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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the paradigm in healthcare nowadays is the evidence-based, patient-centered
decision making, the issue of shared decision making (SDM) is highlighted. The aims of this
manuscript were to look at the relevant concepts and suggest the facilitating strategies for
overcoming barriers of conducting SDM. While the definitions of SDM were discordant,
several concepts such as good communication, individual autonomy, patient participants,
and patient-centered decision-making were involved. Further, the facilitating strategies of
SDM were to educate and train physician, to apply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and patient
decision aids, to develop valid measurement tools for evaluation of SDM processes, and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S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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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보건의료가 지향하는 목표는 근거에 기반한 환자중심의 의사결정 (Evidence-based
Patient-centered Decision Making)이다 [1]. 이에 따라 환자 진료에 있어 ‘환자보고성과’ (Patient
Reported Outcomes, PRO) 과 함께, ‘공유된 의사결정’ (Shared Decision Making, SDM)의 중요성이 강
조되고 있다 [14]. 따라서 보건의료인은 SDM 과 관련한 개념들을 이해하고, 진료과정에서 SDM 개
념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의료인-환자 간의 훌륭한 소통은 의료 윤리 (medical ethics)와
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3]. 본 원고는 SDM의 관련 개념들을 정리하고, 진료에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한계점들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공유된 의사결정 (Shared Decision Making): 정의 및 관련 개념들

Sackett et al. [5]은 근거중심의학 (Evidence-based Medicine, EBM)을 임상치료에 있어 ‘최선
의 근거 – 의료진의 전문성 – 환자의 가치란 3가지 요소를 통합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The
integration of best research evidence with clinical expertise and patient values’). 이를 다시 말하면 의
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의사와 환자 간 상의하여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이다 [6].

의사결정에 관한 이론적 모델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진의 역할에 따라 가부장
(paternalistic), 정보제공자 (informed), 중개자 (agent), 공유자 (shared)의 4 종류로 분류한다 [7-9].
이중 공유자 모델만이 양방향 (two way)으로 정보 교환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나머지 모델들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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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화 된다 [7,9,10]. 1997년 Charles et al. [11]는 SDM을 정의하면서, 의사와 환자 양자 간의 ‘양방향
정보 교환’ (two-way exchange of information)을 강조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이후에 제시된
SDM 정의들은 매우 다양하며, 여러 용어들을 사용하여 혼동스러운 상황이다 [4,12,13] (표 1). 더 나
아가 협의와 광의로 구분하여 SDM을 정의하고 있다 [10].

이처럼 SDM의 개념 정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시대를 거치면서 의사-환자 관계
(Physician-patient relationship, PPR)와 관련한 다양한 개념들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왔기 때문이다
[12,14]. PPR과 관련한 주요 개념들로 다음 4가지를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원활한 PPR을 이루려면 좋은 소통 (good communication)이 이루어야 한다 [4,15]. 특
히 보건의료에 있어 의사 결정 과정에서 불확실성 (uncertainty)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소
통은 더욱 중요하다 [16]. 좋은 소통이 되려면 효과적인 대화기법으로 의사-환자간 신뢰(trust) 관계
를 형성해야 한다 [17]. 신뢰관계를 확보할 때 환자의 문제를 보다 자세히 이해할 수 있으며, 환자의
선호도 (preference)를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이다 [15]. 이렇게 알게 된 정보들을 근거로 의사결정
을 한다는 점에서, 신뢰 구축은 SDM을 실현할 토대가 된다 [18,19] 따라서 의사는 환자와의 신뢰 구
축을 위해 당면 문제를 명확히 정리하고, 선택할 옵션들을 제시한 뒤, 전문적인 제안을 해야 한다
[20].

둘째, 좋은 소통을 만들기 위해서는 환자의 자율성 (autonomy)을 보장해야 한다 [21].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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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소비자 중심의 사회문화와 환자보호의 의료윤리와 연관된 개념으로 [10,14], 진료현장에서 가부
장적 의사결정 문화로 인해 생기는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강조되었다 [10,12,13,22]. 이런 자율성
확보는 환자에게 자기결정권 (self-determination)을 제공하여서 [23], 의사결정에 따른 최종 결과들을
수용할 수 있게 만든다 [24].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환자의 자율성 역량을 최대화 시키는 것이
SDM의 궁극적 지향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0,14].

셋째, 환자의 자율성을 보장한 가운데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환자의 참여 (Patient
participants)가 있어야 한다 [13,22]. 환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하기를 독려하기 위해서 의사는 문제를
정리하면서 관련한 근거들을 제시하고, 여러 선택에 따른 득과 실을 설명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25]. 이렇게 관련 정보를 공유한 상황에서 의사결정 과정에 환자가 적극 참여할수록 진료에 대한 만
족도와 치료 순응도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26]. 환자의 적극적인 참여는, 의사결정 과정뿐만 아니라
치료 후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PRO 측정에도 적극 이루어져야 한다 [27]. 환자의 참여를 높일수록
환자의 자기 모니터링 (self-monitoring)이 강화되면서 치료의 안전성 (safety)이 향상되기 때문이다
[13,24].

이는

곧

과잉진료를

예방하여

환자의

안전성을

보장하자는

4차

예방

(quaternary

prevention) 개념과 연결된다 [28].

넷째, 최종 의사결정한 것을 환자가 적극 수용하게 만드려면 당사자의 개인 특성에 맞춘 환
자중심 (patient-centered)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6]. 다시 말해서 의사는 환자 개개인의 선
호도 (preference)를 알아내어 이에 맞춘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SDM의 핵심 (crux)이다 [29]. 진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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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 짧은 시간 내에 환자의 선호도를 알아내기 위한 지표가 개발되었으며 [30], 개별 환자의 가치
에 맞추어 비용 대비 최대 효용의 진료를 하려는 가치중심의학 (value-based medicine)과 연결된다
[2].

2. SDM 적용 한계점들과 이의 극복 전략

SDM이 진료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다면 보건의료 전반에 걸쳐 장점을 가진다는 점에서 보
건의료인들이라면 모두가 수긍한다 [31]. SDM을 적용하기 위한 다양한 모델들이 제시되었지만
[3,23,25,32], 진료현장의 적용에 이상과 현실의 간극이 크다 [3]. 그동안 SDM 적용상 한계점들이 다
각도로 지적되었으며 [33], 이를 극복하는 전략들이 제안되었다 [34]. 이들 한계점과 극복전략을 4가
지 측면 – 의사, 환자, 진료시스템, 사회환경 –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 측면이다. Visser et al. [35]는 체계적 고찰을 통해 의사
측면에서 지식 (knowledge), 태도 (attitude), 실행 (practice) 범주로 나누어 SDM 적용의 한계점을 제
시하였다. 주목할 점으로는 의사들은 시간에 쫒기는 진료 현실상 SDM 수행 가능성이 떨어지며, 적
용한다고 해도 잘못된 결정이 될 것이라고 예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14,23]. 또한 SDM 에 대한 이해
부족과 함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훈련이 부족하여 [3] 환자가 원하는 것을 제
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36]. 이에 대응한 주된 극복 전략은 의료인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이다
[37]. Towle & Godolphin [23]은 SDM 수행에 필요한 의료인의 역량 (competency)을 제시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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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ein et al. [32]은 소통을 위한 기법 (communication skills)을 나열하였다. 이를 전공의 교육 및 훈
련에 반영하고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22]. 특히 SDM에 필요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도록 필요
한 질문 항목들을 정리하여 환자 특성에 맞게 질문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34], 전자의무기록 등
다양한 정보원에서 관련 정보를 추출해 내는 역량을 갖추도록 한다 [29]. 나아가 SDM을 위한 의사
들 간의 협력 (inter-professional collaboration)도 요구된다 [39].

둘째, 의료서비스를 소비하는 환자 측면이다. Longtin et al. [13]은 SDM에서 환자의 참여를
어렵게 하는 7가지 요소들 – 통제 심리, 시간 필요, 질병 특성, 개인 신념, 전문 영역, 윤리 문제, 불
충분한 교육 -을 지적하였다. 나아가 모든 환자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으며 [40], 특
히 암 환자일 경우 초기 치료 결정에 참여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보고가 있다 [41]. 그러나 제공받는
정보가 부족하거나 잘못되면서 불안감이 생겨 SDM 참여를 주저하는 것이며 [19], SDM의 결정과정
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참여가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 더 문제가 된다고 JosephWilliams 등이 주장하고 있다 [42]. 참여의 정도는 환자의 연령, 사회경제적 수준, 질병상태 등에 따
라 좌우된다는 점에서 [43], 의사결정에 필요한 환자의 역량을 강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38]. 따라
서 환자측면에서의 한계를 극복하는 전략으로는 임상진료지침 (clinical practice guideline) [44]과 환
자조력도구 (patient decision aids) [45]를 개발해서 제한된 진료시간 내에서 환자들이 관련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며, 환자동의서 (informed consent)를 작성하는 과정을 충분히 활용토록 하는 것
이다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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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의사결정 과정이 일어나는 진료시스템 측면이다. SDM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소통이 얼마나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의사가 제공한 정보를 환자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반대로
환자가 제공한 정보를 의사는 얼마나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가? 등에 대한 평가 (evaluation)가 필요
하다 [26]. 이는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평가가 없다면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의사결정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때문이다 [33]. 따라서 타당한 평가도구의 개발과 이의 적용은 SDM 수행의 촉진자
(facilitator)이다 [19]. SDM과 관련한 평가도구로는 SDM 과정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OPTION 도구
[47], 환자의 SDM 참여 수준을 알아보는 HIWQ 설문서 [48], 의사가 제공한 정보를 환자가 얼마나
수용한가를 알아보는 DESI 도구 [20], 최종 결정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는 SWD 도구 [49], 환자측
면에서 성과를 측정하는 COMRADE 도구 [50] 등이 있다. 이들 도구들을 국내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타당성을 확보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측면이다. SDM을 가능하게 해주는 의료보험체계 개선과 보건당
국의 관심이 있어야만 SDM의 적용 활성화가 가능하다 [37]. 다시 말해서, SDM 활성화를 위한 법률
및 정책 수립을 하도록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최근에 SDM의 활성화는 불필요한 의료 비용을 줄이
고, 진료의 적정성을 보장해서 국가 보건의료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주장 [3,37]은 고무적이다.

3. 결어

SDM의 최종 목표는, 환자가 질 높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0,14].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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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의료서비스 제공자인 의사는 관련한 정보들을 ‘공유’하는 동반자 (partner) 역할을 해야 한다
[18]. SDM을 통해 의사결정의 직접 당사자인 환자와 의사 뿐만 아니라, 보건행정당국까지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SDM의 활성화는 국가 보건의료 정책의 주요 기조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행위수가제 (fee-for-services)로 운영되는 국내의 진료 환경에서 SDM의 정착과 활성화는 의사-환자보건당국 모두에게 주어진 큰 도전이자, 국가보건의료의 질적도약을 이루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
다.

요약문

오늘날 보건의료가 지향하는 목표가 근거에 기반한 환자중심의 의사결정 (Evidence-based
Patient-centered Decision Making)인 점에서, 공유된 의사결정 (Shared Decision Making, SDM)의 중
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원고는 SDM의 관련 개념들을 정리하고, 진료에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한
계점들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을 살펴보았다.

Key words: 의사결정, 환자참여, 근거중심의학, 개인 자율성, 보건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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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finitions of shared decision making
Reference*

Definition
described as a two-way exchange of information between the parties concerned

Charles

(1997)

[1]

with the medical decision either from the professional or from a patient‘s point
of view.
describe decisions that are shared by doctor and patient and informed by best

Towle (1999) [2]

evidence, not only about risks and benefits but also patient specific
characteristics and values.
is a process by which patients and providers consider outcome probabilities and

Frosch (1999) [3]

patient preferences and reach a health care decision based on mutual
agreement.

Sheridan

(2004)

[4]

is a process in which patients are involved as active partners with the clinician in
clarifying acceptable medical options and in choosing a preferred course of
clinical care.
defined as occurring when a patient and his or her healthcare provider(s), in the

Briss (2004) [5]

clinical setting, both express preferences and participate in making treatment
decisions.

Joosten

(2008)

[6]

defined as an approach in which the clinician and patient go through all phases
of the decision-making process together and in which they share the preference
for treatment and reach an agreement on treatment choice.
is a method where clinicians and patients make decisions together using the best

Elwyn (2010) [7]

available evidence, where patients are encouraged to consider available
screening, treatment, or management options and the likely benefits and harms
of each.

Scholl (2011) [8]

an approach where clinicians and patients communicate together using the best
available evidence when faced with the task of making dec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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