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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iveness hospice/
palliative care on terminalcancer patients such as relief of anxiety,
depression and pain by non-equivalentquasi-experimentalstudy design,
eventually providing a baseline evidence required in developing proper
hospice/palliativeprogramsthatletthem spendrestoftheirlifemeaningful.
Thestudywasperformedfor32hospicepatientsselectedasexperimental

group,whohospitalizedandreceivedhospice/palliativecare inJhospitalin
Gwangju city from Oct.1st2006 to Jul.27th.2007.Evaluation was
performedbasedontheinformationcollectedatinitialadmissiondateand
after1weekfrom admission.Thecontrolgroupincluded32terminalcancer
patientswhohavebeentreatedinB,C,andJ.generalhospitalsinGwangju
city,Korea,eitherbyout-patientorinpatientbasedservicesandprovided
with homecarenursing serviceatthesametime,withoutany kind of
hospice care. Evaluation was performed with preliminary assessment,
followedbysubsequentreassessmentafter1week.
Collected data was statistically analyzed by SPSS version 12.0,with



descriptiveanalysis,x²-testandt-test,pairedt-test,andANCOVA.
Theresultwereshownasfollows;

1.Anxiety score decreased significantly(-5.09±11.02,p<0.05) in hospice
groupbutnotincontrolgroup.

2.Depression score decreased significantly in hospicegroup(-3.34± 8.62,
p<0.05)butnotincontrolgroup.

3.Severityofpainwasdecreasedsignificantly(-1.19±2.71,p<0.05)inhospice
group,butnotincontrolgroup.

4.Socialsupportindicatorwassignificantlyincreased(-1.66±4.34,p<0.05)
betweeninitialvalueandoneweeklatervalueincontrolgroupwhileno
significantchangeinexperimentgroup.

5.ButastheresultsofANCOVA designated mean differencesbetween
baseline value and value aftera week as dependentvariables with
adjusting covariates,therewerenosignificantdifferencesin anxiety,
depression,and pain severity between experiment group and post
experimentgroup.
Inconclusion,significantdecreasesofanxiety,depressionandpainseverity

between beforeand afterhospice/palliativecarewerefound,although the
differenceofchangein post-intervention from pre- intervention wasnot
statisticallysignificant.So,morewell-designedwithadequatesampleswould
benecessarytoprovethevalueofhospice/palliativecare.

---------
KeyWords:hospice/palliativecare,terminalcancer,anxiety,depression,pain
relief



ⅠⅠⅠ...서서서 론론론

111...연연연구구구배배배경경경 및및및 필필필요요요성성성

암은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가운데 1위를 차지하는 중요한 질병으로서
(통계청 2002),최근 10년간 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1995년 10만 명당 110.8명에
서 2005년 134.5명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통계청,2005).또한,우리나라 암
생존율 통계에 의하면 1년 생존이 가능한 환자는 10명 중 6명,5년 생존이 가
능한 환자는 4명이었다(한국 중앙암등록본부,2003).아울러,암의 조기진단과
치료방법의 발달이 암환자의 생존기간을 연장시켜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
나라의 암 투병 환자의 수도 증가하고 있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이제 암이 곧 죽음이라는 인식은 점점 줄어들었으나 암환자들은 여전히 질병

으로 인한 신체적 고통과 치료의 부작용,재발에 대한 우려 및 치료의 장기화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신체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서적,사회적,경
제적 측면에 걸친 전반적인 삶의 질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유승연,2001).
이처럼 인간의 수명은 연장되었으나 연장된 수명이 모두 건강수명은 아니며,

생명경시 풍조와 인간 존엄성의 상실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현
대의학이 치료를 포기한 환자들은 연장된 수명이라는 빛의 그림자로 존재하면
서 보살핌의 사각지대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누리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
는 실정이다.호스피스 운동은 이러한 급격한 과학과 사회변화로 인한 비인간
화의 문제,노인 소외,기타 가치관과 윤리관의 변화 특히,말기환자를 포함한
임종자의 문제에 대한 경시에 따른 반응으로 출현한 것이다.이러한 점에서 현
재 서구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호스피스 활동은 흔히 인간의 권리와 존엄
성 회복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어왔다고 볼 수 있다(Saunder,1976).
이 중 말기환자의 경우에는 급성기 환자보다도 더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지



만 현행 의료전달 체계 내에서는 이들의 진정한 요구가 충족되지 못하고 3차
의료기관에서 의미 없는 생명연장을 위한 치료중심의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거
나 장기입원으로 경제력을 상실한 후에는 가정에서마저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
다(윤영호와 허대석,1996;1998;이소우 외,1998).
또한 말기 환자는 병원에서 조기퇴원을 권유받음으로써 더 이상의 의학적 치

료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간접적으로 선고받게 되며 환자는 통증과 여러 가지
신체적으로 불쾌하고 괴로운 증상,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죽는 순간까지
고통을 받고 있다(이원희,1999).선행연구에 따르면 말기 암환자의 경우,100명
중 85%의 환자들에게 통증이 있었고,68%의 환자들이 중등도 이상의 통증을
갖고 있었으며,38%가 불충분한 통증관리를 받고 있었으며 통증의 정도가 심
할수록 오히려 불충분한 통증관리를 받고 있었다(윤영호 외,1998).통증뿐만
아니라,암 치료의 부작용과 암 자체의 증상으로 동반되는 오심과 구토가 환자
를 지속적으로 신체적 고통으로 몰아넣게 된다(가톨릭대학교 호스피스/완화의
료 연구소,2006).아울러 말기 암 환자의 경우,가장 주된 정서적 장애로서 우
울,불안,외로움과 소외감 등이 그 고통을 배가시킨다(Nelsonetal,2001;김
정희 외,2000).삶의 의미나 고통에 대한 의미 찾기 등 영적인 고통도 말기 암
환자들이 경험하는 중요한 문제들이다(가톨릭대학교 호스피스/완화의료 연구소,
2006).이렇듯 말기 암으로 진단받는 순간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환자들은 신
체적,심리사회적,정서적,영적측면에서 총체적 고통을 경험한다.
최종적으로 말기환자의 삶을 지지하는 가족들 또한 어려움과 부담을 갖게 되

므로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고 남은 생애를 의미 있게 마감하는데
있어 유력한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게 된다.아울러,이 과정에서 스스
로 좌절감과 비합리적 정당화의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이렇게 환자와 환자가
관계하고 있는 인간관계의 고통을 포함하여 말기 암 환자의 총체적 고통을 완
화해주는 역할로서 호스피스 간호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며(김수지 외
1997;윤영호,1998),말기 암환자 간호는 총체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총
체적 안녕유지와 회복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간호중재가 요구된다(Lin &



Bauer-Wu,2003).
또한 환자의 정신적 고통은 자신의 병에 원인을 둔 불안과 공포,고독감 등

이고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든 말기 환자가 이러한 증상을 지닌다.죽음에
대한 공포,죽음 후의 세계에 대한 불안 등으로 환자의 마음은 심하게 흔들리
고 있다.죽음은 어디에서도 겪지 못했던 단 한 번의 경험으로 자신의 죽음을
현실로 마주한 상태에서 심신은 극한 상태에 이르러 있게 된다.이 같은 고통
을 달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는 종적으로는 하느님과의 관계,그리고 횡적
으로는 신뢰에 넘친 인관관계의 확립이며 호스피스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 환자
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고 보고(Patricia,1985)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볼 때
호스피스/완화의료가 말기 암환자를 위해서 필수적인 중재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호스피스/완화치료를 받으면서,말기 암에 있어서의 임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우울,불안,통증에 도움을 받고 있는지를 파악
하고자 한다.



222...연연연구구구의의의 목목목적적적

본 연구는 광주지역의 일부 종합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말기 암환자로 호스
피스/완화치료를 받고 있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의 불안과 우울,통증 경감의
정도를 비동등성 유사 실험연구를 통하여 비교분석함으로써,말기 암환자에 대
한 호스피스/완화치료가 미치는 효과를 구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른 연구의 세부목적은 다음과 같다.
1)호스피스/완화치료가 환자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2)호스피스/완화치료가 환자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3)호스피스/완화치료가 환자 통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ⅡⅡⅡ...이이이론론론적적적 배배배경경경

111...호호호스스스피피피스스스///완완완화화화의의의료료료

고대 전반기와 중세 전반기에 사용하던 hospital,hostel,hotel이라는 단어는
모두 같은 라틴어의 어원에서 기원하였으며,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현대
적 용어인 호스피스는 라틴어 hospes(손님)또는 hospitum(손님접대,손님을
맞이하는 장소)에서 유래하였다(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2005).
호스피스는 역사적으로 병들도,집도 없이 임종하는 환자를 돌보던 것으로

유럽에서 시작되었고,현대적 의미의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영국의 런던에서 시
실리 손더스에 의해 1960년부터 시작되어 암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통증조절이
시작되었다.이후 미국에서는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가 ‘죽음과 임종’이라는
저서를 발표하면서 말기 환자의 돌봄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증가하게 되었다
(가톨릭대학교 호스피스/완화의료 연구소,2006).
그리고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인간존엄성 회복운동의 일환으로 생이 얼마 남

지 않은 말기 환자 및 가족에게 신체적,심리사회적 및 영적 측면의 총체적 돌
봄을 제공해 줌으로써 남은 삶을 보다 충만하게 보낼 수 있도록 안위를 제공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가톨릭대학교 호스피스/완화의료 연구소,2006).
인간은 고귀하게 살고 또 그렇게 죽기를 원한다.그러나 말기 암환자에게는

이러한 고귀함이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고통에 시달리고 있음을 많은 문헌을
통해 알 수 있다.그것은 말기 암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방치되었기 때
문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이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 호스피스
운동이라 할 수 있다(이원희,1999).남은 삶의 질에 대한 가치와 의미가 더욱
중요하게 대두될 것으로 생각되며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역할 또한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HadornDC.1991).



완화치료는 치유될 수 없는 질환을 가진 환자에게 적극적인 전인치료를 시행
하는 것이다.그러기 위해서는 통증은 문론 다른 증상들과 환자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사회적,영적 문제들의 해결하도록 도와준다.완화치료의 목표는 환자
와 그 가족들로 하여금 최상의 삶의 질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완화의료의
많은 부분은 질병의 초기부터 항암치료와 함께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WHO,1990).
Twycross(1995)는 호스피스/완화의료가 신체적,심리적,사회적,영적,측면

에서 죽음을 앞둔 환자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 건설적으로 살도록 간호하
는 것이라 정의 하였으며 4차원적인 면을 고려하는 것이라 하였다.

Table1.Needofcarebyfourdimensionsofpain.

Dimensionsofpain Needofcare
PhysicalPain PainRelief, Symptom Control

PsychologicalPain
FamilySupport,Counselling,BereavementCare,
EmotionalCare,Givinginformationaccordingto
individualneed.

SpiritualPain
Respect for privacy,dignity and Religious and Cultural
beliefs.Thediscoveryofmeaninganddirection,
forgivenessandreconciliation,affirmation,acceptance.

SocialPain Economicissues.Socialcontactandfamiliescontact.
Focustodayratherthantomorrow.reduceguiltfeeling.

신체적인 고통 측면은 통증경감과 증상조절,심리적 고통 측면에서는 가족지
지와,상담,사별간호,정서적 간호 그리고 개인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다.영적인 고통 측면에서는 존엄성과 사생활,종교와 문화적 신념을 존중하
는 것이다.용서와 화해,공감과 수용을 통해서 삶의 방향과 의미를 찾도록 돕
는다.사회적 고통 측면은 경제적인 측면과 가족과 사회의 접촉 그리고 죄책감
을 줄이고,내일 보다는 오늘에 초점을 맞춘다(Table1).



222...불불불안안안

불안은 자율신경계의 각성으로 일어나는 내적 불편,두려움,불안한 예감의
주관적인 상태를 말한다(Gurian& Miner,1991).또 불안은 알지 못하거나 경
험이 없는 새로운 상황이나 역할에 직면하고 있을 때 또는 인간 존재의 기본
요소가 위협받는 어떠한 상황에서 심리적 요구가 충족되지 못할 때 야기되기도
하며(이은숙과 이향련,1994),불안정서의 특징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위
협을 느끼는 불쾌한 감정으로서 행동적으로 긴장되거나 경계적인 반응을 나타
내는데 흔히 두려움,호흡곤란,혼란,염려,집중력 결핍,심장이 멎을 것 같은
두려움,참을 수 없는 공포감,불면증,안절부절,발한,떨림증,오심과 공포반응
등의 교감신경계 자극반응이 나타난다((Derogatis,1986;권석만,1996).
불안은 심한 공포나 염려 상태를 말하며,말기 암환자의 25%에서 심각한 우

울이나 불안이 생기고 혹은 이중 둘 다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하였고
(Peter,1994),그리고 중환자실에 입원한 말기 암환자의 63%가 불안을 경험하
고 있다고 보고하였다(Nelsonetal,2001).
말기 암환자의 불안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극심한 통증,미래에 대한 불확실

성,가족에 대한 걱정,영적 불안정과 죄책감,가족의 경제문제,자신의 위엄성
상실과 신체 조절 능력 상실,치료의 중단,증상의 악화로 인해 발생되고
(Chibnall,Videen,Duckro,Miller,2002;Palice,2002;이원희,2002)있으며,
인간의 불안은 긴장에 대한 반응으로 일어나는 인지적,정서적,행동적 반응의
연속과 관계있는 하나의 과정으로 관찰될 수 있고,인간은 또한 자신의 불쾌한
감정을 기술하여 보고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으며,불안을 상태불안과 기질 불
안으로 설명하였다(Spielberger,1972,1975).
특히 말기 암환자들은 극심한 통증의 발생,새로운 치료와 죽음에 대한 불안

과 두려움의 시간을 갖으며 과거의 불편감이 현재의 증상들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정서적 고통은 모든 삶 자체를 못 견디게 할 수 있다(Madocks,
1999).
그리고 김정택과 신동균(1978)은 주관적인 상태불안은 객관적인 위험도와는



상관이 낮지만,객관적인 상황의 위험도에 관계없이 주관적으로 위험하다고 지
각하며 불안이 높아지고,반면에 주관적으로 위험하지 않다고 지각하면 불안이
낮아진다고 하였다.
불안의 생리학적인 영향은 자율신경계를 활성화시키므로 교감신경계와 시상

하부가 자극을 받게 되나,개인에 따라 증상과 증후가 다르게 나타난다.이러한
불안은 혈액 내 에피네피린과 노에피네피린 분비가 증가됨으로써 심박출량 증
가,혈당증가,기관지 확장,말초혈관 수축,혈압상승,피부 창백 등의 생리적
반응을 나타낸다(박상연,1979).
특히 치유가 불가능한 환자는 신체적 통증과 임종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예

감,긍지의 결여,고립 등으로 극심한 정서적 변화를 겪으며(하혜경,1982),암
그 자체는 하나의 위기로써 질병에 대한 공포를 갖게 되며,생체 체계의 통합
성에 심한 도전을 받는데 이 모든 상황은 결국 불안 상태로 이끈다(Rawsley,
1982).
말기 암환자의 정서적 장애를 완화하기 위해 호스피스에서 제시하는 가장 효

과적인 방법은 심리요법,행동요법,약물요법을 병행하는 복합 형태인데 그 정
도가 심하지 않을 경우 비 약물요법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만일
심할 경우에는 약물요법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Sheehan& Forman,1996).

333...우우우울울울

우울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결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심,침울함,
실패감,무력감,무가치함으로 나타나는 정신적 장애를 말하기도 하며(Feibel&
Springer,1982),우울 정서의 특징은 주로 상실에 대한 정서 반응으로서 슬픔,
좌절감,실망감,침체감 등을 포함하며,생리적 기능 수준이 저하되고,일상생활
에 대한 관심과 흥미 상실,용구저하,무가치함,자살하고픈 생각 등의 위축 행
동과 소극적 반응의 인지적 행동양상으로 나타나며,이러한 우울은 자신과 가



족들의 삶을 더욱 악화시키고 무력하게 만드는 위험성이 높아 치료를 필요로
한다(Derogatis,1986).
특히 말기 암환자는 주로 극심한 신체적 고통,사회적 관계의 상실에서 오는

소외감,죽음과 미지의 세계에 대한 공포로 인해 우울과 불안을 경험하며(김수
지외,1997),말기 암환자는 심한 통증과 가족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책임감 그
리고 자신의 상태가 회복을 기대할 수 없음을 인지하는 데서 오는 죽음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 등이 가중되어 우울해 지기도 하고,자기 통제를 하지 못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불안을 경험한다고 설명하였다(최공옥,1991).
또 우울은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신체적 장애에 중요한 무력

감을 더해준다(Penninx,2000).그리고 이는 노인들의 자살의 이유가 되기도 하
며,우울은 또한 사망률의 독립적인 예보가 되기도 하며(Cuijpers& Smit,
2002),또한 효과적인 치료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우울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말기 암환자에서의 우울은 종종 낙관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Baldwin
2002).
말기 암환자들이 경험하는 정서적 문제를 조사한 결과 불안,공포,우울,섬

망이 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Kaut,2002).말기 암환자의 우울발생
원인은 주로 조절되지 않는 만성통증,변비,식욕부전,피로 등의 신체적 증상
이나 기능장애 혹은 심리사회적 제한이나 경제적 압박,사회적 지지 부족,영적
갈등 등 총체적 차원과 관련되어 있으며(Paice,2002),말기 암환자는 여러 가
지 이유에 의한 완화되지 않은 통증의 이유에 의해서 충격에 빠질 수도 있으
며,암성 통증은 꾸준히 지속되고 더 나빠질 수 있다.이는 정신적,육체적인
피로를 가져온다.환자는 점점 더 황폐화되고,공포의 증가와 심한 불안,우울
그리고 망상이 생긴다(Massie& Holland1992,Heim & Oei1993).
불면은 또한 우울의 두드러진 특징이 될 수 있다.병원에서의 불안과 우울의

검진에 의해서 암환자의 우울을 돕는 것은 불안 경감제 보다 항 우울제가 도움
이 될 것이다(Massie1990).
암환자 중에서 과거의 병력이나 최근의 불안과 우울,자살 생각 등이 있다면



이러한 암환자는 심리적인 지지가 필요하며,우울은 말기 암환자의 25%에서
생긴다고 하였고(Massie1990),말기 암환자의 주된 정서적 문제로 35.4%가 우
울을 경험하고 있고(김정희 외,2000),중환자실에 입원한 말기 암환자의 39%
가 우울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여 우울이 주된 정서적 장애임을 알 수
있다(Nelsonetal,2001).
말기 암환자의 정서적 장애를 완화하기 위해 호스피스 분야에서 제시하는 가

장 효과적인 방법은 심리요법,행동요법,약물요법을 병행하는 복합 형태인데
그 정도가 심하지 않을 경우 비 약물요법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며,
만일 심할 경우일 때는 약물요법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Sheedan& Forman,1996).

444...통통통증증증

통증은 복합적이고 주관적인 현상으로써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인 조직손상과
관련된 불쾌한 감각적,정서적 경험이다(Bonica,1990).또 통증은 손상에 대한
개개인의 특징적인 감각으로 유해한 자극에 대하여 실질적인 조직손상이나 예
견되는 손상을 표시함으로써 몸을 보호하고자 하는 본능적인 철회반응이다(김
은정,1999).
이렇게 볼 때 통증은 감각적,정의적,인지적 요소를 포함하는 다차원적 주관

적 경험이며(Melzack,1975),이는 불분명하고 복잡한 경험으로 모든 환자에게
공통적이다.그렇지만 각 개인에게 독특한 것이므로 통증을 묘사하고 평가하기
란 매우 어렵다.결국 통증은 그것을 느끼는 사람에 의해 잘 정의되며,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면 그것을 믿어야 한다(McCaffery,1980).
또한,이러한 통증의 여러 측면,즉 신체적,정서적,사회적,영적인 요소를

통합한 통증을 총체적 통증으로 묘사한 후 호스피스에서 중요시하게 되었다(
Saunders,1990;이원희,2000).



통증은 총체적 차원의 여러 문제를 유발시키게 하는데 가장 우선적으로는 일
상생활 동작의 제한,수면장애,지적 기능을 요구하는 업무 수행의 방해,사회
생활 등의 위축 등으로 자기 존재의 자율성과 위엄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며,
이로 인해 불안,존재에 대한 공포,자율성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가중시키며,
급성 통증은 흔히 불안을 유발하고,조절되지 않는 만성 통증은 우울을 유발하
며,통증의 강도와 부정적인 정서문제는 확실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Strang,1998;Susan,1996;Cleeland,etal,1994).
결국 호스피스환자의 통증은 단순히 신체적 증상으로만 구분하지 않고,불안,

우울,분노 등의 정서적,영적 요소와 연관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총체적 고통에
따르는 적절한 간호중재가 요구된다고 하였다(이원희,1995;2000).
자주 통증을 경험하는 호스피스 환자들이 마약류가 많이 함유된 처방을 받고

있지만,여전히 신체적 통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입증되었다.즉,
신체적,정신적,영적인 요소들이 함께 복합되어오는 통증은 총체적으로 관리되
지 않는 한 대부분 조절되지 않는다(Pitorak,1997).
그러므로 말기 암환자의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증관리이다.호

스피스 환자의 대부분은 암 환자이며,암으로 인한 통증은 흔히 만성적이고 진
행적이어서 인생의 의미상실과 역할의 수행을 어렵게 하고 대처자원을 방해하
는 파괴적인 힘을 갖는다(Sanders,1978;Twycross,1979;Bonica,1980).
또한 현재의 극심한 통증이 앞으로 다가올 죽음에 대한 공포보다 더 무섭기 때
문에 오히려 죽음을 원하거나 자살을 기도하는 경우도 있다(박예리자,1994).
통증은 말기 암환자가 경험하는 고통 중 가장 힘들어하는 것으로(김현숙 외

,2001),특히 임종이 가까울수록 통증 강도가 더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최윤선 외,1998).말기 암 환자 100명중 85%의 환자들에게 통증
이 있었으며,68%의 환자들이 중등도 이상의 통증을 갖고 있었고,38%가 불충
분한 통증관리를 받고 있었으며 통증의 정도가 심할수록 불충분한 통증관리를
받고 있었고(윤영호 외,1998),많은 의료비가 소요되는 급성기 환자의 바쁜 치
료 일정에 휩쓸려 말기질환에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는 실정이다(Maddocks,



1999).
호스피스에 입원한 암환자 7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입원환자의 가장 흔

한 신체적 증상은 통증으로 66명(86.3%)이고 그다음이 기운 없음 52명(68.4%)
을 호소하였으며,정신적 증상으로는 불안 57명(75%)으로 가장 높게 나왔고,
그 다음으로는 우울 41명(53.9%)이었다.영적인 증상으로는 36명(47.4%)이 신
에게 의지하고 싶어 함 이라고 대답하였다(김형철 외,2007).
암성 통증의 원인은 65-70% 정도가 주로 암 자체의 진행과 관련되어 있고,

10% 정도는 수술,검사,약물치료,방사선 치료와 관련이 있으며,그 외 암과
직접 관계없는 근막 통증,어깨 통증,권태,고독감,우울,분노,경제적 부담,
사회적 지위 상실 및 종교적 갈등 등이 통증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보고 되였
다(윤덕미,2004).



ⅢⅢⅢ...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설설설계계계

본 연구는 말기 암 환자를 대상으로 호스피스/완화치료를 제공 받은 군과
제공받지 않은 군의 중재 전후의 불안,우울,통증 수준의 변화를 비교해 봄으
로써 중재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유사 실험 연구(quasi-experimentalstudy)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시차설계(non-equivalentcontrolgrouppre-postdesign)로
시행되었으며,이를 도식화하면 <Figure1>과 같다.

[[[PPPrrreee---ttteeesssttt] [[[PPPooosssttt---ttteeessst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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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1.Studydesign.



222...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

본 연구 대상자는 말기 암으로 진단받은 18세 이상 85세 미만의 성인으로서,
의식이 명료하고 본 연구에 참여하기를 서면으로 동의한 사람으로 선정하였다.
실험군은 2006년 10월 1일부터 2007년 7월 27일까지,광주시내에 위치한 J병원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한 32명이었고,대조군은 광주시내에 위치한 B,C종합병
원에 입원중이고,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말기 암으로 치료중인 사람 중에서 입
원중심의 호스피스 간호가 전혀 개입되지 않은 3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333...실실실험험험군군군에에에서서서 실실실행행행한한한 호호호스스스피피피스스스///완완완화화화의의의료료료

호스피스/완화의료는 간호사,의사,사회사업가,성직자,자원봉사자 등의
여러 분야로 구성된 팀이 신체적,정신적 증상의 관리뿐만 아니라 영적 요구
와 경제적,법적 분야의 부수적인 문제들을 다루게 되며,기족 중심이 되어
환자와 기족은 호스피스 팀의 일원이 된다(Frank-Stromberg,1984).그 외
정신과 전문의,심리학자,물리치료사,전문치료사 등이 제공한 프로그램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호스피스 팀이 매일,매주 제공하는 전문적인 치료를 포함

한 포괄적인 간호를 말하며,이는 회상요법,영적간호,원목서비스,가족상담,
향료요법,종교의식,심리치료,발 및 림프부종 맛사지 등이 포함된다(Table
2).



Table2.Scheduleandcontentsofhospice/palliativecareprogram
forend-of-lifepatients

Frequencies Activities Minutes
Onceatfirstday -Introducinghospice/

palliativecare 30

Daily -Feetmassages 15
-Bath 20
-Pastoralcare 5
-Nurses(8times)
-Docters(2times)
-Volunteers(2times)
-Religiousritual 15
-Spiritualcare 20

Twoorthreetimes -Aromatherapy 30
/week -LymphedemaMassage 30

Weekly -FamilyMeeting 20
-Reminiscence 15
-PsychologicalTherapy 15

444...자자자료료료수수수집집집 방방방법법법 및및및 조조조사사사도도도구구구

사전조사는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입원 첫날 담당간호사에 일절 조사양식을
제공하여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질문하여 응답을 받도록 하였으며 사후조사는
사전조사 후 1주일이 경과하여 동일한 조사양식으로 조사케 하였다.본 연구에
이용한 조사도구는 다음과 같다.

111)))불불불안안안
Spielberger(1975)가 개발한 상태-특성 불안척도 (State-Trait Anxiety

Inventory:STAI)를 김정택과 신동균(1978)이 한국어로 번안한 도구를 사용
하였다.상태불안 측정도구는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4점 척도의 평정법



을 이용하여 최저 20점에서 최고 80점으로 평점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 정
도가 높음을 의미한다.김정택과 신동균(1978)에 의해 번안된 도구의 상태불안
의 신뢰도 Cronbach'salpha계수는 0.87이었다.이영자(1996)의 연구에서는 .87
이었다.본 연구에서 Cronbach'sαααα 계수는 사전 0.902이고,사후 0.914이었다.

222)))우우우울울울

우울은 Beck(1967)의 우울척도 (BeckDepressionInventoryScale:BDIS)를
이영호(1993)가 우리말로 번역한 한국어판 BDIS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이 척
도는 정서적,인지적,동기적,생리적 증후군 등 21개 영역을 포함하고 있고,점
수 범위는 0에서 63점까지 있을 수 있다.Beck(1967)은 9점 이하는 우울하지
않는 것으로,경우울증은 10-15점,우울증은 16-23점,중우울증은 24-63점으로
분류하고 있다(김연,1985).
신뢰도는 Beck등(1961)이 개발한 초기 우울증 측정표와의 상관계수는 .65에

서 .67이었고,이영호(1993)의 수정문항을 대학생 125명에게 실시한 결과,
Cronbach's⍺계수=0.98,반분신뢰도 계수=0.91이었으며 일반인 256명에게 실시
한 결과,Cronbach's⍺=0.84였었다.본 연구에서는 Cronbach'sαααα 계수는 사전
은 0.805이고,사후는 0.838이었다.

333)))통통통증증증

통증 강도의 평가는 최윤선(2003)이 개발한 표준형 성인 암성 통증 평가도구
(KoreanCancerPainAssessmenttool;KCPAT)의 시각적 통증 등급(Visual
AnalogueScale,VAS,0-10cm)을 이용하였다.이 도구는 측정대상자가 0(통증
없음)부터 10(상상 할 수 없을 정도의 가장 심한 통증)까지 기입된 10cm 눈금
자로 자신이 현재 느끼는 통증 강도를 표시하도록 하였다.통증 외 동반 증상
은 KCPAT에서 제시한 한국 암 환자에게 가장 흔한 증상 12개다.



444)))사사사회회회적적적지지지지지지 척척척도도도

사회적 지지는 Abbey외(1985)에 의해서 개발된 6개의 사회적 지지문항을
전지아(1990)가 우리말로 국역한 도구를 유성은(1997)이 일부 수정한 11문항의
사회적 지지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유성은(1977)의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0.7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계수가 사전은 0.821,사후는 0.878이
었다.

555...분분분석석석 방방방법법법

수집된 자료는 SPSSVersion12.0를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1)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질병 및 치료적 특성,종교적 특성은 실수와 백

분율로 산출하고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은 x²과 t-검정으로 하였다.
2)실험군과 대조군의 각각 불안,우울,통증 강도의 전․후비교는 paired-t

검정을 이용하였다.
3)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동질적이지 않은 요인을 보정한 후,실험군과 대조

군의 호스피스 중재 후 우울,불안,통증을 비교하는 것은 공분산분석(ANCOVA)
을 이용하였으며,이때 실험군과 대조군의 효과비교 모형의 종속변수는 전․후
의 평균차이(meandifference)를 이용하였다.



ⅣⅣⅣ...연연연구구구 결결결과과과

111...실실실험험험군군군과과과 대대대조조조군군군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분분분포포포 및및및 동동동질질질성성성 검검검정정정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성별로 보면 남자가 33명(51.6%),여자가 31명
(48.4%)이었고,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이 27명(42.2%)로 가장 많았으며,그 다음
으로 60세 이하가 20명(31.3%)이었다.직업으로는 36명(56.3%)에서 직업을 가
지고 있었다.교육은 초등학교 졸업이 22명(34.4%)이였으며,그 다음이 고등학
교 졸업이 19명(29.7%)이었다.배우자는 43명(67.2%)이 배우자가 있었고,21명
(32.8%)에서 배우자가 없었다.수입은 38명(59.4%)에서 월 100만원 이상의 수
입이 있었다.종교로는 가톨릭과,불교,무교에서 17명(26.6%)씩 이였고,기독교
가 13명(20.3%)이었다(Table3).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유의한 분포차이가 있는
일반적 특성변수는 없어 두 군은 사회 인구학적으로 동질하다고 평가하였다.

222...실실실험험험군군군과과과 대대대조조조군군군의의의 질질질병병병 및및및 치치치료료료내내내용용용 분분분포포포 및및및 동동동질질질성성성 검검검정정정

질병 및 치료적 특성은 과거에 수술 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이 41명(65.1%)으
로 수술 받은 사람 22명(34.9%)보다 많았다.치료방법으로는 34명(53.1%)이 항
암요법으로 치료를 하였고,다음으로는 17명인(26.6%)에서 방사선 치료와 항암
을,9명(14.1%)에서 보존요법을,4명(6.3%)에서 방사선 요법을 시술받았다.영적
간호의 경우,44명(68.8%)은 받은 경험이 없었고,20명(31.3%)은 영적간호를 받
은 경험이 있었다.수면시간은 하루 8-10시간의 수면을 취하고 있는 경우가 25
명(39.1%)으로 가장 많았다.진통제는 41명(64.1%)에서 강한 마약성 진통제를
투약하고 있었으며,9명(14.1%)에서 약한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하고 있었고,8
명(12.5%)에서는 아무런 진통제를 투여하고 있지 않았으며,6명(9.4%)에서 소



염진통제를 사용하였다.전체적으로 50명(78.2%)이 마약성 진통제를 투약 받고
있었다.마약성 진통제의 경우,실험군은 32명(100%)모두가,대조군에서는 18
명(56.3%)이 투약을 받고 있었다.암의 종류로는 40명(62.5%)가 소화기계 암으
로 가장 많았으며,다음으로는 15명(23.4%)가 호흡기계,9명(14.1%)가 기타 암
으로 자궁암 2명,담도암 2명 뇌종양 1명,악성흑색종 1명,혈액종양 1명,악성
부신종양 1명,그 외가 1명이었다(Table4).



Table 3.Comparison ofgeneralcharacteristic between experimentaland
controlgroup

unit:frequency(%)
Characteristics Experimental Control Total X2 p

Gender Male 13(40.6) 20(62.5) 33(51.6) 3.065 0.080
Female 19(59.4) 12(37.5) 31(48.4)

Age Less60 13(40.6) 7(21.9) 20(31.3) 3.674 0.159
Less70 9(28.1) 8(25.0) 17(26.6)
Above70 10(31.3) 17(53.1) 27(42.2)

Job Presence 18(56.3) 18(56.3) 36(56.3) 0.000 1.000
Absence 14(43.8) 14(43.8) 28(43.8)

Education None 4(12.5) 7(21.9) 11(17.2) 2.801 0.592
primary 11(34.4) 11(34.4) 22(34.4)
MiddleSchool 3(9.4) 3(9.4) 6(9.4)
HighSchool 12(37.5) 7(21.9) 19(29.7)
College 2(6.3) 4(12.5) 6(9.4)

Spouse Presence 22(68.8) 21(65.6) 43(67.2) 0.071 0.790
Absence 10(31.3) 11(34.4) 21(32.8)

Income lessmillion 11(34.4) 15(46.9) 26(40.6) 1.0360.309
won/month overmillion 21(65.6) 17(53.1) 38(59.4)
Family None 5(15.6) 2(6.3) 7(10.9) 1.444 0.230
members above1 27(84.4) 30(93.8) 57(89.1)
Religion Christianity 8(25.0) 5(15.6) 13(20.3) 2.751 0.432

Catholicism 6(18.8) 11(34.4) 17(26.6)
Buddhism 8(25.0) 9(28.1) 17(26.6)
None 10(31.3) 7(21.9) 17(26.6)
Total 32(100.0) 32(100.0) 32(100.0)



Table4.Comparisonkindofdiseaseandtreatmentbetweenexperimental
andcontrolgroup.

unit:cases(%)
Characteristic Experimental Control Total X

2
p

Operations Yes 12 (38.7) 10 (31.3) 22 (34.9) 0.386 0.535

No 19 (61.3) 22 (68.8) 41 (65.1)

Anti-cancer chemotherapy 14 (43.8) 20 (62.5) 34 (53.1) 2.641 0.450

 therapeutic radiotherapy 2 (  6.3) 2 (  6.3) 4 (  6.3)

 modalities chemo+radiotherapy 11 (34.4) 6 (18.8) 17 (26.6)

conservative 5 (15.6) 4 (12.5) 9 (14.1)

Spiritual experienced 11 (34.4) 9 (28.1) 20 (31.3) 0.291 0.590

 care not experienced 21 (65.6) 23 (71.9) 44 (68.8)

Sleep less 5 6 (18.8) 3 (  9.4) 9 (14.1) 8.571 0.036

 time 5~7 4 (12.5) 10 (31.3) 14 (21.9)

 hr./day 8~10 10 (31.3) 15 (46.9) 25 (39.1)

over11 12 (37.5) 4 (12.5) 16 (25.0)

Analgesics None 8 (25.0) 8 (12.5) 18.233 0.000

NSAIDs 6 (18.8) 6 (  9.4)

Weak opioids 5 (15.6) 4 (12.5) 9 (14.1)

Strong opioids 27 (84.4) 14 (43.8) 41 (64.1)

Type of digestive 23 (71.9) 17 (53.1) 40 (62.5) 4.278 0.118

 cancer respiratory 4 (12.5) 11 (34.4) 15 (23.4)

other cancer 5 (15.6) 4 (12.5) 9 (14.1)

Total 32 (100.0) 32 (100.0) 64 (100.0)



333...실실실험험험군군군과과과 대대대조조조군군군의의의 실실실험험험전전전 불불불안안안,,,우우우울울울 및및및 통통통증증증 비비비교교교...

실험군과 대조군의 개입 전의 종속변수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동질성을 검
정하였다.불안 정도는 실험군(58.78±8.53)과 대조군(48.81±10.41)간에 차이가 없
어 두 집단의 개입전 우울수준은 동질적이었다(t=0.584,p=0.448).
우울 정도는 실험군(26.91±7.69)과 대조군(21.63±8.92)으로 역시 두 집단 간

차이는 없어 실험전 우울수준은 동질적이었다(t=0.234,p=0.630).통증정도는 실
험군(4.28±3.03)과 대조군(3.78±2.48)간에 차이가 없었고 두 집단은 동질적이었
다(t=2.316,p=0.133)(Table5).

Table5.Comparisonofdegreeofanxiety,depression,andpainbefore
interventionbetweenexperimentalandcontrolgroup

Unit:Mean±SD

Variables N Experimental Control t p

Anxiety 32 58.78±8.53 48.81± 10.41 0.584 0.448

Depression 32 26.91±7.69 21.63± 8.92 0.234 0.630

Pain 32 4.28±3.03 3.78± 2.48 2.316 0.133



444...실실실험험험군군군과과과 대대대조조조군군군에에에서서서의의의 불불불안안안,,,우우우울울울,,,통통통증증증 및및및 사사사회회회적적적지지지지지지변변변화화화의의의
실실실험험험전전전후후후의의의 차차차이이이 비비비교교교

실험군과 대조군의 불안감,우울감,통증및 사회적지지의 처치 전/후 점수 차
이를 각각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실험군의 경우,처치 전과 비교할 때 처치후의 불안감,우울감,통증 점수가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 사회적 지지점수에는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이에 반해
대조군은 불안감,우울감,통증강도 점수의 처치 전후 차이가 없었으나 사회적
지지는 처치전과 비교할 때 처치후의 점수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불안감,우울감,통증강도,사회적 지지의 처치전후 점수

차이(평균변화)를 비교한 결과,불안감,우울감,사회적 지지는 두 집단 간에 차
이가 없었으나 통증은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평균변화가 컸으며 이는 경계역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불안감 변수에 대해서는 실험군에 대한 사후변화에서 평균이 5.09점 감소하

는 현상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t=2.615,p=0.014).또한 우울감에서는 3.34점
이 사후에 감소했으며(t=2.195,p=0.036),통증강도 역시 1.19가 감소함으로써 실
험전과 실험후의 값이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2.483,p=0.019).대조군에
대해서는 사전과 사후 검증 결과 사회적지지 변수에만 1.66의 상승 변화가 나
타났다(t=2.156,p=0.039)(Table6).



Table6.Comparisonofmeanchangeinanxiety,depression,painand
social support between before and after intervention in
experimentalandcontrolgroup

Unit:Mean±SD

Variables Experimental Control
Anxiety pre 58.78± 8.53 48.81± 10.41

post 53.69±11.05 47.38± 9.00
Δ(post-pre) -5.09±11.02 -1.44± 5.70
t(p) 2.615(0.014) 1.428(0.163)

Depression pre 26.91± 7.69 21.63± 8.92
post 23.56± 7.75 20.47± 9.86
Δ(post-pre) -3.34± 8.62 -1.16± 5.89
t(p) 2.195(0.036) 1.111(0.275)

Pain pre 4.28± 3.03 3.72± 2.48
severity post 3.09± 2.83 3.63± 2.81

Δ(post-pre) -1.19± 2.71 -.09± 1.82
t(p) 2.483(0.019) 0.291(0.773)

Social pre 41.25± 6.63 42.13± 6.33
support post 42.16± 5.80 43.78± 7.25

Δ(post-pre) .91± 5.89 1.66± 4.34
t(p) 0.870(0.391) 2.156(0.039)



555...실실실험험험전전전후후후 불불불안안안,,,우우우울울울,,,통통통증증증정정정도도도 변변변화화화에에에 있있있어어어서서서 실실실험험험군군군과과과
대대대조조조군군군 간간간에에에 차차차이이이 유유유의의의성성성...

동질성 검정결과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유의한 차이(유의수준 0.10)가 있는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불안감,우울감,통증강도 점수의 평균변화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불안감과 우울감은 대조군에 비해 실험군에서 감
소폭이 더 컸으나 이러한 평균변화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통
증강도의 경우에도 처치전과 비교한 처치후의 점수 감소폭이 대조군에 비해
실험군이 더 컸으며 이는 경계역 수준에서 유의하였다(F=3.358,p=0.072).
(Table7).

Table7.Comparisonofmeanchangeswithadjustingcovariatesinanxiety,
depressionandpainbetweenexperimentalandcontrolgroup

unit:Mean±SD

variables experimental control F p
anxiety pre 58.78± 8.53 48.81±10.41

post 53.69±11.05 47.38± 9.00
Δ(post-pre) -4.36± 1.53 -1.21± 1.47 1.980 .165

depression pre 26.91±7.69 21.63±8.92
post 23.56±7.75 20.47±9.86
Δ(post-pre) -2.55±1.39 -1.13±1.34 .484 .489

pain pre 4.28±3.03 3.72±2.48
severity post 3.09±2.83 3.63±2.81

Δ(post-pre) -1.04±0.40 0.04±0.39 3.358 .072
*Thepresentedvaluesabovewerecalculatedbyadjustingthecovariatessuchaskindof
sedativesused,sleepingtimesaday,baselinelevelofsocialsupport



ⅤⅤⅤ...고고고 찰찰찰

최근 국내에서는 말기 암환자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은 증가되고 있는 추세로
서 그에 따라 말기 암환자의 통증,식욕변화,체중변화,무기력,불면증 등의 다
양한 신체적 증상 및 부정,분노,우울,슬픔 등의 감정 변화 등의 환자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Axelsson,1998;정진규 외,2006).특히 호스피스 병동 입원환자가 경험하는
요구도 조사에서 신체적 증상은 통증이 86.8%로 가장 많았으며,정서적 증상으
로는 불안이 75.0%이었고,우울이 53.9%,영적 증상은 신에게 의지하고 싶어
함이 47.4%이었다(김형철 외,2007).말기 암환자의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게
된 동기로 대다수가 통증완화를 지적했다(노유자 외,2001).
통증은 불안,우울을 유발시키며 불안이나 우울은 또한 통증을 가속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통증완화를 최대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고 하였다(이원희,1999).국내에서도 WHO의 통증관리 원칙에 따른 암환자들
의 통증조절이 효과가 있다는 점이 입증된 바가 있으며,(홍영선 외 1985;한지
연,1996).통증완화에 있어 호스피스가 기존 의료 기관보다 더 효율적이고 환
자의 정서적 안정,고립감의 해소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연
구에서 밝혀졌다(Butleretal,1996).
본 연구의 결과도 불안감 변수에 대해서는 실험군에 대한 사후변화에서 평균

이 5.09점 감소하는 현상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t=2.615,p<0.05).또한 우
울감에서는 3.34점이 사후에 감소했으며(t=2.195,p<0.05),통증 역시 1.19가 감
소함으로써 실험전과 실험후의 값이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t=2.483,
p<0.05),소외숙 외(1990)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호스피스 환자들이 마약성 진통제를 많아 처방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신체적

통증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이는 신체적,정신적,영적인 요소들이 함께 복합



된 총체적인 통증은 총체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한 대부분 조절되지 않는다는
결과라고 생각한다(Pitorak,1997).
본 연구에서는 강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실험군의 32명 모두에게 마약성 진통

제를 투여하였고,대조군은 18명(56.3%)이 마약성 진통제를 쓰고 있었다.정정
미(2000)의 연구에서도 통증이 있는 암환자의 반 이상이 진통제를 사용하고 있
으나 진통제의 종류,투약경로,주사 횟수 및 투약간격에 있어 계획성 있게 이
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통증완화 정도는 불충분하다고 밝혔다.말기환자가 호스
피스 서비스를 받으며 통증조절이 잘되고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임종의 순간에
도 편안하게 죽을 수 있으며,임종 전 통증의 정도가 일반병동에 입원한 말기
환자에 비해 호스피스 기관에 등록한 환자에게서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염창환
외,2000).이러한 이 결과들로 볼 때 호스피스/완화의료에서는 마약성 진통제
가 꼭 필요하지만 이를 보다 계획적이고 총체적으로 이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
음을 알 수 있다.
또 호스피스/완화의료 간호 전후의 차이를 보았을 때 심리적 영역에서 우울

감,소외감,염려,불안감,이유 없이 화가 남 등 호스피스 간호가 암환자의 정
서적 요인 장애해소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소외숙 외,1990).본 연구의 결
과도 실험군에서 우울감은 평균(-3.34±8.62)의 차이를 보였으며,불안도 평균
(-5.09±11.02)의 차이를 보였다.
최성은(2005)의 연구에서 개발한 호스피스 간호중재 프로그램은 대상자의 통

증 및 불안을 완화시키고 자아존중감과 영적안녕을 향상시켜 전인적 차원에서
그 효과가 확인되었다.또 정정숙(2005)의 연구에서도 영적간호 중재는 말기 암
환자의 영적안녕을 증진시키고 우울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
었으며,본 연구도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위의 결과로 볼 때 호스피스/완화치
료는 통증,우울,불안 감소에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말기 암환자의 통
증은 전인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야 함을 반증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대조군과는 달리 호스피스/완화치료를 받은 말기 암환

자들에서 불안,우울,통증이 유의한 감소가 있었으나,평균변화를 비교한 결과



통증강도에 있어서만 경계역 수준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이
는 실험군이 더 많은 마약성 진통제를 쓰고 있기 때문에 비롯된 결과일 수 있
으나 진통제의 사용여부를 통제한 결과이므로 오히려 표본수가 적어 통계적 검
정력이 낮았기 때문으로 판단이 된다.향후 표본수를 적절하게 높인 연구가 필
요할 것으로 본다.이는 호스피스/완화치료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통증강도에 가장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이는 실험군의 경우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비롯한 결과일 수도 있다.
그러나 대조군의 경우 경증도가 낮고 마약성 진통제 사용여부를 통제 한 후

에도 동일 결과를 보였다.이는 호스피스/완화치료가 통증의 조절에 효과적으
로 작용한다는 추론이 가능하다.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실험군의 경우 임종까
지의 기간이 너무 짧아 적절한 표본수를 확보하기가 어려움이 있었다.



ⅥⅥⅥ...요요요약약약 및및및 결결결론론론

본 연구의 목적은 말기 암 중에서 호스피스/완화치료를 받고 있는 실험군과
그렇지 않는 대조군을 비교하여 불안과 우울,통증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
는지 파악함으로서 말기 암환자들이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냈는지 효과를
분석하고 결과적으로 환자나 의료인에게 완화치료의 인식을 주기위한 기본 자
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의 방법으로는 2006년 10월 1일부터 2007년 7월 27일까지 광주광역시

내에 위치한 J병원 호스피스 병동 암환자 실험군 32명을 임의 표집하여 입원
시점과 호스피스/완화치료를 시작한지 1주일이 지난 후에 불안,우울,통증,사
회적 지지 정도를 비교하였으며,대조군은 광주시내에 위치한 B,C,J종합병원
외래나 입원 중이거나,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말기 암으로 치료중인 사람 중에
서 호스피스/완화치료를 적용하고 있지 않은 32명을 적용하고 선정,임의 표집
하여 사전조사와 그 후 1주일이 지나 사후조사를 통해 동일한 문장으로 비교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Version12.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x²-test과 t-test

그리고 pairedt-test,ANCOVA 및 평균차이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불안정도는 실험군에서는 개입 전에 비해 5.09(±11.02)점 감소하였으며
(p=0.014),대조군에서도 개입전보다 감소하였으나(-1.44±5.70)유의한 감소
는 아니었다.두 개군의 개입 전후의 차이정도는 비교한 결과는 유의한 차
이가 아니었다.

2.우울정도는 실험군에서는 개입 전에 비해 보다 3.34(±8.62)점 감소하였으나
(p=0.036)대조군에서는 개입전보다 감소(-1.16±5.89)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



니었다.두 개군의 개입 전후의 차이정도는 비교한 결과는 유의한 차이가
아니었다.

3.개입군에서는 통증정도는 개입전보다 개입 후에(-1.19±2.71)만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p=0.019)대조군에서는 통증정도는 개입전보다 개입
후(-0.09±1.82)만큼 감소하였다.이는 통계적으로 경계역 수준에서 유의하
였다(p=0.062).

4.사회적 지지는 대조군에서 초기값과 1주일이 지난 후 값은 증가하였으나
(-1.66±4.34,p<0.05)실험군에서는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

5.불안감,우울감 통증에서의 개입전후 차이가 몇 가지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파악하기 위해 공분산분석을 시행한 결과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호스피스/완화치료를 시행한 군과 시행하지 않은 군
에 있어서 시행 전 후의 불안,우울 및 통증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시행 전 후 차이를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비교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았다.따라서 최근 말기 암환자에게 점차 더 많이 권장되는 호스피스/완
화의료의 효과를 좀 더 명확히 증명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의 조사대상에서
보다 섬세한 연구방법을 통해 규명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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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 록록록
설설설 문문문 지지지

ⅠⅠⅠ...암암암 환환환자자자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1.성별:1)남 ( )2)여 ( )
2.연령; 만 ( )세
3.아프기 전 직업:( ) 없음 ( )
4.교육정도 1)무 ( )2)국졸 ( )3)중졸 ( )4)고졸 ( )5)대졸 ( )

6)대학원 이상 ( )
5.결혼상태 1)미혼( )2)기혼( )3)이혼( )4)사별( )6)별거 ( )
6.가족 월 평균수입:1)100만원미만( )2)100~200만원( )3)200~300만원 ( )

4)300~400만원( )5)400만원 이상( )
7.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 수:1)없음 ( )2)있음 ( 명)
8.종교적 특성
1)기독교 ( ) 2)천주교 ( )
3)불교 ( ) 4)없음. ( )
5)기타 ( )

ⅡⅡⅡ...질질질병병병 및및및 치치치료료료적적적 특특특성성성

1.진단 명; ( ) 처음 진단 받은 날자 ;( 년 월.)
2.진단명과 과 관련된 수술 경험 ;1)있음( )2)없음 .( )수술 명( )
3.치료방법 ;1)항암요법( )2)방사선요법;( )4항암및 방사선( )

4)보존요법 ( )
4.진단 받은 후 몇 번 입원 ; ( 번 )
5.일반 병동에 있는 경우 영적간호를 받은 경험 유무 1)있다.( )2)없다 ( )
6.최근 1주일간 하루 평균 수면 시간 ;( 시간 )
7.진통제투여 여부;(간호사가 작성 )

1)진통제 사용 안함. ( )2)비 마약 성 진통제 ( )
3)약한 마약 성 진통제( )4)강한 마약성진통제 ( )



ⅢⅢⅢ...통통통증증증 설설설문문문지지지

현재의 통증강도 ( 점)
: 오늘 하루 중 가장 통증이 심했다고 생각되는 통증의 점수는 ?

시각통증등급(Visual Analogue Scale)

통증이 중등도 상상할 수
없음 통증 없을 정도의

심한통증

0 1 2 3 4 5 6 7 8 9 10

-통증에 영향을 미치는 동반 증상들 ;현재 다음의 증상이 있다면 0표 하시오.

1)식욕 부진 ( ) 2)무기력 ( ) 3)수면 장애 ( )
4)입 마름 ( ) 5)체중감소 ( ) 6)변비 ( )
7)집중력 감소 ( ) 8)어지러움 ( ) 9)졸림 ( )
10)가려움증 ( ) 11)메스꺼움 ( ) 12)기침 ( )



ⅣⅣⅣ...불불불안안안 설설설문문문지지지...(((SSSTTTAAAIII)))

아래 문장들은 자신을 표현하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귀하가 지금 이 순간에 느끼고
있는 상태를 잘 나타내주는 항목에 O를 하십시오.

문문문 항항항
전전전혀혀혀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

조조조금금금
그그그렇렇렇다다다

보보보통통통으으으로로로
그그그렇렇렇다다다

대대대단단단히히히
그그그렇렇렇다다다

1.나는 마음이 차분하다.* 1 2 3 4
2.나는 마음이 든든하다.* 1 2 3 4
3.나는 긴장이 되어있다. 1 2 3 4
4.나는 후회스럽고 서운하다. 1 2 3 4
5.나는 마음이 편안하다.* 1 2 3 4
6.나는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1 2 3 4
7.나는 마음이 놓인다.* 1 2 3 4
8.나는 불안하다. 1 2 3 4
9.나는 앞으로 불행이 있을까 걱정이 된다. 1 2 3 4
10.나는 편안하게 느낀다.* 1 2 3 4
11.나는 자신감이 있다.* 1 2 3 4
12.나는 짜증스럽다. 1 2 3 4
13.나는 극도로 긴장되어 있다 1 2 3 4
14.나는 마음이 조마조마하다. 1 2 3 4
15.내 마음은 긴장이 풀려 푸근하다.* 1 2 3 4
16.나는 만족스럽다.* 1 2 3 4
17.나는 걱정하고 있다. 1 2 3 4
18.나는 흥분되어 어쩔 줄 모르겠다. 1 2 3 4
19.나는 즐겁다.* 1 2 3 4
20.나는 기분이 좋다.* 1 2 3 4

*:역 환산 문항



ⅤⅤⅤ...우우우울울울 설설설문문문지지지 (((BBBDDDIIISSS)))

이 질문지는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아
래 글들을 잘 읽어보시고,4개의 글 중 요즈음 (오늘을 포함하여 지난 일주일 동안)자
신의 기분을 잘 나태고 있다고 생각되는 글의 번호에 O표시하여 주십시오.

1) 0.나는 슬프지 않다.()
1.나는 슬프다.( )
2.나는 슬픔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
3.나는 너무나 슬프고 불행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다.( )

2) 0.나는 미래에 대해서 비관적이지 않다.( )
1.나는 미래에 대해서 약간 비관적이다.( )
2.나는 미래에 대해서 기대할 것이 거의 없다.( )
3.나는 미래는 아주 절망적이고 나아질 가망이 전혀 없다.( )

3) 0.나는 실패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
1.나는 다른 사람들보다.더 많이 실패한 것 같다.( )
2.지난 일들을 돌이켜 보면 생각하는 것은 실패뿐이다.( )
3.나는 인간으로서 완전한 실패자인 것 같다.( )

4) 0.나는 전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만족하고 있다.( )
1.나는 일상생활은 약간 만족스럽지 못하다.( )
2.나는 요즈음 어떤 것에도 만족을 얻지 못한다.( )
3.나는 모든 것이 다 불만스럽고 만사가 지겹다.( )

5) 0.나는 별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
1.나는 죄책감을 느낄 때가 많다.( )
2.나는 죄책감을 느낄 때가 아주 많다.( )
3.나는 항상 죄책감을 느낀다.( )

6) 0.나는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1.나는 어쩌면 벌을 받고 있는지도 모른다.( )
2.나는 벌을 받고 있는 것 같다.( )
3.나는 지금 확실히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



7) 0.나는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있지 않다.( )
1.나는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있다.( )
2.나는 나 자신이 싫다.( )
3.나는 나 자신을 증오한다.( )

8) 0.나는 내가 다른 사람 보다 못한 것 같지는 않다.( )
1.내 약점이나 실수에 대해서 나 자신을 탓하는 편이다.( )
2.나는 내가 잘못한 일이 있을 때 대부분 나를 탓한다.( )
3.내 주변의 모든 안 좋은 일을 항상 내 탓으로 돌린다.( )

9) 0.나는 자살 같은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 )
1.나는 자살 하고 싶은 생각이 가끔 든다.( )
2.나는 자살 하고 싶은 생각이 자주 든다.( )
3.나는 기회만 있으면 자살 하겠다. ( )

10) 0.나는 평소보다 더 울리는 않는다.( )
1.나는 평소 보다 더 많이 운다.( )
2.나는 요즈음 항상 운다.( )
3.나는 전과는 달리 울고 싶어도 너무 지쳐서 울 수도 없다.( )

11) 0.나는 요즈음 평소보다 더 짜증을 내는 편은 아니다. ( )
1.나는 평소보다 더 쉽게 짜증이 난다. ( )
2.나는 요즈음 항상 짜증이 난다. ( )
3.나는 전과는 달리 너무 지쳐서 짜증조차 나지 않는다.( )

12) 0.나는 다른 사람에게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 )
1.나는 평소보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 )
2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어졌다.( )
3.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완전히 없어졌다.( )

13) 0.나는 평소처럼 결정을 잘 내린다.( )
1.나는 결정내리는 것이 전보다.약간 힘들다.( )
2.나는 결정내리는 것이 전보다.훨씬 힘들다.( )
3.나는 이제는 아무 결정도 내릴 수가 없다.( )



14) 0.나는 평소보다 내 모습이 더 보기 싫어진 것 같지는 않다.( )
1.내 모습은 호감을 줄 수 없게 변해버린 것 같다.( )
2.나는 나이 들어 보이거나 호감을 못 줄 것 같아 걱정이다.( )
3.내 모습이 형편없이 추하다고 확신한다.( )

15) 0.나는 평소처럼 일을 할 수 있다.( )
1.어떤 일을 하려면 평소보다 더 힘이 든다 ( )
2.무슨 일이든 하려면 무척 힘이 든다.( )
3.나는 전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 )

16) 0.나는 평소처럼 잠을 잘 수가 있다.( )
1 나는 평소처럼 잠을 자기가 약간 어렵다.( )
2 나는 평소보다 한두 시간 가량 더 일찍 깨고 다시 잠들기가 어렵다.( )
3.나는 평소보다 두 시간 이상 더 일찍 깨고 다시 잠들 수가 없다.( )

17) 0.나는 평소보다 더 피곤하지 않다.( )
1.나는 평소보다.더 쉽게 피곤해진다.( )
2.나는 무엇을 해도 언제나 피곤해 진다.( )
3.나는 너무나 피곤해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 )

18) 0.내 식욕은 평소와 다름이 없다.( )
1.나는 요즈음 식욕이 많이 떨어졌다.( )
2.나는 요즈음 평소보다 식욕이 좋지 않다.( )
3.나는 요즈음 식욕이 전혀 없다.( )

19) 0.요즈음 체중이 별로 줄지 않았다.( )
1.전보다.몸무게가 2킬로그램 가량 줄었다.( )
2.전보다.몸무게가 5킬로그램 가량 줄었다.( )
3.전보다 몸무게가 7킬로그램 가량 줄었다.( )
*.나는 현재 음식조절로 체중을 줄이고 있는 중이다.예______아니요______

20) 0.나는 전보다 건강에 대해 더 걱정하지 않는다.( )
1.나는 여러 가지 통증,소화불량 또는 변비 등으로 건강이 걱정된다.()
2.나는 건강이 매우 걱정되어서 딴 일을 생각하기 어렵다.( )
3.나는 건강이 너무 걱정되어서 딴 일은 생각조차 할 수 없다.( )



21) 0.나는 요즈음 성(sex)에 대한 관심이 예전과 같다.( )
1.나는 평소보다 성(sex)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 )
2.나는 요즈음 성 (sex)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줄었다.( )
3.나는 성 (sex)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잃었다.( )

ⅥⅥⅥ...사사사회회회적적적 지지지지지지 척척척도도도...
귀하의 생각과 같은 곳에 0표하세요.

아주
조금 조금 보통 많이 아주

많이
1.주위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 고맙게 생
각했다. 1 2 3 4 5

2.주위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 주었다. 1 2 3 4 5

3.주위 사람들이 나를 염려해 주었다. 1 2 3 4 5

4.주위 사람들이 나에게 필요한 정보와 충고를 주었다. 1 2 3 4 5

5.내가 너무도 많은 일을 한꺼번에 해야 했을 때 주
위사람들이 도와주었다. 1 2 3 4 5

6.중요한 고민이나 감정들을 털어놓고 싶었을 때 주
위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1 2 3 4 5

7.주위 사람들과 다투었다. 1 2 3 4 5

8.주위사람들이 나의 신경을 건드렸다. 1 2 3 4 5

9.주위 사람들이 나의 생각이나 느낌을 잘못 이해했다. 1 2 3 4 5

10.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못마땅한 방
식으로 주위 사람들이 일을 처리했다. 1 2 3 4 5

11.주위 사람들이 나를 불쾌하거나 화난 태도로 대
했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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