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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전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우리 나라도 현재 모든 분야에서

삶의 질 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사고의 전환은 악성 및“ ” .

말기질환으로 인해 임종을 앞두고 있는 환자에게도 적용되어

야 한다 소아 암의 경우에는 완치율이 를 상회하고 있으. 60%

나 아직도 약 의 아동이 재발 또는 치료의 합병증으로 사30%

망하고 있는 실정이며정극규 특히 아동은 표현능력이( , 2002),

완전하지 못하고 성인과 죽음에 대한 이해가 매우 다르기 때

문에 아동의 인지능력과 각 발달수준에 맞는 호스피스 접근

이 매우 절실하다 그러나 현재 아동 영역에서는 호스피스 개.

념을 적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거의 없으며

의료진의 무관심이나 부모들의 아동 호스피스에 대한 개념

또한 없어 아동 호스피스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

정이다.

실제로 호스피스 간호가 필요한 아동의 경우 환아의 부모,

들이 호스피스 프로그램에 접근할 때까지 기다릴 경우 너무

늦은 시기에 호스피스를 찾음으로써 적절한 통증 및 다른 신

체적 증상관리 환아의 임종준비와 가족들의 사별준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순탄치 못한 사별의 슬픔을 경험하는 경우

가 많다이소우 그러므로 아동 호스피스의 개념과 필( , 1998).

요성을 아동 및 부모에게 적절한 시기에 알려서 편안한 임종

을 맞이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또한 일반인 뿐 아.

니라 아동 호스피스의 전문적인 치료와 돌봄 내용 및 성인과

다른 점을 의료인에게도 알려서 적절한 시기에 말기 질환 아

동과 그 가족이 호스피스 돌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

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년 이후로 정부에서는 호스피스를 제도화하기 위해 전2000

문인 인력육성 질 관리를 위한 표준안 개발 보험수가체계, ,

개발 시범시설 선정을 통한 한국형 호스피스 모델정립을 위,

한 추진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홍영선 이경식( , ,

아동 호스피스는 아직 정부의 관심밖에 있다 또한 성2002) .

인과는 다른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인지발달적 측면, , ,

을 고려할 때 아동의 특성을 감안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 한국의 호스피스는 말기 암으로 고통받는 아동을 돌

보는 데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에 아동 호스피스 제도의 조속.

한 정착을 위해서는 아동 호스피스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

는 아동 호스피스의 개념과 표준 국내외 아동 호스피스의,

현황 아동과 성인 호스피스의 차이 한국 아동 호스피스의, ,

당면과제 및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

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본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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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뜻의 호스피스는 죽음을 앞둔 말기 환자와 그 가족을 사

랑으로 돌보는 행위로서 환자가 남은 여생동안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 순간을 평

안하게 맞이하도록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으로 돕고, , , ,

사별가족의 고통과 슬픔을 경감시키기 위한 총체적인 돌봄

이다노유자 한성숙 안성희 김춘길 또(hoslistic care) ( , , , , 1997).

한 미국호스피스 협회 에(NHO, National Hospice Organization)

서는 말기환자와 가족에게 입원간호와 가정간호를 연속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호스피스의 철.

학은 말기환자와 임종환자 그리고 그 가족을 돌보고 지지하

는 것 그들의 남은 생을 가능한 한 편안하게 하고 충만 된,

삶을 살도록 해 주는 것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죽음을,

삶의 자연스런 일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것 삶을 연장시키거나,

단축시키지 않는 것 환자와 그 가족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가,

능한 한 모든 자원을 이용하여 신체적 사회심리적 영적, ,

요구를 충족시키며 지지하여 죽음을 준비하도록 돕는 것김수(

지 오송자 최화숙 이다, , , 2001) .

아동 호스피스의 개념•

아동 호스피스는 생의 위협적인 상황에서 임종을 앞두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 및 그 가족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돌봄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러한 아동 호스피스의 개념에는 특별한

원칙과 가치가 있다 아동 호스피스의 목적은 아동과 가족의.

삶의 질 증진에 있으며 치료와 돌봄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서 아동과 가족이 주체가 되어 가능한 한 최선의 선택을 하

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호스피스는 포괄(Stevens, 1998).

적이고 일관적인 방법으로 개별적인 돌봄 계획에 따라 아동

과 가족의 신체적 발달적 심리적 사회적 및 영적 요구와 문, , ,

제를 다루어야 하며 호스피스 돌봄이 제공되는 모든 현장에

서 지속성과 일관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아동 호스피스의 제공은 가정간호 자격을 갖춘 의사와 간,

호사를 주축으로 하여 훈련된 자원봉사자가 함께 팀 접근을

통한 지속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기본적인,

간호 심리적 영적 돌봄을 포함하여 시간 내내 간호가 제, 24

공된다.

아동 호스피스가 필요한 질환으로는 악성종양 만성 진행성,

질환 퇴행성 신경질환 에이즈 선천적 기형 심장질환 그 외, , , , ,

악성질환 등유경하 이 해당되며 아동 호스피스의 대상( , 2002)

은 병이 진행된 말기 질환아와 그 가족으로서 병의 진단시기

부터 계획 시작되어야 하며 아동의 성장발달과정에 따라 팀,

접근을 통해 이루어진다 아동 호스피스 팀에는 환아 주 간. ,

호제공자 형제가족 간호사 의사 영양사 사회사업가 영적, / , , , , ,

지지자 약사 자원봉사자 학교관계자 정신건강 상담사 등이, , , ,

포함된다유철주( , 2000).

아동 호스피스 돌봄의 원칙과 표준•

년까지 국내 호스피스 활동은 원칙과 표준안이 마련되2000

지 않아 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년 국립. 2002

암센터 연구소에서는 시설 인력 서비스 내용을 골자로 한, ,

한국 호스피스완화의료 프로그램의 개 원칙과 여러 표준32

을 제시하였고홍영선 이경식 대한 간호협회 주( , , 2002), (2002)

관 하에 가톨릭 대학교 호스피스 연구소에서는 한국의 호스

피스 간호 표준안을 개발하여 연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

나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호스피스 개념 대상자 서비스의, ,

범위 및 연계와 기록체계 질 향상 교육 등의 영역으로 구성, ,

된 호스피스 원칙은 성인 중심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아직까

지 아동 호스피스에 대한 국내의 원칙과 표준은 전무한 실정

이다 그러므로 아동 호스피스의 원칙과 표준에 대한 개발은.

표 아동 호스피스 프로그램의 영역에 따른 원칙< 1>
영역 원칙

돌봄
아동의 발달수준에 맞는 완화적 지지적 돌봄을 아동에게 적절한 장소에서 제공한다.

아동은 진단명 성 인종 종교 장애 연령에 관계없이 호스피스 기관에 입원한다, , , , , .

돌봄의 단위로서
아동과 가족

호스피스 프로그램은 아동가족 단위로 정의된 아동과 가족의 삶의 질을 위해 가족 중심적인 돌봄을-

제공한다.

아동과 가족은 가능한 한 그들이 원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서비스와 치료의 선택에 대한 의사결정과
정에 참여한다.

정책과 절차 호스피스 프로그램은 아동과 가족에게 책임질 수 있는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제간
팀 접근

말기질환아와 가족에게는 자격있는 전문인으로 구성된 학제간 팀 자원봉사자가 함께 일하면서 여러,

분야 전문가의 협력적 공동적 노력을 한다, .

돌봄의
지속성

호스피스는 가정이나 기관에 입원 시 돌봄을 제공하는 통합체제이다.

호스피스는 모든 장소에서 입원 시부터 말기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돌봄을 제공
한다.

동통과
증상관리

아동은 가능한 한 모든 증상에서 자유로와야 한다.

그리고 동통 또는 질병으로 인한 다른 증상은 최적의 안위를 도모하기 위해 조절되어야 한다, .

사별관리 사망 아동의 가족은 사망후 일정기간동안 적절한 전문적 지지적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

평가질 향상/ 호스피스 프로그램은 적절한 자원의 할당과 활용 및 서비스의 효과를 감시하고 확인한다.



강 경 아 외

192 아동간호학회지 년 월9(2), 2003 4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며 내용의 구성에 있어서는 성

인의 내용과 유사하지만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원

칙과 표준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국내의 원칙과 표준이 없.

는 현실을 고려하여 년 미국의 국립 아동 호스피스 기관1993

인 에서 제시하고 있는 아Children's Hospice International(CHI)

동 호스피스 프로그램의 영역에 따른 원칙 보고서(CHI , 1999)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또한 아동 호스피스 프로그램의 표준을 살펴보면 위에서,

제시한 개 영역과 원칙에 따라 표준의 내용은 달라지지만8 ,

주요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아동 호스피스 서비스는.

아동이 최적의 안위를 도모하기 위해 아동가족 단위에서 아-

동의 성장과 발달 가족생활 주기를 고려하여 가정이나 기관,

에서 이들의 필요에 적합하고 요구가 존중된 가족 중심적인

지속적 돌봄을 제공하고 가족은 치료의 선택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호스피스 팀은 자격을 소지한 전문가와 계속교육.

을 받는 자원봉사자로 구성되며 이들은 통합된 돌봄계획을

개발 수행 기록 평가하고 기관과 가정에서 임종에 이르기까, , ,

지 비상 서비스를 이용하여 시간 내내 지속적인 돌봄을 제24

공하게 되는데 만약 아동이 사망한 경우에는 호스피스 팀에,

의해 결정된 사별 서비스를 아동 사망 후 일정 기간 개월(13 ,

가능하면 개월까지동안 제공한다24 ) .

국내외 아동 호스피스의 현황
국내 호스피스의 발전배경•

우리나라는 년 강원도 강릉 갈바리 의원에서 마리아의1965

작은 자매회 수녀들에 의해 개 병상의 조직적인 현대 호스14

피스 활동이 시작되었다 년 한국 최초의 호스피스 교육. 1979

이 간호사들에게 실시되었고 년대에 들어 가톨릭 세브란1980 ,

스 이화여자대학교 등을 중심으로 병원이나 대학에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후 산발적으로 증가하다가 년대에 와서1990

숫적 양적으로 급속히 팽창했다 현재 개의 호스피스 병원, . 64

및 기관이 설립되었고 호스피스 제공형태는 병동형 가정형, ,

산재형 독립형이 있으며노유자 등 호스피스 관련 단, ( , 1997),

체 및 학회로는 한국 호스피스 협회 한국 가톨릭 호스피스,

협회 등 개의 호스피스 협회와 개의 호스피스학회한국 호2 1 (

스피스 완화의료학회가 발족되었다 지난 년동안 이러한) . 38

국내 호스피스 활동은 아무런 체계나 법적 근거 없이 발전되

어 왔으나 국내 호스피스 종사자들의 노력의 결과 년대, 2000

에 들어 국가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윤영호( , 2000).

보건복지부 는 그동안 제도권 밖에서 운영되어 온 호(2003)

스피스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년 월 호스피스 전문병2002 8

원 지정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신설 호스피스 전문인력, ,

육성 등 호스피스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다 세부 방안으로 의료인력 및 환자를 위한 통증 관리지침.

을 개발하고 우리 나라에 맞는 호스피스 모델 개발 및 호스,

피스 전문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립 암센터 내에 호스피스완화의료사업 지원평가

단사업 교육 홍보 질 관리 및 평가 위원회로 구성 조직을( , , , )

설치하여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년에는 개의. 2002 32

호스피스 원칙아래 여러 개의 표준안이 개발되었으며 년2003

상반기 중에 호스피스 법을 제정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나설 계획이며 건강보험 수가체계는 년부터 반영될 예정2004

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시범사업 을 위. (2003 2004)～

해 년 월 개의 호스피스 기관을 선정해 년까지2003 3 5 2005 3

년간 총 억원을 지원하고 있고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2

모형개발시설 및 인력수준 마련 활동지침개발 수가모형개( , ,

발 질관리 및 평가체계개발과 호스피스완화의료 종사자, )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등 호스피스 제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 아동 호스피스의 현황 및 문제점•

통계청 에서 발표한 사망원인 통계결과에 의하면 암이(2002)

년 사망원인 순위 위이며 특히 대 이하에서 암이 사2001 1 10

망원인 위를 차지하고 있고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년에 약2 1

여명의 아동이 암 진단을 받고 있다 아동의 경우 성인1,200 .

에 비해 암 치료가 잘되는 편이므로 암에 걸린 아동의 년5

생존율이 를 상회하지만 아직도 의 아동은 최선60% 30 -40%

의 치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사망하게 된다 소아 암의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종양은 혈액종양 즉 백혈병으로 전체,

암 환아의 분의 을 차지하고 있으며 백혈병을 제외한 종양3 1

으로 뇌종양 악성림프종 교감신경계 종양 등이 있다, , .

아동 호스피스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부모의 아동의 죽음에

대한 준비부족 및 호스피스에 대한 거부감을 들 수 있다 대.

부분의 부모에게 아동의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쉽지 않다 부.

모가 자신의 자녀가 생명이 제한된 질병과 그 질병의 말기에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첫째 아동의 생명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 예후 판정이 성인에,

비해 불확실하며 둘째 악성 종양의 경우 성인에 비해 완치, ,

율이 높아 의료진도 매우 적극적인 치료를 권장한다유철주( ,

따라서 부모도 생명연장을 기대하며 호스피스 돌봄에1999).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하게 된다.

그 다음으로는 아동 호스피스의 표준화와 전문성이 결여되

어 있다는 것이다 호스피스가 효과적으로 말기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질적 수준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호스피스

수가 국가적인 관리체계 호스피스 서비스와 인력에 대한 표, ,

준화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말기환자에게 제.

공되는 호스피스 서비스에 한계가 있으며 전문성이 결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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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이후 보건복지부 에서 호스피스 제도 활성화를2002 (2003)

위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구제적인 내용으로 호스피스

전문병원 지정과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신설 호스피스 전,

문인력 육성방안 등이 있다 또한 우리 나라에 맞는 호스피스.

표준화 모델 개발이 진행 중에 있으며 대한 간호협회에서 한

국의 호스피스 간호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

에 있어 호스피스 서비스의 표준화와 제도화 정착이 거의 막

바지에 와 있다 이렇게 성인 말기환자를 대상으로 한 호스피.

스 제도의 정착화를 위한 노력은 활성화되고 있으나 아동 호

스피스에 대한 관심은 거의 기울여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성인과 매우 다른 특성을 보이는 아동의 죽음에 대한 이해와

아동에게 요구되는 호스피스 내용의 차이점을 고려할 때 임

종을 앞둔 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호스피스 제도의 표준 및

원칙 또한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통증에 대한 잘못된 인식 또한 문제점

으로 제시할 수 있다 암 환아에서 적절한 통증관리가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는 주된 이유로는 첫째 아동은 통증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통증관리가 필요없다는 그릇된 신념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암을 앓고 있는 환아 중 에서는 어느 시기엔70%

가 심한 통증을 경험하고 있다 둘째 이러한 그릇된 인식 외. ,

에도 환아의 통증은 잘 인지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사정

및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유경하( , 2002).

성인에 비해 인지 및 판단능력이 부족한 말기질환 아동에

게 호스피스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잠정적으로 해가 될 수

있고 극심한 통증을 수반하는 침습적인 치료가 사망때까지

계속 되며 통증이나 다른 신체적 증상에 대한 관리는 이차적

인 관심으로만 머물 수 있다.

외국의 아동 호스피스 현황•

미국의 아동 호스피스는 년 비영리기관인 국립 아동1983

호스피스 기관 가 설립되어 말기질환아와 가족을 위한, CHI

돌봄과 지지 활동을 하고 있다 설립당시에는 미국 내에. CHI

있는 개의 호스피스 기관 중 개 기관만이 아동을 수용1,400 4

하고 있었으나 년 이후 꾸준한 의 노력으로 년1983 CHI 1993

에는 개의 호스피스 기관에서 아동 호스피스의 필요성을2000

느끼고 말기 환아와 가족을 위한 호스피스 프로그램을 운영

하게 되었고 질적 관리를 위한 아동 호스피스의 원칙과 표준

을 개발하였다 미국에서는 매년 약 천명의 아동이 가정 호. 5 /

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한다 가정 호스피스 이용자는 암 선천. ,

적 기형 심장질환 폐렴이나 인플루엔자 환아이며 사, , , COPD

고나 자살은 포함되지 않는다 보고서(CHI , 1999).

일본에서는 년 성례삼 병원에서 최초로 호스피스를 실1981

시하였으며 년 호스피스 병동에서의 호스피스 서비스가1990

제도화되었으나 에이즈 환자만을 호스피스 대상자로 한정하고

있다.

대만의 경우 호스피스 사업은 년대 초기에 도입되었고1980

년 대만 호스피스재단이 창립되고 멕케이 기념병원에서1990 ,

최초의 호스피스 병동이 설립되었다 대만에서의 아동 호스피.

스의 발전은 어린이 암 재단의 설립과 함께 시작되었다 대만.

의 암 환아와 부모가 경제적인 부담과 소아 암에 대한 지식

부족 호스피스 간호가 부족하다는 연구결과와 사회적인 흐름,

에 의해 어린이 암 재단이 년에 설립되었다 이 재단의1982 .

목표는 암 환아와 그들 가족에게 포괄적인 간호와 건강교육

을 제공하며 암 환아를 도움으로써 대중이 소아 암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데 있다왕매련( , 2002).

이상 미국 일본 대만의 아동 호스피스 제도를 살펴보았는, ,

데 나라마다 호스피스 사업의 시작시기와 배경 및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호스피스의 제도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있,

으며 특히 미국의 경우 아동 호스피스의 질 관리를 위한 표

준안이 개발되어 있다.

아동과 성인 호스피스의 차이
아동•

모든 아동은 죽음에 대하여 생각하고 언젠가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경험한다 죽음과 상실에 관한 질문은 아동.

의 흔한 질문 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아동이 발달하면서 죽.

음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아는 것은 죽음과 상

실을 경험하는 아동의 심리상태를 아는 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죽음과 상실에 접한 아동은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고통스럽고 매우 혼란스러운 감정을 다루어야만 한다 아동의.

인지능력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사실 앞에서 아동은 슬픔 분,

노 불안정감 공포 등의 다양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 ,

려 들게 된다 이 과정 중에 도움을 주려는 부모를 포함한 성.

인 호스피스 팀 구성원들은 개인의 경험에 비추어 아동을 평,

가하기 쉬우며 개인의 기존 갈등을 아동에게 투사하기 쉽다.

그러므로 호스피스 제공자는 아동과 가족이 아동의 죽음 또

는 말기질환에 대처하도록 돕기 위해 아동의 시각으로 죽음

을 이해해야 한다 아동기의 죽음에 대한 이해는 가족과 사.

회 교육 종교 대중 전달매체 및 인지적 발달단계의 영향을, , ,

받게 된다김수지 등 노유자 등( , 2001; , 1997).

특히 아동이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는 정도는 아동의 지적

발달단계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의 이론에 근거한 아동기. Piaget

의 인지발달 단계에 따른 죽음에 대한 개념정극규( , 2002;

은 다음과 같다 표Stevens, 1998) < 2>.

아동의 발달수준에 따라 죽음에 대한 이해가 다르지만 연

령 이외에도 가정환경 및 사회문화적 환경 교육정도 행동, ,

적감정적 요인은 아동의 죽음에 대한 이해에 많은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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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요인이다 즉 같은 연령이라도 대가족에서 임종에 대.

한 경험이 있는 아동과 소가족에서 임종에 대해서는 모르는

아동과는 큰 차이가 있다 그리고 질병과 예후에 대한 이해. ,

제한된 선택 및 약물에 대한 이해정도에 따라 다르며 행동적,

요인에는 신체적 비활동성 사회적 위축 약물 투여경로 등을, ,

들 수 있고 감정적 요인에는 임종에 대한 불안 사별에 대한, ,

두려움 가족에 대한 두려움 분노 슬픔 우울 등이 있다 특, , , , .

히 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이성적보다는 감성적 행동이나

생각에 치우치게 된다 이들 요인들은 또한 환아에 따라 다르.

게 나타난다이소우( , 1998).

가족•

부모는 생명이 제한된 질병과 자녀의 죽음에 대해 받아들

이기가 어려우며 호스피스의 의미에 거부감을 느낀다 또한.

호스피스가 자신의 아동에게 해당되지 않으며 의학의 발달로

인한 치유의 희망으로 생명연장을 기대한다 형제들은 환아의.

질병으로 인해 부모로부터의 관심과 사랑 충분한 시간을 얻,

지 못해 이로 인한 분노 질투심 죄책감을 느끼고 한편으로, ,

는 가정에서 자신이 중요한 존재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

게 된다(Martinson, 1999b).

아동 호스피스의 당면과제 및 전망
한국에서의 아동 호스피스의 제도 정착 및 발전을 위한 당

면과제와 전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동 호스피스에 대한 표준화•

적절한 질 관리와 아동 호스피스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립

과 역할이해를 위해서는 아동 호스피스를 위한 표준안이 마

련되어야 한다 호스피스는 다 학제간 접근을 통한 통합적인.

돌봄 체계이다 국내에서 아동 호스피스가 아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전문인력간의 역할갈등으로

인해 임종을 앞두고 있는 환아와 가족이 피해를 보지 않고

가장 편안한 준비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문영역간의 긴밀

한 협조와 상호보완이 그 어느 분야보다도 잘 이루어져야 한

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 호스피스에 대한 원칙과 표준이 마련.

되어 각 전문영역간의 역할분담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며,

수행되는 호스피스 내용에 질적인 관리가 있어야 한다 또한.

아동 호스피스 서비스 대상자 기준 서비스 내용 종사인력의, ,

자격기준 시설기준 등에 대한 전문가와 관련 기관들간의 합,

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임종시기에 가까운 상황에서 제,

공되는 아동호스피스 서비스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합

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동 호스피스 인식을 위한 홍보•

말기 환아 및 가족 의료진들에게 성인과 다른 아동 호스피,

스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인식과 홍보는 적극적인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표 인지발달단계에 따른 아동의 죽음개념< 2>
발달단계 발달특성 죽음의 이해

감각운동기
세(0 - 2 )

대상의 영속성 확립

죽음을 분리나 박탈과 같은 개념으로 인식한다
죽음은 단지 눈앞에 보이지 않게 사라진 것이며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분리에 대한 반응이 나타난다
헤어짐의 문제는 육체적 접촉으로 불안을 경감시킨다

전조작기
세(2 - 7 )

자기중심적 마술적 사고방식 물활론, ,

개념은 자신의 경험과 주관적 감각 구,

체적 사물에 한정되어 있다
영속성 불가역성 불멸 등은 이해 불가, ,

능하다

죽음은 사물을 이해하는 방식으로만 받아들여진다 즉 분리 혹은 이별 긴. ,

잠 신체적 손상과 연관된다,

죽음은 일시적이고 돌이킬 수 있다고 생각하여 영원한 이별 을 이해하지“ ”

못하므로 아동은 얼마나 오래 헤어져 있어야 하는 지를 걱정한다
마술적 사고방식과 자기중심성으로 인해 죽음을 자신의 잘못된 행위와 연
관지으며 죄책감으로 자기질책에 빠지기 쉽다
애도반응에서 보일 수 있는 모든 감정을 경험한다

구체적
조작기

세(7 - 11 )

자신과 타인의 관점 구별과 불가역성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
논리적 사고는 구체적 대상에 한정된다

죽음의 영원성을 이해한다
죽음은 자연적인 생물학적 과정이라고 이해하기 보다는 병이나 상해 등으
로 인한 특수한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이해한다
죽음을 보편적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별이라는 주제에 더하여 상처나 상해에 관한 공포가 강력하게 작용하는
시기이다

형식적
조작기

세(11 - 18 )

철학 및 신학적 주제를 다룰 수 있다
추상적 논리적 현실적 사고능력이 발, ,

달한다

죽음의 네 요소불가역성 보편성 기능의 정지 인과성를 모두 이해한다( , , , )

죽음을 생물학적 사건으로 이해하게 된다
죽음에 대한 철학적 종교적 문제의 수용은 어려워 한다,

이 시기의 정체감 확립을 위한 아동의 노력은 미래의 죽음을 예고할 수
있게 하여 죽음을 강력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죽음에 대한 부정 분노, ,

불안의 감정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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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전문인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는 아동 호스피스에 관련.

된 전문직종을 길러내는 학과 교육과정에 아동 호스피스 개

념에 대한 교육내용을 포함시키며 아동 호스피스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일반인을 위해서는 호스피스 관련기관에서 자원봉,

사자 교육 및 아동호스피스의 개념을 홍보할 수 있는 부모교

실 운영 등의 활동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전문인력 교육 및 관리 시스템 구축•

호스피스 전문 인력육성을 위해 전문간호사 제도 도입을

위한 근거조항과 호스피스 전문간호사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보건복지부 아동 호스피스 전문간호사의 필요성과 역( , 2003)

할정립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며 교육과정 또한 성

인 호스피스 과정의 일부분으로 간단히 다루어지고 있어 매

우 미흡한 실정이다 우선적으로 아동 호스피스 교육과정 개.

발 및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과 확보된 인

력을 위한 자격인증 절차 및 지속적인 질 관리 방법이 모색

되어야겠다 아울러 교육을 통해 전문인력이 양성되어 아동.

호스피스가 활성화된다면 환아와 가족 그리고 타 전문직에

아동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는 일은 매우 용이하게

진행되리라고 본다.

아동 호스피스 프로그램의 운영•

아동의 경우 가정 호스피스가 가장 이상적이다 암으로 죽.

어가는 아동에게 있어서 마지막 며칠을 병원에서 보내는 것

은 아동을 놀라게 하고 당황스럽게 한다 임종을 앞둔 아동은.

집에 있기를 원하고 불필요한 치료과정의 대상이 되기를 원

하지 않는다 아동이 병원에서 가지는 가장 큰 공포는 아동에.

게 친근한 부모 가족 집 장난감과의 분리이며 연령이 증가, , ,

할수록 통합성과 기능에 대한 위협을 미리 가지게 된다 심각.

하게 질병이 진행되는 과정동안 아동은 부모에게 더 의존하

게 되는 데 입원을 하면 가정보다 충분히 아동의 요구를 들

어주기 어렵다 가정은 아동이 살고 죽는 자연스러운 장소이.

다 가정에서 제공되는 아동 호스피스의 이점은 첫째 고통의. ,

원인이 될 수 있는 병원환경에서 떠남으로써 친숙한 가정환

경에서 부모와 다른 가족과 함께 안위를 얻을 수 있다는 것

으로 친구 애완동물 장난감 책 개인 소지품과의 관계를 자, , , , ,

연스럽게 맺을 수 있어 아동에게 더 편안함을 준다 둘째 부. ,

모에게는 아동의 간호를 도울 수 없는 병원에서 느끼는 무력

감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집과 병원을 왕래해야 하는 어려움

을 덜어주어 가사활동을 용이하게 하고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되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게 된다 셋째 형제 자매로 하여. ,

금 말기 아동을 돌보는 데 참여하도록 하여 말기 아동의 실

제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하며 부모와 오랫동안 분리되지 않,

도록 한다 또한 가정에서 아동을 돌보는 가족에게는 사별의.

슬픔이 감소하는데 이는 아동의 죽음을 공개적으로 직면하여,

슬픔을 나누는 가족의 능력을 키워주기 때문이다김수지 등( ,

이소우 그러나 병원에서의 아동 호스피스가 불2001; , 1998).

가피할 경우 아동의 요구충족을 위해 병원환경을 바꾸고자

노력하여야 하며 가족중심적인 즉 부모가 병원에 머물고 아

동의 간호에 가족이 참여하도록 하며 특히 형제 자매와 친구

의 방문에 융통성이 있어야 하고 가족이 숙식할 수 있는 장,

소가 마련되어야 한다.

암 및 말기 질환아의 구체적인 통증사정 도구가 개발되어

야 한다 현재 개발된 아동을 위한 통증 사정도구를 호스피스.

환아에게 그대로 적용하기는 매우 미흡하다 또한 아동도 성.

인처럼 통증을 감지할 수 있다는 점을 가족 및 여러 돌봄 제

공자들이 인식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가족의 대처능력과 아동의 연령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 가.

족 특히 부모의 정신 정서적 적응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

다 그러므로 환아와 가족이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도록.

한다 아동 호스피스는 증상조절에 중점을 두고 아동과 가족.

들이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 각 연령수준에서 아동이 신뢰

감을 갖도록 돕고 여러 가지 고통이 해소되도록 도와 줄 수

있으며 가족의 대처능력을 파악하여 이를 지지하고 도움을

줄 수 있다.

환아의 질병과정에 따라 호스피스 서비스 방법이 결정되어

야 한다 특히 임종 직전에 있다면 어디에서 아동이 임종하게.

할 것인지 임종 전 임종 시 임종 후 어떠한 간호내용이 필, , ,

요할 것인지를 계획해야 한다.

아동이 자신의 생각과 느낌에 대해 표현을 하도록 격려해

야 한다 이를 통해서 아동이 진정으로 걱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동은 부모나 병원 의.

료진이 아동 앞에서 보이는 불안한 태도를 감지하여 질문할

수도 있고 혹은 통증 신체손상이나 외로움 때문일 수도 있,

다 아동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게 할 수.

있는데 언어 표현력에 한계가 있는 아동의 경우 그림이나 놀

이 등을 통하여 아동이 속해 있는 발달단계에 적합한 표현을

할 수 있다.

아동과 죽음에 대하여 말하도록 한다 죽음을 앞 둔 아동의.

경우 잦은 입원과 부모와의 분리 고통스런 검사와 치료의, ,

의학적 과정 신체적 기능의 변화 쇠약해짐 정서적 물리적, / ,

환경의 변화를 겪은 아동은 죽음의 개념 발달에 있어 정상

아동보다 더 조숙해지며 더 복잡한 내적 과정을 밟게 된다.

대부분의 호스피스 병동의 아동은 자신의 병의 위중함을 인

지하고 있으며 병에 대해 말해주지 않더라도 병의 결과에 대,

하여 인지하고 있고 이러한 주제에 관하여 말하고 싶어한다, .

아동이 자신이 아프다는 것 죽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을,

경우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동으로부터 믿음을 빼앗아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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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두려움만 주게된다.

모든 의사결정 시에는 최대한 아동의 의견을 참조한다 아.

동은 표현능력에 제한이 있어 이로 인해 치료과정 중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아동의 자율성은 대게 무시된다 영유아의 경.

우 의사결정이 대부분 보호자나 부모에게 의존되므로 사실에

근거를 둔 정보를 부모에게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 나이든 아.

동의 경우에는 아동의 의견을 사정하기 위해 인내가 필요하

며 시간의 결정 그리고 여러 처치에 대해 아동이 결정 할 수,

있는 선택을 주도록 한다.

사별관리 프로그램은 아동 호스피스 프로그램에 반드시 포

함해야 한다 아동 호스피스에서 사별관리는 두 종류의 프로.

그램 즉 자녀를 사별한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과 가족을 사별

한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수 있다 성인의 죽음보.

다 어린 자녀를 잃은 부모와 형제자매의 슬픔은 매우 극심하

고 사후 적응기간이 길어 아동의 임종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

가 필요하다 부모를 잃은 아동의 경우에도(Martinson, 1999b).

사별관리 프로그램에서 간과되기 쉬운데 아동의 정상적인 성

장발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아동도 아동 호스피

스 서비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국가적인 아동 호스피스 지원 및 관리기구 조직•

마지막으로 집중적으로 아동 호스피스 서비스의 질 평가

관리 해당기관의 연계 및 의뢰관리와 대국민 홍보사업을 위,

해서는 영국의 Association for Children with Life Threatening

미국의and Terminal Conditions and their Families , Children's

과 같은 조직이 결성되어야 한다 즉 생Hospice International . ,

명에 위협이 있는 질환을 가진 아동과 가족을 위한 돌봄과

지지제공 건강관련 전문인의 교육 및 훈련과 기술적인 지원,

활동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러므로 한국에서의 아동 호스피스 전망은 정부나 호스피

스 전문가를 포함하여 사회의 일반인들이 아동 호스피스에

관심을 갖고 위에서 제시한 과제를 점진적으로 진행 실행해,

나간다면 아동 호스피스의 전망은 밝으리라고 기대된다.

결 론

본 연구는 현재 우리 나라에서 아동 호스피스가 제대로 이

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아동 호스피스 제도의

정착을 위한 한 방법으로 한국 아동 호스피스의 현황과 전망

에 대해 살펴보았다.

호스피스의 철학에 따른 아동 호스피스의 개념과 돌봄의

원칙 표준에서는 현재 우리 나라에서 아동 호스피스의 원칙,

과 표준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미국의 국립 아동 호스피스

기관인 에서 제시하고 있는 영역별 원칙과 표준을 살펴보CHI

았으며 국내 아동 호스피스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아동의 경우 아동의 고유한 발달 특성으로 인하여 성인과,

다른 호스피스 접근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는데 특히,

아동은 아직 자기 스스로 죽음에 대해 이해하기가 어려우며,

보호자도 아동이 죽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상황은 더욱 어

렵기 때문에 말기질환 아동과 가족을 간호하는 일은 매우 어

렵다 이 사실은 역으로 아동과 가족은 더욱 절실한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뜻을 의미한다.

한국에서의 아동 호스피스 제도의 정착 및 발전을 위한 당

면과제로는 아동 호스피스에 대한 표준화 아동 호스피스 인,

식을 위한 홍보 전문인력 교육 및 관리 시스템 구축 아동, ,

호스피스 프로그램의 운영 국가적인 아동 호스피스 지원 및,

관리단체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과제가 점진

적으로 진행 실행되었을 때 아동 호스피스의 전망을 밝게 기,

대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자는 국가적 차원에서 한국 호스.

피스의 제도정착이 되고 있는 이 시점에 아동 호스피스 정립

을 위한 관심과 노력을 동시에 기울임으로써 호스피스 간호

가 성인만이 아닌 아동과 가족을 위해서도 질적인 서비스 제

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를 토대로 앞으로의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

을 하고자 한다.

아동 호스피스에 대한 요구도를 조사하는 연구를 시도할∙

수 있다.

아동 호스피스의 표준화 작업 연구를 시도할 수 있다.∙

아동호스피스 프로그램 운영에 관련된 전문인력과 자원봉∙

사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를 시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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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sent and Future of Children's Hospice Care in Korea
Kang, Kyung-Ah

1)
Kim, Shin-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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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epartment of Nursing, Sahmyook University, 2) Department of Nursing, Hallym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present situation of children's hospice and to find the developing strategies

for child hospice system in Korea. Method: The data was collected from both literatures and the recent data

provided by the government. The direction of future of children's hospice cared in Korea was predicted based on

the literature analysis and the report and policy of government. Result: In Korea, the system of the child hospice

is not processing. There are the importance differences between children and adult in that the characteristics and

approach of the hospice care. All medical personnel and the people related to hospice care including children and

their family should be recognized the necessity of the children's hospice care. The following strategies is needed

for setting up the child hospice :the principles and standards, recognizing of the necessities, developing of

educational program for the specialist and the systemic children's hospice program, and the organization of child

hospice. Conclusion: Directions suggested from this study have the importance of child hospice to establish and

develop well in Korea for both children with life-threatening disease and their fami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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