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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결정 조력도구: 개발 및 적용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Patients Decision Aids

Abstract

While suggesting overdiagnosis for thyroid cancer screening in Korea lately, it should
be necessary to educate people to understand that not all cancers have the potential to kill. It
is hopeful to solve the overdiagnosis dilemma that exposure to patient decision aids (PtDA)
compared to usual care reduced the number of people choosing to have prostate-specific antigen
screening. This article introduced definition, usefulness and developmental processes of the PtDA and
suggested urgently on developing a PtDA related to thyroid cancer screening being fitted for Kor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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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14년도에 갑상선암의 조기검진에 있어 과잉진료의 우려를 제기한 논문이 저명한
국제 학술지에 게재되면서[1], 국내외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주된 주장은 해당 암의 발
생률이 급격히 증가하여 발생순위 1위를 차지한 가운데[2] 사망률 감소에는 기여하지 않았
다는 점[3]에서 불필요한 초음파 진단에 의한 과진단 (over-diagnosis)이 이루어 졌다고 해
석하고 있다[1]. 한편에서는 원자력발전소 주변주민 중 여성의 갑상선암 발생증가[4]가 방사
선노출에 의한 것이라는 근거 부족의 일방적 주장은 일반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5].

암의 조기검진 과정에서 과잉진단에 대한 논란은 갑상선암 뿐만 아니라 전립선암,
유방암, 피부흑색종 등에서도 있었다[3,6]. 특히 2000년 초 혈중 전립선특이항원 (prostate
specific antigen, 이하 PSA)이 검진현장에 도입되면서 전립선암의 발생률이 급증했던 북미
의 경험들[7]과 모순점들을 극복하려는 노력[8]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크다. 이중
Esserman & Thompson [8]은 검진 대상자에게 검진의 적절성에 대한 교육을 절대적으로 강
조하였다. 실제로 일반인에 있어 특정 암 검진은 권장되지 않는다는 진료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9], 검진자가 해당 암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근거를 무시하고 시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10,11]. 검진의 궁극적인 목표는 당사자의 삶의 질 (Quality of Life)을
향상시키는 것이기에[12], 검진과정에 있어서 검진자의 가치를 반영한 가운데[11,13], 참여에
의한 의사결정 (Shared Decision Making)이 필요한 것이다[14,15,16].

이에 따라, PSA 수치에 따라 검진자의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도와주는 환자결
정조력도구 (Patient Decision Aids, 이하 PtDA)들이 개발되었고[16], 이들 도구들을 활용했을

때 PSA 검진율을 13% (summary RR = 0.87; 95% CI 0.77 to 0.98; n = 9) 줄인다는 체계적 고찰
연구가 2014년도에 발표되었다[17]. 이 결과를 근거할 때, 갑상선암 검진에 대한 PtDA를 개
발하여 적용한다면 해당 암의 과잉진단을 막을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원
고는 PtDA의 개발과 활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본론

가. 환자결정조력도구 정의

2003년부터 공식 활동을 시작한 The International patient Decision Aid Standards
Collaboration (이하 IPDAS 연합)[18,19]은 PtDA를 보건의료 상황에서 당사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도와주는 도구 (tools designed to help people participate in decision making
about health care options.) 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를 부연설명하자면, PtDA는 특정한

의료상황에 부딪쳤을 때 환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options)들을 담아 제시
하여, 환자 각자가 개별적인 가치 판단 (the personal value)에 따라 검토하고 최종 의사결정
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이다. 이 점에서, 특정 질병의 이해를 돕는 각종 환자교육 자
료 (educational materials)나 동의서를 받기 위한 설명 자료 (passive informed consent
materials)와는 차별된다[17,20].

나. 환자결정조력도구 항목

전립선암 조기검진을 위해 시행하는 전립선특이항원 (Prostate-specific antigen, PSA)
검사 시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미국임상암학회 (American Society of Clinical Oncology,
ASCO)가 개발한 PtDA [21,22]에 담긴 내용을 살펴보면, (1) PSA 검사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2) PSA 검사 결과의 해석 내용 (3) PSA 수치가 높게 나왔을 때 취할 수 있는 경우들 (4)
PSA 검사의 이득 (benefits)과 유해 (risks) (5) 개인별 판단가치를 정할 수 있는 개별 질문
문항 제시 (6) 종합 및 최종 결정 (7) 참고할 문헌들 소개 항목으로 이루어져있다. 따라서
잘 개발된 PtDA는 질병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에 따른 득실을 제시하면서, 최종 결

과에 미칠 관련 요소들을 개별적으로 점검토록 하고, 각자의 가치판단 수준을 구체화 시키
고, 다른 사례의 예를 들면서 선택 과정 단계마다 조언 (coaching)을 하는 내용을 담는다
[13,16,17,20].

다. 환자결정조력도구 개발

지금껏 전세계적으로 개발된 PtDA는 나라별로 clearinghouse 체제로 정리되어 제시
하고 있다[14,20]. 그동안 여러 질병에 있어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어 왔으며[14,23], 최근에
는 의료진의 인력과 시간을 절약한다는 점에서 자기 응답식 (self-administrated)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시청각 자료나 컴퓨터 웹 프로그램이 대세이다[13,20].

기존 문헌들에서 PtDA의 개발 목적과 적용에 따른 유용성에 관한 내용들은 Table 1
로 정리하였다[13,17,19,20]. 주된 개발 목적은 환자의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능동적인 참여

를 유도하며, 해당 질병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개인의 가치판단에 따라 일관된 결정을 할
수 있게 하여 결정의 갈등을 줄이고 결정과정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반면 여러 개의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의사의 자문을 대신하거나 치료의 순응
도를 높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목적들을 달성하려면 국제적인 제시 기준[14,24,25]에 맞추어 치밀한 기획과
과정을 밟아서 개발해야 한다. IPDAS 연합이 제시한 개발과정은 5 단계로 제시하고 있다
[24] (Table 2). 1단계는 개발 필요성 확인단계로써, 개발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개발 목적을
결정한 다음, 임상 결정의 선택 옵션들과 각각의 결과들, 선택에 필요한 정보들을 알아본다.
2단계는 개발 위원회를 구성하는 단계로, 실제 개발에 참여하는 focus groups과 이해상충을

조율하는 steering group으로 나눈다. 3단계는 시청각 자료 혹은 전산 시스템 등 [26]과 같
이 제시할 틀을 결정한 다음, 이에 맞추어 초안 (draft)을 만드는 과정이다. 4단계는 환자에
게 실제 적용해서 (alpha testing) 그 반응을 수용하고 이를 반영하여 내용을 다듬는 과정이
다. 마지막 5단계는 개발에 참여하지 않는 외부 전문가들이나 일반인의 의견을 반영하는
(beta testing) 마무리 단계이다. 이후 개발된 것을 확산하는 과정 (implementing) [13]과, 새
로운 근거들을 반영하는 개정과정 (updating)이 추가로 요구된다[14]. 이상의 개발과정은 매
우 복잡하고 장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에[14], IPDAS 연합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공조로 진행
하고 있다[27].

라. 환자결정조력도구 적용

기존에 개발된 PtDA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질적 평가 (evaluation)가 필요한데[14],
IPDAS가 제시한 것[27]뿐만 아니라, 캐나다 Ottawa Hospital Research Institute 는 19가지
점검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28].

한편 타당성을 확보한 PtDA를 적용시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하여도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Stacey et al. [17] 이 수행한 체계적 고찰 내용 중, 전립선암 조기검진용
PSA 검사 시행 결정을 도와주는 PtDA 도구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한 3
가지 논문의 효과 크기는 9%에서 42% 이었다[29-31] (Table 3). 이렇게 큰 범위를 갖는 것
은 PtDA 도구를 적용하는 해당 국가의 보건의료 시스템의 차이, 보건의료진의 현장도입 노
력의 차이, 환자 및 보호자의 수용 정도 차이 등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
다.

3. 결론 및 제언

2015년 1월 현재 주요 clearninghouse를 방문하여 검색을 하였을 때, 갑상선암 검진에
관한 것으로 효과성까지 입증된 PtDA는 없었다[14,20,28]. 설사 외국에서 개발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자국민에 맞는 PtDA 개발이 요구될 수 밖에는 없다. 그 이유는 내용상 특정 질병
의 자연사와 역학통계 정보를 담아야 하며[22,28], 선택에 있어 그 나라 국민의 비용가치 –
비용지불의사 (willing to pay) 등-를 반영해야 하며[16,32], 자국민 모국어로 된 도구여야만
하기 때문이다[33]. 결국 한국의 갑상선암의 과잉진단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한국의 보건의
료 연구자가 앞장서서 PtDA 개발을 해야만 한다.

그러나 PtDA 개발에 있어 몇몇 연구자가 주축이 되기 보다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32]
같이 국가연구기관이 주축이 되어 개발을 추진하고 clearinghouse를 운영하여 확산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PtDA 개발 및 평가 경험을 축적하기 위하여 IPDAS 연합에 가입
하여 활동하는 것도 필요하다[18]. 향후 갑상선암 조기검진 뿐만 아니라, 의료의 불확실성 때
문에 선택결정이 필요한 임상상황에 있어[15,16,34,35] 우리나라 환자에 맞는 PtDA가 개발된
다면, 불필요한 의료자원 낭비를 줄일 수 있고[36,37], 지역간 의료제공의 형평성이 확보되는
등[38] 보건의료의 질적 향상에도 직접 기여하게 될 것이다[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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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purposes of developing patient decision aids*
descriptions
Do
improve patient decision quality
reduce decision conflict
increase participation in decision making
help patient to make a choice that is consistent with their own values
improve people’s knowledge regarding options
reduce decisional conflict related to feeling uninformed and unclear about their personal
values
Do Not
advise to choose one option over another
mean to replace practitioner consultation
increase treatment adherence

* modified from Reference number [13, 17, 19, 20]

Table 2. Five steps of developing patient decision aids*
Step

Main activities

1

Scoping Problems

2

Organizing Committee

3

Developing Draft

4

Testing Usability

5

Testing Feasibility

* modified from Reference number [24]

Table 3. Effect sizes of decision aids for prostate cancer screening *
Author [Reference

Kinds of decision aids

Difference/Change size

Frosch [29]

Traditional decision aid

9.1(%)

Volk [30]

Educational videotape

10.9(%)

Wolf [31]

Scripted Informational intervention

0.8 (on 5-point scale)

* Three results showing significant reduction in screening among selected articles on the systematic
review conducted by Stacey et al.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