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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exploratory study was undertaken to analyze the information needs of family members of terminal 
cancer patients, collected through the telephone counselling service by National Cancer Information Center. 
Methods: The study included 113 family members of terminal cancer patients who had enrolled at the National 
Cancer Information Center for the period from June, 2007 through March, 2008 and had agreed to the survey. 
Results: The subjects (n=113) consisted of  grown-up children (n=82) and spouses (n=8) of patients'. Those 
in their 40's (n=40) and 30's (n=36) accounted for the majority of the sample. The questions raised most were 
about the information on treatment methods (n=117), management of terminal cancer patients (n=46), terminal 
cancer patients' life (n=27), deathbed and prediction of remaining life (n=18), hospitalization (n=16), and financial 
support (n=15). Most of the subjects were satisfied with the telephone counseling services, and 69% of the subjects 
had come to know about the telephone counseling service via Internet, and 10.6% of them stated that the PR 
for the service was poor. Conclusion: It is deemed essential for the government to use the mass media for PR 
of the hospice services, since family members of terminal cancer patients' are less aware of the hospice conducive 
to enhancement of patients' remaining quality of life, being involued too deeply in their treatment. (Korean J 
Hosp Palliat Care 2009;1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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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세계 으로 매년 1,000만명의 암 환자가 발생하며 

이  650만명이 암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1), 우리나라도 

사망원인 1 는 암으로 1년에 6만 6천여명이 암으로 사

망하고 있다.
2) 격히 증가하는 암 환자와 함께 말기 

암 환자는 5∼6만명에 이르고 암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가족은 20∼30만으로 추정되고 있다.3)

말기 암 환자를 돌보는 사람은 주로 가족이며 말기 

암과 같이 생명을 하는 질환은 가족체계 내에 불안

을 일으키고 종종 가족 구성원 사이의 계  역할과 

의사소통의 형태를 변화시켜 진단을 받는 것은 개인이

지만 가족 체의 삶이 변화해
4)
, 말기 상태는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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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이 아니라 가족의 병이 된다.
5) 

환자를 돌보는 가족은 

신체 , 정서 , 경제  부담이 크고
6)
 환자를 돌보는 새

로운 역할에 한 정보부족으로 환자를 돌보는데 어려

움을 경험하게 된다.
7) 

정보는 개인이 직면하고 있는 상

황이 일 때 찾게 되고
8)
 정보의 제공은 지식의 증

가로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을 감소시킨다.
9) 

정

보에 한 요구는 임종환자보다 그를 돌보는 가족에게

서 더 높게 나타나는데
10) 

환자를 돌보는 가족은 환자의 

질병과 리방법에 한 충분한 지식과 정보가 없어 가

족의 부담감과 불안을 증가시킨다.
11)

 입원한 호스피스 

환자 가족의 간호요구에 한 연구
4)
에서 가족의 정보

에 한 요구정도가 가장 높았다. 특히, 가정에서 환자

를 돌볼 때 측되는 간호문제에 한 교육과 상담이 

비되어 있지 않아 의료  상담이 필요할 때 연락할 

곳이 없는 것을 가장 어려운 으로 꼽았고 말기 암 환

자 가족이 원하는 의료  간호서비스 방법으로는 화

상담이 가장 많았다.
12) 정보를 찾는데 있어 화는 매우 

유용한 수단으로써 익명성을 지키면서 신속하게 근

할 수 있는 화매체를 빌어 내담자가 호소하는 일련의 

문제들을 상담자와 함께 신뢰를 가진 분 기 속에서 당

면문제의 해결로 향할 수 있게 하고
13), 조언, 지원, 교

육, 상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4)

국민건강증진기 으로 운 하고 2005년 6월에 개설

된 국가암정보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주 하고 국립암

센터에서 사업, 지원하는 국민 서비스로 암정보 인터

넷 서비스(www.cancer.go.kr), 암정보 화상담 서비스

(1577-8899), 상담 약 서비스, 암 련 교육자료 개발  

보  등을 하는 기 이다. 암정보 화 상담서비스는 

알기 쉽고 믿을만한 암정보를 일반인과 암 환자에게 제

공해 으로써 일반인과 암 환자의 암에 한 기본 인 

이해를 돕고 암에 한 험요인을 차단하고 진단과 치

료시 암 환자와 의료인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함으

로써 그 효과를 증 시킴은 물론, 말기암 환자 리 등

에 지지 인 역할을 하여 환자와 가족에 한 정서  

지지를 하게 된다.
15)

본 연구자는 말기 암 환자 가족이 어떤 정보를 필요로 

하는지를 구체  문장으로 내용분석 하고 상담 후 만족

도 조사를 통해 말기 암 환자 가족의 상담과 말기 암 환

자 간호의 질을 향상하고자 이 연구를 하게 되었다.

상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말기 암 환자 가족의 화상담을 통한 정

보요구와 만족도 조사를 통해 말기 암 환자 간호와 상

담의 질을 향상하고자 시도된 탐색  조사연구이다.

2. 연구 상자

2007년 6월부터 2008년 3월까지 국가암정보센터를 통

해 화상담서비스를 이용한 말기 암 환자 가족 113명

을 상으로 하 다.

본 연구의 상자는 다음과 같다.

1) 말기 암 환자 가족으로 국가암정보센터를 통해 

화상담 서비스를 이용한 자.

2) 만족도 조사에 응할 의사가 있고 화설문을 해 

연락 가능한 화번호를 남기고 실제 통화가 된 자.

3. 자료수집방법  기간

2007년 6월부터 2008년 3월까지 국가암정보센터를 통

해 상담한 말기 암 환자 가족  모니터 요원에 의해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진 화상담 내용을 분석하 다. 

4. 연구도구

Galloway (1987)의 유방암 환자 정보요구사정 도구를 

말기 암 환자 가족에 맞춰 수정 보완하여 용하 다.

만족도는 캐나다의 Center for Behavioral Research and 

program Evaluation (CBRPE)의 Mills 등(2003)이 수정, 보완

한 도구를 2006년 김희정이 국가암정보센터에 맞게 수

정, 보완한 것을 본 연구에서 사용하 다. 본 도구의 세

부 내용은 일반  특성 4문항, 문의 암 종류  문의내

용 2문항, 이용의 근성 1문항, 암정보 획득 경로 1문

항, 상담원의 문지식 정도 1문항, 상담원의 태도 3문

항, 서비스의 기 도 1문항, 만족도 4문항( 화상담 후 

결과 만족도, 반 인 만족도, 재이용 의사, 주  권유 

의사), 정보의 신뢰성 1문항, 서비스의 유용성 6문항, 정

보제공 형태 1문항, 개선   바라는  1문항으로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 자료 분석 방법

SPSS version 12.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

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여 자료 분석하 다. 말기 암 

환자 가족의 정보요구는 113명이 297개를 질문하여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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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말기 암 환자 가족의 인구학  특성(n=113).

특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환자와의 계

연령

거주지역

건강보험형태

직업

암종

암진단 후 
  투병기간

치료상태

남자
여자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며느리, 사
기타
20∼29
30∼39
40∼49
50∼59
60∼69
서울

역시
강원, 경기도
경상남북도
충청남북도

라남북도
제주도
직장보험
지역보험
의료보험수 자
잘 모름
주부
사무직

매, 서비스직
문직

기술, 생산
기타
폐암

암
장암

췌장암
간암
담낭, 담도암
기타
1개월에서 3개월 이내
3개월에서 6개월 이내
6개월에서 1년 이내
1년에서 2년 사이
2년 이상
치료 (입원/통원)
요양 
없음
기타

54
59
 8
82
 6
 4
13
19
36
40
15
 3
41
27
19
 9
 9
 7
 1
68
35
 7
 3
30
30
19
13
 8
13
29
22
13
 9
 7
 7
27
64
 5
17
10
17
88
12
12
 1

47.8
52.2
 7.1
72.6
 5.3
 3.5
11.5
16.8
31.9
35.4
13.3
 2.7
36.3
23.9
16.9
 7.9
 7.9
 6.2
 0.9
60.2
31
 6.2
 2.7
26.5
26.5
16.8
11.5
 7.1
11.6
25.7
19.5
10.6
8

 6.2
 6.2
23.8
56.6
 4.4
15
 8.8
15
77.9
10.6
10.6
0.9

표 2. 정보요구: 치료방법.
총 117건( 체 정보요구  39.4%)

항목 소항목 빈도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체ㆍ보완요법

병원으로 원

수술

기타

1. 항암치료를 꼭 해야 하나요? 
2. 항암을 하면 효과가 있나요? 
3. 항암은 병원마다 치료가 같나요? 
4. 항암을 한 달 후에 하면 진행이 

빨리 되나요?
5. 항암치료의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6. 표 치료제가 가능한가요?
7. 먹는 항암제와 주사항암제가 

어떻게 다르고 효과는 어떤 것이 
더 좋나요? 

8. 고령이면 항암이 불가능한가요? 
1. 양성자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2. 사이버나이 , 토모테라피, 

감마나이 를 받을 수 있나요?
3. 방사선치료를 하자는데 하는게 

나은가요?
4. 입원치료와 외래치료  어떤 것이 

나은가요?
1. 00(버섯, 홍삼, 식이요법 등)으로 

좋아질 수 있나요?
2. 아미노산, 루코산 등을 먹으면 

좋아지나요?
1. 큰병원 는 00병원으로 가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 다른 병원으로 가면 다르게 진단될 

수 있나요?
1. 수술은 안 되나요? 
2. 4기 이상에서 모르고 수술한 경우 

암이 더 잘 퍼지나요?
3. 증상완화를 한 수술을 하자는데 

하는게 나은가요?
1. 로 이가 되면 어떤 치료를 

해야 하나요?
2. 다른 장기로 이가 되면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3. 장기이식이 가능한가요?
4. 항암과 방사선이 효과가 없는데 

다른 방법은 없나요?
5. 00상태에서 어떤 치료방법이 

있나요? 

13 
 8 
 1
 1

 2
 5
 3

 1
13
 9

 3

 1

13

 1

11

 3

 4
 2

 2

 4

 1

 1
 1

13

2.6개의 질문을 하 으며 내용분석을 통해 정보요구 항

목 12개, 항목 24개 소항목 77개로 나 어 분석하 다.

결      과

1. 말기 암 환자 가족의 일반  특성

말기 암 환자 가족의 일반  특성은 표 1과 같다. 상

담 서비스를 이용한 말기 암 환자 가족은 113명으로 성

별 분포는 남자가 54명, 여자는 59명이었으며 환자와의 

계는 자녀가 82명으로 가장 많았고 연령 는 40 가 

40명으로 가장 많았다. 거주 지역은 서울 41명으로 가

장 많았고 역시 27명이었고 건강보험 형태는 직장보

험이 68명으로 가장 많았다. 직업은 주부가 30명, 사무

직 30명으로 가장 많았다. 문의한 암  가장 많은 것은 

폐암 29명(25.7%), 암 22명(19.5%), 장암 12명(10.6%) 

순이었다. 암으로 진단 받은 후 투병기간은 1개월에서 

3개월 이내가 64명(56.6%)으로 가장 많았고 치료 상태



8 한국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지 2009;12(1):5-13

표 3. 정보요구: 말기 암 환자의 리, 말기 암 환자의 생활, 임종과 수명 측.

항목 항목 소항목 빈도

말기 암 환자의 리
  46건(15.5%)

말기 암 환자의 생활
  27건(9.1%)

임종과 측수명
  18건(6.1%)

 증상 리

 통증 리

 식생활

 일상생활

 남은 수명 측

 임종 시 나타나는 증상

 1. 00증상이 더 진행된 것을 의미하나요? 
 2. 앞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3. 증상이 없는데 갑자기 악화되기도 하나요?
 4. 00로 이가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5. 증상이 좋아지다 갑자기 나빠질 수도 있나요?
 6. 00증상(변비, 입맛 없음, 의식 하, 구토, 설사, 등등)을 어떻게 하면 

완화시킬 수 있나요?
 7. 00증상이 말기를 의미하는 건가요? 
 8. 치료 안하면 증상이 어떻게 진 되나요?
 9. 00증상이 암 때문인가요?
10. 00증상(복수, 못먹음)이 있는데 링거를 맞아도 되나요? 
 1. 통증이 심한데 어떻게 해줘야 하나요? 
 2. 진통제를 많이 먹어도 괜찮나요? 
 3. 통증이 없어도 약을 먹어야 하나요?
 4. 말기인데도 통증이 없을 수 있나요?
 5. 언제부터 통증이 나타나나요?
 1. 암 환자가 먹어서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은 무엇인가요?
 2. 입맛이 없다고 안 먹으려 하는데 어떻게 음식을 드리는 게 좋나요?
 3. 00을 먹어도 되나요?(고기, 회, 과메기, 우유, ....) 
 1. 여행을 해도 되나요?
 2. 병실에 꽃을 놔도 되나요?
 1.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2. 앞으로 후가 어떻게 되나요?
 3. 00치료 후 생존율이 얼마나 되나요?
 1. 00증상이 있는데 임종을 나타내는 것인가요? 

 3
 1
 2
 1
 1
 9

 2
 1
 3
 2
14
 2
 1
 1
 1
14
 2
 7
 3
 1
13
 1
 2
 2

는 치료 (입원/통원)이 88명(77.9%)으로 가장 많았다.

2. 말기 암 환자 가족의 정보요구

말기 암 환자 가족의 가장 많은 정보요구는 표 2로 

치료방법 117건(39.4%)으로 나타났다. 내용을 보면 항암

치료가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방사선치료도 26건으로 

나타났다. 체․보완요법(14건)을 통해 좋아질 수 있는

지에 한 문의 내용으로 버섯, 홍삼, 식이요법 등을 세

부 으로 물었다. 상  병원으로의 원을 통해 새

로운 치료방법이 있는지에 한 문의는 14건으로 나타

났고 수술이 가능한지는 8건 문의하 다.

표 3은 말기 암 환자의 리, 생활, 수명 측과 임종 

시 나타나는 증상에 해 정리하 다. 말기 암 환자의 

리는 증상 리가 25건, 통증 리로 19건 문의하 다. 

구체  내용으로 보면 심한 통증을 어떻게 조 해 줘야 

하는지와 진통제를 많이 먹어도 되는지에 한 문의

다. 말기 암 환자의 생활은 27건으로 나타났다. 항목

으로 보면 식생활로 23건으로 나타났고 일상생활 4건의 

문의가 있었다. 임종과 수명 측으로 18건이었다. 항

목으로 보면 임종 시 나타나는 증상 2건과 남은 수명 

측 16건으로 가장 많은 구체  소항목은 얼마나 살 

수 있는지 묻고 있다.

표 4는 입원기 , 경제  지원, 암의 정의, 부작용, 기

타 사항을 정리하 다. 입원기  문의는 16건으로 항

목은 호스피스기  문의 7건과 요양원 9건에 한 문의

다. 경제  지원문의는 15건으로 나타났다. 항목을 

보면 치료비지원 12건, 증암 환자 등록 3건으로 소항

목  가장 많이 나온 항목은 국가에서 치료비 지원을 

해주는지, 어느 정도로 지원을 해주는지를 물었다. 암

의 정의, 진행  험요인은 12건, 부작용은 12건, 진

단방법 7건, 윤리  문제는 7건, 심리  문제 3건으로 

환자에게 무얼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 묻고 있다. 

3. 상담 후 만족도 조사

반 인 만족, 이용 황, 재이용 의사, 알게 된 경 , 

개선사항은 표 5과 같다. ‘ 화상담서비스에 해 반

으로 만족하셨습니까?’에 해서는 ‘매우 만족한다’ 

53명(46.9%), ‘만족한다’ 55명(48.7%)으로 나타나 높은 

만족율을 보 다. 화상담 이용 횟수는 처음이 97명

(85.8%)으로 나타났고 재이용의사에 해서는 매우 그

다 63명(55.8%), 그 다 47명(41.6%)으로 나타났다. 

화상담서비스를 알게 된 경 가 ‘인터넷을 통해서’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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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정보요구: 입원기 , 경제  지원, 암의 정의, 부작용, 기타.

항목 항목 소항목 빈도

입원 기
  16건(5.4%)

경제  지원
  15건(5.1%)

암의 정의 진행  
  험요인 12건(4.0%)

부작용
  12건(4.0%)

진단방법
  7건(2.4%)

윤리  문제
  7건(2.4%)
심리  문제 3건(1.0%)
기타 17건(5.7%)

요양원 

호스피스 기

치료비지원

증암 환자 등록
진행단계  이

정의

험요인
부작용

검사

진실통고

가족의 마음가짐
병원소개
보험 용 여부
치료비용

1. 말기 환자가 있기에 좋은 요양원이 어딘가요?
2. 집에 있는게 좋은가요? 조용한 요양원으로 가는게 좋은가요?
3. 무료요양원이 있나요?
1. 말기환자가 있기에 좋은 호스피스기 을 안내해 주세요.
2. 집으로 방문해 주는 호스피스는 없나요?
1. 국가에서 치료비지원을 해주나요? 어느 정도로 지원을 해 주나요?
2. 사망시 지원되는 것이 있나요? 
1. 증암 환자 등록은 무엇인가요? 차와 혜택은 어떤 것인가요? 
1. 4기와 말기가 다른가요?
2. 이가 되면 말기인가요?
3. 암이 얼마나 빠르게 이가 되나요?
4. 며칠 는 몇달만에 00로 이가 될 수 있나요?
1. 00암이란 어떤 것인가요? 
2. 원발암과 이암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3. 비소세포폐암과 소세포폐암은 어떻게 다른가요?
1. 00암은 왜 걸리나요?
1. 00증상이 항암의 부작용인가요?
2. 항암의 부작용은 어떤 것인가요?
3. 00증상이 방사선치료의 부작용인가요?
1. 어떤 검사로 상태를 알 수 있나요?
2. 검사가 오진률이 있나요?
3. 00종양표지자 검사수치가 높은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4. 백 구수치가 높거나 낮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1. 말기라는 사실을 알리는게 좋을까요?
2. 암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하나요?
1. 집에서 가족이 무얼 어떻게 해줘야 하나요?
1. 0암을 치료 잘하는 병원을 소개해 주세요.
2. 0치료가 보험 용이 되나요? 안 되는 이유는?
3. 00치료가 얼마정도 하나요? (항암, 방사선, 검사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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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69%)이 가장 많았고 말기암 환자 가족에게 상담 후 

개선사항을 묻는 질문에 113명  29명이 답하 는데 

‘홍보가 부족하다’는 답이 12명(10.6%)으로 가장 많았

다. 화상담이 도움이 되었다고 답한 사람은 109명

(96.5%)으로 도움이 된 부분은 ‘정보제공’ 57명(50.4%), 

‘심리  안’ 21명(18.5%), ‘의사결정’ 17명(15%), ‘의사

소통’ 11명(9.9%)으로 나타났다.

고      찰

문의한 말기 암 환자와의 계는 자녀가 72.6%로 암 

환자, 가족, 일반인을 포함한 화상담서비스를 이용한 

230명을 상으로 한 연구
16)에서도 가족이 66.1% (152명)

으로 가장 많은 정보요구를 하 고 김 등
17)의 연구에서

도 통 인 가족제도에서 돌 의 책임은 일차 으로 

자녀와 배우자에게 부여된다고 한 것과 같은 결과로 볼 

수 있다. 일반 인 호스피스 주 간호자는 배우자가 제

일 많이 차지하나 본 연구에서 정보를 찾는 가족은 자

녀의 비율이 제일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정보를 찾는 사

람이 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정보요구가 높다는 

연구결과와
18,19) 같은 결과로 여겨진다. 연령별로는 40

가 40명(35.4%)으로 가장 많았는데 허
20)의 암 환자 상 

정보요구의 연구에서도 40 가 가장 많은 정보요구를 

나타내고 50세 이상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문의한 암  가장 많은 것은 폐암으로 29명

(25.7%), 암 22명(19.5%), 장암 12명(10.6%), 간암 7명

(6.2%)순이었다. 이는 우리나라에 흔하게 발생하는 5  

암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발생률이 높은 암에 한 

정보요구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암으로 진단받은 후 

투병기간은 1개월에서 3개월 이내가 64명(56.6%)으로 

가장 많았는데 김 등
18)의 연구에서도 암 진단을 받은 

기간이 짧을수록 정보요구가 높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가장 많은 질문은 치료방법(39.4%)으로 말기 암 환자 가

족이 환자를 간호하면서 어려움에 부딪히고 그것을 극

복해 가는 과정에서 정보를 찾게 되는데 화상담서비

스로 문의한 질문의 유형을 분석해 보았을 때 말기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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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화상담에 한 만족도.

질문 응답 빈도(백분율)

1. 반 으로 만족하셨
나요?

2. 서비스 이용 황

3. 다시 이용하실 의향
이 있으십니까?

4. 국가암정보센터를 어
떻게 알게 되셨나요?

5. 개선사항

6-1. 화상담이 유용하
셨나요?

(“ ”라면)
6-2. 어떤 부분에 도움

이 되었나요? 

매우만족 
만족 
보통 
처음
2회∼3회
3회∼5회
6회 이상
매우 그 다
그 다
보통
인터넷
보건의료기 의 소개 
신문/TV/라디오
지인의 소개
기타
홍보가 필요
좀 더 구체 인 정보를 
주었으면

상담원의 정서  
지지가 부족
체의학  한방정보 
부족

기타
무응답 

아니요
정보제공
심리  안
의사결정
의사소통
기타 

 53 (46.9)
 55 (48.7)
  5 (4.4)
 97 (85.8)
 12 (10.6)
  2 (1.8)
  2 (1.8)
 63 (55.8)
 47 (41.6)
  3 (2.7)
 78 (69)
 10 (8.8)
  8 (7.1)
  4 (3.5)
 13 (11.5)
 12 (10.6)
  5 (4.45)

  4 (3.5)

  2 (1.8)

  6 (5.4)

109 (96.5)
  4 (3.5)
 57 (50.4)
 21 (18.5)
 17 (15)
 11 (9.9)
  7 (6.2)

도 불구하고 치료방법에 한 문의가 가장 많았다. 말

기 암 진단을 받은 환자의 치료에 한 가족의 기 는 

완치를 기 하는 가족이 16.7%로 환자의 진단을 받아

들이지 않고 있었으며, 6개월 이상의 생명연장을 기

하는 가족도 37%나 되었다
7)라는 보고에서도 보듯이 말

기 암 환자 가족들은 죽음을 얼마 남겨 놓지 않은 상황

에서도 치료방법에 매달려 있다고 도 무 할 것 같

다. 화상담서비스를 이용한 암 환자, 가족, 일반인을 

포함한 250명을 상으로 한 연구
16)
에서도 치료방법에 

한 문의가 69명으로(30%) 가장 많았는데 본 연구의 

상자인 말기 암 환자 가족도 치료방법에 한 문의

(39.5%)를 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의 일개 

호스피스 상담실의 1년 동안 말기 암 환자와 가족의 상

담내용을 분석한 연구에서 가장 많은 질문의 내용은 치

료 인 정보에 한 내용이 가장 많아
21), 얼마 남지 않

은 삶의 요한 시기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호스피

스에 한 심과 인식이 부족함을 보여 다. 이는 말

기임을 통보하는 의료진과 말기를 받아들이는 환자와 

보호자 모두에게 호스피스에 한 인식의 필요성을 보

여주는 것으로 국가 차원의 홍보가 필요하다 하겠다. 

두 번째로 많은 정보요구는 말기 암 환자의 리  통

증 19건이었다. 말기 암 환자 응 실 방문의 주 증상이 

통증이 44.8%로 가장 높았고
22)

, 말기 암 환자 가족 108

명을 상으로 한 한 등
23)
의 연구에서 입원의 이유는 

55.1%가 통증을 비롯한 증상조 이라고 답해 통증은 

말기 암 환자에게 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다섯 번

째는 입원기 에 한 정보요구로 16건이었다. 내용으

로는 호스피스기 (7건)과 요양원(9건)이었다. 요양원보

다 호스피스기 에 한 정보요구가 은 것은 호스피

스에 한 인식부족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일개 호

스피스실에서 상담한 내용분석에서 환자와 가족의 질

문 내용들은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한 정보의 부족이 

심함을 나타내고 있다.
24) 우리나라의 경우 연간 6만 6천

여명의 암 환자가 죽음에 이르는데도 숨지기 한 달  

말기 암 환자가 심리, 신체  고통을 이는 호스피스 

의료를 이용한 비율은 고작 3%에 그쳤다. 의료서비스

를 아  받지 않은 22% 가량을 빼면 암사망자 75%는 

연명치료만을 받다가 죽음을 맞는 셈이다.
25) 호스피스

에 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정보 보 의 필요성이 시

하다. 기타 문의사항으로 윤리  문제는 7건으로 암

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하는지 말기라는 사실을 알려야 

하는지를 묻고 있다. 암 환자 병명통고에 한 연구
26)에 

의하면 환자의 98%, 주보호자 88%, 의료진 90.2%가 병

명통고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로 통고되

는 확률은 아직도 소극 인 입장이다.
27)

 일개 호스피스

실에서 이루어진 상담내용 분석에서도 말기 암 환자 가

족이 경험하는 어려움으로 33%가 말기임을 알리는 것 

등 화의 어려움을 꼽았다.
24)

상담 후 모니터 요원에 의해 조사된 만족도 조사에 

의하면 화상담서비스를 알게 된 경 가 ‘인터넷을 통

해서’ 78명(69%)인 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 

2002년 10월 기  국내 체 가구  70% 가구에 인터

넷이 보 되어 있고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자수는 1,000

명 당 가입자 수가 세계 3 로 3,257만명에 달하고 있

다.
28) 

향후 호스피스와 국가암정보센터에 한 홍보방

안도 인터넷  매스미디어를 통한 구체  방안이 마련

되어야 한다.

말기 암 환자 가족에게 상담 후 개선사항을 묻는 질

문에 113명  29명이 답하 는데 홍보가 부족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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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이 12명(10.6%)으로 가장 많았는데 가족들이 개선

으로 가장 많이 지 한 홍보의 부분에서 생각해 볼 

때 말기 암 환자 리를 해선 우선 으로 일반인들의 

인식을 높여야 하며, 다양한 련지식과 정보의 보 이 

선행되어야 한다.
29) 

화상담 서비스의 유용성에 해서 

도움이 되었다는 사람은 109명(96.5%)으로 도움된 부분

은 ‘정보제공’ 57명(50.4%), ‘심리  안’ 21명(18.5%), 

‘의사결정’ 17명(15%), ‘의사소통’ 11명(9.9%)으로 나타

났다. 말기 암이라는 진단은 환자와 가족에게 큰 충격

을 주며, 신체  고통은 물론이고 정서 ,  측면의 

총체 인 고통을 래한다. 호스피스 상담은 말기암 충

격에 한 처와 지지, 추후 필요한 돌  내용에 한 

정보 제공, 질병이 지속 으로 악화됨에 따른 고통을 

완화하기 한 상담서비스 제공 등 말기암 환자와 가족

을 총체 으로 돌보고 지지하기 한 것으로서 매우 

요하다.
24) 심리  안을 받았다는 답은 말기 암 환자

나 가족은 정보와 정서  지지를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다는 연구
30)와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 말기 

암 환자 가족을 한 문상담 로그램이나 교육 로

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다.

본 연구는 암에 한 올바른 이해를 해 보건복지부

에서 주 하고 국립암센터의 사업지원을 받고 있는 국

가암정보센터의 화상담서비스를 통해 말기 암 환자

가족의 정보요구가 어떤 것인지 내용분석하고 상담 후 

만족도 조사를 통해 상담과 간호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 한 탐색  연구이다. 본 연구는 2007년 6월부터 

2008년 3월까지 국가암정보센터를 통해 문의한 말기 암 

환자 가족 만족도 조사에 동의하고 실제 통화된 113

명을 상으로 연구 되었다. 정보를 요구한 말기 암 환

자 가족의 정보 요구에 한 분석은 녹취되어 있는 내

용을 듣고 Galloway의 유방암 환자 정보요구사정 도구

를 본 연구의 상자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내용분석 

하 다. 한 정보 요구 문항과 상자 정보를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 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정보를 요구한 말기 암 환자 가족은 113명으로 남

자 54명, 여자 59명이었다. 가족  자녀 82명과 배우자 

8명이 주로 많이 이용하 고, 연령별로는 40  40명과 

30  36명의 이용이 많았다. 거주 지역은 서울 41명과 

역시 27명에서 주로 이용하 고, 그들이 이용하고 있

는 건강보험 형태는 직장보험 68명이 가장 많았다. 직

업은 주부가 30명, 사무직 30명을 차지하 으며 정보를 

암종은 폐암 29명, 암 22명, 장암 12명의 순이었다. 

암으로 진단 받은 후 투병기간은 1개월에서 3개월 이내

가 64명으로 가장 많았고, 치료 상태는 치료 (입원/통

원)인 경우가 88명으로 가장 많았고 요양 인 환자의 

가족도 12명으로 나타났다.

2. 말기 암 환자 가족의 질문내용 분석: 가장 많은 정

보요구는 치료방법 117건(39.4%)으로 나타났다. 내용을 

보면 항암치료가 34건으로 항암치료를 꼭 해야 하는지, 

항암의 효과와 표 치료제에 해 문의하 다. 방사선치

료는 26건으로 양성자 치료가 가능한지 사이버나이 , 

토모테라피, 감마나이 가 가능한지 문의 다. 체ㆍ보

완요법 14건, 병원으로의 원을 통해 새로운 치료방

법이 있는지 14건, 수술이 가능한지 8건 순으로 나타났

다. 두 번째 정보요구는 말기암 환자의 리 46건(15.5%)

으로 증상 리가 25건, 통증 19건으로 나타났다. 세 번

째 정보요구는 말기암 환자의 생활정보 27건(9.1%)으로 

식생활 23건, 일상생활 4건에 해 문의했다. 네 번째 

정보요구는 임종과 수명 측으로 18건(6.1%)이었다. 다

섯 번째 정보요구는 입원기 정보 16건(5.4%)으로 호스

피스기 (7건)과 요양원(9건)에 해 문의했다. 여섯 번

째 정보요구는 경제  지원정보 15건(5.1%)으로 증암 

환자 등록 차와 혜택, 치료비 지원에 한 문의했다. 

나머지는 치료의 부작용으로 12건(4%), 암의 정의와 진

행  이 그리고 험요인이 12건(4%)으로 나타났다. 

진실통고는 7건(2.4%)으로 말기라는 사실을 알려야 하

는지를 묻고 진단방법은 7건(2.4%)으로 검사에 해 물

었다. 

이상과 같은 정보요구를 보았을 때 치료방법에 있어 

병원으로의 원과 체ㆍ보완요법에 해서는 객

 기 을 상담 자료로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통증을 

포함한 증상 리와 식생활 등의 정보요구가 많은 만큼 

이에 한 자료를 상담에서 충분히 비되어야 한다.

3. 상담 후 모니터 요원에 의해 조사된 만족도 조사

에 의하면: 화상담 서비스에 해 반 으로 만족하

셨습니까?에 매우 만족한다 53명(46.9%), 만족한다 55명

(48.7%), 보통 5명(4.4%)으로 나타나 높은 만족율을 보

다. 화상담서비스를 몇 번 이용해 보셨습니까?에 처

음 97명(85.8%), 2∼3회 12명(10.6%), 3∼5회 2명(1.8%), 6

회 이상 2명(1.8%)으로 나타났다. 암정보가 필요할 때 

화 상담 서비스를 다시 이용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에 매우 그 다 63명(55.8%), 그 다 47명(41.6%), 보통 

3명(2.7%)으로 나타났다. 화상담 서비스를 어떻게 알

게 되셨습니까?에 인터넷을 통해서 78명(69%), 보건의

료기 의 소개(보건소 포함) 10명(8.8%), 신문/TV/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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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서 8명(7.1%)으로 나타났다. 말기암 환자 가족에

게 상담 후 개선사항을 묻는 질문에 113명  29명이 

답하 는데 홍보가 부족하다는 답이 12명(10.6%)으

로 가장 많았고 구체 인 정보가 부족하다가 5명(4.4%)

으로 나타났다. 체의학  한방정보 부족이 4명(3.5%)

으로 답했다.

화상담이 도움이 되셨습니까?에 109명(96.5%)이 

로 답하 다

' '라고 답한 사람에게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되었다

고 생각하십니까?에 ‘정보제공’ 50.4%, ‘심리  안’ 

18.5%, ‘의사결정’ 15%, ‘의사소통’ 9.9%로 나타났다. 이

는 홍보를 통해 말기 암 환자 가족이 보다 많은 상담의 

기회를 갖고 정보제공과 심리  안 등을 받을 필요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말기 암 환자 가족은 치료방

법에 매여 있어 남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호스피스

에 한 인식이 은 만큼 국가  차원에서 매스미디어

를 활용한 호스피스 홍보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말기암에 한 충격 처와 돌 에 한 정보제공, 고통

완화, 심리  안을 한 문  호스피스상담이 요구

된다.

요      약

목 : 본 연구는 국가암정보센터의 화상담을 통해 

말기 암 환자가족의 정보요구와 만족도 조사를 통해 말

기 암 환자 간호의 질을 향상하고자 시도되었다.

방법: 2007년 6월부터 2008년 3월까지 국가암정보센

터를 통해 문의한 말기 암 환자 가족  만족도 조사에 

동의하고 실제 통화된 113명을 상하 다. 

결과: 1. 정보를 요구한 말기 암 환자 가족은 113명으

로 가족  자녀(82명)와 배우자(8명)가 주로 이용하

고, 연령은 40 (40명)와 30 (36명)의 이용이 많았다. 

가장 많은 질문은 치료방법 117건, 말기 암 환자의 

리 46건, 말기 암 환자의 생활은 27건, 임종과 수명 측 

18건, 입원기 에 한 정보 16건, 경제  지원은 15건

으로 나타났다. 화상담 서비스에 해 반 으로 높

은 만족을 보 다. 화상담 서비스를 알게 된 경 는 

인터넷이 69%로 가장 많았고 상담 후 개선사항을 묻는 

질문에 홍보가 부족하다는 답이 10.6%로 가장 많았다.

결론: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말기 암 환자 가족은 치

료방법에 매여 있어 남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호스

피스에 한 인식이 은 만큼 국가  차원에서 매스미

디어를 활용한 호스피스 홍보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심단어: 말기암, 암, 정보서비스, 만족도,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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