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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질병 말기 통보는 환자의 알 권리와 생의 말기 자기 결정권 보장의 측면

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질병의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 질병의 

통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질병 말기 통보는 대상자에게 

있어서 생을 정리하고 자신의 의지대로 생을 마감할 수 있게 하는 시작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대상자가 질병 말기 통보를 원하는지를 파

악하고 그 뜻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의 질병 말기 통보 요구와 각각의 이유를 파악하고 

노인의 일반적 특성, 가족 기능도 지수, 정보 추구도에 따른 질병 말기 통보 

요구의 차이를 분석하며, 노인의 질병 말기 통보 요구에 향을 미치는 요

인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는 설문방식을 사용한 횡단면적 서술 조사 연구로, 연구 대상자는 

서울 소재 일개 복지관에 방문한 65세 이상 노인 182명으로 하 다. 연구 

도구는 가족 기능을 측정하는 도구로 가족 기능도 지수(Family APGAR 

Score)를 사용하 고, 정보 추구도를 측정하는 도구로 정보 추구 선호 지수

(Information Seeking Preference Index)를 사용하 다. 질병 말기 통보 

요구는 ‘회복이 불가능하고 살 날이 1년 이내로 예상되는 질병의 상태라면 

그 사실을 사실대로 듣기를 원하는 지’의 질문에 ‘예’, ‘아니오’로 답한 결과

로 측정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 중 질병 말기 통보를 원하는 대상자는 101명(58.4%)이었고 질

병 말기 통보를 원하지 않는 대상자는 72명(42.6%)이었다.  

2) 연령이 높을수록 질병 말기 통보를 원하지 않았고(p= .036) 교육 수준

이 높을수록 질병 말기 통보를 원하 다(p= .005)

3) 가족 기능도 지수가 높을수록 질병 말기 통보를 원하 고(p= .007) 정

보 추구도 점수가 높을수록 질병 말기 통보를 원하 다(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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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 결과 질병 말기 통보에는 정보 추구도만이 

유의한 향요인으로 나타났다(R² = .352, p< .001).

본 연구 결과 절반 이상의 한국 노인이 질병 말기 통보를 원하 으며 연

령이 낮을수록,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가족 기능도 지수가 높을수록, 그리

고 정보 추구도 점수가 높을수록 질병 말기 통보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질병 말기 통보 요구의 향 요인은 정보 추구도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반 하여 질병의 말기 상황에서도 대상자의 

통보 요구를 적극 사정하여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환자, 가족, 의료진간의 신뢰에 바탕을 둔 적극적인 의사소통 방

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노인, 생의 말기, 질병 통보, 질병 말기 통보, 노인의 정보 요구

학   번 : 2011-20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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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서비스 산업의 발달과 우리 나라 국민의 전반적인 소비자 권리 의식

의 향상으로 의료 현장에서도 환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이

에 따라, 소비자의 기본 권리인 알 권리, 선택할 권리, 의견을 반 할 권리 

등이 의료 서비스에 적용된 환자의 알 권리, 자기 결정권 등의 중요성이 의

료 현장에서 대두되고 있다(권혜 , 2003).

그 중 현대 의학의 발달과 그에 따른 치료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하여 자

기 결정권의 중요성이 특히 부각되고 있다. 과거의 치료 목적이 오직 완치, 

즉 질병의 사라짐뿐이었다면 현대에 이르러서는 만성 질환의 관리와 생의 

말기의 생명 연장등 여러 가지 목적의 치료가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질병 

말기의 경우 치료 선택의 절대선이 존재하지 않으며,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의한 일방적인 치료 선택이 아닌 치료를 받는 당사자의 개인적 가치관과 판

단에 의한 치료 선택이 필요하게 되었다. 치료 선택에서의 자기 결정권 행

사는 가치 갈등뿐만 아니라 의학적 문제가 주요 갈등 요인이 될 수 있으므

로(안용항 & 김혜정, 2010) 환자는 자신의 질병과 현재의 의학적 상황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후 자신의 가치관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보호자에게 환자 상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치료 결정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경향이 있어 환자의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정하윤, 2003).

환자에게 질병에 대해 직접적으로 알리지 않는 이유는 환자에게 알리는 

것이 너무나 잔인하다고 여기거나(Blank, 2011) 우리 나라를 비롯한 동양

권 국가에서 환자보다 그를 둘러싼 가족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장수정 & 이경자, 2005). 

하지만 질병 말기의 통보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임종을 맞이할 준비를 하

게 해주고 인생을 마지막으로 정리할 시간과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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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특히, 환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죽는 순간까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삶을 꾸리고 설계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

문에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질병 통보에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암 통보 중심으로 이루어졌

다(Oh et al., 2004; 권복규 & 배현아, 2011; 김기현, 2011; 노흥태, 1993; 

전인희, 2011). 이는 과거 암이 소생 가능성이 없는 불치의 병으로 여겨져 

암의 통보는 사형 선고와 같이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암의 5년 생존

율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추세이며 일반인에게도 암의 종류와 병기

에 따라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됨에 따라 암의 통보

는 더 이상 죽음의 선고가 아니라 치료가 가능한 여러 질환 중 하나라는 인

식이 생겨나기 시작하 다. 따라서 이제는 암과 같은 특정 질환의 통보 요

구가 아닌 기존에 어떠한 질병으로 인한 것이든 관계없이 해당 질환으로 인

하여 환자가 맞게 될 말기 상황 자체에 대한 통보 요구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질병 말기 통보 요구는 개인의 가치관에 향을 받으므로 대상자의 

성별, 연령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

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어떠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질병 말기 통보 요구와 

관련이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의 가치관은 개개인이 속한 

문화적 배경과도 불가분의 관계라 할 수 있다. 

동양권의 국가에서는 개인을 둘러싼 가족의 의미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

으며 대상자의 의학적 결정 역시 대상자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가족 전체

의 문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질병에 관한 연구, 특히 생의 

말기나 죽음에 관련된 연구에서 가족과 관련된 변수들이 포함되어 왔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 기능도 지수를 측정하여 가족의 기능과 질병 말기 

통보 요구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나라의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하고

자 하 다.

마지막으로 질병의 말기에 대한 정보는 임상에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의

학적 정보의 한 종류이지만, 한편으로는 대상자의 치료 협조와 같은 이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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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이익이 있고 그에 대한 역기능은 거의 없는 단순 의학 정보제공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일반적인 의학 정보에 대한 정보 추구도와 질병 말

기 통보의 관계를 조사함으로써 대상자가 일반적인 의학 정보와 질병 말기

에 대한 정보를 같은 맥락으로 간주하는지 질병 말기 정보의 특수한 면을 

더욱 인식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질병 말기 통보 요구에 대한 조사로 지역 사회 노인을 대상자

로 하 다. 환자의 연령이 높은 경우 의료진과 그 가족은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질병 말기 통보를 하지 않는 경향이 더 강하기 때문이다(Ozdogan 

et al., 2004). 하지만 노인 대상자가 자신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요구함에

도 불구하고 의료진과 가족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치료를 결정한다면, 이

는 심각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간호사는 

환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리자로서 환자의 가족을 설득하고, 환자의 가족 

내에서 이에 대한 의견 충돌이 있을 경우 환자의 입장에서 이를 조정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의료진이 노인 대상자의 요구를 반 하고 그들의 뜻을 존중하

여 정보 제공에 관련된 결정을 내리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특히 

환자의 권리와 환자 사망 후 남게 될 가족의 의견 존중 사이에서 윤리적 딜

레마에 처할 경우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또한 질병 말기 의사 결정은 사회문화적 상황, 의료 전달 체계 등을 반 하

므로 각 국가의 환자들이 질병 말기 의사 결정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 파

악할 필요가 있다 (Blank, 2011). 하지만 질병 말기 통보 요구에 대한 국내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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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질병 말기 통보 요구 및 그 관련 요인을 알아보

는 것으로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의 질병 말기 통보 요구 여부를 파악한다.

2) 노인이 통보를 요구하는 경우와 요구하지 않는 경우 각각의 이유를 기

술한다.

3) 노인의 일반적 특성, 가족 기능도 지수, 정보 추구도에 따른 질병 말기 

통보 요구의 차이를 분석한다.

4) 노인의 질병 말기 통보 요구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3. 용어 정의

1) 질병 말기 통보 및 질병 말기 통보 요구

질병의 말기는 정의에 포함되는 연명의 기간이나 임종과 관련되는 증상 

및 그 정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명료하게 정의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엄

란, 1996). 김기현(2011)의 연구에서는 질병의 말기를 기대 여명 6개월에

서 1년 정도로 짧은 기간 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태로 정의하 다

(김기현, 2011). 통보란 통지하여 보고하는 것을 의미한다(표준국어대사

전).

따라서 본 연구에서 질병 말기는 현대 의학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질병의 

상태로 1년 이내 사망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태를 의미하며 질병 말기 통보

란 말기 상태를 의료진이 환자에게 통지하여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질병 말기 통보 요구는 ‘회복이 불가능하고 살 날이 1년 이내

로 예상되는 질병의 상태라면 그 사실을 사실대로 듣기를 원하는 가’의 질

문에 ‘예’, ‘아니오’로 답한 결과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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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 기능

가족 기능은 정서적으로 서로 향을 미치는 가족 구성원이 가족의 성공

과 발전을 위하여 서로 협동하고 가족내의 자원을 적절히 사용하는 가족 상

호간의 역동을 뜻한다(윤방부 & 곽기우, 1985). 

본 연구에서는 Smilkstein(1978)이 개발하고 강성규 등(1984)이 번안한 

가족 기능도 지수(Family APGAR Score)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하며 점수

가 높을수록 가족 기능이 더 긍정적임을 의미한다(Smilkstein, 1978; 강성

규, 윤방부, 이혜리, 이동배, & 심운택, 1984).

3) 정보 추구도

정보 추구란 어떠한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에 현재의 지식 상태가 미흡함

을 인지하여 현재의 상태를 변화하고자 하는 욕구를 느끼고, 이러한 불확실

한 상태를 감소시키려는 일련의 행동을 의미한다(김 재, 1993). 

본 연구에서는 Ende 등(1989)에 의해 개발되고 장수정(2005)에 의해 번

안된 Autonomy Preference Index 중 정보 추구 정도(Information Seeking 

Preference Scale)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보 추구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Ende, Kazis, Ash, & Moskowitz, 

1989; 장수정,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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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질병 통보에 대한 인식 및 현황

일반적으로 개인이 몸의 이상을 감지하여 병원에 방문하면, 의료진이 정

확한 질병의 종류와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검사를 진행하고 이러한 결과

를 종합하여 의사가 진단을 내린 후 환자에게 알리게 된다. 이러한 병의 알

림은 진단 통보, 병명 통고, 진단 고지 등 여러 가지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

되어 왔다. ‘통보’는 ‘통지하여 보고하는 것’을 의미하고 ‘통고’는 ‘서면이나 

말로 소식을 전하여 알림’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별을 보내어 알게 하거나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통보’를 문서 또는 말로 소식을 전하여 알리는 경우

에는 ‘통고’를 사용한다(국립 국어원). ‘고지’ 역시 게시나 글을 통하여 알리

는 것으로 법률에서는 법원이 결정 사항이나 명령을 당사자에게 알리는 일

을 의미한다. 따라서 질병 통보란 개인이 어떠한 상병의 상태일 때 의료진 

또는 그의 상태를 알고 있는 이가 질병을 당사자가 알게 하는 것을 의미한

다(표준 국어 대사전). 

의료진이 대상자에 대한 진단을 내리고 그 진단에 따라 적합한 치료의 방

향과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의료행위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의료진

과 환자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 관계가 성립된다. 과거에는 의료진의 온정적 

간섭주의가 환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 정당화되어 의료진이 환자를 

대신하여 치료의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았다(송현미, 2000). 하지만 국민

의 의식 수준 향상에 따라 이제는 환자가 의료의 수동적인 수혜자라기보다 

의료 서비스의 능동적인 이용자로서 스스로 자신의 치료를 결정하려는 경

향이 증가하고 있다(안선화, 김용순, 유문숙, & 방경숙, 2009). 따라서 의료 

행위와 관련된 의료 지식에 대한 정보 요구 역시 증가하고 있다.

질병 통보는 환자에게 질병에 대한 정보 제공을 하는 시작이 되는 행위이

다. 하지만 치유가 어렵거나 더 이상 치료 가능성이 없는 말기의 상황인 경

우 의료진은 진실을 말하는 것이 환자를 위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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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또한 질병 통보는 한번 이루어지면 돌이킬 수 없으므로 환자의 의

사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며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고찰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질병 통보의 문제는 오랫동안 의료진의 공통된 

딜레마로서 존재해 왔다.

특히 질병 말기 통보 및 말기 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의 문제는 개인의 가

치 판단적 측면이 크기 때문에 대상자를 둘러싼 문화적인 면 역시 큰 향

을 미친다. 말기 치료와 관련된 주요 개념인 죽음의 정의, 안락사 인정 여

부, 사전의료의향제도 등이 국가에 따라 다르며 종교에 따라서도 다른 입장

을 취하고 있는 점에서 이러한 점을 유추해 볼 수 있다(Blank, 2011). 

동양권에서도 유교 문화를 지닌 국가에서 특히 개인보다 가족에 큰 가치

를 두는 경향이 있어 질병 말기 통보와 정보 제공에 있어서 당사자보다 가

족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질병 말기에 환자에 앞서서 가족에게 이 사실

을 알리고 환자에게 정보를 공개할 지의 여부를 가족들과 상의하는 것이다. 

2007년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환자의 자기 결정권은 죽음에 관한 

문제에서는 예외가 될 수 있다고 인식되며 만약 스스로 결정을 내린다고 하

더라도 그것은 본인의 의지를 실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의 치료 중단 

요구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이라고 보고된 바 있다(Asai & 

Sakamoto, 2007).

우리 나라에서도 환자보다 보호자가 의사 결정의 주체로서 질병 통보를 

먼저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앞서 말한 일본의 예와 같이 문화적인 맥

락에 따른 것도 있지만 보호자가 의료비 즉 경제적 부담을 지는 경우가 많

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환자가 자신의 치료에 대한 의사 결정의 주체

가 되며 환자에게 먼저 정보 제공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합적인 

이유로 의사, 간호사 그리고 심지어 환자 본인까지도 보호자가 의료 의사 

결정의 주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안명숙, 2008; 유호종, 2007).

또 다른 특징은 서양권보다 동양권에서 온정적 간섭주의에 대한 가치를 

크게 두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전통적인 윤리관에 따라 의료

진은 환자를 ‘cheng’에 따라 다루어야 할 도덕적 의무를 가진다. ‘cheng’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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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들이 길러야 할 중요한 덕목인 동시에 도덕적 의사결정을 이끄는 중

요한 원칙이다. ‘cheng’의 개념은 보호적인 부분을 매우 강조하여 의료진이 

환자의 가족처럼 행동할 것을 기대하며 의료진은 환자를 나쁜 것이나 질병

의 부담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따라서 정보 제공에 있어서 중국의 대부분 

간호사가 딜레마를 겪게 되는데 환자를 위한 배려를 바탕으로 정직하게 말

할지라도 만약 환자가 자신의 질병을 알고 희망을 잃거나 자신감을 잃게 된

다면 신중하지 못한 행동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의 간호사들은 진실

을 말하는 것이 환자에게 이익일 때만 말하는 경향이 있다(Pang, 1999).

질병 통보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이 암 통보에 대한 것이었다. 

이는 암 통보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형선고와 같을 정도로 암의 사

망률이 높고 완치의 가능성이 희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1993~1995년 발

생한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41.2% 으나 2006~2010년 발생한 암 환자

의 5년 생존율은 64.1%로 22.9% 향상되는 등 계속하여 상승 추세이며(국가 

암 정보 센터) 각종 보도와 매스컴을 통하여 이제 더 이상 암 통보가 사형선

고가 아니라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암 통보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과거와 비교하여 근래의 연구에서 더 높은 통보 요구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볼 수 있다(Horikawa, Yamazaki, Sagawa, & Nagata, 2000). 

반면, 평균 수명 연장과 의료 기술의 발달로 질병의 말기에 회복이 불가

능한 상태에서, 치료의 목적이 완치가 아닌 단순한 생명 연장을 위한 연명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2009년 상반기에 중환

자실을 운 하는 전국 의료기관 중 256개 기관을 대상으로 연명 치료 대상

자를 조사한 결과 기관별로 평균 6.07명의 연명 치료 환자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배종면, 공주 , 이재란, 허대석, & 고윤석, 2010). 따라서 특정 질

환의 병명 통보 보다는 어떠한 질병이든 더 이상 소생 가능성이 없는 상태

가 된 질병 말기 상태의 통보에 관련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암 환자를 대상으로 암 통보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국내외 기존 연구

를 살펴보면 암 통보를 받고자 하는 요구는 점차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1996년 스코틀랜드지역에서 암 환자의 정보요구를 조사한 연구에서는 



- 9 -

79%의 환자가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원하 고 96%의 환자가 만약 암 진

단을 받는 경우 병명 통보를 원하 다. 76%의 환자가 정확한 병명에 대하

여 알고 싶어하 고 90%의 환자가 매주 진행 과정을 알고 싶어했다

(Meredith et al., 1996). 2011년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 정보와 치료 

의사 결정의 선호도에 대하여 조사한 연구를 살펴보면 99.2%가 암 통보를 

원하 고 97.6%가 치료 선택에 대한 정보를 원하 으며 96.9%가 치유 가

능성에 대한 정보를 원하 고 88.2%가 기대여명에 대한 정보를 원하 다

(Pardon et al., 2011).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1993년 암 통고에 대하여 암 환자, 그 직계가족, 

의학과 학생, 간호학과 학생 그리고 의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암 

환자의 83.8%가 암 통고에 찬성하 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환자의 알 권

리이므로’, ‘남은 여생을 보람 있게 살기 위하여’, ‘힘든 치료를 잘 참게 하기 

위하여’ 등이 있었다(노흥태, 1993). 1996년 암 환자와 그 대조군으로 일반 

환자를 대상으로 암 진단 통보에 대한 조사를 한 연구에서 일반 환자의 

92.5%에서 만약 암에 걸린다면 통보를 원한다고 답하 다. 그 이유는 ‘자

신의 인생을 스스로 준비, 정리할 수 있다’가 45.9%로 가장 많았고 ‘향후 암

의 치료에 도움이 되므로’가 그 다음으로 43.2% 다. 암 통보를 받은 암 환

자에게 통보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알게 되어 이롭다’고 답한 것이 75%

고 ‘모르는 것이 나았을 것이다’라고 답한 경우가 15%로 비교적 긍정적으

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암 통보가 이로운 이유로는 ‘향후 

암 치료에 도움이 되므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준비, 정리할 수 있으므

로’가 있었다(전승아, 이수은, & 노용균, 1996). 2001년 암 환자의 병명 통

고에 대하여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병명 통고에 대하여 환자의 98%가 동의

하 고(박진노, 양수, 최소은, 홍 선, & 이경식, 2001) 2011년 암 진단 고

지에 대하여 암 환자의 인식을 조사한 국내 연구에서 88.2%가 암 진단 고

지에 찬성한다고 답하 으며 11.8%가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답하 다. 암 

진단 고지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므로’,

‘환자의 알 권리’, ‘결국은 알게 될 것이므로’, ‘인생을 정리할 수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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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가 환자에게 병명을 감추어야 하는 고통을 없애기 위해’ 순이었다. 

진단 고지를 환자에게 먼저 해야 하는 이유로는 ‘본인이 알아야 대처를 할 

수 있으므로’, ‘환자의 알 권리이므로’ 순이었고 ‘보호자가 알면 숨기기 때문

에’라는 의견도 있었다(전인희, 2011).

결론적으로 국내외 암 환자들은 대체적으로 질병 통보에 대한 요구가 높

으며 현대로 올수록 요구가 더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 것을 알 수 있다. 질병 

통보에 찬성하는 이유로 ‘치료에 도움이 되기 때문’과 ‘자신의 인생을 스스

로 결정하고 싶기 때문’이 대부분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유

다. 이는 더 이상 소생의 가능성이 없고 연명 치료를 받게 되는 질병 말기 

통보에 대한 태도는 암 통보에 대한 태도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과거와 비교하면 현대의 암 통보율 역시 암 환자의 통보 요구에 부

응하여 증가하는 추세이다. 1990년에 일본에서 시행된 암 통보에 대한 연

구에서 의사, 준의료직원, 비전문가 중 실제로 암에 걸린 가족을 둔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암 통보에 대하여 물어본 결과 16.6%만이 통보를 하

다고 답하 다(Mizushima et al., 1990). 일본에서 시행된 암 환자 정보 

공개 변화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1993년에는 27%의 환자에게 암 통보가 

이루어진 반면 1998년에는 71%의 환자에게 암 통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

타났다. 1993년에는 예후가 좋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정보가 아예 제공되

지 않은 반면 1998년에는 10%의 환자에게 예후가 좋지 않다라는 정보가 

제공되었다(Horikawa et al., 2000). 

국내에서 병식이 있는 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단의 통보 과정을 조사한 결

과 ‘어떻게 진단을 알게 되었는가’의 질문에 45%가 의사에게서, 30%가 보

호자를 통해서, 25%가 우연히 알게 되었다고 응답하 다. 예후에 대하여 

55%가 설명을 들었다고 응답하 고 치료 방법에 대해서는 85%가, 치료에 

따른 합병증에 대한 설명은 55%가 들었다고 응답하 다(윤 호 et al., 

1992). 

미국에서 이루어진 예후 정보에 대한 암 환자의 요구를 조사한 연구에 따

르면 해당 질환으로 인하여 자신이 죽게 될 것인가와 같은 질적 예후와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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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을 살수 있을 지와 같은 양적 예후로 나누어 정보 요구를 조사한 결과, 질

적 예후의 경우 80.3%의 환자가 원하 고 양적 예후의 경우 53.0%의 환자

가 원하 다. 질적 요구의 경우 정보를 요구한 대부분의 경우 정보를 받았

지만 양적 요구에 대하여 요구한 환자 중 30.7%는 해당 정보를 얻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Kaplowitz, Campo, & Chiu, 2002). 

이란에서 2009년에 암 환자의 암 통보와 삶의 질에 대하여 시행한 연구

에서는 전체 142명 중 74명이 암 통보를 받았으며 68명이 암 통보를 받지 

못하 으며(Montazeri, Tavoli, Mohagheghi, Roshan, & Tavoli, 2009) 

2011년 벨기에에서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정보와 치료 의사 결정의 선호도

에 대하여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연구에 참여한 환자 중 99.2%가 암 통보

를 원하 고 그 중 96.9%가 암 통보를 받았으며 96.9%가 치유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원하 으나 그 중 75.6%만이 이와 관련된 정보를 받았다. 기

대 여명의 경우 88.2%가 정보를 원하 으나 그 중 52.7%만이 해당 정보를 

받았다(Pardon et al., 2011). 

질병 통보 현황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의료 소비자의 요

구에 발맞추어 암의 통보율 역시 높아지고 있으나 치유 가능성이나 기대 여

명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정보의 제공이 충분히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암의 통보율이 높아진 것은 환자들의 권리가 신장된 부

분도 있겠으나 앞서 주지한 바와 같이 암 통보가 더 이상 사형 선고와 같은 

의미를 가지지 않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암 통보는 이전에 비하여 쉽

게 이루어지지만 치유 가능성이나 기대 여명의 경우 여전히 환자에게 있어

서 사형 선고와 같은 의미를 가지므로 정보의 제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

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암 통보를 넘어서, 치유 가능성이 낮고 기대 여명

이 얼마 남지 않은 질병 말기 상태의 통보에 대한 인식의 연구가 필요하다.

암 이외에 치매와 같이 질병의 예후와 관계없이 사회적인 낙인이 존재하

는 질병의 통보에 대한 연구 역시 국내에서 진행된 바 있다. 노인과 치매 환

자 가족에서 치매 진단 고지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국내 연구에 따르면 정

상 노인의 51.3%와 치매환자 가족군의 58.9%가 진단 고지에 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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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고지를 원하는 이유로는 ‘앞으로의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 ‘치료

를 받기 위해’, ‘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등이 있었고 원하지 않는 이유

로는 ‘놀라거나 당황하므로’, ‘우울증에 걸릴까봐’, ‘아는 것이 도움이 되지 

못하므로’등이 있었다(전진숙, 김인성, 오병훈, & 조웅, 2005).

질병 통보와 관련된 기존 연구에 몇 가지 제한점을 살펴보면 첫째, 질병 

통보의 요구와 질병 통보율 모두 과거에 비해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요구에 비해 질병 통보율이 낮다는 점이다. 질병 통보율이 요구를 반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환자와 환자를 둘러싼 의료진, 가족 그리고 일반

인의 질병 통보에 대한 인식에 괴리가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의사, 준의료직원, 비전문가를 대상으로 암 통보에 대한 조사를 

한 연구에서 ‘암 통보를 요청한 환자에게 암 통보를 해야 하는 가’라는 질문

에 44.5%만이 ‘그렇다’고 답하 다. ‘자신의 배우자나 부모의 경우 암 통보

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29.8%만이 ‘그렇다’고 답하 고 38.6%가 ‘상

황에 따라 다르다’고 답하 으며 20.3%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하 다. 

암 통보를 할 것이라고 답한 이유로 ‘환자가 암에 적극적으로 대항하기를 

원하기 때문’이 65.0%로 가장 많았고 ‘환자의 알 권리를 존중하기 때문’이 

50.7%로 그 다음이었다.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자신이 암에 걸린 경우 암 통보를 원하는지에 대

한 질문에는 56.3%가 ‘그렇다’고 답하 으며 27.1%가 ‘상황에 따라’, 

13.2%가 ‘알고 싶지 않다’고 답하 다. ‘상황에 따라’라고 답한 사람들 중 

73.9%가 암의 병기가 초기이거나 치료 가능성이 높을 때만 통보 받고 싶다

고 말하 으며 18.8%는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말기의 상태에 암 통보를 

받고 싶다고 말하 다(Mizushima et al., 1990). 

터키에서 이루어진 암 통보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

면 암 진단을 받은 환자의 가족 중 66%가 환자에게 통보를 원하지 않았고 

환자에게 통보를 원하지 않은 가족의 57.3%는 ‘환자가 알게 되면 극히 분

노할 것이므로’, 29.3%는 ‘환자 역시 알기 원하지 않을 것이므로’, 13.4%는 

‘특별히 이유 없이 환자에게 통보를 원하지 않는다’고 답하 다(Ozdo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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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04). 

일본에서 암 통보와 예후에 대한 정보 제공과 관련된 일반 대중의 태도를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 중 2.9%가 암 통보에 반대하 고 11.3%가 

부분적인 공개, 85.4%가 완전히 공개해야 한다고 응답하 다. 완치의 가능

성에 대하여서는 2.9%가 ‘알려서는 안된다’고 답하 고 39.2%가 ‘부분적으

로 알려야 한다’고 답하 으며 17.2%가 ‘완전히 알리는 것을 일단은 미루

어야 한다’고 답하 다. ‘즉시 모든 것을 알려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35.7% 다. 기대 여명에 대해서는 6.4%는 ‘알리지 말아야 한다’고 답하

고 50.0%가 ‘부분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응답하 으며 11.4%가 ‘완전히 알

리는 것을 미루어야 한다’고 답하 다. ‘즉시 모든 것을 알려야 한다’고 응

답한 이는 32.2% 다. 또한 질병 통보나 정보 제공에 대한 재량권은 환자 

자신이 아닌 의료진과 가족에게 있다고 보는 인식이 일반적이었다(Miyata, 

Tachimori, Takahashi, Saito, & Kai, 2004). 

암 통보를 둘러싼 의료진, 가족 그리고 일반인의 인식은 국내의 연구에서

도 국외의 연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암 환자의 병명 통고에 대하여 

암 환자, 보호자, 의사, 간호사, 임상 실습 중인 의과 대학생,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 연구에 따르면 병명 통고에 대하여 환자의 98%가 동의하

으며 보호자의 88%, 의료진의 90.2%, 의과대학생의 90.2%, 간호대학생

의 94%가 동의하 다. 연구에 참여한 모든 참여자중 89.3%가 병명 통고에 

찬성하 고 시기로는 79.8%가 ‘즉시 통고하기 바란다’고 응답하 다. 환자

의 현재 상태와 예후에 대해서는 64.4%만이 모든 것을 한번에 정확히 설명

해 주는 것을 선호하 으며 병명은 알리지만 예후가 좋을 것이라고 안심시

키는 방법을 택한 응답자는 전체의 12.4% 다. 특히 환자의 보호자군에서

는 20%가 이 방법을 택하 다. 병명 통고의 이유로는 대다수가 ‘치료 참여

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답하 다(박진노 et al., 2001).

질병의 통보율이 요구를 반 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통보에 대한 환

자의 태도변화나 양가감정때문이다. 의사들은 경험 상 환자들이 정보를 알

기 원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통보를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송현미, 



- 14 -

2000).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4개월 간격으로 정보 요구를 조

사한 결과, 반 이상의 환자가 태도를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Pardon et al., 

2012). 말기 환자와 의료진을 대상으로 질병 말기 통보에 대한 태도를 조사

한 연구에서도 역시 통보를 받는 방법과 시기에 대하여 상당히 다양한 견해

가 있었다. 특히 환자가 어느 정도까지의 진실을 요구하는 지의 정도에 대

해서는 양가감정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대부분의 환자는 임박한 죽음과 

같은 나쁜 소식에 대하여 듣기를 거부하 다. 자신의 상태에 대한 모든 정

보를 원하는 환자는 소수에 불과하 다. 대부분의 환자가 의료진으로부터 

진실을 요구하지만 동시에 거부하는 양가감정을 보 고 자신의 상태와 예

후에 대하여 관심이 있지만 동시에 진실을 회피하는 경향을 보 다

(Deschepper et al., 2008). 

이와 같이 환자와 의료진, 가족의 통보에 대한 인식의 괴리로 인하여 질

병 통보율은 환자의 통보 요구에 미치지 못한 상태이며 환자의 통보 요구를 

파악하는 것 역시 환자의 통보에 대한 태도 변화나 양가감정으로 인하여 매

우 어려운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다양한 질환, 

다양한 대상자의 요구를 파악하여 인식의 괴리를 줄이고 환자의 요구를 다

양한 각도에서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러 대상자군 가운데 노인 대상자는 유병률이 높고 질병의 말기 상황에 

처할 확률이 높은 집단이지만, 한편으로 자신의 권리 주장에 취약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노인은 병원 의료진의 권위적인 의사결정체계에 길들여져 환

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취약한 경향이 있고(안선화 et al., 2009) 

상대적으로 신체, 정서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장수정 & 이경자, 

2005). 또한 우리 나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자신의 노부모에게 6

개월 후 임종 사실을 통보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68.1%에 이른 반면, 대다

수의 노인은 자신의 질병과 치료과정에 대하여 알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

나(권복규 & 배현아, 2011; 박정숙, 1997; 장수정, 2005; 전진숙 et al., 

2005) 노인 대상자에 대한 질병 통보 요구에 대한 지속적 연구가 필요하다. 

기존의 질병 통보 연구의 또 다른 제한점은 대부분이 암 통보에 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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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이며 질병 말기 통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는 점이다. 기존  연구에 따

르면 암 통보 요구는 높지만 치유 가능성과 같은 구체적인 예후나 기대여명

에 대한 정보 요구는 암 통보 요구에 비해 낮았으며 암 통보에 대해서도 병

기가 초기일 경우, 예후가 좋은 경우에만 알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았다

(Kaplowitz et al., 2002; Mizushima et al., 1990; Pardon et al., 2011). 

이는 질병의 말기 통보에 대해서는 암과 같은 특정 질환의 통보 요구와 다

른 시각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암 통보를 원하는 이유로 ‘치료에 

도움이 되므로’,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 등의 응답이 많

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더 이상 치료의 여지가 없는 질병 말기 통보의 경우 

암 통보 요구와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전승아 et al., 1996; 전인

희, 2011).

미국에서 말기 질환을 가진 환자들의 정보 요구에 대하여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의사가 정직하기를 원한다’는 의견에 100%의 환자가 찬성하 고 

‘질병의 상태에 대한 변화를 알고 싶다’는 98.2%가 찬성하 다.‘질병의 구

체적인 이름을 알고 싶다’는 의견에는 71.4%가 찬성하 으나 기대 여명에 

대하여서는 58.9%가 알고 싶다고 응답하 다(Kutner, Steiner, Corbett, 

Jahnigen, & Barton, 1999). 우리 나라에서는 1990년 암 환자, 암 환자 보

호자, 65세 이상 노인, 의료진을 대상으로 임종 통고의 찬반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2.1%가 임종 통고에 찬성하 으며 28.5%가 반대하 다. 노인군

과 암 환자 보호자군에서 각각 반대가 40.2%와 40.9%로 환자군과 의료진

군에 비해 높았다(박병탁 et al., 1990). 하지만 말기 상황의 질병 통보에 대

한 최근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질병 통보는 어떤 상황에서도 환자의 뜻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환자가 

질병의 상태에 있다면 치료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환자

의 의견이 우선시 되어야 하고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말기 질환의 상태에 

있다면 환자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자신이 원하는 죽음을 맞이할 최후의 결

정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환자의 뜻이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환자

의 뜻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요구에 대하여 의료진이 바른 인식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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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2. 질병 말기 통보 관련 요인

터키에서 이루어진 암 통보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에서 대상

자가 남자 환자인 경우, 유방암 이외의 암인 경우, 4기인 경우, 기존에 질병 

통보에 대한 환자의 요구가 없는 경우, 암에 대해 가족들이 불충분한 지식

을 가진 경우, 그리고 종교에 대한 가족의 강한 신념이 있는 경우에 암 통보

를 반대하는 경향을 보 다(Ozdogan et al., 2004). 또한 일본에서는 대상

자가 60대 또는 70대인 경우에 연령이 젊은 층보다 가족이 암 통보에 반대

하는 경우가 유의하게 많았으며(Mizushima et al., 1990) 암 환자의 암 통

보와 삶의 질에 대한 연구에서 통보를 받지 못한 군이 통보를 받은 군에 비

하여 유의하게 나이가 많았고 교육수준이 낮았다(Miyata et al., 2004).

스코틀랜드에서 암 환자의 정보 요구를 조사한 연구에서는 연령이 높을

수록 치료에 대한 정보를 적게 알고 싶어하는 경향을 보 고(Meredith et 

al., 1996) 암 통고에 대하여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암 통고와 교육 수준이 

유의한 관계가 있었는데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암 통고에 대한 찬성률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노흥태, 1993).

노인과 치매 환자 가족에서 치매 진단 고지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국내 

연구에 따르면 치매 진단 고지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남성, 기혼자의 

경우 치매 진단 고지에 찬성하는 경향이 있었다(전진숙 et al., 2005). 또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임종 인지 요구 및 치료 자기 결정 요구에 대해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질병과 임종 인지 요구 모두 농촌과 도시의 거주자 간에 유

의한 차이가 있었고 결혼 여부 역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나이가 많을수

록 알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교육 정도가 낮을수록 알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며 종교 역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박정숙,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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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통보는 환자에게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정보 제공 중 한 부분이다. 

정보에 대한 추구 정도는 개인의 특성과 가치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

러한 정보의 추구에 따라 질병 말기 통보 선호 역시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보의 추구와 질병 말기 통보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는 아직 진행

된 바가 없다. Ende의 Autonomy Preference Index를 사용하여 의사 결정 

선호도와 정보 추구 선호도가 사전의료의향 선호와 관계가 있는지 진행된 

선행 연구가 있었으나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Matsui, 

2007). 하지만 사전의료의향은 말기의 상황에서 환자가 어떠한 행동을 취

하는 것이며 질병 말기 통보 요구는 환자가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이므로 

사전의료의향 선호와 정보 추구도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을지라도 정보 

추구도와 질병 말기 통보 요구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은 의미

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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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노인의 질병 말기 통보 요구와 관련 요인을 알아보는 횡단면적 

서술 조사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 소재 일개 복지관에 방문한 65세 이상 노인이며 

참여한 201명 중 응답이 미비한 설문을 제외한 182명을 대상으로 하 다.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65세 이상의 노인

(2)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한 자

(3) 의사소통에 장애가 없으며 국문 해독이 가능한 자

3. 연구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가족 기능도, 정보 추

구도, 질병 말기 통보 요구로 이루어져 있다. 

1)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기본 인적 사항과 기존 유사 연구에서 질병 통보 요구 및 

사전의료의향 찬반과 관련 있었던 요인을 포함하여 나이, 성별, 결혼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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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수준, 인지한 경제 수준, 종교, 자녀에게 상속할 재산 유무, 동년배와 

비교하여 인지한 건강 수준, 의료비 부담 주체, 현재 질환 수를 조사하 다.

인지한 경제 수준의 경우 대상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경제 수준에 대한 

항목으로 ‘상’, ‘중’, ‘하’ 세 가지 중 대상자가 스스로 자신의 경제수준에 해

당한다고 생각하는 항목에 표시하도록 하 으며 동년배와 비교하여 인지한 

건강 수준의 경우 ‘같은 나이의 친구들에 비해 나의 건강은’ 이라는 질문에 

‘건강한 편이다’, ‘그저 그렇다’, ‘건강하지 못하다’ 세 가지로 측정하 다. 

의료비 부담 주체는 ‘병원에 가는 경우 의료비는 누가 주로 부담하십니까’

의 질문에 ‘전적으로 내가 부담한다’, ‘평소에는 내가 부담하고 큰 병(예: 수

술)의 경우 자녀가 부담한다’, ‘전적으로 자녀가 부담한다’ 세 가지 항목 중 

하나를 답하도록 하 다.

2) 가족 기능도

가족 기능을 측정하는 도구로는 Smilkstein(1979)이 고안한 가족 기능도 

지수(Family APGAR Score)를 강성규(1984)가 번안하여 신뢰도와 타당도

를 검증한 도구를 사용하 다. 원저자의 도구는 public domain으로 별도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번안자의 동의를 얻어 번안된 도구를 사용하 다. 

이 도구는 적응성(Adaptability), 협력성(Partnership), 발전성(Growth), 

애정성(Affection), 해결성(Resolve)의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

항마다 ‘거의 아니다’ 0점, ‘가끔 그렇다’ 1점, ‘거의 항상 그렇다’ 2점을 주

어 총점이 가족 기능 정도가 낮은 0점부터 가족 기능 정도가 높은 10점까지 

분포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가족 기능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0~3점은 중증의 낮은 가족 기능군, 4~6점은 중간 가족 기능군, 7~10점은 

높은 가족 기능군으로 평가된다. 

최근 사용된 바로는 오상은(2011)등의 연구에서 측정된 Cronbach’s α= 

.83이었으며(오상은 & 조인숙, 2011) 본 연구에서 측정된 Cronbach’s α= 

.79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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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 추구도

정보 추구도를 측정하는 도구로는 Ende 등(1989)에 의해 개발된 

Autonomy Preference Index 의 subscale 인 정보 추구 선호(Information 

Seeking Preference) 8문항과 의사결정 선호(Decision Making 

Preference) 15문항 중 정보 추구 선호 8문항을 이용하 으며 우리 나라에

서 장수정(2005)이 번안한 도구를 원저자와 번안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하

다. 

이 도구는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되었고 각 문항에서 ‘전혀 아

니다’ 1점, ‘아니다’ 2점, ‘보통’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이며 ‘내가 원할 때만 정보를 받아야 한다’ 의 한 문항은 역으로 

환산한다. 원저자가 한 것과 같이 8점에서 40점을 다시 0점에서 100점으로 

환산하여 점수가 0점에 가까울수록 정보 추구 정도가 낮고 50점은 중간 정

도, 100점에 가까울수록 정보 추구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 다. 

도구 개발 시 Cronbach’s α= .82 고 장수정(2005)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60이었으며(Ende et al., 1989; 장수정, 2005) 본 연구에

서의  Cronbach’s α = .83이었다.

4) 질병 말기 통보 요구   

질병 말기 통보 요구는 ‘회복이 불가능 하고 살 날이 1년 이내로 예상되는 

질병의 상태라면 그 사실을 사실대로 듣기를 원하는 지’의 질문으로 ‘예’, 

‘아니오’로 답한 결과로 측정하 다. 

질병에 대하여 알기를 원하는 경우 그 이유로 ‘나의 병은 당연히 내가 알

아야 하므로’, ’남은 여생을 보람 있게 살기 위해서’, ‘병원에서 결정을 내가 

상태를 알아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재산이나 업무를 마무리 지어야 하기 

때문에’ 의 네 가지를 제시하 다. 기타 항목에 대해서는 주관식으로 답하

도록 하 고 복수 응답을 허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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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에 대하여 알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로는 기존 유사 연구를 

바탕으로 ‘알아서 이득될 것이 없으므로’, ‘죽음에 관련된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아서’, ‘가족들이 알아서 해 줄 것이기 때문에’, ‘알아도 내가 결정할 수 있

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의 네 가지를 제시하 고, 기타 항목에 대해서는 주관

식으로 답하도록 하 으며 복수 응답을 허용하 다.

4. 자료 수집 방법

자료 수집은 서울시 소재 일개 노인 복지관에서 이루어 졌으며 기관 방문 

승인서를 받은 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생명연구 윤리 위원회(IRB) 심의를 

받아 승인 후 자료 수집을 시작하 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13년 2월 13일부터 2013년 2월 18일이었고 자료 

수집 기간 동안 기관을 방문한 전체 노인에게 홍보 후 이 중 자발적으로 참

여를 원하는 노인에 한하여 연구의 목적과 의미를 설명하고 ‘연구 참여 동

의서’를 받은 후 조사를 시행하 다. 자료 수집을 담당한 연구원은 연구자 

본인 이외에 간호학을 전공한 1명으로 총 2명이 진행하 으며 설문지에 대

한 이해와 정확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사전 교육을 실시하 다. 

본 설문지 작성의 소요시간은 10분 내외 으며 자가 기입식 설문 조사로 

노안 등의 시력장애가 있는 경우 연구원이 설문지 내용을 읽어주고 노인 대

상자가 문항에 대답하면 이를 연구원이 기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으며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각각의 평균과 표준 편차, 또는 빈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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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분율로 기술하 다.

2) 가족 기능도는 각 항목의 평균과 표준 편차, 총점의 평균과 표준 편차

로 기술하 고 정보 추구도는 각 항목의 평균과 표준 편차, 총점의 평

균과 표준 편차, 총점을 100점으로 환산한 평균과 표준 편차로 기술하

다.

3) 노인의 질병 말기 통보 요구 여부는 찬반의 빈도, 백분율로 기술하고 

각각의 이유를 빈도와 백분율로 기술하 다.

4) 일반적 특성, 가족기능도 지수, 정보 추구도에 따른 노인의 질병 말기 

통보 요구는 chi-square test와 상관관계분석(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 다. chi-square test로 분석한 경우 기대빈

도가 5보다 작은 셀이 전체의 20% 이상인 경우에는 Fisher의 정확한 

검정(Fisher’s exact test)을 사용하여 분석하 으며 가족기능도의 각 

항목에 따른 노인의 질병 말기 통보 여부는 t-test로 분석하 다.

5) 질병 말기 통보 요구의 향요인은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binominal logistic regression)으로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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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 201명에 대하여 일반적 특성, 가족 기능도, 정보 추구도, 질

병 말기 통보 요구를 조사한 결과 응답이 미비한 19명의 설문지를 제외한 

총 182명이 최종 분석에 포함되었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1).

연구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평균 연령은 74.04세(±5.72) 다. 

성별은 남자가 49명(26.9%), 여자가 133명(73.1%)으로 여자의 비율이 높

은 편이었고 교육 수준은 무학 19명(10.6%), 초등학교 졸업 60명(33.3%), 

중학교 졸업 39명(21.7%), 고등학교 졸업 44명(24.4%), 대학교 졸업 이상 

18명(10.0%)으로 대체로 고른 분포를 보 다. 대상자 스스로 인지한 경제 

수준은 ‘상’이 3명(1.7%), ‘중’이 94명(53.4%), ‘하’가 79명(44.9%)으로 

‘중’과 ‘하’에 편중된 경향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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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82)

Variables Categories     n(%)

Gender Male 49(26.9)

Female 133(73.1)

Age(year) Mean±SD
74.04±5.7

2

Marriage Not married 3(1.7)

Married 120(68.2)

Divorced/separated 12(6.8)

Widow/widower 41(23.3)

Education No education 19(10.6)

Elementary school 60(33.3)

Middle school 39(21.7)

High school 44(24.4)

College or upper 18(10.0)

Perceived economic state High 3(1.7)

Middle 94(53.4)

Low 79(44.9)

Religion Not religious 44(25.0)

Christian 55(31.3)

Buddhist 44(25.0)

Won buddhit 2(1.1)

Catholic 31(17.6)

Inheritance to children Have 70(41.4)

Do not have 99(58.6)

Perceived health Good 58(32.6)

Fair 90(50.6)

Poor 30(16.9)

Medical expenses Self-support 66(37.1)

Self-support and 

support from children
68(38.2)

Most support from children 44(24.7)

Diseases None 21(11.7)

1 57(31.7)

2 62(34.4)

3 29(16.1)

4 or more 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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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자의 가족 기능도 지수 

총 182명이 응답하 으며 합계 점수의 평균은 5.76점(±2.52)이었다

(Cronbach’s α = .79). 이 중 중증의 낮은 가족 기능군(0~3점)은 28명

(15.3%)이었고 중간 가족 기능군(4~6점)은 85명(46.7%)이었으며 높은 가

족 기능군(7~10점)은 69명(37.9 %)이었다(Table 2).

적응성 항목이 가장 높은 점수로 평균 1.26점(± .68)이었으며 가장 점수

가 낮았던 것은 애정성 항목으로 평균 1.03점(± .73)으로 나타났다. 

Table 2. Family APGAR                                                      (N=182)

Items Mean±SD Range

1)  I am satisfied that I can turn to my family for help 

when something is troubling me.
1.26±.68 0~2

2)  I am satisfied with the way my family talks over 

things with me and shares problems with me.
1.20±.62 0~2

3)  I am satisfied that my family accepts and supports 

my wishes to take on new activities or directions.
1.16±.69 0~2

4)  I am satisfied with the way my family expresses 

affection and responds to my emotions, such as 

anger, sorrow, and love.

1.03±.73 0~2

5)  I am satisfied with the way my family and I share 

time together.
1.10±.65 0~2

Total 5.76±2.52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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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대상자의 정보 추구도

연구 대상자의 정보 추구도는 총 182명이 응답하 으며 합계 점수는 평

균 30.74점(±5.04)이었다(Cronbach’s α= .83). 원저자가 한 것과 같이 8

점에서 40점을 다시 0점에서 100점으로 환산한 결과 평균 71.07점

(±15.75)이었다. 연구 대상자의 정보 추구도는 다음과 같다(Table 3).

‘질병에 대해 정보를 아는 것은 치료를 위해 중요하다’의 경우 평균 3.68

점(± .86)으로 가장 높은 점수 으며 다음이 ‘의사는 나에게 검사의 목적을 

설명해야 한다’로 평균 3.61점(± .86)이었다. ‘질병을 치료하는 데 한가지 

이상의 방법이 있을 때 나는 각각에 대해 설명을 들어야 한다’의 경우 평균 

3.39점(± .91)이었고 ‘내가 원할 때만 정보를 받아야 한다’의 경우 점수를 

원저자와 같은 방법으로 역으로 환산하 고 평균 2.63점(± .89)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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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Information Seeking Preference Index                     (N=182)

Items Mean±SD Range

1) As you become sicker, you should be told more and 

more about your illness.
3.48±.83 1~5

2) You should understand completely what is happening 

inside your body as a result of your illness.
3.58±.80 1~5

3) Even if the news is bad, you should be well 

informed.
3.45±.93 1~5

4) Your doctor should explain the purpose of your 

laboratory tests.
3.61±.86 1~5

5) You should be given information only when you ask 

for it.
2.63±.89 1~5

6) It is important for you to know all the side effects of 

your medication.
3.55±.91 1~5

7) Information about your illness is as important to you 

as treatment.
3.68±.86 1~5

8) When there is more than one method to treat a 

problem, you should be told about each one.
3.39±.91 1~5

Total score 30.74±5.04 8~40

Conversed score 71.07±15.75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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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대상자의 질병 말기 통보 요구

질병 말기 통보 요구에 관련된 ‘회복이 불가능하고 살 날이 1년 이내로 예

상되는 질병의 상태에 대해 그 사실을 알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총 

173명이 대답하 고 이 중 101명(58.4%)이 ‘예’라고 응답하 고 72명

(41.6%) ‘아니오’라고 답하 다. 

복수 응답을 허용하여 알기를 원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나의 병은 당

연히 내가 알아야 하므로(77명)’가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 고 기타 응답

으로 ‘주변 정리를 하기 위해서’ 가 있었다. 또한 복수 응답을 허용하여 알

기를 원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알아서 이득될 것이 없으므로(45

명)’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 고 기타 응답으로 ‘돈 문제’가 있었다

(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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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reference of disclosure of a terminal illness and reasons 

(N=173)

Frequency(%)

Want to know about the terminal illness 101(58.4)

It is natural to know about my illness. 77(42.3)

To spend the rest of my life in a worthwhile way 52(28.6)

To make a decision in the hospital 37(20.3)

To finish business or property issues 23(12.6)

Other 2(1.1)

Do not want to know about the terminal illness 72(41.6)

There is no benefit in knowing about my death. 45(24.7)

I cannot decide on anything even if I know about my  

death.
36(19.8)

My family would take care of everything for me. 26(14.3)

I do not want to think about anything related to death. 22(12.7)

Other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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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반적 특성, 가족 기능도 지수, 정보 추구도에 따른 

질병 말기 통보 요구

질병 말기 통보 요구의 경우 성별, 결혼 상태, 인지한 경제 수준, 종교 유

무,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 유무, 인지한 건강수준, 의료비 부담 주체는 유의

한 차이가 없었으나 연령이 낮을수록 질병 말기 통보 요구가 유의하게 많았

고(p=.036) 교육 수준이 초등학교 졸업 이하인 집단과 중학교 졸업 이상의 

집단을 비교한 결과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질병 말기 통보 요구가 유의하게 

많았다(p=.005). 가족 기능도 지수가 높을수록 질병 말기 통보 요구가 유의

하게 많았고(p=.007) 정보 추구도가 높을수록 질병 말기 통보 요구가 유의

하게 많았다(p<.001)(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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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Preference of disclosure of a terminal illnes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73)

Variables/Categories

Want to know 

about a 

terminal 

illness 

Do not want 

to know about 

a terminal 

illness  
χ² 

or t
p

Frequency 

(%)

or Mean (SD)

Frequency 

(%)

or Mean (SD

Age 74.04±5.72 .036

Gender .480ǂ
  Male 28(27.7) 16(22.2)

  Female 73(72.3) 56(77.8)

Marriage .867ǂ
  Not married 33(32.7) 21(30.4)

  Married 68(67.3) 48(69.6)

Education .005ǂ
  Elementary school or below 37(36.6) 42(58.3)

  Middle school or higher 70(63.4) 31(41.7)

Economic state .303 .582

High or middle 56(57.1) 37(52.9)

Low 42(42.9) 33(47.1)

Religion 1.000ǂ
Yes 24(24.5) 17(23.9)

No 74(75.5) 54(76.1)

Inheritance to children .108ǂ
   Have 44(47.8) 24(34.3)

   Do not have 48(52.2) 46(65.7)

Perceived Health .095ǂ
  Good or fair 63(62.4) 52(75.4)

  Poor 38(37.6) 17(24.6)

Medical expenses .332ǂ
  Self-support 40(39.6) 22(31.4)

  Support from children 61(60.4) 48(68.6)

Diseases .052ǂ
  Have 85(84.2) 67(94.4)

  Do not have 16(15.8) 4(5.6)

ǂFisher’s exact probability test(two-tailed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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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Preference of disclosure of a terminal illnes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Continue)                           (N=173)

Variables/Categories

Want to know 

about a 

terminal illness 

Do not want to 

know about a 

terminal illness  t or F p

Frequency (%)

or Mean (SD)

Frequency (%)

or Mean (SD

Family APGAR 5.76±2.52 .007

  Adaptability 1.29±.72 1.19±.64 .886 .377

  Partnership 1.28±.65 .07±.58 2.190 .030

  Growth 1.28±.66 .00±.71 2.624 .009

  Affection 1.14±.74 .88±71 2.331 .021

  Resolve 1.19±.65 .97±.62 2.167 .032

Information Seeking

Preference Index
69.03±16.42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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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질병 말기 통보 요구 향 요인

질병 말기 통보 요구 향 요인을 살펴 보기 위하여 이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이용하 다. 질병 말기 통보 요구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던 연

령, 교육 수준, 가족 기능도, 정보 추구도 총 4개의 변수를 독립 변수로 하고 

이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시행한 결과 종속 변수의 변동 중 35.2%를 로

지스틱 회귀모형이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정보 추구도(p<.001)

만이 유의한 향 요인으로 나타났다(Table 6).

이는 정보 추구도가 다른 요인들, 즉 연령, 교육 수준, 가족 기능도를 통제

한 후에도 질병 말기 통보 요구에 유의하게 향하는 요인임을 의미한다.

Table 6. The affecting factors of the preference of disclosure of a 

terminal illness    

Variables B Wals p Exp(B)
95% CI

Lower Upper

Age .032 1.070 .301 1.033 .971 1.098

Education -.260 .477 .490 .771 .368 1.614

Family APGAR -.069 .870 .351 .934 .809 1.078

Information 

Seeking

Preference 

Index

-.059 16.929 <.001 .942 .916 .969



- 34 -

Ⅴ. 논의

본 연구에서는 일개 복지관을 방문하는 한국 노인의 질병 말기 통보 요구

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관련 요인을 분석하 다. 

본 연구 결과 전체 응답자 173명 중 101명(58.4%)이 질병 말기 통보를 

원하 고, 72명(41.6%)은 질병 말기 통보를 원하지 않았다. 노인 대상자 중 

질병 말기 통보를 원하는 대상자가 약 60%에 이르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로 질병의 통보가 이루어지는 비율은 매우 낮다. 질병 말기 통보 현황에 대

하여 조사된 기존의 연구가 없어 단순 비교는 어려우나, 암에 대한 통보 중 

예후가 나쁜 경우는 질병 말기 통보와 비교적 유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Horikawa 등(2000)이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암의 예후

가 나쁜 경우 단지 10%의 환자만이 그 사실을 통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역시 질병 말기에 대한 통보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통계 자료는 없으나, 최은숙과 김금순(2012)이 말기 암 환자 가족 11명을 

면담한 결과 가족들이 환자에게 말기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리지 못

하고 있으며, 일부 가족은 상황에 대해 환자와 대화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

함을 보고한 바 있다. 또한 환자에 대한 의료진의 말기 통보를 가족이 막는 

경우도 있었음이 보고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질병 말기 통보를 원하는 대상자는 약 60%인 

것에 비해, 실제 임상 현장에서 질병의 말기 상황에 대한 통보가 이루어지

는 비율은 상당히 낮을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서양에서는 암 환자의 예후 정보에 대하여 원하는 사람의 90%가 해당 정보

를 얻고 원하지 않는 사람의 5%만이 정보를 얻는 등의 높은 일치율을 보

다(Kaplowitz, Campo, & Chiu, 2002). 

이는 국내에서는 대상자의 통보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료진과 가족이 대

상자를 보호하려는 우리 나라의 특유의 문화적 측면이 작용한 결과로 사료

된다. 이러한 문화를 반 하여 대상자 역시 질병의 상태에서 가족에게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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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측면을 보이는 데 치매 진단 고지에 있어서 의사가 자신에게 진단을 

고지해 주기 원하든, 원하지 않는 관계없이 가족에게는 진단 고지를 원한다

는 기존의 연구 결과에서 이러한 면을 엿볼 수 있다(전진숙, 김인성, 오병

훈, & 조웅, 2005). 

대상자가 가족에게 많은 것을 위임하고 의존적인 성향을 보이며 가족 역

시 이러한 대상자를 보호하려는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 우리 나라의 특수한 

문화라면 가족이 대상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알고 대상자의 의사를 반

해 주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죽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터부시하는 또 다

른 문화적 측면이 대리인으로서 가족이 바람직한 역할을 하는 것을 막고 있

다는 제한점 역시 존재한다.

비록 질병의 말기 상황이라 할지라도 환자 본인이 질병 말기 상황을 알기 

원하는가에 대해 평가하고 대상자의 요구를 반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환자, 가족, 의료진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의료진

의 말기 상황에 대한 통보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자신의 상황을 알고 싶은데도 알지 못하는 환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질병 말기 통보를 원하는 대상자의 비율을 기존 연구와 비교해 보면, 노

인을 대상으로 한 질병 말기 통보에 관한 기존 연구가 시행된 바가 없으므

로 단순 비교는 어려우나, 유사 연구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치매 진단 고지

에 대한 태도 조사 연구가 있다. 전진숙 등 (2005)에 따르면, 정상 노인의 

51.3%가 치매에 대한 진단 고지를 원하 다(전진숙 et al., 2005). 

암 통보에 관련하여 진행된 기존 연구에 따르면 암 통보에 대해서는 스코

틀랜드 지역에서는 96%의 환자가 암 통보를 원하 고(Meredith et al., 

1996) 국내에서는 92.5%가 암 통보를 원한다고 답하 다(전승아 et al., 

1996). 또한 암 환자의 병명 통고에 관한 또 다른 국내 연구에서는 병명 통

고에 대해서는 98%가 동의하 으나 환자의 현재 상태와 예후에 대하여서

는 64.4%만이 모든 것을 한번에 정확히 설명해 주는 것을 선호하 다(박진

노 et al., 2001). 암 진단 고지에 대한 암 환자의 인식을 조사한 국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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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88.2%가 암 진단 고지에 찬성한다고 답하 다(전인희, 2011). 

전반적으로 암의 통보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대상자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와 기존 치매 진단 고지 연구의 경우 암 진단 보다는 다

소 낮은 비율의 대상자가 통보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의 

원인으로는 먼저, 연구 대상자의 구성이 본 연구와 전진숙 등 (2005)의 연

구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반면, 암 통보 관련 연구들은 비교적 젊은 층을 대

상으로 했기 때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다른 주요한 차이로는 질병의 치료 가능성을 들 수 있다. 암의 경우 병

기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의 치료가 남아 있지만 치매의 경우 질환의 악화

를 막거나 현재 상태의 유지와 같은 치료를 받으므로 대상자의 입장에서는 

질병에 대해 아는 것에 대한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

라서 대상자의 질병 통보 요구에 질병의 치료 가능성 역시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본 연구의 대상자가 노인이라는 점과 치료 

가능성이 없는 말기 상황이라는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통보를 원하는 

비율이 기존의 암 진단 통보를 원하는 비율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한편, Kutner 등 (1999)이 완화 치료를 받고 있는 말기 환자들을 대상으

로 실시한 연구에서 대상자의 100%가 ‘의사가 자신에게 정직하기를 원한

다’라고 답했으면서 기대 여명에 대해서는 58.9%가 알고 싶다고 응답하

다. 건강한 대상자가 아니라 실제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이미 완화치료를 받고 있는 말기 환자의 경우

에도 구체적인 기대 여명에 대해서는 약 60%의 대상자만이 통보를 원한다

는 것은 본 연구가 기대 여명을 1년으로 한정한 것이 대상자들의 통보 요구 

유무에 향했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자신의 기대 여명을 알고 싶지 않

다는 것은 곧 죽음의 임박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질병 말기 통보를 원하는 대상자가 다수인 60%에 이르

지만, 나머지 40%는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

서 이러한 현실을 반 하여 질환 말기의 통보에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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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환자, 가족, 의료진간의 신뢰와 효과적인 

의사 소통이 필요하며, 질병 말기에 환자의 의사를 사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편, 질병 말기 통보를 원하는 이유로 가장 많은 응답 수를 차지한 것은 

‘나의 병은 당연히 내가 알아야 하므로’이었고, 그 다음은 ‘남은 여생을 보

람 있게 살기 위해서’로 각각 42.3%와 28.6%의 응답자가 이와 같이 응답

하 다. ‘나의 병은 당연히 내가 알아야 하므로’ 는 환자의 알 권리에 해당

하는 문항으로 질병 통보로 인한 이차적인 이익보다는 사실을 아는 것 자체

에 가치를 두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 환자를 대상으로 암 진단 통보에 관한 조사를 한 기존 연구에서 암

의 통보를 원하는 이유 중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한 것은 ‘자신의 인생을 스

스로 준비, 정리할 수 있기 때문’ 이었으나(전승아 et al., 1996) 암 통보에 

대한 또 다른 국내 연구에서는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므로’ 가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 고 그 다음이 ‘환자의 알 권리’ 순이었다(전인희, 

2011). 또한 암의 고지에 대하여 암 환자, 직계가족, 의학과 학생, 간호학과 

학생 그리고 의사를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에서는 암의 진단 고지에 찬성하

는 이유로 ‘환자의 알 권리’ 라는 의견이 있었다(노흥태, 1993). 

질병 말기 통보를 원하지 않는 이유로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한 것은 ‘알

아서 이득될 것이 없으므로’와 ‘알아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

문’으로 각각 24.7%와 19.8%의 응답자가 이와 같이 답하 다. 이는 질병의 

말기 상황이기 때문에 통보와 관련한 이차적인 이득이 없으므로 질병 말기 

통보를 원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 연구에서 질병의 통보

가 필요한 이유가 ‘치료를 위해서’가 많았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본 연구 결

과를 통하여 질병의 치료가 가능하다면 치료를 위해서 질병에 대하여 알 필

요가 있지만 질병 말기에는 더 이상의 치료가 불가능하므로 말기 상황 자체

에 대해서도 알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결론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상자의 질병 통보 요구에 질병

의 치료 가능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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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질병 말기 통보 관련 요인을 보면, 나이가 많을수록 질병 말

기 통보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027). 질병 말기 통보와 연령의 

상관관계가 직접적으로 나타난 기존의 연구는 없었지만 암 환자의 정보 요

구를 조사한 선행 연구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자신에게 가능한 치료에 대한 

정보를 적게 원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Meredith et al., 1996). 

또한 말기 신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투석이 거부될 경우의 죽음

의 가능성에 대하여 연령이 낮은 군보다 연령이 높은 군에서 정보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기존 연구 결과를 본 연구 결과가 지지한다

고 볼 수 있다(Orsino, Cameron, Seidl, Mendelssohn, & Stewart, 2003). 

결론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질병과 관련된 전반적인 정보를 요구하지 않

는 경향이 있으며 비록 그 정보가 자신의 임종과 관련된 질병 말기 통보일

지라도 일반적인 질병 정보와 마찬가지로 원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가족이 암이라면 가족에게 암이라는 사실을 알리겠는가에 대한 조사연구

에서, 일본의 젊은 층보다 60~70대에서 가족에게 암의 통보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더 많았다(Mizushima et al., 1990). 이는 연령이 높을수

록 본인의 질병 통보 요구가 낮을뿐 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겠다는 

경향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질병 말기 통보에 대한 

요구가 낮았던 본 연구 결과는 암 통보가 이루어진 군과 이루어지지 않은 

군으로 나누어 일반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에서, 암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군의 대상자가 유의하게 높은 연령을 나타낸 선행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Montazeri et al., 2009). 

본 연구 결과에서 노인 대상자 중에서도 연령이 높을수록 질병 통보를 원

하지 않는 경향을 보 다. 기존 연구에서도 연령이 높을수록 암의 진단 및 

여러 가지 질병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를 원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자신의 질병 통보를 원하지 않을 뿐 만 

아니라 가족에게 질병 통보를 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많은 경향을 보 다. 

따라서 연령이 높을수록 질병 통보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질병 말기 통보에 대한 태도 역시 단순 질병 통보와 마찬가지로 부정적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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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교육 수준은 무학 19명(10.6%), 초등학교 졸업 60

명(33.3%), 중학교 졸업 39명(21.7%), 고등학교 졸업 44명(24.4%), 대학

교 졸업 또는 그 이상 18명(10.0%)으로 나타났으며 교육 수준에 따른 질병 

말기 통보 요구 여부는 초등학교 졸업 또는 그 이하와 중학교 졸업 또는 그 

이상 두 군으로 나누어 분석하 다. 학력의 분포를 질병 통보 및 정보 추구

와 교육 수준의 관계를 살펴 본 선행 연구와 비교하면 터키에서 이루어진 

연구에서는 전체의 55%가 문맹이었으며 중등 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사

람은 전체의 15%에 불과하 던 반면(Ozdogan et al., 2004), 국내에서 진

행된 암 통보와 교육 수준의 관계를 살펴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졸업 또

는 그 이하는 전체의 39.2% 고 중학교 졸업 또는 그 이상은 60.8%로 본 

연구와 비슷한 수준이었다(박진노 et al., 2001). 또한 노인의 질병 치료에 

대한 정보 추구와 교육 수준의 관계를 살펴 본 국내 선행 연구에서도 역시 

초등학교 졸업 또는 그 이하는 전체의 49.1% 고 중학교 졸업 또는 그 이

상은 50.9%로 나타나 본 연구의 학력 분포와 비슷한 수준임을 알 수 있었

다(장수정 & 이경자, 2005).

본 연구 결과, 교육 수준이 높은 군에서 낮은 군보다 질병 말기 통보를 더 

많이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12). 질병 말기 통보와 교육 수준간의 

직접적인 상관 관계가 밝혀진 기존 연구는 없으나 실제로 질병 통보가 이루

어진 군에 비해 이루어지지 않은 군에서 교육 수준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Montazeri et al., 2009) 노인을 대상으로 질병 치료에 대한 정

보 추구를 조사한 연구에서도 학력이 높을수록 더 많은 정보 추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수정 & 이경자, 2005). 

또한 본 연구 결과는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암 진단 고지에 대한 찬성률

이 높았던 기존 연구와(노흥태, 1993) 자궁암을 가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자세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향을 보인 기존 

연구를 지지한다(Stewart et al., 2000).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질병 치료에 

대한 정보 추구가 높으며 그 연장선 상으로 비록 질병의 말기 상황일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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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대한 정보 추구가 교육 수준이 낮은 군보다 유의하게 높으며 암 통보

와 질병 말기 통보에서도 같은 양상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가족 기능도 지수의 총점 평균은 5.76±2.52점이었다. 가족 

기능은 대상자군, 가족 형태 등 여러 가지 요인에 향을 받으므로 대상자 

군이 다른 선행 연구와 단순 비교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결혼이주여성의 

우울과 가족 기능의 관련성을 본 연구에서 가족 기능도 지수를 사용하여 가

족 기능을 측정한 결과 총점 평균이 6.9점(±2.1)로 나타난 바 있으며(정금

희, 김경원, & 배경의, 2012) 본 연구에서는 높은 가족 기능군은 전체의 

37.9%, 중간 가족 기능군과 낮은 가족 기능군이 각각 46.7%와 15.3%로 나

타난 반면, 일 도시 지역 노인의 삶의 질과 관련요인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높은 가족 기능군이 전체의 60.0%, 중간 가족 기능군과 낮은 가족 기능군

이 19.3%와 20.7%로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 보아(김혜령, 2012) 선행연구

의 가족 기능도 점수보다 본 연구의 가족 기능도 점수가 다소 낮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노인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인 취약성으로 인하여 

가족의 도움을 필요로 하며 가족은 노인의 강력한 지지체로서 작용한다(이

희, 1988). 가족 기능과 질병 통보 요구 또는 질병에 대한 정보 요구의 관

련성을 본 선행연구는 없으나 사전의료의향이나 연명 치료와 같은 의학적 

결정과 관련된 연구에서 가족을 대상으로 그들의 인식이나 태도를 알아보

는 선행 연구가 진행되었으며(Ozdogan et al., 2004; 노흥태, 1993; 박진

노 et al., 2001; 전진숙 et al., 2005) 특히 동양권에서 가족의 의견이 중시

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가족 기능이 노인의 의학적 판단에 향을 미치며 

따라서 질병 말기 통보 요구에도 관련이 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질병의 상태에서 가족이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것 역시 우리 나라의 특

수한 문화적인 측면이 반 된 결과라 볼 수 있다. 미국에서 말기 질환에 대

한 정보 요구를 조사한 연구에서 가족과 관련된 사항인 ‘질환이 가족에게 

어떠한 향을 미칠 것인지’ 와 ‘가족에게 어떻게 말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 

요구가 각각 69.6%와 50%로 다른 항목에 비해 낮게 나타난 반면(Kut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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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iner, Corbett, Jahnigen, & Barton, 1999), 우리  나라에서는 주관적 

건강에서 질환의 통보, 임종기에 이르기까지 가족의 기능에 대하여 크게 가

치를 두는 경향이 있었다. 한국 노인 중 70대와 80대 여성 노인은 자녀에 

만족할수록 더 좋은 주관적 건강 상태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주

관적 건강 상태는 죽음의 공포와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휘숙, 2009). 암 진단의 통보 시에도 37.5%가 환자와 보호자의 합석하

게 통보해야 한다고 답하 고 37.5%에서 보호자에게 먼저 말하는 것이 바

람직한 통보라 답한 바 있으며(전승아, 이수은, & 노용균, 1996) 91.6%의 

한국 노인이 임종기 동안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이 좋은 죽음이라 인식하 다

(김신미, 이윤정, & 김순이, 2003).

본 연구에서는 가족 기능도 점수가 높을수록 질병 말기 통보를 더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7). 이는 노인 가족을 중심으로 만성질환이 있는 가

족과 정상가족의 가족 기능 비교한 연구에서 질병 치료에 대한 가족의 태도

와 가족 기능 정도가 유의한 관계를 보 던 결과를 지지한다. ‘치료를 잘하

면 좋아질 수 있다’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가족기능이 높은 결과를 

보 는데 임종기의 인지 요구는 임종에 대하여 수용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긍정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가족 기능이 높을 수록 질병뿐 만 아니

라 임종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며 이를 반 하여 질병 말기 통보 

요구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정보 추구도는 평균 71.07점(±15.75)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질병 치료에 대한 정보 추구 및 의사 결정에의 참여 요구를 살펴본 기존 연

구에서는 평균 74.9점으로 이와 유사하게 정보를 추구하는 정도가 높게 나

타났다(장수정, 2005). 또한 정보 추구도가 높은 노인일수록 질병 말기 통

보를 더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기존 문헌 고찰을 통하여 질환의 

정보에 대한 요구가 높아도 정보의 내용에 따라 요구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반적인 정보에 대한 요구가 높다 하더라도 질병의 예

후가 좋지 않을 경우나 구체적인 기대 여명등에 대한 정보의 요구는 그에 

비해 낮은 경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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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는 한번 전하면 그것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정보의 전달은 신중하

게 이루어져야 하며 질병 말기 통보의 경우는 대상자에게 임종을 맞을 준비

를 하게 하며 생의 말기까지 자신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측면이 있

는 동시에 임박한 죽음에 대한 선고의 의미 역시 갖기 때문에 더더욱 신중

해야 한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보 추구도가 높을수록 질병 말기 통보 역시 원

하는 경향이 크므로 대상자가 질병 말기 상황에 대한 정보 전달도 의학적 

정보 전달의 연장선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기존 연구에서 정보 추구도와 사전의료의향 및 대리인 지정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던 결과와 상반된다(Matsui, 2007). 이는 

정보를 추구하는 것이 말기 상황에서 스스로 결정으로 하는 행위로까지 이

어지지는 않지만 평소 정보를 추구하는 성향이 말기 상황에서도 정보 추구

에 대해서는 일관된 성향을 가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밖에 유사 연구에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던 성별, 결혼 유무, 종

교 유무의 요인은 본 연구에서는 질병 말기 통보 요구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Orsino et al., 2003; Ozdogan et al., 2004; 장수정, 

2005). 이는 질병 말기 통보에 관련된 연구가 기존에 거의 시행되지 않은 

관계로 질병 말기 통보가 아닌 특정 질환의 통보나 질병에 대한 정보 요구 

및 치료 참여 요구등에 관한 연구를 선행연구로 간주하여 본 연구와 직접적

으로 비교하기 어렵다는 제한점이 원인으로 작용하 을 수 있으며 성별의 

경우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이 여성이 많은 점 역시 원인으로 작용하 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 결과, 정보 추구도가 유일하게 질병 말기 통보 요구에 유의한 

향 요인이었으며 모델의 설명력은 35.2%로 나타났다. 앞서 주지한 바와 같

이, 정보 제공은 한번 일어나면 되돌릴 수 없는 것이기에 질환 말기와 같은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대상자의 반응에 대한 충분한 예측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정보를 수용하는 대상자에 대한 충분한 사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

전에 질환 말기 통보에 대한 논의가 가족 또는 대상자를 둘러싼 의료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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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나, 질병의 부정적인 예후나 죽음에 대한 이

야기에 대하여 금기시하는 경향이 있는 우리 나라의 문화적 경향을 반 한

다면 대상자가 질병 말기 통보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지 예측하기 위하

여 대상자가 의학적 정보에 대한 정보 추구도를 사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는 서울 소재 일개 복지관에 방문한 182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이

루어졌다. 따라서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이 저소득 노인의 비율이 많

은 점, 서울 시내 65세 이상 노인의 성비에 비하여 여성 비율이 높은 점 그

리고 대상자 모두 서울시에 거주하는 노인이라는 점에 있어서 노인 전체에 

대한 연구 결과로 일반화 시키기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경제적 수준 및 건

강 수준에 관한 설문에 있어서 인지한 경제 수준 및 건강 수준의 측정으로 

객관적인 경제적 상태 및 건강 상태를 반 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또한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에서 정보 요구에 대하여 반 이

상의 대상자가 실제 암 진단 이후 태도를 바꾼 것으로 미루어 보면(Pardon 

et al., 2012) 질병 말기 상황에 임박하거나 그 상황에서 질문한 것이 아니

라, 그러한 상황을 가정하여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질문하 으므로 대상

자의 태도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질병 말기 상태를 ‘회복이 불가능하고 살 날이 1년 이내로 예

상되는 질병의 상태’로 정의하여 설문을 진행하 으나 현대 사회에 존재하

는 다양한 질병의 말기 상태를 한 문장으로 정의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이 

역시 다양한 의미로 대상자에게 해석되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기존의 암 진단 위주의 질병 통보 관련 연구에서 더 나아가 암뿐 

만 아니라 전체 질병에서 임종기에 이르는 말기 상황에 대한 통보에 대하여 

조사한 점과 이를 통하여 건강한 노인으로 하여금 실제 임상 현장에서 빈번

히 이루어지는 윤리적 딜레마를 미리 경험하게 한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

다고 생각한다. 또한 환자 중심의 간호가 이루어져야 하는 임상의 현장에서

도 윤리적인 딜레마에 있어서 판단의 기준이 될 기초적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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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일반적 특성, 가족 기능도, 정보 추구도, 질병 말기 

통보 요구를 조사하고 일반적 특성, 가족 기능도, 정보 추구도에 따른 질병 

말기 통보 요구의 차이를 분석하 으며 질병 말기 통보 요구의 향 요인을 

알아보았다. 

2013년 2월 13일부터 2013년 2월 18일까지 서울 시내 일개 복지관을 

방문한 노인 18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하 고 연구 도구로는 가

족 기능도는 Smilkstein(1979)이 고안한 가족 기능도 지수(Family 

APGAR Score)를 강성규(1984)가 번안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도

구를 사용하 고 정보 추구도는 Ende 등(1989)에 의해 개발된 Autonomy 

Preference Index 의 subscale인 정보 추구 선호(Information Seeking 

Preference)를 우리 나라에서 장수정(2005)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 다. 자

료 분석은 SPSS version 18.0을 이용하 으며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 중 질병 말기 통보를 원하는 대상자는 101명(58.4%)이었고 질

병 말기 통보를 원하지 않는 대상자는 72명(42.6%)이었다.  

2) 연령이 높을수록 질병 말기 통보를 원하지 않았고(p=.036) 교육수준

이 높을수록 질병 말기 통보를 원하 다(p=.005)

3) 가족 기능도 지수가 높을수록 질병 말기 통보를 원하 고(p=.007) 정

보 추구도 점수가 높을수록 질병 말기 통보를 원하 다(p<.001).

4) 이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 결과 질병 말기 통보에는 정보 추구도만이 

유의한 향요인으로 나타났다(R² =.352, p<.001).

본 연구 결과 노인 대상자는 질병 말기 통보를 원하지 않는 대상자 보다 

원하는 대상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 교육수준, 가족기능도, 

정보 추구도가 질병 말기 통보 요구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이 중 정보 추구도 만이 유의한 향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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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대상자에게 질병 말기 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 시 대상자의 특성을 미리 

사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해당 대상자의 정보 추구도를 미리 사정해 보

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위하여 질병 말기 통보에 대하여 다양한 대상자

군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할 것을 제언한다.

2) 같은 대상자군에 대하여 시간 차를 두고 질병 말기 통보 요구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알아보는 연구를 할 것을 제언한다.

3) 실제 질환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한 노인을 대상으로 질병 말기 통보요

구에 대한 연구를 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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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연구 참여 동의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원 성인간호학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인 박혜 입니다.

본 연구는 노인의 말기 질병 인지 요구 및 치료 결정 참여 요구조사 입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노인 환자들의 말기 질병 진단 시 관련된 정보 제공과 치료 과정 참여 

여부에 있어서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이 환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데 보탬

이 될 귀중한 자료로서 사용될 것입니다.

본 연구의 설문지는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작성된 모든 자료에 관한 

비밀이 보장됩니다. 설문지 작성에는 약 10~30분의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며 참여 도중 

그만 두시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그만두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 참여 이후에도 연구 

자료의 폐기를 원하시면 폐기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 

본 연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심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작은 

선물을 준비하 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연구대상자 보고 심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연구자 : 박혜

연락처 : scholar5@snu.ac.kr

"본인은 이 연구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며, 

이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인은 자발적으로 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날짜 :     .    .    .    성명 : ____________________( 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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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지 

설문지 번호 __________

1. 다음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문항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직접 쓰시거나 

v 표를 해 주십시오.

나이 (               ) 세

성별 남 녀

결혼 상태 미혼 기혼 이혼/별거 사별

교육수준 무학 초등 중등 고등 대졸 이상

경제 수준 상 중 하

종교 무교 기독교 불교 원불교
천 주

교
기타

자녀에게 

상속할 재산
있음 없음

같은 나이의 

친구들에 비해   

나의 건강은?

건강한 편이다 그저 그렇다
건강하지 

못하다

병원에 가는 경우 

의료비는 누가 주로 

납부하십니까?

전적으로   

내가 부담한다

평소엔 내가 

부담하고, 큰 병

(예:수술)의 경우 

자녀가 부담한다

전적으로   

자녀가 

부담한다

현재 가지고 있는 

질환 수 
없음 1개 2개 3개

4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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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은 가족에 대한 문항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v 표 해 주십시오

항       목
항상

그렇다

때때로

그렇다
아니다

나에게 괴롭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의 가족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나 어려움을 서로 나누어 

갖기 위해 현재 우리 가족이 취하고 있는 방법들이 

좋다고 생각한다.

내가 새로운 일을 하려거나 새로운 제안을 할 때 

나의 가족은 이를 따라 주고 도와준다.

분노, 슬픔, 사랑 등 나의 감정에 대응하는 나의 

가족의 반응에 만족한다.

가족과 함께 여가를 보내는 방법 중 현재 우리 

가족이 취하는 방법들이 좋다고 생각한다. 

3. 다음은 정보 추구에 대한 문항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 표 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증세가 악화될수록 질병에 대해 더 많

은 정보를 들어야 한다

질병으로 인해 내 몸에 무슨 일이 일어

나는지 확실하게 이해해야 한다

설사 그 질병에 대한 소식이 나쁜 소식

일지라도 나는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의사는 나에게 검사의 목적을 설명해야 

한다

내가 원할 때만 정보를 받아야 한다

내가 쓰는 약물의 모든 부작용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하다

질병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은 치료를 

위해 중요하다

질병을 치료하는 데 한 가지 이상의 방

법이 있을 때 나는 각각에 대해 설명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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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은 말기 질병 인지 요구에 대한문항입니다. 질문을 읽어보시고 해당

되는 곳에 직접 쓰시거나 v 표 해 주십시오.

1) 어르신께서 회복이 불가능 하고 사실 날이 1년 이내로 예상되는 질병의 

상태라면 그사실을 사실대로 듣기를 원하십니까?

    ① 예 → 1-1) 문항으로    ② 아니오 → 1-2) 문항으로

1-1) 어르신께서 알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르신이 생각하시는 것과 가장 가까운 것을 2개만 체크해 주세요)

① 나의 병은 당연히 내가 알아야 하므로

② 남은 여생을 보람 있게 살기 위해서

③ 병원에서 결정을 내가 상태를 알아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④ 재산이나 업무를 마무리 지어야 하기 때문에

⑤ 기타 (                                                  )

1-2) 어르신께서 알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알아서 이득될 것이 없으므로

② 죽음에 관련된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아서

③ 가족들이 알아서 해 줄 것이기 때문에

④ 알아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⑤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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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대상자보호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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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구 사용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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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수집기관 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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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eference of disclosing terminal illness among the elderly

Park Hye-Young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Koh Chin-Kang, Ph.D., RN

The disclosure of a terminal illness is a significant issue in terms of 

protecting the patient’s autonomy and right to know at the end of life. 

However, in Korea, families are informed of the patient’s condition 

instead of the patients, and they make medical decisions for the 

patients as their proxy. 

It is vital to know patients’preferences regarding the disclosure of 

a terminal illness because they only have the remaining time to 

organize the affairs of their lives and to reach the end of their lives 

as they see fit.

This study investigated disclosure preferences regarding terminal 

illnesses among the elderly and described their reasons behind their 

choices. 

Moreover, factors related to disclosure preferences were 

examined. This was a cross-sectional descriptive study utilizing a 

survey method.  The participants were 183 community-dwe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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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der adults who visited a community welfare center in Seoul, Korea. 

Disclosure preference regarding terminal illness was measured by a 

questionnaire specifically, developed for this study. The 

questionnaires also incorporated the Family APGAR score and the 

Information Seeking Preference Index.

This study found that 101 participants (58.4%) would want to be 

told of their terminal illness, whereas 72 participants (42.6%) would 

not want to be told. Moreover, an older age (p = .036) and more 

education (p = .005) were associated with a desire to be informed. A 

higher Family APGAR score (p = .007) and a higher Information 

Seeking Preference Index score (p < .001) were also related to the 

preference to be informed. A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the Information Seeking Preference Index score was a 

significant predictor even after controlling for age, education, and the 

Family APGAR score (R^2 =.352, p < .001).

In conclusion, health providers should assess their patients’ 

preferences to be told medical information even if it includes bad 

news such as a terminal illness and should provide appropriate 

information based on each patient’s individual preference in this 

matter. 

Key words : aged, end of life, disclosure of illness, truth-telling, 

terminal illness, information needs

Student Number : 2011-20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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