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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감사사사의의의 글글글

3년이라는 휴학기간의 공백을 깨고,어수선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값진 배움
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논문을 썼던 약 5개월간의 기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졌던 기간임과
동시에 얼마나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깨닫게 된 시간이었습
니다.너무나도 부족한 제자에게 논문주제 선정에서부터 자료 수집,그리고 논문
이 나오기까지 세심한 검토와 지도로 이끌어 주시며 때로는 힘든 마음까지 헤아
려 주신 장순복 교수님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논리적 안목으로 부족
한 부분을 꼼꼼히 점검해주시고 지도해 주신 김소야자 교수님,자료수집이 가능하
게 해주시고 의학적 입장에서 논문의 부족한 점을 지적해주신 김성록 교수님,그
리고 도구의 역번역을 도와주신 서미혜 교수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료수집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암센터의 정현철 과장님과 윤정순 선생

님,그리고 전혀 안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따뜻하게
반겨주시고 설문조사와 다른 편이시설을 허락해주신 검진센터의 부장님과 과장님.
세심한 배려와 웃음으로 힘을 주신 김성미 선생님,안미연 선생님,김유진 선생님
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상계백병원에서의 설문조사를 흔쾌히 허락해주신
임업봉 간호부장님을 비롯한 손혜안 선생님,전경란 선생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
하며,바쁜 업무 중에서도 시간을 내어 설문조사를 도와주신 이춘자 선생님,강명
희 선생님,허경아 선생님께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감사의 마음 전합니
다.그리고 무엇보다 힘든 투병 중에도 불구하고 설문에 응해주신 암환자분들과
그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함께 논문을 쓰며 어려움을 함께 할 수 있었던 양화정 선생님,윤선희 선생님,

본인 역시 박사논문중이라 바쁨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물어보는 질문에 대답해주
시고 조언해주신 최진이 선생님,자신의 일처럼 신경써주고 때로는 친언니처럼 따
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최은석 선생님,그리고 통계를 도와주신 심연주 선생



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따뜻한 마음을 가진 남선이,얼굴만큼
이나 마음도 예쁜 은영이,멀리서도 논문진행의 조언과 관심을 가져주었던 진이,
그리고 자료수집은 물론 세세한 부분까지도 도와주며 마음의 든든한 힘이 되어준
진숙이에게도 너무나 고마운 마음과 우정을 보냅니다.

논문기간 내내 곁에서 부족한 엄마의 몫,며느리의 몫을 대신 하시며 묵묵히
도와주신 외삼촌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 전하며,어린 조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우리 두 딸들을 데려가 돌봐준 큰언니와 올케에게 너무나 고맙고,부족한
딸,며느리로 인해 지방을 수시로 오르내리시며 도와주신 부모님,시부모님께도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논문 쓰는 기간 동안 온갖 투정을 받아주며 때로는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남편과 엄마와 함께하지 못해 힘들었을 많은 시간들을 잘 참아내
고 건강하게 자라준 어린 두 딸 해민,유경이에게 이 작은 결실을 바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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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문문문요요요약약약

암암암환환환자자자가가가족족족의의의 영영영적적적 요요요구구구(((SSSpppiiirrriiitttuuuaaalllnnneeeeeedddsss)))

본 연구는 암환자가족의 영적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암환자,정상인 집단과의
차이를 규명해보고 암환자가족의 영적요구의 관련요인을 밝히기 위한 서술적 조
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서울소재 2개 대학병원에서 입원 혹은 외래치료 받고 있는 암환

자 164명,암환자 가족 178명,그리고 두 병원 각각의 건강검진센터를 방문한 건
강한 정상인 194명이며, 2007년 10월 5일 부터 12월 7일까지를 자료수집기간으로
하여 설문조사하였다.영적 요구 측정을 위해 Taylor,E.J.(2006)가 개발한
SpiritualInterestsRelatedtoIllnessTool(SpIRIT)을 사용하였다.자료분석은 SPSS
Win12.0program을 이용하였으며,신뢰도는 Cronbach'sα값,타당도는 요인분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암환자가족의 영적요구는 평균,표준편차,실수,백분율을
산출하였고,집단 간의 영적 요구 차이는 t-test,암환자 가족의 일반적 특성에 따
른 영적 요구 정도는 t-test,ANOVA,Scheffe's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⑴ 암환자가족의 영적요구 정도는 가능한 점수 범위 1~5점 사이에서 평균
3.64(±0.67)점이고,영역별 가장 높은 영적요구는 긍정적 견해 영역으로 평균
4.09(±0.76)점이고,가장 낮은 영적요구는 신앙활동 영역으로 3.17(±1.16)점 이었다.

⑵ 암환자가족의 영적요구 평균점수는 3.64(±0.67)점으로 암환자의 3.72(±0.59)
점 보다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진 않았다.그러나 영적요구의
하부영역 중 ‘사랑베품’영역은 암환자가족이 암환자보다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t=-3.730,p=.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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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암환자가족의 영적요구 평균 점수는 3.64(±0.67)점으로 정상인의 3.52(±0.6)
점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진 않았다.그러나 하부영역 중
‘사랑받음(t=2.365,p=.019)’과 ‘죽음의 준비(t=2.204,p=.028)’영역은 암환
자가족이 정상인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⑷ 암환자가족의 영적요구는 ‘기독교’군이 종교가 ‘없음(p=.000)’군과 ‘불교(p
=.003)’군 보다,신앙활동은 ‘매주 1회 이상’군이 ‘가끔(p=.008)’군,‘전혀 안함
(p=.000)’군 보다,치료상태(t=2.077,p=.040)는 ‘입원’군이 ‘외래’군 보다 유의
하게 높게 나타났으며,연령(F=2.623,p=.037)에 따라 유의한 차이는 보였으나
Scheffe후 연령대별로 차이가 나는 군은 없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암환자가족은 중등도 이상의 영적 요구를 가지고 있고,사랑
베품의 요구는 암환자보다 낮으나 사랑받음 요구와 죽음의 준비 요구는 정상인보
다 높음이 발견되었으며,암환자가족의 영적요구는 기독교군,매주 1회 이상 신앙
활동 군,암환자의 치료상태가 입원 군에서 높게 나타났다.그러므로 암환자가족
을 위해 그들의 영적요구와 관련 있는 요인들을 고려하여 사랑받음 요구와 죽음
의 준비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음이 발견되었으며
이를 위한 간호중재방안을 개발할 것을 제언한다.

---------------------------------------------------------------------------------------------------------------
핵심되는 말 :암환자가족,SpIRIT(영적요구 사정도구),영적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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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 론론론

111...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간호학에서 인간은 신체적,정신사회적,영적으로 통합된 존재(Fish& Shelly,
1978)로서 서로 상호영향을 주고받는 유기체적 존재로 이해되고 있다.즉,한 영역
의 변화는 서로 다른 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특히 영적 영역은 신체적,정신
적,사회적 위기를 경험할 때 보상작용의 기전이 일어나 더욱 중요한 요소로 작용
하게 되는데(윤매옥,2004b),건강상태를 결정하는 주요요인으로서 신체,정서적,
환경적 상황으로부터 자신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이 영적 차원이며,인간의 모든 차
원을 통합하는 핵심(Taylor,Highfield& Amenta,1995)이라고 할 수 있다.따라서
전인간호를 표방하는 전문인으로서의 간호사는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바탕
으로 신체적,정신사회적,영적 측면에서 간호를 제공해야 하는 당위성을 가지며,
신체적 간호와 마찬가지로 영적간호도 동시에 주어져야 한다.
영적 요구는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 즉 임종,위험을 동반한 수술,불치

병,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병의 발생 등에 의해 높아진다고 하였고(강성례,
2006),국내 영적 측면의 간호와 관련되어 진행된 연구들을 보면,일반적인 입원환
자나 암환자,호스피스 환자를 대상(강경아,1998;강병금,2004;김태희,1986;민
소영,1995;송혜숙 & 김경희,2002;윤매옥 & 박정숙,2003;정상옥,장순복,이원
희 & 김주형,2007;지기순,1996;최화숙,1987;한영미,2000;한영인 & 손수경,
1999)으로 진행된 연구가 대부분이며 암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영적 측면과 관
련된 연구는 거의 없다.
그러나 개방체제로서의 가족은 그 구성원 간에 상호작용을 하고 가족의 안녕

상태에 따라 구성원의 요구충족 정도와 안녕감은 달라지게 되며(김춘길,1998a),
특히 생명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상황을 경험하는 암환자들은 다른 환자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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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영적 요구를 가지게 되는데(윤매옥 & 박정숙,2003;Reele,1994)이러한 높
아진 영적 요구는 분명 가족의 영적 요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진다.암환
자에 있어 가족의 적극적인 돌봄의 역할은 환자의 회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고,질병에 대처하며 치료과정의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촉진하므로 암환자에게 가
족은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Lobchuk,Michelle,Degner& Lesley,2002;조계화 &
김명자,1997).따라서 암환자의 간호계획에 반드시 가족을 참여시키도록 강조하고
있으며(Rustoen& Begnum,2000),암환자의 영적 요구 충족은 주로 가족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민소영(1995)의 보고로 볼 때,환자의 영적 요구와 더불어 가족의 영
적 요구도 함께 충족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간
호사를 위시한 의료인들은 환자의 돌봄에는 많은 에너지를 쏟지만 가족을 돕는
데에는 거의 시간을 배려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들에 대한 관심도 부족한 실정이
며(김춘길,1998b;Haggmark,1990),암환자 가족들은 장기간의 불안과 스트레스
로 에너지가 고갈되고 피곤하지만 자신들의 신체적,정서적 요구를 무시한다는
McCarron(1995)의 보고와,호스피스 환자의 가족들을 대상으로 필요한 도움의 내
용을 조사한 이소우 등(1997)의 연구결과에서 호스피스 환자의 가족들은 육체적
피로(71.3%),불안(46.3%)등을 호소하면서도 가족원 자신을 위한 도움보다 환자를
위한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 더 많았다는 결과에서 보듯,암환자 가족의 요구를
무시하며 가족의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또한 최근 국내외 영적 측면과 관련되어 진행된 연구를 보더라도,영적 요소

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영적 간호 중재의 개발
및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송미옥,2003;윤매옥 & 박정숙,2002;윤매옥,2004a,
2004b;정정숙,2005)까지 진행되고 있는 반면,암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영적
관련 연구는 영적요구 정도를 파악하는 수준의 연구조차 미비한 실정이다.암환자
가족의 영적 요구를 간호요구에 포함시키거나(김춘길,1998a,1998b)암환자 가족
을 암환아 어머니로만 제한하여 진행한 암환아 어머니의 영적요구에 관한 연구(김
대희,1988)가 있으며,또한 김대희(1988)의 연구에서 암환아 어머니의 영적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된 도구는 암환자 가족이 아닌 암환자를 위해 개발된 도구로
서,암환자 가족의 영적 요구를 반영하여 개발된 도구조차 없다는 데 더 큰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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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있다.
다른 질병의 환자에 비해 죽음을 더 가까이 인지하는 암환자가 높은 영적 요

구를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암환자가족 또한 사랑하는 가족과 사별해야
하는 아픔을 안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높은 영적 요구를 가지고 있으리라 판단
되며,암환자가족의 영적 요구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자는 환자의 치료와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원이자 영
적 간호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서 암환자 가족의 영적 요구 파악의 중요성을 느
껴,암환자가족의 영적요구를 반영하여 개발된 Taylor(2006)의 SpiritualInterests
RelatedtoIllnessTool(SpIRIT)를 국내 암환자 가족에게 적용하여 국내 암환자 가
족의 영적요구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하였으며,암환자가족의 영적요구와 관
련된 연구보고가 부족한 시점에서(Taylor,2003b)수행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필
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222...연연연구구구의의의 목목목적적적

본 연구의 목적은 암환자 가족의 영적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암환자,정상인 집
단 간의 영적 요구의 차이를 규명해 보고,암환자가족의 영적 요구 관련요인을 파
악하기 위함이다.

그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1)암환자가족의 영적 요구 정도를 파악한다.
2)암환자가족과 암환자,정상인의 영적요구의 차이를 비교한다.
3)암환자가족의 영적요구 관련요인을 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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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용용용어어어 정정정의의의

1)영적 요구
;영적 요구라 함은 영적 결핍(spiritualdeficit)혹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측

면 중 하나를 갈망하는 것이며,세 가지 관계적 차원 즉,내면적인(Intra-personal)
관계,타인과의(inter-personal)관계,초월적 존재와의(trans-personal)관계적 차원을
통해 의미를 갈구하는 인간의 영적 측면을 반영하는 것으로(Taylor,2003b),본 연
구에서는 Taylor에 의해 개발된 SpIRIT으로 측정할 수 있는 값을 말하며,SpIRIT
의 하부영역으로는 긍정적 견해,신과의 관계,사랑베품,사랑받음,신념검토,의미
발견,신앙활동,죽음준비 요구의 8가지이다.

ⅡⅡⅡ ...문문문헌헌헌고고고찰찰찰

111...영영영적적적 요요요구구구

영적 요구(SpiritualNeeds)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영(Spirit),영성(Spirituality)
의 개념부터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우선 영(Spirit)은 공기의 움직임,미풍,바람,호흡,넓게는 생명의 본질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었고,영성(Spirituality)이란 사전적으로 신령한 품성이라고 풀이되
고 있으며(동아출판사,1991),'삶에 대한 보다 뛰어난 인식‘,'초월적인 지성'을 가
리키기도 하였다(Christianacademy,1985;강성례,2006).영은 모든 인간이 절대
자로부터 부여받은 기본적인 본성으로서,인간의 모든 영역을 통합시키는 힘,창
조적인 힘 및 내적 근원이 되는 것으로,이러한 영의 외적 발현이 영성
(Spirituality)이라고 할 수 있다.대부분 영(spirit),영성(spirituality),영적(spiritual)
이란 용어는 종교적인 개념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영성은 인간의 본질이고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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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이며 자신,타인 더 나아가 'God'와의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존재양식으로 확
대되었다(김강미자 & 이병숙,1998).
간호학적 측면에서 영성의 개념분석에 대한 연구가 여러 학자에 의해 이루어

졌는데,김강미자와 이병숙(1998)은 영성의 정의적 속성을 '자기 또는 다른 존재,
및 신과의 교통','자기 초월성','절대 가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였다.오복자와
강경아(2000)는 영성의 주요 속성을 '조화로운 상호관계성','초월성','통합적 에너
지',그리고 '삶의 의미와 목적'으로 확인하였는데,조화로운 상호관계성은 자기 자
신,타인 및 상위존재와의 관계를 의미하며,초월성은 당면한 현실상황을 초월하
여 새로운 관점을 보게 하여 자기치유,승화 및 안녕(wellness)를 이루게 하며,통
합적 에너지는 인간의 마음,육체,영을 통합시키는 힘으로 보았다.민소영(2001)은
여러 문헌고찰을 토대로 도출된 영성의 개념으로서 '관계성(connectedness)'과 '통
합성(integration)'을 제시하였으며,이미라(2002)는 암환자를 대상으로 영성의 개
념을 분석하였는데,암환자 영성이란 모든 인간이 가진 본질인 '영'의 외적 발현으
로서 암 투병의 고통 속에서 더 찾고 강화될 수 있는 역동성과 개인의 종교,연
령,과거경험,가족에 대한 부담감에 따라 독특하게 표현되는 절대자,타인․이웃
․외부환경,의미추구와 관련된 차원에서 나타나는 절대자와의 관계성,또는 자신
에 대한 의지와 믿음이며,현실초월,미래지향,삶의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는 내적
에너지원이라고 하였다.
즉,영은 모든 인간이 절대자로부터 부여받은 기본적인 본성으로 인간의 모든

영역을 통합시키는 힘이고,영의 외적 발현이 영성(spirituality)이며,그 속성으로
는 상호관계성 -자신,타인 및 상위존재(절대자)와의 관계 -과 통합성 -인간의
마음,육체,영을 통합시키는 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간의 영적측면은 개인의 다른 모든 측면들 즉 신체적,정신사회적 측

면들을 통합하는 근본적인 힘으로서 개인의 안녕상태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
을 하며,다른 모든 측면들의 근원인 핵심이 된다(Banks,1980).또한 영적 요구에
대한 정확한 문제 규명과 책임 있는 간호중재는 전인간호를 실행할 수 있고,결과
적으로 치유를 촉진할 수 있으며(윤매옥 & 박정숙,2003),영적 간호를 하기 위해
간호사는 종교를 고려한 입장에서든 종교를 떠난 폭넓은 입장에서든지 환자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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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영적 요구를 인식해야 한다고 하였다(한영인 & 손수경,1999).
영적 요구는 대상자들이 경험하는 특수상황에 의해 파생되는데,이러한 영적간

호가 필요한 임상상황 즉 영적 요구가 높아지는 경우는 첫째,인간의 생명을 위협
하는 사건으로 임종,위험을 동반한 수술,불치병,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병
등에 노출된 경우,둘째 인간의 내면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사건으로 성폭행,다
양한 형태의 학대경험,알코올 및 약물 중독,자살기도,가족 혹은 의미있는 타인
의 죽음,이별,이혼,별거,등의 경우,셋째 다양한 형태의 부조화로 타인과의 갈
등,죄책감,수치감,분노,격리감,공허감,부정 등이며,넷째 딜레마를 야기하는
상황으로 정체감 상실,삶의 의미에 대한 의문,윤리적 혼란 등(강성례,2006)의 상
황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영적 요구(SpiritualNeeds)란 FishandShelly(1978)에 의하면,종교와 무관하게

절대자(신)와 역동적이고 개인적인 관계를 설정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요소가 결
핍된 상태로 정의 하고,사랑과 관심에 대한 요구,의미와 목적을 갈망하는 요구,
용서받고 싶은 요구로 분류된다고 하였으며,간호사는 각 사람의 기본적인 영적
요구를 이해하고 이를 포함하여 환자를 전인적으로 돌봐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
였다.
Ross(1994)는 영적요구에 대한 간호사 685명의 정의를 설명했는데,그의 연구에

서 가장 많이 나온 정의를 순서대로 보면,믿음과 신념의 욕구,평온과 안위의 욕
구,사랑과 용서를 주고받는 욕구,의미와 목적 그리고 실현의 욕구,희망과 창조
의 욕구로 정의했다.
Taylor(2003b)는 영적 요구라 함은 영적 결핍(spiritualdeficit)혹은 긍정적이거

나 부정적인 측면 중 하나를 갈망하는 것으로,세 가지 관계적 차원 즉,내면적인
(Intra-personal)관계,타인과의(inter-personal)관계,초월적 존재와의(trans-personal)
관계적 차원을 통해 의미를 찾으려는 인간의 영적 측면을 반영한 것으로 보았다.
영적요구의 하부영역으로 긍정적 견해,신과의 관계,사랑베품,사랑받음,신념검
토,의미발견,신앙활동,죽음준비 요구 등 8가지를 제시하였으며,영적 요구가 충
족되지 못했을 때 영적 고뇌(spiritual distress)가 오며,영적 안녕(spiritual
wellbeing)을 이룰 수 없다고 하였다.또한 영적 간호란 영적인 삶의 질,영적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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녕,영적 기능을 가져다주는 활동이나 존재방식들(Taylor& Manier,2005)이라고
정의하였으며,Mayer(1992)는 영적 간호는 간호사가 환자의 우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환자-간호사 관계를 필요로 하며,‘행위(doing)'보다는 ’존재
(being)'의 방식을 포함한다고 강조하였다.
강성례(2006)는 국내외 문헌들의 고찰을 통해 영적 요구들을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3가지의 관계적 차원,즉 초월적 존재와의 관계,타인과의 관계,내면적인 관
계를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이러한 세 가지 관계적 차원에 따라 영적요구
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첫째,초월적 존재와의 관계에 의한 영적 요구들로서
는 신 혹은 절대자와 연결성,면죄,종교적 행위 혹은 신념에 대한 원의,하느님의
능력에 의한 치유의 갈망,하느님으로부터 용서를 바람 등이 있었고,둘째,타인과
의 관계에서 파생되는 영적요구들은 타인과의 신뢰적 관계를 희망함,타인과의 연
결,타인의 용서,타인으로부터의 자유로움 등이었다.마지막으로 자기내면과의 관
계에서 도출되는 영적요구에는 삶의 목적과 의미찾기,희망 혹은 사랑과 같은 긍
정적 감정의 회복,내적 자유,내적평화와 확신 등이라고 하였다.
MoadelA.등(1999)은 248명의 암환자를 대상으로 영적 요구를 조사하였는데,

대상자의 40%이상이 두려움의 극복,희망 갈구,삶의 의미 발견,마음의 평화와
관련되어 도움을 받길 원한다고 보고하였다.
Taylor(2006)는 암환자 156명과 암환자 가족 68명을 대상으로 한 영적 요구 조

사연구에서 두 그룹 간 영적 요구 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으며,‘긍정적 견해의
요구’,‘신과의 요구’,‘사랑베품’,‘사랑받음’의 요구가 높으며,‘왜?라는 의문을
갖는 것’,‘내게 생긴 일의 불공평함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은 낮다고 보고하였
다.
영적요구에 대해 국내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는 주로 Fish and

Shelly(1978)의 관점에 기초하여 연구자가 개발한 도구로 암환자,입원환자,호스피
스환자를 대상으로 한 반복연구가 진행되었는데,한영인과 손수경(1999)은 암환자
272명을 대상으로 암환자의 절망감과 영적요구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암환자의
절망감이 높으면 영적 요구가 높아지며,모든 암환자는 높은 영적 요구를 가지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영적 간호수행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송혜숙과 김경희(2002)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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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의 영적안녕과 영적 요구에 관한 연구에서 영적안녕과 영적요구는 순관
계에 있으며,입원환자들은 높은 영적요구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통해 영적 안녕을 유지할 수 있는 중재개발을 위한 연구가 수반되어야 함
을 강조하였다.강병금(2004)은 간암환자의 불확실성과 영적 요구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간암환자는 불확실성은 비교적 높고,영적 요구는 매우 높으며,두 요인
은 서로 순관계에 있으므로 간암환자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영적 요구를
사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지기순(1996)은 Stoll(1979)이 제시한 영적간호요구 사정도구에 포함된 12가지

영역을 토대로 입원 암환자 80명을 대상으로 영적간호요구 도구를 개발하였는데,
‘사랑과 관심에 대한 요구’,‘의지 및 인정받고 싶은 요구’,‘종교적 요구’의 세 영
역으로 분류된다고 하였고,연구결과 암환자의 영적간호요구는 사랑과 관심에 대
한 요구영역,의지 및 인정받고 싶은 요구영역,종교적 요구영역 순으로 영적요구
가 높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을 고찰해 보면,1980년대 초부터 영적 측면에 대한 관심이 커지
면서 대상자의 영적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고,영에 대한 추상적
인 개념의 이해를 위해 영,영성,영적 요구의 개념에 관한 분석에 연구가 진행되
면서 각 개념에 대한 정의가 체계화,구체화되었으며,상호관계성,통합성,초월성
등으로 요약됨을 알 수 있었다.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병,암,임종,위험을
동반한 수술,의미 있는 타인의 죽음 등의 특수 상황으로 인해 영적 요구는 높아
지며,암환자,입원환자,호스피스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영적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영적 요구 정도를 사정하는 연구와 더 나아가 영적 간호 중재를 개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까지 진행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그러나 지금까지
영적요구와 관련된 진행된 연구를 보면,암환자,입원환자,호스피스 환자만을 대
상으로 영적요구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고,또한 영적 요구를 사정하기 위해 사
용되었던 도구는 영적요구의 개념정립이 채 이루어지지 않았던 1980년 대에 연구
자마다 각기 다른 이론가의 개념을 바탕으로 한 도구를 개발하여 사용함으로써
연구 결과들을 전체로 이해하거나 서로 비교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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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었다.따라서 암환자 가족을 비롯한 다양한 상황에 처한 대상자를 연
구대상으로 연구가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또한 현재의 영적요구의 개념을 반영한
영적요구사정도구를 재정립하여 대상자에 적합한 정확한 사정도구를 사용한 영적
요구의 파악이 우선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222...암암암환환환자자자 가가가족족족

가족은 개인들로 구성된 집합체이지만,단순한 가족 구성원의 합이 아니고 그
구성원들이 환경,물질,에너지,정보 등을 교환하는 생물,심리,사회적으로 통합
된 개방체계라는 특성을 갖는다(Fink,1995;조미연,1990).따라서 가족체계내의
환자의 발생은 그만큼 고통 받는 가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영향은 환
자에게 다시 영향을 주어 환자의 심리상태가 저하되고 더 나아가 환자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소가 되고 있다.
한국의 가족문화는 유대관계가 밀접하고,개인적인 가치보다는 가족중심의 가

치를 우선으로 하여 가족관계의 통합성을 유지하려는,개인주의가 아닌 집합주의
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성규탁,1995)가족 중에 환자가 발생한 경우 가족
구성원들은 환자를 돌보는 역할을 기꺼이 수용하고자 한다.즉,환자의 입원 시
가족의 입실이 일상화 되어 있고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닌 능동적인 참여자가 되
고자 한다(김춘길,1998b).암환자의 치료부작용,가족지지,삶의 질과의 관계연구
(허혜경,김대란 & 김대화,2003)에서 가족지지와 암환자의 삶의 질은 긍정적 상관
관계를 나타내며,가족의 지지가 높을수록 암환자 삶의 질이 높아지고,가족 지지
는 건강문제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적응과 회복을 촉진시켜 준다고 하였다.따라서
가족의 적극적인 돌봄은 환자의 회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질병경험에 대처
하며 치료과정의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촉진하는 중요한 자원(함단옥,2004)이 된
다.
가족 한 사람의 건강변화는 가족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것은 급성질

환일 때보다도 만성질환일 때 그 영향이 크며,더구나 암이라는 진단은 커다란 충



- 10 -

격과 함께 신체적,정서적인 위기 상황을 겪게 되는데,이와 같이 삶을 위협하는
암은 가족체계 내에 상당한 불안을 야기 시키고 가족구성원간의 의사소통형태,역
할,관계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Shapiro,1986)가족들도 환자와 유사한 위기 상
황에 의해 영향을 받고 또한 많은 적응상의 문제에 직면함을 알 수 있다.

Northus(1984)는 암환자로 인해 가족이 받게 되는 영향을 암환자의 질병 기간
을 통해 3단계로 나누었는데,암의 초기 단계에는 가족들은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의 어려움을 느끼며,간호나 치료에 대한 결정과정에 있어서도 소외감을 느껴 가
장 심각한 정서적 긴장을 느낀다고 하였고,둘째로 암의 적응기에는 환자가 이행
하지 못하는 역할을 다른 가족원이 부담해야 하고,환자의 암 치료로 재정적,시
간적,생활양식의 변화를 경험하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불안이 가중된다고
하였다.셋째,암의 말기에는 죽음과 관련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생기며,죽음을
앞둔 암환자에게 간호와 지지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가족 구성원은 환자
를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의 상실감을 가진 채로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긴장과 에너지 소모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이소우 등,
1998).
암환자 가족의 영적 측면과 관련된 연구들을 고찰해보면,하상희(2004)는 말기

암환자 가족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환자와 가족의 삶
의 질 간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임에 따라 간병을 통해 느끼게 되는 불
안,갑작스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우울,상실감 등의 심리적 문제는 돌보는 가족
뿐 만 아니라 환자와 전체 가족에게도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며,따라서 말기암 환
자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족의 신체적,사회적,정서적,영적 문제
에 대해 간호사는 중재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Mullen,SmithandHill(1993)의 암환자와 가족(배우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 배우자의 영적 관점과 신념은 환자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낮추고,서로에 대한
긴밀성 정도를 증진시킨다고 보고하였다.
Tanyi(2006)는 가족단위의 영적 사정과 중재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는데,

영성의 긍정적인 효과가 건강관리나 많은 가족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므로 총체적
가족 간호에 영적 사정과 중재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그녀에 의하면 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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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중재를 하는 주목적은 ⑴가족의 영적 안녕(spiritualwell-being)과 발전을 증
진시키고 지지하기 위해 ⑵영적 고뇌(spiritualdistress)와 그것이 가족전체의 건강
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기 위해 ⑶간호제공 시 가족 영성의 구체화하는 방법을
규명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Taylor(2006)는 암환자 156명과 암환자 가족 68명을 대상으로 영적 요구를 조

사하였는데 암환자와 암환자가족의 영적요구는 유의한 차이가 없으며,Taylor와
Mamier(2005)의 연구에서 암환자와 암환자 가족의 영적간호요구 역시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함으로써,암환자 가족 역시 암환자와 같은 수준의 중
등도 이상의 영적요구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김대희(1988)는 암환아 어머니의 영적요구에 관한 연구에서,자녀가 암이라는

사실은 어머니들의 영적인 상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인생의 큰 위기로,이때 영
적 요구가 높아진다고 하여 1점 ~5점의 영적요구의 가능범위에서 평균 3.72의 중
등도의 영적 요구를 가진다고 보고하였다.
김춘길(1998a,1998b)의 입원 호스피스 환자 및 암환자 가족의 간호요구에 관한

연구에서 .'환자상태 및 치료,간호에 대한 정보','이용 가능한 자원','영적 지지',
'정서적 지지','시설','역할의 안내 및 지지'의 6개의 요인으로 구성된다고 하여,
가족을 지지함에 있어 영적인 지지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민소영(1995)의 81명의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영적건강상태에 관한 연구에서

암환자는 주로 가족에게서 영적 간호를 받고 있으며,그들로부터 받는 충족도는
영적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암환자 간호계획 시 가족도 포함시켜
야 할 것은 물론 종교와 종교 생활이 영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중재를 통하여 대
상자가 최적의 건강상태와 질적인 삶을 성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에서 암진단을 죽음과 동일시하는 암환자의 영적요구가 높
은 것과 마찬가지로 암환자 가족 또한 영적요구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또
한 암환자의 영적요구충족은 주로 가족에 의해 이루어지고, 암환자의 치료와 회
복,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서 암환자 가족의 영적 요구의 사정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외를 불문하여 암환자 가족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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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며,게다가 김대희(1988)의 연구
에서 암환자가족의 영적 요구정도를 사정하기 위해 사용된 도구는 암환자를 대상
으로 하여 개발된 도구로서,암환자가족의 정확한 영적 요구를 사정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암환자가족의 영적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
해하기 위해 암환자가족의 영적요구를 반영한 도구를 이용하여 그들의 영적 요구
정도를 사정하는 것이 필요함을 문헌고찰을 통해 알 수 있었다.

ⅢⅢⅢ...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 설설설계계계

본 연구는 암환자가족의 영적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암환자,정상인 집단과의
영적요구의 차이를 규명해보고,암환자가족의 영적요구 관련요인을 밝히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2...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암환자가족과 암환자 그리고 정상인의 세 집단으로,서울
시내 2개 대학부속 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 받고 있는 암환자와 암환자가족,
정상인의 세 집단을 근접모집단으로 하여 아래의 기준에 부합하는 자를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구체적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암환자가족
① 암으로 진단받고 입원 혹은 통원치료 받고 있는 암환자의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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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구에 참여할 것을 승낙한 자
③ 질문지를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는 자

2)암환자
① 암으로 진단받고 입원 혹은 통원치료 받고 있는 암환자
② 연구에 참여할 것을 승낙한 자
③ 질문지를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는 자

3)정상인
① 본 연구기관의 건강검진 방문자로서 타 질환이 없는 자
② 연구에 참여할 것을 승낙한 자
③ 질문지를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는 자

333...연연연구구구도도도구구구

본 연구를 위한 도구는 SpiritualInterestsRelatedtoIllnessTool(SpIRIT)으로,
Taylor(2006)가 암환자 156명과 암환자가족(familycaregiver)68명을 대상으로 영
적 요구를 사정하기 위해 개발하였고,개발당시 CVI=0.88, coefficientalpha=
0.95였다.
SpIRIT이란 '질병관련 영적 관심 도구'로 여기서 'interests(관심)'라는 용어를

'need(요구)'대신 사용하였는데,Taylor에 따르면 ‘요구’라 함은 결핍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연구자의 의도하지 않은 대상자의 부정적인 판단을 피하기 위해 'need'
대신 'interest'로 명명했다고 하였다.(Taylor,2006).
본 도구는 크게 세 부분과 마지막 2개의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

대상자의 영적 요구를 사정하는 내용의 subscale-SpIRIT(Taylor,2003b,2006)과,
두 번째,대상자가 간호사로부터 원하는 영적간호중재의 내용을 묻는 Nurse
SpiritualTherapeuticScale(NSTS)(Taylor,2005),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영적 간
호를 제공하는 간호사가 갖춰야 할 요소를 묻는 Nurse Requisites
Scale(NRS)(Taylor,2007)이다.본 연구에서는 그 중 첫 번째 부분을 연구 도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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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했다.
Sub-SpIRIT(이하 SpIRIT이라 한다)은 8개의 하부영역,총 52문항으로 구성되며,

긍정적 견해(7문항),신과의 관계(7문항),사랑베품(6문항),사랑받음(5문항),신념검
토(6문항),의미발견(9문항),신앙활동(7문항),죽음의 준비영역(5문항)이다.각 요인
의 마지막 문항은 '이와 같은 긍정적 견해(첫 번째 요인)에 대한 영적 관심을 타인
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은 ~'으로서,각 요인에 해당하는 영적요구라기 보다는
각 요인에 따른 영적간호의 필요성을 묻는 문항이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여(8
문항)총 44문항이 본 연구에 사용되었다(부록 2).점수는 5점 척도로 ‘전혀 중요
하지 않다(1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5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영적 요구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SpIRIT은 암환자는 물론 그 가족의 영적 요구를 모두 반영하여 개발한 도구로

서 환자버전과 가족버전이 있고,하나의 도구로 환자와 가족의 영적 요구를 모두
사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무엇보다 여태까지 암환자 가족의 영적
요구를 사정할 수 있는 도구가 없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또한 기존의
국내 암환자의 영적요구를 사정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도구들이 과거 1980년대 영
(성)개념의 발달과정에서 개발되었기 때문에 영적요구의 제한된 개념을 반영할 수
밖에 없었던 데 반해,본 도구는 연구자가 많은 영적 측면의 문헌고찰과 더불어
직접 암환자와 암환자가족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통해 개발된 도구로서 영적
요구의 3가지 관계적 차원(자신,타인,절대자와의 관계)을 모두 포함하였다는 점
에서 통합된 영적 요구 개념을 잘 반영한 도구라 하겠다.마지막으로 8개의 하부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므로 각 영역 간 영적요구 정도를 비교할 수 있고,어느
영역에서의 영적 요구가 높은지 정확히 사정가능하며,그 요구에 따른 적절한 영
적 간호의 제공이 가능하다(Taylor,2006)는 장점을 가진다.

444...연연연구구구절절절차차차
1)도구의 작성
2007년 9월 본 도구의 저자인 Taylor로부터 사용동의와 함께 SpIRIT도구를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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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역 번역 기법을 기초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도구를 완성하였다.
① 도구의 각 항목을 단어의 사전적 의미 그대로 본 연구자가 우리말로 직역
하였다.

② 우리말로 번역된 도구를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면서 한국어를 유창하게
쓸 수 있는 1인의 간호학 전공 교수에게 의뢰하여 영어로 역번역을 하도록
요청하였다.

③ 간호학 전공교수 1인,임상전문간호사 1인과 함께 원본과 역번역본을 비교
한 후 차이 나는 항목을 재번역 후 수정하여 1차 도구를 완성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완성된 1차도구가 암환자와 가족의 영적 요구를 측정
하기에 적절한 표현으로 서술되었는지,문구의 흐름과 내용전달이 타당한지에 대
해 2007년 9월 28일부터 10월 5일까지 간호학 전공교수 2인,임상전문간호사 2인,
암센터의 책임간호사 2인 등 총 6명이 문항의 타당도를 평가하였다.Indexof
ContentValidity(CVI)는 문항의 타당성 조사를 위해 가장 많이 이용되며 참여하
는 전문가의 수에 따라 최소한의 합의율을 달리 정하고 있으며,5명까지는 100%,
6명은 83%가 합의 하는지를 확인하도록 권하고 있다(Lynn,1986).따라서 본 도구
에서는 전문가 6인의 83% 합의율을 만족시킴으로써 영역별 분류나 문항의 구성요
인의 수정 없이 사용하였으며,문항의 어휘에 있어서 전문가 의견을 참고로 하여
수정 보완하였다.
본 연구에서 암환자가족 178명,암환자 164명,정상인 194명인 총536명을 대상

으로 타당도 검증을 위해 주성분 분석에 의한 요인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8가
지의 하부요인 즉,긍정적 견해,신과의 관계,사랑베품,사랑받음,신념검토,의미
발견,신앙 활동,죽음의 준비 등으로 나왔으며,이들 8가지 요인은 전체 변량의
63.179%를 설명하고 있었다.8개의 하부 영역별 신뢰도 값은 Cronbach'sα =.706~
.919으로 총 44문으로 구성된 도구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α =.943이었다
(부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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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료수집 기간 및 방법

2007년 10월 5일부터 12월 7일 까지를 자료수집기간으로 하여 서울 시내에 위
치한 2000병상 규모의 3차 진료기관과 700병상 규모의 3차 진료기관 각각의 암센
터와 검진센터를 방문하여 임상시험윤리위원회의 승인과 각 기관장 및 간호부의
허락을 받은 후 본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암환자가족,암환자,건강검진 방문
자(정상인)를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표본 수는 각 집단별 200명을 기준으로 하
여 조사대상자 수를 600명으로 계획하였으나 질병의 특성상 대상자 확보의 어려
움 때문에 58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자료 수집은 본연구자와 보조 연구원 1명이
직접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질문지를 배부하여 응답하도록 하였으며,질
문지에 응답하기 어려운 자는 연구자가 읽어주고 작성하였다.수집된 자료는 총
586부 였으나 불완전 응답자 29부와 정상인 중 만성 질환 및 그 외 질환을 가진
대상자 21부를 제외하여 총 536부(89.3%)가 최종 자료 분석에 이용되었다.

555...자자자료료료 분분분석석석 방방방법법법

수집된 자료는 SPSS12.0Window program을 이용하여 전산처리 하였으며,분
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우선,도구의 신뢰도 검증은 Cronbach'sα값,타당도 검증은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하였다.

2)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암환자가족의 영적요구는 평균과 표준편차,실수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3)암환자가족과 암환자,암환자 가족과 정상인의 집단 간의 영적 요구 차이는
t-test를 시행하였다.

4)암환자 가족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영적 요구 정도는 t-test,ANOVA를 사
용하였고,ANOVA에서 유의한 변수는 Scheffe'sTest를 이용하여 사후 검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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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연연연구구구의의의 제제제한한한점점점

연구대상자인 암환자가족과 암환자 선정 시 입원치료 혹은 외래에서 진료 받
는 암환자와 암환자가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암환자와 그 환자의 가족이 동시에
설문에 응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환자나 가족의 상태나 상황에 따라 한 쪽만이 설
문에 응하게 됨으로써 암환자와 암환자가족이 꼭 일치 하지는 않으며,여기에 본
연구의 제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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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

111...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와 같다.

1)암환자가족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 중 암환자가족은 총 178명으로 남자가 67명(37.6%),여자가

111명(62.4%)으로 여자가 다수를 차지하였다.대상자의 연령 분포는 17세에서 77
세였고,평균 연령은 45.62(±14.76)세 로 나타났다.환자를 돌보는 평균 시간은 주
당 78.45(±69.18)시간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없음’이 69명(38.8%),기독교가 63명(35.4%)으로 나타났고,교육수준은 대
졸이 87명(49.2%),고졸이 56명(31.6%)로 대상자의 80.8%가 고졸 ~대졸이상의 학
력을 보여주었다.월 수입정도는 200~300만원 이상이 56명(32.4%),신앙활동은
전혀안함이 80명(44.9%)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고,암환자 가족이 돌보는
환자의 치료상태는 외래에서 치료하는 대상자가 132명(74.2%)로 다수를 차지하였
다.돌보는 환자의 진단 후 경과기간은 1년 미만이 93명(52.5%),1년 ~5년이 71명
(40.1%)으로 대다수의 암환자가족은 진단받은 후 5년 미만의 환자를 돌보는 것으
로 나타났고,암환자의 질병단계는 초기진단 후 치료단계가 67명(38.1%),재발 혹
은 전이가 68명(38.6%),말기가 41명(23.0%)로 나타났다.환자와의 관계는 배우자
와 자녀가 각각 72명(40.4%),70명(39.3%)로 비슷하게 나타났고,환자의 질병으로
인한 암환자 가족의 고통은 평균 3.53(±1.01)점으로 나타났다.

2)암환자의 일반적 특성
암환자는 총 164명으로 남자,여자가 각각 82명(50%)으로 같은 비율을 보여주

었고,연령 분포는 19세부터 82세로 평균연령은 56.64(±13.11)세 로 나타났다.종교
는 없음이 63명(38.4%),기독교가 45명(27.4%),불교가 31명(18.9%),천주교가 2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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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의 순으로 나타났고,교육수준은 고졸이 60명(36.6%),대졸이상이 44명
(26.8%)로 나타나 대상자의 63.4%가 고졸 ~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
났다.월 수입정도는 월 100만원 이하가 82명(50.3%)으로 과반수 이상 이었고,신
앙활동은 전혀안함이 66명(40.2%),가끔이 42명(25.6%),주 1회 이상이 40명
(24.4%),자주함이 16명(9.8%)의 순으로 나타났다.치료상태는 외래가 128명(78.0%)
로 대부분이었고,진단 후 경과기간은 1년 미만이 80명(49.7%),1년 ~5년이 66명
(41.0%)로 5년 미만 된 환자가 90.7%로 나타났다.암환자의 질병단계에서 초기진
단 후 치료단계가 84명(52.5%)로 가장 많았고,재발 이거나 전이된 환자는 64명
(40.0%),말기 환자는 12명(7.5%)로 나타났으며,질병으로 인한 고통은 가능점수인
1점(전혀 고통스럽지 않음)~5점(매우 고통스러움)에서 평균 3.26(±1.03)점 으로
나타났다.

3)정상인의 일반적 특성
정상인은 총 194명으로 남자가 64명(33.0%),여자가 130명(67.0%)로 나타나 여

자가 다수를 차지하였다.연령분포는 24세에서 80세로 평균연령은 44.09(±12.80)세
로 나타났다.종교는 없음이 73명(37.6%),기독교가 63명(32.5%),불교가 36명
(18.6%),천주교가 22명(11.3%)의 순으로 나타났고,이에 따른 신앙 활동은 전혀안
함이 85명(44.0%),주 1회 이상이 60명(31.1%),가끔이 39명(20.2%),자주함이 9명
(4.7%)의 순으로 나타났다.교육수준은 대졸이상이 120명(62.2%),월 수입정도는
300만원 이상이 76명(40.6%)으로 나타나 암환자 가족이나 암환자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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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주.질병으로 인한 고통:1점(전혀고통스럽지 않음)~5점(매우고통스러움).

특특특 성성성

암암암환환환자자자가가가족족족
(((NNN ===111777888)))

암암암환환환자자자
(((NNN ===111666444)))

정정정상상상인인인
(((NNN ===111999444)))

mmmeeeaaannn SSSDDD mmmeeeaaannn SSSDDD mmmeeeaaannn SSSDDD
연 령 45.62 14.76 56.64 13.11 44.09 12.80
환자를 돌보는 시간(/주) 78.45 69.18
질병으로 인한 고통 3.53 1.01 3.26 1.03
특특특 성성성 nnn %%% nnn %%% nnn %%%
성 별 남 67 37.6 82 50.0 64 33.0

여 111 62.4 82 50.0 130 67.0
종 교 없음 69 38.8 63 38.4 73 37.6

기독교 63 35.4 45 27.4 63 32.5
천주교 14 7.9 25 15.2 22 11.3
불교 32 18.0 31 18.9 36 18.6

교육수준 ≤초등 졸 13 7.3 39 23.8 14 7.3
중졸 21 11.9 21 12.8 13 6.7
고졸 56 31.6 60 36.6 46 23.8
대졸≤ 87 49.2 44 26.8 120 62.2

월수입정도 ≤100 47 27.2 82 50.3 37 19.8
100～ 200 38 22.0 28 17.2 33 17.6
200～ 300 56 32.4 25 15.3 41 21.9
300≤ 32 18.5 28 17.2 76 40.6

신앙활동 주1회 이상 47 26.4 40 24.4 60 31.1
자주 함 16 9.0 16 9.8 9 4.7
가끔 35 19.7 42 25.6 39 20.2
전혀 안함 80 44.9 66 40.2 85 44.0

치료상태 입원 46 25.8 36 22.0
외래 132 74.2 128 78.0

진단 후
경과기간

〈1 93 52.5 80 49.7
1～ 5 71 40.1 66 41.0
5～ 10 9 5.1 11 6.8
10≤ 4 2.3 4 2.5

질병단계 초기진단치료 67 38.1 84 52.5
재발 or전이 68 38.6 64 40.0
말기 41 23.0 12 7.5

환자와의
관계

배우자 72 40.4
자녀 70 39.3
부모 9 5.1
그외 27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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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암암암환환환자자자가가가족족족의의의 영영영적적적 요요요구구구

암환자가족의 영적요구 정도는 <표 2>와 같다.

암환자가족의 영적요구 정도는 가능점수가 1점 (전혀 중요치 않음)에서 5점(대
단히 중요함)의 범위에서 평균 3.64(±0.67)점으로 나타났다.
하부영역별로 살펴보면,높은 영적요구를 나타낸 영역은 ‘긍정적 견해’의 요구

로 4.09(±0.76)점으로 가장 높고,그 다음으로 ‘사랑받음’의 요구가 3.89(±0.79)점,
‘의미발견’의 요구가 3.84(±0.72)점의 순으로 나타났고,‘신앙활동’의 영적요구가
3.17(±1.16)점,‘신과의 관계’가 3.29(±1.29)점으로 낮은 영적요구를 나타내었다.
문항별로 살펴보면,가장 높은 영적 요구를 나타낸 문항은 ‘긍정적인 전망을

갖는 것’과 ‘그(녀)가 잘 될 거라는 희망을 갖는 것’으로서 각각 4.37±(0.96)점,
4.37±(0.94)점 이었다.그 다음으로 높은 영적 요구를 나타낸 문항은 ‘삶을 중요하
게 여기는 것’,‘그(녀)가 현재 살아있는 이유가 있음을 느끼는 것’이 각각
4.33(±0.85)점,4.33(±0.97)점 으로 나타났다.암환자가족에서 가장 낮은 영적 요구
를 나타낸 문항은 ‘대중매체를 통해 종교프로그램이나 음악을 듣는 것’과 ‘영적모
임에 참여하는 것’으로 각각 2.87(1.22)점,2.92±(1.35)점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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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암환자가족의 영적요구 (n=174)

영영영역역역 문문문 항항항
영영영적적적요요요구구구정정정도도도

111
nnn(((%%%)))

222
nnn(((%%%)))

333
nnn(((%%%)))

444
nnn(((%%%)))

555
nnn(((%%%))) MMM±±±SSSDDD

긍
정
적
견
해

긍정적인 전망을 갖는 것 4(2.2) 6(3.4)18(10.1)42(23.6)108(60.7) 4.37±0.955
그(녀)가 잘 될 거라는 희망을 갖는 것 3(1.7) 7(3.9)18(10.1)44(24.7)106(59.6) 4.37±0.937
좋았던 일들을 회상하는 것 8(4.5) 10(5.6)34(19.1)65(36.5) 61(34.3) 3.90±1.077
내 삶의 좋은 것들에 대해 타인에게 ... 11(6.2) 7(3.9)56(31.5)63(35.4) 41(23.0) 3.65±1.069
인생을 즐기는 것 4(2.3) 9(5.1)29(16.4)63(35.6) 72(40.7) 4.07±0.989
나 자신을 믿는 것 5(2.8) 4(2.2)28(15.7)51(28.7) 90(50.6) 4.22±0.981

4.09±0.76

신
과
의
관
계

신과 좋은 관계를 갖는 것 19(10.7) 14(7.9)49(27.5)40(22.5) 56(31.5) 3.56±1.297
신이 그(녀)를 낫게 해주고 있고 ... 29(16.3) 13(7.3)57(32.0)29(16.3) 50(28.1) 3.33±1.384
신이 그(녀)를 인도하고,도와주고 ... 27(15.2) 16(9.0)49(27.5)34(19.1) 52(29.2) 3.38±1.386
그(녀)를 돌봐 주시는 신이 있음을 ... 31(17.4)20(11.2)45(25.3)30(16.9) 52(29.2) 3.29±1.440
신의 뜻을 아는 것 ... 36(20.2) 15(8.4)54(30.3)27(15.2) 46(25.8) 3.18±1.435
신이 그(녀)의 병을 통제하고 ... 41(23.0)20(11.2)53(29.8)27(15.2) 37(20.8) 2.99±1.424

3.29±1.29

사
랑
베
품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 41(23.0)20(11.2)53(29.8)27(15.2) 37(20.8) 3.79±1.151
타인의 친절에 보답하는 것 7(3.9) 6(3.4)18(10.1)86(48.3) 61(34.3) 4.06±0.967
내가 고통 받는 것을 그(녀)와 ... 14(7.9) 12(6.8)74(41.8)56(31.6) 21(11.9) 3.33±1.036
타인을 도우려고 하는 것 3(1.7) 11(6.2)49(27.5)70(39.3) 45(25.3) 3.80±0.945
타인과 좋은 관계를 갖는 것 2(1.1) 6(3.4)28(15.7)76(42.7) 66(37.1) 4.11±0.869

3.81±0.76

사
랑
받
음

타인의 도움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 2(1.1) 6(3.4)28(15.7)76(42.7) 66(37.1) 3.65±1.043
타인이 그(녀)를 위해 기도하거나 ... 1(0.6) 12(6.7)34(19.1)66(37.1) 65(36.5) 4.02±0.939
타인이 나에게 감사를 느끼는 것 5(2.8) 11(6.2)55(30.9)63(35.4) 44(24.7) 3.73±0.994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들과 같이 ... 4(2.3) 6(3.4) 16(9.0)77(43.5) 74(41.8) 4.19±0.903

3.89±0.79

신
념
검
토

나의 신념에 대해 살펴보는 것 4(2.3) 10(5.6)44(24.9)75(42.4) 44(24.9) 3.82±0.948
나의 신앙이 올바른지에 대해 ... 20(11.3) 12(6.8)64(36.2)43(24.3) 38(21.5) 3.38±1.219
왜?라는 의문을 갖는 것 20(11.2) 17(9.6)81(45.5)40(22.5) 20(11.2) 3.13±1.100
영적인 삶(믿음,용서)의 의미를 ... 21(11.9) 7(4.0)63(35.6)51(28.8) 35(19.8) 3.41±1.198
내게 생긴 일의 불공평함에 대해 ... 26(14.6)22(12.4)78(43.8)36(20.2) 16(9.0) 2.97±1.129

3.33±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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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암환자가족의 영적요구 (계속) (n=174)

주.연구결과표는 편의상 암환자가족용 설문지를 이용하여 제시하였음.

주.1:중요치 않음
2:조금 중요함
3:보통임
4:꽤 중요함
5:대단히 중요함

의
미
발
견

내 삶을 재평가해보는 것 8(4.5) 11(6.2)52(29.2)65(36.5) 42(23.6) 3.69±1.043
그(녀)의 질병이 생긴 도움이 ... 11(6.2) 6(3.4)39(21.9)62(34.8) 60(33.7) 3.87±1.112
그(녀)보다 나쁜 처지의 사람들이 ... 8(4.5) 16(9.0)56(31.6)58(32.8) 39(22.0) 3.59±1.068
“왜?우리에게”라는 의문을 해결해 ... 20(11.4) 17(9.7)68(38.6)46(26.1) 25(14.2) 3.22±1.157
삶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2(1.1) 6(3.4) 15(8.4)64(36.0) 91(51.1) 4.33±0.854
그(녀)가 현재 살아있는 이유가 ... 4(2.2) 7(3.9)18(10.1)47(26.4)102(57.3) 4.33±0.966
불가능한 것을 통하여 삶의 목적을 ... 7(4.0) 6(3.4)43(24.4)66(37.5) 54(30.7) 3.88±1.018
그(녀)의 질병을 통하여 생긴 ... 6(3.4) 8(4.5)32(18.1)69(39.0) 62(35.0) 3.98±1.011

3.84±0.72

신
앙
활
동

기도나 종교적인 의식을 인도받는 것 33(18.6)21(11.9)48(27.1)37(20.9) 38(21.5) 3.15±1.386
영적 모임에 참여하는 것 38(21.5)26(14.7)52(29.4)34(19.2) 27(15.3) 2.92±1.346
TV 라디오를 통해 종교프로그램 ... 37(20.8)21(11.8)63(35.4)43(24.2) 14(7.9) 2.87±1.223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는 것 20(11.2)23(12.9)42(23.6)45(25.3) 48(27.0) 3.44±1.314
성서나 종교서적을 읽어 영성을 ... 35(19.8) 16(9.0)52(29.4)36(20.3) 38(21.5) 3.15±1.390
회상 묵상의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 16(9.0) 14(7.9)44(24.7)60(33.7) 44(24.7) 3.57±1.202

3.17±1.16
죽
음
의
준
비

그(녀)의 일들이 순조롭게 ... 4(2.3) 8(4.5)25(14.1)62(35.0) 78(44.1) 4.14±0.975
건강에 대한 희망과 그(녀)의 ... 7(3.9) 11(6.2)41(23.0)59(33.1) 60(33.7) 3.87±1.076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죽음의 ... 14(7.9) 13(7.3)52(29.2)55(30.9) 44(24.7) 3.57±1.168
사후 내세에서 일어날 일을 ... 36(20.2) 14(7.9)59(33.1)30(16.9) 39(21.9) 3.12±1.389

3.67±0.87
총총총 점점점 333...666444±±±000...666777

영영영역역역 문문문 항항항
영영영적적적요요요구구구정정정도도도

111
nnn(((%%%)))

222
nnn(((%%%)))

333
nnn(((%%%)))

444
nnn(((%%%)))

555
nnn(((%%%))) MMM±±±SSSD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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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영영영적적적 요요요구구구 비비비교교교

1)암환자가족과 암환자의 영적 요구 비교
암환자가족과 암환자의 영적요구 비교는 <표 3>과 같았다.
영적요구의 가능점수 범위는 1점 ~ 5점이며 전체 평균에서 암환자가족은

3.64(±0.67)점으로 암환자의 3.72(±0.59)점 보다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진 않았다(p=.245).
하부영역별로 살펴보면,두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영역은 ‘사랑베품’영

역으로서,암환자 가족이 3.81(±0.76)점으로 암환자 4.09(±0.61)점 보다 낮게 나타
났다(p = .000).영역별 순위를 비교해보면,암환자가족의 경우 ‘긍정적 견해’
4.09(±0.76)점,‘사랑받음’3.89(±0.79)점,‘의미발견’3.84(±0.72)점의 순으로 높았고,
‘신앙활동’이 3.17(±1.16)점,‘신과의 관계’가 3.29(±1.29)점으로 낮게 나타난 반면,
암환자의 경우 ‘사랑베품’이 4.09(±0.61)점,‘긍정적 견해’4.00(±0.66)점,‘의미발견’
3.95(±0.66)점의 순으로 높았고,‘신과의 관계’3.33(±1.26)점,‘신앙활동’3.36(±1.24)
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문항별로 살펴보면,두 집단의 영적 요구의 차이가 높게 나타난 문항은 ‘내가

고통 받는 것을 그(녀)포함한 가족이 안 봤으면 하는 것(p=.000)’,‘나보다 나쁜
처지의 사람들이 있음을 아는 것(p=.000)’으로서 암환자가 암환자가족보다 높은
영적 요구를 나타내었다.그 외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p=.020)’,‘타
인의 친절에 보답하는 것(p=.019)’,‘타인을 도우려고 하는 것(p=.012)’, ‘내 삶
을 재평가해보는 것(p=.036)’의 영적요구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문항별 순위
를 살펴보면,암환자가족의 경우 가장 높은 영적요구를 나타낸 문항은 ‘긍정적인
전망을 갖는 것’과 ‘그(녀)가 잘 될 거라는 희망을 갖는 것’이 모두 4.37(±0.96)점
으로 암환자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47),암환자 가족이 암환
자 보다 유일하게 높게 나타난 문항이었다.가장 낮은 영적 요구를 나타낸 문항인
‘대중매체를 통해 종교프로그램이나 음악을 듣는 것’역시 암환자와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p=.031).반면,암환자의 경우 가장 높은 영적 요구를 나타낸 문항은



- 25 -

‘타인의 친절에 보답하는 것’이 4.27(±0.71)점이었고,가장 낮은 문항은 ‘사후 내세
에서 일어날 일을 생각하는 것’으로 2.96±(1.35)점 이었다<표 3>.

<표 3>암환자가족과 암환자의 영적 요구 비교

영영영적적적 요요요구구구
암환자가족
(n=178)

암환자
(n=164) t p

M±SD rank M±SD rank

긍긍긍정정정적적적 견견견해해해
긍정적인 전망을 갖는 것 4.37±0.96 4.16±0.96 1.994 .047＊
그(녀)가 잘 될 거라는 희망을 갖는 것 4.37±0.94 4.29±0.89 .773 .440
좋았던 일들을 회상하는 것 3.90±1.08 3.72±1.03 1.624 .105
내 삶의 좋 것들에 대해 타인에게 말하는 것 3.65±1.07 3.59±1.05 .545 .586
인생을 즐기는 것 4.07±0.99 4.05±0.98 .174 .862
나 자신을 믿는 것 4.22±0.98 4.26±0.96 -.352 .725

4.09±0.76 1 4.00±0.66 2 1.157 .248
신신신과과과의의의 관관관계계계
신과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은 3.56±1.30 3.64±1.28 -.563 .574
신이 그(녀)를 낫게 해주고,낫게 해 줄 것을 믿는 것 3.33±1.38 3.35±1.43 -.143 .887
신이 그(녀)를 인도하고,도와주고 있음을 생각하는 것 3.38±1.39 3.36±1.40 .148 .883
그(녀)를 돌봐 주시는 신이 있음을 느끼는 것 3.29±1.44 3.32±1.39 -.203 .840
신의 뜻을 아는 것 3.18±1.44 3.16±1.38 .099 .921
신이 그(녀)의 병을 통제하고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 2.99±1.42 3.12±1.37 -.802 .423

3.29±1.29 7 3.33±1.26 8 -.260 .795
사사사랑랑랑베베베품품품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 3.79±1.15 4.05±0.92 -2.345 .020＊
타인의 친절에 보답하는 것 4.06±0.97 4.27±0.71 -2.360 .019＊
내가 고통 받는 것을 그(녀)와 가족이 안 봤으면 하는
것 3.33±1.04 3.84±1.04 -4.523 .000＊＊

타인을 도우려고 하는 것 3.80±0.95 4.05±0.84 -2.527 .012＊
타인과 좋은 관계를 갖는 것 4.11±0.87 4.24±0.75 -1.423 .156

3.81±0.76 4 4.09±0.61 1 -3.730 .000＊＊
사사사랑랑랑받받받음음음
타인의 도움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것 3.65±1.04 3.70±1.01 -.392 .696
타인이 그(녀)를 위해 기도하거나 좋은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아는 것 4.02±0.94 3.99±1.07 .318 .750

타인이 나에게 감사를 느끼는 것 3.73±0.99 3.75±1.07 -.177 .860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 4.19±0.90 4.29±0.82 -1.073 .284

3.89±0.79 2 3.93±0.79 4 -.448 .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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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암환자가족과 암환자의 영적 요구 비교(계속)

******:p⟨ 0.01, ***:p⟨ 0.05
주.연구결과표는 편의상 암환자가족용 설문지를 이용하여 제시하였음.

영적 요구
암환자가족
(n=178)

암환자
(n=164) t p

M±SD rank M±SD rank
신신신념념념검검검토토토
나의 신념에 대해 살펴보는 것 3.82±0.95 3.97±0.93 -1.476 .141
나의 신앙이 올바른지에 대해생각해 보는 것 3.38±1.22 3.33±1.21 .374 .708
왜?라는 의문을 갖는 것 3.13±1.10 3.25±1.26 -.943 .346
영적인 삶(믿음,용서)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것 3.41±1.20 3.52±1.28 -.878 .380
내게 생긴 일의 불공평함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 2.97±1.13 3.13±1.19 -1.340 .181

3.33±0.78 6 3.44±0.78 6 -1.301 .194
의의의미미미발발발견견견
내 삶을 재평가해보는 것 3.69±1.04 3.92±1.01 -2.107 .036＊
질병이 생긴 도움이 될 만한 이유를 찾아보는 것 3.87±1.11 3.86±1.06 .046 .963
그(녀)보다 나쁜 처지의 사람들이 있음을 아는 것 3.59±1.07 3.99±0.88 -3.852 .000＊＊
왜?우리에게 라는 의문을 해결해보는 것 3.22±1.16 3.45±1.22 -1.734 .084
삶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4.33±0.85 4.32±0.73 .031 .975
그(녀)가 현재 살아있는 이유가 있음을 느끼는 것 4.33±0.97 4.18±0.94 1.444 .150
불가능한 것을 통하여 삶의 목적을 알게 되는 것 3.88±1.02 3.79±1.05 .788 .431
질병을 통하여 생긴 긍정적인 것들을 알게 되는 것 3.98±1.01 4.09±0.91 -1.034 .302

3.84±0.72 3 3.95±0.66 3 -1.379 .169
신신신앙앙앙활활활동동동
기도나 종교적인 의식을 인도받는 것 3.15±1.39 3.32±1.38 -1.136 .257
영적 모임에 참여하는 것 2.92±1.35 3.12±1.45 -1.287 .199
대중매체를 통해 종교프로그램이나 음악을 듣는 것 2.87±1.22 3.35±2.69 -2.160 .031＊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는 것 3.44±1.31 3.50±1.39 -.4230 .672
성서나 종교서적을 읽어 영성을 키우는 것 3.15±1.39 3.16±1.40 -0.770 .939
회상 묵상의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 3.57±1.20 3.71±1.23 -1.066 .287

3.17±1.16 8 3.36±1.24 7 -1.431 .153
죽죽죽음음음의의의 준준준비비비
그(녀)의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확신하는 것 4.14±0.98 3.96±0.99 1.670 .096
건강에 대한 희망과 그(녀)의 죽음에 대한 생각간의
균형을 이루는 것 3.87±1.08 3.95±0.92 -.792 .429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죽음의 목적을 아는 것 3.57±1.17 3.60±1.13 -.197 .844
사후 내세에서 일어날 일을 생각하는 것 3.12±1.39 2.96±1.35 1.081 .280

3.67±0.87 5 3.62±0.74 5 .580 .562
TTToootttaaalll 3.64±0.67 3.72±0.59 -1.164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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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암환자가족과 정상인의 영적 요구의 비교

암환자가족과 정상인의 영적요구 비교는 <표 4>과 같았다.
영적요구의 가능점수 범위는 1점 ~5점이며,영적 요구 전체 평균에서 암환자

가족은 3.64(±0.67)점으로 정상인 3.52(±0.61)점 보다 더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진 않았다(P=.070).
하부영역별로 살펴보았을 때,두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영역은 ‘사랑

받음(p=.019)’과 ‘죽음의 준비(p=.028)’요구로 암환자가족의 영적 요구가 정상
인보다 높게 나타났다.영역별 순위는 암환자 가족의 경우,‘긍정적 견해’가
4.09±(0.76)점,‘사랑받음’3.89±(0.79)점,‘의미발견’3.84(±0.72)점의 순으로 높고,
‘신앙활동’3.17(±1.16)점,‘신과의 관계’3.29±(1.29)점으로 낮은 영적요구를 나타내
었고,정상인의 경우,‘긍정적 견해’가 4.09(±1.07)점,‘의미발견’3.76(±0.66)점,‘사
랑받음’3.72(±0.66)점의 순으로 높고, ‘신앙활동’이 3.03(±1.09)점,‘신과의 관계’가
3.15(±1.23)점을 보여 낮은 영적 요구를 나타내었다.
문항별로 살펴보면,두 집단에서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인 문항은 ‘타인이 그(녀)

를 위해 기도하거나 좋은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아는 것(t=4.062,p=.000)’,‘그
(녀)의 질병을 통하여 생긴 긍정적인 것들을 알게 되는 것(t=3.352,p=.001)’,
‘긍정적 전망을 갖는 것(t=2.630,p=.009)’으로서,암환자가족이 정상인보다 높
은 영적 요구를 나타내었다.그 외 두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문항은 ‘타인
의 친절에 보답하는 것(p=.020)’,‘타인과 좋은 관계를 갖는 것(p= .037)',‘불가
능한 것을 통하여 삶의 목적을 아는 것(p=.012)’,‘그(녀)의 일들이 순조롭게 진
행된다고 확신하는 것(p=.039)',그리고 ‘건강에 대한 희망과 그(녀)의 죽음에 대
한 생각간의 균형을 이루는 것(p=.025)’이었다.문항별 순위를 살펴보면,암환자
가족에서 가장 높은 영적 요구를 보인 문항은 ‘긍정적인 전망을 갖는 것’과 ‘그(녀)
가 잘 될 거라는 희망을 갖는 것’이 모두 4.37±(0.96)점 인 반면,정상인에서는 ‘나
자신을 믿는 것’이 4.30(±0.79)점 이었다.‘대중매체를 통해 종교프로그램이나 음악
을 듣는 것’은 암환자가족이 2.87±(1.22)점, 정상인이 2.77(±1.22)점을 나타내 두
집단 모두에서 가장 낮은 영적 요구로 나타났다<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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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암환자 가족과 정상인의 영적 요구 비교

영적 요구
암환자가족
(n=178)

정상인
(n=194) t p

M±SD rank M±SD rank
긍긍긍정정정적적적 견견견해해해
긍정적인 전망을 갖는 것 4.37±0.96 4.09±1.07 2.630 .009＊＊
그(녀)가 잘 될 거라는 희망을 갖는 것 4.37±0.94 4.19±0.01 1.716 .087
좋았던 일들을 회상하는 것 3.90±1.08 3.80±1.04 .963 .336
내 삶의 좋은 것들에 대해 타인에게 말하는 것 3.65±1.07 3.44±0.99 1.950 .052
인생을 즐기는 것 4.07±0.99 4.16±0.89 -.886 .376
나 자신을 믿는 것 4.22±0.98 4.30±0.79 -.860 .391

4.09±0.76 1 3.99±0.70 1 1.319 .188
신신신과과과의의의 관관관계계계
신과 좋은 관계를 갖는 것 3.56±1.30 3.43±1.26 .992 .322
신이 그(녀)를 낫게 해주고,낫게 해 줄 것을 믿는 것 3.33±1.38 3.12±1.39 1.440 .151
신이 그(녀)를 인도하고,도와주고 있음을 생각하는 것 3.38±1.39 3.22±1.37 1.124 .262
그(녀)를 돌봐 주시는 신이 있음을 느끼는 것 3.29±1.44 3.25±1.36 .309 .758
신의 뜻을 아는 것 3.18±1.44 3.05±1.37 .916 .360
신이 그(녀)의 병을 통제하고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 2.99±1.42 2.85±1.38 .993 .322

3.29±1.29 7 3.15±1.23 7 1.089 .277
사사사랑랑랑베베베품품품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 3.79±1.15 3.61±1.08 1.575 .116
타인의 친절에 보답하는 것 4.06±0.97 3.82±0.98 2.337 .020＊
내가 고통 받는 것을 그(녀)와 가족이 안 봤으면 하는
것 3.33±1.04 3.31±0.98 .127 .899

타인을 도우려고 하는 것 3.80±0.95 3.85±0.91 -.435 .664
타인과 좋은 관계를 갖는 것 4.11±0.87 3.92±0.92 2.090 .037＊

3.81±0.76 4 3.70±0.74 4 1.402 .162
사사사랑랑랑받받받음음음
타인의 도움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것 3.65±1.04 3.54±0.93 1.102 .271
타인이 그(녀)를 위해 기도하거나 좋은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아는 것 4.02±0.94 3.62±0.98 4.062 .000＊＊

타인이 나에게 감사를 느끼는 것 3.73±0.99 3.64±0.91 .922 .357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 4.19±0.90 4.08±0.76 1.256 .210

3.89±0.79 2 3.72±0.66 3 2.365 .019＊
신신신념념념검검검토토토
나의 신념에 대해 살펴보는 것 3.82±0.95 3.68±0.97 1.445 .149
나의 신앙이 올바른지에 대해생각해 보는 것 3.38±1.22 3.25±1.21 1.037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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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암환자 가족과 정상인의 영적 요구 비교(계속)

******:p⟨ 0.01, ***:p⟨ 0.05
주.연구결과표는 편의상 암환자가족용 설문지를 이용하여 제시하였음.

영적 요구
암환자가족
(n=178)

정상인
(n=194) t p

M±SD rank M±SD rank
왜?라는 의문을 갖는 것 3.13±1.10 3.13±1.04 -.049 .961
영적인 삶(믿음,용서)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것 3.41±1.20 3.20±1.16 1.677 .094
내게 생긴 일의 불공평함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 2.97±1.13 3.13±1.05 -1.481 .139

3.33±0.78 6 3.28±0.80 6 .643 .521
의의의미미미발발발견견견
내 삶을 재평가해보는 것 3.69±1.04 3.85±0.95 -1.591 .112
질병이 생긴 도움이 될 만한 이유를 찾아보는 것 3.87±1.11 3.73±1.09 1.210 .227
그(녀)보다 나쁜 처지의 사람들이 있음을 아는 것 3.59±1.07 3.69±0.90 -1.002 .317
왜?우리에게 라는 의문을 해결해보는 것 3.22±1.16 3.30±1.02 -.652 .515
삶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4.33±0.85 4.17±0.84 1.775 .077
그(녀)가 현재 살아있는 이유가 있음을 느끼는 것 4.33±0.97 4.16±0.86 1.756 .080
불가능한 것을 통하여 삶의 목적을 알게 되는 것 3.88±1.02 3.60±1.05 2.538 .012＊
그(녀)의 질병을 통하여 생긴 긍정적인 것들을 알게
되는 것 3.98±1.01 3.63±0.99 3.352 .001＊＊

3.84±0.72 3 3.76±0.66 2 1.141 .255
신신신앙앙앙활활활동동동
기도나 종교적인 의식을 인도받는 것 3.15±1.39 2.93±1.31 1.529 .127
영적 모임에 참여하는 것 2.92±1.35 2.84±1.32 .584 .560
대중매체를 통해 종교프로그램이나 음악을 듣는 것 2.87±1.22 2.77±1.22 .725 .469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는 것 3.44±1.31 3.18±1.28 1.915 .056
성서나 종교서적을 읽어 영성을 키우는 것 3.15±1.39 2.93±1.31 1.527 .128
회상 묵상의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 3.57±1.20 3.49±1.14 .644 .520

3.17±1.16 8 3.03±1.09 8 1.267 .206
죽죽죽음음음의의의 준준준비비비
그(녀)의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확신하는 것 4.14±0.98 3.94±0.91 2.070 .039＊
건강에 대한 희망과 그(녀)의 죽음에 대한 생각간의
균형을 이루는 것 3.87±1.08 3.62±1.01 2.244 .025＊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죽음의 목적을 아는 것 3.57±1.17 3.40±1.17 1.391 .165
사후 내세에서 일어날 일을 생각하는 것 3.12±1.39 2.98±1.24 1.054 .293

3.67±0.87 5 3.47±0.85 5 2.204 .028＊
TTToootttaaalll 3.64±0.67 3.52±0.61 1.820 .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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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암암암환환환자자자가가가족족족의의의 영영영적적적 요요요구구구 관관관련련련 요요요인인인

암환자 가족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영적 요구 정도는 <표 5>와 같다.
연령(F=2.623,p=.037),종교(F=14.329,p=.000),신앙활동(F=15.442,p

=.000),치료 상태(t =2.077,p=.040)가 암환자가족의 영적 요구 관련요인으로
나타났고,이와 같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연령,종교,신앙활동에 대해 집단들
간의 유의한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Scheffe'sTest를 사용하여 사후검정을 하였다.
사후 검정한 결과 영적 요구는 연령대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군은 없었고,종
교에서 ‘기독교’는 ‘불교(p=.003)’와 ‘없음(p=.000)’보다 영적 요구 정도가 유의
하게 높았으며,신앙활동에서는 ‘매주 1회 이상’이 ‘가끔(p=.008)’,‘전혀 안함(p=
.000)’에 비해 영적 요구가 유의하게 높았다.
암환자의 치료상태가 입원인 경우 암환자가족의 영적요구는 3.82(±.65)점으로

외래인 경우 3.57(±.69)점 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 2.077,p=
.040).
그 외 일반적 특성은 영적요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성별에 따른 영적요

구는 여자가 3.69(±.70)점으로 남자 3.54(±.61)점 보다 높게 나타났고,교육수준은
고졸이 3.72(±.6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월 수입정도에 따른 영적 요구는
월 300만원 이상이 3.67(±.62)점,월 100만원 이하 3.66(±.69)점,월 200～ 300만원
이 3.64(±.66)점,월 100～ 200만원이 3.51(±.67)점의 순으로 나타났다.진단 후 경
과기간에 따른 영적 요구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으나 경과기간이 길어질
수록 영적요구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고,질병단계에 따른 영적요구는 초
기 진단 후 치료 단계가 3.73(±.62)점으로 가장 높은 영적요구를 나타냈고,말기단
계 3.65(±.67)점,재발 혹은 전이 단계 3.55(±.71)점의 순으로 나타났다.환자와의
관계와 영적요구 정도는 배우자 일 경우가 3.71(±.72)점으로 가장 높았고,부모
3.67(±.97)점,그 외 3.63(±.68)점,자녀 3.59(±.56)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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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일반적 특성에 따른 암환자 가족의 영적 요구 (n=178)

＊ :p⟨ 0.05, ＊＊:Scheffe

특특특 성성성 구구구 분분분 nnn(((%%%))) MMM±±±SSSDDD tttooorrrFFF ppp PPPooosssttthhhoooccc
SSSccchhheeeffffffeee

성 별 남 67(37.6) 3.54±.61 -1.448 .149여 111(62.4) 3.69±.70
연 령 ≤29 a 28(15.7) 3.40±.57

2.623 .037＊
30~39 b 41(23.0) 3.53±.57
40~49 c 42(23.6) 3.66±.67
50~59 d 24(13.5) 4.02±.67
60≤ e 43(24.2) 3.53±.75

종 교 없음 a 69(38.8) 3.34±.58
14.329 .000＊

b⟩a,p=.000＊＊
b⟩d,p=.003＊＊

기독교 b 63(35.4) 4.01±.59
천주교 c 14(7.9) 3.76±.66
불교 d 32(18.0) 3.51±.66

교육 수준 ≤초등 졸 13(7.3) 3.59±.81
.904 .440중졸 21(11.9) 3.45±.81

고졸 56(31.6) 3.72±.64
대졸≤ 87(49.2) 3.62±.62

월수입정도
(만원)

≤100 47(27.2) 3.66±.69
.506 .678100～ 200 38(22.0) 3.51±.67

200～ 300 56(32.4) 3.64±.66
300≤ 32(18.5) 3.67±.62

신앙 활동 주1회 이상 a 47(26.4) 4.09±.49
15.442 .000＊

a⟩c,p=.008＊＊
a⟩d,p=.000＊＊

자주 함 b 16(9.0) 3.76±.84
가끔 c 35(19.7) 3.63±.65
전혀 안함 d 80(44.9) 3.35±.58

치료 상태 입원 46(25.8) 3.82±.65 2.077 .040＊외래 132(74.2) 3.57±.69
진단 후
경과기간(년)

〈1 93(52.5) 3.61±.63
.266 .8501～ 5 71(40.1) 3.67±.72

5～ 10 9(5.1) 3.77±.69
10≤ 4(2.3) 3.65±.40

질병단계 초기진단 후
치료 67(38.1) 3.73±.62

1.304 .274재발 or전이 68(38.6) 3.55±.71
말기 41(23.0) 3.65±.67

질병으로
인한 고통

전혀 5(2.8) 3.61±.82

.914 .457
조금 25(14.2) 3.40±.74
보통 45(25.6) 3.66±.57
고통 73(41.5) 3.68±.65
매우 28(15.9) 3.66±.76

환자와의
관계

배우자 72(40.4) 3.71±.72
.966 .410자녀 70(39.3) 3.59±.56

부모 9(5.1) 3.67±.97
그외 27(15.2) 3.6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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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논논논의의의

암환자의 영적 요구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반면 암환자 가족의
영적 요구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따라서 본 연구는 암환자
가족의 영적 요구 정도를 파악하기 위함이며,암환자,정상인과의 영적요구의 차
이를 규명하고 암환자가족의 영적요구 관련요인을 살펴보기 위함이다.

111...암암암환환환자자자가가가족족족의의의 영영영적적적 요요요구구구

본 연구는 178명의 암환자가족과 164명의 암환자를 대상으로 Taylor(2006)가
개발한 영적요구 사정도구(SpIRIT)로 영적 요구를 측정하였는데,영적요구 전체
평균에서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이는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156명의 암환자와 68명의 암환자가족 간의 영적요구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는
Taylor(2006)의 보고와 일치하였고,Stoll(1979)의 영적요구를 토대로 개발한 지기순
(1996)의 영적요구 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49명의 호스피스 환자와 40명의 가족을
대상으로 영적요구를 측정한 한영미(2000)의 연구에서 가족의 영적요구가 환자의
영적요구보다 유의하게 높다는 결과를 보여 본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였다.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도구와의 차이로 인해서 연구결과를 정확히 비교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생각되나,한편으로는 호스피스 환자는 이미 영적 간호를 충분히
제공받고 있기 때문에 암환자 가족의 영적 요구보다 상대적으로 낮으리라 생각된
다.이러한 연구 결과들에서 알 수 있듯이 암환자와 마찬가지로 암환자 가족 역시
중등도 이상의 영적요구를 가지고 있거나 암환자보다 더 높은 영적요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암환자 가족의 영적 요구에 대한 사정과 중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암환자가족의 하부영역별 높은 영적 요구를 보면 긍정적 견해,사랑받음,의미

발견,사랑베품의 순으로 높았고,신앙활동,신과의 관계 등의 순으로 낮았다.이
는 긍정적 견해,사랑베품,의미발견 등의 순으로 높고, 사랑받음,신념검토,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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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준비 등의 순으로 낮다는 Taylor의 결과와 비교할 때,암환자 가족의 사랑받음
의 요구가 Taylor의 연구와는 달리 높았다.암환자의 영적 요구 중 사랑베품 영역
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암환자와 암환자 가족 모두 사랑을 받고 베푸는 요구가
가장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이는 국내의 암환자나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Fish
andShelly(1978)가 제시한 세 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김태희(1986)가 개발한 영적
요구사정도구를 사용하여 영적요구를 조사한 연구(한영인,손수경,1999;송혜숙과
김경희,2002)에서 사랑과 관심에 대한 요구영역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
하며,도구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암환자와 암환자 가족의 사랑에 대한 영적 요구
가 높다고 볼 수 있다.이는 인간의 성장과 위기상황에 필수적인 요소가 사랑이
며,특히 암이라는 위기상황에서 환자의 심리적 불균형을 타인의 사랑과 관심에
바탕을 이룬 인간적 존중과 절대자의 조건 없는 사랑을 통하여 마음에 평안을 얻
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또한 암환자가족의 신앙활동,신과의 관계의 요구가
낮았는데,이는 Stoll(1979)의 영적요구를 토대로 지기순(1996)이 개발한 도구를 수
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영적요구를 조사한 연구들(지기순,1996;한영미,2000)
에서 종교적 영역이 낮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는데,타인의 사랑에 바탕을 이룬 인
간존중을 통하여 마음에 평안을 얻고자 하는 요구가 종교적 관심보다 더 암환자
가족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문항별로 살펴보았을 때 높은 영적 요구를 나타낸 문항은 긍정적 전망을 갖는

것,그(녀)가 잘될 거라는 희망을 갖는 것,가족처럼 여기는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 등이었고,낮은 영적 요구를 나타낸 문항은 신이 그(녀)의 병을 통제하고 있음
을 느끼는 것,내게 생긴 불공평함에 대해 생각하는 것,종교프로그램이나 음악을
듣는 것,영적모임에 참여하는 것 등이었다.이는 암환자 가족들은 신이 병을 통
제한다고 믿기 보다는 의학으로 환자의 질병이 나을 거라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긍정적 전망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 지고,환자의 질병 및 돌봄과 관련해 여러 가
지 힘든 상황을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기보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또한 신앙 활동이나 신과의 관계의 요구가 낮은 이유는 암환자
가족 중에 종교 없음이 33.8%로 3분의 1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또한 종교가 있다
하더라도 종교프로그램을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영적 모임에 참여하는 것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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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같이 있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기고 환자 옆에서 그를 돌보고 간호하는 것
에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으로 사려 된다.

따라서 암환자가족은 암환자와 마찬가지로 중등도 이상의 영적 요구를 가지고
있고, 긍정적 견해,사랑받음,의미발견,사랑베품 영역에서 높은 영적요구를 가
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또한 환자의 질병이 나을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희망
을 가지고 있고,사랑에 대한 높은 영적요구를 가짐으로써 사랑을 통해 마음에 평
안을 이루려고 함을 알 수 있다.

222...암암암환환환자자자가가가족족족과과과 암암암환환환자자자의의의 영영영적적적 요요요구구구 비비비교교교

암환자가족과 암환자의 영적요구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는 하부 영역은 ‘사랑베
품’으로서 암환자가족이 암환자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이는 암환자가족은 타인을
암환자 외의 사람으로 인식하고 암환자외의 타인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보다는
최대한 모든 것을 암환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대부분의 영역에서 영적요구정도는 암환자가 암환자가족보다 높게 나타났으며,유
의한 차이를 보이진 않았으나 암환자가족이 암환자보다 높은 영적요구를 나타내
었는데,긍정적 견해와 죽음의 준비의 두 영역이다.또한 문항 중 ‘그(녀)가 잘 될
거라는 희망을 갖는 것’과 ‘긍정적인 전망을 갖는 것’은 암환자가족에게서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암환자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영적요구이다.이 결과는 입원
호스피스환자 가족의 간호요구에 관한 김춘길(1998a)의 연구에서 ‘희망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의 간호요구가 높았다는 결과와 일치한다.암환자가족이 암
환자보다 유의하게 낮게 영적요구를 나타낸 문항은 ‘내 삶을 재평가해보는 것’,
‘나보다 나쁜 처지의 사람들이 있음을 아는 것’이었다.
이로써 가족들은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는 것 보다는 환자 질병에 대한 희망

을 더 중요시 하며,암 이라는 진단 자체가 죽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과 환
자의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죽음에 대해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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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암환자가족의 영적 요구는 환자의 질병이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

고 있음과 동시에 죽음의 준비에 대한 요구가 있는 특성을 이해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영적간호중재 시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33...암암암환환환자자자 가가가족족족과과과 정정정상상상인인인의의의 영영영적적적 요요요구구구 비비비교교교

암환자 가족과 정상인의 영적 요구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는 하부영역은 사랑
받음과 죽음의 준비 영역이었다.암환자 가족과 정상인의 영적요구를 비교한 유사
한 연구가 없어 비교할 수는 없으나 암이라는 생명을 위협하는 환자를 돌보며 더
나아가 사별을 염두에 두며 살아가는 암환자가족은 죽음의 준비에 대한 영적 요
구가 정상인 보다 높을 것이라는 것을 본 연구결과에서 보여주었다.또한 암환자
가족은 정상인보다 사랑 받음에 대한 영적 요구가 높았는데,이는 자신의 혼신을
다하여 암환자를 돌봄으로 인해 에너지가 고갈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되며 그로인
해 타인으로부터 사랑을 받고자 하는 요구가 높아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암환자가족은 정상인에 비해 죽음을 준비하고자 하고,사랑을 받고자
하는 영적 요구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따라서 간호사들은 암환자가족의 이러한
영적요구의 특성을 이해하고,더 나아가 암환자가족의 영적요구의 특성을 더 잘
파악하기 위해 정상인과의 반복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44...암암암환환환자자자가가가족족족의의의 영영영적적적요요요구구구 관관관련련련 요요요인인인

암환자 가족의 일반적 특성 중에서 암환자가족의 영적 요구와 관련된 요인은
연령,종교,신앙활동,치료상태로 나타났다.그 중 ‘기독교’군이 경우 종교가 ‘없
음’군과 ‘불교’군에 비해 영적 요구가 유의하게 높았고,신앙활동은 ‘매주 1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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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군이 ‘가끔’군과 ‘전혀 안함’군 보다 영적 요구가 높았는데,이 결과는
Taylor(2006)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며 이는 종교인이 비종교인보다 삶과 죽음,고
통의 의미를 생각하고 절대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한계상황에서 절대자를
찾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또한 암환자의 치료상태가 ‘입원’군이 ‘외래’군 보다
암환자가족의 영적요구는 유의하게 높았는데 이 결과는 Taylor(2006)의 결과와 일
치하며,이는 환자가 입원치료 중일 때 영적 요구가 높아지고 암환자의 높아진 영
적 요구와 비례해서 병실에서 같이 생활하는 가족 또한 영적 요구가 증가된다고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암환자 가족의 영적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암환자가족의 연령,
종교,신앙활동,치료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함을 알 수 있으며,본 연구에서 유의
하게 나타나진 않았으나 암환자가족의 영적요구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요인들을 밝혀내기 위한 반복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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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결결결론론론 및및및 제제제언언언

111...결결결론론론
본 연구는 암환자가족의 영적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암환자,정상인 집단과의

차이를 규명해보고 암환자가족의 영적요구의 관련요인을 밝히기 위한 서술적 조
사연구이다.
자료수집은 2007년 10월 5일부터 12월 7일 까지 서울소재 2개 대학병원에서

입원 혹은 외래치료 받고 있는 암환자 164명과 암환자 가족 178명,그리고 두 병
원 각각의 건강검진센터를 방문한 건강한 정상인 19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
고,영적 요구 측정을 위해 Taylor,E.J.(2006)가 개발한 SpiritualInterests
Related to IllnessTool(SpIRIT)을 사용하였다.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prrgram을 이용하여 전산처리하였으며,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암환자가족의 영적요구 정도는 가능한 점수 범위 1~5점 사이에서 평균
3.64(±0.67)점이다.영역별 가장 높은 영적요구는 긍정적 견해 영역으로 평균
4.,09(±0.76)점이고,신앙활동 영역이 3.17(±1.16)점으로 가장 낮은 영적요구를 나타
내었다.

2.암환자가족의 영적요구 점수는 평균 3.64(±0.67)점으로 암환자의 3.72(±0.59)
점 보다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진 않았다.그러나 영적요구의
하부영역 중 ‘사랑베품’영역은 암환자가족이 암환자보다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t=-3.730,p=.000).

3.암환자가족의 평균 영적요구는 3.64(±0.67)점으로 정상인의 3.52(±0.6)점 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진 않았다.그러나 영적요구의 하부영역
중 ‘사랑받음(t=2.365,p=.019)’과 ‘죽음의 준비(t=2.204,p=.028)’영역은 암
환자가족이 정상인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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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암환자가족의 영적요구는 ‘기독교’군이 종교가 ‘없음(p=.000)’군과 ‘불교(p
=.003)’군 보다,신앙활동은 ‘매주 1회 이상’군이 ‘가끔(p=.008)’군,‘전혀 안함
(p=.000)’군 보다,치료상태(t=2.077,p=.040)는 ‘입원’군이 ‘외래’군 보다 유의
하게 높게 나타났으며,연령(F=2.623,p=.037)에 따라 유의한 차이는 보였으나
Scheffe후 연령대별로 차이가 나는 군은 없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암환자가족은 중등도 이상의 영적 요구를 가지고 있고,사랑
베품의 요구는 암환자보다 낮으나 사랑받음 요구와 죽음의 준비 요구는 정상인보
다 더 높음이 발견되었다.또한 암환자가족의 영적요구는 기독교군,매주 1회 이
상 신앙활동 군,암환자의 치료상태가 입원 군에서 높음을 알 수 있었다.그러므
로 암환자가족을 위해 그들의 영적요구와 관련 있는 요인들을 고려하여 사랑받음
요구와 죽음의 준비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간호중재 방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
음이 발견되었다.

222...제제제언언언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을 제언한다.

⑴ 본 연구에서 사용된 영적요구 사정 도구인 SpIRIT을 사용하여 매치된 암
환자와 그 암환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반복 연구를 제언한다.

⑵ 암환자가족의 사랑받음 요구와 죽음의 준비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간호
중재 방안을 개발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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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 록록록 111>>>

SpIRIT의 Cronbach's α 값

SpIRIT의 요인분석 결과

요인 설명분산
백분율(%) 누적백분율(%)

1.긍정적 견해 30.896 30.896
2.신과의 관계 11.231 42.127
3.사랑베품 5.779 47.906
4.사랑받음 3.982 51.888
5.신념검토 3.819 55.707
6.의미발견 2.607 58.314
7.신앙활동 2.530 60.843
8.죽음의 준비 2.335 63.179

요인 Cronbach's α 값
1.긍정적 견해 .811
2.신과의 관계 .919
3.사랑베품 .804
4.사랑받음 .781
5.신념검토 .730
6.의미발견 .830
7.신앙활동 .902
8.죽음의 준비 .706
총 값 .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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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 록록록 222>>>

질질질병병병관관관련련련영영영적적적요요요구구구 질질질문문문지지지

그동안투병하시느라얼마나힘드셨습니까?
저는 간호사로 일하면서 많은 분들이 암 투병 과정 동안 영적인 관심을 갖고 계신 것
을 알게 되었습니다.그러나 현재 의료체제가 환자들의 영적인 요구를 감지하는 수준일
뿐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의 영적 요구를 정
확히측정할수있는방법을찾기를원합니다.

본연구는영적요구사정도구SpIRIT(SpiritualInterestsRelatedtoIllnessTool)의검
증연구로서,국내 암환자 및 가족의 영적요구를 사정하기 위한 도구 부재의 현실을 감
안하여,Taylor가 개발한 SpIRIT를 국내 암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여 국내에서의 활용 가능성 있는 도구를 제시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신촌세브
란스 병원 암센터와 건강증진센터의 환자 약 150여명과 가족 약 150여명이 본 연구에
참여할 예정이며,장순복 간호대학 교수의 연구책임 하 조지희 연구원에 의해 진행됩니
다.연구기간은약11월1일부터11월16일까지약2주간이며설문조사입니다.

본 연구는 귀하의 자유로운 참여 동의에 의해 실시되고,응답해 주신 내용은 병원에
서 치료받으시는 동안 영적 요구를 설명하는 유용한 자료로 사용될 것이며,개인의 응
답에관한비밀이보장됨을정중히약속드립니다.

힘드신 가운데 응답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본 연구와 관련한 문의 및 피험
자의권익에대한문의는아래의연락처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본연구관련문의:조지희(017-243-3190)
피험자의권익에대한문의:세브란스병원연구심의위원회(02-2228-0502)

2007년 10월 일
시험책임자간호대학장순복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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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암암환환환자자자 가가가족족족용용용)))
✜✜✜✜    다다다음음음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사사사항항항에에에 대대대하하하여여여 해해해당당당란란란에에에 ○○○표표표 하하하거거거나나나 기기기록록록해해해 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1.연 령 :만 세
2.성 별 :남 여
3.종 교 :없음 기독교 천주교 불교
4.교육정도 :무학 초등졸 중졸 고졸 대졸이상
5.수입정도:100만원/월이하 100~200만원/월미만

200~300만원/월미만 300만원/월이상
6.신앙활동(예배등에참여하는횟수):

1회이상/1주 매주 자주함 가끔 전혀안함
7.환자와의관계는:배우자 자녀 부모 그외
8.현재치료상태는:입원중임 외래치료중임
9.귀하께서돌보는환자의진단명:
10.귀하께서돌보는환자의진단받은후경과기간:

1년미만 1~5년미만 5~10년 10년이상
11. 귀하께서돌보는환자의질병단계는:

초기진단후치료단계 재발혹은전이단계 말기단계
12.귀하께서느끼시는질병으로인한고통(신체,경제,정서적)은어느정도입니까?

1 2 3 4 5
전혀고통스럽지않음 조금고통스러움 보통임 고통스러움 매우고통스러움

13.귀하께서환자를돌보시는시간은어느정도입니까? 시간/일, 시간/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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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최최근근근 한한한 달달달간간간 귀귀귀하하하는는는 다다다음음음의의의 내내내용용용에에에 어어어느느느 정정정도도도 중중중요요요하하하게게게 느느느끼끼끼셨셨셨는는는지지지 ○○○표표표 해해해주주주
십십십시시시오오오...여여여기기기서서서 “““그그그(((녀녀녀)))”””는는는 치치치료료료중중중인인인 당당당신신신의의의 가가가족족족원원원입입입니니니다다다...

    현재 현재 현재 현재 ~ ~ ~ ~ 하는 하는 하는 하는 것이 것이 것이 것이 얼마나 얼마나 얼마나 얼마나 중요합니까중요합니까중요합니까중요합니까????

중중중요요요
치치치
않않않음음음

약약약간간간
중중중요요요
함함함

보보보통통통
임임임

꽤꽤꽤
중중중요요요
함함함

대대대단단단
히히히
중중중요요요
함함함

긍정적인 전망을 갖는 것은
그그그(((녀녀녀)))가 잘 될 거라는 희망을 갖는 것은
좋았던 일들을 회상하는 것은
내 삶의 좋은 것들에 대해 타인에게 말하는 것은
인생을 즐기는 것은
나 자신을 믿는 것은
신과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은
신이그그그(((녀녀녀)))를낫게해주고있고,또한 낫게해줄것을 믿는것은
신이그그그(((녀녀녀)))를인도하고,도와주고있음을생각하는것은
그그그(((녀녀녀)))를돌봐주시는신이있음을느끼는것은
신의뜻을아는것은
신이그그그(((녀녀녀)))의병을통제하고있음을받아들이는것은
세상을더좋은곳으로만드는것은
타인의친절에보답하는것은
내가고통받는것을그그그(((녀녀녀)))포함한가족이안봤으면하는것은
타인을도우려고하는것은
타인과좋은관계를갖는것은(용서하고용서받기)
타인의 도움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타인이 그그그(((녀녀녀)))를 위해 기도하거나 좋은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아는 것은
타인이 나에게 감사를 느끼는 것은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은
나의 신념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나의 신앙이 올바른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은
왜?라는 의문을 갖는 것(왜 우리가?우리가 왜 이렇게 대접받
는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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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힘힘드드드신신신 가가가운운운데데데 설설설문문문내내내용용용을을을 작작작성성성해해해 주주주셔셔셔서서서 다다다시시시 한한한번번번 감감감사사사드드드립립립니니니다다다...

현재 현재 현재 현재 ~ ~ ~ ~ 하는 하는 하는 하는 것이 것이 것이 것이 얼마나 얼마나 얼마나 얼마나 중요합니까중요합니까중요합니까중요합니까????

중중중요요요
치치치
않않않음음음

약약약간간간
중중중요요요
함함함

보보보통통통
임임임

꽤꽤꽤
중중중요요요
함함함

대대대단단단
히히히
중중중요요요
함함함

영적인 삶(믿음,용서)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것은
내게 생긴 일의 불공평함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은
내 삶을 재평가해보는 것은

그그그(((녀녀녀)))의 질병이 생긴 도움이 될 만한 이유를 찾아보는 것은

그그그(((녀녀녀)))보다 나쁜 처지의 사람들이 있음을 아는 것은
“왜?우리에게”라는 의문을 해결해 보는 것은
삶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그그(((녀녀녀)))가 현재 살아있는 이유가 있음을 느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통하여 삶의 목적을 알게 되는 것은
그그그(((녀녀녀)))의 질병을 통하여 생긴 긍정적인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은
기도나 종교적인 의식을 인도받는 것은
영적 모임에 참여하는 것은
TV라디오를 통해 종교프로그램이나 음악을 듣는 것은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는 것은
성서나 종교서적을 읽어 영성을 키우는 것은
회상 묵상의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은
그그그(((녀녀녀)))의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확신하는 것은
건강에 대한 희망과 그그그(((녀녀녀)))의 죽음에 대한 생각간의 균형을
이루는 것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죽음의 목적을 아는 것은
사후 내세에서 일어날 일을 생각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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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환환자자자용용용)))

✜✜✜✜    다다다음음음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사사사항항항에에에 대대대하하하여여여 해해해당당당란란란에에에 ○○○표표표 하하하거거거나나나 기기기록록록해해해 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1.연 령 :만 세
2.성 별 :남 여
3.종 교 :없음 기독교 천주교 불교
4.교육정도 :무학 초등졸 중졸 고졸 대졸이상
5.수입정도 :100만원/월이하 100~200만원/월미만

200~300만원/월미만 300만원/월이상
6.신앙활동(예배등에참여하는횟수):

1회이상/1주 매주 자주함 가끔 전혀안함
7.현재치료상태는:입원중임 외래치료중임
8.진단명:
9.진단받은후경과기간:

1년미만 1~5년미만 5~10년 10년이상
10.질병단계:초기진단후치료단계 재발혹은전이단계 말기단계
11.귀하께서느끼시는질병으로인한(신체,정신,경제적)고통은어느정도입니까?

1 2 3 4 5
전혀고통스럽지않음 조금고통스러움 보통임 고통스러움 매우고통스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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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최최근근근 한한한 달달달간간간 귀귀귀하하하는는는 다다다음음음의의의 내내내용용용에에에 어어어느느느 정정정도도도 중중중요요요하하하게게게 느느느끼끼끼셨셨셨는는는지지지 ○○○표표표 해해해주주주
십십십시시시오오오...

현재 현재 현재 현재 ~ ~ ~ ~ 하는 하는 하는 하는 것이 것이 것이 것이 얼마나 얼마나 얼마나 얼마나 중요합니까중요합니까중요합니까중요합니까????

중중중요요요
치치치
않않않음음음

약약약간간간
중중중요요요
함함함

보보보통통통
임임임

꽤꽤꽤
중중중요요요
함함함

대대대단단단
히히히
중중중요요요
함함함

긍정적인 전망을 갖는 것은
내가 잘 될 거라는 희망을 갖는 것은
좋았던 일들을 회상하는 것은
내 삶의 좋은 것들에 대해 타인에게 말하는 것은
인생을 즐기는 것은
나 자신을 믿는 것은
신과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은

신이나를낫게해주고있고,또한 낫게해줄것을 믿는것은

신이나를인도하고,도와주고있음을생각하는것은
나를돌봐주시는신이있음을느끼는것은
신의뜻을아는것은
신이나의병을통제하고있음을받아들이는것은
세상을더좋은곳으로만드는것은
타인의친절에보답하는것은
내가고통받는것을가족이안봤으면하는것은
타인을도우려고하는것은
타인과좋은관계를갖는것은(용서하고용서받기)
타인의 도움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타인이 나를 위해 기도하거나 좋은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아는
것은
타인이 나에게 감사를 느끼는 것은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은
나의 신념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나의 신앙이 올바른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은
왜?라는 의문을 갖는 것(왜 내가?내가 왜 이렇게 대접받는
지?)은



- 52 -

현재 현재 현재 현재 ~ ~ ~ ~ 하는 하는 하는 하는 것이 것이 것이 것이 얼마나 얼마나 얼마나 얼마나 중요합니까중요합니까중요합니까중요합니까????

중중중요요요
치치치
않않않음음음

약약약간간간
중중중요요요
함함함

보보보통통통
임임임

꽤꽤꽤
중중중요요요
함함함

대대대단단단
히히히
중중중요요요
함함함

영적인 삶(믿음,용서)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것은
내게 생긴 일의 불공평함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은
내 삶을 재평가해보는 것은
질병이 생긴 도움이 될 만한 이유를 찾아보는 것은

나보다 나쁜 처지의 사람들이 있음을 아는 것은

“왜?나에게”라는 의문을 해결해 보는 것은

삶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현재 살아있는 이유가 있음을 느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통하여 삶의 목적을 알게 되는 것은
질병을 통하여 생긴 긍정적인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은
기도나 종교적인 의식을 인도받는 것은
영적 모임에 참여하는 것은
TV라디오를 통해 종교프로그램이나 음악을 듣는 것은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는 것은
성서나 종교서적을 읽어 영성을 키우는 것은
회상 묵상의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은
나의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확신하는 것은
건강에 대한 희망과 죽음에 대한 생각간의 균형을 이루는 것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죽음의 목적을 아는 것은
사후 내세에서 일어날 일을 생각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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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정상상상인인인 용용용)))

✜✜✜✜    다다다음음음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사사사항항항에에에 대대대하하하여여여 해해해당당당란란란에에에 ○○○표표표 하하하거거거나나나 기기기록록록해해해 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1. 연 령:만 세
2. 성 별:남 여
3. 종 교:없음 기독교 천주교 불교
4. 교육정도:무학 초등졸 중졸 고졸 대졸이상
5. 수입정도:100만원/월이하 100~200만원/월미만

200~300만원/월미만 300만원/월이상
6. 신앙활동(예배등에참여하는횟수):

1회이상/1주 매주 자주함 가끔 전혀안함

※※※ 777번번번~~~111111번번번은은은 현현현재재재 질질질병병병이이이 있있있으으으신신신 분분분만만만 작작작성성성해해해 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7. 현재치료상태는:입원중임 외래치료중임
8. 진단명:
9. 진단받은후경과기간:

1년미만 1~5년미만 5~10년 10년이상
10. 질병단계:초기진단후치료단계 재발혹은전이단계 말기단계
11. 귀하께서느끼시는질병으로인한(신체,정신,경제적)고통은어느정도입니까?

1 2 3 4 5
전혀고통스럽지않음 조금고통스러움 보통임 고통스러움 매우고통스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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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최최근근근 한한한 달달달간간간 귀귀귀하하하는는는 다다다음음음의의의 내내내용용용에에에 어어어느느느 정정정도도도 중중중요요요하하하게게게 느느느끼끼끼셨셨셨는는는지지지 ○○○표표표 해해해주주주십십십
시시시오오오...

현재 현재 현재 현재 ~ ~ ~ ~ 하는 하는 하는 하는 것이 것이 것이 것이 얼마나 얼마나 얼마나 얼마나 중요합니까중요합니까중요합니까중요합니까????

중중중요요요
치치치
않않않음음음

약약약간간간
중중중요요요
함함함

보보보통통통
임임임

꽤꽤꽤
중중중요요요
함함함

대대대단단단
히히히
중중중요요요
함함함

긍정적인 전망을 갖는 것은
내가 잘 될 거라는 희망을 갖는 것은
좋았던 일들을 회상하는 것은
내 삶의 좋은 것들에 대해 타인에게 말하는 것은
인생을 즐기는 것은
나 자신을 믿는 것은
신과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은

신이나를낫게해주고있고,또한 낫게해줄것을 믿는것은

신이나를인도하고,도와주고있음을생각하는것은
나를돌봐주시는신이있음을느끼는것은
신의뜻을아는것은
신이나의병을통제하고있음을받아들이는것은
세상을더좋은곳으로만드는것은
타인의친절에보답하는것은
내가고통받는것을가족이안봤으면하는것은
타인을도우려고하는것은
타인과좋은관계를갖는것은(용서하고용서받기)
타인의 도움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타인이 나를 위해 기도하거나 좋은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아는
것은
타인이 나에게 감사를 느끼는 것은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은
나의 신념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나의 신앙이 올바른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은
왜?라는 의문을 갖는 것(왜 내가?내가 왜 이렇게 대접받는
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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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드신 가운데 응답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현재 현재 현재 현재 ~ ~ ~ ~ 하는 하는 하는 하는 것이 것이 것이 것이 얼마나 얼마나 얼마나 얼마나 중요합니까중요합니까중요합니까중요합니까????

중중중요요요
치치치
않않않음음음

약약약간간간
중중중요요요
함함함

보보보통통통
임임임

꽤꽤꽤
중중중요요요
함함함

대대대단단단
히히히
중중중요요요
함함함

영적인 삶(믿음,용서)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것은
내게 생긴 일의 불공평함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은
내 삶을 재평가해보는 것은
질병이 생긴 도움이 될 만한 이유를 찾아보는 것은

나보다 나쁜 처지의 사람들이 있음을 아는 것은

“왜?나에게”라는 의문을 해결해 보는 것은

삶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현재 살아있는 이유가 있음을 느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통하여 삶의 목적을 알게 되는 것은
질병을 통하여 생긴 긍정적인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은
기도나 종교적인 의식을 인도받는 것은
영적 모임에 참여하는 것은
TV라디오를 통해 종교프로그램이나 음악을 듣는 것은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는 것은
성서나 종교서적을 읽어 영성을 키우는 것은
회상 묵상의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은
나의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확신하는 것은
건강에 대한 희망과 죽음에 대한 생각간의 균형을 이루는 것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죽음의 목적을 아는 것은
사후 내세에서 일어날 일을 생각하는 것은



- 56 -

AAABBBSSSTTTRRRAAACCCTTT

SSSpppiiirrriiitttuuuaaalllnnneeeeeedddsssoooffffffaaammmiiilllyyycccaaarrreeegggiiivvveeerrrsssooofffpppaaatttiiieeennntttsss
wwwiiittthhhcccaaannnccceeerrr

Cho,JiHui
DepartmentofNursing
TheGraduateSchool
YonseiUniversity

Thepurposeofthisstudywastomeasurethespiritualneedsoffamily
caregiversofpatientswithcancerbyidentifyingdifferencesbetweenpatients
withcancer,healthypersonsandfamilycaregivers,andbyidentifyingfactors
associatedwithspiritualneedsoffamilycaregivers.
Thesampleconsistedof164patientswithcancer,178familycaregiversand

194 healthy adults.TheresearchercollectedthedatabetweenOctober5and
December7,2007in2generalhospitalsand2medicalexaminationcentersinSeoul.
SpiritualInterestsRelatedtoIllnessTool(SpIRIT)wasusedinthisstudyand
Cronbach'sα,factoranalysis,t-test,ANOVA,andScheffe'stest,withtheSPSS
Win12.0program,wereusedtoanalyzethedata.
Theresultsofthisstudyareasfollows:

1.ThemeanscoreforSpIRITforfamilycaregiverswas3.64(±0.67),themost
prevalentofspiritualneedwas'Keepingapositiveperspective'(4.09±0.76)and
theleast,'Practicingreligion'(3.1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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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WhilethemeanscoreforSpIRITforfamilycaregiverswas3.64(±0.67),for
patientswithcanceritwas3.72±(0.59),butthedifferenceinthescoreswas
notstatistically significant.The family caregiverscore for'Giving love to
others'wassignificantlylowerthanthatofthepatientswithcancer.

3.ThemeanscoreforSpIRITforfamilycaregiverswas3.64(±0.67)andthat
ofhealthy adults,3.52 (±0.6),butthe difference in these scoreswasnot
statistically significant.Thedifferencein thescoreforfamily caregiversand
healthyadultson'Receivinglovefrom others'and'Preparingfordeath'were
statisticallysignificant.

4.Familycaregivers'spiritualneedsweresignificantlyhigherinChristiansthan
foratheists(p=.000)orBuddhists(p=.003)andforthegroupwithweeklyor
morefrequentattendanceatreligionservicescomparedtothegroupswhoonly
attendedoccasionally(p=.008)orrarely(p=.000)andforinpatientscompared
tooutpatients(t=2.077,p=.040).Therewasastatisticallysignificantdifference
inspiritualneedsoffamilycaregiversaccordingtoage(F=2.623,p=.037)
butScheffetestshowedthattherewerenosignificantdifferenceamonggroups
forage.

Thestudyshowsthatfamilycaregivers'spiritualneedswereaboveaverage
and the scores of family caregivers for 'Giving love to others' were
significantly lowerthan forpatientswith cancerbut'Receiving love from
others'and 'Preparing fordeath'were significantly higherthan scoresfor
healthyadults.Also,thespiritualneedsoffamilycaregiverswerehigherfor
Christians,forthose with weekly ormore frequentattendance atreligion
servicesandforinpatients.Thereforethereisaneedfornursinginter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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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iesthataddressthespiritualneedsoffamilycaregivers,in particular,
'Receivinglovefrom others'and'Preparingford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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