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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암환자 보호자의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요구도, 지식 및 돌봄 부담감 

 

본 연구는 암환자 보호자의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요구도, 지식 및 돌봄 

부담감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로, 2018 년 9 월부터 2019 년 3 월까지 A 

종합병원 종양내과 외래를 내원하는 보호자 162 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한 자료 

수집 후, SPSS/WIN 25.0 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독립표본 t-검정, 일원배치 분산분석, 

Pearson 의 상관관계 분석, 선형 다중회귀 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도구는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요구도는 강경아와 김신정(2005)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고,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지식은 Ross et al.(1996)이 

개발한 ‘Palliative Care Quiz for Nursing’을 H. S. Kim et al. (2011)이 

번역·번안한 도구에서 최영호 등(2015)이 연구대상자가 일반인인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돌봄 부담감은 Zarit, Reever, and Bach-

Peterson (1980)의 한글판 도구(Korean Version of ZBI, K-ZBI)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 162 명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요구도는 최저 25 점에서 최고 

110 점으로 나타났고, 평균은 90.32±17.12 점으로 나타났다(도구 범위: 

22 점-110 점).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지식 점수는 최저 0 점에서 최고 

16 점, 평균은 8.54±4.08 점(도구 범위:0 점-18 점), 정답률은 47.5%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돌봄 부담감은 최저 4 점에서 최고 75 점으로 나타났고, 

평균은 32.53±14.94 점으로 나타났다(도구 범위:0 점-88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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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요구도는 연령(t=2.88, p=.004), 

환자와의 관계(F=5.491, p=.005)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지식은 연령(t=2.110, p=.042)과 교육수준(t=-3.324, 

p=.001), 암 진단 이후 수입 감소율(t=3.284,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돌봄 부담감은 다른 돌봄 제공자 유무(t=-3.762, p=＜.001), 

현재 앓고 있는 질환 유무(t=2.958, p=.004), 돌봄 제공시간(F=8.880, 

p=＜.001), 월 의료비용 지출(F=5.980, p=.008), 암 진단 이후 수입 

감소율(t=-3.65, p=＜.001), 호스피스 완화의료 정보 제공 유무(t=2.843, 

p=.005)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암환자의 일상 생활 수행 능력 

정도(t=-3.00. p=.003)에 따라 돌봄 부담감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암환자 보호자의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요구도는 지식(r=.236, p＜.01), 

돌봄 부담감(r=.204, p＜.01)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환자 보호자의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요구도의 영향요인으로는 돌봄 

부담감,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지식, 연령, 암환자와의 관계로 나타났고, 

이는 18.3%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암환자 보호자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요구도는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돌봄 부담감이 높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종양전문간호사는 질병 초기 단계에서 환자와 암환자 가족 

모두를 대상으로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요구도, 지식 및 돌봄 부담감을 

구체적으로 사정해야 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돌봄 전략을 제공함으로써 부담감 및 

요구도 감소, 지식 수준 상승에 기여해야 하겠다.  

 
 

핵심어: 호스피스, 완화의료, 돌봄 제공자,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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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의료기술의 발달과 평균수명 연장으로 암 유병률 및 5 년 생존률이 길어지고 

있다(통계청, 2017). 즉, 암은 오랜 시간 질병 이환 기간을 겪어야 하는 만성 

질환으로 분류되어(Bowman, Rose, & Deimling, 2006; Hileman & Lackey, 1990) 

돌봄 제공자를 필요로 하는 시간을 증가시켰다(이영선, 2009).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제 3 차 암 관리 종합계획(2016-2020)에서는 암 

예방과 암생존자의 치료 뿐 아니라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강조하고 있고, 호스피스 

사업 대상 질환 중에서 암환자가 차지하는 사망자수 비율이 90% 이상이며, 암 

사망자수 대비 호스피스 이용률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다(국립암센터, 2017). 따라서, 

호스피스 완화의료 사업의 성공은 국가 암 정책 사이클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 

암환자들은 치료 과정에서 겪는 신체, 심리, 사회적 증상들로 인해 삶의 질이 

저하되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인식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하며(Hodges, 

Humphris, & Macfarlane, 2005; Nijboer et al., 1998), 이들의 질병 경험과 부담은 

환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다(Bowman et al., 

2006; Goldstein, Concato, Fried, & Kasl, 2004; Murray et al., 2010; Yun et al., 

2005). 특히 암환자 보호자는 다른 질병에 비해 높은 수준의 부담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Y. M. Kim & Schulz, 2008).  

한국의 경우, 가족문화가 유교에 뿌리를 두고 있어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접하고, 환자는 가족 구성원에게 간호 받기를 원하며, 가족 구성원 또한 그들 중 

환자를 직접 돌봐야 한다는 관념이 지배적이다(김선영 등, 2014; 최윤숙, 배주희, 

김남희, & 태영숙, 2016). 이와 함께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진출(김현숙, & 유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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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짧은 재원일수와 가정 및 지역사회에서의 돌봄을 권장하는 보건의료 정책 

또한 돌봄 부담감을 증가시키고 있다(Papastavrou, Charalambous, & Tsangari, 

2009). 

암으로 진단받는 시점에 적극적 치료와 동시에 완화의료를 제공하는 것은, 

생존의 연장과 동시에 환자와 보호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부담감을 

감소시킨다(권정혜, 2014). 또한 보호자의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높은 지식 

수준은 서비스 이용을 용이하게 하고(Akiyama et al., 2016; Cagle et al., 2016), 

적절한 시기에 호스피스 완화의료로 의뢰되는데 기여한다(Johnson, Kuchibhatla, & 

Tulsky, 2008). 

한편, 암 환자의 치료 여정에서 보호자들은 여러 가지 요구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Joad, Mayamol, & Chaturvedi, 2011), 이들의 문제나 요구는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Oechsle, 2019). 보호자의 미충족 요구는 환자의 돌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Heckel et al., 2015; Y. Kim & Given, 2008; Y. Kim, Kashy, 

Spillers, & Evans, 2010; Oberoi et al., 2016), 돌봄 부담감과 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Girgis, Lambert, & Lecathelinais, 2011).  

호스피스 완화의료에서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간호 

중재보다는 우선순위나 요구도에 따라 환자와 가족의 특성에 따른 맞춤 간호가 

필요하다(강경아, & 김신정, 2005; 이나연, 이숭진, & 이수경, 2016).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처음 접할 때 주요한 의사결정에 대부분 보호자가 참여하고(이영선, 

2009),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사후 평가의 주체자 또한 보호자이므로 이들의 

요구를 파악하는 일은 중요하다(Archbold et al., 1995). 또한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 것은 구체적인 간호 중재를 개발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요구도를 파악한 선행연구(손연정, & 박영례, 2015; 

이나연 등, 2016; Kozolov, Cai, Sirey, Ghesquiere, & Reid, 2018; Sohn, 2009) 

대부분은 연구 대상자를 특정 질환이나 병기에 한정 짓거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여 

암환자 보호자의 전반적인 요구도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또한, 암환자 보호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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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완화의료 지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최영호 등, 2015), 돌봄 부담감은 

치료 방법이나 질환, 각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제도적·문화적 특성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나덕미, 정영, & 양경미, 2003; 조은주, & 오경옥, 2008; 안은정, & 

이영숙, 2005; 최윤숙 등, 2016; Hartnett, Thom, & Kline, 2016; Rha, Park, Song, 

Lee, & Lee, 2015; Vahidi et al., 2016).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암환자 보호자의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요구도, 지식 및 

돌봄 부담감을 통합적으로 파악하고, 요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여 

암환자 보호자에 대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간호 중재 개발 및 이들을 위한 제도적 

정책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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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암환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요구도, 지식 및 

돌봄 부담감을 파악하기 위함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암환자 보호자의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요구도, 지식 및 돌봄 부담감을 

파악한다. 

둘째, 암환자 보호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요구도, 지식 

및 돌봄 부담감을 파악한다. 

셋째, 암환자의 특성에 따른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요구도, 지식 및 돌봄 

부담감을 파악한다. 

넷째, 암환자 보호자의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요구도, 지식 및 돌봄 부담감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다섯째, 암환자 보호자의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요구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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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1) 호스피스 완화의료 요구도 

 

(1) 이론적 정의: 호스피스 완화의료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통증과 여러 가지 신체, 심리, 사회, 영적인 문제들에 직면한 환자와 가족들의 

문제를 조기에 규명하고 적합한 사정과 치료를 통하여 환자와 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예방하고 해소하여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이다(WHO, 2014). 일반적으로 요구는 없는 것에 대한 절실한 필요 혹은 받아야 

할 것을 필요 때문에 달라는 청을 말하고, 심리학에서 요구는 유기체의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생활체의 내부 원인, 생리적·심리적 기관에 생기는 모자람을 

보충하거나 과잉을 배제하려고 하는 과정이다(국립국어원, 2014).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강경아와 김신정(2005)이 개발한 암환자 

가족의 호스피스 요구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이 도구는 2 차적인 생리적 문제조절, 주요 신체적 증상조절, 정서적 간호, 

죽음 준비를 위한 영적 돌봄, 가족의 어려움 수용의 5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요구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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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스피스 완화의료 지식 

 

(1) 이론적 정의: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철학과 원칙, 통증과 기타 다른 

증상 관리, 심리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돌봄 등에 대한 앎의 정도를 의미한다(Ross, 

McDonald, & McGuinness, 1996).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지식은 Ross et 

al.(1996) 이 개발한 호스피스 완화간호 지식도구(Palliative Care Quiz for 

Nursing)를 최영호 등(2015)이 번역하여 수정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지식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3) 돌봄 부담감 

 

(1) 이론적 정의: 돌봄 부담감이란 환자를 돌보는 가족 구성원이 환자의 

행동이나 상 태변화와 같은 상황 및 질병 경과과정과 관련되어 경험하는 정서적, 

신체, 사회, 경제적 어려움과 불편감 정도를 의미한다(Zarit, Todd, & Zarit, 1986).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환자를 주로 돌보는 주돌봄자가 지각하는 관계, 

감정·안녕, 사회·가족생활, 재정, 생활·상실 부담감의 5 가지 영역을 다면적으로 

측정하는 Zarit Burden Index(ZBI, Version 3.0)의 한글 번역본(Korea Version of 

ZBI)(K-ZBI)으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돌봄 부담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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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암환자 보호자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요구도 

 

암환자 가족은 암의 진단에서부터 질병 치료가 종료된 이후까지 전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Given, Given, & Sherwood, 2012). 한국의 문화적 특성상 

가족이 입원하게 되면 보호자의 병실 입실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김형철, 김은숙, 

& 박광희, 2007). 또한, 치료 과정 결정에 있어서도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기에 

이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Archbold et al., 1995; Sohn, 2009). 

돌봄 제공자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요구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암환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손연정, & 박영례, 2015; 강경아 등, 2004),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한 말기 암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김정아, 김경희, 강희선, & 

김지수, 2014; 김형철 등, 2007; 이전마, & 김정순, 2000; Sohn, 2009), 일반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노유자, 한성숙, 안성희, & 용진선, 1999; 이나연 등, 2016; 

Kozlov et al., 2018), 암환아 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강경아 등, 2014; 구현영, 

최선희, & 박호란, 2009; 정영순, & 박상연, 2012) 및 중년기 간암 환자 가족의 

간호요구를 조사한 연구(이유진, & 강현욱, 2014)가 있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요구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국외의 

선행연구(Lambert et al., 2012)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필요성을 파악하는 연구 중, 일반병동 입원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Ko & Kim, 2005)에서는 대상자의 84.1%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중년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나연 등, 2016)에서는 78.9%, 

종합병원 전문의를 대상으로 한 연구(Moon et al., 2006)에서는 98.8%의 대상자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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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완화의료 요구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도구의 특성 및 

암환자의 특성에 따라 요구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체적 요구도가 가장 

높은 경우(김기연, 최상순, 박소미, 허혜경, & 송희영, 2002; 노유자 등, 1999), 

정서적 요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경우(강경아 등, 2004; 손연정, & 박영례, 2015; 

이전마, & 김정순, 2000; Sohn, 2009), 환자의 상태 및 치료/간호에 대한 정보 요구가 

높은 경우(Bee, Barnes, & Luker, 2009)가 있었다.  

또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요구도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동안의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요구도는 암환자 보호자의 연령이 낮을수록(Friðriksdóttir et 

al., 2011), 여성인 경우(이유진, & 강현욱, 2014; Longacre, 2013; Sohn, 2009), 

기혼자인 경우(노유자 등, 1999; 이유진, & 강현욱, 2014), 암환아 부모 중 아버지인 

경우(강경아 등, 2004), 가톨릭교인 경우(노유자 등, 1999), 교육 수준이 높을 

수록(Kozlov et al., 2018), 돌봄 시간이 증가할수록(Washington, Pike, Demiris, & 

Oliver, 2015), 경제적 부담이 높을수록(Deshields et al., 2012), 암을 진단 받은 지 

6 개월 미만인 경우(강경아 등, 2004; Lambert et al., 2012 ; Washington, Pike, 

Demiris, & Oliver, 201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문헌고찰을 통해, 암환자 보호자의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요구도를 

파악한 연구는 말기암 혹은 특정 질환에 한정되어 있어, 암환자 보호자의 전반적인 

요구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이를 파악하는 것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사업에 

기초 자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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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암환자 보호자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지식 

 

호스피스 완화의료 지식이란,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철학과 원칙, 통증과 

기타 다른 증상 관리, 심리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돌봄 등에 대한 앎의 정도를 

의미한다(Ross et al., 1996). 또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지식은 철학, 통증, 신체적, 

심리적, 영적문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임종환자의 고통, 불편감을 덜어주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말기환자와 그 가족을 돕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Nakazawa et al., 2009).  

호스피스 완화의료 이용에 대한 장벽으로는 환자와 가족의 망설임(Hawley, 

2017), 두려움(Love & Liversage, 2014), 오해(Nelson et al., 2010), 지식의 

부족(Kozlov, Cai, Sirey, Ghesquiere, & Reid, 2018), 인식의 부족(Hawley, 2017), 

의사소통의 어려움(Bakitas et al., 2015)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인식 및 지식 부족으로 인하여 너무 늦은 시기에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제공받음으로 인해 증상 관리 및 임종에 대한 준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Teno et al., 2007).  

호스피스 완화의료 지식을 측정한 선행연구에서, 말기 암환자 보호자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지식 측정 문항의 정답률은 47.0%로 나타났고(최영호 등, 2015), 지역주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정답률은 40.38%로 나타났다(Kozlov, McDarby, Reid, & 

Carpenter, 2018). 또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호스피스 완화의료 정의를 알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한 연구에서는 71%가 정의를 알지 못했다(Huo et al., 2019). 한편,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거나 과거에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경험한 

대상자가 절반 이상이었던 선행연구(Cagle et al., 2016)의 연구에서는 78%의 

정답률을 보였다. 

지식을 묻는 문항 중, 정답률이 낮았던 항목들은 ‘호스피스와 완화의료는 같은 

의미이다.’, ‘완화의료는 특히 암환자가 제공받는 서비스이다.’, ‘완화의료를 받는 

것은 기저 질환에 대한 치료를 포기하는 것이다.’등이 있었다(최영호 등,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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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zlov et al., 2018). 또한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지식은 여성인 경우(Kozlov et 

al., 2018), 암질환 과거력이 있고(Huo et al., 2019), 호스피스 교육을 받았을 

때(Kozlov et al., 2018)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선행 연구는 의료인 혹은 예비 의료인(이영은, 최은정, 박영숙, & 

신성훈, 2013; 설은미, & 고진강, 2015)이나 말기 암환자(Born, Greiner, Sylvia, 

Butler, & Ahluwalia, 2004; Koffman et al., 2007)를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였고, 그 

동안 돌봄 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환자의 보호자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의사결정 과정에 중요하게 참여하고 

있고, 환자를 위하는 방향으로 주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이영선, 2009; 이유진, & 

강현욱, 2014) 보호자의 지식 수준을 파악하는 일은 중요하다.  

한편, 국내외 여러 선행연구(Azami-Aghdash et al., 2015; Bhatnagar & Patel, 

2018; Ferrell et al., 2005; H. S. Kim et al., 2011; Robinson et al., 2004; VanGeest, 

2001; M. O. Yoon, 2014)에서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교육은 지식 수준을 

유의하게 높이는 것에 기여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또한 호스피스 경험이 많은 

간호사들이 호스피스 지식 점수가 높았다(Knapp et al., 2009). 

이상의 문헌고찰을 통해 암환자 보호자의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지식은 

암환자의 모든 치료 여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나, 현재 이를 파악하는 연구가 

부족한 실정으로 암환자 보호자의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지식을 파악하는 연구는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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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암환자 보호자의 돌봄 부담감 

 

돌봄에서의 부담이란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질병 상태일 때 돌봄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겪는 가족의 불편감 및 부정적인 영향을 뜻한다(Kosberg, Cairl, & Keller, 

1990). 암환자 보호자들은 환자가 암으로 진단 받음과 동시에 환자의 모든 치료 

여정에 동반되는 존재이다(Chindaprasirt et al., 2014). 암환자의 지속적인 돌봄 

제공은 피로, 통증, 수면장애 등의 신체적 문제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Stenberg, 

Ruland, & Miaskowski, 2010), 암환자 치료와 돌봄이 중심인 생활 양식의 변화는 

보호자에게 부담감으로 작용하여 심리적·정신적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Deshields 

et al., 2012; S. J. Yoon, Kim, Jung, Kim, & Kim, 2014), 재정적 문제에 놓이기도 

한다(Deshields et al., 2012; Q. Li, Mak, & Loke, 2013). 

암환자의 주 돌봄 제공자는 여러가지 돌봄 행위(증상 관리, 약에 대한 부작용 

관리, 개인 위생 관리,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외래 일정 예약, 약물 투여, 보험 관리, 

의료진과의 소통 등)를 동시에 맡게 된다(Nijboer et al., 1998). 또한,  

신체적(Tomarken et al., 2008), 감정적(Doorenbos et al., 2007), 사회적(Kalnins, 

2006), 재정적(Hanratty, Holland, Jacoby, & Whitehead, 2007)으로 영향을 받지만, 

현재 의료서비스는 환자의 치료 과정에만 집중되어 있어 암환자 보호자의 돌봄 

부담감에 대한 서비스가 부재중인 것이 현실이다(Ekstedt, Stenberg, Olsson, & 

Ruland, 2014). 

높은 돌봄 부담감을 경험하는 암환자 보호자들은 불면증, 식욕 감소, 고혈압, 

혈관 질환 등의 신체적 문제와(Cora, Partinico, Munafo, & Palomba, 2012; Given, 

Sherwood, & Given, 2011; Vitaliano et al., 2002) 우울, 불안 등의 정신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Johansen, Cvancarova, & Ruland, 2018; Nayak et al., 

2017; Skalla, Smith, Li, & Gates, 2013), 암환자 보호자의 돌봄 부담감은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때(Ponto & Barton, 2008), 사회적 지지가 있을 

때(Rodakowski, Skidmore, Rogers, & Schulz, 2012)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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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암환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국내의 선행 연구로는 암환자 

보호자의 돌봄 부담감(Rha et al., 2015), 말기 암환자 가족의 부담감(안은정, & 

이영숙, 2005), 중년기 간암 환자 가족의 부담감(이유진, & 강현욱, 2014),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암환자 가족의 부담감(나덕미 등, 2004), 수술요법을 받은 

암환자 주보호자 부담감(조은주, & 오경옥, 2008), 노인 암환자 가족의 

부담감(최윤숙 등, 2016)등의 연구가 있었는데, 이들의 연구에서 암환자 보호자는 

중등도 이상의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환자의 여러가지 특성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Given et al., 2011), 질병이 악화됨에 따라 보호자가 가지고 

인지하는 부담감과 심리적 염려는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Williams & McCorkle, 

2011). 

국외의 선행 연구(Akgul & Ozdemir, 2014; Chindaprasirt et al., 2014; Grunfeld 

et al., 2004; Harding et al., 2015; Higginson & Gao, 2008; Y. Li, Li, Li, Wang, & 

Yin, 2018; Vahidi et al., 2016)에서는 보호자와 환자의 특성, 각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제도적 및 사회 문화적 특성에 따라 부담감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돌봄 부담감은 연령이 낮은 경우(Garlo, O'Leary, Van Ness, & Fried, 2010; 

Grunfeld et al., 2004), 여성일 경우(최윤숙 등, 2016; Adelman, Tmanova, Delgado, 

Dion, & Lachs, 2014; Hsu et al., 2014), 직업이 있는 경우(안은정, & 이영숙, 2005),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나덕미 등, 2003; 조은주, & 오경옥, 2008, ; Adelman et al., 

2014;; Vahidihi et al., 2016), 재정적 부담이 큰 경우(Hartnett, Thom, & Kline, 

2016; Vahidi et al., 2016), 대상자가 앓고 있는 질환이 있는 경우(최윤숙 등, 2016), 

돌봄 제공 시간이 긴 경우(나덕미 등, 2003; 최윤숙 등, 2016), 다른 돌봄 제공자가 

없는 경우(김정아 등, 2014; 윤혜선, 황애란, 김상희, & 최은경, 2014; 최윤숙 등, 

2016)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암환자 보호자의 돌봄 부담감 정도는 환자의 치료 과정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안녕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이들의 돌봄 부담감을 

파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이상의 문헌 고찰을 통해, 그 동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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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특정 암 혹은 질환에 국한된 경우가 대부분으로, 암환자 보호자의 총체적 

접근을 위한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암환자 보호자 전체를 

대상으로 이들의 돌봄 부담감을 파악하고자 한다.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기본 원칙인 암환자 가족을 간호 

대상으로 삼아 이들의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요구도, 지식 및 돌봄 부담감을 

파악하는 것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활성화 방안 및 암환자 보호자의 돌봄 부담감 감소 

방안 마련에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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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암환자 보호자의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요구도, 지식 및 돌봄 

부담감을 파악하고, 요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기술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및 표집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S 시 소재 A 종합병원에서 대한민국 주요 5 대 암(위암, 간암, 

폐암, 유방암, 대장암)과 혈액암을 진단받고 종양내과 외래를 내원하는 보호자 중 

암환자와 함께 거주하는 보호자에게 연구 참여를 수락하고 설문지에 응답 가능한 

자로 편의표집 하였다. 

 

2) 표집 방법 

 

표본 크기는 Cohen 의 표본 추출 공식에 따른 sample size 계산 프로그램인 

G*power 3.1 프로그램(Faul et al., 2007)을 이용하여 효과크기(r) 0.15, 유의수준 

(α) 0.05, 검정력(1-β) 90%로 선행연구에 근거한 예측변수 10 개(지식, 돌봄 

부담감, 성별, 연령, 종교, 교육수준, 결혼상태, 환자와의 관계, 암 진단시기, 월평균 

의료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최소 표본 수는 147 명으로 

산출되었다.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총 177 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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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부가 수거되었는데, 수거된 170 부 중 작성이 불충분한 자료 8 부를 제외 후 총 

162 부를 자료 분석에 이용하였다. 

 

 

3. 연구 도구 

 

1) 호스피스 완화의료 요구도  

 

호스피스 완화의료 요구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강경아와 김신정(2005)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2 차적인 생리적 문제의 조절(7 문항), 주요 신체적 

증상 조절(6문항), 정서적 간호(4문항), 죽음 준비를 위한 영적 돌봄(3문항), 가족의 

어려움 수용(2 문항)의 총 5 영역의 22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 도구의 척도는 

Likert 4 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원 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손연정과 

박영례(2015) 연구에서는 Likert 5 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요구도를 파악하고 중립을 보이는 요구도를 파악하고자 원 도구의 문항은 

그대로 사용하되 5 점 척도 요구도를 측정하였다. 각 문항의 점수를 합한 총점은 최저 

25 점부터 최대 125 점까지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호스피스 완화의료 

요구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α=.94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96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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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스피스 완화의료 지식 

 

호스피스 완화의료 지식에 대해서는 Ross et al.(1996)이 개발한 ‘palliative 

care quiz for nursing’을 H. S. Kim et al. (2011)이 번역·번안한 도구에서 최영호 

등(2015)이 연구대상자가 일반인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9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9 문항 중 4 문항은 ‘아니다’가 정답이며, 나머지 5 문항은 

‘그렇다’가 정답이다. 각 문항에 대하여 정답일 경우 2 점, 오답이거나 

‘모르겠다’로 응답한 경우 0 점으로 처리하며 각 문항의 점수를 합한 총점은 최저 

0점부터 최대 18점까지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호스피스 완화의료 지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최영호 등(2015)의 연구에서 문항의 전체 정답률은 47% 였고, 본 

연구에서는 47.5% 였다.  

 

3) 암환자 보호자의 돌봄 부담감 

 

만성질환자 주돌봄자의 부담감에 대해 다면적이고 영역별로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한 Zarit et al.(1980)의 Zarit Burden Index(ZBI, Version 3.0)의 한글판 

도구(Korean version of ZBI, K-ZBI)사용 허가를 받아 사용하였다. K-ZBI 는 다른 

사람을 보살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얼마나 자주 그렇게 느끼는지를 질문하는 

것으로 관계부담감(6 문항), 감정·안녕 부담감(문항), 사회·가족생활 부담감(4 문항), 

재정 부담감(1 문항), 생활·상실 부담감(4 문항)의 총 5 영역의 22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0 점)'에서 '항상 그렇다(4 점)'까지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의 점수를 합한 총점은 최저 0 점부터 최대 88 점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담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ZBI 신뢰도는 

Cronbach's α=.71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90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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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암환자의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성별, 연령, 환자와의 관계, 결혼상태, 종교, 교육수준, 

직업, 가족 구성원 형태, 다른 간호 제공자 유무, 간호 제공 시간, 월평균 의료비, 암 

진단 이후 가구 총 수입의 변화, 본인의 질병 유무, 자조모임 참여 여부,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간접적 경험 여부, 가족 또는 지인의 죽음 경험, 제공받고 싶은 호스피스 

서비스 형태, 집에서 의료기관 내원 시 소요시간으로 구성된 19 문항이다. 암환자의 

특성은 연령, 성별, 질병 이환 기간, 진단명, 일상 생활 수행 능력 정도, 수술 여부, 

암 진단 이후 입원 횟수로 구성된 7 문항이다. 

 

 

4.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에 착수하기 전, 서울시에 위치한 A 종합병원 연구윤리 

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은 후, 2018 년 9 월부터 2019 년 3 월까지 7 개월동안 동안 

A 종합병원 종양내과 외래를 내원하는 보호자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한 자료수집을 

시행하였다. 설문조사 시행 전 기관의 간호부서와 기관장 및 부서 책임자에게 연구의 

계획과 목적을 설명하여 연구 진행 허락과 협조를 구하였으며, 대상자가 작성한 

설문지는 증례기록서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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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5.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각 변수에 대한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이 시행하였다. 

 

1) 암환자 보호자의 일반적 특성과 암환자의 특성은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2) 암환자 보호자의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요구도, 지식 및 돌봄 부담감은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3) 암환자 보호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요구도, 지식 

및 돌봄 부담감의 차이는 T-test 또는 One-way ANOVA 로 분석하였고, 

Scheffe’s test 를 이용하여 사후검정을 시행하였다. 

4) 암환자의 특성에 따른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요구도, 지식 및 돌봄 

부담감의 차이는 T-test 또는 One-way ANOVA 로 분석하였고, Scheffe’s 

test 를 이용하여 사후검정을 시행하였다. 

5) 주요 변수들 간의 관련성은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를 통해 

분석하였다. 

6) 암환자 보호자의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요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Linear multiple regression 을 통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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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A 종합병원의 임상연구심의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았고(IRB No. 

2018-0914), 간호부로부터 연구 승낙을 받은 후 연구를 시행하였다. 자료 수집 전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과 연구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연구 참여 동의 후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연구 참여 동의서 및 설문지 배부시에 설문지 작성 도중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수집하지 않고 익명화 됨을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의 제목, 연구배경 및 목적, 정보 

제공 동의 및 비  보장, 연구 방법, 연구 참여로 소요하게 되는 시간으로 인한 

불편감 등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본 연구의 목적 달성 이후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설문지는 3 년 이내 폐기될 것임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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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암환자의 특성 

 

본 연구 대상자 총 162 명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 53.1%, 여성 46.9%이었고, 평균연령은 

46.01±12.82 세로, 대상자의 2/3 이상이 60 대 미만이었으며, 기혼자가 71%로 

대부분이었다. 환자와의 관계는 배우자인 경우가 48.8%, 1 촌인 경우 43.8%였고, 

교육수준은 대학교 졸업 이상인 대상자가 62.3% 였다. 돌봄 관련 특성으로는 

대상자가 현재 앓고 있는 질병이 있는 경우는 21%, 돌봄 시간은 6 시간 미만인 

경우가 61.7%로 절반 이상이었고, 다른 돌봄 제공자가 있는 경우는 45.1%이었으며, 

자조 그룹이 있는 경우는 16%로 나타났다. 재정 관련 특성으로는 월의료비 지출이 

월 100 만원 미만인 대상자가 65.4%이었고, 암 진단 이후 가구의 총 수입이 

50%미만 폭으로 감소한 경우 또한 56.8%이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관련 특성은 

가족이나 지인의 임종경험이 있는 경우는 66.0%,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간접 

경험이 없는 경우가 85.8%, 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없는 경우는 87.0%이었다. 

선호하는 유형은 독립형 42.6%, 가정형 34.6%, 병동형 20.3%, 산재형 2.5% 순으로 

나타났다. 

암환자의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암환자의 성별은 남성 58.6%, 여성 

67%이었고, 평균 연령은 57.16±11.56 로, 60 대 이상이 67.9%였다. 또한 질병 이환 

기간이 5 년 미만인 환자가 79.0%, 진단명은 유방암 43.2%, 폐암 17.3%, 혈액암 

14.8%, 대장암 13.6%, 위암 8.6%, 간암 2.5% 순이었다. 암환자의 일상 생활 수행 

능력 정도가 1 인 경우가 83.3%, 수술 경험이 있는 경우는 66.7% 이었으며, 암 진단 

이후 입원횟수 5 회 미만인 경우가 80.9%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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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Caregivers 

  (N=162)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SD 

Gender Male 86 53.1  

Female 76 46.9  
   

Age(year) ＜60 137 84.6 46.01±12.82 

≥60 25 15.4  
   

Relationship with patient Spouse 79 48.8  

1st degree 71 43.8  

≥2nd degree 12 7.4  
   

Marital status Single 47 29  

Married 115 71  
   

Religion Yes 93 57.4  

No 69 42.6  
   

Level of education ≤High school 61 37.7  

≥College 101 62.3  
   

Employment Employed 117 72.2  

Unemployed 45 27.8  
   

Family type Nuclear  126 77.8  

Extended 36 22.2  
   

Other human resources of 

care 

Yes 73 45.1  

No 89 54.9  
   

Diagnosed disease Yes 34 21.0  

No 128 79.0  
   

Self-help group Yes 26 16.0  

No 136 84.0  

 

  



- 22 -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Caregivers(Continued) 

    (N=162)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SD 

Time of caregiving(hour) ＜6 100 61.7  

6-12 34 21.0  

≥12 28 17.3  
   

Travel time to hospital 

(hour) 

＜6 143 88.3  

≥6 19 11.7  
   

Monthly medical expense 

(10,000won) 

＜100 106 65.4  

100-300 41 25.3  

300-500 15 9.3  
   

Monthly income reduction 

after diagnosis(%) 

＜50 92 56.8  

≥50 70 43.2  

   

Experience of hospice 

palliative care 

Yes 23 14.2  

No 139 85.8  

   

Information regarding 

hospice palliative care 

Yes 21 13.0  

No 141 87.0  
   

Experience death of 

caring member/friend in 

the past 

Yes 107 66.0 
 

No 55 34.0 
 

   

Preference of hospice 

palliative care service 

Independent Institution 69 42.6  

Inpatient hospice unit 33 20.4  

Home hospice 56 34.6  

Consultation type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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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racteristics of Cancer Patients 

(N=162)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SD 

Gender Male 95 58.6  

Female 67 41.4  
   

Age(year) ＜60 52 32.1 57.16±11.56 

≥60 110 67.9  
   

Medical period after 
diagnosis(year) 

＜5 128 79.0  

≥5 34 21.0  
   

Diagnosis Breast cancer 70 43.2  

Lung cancer 28 17.3  

Lymphoma 24 14.8  

Colon cancer 22 13.6  

Stomach cancer 14 8.6  

Hepatocellular 
carcinoma 

4 2.5 
 

   

ECOG PS 1 135 83.3  

2 22 13.6  

3 5 3.1  
   

Experience of 
operation 

Yes 108 66.7  

No 54 33.3  
   

Frequency of 
hospitalization(times) 

＜5 131 80.9  

≥5 31 19.1  

ECOG PS = Eastern Cooperative Oncology Group Performance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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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요구도, 지식 및 돌봄 

부담감 

 

대상자 162 명의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요구도, 지식 및 돌봄 부담감에 대한 

정도는 (Table 3)과 같다. 대상자 162 명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요구도는 최저 25 점 

에서 최고 110 점으로 나타났고, 전체평균은 90.32±17.12 점으로(도구 범위:22 점-

110 점) 높게 나타났다.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지식 점수는 최저 0 점에서 최고 

16 점이었으며, 평균은 8.54±4.08 점(도구 범위:0 점-18 점), 정답률 47.5%으로 

중간 이하 수준이었으며, 대상자의 돌봄 부담감은 최저 4 점에서 최고 75 점으로 

나타났고, 전체 평균은 32.53±13.94 점(도구 범위:0 점-88 점)으로 나타났다. 

 

Table 3. Caregivers’ Needs, Knowledge for Hospice Palliative Care and  

Caregiving Burden  

(N=162) 

Variables Range Mean±SD Average Mean±SD 

Needs for Hospice Palliative care 22-110 90.32±17.12 4.12±0.22/5.00 

Knowledge for Hospice palliative care 0-18 8.54±4.08 0.95±0.36/2.00 

Caregiving Burden 0-88 32.54±13.94 1.41±0.2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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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요구도를 영역별로 살펴보면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요구도는 정서적 간호 영역 평균 4.45±0.02 점, 가족의 어려움 수용 영역 평균 

4.25±0.44 점, 주요 신체 증상 조절 영역 평균 4.06±0.17 점, 2 차적인 생리적 문제 

조절 영역 평균 4.00±0.15 점, 죽음 준비를 위한 영적 돌봄 영역 평균 

3.88±0.19 점 순으로 나타났다.  

요구도가 높은 항목은 모두 정서적 요구도의 하부 영역이었는데, ‘환자가 

불안해 할 때 정서적으로 지지해 주는 것’이 4.48 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증상이 악화되어 가족과 대화할 기회가 없어지기 전에 환자가 가족과 대화할 

기회를 주는 것, ‘환자의 속마음을 마음껏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우울을 감소시켜 주는 것’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요구도가 낮은 항목은 ‘환자가 

죽음의 본질에 대해 알고 싶어할 때 대답해 주는 것’이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는 

‘환자나 가족이 종교적 도움을 원할 때 성직자와 만나게 해 주는 것’, 

‘가려움증을 조절해 주는 것’, ‘구강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Table 4).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지식을 측정하는 문항에서 정답율이 60% 이상인 

문항은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인위적으로 삶을 연장시키거나 단축시키지 않는다’가 

67.3%로 가장 높았고,‘호스피스 완화의료 센터는 허브요법, 미술치료 등을 포함한 

다양한 치료를 제공한다’와‘호스피스 완화의료는 의사, 간호사와 함께 성직자,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가 포함된 팀에 의하여 제공된다’로 나타났다. 반면 정답률이 

50% 미만으로 낮은 항목은,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말기 환자에게만 제공된다’가 

39.5%, ‘마약성 진통제는 중독성이 강하며, 환자의 남은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가 38.9%,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킨다’가 29%,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같은 의미를 뜻한다’가 14.2%로 

나타났다(Table5).  

돌봄 부담감을 하부 영역별로 살펴보면 관계 부담감 평균 1.69±0.76 점으로 

가장 높았고, 생활 상실 부담감 평균 1.54±0.82 점, 재정 부담감 1.47±1.41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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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안녕 부담감 1.22±0.57 점, 사회·가족생활 부담감 평균 1.14±0.40 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담감이 가장 높은 항목은 ‘환자의 미래가 걱정된다’가 

2.75 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환자를 더 돌보아 주어야 한다’, ‘환자는 

매우 의존적이다’, ‘환자를 지금보다 좀더 잘 돌볼 수 있다’, ‘환자가 더 

도와주기를 바란다고 생각한다’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담감이 낮은 항목은 

‘환자 돌보는 것 때문에 내 건강이 나빠졌다고 생각한다’였으며, ‘환자 때문에 

친척이나 친구들과의 관계가 나빠진다고 생각한다’, ‘환자를 돌보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싶다’,‘환자 때문에 화가 난다’순으로 낮게 나타났다(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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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Needs of Hospice Palliative Care for Caregivers 

  (N=162) 

Categories Item M±SD 
Average 

Mean±SD 

Emotional care 17.80±3.18 4.45±0.02 

   

Support patients emotionally when 
patient feel anxiety 

4.48±0.89  

Give an opportunity for patients to talk 
with their family 

4.46±0.89  

Create a comfortable environment to 
express patient’s feelings 

4.44±0.88  

Help reduce depression 4.43±0.90  

     

Acceptance of 
difficulties of 
family 

8.49±1.77 4.25±0.44 

   

Help family accept the inevitable 
patient’s death 

4.28±0.94  

Acceptance of difficulties of family 4.22±0.90  

 

Control of 
terminal major 
physical 
symptom 

24.36±5.48 4.06±0.17 

   

Minimize pain symptom 4.38±0.97  

Minimize dyspnea 4.09±1.19  

Minimize bowel problems 4.05±1.03  

Minimize dehydration 3.96±1.08  

Minimize urinary problems 3.94±1.11  

Minimize skin problems 3.94±1.11  

   

Control of 
secondary 
physical 
problems 

   28.01±6.33 4.00±0.15 

   

Help nutritional problems 4.27±0.96  

Help alleviate hyperthermia 4.15±1.03  

Help alleviate anemia 3.96±1.10  

Help alleviate edema 3.96±1.13  

Help alleviate coughing 3.94±1.11  

Minimize oral problems 3.92±1.13  

Help alleviate itching sensation 3.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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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Needs of Hospice Palliative Care for Caregivers(Continued) 

  (N=162) 

Categories Item M±SD 
Average 

Mean±SD 

Spiritual care 
to prepare 
health 
 

11.64±2.78 3.88±0.19 

   

Help patients meet pastor when 
patients and family want religious 
counselling 

3.80±1.15  

Talk about death together when 
patients want to know 

3.75±1.15  

Listen to family’s concern about 
choosing the hospice care 

4.10±1.08  

Total  90.32±17.12 4.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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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Knowledge of Hospice Palliative Care for Caregivers 

 (N=`162) 

Item M±SD 
Correct 

Responses 
(%) 

Palliative care intends neither to hasten or postpone death  67.3 

Hospice palliative center provides a variety of therapies(herb 
therapy, illustration therapy, etc.) 

 61.7 

Palliative care is provided by team of physicians, nurses, and 
other health professionals 
(clerics, social workers, and volunteers). 

 61.7 

Opioids can relieve most of the cancer pain  59.3 

Palliative care may be performed in parallel with the radiation 
therapy and chemotherapy 

 55.6 

Palliative care is appropriate only in situations where there is 
evidence of a downhill trajectory or deterioration* 

 39.5 

Opioids are strongly addictive and can shorten the life*  38.9 

Palliative care increase the economic burden of the patient and 
patients’ family* 

 29.0 

Hospice care and Palliative care means the same meaning*  14.2 

Total 8.54±4.08 47.5 

*Correct answer i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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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aregiving Burden of Caregivers 

   
(N=162) 

Categories Item M±SD 
Average 

Mean±SD 

Burden in the 
relationship 

11.80±4.79 1.69±0.76 

   

Feel should be doing more for the 
patient  

2.72±1.22 
 

Patient is too dependent 2.57±1.12  

Patient asks for more help than he/she 
needs  

2.21±1.19 
 

Patient expected you to be the only 
the only caregiver 

2.06±1.41 
 

Having inadequate privacy  1.59±1.19  

Wish to leave caring of the patient 0.64±0.95  

    

Loss of control 
over one’s life 

 6.14±3.54 1.54±0.82 

   

Afraid for patient’s future 2.75±1.32  

Feel uncertain of what to do  1.28±1.23  

Sense of losing control over life 1.07±1.16  

Feel unable to take care of the patient 
for much longer 

1.04±1.28 
 

    

Finances Feel financially stressed 1.47±1.41 1.47±1.41 

    

Emotional  
well-being 

 8.56±4.69 1.22±0.57 

   

Feel could do better for the patient  2.32±1.12  

Not having enough time for yourself 1.35±1.24  

Feel overall burden 1.25±1.19  

Embarrassed of patient behavior 1.18±1.16  

Feel strained around patient 1.18±1.10  

Feel angry around patient 0.75±0.89  

Health affected by caregiving 0.53±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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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aregiving Burden of Caregivers(Continued) 

   
(N=162) 

Categories Item M±SD 
Average 

Mean±SD 

  4.56±3.72 1.14±0.40 

   

Stressed about fulfilling different 
responsibilities 

1.53±1.18  

Uncomfortable having friends 1.29±1.46  

Suffering in social life 1.15±1.12  

Negative effect on other relationships 0.59±0.94  

Total 32.53±13.94 1.41±0.23 

  



- 32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요구도, 

지식 및 돌봄 부담감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지식 및 

요구도와 돌봄 부담감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및 사후검정 Scheffe’s test 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첫째,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요구도는 대상자의 연령과 환자와의 관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60 세 미만의 대상자가 60 세 이상의 대상자에 비해 

요구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t=2.88, p=.004), 대상자와 환자와의 

관계에서는 관계에 따라 요구도가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F=5.491, 

p=.005) 사후 검정 결과 환자와의 관계가 2 촌 이상이 경우가 배우자인 경우보다 

요구도가 높았다.  

둘째,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지식은 연령과 교육수준, 암 진단 이후 수입 

감소율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60 세 미만 집단의 지식 수준은 60 세 이상 

집단의 지식수준(t=2.110, p=.042)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고, 교육수준이 대졸 

이상인 집단은 고졸 이하인 집단에 비해 지식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t=-3.324, 

p=.001). 또한 암 진단 이후 수입 감소율이 50% 미만인 집단이 50% 이상인 

집단에 비해 지식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t=3.284, p=.001) 

셋째, 일반적 특성에 따라 돌봄 부담감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다른 

돌봄 제공자 유무, 현재 앓고 있는 질환 유무, 돌봄 제공시간, 월 의료비용 지출, 암 

진단 이후 수입 감소율,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정보 제공 유무로 나타났다. 다른 

돌봄 제공자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해 돌봄 부담감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t=-3.762, p=＜.001), 대상자가 현재 앓고 있는 질환이 있는 경우는 현재 

앓고 있는 질환이 없는 경우에 비해 돌봄 부담감이 유의하게 높았으며(t=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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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4), 의료진으로부터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해 정보를 제공받은 대상자는 

제공받지 않은 대상자에 비해 돌봄 부담감이 유의하게 높았다(t=2.843, p=.005). 

돌봄 제공시간에 따라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F=8.880, 

p=＜.001), 사후 분석결과 돌봄 제공 시간이 하루 6 시간에서 12 시간 사이인 집단이 

하루 6 시간 미만인 집단에 비해 돌봄 부담감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 의료 비용 지출에 따라 돌봄 부담감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F=5.980, p=.008), 사후 검정결과 월 의료 비용 지출이 100 만원에서 

300 만원 사이의 집단이 100 만원 미만으로 지출하는 집단에 비하여 돌봄 부담감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암 진단 이후 수입 감소율에 따라 돌봄 부담감이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는데(t=-3.65, p=＜.001), 수입 감소가 50% 이상인 

집단이 수입 감소가 50%미만인 집단에 비해 돌봄 부담감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돌봄 관련 특성 중 다른 돌봄 제공자가 없고, 돌봄 제공 시간이 길고, 현재 

앓고 있는 질환이 있으며, 월 의료 비용 지출이 많고, 암 진단 이후 수입 감소율이 

크며,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대상자들의 돌봄 부담감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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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Differences of Needs, Knowledge of Hospice Palliative care and Caregiving Burden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62)

Characteristics Categories
 Needs Knowledge Caregiving Burden 

N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Gender Male 86 88.00±17.81 -1.861 
(.065) 

8.05±4.46 -1.657 
(.099) 

30.58±14.31 -1.784 
(.076) 

Female 76 92.95±16.02  9.11±3.55  34.75±15.41  
  

Age(year) <60 137 91.94±15.57 2.88* 

(.004) 
8.82±4.08 2.110* 

(.042) 
31.76±15.14 -1.558 

(.121) 
≥60 25 81.44±22.26  7.04±3.83  36.80±13.21  
  

Relationship 
with patient 

Spouse(a) 79 86.59±20.61 5.491**(.005)
(a<c) 

8.15±4.20 0.781 
(.460) 

34.06±14.40 0.874 
(.419) 

1st 
degree(b) 

71 92.51±12.19  8.85±4.01  30.83±15.26  

≥2nd 
degree(c) 

12 101.92±7.54  9.33±3.75  32.58±16.70  

  

Marital status Single 47 93.17±13.34 1.358 
(.177) 

9.02±3.98 -0.953 
(.342) 

30.36±14.32 -1.19 
(.237) 

Married 115 89.16±18.37  8.35±4.12  33.42±15.16  
  

Religion Yes 93 90.59±18.04 0.233 
(.816) 

8.80±3.98 0.914 
(.362) 

32.96±14.91 0.415 
(.680) 

No 69 89.96±15.93  8.20±4.21  31.97±15.07  
  

Level of 
education 

≤High 
School 

61 88.41±17.60 -1.105 
(.271) 

7.21±3.92 -3.324** 

(.001) 
34.51±14.17 1.308 

(.193) 
≥College 101 91.48±16.81  9.35±3.98  31.35±15.33  

*p＜.05, **p＜.01, †= Scheffe’s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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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Differences of Needs, Knowledge of Hospice Palliative care and Caregiving Burden to General 
Characteristics(Continued)   

     (N=162)

Characteristics Categories
 Needs Knowledge Caregiving Burden 

N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Employment Employed 117 90.09±17.47 -0.279 
(.781) 

8.68±4.24 0.706 
(.481) 

31.56±15.11 -1.352 
(.178) 

Unemployed 45 90.91±16.36  8.18±3.66  35.09±14.33  
  

Family type Nuclear  126 89.82±17.31 -0.699 
(.485) 

8.62±3.98 0.441 
(.659) 

32.33±14.79 -.324 
(.747) 

Extended  36 92.08±16.57  8.28±4.46  33.25±15.64  
  

Other human 
resources of 
care 

Yes 73 89.85±18.16 -0.317 
(.752) 

8.58±4.27 0.091 
(.928) 

27.85±12.61 -3.762*** 

(＜.001) 

No 89 90.71±16.32  8.52±3.94  36.38±15.65  
  

Diagnosed 
disease 

Yes 34 92.35±13.67 0.778 
(.438) 

8.06±3.17 -0.778 
(.438) 

39.12±15.48 2.958* 

(.004) 
No 128 89.78±17.94  8.67±4.29  30.79±14.35  
  

Self-help 
group 

Yes 26 89.00±18.46 -0.403 
(.689) 

8.62±3.87 0.098 
(.922) 

37.08±13.82 1.701 
(.091) 

No 136 90.57±16.92  8.53±4.13  31.67±15.04  
  

Time of care 
giving (hour) 

＜6(a) 100 89.19±17.42 1.287 
(.279) 

8.50±4.13 0.461 
(.631) 

29.01±13.44 8.880** 

(＜.001) 
(a<b)† 

6-12(b) 34 94.50±15.25  9.06±3.92  40.41±15.72  

≥12(c) 28 89.29±17.99  8.07±4.16  31.64±15.39  

*p＜.05, **p＜.01, ***p＜.001 †= Scheffe’s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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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Differences of Needs, Knowledge of Hospice Palliative care and Caregiving Burden to General  
Characteristics(Continued)  

     (N=162)

Characteristics Categories
 Needs Knowledge Caregiving Burden 

N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Travel time to 
hospital(hour) 

＜6 143 89.95±17.94 -0.753 
(.452) 

8.42±4.11 -1.058 
(.291) 

33.20±15.07 0.246 
(.124) 

≥6 19 93.11± 8.69  9.47±3.82  27.58±13.23  
  

Monthly 
medical 
expense 
(10,000won) 

＜100(a) 106 89.19±18.19 0.584 
(.559) 

8.47±4.05 0.056 
(.946) 

30.17±12.74 5.980**(0.008)
(a<b)† 

100-300(b) 41 92.78±16.60  8.63±4.13  38.63±17.11  

≥300(c)   15 90.33±8.83  8.80±4.40  32.60±19.03  

  

Monthly 
income 
reduction after 
diagnosis (%) 

＜50 92 91.34±17.72 .865 
(.388) 

9.43±4.01 3.284 
(.001) 

28.93±13.27 -3.65** 

(＜.001) 
≥50 70 88.99±16.33  7.37±3.89  37.27±15.76  

  

Experience of 
hospice 
palliative care 

Yes 23 89.91±17.95 0.669 
(.902) 

9.04±4.47 0.634 
(.527) 

36.74±16.33 0.602 
(.146) 

No 139 90.39±17.05  8.46±4.02  31.84±14.64  

 **p＜.01, †= Scheffe’s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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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Differences of Needs, Knowledge of Hospice Palliative care and Caregiving Burden to General  
Characteristics(Continued)  

     (N=162)

Characteristics Categories 
 Needs Knowledge Caregiving Burden 

N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Information 
regarding 
hospice 
palliative care 

Yes 21 92.67±15.30 0.271 
(.503) 

9.05±3.44 0.606 
(.545) 

41.00±17.55 2.843** 

(.005) 

No 141 89.97±17.40  8.47±4.17  31.27±14.15  

  

Experience 
death of caring 
member/friend 
in the past 

Yes 107 90.88±15.87 0.577 
(.565) 

8.62±3.89 0.319 
(.750) 

33.13±14.13 0.705 
(.482) 

No 55 89.24±19.43  8.40±4.46  31.38±16.47  

Preference of 
hospice 
palliative care 
service 

Independent 
Institution 

69 91.93±18.33 0.358 
(.784) 

9.16±3.64 1.251 
(.293) 

32.42±15.45 0.425 
(.735) 

Inpatient 
hospice unit

33 88.85±16.97  7.58±4.66  33.7±13.60  

Home  
hospice 

56 89.21±16.04 8.43±4.16 32.55±14.82 

Consultation 
type 

4 90.25±14.93  7.50±5.00  24.75±21.7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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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자의 암환자 특성에 따른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요구도, 

지식 및 돌봄 부담감 

 

대상자가 돌보는 암환자의 특성에 따른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요구도, 지식 

및 돌봄 부담감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고자 Independent t-test, One- 

way ANOVA 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암환자의 일상 생활 수행 능력 정도에 따라 

돌봄 부담감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t=-3.00. p=.003), 일상 생활 수행 능력 

정도가 2 이상인 암환자 보호자의 돌봄 부담감이 일상 생활 수행 능력 정도가 1 인 

암환자 보호자에 비해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암환자의 성별, 연령, 질병 

이환기간, 진단명, 수술 경험, 암 진단 후 입원 횟수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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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Differences of Needs, Knowledge of Hospice Palliative care and Caregiving Burden to Cancer Patients 
Characteristics   

        (N=162)

Characteristics Categories
 Needs Knowledge Caregiving Burden 

N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Gender Male 95 90.09±18.06 -0.200 
(.842) 

8.46±3.97 -0.297 
(.767) 

31.71±14.86 -0.843 
(.400) 

Female 67 90.64±15.83  8.66±4.26  33.72±15.08  

  

Age(year) ＜60 52 88.77±16.78 -0.801 
(.425) 

8.42±4.45 -0.257 
(.798) 

33.33±13.82 0.462 
(.645) 

≥60 110 91.05±17.31  8.60±3.91  32.16±15.49  

Medical period 
after 
diagnosis(year) 

＜5 128 90.16±16.43 -0.237 
(.813) 

8.61±4.23 0.399 
(.690) 

31.43±14.63 -1.777 
(.082) 

≥5 34 90.94±19.76  8.29±3.52  36.71±15.58  

Diagnosis Breast 
cancer 

70 91.93±16.40 0.510 
(.676) 

8.26±4.00 0.427 
(.734) 

30.79±14.74 0.572 
(.634) 

GI cancer 40 87.87±20.32  8.65±4.16  34.08±15.82  

Lung 
cancer 

28 91.93±16.40  8.43±4.57  34.00±14.33  

Lymphoma 24 90.83±12.57  9.33±3.71  33.38±15.12  

 

ECOG PS 1 135 89.56±17.63 -1.26 
(.209) 

8.55±4.19 0.034 
(.973) 

31.00±14.08 -3.00* 

(.003) 

≥2 27 94.11±14.00  8.51±3.58  40.22±16.94  

**p＜.01, GI cancer: Stomach cancer, Colon cancer, Hepatocellular carcin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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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Differences of Needs, Knowledge of Hospice Palliative care and Caregiving Burden to Cancer Patients  
Characteristics (Continued) 

        (N=162)

Characteristics Categories
 Needs Knowledge Caregiving Burden 

N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Experience of 
operation 

Yes 108 90.69±17.06 0.382 
(.703) 

8.37±4.24 -0.762 
(.447) 

32.12±14.76 -0.501 
(.617) 

No 54 89.59±17.39  8.89±3.76  33.37±15.39  

Number of 
hospitalization  

＜5 131 89.77±17.00 -0.840 
(.402) 

8.53±4.23 -0.057 
(.955) 

31.46±1.26 -1.905 
(.059) 

≥5 31 92.64±17.72  8.58±3.43  37.09±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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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상자의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요구도, 지식 및 돌봄 

부담감의 상관 관계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요구도, 지식 및 돌봄 

부담감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요구도와 돌봄 부담감(r=.204, p＜.01)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요구도와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지식(r=.236, p＜.01)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지식과 돌봄 부담감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Table 9).  

각 세부 영역별 상관관계 분석 결과 지식은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요구도 

5 개의 하위 영역 모두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요구도와 돌봄 부담감 사이에서는 

첫째, 정서적 간호 요구는 돌봄 부담감 하위 영역 중 4 개의 하위 영역(관계 부담감, 

생활 상실 부담감, 감정 안녕 부담감, 사회 가족 생활 부담감)과 상관관계를 보였고, 

둘째, 가족의 어려움 수용 요구는 1 개의 하위 영역(생활 상실 부담감)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셋째, 주요한 신체 증상 조절 요구는 돌봄 부담감 하위 영역 중 

2 개의 하위 영역(관계 부담감, 생활 상실 부담감)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넷째, 

2 차적 생리적 문제 조절 요구는 2 개의 하위 영역(관계 부담감, 생활 상실 부담감)과 

상관관계를 보였고 다섯째, 죽음 준비를 위한 영적 돌봄 요구는 1 개의 하위 

영역(생활 상실 부담감)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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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Correlation among Needs, Knowledge about Hospice Palliative Care and 

Caregiving Burden  

(N=162) 

 Needs  Knowledge Caregiving Burden 

r(p) r(p) r(p) 

Needs 1   

Knowledge .236**(.002) 1  

Caregiving Burden .204**(.009) -.029(.715) 1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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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The Correlation among Variables                                                                              

(N=162)

Variables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1 

X1. Knowledge 1    .       

X2. Needs of emotional Care .223** 1 .         

X3. Needs of acceptance of difficulties 
of family 

.212** .636** 1         

X4. Needs of control of terminal major 
physical symptom 

.181* .721** .534** 1        

X5. Needs of control of secondary 
physical Problem 

.194* .719** .520** .893** 1       

X6. Needs of spiritual care to prepare 
health 

.267** .667** .703** .584** .576** 1      

X7. Burden of relationship -.029 .216** .097 .202** .166* .126 1     

X8. Burden of loss of control over 
one’s life 

.017 .279** .212** .225** .203** .212** .452** 1    

X9. Burden of finances 
-.164

* 
.053 .064 -.027 .034 .064 .354** .519** 1 .  

X10. Burden of social and family life -.035 .211** .112 .171* .148 .112 .650** .523** .481** 1  

X11. Burden of emotional well-being .004 .190* .127 .098 .101 .127 .617** .638** .515** .787** 1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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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암환자 보호자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요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암환자 보호자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요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요구도에 대해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령, 환자와의 

관계(더미 변환), 지식, 돌봄 부담감을 독립변수로 하여 입력(Enter) 방식의 

다중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간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차한계와 분산팽창지수를 분석한 결과 공차한계는 0.243~0.913, 

분산팽창지수는 모두 10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 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오차의 자기 상관을 검정한 결과 Durbin-Watson 통계량은 

1.944 로 2 에 근사한 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중 회귀분석 결과,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요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돌봄 부담감(β=.314, p＜.001), 연령(β=.211, p＜.01), 환자와의 관계(β=-.363, 

p＜.01), 지식(β=.177, p=.017) 모두가 요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60 세 미만의 대상자가 요구도가 높았고, 환자와의 관계가 배우자인 경우는 

환자와의 관계가 2 촌 이상인 경우에 비해 요구도가 낮았다. 또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6.980, p＜.001), 회귀모형 설명력은 약 

18.3%(Adjusted R2=15.7%)로 나타났다(Table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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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Factors affecting Needs of Hospice Palliative care among Caregivers 

  (N=162) 

Variables B SE β t p VIF 

Constant 72.111 6.985  10.324 ＜.001  

Knowledge .741 .307 .177 2.415 .017* 1.096 

Caregiving  
burden 

.360 .086 .314 4.201 ＜.001*** 1.146 

Age* 
(＜60) 

8.914 3.637 .189 2.451 .015** 1.213 

Relationship  
with patients† 
(Spouse) 

-11.722 4.844 -.343 -2.420 .017* 4.121 

Relationship 
 with patients† 
(1stdegree) 

-7.930 4.753 -.231 -1.669 .097 3.910 

F=6.980(p＜.001), R2=.183, Adjusted R2=.157, D-W=1.921 

*p＜.05, **p＜.01, ***p＜.001  

 

  

                                            
* Reference : ≥60 

† Reference : ≥2nd de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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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본 연구는 암환자 보호자의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요구도, 지식 및 돌봄 

부담감을 파악하고, 각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및 요구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된 연구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선행 연구와의 비교를 통한 

해석 및 추후 임상적용의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암환자 보호자의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요구도, 지식 및 돌봄 부담감 

정도에 대해 논의할 점들은 다음과 같다.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요구도는 5 점 

척도에서 4.12 점으로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요구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사한 대상자를 조사한 선행연구(손연정, & 박영례, 2015) 와 

비슷한 결과로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반면, 말기 암환자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Sohn, 2009), 복합만성질환을 가진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결과들(윤혜선 등, 2018)에 비해서는 낮은 점수였다. 이는 본 연구 대상자가 돌보는 

암환자 대부분의 질병 이환 기간이 5 년 미만이고, 외래로 통원 가능하면서 일상 생활 

수행 능력 정도가 높은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처럼 암환자의 일상 생활 수행 능력 정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의 높은 

요구도는 너무 늦지 않은 적절한 시기에 호스피스 완화의료가 제공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조기 완화의료의 개입은 1 년 시점의 생존율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Temel et al., 2010), 특히 암환자에서의 조기 완화의료는 암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고, 돌봄 제공자의 부담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다(권정혜, 2014). 

호스피스 완화의료 요구도 하부 영역 중에서 정서적 요구도가 4.45 점으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국내의 선행연구(강경아 등, 2004; Sohn, 2009)의 결과와 일치하나, 

일부 선행연구(이전마, &김정순, 2000; 윤혜선 등, 2018)에서는 신체적 요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상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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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요구도가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는 대상자가 돌보는 암환자가 질병 상태가 

말기이거나 소아였던 반면, 본 연구의 대상자는 앞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암환자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 정도가 높았던 점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즉, 

암환자의 특성에 따라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요구도 하부 영역이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Lewandowski & Jones, 1988), 각 특성에 맞는 요구도 충족 계획을 

수립해야 함을 시사한다.  

암환자 보호자의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지식은 정답률 47.5%로 나타났다. 

말기 암환자를 대상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최영호 등, 2015)에서도 

47.0%의 낮은 정답률을 보였는데, 이는 암 질환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지식이 낮은 상태임을 보여준다. 선행연구(Kozlov et al., 2018)에 

따르면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교육을 받은 그룹의 지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식 수준 향상을 위한 대중 교육이 필요하다 하겠다(Cagle et al., 2016; 

Gidwani et al., 2016). 

암환자 보호자의 돌봄 부담감은 4 점 척도에서 1.41 점으로 나타났다. 유사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선행연구(Rha, Park, Song, Lee, & Lee, 2015) 에서도 

비슷한 부담감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 암환자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높은 편 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감은 중등도의 부담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환자(Akgul, & Ozdemir, 2014), 초기 유방암 환자(Y. 

Li et al., 2018)의 돌봄 부담감은 본 연구결과에 비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암환자의 특성 중 다른 장기로의 전이가 없는 초기 환자인 점, 조혈모 세포 이식을 

받은 지 1 년 미만인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가족간의 유대관계가 

강하다고 알려진 이란에서 시행된 선행연구(Vahidi et al., 2016)는 본 연구결과에 

비해 낮은 돌봄 부담감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고, 가정 호스피스가 발달된 영국에서 

시행된 선행연구(Higginson, & Gao, 2008) 또한 본 연구결과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이로 미루어 보아, 돌봄 부담감을 파악할 때는 각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제도 및 

문화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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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말기 암환자 가족(안은정, & 이영숙, 2005), 중년기 간암 환자 가족(이유진, 

& 강현욱, 2014),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의 가족(나영미 등, 2004), 

수술요법을 받은 암환자 주보호자(조은주, & 오경옥, 2007), 노인 암환자 가족의 

부담감(최윤숙 등, 2016)은 본 연구결과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로써, 돌봄 

부담감은 환자의 치료 및 암환자의 특성에 따른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정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다. 

만성 질환은 한 개인의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Moussavi et al., 2007),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떨어진 환자의 장기간 간호는 보호자의 신체적 건강에 문제를 

발생시킨다(Weitzner, McMillan, & Jacobsen, 1999). 또한, 질병 단계가 진행될수록 

보호자의 사회 생활과 일상 생활 활동 제한으로 부담감이 높아지므로(Goldstein et al., 

2004), 암환자의 병기가 말기로 갈수록 돌봄 부담감이 증가할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질병 초기 단계에 보호자의 부담감을 줄일 수 있는 초기 중재가 

필요하다 하겠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암환자 특성에 따라 유의하게 나타난 변수에 대해 

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요구도는 60세 미만의 대상자가 

60 세 이상의 대상자보다 요구도가 높았는데, 이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여(노유자 등, 1999; 김정림, 최순옥, & 김순남, 2018)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이는 연령층이 낮을수록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여러 역할을 맡고 

있어(이유진, & 강현욱, 2004), 가족을 돌보는 활동과 관련된 의료서비스의 기대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또한 환자와의 관계가 2 촌 이상인 경우가 배우자일 때보다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 환자와의 관계에 따른 

요구도를 확인한 연구가 없어 직접 비교가 어려웠다. 하지만, 중년기 간암 환자 

가족의 요구도가 환자와 배우자 관계일 때 환자 상태 관련 정보에 대한 요구와 영적 

지지 요구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이유진, & 강현욱, 2004) 이는 본 연구와 

유사한 맥락의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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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지식은 연령층이 낮을수록,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대상자의 지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Kozlov et al., 2018; 

Huo et al., 2019) 결과와 일치하여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즉, 중년기 성인들이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질병 과정을 경험하는 경우가 더 많은 점에 비추어 볼 

때(Watkins, Menken, & Bongaarts, 1987),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일정 수준의 

지식이 있고,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여 돌봄에 대한 에너지가 있는 경우 

요구도가 높게 나타난다 할 수 있다. 

돌봄 부담감에 있어서는 대상자가 앓고 있는 질환이 있는 경우 돌봄 부담감이 

높았다. 이는 이미 여러 선행 연구(나덕미 등, 2003; 조은주, & 오경옥, 2008; 최윤숙 

등, 2016; van Ryn et al., 2011)를 통해 밝혀진 바 있어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암환자 보호자 본인의 건강상태는 유의하게 돌봄 부담감에 영향을 

끼치고(Papastavrou et al., 2009), 보호자가 신체질환을 가진 경우 삶의 질 또한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S. Y. Kim et al., 2014) 보호자의 건강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돌봄 부담감은 돌봄 제공 시간이 길수록, 다른 돌봄 제공자가 

없는 경우 증가한다고 나타난 것은 대부분의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김정아 등, 

2014; 이나연 등, 2016; 최윤숙 등, 2016; Yoon et al., 2014). 즉, 돌봄 제공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자원 봉사자 활용이나 간병인 활용 방안 구축 등 제도적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부정적인 재정적 관련 이슈 또한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돌봄 부담감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Deshields et al., 2012; Hartnett et al., 

2016; Vahidihi et al., 2016; Yoon et al., 2014). 따라서, 간호 사정 시 대상자의 

경제적 상태를 포함시키고, 현 우리나라의 재정적 지원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돌봄 부담감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추측된다.  

암환자의 일상 생활 수행 능력 정도가 떨어질수록 돌봄 부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러 선행연구의 결과(안은정, & 이영숙, 2005; Grunfeld et al., 

2014; Nijboer et al., 1999)와 일치하여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즉, 암환자의 

신체적 능력이 저하됨으로써 보호자에게 의존하는 신체 활동 및 정서적 의지가 



- 50 - 

늘어남에 따라 돌봄 부담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부담감이 증가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암환자 보호자의 돌봄 부담감 감소 정책 수립시에는 암환자 일상 

생활 능력 정도에 대한 사정이 먼저 이루어 져야 하고, 암환자의 분류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돌봄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강경아, & 김신정, 2005).  

셋째, 암환자 보호자의 돌봄 부담감,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지식 및 요구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요구도는 돌봄 부담감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고,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요구도는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지식과 유의한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보호자의 요구도와 돌봄 부담감의 유의한 

상관관계는 여러 선행연구(이나연 등, 2016; 이유진, & 강현욱, 2014; Sharpe, Butow, 

Smith, McConnell, & Clarket, 2005; Vahidihi et al., 2016) 결과와 일치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유방암 생존자와 보호자의 요구도와 부담감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연구(Kemp et al., 2018)에서 지지적 요구도와 부담감은 유의하게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본 연구 결과와 맥락이 일치한다. 

넷째,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요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돌봄 부담감과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지식, 대상자의 연령 및 환자와의 관계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요구도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고, 이 모형의 설명력은 

18.3%로 나타났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요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변수들을 비교할 수 있는 연구가 거의 없어 직접비교는 어려웠다. 하지만 호스피스 

교육 여부에 따라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요구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호스피스 교육을 받은 사람의 요구도가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Kang, 2003). 

이는 대상자의 지식 수준이 높아질수록 요구도가 상승하여 환자 혹은 보호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이 많아지는 것을 뜻해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보호자의 돌봄 

제공의 장애로 보호자의 직업과 사회적 요구가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바 

있어(Kemp et al., 2018)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따라서, 암환자 보호자의 요구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지식 수준을 높이고, 

돌봄 부담감을 감소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지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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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는 문항 중, 호스피스 완화의료가 어떤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인지, 나아가 

어떠한 구체적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식이 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교육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지식 수준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난 그룹을 대상으로 질병 과정을 아직 접할 기회가 없는 연령층과 

학력 수준이 낮은 대상자를 우선으로 교육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지식은 생애 말기 의사 결정 과정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로(Johnson et al., 2008), 이에 대한 교육은 지식 수준을 유의하게 높이는데 

기여한다고 이미 여러 선행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Azami-Aghdash et al., 

2015; Bhatnagar & Patel, 2018; Ferrell et al., 2005; H. S. Kim et al., 2011; 

Robinson et al., 2004; VanGeest, 2001; 윤매옥, 2014). 국내 간호사를 대상으로 

2 일간 호스피스 교육 프로그램 ELNEC(End-of-life Nursing Education 

Consortium)을 실시한 결과, 호스피스 완화의료 지식에 대한 교육을 한번도 받지 

않은 그룹에서 유의하게 지식이 상승하였고(H. S. Kim et al., 2011),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호스피스 교육을 실시한 결과 통증과 지식관리, 철학과 원리 영역에서 

유의하게 지식 수준이 상승하였다(이영은 등, 2013). 본 연구에서 정답률이 낮았던 

문항의 내용이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의미, 진통제에 대한 것으로 나타났기에, 

이에 대한 교육은 지식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나아가, 교육을 통한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대중화는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이점을 널리 알리는데 유익하게 

기여하고, 국민들의 접근성을 증가시킬 것이다(Huo et al., 2019). 

보호자의 돌봄 부담감을 감소시키기 위해, 암환자 보호자를 위한 통합 지지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대조군과 실험군을 통해 적용시킨 결과 실험군에서 대상자의 

자존감이 유의하게 상승하였고, 대상자가 느끼는 부담감이 감소하다고 밝혀진 바 

있다(Lee, Yiin, & Chao, 2016). 이 프로그램에서 돌봄 제공의 유형은 신체적, 감정적, 

사회적, 재정적 등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보호자가 어려움을 느끼는 돌봄에 

대해서는 교육을 제공해 주었으며, 이용 가능한 자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이로 미루어 보아, 돌봄 제공자에 대한 유형 ∙ 무형의 서비스는 실제적으로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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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감을 감소시킬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돌봄 부담이 유의하게 높았던 그룹을 

우선적으로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회귀 분석 모형이 유의했기 때문에, 요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식, 돌봄 

부담감, 연령, 환자와의 관계로 설명됨으로 해석할 수 있고, 요구도를 줄이려면 지식, 

돌봄 부담감, 연령, 환자와의 관계를 고려한 중재가 제공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회귀분석 모형이 18.3%만을 설명하였으므로, 추후 반복 연구를 통해 모형의 

설명력을 높이는 연구가 시행되어야 하고, 암환자 보호자의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요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구체적인 경로를 파악하는 연구 및 분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모든 논의를 종합해 봤을 때, 암환자 보호자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요구도는 정기적 평가가 중요하고, 대상자와 환자의 특성에 기반한 돌봄 정책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와 분석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사업에 대한 정책 마련 기반에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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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암환자를 돌보는 암환자 보호자의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요구도, 

지식 및 돌봄 부담감을 파악하고 그 상관관계 및 요구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연구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서울 소재 A 종합병원에서 주요 5 대암(위암, 간암, 폐암, 유방암, 대장암)과 

혈액암을 진단받고 종양내과 외래를 내원하는 보호자 중 암환자와 함께 거주하는 

보호자 162 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 후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 암환자 보호자의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요구도는 

90.32±17.12 점(도구 범위: 22 점-110 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지식은 8.54±4.08 점(도구 범위 :0 점-18 점), 정답률 47.5%로 낮게 나타났고, 

돌봄 부담감은 32.53±14.94 점(도구 범위:0 점-88 점)으로 중등도의 부담감을 

나타냈다. 또한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요구도는,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지식 

및 돌봄 부담감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요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지식, 돌봄 부담감, 대상자의 연령, 환자와의 

관계가 18.3%의 영향력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암환자 보호자의 돌봄 부담감을 감소시키고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지식 수준 향상 및 요구도 감소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 종양전문간호사는 간호 계획 수립 시, 진단 초기 단계에서 가족 구성원 중 

1 인 단위의 상담이 아닌 가족 구성원 전체를 상담하여 가족이 처해 있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특정 가족 구성원에게 부담감이 편중되지 

않도록 중재하는 역할에 비중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높은 

요구도를 가진 집단과 돌봄 부담감이 큰 집단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들의 

부담감과 요구도를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을 면 히 사정하여 사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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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및 맞춤형 돌봄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추후 시행되어야 함을 제언한다. 

 

2)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지식 중 정답률이 낮은 영역을 중심으로 대상자 

교육 프로그램을 구상해야 하고, 지역사회에서의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공공 교육이 보편화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의료기관에서 의료진 대상으로도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여 

환자 상담시 보호자 상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까지 호스피스 완화의료 지식을 측정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의료진이나 

예비 의료진을 대상으로 시행하였기에, 비의료진을 대상으로 호스피스 

완화의료 지식을 측정하는 도구가 부족한 실정으로 추후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도구의 개발을 제언한다.  

 

3)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요구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는 

연구가 부족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추후 연구와 영향요인의 구체적 경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토대로 영향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요양 보호사 및 

자원 봉사자 활용 방안 등 요구도 감소를 위한 전략 개발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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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설문지 

A. 암환자 보호자의 일반적 특성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구성된 질문들입니다. 각 항목 중 귀하에게 

해당되는 곳에 V 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2. 귀하의 연령은? 

만 (   )세 

3. 환자와의 관계는? 나는 환자의 (   )이다. 

① 배우자 ② 아버지 ③ 어머니 ④ 자녀 ⑤ 형제, 자매 ⑥ 며느리, 사위 ⑦ 기타(   ) 

4. 귀하의 결혼 상태는? 

① 미혼 ② 기혼 ③ 이혼 ④ 사별 ⑤ 기타(  ) 

5. 귀하의 종교는?  

① 기독교 ② 천주교 ③ 불교 ④ 무교 ⑤ 기타(  ) 

6. 귀하의 최종 학력은? 

① 무학 ② 초졸 ③ 중졸 ④ 고졸 ⑤ 대졸 ⑥ 대학원 졸업 이상 

7. 귀하의 직업은? 

① 전문직 ②관리직 ③사무직 ④서비스직 ⑤생산직 ⑥농어민 ⑦주부 ⑧무직 ⑨기타(  ) 

8. 귀하의 가족 구성원 형태는? 

① 핵가족(부부와 미혼 자녀)  

② 확대가족(부부, 자녀 이외에 조부모 또는 형제 등 포함) 

9. 귀하는 암환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가? 

① 그렇다 ② 아니다 

 

10. 본인 외에 다른 간호 제공자가 있는지? 

① 있음 ② 없음 

11. 하루 중 간호 제공 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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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   ) 시간 

12. 월 평균 의료비 지출은? 

① 100 만원 미만  

② 100 만원 이상-300 만원 미만  

③ 300 만원 이상 - 500 만원 미만  

④ 500 만원 이상 

13. 암 진단 이후 가구 총수입의 변화가 있는지? 

① 20% 미만 감소하였다 

② 20-50% 이상 감소하였다 

③ 50-100% 이상 감소하였다 

④ 총수입 변화가 없다 

14. 본인이 앓고 있는 질병은? 

① 있음 ② 없음 

15. 참여하고 있는 자조모임 그룹(온라인 동호회, 오프라인 모임)이 있는지? 

① 있음 ② 없음 

16. 주변에서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제공받는 경우를 본 적이 있는지? 

① 있음 ② 없음 

17. 의료진으로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있는지? 

① 있음 ② 없음 

18. 만약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제공 받는다면 어떤 유형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싶은가? 

① 독립형(가정적 분위기로 지어진 독립된 건물의 호스피스 기관) 

② 병동형(병원 내 일부 병동) 

③ 가정형(집에서 제공) 

④ 산재형(호스피스 병동이 없는 병원에서 다른 과 환자들과 함께 지내는 병동) 

⑤ 기타(    ) 

19. 친구나 가족의 임종 경험이 있는지? 

① 있음 ② 없음 

20. 거주지에서 의료기관 내원 시 이동하는데 걸리는 소요시간은? 

왕복(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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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암환자의 질병 관련 특성 

다음은 환자의 질병관련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구성된 질문들입니다. 각 항목 중 귀하에게 

해당되는 곳에 V 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1. 환자의 연령은? 

만 (   ) 세 

2. 환자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3. 환자가 암 진단을 받은 시기는? 

(     )년 (  )월 

4. 환자의 진단명은?  

① 위암 ② 대장암 ③ 간암 ④ 유방암 ⑤ 폐암 ⑥ 혈액암 

5. 환자의 일상 생활 수행 정도는 다음 중 어느 정도인가?  

① 가벼운 활동 가능 

② 낮 시간 절반 이상 병상을 떠나 생활 

③ 낮 시간 절반 이상 병상/휠체어 생활 

④ 전혀 할 수 없음 

6. 환자는 수술한 적이 있는가? 

① 있음 ② 없음 

7. 환자의 암 진단 이후 입원 횟수는? 

① 1-5 회 ② 5 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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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돌봄 부담감: The Zarit burden interview 

다음은 암환자 보호자의 돌봄 부담감을 측정하기 위한 항목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각 

항목을 읽고 귀하의 생각과 같은 곳에 v 표를 해 주십시오 

항목 
항상 

그렇다
매우 

그렇다
가끔 

그렇다
드물게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관계 부담감(6 항목) 

1. 환자가 더 도와주기를 바란다고 
생각합니까? 

     

2. 환자가 귀하에게 의존한다고 
생각합니까? 

     

3. 환자 때문에 원하는 만큼 내 사생활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4. 환자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나뿐이라고 여기고 내가 환자를 돌보기 
기대한다고 생각합니까? 

     

5. 환자를 돌보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맡겼으면 합니까? 

     

6. 환자를 더 많이 돌봐주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까?  

     

감정·안녕 부담감(7 항목) 

1. 환자와 보내는 시간 때문에 나를 위한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2. 환자의 행동 때문에 당황하게 됩니까?       

3. 환자 곁에 있을 때 화가 나십니까?      

4. 환자 곁에 있을 때 긴장합니까?       

5. 환자 돌보는 것 때문에 내 건강이 
나빠졌다고 느끼십니까? 

     

6. 환자를 지금보다 좀더 잘 돌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까? 

     

7. 환자 돌보는데 전반적으로 부담을 
느낍니까? 
 

     

사회·가족생활 부담감(4 항목) 

1. 환자를 돌보는 것과 내 가족이나 일에 
대한 다른 의무를 다하려는 사이에서 
스트레스를 느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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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자 때문에 귀하는 현재 친척이나 
친구들과의 관계가 나빠진다고 
생각합니까?  

     

3. 환자를 돌보는 것 때문에 내 사회생활이 
지장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4. 환자 때문에 내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생각합니까? 

     

재정 부담감(1 항목) 

1. 생활비를 제외하면 환자를 돌보는데 
돈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생활·상실 부담감(4 항목) 

1. 환자의 미래가 걱정됩니까?      

2. 환자를 앞으로 얼마 더 돌보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까?  

     

3. 환자가 발병한 이후 내 생활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까? 

     

4. 환자를 어떻게 돌봐야 할지 확신이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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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호스피스·완화의료 요구도 

다음은 호스피스·완화간호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각 항목을 읽고 

귀하의 생각과 같은 곳에 v 표를 해 주십시오. 

항목 
매우 

필요하다
필요 
하다 

그저 
그렇다

필요 
하지 
않다 

전혀 
필요 
하지 
않다 

2 차적인 생리적 조절 문제(7 항목) 

1. 영양부족을 조절해 주는 것      

2. 열이 날 때 조절해 주는 것      

3. 빈혈을 조절해 주는 것      

4. 부종을 조절해 주는 것       

5. 기침을 조절해 주는 것       

6. 가려움증을 조절해 주는 것      

7. 구강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주요 신체 증상 조절(6 항목) 

1. 통증을 조절해 주는 것      

2. 호흡곤란을 조절해 주는 것      

3. 변비/설사를 조절해 주는 것      

4. 탈수를 조절해 주는 것      

5. 배뇨장애를 조절해 주는 것      

6. 피부손상을 조절해 주는 것      

정서적 간호(4 항목) 

1. 환자가 불안해 할 때 정서적으로 
지지해 주는 것 

     

2. 환자의 우울을 감소시켜 주는 것      

3. 환자의 속마음을 마음껏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4. 증상이 악화되어 가족과 대화할 
기회가 없어지기 전에 환자가 가족과 
대화할 기회를 주는 것 

     

죽음 준비를 위한 영적 돌봄(3 항목) 

1. 환자나 가족이 종교적 도움을 원할 때 
성직자(목사, 스님, 신부)와 만나게 해 
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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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자가 죽음의 본질에 대해 알고 
싶어할 때 대답해 주는 것 

     

3. 가족이 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포기할 경우, 만약 주위의 비난을 
받는다면 지지, 격려 및 상담을 해 주는 
것 

     

가족의 어려움 수용(2 항목) 

1. 죽음을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올 때 가족이 받 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2. 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들어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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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식 

다음은 호스피스·완화간호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각 항목을 읽고 귀하의 

생각과 같은 곳에 v 표를 해 주십시오. 

항목 그렇다 아니다 
모르 
겠다 

1.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같은 의미를 뜻한다.    

2.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말기 환자에게만 제공된다.    

3.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의사, 간호사와 함께 성직자,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가 포함된 팀에 의하여 제공된다. 

   

4.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킨다. 

   

5.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인위적으로 삶을 연장시키거나 
단축시키지 않는다. 

   

6.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항암 화학 요법과 방사선 치료와 
병행하여 시행될 수 있다. 

   

7. 마약성 진통제는 암성 통증의 대부분을 경감시킬 수 
있다. 

   

8. 마약성 진통제는 중독성이 강하며, 환자의 남은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 

   

9. 호스피스 완화의료 센터는 허브요법, 미술 치료 등을 
포함한 다양한 치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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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도구 사용 허가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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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Needs for, Knowledge of Hospice Palliative Care and Caregiving Burden Among 

Family Member Caregivers of Patients with Cancer 

 

Nam, In Young 

Department of Oncology Nursing 

The Graduate School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describe needs and knowledge for hospice palliative care, 

caregiving burden among cancer family members and identify factors that 

influence the needs.  

As cancer is recognized as a chronic disease and its nursing period becomes 

longer, cancer family members’ caregiving burden is on the rise, along with the 

emphasis on the importance for hospice palliative care. However, since national 

policies for caregivers in South Korea are very rare, this research was carried 

out to examine needs, knowledge for hospice palliative care and caregiving burden 

and provide care strategies for family caregivers. 

This descriptive correlation study was conducted with the structured 

questionnaire that tested caregiver’s needs, knowledge for hospice palliative 

care and the Zarit Burden Interview(ZBI) of 162 cancer family members. They 

were measured for their needs and knowledge for hospice palliative care and 

caregiving burden.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

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Linear multiple regression 

by SPSS WIN 25.0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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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 half of the caregivers were male(53.1%) and less than half of them were 

spouse(48.8%) and age of 46 years. Most cancer patients’ ECOG Performance 

scale was 1(83.3%). The needs was 90.32(SD=17.12) indicating high level, 

knowledge correct answers rate was 47.5% indicating low level, and mean scores 

of ZBI was 32.53(SD=13.94) indicating moderate. Positive correlations were 

found between caregiver burden and needs for hospice palliative care, knowledge 

and needs for hospice palliative care. In the regression model, knowledge, 

caregiving burden, age and relationship with patient were identified as the 

determining factors of the needs of caregivers(R2=.183, F=6.980, p＜.001). 

This study highlights the utmost needs for early palliative care. Policies and 

social support must be established to alleviate the caregiving burden, enhance the 

level of knowledge and reduce the needs for hospice palliative care. They are 

essential not only for caregivers but also cancer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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