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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호스피스환자 가족의 삶의 질과 가족부담과의 계

이 은 주* · 김 향 동**

서  론

연구의 필요성

암은 죽음을 연상하게 되어 환자나 그의 가족들에게 

육체 , 심리 인 안녕에 험을  뿐 아니라 신체 , 

정신 , 인 면에 향을 주어 삶의 질을 변화시키

게 된다(Sharon & Shelly, 1980).

호스피스에서는 삶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과정에 있

는 환자들의 삶의 질 증진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이

때 환자의 가장 가까이에서 환자의 안녕 증진을 도와

주는 가족의 삶의 질이 고려되어야 한다. 가족의 삶의 

질은 그들의 안녕과 련이 깊어서 안녕감이 높은 가

족은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에 도움을 주며 반 로 가

족의 긴장감은 가족구성원의 안녕에 직 으로 향

을 주어 삶의 질을 하시킨다(Fink, 1995 : Lewandowski 

& Jones, 1988).

더욱이 호스피스 환자 가족은 환자를 돌보는 과정에

서 소진을 경험하고 소진은 가족의 삶의 질을 하시

키게 된다(McMillan & Mahon, 1994). 가족의 삶의 질

은 환자의 삶의 질과도 한 계가 있으므로 호스

피스에서 가족의 삶의 질은 기본 으로 고려되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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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조 , 1993 : McMillan & Mahon, 1994; 노유자, 한

성숙, 김춘길, 1997).

암과 같은 만성질환자 가족은 환자를 돌보는 역할과 

련되어 만성  스트 스를 경험하게 되므로써 신체

 건강문제와 피로, 부담감, 고립감  좌 감등의 정

신 ․사회  문제를 경험하게 되고 결국 이러한 어려

움은 만성질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안녕, 곧 삶의 질에 

부정 인 향을 가져온다(Oberst, Thomas, Gass, & 

Ward, 1989).

만성질환으로서의 암은 진단시부터 환자와 가족 모

두에게 지속 인 긴장을 래할 수 있으며(권인수, 은

, 1999; 김춘길, 1997; Nijboer et al., 1998), 권인수 등

(1999)은 암환자는 질환의 성기 혹은 극 인 치료 

기간을 제외하고는 가정에서 가족들의 돌 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지속 인 긴장을 

래한다고 하 으며, 박연환 등(2000)도 암환자 가족

은 역할과다, 역할가등, 환자를 돌보는 새로운 역할에 

한 정보부족 등으로 부담을 느낀다고 보고하 다. 

김희승(2003)도 말기 암환자를 돌보는 일 자체가 신체

, 정서 , 경제  부담으로 높은 스트 스를 유발하

며 가족들은 피로, 슬픔, 우울, 불안, 두려움 등의 증상

을 호소하게 된다고 보고하여 가정에 머물고 있는 암 

환자를 가진 가족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복례, 김경혜(2003)의 연구에서도 암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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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은 정보에 한 간호요구가 가장 많고 부담감을 

크게 느끼고 있다고 하 다. 

특히 우리나라 가족은 유 가 하고 가족원 에 

환자가 발생하면 가족이 환자를 돌보는 것을 당연시하

고 있기 때문에 장기간 환자를 돌 야 하는 일차 인 

책임을 지고 있는 주가족 간호자들의 부담은 가 될 

수 있다(이은정, 1996; 한숙정, 1992; Shapiro, Perez, & 

Warden, 1998)

지 까지의 암과 련된 삶의 질과 부담감 연구의 

부분이 환자 심에 을 두어왔으며(오복자, 1996; 

한유복, 노유자, 김남   김희승, 1990; Finlay & 

Dunlop, 1994; Zacharias, Gilg & Foxall, 1994), 더욱이 

국내에서는 암환자 가족의 삶의 질에 한 연구가 아

주 부족할 뿐만 아니라, 호스피스의 환자와 가족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주로 죽음에 한 태도나 인식 

등을 다루고 있었으며(노유자, 김나   이선미, 

1996), 암질환의 치료과정과 말기의 가족의 삶의 질을 

비교한 연구는 노유자, 김춘길(2002) 외에 거의 찾을 

수 없었다. 한 국내에서도 만성질환을 가진 아동이

나 성인, 정신질환자, 는 노인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감에 한 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연구들이 발표

되어 왔다(김용분, 이정섭, 1999; 김 미 외, 1998; 노

숙, 1997; 손 주 외, 2000; 정승희, 유양경, 1997; 이경

희, 박청자, 2003; 홍여신 외, 2000). 하지만, 호스피스 

환자 가족들을 상으로 한 가족 부담감을 분석한 연

구는 주로 암 환아 어머니를 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말기암환자 가족의 부담감에 한 연구(박연환, 한혜

진, 2000; 장숙랑, 이선자, 2000; 정복례, 김경혜, 2003)

도 소수일 뿐이다. 

따라서 환자의 리인이자 주 간호제공자가 가족임

을 감안하고, 호스피스 환자들이 가정에서 임종을 맞기

를 바라는 실정이며, 종합병원에서도 가정 간호사의 활

동이 증가되어 재가 호스피스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그

에 따른 가족들의 부담감과 삶의 질의 문제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시 에서의 재가 호스피스 환자 가족의 

삶의 질과 부담감에 한 기  자료의 조사가 실하

며, 이를 토 로 한 간호 재 개발이 시 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호스피스 환자 가족의 삶의 질

과 부담감 정도와 재가 호스피스 환자 가족들의 삶의 

질과 부담감과의 계를 악하여 호스피스 환자 가족

의 간호 재에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

본 연구는 호스피스 가족 즉, 재가 호스피스환자 가

족의 삶의 질과 부담감 정도를 악하고 비교하여 그

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부담감을 여주는데 필요한 

기  자료를 제공하기 함이며 구체 인 목 은 다음

과 같다.

1) 재가 호스피스환자의 가족의 삶의 질 정도를 

악하고 비교한다.

2) 재가 호스피스환자의 가족의 삶의 질 정도에 

향을 미치는 측요인을 분석한다.

3) 재가 호스피스환자의 가족부담감을 악하고 비

교한다.

4) 재가 호스피스환자의 가족부담감에 향을 미치

는 측요인을 분석한다.

5) 재가 호스피스환자의 가족부담감과 삶의 질의 

계를 악하고 비교한다.

용어의 정의

1) 호스피스 환자 가족

(1) 이론  정의: 암이나 불치의 병으로 진단을 받은 

후, 수술이나 항암요법 등 의학  치료로 더 이

상의 치료 효과를 기 하기 어렵고, 6개월 내지 

1년 정도밖에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아 호스피

스 간호를 받기로 자청한 자의 가족을 의미한다

(김수지 등, 1997, p.16).

(2) 조작  정의: 본 연구에서 호스피스 환자 가족은 

호스피스 환자에 한 책임을 지고 있는 배우자, 

부모, 형제, 자매, 며느리, 자녀  호스피스 환자

를 주로 돌보는 가족으로서 18세 이상의 성인 1

인을 의미한다.

2) 삶의 질

(1) 이론  정의 : 신체 , 정서 , 사회 경제  역

에서 각 개인이 지각하는 주 인 안녕을 의미

한다(노유자, 1988).

(2) 조작  정의 : 호스피스 환자 가족의 삶의 질은 

노유자(1988)의 삶의 질 측정도구인 정서상태 9

문항, 경제 상황 11문항, 자아존 감 8문항, 신체

 상태와 기능 9문항, 이웃 계 4문항, 가족 

계 6문항의 47개 문항을 이용하 으며 이는 



호스피스학술지 제6권 제2호

- 71 -

반 인 생활에 해 개인이 지각하는 생활 만족

도를 의미하며, 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 정도가 

높다.

3) 가족부담감

(1) 이론  정의 : 가족이 간호를 수행하면서 의무나 

책임을 가지게 되는 반응으로 두려움이나 죄책

감과 같이 막연하게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느낌, 

태도, 감정을 뜻한다(Montgomert, 1985).

(2) 조작  정의 : 본 연구에서는 서미혜, 오가실

(1993)의 주  부담감 측정도구를 기 로 하

여 연구자가 작성한 부담감 측정도구에 의해 측

정된 수로 수가 높을수록 부담감이 커짐을 

의미한다.

연구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재가 호스피스 환자 가족의 삶의 질과 가

족부담감과의 계를 알아보기 한 서술  상 계 

연구이다.

연구 상

연구는 2004년 4월에서 11월까지 6개월 동안 구, 

경북지역에 소재한 병원, 보건소, 지역사회간호센터를 

심으로 챠트 는 기록을 검토하여 객 인 의사소

통이 가능한 181명의 재가 호스피스 환자를 선택하여 

그 가족들에게 화로 연구 목 을 설명하고 참여 동

의를 구하 다. 재가 호스피스 환자 가족 방문 시 환자

가 임종을 하 거나, 방문 는 설문지 간에 거 하

는 상자 87명이 제외되고 최종 94명이 본 연구에 참

여하 다.

연구도구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 으며 질문지의 내용은 

인구사회학  특성 15문항, 가족부담감 25문항, 삶의 

질 47문항으로 총 82문항으로 구성하 다.

1) 삶의 질 측정도구

재가호스피스 환자 가족이 지각하는 삶의 질 측정도

구는 노유자(1998)의 삶의 질 측정도구로 5  척도로 

된 총 47문항을 이용하 다. 이 도구는 정서 상태 9문

항, 경제 상태 11문항, 자아 존 감 8문항, 신체 상태와 

기능 9문항, 이웃 계 4문항, 가족 계 6문항으로 구성

되었고 측정 결과 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개발당시 Cronbach's α는 0.95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0.94이다.

2) 부담감 측정도구

재가호스피스환자 가족이 지각하는 부담감에 한 

측정은 서미혜, 오가실(1993)이 선행연구에 한 고찰

을 기 로 오가실, 채선미, 나 (1999)에 의해 개발된 

가족부담감 측정도구를 사용하 다. 의존, 경제 , 정

서 , 조정  요구, 돌 의 평가/의미, 미래의 안녕의 

6요인으로 구성되며 총 25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각 

역은 환자를 돌보면서 경험하게 되는 재의 느낌이나 

생각을 “  그 지 않다”에서 “매우 그 다”까지의 

5  척도로 측정하게 되어있으며 개발 당시 Cronbach's 

α는 0.89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는 0.82이다.

자료 수집  분석 방법

자료수집 기간은 2004년 4월에서 11월까지 으며, 

연구자와 연구조원이 사 에 화 통화로 참여동의를 

구하 고, 참여를 허락한 재가 호스피스 환자와 가족

을 방문하여 면담을 통하여 구조화된 질문지를 연구

상자가 직  작성하거나 연구자와 연구조원이 읽어주

고 기입하는 형식을 취하 다. 

자료분석은 SPSS 11.0 통계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

석하 다.

․재가 호스피스 환자와 가족의 일반 인 특성은 

frequency를 이용하여 빈도 수, 백분율을 구하 고, 

․재가 호스피스 환자 가족의 삶의 질과 가족부담감

은 평균, 표 편차, 최 값, 최소값을 이용하여 분

석하 다.

․재가 호스피스 환자 가족의 삶의 질과 가족부담감

의 계를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

하 다.

․재가 호스피스 환자 가족의 삶의 질과 가족부담감



- 72 -

Variable n %

Sex Male 25 26.6%

 Female 69 73.4%

Age ～29 16 17.0%

 30～39 17 18.1%

 40～49 30 31.9%

 50～59 19 20.2%

 60～ 12 12.8%

Relationship Spouse 37 39.4%

 Parent 15 16.0%

 Siblings 2 2.1%

 Children 36 38.3%

 Other 4 4.3%

Religion Christian 26 28.0%

 Catholic 5 5.4%

 Buddism 30 32.3%

 None 32 34.4%

Education None 3 3.2%

 Elementary school 15 16.0%

 Middle school 10 10.6%

 High school 38 40.4%

 More then College 28 29.8%

Marriage state Couple 75 79.8%

 Single 18 19.1%

 Separation by death 1 1.1%

Economic activity Yes 31 34.1%

 No 60 65.9%

Economic state ～99 39 43.3%

(×￦10,000) 100～149 14 15.6%

 150～199 12 13.3%

 200～249 11 12.2%

 250～299 9 10.0%

 300～349 2 2.2%

 350～ 3 3.3%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 of home-based hospice patient families                       (N=94)

에 미치는 측요인을 알기 해 Regression stepwise

로 분석하 다.

연구결과

재가 호스피스 환자 가족의 일반  특성

재가 호스피스 환자 가족의 응답자  69%가 여성

이었으며, 나이는 40 가 30%, 50 가 20.2%, 30 가 

18.1%, 30세 이하가 17%, 60세 이상이 12.8%의 순이었

다. 환자와의 계는 배우자가 39.4%, 자녀가 38.3%, 

부모가 16.0%의 순이었고, 종교는 무교가 34.4%, 불교

가 32.3%, 기독교가 28%, 가톨릭이 5.4%, 기타가 4.3%

다. 교육수 은 고등학교 졸업이 40.4%, 졸 이상이 

29.8%, 등학교 졸업 16.0% 다. 결혼 상태는 기혼이 

79.8%로 가장 높았으며,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34.1% 고, 경제 상태는 99만원/달 미만이 43.3%, 로 

가장 높았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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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n %

Diagnosis Gastrointestinal 38 42.2

 Hepatobilliary 15 16.7

 gynecology 4 4.4

 urology 4 4.4

 respiratory 8 8.9

 Hemato-oncology 14 15.6

 Other 7 7.8

Sex Male 63 67.0

 Female 31 33.0

Age 40～49 15 16.0

 50～59 26 27.7

 60～69 24 25.5

 70～79 20 21.3

 80～ 9 9.6

The period after ～1 40 44.0

onset od diagnosis 1～2 17 18.7

 2～3 16 17.6

 3～4 11 12.1

 4～5 7 7.7

A number of  1～5 58 64.4

administration 6～10 19 21.1

 11～15 6 6.7

 16～20 2 2.2

 21～ 5 5.6

Education None 12 12.8

 Elementary school 38 40.4

 Middle school 11 11.7

 High school 24 25.5

 More then College 9 9.6

Economic activity Yes 40 43.5

 No 52 56.5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 of home-based hospice patient                                  (N=94)

재가 호스피스 환자의 일반  특성

재가 호스피스 환자의 일반  특성은 장 계 암이 

42.4%, 간 담도계 암이 16.7%, 액 종양이 15.6%의 순

으로 나타났고, 성별은 남성이 67.0%로 가장 많았다. 

나이는 50 가 27.7%, 60 가 25.5%, 70 가 21.3%, 40

가 16.0%의 순으로 나타났고, 진단을 받은 후 1년 미

만인 자가 44.0%, 1년 이상 2년 미만인 자가 18.7%, 2

년 이상 3년 미만인 자가 17.6%의 순이었고, 입원 횟수

는 5회 미만이 64.4%, 6년 이상 10년 미만이 21.1%

고, 교육수 은 등학교 졸업이 40.4%, 고등학교 졸업

이 25.5%, 학교 졸업이 11.7%의 순이었으며, 경제활

동은 56.5%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재가 호스피스 환자 가족의 부담감

재가 호스피스 환자 가족의 부담감  미래의 안녕

에 한 부담감은 1-5의 범   평균 3.85(1.10)로 가

장 높았고, 경제  부담감은 1-5의 범   평균 3.63 

(0.97), 의존에 한 부담감은 1-4.75의 범   평균 

3.53(0.79), 정서  부담감은 1.33-4.75의 범   평균 

3.23(0.72), 간호에 한 부담감은 2-4.5의 범   평균 

3.21(0.54)의 순이었으며, 요구와 조정에 한 부담감이 

1-4.5의 범   2.72(0.76) 으로 가장 낮았다. 재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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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ension Mean Std. Deviation
Range

max min

Wellness of future 3.85 1.10 5.00 1.00 

Economical burden 3.63 0.97 5.00 1.00 

Dependence burden 3.53 0.79 4.75 1.00 

Emotional burden 3.23 0.72 4.67 1.33 

Care burden 3.21 0.54 4.75 2.00 

Menipulation and a demend 2.72 0.76 4.50 1.00 

Burden total 3.36(58.5%) 0.55 4.36 1.50

Table 3. Family burden score of home-based hospice patient about variable                  (N=94)

Dimension Mean Std Deviation
Range

max min

Economic status 2.86 0.54 4.27 1.00 

Physical state and function 3.01 0.62 4.89 1.44 

Self-esteem 3.18 0.49 4.38 2.00 

Emotional state 3.21 0.70 4.89 1.78 

Family relationship 3.22 0.55 4.83 1.33 

Neighborhood relationship 3.27 0.55 4.75 1.25 

Quality of life of the Home-Based Hospice Patient Families 3.09(53.1%) 0.48 4.53 1.83

Table 4. Quality of life of the Home-Based Hospice Patient Families about dimensions      (N=94)

스피스환자의 가족의 부담감은 1.50-4.36의 범   평

균 3.36(0.55)으로, 58.5%가 평균 이상의 가족부담감을 

보 다<Table 3>.

재가 호스피스 환자 가족의 삶의 질

재가 호스피스 환자 가족의 삶의 질  경제 상태는 

1-4.27의 범   평균 2.86(0.54)으로 가장 낮았으며, 

그 다음인 신체 상태와 기능은 1.44-4.89의 범   평

균 3.01(0.62), 자기효능감은 2-4.38의 범   평균 

3.18(0.49), 정서 상태는 1.78-4.89의 범   평균 

3.21(0.70), 가족 계는 1.33-4.83의 범   3.22(0.55)

이었고, 가장 높은 삶의 질 역은 이웃 계로 

1.25-4.75의 범 로 평균 3.27(0.55)이었다. 재가 호스피

스환자 가족의 삶의 질은 1.33-4.53의 범   평균

3.09(0.48) 으로 53.1%가 평균 이하의 삶의 질을 보

다<Table 4>.

재가 호스피스 환자 가족의 삶의 질과 부담감과의 

상 계

재가 호스피스 가족의 삶의 질과 가족부담감의 상

계를 분석한 결과 상 계수가 -0.257로 역 상 계

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차원별로 상 계를 

분석한 결과 경제  부담감과 삶의 질이 역 상 계

가 있었으며(r=-0.232), 가족부담감은 재가호스피스 환

자의 삶의 질 역인 정서  상태(r=-0.366), 신체  상

태와 기능(r=-0.230), 경제  상태(r=-0.207)와 역 상

계를 보 다<Table 5>.

재가 호스피스 환자 가족의 부담감에 향을 주는 

측요인

재가 호스피스환자 가족의 부담감에 향을 주는 

측요인을 악하기 하여 가족과 환자의 일반  특성, 

가족 계, 이웃 계, 정서 상태, 신체 상태와 기능, 자

기 효능감, 경제 상태를 심으로 단계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재가 호스피스환자 가족의 부담감에 향을 주는 가

장 요한 측요인은 정서 상태로 나타났으며, 이는 

가족부담감에 11%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R
2=0.11, p=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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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relationship

Neighborhood 

relationship
Emotional state

Physical state 

and function
Self-esteem Economic status Quality of life

Wellness of 

future
-0.016 -0.001 -0.186 -0.178 -0.082 -0.095 -0.139 

Economical 

burden
-0.100 -0.037 -0.316* -0.197 -0.124 -0.203* -0.232* 

Dependence 

burden
-0.044 -0.026 -0.197 -0.182 -0.007 -0.155 -0.153 

Emotional 

burden
-0.060 -0.001 -0.307* -0.161 -0.120 -0.157 -0.199 

Care burden -0.054 0.026 -0.326** -0.164 -0.097 -0.082 -0.177 

Menipulation 

and a demend 
-0.116 -0.032 -0.178 -0.027 -0.141 -0.130 -0.137 

Burden total -0.094 -0.021 -0.366** -0.230* -0.141 -0.207* -0.257*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2-tailed).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2-tailed).

Table 5. The correlation of Family Burden and Quality of Life of the Home-Based Hospice 

Patient Families                                                                           (N=94)

Variable R R Square B Beta t p

Economic state 0.43 0.18 0.12 0.42 4.20 0.000

Age 0.54 0.29 -0.01 -0.32 -3.43 0.000

Table 7.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of general characteristic and quality of life             (N=94)

Variable R R Square B Beta t p

Emotional status 0.332 0.110 -0.268 -0.332 -3.128 0.002

Table 6.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of general characteristic and Family Burden            (N=94)

재가 호스피스 환자 가족의 삶의 질에 향을 주

는 측요인

재가 호스피스 환자 가족의 삶의 질에 향을 주는 

측요인을 악하기 해 가족과 환자의 일반  특성, 

미래의 안녕감, 경제  부담감, 의존에 한 부담감, 정

서  부담감, 간호에 한 부담감, 조정과 요구에 한 

부담감을 심으로 단계별 회귀분석으로 분석한 결과

는 <Table 7>과 같다. 

재가 호스피스 환자 가족의 삶의 질에 향을 주는 

가장 요한 측요인은 경제상태가 호스피스 환자 가

족의 부담감에 18%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R
2=0.18, p=0.000), 연령이라는 요인이 첨가되면 

11%가 증가된 29%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R2=0.29, p=0.000).

논  의

본 연구는 재가 호스피스 환자 가족의 삶의 질과 가

족부담감의 정도와 계를 규명하기 한 연구로 본 

연구에서 밝 진 결과를 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재가 호스피스 환자 가족의 일반 인 특징으로 나이 

성별, 환자와의 계, 종교, 교육수 , 결혼 상태, 경제 

활동, 경제 상태와 재가 호스피스 환자의 일반  특성

으로는 진단명, 성별, 나이, 진단 후 기간, 입원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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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 , 경제활동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주 간호자의 73.4%가 여성이었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환자의 성별은 남성이 67%이었는데 

이는 2003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암 리 사업

의 통계결과에서사망자  암으로 사망한 남성이 

29.7%, 여성이 21.2%라고 보고하 고, 이는 암 사망자

의 58%가 남성이라는 것을 뒷받침한다. 그런데 여기에

서, 주 간호 상자로 여성이 많은 것은 환자와의 계

에서 배우자 39.4%가 여성이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나머지 34.0%가 여성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원의 

돌  행 에서 여성의 역할이 크며, 가족 에 호스피

스 환자가 있을 경우 같은 가정 안에서 부담감의 증가

와 삶의 질의 하를 여성이 남성보다  이 겪는다는 것

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재가 호스피스 환자 가족의 경제 상태를 

살펴보면 월 99만원 이하가 43.3%, 100만원 이상 150만

원 미만이 15.6%로 총 58.9%가 150만원 미만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환자가 부분 남성 67.7%임을 감안

해 볼 때 가정 내 주 경제소득원이 없어지면서 발생하

는 것이라 사료 된다. 

재가 호스피스 환자 가족의 암 발생 연령을 보면 40

 이상에서 모두 발병하 으며, 장 계 42.2%, 간담

도계 16.7%, 액종양 15.6%의 순이었고, 통계청(2003)

의 자료에 의하면 사망자  암이 18.5%, 간암 

17.3%, 액종양 2.3%의 순으로 비슷한 결과를 보 다.  

재가 호스피스 환자 가족의 부담감은 5  척도에서 

평균 3.36(4  척도 환산 시 2.68)으로, 58.5%가 평균 

이상의 가족부담감을 보 다. 재가 호스피스 환자 가

족을 상으로 가족의 부담감을 연구한 논문은 장숙랑, 

이선자(2000)의 연구 외에는 무한 실정이었으며, 여

기에서의 가족부담감 수는 본 연구 결과와 비교해서 

1.49 이 낮았다(5  척도, 1.87). 연구 결과가 상이한 

것은 정숙랑, 이선자(2000)의 연구에서는 상자들의 

성향이 경제 인 것을 고려하지 않고 환자의 간호에 

취 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언 하 고, 본 연구의 

상자들은 경제 인 부담감을 가족의 부담감 역 에

서 평균 3.63으로 2번째로 높게 나올 만큼 경제 인 부

담을 느끼고 있다는 데에 차이가 있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가족들의 성향을 고려하여 가족 부담감을 측

정하지 못하 으므로, 추후의 연구에서 가족부담감과 

가족성향과의 계 연구가 더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재가 호스피스 환자 가족의 삶의 질은 5  척도에서 

평균 3.09 으로 53.1%가 평균 이하의 삶의 질을 보

다. 재가 호스피스 환자 가족의 삶의 질 역에서 경제 

상태는 평균 2.86으로 가장 낮았으며, 그 다음은 신체 

상태와 기능이 평균 3.01, 자기효능감이 평균 3.18, 정

서 상태가 평균 3.21, 가족 계가 평균 3.33, 이웃 계

가 평균 3.22 순이었다. 노유자, 김춘길(2002)의 재가 

호스피스 환자 가족의 삶의 질은 평균 2.79로 본 연구

와 평균 0.3의 차이로 비슷하며, 각 역에서 경제 상

태가 평균 2.67, 자기효능감이 평균 2.88, 가족 계가 

평균 3.68로 비슷한 결과를 보 다. 노유자, 김춘길

(2002)의 재가 호스피스 환자 가족의 삶의 질  경제

상태 역이 낮게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도 경제상

태가 삶의 질 역  가장 낮은 평균 2.86이었다. 그러

나 노유자, 김춘길(2002)의 연구에서 재가호스피스 환

자 가족의 삶의 질  정서상태가 2.64로 가장 낮은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평균 0.57  높은 3.21로 총 6 

역에서 5번째로 높은 것은, 본 연구의 상자는 모두가 

암환자인데 반해 노유자, 김춘길(2002)의 연구에서는 

암 이외의 질환을 가진 환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볼 때 진단명에 따른 호스피스 환자의 삶의 질에 차이

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재가호스피스 환자 가족의 삶의 질과 가족부담감과

의 계는 역상 계인 상 계수 -0.257로 나타났는

데, 호스피스 환자 가족을 상으로 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으나, 만성질환자 가족을 상으로 한 다수의 

연구에서 가족부담감과 삶의 질은 역 상 계를 가진

다고 보고하 다(김용분, 이정섭, 1999; 김정숙, 2001; 

이경희, 박청자, 2002, 이혜 , 1998). 호스피스 환자 가

족을 상으로 한 가족부담감에 한 지속 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재가 호스피스 환자 가족부담감에 향

을 주는 주 측인자는 정서 상태이며 11%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는 가족부담감을 감소시키

는 방안으로 정서 인 지지와 리를 포함시킨다면, 

재가 호스피스 환자 가족의 재 로그램 계획이 더

욱 효과 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재가 호스피스 환자 가족의 삶의 질에 

향을 주는 주 측인자는 경제 상태가 18% 고, 연

령이라는 요인이 첨가되면 29%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유자, 김춘길(2002)의 가족의 경

제 상태의 일반  특징이 삶의 질에 17% 향을 미친

다는 보고와 암 환자의 재발에 따라 가족의 경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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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부담감이 커진다는 조 숙, 김수지, Martinson, 

I.(1992)의 연구, 정승희, 유양경(1997)의 연구에서 가족

원의 삶의 질  가족의 총 월수입이 8.6%의 설명력을 

갖는다는 결과와 유사한다. 그러므로 재가 호스피스 

환자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해서는 국가 차

원에서의 경제 인 지원 강화와  의료수가 정책상 

암 련 수가가 고액이라는 에서 암환자의 암조기검

진 보험 용  건강보험 보장성 확  등 의료수가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결론  제언

본 연구는 재가 호스피스 환자 가족의 삶의 질과 가

족부담감과의 계를 알아보기 한 서술  상 계 

연구로, 구, 경북지역에 소재한 병원, 보건소, 지역사

회간호센터를 심으로 챠트 는 기록을 검토하여 객

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181명의 재가 호스피스 환

자를 상으로 하 다. 재가 호스피스 환자 가족 방문 

시 환자가 임종을 하 거나, 방문 는 설문지 간에 

거 하는 상자 87명이 제외되고 최종 94명이 본 연

구에 참여하 다. 자료수집 기간은 2004년 4월에서 11

월까지 으며, 연구자와 연구조원이 사 에 화 통화

로 참여 동의를 구하 고, 참여를 허락한 재가 호스피

스 환자와 가족을 방문하여 면담을 통하여 구조화된 

질문지를 연구 상자가 직  작성하거나 연구자와 연

구조원이 읽어주고 기입하는 형식을 취하 다.

삶의 질 측정도구는 노유자(1998)의 삶의 질 측정도

구로 5  척도로 된 총 47문항을 이용하 다. 이 도구

는 정서 상태 9문항, 경제 상태 11문항, 자아 존 감 8

문항, 신체 상태와 기능 9문항, 이웃 계 4문항, 가족

계 6문항으로 구성되다. 부담감 측정도구는 오가실, 채

선미, 나 (1999)에 의해 개발된 가족부담감 측정도

구를 사용하 다. 의존, 경제 , 정서 , 조정  요구, 

돌 의 평가/의미, 미래의 안녕의 6요인으로 구성되며 

총 25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자료분석은 SPSS 11.0 통계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

석하 다.

․재가 호스피스 환자와 가족의 일반 인 특성은 

frequency를 이용하여 빈도 수, 백분율을, 재가 호

스피스 환자 가족의 삶의 질과 가족부담감은 평균, 

표 편차, 최 값, 최소값을, 재가 호스피스 환자 

가족의 삶의 질과 가족부담감의 계를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재가 호스피스 환자 가족

의 삶의 질과 가족부담감에 미치는 측요인을 알

기 해 Regression stepwise로 분석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재가 호스피스환자의 가족의 부담감은 1.50-4.36

의 범   평균 3.36(0.55)으로, 58.5%가 평균 이

상의 가족부담감을 보 다. 

2) 재가 호스피스환자 가족의 삶의 질은 1.33-4.53의 

범   평균3.09(0.48) 으로 53.1%가 평균 이하

의 삶의 질을 보 다.

3) 재가 호스피스 가족의 삶의 질과 가족부담감의 

상 계를 분석한 결과 경제  부담감과 삶의 

질이 역 상 계가 있었으며(r=-0.232), 가족부

담감은 재가호스피스 환자의 삶의 질 역인 정

서  상태(r=-0.366), 신체  상태와 기능

(r=-0.230), 경제  상태(r=-0.207)와 역 상 계

를 보 다. 

4) 재가 호스피스환자 가족의 부담감에 향을 주는 

가장 요한 측요인은 정서 상태로 나타났으

며, 이는 가족부담감에 11%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R
2=0.11, p=0.000).

5) 재가 호스피스 환자 가족의 삶의 질에 향을 주

는 가장 요한 측요인은 경제상태가 호스피스 

환자 가족의 부담감에 18%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R
2=0.18, p=0.000), 연령이라

는 요인이 첨가되면 11%가 증가된 29%의 설명력

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R
2=0.29, p=0.000).

제언

1. 재가 호스피환자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하여 

국가 차원에서의 경제  지원강화와 암환자의 의

료수가 재정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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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the Relation between 

Quality of Life and Family Burden

of Home-based Hospice Patient 

Families

Lee, Eun Ju* ․ Kim, Hyang Dong**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sis 

relationship about quality of life and family burden 

of the home-based hospice patient families.

Method: The subjects consisted of 94 families with 

home-based hospice patient. The ages of the 

subjects were 17-73 years with hospice patient who 

receivedhome visiting care and registered at 4 

hospitals in Daegu and Kyung-Buk. The data was 

collected from March to November 2004. The 

instruments used for the study were Quality of 

Life Scale (GLS) and Family Burden Questionnaire 

(FBQ). The analysis was done using frequency, 

mean, standard deviation, correlation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with SPSS WIN 11.0.

Result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mean score of family burden was 3.36 

(±0.55). The highest mean score of family 

burden 6 factors were wellness of future 

* Department of Nursing, Andong Science College

** Department of Nursing, Kyungdong College of Techno- 

Information

3.85(±1.10), and the second was economic family 

burden 3.63(±0.97).

2. The mean score of quality of life was 3.09 

(±0.48). The lowest score of quality of life 6 

factors were economic status 2.86(±0.54), and 

the second was physical state and function 

3.01(±0.62).

3. In the home-based hospice patient families, 

family burden had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ith quality of life(r=-0.25, p=0.012).

4. Emotional status accounted for 11% of family 

burden in the home-based hospice patient 

families by means of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5. Economical status accounted for 18 and age 

accounted for an additional 11% of quality of 

life in the home-based hospice patient families 

by means of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Conclusion: The finding showed that family 

burden and quality of life of home-based hospice 

patient families were significantly negative 

correlation and the highest factor of family burden 

was wellness of future and the most important 

factor of quality of life was economic status.

Key Words: Family burden, Quality of life, Home- 

based hospice patient famil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