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인구의 노령화, 생활과 식습관의 변화, 환경오

염으로 인해 만성질환 발생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

다. 2016년도의 30세 이상의 고혈압과 당뇨병 유병률
은 각각 29.1%, 11.3%를 기록하였고, 앞으로도 증가추
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1]. 만성질환 자가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지역사회에서는 만성질환 관
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2], 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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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만성질환자의 건강 관련 의사결정에 대한 자율성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
기 위함이다. 대상자는 일개 보건소에 등록된 만성질환자 522명이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6.0 v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Scheffe-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multiple linear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만성질환자의 일반적 의사결정 선호도의 영향요인은 
건강에 대한 관심정도(ß=-.17, p<.001)이었으며. 정보추구 선호도의 영향요인은 성별(ß=-.20, p<.001)과 진
료 시 질문하는 횟수(ß=.09, p=.030)이었다. 본 연구는 만성질환자들이 본인의 치료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역
할을 할 수 있도록 환자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환자의 주도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돕기 위하여 의료인
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전략 수립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중심어 :∣만성질환∣의사결정∣자율성∣정보추구∣의사소통∣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fluencing factors of autonomy preference on 
decision-making among chronic disease patients. Data were collected from 522 chronic disease patient 
and it was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linear regression, using SPSS 26.0 ver. program. Significant factor influencing decision-making 
preference was health concern (ß=-.17, p<.001), and factors influencing information-seeking preference 
were gender (ß=-.20, p<.001) and number of questions during the treatment (ß=.09, p=.030). Healthcare 
providers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patients and establishment of a strategy to 
improve the quality of communication.

■ keyword :∣Chronic Disease∣Decision Making∣Autonomy∣Information Seeking∣Communication∣

    

접수일자 : 2020년 09월 28일
수정일자 : 2020년 11월 04일 

심사완료일 : 2020년 11월 09일 
교신저자 : 이지애, e-mail : jeaniewings@naver.com



만성질환자의 의사결정에 대한 자율성 선호도에 관한 연구 237

에 대한 환자의 참여를 권고하고 있다[3]. 효과적인 건
강관리를 위해 환자 스스로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
하고 자신의 증상변화를 인지하여 의료진과의 상호작
용을 통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4].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에 대한 능동적인 참여가 중
요해지면서 과거 의료진을 중심으로 제공되었던 의료
서비스는 환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5]. 만성질환자
는 의료진이 제시하는 건강관련 계획에 수동적이었던 
역할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건강관련 정보를 알아보
고 어떤 치료법을 선택할 것인지 고민하여 결정하는 등 
자신의 건강관리의 주체자가 될 수 있다[6]. 이는 의료
진과의 활발한 정보교환과 의사소통을 통해 촉진되며, 
의료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가능하기 때문에[4][7] 
간호사는 환자의 옹호자로서 의사결정 참여를 독려해
야 할 것이다.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에 대한 참여는 
건강관련 행위를 증진시켜 합병증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므로[3][8] 이들의 건강관련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 정도를 파악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국
외에서는 환자의 건강관리과정에 대한 참여를 파악하
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미국에서 신부전환자는 자
기 건강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환자만족도가 높았다[9]. 투석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10]에서는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치료방식이 투석방
법을 선택하는 정도로만 제한되어있어 의사결정에 대
한 참여 정도가 낮았으며, 같은 맥락으로 환자만족도 
역시 낮았다. 캐나다에서 파킨슨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6]에서는 환자마다 본인이 의사결정에 얼마나 참
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은 달랐지만 공
통적으로 의사에게 자신의 건강관련 의사결정을 위임
하더라도 최종 결정에 대한 자신의 동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충분한 정보의 교환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대만
에서 암환자는 건강문해력이 높을수록 의사결정을 공
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1]. 이러한 결과는 건강관리
에 대한 환자참여와 관련된 요인을 모색하고 이를 향상
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함을 의미한다. 

국내 연구의 경우, 병원 입원환자와 외래환자를 대상
으로 한 연구[12]에서 환자가 의료진에게 자신의 증상
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할 기회가 주어질수록, 의사결

정에 환자가 참여한 정도가 높을수록 환자만족도가 높
았다.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13]에서는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을수록 의료인과 환자 간 의사소통이 활
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시행된 
또 다른 연구[4]에서는 의학적 의사결정 시 본인의 자
율적인 판단과 결정을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상
황에 따라 의료진과 보호자의 의견을 참조하고 싶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건강
관리과정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지만, 국내에서 만
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재하였다. 만성질환
자가 능동적으로 건강관련 의사결정에 참여하면 이는 
환자의 예후와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장기
적으로 의료비 절감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14] 만성
질환자의 건강관련 의사결정에 대한 관련요인을 파악
해볼 필요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선행연구를 통하여 만성질환자가 건
강관련 의사결정 시 적극적인 역할 또는 수동적인 역할
을 선호하는 정도와 건강정보수집에 대한 욕구가 의사
결정에 대한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6][15].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인
이 환자에게 건강정보를 충분히 지원하고 건강관련 의
사결정에 참여하도록 독려해야 하므로[16] 본 연구에서
는 의사결정에 대한 자율성 선호도를 일반적 의사결정 
선호도와 정보추구 선호도로 구분하여 파악하고자 한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만성질환자들의 건강관련 의사
결정에 대한 일반적인 선호도와 정보추구 선호도를 확
인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간호계획 수립 시 만성질환자의 치
료 및 간호 과정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전
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만성질환자의 의사결정에 대한 자

율성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함이
며,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의사결정 선호도, 정보추구 선호도
를 파악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건강관련 특성, 건강관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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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특성에 따른 일반적 의사결정 선호도, 정보추구 
선호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대상자의 일반적 의사결정 선호도, 정보추구 선호도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만성질환자들의 의사결정 상황에서 자율

성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
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경기도 소재 일개 보건소에서 당

뇨병 또는 고혈압으로 등록되어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
는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G-power 3.1.9 프로
그램으로 효과크기 .15, 검정력 .95, 유의수준 .05, 예
측 변수 11개를 투입하여 산출한 최소 필요 표본 수는 
178명이다. 배부된 자료는 599부였고, 이 중 누락된 
응답이 있는 설문지 11부를 제외한 522부가 최종 결과 
분석에 사용되었다. 

구체적인 대상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 가능한 19세 이상 65

세 이하의 성인
2) 보건소에 당뇨병 또는 고혈압으로 등록되어 정기

적으로 진료를 받고 있는 자
3) 인지장애 또는 정신질환이 없는 자

3. 연구 수집
본 연구는 경기도 소재 일개 보건소의 허락 하에 

2018년 11월 15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자들이 보건소의 장에게 공문을 전달
하고, 연구 목적, 방법을 설명하고 자료 수집에 대한 동
의를 구하였다. 해당 보건소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는 
만성질환자들에게 연구자가 직접 연구의 목적,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대상자
에게 동의를 받은 뒤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4. 연구 도구
본 연구를 위하여 연구자가 구성한 설문지를 활용하

였다. 설문지는 일반적 특성, 건강 관련 특성, 치료 관련 
특성, 자율성 선호도의 네 부분으로 구성되며 이에 대
한 상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4.1 일반적 특성 
만성질환자의 일반적 특성에는 성별, 연령, 학력을 포

함하였다. 

4.2 건강관련 특성
만성질환자의 건강과 관련된 특성으로는 진단명, 진

단 기간, 주관적인 건강상태, 건강에 대한 관심도를 포
함하였다. 진단명에 대해서 대상자가 여러 개의 만성질
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진단 중 가장 오래된 진단
을 대표 진단으로 설정하고 분석에 활용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건강하지 못함’, ‘보통임’, ‘건강함’, 건강에 
대한 관심도는 ‘없음’, ‘있음’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4.3 건강관리과정 관련 특성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과정 관련 특성으로는 치료에 

참여하는 가족, 연간 병원 방문횟수, 1회 진료 시 평균 
질문 횟수, 진료 시 의사소통 만족도로 구성하였다. 진
료 시 의사소통 만족도는 ‘불만족’, ‘보통’, ‘만족’으로 평
가하도록 하였다. 

4.4 자율성 선호도
자율성 선호도의 측정은 Ende, Kazis와 Moskowitz 

[16]의 자율성추구선호 척도(Autonomy Preference 
Index, API)를 활용하였다. 건강관리과정에 원도구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번역 및 역번역하였고, 국문학 전
공자에게 1회 검토받았다. 또한,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
기 위해 만성질환자 10명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시행
하여 이해가 어려운 어휘의 표현을 수정하였고 문항분
석을 시행하여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문항을 일부 삭
제하였다. 도구는 일반적 의사결정 선호도, 정보추구 선
호도 두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총 12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다.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
수록 건강관련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 정도가 높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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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4.4.1 일반적 의사결정 선호도
일반적 의사결정 선호도는 일반적인 치료 상황에서 

환자의 의사결정에 참여 요구도를 확인하기 위한 도구
로, 원도구는 총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며 ‘1=매우 동
의하지 않음’, ‘2=동의하지 않음’, ‘3= 보통임’, ‘4=동의
함’, ‘5= 매우 동의함’의 5점 척도로 측정한다. 번안한 
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문항분석을 시행하였
을 때 상관계수가 0.3 미만으로 나타난 1번 문항 ‘중요
한 의학적 판단은 의사가 내려야 한다.’를 삭제하였고, 
1개의 문항을 제외한 5개의 문항을 활용하였다. 일반적 
의사결정 선호도 점수는 총점을 합산한 후 0점∼100점
으로 환산하여 산출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일반적 의사
결정 선호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16]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82이었으며, 본 연구는 
Cronbach’s α= .77이다.

4.4.2 정보추구 선호도
정보추구 선호도는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치료 과정

에서 정보를 추구하고자 하는 선호도를 묻는 도구로, 
원도구는 총 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1=매우 동의하
지 않음’, ‘2= 동의하지 않음’, ‘3=보통임’, ‘4=동의함’, 
‘5= 매우 동의함’의 5점 척도로 측정한다. 번안한 도구
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문항분석을 시행하였을 때 
상관계수가 0.3미만으로 나타난 5번 문항 ‘질병에 관한 
정보는 내가 원할 때 받아야 한다.’를 삭제하였고, 1개
의 문항을 제외한 7개의 문항을 활용하였다. 정보추구 
선호도 점수는 총점을 합산한 후 이를 0점∼100점으로 
환산하여 산출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보추구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16]에서 신뢰
도는 Cronbach’s α= .82이었고, 본 연구는 
Cronbach’s α= .75이었다.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한 자료는 SPSS 26.0 ver. program을 활용하

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건강관련 특성, 건강관리과

정 관련 특성, 일반적 의사결정 선호도, 정보추구 선호

도는 백분율과 평균, 표준편차 등 기술통계로 분석하였
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건강관련 특성, 건강관리과
정 관련 특성에 따른 일반적 의사결정 선호도, 정보추
구 선호도의 차이는 t-test, ANOVA로, 사후 검증은 
Scheffé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대상자의 일반적 의사결정 선호도, 정보추구 선호
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로 분석하였다.

4) 일반적 의사결정 선호도, 정보추구 선호도에 미치
는 영향요인은 multiple linear regression으로 분석
하였다. 

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자 소속의 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심

의를 거쳐 승인(IRB No.: 2018-0073)을 받은 후 연구
를 시행하였다. 연구자는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 연
구 참여 절차 및 방법, 익명성 및 비밀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였으며, 연구 참여의 자발성을 보장하기 
위해 연구 참여에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를 철회하더라
도 어떠한 불이익이 없음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성별, 나이, 최종학력, 질환 진단
명, 질환을 진단받은 기간, 주관적인 건강상태, 건강에 
대한 관심정도, 치료에 참여하는 가족 유무, 연간 병원 
방문횟수, 1회 진료시 평균 질문횟수, 진료시 의사소통
에 대한 만족도’이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잠금 장치가 
있는 사물함에 보관하여 연구책임자만 접근 가능하도
록 하였으며, 연구가 종료된 시점부터 3년간 보관한 후 
파쇄할 것임을 설명하였다. 대상자가 동의를 철회한 경
우 참여자가 연구에 참여한 기간 동안 수집된 자료는 
즉시 폐기하고 개인정보를 포함한 연구 자료는 본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설명하였다. 설문
에 걸리는 시간은 약 20∼25분이었으며, 연구 참여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5,000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지급
하였다.

Ⅲ. 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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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건강관련 특성 및 건강관
리과정 관련 특성

대상자 총 522명 중 남성 115명(24.1%), 여성 432
명(75.9%)이었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58.55±6.80
세이었고, 교육정도는 대졸 이상이 225명(43.1%)으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의 진단명은 당뇨병 324명(62.2%,)
과 고혈압 166명(31.9%)이었으며, 만성질환으로 진단
받은 기간은 평균 4.12±2.08이었다. 대상자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건강하다’가 317명(60.7%), 건강에 대한 
관심도는 ‘관심있다’가 452명(86.6%)으로 가장 많았다. 
462명(88.6%)의 대상자가 건강관리과정에 참여하는 
가족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연간 병원 방문횟수는 평
균 7.05±2.78회였다. 1회 진료 시 의료진에게 하는 질
문의 횟수는 평균 1.69±1.62회였으며, 진료 시 의사소
통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 298명(57.1%)으로 가장 많
았다[Table 1]. 

2. 대상자의 일반적 의사결정 선호도, 정보 추구 선
호도 정도

대상자의 일반적 의사결정 선호도는 평균 
2.76±0.21점이었다. 평균이 가장 높은 문항은 ‘내가 
검진을 얼마나 자주 받을지는 내가 결정해야 한다
(3.57±0.89)’이었으며, 평균이 가장 낮은 문항은 ‘내 
병의 증세가 악화된다면, 의사에게 전반적인 관리를 맡
기고 싶다(1.94±0.65)’이었다. 정보추구 선호도는 평
균 4.22±0.33점이었다. 평균이 가장 높은 문항은 ‘병
세가 깊어질수록 내가 가진 질환에 대해 더 많은 정보
를 들어야 한다(4.59±0.55)’이었고, 평균이 가장 낮은 
문항은 ‘내가 복용하는 약물의 모든 부작용을 알고 있
는 것이 중요하다(3.97±0.49)’이었다[Table 2].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 health characteristic 

and health management process related 
characteristic of the participants

(N=522) 
Variables Categories n % M±SD

General characteristic

Gender Female 407 78.0
Male 115 22.0

Age (yr)
40-49 48 9.2

58.55±6.8050-59 202 38.7
≥60 272 52.1

Eduation
≤Middle school 85 16.3
High school 212 40.6
≥College 225 43.1

Health characteristic

Diagnosis
Diabetes 324 62.2
Hypertension 166 31.9
Both 31 5.9

Diagnosis Period
(yr)

1-2 112 21.5
4.12±2.083-4 217 41.5

≥5 193 37.0

Subjective health
statue

Healthy 317 60.7
Ordinary 160 30.7
Unhealthy 45 8.6

Health concern
Interested 452 86.6
Ordinary 63 12.1
Not interested 7 1.3

Health management process related characteristic

Family involvement Yes 462 88.6
No 59 11.4

Number of visiting hospital 
≤5 160 30.7

7.05±2.785-10 338 64.7
≥11 24 4.6

Number of questions 
during the treatment 
(time)

none 20 3.8
1.69±1.621-3 466 89.3

≥4 36 6.9
Satisfaction with 
communication with 
healthcare providers

Satisfied 298 57.1
Ordinary 203 38.9
Unsatisfied 21 4.0

Table 2. Level of decision-making preference and 
information-seeking preference

(N=522)
Variable M±SD

Decision-making preference 2.76±0.21
1. The important medical decisions should be made by 
your doctor. 3.08±0.74

2. You should go along with your doctor’s advice even if 
you disagree with it. 2.90±0.64

3. You should feel free to make decisions about 
everyday medical problems. 2.32±0.82

4. If you were sick, as your illness became worse you 
would want your doctor to take control. 1.94±0.65

5. You should decide how frequently you need a 
check-up. 3.57±0.89

Information-seeking preference    4.22±0.33
1. As you become sicker you should be told more 
information about your illness. 4.59±0.55

2. Even if the news is bad, you should be well informed. 4.00±0.67
3. You should completely understand what is happening 
inside your body as a result of your illness. 4.45±0.57

4. Your doctor should explain the purpose of your 
laboratory tests. 4.18±0.49

5. It is important for you to know all the side effects of 
your medication. 3.97±0.49

6. Information about your illness is as important to you 
as treatment. 4.08±0.50

7. When there is more than one method to treat a 
problem, you should be told about each one. 4.29±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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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건강관련 특성 및 건강관
리과정 관련 특성에 따른 일반적 의사결정 선호
도, 정보추구 선호도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의사결정 선호도는 일반적 특성 중 
성별(F=-1.37, p<.001), 학력(F=9.17, p<.001)이, 건강
관련 특성 중 진단기간(F=6.44, p=.002), 주관적 건강
상태(F=9.93, p<.001), 건강에 대한 관심정도(F=16.78, 
p<.001)가, 건강관리과정 관련 특성 중 가족 참여 여부
(F=-5.19, p=.002), 연간 병원 방문횟수(F=14.61, 
p=.002), 진료 시 질문하는 횟수(F=18.88, p=.002)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대상자의 정보추구 선호

도는 일반적 특성 중 성별(F=6.06, p<.001)이, 건강관
련 특성 중 진단명(F=5.129, p=.002), 주관적 건강상태
(F=4.23, p=.015)가, 건강관리과정 관련 특성 중 가족 
참여 여부(F=0.94, p<.001), 진료 시 질문하는 횟수
(F3.33, p=.036), 진료만족도(F=6.22, p=.002)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타나냈다[Table 3].

4. 대상자의 일반적 의사결정 선호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의사결정 선호도에 미
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일반적 의사결정 선호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변수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다

Table 3. Decision-making preference and information-seeking preferen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 
health characteristic and health management process related characteristic

(N=522)

Variables/
Categories

Decision-making preference Information-seeking preference

M±SD
t/F 
(p)

Scheffé 
M±SD

t/F 
(p)

Scheffé 
General characteristic

 Gender Femalea 2.73±0.37 -1.37
(<.001)

4.17±0.36 6.06
(<.001)Maleb 2.76±0.22 4.38±0.31

 Age (yr)
40-49 2.79±0.37

0.60
(.548)

4.26±0.38
2.09

(.124)50-59 2.74±0.28 4.24±0.34
≥60 2.76±0.23 4.19±0.32

 Education
≤Middle schoola 2.72±0.32 9.17

(<.001)
a<b,c

4.28±0.30
1.64

(.193)High schoolb 2.75±0.26 4.21±0.34
≥Collegec 2.86±0.23 4.20±0.33

Health related characteristic

 Diagnosis
Diabetesa 2.76±0.24

0.32
(.807)

4.17±0.32 5.129
(.002)
a,b<c

Hypertensionb 2.75±0.30 4.29±0.35
Bothc 2.73±0.25 4.30±0.35

Diagnostic period (yr)
1-2a 2.72±0.29 6.44

(.002)
a<c

4.20±0.35
0.30

(.739)3-4b 2.72±0.24 4.23±0.35
≥5c 2.81±0.25 4.22±0.29

 Subjective 
 health
 statues

Healthya 2.92±0.34 9.93
(<.001)
a>b,c

4.30±0.36 4.23
(.015)
a>c

Ordinaryb 2.73±0.32 4.26±0.37
Unhealthyc 2.75±0.20 4.18±0.30

 Health 
 concern

Interesteda 2.85±0.32 16.78
(<.001)

b>c

4.10±0.39
0.54

(.583)Ordinaryb 2.93±0.33 4.20±0.35
Not interestedc 2.73±0.24 4.22±0.33

Health management process characteristic
 Family 

involvement
Yesa 2.92±0.23 -5.19

(<.001)
4.22±0.31 0.94

(<.001)Nob 2.73±0.42 4.18±0.45

Number of visiting 
hospital 

≤5a 2.77±0.31 14.61
(<.001)
a,b<c

4.26±0.37
2.05

(.130)5-10b 2.73±0.22 4.20±0.31
≥11c 3.02±0.26 2.19±0.31

Number of questions 
during the treatment 

(time)

nonea 2.72±0.27 18.88
(<.001)
a<b<c

4.21±0.30 3.33
(.036)
b<c

1-3b 2.90±0.23 4.21±0.33
≥4c 3.04±0.48 4.36±0.39

Satisfaction with 
communication with 
healthcare providers

Satisfieda 2.78±0.38
1.20
(.301)

4.34±0.49 6.22
(.002)
a>c

Ordinaryb 2.73±0.30 4.27±0.49
Unsatisfiedc 2.77±0.22 4.1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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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명목변
수는 더미변수로 처리하였다.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분석의 기본 가정 사항을 점검
하기 위해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
(Tolerance)는 0.08∼0.13로 1.0이하이었고, 분산팽
창인자(Variance Influence Factor, VIF)는 0.03∼
1.19로 모두 10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
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다중회귀모형에서 일반적 의사결정 선호
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건강에 대한 관심정도
(ß=-.17, p<.001)이었다. 본 연구의 다중회귀모형은 일
반적 의사결정 선호도에 대해 .60의 설명력을 나타냈으
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9.43, p<.001).

5. 대상자의 정보추구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정보추구 선호도에 미치는 영

향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추구 선호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변수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분석의 기본 가정 사항을 점검
하기 위해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
(Tolerance)는 0.82∼0.94로 1.0이하였고, 분산팽창
인자는1.05∼1.21로 모두 10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
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다중회귀모형에서 정보추구 선호도에 영
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별(ß=-.20, p<.001)과 진료 시 
질문하는 횟수(ß=.09, p=.030)이었다. 본 연구의 다중
회귀모형은 정보추구 선호도에 대해 .54의 설명력을 나
타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0.08, p<.001).

Ⅳ. 논의

본 연구는 만성질환자들의 건강관련 의사결정에 대
한 일반적인 선호도와 정보추구 선호도를 확인하고, 이

Table 4. Predictors of decision-making preference by multiple leaner regression analysis
(N=522)

Variables Categories B S.E. ß t p Toler-
ance VIF

Education
≤Middle school -2.23 0.77 -.15 -2.88 .515 0.37 2.66
High school -0.07 0.20 -.66 0.51 .613 0.75 2.05
≥College (reference)

Diagnostic period (yr) -0.36 0.18 -.14 -2.00 .058 0.92 1.08

Health concern
Interested (reference)
Ordinary 0.24 0.04 .17 -0.62 .539 1.00 0.30
Not interested 1.49 0.49 .14 3.03 .063 0.77 1.28

R²=.60, Adj R²=.60, F=9.43, Durbin-watson=2.3511

Table 5. Predictors of information-seeking preference by multiple leaner regression analysis
(N=522)

Variables Categories B S.E. ß t p Toler-
ance VIF

Gender -0.16 0.03 -.20 -4.44 <.001 0.82 1.21

Diagnosis 
Diabetes 1.23 0.76 .21 3.00 .079 0.95 2.43
Hypertension 2.58 1.00 .17 2.57 .011 0.30 4.29
Both (reference)

Subjective health
statues

Healthy (reference)
Ordinary 2.15 2.00 -.09 -1.08 .283 0.55 1.78
Unhealthy 1.04 2.06 .00 .02 .985 0.55 1.78

Number of question during
the hospital treatment 0.02 0.01 .09 2.18 .030 0.94 1.05

Satisfaction with communication 
with healthcare providers

Satisfied (reference)
Ordinary 1.65 4.07 .13 1.14 .255 0.32 3.07
Unsatisfied 1.22 1.57 .05 0.78 .438 0.89 1.11

R²=.56, Adj R²=.54, F=10.08, Durbin-watson=2.5913



만성질환자의 의사결정에 대한 자율성 선호도에 관한 연구 243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
구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의사결정 선호도는 
2.76±0.21점, 정보추구 선호도는 4.22±0.33점이었
다. 즉, 일반적 의사결정 선호도가 정보추구 선호도보다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건강과 관련된 의사결정 상황에
서 전적으로 환자 스스로 결정하기 보다는 의료진, 보
호자의 의견을 참조하고 싶어 하는 성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4]를 뒷받침한다. 본 연구에서 만성질환자들의 자
율성 추구 선호도에서 의사결정 선호도는 캐나다의 파
킨슨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6]에서의 점수보다 낮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국내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17]
에서의 점수와 유사하였다. 이는 서양에 비하여 한국 
사회가 환자가 자신의 건강관리에 대한 의사결정 시 영
향을 미쳐 수동적인 태도를 나타낼 수 있는 유교사회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18] 서양의 연구 결과와 차
이가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일반적 의사결정 선호도는 일반적 특성 
중 성별, 학력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남성이 
여성보다[17], 고졸 이상인 대상자군이 중졸 이하인 대
상자군보다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난 연구결과[17][19][20]를 뒷받침한다. 이는 한국사회
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주변의 정서적인 지지를 얻
고자 한다[4]는 주장에 근거해 볼 때 여성이 남성보다 
건강관리과정에 대한 의사결정에 수동적인 것으로 생
각된다. 그러나 Colombet 등[19], Spies 등[20]의 연
구에서는 오히려 여성에서 일반적 의사결정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연구에 구성된 대상자
의 성별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그 연유를 확인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만성질환자는 과반수 이상이 여
성인 반면 선행연구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균등하게 구
성되어 있어 성별의 차이를 나타냈으므로 추후 반복연
구를 통해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학력이 높을수
록 건강정보이해능력(Health literacy)이 향상되므로
[11] 이러한 능력을 토대로 진료 시 자신의 건강 관련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
다.

대상자의 일반적 의사결정에 선호도에 대한 건강 관
련 특성에서는 진단기간,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에 대한 
관심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만성질환의 진단

기간이 3-4년인 집단에서 일반적 의사결정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 역시 질병의 종류와 심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질병 특성
에 따른 선호도에 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
료된다.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본인이 건강하다
고 생각하는 대상자군이 본인의 건강수준이 보통이거
나 또는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대상자군보다 일반
적 의사결정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신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보통인 대상자군이 자신의 건강에 
관심이 없다고 응답한 대상자군보다 의사결정에 참여
하고자 하는 선호정도가 더 높았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의
사결정에 대한 참여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지지한다[15][22]. 또한, 만성질환자가 스스로 건강하
다고 생각하고 건강에 관심이 많을수록 의료인과 대화 
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23]와 
유사한 맥락이므로, 대상자의 의사결정 참여를 독려하
기 위해 건강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적
절한 간호중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대상자의 일반적 의사결정 선호도에 대한 건강관리
과정 관련에서는 가족의 건강관리과정에 대한 참여, 연
간 병원 방문횟수, 진료 시 질문하는 횟수에 따라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의 지지를 받는 
만성질환자는 자가 건강증진행위를 더 잘 수행한다는 
연구결과에 근거해볼 때[24], 주변의 가까운 지지자가 
있는 경우 환자의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가 독려된 것으
로 사료된다. 또한, 연간 병원 방문횟수가 11회 이상할 
때 10회 미만인 경우보다, 진료 시 의료인에게 질문을 
4회 이상 하는 대상자군이 3회 미만, 또는 질문을 하지 
않는 대상자군보다 일반적 의사결정 선호도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내과 외래를 이용하는 만성질환
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23]에서 진료 시 환자가 질문을 
많이 할수록 의료인과 환자 간 의사소통이 활발해지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23]를 뒷받침한다. 

본 연구에서 만성질환자의 정보추구 선호도는 일반
적 특성 중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남성
이 여성보다 정보를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것으로 나타
났는데, 이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연구
결과[19][20]와 불일치하며, 향후 반복연구가 시행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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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필요가 있다.
대상자의 정보추구 선호도에 대한 건강 관련 특성에

서는 진단명,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먼저, 진단명에 관해서는 당뇨병 또는 고혈압 
중 한 개의 진단을 받은 대상자군보다 두 질환을 모두 
진단받은 대상자군이 정보추구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진단받은 만성질환이 많을수록 본인
의 질병 진행 과정과 치료 방법 등 다양한 자료를 탐색
하고자 노력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Wong과 Cheung의 연구[25]에서는 만성질환을 진단
받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인터넷을 이용해 건
강정보를 습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간호
사는 만성질환자 간호 시 충분한 교육을 제공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관적 건강상태에 관해서는 만성질
환자가 주관적으로 건강하다고 인식할수록 정보를 적
극적으로 탐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관적인 건
강수준이 높은 만성질환자가 온라인 건강정보를 잘 활
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13][23]과 비슷한 맥락
으로, 만성질환자에게 건강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독
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대상자의 정보추구 선호도에 대한 건강관리과정 관
련 특성에서는 건강관리과정에 참여하는 가족 여부, 진
료 시 질문 횟수, 진료 시 의사소통 만족도에 따라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 가족이 건강관리과정에 함께 참여하
는 대상자군은 그렇지 않은 대상자군보다 정보를 적극
적으로 탐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26]
에서 환자들은 주변 관계 속에서 자신이 건강관련 정보
를 이해하고 사용하는데 도움을 받는다는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또한, 진료 시 질문을 많이 할수록 정보추구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만성질환자가 
외래 방문 시 의료인에게 질문을 많이 할수록 온라인상
에서 건강정보를 추구하고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획득한 정보를 적용, 전달하는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난 연구결과[23]를 지지한다.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에 
대한 만족도가 보통인 대상자군이 불만족인 대상자군
보다 정보추구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환자
들이 주로 건강관리과정 관련 정보를 획득하는 주요 정
보원은 인터넷과 의료진으로[28], 환자들은 의료진을 
통하여 전문적인 정보를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

기 때문[26]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환자
가 의사와의 의사소통에 보통수준으로 만족할수록 의
료인으로부터 전문적인 정보를 듣고 이해하는데 도움
을 받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만성
질환자와 의료인 간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의료인과의 
신뢰로운 관계를 구축하고 질병 예후에 좋은 영향을 미
치며[27], 충분한 건강지식은 건강관련 의사결정을 내
리는데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므로[29], 환자들이 만족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통하여 환자가 필요로 
할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적인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이들이 의료진과 협력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내
릴 수 있도록 지지하여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대상자의 일반적 의사결정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건강에 대한 관심정도인 것으로 확인되었
다. 만성질환자가 자신의 건강에 관심이 많을수록 건강
관련 의사소통을 활발히 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
[23]에 근거해볼 때 만성질환자의 건강지향적인 태도를 
독려하기 위한 교육 및 중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
다. 대상자의 정보추구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는 성별과 진료 시 의료인에게 하는 질문의 횟수이
다. 따라서 만성질환자 간호 시 여성일 때, 질문이 적을 
때 특히 만성질환자가 자신의 건강관리과정에 대한 참
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Zizzo 등[6]의 연구에서 환자는 
자신의 질병의 진행상황과 선택할 수 있는 건강관리방
법과 관련된 정보를 원하였으나 의료인에게 어떤 질문
을 해야 하는지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
호사가 환자에게 건강관리에 대해 질문을 하고 경청할 
때 환자가 건강관리과정에 협력하는 기분이 들었고 건
강상태를 이해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였으므로[30] 간
호사는 만성질환자에게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강관
리방법을 다양하게 제시하거나 만성질환자에게 반문하
여 자신의 건강상태와 건강관리법을 정확하게 이해하
였는지 확인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간호학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환자의 능
동적인 건강관리 참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사회적 분
위기에 발맞추어 국내에서 처음으로 만성질환자의 의
사결정에 대한 자율성 선호도를 파악하고 관련 요인 탐
색을 시도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만
성질환자들이 자신의 건강관리과정에 참여하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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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으므로, 이들의 의사결정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간호사의 정보제공자, 교육자로
서 역할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간호사들이 
만성질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어떤 요인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만성질환자들의 건강관련 의사결정에 대
한 일반적인 선호도와 정보추구 선호도를 확인하고, 이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만성질환자들의 자율성 추구 선호도 중 일반
적 의사결정 선호도의 관련 요인은 성별, 학력, 진단기
간,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에 대한 관심도, 가족 참여 여
부, 연간 병원 방문횟수, 진료 시 질문 횟수로 나타났다. 
정보추구 선호도의 관련 요인은 성별, 진단명, 주관적인 
건강상태, 가족 참여 여부, 진료 시 질문 횟수, 진료 시 
만족도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적 의사결정 선호도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은 건강에 대한 관심도였으며, 정보추
구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과 진료 시 질
문 횟수로 나타났다. 따라서 환자의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환자 간호 시 환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양질의 신뢰가 있는 건강 정보
를 안내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일개 지역의 대상자를 중심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추후에는 만성질환자의 의사결정에 
대한 자율성 선호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의
료 환경 변인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만성
질환자가 자신의 건강관리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질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
여 이들이 건강 관련 의사결정 시 겪는 어려움과 참여
를 독려할 수 있는 요인을 탐색하고 만성질환자의 의사
결정에 대한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전략을 제시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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