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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 between patient, family and 

medical carers during treatment of any illness is 

very important. When curative treatment is no 

longer possible and the patient is in the terminal 

phase of his illness good communication is even 

more important. Dying is a normal part of life but 

is associated with grief and in many people with 

fear. Good communication can do much to prevent 

and reduce possible suffering

What is communication? 

Definition

Dictionary

  Oxford: Act of sharing or exchanging information

  Macquarie; the imparting or exchanging of 

thoughts, opinions or information by speech, 

  writing, or signs.

In the terminal phase of an illnessbody language is 

as important as the spoken word. Both of which 

can be interpreted in positive as well as in 

negative ways.

In the terminal phase there are 4 important 

factors of communication to consider.

1. What is to be told? How much is to be told?

2. Who does the telling?

3. Who is to be told? 

4. How is it to be told?  

1. What is to be told? 

A. Information related to the disease  

 

  Diagnosis – need to ascertain whether the 

patient knows the diagnosis/what the patient 

understands of their illness. The family can be 

asked but the patient also can be asked to explain 

what he/she knows of their illness. A person can 

often know much more than the Dr or family 

expect them to know. 

  Present status: Often helpful to ask the patient 

how they feel they are responding to treatment. 

Quite often their reply is "that it is not good, that 

treatment is not working".

When patient is informed that curative treatmen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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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longer possible must NOT be told that "there is 

nothing more that can be done". 

Need to be told that the emphasis on management 

has been moved from treating the disease in order 

tocure to improving the quality of his/her life by 

managing the symptoms of the disease.

  Treatment: assure patient of continued 

management of symptoms and that will do 

everything possible to make life as good as 

possible

  Prognosis: avoid giving any length of time – if 

pressed can give worst vs. best or provide a rough 

guess based on rapidity of deterioration but only 

talk about days, weeks, or months – do not give 

a figure such as x months. 

  example:  "may be weeks, but this can mean 2 

weeks or 14 weeks or even longer", 

  "possibly months but not years" 

How much is to be told: 

  This varies very much from person to person as 

well as with cultural practices- some people want 

to know a lot, others do not want to hear 

anything

  It is best to answer questions truthfully, lies can 

cause distress which may lead to distrust at a later 

stage.

  Tell as much as the person wants to hear. 

Response to initial information is a guideline as to 

how much a person wants to hear. If there no 

questions this usually means he does not want to 

hear any more. This can be confirmed by asking if 

he/ she has any more questions.

example; patient newly diagnosed with liver 

metastases from Ca of bowel 

   Dr: "the tests have shown that your liver 

function has deteriorated, it is not good

Patient A 

patient  "How bad ?",

Dr ; "very bad"

patient  "what is the cause",

Dr : "the cancer has spread to the liver"

patient  " what is the treatment ",

Dr : "treatment is difficult, may be best to wait 

and see"

patient   "but what is the treatment?"

Dr: "we can try chemotherapy"

This person wants to know as much as possible.

Patient B 

patient "How bad",

Dr : "very bad"

patient "is there any treatment",

Dr :"treatment is difficult, may be best to wait and 

see" 

patient "alright, when should I come back to see 

you?"

Dr; "do you have any more questions?"

patient "no, you know best"

This person does not want to hear know any 

more. 

B. Assurance of continued support

  When the emphasis changes from treatment to 

quality of life the patient can be worried that 

he/she will be abandoned –needs to be assured 

that there always will be support. Needs to be 

assured that the support will also be there for 

their family and if needed will continue after they 

have died. The concern for the family is often a 

major cause of anxiety to the patient.

  Support can be in many forms: psycho-social, 

physical symptom management, nursing/medical 

support, volunteers and provision of equipment. 

This can help allay the patient’s fears of being a 

burden on the family.

2. Who does the telling?

I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treating Dr to give 

the information. Sometimes the Doctor may ask the 

relatives to give the news but that is not id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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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ly it is very difficult to tell a family member 

that he/she is entering the dying phase and 

secondly the required information may not be 

given. The best way is that the Dr gives the 

information with a relative present. 

3. Who is to be told?

In Australia, UK, USA it is expected that the 

patient is the one to be told of diagnosis and 

probable outcome. It is felt that this is the patient’s 

right and that he/ she has the right be involved in 

the decisions re treatment. 

However need to be flexible

The same principle remains when the terminal 

phase is reached. 

Some relatives demand that the patient not be told 

– this can be either about present status &/or 

diagnosis.

example ; a man may know that has had 

carcinoma of prostate and has had treatment but 

his family demand that he not be told of bony 

metastases. 

Need to find out why they do not want patient 

told, what they are frightened of and whether the 

patient previously had requested that they not be 

told any bad news about their health. 

example - asked not to be told if they get cancer. 

Possible solution; reassure relatives that will only 

answer patient’s questions, 

will not force diagnosis / present status on patient 

BUT will answer any questions truthfully.

4. How is it to be told 

Tell news in quiet private place, with relatives if 

appropriate

Note may need to repeat information a few times- 

it is usually difficult for patient and relatives to 

absorb information at first telling.

Important to maintain hope – if not hope of cure 

at least hope of good quality of life 

Speech is not the only way of communication – 

body language is just as important.

For example not saying anything can be sign to 

the patient that he hasn’t been told full story or

silences when he /she talks about illness or

seeing relatives trying not to cry 

may all tell the patient that something is wrong 

Disadvantages of telling of present status

Can sometimes cause distress, anger

Can give up, lose hope

Disadvantages of not telling of present status

Barrier between patient, family and medical carers

Unable to prepare for their death or say goodbye

Advantages of telling present status

There is no barrier between patient, family and 

Drs, nurses, volunteers

The patient: is able to make decisions re future 

example - who is to care for the children 

can make financial decision  or decision about their 

Will

is able to have special time with family, tell of 

love for each other

The family / friends can tell of their love, their 

support, 

can assure patient that they will fulfil patient’s 

wishes,

All able to weep together 

Note : Staff frequently report that:

the patient will say to nurse that he/ she knows 

time is limited, 

that they know the diagnosis but not to tell the 

relatives that they know.

With the patients permission the nurse may then 

be able to sensitively facilitate a conversation 

between the patient and their family bringing great 

relief to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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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 in ongoing terminal phase /dying 

phase

Good, open communication in this phase continues 

to be vitally important but may change in 

character. 

Information giving 

Continue to answer questions, remembering that 

honesty, with gentleness, is best.

May need to repeatedly state your information to 

both patient and family as emotional response to 

impending loss may make it difficult to absorb 

information. 

Communication between patient and family 

Stress that touch is very important- patient may 

not want to talk, just holding hands can 

communicate love / support

Inform family that as the patient gets weaker may 

not have the strength to talk much, may only be 

able to answer yes or no.

Giving person some space- at times people often 

want to have quietness, want to be alone – this is 

not rejecting their family or friends.

Information to the families / carers

Advise that reminiscing with the patient or just 

among the family can be of great comfort and give 

happiness to many.

Advise the family that the patient will gradually 

lose desire to eat and drink- this is normal part of 

dying and the patient is not dying from 

dehydration. 

Explain to family the changes that may occur in 

conscious state and breathing.

Explain that the sense of hearing is the last sense 

to go and that they should continue to talk to the 

person although he/she appears unconscious

In regard to children it is best that they are kept 

informed and visit unless really inappropriate. 

Children seem to accept the changes, death much 

better if they are told the truth. 

If funeral plans have not been made it is good to 

prepare ahead of time and the patient may like to 

say what should happen at the funeral

Advise family members that dying may be a slow 

process and that they need to take care of 

themselves with adequate sleep and food.

Conclusion

With good communication between patient, family 

members and carers a sad time can become a very 

special time and one that brings good memories 

and strength and comfort in the future.

Further reading : MJA ( Medical journal of 

Australia) supplement  18 June 2007 .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for communicating 

prognosis and end-of-life issues with adults in the 

advanced stages of a life-limiting illness, and their 

caregiv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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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과정에서 환자/가족과의 의사소통

바바라 마틴

노던병원 호스피스 의사(호주 빅토리아주 에픽)

병의 치료기간 동안 환자와 가족 그리고 의학 치료자 

간의 의사소통은 아주 요하다. 병의 치료가 더 이

상 불가능해지면서, 환자가 임종을 맞이하게 될 때에 

효과 인 의사소통의 요성은 더 커진다. 죽음은 인

생에서 불가피한 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

은 두려움과 슬픔에 잠긴다. 효과 인 의사소통은 임

종에 따른 고통을 방하고 감소시킬 수 있다.

의사소통이란 무엇인가? 

사  정의

Oxford(옥스퍼드 사 ): 정보를 교환하고 나 는 행

Macquarie(맥 쿼리 사 ) 말과  는 손짓과 몸짓

을 통한 생각의 달과 교환

병의 말기에 어 들면, 바디 랭귀지(신체언어)는 입

으로 달되는 말만큼 요해진다. 이 두 가지 의사

소통은 부정  는 정 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병의 말기에 어든 환자와 의사소통 시 고려해야 

할 4가지 요소 

1. 무엇을 알려  것인가? 어느 정도 알려  것인가?

2. 가 알릴 것인가?

3. 구에게 알릴 것인가?

4. 어떻게 알릴 것인가?

1. 무엇을 알려  것인가? 

A. 질병과 련된 정보  

  진단 – 환자가 질병을 이해하고 진단에 해서 잘 

아는지를 확실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가족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환자 한 그의 질병에 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환자는 의사나 가족의 기

치보다 질병에 해 더 많은 지식을 알 수 있다.

  재 상태: 종종 환자가 치료를 받을 때 어떤지에 

해 묻는 것이 도움이 된다. 환자는 종종 ‘그 치료법

은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안 좋은 거 같아요’ 

라고 답한다. 환자가 더 이상 치료는 불가능 하다

는 것을 알 때에, 로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라고 말하면 안 된다. 질병의 징후를 리

함으로써,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해 질병의 

치료보다 리의 요성이 큼을 알려야 한다.

  치료: 증상의 지속 인 리를 통해 환자를 안심시

키며, 최선의 삶을 릴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것을 

한다.

  후: 정해진 기간을 알려주지 않는다. 억압을 받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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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최고 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 속한 악

화에 따른 성 한 단을 할 수 있다. 일간, 주간, 월

간에 해 말하라. 정확하게 몇 달이라고 말하지 말

하라. 

  : "아마 몇 주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나 2주가 

될 수도 있고 12주가 될 수도 있고 그 보다 더 오래

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몇 년은 아니지만 몇 달은 될 겁니다" 

어느 정도 알려  것인가: 

  문화  습뿐만 아니라 사람에 따라 다르게 알려

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많이 알고 싶어 하지만, 아무

것도 듣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다

  성심 성의껏 답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거짓

말은 다음 단계에서 불신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이 되

므로 삼가 하는 것이 좋다. 

  환자가 듣고 싶어 하는 만큼만 알려 다. 창기 

진단에 한 반응은 환자가 얼만큼 듣기를 원하는지

에 한 기 이 된다. 아무런 질문 없는 환자는 더 

이상 듣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다.  환자가 질문을 더 

요구할 때에 알려야 한다.

  : 최근 장암이 간장으로 이된 진단을 받은 

환자 

의사: "진단 결과는 당신의 간의 기능이 악화되고 있

음을 보여 니다. 좋지 않은 상태 입니다."

환자 (A) 

환자 "많이 나쁜가요 ?",

의사 "아주 악화된 상태입니다"

환자 "원인이 뭐죠?",

의사 : "암이 간까지 이 되었습니다"

환자 "치료할 수 있나요?",

의사 : " 재로서 치료는 어렵지만, 일단 경과를

지켜보는 것이 최선 일 것 같습니다"

환자 "그래도 치료할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의사: "화학 요법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환자(A)의 경우는 병에 해 가능한 많은 정보를 

알고 싶어 한다.

환자 (B) 

환자 "얼마나 안 좋은가요",

의사 : "심각합니다"

환자 "치료 할 수 있나요",

의사 : " 재로서 치료는 어렵지만 일단 경과를 지켜

보는 것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환자 "알겠습니다, 언제 다시 방문하면 될까요?"

의사 "더 질문은 없으신가요?"

환자 " , 수고하십시오"

  환자(B)는 병에 해 더 이상 알고 싶어 하지 않는

다.

B. 지속 인 지원의 확신

  치료보다 삶의 질의 요성을 강조할 때, 환자는 

더 이상 가망이 없을 것 같아 걱정할 수 있다. 이럴 

때에 항상 병이 치료될 수 있으며 곁에서 도울 것이

라고 확신시켜줘야 한다. 그 가족을 지원하고, 필요하

면 환자가 죽은 후에도 도움을 다. 가족에 한 염

려는 환자의 주된 불안의 원인이 된다. 

  심리사회 , 육체  징후 리, 간호나 의학  원

조, 자원 사, 필요한 장비의 설비와 같은 다양한 방

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은 환자가 가족에게 짐

을 주는 두려움을 가라앉힐 수 있다. 

2. 가 알릴 것 인가?

병을 치료하는 의사는 정보를 알릴 의무가 있다. 때

로는 의사가 환자의 가족에게 그 소식을 알리라고 할 

때도 있지만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 첫째, 가족 구

성원이 환자가 임종에 다가 왔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

은 굉장히 어렵다. 둘째, 의사가 지시한 정보가 환자

에게 제 로 달되지 않을 수 있다. 최선의 방법은 

의사가 재 가족과 함께 환자에게 모든 사실을 알리

는 것이다. 

3. 구에게 알릴 것 인가?

호주, 국, 미국에서는 환자에게 병의 진단과 가능한 

결과를 알린다. 환자는 그러한 사실을 알권리와 재 

치료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상황에 따른 융통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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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원리는 환자가 임종에 이르 을 때에도 해

당된다.

어떤 가족은 환자의 재 상태나 진단 결과를 환자에

게 알리지 말라고 부탁한다. 

 - 한 남자는 립선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의 가족은 에도 이되었다

는 사실을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한다. 

가족이 왜 환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하는

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건강에 해 안 좋은 소식

은 하지 말라고 환자가 사 에 부탁을 했는지에 

해 알아 야 한다.  

 –암에 걸리면 알리지 말라고 부탁한 경우

가능한 해결책: 가족에게 아래의 것을 다시 확신시킨

다.

-환자의 질문에만 답할 것.

-환자의 재 상태나 진단 결과에 해 강요하지 말

것.

그러나, 어떤 질문에도 성심 성의껏 답할 것.

4. 어떻게 알릴 것인가? 

한 가족 구성원과 함께 사 인 장소에서 그 사실

을 알린다. 

참고: 몇 번은 그 사실을 반복해서 말해주는 것이 필

요할 수 있다. 환자와 그 가족에게는 한 번에 그 사

실을 납득하기 힘들 수 있다.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 요하다. 만약, 치료의 가망

이 없다면 최소한 남은 삶을 최 한 잘 보내겠다는 

희망이라도 가져야 한다. 

말하기는 의사소통의 유일한 방법이 아니다. 손짓이

나 몸짓과 같은 신체언어도 그만큼 요하다. 

를 들면, 환자에게 표시가 될 만한 것은 말하지 말

라.

모든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 같은 낌새, 병에 해 

말할 때 흐르는 침묵, 물을 참으며 가족을 보는 것 

등의 행 는 환자에게 무언가 숨기는 사실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과 같다.  

환자의 재 상태를 알리는 것의 불이익

근심과 화를 유발 한다

삶의 포기하고 희망을 잃는다

환자의 재 상태를 알리지 않는 것의 불이익

환자, 가족 그리고 의사 간의 벽이 생긴다

죽음과 유언을 비할 수 없다

환자의 재 상태를 알리는 것의 이익

환자, 가족, 의사, 간호사, 자원 사자 간의 벽이 없

다. 

환자는 앞으로의 미래를 계획하고 결정할 수 있다. 

를 들면, 아이들의 양육 문제와 재정 문제를 그들

의 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이것은 가족과 오히려 특별한 시간을 가지며, 서로 

사랑한다고 말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가족과 주변 친구들은 그들의 사랑을 고백하고 응원

해  수 있으며, 환자의 소망 로 해  수 있음을 

말할 수 있다. 

모두가 함께 슬픔을 나  수 있다. 

참고: 계자들은 종종 아래의 사항을 보고 한다

환자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압니다’, ‘진단 

결과를 압니다. 그러나 가족에게 내가 안다는 사실을 

말하지 말세요.’라고 간호사에게 말한다는 것이다.

환자의 허락으로, 간호사는 신 하게 환자와 그 가족

간의 화를 도모함으로써, 모두가 오히려 안정을 찾

을 수도 있다. 

임종이 가까워 질 때의 의사소통

이 시기에는 마음을 열 수 있는 좋은 화가 필수

이다.

환자와 가족에게 정보 주기 

질문에 계속 답해 주고, 하고 정직함이 최선임

을 기억한다.

죽음에 임박 했을 때 감정 인 반응으로 정보를 납득

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평소에 환자와 가족에게 

지속 으로 가지고 있는 정보를 말해주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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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환자와 가족간의 의사소통 

환자는 말하는 걸 원하지 않으므로, 손을 잡아주는 

것이 사랑과 지지의 표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

하며 스킨십을 강조하라.

환자가 차 약해지면 말할 힘이 없어져서 ‘응’ 는 

‘아니’와 같은 단순한 답만 할 것이라는 사실을 가

족에게 미리 알리라. 

환자에게 조용히 혼자 있을 시간을 주라. 때로는 환

자가 혼자 있고 싶어 하는데, 이것은 가족이나 친구

를 거부하는 행 가 아니다.

가족과 간호제공자가 숙지할 내용

환자와 가족 간의 추억은 행복과 안정을  수 있음

을 조언하라.

환자는 차 으로 먹고 마시는 욕구를 잃는데, 이것

은 죽음의 자연스러운 한 과정이며, 환자가 탈수증으

로는 죽지 않는 다는 것을 말하라. 

가족에게 의식과 호흡의 변화에 해 설명하라. 

청각이 마지막으로 상실되므로, 가족들은 환자가 무

의식상태인 것처럼 보여도 끊임없이 이야기 하라고 

하라. 

어린 자녀들에게도 알리는 것이 좋으며, 환자의 상태

가 아주 부 하지 않다면 자주 방문하게 하는 것이 

좋다. 

아이들은 진실을 들었을 때 오히려 죽음과 그에 따른 

변화를 더 잘 받아들인다.

장례식에 해 아직 계획한 것이 없다면, 미리 비

하는 것이 좋으며 환자도 본인의 장례식에 해 말하

고 싶은 것이 있을 것이다.

죽음은 아주 천천히 진행될 것이며, 가족들도 식사를 

잘하고 한 수면을 취해야 한다고 조언하라. 

결론

환자와 가족 구성원, 그리고 간호사들 간의 효과 인 

의사소통으로, 임종을 앞둔 슬  시간은 좋은 추억을 

만들며, 미래에 안과 힘을 가져다주는 특별한 시간

이 될 수 있다. 

참고 도서: MJA (Medical journal of Australia) 

supplement 18 June 2007.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for communicating 

prognosis and end-of-life issues with adults in the 

advanced stages of a life-limiting illness, and their 

caregiv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