다. 또한 내원

Daughter

14 (12.7)

당시 췌장암인 것을 알고 있었던 환자는 본 연구에서 제외하

Daughter-in-law

9 (8.2)

Others

4 (4.5)

였다.

Stage (AJCC 7th)

3) 췌장암 확진일 및 췌장암 확진 소요 기간

췌장암 확진일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1) 세포 검사
또는 조직 검사에서 췌장선암 또는 내분비세포암으로 결과가
보고된 날을 말한다. (2) 세포 검사 또는 조직 검사에서 췌장

1

4 (3.6)

2

32 (29.1)

3

12 (10.9)

4

62 (56.4)

ECOG performance status

암 확진이 되지 않은 환자의 경우 다른 영상 검사가 모두 완료

0

17 (15.5)

되어 병기가 결정된 날로 정의한다. (3) 다른 부위에 전이가

1

85 (77.3)

있어서 타 장기의 추가 조직 검사가 이루어진 경우 췌장 외

2

3 (2.7)

타 장기의 조직 검사 결과가 나온 날을 췌장암 확진일로 정하

3

2 (1.8)

였다. 췌장암 확진 소요 기간은 병원에 최초 방문한 날부터
췌장암 확진일까지 며칠이 경과하였는지를 말하며, 췌장암 확
진일에서 병원 최초 방문일을 뺀 것을 일(day)로 산출하였다.
4) 치료 의사 결정 소요 기간

췌장암 확진일로부터 구체적 치료 방법을 결정한 날까지

4
Hemoglobin (g/dL)
Albumin (g/dL)
CA 19-9 (U/mL)

3 (2.7)
12.55±1.71
4.01±0.46
408.90 (53.58-2,421.80)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n (%), or median
(interquartile range).
AJCC, American Joint Committee on Cancer; ECOG, Eastern
Cooperative Oncology Group; CA 19-9, carbohydrate antigen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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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였고, 성별은 남자가 70.9% (n=78)였다. 주 보호자는

Group (ECOG), hemoglobin (g/dL), albumin (g/dL), CA

아들 43.6% (n=48), 배우자 30.9% (n=34), 딸 12.7% (n=14),

19-9 자료를 전자 의무기록을 검토하여 추출하였다.

며느리 8.2% (n=9)였다. 그 외 보호자는 형, 오빠, 동생, 시동
생이었으며 4.5% (n=4)였다. 췌장암 병기는 4기가 56.4%

3. 자료 분석

(n=62)로 가장 많았고, 2기 29.1% (n=32), 3기 10.9% (n=12),

일반적 특성과 췌장암 관련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

1기가 3.6% (n=4)였다. 내원 당시 ECOG 활동도는 활동도

하였고, 일반적 특성과 췌장암 관련 특성 및 췌장암 확진 소요

1인 환자가 77.3% (n=85)로 가장 많았고, 활동도 0인 환자가

기간에 따른 췌장암 병식의 차이는 chi-squire test, t-test 및

15.5% (n=17), 활동도 2와 4인 환자가 각각 2.7% (n=3), 활동

one way ANOVA를 실시하였다. 병식 유무에 따른 치료 의

도 3인 환자가 1.8% (n=2)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평균 he-

사 결정 소요 기간과 치료 방법의 차이는 chi-squire test,

moglobin은 12.6 g/dL였고, albumin은 4.0, CA 19-9는

t-test 및 one way ANOVA를 실시하였다.

6,338.4였다(Table 1).

결

2. 연구 변수의 서술적 통계

과

본 연구 대상 췌장암 환자 중 본인이 췌장암인 것을 아는
1. 대상자의 특성

비율은 63.6% (n=70)였다. 병원 첫 방문부터 췌장암 확진 시

본 연구 대상 췌장암 환자 110명의 평균 연령은 69.35세

까지 평균 5.62일(±4.90)이 소요되었고, 확진을 받은 날부터
치료 의사 결정을 내린 날까지 평균 4.57일이 소요되었다. 치
료 의사 결정은 BSC를 선택한 췌장암 환자가 46.4% (n=51)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Research Variables
Variable

Total (n=110)

Awareness of cancer
Yes
No

70 (63.6)
40 (36.4)

Duration 1: from the first visit to diagnosis (day)

5.62±4.90

Duration 2: from diagnosis notification to
treatment decision (day)

4.57±9.40

9 (8.2)

Chemotherapy

36 (32.7)

Best supportive care

51 (46.4)

2nd opinion

13 (11.8)

Missing

언을 구하기 위하여 전원한 경우(2nd opinion)가 11.8%
(n=13), 수술이 8.2% (n=9)였다(Table 2).
3. 췌장암 병식 유무에 따른 연구 변수의 비교

첫 병원 방문 시부터 췌장암 확진까지 소요된 기간은 췌장암
병식 유무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t=1.21, p=0.231). 그러나 췌장

Treatment decision
Operation

로 가장 많았고, 항암화학요법 32.7% (n=36), 다른 의사의 조

1 (0.9)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or n (%).

암 확진부터 치료 의사 결정까지 소요된 기간은 췌장암 병식이
있는 환자는 1.6일, 병식이 없는 환자는 10.5일로 병식이 있는
환자가 유의하게 짧았다(t=4.26, p<0.001). 치료 의사 결정은
췌장암 병식이 있는 환자는 항암화학요법을 선택한 비율이
50.0%로 가장 높았으며, 병식이 없는 환자는 BSC를 선택
2
한 비율이 79.5%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었다(χ =31.70,

Table 3. Comparison of General Characteristics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Awareness of Cancer (n=110)
Variable

Awareness of cancer
Yes (n=70, 63.6%)

No (n=40, 36.4%)

2

χ or t-test

p-value

Duration 1: from the first visit to diagnosis (day)

6.04±5.55

4.87±3.42

1.21

0.231

Duration 2: from diagnosis notification to treatment
decision (day)

1.60±4.11

10.50±12.81

4.26

<0.001

7 (10.0)

2 (5.1)

31.70

Chemotherapy

35 (50.0)

1 (2.6)

Best supportive care

20 (28.6)

31 (79.5)

8 (11.4)

5 (12.8)

Treatment decision
Operation

2nd opinion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or n (%).
a
Fisher’s exac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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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지 등. 췌장암 병식과 치료 방침 결정

4. 췌장암 병기에 따른 병식 유무와 치료 의사 결정

p<0.001) (Table 3).

췌장암 병기에 따른 병식 유무와 치료 의사 결정은 1기에
서는 병식이 있는 환자 3명 중 2명은 수술, 1명은 전원하였으
Table 4. Difference in Treatment Decision according to the Stage and Awareness of Cancer in Pancreatic Cancer Patients (n=110)
Stage

Awareness of cancer

I

II

III

IV

Treatment decision
Operation

Chemotherapy

BSC

2nd opinion

Total

Yes

2 (66.7)

-

-

1 (33.3)

3

No

1 (100.0)

-

-

0 (0.0)

1

Subtotal

3 (75.0)

-

-

1 (25.0)

4

Yes

5 (26.3)

7 (36.8)

4 (21.1)

3 (15.8)

19

No

1 (8.3)

1 (8.3)

9 (75.0)

1 (8.3)

12

Subtotal

6 (19.4)

8 (25.8)

13 (41.9)

4 (12.9)

31

Yes

-

5 (55.6)

2 (22.2)

2 (22.2)

9

No

-

0 (0.0)

2 (66.7)

1 (33.3)

3

Subtotal

-

5 (41.7)

4 (33.3)

3 (25.0)

12

Yes

-

23 (59.0)

14 (35.9)

2 (5.1)

39

No

-

0 (0.0)

20 (87.0)

3 (13.0)

23

Subtotal

-

23 (37.1)

34 (54.8)

5 (8.1)

62

36 (33.0)

51 (46.8)

13 (11.9)

109

Total

9 (8.3)

χ

2

p-value

0.44

0.505

8.97

0.030

3.11

0.211

21.57

<0.001

Values are presented as n (%).
BSC, best supportive care.
Table 5. Comparison of General Characteristics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Awareness of Cancer (n=110)
Variable
Age (years)

Awareness of cancer

2

Yes (n=70, 63.6%)

No (n=40, 36.4%)

65.00±10.65

76.98±7.96

Sex
Male

54 (69.2)

24 (30.8)

Female

16 (50.0)

16 (50.0)

Main Guardian
30 (42.9)

4 (10.0)

Son

26 (37.1)

22 (55.0)

Daughter

6 (8.6)

8 (20.0)

Daughter-in-law

3 (4.3)

6 (15.0)

Others

5 (7.1)

0 (0.0)

Stage (AJCC 7th)
14 (35.0)

3

9 (12.7)

3 (7.5)

4

39 (55.7)

23 (57.5)

ECOG
0

14 (20.0)

3 (7.5)

1

55 (78.6)

30 (75.0)

≥2
Albumin
CA 19-9 (U/mL)

6.70

<0.001

3.63

0.057

a

<0.001

a

0.741

11.36a

0.002

0.78
22 (31.4)

Hemoglobin

p-value

19.79

Spouse

1-2

χ or t-test

1 (1.4)

7 (17.5)

12.93±1.69

11.88±1.53

3.23

0.002

4.11±0.46

3.82±0.42

3.27

0.001

280.45 (43.88-2393.85)

995.60 (132.68-2421.80)

0.15

0.885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n (%), or median (interquartile range).
AJCC, American Joint Committee on Cancer; ECOG, Eastern Cooperative Oncology Group; CA 19-9, carbohydrate antigen 19-9.
a
Fisher’s exac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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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병식이 없는 1명은 수술을 시행받았다. 2기에서는 병식이

할 확률이 높아 합의 도출에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있는 19명 중 수술을 받은 환자 5명(26.3%), 항암 치료 7명

판단된다.

19

(37.8%), BSC 4명(21.1%), 전원 3명(15.8%)이었으며, 병식이

환자 병식 유무에 따라 치료 의사 결정 내용도 차이가 있었

없는 환자 12명 중 수술을 받은 환자 1명(8.3%), 항암 치료

다. 병식이 있는 환자의 경우 BSC보다 항암화학요법과 같은

1명(8.3%), BSC 9명(75.0%), 전원 1명(8.3%)이었다. 3기에서

적극적인 치료 선택 비율이 높았으나 병식이 없는 경우 대부

는 병식이 있는 9명 중 항암 치료 5명(55.6%), BSC 2명

6
분 BSC를 선택하였고, 이는 선행 연구 결과와 같다. 또한

(22.2%), 전원 2명(22.2%)이었으며, 병식이 없는 환자 3명 중

췌장암은 병기에 따라 가능한 치료 방법이 다르다. 본 연구에

항암 치료 0명(0%), BSC 2명(66.7%), 전원 1명(33.3%)이었

서 표본수가 적고 병식 유무에 따라 치료 의사 결정 내용에

다. 4기에서는 병식이 있는 39명 중 항암 치료 23명(59.0%),

차이가 없었던 췌장암 1기와 3기를 제외하고, 병식 유무에 따

BSC 14명(35.9%), 전원 2명(5.1%)이었으며, 병식이 없는 환

라 치료 의사 결정 내용이 달랐던 2기와 4기를 보면 췌장암

자 23명 중 항암 치료 0명(0%), BSC 20명(87.0%), 전원 3명

2기에서는 항암화학요법, 수술, BSC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13.0%)이었다(Table 4).

데, 본 연구에서 병식이 있는 췌장암 2기 환자는 모든 치료
방법을 고루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병식이 없는 환자는

5. 췌장암 병식 유무에 따른 일반적 특성 및 임상적 특성 비교

75%가 BSC를 선택하였다. 췌장암 4기 환자는 항암화학요법

췌장암 병식이 있는 환자의 평균 연령은 65세로 병식이 없는

과 BSC를 선택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병식이 있는 췌장

환자의 평균 연령 76.98세보다 낮았다(t=6.70, p<0.001). 병식

암 4기 환자는 항암화학요법을 선택하는 비율이 59%였으나

이 있는 환자는 주 보호자가 배우자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병식이 없는 환자는 87%가 BSC를 선택하였다. 이와 같은 결

아들이었으나 병식이 없는 환자는 주 보호자가 아들, 딸, 며느리

과로 볼 때 치료 의사 결정은 병식 유무에 따라 달라졌으며,

2
순으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나 차이가 있었다(χ =19.79,

환자가 병식이 있는 경우 가능한 치료 방법을 고루 선택하는

p<0.001). 활동도 역시 병식이 있는 환자와 병식이 없는 환자

반면 환자가 병식이 없는 경우 병기와 상관없이 BSC를 선택

2

간에 차이가 있었다(χ =11.66, p=0.002). 평균 hemoglobin

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췌장암 환자가 병식이 없는 경우

(t=3.23, p=0.002)과 albumin (t=3.27, p=0.001)은 병식이 있는

주로 가족이 치료 의사 결정을 내리게 되고 환자의 참여가

환자가 더 높게 나타났다(t=3.23, p=0.002). 그 외 성별, 병기,

배제되어 환자 자신의 생명에 대한 가치관을 반영하지 못하기

CA 19-9는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5).

19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병식이 없는 환자들의 치료 의

사 결정이 늦어지고, BSC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대부

고

분의 의료인들이 경험적으로 느끼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찰

지금까지 이를 검증한 연구는 없었으며, 본 연구에서 처음으
본 연구는 진단 초기 췌장암 환자의 병식 유무에 따른 치료
의사 결정 기간과 치료 의사 결정 내용의 차이가 있는지를

로 차이가 있음을 검증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12조에 의하면 의료인은 환자에게 행하

알아보고, 췌장암 환자의 어떤 특성이 췌장암 병식 유무와 관

는 의료 행위의 전 과정을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고, 환자는

련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의무기록을 검토, 분석한 후

본인이 받을 의료 행위에 대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어떠

향적 조사 연구이다.

19
한 의료 행위를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인

본 연구에서 췌장암 병식이 있는 환자의 비율은 63.6%였

들이 암 환자에게 병식을 주는 일은 단순하지 않다. 먼저 환자가

다. 췌장암 병식에 대한 선행 연구는 찾을 수 없었으나 폐암

자신의 질병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6
환자 대상 연구에서 병식이 있는 환자의 비율이 68%로 본

능력이 있어야 한다. 환자의 인지 능력이 저하되어 의료인들이

연구보다 약간 높았고, 항암화학요법 환자 대상 연구에서는

병식을 주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다음으로는 환자의 가치관이

병식이 있는 환자 비율은 74%였으나

18

이는 치료 중인 환자

15
나 종교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또한 문화도 환자에게 병식
11,14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캐나다,

를 조사한 것으로 본 연구와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본 연구

을 주는 데 영향을 미친다.

에서 췌장암 확진부터 치료 의사 결정까지 소요된 기간은 병

영국 등의 국가에서는 암 환자의 가족 중 20% 정도가 환자가

식이 있는 환자가 1.6일, 병식이 없는 환자는 10.5일로 병식이

병을 알기를 원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

없는 환자의 소요 기간이 유의하게 길었다. 이러한 결과는 환

들이 본인의 질병과 예후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기를 원하므로

자가 병식이 없는 경우 중요한 결정들을 환자가 바로 참여하

의사는 환자에게 병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지 못하고 대부분 가족들이 치료 의사 결정을 내리는데, 가족

생각하였다. 그러나 자신의 병에 대하여 알고 싶어 하지 않는

이 모이고 상의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가족 내 의견이 불일치

10% 내외의 일부 노인 환자들의 선호를 존중할 필요도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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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또 다른 선행 연구에서는 문화권별 병식에 대한 인식을

구 대상자 선정 시, 병원 내원 시 췌장암 확진을 받고 병식이

조사하였는데, 한국계 미국인이나 멕시코계 미국인은 유럽계

있는 환자를 제외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연

미국인과 아프리카계 미국인보다 자신의 질병에 대한 솔직한

구에서는 연구 대상자의 병기별 비율은 국가암등록통계와 유

정보를 요구하는 비율이 낮아 문화적 차이가 나타났다고 하였

사하게 하여 그 이유를 밝힐 필요가 있다.

20

다. 일본의 연구에서는 환자들이 질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성별 측면에서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병식이 없는 환자의

얻기가 어렵고 암은 치료가 어려운 질병이라고 생각하여 치료

비율은 남자는 30.8%, 여자는 50.0%로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12

일본과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여자 환자의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

같은 동양 문화권인 우리나라에서도 암은 나을 수 없는 질환이

다.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에서는 병식이 없는

라는 인식이 강하다면 치료 의사 결정 시 수동적인 역할을

6
환자의 비율이 여자가 남자보다 높아 본 연구와 맥을 같이한

의사 결정에서 수동적인 역할을 선호한다고 하였다.

원할 수 있으나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이라고 생각한다면

다. 추가로, 국립암센터 국가암등록통계에 의하면 2015년 전

환자가 치료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할 가능성

체 췌장암 환자 6,655명 중 남자 췌장암 환자는 51.0%였으나

도 있다. 따라서, 환자에게 병식을 주는 것을 고려할 때 환자가

본 연구 대상자인 진단 초기 췌장암 환자는 70%가 남자로

자신의 질병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도

차이가 있었다. 보다 명확한 결과 도출을 위해서는 향후 추가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된다.

연구에서 성비를 고려한 연구 대상자 선정이 필요할 것으로

한국은 가족 공동체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환자에
게 정확한 상태를 알리지 말 것을 요구하여 의료인들이 환자에
21

1

생각된다.
주 보호자 측면에서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병식이 있는 환

게 병식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러한 경우 법적으

자의 주 보호자는 배우자가 42.9%를 차지하였던 반면, 병식

로도 의료인은 환자에게 설명하는 대신 의료 행위에 동의할

이 없는 환자의 주 보호자는 자녀가 75%였고, 배우자가 4%였

수 있는 자인 가족에게 환자가 받을 의료 행위에 대하여 설명하

다. 즉, 주 보호자가 배우자일 경우 환자가 병식을 가지게 되

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대법원 1994년 11월 25일 선고, 94다

는 비율이 높아진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본 연구와 같이 주

35671 판결). 그렇기 때문에 환자에게 암 확진이 내려지면 의료

보호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진단 초기 치료 의사 결정을 위하

진이 가족에게 먼저 환자의 상태를 설명하고, 환자에게 병식을

여 환자에게 병식을 주어야 하는지를 알아본 연구는 없었으므

줄 것인지 여부는 가족이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선행 연구에서 암이 치료 불가

암 환자에게 병식을 주고 치료 의사 결정에 참여시키기 위

9
23
능한 상황으로 악화되었을 때 나 말기 상태 와 같은 상황에

하여 많은 나라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활용하고 있다.

서 환자에게 병식을 주어야 한다는 것은 주 보호자가 누구인

본 연구에서는 환자에게 병식을 주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여 본 연구와 차이가

하기 위하여 환자 병식 유무와 관련이 있는 환자 특성을 살펴

있었고, 이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 대한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전자 의

보았다.
본 연구에서 병식이 있는 환자는 연령이 낮았으며, 혈중

무기록을 이용한 후향적 자료 분석 연구이기 때문에 병식에

hemoglobin과 albumin 수치가 높았고, ECOG 점수도 낮아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들을 선정하여 조사할 수 없었다. 그

병식이 없는 환자보다 전반적으로 젊고 건강 상태가 좋았으

러나 암 진단 초기 병식에 관한 선행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기

6
며, 이는 선행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병기에

때문에 병식에 따라 암 환자의 치료 의사 결정 시기나 내용에

따른 병식 유무의 차이는 없었는데, 선행 연구에서 전이가 되

차이를 보인다는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암 병식 관련

어 예후가 나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병식이 없는 비율이

한 전향적 연구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22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차이를 보였다.

한다.

이렇게 결과가 다른 것은 선행 연구가 많지 않아 그 원인을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을 제언한다. 첫째,

찾기가 어려웠으나 본 연구의 표본수가 적고, 병기별 환자의

한국 국민들이 자신이 췌장암에 걸렸을 때 병식을 가지기 원

비율이 선행 연구와 달랐기 때문일 수 있다. 국가암등록통계

하는지, 그렇지 않은 지, 치료 의사 결정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의 췌장암 진단 당시 병기는 국한(localized) 10.8%, 국소진행

지, 자신의 병에 대한 인식이 치료 의사 결정에 참여를 원하는

형(regional) 30.9%, 원격(distant) 44.6%, 모름(unknown)

지에 대한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 환자들이 언제 어떤

1

13.7%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국한에 해당하는 췌장암 1, 2기

방법으로 자신의 병에 대하여 정확히 알기를 원하는지에 대해

환자의 비율이 32.7%, 국소진행형에 해당하는 3기 환자의 비

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그러므로 향후 전향적 조사 연구를

율이 10.9%, 원격에 해당하는 4기 환자의 비율이 56.5%로 국

통하여 이러한 내용들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췌장암

가암등록통계의 비율과 차이가 있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연

환자들이 병식이 있더라도 자신의 질병과 치료 및 예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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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 이는 환자가 자신의 생존 가능성을 과대평가하는 경우
적극적인 치료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이지는 것과 같이 치료
9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셋째, 본 연구를 바탕
으로 더 많은 추가 연구를 통하여 한국에서 췌장암 환자에게
병식을 줄 때 어떠한 특성들(환자 인자, 보호자 특성,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병식을 주는 것이 환자의 치료와 삶의 질에
도움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우리나라 문화에 적합
한 암 병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요

약

목적: 췌장암은 다른 암들에 비하여 예후가 매우 불량하여 모
든 환자에게 일률적으로 병식을 주는 것은 복잡한 문제이다.
하지만 최근 췌장암 치료 방법의 변화로 환자들의 적극적인
의사 결정이 더 중요해졌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진단 초기 병식
이 있는 췌장암 환자의 비율과 췌장암 환자 병식 유무에 따른
치료 의사 결정 시기와 치료 방법 차이를 알아보고, 췌장암
병식 유무와 연관 인자를 찾아보는 것이다.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2013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J 상급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췌장암을 진단받은 110명의 환
자의 전자 의무기록을 검토, 분석한 후향적 연구이다.
결과: 췌장암 병식이 있는 환자의 비율은 63.6% (n=70)였다.
췌장암 병식이 없는 환자와 비교하여 췌장암 병식이 있는 환자
들은 연령이 낮았고(65.00세 vs. 79.98세, t=6.70, p<0.001),
주 보호자가 배우자인 비율이 높았으며(42.9% vs. 10.0%,
2
χ =19.79, p<0.001), 치료 의사 결정 시기는 더 짧았다(1.6일

vs. 10.5일, t=4.26, p<0.001). 또한 췌장암 병식이 없었던 환
자에서 BSC를 선택한 비율이 더 높았다(79.5% vs. 28.6%,
2
χ =31.70, p<0.001).

결론: 췌장암 환자 중 병식이 있는 환자의 비율은 연령이 낮을
수록 주 보호자가 배우자인 경우가 높았으며 치료 의사 결정
까지의 시간과 치료 방법에 영향을 주었다. 향후 전향적 연구
를 통하여 한국에서 췌장암 환자의 병식 유무와 영향 인자를
조사하고, 더 나아가 어떤 환자에게 병식을 주는 것이 환자에
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색인단어: 췌장암; 암 진단 고지; 병식; 의사 결정;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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