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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ssment and Management of Suffering

Barbara Martin

Palliative Care Consultant, The Northern Hospital Epping, Victoria, Australia

One of the most common things that relatives / 

friends of dying people say is that they don’t want 

their loved one to suffer. As a Palliative Care 

consultant my observations are that the family and 

carers often seem to suffer more than the patient 

him / her self.

If we in palliative care are to help both patient 

and family we need to know 

What is suffering?

What causes suffering? 

How do we assess suffering and 

Finally how can suffering be managed?

What is suffering?

Definition

Dictionary, Oxford Concise: 

  Undergo, experience, or be subjected to pain, 

distress, injury, loss or anything unpleasant 

  Be badly affected by illness – example-"suffering 

from depression"

R Woodruff: Palliative Medicine (1993):

  Distress associated with events that threaten the 

intactness or wholeness of the person 

R Woodruff expanded the definition with following 

4 important points

  1. suffering is experienced by persons – not just 

body or mind

  2. suffering can result from interference, interruption 

of any aspect of person, pain, physical, 

psychological, social, cultural, spiritual

  3. great individual variation in degree of suffering

  4. In acute illness there may be little suffering 

even with major problems, as the person 

understands the meaning of the threat / 

problem and that it will be of limited 

duration. However in Palliative Care the 

people have chronic, progressive disease 

without hope of cure and there is almost 

always some degree of suffering in both 

patient and family

There is the concept of Total Suffering,  that is all 

causes of suffering play some part and add 

together to cause Total Suffering. 

(see figure1)

These causes also interrelate with each other and 

can modify the amount of suffering that is ca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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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 figure 2)

pain,

physical symptoms- such as nausea and vomiting 

psychological –such as depression 

social – such as financial worries cultural

spiritual – such as feeling illness is punishment 

from God

Pain - Suffering

Figure 1

Pain - Suffering

Figure 2

Assessment - must be holistic approach

The presence / degree of suffering each one of 

these factors must be considered during history 

taking and examination

Pain – this may be due to tissue damage – 

nociceptive pain or nerve damage – neuropathic 

pain Note – in patients with cancer the 

presence of pain is a continual reminder of the 

disease and the increase or return of pain may 

signify the progression of disease. Therefore we 

need to understand the significance of pain for 

the patient/family. A very common fear is that 

the person will die in pain and can be a major 

cause of distress to both patient and family " I 

don’t want to die in pain", "I can’t bear to see 

him suffer, he must not be in pain"

Physical Problems - these are many and can affect 

most parts of the body

  Nausea and vomiting

  Loss of appetite

  Weight loss

  Constipation

  Diarrhoea

  Dyspnoea, with or without cough

  Itch – generalised 

  Bleeding

  Fatigue, weakness

Psychological: these often overlap with social and 

spiritual aspects, difficult to separate

  Feeling of isolation

   - People don’t come to visit - don’t know what to 

say, fear of catching the disease

   - Barrier with family who will not talk about 

the disease or possibility of dying ,unable to 

express fears or wishes re future 

   - Barrier with medical team who will not talk 

about the disease, present status or prognosis.  

  Depression –Life has lost meaning

    Mourn past and future losses – not seeing 

children / grand children grow up unable to 

fulfil plans for after retirement such as travel

    Powerless to change the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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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r – fear of dying, often the process of dying 

rather than death itself

  fear of the unknown

  fear of being buried while still alive 

Anxiety – very common in people with breathlessness

  concern about future care of family

  anxious about being a burden on family/carer

Multiple losses

  Loss of independence – unable care for self, 

incontinence 

  Loss of status- family, job

Persisting anger

  angry at disease, this is sometimes shown by 

anger at family

  angry at late diagnosis / complications of 

treatment 

  angry at way initially told about diagnosis 

Withdrawal

  This can be a comfort measure – to hear of 

family / world events is a reminder that

  he / she is no longer a part of that society and 

therefore easier not to talk or think about them 

Grief / Sorrow

  person does not want to die, does not want to 

leave family and friends 

  change in body image- disfiguring surgery – 

mastectomy, removal of tongue or jaw

  weight loss, particularly men

Social 

  Financial concerns – funds for present and 

future treatment

    future support of family

  Current Will – does it reflect present wishes ? 

– this can be of concern to both patient and 

family 

  Social isolation 

Cultural – need to be aware that different 

societies can approach death differently

  Changes in Australian society over last 40 years 

– telling patient of disease and prognosis

  patient’s right to know 

  Greek – often deny dying, do everything 

possible until person dies

  Islam – can believe that suffering in present life 

prepares / makes for better after life. 

  Food – can be regarded not just as life giving 

now but also prepares for after life, 

  cannot die with an empty stomach

Spiritual Spiritual distress can occur in any person, 

it is not dependent on a religious faith.

  Fear – fear that the illness is a punishment 

from God

  fear of the unknown, what happens after death

  Meaningless of life- no more reason to live

  has nothing to contribute, can’t "do" anything

  Loss of faith – even people of deep faith can 

question their faith, question the existence of 

God 

Management: multidisciplinary team approach

To manage well need to know which of all the 

various factors are the ones causing most distress / 

suffering.

Which one is main problem? 

  Sometimes can know from history and 

exanimation

  Good to ask patient / family which is major 

concern

  Note: that patient and family may identify 

different things -  

  example - family concerned about pain control 

but patient concerned that he has lost w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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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or points of Management

1. if possible address major concern first, that is 

the patient’s main concern

2. good pain and symptom control- a person is 

unable to cope with psychological or spiritual 

distress if in pain or if vomiting

3. good nursing care – maintain the person’s 

dignity at all times and independence as long 

as possible

4. in all communication answer questions truthfully 

–can help relieve psychological distress 

5. recognise the person as an individual – get to 

know some of their life history.  

6. continue to support family- discuss their distress

7. distraction- provide music, films , outings can 

give something else for the prson to think about 

, add enjoyment to life. 

8. music and art therapy can bring much comfort 

and meaning to 

9. provide spiritual support – priest / minister of 

own faith, Sometimes planning own funeral is 

very helpful. Discuss that can find meaning and 

therefore dignity in both suffering and death.  

Special needs

1. in some cases may need antidepressants to relive 

depression –may need help of psychiatrist.

2. address financial concerns if possible – social 

worker , family may be able to help

3. making a record of their life story can help 

some people to recognise the contribution they 

have made to society and is a wonderful record 

left for their family. 

4. if the person dying is young and has young 

children in addition to making a record of their 

life, letters or videos for the children to be 

opened on special occasions, such as entering 

high school or university can be very special for 

the children although very difficult for the 

person with the terminal illness.

In summary 

  Recognise that suffering to some extent is very 

common in people with terminal illness and 

  that family and friends also suffer but often from 

different causes. 

  Need to recognise the cause of the suffering, if 

possible to remove the cause , if not to manage 

  as well as possible. 

  May not be able to alleviate the cause, but 

sometimes acknowledgement of the problem 

  will suffice.

A Chinese proverb sums it up well "You cannot 

prevent the birds of sorrow flying overhead but 

you can prevent them from making nests in your 

hair".

Our job is to prevent the nest 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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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의 평가와 리

바바라 마틴

노던병원 호스피스의사(호주 빅토리아주 에핑)

임종을 맞은 사람들의 친척들과 친구들이 공통 으로 

하는 말 에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더 이상 고통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이다. 호스피스의사로 일하면

서 나는 환자를 돌 주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더 

많은 고통을 받는 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만약 우리

가 호스피스 환자와 그 가족을 도우려면 아래의 사항

을 숙지해야 한다.

고통이란 무엇인가?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가 그 고통을 나 며 

처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고통이란 무엇인가?

정의

옥스퍼드 사 : 아픔, 심  고통, 상처, 상실감 는 

안 좋은 것들을 경험하고 견디거나

그것에 지배되는 것 병으로 인해 악 향을 받는 것 

– : "우울증으로 인한 고통"

알 우드러 (R Woodruff)의 『완화 치료(Palliative 

Medicine)』 (1993):

사람의 정신 , 육체  완 함을 하는 일들과 연

결된 고통 

알 우드러 (R Woodruff )는 아래의 4가지 요한 

을 포함해 그 정의를 확장시켰다

 

1. 고통은 단지 몸이나 마음이 아닌 사람에 의해서도 

온다.

2. 고통은 육체 , 심리 , 사회 , 문화 , 인 아

픔과 이 모든 부분에 한 사람의 방해나 간섭에

서 올 수 있다.

3. 고통의 정보는 개인마다 큰 차이가 있다.

4. 성 질병은 큰 문제가 있어도 환자는 병에 따른 

아픔과 장애가 한정된 기간 동안 지속 된다는 것

을 알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고통은 거의 없다. 그러

나, 완화치료에서 사람들은 치료에 한 희망이 없

는 만성 이고 진행 인 질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

에 환자와 가족은 어느 정도의 고통을 수반한다.

총체  고통의 정의: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고통을 일으키는 다양한 

요소들이 몇 개 혹은 다함께 작용하면 총체  고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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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in - Suffering

<그림 1>

<그림 2>처럼 이러한 원인들은 한 서로 상호 계

를 가지고 있으며 고통의 양을 조정할 수도 있다. 

통증,

신체  증상- 메스꺼움과 구토..

심리  증상- 우울증.. 

사회  증상- 재정 인 염려..

문화  증상-

인 증상- 질병을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로 여기

는..

Pain - Suffering

<그림 2>

평가 - 포 인 근이 필요 

아래의 요인에 해 고통의 여부와 정도는 반드시 병

력과 신체검진을 통해 측정 되야 한다. 

통증 – 통증은 신경 손상과 같은 세포 조직의 손상

을 통해 올 수 있다. 

참고- 암 환자들에게 통증이라는 것은 그 병을 지속

으로 상기시키며, 통증의 증가와 재발은 병의 진행

을 알린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자와 가족이 겪는 통

증의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사람이 통증을 느끼면서 

죽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할 때, 흔히 두려움이 생긴다. 

이것은 환자와 가족에게 고통을 주는 주요한 원인이

다. 그들은 "난 통증을 느끼며 죽고 싶지 않다", "난 

그가 고통 당하는 것을 볼 수 없다. 아 지 않았으면 

좋겠다" 등의 말을 한다.

육체 인 문제 - 여러 가지가 있으며 몸의 모든 부분

에 향을 미친다.

메스꺼움과 구토

식욕 부진

체  감소

변비

설사

호흡 곤란 (기침과 동시에 있을 수도 있음)

가려움 - 일반 인 

출

피로, 허약

심리 인 문제: 심리 인 문제는 사회 인 측면과 

인 측면과 자주 복되어 나타나며, 분간하기 어렵

다. 

고립감- 사람들의 방문이 없어지며, 병에 한 두려움

이 생기고, 무엇을 말해야 할 지 모른다.  

- 죽음의 가능성이나 병에 해 이야기 하지 않는 가

족들과의 거리감은 새로운 미래에 한 소망이나 두

려움을 표출 할 수 없게 한다.

- 병의 재 상태나 상 징후에 해 말하지 않는 

의사들과의 거리감이 생긴다. 

우울증 – 삶의 의미가 없어진다.

과거와 불투명한 미래로 슬퍼한다. 자녀나 손주가 자

라는 것을 볼 수 없고, 은퇴 후의 계획( : 여행)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 해 망한다. 

결과를 바꿀 수 없는 무기력함으로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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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움 – 죽음에 한 두려움이 있다. 종종 죽음 자

체보다는 그 과정에 더욱 두려움을 느낀다. 

죽음 이후 세계에 한 무지로 인한 두려움.

아직 살아있는데 무덤에 묻힐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불안 – 호흡곤란을 가진 사람에게 흔히 나타난다.

앞으로 가족을 돌보지 못하는 것에 한 염려.

가족과 보호자에게 짐이 된다는 걱정.

증가되는 상실감

자립의 상실-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상태, 실

(失禁)

치의 상실- 가족과 직장의 한 구성원으로의 치 

상실

지속되는 분노

병에 한 분노, 때로는 가족에게 화를 표출하기도 

한다.

지체되는 진단과 복잡한 치료 과정에 한 분노

창기에 들었던 진단 결과에 한 분노 

축

세상 소식이나 가족에 한 이야기는 환자가 더 이상 

사회의 구성원이 아님을 상기시키기 때문에 그것에 

해 말하지 않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슬픔과 애도

사람은 죽음을 원치 않는다. 더욱이 가족과 친구들을 

떠나기 싫어한다.

몸의 형태 변화- 유방 제술이나 나 턱의 이 과 

같은 외형이 망가지는 수술

체  감소 ( 부분 남자들에게 주로 나타남)

사회  문제 

재정에 한 염려 – 재와 미래의 치료 비용 

앞으로의 가족 부양

재 의지 – 재의 소망을 반 하는가? 가족과 환

자에게는 염려 요소이다.

사회  고립

문화  문제 – 다양한 사회의 문화는 각각 죽음에 

한 이 다름을 인식하라.

지난 40년간의 호주 사회의 변화 – 병과 상징후에 

한 환자에게 말해 , 

환자의 알 권리

그리스 - 죽음을 부인하며, 환자가 죽을 때까지 가능

한 모든 것을 시도한다.

이슬람 - 재 삶의 고통은 사후 세계를 잘 비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음식 – 사후 세계를 비하며, 빈 배로 죽을 수 없

다고 생각한다. 

인 문제  종교 인 믿음을 떠나서, 모든 사람은 

인 고민을 한다.

두려움 – 고통이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라는 두려움

사후 세계에 한 무지로 인한 두려움

삶의 무의미 – 살 이유가 없다. 

공헌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며,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믿음을 잃음 – 심지어 신앙이 깊은 사람들도 그들의 

믿음과 하나님의 존재에 해 물을 수 있다

리: 다학제간 호스피스  근

효율 인 리를 해서는 다양한 요인들이 고통과 

고뇌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주된 문제는 무엇인가?  

때때로 병력과 진단을 통해 할 수 있다. 

환자와 가족에게 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묻

는 것이 좋다.

참고: 환자와 가족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

- 가족은 통증 조 에 비 을 두지만, 환자는 체  

감소에 더 민감할 수 있다. 

리에서의 요한 

1. 만약 가능하다면 환자의 주된 문제를 먼  해결해

다.

2. 통증과 증상에 한 효과 인 리- 아 거나 구토

하는 사람은 심리  는 인 고통에 처 할 

수 없다. 

3. 효과 인 간호 – 가능한 오랫동안 사람의 존엄과 

자립을 지켜 다.

4. 의사소통 시에 모든 질문에 해 성심 성의껏 

답한다. 심리 인 안정에 효과 이다. 



- 88 -

5. 환자를 한 개인으로 인식한다. 환자의 삶에 해 

아는 것도 좋다. 

6. 지속 으로 가족을 돕는다.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

고 상담해 다.

7. 기분 환- 음악, 화, 산책을 통해 환자에게 다른 

생각을 할 시간과 즐거움을 다. 

8. 음악과 미술 치료는 환자에게 안과 의미를  

수 있다.

9. 인 도움을 다- 환자의 신앙에 따라 성직자를 

통해 본인의 장례식을 비하는 것도 때로는 도움

이 된다. 고통과 죽음 안에서 존엄과 그에 따른 의

미를 찾을 수 있다.

문 인 요구사항

1. 어떤 경우에는 우울증을 안정시키기 해 정신과 

의사와 상담 후 항울제를 복용시킬 수 있다.

2. 가능하다면 재정 인 문제를 돕는다- 사회 사업가

나 가족이 도울 수 있다.

3. 환자의 삶에 한 기록은 그 가족에게 좋은 추억

이 될 수 있으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사회 

공헌을 인식할 수 있어서 좋다.

4. 만약 임종을 맞은 사람이 어린 자녀를 둔 은 사

람이라면, 삶의 기록을 남기는 것은 더 의미가 있

다. 물론 말기 환자에게는 힘들 수도 있으나, 자녀

의 고등학교나 학의 입학과 같은 특별한 경우를 

비하여 비디오나 편지를 비해 둔다면, 자녀에

겐 큰 선물이 될 것이다. 

요약

어느 정도의 고통은 말기 환자들에게 불가피한 것이

지만, 환자의 가족과 친구들은 다른 원인으로 아픔을 

겪는다. 

고통의 원인을 악하라. 가능하면 고통이 되는 원인

을 해결하고, 불가능하다면 최 한 효율 으로 리

해야 한다.

원인을  일수는 없지만, 때로는 문제의 인식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

모든 것을 잘 요약하는 국의 한 속담이 있다. 

" 슬픔의 새가 머리 를 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

만 머리 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둥지를 트는 것을 방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