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애말기 암 환자와의

의사소통에 관한 사별 가족의 경험:

질적 기술 연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국제보건학과 보건의료법윤리전공

전 희 정



생애말기 암 환자와의

의사소통에 관한 사별 가족의 경험:

질적 기술 연구

지도 이 일 학 교수

이 논문을 보건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12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국제보건학과 보건의료법윤리전공

전 희 정



전희정의 보건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이 일 학 인

심사위원 김 상 희 인

심사위원 박 용 익 인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21년 12월



감사의 글

본 과정을 끝맺기에 앞서 깊이 담아두었던 감사의 마음을 꺼내 전하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연구를 진행하면서 삶과 죽음에 대해 스스로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생

각할 기회를 주신 사별 가족 10분께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 본 논문을 바칩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부족한 제가 학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가르쳐주

시고 이끌어주신 이일학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논문을 완성하기

까지 세심한 지도와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셨던 김상희 교수님, 마지막까지 글을 써나

갈 수 있는 용기와 유익한 말씀을 주셨던 박용익 교수님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의료법윤리학연구원 생활을 배움의 즐거움으로 알차게 채워주셨던 김소윤 교수님, 많

이 배려해주시고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제게 공부를 시작할 용기를

심어주셨던 신나미 교수님, 감사합니다.

학업과 연구를 병행하는 내내 저의 마음을 보듬고 달래주었던 최지연 박사님, 선생

님의 따뜻한 조언과 위로 덕에 오늘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연구실 생활 내내 소소한

위로가 되어준 유애리 선생님, 밝은 에너지로 언제나 힘을 북돋아 주었던 손유미 선

생님, 그리고 양지현 박사님, 이정임 선생님, 박모경 선생님, 조수진 선생님, 그 외 모

든 의료법윤리학연구원 선생님들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언제나 묵묵히 곁에서 용기와 자신감을 불어넣어준 오랜 친구 수진이. 20대의 모든

순간이 너희였던 또 다른 나의 가족 민경, 수정, 혜지. 항상 애정을 담아 챙겨주고 응

원해준 연미. 배울 점이 많은 언니 같은 초롱이. 비슷한 시기에 공부를 시작하면서 많

은 공감대를 주고받았던 지원이. 타지에 있으면서도 사람 잘 챙기는 다정한 현진이.



어제 만난 것처럼 편안하게 위로해주었던 지영이. 인간적으로 배울 점이 많은 마음이

따뜻한 지민이. 같이 있는 사람을 빛나게 해주는 빛나. 논문 쓰는 동안 힘이 되어준

고마운 정현이. 본받고 싶은 열정을 가진 후배 재현이. 고민 있을 때마다 항상 진지하

게 들어주고 응원해줬던 리조. 힘든 순간마다 선뜻 도와주었던 고마운 정준오빠. 그리

고 배움의 시간을 함께하면서 의지가 되었던 동기 민지언니, 희정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선배님들이자 소중한 인연인 여전한 우리 팀. 언제나 존경하는 박유선 교

수님, 너무 보고 싶고 그리운 김여진 선생님, 닮고 싶은 점이 많은 윤소라 선생님. 함

께했던 그 시절이 있었기에 제가 이토록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애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삶의 원동력인 우리 가족, 자식으로서 동생으로서 한없이 부족한 저

임에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믿어주시고 지지해주신 아빠, 엄마 그리고 오빠. 이 순간을

기억하고 마음속 깊이 새기며 앞으로 펼쳐질 날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지혜롭게

헤쳐나가겠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2021년 겨울,

전희정 올림



- i -

차 례

국문요약 ·································································································ⅴ

Ⅰ.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4

Ⅱ. 이론적 배경 ·······················································································5

1. 생애말기 암 환자의 질병 경험 ·····················································································5

2. 생애말기 암 환자 가족의 경험 ·····················································································9

3. 생애말기 의사소통 ·········································································································12

Ⅲ. 연구 방법 ·························································································19

1. 연구 설계: 질적 기술 연구 ··························································································19

2. 연구 절차 ·························································································································21

3. 연구의 엄밀성 ·················································································································26

4. 윤리적 고려 ·····················································································································27

5. 연구자의 준비 ·················································································································28

Ⅳ. 연구 결과 ·························································································29

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29

2. 심층면담 분석 결과 ·······································································································32



- ii -

Ⅴ. 고 찰 ··································································································75

1. 암 환자와 가족 간 생애말기 의사소통 경험의 구조 ···············································75

2. 암 환자와 가족 간 생애말기 의사소통 경험의 특징 ···············································79

3. 생애말기 의사소통을 위한 보건의료분야의 개선방향 ·············································82

4. 연구의 의의와 한계 ·········································································································86

Ⅵ. 결 론 ··································································································88

참고문헌 ···································································································90

부록 ·········································································································106

ABSTRACT ························································································110



- iii -

표 차 례

표 1. 의사소통의 구성요소 ·······································································································13

표 2. 생애말기 의사소통의 정의 ·····························································································15

표 3. 연구참여자 기준 ···············································································································21

표 4. 참여자 일반 특성 분포 ···································································································30

표 5. 연구참여자 및 환자에 관한 일반정보 ·········································································31

표 6. 생애말기 암 환자와의 의사소통에 관한 사별 가족의 경험 ···································33

표 7. 생애말기 의사소통의 구성요소 ·····················································································76



- iv -

그 림 차 례

그림 1. 암 환자와 가족 간 생애말기 의사소통 경험의 구조 ···········································78



- v -

국문요약

생애말기 암 환자와의 의사소통에 관한 사별 가족의 경험

: 질적 기술 연구

생애말기 의사소통은 환자와 가족이 슬픔에 대처하고 죽음의 의미를 찾음으로써 상

호 이해를 넓혀나가는 활동으로 생애말기돌봄 영역에서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는 과정

중 하나이다. 환자와 가족은 생애말기 의사소통을 통해 생애말기돌봄의 경험을 형성

해나간다. 한국에서는 2000년대 이후 급속한 고령화 현상과 암 질환으로 인한 사망의

증가, 의료기관에서의 임종 경험이 증가함에 따라 생애말기돌봄에 관한 사람들의 관

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그 와중에 COVID-19으로 인한 팬데믹 상황은 생애말기

돌봄, 그중에서도 환자와 가족 간 생애말기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이어졌다. 이에 본

연구는 암 환자와 가족 간 생애말기 의사소통 경험의 구조와 특징을 탐구하기 위하여

사별 가족 구성원 10인을 대상으로 일대일 심층면담을 수행하고 내용분석방법을 활용

한 질적 기술 연구로 설계하여 한국에서의 암 환자와 가족 간 생애말기 의사소통 경

험에 관한 심층적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연구 결과, 35개의 구성된 의미와 12개의 하위 주제, 최종적으로 3가지 주제 ‘환자

는 자신의 이야기를 함’, ‘환자와 가족은 서로를 위한 이야기를 함’, ‘가족은 당시의 생

애말기 의사소통을 되돌아봄’을 도출할 수 있었다. 생애말기 의사소통은 환자와 가족

이 대화의 주체가 되어 언어적‧비언어적 방식의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되었으며 주요

메시지로는 관계적 메시지와 정체성 메시지가 확인되었다. 대화의 주축과 비중의 많

은 부분이 환자를 향해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가족 ‘자신’에 관해서는 이야기가 되지

않고 있었다. 특히 가족은 이 부분에 대한 아쉬움과 후회가 사별 후에 발생하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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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가족은 환자와의 생애말기 의사소통 경험을 통해 관계 내에서 서로가 성장하

는 것을 경험하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소통의 어려움과 대화의 불균형을 경험하고 있

었다. 이와 관련하여 가족은 의료환경으로부터 생애말기 의사소통을 돕기 위한 적절

한 돌봄을 요구하고 있었다. 생애말기돌봄을 제공하는 의료전문가는 환자와 가족 간

의사소통이 갖는 의미와 기능, 내용 등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인식, 태도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교육과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또,

COVID-19과 같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의 생애말기 의사소통의 결핍은 의료환경의

적절한 대처와 변화된 체계의 적용에 있어, 질 높은 형태의 의사소통 전략이 요구됨

을 알 수 있다.

---------------------------------------------------------------

핵심어 : 생애말기, 의사소통, 질적 기술 연구,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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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죽음은 삶의 여정에서 경험하는 마지막 과정이자 필연적인 단계이지만 가장 큰 위

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를 적절하게 준비하고 대처하는 것은 인간의 중요한 과업

중 하나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건강한 시기에 죽음에 대해 선제적으로 고민하고 실질

적인 준비를 내심 기대하지만, 대부분은 자신의 죽음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두려운

감정을 가지며 끝내 마주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기도 한다. 죽음을 앞둔 사람뿐만

아니라 그를 둘러싼 주변 사람들조차도 생애말기 적절한 준비를 하지 못해 가까운 이

의 죽음을 수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Bern-Klug, Gessert and Forbes, 2001). 이런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남은 생을 잘 마무리하는 것에 대한 내재된 욕구가 있으

며, 이를 고려했을 때 ‘생애말기’는 환자가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기에 해당하는 동시에 남은 사람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삶의 마지막 시기를 인식하고 마무리를 준비해야 하는 생애말기에 접어든 환자들

은, 이 과정의 어려움과 별개로 감당하기 힘든 다양한 감정적 변화를 경험한다. 본 논

문은 이 과정이 환자가 가족과 함께 거치는 과정임에 주목한다. 가족은 환자의 필요

를 충족시키고 어려움과 고통에서 보호하는, 말 그대로 보호자 역할을 수행하며 여기

에는 투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서 어려운 의사소통자(communicator) 역

할이 포함된다(Duggan, 2006; 서민정, 2014). 이는 ‘가족’이라는 집단의 가치와 연결되

며, 구체적으로 상호 돌봄을 제공하는 도구적 가치와 가족이라는 위치에서 연결되는

존재적 가치를 보여준다(Ashcroft et al, 2007). 이렇듯 가족의 특별한 유대감은 생의

마지막 시기를 직면한 환자와 가족을 자연스레 ‘한 단위’로 만들며(Awadalla et al,

2007), 의료전문가들이 말기에 접어든 환자에게 돌봄을 제공할 때 그 가족도 함께 돌

봄 대상에 포함시키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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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이후부터 생애말기돌봄에 대한 실천적, 학문적 관심이 증대했다. 한국은

고령화가 특히 급속한 추세로 진행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로 고령 인구의 증가로 초

래될 인구구조변화에 대한 대응과 전략이 필요하다.1) 통계청 보도자료(통계청, 2020)

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전체인구 중 노인 인구의 비율이 15.7%에 해당하

며 2025년에는 20.3%에 이르러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고

령화로 인해 만성질환의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자의 사망원인 1위에는 암 질

환이 자리 잡고 있어 보건의료의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암 질환의 경우 전체인구의

사망원인 1위에 해당하는 질환이기도 하며 1983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로 그 수

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사망 장소 또한 의료기관에서의 사망 비율이 가장 높으며

2009년 이후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통계청, 2021). 이렇듯 한국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

추세와 중증 만성질환의 증가, 암으로 인한 사망의 증가, 의료기관에서의 임종 경험

증가 등 사회역학의 변화는 생애말기돌봄의 발전을 필요로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9).

노령화 및 질병 양상의 변화와 함께 치료기술에 동반하여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

2008년 김할머니 사건 등을 거치며 ‘존엄한 죽음’의 문제가 사회적 화두가 되었다.

2016년, 생애 말 환자의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을 보호하고 자율성(autonomy)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는데, 이는 생애말기돌

봄 과정에서 환자와 가족이 죽음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고 준비할 수 있게 하는 해결

책의 하나이다.

생애말기돌봄과 관련한 연구를 수행한 학자들은 환자와 가족 간의 의사소통에 대해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는 환자뿐만 아니라 환자와의 작별 이후 남게 될 가족에게 있어

1) 유엔(United Nations, UN)은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의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7% 이상인 경우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14% 이상
인 경우 ‘고령 사회(aged society)’, 20% 이상인 경우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로 분
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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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과정임을 강조한다(Bachner, Guldin and Nielsen, 2021; Exline et al, 2012). 환

자와 가족 간 생애말기 의사소통은 환자의 일상을 유지하고 상호간 이해와 교류를 통

해 삶과 죽음 그리고 관계에 대한 의미를 찾게끔 도와주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환자

와 가족은 슬픔을 겪는 과정을 함께 시작하고 환자가 삶을 마무리하는 과정을 도움으

로써 함께 성장하고 대처해 나갈 수 있다. 즉, 삶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기회를 비공식

적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환자와 의료진 간, 가족과

의료진 간, 환자, 가족과 의료진 간의 생애말기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학문

적 접근으로 수행됐으나 환자와 가족 간의 생애말기 의사소통에 초점을 둔 연구는 미

미하다.

이처럼 사회 전반에서 점진적인 변화가 이어져 오던 중, 2020년 예기치 않게 찾아

온 신종감염병인 COVID-19(Coronavirus disease 2019)의 범유행적 상황(pandemic)은

의료환경에서 당연시 여겨왔던 ‘환자의 침상 옆’, ‘환자의 곁’이라는 가족의 물리적 돌

봄 위치를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만들었다. 이와 같은 변화는 환자와 가족의 생애말

기돌봄, 그중에서도 소통과 관련한 부정적 경험을 가져왔다.2) 생애말기는 남은 가족에

게 일생일대 중요한 기억으로 자리 잡으며 이 시기를 적절하게 보내지 못한 경우 사

별 후 애도과정을 어렵게 만든다. 의료의 발전은 질병에서 시작되었고 질병을 중심으

로 발전해왔다. 그러나 생애말기돌봄의 긍정적 경험을 위해서는 사람중심의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생애말기라는 특정 시기에 직면한 당사자와

그들의 경험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된다.

본 연구는 환자와 가족 간의 생애말기 의사소통에 관해 암으로 가족구성원을 떠나

보낸 사별 가족의 경험을 중심으로 질적 기술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생애말기 의사소

통에 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한다.

2) 경향신문, 2021.07.18. 얼굴보지 못한 채 사별하는 ‘코로나 이별’ 해결책은; 메디코파마,
2021.02.15. 코로나에 임종마저 먼발치서…요양병원 가족들 ‘가슴 대못’; 한겨례, 2020.08.30.
코로나19 시대, 마지막 작별인사조차 못하는 쓸쓸한 죽음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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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암 환자와 가족 간의 생애말기 의사소통이라는 특정 현상에 대해 사별

가족의 주관적 경험을 수집하여 분석한 질적 기술 연구로, 생애말기 돌봄 영역의 적

용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별 가족원의 경험을 통하여 암 환자와 가족 간 생애말기 의사소통 경험의

구조를 제시한다.

둘째, 사별 가족원의 경험을 통하여 암 환자와 가족 간 생애말기 의사소통 경험의

특징을 확인하고 보건학적 전략 수립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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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본 연구에서 탐구하고자 하는 생애말기 의사소통은 암 환자와 가족 사이에 오가는

대화를 의미한다. 환자와 가족은 독립된 개체로 각자의 일상이 주어지지만 서로 얽혀

있는 단위로, 생애말기에 놓인 환자의 가족은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 상황에

서 일련의 긴장과 도전을 마주하게 된다.

1. 생애말기 암 환자의 질병 경험

말기 암 진단은 곧 죽음이 예견되는 상황을 고지하는 것으로, 말기 암을 진단받은

환자는 해결할 수 없는 위기에 봉착한 것과 같다. 더 이상의 치료가 무의미하다는 절

망감에 환자는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굉장히 취약해진다. 이러한 취약성으로 인

해 말기 환자의 돌봄은 신체적 돌봄만큼이나 정신적 돌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가. 생애말기 암 환자의 심리적 경험

Kübler-Ross(1969)는 말기 환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죽음의 과정을 이해하고자 하였

다. 인터뷰에 참여한 말기 환자들은 자신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 가족들의 기대를 더는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무력감, 가족 안에

서 자신의 역할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회한, 마지막까지 기대고 싶은 희망 등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 다양한 감정들을 토로했다. 이에 따라 제시한 모델에서는

죽음에 대한 적응과정을 총 5가지 단계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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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는 부정(denial)으로 생애말기는 말기의 진단에서 시작된다. 진단을 통해 질병

에 노출된 환자들은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상황을 부정한다. 2단계는 분노

(anger)로 상황에 대한 불공평, 불합리에 대한 반응을 일반적으로 나타내며 분노의 대

상이 가족, 의료진, 신 등이 되기도 한다. 3단계는 협상(bargaining)으로, 죽음을 지연

시키고 싶은 심정을 드러내는 일종의 거래에 해당하는 반응을 보인다. 4단계는 우울

(depression)로 시간이 지날수록 신체기능이 쇠약해지고 더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무력감과 상실감을 드러낸다. 마지막 5단계는 수용(acceptance)으로 자신의 운

명을 덤덤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정의한다. 단계들을 살펴보면 생애말기 암 환자는

신체적 변화뿐만 아니라 복잡한 정서적 변화를 경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단계는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닌 개인에 따라 유연하게 다양한 패턴으로 나타

난다(Kübler-Ross, 1969). 환자는 의료진이 환자의 죽음에 대해 예견하는 정도를 나타

내는 ‘죽음의 불확실성(uncertainty of death)’과 예상되는 남은 시간을 의미하는 ‘죽음

의 시간(time of death)’에 따라 ‘죽음에 대한 기대(death expectations)’를 달리한다.

따라서 죽음에 대한 인식 정도에 따라 기대되는 반응과 행동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

다(Glaser and Strauss, 1965). 그러나 죽음에 대한 태도는 개인이 살아온 배경과 가

치관, 신념 등에 의해 정립된다(Kübler-Ross, 1969). 따라서 복합적인 영향으로 인해

심리적 변화의 순서를 정형화할 수는 없으나 환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심리에 대한

이해는 생애말기에 처한 환자의 행동과 반응을 공감하고 지지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된

다.

환자는 시간이 흐를수록 신체기능의 저하와 신체적 고통의 증가로 인해 활동의 제

한이 발생하고 상실과 박탈감으로 인한 단절, 변화된 상황에 따라 환자가 되어간다는

소외감, 관계가 상실될 것에 대한 두려움, 삶을 정리해나가는 방식에 대한 어려움 등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된다(Kastenbaum, 2000). 그러다보니 예견된 죽음으로

인해 죽음 자체에 대한 두려움과 신체적 변화에 의한 고통,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극심한 통증의 반복으로 인해 무기력과 좌절을 경험하고 가족과의 관계에 있어 존재

를 부정당하는 것, 죽음으로 인해 관계가 단절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해 슬



- 7 -

픔, 외로움,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한다(김혜정, 고수진, 2014).

이렇듯 생애말기의 환자는 개인이 이전에는 겪어보지 못한 신체적, 심리적 변화로

인해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인다. 즉각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변화로 인해 나타나는

우울, 불안 등은 병적인 증상이 아닌 정상적인 반응에 해당한다(Burke, 2009). 이러한

정상적인 반응과 행동을 주변으로부터 거부당할 시 가늠할 수 없는 무력감과 슬픔의

상태에 빠질 수 있다.

나. 생애말기 암 환자의 요구

인간은 삶의 위기를 직면했을 때 영적 요구(spiritual need)를 갈망하고 영적 안녕

(spiritual well-being)에 도달하고자 한다. 말기 암 환자와 같이 죽음이 예견되는 상황

에서는 더욱더 그러하다(Pearce et al, 2012). 따라서 말기 암 환자의 돌봄에 있어서

영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돌봄의 기본 전제에 해당한다(Bush and Bruni, 2008).

영적 요구에 대해 Fish와 Shelly(1978)는 3가지 요구로 정의하였다. 첫 번째는 자신의

삶과 죽음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으려는 ‘삶의 의미, 목적, 성취의 요구’, 두 번째는 남

은 삶에 대한 의지와 건강한 마무리를 위한 ‘희망의 요구’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자신

에게 의미 있는 타인과의 결속을 위한 관계적 차원의 ‘신뢰의 요구’이다. 이러한 요구

외에도 내세의 소망, 사랑과 관심, 평온과 안위 등 다양한 요구가 있다(윤매옥, 박정

숙, 2003). 김혜정과 고수진(2014)의 연구에서는 말기 암 환자의 요구 중 신체적 요구

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며 그 외 심리적, 실존적, 영적 요구를 확인하였다. 심리적 요

구에서는 가족과의 관계와 연관된 심리적 안녕이었고 실존적 요구에서는 치료 결정

주체로서의 기능을, 그리고 영적 요구는 한계를 신앙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요구 등이

확인되었다. 이옥자(1995)의 연구에서 환자는 의미 있는 타인과 마지막까지 연결되기

를 원했으며, 종교에 대한 의지와 회복에 대한 희망, 그리고 편안한 죽음의 기대를 드

러냈다. 이렇듯 생애말기 암 환자는 죽음 앞에서 인간의 전체성을 위협하는 고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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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면하게 된다. 임상적으로 통증과 같은 신체적 고통을 가장 크게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외, 심리적, 사회적, 영적 고통 또한 높은 수준으로 경험한다(이원

희, 2000). 환자의 고통을 한 가지 요인에 의한 단순한 결과로 이해하기보다는 심리적,

사회적, 영적 등의 다양한 요인들이 얽히고설킨 복합적인 현상으로 이해해야 한다.3)

암 환자가 자신의 상황에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의료제공자는 이러한

다양한 돌봄 요구를 고려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로 분

류되는 소속감, 사랑과 관심 등의 관계적 측면에서의 정서적 지지(emotional support),

현 상황에서 필요로 되는 의료적 정보 등의 치료적 측면에서의 정보적 지지

(informational support),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체적 도움과 같은 일차적인 돌봄의 측

면에서의 실질적 지지(practical support)를 필요로 한다(Vrontaras, 2018). 이렇듯 생

애말기 암환자가 남은 삶을 건강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요구를 확인하고 도움과

지지를 제공해줄 안내자가 필요하다(Tyrrell, Hargerger and Siddiqui, 2021).

이 시기의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를 살펴보면 암 환자는 자신에 관해 가

능한 많은 정보를 얻고자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 이러한 정보의 선호는 환

자의 개별적인 방어기제와 연관되어있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한 번의 대화로 전달하

고자 해서는 안 되며 반복적인 대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구성해나갈 것을 제안한다

(Kitta et al, 2021). 또한, 환자는 누군가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으로 인해 관계를 걱정하고, 죽음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으로 감정 통제의

어려움을 경험한다(최공옥, 1991). 따라서 환자의 신체 및 질병에 관한 의료적 요구도

중요하지만, 생애말기에 관한 환자의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치료에 대한 참여,

공감과 진정성, 환자와 가족 사이의 상호 지원 등의 사회적, 심리적, 정신적 및 재정

적 요구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Wiggers et al, 1990; Back et al, 2008).

Higginson와 Costantini(2002)의 연구에 따르면 생애말기 의사소통과 관련하여 암환자

3) 말기 암 환자가 겪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고통을 아울러 ‘총체적 고통(Total pain)’
이라고 한다.



- 9 -

의 30∼40%가 환자와 가족 간의 의사소통에 문제를, 10∼20%가 전문가와의 의사소통

문제를 경험했다고 응답하면서 환자와 가족 간의 의사소통 문제가 더 높은 수준으로

경험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암 환자를 돌보는 기본 토대는 의사소통이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2. 생애말기 암 환자 가족의 경험

암 환자의 생애말기 시점에 가족은 ‘환자의 곁’에 위치하게 된다. 질병의 진행기간

동안 가족은 환자가 질병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신체적, 정신적 지지를 제공

하게 된다(Duggan, 2006). 그러다 보니 환자의 의학적 의사결정을 돕는 역할은 물론

일상을 연결하는 역할까지 중요한 역할들을 도맡게 된다(서민정, 2014). 실제로 암 환

자의 가족이 투병 과정에 대해 이야기할 때 종종 ‘나’가 아닌 ‘우리’라는 지칭을 사용

하는데, 이것은 말기 암 진단으로 인한 투병 과정이 환자 개인에게만 국한된 경험이

아닌 가족 단위의 경험임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Vrontaras, 2018). 이는 환자뿐

아니라 가족까지 돌봄의 대상으로 포함하는 호스피스의 철학에서도 충분히 엿볼 수

있다.

가. 생애말기 암 환자 가족의 심리적 경험

가족은 생애말기 돌봄 과정에서 환자의 죽음을 인식해나가는 상태를 중심으로 다양

한 심리적 변화를 경험한다. 가족은 가까운 이의 죽음을 인생의 중대한 사건으로 여

긴다. 가족에게 주어진 질병으로 인해 작별을 준비해야만 하는 상황은 엄청난 스트레

스를 발생시키는 외상사건에 해당한다. 더욱이 가족은 환자를 돌보는 것에 대해 사랑,

의무, 그리고 책임으로 여기며, 이와 같은 돌봄에 관한 책임 의식은 환자와 가족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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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있음을 보여주고 환자의 신체적·심리적 건강이 가족의 안

녕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Evans and Thomas, 2009).

앞서 죽음에 대한 환자의 적응과정을 다섯 단계로 제시한 Kübler-Ross(1969)는 환

자의 가족 역시 환자와 유사한 적응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보았다. 최은숙과 김금순

(2012)은 해당 시기의 가족들은 환자의 말기 암 진단으로 인한 고통과 다양한 정서적

변화를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가족 구성원인 환자를 돌보는 것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

고 마지막까지 버티는 것으로 보았으며 이를 충격기, 혼란기, 분투기, 수용기의 단계

로 구분하였다. 충격기는 말기 진단 소식으로 인한 충격과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에 대한 무력감을 경험하는 시기로, 혼란기는 상황에 대한 분노와 절망, 후회와 죄책

감을 경험하는 시기, 분투기는 적극적인 돌봄과 희망에 매달려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애쓰는 시기, 수용기는 상황을 수용하고 마무리를 준비하며 슬픔과 아픔을 느끼는 시

기로 설명하였다. 반면 Mok 등(2003)은 진단에도 기적을 바라는 ‘희망 붙잡기’, 환자

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대한 돌봄을 제공하는 ‘돌보기’, 불가피한 죽음을 받아들이고

작별을 준비하는 ‘죽음을 준비하기’, 사별 후 돌봄을 종료하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새

로운 삶에 적응하기’ 4단계의 과정으로 구분하여 가족의 심리변화를 설명하였다.

나. 생애말기 암 환자 가족의 요구

이 시기 가족들은 환자의 상태가 점진적으로 악화되는 것을 지켜봄으로써 전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것에 부담을 갖는다(안은정, 이영숙, 2005). 따라서 부담에 대한 가족

의 요구를 확인하고 충족시켜주는 것을 중요한 과정으로 본다. 심리적 부담, 신체적

부담, 경제적 부담 등 다양한 유형의 부담을 아우르는 돌봄에 대한 부담은 환자의 가

족이 가장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것 중 하나이며 돌봄의 기간, 방법, 개인의 인식 정도

등에 따라 그 크기와 형태는 달리 나타난다(최은숙, 2006).



- 11 -

‘돌봄자(caregiver)’로서의 역할을 하는 가족은 돌봄 과정에서 나타나는 환자의 신체

적·정서적 변화를 곁에서 지켜보면서 상실에 대한 예견된 슬픔(anticipatory grief)4)을

경험하고, 작별의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슬픔, 그리고 지난날에

대한 후회와 죄책감을 느껴, 높은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소진을 경험한다. 일각에서는

이들을 ‘숨은 환자(hidden patients)’로 칭하기도 한다(김계숙, 2016; 양은숙, 이동훈,

2020; Foreva and Assenova, 2014). 이처럼 가족은 환자의 마지막 마무리를 돕는 과

정에서 많은 소진을 경험하지만 동시에 환자와의 관계적인 친밀감을 높이고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랑을 드러내는 긍정적인 경험도 한다(김계숙, 2016). 즉, 가족은 돌봄

부담으로 인해 가족의 역기능을 초래하는 부정적 경험을 하기도 하지만 환자의 임종

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서로 간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성장하는 긍정적 경험을 하기

도 한다(최순옥, 2014). 생애말기를 환자와 가족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가는 기회로 받아들였을 때, 임박한 상실과 슬픔을 함께 나

누어 받아들이고 극복하는 긍정적인 경험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Stajduhar, 2003).

‘의사결정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가족은 생애말기치료에 있어서 환자를 대신해 중요

한 결정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종종 환자에 대한 가족의 책임 또는 관계의 의무적인

위치라는 이유로 가족에게 환자를 대신하여 의학적 결정이 요구되는 상황이 주어질

때가 있다. 그러나 이전에 환자와 가족 간의 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서 결정을 경험했을 경우, 가족은 자신의 불확실한 치료 결정으로 인해 후회와 죄책

감을 경험한다(Stajduhar, 2003).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환자

와 가족 간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환자의 가치관과 선호를 파악하는 것을 중요한 과

제로 제시하고 있다(김수현, 2018).

생애말기에 놓인 암 환자의 가족의 요구를 살피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시기의 환자

는 임종을 통해 돌봄의 시간이 종료되지만, 가족은 종료가 아닌 복귀이기 때문이다.

4) 예견된 슬픔(anticipatory grief)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 예상될 때 발생하는 슬픔으로, 상
실의 순간과 그 후에 발생하는 슬픔과는 구별되는 상실 전에 발생하는 모든 슬픔을 의미한
다(Sweeting and Gilhooly,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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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은 환자와 작별한 후 불안정한 감정을 추릴 겨를도 없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한

다. 일상의 회복과 애도가 동시에 시작되는 것이다. 이때 가장 흔히 나타나는 병리적

반응이 우울이다. 특히 가족의 생애말기돌봄 경험은 우울과 짙은 연관성을 가지며 그

중에서도 환자와의 의사소통을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Bachner et al, 2019;

Bachner, Guldin and Nielsen, 2021). 사별 전 환자와의 의사소통 과정은 죽음에 대한

인식변화를 통해 환자는 삶의 마무리를, 가족은 환자와의 이별을 각자의 방식으로 준

비할 수 있게끔 한다.

3. 생애말기 의사소통

가. 의사소통

사람들은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어떠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의사소통을 한

다. ‘나누다’라는 의미의 라틴어 ‘communicare’로부터 유래된 의사소통

(communication)은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이해 가능한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정의된다(Peters, 2008; 차배근, 1988). 즉, 의사소통은 상호 간 공통된 의미를

공유하고 이해하는 과정이며(Wood, 2017) 의사소통을 통해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에

관한 판단과 이해에 도달하며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게 된다. 이러한 의사소통의 목

적과 기능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 조직 등에서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를 기대한다. 그렇다면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의 구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의사소통 과정은 크게 7가지 요소로 구성되며(Wrench, Punyanunt-Carter and

Thweatt, 2020),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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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sender)는 의사소통의 시작을 알리는 사람으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정보

를 결정하고 의도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인코딩하여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이다. 수

신자(receiver)는 메시지를 받는 사람으로, 수신된 메시지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과정에

서는 개인의 다양한 요인이 개입된다. 매체(channel)는 메시지가 전달되는 방법으로,

대면, 비대면, 언어적, 비언어적 방법들이 포함된다. 언어적 방법은 대화에서 언어를

말 또는 글로 행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언어적 의사소통은 비언어적 의사소통보다 그

의미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럼에도 언어의 해석은 사람마다 다

를 수 있으며 적절한 언어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수반되어야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도달할 수 있다. 비언어적 방법은 언어 이외의 다른 수단 즉, 눈 마주치기, 몸짓 언어

등으로 정의된다. 발신자는 자신의 메시지 의도를 전달하는 데 있어 적절한 채널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메시지(message)는 개인이

의미를 부여한 내용‧정보에 해당한다. 피드백(feedback)은 수신자의 응답 또는 반응으

로 의사소통의 효과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피드백을 바탕으

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의사소통에 사용된 단어나 방법을 수정할 수 있다. 간

섭(noise)은 잡음이라고도 하며, 메시지의 의도나 의미를 방해하거나 왜곡시키는 물리

적 소음, 심리적 소음, 의미론적 소음, 생리적 소음 모든 것을 포함한다. 환경

(environment)은 의사소통이 발생하는 맥락(context), 그리고 물리적, 심리적 환경 모

요소 내용

발신자(sender) 의사소통을 결정하고 메시지의 의도를 결정하는 사람

수신자(receiver) 메시지를 해독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매체(channel)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

메시지(message) 개인이 의미를 부여하는 정보

피드백(feedback) 메시지에 대한 응답

간섭(noise) 메시지를 방해하거나 왜곡시키는 모든 것

환경(environment) 의사소통의 맥락, 개인의 배경 또는 경험, 물리적 환경

표 1. 의사소통의 구성요소(Wrench, Punyanunt-Carter and Thweatt,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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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를 포함하며 환경의 영향이 의사소통의 분위기를 결정하게 된다.

나. 생애말기 의사소통

가족은 특정한 상황 속에서 의미 있는 순간들을 만들어내기 위해 의사소통에 힘쓰

는 노력을 하는데 그러한 시기 중 하나가 생애말기이다(Keeley, Generous and

Baldwin, 2014). 생애말기 의사소통은 환자와 가족 간의 중요한 상호작용 행위로 보고

된다(Generous and Keeley, 2014).

생애말기 의사소통에 대해 학자들은 다양하게 정의한다. Keeley(2004; 2016)는 남게

되는 가족 구성원과 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 커뮤니케이션의

한 형태로, 말기 진단에서 임종 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언어적 및 비언어적 의사소통

에 해당한다고 정의하였다. Generous와 Keeley(2021)는 가까운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

는 관계 커뮤니케이션의 한 형태로 정의했다. McQuellon과 Cowan(2000)은 환자와 그

가족이 관계적 의미를 찾고 죽음에 대한 의미와 이해를 함께 만들어가는 기회를 제공

하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Bachner 등(2008)은 생애말기 의사소통의 진정한 의미를

고려하여 이를 ‘질병과 임박한 죽음에 대한 공개적이고 직접적인 대화와 질병 및 죽

음과 관련된 두려움과 감정의 표현’으로 정의하였다. De Souza 등(2020)은 생애말기

의사소통에 대해 생애말기 돌봄과 관련한 장소, 치료, 의식 등의 의사결정을 위한 가

족 내 대화라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죽음이라는 특정한 상황을 앞두고 이루어지는 생

애말기 의사소통은 건강한 마무리를 위한 준비와 대처를 지원한다(Goldsmith and

Ragan, 2017). 따라서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가족의 관계를 연결하여 발전시키고

환자의 존엄성을 강화하여 삶의 의미와 가치를 생성함으로써 생애말기 의사소통의 기

능을 실현한다면 생애말기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다(Guo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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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말기 암 환자와 그 가족은 삶과 죽음의 단계적인 전환 시기를 놓쳐 생의 마지

막 시간을 적절히 경험하지 못한 채 임종을 맞이하게 된다(Bern-Klug, Gessert and

Forbes, 2001). 이렇게 임종을 준비하는 시간이 결여되는 경우 환자는 물론, 남은 가

족들은 후회와 슬픔을 간직한 채로 살아가게 된다. Otani 등(2017)의 연구에서는 사별

후 가족이 겪는 슬픔이 사별 전 환자와 의미 있는 대화를 주고 받았는 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연구에서도 일관된 결과로 나타났다.

Abbey(2008)는 생애말기 의사소통과 환자의 불안, 우울증의 관계의 유의성뿐만 아

니라 가족 구성원의 심리적 고통의 연관성도 함께 제시하였다. 이것은 임종과정과 사

후 발생하는 가족의 심리적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환자와 가족 간의 의사소통을 중

요한 돌봄 요소로 고려하는 것이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가족뿐만 아니라 환

자의 돌봄 과정에도 생애말기 의사소통은 중요하게 고려하고 충족되어야 할 요소이

자, 좋은 죽음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로 보고된다(Miyashita et al, 2007; Miyashita

et al, 2008).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보았을 때 생애말기 의사소통은 환자와 남겨질

가족의 삶과 중요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문헌 정의
Keeley(2004;

2016)

말기 진단에서 임종 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언어적 및 비언어적

의사소통
Generous and

Keeley(2021)

가까운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관계 커뮤니케이션의 한 형태

McQuellon and

Cowan(2000)

환자와 그 가족이 관계적 의미를 찾고 죽음에 대한 의미와 이해

를 함께 만들어가는 기회를 제공하는 과정
Bachner et

al(2008)

질병과 임박한 죽음에 대한 공개적이고 직접적인 대화와 질병

및 죽음과 관련된 두려움과 감정의 표현

De Souza et

al(2020)

생애말기돌봄과 관련한 장소, 치료, 의식 등의 의사결정을 위한

가족 내 대화

표 2. 생애말기 의사소통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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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ley(2007)의 연구에서는 환자와 가족 간 생애말기 의사소통의 주요 메시지를 크

게 5가지 주제인 사랑, 정체성, 영적‧종교적, 일상, 갈등관계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사별 이후 남은 가족에게 각각의 메시지가 지닌 가치와 기능에 대해 사랑의 메시지는

관계의 결속을 강화하고 관계를 완성하는 것으로, 정체성의 메시지는 자존감을 강화

하고 자아 발견을 돕는 것으로, 영적‧종교적 메시지는 신념을 공유하고 위안을 주는

것으로, 일상적 메시지는 일상 공유를 통해 자신이 속한 관계를 마지막까지 유지하는

것으로, 갈등관계의 메시지는 분노를 표출하고 수용함으로써 관계를 치유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생애말기 의사소통의 진정한 의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방적인 의사소통

이 뒤따라야 한다(Northouse PG and Northouse LL, 1987; Porter et al, 2005). 생애

말기 환자와 가족이 질병에 대한 감정과 생각을 서로에게 솔직하게 표현하는 용기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삶의 마지막 시기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돌봄에 대한 선

호를 서로가 공유함으로써 질병에 대처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Gotcher,

1993; Qaseem et al, 2008; Institute of medicine, 2015; Lewis et al, 2008). 또한, 언어

적, 비언어적 형태를 모두 활용하여 서로에게 감정을 표현하여 정서적인 감정을 공유

할 수 있다. 이러한 감정의 공유는 관계의 강화로 이어진다(Nakazato et al, 2018).

Lewis 등(2008)의 연구에 따르면 암 환자와 보호자인 가족 간의 의사소통은 가족이라

는 하나의 작은 사회집단이 건강과 관련하여 맞닥뜨린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게끔 하

며 가족을 단단하게 만드는 중요한 활동으로 여겨진다. 질병으로 마주하게 된 상황에

대한 불안과 걱정을 서로에게 이야기하고 듣는 과정은 서로를 정서적으로 지지하고

이해하게 되며 가족 내 관계를 개선하여 상호적 연대감을 형성하게 해준다. 무엇보다

도 비형식적이고 비공식적인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의사소통은 눈앞에 마주

한 의학적 상황을 보다 통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며 숙고한 의사결정으

로 이어질 수 있게 해준다.

하지만 분명 중요하고 의미 있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실천하는 현실에서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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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존재한다. 생애말기에 놓인 환자와 가족은 솔직하고 직접적인 대화에 있어 상당한

장벽과 어려움을 직면한다(Bachner and Carmel, 2009; Bachner, Yosef-Sela and

Carmel, 2014). 무엇보다도 환자의 질병이 진행되면 될수록 개방적인 대화는 점점 더

어려워진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족은 쇠약해진 환자의 심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

의 감정, 걱정이나 요구 등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한다(Bachner, Yosef-Sela and

Carmel, 2014; Zhang and Siminoff, 2003; 장원경, 안경진, 2021). 더불어 환자 또한 자

신의 솔직한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 가족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여긴다(Edward

and Foster, 1999). 위기의 상황을 직면한 가족은 더 나아가 환자가 치료를 위한 최상

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환자를 격려하고 낙관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Peters-Golden, 1982). 그러다 보면 가족은 줄어가는 시간 속에 환자와 어떠

한 대화를 하고 중요한 대화는 어떻게 말해야 하며 대화를 통한 결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 지, 계속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곧 중요한 문제마저도 논의를 하지 못하는 결과

로 이어지기도 한다(Guo et al, 2018). 그럼에도 가족은 여전히 환자를 떠나보내기 전

대화를 중요시하며 이를 실천하고자 노력한다(Nakazato et al, 2018; Exline et al,

2012).

의료환경 내 생애말기돌봄에서는 의료전문가의 역량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미

국 간호대학협회(AACN, American Association of Colleges of Nursing)와 City of

Hope medical center의 생애말기돌봄 의료 인력 교육프로그램인 End-of-life nursing

education consortium(ELNEC)에서는 생애말기돌봄의 치료단위는 가족이 되어야 하며

생애말기의료를 계획하는 것에 있어 환자, 가족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은 하나의 중요

한 역량으로 강조되고 있다. 생애말기돌봄을 제공하는 의료전문가는 생애말기 환자와

가족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의사소통해야 한다. 의료전문가는 진실한 태도로 환자 및

가족과의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충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환자, 가족

의 가치와 요구를 확인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적극적인 경청을 통해 돌봄 계획을

수립해나가야 한다. 또, 질병은 가족관계를 강화하기도 하지만 약화하기도 하며, 그

과정에서 환자와 가족은 분노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기 때문에 의료전문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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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리고 환자와 가족이 적

절한 시기에 서로의 생각을 말하고 공유할 기회를 만들어줌으로써 생애말기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

생애말기돌봄은 COVID-19 유행상황이 발생함으로써 새롭게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

다. 감염병 유행상황에서 방역 조치인 의료기관의 면회 제한은 기존의 대면 상호작용

을 어렵게 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생애말기 의사소통 경험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면회 제한은 환자와 가족 간의 의사소통에 대한 욕구를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환자의

고립과 가족의 불안감, 슬픔, 죄책감이 가중되면서 생애 말 적절한 준비와 대처를 지

연시키는 문제를 발생시켰다(Wallace et al, 2020; Kim et al, 2021; Chochinov, Bolton

and Sareen, 2020). COVID-19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환자와 가족이 생애말기 준비와

관련하여 함께 소통하고 의미 있는 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족 중심의 생애말

기 돌봄 계획을 중요한 접근 전략으로 본다(Hart et al, 2020). COVID-19이 가져온

의사소통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환경에서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의

사소통 전략과 방법이 필요로 된다.

생애말기 의사소통에 관한 대다수의 연구는 환자(또는 가족)와 의료제공자 간의 연

구 위주로 이루어졌다. 그러다보니 환자와 가족 간의 생애말기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는 제한적이며 국내의 경우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환자와 가족 사이

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생애말기 의사소통을 살펴보기 위해 사별 가족을 통한 회고적

조사를 통해 환자와 가족 간의 생애말기 의사소통을 간접적으로 경험해봄으로써 생애

말기 의사소통의 특징을 탐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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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환자와 가족 간의 생애말기 의사소통에 관한 명시적 이해를 돕고자 경험

의 특징과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질적 기술 연구(Qualitative descriptive study)이다.

자료는 가족원이 말기 암으로 사별한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내용분석방법(Content analysis)으로 분석하였다.

1. 연구 설계: 질적 기술 연구

흔히 개인의 경험은 주관적인 것으로, 객관적인 수치의 양적 데이터보다 유용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변화와 발전에 있어 인간의 경험은 무엇보다 중요

시 되고 있으며 그러한 관점에서 질적 연구는 양적 연구만으로 포섭하지 못하는 영역

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연구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인간이 속해있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경험을 탐구하는 것은 특정한 현상에 대한 이해에 있어 중요한 과정으로

꼽는다. 즉, 특정한 현상에 대해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는 현상을 경험한 주체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질적 연구는 특정 현상을 경험

한 사람의 관점을 빌려 그 현상에 대한 이해에 도달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목

표를 공유한다.

질적 연구의 다양한 방법 중에서도 질적 기술 연구는 현상에 대한 직접적인 기술이

필요할 때 활용되는 방법으로, 특정 현상을 탐구할 때 현상학 연구(Phenomenological

study) 또는 근거 이론(Grounded theory)보다는 해석적 측면이 낮으며 직선적인 답을

통해 현상에 대한 종합적인 요약을 제공한다(Sandelowski, 2000). 따라서 특정한 현상

에 대해 사람들의 상호주관적 동의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정확성을 추구하기에 현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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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기인하는 의미를 명확히 기술한다는 특징이 있다(Sandelowski, 2000; Maxwell,

1992; Sullivan-Bolyai, Bova and Harper, 2005). 이러한 특징은 특정 현상의 형태를

분명히 표현한다는 점에서 고도의 추상적인 해석을 요구하지 않으며 보건의료영역에

서의 돌봄과 같은 현상을 탐구하는 연구에 적합한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다(Kim,

Sefcik and Bradway, 2016; Bradshaw, Atkinson and Doody, 2017; Neergaard et al,

2009).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질적 기술 연구로서의 적합성을 설명한다.

첫째, 암 환자와 가족 간의 생애말기 의사소통이라는 특정 현상에 집중한다.

둘째, 암 환자와 가족 간의 생애말기 의사소통을 경험한 사별 가족의 관점에서 접

근하며 이를 통해 생애말기 의사소통 경험의 구조와 특징을 식별하는 연구목표를

지닌다.

셋째, 암 환자와 가족 간의 생애말기의사소통에 대해 포괄적인 요약을 제공한다. 이

는 생애말기돌봄과 관련한 보건의료영역의 개선과 발전 전략 수립에 있어 현상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는 기초자료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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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절차

가.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말기부터 임종기까지 환자와의 의사소통 경험을 보유한 가족으

로, 암 질환으로 가족 일원을 떠나보낸 사별 가족을 대상으로 하였다. 가족뿐만 아니

라 환자를 대상자로 고려할 수도 있으나 임종이 임박한 환자의 경우 윤리적인 문제를

비롯하여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그리고 환경적 특성상 민감하게 수집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그다음으로 가장 경험에 가까이 있는 대상자인 환자의 가

족을 적합한 대상자로 판단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대상자 기준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구분 내용

포함 기준

(Inclusion criteria)

1) 만 19세 이상의 성인

2) 암 환자의 가족

3) 의료기관에서 임종한 환자의 가족

4) 사별기간이 5년 이내인 가족

제외 기준

(Exclusion criteria)
암 이외의 다른 원인으로 사망한 암 환자

표 3. 연구참여자 기준

인터뷰 참여기준 중 ‘4) 사별기간이 5년 이내인 가족’ 조건은 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이러한 조건은 호스피스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기준을 ‘5년 이내’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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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 대상 모집

연구에 부합하는 적정한 대상자를 확보하기 위해 질적 기술 연구에 적합한 목적적

표집 방법(purposive sampling)을 이용하여 모집하였다(Neergaard et al, 2009). 목적

적 표집 방법은 연구자가 탐구하고자 하는 현상과 관련하여 적합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상과 관련한 경험이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모집하는 방법이다(Palinkas et

al, 2015). 모집과정에서 연구자는 연구대상자에게 전자메일 또는 음성통화를 통해 연

구의 목적과 내용에 관한 설명을 제공하였으며 이후 참여 여부에 대해 자유롭게 결정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상자 모집은 포화(saturation) 도달 여부에 따라 모집을 종료

하였으며 총 모집인원은 10명이다.

다. 자료 수집

1) 심층 면담 준비

본 연구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적합한 자료 수집을 위해 생애말기 의사소통에서

의 대화 주체인 환자와 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이와 관련한 이론, 학술자료 등의

문헌을 고찰하고 생애말기 의사소통과 관련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았다. 이후 연구자

는 연구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어떻게 인터뷰를 이끌

것인가에 고심하였다. 특히, 질문에 대한 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질문의 순서

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주고받는 형식을 기대하

였다. 따라서 인터뷰가 연구 목적의 흐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상황에 따른 선택

적 활용이라는 유동성을 갖춘 반구조화 질문을 최소한의 수준에서 마련하였으며 연구

참여자의 주관적 경험, 생각 등의 의견이 자유롭고 풍부하게 오갈 수 있도록 개방형

질문을 채택하였다. 또한, 참여자의 답변 내용에 따라 계획한 질문 이외의 추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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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 심층면담 수행 전 반구조화된 질문에 대한 타당성을 검

증하고자 일차적으로 학위 심사 교수 1인과 인터뷰 경험이 있는 보건학 박사학위 소

지자 1인으로부터 검토를 거쳤으며 이후 인터뷰의 진행 흐름에 대해 연구자가 유연하

게 인지하기 위한 훈련의 일환으로 사별 가족 2인에게 예비조사(pilot study)를 실시

하였다. 예비조사 참여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예비조사 참여자1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원 이상의 교육 수준을 지닌 50대 여자이며, 폐암 말기 진단을 받고 상급종

합병원에서 임종한 아버지와의 생애말기 의사소통 경험이 있었다. 예비조사 참여자2

는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원 이상의 교육 수준을 지닌 30대 여자이며, 난소암 말

기 진단을 받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임종한 어머니와의 생애말기 의사소통 경험이 있었

다.

2) 심층 면담 수행

본 연구의 자료는 연구참여자 모집경로에 따라 자원한 암 환자 가족구성원 10인을

대상으로 2021년 8월부터 9월까지 심층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심층 면담은

연구참여자 1인당 1회, 일대일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COVID-19 유행상황을 고려하

여 연구참여자가 선호하는 방법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연구참여자 8인

은 대면으로, 나머지 2인은 비대면으로 진행하였다. 대면의 경우 연구자 본인이 직접

참여자 개개인과 시간을 조율하여 스터디카페 내 독립된 공간인 스터디룸에서, 비대

면의 경우 화상프로그램(zoom)을 이용하여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은 짧게는 90분,

길게는 120분 정도 이루어졌다.

면담 진행에 앞서 이전에 설명했던 연구에 대한 전반적 정보를 한 차례 더 제공하

였으며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가진 후 본격적인 면담을 시작하였다. 심층 면

담은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한 반구조화된 질문을 이용하였다. 도입 단계에서는 연구

자 본인의 소개와 연구참여자의 소개, 그리고 환자에 대한 소개를 통해 서로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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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주고받았다. 이러한 진행은 연구자와 연구참여자가 서로의 경계를 허물고 신뢰 관

계를 형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후 환자와의 생애말기 여정에 관한 기억을 끌어내는

데 용이했다. 면담의 주요 질문과 보조 질문은 다음과 같다.

<주요 질문>

∙ 말기 진단 당시 환자분과 어떤 얘기를 나누셨는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 질병의 진행 과정에서 환자분과 어떤 대화를 나누셨는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

까요?

∙ 임종에 가까워졌을 때는 어떤 대화를 나누셨는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조 질문>

∙ 환자와의 의사소통이 어떠셨어요?

∙ 환자와의 대화를 떠올렸을 때 어떤 게 기억나세요?

연구참여자의 답변 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추가 질문들을 이어나갔으며 보조 질문

을 통해 환자와 가족 간의 ‘대화’에 회상이 집중될 수 있도록 도왔다. 마무리 단계에

서는 추가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면담 시, 연구자는 연구참여자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

력하였으며 최대한 질문을 줄이고 연구참여자 스스로 많은 이야기를 꺼낼 수 있도록

독려하였다. 면담 도중 감정적으로 말을 이어나가기 힘든 상황이 오는 경우 이야기를

재개할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주고 기다렸다. 인터뷰가 마무리된 후에는 사담을 통

해 슬픈 감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왔으며 위로를 전했다.

심층 면담의 전 과정은 연구참여자의 동의하에 음성 녹음하였으며 이후 그대로 녹

취록을 작성하였으며 면담 진행 과정에서 연구참여자의 표정, 어조 등의 비언어적인

요소도 함께 관찰하여 현장 노트(field note)에 기록하였다. 녹취 내용을 그대로 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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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하여 자료 분석을 위한 자료를 마련하였다.

라. 자료 분석

본 연구는 질적 기술 연구의 개방적이고 유연한 특성에 따라 자료의 수집과 분석의

시점이 분리하지 않고 상호보완적으로 진행하였다(Patterson and Morin, 2012). 심층

면담을 시작한 2021년 8월부터 9월까지 자료 수집과 분석을 교차 반복 형태로 수행하

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활용하였다. 내용 분석은

질적 기술 연구에서의 자료 분석 시 주된 방법의 하나로 텍스트 자료 분석 시 적합하

다(Cole, 1988). 특정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메시지의 내용을 특징에 따라 분류하여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을 주제 또는 범주로 이끌어내는 체계적인 방법에 해당한다(Elo

and Kyngäs, 2008). 가장 먼저 자료에 익숙해지고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와

통찰력을 얻기 위하여 녹취록을 읽기를 수차례 반복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연구참여

자의 의미 있는 진술들을 식별하였다. 식별된 진술을 연구목표와 문제를 중심으로 관

련성을 녹취록 원본과 함께 재확인하였으며 의미 단위를 축약해나갔다. 축약된 의미

단위를 가지고 비교하고 평가하여 ‘어떻게’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분류하여 동사, 부사

등이 포함된 서술적 형태의 하위 주제와 주제를 도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녹취록 원본을 다시 참조하여 중립적 관점을 유지하였으며 참여자가 의도한 원래의

의미와 맥락에 더 가까울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Burnard, 1991). 반복적인 성찰 과정

을 통해 최종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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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엄밀성

질적 연구는 주관성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연구의 신뢰성와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구 설계와 방법을 엄격하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Cypress,

2017). 따라서 본 연구의 엄밀성(rigor) 전략에 있어 Lincoln과 Guba(1985)가 제시한

질적 연구의 신뢰성(trustworthiness)을 위한 4가지 준거; 신빙성(credibility), 이전가

능성(transferability), 의존가능성(dependability), 확증 가능성(confirmability)을 지키며

연구를 수행하였다.

신빙성은 내적 타당도에 해당하며 연구가 얼마나 진실하고 정확한지 보여주기 위함

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해석이 연구참여자의 관점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참여자 확인방법(member-checking)’을 활용하여 연구참여자 2인으로부터

확인하고 피드백을 받았다. 또한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보건학 박사과정 1인과 보건

학 박사학위 소지자 1인과 질적 연구 전문가 1인으로부터 ‘동료 검토(peer debriefing)’

를 거쳐 연구자의 해석과 편견에 대한 검토와 조언을 받아 수정 보완하였다. 추가적

인 내용은 ‘4. 윤리적 고려’와 ‘5. 연구자의 준비’에 자세히 기술하였다.

이전가능성은 일종의 외적 타당도를 보여주기 위함으로, 다른 맥락에 적용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참여자 모집 시, 유의적 표집 방법을 활용

하였으며 자료 수집 시 포화를 확인하였으며 이전가능성 판단을 위해 연구와 관련한

충분한 설명(thick descriptions)을 기술하였다.

의존가능성은 연구결과의 신뢰도를 보여주기 위함으로, 연구자는 연구과정을 기록

하여 남기고(decision trail), 연구 종료 시점 해당 분야의 주제 또는 방법론에 친숙한

학위심사교수 3인으로부터 연구에 관한 전반적 검토(audit trail)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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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증가능성은 연구자의 중립성(neutrality)을 보여주기 위함으로, 연구자의 왜곡된

시각을 배제하기 위하여 면담 시, 현장노트를 기록하고 종료 후 연구자 성찰 시간을

전 과정에서 반복하였다.

4. 윤리적 고려

본 연구자는 연구 수행에 앞서 2021년 7월 연구 윤리 교육을 수료했으며, 그리고

사별 가족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 소재 Y대학 산하 의료기

관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로부터 심의 및 승인을 받

았다(IRB No: 4-2021-0582). 연구자는 승인된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바탕으로 연구참여

자에게 대상자 설명문을 제공하였으며 연구 목적, 연구 방법, 기대할 수 있는 이익과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참여와 관련해서는 언제든 철회가 가능함을 알렸다. 또

한, 면담을 통해 수집된 내용은 연구 목적에 한해 사용된다는 점과 연구 종료 후 관

련 자료는 3년간 보관되며 이후 즉각 폐기됨을 안내하였다. 모든 설명이 끝나고 본격

적인 면담의 시작에 앞서 연구참여자가 궁금한 내용에 대해 질의 받고 응답한 후 참

여자의 서명을 통해 자발적인 동의를 획득하였다. 면담이 종료된 후, 연구자는 참여자

에게 수집된 내용은 개인 식별이 가능하지 않은 형태로 가공되어 활용된다는 점을 재

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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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자의 준비

본 연구는 사별 가족의 관점에서 본 생애말기 환자와 가족 간의 의사소통에 관한

경험에 주목한다. 질적 연구의 주요 도구에 해당하는 연구자 개인은 도구로서의 기능

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 소양을 갖추어왔다. 연구자는 간호학

학사학위 소지자로 돌봄과 관련한 이론 지식 습득을 포함하여 의료기관에서의 5년 경

력을 통해 중환자실에서의 임종, 연명의료결정등 생애말기돌봄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다. 연구자는 임상에서의 환자 또는 보호자(가족)와의 대화

경험 등을 통해 생의 마지막에 놓인 그들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경험해왔다. 보건학

석사학위과정 중에는 임상의학의 법률적 문제, 임상의료윤리, 죽음학, 생명의료윤리세

미나, 의료윤리사례분석, 현대의료윤리 등의 강의를 통해 이론적인 훈련과 학습을 쌓

아왔으며 생애말기돌봄과 관련한 2개의 정책연구에 참여 완료하고 현재 제도 관련 정

책연구 1개와 환자와 가족의 생애말기돌봄 관련 교내연구 1개에 참여 중이다. 질적연

구자로서의 수행 역량을 갖추기 위해 석사학위과정 내 연구방법론 강의를 이수하였으

며, 추가로 외부에서 개최하는 질적연구방법론 워크샵에 4회 참가하였다. 또, 질적연

구방법론을 적용한 정책과제 참여를 통해 심층면담을 통한 자료 수집과 분석 경험을

쌓았다.

이러한 역량 강화 활동을 통해 생애말기 환자와 가족 간의 상호작용이 학문적으로

연구할 가치가 있고 경험을 통한 현상의 이해가 생애말기의료의 질 향상에 있어 실질

적인 접근을 도울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주제로 질적 연구를 설계하였다. 단, 시작

하는 연구자로 인터뷰 기술 또는 숙련도에 관한 한계를 인정하고 이를 최대한 보완하

기 위해 매 인터뷰 즉시 전사하고 미흡한 부분들을 확인하여 수차례 질적 연구 경험

이 있는 보건학 박사학위 소지자 1인으로부터 피드백을 얻고 스스로 재정립하는 시간

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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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본 장에서는 사별 가족 10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면담의 결과를 다룬다.

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참여자의 성별은 남자 2인(20%), 여자 8인(80%)이었으며 연령은 30세에서 80세

사이로 중위수는 54.5세이다. 환자와의 관계는 배우자 4인, 자녀 4인, 형제 관계 2인이

었으며 주 보호자는 6인(60%)이었으며 나머지 4인(40%)은 주 보호자 해당하지 않았

다. 이용 의료기관의 유형은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6인(60%), 종합병원이 4인(40%)이

었다. 7인(70%)의 경우 가까운 이의 임종 경험이 있었으며 나머지 3인(30%)은 임종

경험이 없었다. 사별 연도는 COVID-19 유행기점인 2020년도를 기준으로 이후, 이전

각각 5인(50%)에 해당했다.

연구참여자 10인에 관한 특성은 다음의 ‘표 4.’, ‘표 5.’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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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성별

남자 2(20)

여자 8(80)

연령

30대 2(20)

40대 2(20)

50대 2(20)

60대 3(30)

70대 1(10)

환자와의 관계

배우자 4(40)

자녀 4(40)

형제 2(20)

주보호자 여부

예 6(60)

아니오 4(40)

의료기관 유형

종합병원 4(40)

호스피스 전문기관 6(60)

임종에 관한 이전 경험

예 7(70)

아니오 3(30)

사별 연도

2020년도 이후 5(50)

2020년도 이전 5(50)

표 4. 참여자 일반 특성 분포 (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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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연구참여자 정보 환자 정보

성별/나이
교육

수준

환자와의

관계
지역 종교

주보호자

여부
성별/나이

교육

수준
종교

의료기관

유형

사별연도

(년)

#1 여/30대
대학원
이상

딸 인천 개신교 N 남/60대 중졸 무교 종합병원 2020

#2 여/70대 고졸 배우자 서울 개신교 Y 남/80대
대학원
이상

개신교 종합병원 2019

#3 남/40대 대졸 아들 경기 개신교 N 남/70대 고졸 개신교 호스피스 2018

#4 여/50대 고졸 딸 대구 불교 Y 여/80대 초졸 불교 호스피스 2020

#5 여/60대 대졸 배우자 서울 개신교 Y 남/70대 대졸 개신교 호스피스 2017

#6 남/40대
대학원
이상

남동생 서울 무교 N 여/40대 대졸 개신교 호스피스 2020

#7 여/70대 대졸 배우자 서울 개신교 Y 남/80대
대학원
이상

개신교 종합병원 2016

#8 여/30대 대졸 누나 서울 천주교 N 남/30대 대졸 천주교 종합병원 2016

#9 여/60대 대졸 딸 대구 개신교 Y 여/90대 초졸 개신교 호스피스 2020

#10 여/50대 고졸 배우자 경북 불교 Y 남/50대 고졸 불교 호스피스 2020

표 5. 연구참여자 및 환자에 관한 일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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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층 면담 분석 결과

연구참여자들로부터 수집한 광범위한 자료 속에서 공통적인 의미가 있는 내용을 통

해 다음의 ‘표 6.’과 같이 서술적 형태의 3가지 주제를 도출하였다. 자료 분석을 통해

확인한 구성된 의미는 35개이며 이들로부터 공통된 의미를 묶어 12개의 하위 주제를

도출하였으며, 하위 주제로부터 최종적으로 3가지 주제인 ‘주제 1. 환자는 자신의 이

야기를 함, 주제 2. 환자와 가족은 서로를 위한 이야기를 함, 주제 3. 가족은 당시의

생애말기 의사소통을 되돌아봄’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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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 의미 (Formulated meanings) 하위 주제 (Sub-themes) 주제 (Themes)

환자는 자신의 상황을 부정한다.
환자는 자신의 상황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표현함

환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함

환자는 가족에게 상황 변화에 따른 어려움과 불편함을 표현한다.

환자는 가족에게 변해가는 모습에 대한 무서움과 속상함을 표현한다.

환자는 가족에게 평소 좋아했던 것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환자는 아프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함

환자는 가족에게 평소 먹었던 음식에 대해 이야기한다.

환자와 가족은 평소와 같이 일상적인 이야기를 한다.

환자는 가족에게 하고 싶었던 것,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환자는 가족에게 자신의 이전 삶에 관해 이야기한다.
환자는 자신의 이전 삶을 되돌아봄

환자는 가족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갈등 관계나 사건을 확인하고 풀어간다.

환자와 가족은 서로에게 갖는 긍정적 감정을 표현한다. 환자와 가족은 서로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전달함 환자와 가족은 서로를

위한 이야기를 함

환자와 가족은 서로에게 갖는 부정적 감정을 표현한다.

환자는 가족에게 바라는 점을 이야기한다. 환자와 가족은 서로에게 작별 인사를

고함가족은 환자에게 마지막 인사를 한다.

표 6. 생애말기 암환자와의 의사소통에 관한 사별 가족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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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 의미 (Formulated meanings) 하위 주제 (Sub-themes) 주제 (Themes)

환자와 가족은 서로를 안심시키고자 한다.
환자와 가족은 서로를 위로하고 안심시킴

영적 기대를 통해 위안 받고자 한다.

환자는 가족에게 신체적 불편함을 이야기한다.
환자와 가족은 신체와 치료에 관한

생각을 공유함
환자와 가족은 서로에게 치료에 관한 생각을 이야기한다.

가족은 환자에게 진실을 이야기한다.

환자와 가족의 평소 유대관계가 대화에 영향을 끼친다. 환자와 가족은 자신들의 의사소통 문화에

따라 대화함환자와 가족 개인의 경험과 성격이 대화에 반영된다.

가족은 주로 환자의 이야기를 들어준다.
가족은 투병 당시 대화에 참여하는

자신에 대해 이야기함
가족은 당시의

생애말기 의사소통을

되돌아봄

가족은 환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먼저 이야기를 끌어준다.

가족은 투병 당시 환자의 죽어감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을 이야기한다.

가족은 투병 당시의 대화를 의미 있게 기억한다.

가족은 사별 후 자신의 이야기를 함
가족은 환자와 용서 화해의 과정을 가지지 못한 것을 아쉬워한다.

가족은 환자의 입장에서 다시 그때를 돌아본다.

가족은 환자와 작별인사를 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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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 의미 (Formulated meanings) 하위 주제 (Sub-themes) 주제 (Themes)

가족은 환자에게 소극적으로 사랑에 대해 표현한 것을 후회한다.

가족은 환자에게 진실을 알려주지 않았던 것에 대해 미안해한다.

가족은 감염병 유행상황으로 인해 환자와의 비언어적 소통이 어려웠다.

가족은 환자와 이야기를 주고받기 어려운

환경에 대해 이야기하며 아쉬워 함
환자와 가족은 주변에서 발생한 임종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가족은 당시의 환경에 대해 환자의 임종만을 기다리는 환경으로 이야기한다.

가족은 제한된 의료 및 돌봄 지원 서비스로 인해 무력감을 느낀다. 가족은 생애말기에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함으로써 환자와의 대화에

어려움을 겪음

가족은 불충분한 정보제공으로 생애말기 대화에 어려움을 겪는다.

가족은 의료진의 불친절한 태도로 인해 위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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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1. 환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함

첫 번째 주제인 ‘환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함’은 환자가 대화의 주체로, 생애말기 의

사소통 안에서 환자가 가족에게 하는 이야기의 특징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를 구

성하는 하위 주제에는 ‘1) 환자는 자신의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함, 2) 환

자는 아프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표현함, 3) 환자는 자신의 이전 삶을 되돌아봄’이 있

다.

1) 환자는 자신의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함

생애말기 환자는 질병으로 일상이 전환됨에 따라 자아상의 변화를 표면적으로 경험

하고 있었다. 진단 초기, 환자는 자신의 말기 암 진단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고

부정했다. 환자는 가족에게 부정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기도 했으며 질병에 대한 언급

을 피하는 등 회피적인 태도를 통해 표현하기도 했다.

“이제 담담하면서도 받아들이기 힘든 순간들이 오면 이제 많이 ‘내가 왜 이런병이

왔지? 이제 내가 왜 아파야 되지?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난 너무 힘들

게 자랐는데..’ 그랬죠.” (연구참여자 #10)

“호스피스 입원할 때도 이제 췌장암인거 알고 계시냐고 그러면 안다고 그러고 괜

찮으시죠라고 물으면 ‘뭐 괜찮다.’ 그러고 그 뒤로는 본인 병에 대해서 일체 한번

도 언급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때까지도 이렇게 내 스스로가 내가 췌장암 환자라

는 걸 인정하기 싫으셨던 것 같아요. 그 단어조차도 안 꺼내시더라고요.” (연구참

여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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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가족에게 질병이 진행됨에 따라 자신의 일상이 변화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느끼는 어려움과 불편함을 표현하였다.

“우리 엄마는 정말 평상시에도 되게 깔끔하시고 남한테 피해 주는 거 싫어하시고.

늘 깨끗하게 잘 씻으시고. 냄새 날까 싶어서 향수 뿌리고 밖에 나가시고 막 그런

분이셨는데. 이제 병원 가니까. 어떻게 자기 본인 손으로 어떻게 못하잖아요. 기저

귀를 차고 대소변을 받고 이러니까. … 나 집에 가고 싶다’고 호스피스 병원에 입

원하시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는 나 집에 가야되겠다고. 나 집에 가고 싶다고.

(울컥).” (연구참여자 #4)

“그때 나중에 한 이제 많이 안좋아질 즈음에.. 얘가 뭐 장폐색같은게 와서... 배가

엄청 이제 부풀었었는데.. 호흡이 힘들정도로?.... 그때도 이제 막 먹고는 싶어했는

데.. 이 팽만감 때문에 먹지 못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 했었고.” (연

구참여자 #8)

그리고 변해가는 자신의 신체적 자아상에 대한 무서움과 속상함을 표현하였다. 환

자는 자신이 변해가는 모습에 대한 감정을 내비치면서도 가족에게 부담이 될 것을 염

려하여 소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비록 소극적인 표현이었지만 가족은 이를 충분

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며 기억하고 있었다. 또한, 환자는 가족이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감정을 더 크게 드러냈으며 가족은 의료인으로부터 환자의 상황에 대한 정서적 상태

를 전달받기도 했다.

“마지막에 가서는 그냥 자기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쭉 흘리더라고. 전이들이 되고..

뇌로.. 식도암이 뇌로 갔을 때.. 맨 마지막에는 폐로도 가고 막 그랬거든요.” (연구

참여자 #5)

“약 부작용 때문인지 온몸에.. 피부에 약간 오돌토돌한 게 났어요.. 그랬는데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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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보기에도 그게 너무 싫었던 거에요.. 그런데 걔가 이제 평소에도 외모에 신

경도 좀 많이 쓰고.. 근데.. 외모에 신경을 평소에 안썼다고 하더라도 그 모습이 사

실 보기가 안 좋았으니까요.. 같이 있을 때는 그냥 ‘아.. 보기 싫다.’ 그냥 이정도로

말만했었는데요.. … 간호사한테 들었던 건데 밤에 병실에 가보니까 없었대요. 동

생이.. 그랬는데.. 거기 이제 화장실에서 혼자서 울고 있더라는 거에요.. 자기 모습

이 너무 변한 게 너무 싫어서..” (연구참여자 #8)

환자는 투병으로 인한 일상의 변화에 민감하게 인지하고 있었으며 과거 자신이 지

냈던 일상들을 떠올리며 질병으로 달라진 자신의 일상과 처지에 대해 속상함을 표현

했다.

“동생이.. 밖에 나가는 것도 좋아했고 밖에 돌아다니면서 막 카메라 들고 다니고

사진 찍고 기타 메고 다니면서.. 기타치고 다니고 이런 거 좋아했었어요..(울컥)...

그런데 이제.. 봄에 날씨가 너무 좋은데 본인이 이제 병원에만 누워 있으니까.. 날

씨가 좋은 날이면.. 오히려 애가 기분이 더 안좋아지는 거에요... 원래 같으면 이런

날씨에 이제 나가서 놀아야 하는데... 차라리 자기는 비오는 날이 더 좋다고. 날씨

가 좀 .. 날씨가 좋으면은 자기 처지가 초라하다고 느껴져서.” (연구참여자 #8)

2) 환자가 아프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표현함

환자는 아픈 상황에서도 자신의 일상과 연결되고 싶어 했으며, 자신이 좋아하는 것

에 관해 이야기했다. 가족은 소통을 통해 환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었으며 환자의

요구를 돌봄의 하나로 제공하고 있었다.

“마침 트로트가 한창 유행이었을 때 엄마가 트로트를 또 임영웅 너무 좋아하셨거

든요. … 정신도 맑고 하셔서 ‘엄마 트로트 틀어줄까?’ ‘그래 한번 틀어봐라.’ ‘엄마,

무슨 노래?’ ‘누구 누구 노래가 좋아?’ … ‘누구노래, 엄마 무슨 노래 듣고싶어?’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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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트 옛날 사람 배호 노래 틀어봐줘라.’ 그러면 이제 틀어가지고 이렇게 누어계시

는데 이렇게 들고 보여주면 ‘엄마 재미있지?’ 하면 ‘어’ 또 트로트 노래 듣고 또 엄

마는 음악 좋아하셨거든요.” (연구참여자 #4)

“내가 귀에다가 이 사람이 좋아하는 음악을 녹음해서 들려드렸지.… 이 사람이 성

경책에다가 내가 좋아하는 찬송 그걸 쭉 써놨더라고요. 그 노래를 하나씩 녹음해

봤어요. 그래서 그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귀로 듣게 해주고.” (연구참여자 #5)

환자는 투병으로 인해 먹는 것에 대한 제한이 생기자 가족에게 자신이 이전에 먹어

왔던 것, 그리고 먹고 싶은 음식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가족은 환자에게 먹고 싶은

것에 대해 먼저 물어보기도 하고, 이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켜주고자 했다.

“항암하면서도 뭐 사와라 뭐 해와라 집이 가까우니까 계속 음식 만들어서 이거 해

서 갖다줘 먹고싶어 그러더라고요. … 그게 생각난다고 당신이 뭐 만들어준. 옛날

에 만들어준 그게 먹고싶다 그러면 또 정신없이 만들어서.. 들고가면 또 잘먹고..”

(연구참여자 #7)

“이제 확 나빠지기 전까지는 동생이 먹는 거 좋아하고 이제 식욕이 엄청 있었는

데... 이제.. 막 무균실 들어가면은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가려먹어야 되고.. 또

애초에 이제 무균실이 아니더라도 이제 항암치료받고 있고.. 암환자니까... 먹는 것

도 제한되고 하다보니까 그런 항상 ‘이번에 퇴원하면 뭐 먹어야지, 뭐 먹어야지,

항상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고....(울컥)” (연구참여자 #8)

환자는 아픈 상황으로 인해 평소와는 다른 특별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평소처럼

가족에게 매일의 일정이나, 날씨 등의 일상적인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일상과 연결되

고 있었다. 가족 또한 환자가 일상과 연결될 수 있도록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오고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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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에 특별하게 한 그런 얘기라기보다는 그냥 평소에 했던 얘기들을 주로 계속

반복적으로 하셨던 것 같아요. 아프시기 전에도 늘 나눴던 내용이기는 해서 당시

에 특별히 했던 대화라기보다는.. … 그냥 늘 8개월 동안 늘.. 평소 같이.. 되게 일

상적인 대화만 많이 했어요.” (연구참여자 #1)

“병원에 있을 때는 늘 똑같았던 것 같아요. 매일. 엄마하고는 늘 일상적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들어가실 때가 9월달 그리고 2월에 돌아가셨으니까. 가을 겨울 나

고 봄에 돌아가셨어요. 겨울에 엄마한테 대구 눈안오는데 눈왔다고 사진 찍어서

보여주고. 봄되면 밖에 꽃 폈다고 보여주고.” (연구참여자 #4)

환자는 자신이 하고 싶었던 것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으며

자신이 하고 싶은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다. 이때 가족은 환자가 미래를 꿈꾸며

그려나갈 수 있도록 이야기를 들어주고 북돋아 주는 역할을 했다. 가족 역시 환자와

함께인 미래를 같이 그려봄으로써 돈독한 관계를 형성해나갔다.

“그냥 뭔가 하기로 했었는데 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

아요. 시골에 가는거.. 그냥 옛날부터 하려고 계획했던 것들 중에.. 이루고 싶었는

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을 많이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1)

“‘내가 퇴직하자마자 바로 이런 것들을 배우고 했어야 했는데 괜히 50년간 허송세

월을 보내버렸다’고 그러는 거에요.” (연구참여자 #2)

“동생이 그래도 꿈꾸는 것들에 대해 얘기한 거..뭔가 나중에 자기가 병원을 나가면

은 이렇게 이렇게 할거라고 했던 그런 얘기들이 기억에.. 얘기들을 할 때 그래도

본인도 조금 이렇게 힘이 나는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그런 얘기들도 많이 했었어

요. 퇴원을 해서.. 진짜 카페를 열게 되면 어디다 열거고 뭘 할거고.. 약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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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게 얘기를 했어요.” (연구참여자 #8)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미래가 없다는 걸 생각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는 이제 어떤걸 했으면 좋겠는지 그런 얘기들. … 아들이 크면서 뭘 했으면 좋겠

는지.. 애들 운전도 가르쳐주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동안 바빠서 못했던 하고 싶었

던 것들에 대한 얘기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할 수 있게 했어요.” (연구참여자 #10)

3) 환자는 자신의 이전 삶을 되돌아봄

환자는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며 가족에게 이야기해나갔다. 환자는 자신이 살아오면

서 기억에 남는 추억들이나 사건, 인물에 대해 가족에게 이야기하며 자신의 삶을 차

근차근 돌아보았다. 가족은 환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환자의 삶에 더 다가가고 있었

으며 환자에 대해 공감하고 이해하고 있었다.

“아버지 형제분이라던가... 아버지 가족분들.. 어렸을 때 얘기라던가.. 이런 거 좀 많

이 해주시기도 하셨고 가족들 생각이 많이 나셨었던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1)

“제 3개월 정도 남았을 땐가. 그때 인생회고를 시작했어요 … 태어나서부터 지금까

지 살아온 것을. 학교에서 있었던 일. 직업. 또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살면서 언제가 가장 행복 했나 이런 얘기들을 풀어냈어요.” (연구참여자 #5)

“아이들 키울 때 있었던 일들, 그리고 이전에 자기가 좀 속상하고 아팠던 마음이

있었던 그런 겪었던 이야기들.. 그러니까 서로 살아왔던 이야기들을 했어요. 우리

이전에 어디 놀러가서 즐거웠던 얘기 애들 키우면서 있었던 일.. 살아온 얘기들..

아이들 키우면서 재밌었던 얘기들.. 큰애 아팠을 때 그때 이야기들.” (연구참여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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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가족과 인생을 회고하며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갈등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사

건을 확인하고 있었다. 여기서는 환자와 청자인 가족 간의 갈등보다는 환자의 삶에서

갈등 사건이 있었던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갈등 관계에 있었던 인물

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용서와 화해를 이루기보다는 청자인 가족과의 이야기를

통해 내적으로 용서와 화해에 도달 하였다. 가족은 갈등사건을 발견하고 환자의 응어

리진 마음을 푸는 것을 삶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과업 중 하나로 여겼다.

“태어났을 때부터 … 얘기하는데 이제 어머니와의 화해가 필요할 부분이 보이더라

구요. 사실 그게 조금 착각이었어요. … 전쟁통에 있었던 일들에서 자기가 그 서운

했던 거를 꽁하고 있었던 거에요.. … 그동안 자기가 잘못 오해한거야. 어머니라면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정

말 매듭이 딱 풀어졌는데 저는 그 대화가 제 일생일대에 정말 엄청난 대화라고 생

각해요.” (연구참여자 #5)

“형제 중에 하나 또 미워한 사람 하나 있어요. 자기 동생. 그렇게 관계가 안좋았어.

그런데 먼저 돌아가셔버렸어. … 화해도 못하고 가버린거죠. 그래서 내가 그것도

풀어야 되고. ‘미워하는 사람 풀어보세요.’ 그랬지. 그리고 ‘왜 그 의사를 그렇게 적

대감을 가지고 그러냐 그런 미움이 없어야 한다.’ 그래야 뭐 우리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해주시고 치료해주신다고. 마음도 치료하고 영혼도 치료하고. 여

보. 예수님 잡아야 한다. 내가 손을 잡고 그러면 ‘알았어.’ 그러면서.” (연구참여자

#2)

“이제 어머니께서 좀 많이 못하셨어요. … 그래서 아기 아빠가 그것 때문에 많이

울고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호스피스에 있는데 그런 상처를 만드는 게 저는 너무

마음이 많이 아파서 … 그래서 제가 그냥 제가 울면서 제 신랑한테 ‘여보 엄마복

도 없고 형제 복도 없지만 당신한테는 자기가 눈에 넣어도 안아픈 딸도 있고 정직

한 아들도 있고 나도 있으니까 너무 욕심내지말고 그 선에서 만족했으면 좋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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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너무 미워하지 말아달라고. 미안한데 미

워하지 말아달라고..’” (연구참여자 #10)

주제 2. 환자와 가족은 서로를 위한 이야기를 함

두 번째 주제인 ‘환자와 가족은 서로를 위한 이야기를 함’은 환자와 가족 상호 간

대화로 관계에 기능하는 내용을 특징으로 한다. 하위 주제는 ‘1) 환자와 가족은 서로

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전달함, 2) 환자와 가족은 서로에게 작별 인사를 고함, 3) 환

자와 가족은 서로를 위로하고 안심시킴, 4) 환자와 가족은 신체와 치료에 관한 생각을

공유함, 5) 환자와 가족은 자신들의 의사소통 문화에 따라 대화함’ 5가지로 구성되었

다.

1) 환자와 가족은 서로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전달함

환자와 가족은 서로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들을 주고받았다. 긍정

적인 감정은 대표적으로 사랑, 고마움의 표현이 있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경험된

감정은 ‘사랑’이었다. 이 시기에 주고받는 애정과 사랑의 표현에 대해 가족은 평소보

다 더 의미 있게 받아들였다. 가족은 사랑과 애정에 대한 상호표현을 중요하게 생각

했으며 서로가 서로에게 적절하게 표현하고 응답한 경우 ‘다행이다’라고 표현했다.

“다행인거는.. 그래도... 아빠가 몇 안되는 애정 표현을 해주셨을 때.. 그니까 행동이

아니라 말로 해주셨을 때 ... 저도 그냥 넘기지 않고 같이 표현하고.... 그냥.. 평소

처럼 장난치듯이 같이 해주고 그랬던거..(울컥)...” (연구참여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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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신체적으로 힘에 부치는 상황에서도 가족에게 사랑의 마음을 직접 전달하고

자 했다. 환자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가족에게 전한 사랑의 표현은 가족의 뇌리에 의

미 있는 기억으로 자리 잡았다.

“이 사람이 갑자기 말을 할동말동 하는 그 단계에서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생각

난거에요. 생전에 안하던거에요. 여러 가지 이제 표정이나 이렇게 생활에서는 내가

다 느끼지만 말로는 못해. 막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래. 근데 입모양을 보니까. 이말

이야. 그래서 내가 ‘사랑한다고?’ 그랬더니 막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거야. 그래가지

고 그때 내가 얼마나 마음이 충만하던지 그게 아마 내 인생에서 이 사람하고 연애

하면서 가장 충만했던. 정서적인 충만으로는 아마 최고였던 것 같아요.” (연구참여

자 #5)

“기억에 남는 게 마지막에 누나가 힘든데도 이름 불러주면서 사랑한다 해준거? 그

게 기억이 남아요. 사실 그런 말은 평소에는 말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근데 그렇게

힘든 데도 말한 거 보면 꼭 해주고 싶었던 말이었던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6)

“동생이 이제 병원에 있을 때 그날도 좀 힘든.. 힘든 날이었어요. 동생이 항상 저한

테 ‘누나’라고 안하고 ‘야’라고 했었어요. 약간 틱틱 되는 식으로.. 그런데 이제 그때

도 .. 막 그때도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얘기를 들은 이후였어요.. 동생이 ‘야’

하더니 ‘사랑해’ 하는 거에요.” (연구참여자 #8)

가족은 ‘사랑해’ ‘예쁘다’와 같은 표현 외에도, 환자의 이름을 직접 다정하게 불러주

면서 인격적인 존중을 통해 애정을 표현하였다.

“저는 엄마 병원에 입원하시고 나서는 ‘엄마’라고는 잘 안불렀어요. 그냥 ‘00씨 00

씨’ 했어요. 가면 ‘00씨 잘잤나? 내 왔다. 아유 우리 00씨 머리가 왜이래 되있노’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불러도 ‘니는 왜 자꾸 내 이름 부르노’ 이렇게 말하신 적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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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도 없었어요. 되게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 많이 불러드렸어요.” (연

구참여자 #4)

환자는 자신을 돌보는 가족에게, 가족은 고마웠던 과거를 떠올리며 고마움을 전했

다. 환자의 개인 성격이나 살아온 배경에 따라 얼굴을 마주 보고하는 표현이 익숙하

지 않은 경우 문자를 통해서라도 그 마음을 전달하고자 했다.

“‘애썼다. 그래도 다 같은 자식이지만 그래도 우리 00이 애썼다. 그래도 난 니한테

고맙게 생각한다.’ 마지막에 이런 얘기들도 하셨죠. ‘괜찮다고 나는 엄마 너무 고맙

다고 엄마가 내 새끼를 잘 키워져서 너무 고맙다고. 늘 엄마한테 감사할게.’ 병원

에 있으면서 계속 그랬죠. 너무 고맙다고 나아줘서 고맙고 키워줘서 고맙고 내 새

끼 키워줘서 고맙고 내 엄마여서 너무 고맙고.” (연구참여자 #4)

“나중에 이게 우리가 무슨 카톡 이런걸로 대화할 때 이런 이런 점을 가르쳐줘서

정말 고맙다 이런거는 당신이 나한테 스승이었다. 그리고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아는 당신. 뭐 이런 얘기들.” (연구참여자 #5)

환자와 가족이 주고받은 부정적인 감정에는 대표적으로 두려움, 미안함, 속상함이

있었다. 생애말기 환자와 가족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부정적인 감정은 죽음으로 이별

이 예견되는 상황에 대한 두려운 감정이었다. 환자는 자신이 머무르고 있는 생애말기

공간에서 타인의 죽음이 발생할 때 자신의 죽음에 대해 두려움을 느꼈다. 그리고 자

신의 신체적 고통을 끝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가족과 영원한 이별을 가져

오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양가감정에서 두려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저러다 나도 죽겠지. 나도 이러다가 저 사람들처럼 죽겠지.’ 그게 엄청 스트레스

였던 것 같아요. 옆에 사람들이 한분씩 한분씩 없어지니까. … 그러니까 그거를 되

게되게 힘들어하시더라고요. 누구나 그렇잖아요. 죽음 앞에서는 다 두렵겠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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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아이고 이래 사니 나도 뭐 느그 아버지 곁으로 갈란다. 보니 뭐 내가 이래

가 집에 가겠나. 이리 이리 이따가 죽지 뭐. 아이고 영감 왜 안 데리고 가노.’ 한번

씩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거는 생각해보면 겁이 나니까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크셨던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4)

“무서워하더라고요. 죽는 거를. 이제 그때는 이제 살고 싶어 하더라고요. 나 너무

살고 싶다고 죽기 싫다고. 그래서 자기 옆을 아무도 못 떠나게, 옆에 있게. 너무

무서우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10)

가족은 환자와 언젠가는 이별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음으로는 부정하고 있었

다. 그러다 보니 투병 과정에서 종종 자신의 곁에 환자가 더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떠올리며 환자의 부재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였다.

“A병원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이제 처음 드셨는데 그걸 드시더니 사람이 갑자기

맥이 확 풀어지면서 밑으로 꺼지는 것처럼. 온몸이 쫙 풀리면서.. 사람이 숟가락도

못 뜨는 거에요. 눈도 제대로 못뜨시고. 그래가지고 … 그때는 진짜 너무 놀래서

‘엄마가 죽고 죽고나면 나 누구량 사냐고.. 나 엄마 없으면 못산다고’ 막 그냥 진짜

너무 막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연구참여자 #4)

미안한 감정은 주로 환자가 가족에게 표현하였다. 환자는 아픈 자신이 가족에게 의

지함으로 인해 가족의 돌봄 부담을 걱정했으며 그로 인해 자신에 대한 미움이 생길

것을 우려하면서도 자신이 아픈 상황으로 인해 고생하는 가족에게 미안해했다.

“이제 호스피스 전에 잠깐 요양 병원에 잠깐 일주일 있게 됐어요. 그러면서 여기가

집에 있는 것보다 편하다고 그러더라고 이게. 선한 눈빛으로 여기가 편하다고. 가

족들에게 얼마나 미안했는지.” (연구참여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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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도 아프기 싫은데... 자기도 아프(울컥)... 아프기 싫은데 미안하다고.” (연구참

여자 #8)

“저한테는 미안하다고. 잘 못 해준 거 같아서 미안하고 늘 힘들게만 해서 미안하

다. 미안하고 잘못해줘서 미안하다고.” (연구참여자 #10)

가족의 경우, 환자에게 자신이 전적으로 돌볼 수 없는 상황, 질병으로 변화된 일상

을 자신이 해결해 줄 수 없는 상황에 대해 환자에게 미안함을 표현하고 있었다.

“엄마 미안해. 나도 돈 벌고 나도 살아야 되니까. 엄마한테 늘 매달려 있을 수는

없다. 미안하다.” (연구참여자 #4)

환자는 투병 상황에서 가족에게 서운함과 속상함을 표현하였는데, 환자와 가족의

심리적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치료에 대한 생각이 다르거나 자신에 대한 가족의

관심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그리고 서로의 상황에 대해 이해하기보다는 상대에게 자

신의 상황을 이해해주기를 바랄 때 서운함과 속상함이 발생했다.

“‘여기서 약을 끊어라. 여기서 중단을 해라, 끊어라’ 했더니 ‘이사람아 이제 두달만

먹으면 되는데 왜그러냐’ 그러더라고요. ‘사람을 그렇게 실망시키냐’고 막 그러더라

고요. ‘섭섭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끝까지 자기는 먹겠다’는 식으로 나오더

라고요.” (연구참여자 #2)

“너는 왜 와서 병원에 와서 누구는 옆에 와가지고. 보면은 이제 자식들 싫어하는

말이 저 사람은 옆에서 계속 있는데 일주일 내내 있는데 너는 뭐하냐.” (연구참여

자 #3)

“그리고 부모님이 사랑한다는 얘기 해주고 손주들 챙겨줄게 이런 얘기좀 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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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안하고 안되는 걸 찾으셔서 속상하다.” (연구참여자 #6)

2) 환자와 가족은 서로에게 작별 인사를 고함

환자와 가족은 각자의 방식으로 서로에게 작별인사를 했다. 환자는 어느 정도 자신

의 죽음을 예견하고 수용하는 시기에 작별인사를 건넸다. 주로 자신이 떠나고 난 후

의 바람에 관한 이야기로, 자신의 장례 방식과 같은 유언을 전하기도 했으며 남게 될

가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았으면 하는지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 또, 조금 불편할 수

있는 내용이라 생각되는 경우, 다른 가족을 통해 자신의 바람을 전하기도 했다.

“나보고 이제 죽을 즈음 해가지고 이제 자기 여러 가지를 얘기할 때 그 아버지..

어머니는 화장해달라고 화장해드렸고 아버지는 개장해서 화장을 한 다음에 자기

화장터와 같은 곳에다 뿌려달라고 그랬어요. … 자녀들한테 화장하라.. 그다음에

산골하라.. 유족이 편한 장소에다 하라. 납골당 안치는 절대 사절. … 제사는 하지

말고 간단한 추도식, 부탁. 엄마를 잘 모시고. 형제는 절대 다투지 말 것. 서로 도

우면서 살 것. 그다음에 내면을 담는 노력을 지속하라. … 다른 사람에게 절대 속

지말라. 절대 신용 재정 보증을 서지말 것. 그리고 그 집에서 엄마가 계속 사시도

록 해라.. 재산문제까지 그냥.” (연구참여자 #5)

“저희 집 가훈이 이제 ‘답게 살자’ 인데 아들한테도 그냥 학생은 학생답게 직장인

이 되면 직장인답게 잘하고 엄마하고 동생한테도 잘하고. 그리고 딸내미한테도 꼭

임용이 돼서 좋은 교사 되라고. 애들한테 엄마.. 엄마한테 잘하고 열심히 살아라고

그랬어요.” (연구참여자 #10)

“엄마 아빠.. 에 대해서는.. 제가 아빠하고.. 쭉 사이가 안좋았기 때문에.. 저한테 직

접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는데... 엄마한테는 그런 얘기를 했었대요. 누나하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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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다고요.” (연구참여자 #8)

환자의 의식이 소실되고 더 이상의 언어적 대화가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가족은

환자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가족은 환자의 마지막에 곁에 있으면서 환자의 안위

를 기원했고 비록 반응이나 피드백을 얻을 수 없는 일방향의 소통 형태였지만 환자의

귀에 대고 마지막까지 안녕을 고했다.

“이제 밤 7시 초저녁에 가셨어요. 그래서 그때 하루종일 거기 같이 있었죠. 있으면

서 … 손 잡으면서 ‘예수님 손만 붙잡으라고. 예수님만 불러요. 예수님 편에 서세

요.’ 귀에다 대고. … ‘당신 이제 예수님 손만 꼭 잡아.’ 나는 이제 이 소리밖에 안

했어. ‘하나님 편에 서야돼.’ 그때는...” (연구참여자 #2)

“엄마 걱정하지마. 누구보다 내가 열심히 살아서 잘 살테니까. 내 걱정 하나도 하

지말고. 그냥 훌훌 털고 좋은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엄마. 아버지한테 가서

거기 가서는 아프지말고 잘 살아. 잘지내. 나중에.. 나중에 내가 가서 나랑 만나.’

그러면 고개 끄덕끄덕하시고 ‘엄마 내 말 알아들었으면 눈 깜빡여봐’하면서 그러니

까 눈도 깜빡해주시고.” (연구참여자 #4)

“내가 당신 너무 고생했어요 그동안. 그래도 이렇게 편안히. 당신 맨날 평소에 나

는 천국간다간다했잖아. 그러니까 천국. 가서 천국은 뭐..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곳이니까 가서 편안히 잘하고 있어요. 내가 갈게. 이제 이러고.” (연구참여자 #7)

“심폐소생술한다고 해도 의식이 돌아오는 것도 불분명하다고 하고.. 그래가지고 그

냥 안한다 그랬었어요. (울컥) 안한다고 이야기 하고.. 바로 동생 있는 데로 가서

이제 ‘잘가’라고 했어요..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근데 이제 좀 있다.. 동생 눈에

이렇게 눈물이 고여있는 것 같더라구요. (울컥) 그래서 귀에다 대고 울지 말라고.”

(연구참여자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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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사실 의식이 없어도 그리고 심장이 멎어도 일정 시간동안 뇌가 활성화 되있

어서 그 청력은 살아있다고 하잖아요. 그때도 누나 아이들도 매형도 다 계속 얘기

를 하고 그랬죠.” (연구참여자 #6)

3) 환자와 가족은 서로를 위로하고 안심시킴

투병과정에서 환자와 가족은 서로를 생각하며 배려하였고 대화에서도 조심스러운

태도를 나타냈다. 처음 진단 받은 때, 환자는 진단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거나 치료과

정에서 신체적으로 힘든 상황에 부딪혔을 때 가족을 안심시키고자 자신의 감정을 최

대한 절제시키고자 했으며 태연하게 말을 꺼냈다.

“처음 들어오신 날은 너무 늦은 시간이어서 다음날 바로 이제 저희 다 출근을 하

는 상태여가지고.. 출근을 하고 이제 오후에 병원에서 만났는데.. 네.. 굉장히 그냥

웃으시면서 얘기하셨어요... 되게 태연하게.. 네... 흠.. 그냥.. 뭔가 태도나 말을.. 그

냥 감기에 걸렸다는 듯이 그냥 되게 태연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하셔가지고...(울

컥) …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놀랄까봐 그러셨던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1)

“몇 번 항암을 받고 수술을 받는 건가 봤더니 7번 받아야 하는 거에요. 그래서 세

번째 받고 네 번 차 딱 갔는데 그때부터 흔들리더라고... 나도 이제 걱정이 되고..

그랬더니 ‘이 사람아 뭘 겁내고 그러냐’고 그러더라고. 나보고 겁낸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연구참여자 #2)

“조직검사를 의뢰하고 자기도 좀 많이 당황을 했더라고요. 전화가 와서 일 하고 있

는데. ‘놀래지 말고 들어.’ 라고 그래서 뭐냐고 그러니까. ‘나보고 직장암이래.’ 근데

많이 놀란게 느껴지잖아요.” (연구참여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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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환자는 자신이 떠나고 난 후 남게 될 가족의 미래를 걱정하고 가족의 불안을

덜고 안심시키고자 했다.

“나보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나죽어도 자네는 괜찮아. 연금 다 있고 애들한테

손 안벌려도 돼 …그런 걱정을 하더라고.. 나는 그걸 걱정한게 아닌데 나는.. 이제

그런 죽음을 준비하시는..” (연구참여자 #2)

“‘내가 죽고싶어도 못죽는다고 내가 요번에 너무 안좋고 하니까. 붙잡고 통곡을 하

면서 울더라면서. 엄마 없으면 내가 누구랑 사냐고 엄마랑 살거라고. 이대로 엄마

죽으면 안된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데 내 오래 살아야 된다고 죽으면 안된다’

고 그러셨어요.” (연구참여자#4)

가족은 환자가 가진 걱정을 평소보다 더 귀담아 들어주려고 노력했으며 투병과정에

서 환자의 걱정을 덜어주고자 했다.

“자꾸 나중.. 나중 얘기를 자꾸 하셨는데.. 그런 얘기도.. 그냥.. 뭔가 좀 사실 그러

지 않았으면.. 아프지 않으셨으면.. 퉁명스럽게 얘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예민

한 문제들에 대해서.. 뭔가 진로나.. 결혼이나.. 그냥 그런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다

잘 얘기했던게.. 오히려 잘 하지 않았나 싶어요.. … 그런 얘기들을 그냥 장난스럽

게 얘기했던게 오히려 좀 마음을 가볍게 해드린 것 같아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연구참여자 #1)

가족은 치료과정에서 환자의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긍정적인 말들을 통

해 환자를 북돋아주고 안심시켜주었다. 그러나 점점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곁

에서 지켜보면서 막연한 희망을 건네는 대화에 대한 한계를 경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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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선생님이 내 얼마나 산다카더노’ ‘엄마 봐봐라, 지금 밥도 너무 잘 먹고 그

러는데 그 걱정 안해도 된다. 의사선생님이 뭐 인명은 재천이라고. 뭐 알 수 가 있

나. 엄마 이래 잘 먹고 하면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알 수 없는 희망을 심어는 드

렸죠. 제가.” (연구참여자 #4)

“제가 마음 약해진 모습을 보일 수가 없었고.. 최대한.. 진짜 엄마랑 저는.. 진짜 의

연하게.. 진짜 별거 아니다라는 인식을 계속 동생한테 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동생한테는 그냥. 잠깐 입원하고 치료받으면 괜찮을 거다. 항상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 끝에는.. 이제 동생도 너무 힘들고 하니까 우리도 더 이상 얘를

어떻게 힘을.. 힘을 내게 하고 싶은데 그런 방법을 못찾았던 것 같아요. 이제 말로

는 더 이상.. 얘를 힘을 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

요. 그냥 항상 그러니까.. 그냥 뭐 힘들다고 하면은 아니야 곧 나갈 수 있어.. 곧..

곧.. 할 수 있어. 곧 끝날거야.. 약간 이렇게 막연한 이야기만 하게 되더라고요.”

(연구참여자 #8)

죽음 앞에서 환자와 가족은 내세에 대한 믿음으로 위안을 얻고자 했다. 영적 믿음

을 서로에게 공유하고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굳힘으로써 죽음을 수용하고 있었다.

환자는 영적 믿음을 통해 스스로 안위를 얻었으며 주변을 위로했다.

“자기는 자신있게 ‘나는 천국에 갈거다’라는 말을 한거에요. ‘천국으로 인도해주실

것이다’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당신이 뭐했길래 그렇게 천국에 간다고 자신있게

얘기하느냐 그랬더니 나는 예수를 믿으면 간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기 때

문에 나는 천국에 갈거다라는 말을 자신있게 하는거에요. … 이제 가까운이들이

문병오면 이제 죽으면 어 천국가니까 오히려 그분들을 자기가 위로하는거에요. 그

런 소망. 그리고 그런 어떤 믿음이 확실했던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7)

“저는 마음 정리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으니까..... 이 세상에서 죽어도.. 뭔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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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 잘 살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지금 생각해보면은 말도 안되는 바람이긴

한데.. 그때는 그런것도 너무 간절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동생이.. 동생이

왠지 그런 사후 세계.. 이런 거를 (울컥) 동생이.. 믿으면은.. 그러니까.. 동생이 죽

어서 왠지 그런 세계...에..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최

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너는 사후 세계에 대해서 믿냐고 물어봤었는데 자기는

믿는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뭔가... 안도가 되는 기분이었어요.. 네가 믿으니

까.. 믿으니까..여기서 죽어도.. 어디선가 살고 있겠지..(울컥)” (연구참여자 #8)

4) 환자와 가족은 신체와 치료에 관한 생각을 공유함

환자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편함을 이야기함으로써 가족에게 의지하고 공유하고

있었다. 가족은 ‘아프다’라는 상황에 집중하고 싶지 않아 선뜻 먼저 환자에게 신체 상

태와 관련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에 부담이 있었지만, 환자가 가족에게 자신의 신체

상태에 대해 표현하고 이야기함으로써 적절한 대처와 돌봄을 이야기하고 제공할 수

있었다.

“저는 처음에 아픈거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먼저 안하려고 했었는데 아빠가 치료

를 받거나 하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여기를 어떻게 했고 여기가 어떻게 아프고..

지금은 어떻게 됬고... 막 이런 식으로 아무렇지 않게 가볍게 얘기해주셔가지고 …

조금 힘드시면 이렇게 해서 힘들다라고 얘기를 다 해주셨어요...(울컥) … 가볍게라

도 얘기해주셨던 것 같아요. 물론 가볍지 않다는 거를 가족들도 다 알지만 그냥

서로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 무겁지 않도록.. 그래도 저희가 다 알수 있도록 얘기했

던 것 같아요. … 어디가 아픈지 이제 말을 해주시기도 하고.. 어디가 괜찮아졌는

지.. 뭔가를 해서 좀 더 주의깊게 봐야 할 거나.. 이제 병원에 가서 대신 말해줄 것

들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된 건 있는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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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가 불편한거를 얘기하는 데 앉아있는 게 힘들다고 하는 거에요. 앉아있는게

힘들다고. … 근데 이제 앉아있는 게 힘들다고 얘기하니 불안 때문인가 라는 생각

을 했는데 이게 Psychological 한게 아니라 신체상의 문제였던 거에요. 직장 항문

의. 그래서 다른데 불편한데는 없냐고 물으니 앉아있는거만 불편하다고 하더라고

요.” (연구참여자 #6)

“본인이 숨쉬는게 너무 힘들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산소포화도 이런거 검사.. 검

사를 해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제 본인이 배도 너무 부어있고 힘도 빠지고 하

니까 이제.. 숨쉬는 게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옆에서 계속 그 호흡을 같이 맞춰줬

어요.” (연구참여자 #8)

가족이 질병의 진단이나, 마지막을 준비해야 하는 이야기를 먼저 접한 경우 환자에

게 진실을 통고하였다. 단,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기도 했지만, 간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가족은 진실 통고에 대해 두려운 마음이 있었으나, 환자의 마지막 준비를 돕기

위해 사실을 알렸다.

“인생길은 나그네 길이다. 나그네들이 다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은 당신

은 한 달 있으면,. 한 달 밖에 못 산대.. 이런 소리는 차마 못하고. 나그네 길이다.

70이고 80.. 강건해야 80이래. 그 말은 다 살았다는 거 아니요. 이런 식으로. 그러

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잡으라고.” (연구참여자 #2)

“계속 말씀 안 드리다가. 이제 너무 통증도 심해지고 급격히 나빠지셔가지고. 그때

엄마 할 얘기 있다고.. ‘엄마 병이 어디가 안 좋은지 어디가 아픈지 엄마 알아?’ 물

으니까. 그냥 대충은 알고 계시더라고요. 짐작은 하고 계셨더라고요. ‘엄마 췌장암

이래.’ … 췌장암이라는 걸 말했을 때 ‘그럴 줄 알았다. 그래 뭐 그렇지 뭐.’… 이제

엄마한테 얘기해야 되겠다 싶어서 충격 받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사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막상 말씀드리니까 ‘그래 뭐 그런 것 같더라. 어떡하겠나.” (연구참여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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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와 가족은 투병과정에서 치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로에게 솔직하게 털어놓

았다. 환자는 자신의 병을 인지하고 치료에 대한 자신의 선호를 가족들에게 공유하여

자신의 생각을 가족들이 알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치료의 결정에 있어서 자신 혼자

독단적인 결정이 아닌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합의된 결정을 내렸다. 환자의

치료에 대한 생각을 들은 가족은 함께 이야기하고 되도록 환자의 생각을 존중하려고

했다.

“아버지도 주변 사람들 통해서 많이 들었을 테니까. 그런 항암이라든가 그런 치료

는 원하지 않으셨는데 … 아무래도 저희가 많이 얘기 했던 것도 있고 본인 스스로

도 조금 통증이 오다보니까 그냥.. 네 치료를 진행하셨던 것 같아요. … 처음부터

끝까지 치료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인 방향은 아니셨어요.” (연구참여자 #1)

“임상시험이 이제 마지막 시도였다는 얘기. 그래서 이제 현재 컨디션을 개선하는

걸로 해서 호스피스 얘기. 그리고 호스피스를 고려하면서 가정형을 할 건지 입원

형을 할건지. 생각해봤는지. 좋은 호스피스 기관에 대기 걸어두고. 가정형은 애들

한테 좋지 않을 것 같다는 뭐 그런 얘기들. 그리고 위치는 친정에 가까이 할지. 그

런 얘기들. 했죠.” (연구참여자 #6)

“연명치료 관련해서는 이제 병원에서 설명듣고 환자가 직접 작성했어요. 보호자 입

장이야 하루라도 더 살리고 싶죠, 저희는. 이제 ‘내가 잘못 되더라도 더 나를 살리

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거는 하지마.’” (연구참여자 #10)

5) 환자와 가족은 자신들의 의사소통 문화에 따라 대화함

가족 구성원 간의 평소 관계와 대화방식이 환자와 가족 간 생애말기 의사소통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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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반영되었다. 환자와 가족은 생애말기라는 특정 시기에 들어 기존과 다른 새로

운 패턴의 대화를 시도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기존의 대화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

지 않았다. 따라서 평소 유대관계가 좋았던 환자와 가족의 경우 생애말기에도 충분한

대화를 이어갔으며 임종 이후, 의사소통에 대한 아쉬움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평소에도 대화가 어려웠던 가족의 경우 생애말기에도 대화의 어려움이 이어졌

다.

“저랑은 장난도 굉장히 많이 치시고 대화도 많이 하고 이랬고 등하교길에 많이 데

려다 주시고 데리러오고 그러셨는데 … 아버지랑은 뭐랄까 평소에도 대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뭔가 평소에 못했던 애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 대화가 부족했다고는 생각이 안드는데.. 네. 그냥 시간에 대한.. 아쉬움이..” (연

구참여자 #1)

“외가쪽 식구 혹은 시댁 식구 이런것들이 결국에는 얽히고설키는 것 같아요. 그게

되게 갈등들이 있으니까. 아마 아버지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시댁 식구

들을 싫어하고.. 오는 걸 싫어하는 걸 아니까 입다물고 말씀을 안하시는 거죠.” (연

구참여자 #3)

가족은 가족 구성원 간 의견 차이로 인해 환자와의 대화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했다. 가족 구성원 간의 의견에 따라 환자에게 의학적 사실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

경우, 의학적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환자와 대화할 때 가족은 하고 싶은 말을 에둘러

표현하거나, 의미 있는 대화를 형성해나가는 것을 어려워했다.

“호스피스로 보내는 얘기를 하면은.. 좌절할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아

니다.. 아버지는 아직도 죽음.. 내가 죽으.. 죽겠구나 하고 준비할 그런 상태가 아니

다. 그러니까 말하지 말아라.. 엄마가 어찌됬던 간에 알아서 모실테니까 호스피스

알아보지 말아라 이랬더니 애들이 이제 엄마 혼자 못한다는 거야. … 이제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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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 손만 붙잡아야 한다고 찬양하시라고. 그러면서 평안함을 주시고. 치료가 된

다고. 그래야 치료된다고 막 그랬죠.” (연구참여자 #2)

“우리가 형제들이 엄마는.. 우리가 엄마 성격을 잘 아니까. 엄마가 암이라고 하면은

너무 절망하시지 싶다. 그걸 받아들여서 그래 뭐 내가 남은 삶을 정리를 하고 누

구한테 뭐 해주고 싶은말을 이렇게 뭐를 뭐해라 이런말을 남기시기보다는 엄마 자

신의 삶에 대해서 너무 절망하지싶다. 그러니까 안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거에요. …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 앞에서 대화가 힘

들었어요. 이게 이미 의식이 있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사실 처음 쓰러졌을 때 병

명을 알았다면...” (연구참여자 #9)

생애말기 의사소통에서는 개인의 경험이나 개인의 성격이 대화에 고스란히 반영되

었다. 생애말기를 준비하는 것과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한 가족은 환자

의 마지막 마무리 시기에 필요한 대화와 시간을 가지고자 자신의 경험을 최대한 적용

하여 활용하고자 노력했으며 자신의 경험이 대화를 이끄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이야

기했다.

“심리학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죽음에 대한 공부도 하게 되고... 그랬

어요. 그러다보니 일찌감치 죽음에 대해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제 인생이 윤택

해졌어요. … 제가 죽음 준비교육 강사가 안 됐으면 그런 깊이 있는 대화는 못 했

겠죠.” (연구참여자 #5)

“안좋은 소식을 전달하는 것은.. 뭐랄까. 이런 애도와 관련해서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라면 과연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요.” (연구참여

자 #6)

개인의 성격은 생애말기 의사소통 과정에서 대화 방법, 해석 방법 등에 있어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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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연관이 되었다. 성격은 개인이 가진 고유하면서도 일관된 특성에 해당한다. 따라

서 개인의 행동이나 사고에 영향을 끼치며, 투병 과정에서도 이전과 일관된 패턴으로

나타났다. 가족은 환자의 폐쇄적 성격으로 인해 대화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면서도, 기

존 환자의 성격을 알기에 의사소통 양상에 맞추어 소통하기도 했다.

“아프시면서는 짜증이나 화.. 그런 것들이 많으셨고 그랬던 것 같아요. … 항암을

하시게 되면서 점점점점. 성격이 좀더 뭐라고 그럴까. 폐쇄적이게 됐다고 그래야

되나?.. 혹은 좀 더 고집불통이신 분이 됐다 그래야 되나? … 너무 예민하시고 그

덕에 어머니도 계속 예민해 상태고.. 이게 두 분을 그렇게 바라보니까 자식들 입장

에서는 얘기도 잘 안되고 너무 더 힘들었었어요.” (연구참여자 #3)

“남편이 굉장히 성격이 온순하고 아주 뭐라 그럴까. 이렇게 정확하고. 네 또 굉장

히 침착한 편이었어요. … 한번도 소리를 크게 낸 적이 없고 싫은 소리를 안하고..

아프면 힘들면 그냥 눈 감고 누워있지.. 그래서 내가 눈 좀 떠보라고 왜이렇게 눈

을 감고 있냐. 어디가 어떠냐 라고 그러면은 이제 고개를 막(옆으로 흔드는 제스

처)이러고 저 휴게소에 가서 TV 보고 오라고. 쉬었다 오라고 그래. 몸이 불편하면

말을 안하고 눈을 감고있는 분이었어요.” (연구참여자 #7)

언어적 방식의 소통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방식의 소통도 개인의 의사소통 패턴을

보여주고 있었다. 비언어적 방식의 대화는 언어적 방식보다 높은 수준의 해석 과정이

요구된다. 가족은 환자와 오랜 시간을 곁에서 함께 하고 지켜봐왔기 때문에 환자의

비언어적 표현을 이해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었으며 투병과정에서 이러한 표현을 민감

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자기 건강이...암이라는.. 암이라는 소리를 듣고 엄청 충격을 받은거에요. 내심.. 겉

으로는 그까지거 자기가 치료해서 나으면 된다고 말은 했지만은 내심 좀 충격을

받은거에요. 이제 당황했다는 게 행동으로나 뭐.. 같이 살아왔으니 옆에서 보면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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잖아요.” (연구참여자 #2)

주제 3. 가족은 당시의 생애말기 의사소통을 되돌아봄

세 번째 주제인 ‘가족은 당시의 생애말기 의사소통을 되돌아봄’은 환자의 가족이 중

심이 되어 바라본 생애말기 의사소통의 특징을 보여준다. 구성된 하위 주제는 ‘1) 가

족은 투병 당시 대화에 참여하는 자신에 대해 이야기함, 2) 가족은 사별 후 자신의 이

야기를 함, 3) 가족은 환자와 이야기를 주고받기 어려운 환경에 대해 이야기하며 아쉬

워함, 4) 가족은 생애말기에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함으로써 환자와의 대화

에 어려움을 겪음’ 4가지이다.

1) 가족은 투병 당시 대화에 참여하는 자신에 대해 이야기함

가족은 생애말기 의사소통에 대해 환자는 주로 이야기를 하는 입장에, 자신은 환자

의 이야기를 귀담아 이야기를 들어주는 입장에 있는 것으로 이야기했다. 그와 동시에

환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대화를 시작하고 끌어주는 촉진자 역할

을 더하고 있었다. 가족은 질병과 투병상황, 죽음에 집중하는 대신 환자가 하고 싶은

말들을 할 수 있도록 수시로 상기시켜주고 지지하고 있었다.

“제 얘기보다는 동생이 하고 싶은 것들을 같이 이야기하고.. 들어주고.. 이야기 하

게끔 계속 말했던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8)

“아버지 성격 자체가.. 뭔가 본인이 하고 싶은 걸 잘 밝히는 성격도 아니시고... 그

런거를 많이 어필은 안하시는 분이어서 그냥 저희가 그런거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얘기를 많이 꺼냈던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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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내가 엄마한테 섭섭하게 한 거 있어?’ 하면서 물어봤어요. ‘으응 없어. 아니

∼’ … 자식들한테 섭섭한 거 하고 싶은 말 계속 수시로 물어봤어요.” (연구참여자

#4)

가족은 투병 당시 자신을 떠올리며 그때의 자신에 대해 환자가 죽어간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으로 이야기했다. 가족은 환자를 보내고 난 후에야 투병 당

시 내 가족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 더 직시하며 깨닫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

면서 당시 자신은 죽음을 알면서도 경험되지 않은 막연한 것으로 여겼고 환자와의 대

화 시에도 상황을 부정하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했던 것으로 여겼다.

“지금 생각해보면은.. 본인도.. 하루하루 너무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사실.. 그래 ..

마지막이라는 거를 알면서도 걔도 우리한테 그냥 모르는 척하고 우리도 걔한테 모

르는 척하고 서로 그랬던 거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알면서도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8)

“생각해보면 막연하게 언젠가는 돌아가시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로 현실적으로 엄마가 돌아가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

요.”(연구참여자 #9)

“호스피스 갈 때 그때 마음의 준비를 해야한다고 느꼈지만 그래도 우리 신랑은 더

살 거라고 생각했고 의지력이 강해서 더 살거야. … 그러니까 원장님은 이제 가족

의 힘으로 견디는 단계라고 이야기 해주시고 하셨는데 그래도 저희가 그걸 잘 인

지를 못했던 거 같아요. 이제 돌아가시고나서 그 병원에서 찍었던 사진을 바라보

면 아 이때 내 신랑이 죽어가고 있었구나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어요.”

(연구참여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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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은 사별 후 자신의 이야기를 함

가족은 사별 후, 환자와의 투병 당시 상황을 회상하며, 환자가 투병으로 힘들었던

상황을 마음 아파하면서도 그때 했던 대화를 하나의 장면으로 의미 있게 기억하고 있

었다.

“아무래도 지금까지 살면서 나눴던 대화보다는 대화내용은 똑같을지라도... 그때가

뭔가 더 오랫동안 잔상처럼 남는 것 같아요. 대화내용은 늘 똑같았는데..그때 상황

이나 그때의 말투.. 그때의 표정.. 그때 어떤 음악이 나오고.. 어떤 TV 프로가 틀어

져 있었는지... 약간 좀 잔상처럼 계속 남는 거 같아요... 그날을 생각하면 그 대화

랑....네.... 그 모습들이.. 계속.. 네.. 그전에 나눴던 대화들도 분명 똑같은 주제로 나

눴을 텐데 … 편찮으신 후로 나눴던 대화들은 조금 이렇게 부수적인 환경까지 조

금 더 잘 기억이 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1)

가족은 환자와 가족 간에 있었던 갈등에 대해 함께 용서와 화해의 과정을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워했다. 환자의 고통과 아픔에 집중하다 보니 정작 자신이 하고

싶었던 말, 풀고 싶었던 것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를 얻지 못한 것이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었다. 임종 이후 갈등을 풀고자 하는 대상이 부재하게 되자, 이를 아쉬워하고

후회하는 마음을 표현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를 좀 달래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 항상 싸우

셨어요. … 싸우시고 맨날 그러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성질내시고 항상 그런 게 있

어서 저는 저런 거는 풀어주고 가셨어야 됐을 것 같은데.” (연구참여자 #3)

“충분한 이별을 나하고 못해서 말을.. 이제 뭐 준비를 하셔야한다 이렇게라도 했으

면 그리고 뭐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그 이런 말도 좀 물어볼걸. 싶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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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들도 있었죠. … 뭐 왜 그때 나한테 이렇게 했냐.. 또 뭐 애들한테 당신 왜 애들

한테 그랬냐. 이런 것도 그렇고.. 서운했던 얘기들.. 그런 것도 물어볼 걸 하는 마

음이 있죠.” (연구참여자 #7)

가족은 사별 후 환자의 입장에서 투병 당시의 대화 상황을 생각하며 환자를 이해해

나가고 있었다. 그러면서 자신이 가진 서운한 감정들과 대화를 통해 풀지 못한 감정

에 대해 스스로 용서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환자의 입장에서 살아온 삶이 어땠을

지에 대해 자신에게 반문하는 모습을 보이며 투병 과정에서의 환자와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다.

“저도 안 겪어서 모르겠지만. 고통이 말도 없게 심하시겠죠. 그리고 그런 배고픔을

견뎌야 되는거고. 허기를 견뎌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를 배려를 할 수 있

는 상태가 아니지 않았다 싶어요. ... 내가 죽는 다고 생각하게 되는 순간부터는 이

제 고통이 되게 심하시게 되나봐요. 그래서 이야기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왠만한

정신력이 아니면은 그런 좋은 이야기를 해주시거나 할 수는 없는 것 아닐까 싶어

요.” (연구참여자 #3)

“엄마 돌아가시고 엄마는 과연.. 제가 생각이 우리엄마는 과연 우리랑 지내는 그

이십 몇 년이 행복했을까? 잘 살고 갔다고 생각이 들까? 자식들한테 원망은 없었

을까? 섭섭한 건 없었을까? 우리에게 그런 말을 일부러 안하신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씩 해요 저는.” (연구참여자 #4)

또한, 가족은 환자와의 작별 인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환자의 임종이 다가

올수록 환자와 건강한 작별 인사가 오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이러한 과정이 이

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었다.

“너는 어떻게 살아라 앞으로 어떻게 살아라. 뭐 사실은 그런 기대를 많이 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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죠. 드라마나 이런 것들 보면은. 참.. 그래서 그런 좋은 말이라도 한마디 해주실 줄

알았는데.” (연구참여자 #3)

가족과 환자는 대화에 있어서 사랑에 대한 표현이 많았지만, 가족은 환자의 임종

이후 사랑에 대한 양방향적 소통에 대해 생각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반응

하고 표현한 것을 후회했다. 당시 가족은 사랑을 표현하는 환자에게 자신이 적극적으

로 반응하고 표현했을 경우 환자의 의지가 꺾일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을 지니고 있

었으며 그로 인해 스스로를 절제하고 강하게 다독였다. 그러나 그렇게 행동했던 지난

날의 자신을 되돌아보며 후회하고 눈물을 보였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뭔가 평소랑 다르게 반응을 하면은 오히려 이상할 것 같아가

지고 그냥 아무런 대꾸도 안했어요.. 그것도 좀.. 그것도 좀 후회가 되요. 치료받는

동안.. 이제 그런 사랑한다라던지 표현은 했었는데.. 오히려 뭔가 얼마안남았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마음의 준비를 해야된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는 제가..제 스스로

를 뭔가 너무 자제 시켰던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8)

“애기아빠가 마사지도 해주고 자상했는데 아프고 나면서는 더 자상해졌어요. 근데

오히려 제가 자꾸만 이렇게 약해지는 소리를 하니까 제가 오히려 더 강하게 되더

라고요.. 저는 그 사람이랑 저랑 반대가 되어가더라고요. … 그때 그걸 안하고 그

렇게 했던 게 지금은 굉장히 후회가 되는 거에요. … 가장 아쉬운 건 사랑한다고..

그렇게 표현할 때 좀 더 살갑게 못해준 거라든지.. … 내가 너무 여유가 없고 그냥

바쁘게만 했다는 게. … 그게 마음이 아파요.” (연구참여자 #10)

가족은 당시 환자에게 질병과 관련한 사실이 환자의 심신에 큰 영향을 우려하여 환

자에게 진실을 알리지 못한 것에 대해 환자 스스로 마지막을 준비할 대화의 기회를

주지 못한 것으로 여기며 미안한 마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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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저도 .. 좀 미안하긴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마지막인 걸 알았으면은 우리한

테 하고 싶은 말도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기회를 아예.. 아예 주지 않은거?...

않은 거니까..(울컥).. 미안하기도 하고 아쉽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동생이 그

걸 알게 되면은 진짜 한순간에 모든 걸 다 놔버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때는 얘기 안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했고...그랬던 것 같아요. … 기회를 주지 않

은 것에 대한 미안함은 있어요.” (연구참여자 #8)

“엄마가 암환자라는 걸 알려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거잖아. 내가 이 세상에 생

을 마감할 때 내 삶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관계가 나쁜 것도 좀 다

풀고 이런 것들을 하고 갈 수 있는 시기라서 오히려 암환자가 나는 오히려 유예기

간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망할 때까지. … 그거를 어머니한텐 말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못가지셨던게 좀 아쉬운 것도 있어요. 그 말을 못해줘서.” (연구참여

자 #9)

3) 가족은 환자와 이야기를 주고받기 어려운 환경에 대해 이

야기하며 아쉬워 함

가족은 환자와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었던 원인으로 돌봄 환경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COVID-19 유행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감염병 확산을 최소화하고자 의료기관

의 면회 제한이 시행되면서 환자와 가족 간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그 안

에서도 특히 비언어적 소통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가족은 언어적 상호작용 못

지않게 비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한 교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특히 소통에

있어 ‘함께’를 생애말기에서 중요한 기본 전제로 여겼다. 그러다 보니 가족은 당시 환

자를 직접 대면하는 것이 어려워짐으로써 곁에서 함께할 수 없었던 상황을 가장 힘들

어하고 있었다. 면회 제한으로 환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제약받는 것에 불안감과

초조함을 느꼈으며 특히,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해주지 못했던 상황을 이야기하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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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 힘들고 외로웠을 환자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다.

“당시.. 면회가 안되는 것도 가족들이 제일 힘들어했던 부분이에요. 초반에는.. 진

짜.. 많이 힘들어하고 이제 마지막을 못본 거를.. 조금 많이 힘들어했어요. … 정말

가장 아쉬웠던 거는 그 전날 밤 충분히 힘들어하셨던 거를 저희도 느꼈고 저희 엄

마도 느끼셨는데.. 아마 병원에서도 모르지 않았을 텐데.. 뭔가 그날.. 하루만큼은

조금 허락해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연구참여자 #1)

“임종 때 우리는 코로나라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임종을 아예 못 봤어요. 대표로

남동생 한 명만 들어가고 그랬어요. 두 명도 못 들어가고 임종을 지켜보지 못했죠.

그래서 어떤 순간에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혼자 있는 엄마가 외롭진 않았을까?”

(연구참여자 #9)

이렇듯, COVID-19 유행상황으로 면회의 제한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환자와 가족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을 힘들어하고 있었으며 그러던 중에도 환자의 곁에 함께

있을 수 있게 된 경우 가족은 이를 ‘다행’으로 여기고 있었다.

“원래 엄마도 면회가 안되는데 이제.. 엄마가.. 엄마랑 아빠가 둘다 원하시고 계속

부탁을 해서 코로나 그 방역에 대해서 전혀 지장이 생기지 않게끔 엄마가 행동을

하겠다고 하셔서... … 아버지 혼자 병원에 계셨는데... 네..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

하시고. 계속 전화를 하셔서 한 이틀인가 하루 만에 어머니가 병원으로 들어가셨

던 기억이 나요.” (연구참여자 #1)

“그 방을 그래도 하나 구해서 그렇게 마지막에 같이 있어준게 그나마라도 다행이

구나 했어요. … 마지막 함께 있었던 그게 큰 것 같기는 해요. … 그냥 가만히 옆에

있어주는거. 이렇게 손도 잡아주고..그리고 이물질 나오고 그러면 닦아주고 몸도 만

져보고 얼굴도 만져보고 저는 그랬죠. 말을 많이는 못했어도. 머리도 만져보고.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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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잡고. 얼굴도 닦아주면서 만져보고 참.. 그 마지막 서너시간에 있으면서..” (연구

참여자 #7)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은 환자도 힘들게 했다. 질병이 진행됨에 따라 환자는 힘든

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었으며, 가족을 보지 못하고 곁에서 함께할 수 없는 상황은 환

자에게 심리적 고통을 초래하고 있었다. 그리고 환자는 가족과 함께 있고 싶은 욕구

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힘들어하고 있었다.

“코로나가 참 힘들었던거죠. 사실은. 자유롭게 면회도 안되고. 같이 있는 시간도 제

한되고. 가서 진짜 하룻밤만이라도 더 같이. 엄마 옆에서... ‘자고 가면 안돼?’ ‘오늘

니가 여기 있다 가면 안돼?’ 이 말도 수도 없이 하셨거든요.” (연구참여자 #4)

“이제 2차병원에서 코로나 때문에 병원 아래층이 폐쇄되면서. 매형이 못 들어가고.

그때 누나가 혼자 있게 되었는데 그때 힘들어했죠. 혼자 있으니 컨디션이 별로다.

그러기도 하고. 워낙에 통증이나 구토.. 변비로 고생했으니.. 신체적으로도 힘든 상

태였고 그리고 상황도 그랬으니 심리적으로도 혼자 있는 상황이 힘들었죠.” (연구

참여자 #6)

환자는 가족을 보는 것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냈고 그 마음과

간절함을 가족에게 직접 표현하고 있었다. 환자는 때때로 의료진에게 가족을 보고 싶

은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기도 했으며 이 경우, 가족은 의료진을 통해 환자의 마음

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우리 할아버지가 이제 내 손을 잡고 잘려고 그래서 내가 ‘왜그렇게 손을 잡고 자

려고 그러냐’고 그러면 ‘이사람아 나는 자네 손을 꼭 잡아야 마음이 편안해’ 라고

했어. 손을 잡고 자야 마음이 편안하다고.” (연구참여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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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가장 제일 원하는 거는 그냥 가족을 보는 거였어요. 그전에도 마찬가지로

자식을 보는 거 같이 있는 거 그게 가장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었어요. 면회가면

이제 안심이 된다. 보고 나면 이제 가라고 그러시고 가서 일해라고 그러셨거든요.”

(연구참여자 #9).

“그러니까 간호사가 ‘환자 분이 가족들을 기다렸어요.’ 그러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가족을 기다리셨어요.’” (연구참여자 #2)

가족이 마지막 순간까지 환자의 곁에 있기를 원했던 이유는 임종이 다가올수록 환

자와의 언어적 대화가 힘들어지고 비언어적 대화만 가능해지기 때문이었다. 그러다

보니 가족은 마지막 시기로 갈수록 비언어적 요구가 높아져 있었다. 따라서 면회를

어렵게 한 마지막 순간 환자의 손을 잡아주지 못한 것, 곁에 있어 주지 못한 것에 대

한 미안함과 아쉬움, 상황에 대한 원망이 있었다. COVID-19 유행으로 마스크를 착용

하고 면회를 하다 보니 표정 등의 얼굴을 통한 비언어적 소통을 전혀 할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해 환자와 가족 모두 아쉬운 마음을 표하고 있었다.

“얼굴을.. 마지막에 못보고.. … 뭔가 옆에서... 음.. 나 힘들때마다.. 손.. 아빠가 손

진짜 많이 잡아주셨는데.. 뭔가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대화는.. 어차피 힘드셔서 못

나눴을지라도.. 그래도 손을 잡아주거나 조금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조금 편안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1)

“코로나 때문에 면회가 안되고 언제든지 가서 좀 봐야 되는데 보지도 못하고 또

일단 이 마스크 때문에 얼굴을 다 보여드릴 수가 없잖아요. 눈만 봐야되잖아요.

‘얼굴좀 보자.’ 한번 씩. ‘왜 눈만 꺼내놓노’ ‘그래도 엄마 딸인거 알잖아. 엄마 병원

에서 못 벗게 해. 끼고 있으라해.’ 사람이 눈만 봐서는 모르잖아요. 표정도 못 읽

고. 그사람 전체 얼굴이 어떤지는 모르잖아요. 그러고 늘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6

개월 동안 누워서 우리 엄마는 마스크 낀 우리 얼굴만 기억하고 가겠다. 그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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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했었어요. 사실은. … 그게 좀 저는 많이 속상했어요. 마스크 못 벗고 맨날 눈

만 보여드린거.” (연구참여자 #4)

그러다 보니 가족은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함께’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가족이 자

주 방문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특히, COVID-19 유행상황에서는

면회가 제한됐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더 도드라졌다. COVID-19 유행상황 속에 있

었던 가족들은 더욱 면회의 탄력성이 있는 곳을 우선순위로 의료기관을 선택하여 가

족이 환자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했다.

“간호사가 집에서는 케어하기 힘들거니까 이제 이렇게 말기 환자들 가는데가 있더

라고요. 그 호스피스.. 근데 서울 시내에는 많이 없더라고요. 거의 외곽에 있더라고

요. 그런데 외곽에 있으면 가족들이 가기가 힘드니까.” (연구참여자 #2)

“이제 호스피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면회가 안 되니까 아무리 알아봐도 임종을 못

본다 하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하루라도 엄마를 더 봐야 되는

데. 요양병원 여기저기 다 알아보니까 일단 입원을 하면 임종하시는 그때까지도

아무도 면회가 안 된다고 네. 그거는 이제 말이 안 되잖아요. … 여러 군데. 진짜

많이 알아보고. 그다음에 이제 작은 협소한 규모가 작은 병원인데 여기는 … 약간

의 좀 면회에 탄력이 있다. 그러니까 편하게 생각하셔도 된다 해가지고 입원을.”

(연구참여자 #4)

“코로나 상황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면회도 못하고 그런걸 직접적으로 느

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저희는 이제 그걸 피해서 직계가족은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한 대신 외곽에 위치한 곳으로 가서 이제 조금 직접적인 경험을 하진 않았어

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한 거죠.” (연구참여자 #6)

가족은 돌봄환경 내에서 발생하는 주변의 임종을 이야기했다. 임종을 앞둔 환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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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한 공간에 함께 모여 있다보니 주변 환자의 임종이 발생했을 때 환자의 경우 죽음

에 대한 두려움이, 가족의 경우 머지않아 자신도 그러한 상황에 놓일 거라는 불안감

을 느끼고 있었다.

“근데. 호스피스 병동의 단점이랄까? 이게 결국은 곧 돌아가실 분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들어가시고 나서부터는 거의 이제 본인이 살고 싶

다는 의지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도 주무시고 계시고. … 근데 뭐 대화할

의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3)

“이게 저는 가면 병실에 있는 이름표부터 보게 되는 거에요. 습관적으로. 이름표가

하나 없으면 돌아가셨나. 임종실로 팻말이 옮겨졌나. …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밖

에 막 우는 소리 들리면 이제 어르신 한 분이 1인실 임종실에서 돌아가셔가지고

자녀분들이 막 울고. 그런 걸 보니 또 저 일이 조만간 나한테도 닥칠 건데 어떡하

지,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 (연구참여자 #4)

그럼에도 가족은 일반 의료기관보다 호스피스기관에서 환자와의 마지막 시간을 준

비하는 데 중요한 기회와 도움을 받았으며 더 많은 배려를 경험하고 있었다.

“호스피스는 그래도 가족들이 어느 정도 함께 보낼 수 있고. 마지막을 정리할 수

있다는? 그전에 2차 병원에 있을 때는 그 정리를 한다는 그게 없었는데.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가니 이제 조금씩 정리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임종실로

가지 않아도 이제 1인실이다 보니 거기서 임종까지 할 수 있었다는 거. 일반 의료

기관들 보다는 이런 마지막 시기를 보내는 데 분명 도움이 되죠.” (연구참여자 #6)

호스피스 의료기관(또는 병동)이 아닌 일반 의료기관(또는 병동)에서의 임종은 임종

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가족의 불편함과 안타까움이 나타났으며, 임종실이 없는 환

경은 환자와 가족이 작별하는 시간을 가지기에 적절치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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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임종실이 없는 게 나는 상당히 그게 싫은 거에요. 임종이 오고 있는데. 그게

없잖아요. 우리는 헤어져야 하는 그 시간이 정말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참.. 힘들

었어. 남편 임종 전 서너 시간 보는 것도 사실 엄청 힘들었어요. 마음껏 못 울게

하고. 그렇다고 막 그 소리도 못 내게 했고... 사실 이제 호스피스 병동 아니면 임

종실이 없으니까... 우리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안타깝

고.....” (연구참여자 #7)

환자와 가족이 생애말기를 보내는 환경에 있어서 일반 의료기관 보다 호스피스의

환경이 더 긍정적인 기능이 있음은 분명하나 호스피스 또한 기관 또는 지역에 따른

분명 일반 의료기관 보다 생애말기를 보내는 시간에 있어서 호스피스의 긍정적 기능

이 있으나 각기 다른 지역 또는 기관에서 받은 돌봄서비스로 그 질에 따라 긍정적‧부

정적 경험이 혼재되어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가족은 의료환경이 생애말기 환자와 함께 의미있는 시간을 보내기 힘든

환경임을 이야기했다. 가족은 생애말기 지내게 될 환경을 환자와 함께 대화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는 환경으로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임종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환경

으로 경험되었으며 생애말기에 놓인 환자와 가족의 입장을 이해하고 필요로 하는 돌

봄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그냥 병원에 모셔다 놓고 돌아가실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저

는 되게 힘들고 조금.. 그런 시스템 자체에 대한 불만? 그런 게 있었어요. … 그래

서 저는 마지막 이게 가족들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뭔가 그런

것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전문 의료인이 아니라서 환자를 어떻게 케

어할 수 있는 전문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좀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좀 많았으면..” (연구참여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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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호스피스가 아직 그런 거 같아요. 뭔가 가족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

기보다는 돌아가시기만을 기다리는 느낌.. 좀 뭐랄까.. 가족과 환자가 조금더 도란

도란 얘기하고 .. 외국에는 보면 잘되있는 곳도 많고 보면 애기아빠는 그러고 싶어

했어요. 외국처럼 연명치료 안하고 예쁜 옷입고 예쁘게 화장하고 그렇게 뭔가 삶

의 마지막을 마지막처럼 보내지 않는 즐겁고 좋은 기억들을 안고가는 그런 것들이

요. 그런 걸 하고싶어 했어요.” (연구참여자 #10)

4) 가족은 생애말기에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함으

로써 환자와의 대화에 어려움을 겪음

환자와 가족은 생애말기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통해 지지받고 있었다. 생애말

기 적절한 의료 및 돌봄 지원 서비스를 통해 환자는 침대에 누워서, 가족은 환자를

침대 옆에서 돌보기만 하는 시간으로 보내는 것이 아닌, 보다 의미 있고 기억에 남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환자 또한 제공되는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통해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건강한 자아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었다.

“거기 있으면서 좋았던 거는 엄마가 1인실로 옮긴 후에 그 병원에서 뭐 그렇게 행

사를 하대요? 1인실에 옮겨서 엄마도 막 예쁘게 치장을 하고 머리에 꽃도 달아주

고 이쁘게. 우리도 뭔가 막 도구를 가지고 이쁘게 치장을 하고 그러니까 그걸 이

렇게 하고 있으니까 엄마가 돌아가신다는 그 느낌보다 우리가 굉장히 즐겁고 화목

하게 뭔가 지금 한 공간에서 안그러면은 딸 세명도 모이기가 힘들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그게 굉장히 엄마랑 행복한 순간?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라고 느껴졌고 인

상적으로 남았어요. 우리는 상상도 못했던 프로그램이잖아요.” (연구참여자 #9)

“듣고 싶은 노래 불러주고 그런 프로그램을 한다던지 꽃꽂이라든지 만들기 안하시

려고 해도 해가지고 만들어서 걸어드리고 하면 보고 좋아서 웃으면서 좋아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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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요. 어떤 때는 ‘나 오늘은 할거다.’ ‘뭐하시려고 오늘 하세요?’ ‘우리 딸내미한테

선물 주려고, 내 옆에서 책임지는 거 고맙다고’.” (연구참여자 #10)

생애말기에 환자가 건강한 자아상을 유지하는 것은 가족과의 대화, 관계로까지 연

결되었다. 가족은 의료 및 돌봄 지원 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되지 않거나 제한되었을

시 환자가 무력해지는 것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가족은 이렇듯 무력해진 환자와

대화하는 것에 어려움을 경험했으며 돌봄서비스의 활성화를 바랬다.

“이제 호스피스 외부에서 서비스가 항상 들어온다고 하던데. 그 봉사하시는 분들이

머리 미용하시는 분. 목욕 봉사하시는 분. 막 이렇게 오시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끊겨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런분들이 못오시니까 목욕을 못하시는 거에요.

그러니 그렇게 깔끔했던 엄마가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을까. 그래서 계속 있는

내내 표정도 찡그리시고.. 늘 잘 웃던 분이었는데.” (연구참여자 #4)

“예전에는 많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오신다고 복지사님들이 이야기 하시더

라고요. 그래도 아예 안하진 않았으니까 ...그런게 좀 활성화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애기아빠 스스로 무력해지는 걸 느끼더라고요.” (연구참여자 #10)

의료진으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가족은 생애말기 대처를 위한

환자와의 대화에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환자와 가족은 불충분한 정보로 인해 향후 치

료나 대처를 위한 논의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로 인해 질병 또는 향후 맞닥뜨릴 증상,

준비가 필요한 것들과 관련하여 자신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기를 원하고 있었

다. 또, 가족은 생애말기에 놓여있는 환자와 가족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의료진의 태도

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병원에 의료진이 뭔가 뚜렷하게 이렇다 저렇다를 얘기해 주지 않으셨어요. 물론.

의사 선생님도. … 무슨 질문을 하면 ‘무슨 질문을 하느냐’ 이렇게 ‘질문 자체를 하



- 73 -

지 말아라.’ 이런 좀. … 그 분이 뭔가 따뜻한 의사 선생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

상태를 정확하게 뭔가 파악했다라는 것.. 그런 인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말하시니

알수도 없었고. 아버지도 저희도 뭐 뭘 모르니까 논의를 할 수가 없었어요. … 어

머니랑 아버지께도 ‘그딴 걸 왜 물으세요? 하라는 대로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셨

어요. … 이렇게 되니까. 뭔가 좀 환자나 가족들 입장에서는 참 안좋았죠. 의지가

꺾이시는?” (연구참여자 #3)

“이제 2차 병원에 있으면서 거기에서는 지금 나타나는 증상들이 전이 때문에 조절

이 불가능한 증상들이고. 의식있을 때 얘기 많이 나누고 앞으로 불편해지는 상황

들이 계속 올거라고 말했는데 이제 그때 왜 A병원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해줬을까

했죠. 속상했죠.” (연구참여자 #6)

의료진 태도를 통한 긍정적 경험으로, 환자와 가족은 의료진의 지지적 태도를 통해

함께 마지막을 준비하는 기회를 얻고 있었다. 생애말기, 의료진이 일방적인 태도가 아

닌 상호 지지적인 태도로 다가왔을 때 가족은 환자의 죽음이라는 두려움 속에서 위로

와 지지를 받았으며, 환자는 자신이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러한 영향은 이후 환자와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대화하는 과정에 고스란히 반

영되었다.

“지금은 가족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이겨내지 못합니다. 가족 손이 필요하고 가족

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고. 혼자서 이기려고

하지마시라고. 혼자서 약으로 해서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가족들하고 이렇게 하라

고 그러더라고요.” (연구참여자 #2)

“마지막에 이제 의사선생님이 호스피스 병원을 가시려면 본인이 암이라는 걸 인지

를 하고 계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때 의사샘

은 계속 그 수술하신 담당 교수님은 요즘 뭐 본인이 자기 병을 모르는 사람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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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있냐하면서 얘기하라고 괜찮다고.” (연구참여자 #4)

“의료진도 .. 생각해보면 뭐 그사람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더라고 말투나 이런게 환

자는 일단 다 신경이 곤두서있잖아요. 그런거에 대한 스트레스도 받아요. 여기 원

장님은 되게 말을 예쁘게 해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아기아빠가 그래도 자기 스스로

아직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받게해주고 우리랑도 좋은 시간 보내려고 노력하고..”

(연구참여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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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고 찰

본 연구는 사별 가족을 대상으로 암 환자와 가족 간 생애말기 의사소통에 관한 경

험의 구조와 특징을 탐구하고 제시함으로써 보건의료분야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마

련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는 암 환자와 가족 간의 생애말기 의사소통 경험에 관한

심층적 이해를 돕기 위하여 질적 기술 연구로 설계되었다. 연구 결과, 크게 3가지 주

제 ‘환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함’, ‘환자와 가족은 서로를 위한 이야기를 함’, ‘가족은 당

시의 생애말기 의사소통을 되돌아봄’이 도출되었다. 연구자는 연구 결과로 도출된 3가

지의 주제를 통하여 암 환자와 가족 간 생애말기 의사소통 경험에 관한 전반적인 구

조와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마지막 주제 ‘가족은 당시의 생애말기 의사소통을

되돌아봄’을 통해 실천적 함의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었다.

1. 암 환자와 가족 간 생애말기 의사소통 경험의 구조

암 환자와 가족 간 생애말기 의사소통 경험의 구조를 살펴보았을 때, 말기 진단부

터 임종하기까지의 시간적 구성에 따른 정형화된 과정은 확인할 수 없었다. 생애말기

의사소통 내 공통된 성격의 메시지는 발견할 수 있었으나 다양한 소통 패턴을 나타냈

으며 여기에는 돌봄의 환경, 개인의 특성 등의 복합적인 요소들이 반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경험의 구조를 제시하는 데 있어 의사소통의 기본 구성 요소 7가지에 해당

하는 발신자, 수신자, 매체, 메시지, 피드백, 잡음, 환경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의사소

통의 7가지 구성 요소를 토대로 살펴본 생애말기 의사소통의 구성 요소를 ‘표 7.’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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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의

구성요소

생애말기 의사소통

환자 → 가족 환자 ← 가족

발신자(sender) 환자 가족

수신자(receiver) 가족 환자

매체(channel) 언어적‧비언어적, 대면‧비대면

메시지(message)
관계적 메시지 관계적 메시지

자기에 관한 메시지 -

피드백(feedback) 임종이 임박할수록 어려움 소극적 반응

잡음(noise) 신체적 소음, 심리적 소음 심리적 소음

환경(environment) 의료환경, 가족의 의사소통 문화

표 7. 생애말기 의사소통의 구성요소

의사소통 과정에서는 메시지의 의도와 의사소통을 결정하는 ‘발신자’와 메시지를 받

고 해석하는 ‘수신자’가 대화의 축이 된다(Wrench, Punyanunt-Carter and Thweatt,

2020). 암 환자와 가족 간 생애말기 의사소통에서의 발신자와 수신자는 환자와 환자의

가족이 된다. 환자와 가족은 의사소통 과정에서 발신자와 수신자를 번갈아 가며 위치

해있었다.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의 경험 전반에서 환자는 말하는 입장인 발신자의 위

치에, 가족은 환자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수신자의 위치에 있는 특징이 드러남으로써

대화의 무게가 상대적으로 환자 쪽으로 쏠려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체로, 환자와 가족은 상황과 분위기에 따라 언어적‧비언어적, 대면‧비대면

방법으로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환자의 임종이 다가올수록 비언어적 방법을 주요한

소통 방법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의사소통의 주 내용에 해당하는 메시지는 대화의 의도나 의미를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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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ench, Punyanunt-Carter and Thweatt, 2020). 암 환자와 가족 간 생애말기 의사

소통을 구성하는 메시지는 의사소통의 방향에 따라 특징 지어졌다. 먼저, 공통으로 환

자와 가족이 상호 주고받는 메시지는 관계를 위한 메시지였다. 그리고 발신자가 환자

이고 수신자가 가족인 방향의 대화에서는 환자 자기 자신에 관한 이야기가 특징적인

메시지로 드러났다. 반면 가족은 관계적 대화 이외에 환자에게 전하는 특징적인 메시

지는 찾아볼 수 없었다.

환자가 임종한 후, 즉, 환자와의 의사소통이 완전히 끝난 시점에서 가족은 환자와

이야기했던 시기를 회상하며 그때의 자신에 대해 성찰하였다. 성찰을 통해 환자와의

대화에서 당시 환자의 말에 대한 자신의 응답과 자신의 말에 대한 환자의 응답을 돌

아보며 개인 내부에서 의사소통의 환류가 발생했다. 환류 과정에서 당시 대화가 잘되

지 않았던 다양한 잡음에 대해 생각하였다. 생애말기에 놓여있던 자신과 환자의 입장

에서 다시 바라보고, 환자의 측면에서는 신체적 고통으로 인한 신체적 소음, 그리고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소음을 인지했으며 이를 통해 환자를 안타까

워했고 이해해 나갔다. 그리고 가족의 측면에서는 환자를 떠나보내야 하는 상황에서

순응과 부정을 오가는 심리적 소음을 인지했으며 그로 인해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

은 것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을 드러냈다.

마지막 구성 요소인 환경은 암 환자와 가족 간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으

로 크게 두 환경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첫 번째는 의료가 제공되는 공간적 환경이다.

여기에서 공간은 의료 환경에 해당하며 그 안에서 경험하는 의료인, 의료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두 번째는 가족 내 의사소통 문화에서 오는 구조적, 심리적 환경이다. 후자

의 경우 전자인 공간적 환경과 비교했을 때 개인과 가족이 오랜 기간을 통해 형성된

환경에 해당한다. 평소 개인의 의사소통 습관, 성격 등이 포함되는 가족 내 의사소통

문화의 영향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체 등과 같이 선택에서 반영되고 있었다.

이를 토대로 구성된 ‘환자와 가족 간의 생애말기 의사소통’ 경험의 구조는 다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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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과 같다.

‘2. 암환자와 가족 간 생애말기 의사소통 경험의 특징’에서는 구조에서 드러난 의사

소통의 방향에 따른 메시지의 특징과 사별 후 발생하는 의사소통의 환류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논의를 하고자 한다.

그림 1. 암 환자와 가족 간 생애말기 의사소통 경험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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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암 환자와 가족 간 생애말기 의사소통 경험의 특징

암 환자와 가족 간 생애말기 의사소통 경험의 특징으로 파악된 것은 관계 내에서의

성장, 소통을 실천하는 가족의 어려움, 대화의 불균형이다. 가족의 환자와의 생애말기

의사소통 경험은 의사소통 안에서 오가는 메시지에 주목하여 보았을 때 ‘성장’이라는

중요한 긍정적 경험을 특징으로 하고 있고, 사별 후 발생하는 가족의 의사소통에 관

한 환류를 통해 소통을 실천하는 가족의 어려움과 대화의 불균형이 주요한 특징으로

확인되었다. 각 특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다.

첫째, 가족은 생애말기 의사소통으로 환자와 가족이 관계 내에서 성장하는 것을 경

험하였다. 환자와 가족은 상호소통을 통해 다양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가족의 결속

력과 유대감을 강화하는 관계적 성장을 하고 있었으며 환자는 가족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재정립해나가는 성장을 하고 있었다.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관계적

메시지(Nakazato et al, 2018; Prince-Paul and Exline, 2010; Prince-Paul, 2008;

Steinhauser et al, 2000)’와 ‘정체성 메시지(Keeley, 2016; Steinhauser et al, 2000)’, 그

리고 Keeley(2007)의 연구에서 제시한 사랑, 정체성, 영적 종교적, 일상, 갈등 관계의

메시지는, 본 연구에서도 주요 메시지로 확인되었다.

말기 암을 위기로 받아들인 환자와 가족은 슬픔과 좌절을 경험하면서도 주어진 시

간 안에서 기존의 관계를 재조명하고 긍정적 상호작용을 통해 가족으로서의 유대감을

형성해나갔다. 생애말기 환자와 가족은 복잡하고 다양한 감정 변화를 경험하기 때문

에 자신이 겪고 있는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고 공유하는 것은 환자와 가족의 질병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Lewis et al, 2008), 환자와 가족의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

로 끌어준다(Nakazato et al, 2018; Porter et al, 2005). Surmasy(2002)는 인간을 ‘관계

에 있는 존재’로 정의하면서 삶의 마지막에 있는 사람들을 적절히 돌보기 위해서는

관계적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의사소통은 관계를 재확인

하고 유지, 발전시키는 중요한 수단에 해당한다(Prince-Paul and Exline,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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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말기 의사소통 내에서 서로의 관계를 위한 메시지 외에 중요하게 도드라진 메

시지는 환자 자신의 메시지였다. 환자 개인은 살아온 과거를 회상하고 가족과의 대화

를 통해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고 수용해감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자아를 통합해 나가고 있었다. Keeley(2007)는 죽음은 정체성의 위기를 가

져오며 생애말기 의사소통에 대해 관계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개인의 정체성을 재

확립하는 기회를 주는 중요한 과정으로 설명한다. Steinhauser 등(2000)은 환자가 죽

음을 준비하고 가족과의 관계적 상호작용을 통해 관계를 재확인하고 개인을 돌아봄으

로써 인간으로서의 삶을 완성해나가는 것을 삶의 마지막에 여겨지는 중요한 가치로

제시하였다. 선행 연구와의 유사한 결과는 구체적인 결과들을 덧댐으로써 환자와 가

족 간 생애말기 의사소통에서 주요하게 고려해야 할 메시지에 대한 이론적 타당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둘째, 가족은 환자와의 생애말기 의사소통을 중요한 활동으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의사소통의 실천에 있어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Zhang과 Siminoff(2003)는 생애

말기에 놓인 가족은 모든 면에서 환자의 복지(well-being)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었으

며 정서적인 두려움 등의 심리에 기인하여 솔직한 대화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보

여주었다. 본 연구에서 가족은 환자와의 대화에 있어 평소와 다른 패턴의 반응을 보

이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예를 들어 가족은 평소 무뚝뚝한 자신이 환자의 애정

표현에 대해 평소와 달리 적극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며

환자의 심신에 부정적으로 영향 끼칠 것으로 생각하였다. 결과적으로 가족은 사랑 등

의 긍정적인 성격의 이야기에서 적극적인 표현을 절제하고, 환자와의 갈등, 불편했던

사건 등과 같이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성격의 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의

경우 함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더 나아가 말기라는 힘든 상황 속에서 최대한 긍정적

인 희망을 유지하고자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그러다보니 생애말기 의사소통 내에서

가족은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에 대해 다소 소극적이고 경직되어 있었다.

그러나 가족뿐만 아니라 환자 또한 솔직한 대화에서의 어려움이 있기에(최공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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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환자와 가족은 종종 서로의 갈등을 피하고자 대화 자체를 하지 않는 침묵의 방

법을 택하기도 했으나 침묵은 도리어 서로의 심리적 불안을 가중했고 좋은 의사소통

의 방법이 되지는 못했다(Zhang and Siminoff, 2003).

이렇듯 생애말기 의사소통 내에서 다소 방어적인 태도를 지닌 가족은 죽음을 앞에

두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대화를 풀어가야 할지를 두고 어려워했다. 가족은

성찰 과정에서도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상황을 인정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잘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졌다. 환자와 가족 간 생애말기 의사소통에

서 죽음을 마주하는 솔직한 이야기는 생애말기돌봄 안에서 중요한 대화로 간주되어

오고 있다(Bachner, O’Rourke and Carmel, 2011; Shin et al, 2005;, Generous and

Keeley, 2014; Keeley, 2017). 연구참여자들은 환자와의 의사소통에서 죽음에 관해 직

접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평소와 같은 대화로, 이전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일상을 유

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일본에서는 환자의 신체 상태나 죽음에 몰두하지 않고

평소와 같이 지내는 것을 ‘좋은 죽음’의 기여요인으로 보기도 한다(Miyashita, 2007).

그러나 여전히 많은 환자와 가족들이 임종 전 죽음에 대해 미리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을 중요한 과정으로 생각하고 있다(Kreicbergs et al, 2004; Mori et al, 2017). 그렇다

면 효과적인 생애말기 의사소통을 위한 전략과 방법에 있어서 죽음을 어떻게 이야기

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문화, 인종 등에서의 차이와 특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Bachner, Yosef-Sela and Carmel, 2014; Li et al, 2020) 향후 생애말기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각 인종 간 또는 문화권 간을 비교하는 실증적이고 다양한 연구가 요구된

다.

셋째, 연구를 통해 중요하게 비춰진 점은 생애말기 의사소통 내 대화의 균형에 관

한 것이었다. 생애말기 의사소통이 환자를 주축으로 흘러가고 있었으며, 평소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아끼는 환자도 가족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상

대적으로 생애말기 의사소통 안에서 환자는 이야기를 하는 위치에 가족은 들어주고

이끌어주는 위치에 있었다. 앞서 이야기한 소통과정에서 가족이 겪는 어려움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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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가족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끝까지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결과

적으로 자신의 이야기가 부족했던 가족은 적절한 균형을 이루지 못한 의사소통으로

인해 사별 이후 의사소통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었다. 환자와의 의사소

통 과정에서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됐는지, 자신의 반응이 적절했는지, 환자는 왜 그렇

게 반응했는지 등과 관련한 의사소통의 환류가 사별 이후에 발생하고 있었다.

3. 생애말기 의사소통을 위한 보건의료분야의 개선방향

본 연구는 가족에게서 생애말기 환자와의 건강한 대화를 위한 적절한 돌봄 요구가

있었다는 점에서 실천적 함의가 있다. 가족은 생애말기 대화에 있어 노출된 의료환경

으로부터의 영향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으며 대화에 참여하는 주체의 심리, 대

화의 시기, 대화의 내용에의 영향을 경험하고 있었다. 가족은 생애말기돌봄에서 존중

되기를 원했으며, 존중은 의료전문가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나 태도, 서비스 등의 돌봄

이 제공되고 있는 의료환경으로부터 경험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생애말기 의사소통

을 지원하기 위한 보건의료분야의 개선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 번째, 생애말기돌봄을 제공하는 의료전문가의 성숙한 태도가 요구된다. 환자와

가족의 생애말기 의사소통은 ‘생애말기’라는 중요한 맥락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이들

은 치료를 통한 회복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닌 이별과 마지막을 향하고 있는 사람들

이다. 그리고 가족은 환자의 죽음 이후 결과를 다뤄야 하는 위치에 있다. 특히, 생애

말기 의사소통 내에서 대화의 불균형은 가족의 애도과정과 중요한 연관성을 가진다

(Bachner et al, 2019; Bachner, Guldin and Nielsen, 2021; Otani et al, 2017). 생애말

기에 환자를 돌보는 것에 모든 신경이 집중되어있는 가족이 투병과정에서 자신에 대

한 관심과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디스트레스 관리를 돕고(진주혜, 유진희,

2017; Keeley, 2017) 환자의 죽음에 준비할 수 있도록 의료전문가의 중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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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 et al, 2008; 김계숙, 2016; Koenig Kellas et al, 2017). 따라서 생애말기돌봄을

제공하는 의료전문가는 생애말기 환자와 가족이 일반 환자와 가족보다 더 취약한 상

태라는 것을 중요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환자와 가족은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죽음을 준비하기 위한 마무리 대화를 해야 한다. 이때, 의료전문가는 죽음을

준비해야하는 어려운 도전에 직면한 환자와 가족 간의 의사소통을 적절히 지원하고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Hebert et al, 2006; Mori et al, 2017). 환자와 가족의 생애말

기 마무리를 위한 대화를 돕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다양한 고려가 요구되며 ‘개인’이라

는 관점에서의 개별적인 전략 또한 필요로 된다(Bachner, Yosef-Sela and Carmel,

2014; Hack, Degner and Parker, 2005). 이 때, 의료전문가가 생애말기 의사소통에서

가치 있게 다뤄지는 관계적, 정체성의 메시지를 인지하고 선험적으로 고려한다면 시

간이 제약되는 의료환경의 현실에서 더 효율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또, 환자와

가족 간의 의사소통에서 주요 문제를 발견하고 올바른 개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의료전문가가 생애말기 의사소통의 특징적 경험을 지식적으로 습득하고 적용하고 활

용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생애말기돌봄을 제공하는 의료전문가는 ‘환자와

가족 간의 생애말기 의사소통’의 의미와 메시지를 이해하고 필요성을 보다 민감하게

인지하여 환자가 아닌 인간으로서 삶을 완성해나갈 수 있도록 확장하여 이해할 수 있

어야 한다.

두 번째로, COVID-19과 같이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의료환경은 보다 민

감하고 적절하게 대처하고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까지 삶의 마지막 시기에 가

족이 환자의 곁에 함께 있는 것은 상호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겨져 왔

다(김분한, 탁영란, 전미영, 1996; Mossin and Landmark, 2011; Kanacki, Roth and

Georges, 2012). 그러나 COVID-19의 유행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면회 제한은 생애말

기에 놓인 환자와 가족 간 의사소통의 문제를 크게 드러냈다. 대면을 어렵게 하는 상

황은 특히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단절을 불러왔고, 그로 인해 생애말기에 처한 환자와

가족은 이를 위기로 인식하였다. 예기치 않은 소통의 장벽이 발생한 상황에서 생애말

기 환자와 가족을 연결시켜 주는 것은 생애말기의료의 중요한 과제이자 도전으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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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잡았다. 연구에 참여한 가족들은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생애말기의 기본적인 요구

이자 진정한 교감의 전제로 여기고 있었으며 환자의 곁에 함께 있는 것을 가장 우위

에 두고 있었다. 이는 최근 연구에서도 면밀히 보여주고 있다(Otani et al, 2017;

Schloesser et al, 2021). Schloesser 등(2021)의 연구에서는 가족이 면회 제한으로 인

해 환자와 신체적 친밀감을 나누지 못하고 작별인사를 어렵게 하는 등의 경험이 확인

되었다. 감염병 유행에 대한 공중 보건의 대응 중 하나인 면회 제한과 생애말기에 놓

여있는 환자와 가족의 연결을 의미하는 소통 사이에서 의료시스템은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만 한다. 면회 제한이라는 상황에도 가족의 면회에 대한 필요성을 중요하게 강

조하고 있는 점은(Hanna et al, 2021; Mayland et al, 2021), 생애말기돌봄영역에서 소

통이 가지는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공중보건위기상황에서도 삶의

끝에 놓인 환자와 가족은 서로에게 작별인사를 하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어

야 하며(Schloesser et al, 2021), 이를 돕기 위해서는 제한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질

높은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한 고도화된 전략과 노력이 요구되며 일차적으로 감염

병 유행상황으로 줄어든 상호작용의 기회를 화상프로그램을 활용한 비대면 소통 등의

시스템적 지원을 통하여 환자와 가족이 대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Selman et al, 2020; Feder et al, 2021). 생애말기에 직면한 환자와 가족에 대한 돌봄

과 그들 간의 의사소통의 질을 고려했을 때 면회 제한 정책은 상황에 맞춰 제고될 필

요가 있으며(Feder et al, 2021), 적절한 순간을 알아차리고 안전조치하여 가족의 면회

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전략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의료환경 내

에서 환자와 가족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조력자인 의료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하게 강

조된다((Kim et al, 2021). 면회 제한으로 환자와 가족이 겪게 될 상황적 고통을 완화

하기 위해서는 의료전문가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황을 민감하게 인지하면서도

정기적인 의사소통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Selman et al, 2020). 감염병 유행상황에

서 생애말기 환자와 가족의 의사소통에 관한 지원 대책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팬데

믹으로 인한 생애말기 의사소통의 경험을 심도 있게 이해하는 것이 뒷받침되어야 하

며 다양한 접근의 양적‧질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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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여, 환자와 가족 사이의 생애말기 의사소통은 생애말기돌봄영역에서 중요하

고 민감하게 다루어져야 할 영역이다. 효과적인 생애말기 의사소통은 돌봄에 대한 만

족과 의미 있는 시간으로 귀결하며 긍정적인 생애말기 경험을 만든다(Keeley, 2017;

Lewis et al, 2008). 환자와 가족 간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의료환경을 만드는 것은

생애말기돌봄 전체의 관점으로 확장시킬 수 있다. 생애말기돌봄을 제공하는 의료전문

가에게 환자, 가족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역량은 지속적으로 요구되어오고

있는 사항이다. 환자와 가족 간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것은 적절한 생애말기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정보를 충분히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의 건설적

인 과정 중 일부로 설명된다. 따라서 환자와 가족 간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역량은 독

립된 역량이 아니며 의료전문가의 원활한 의사소통 역량 안에 포함된다. 그러나 현재

환자와 가족 간 생애말기 의사소통 내에서 발생되는 문제는 온전히 환자와 가족이 해

결해야 하는 몫으로 경험되고 있으며 면회 제한이 발생한 COVID-19 상황에서도 적

절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함으로써 의료전문가의 개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음

을 알 수 있었다. 생애말기돌봄의 의사소통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더 민감하게 적용하

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의료전문가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COVID-19은 생애말기 의사소통 문제에 관한 새로운 발견이라기보다는 그간 외면

하고 묵시해왔던 환자와 가족 안의 의사소통 문제들을 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으로,

지금 상황을 기점으로 생애말기 의사소통을 바라보고 재정립하는 기회가 되리라 보며

더 나아가 생애말기돌봄 전체로 확장된 개선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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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의의와 한계

본 연구는 환자의 삶의 마무리 준비와 사별 가족의 애도에 있어 중요한 연관성을

가진 환자와 가족 간의 생애말기 의사소통에 대해 심층적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전기

를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고무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

가 있음을 인정한다.

첫째, 본 연구는 환자와 가족 간 생애말기 의사소통 경험의 이해에 초점을 맞춘 소

규모 표본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주의를 요한다. 일반화는 질

적연구방법론의 한계로 자주 언급되지만, 엄밀히 말해 질적 연구는 일반화를 위한 연

구가 아니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환자와 가족 간 생애말기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이

루어진 타 연구와의 유사한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단, 한국의 생애말기 의사소통 경험에 관한 일반화 가능성을 위해서는

추후 생애말기 의사소통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

째, 본 연구는 생애말기 의사소통 경험을 사별 가족 중심으로 수집되었으며 회고적

측면에서 기억의 편집, 편향적 왜곡 등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인터뷰 수행 전

충분히 생각하고 정리할 시간을 제공하여 편향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여전

히 무시할 수 없는 한계 중 하나이나, 한편으로는 애도의 시간이 반영되어 보다 객관

적으로 바라본 경험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환자와 가족 간의 생애말기 의사소통

에 대한 경험을 살아있는 가족 구성원에게서만 수집하였으며 죽어가는 가족 구성원

즉, 환자의 관점은 고려되지 못한 것에 대한 한계가 있다. 이후 연구에서는 환자를 포

함하여 생애말기 의사소통의 경험을 확인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넷째, 한 명의 가족

구성원 관점만을 고려하였으며 대상자의 특성이나 가족의 역동이 고려되지 못한 것에

대한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생애말기 의사소통에서 가족의 의사소통 패턴을

살펴보기 위하여 가족 한 구성원의 관점이 아닌 가족 내의 여러 가족 구성원의 관점

으로 확장시킨 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생애말기 의사소통 중

에서도 환자와 가족 간의 의사소통에 집중하였으며 생애말기 의사결정 등에 있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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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진으로부터 받은 돌봄의 상세한 내용을 다루지 못한 한계가 있다. 차후 환자와 가

족 간 생애말기 의사소통과 의료전문가의 돌봄을 함께 다룬 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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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본 연구는 생애말기라는 특정 맥락에서 발생하는 암 환자와 가족 간의 의사소통에

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고안되었다. 국내의 환자와 가족 간 생애말기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는 국외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미미했다. 따라서 국내의 암 환자와 가

족 간 생애말기 의사소통을 사별 가족의 경험에서 탐구함으로써 경험의 구조와 특징

을 제시하기 위해 심층 면담을 활용한 질적 기술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환자와 가족 간 의사소통은 ‘서로에 대한 배려’가 기저에 있었으며 비언

어적‧언어적 의사소통을 활용한 직‧간접적 표현으로 다양한 방식의 대화가 이루어지

고 있었다. 의사소통의 주요 메시지는 서로의 관계를 위한 메시지와 환자 자신에 관

한 메시지가 있었으며, 가족이 환자에게 이야기하는 메시지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

으로 경험되었다. 가족은 사별 후 당시의 의사소통에 대해 돌아보았으며 의사소통 안

에서의 자신을 바라보며 자신이 하지 못했던 이야기, 당시 자신의 반응과 환자의 반

응을 되짚어보며 그때의 아쉬웠던 점과 후회를 드러내고 있었다. 그리고 의사소통이

어려웠던 그 당시의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당시 자신과 환자를 둘러싼 의료환경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하며 적절한 돌봄이 제공되길 바라고 있었다.

가족은 환자와의 생애말기 의사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의미 있게 기억했다.

이는 팬데믹 이전 상황에도 동일했고, 팬데믹 이후의 상황에도 동일하게 중요히 여겨

지고 있었다. 팬데믹 상황은 생애말기돌봄영역 중에서도 이제까지 환자와 가족의 몫

으로 전가해왔던 환자와 가족 간 의사소통 문제를 되짚어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환자와 가족 간 생애말기 의사소통을 의료전문가가 적절한 방식으로 도와나가

기 위해서는 생애말기돌봄을 제공하는 의료전문가의 인식과 태도의 개선이 요구되며,

생애말기에 놓인 환자와 가족의 의사소통이 주는 의미와 기능, 내용 등에 대한 심층

적인 이해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료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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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과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팬데믹과 같이 일상적인 소통을 어렵게 하는

상황에서의 적절한 대안은 경험을 기반으로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상을 들여다보는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궁극적으

로는 생애말기 의사소통을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외적 변인과 관계없이 생애말기 의사

소통이 적절히 유지할 수 있는 형태로 의료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의사소통의 구조적 측면에서 생애말기 의사소통 경험의 구조를 제시하고

기존의 이론과 질적 해석을 통해 주요한 특징을 확인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환자와 가

족 간 생애말기 의사소통에 관한 실증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따라서 생애말기돌봄 내에서 생애말기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의료환경의 개선

전략을 마련함에 있어 기초자료로서 활용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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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ereaved family experiences on end-of-life communication with cancer

patients: A qualitative descriptive study

Hee-jung Jeon

Department of Pubic Health Law and Ethics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Directed by Professor Il-hak Lee, M.D., Ph.D.)

End-of-life communication is an activity in which patients and their families

expand mutual understanding by coping with sadness and finding the meaning of

death. It is an important process in the field of end-of-life care. Patients and their

families experience meaningful end-of-life care through end-of-life communication.

In South Korea, people‘s interest in end-of-life care is increasing with time due to

the rapid aging phenomenon,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deaths from various

cancers, and the increase in deaths at medical institutions since the 2000s. In the

meantime, the COVID-19 pandemic led to difficulties in communication between

patients at the end of their lives and their familie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and to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end-of-life communication experiences between cancer patients and their families

in South Korea, by conducting one-on-one in-depth interviews with 10 family

members; these interviews were designed as qualitative descriptive studies using

conten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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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 result of the study, 35 constructed meanings, 12 sub-themes, and finally,

the following 3 themes were derived: “Patient tells their own stories,” “Patient and

family tell a story for each other,” and “Family looks back on end-of-life

communication at the time.” During end-of-life communication, the patient and

family became the topic of conversation and communicated in various verbal and

non-verbal ways. Relationship and identity messages were identified as the main

messages.

A large part of the communication was focused on the patient, and relatively

less was said about the family “self.” As a result, the family had regrets post

bereavement. The family experienced each other’s growth within their relationship

through end-of-life communication with the patient, while simultaneously

experiencing difficulties and an imbalance in communication. In this regard, the

family needed appropriate care for end-of-life communication from the medical

environment. Healthcare personnel who provide end-of-life care are required to

have an in-depth understanding, awareness, and empathy on the meaning,

function, and content of communication between patients and their families. For

this, practical education and programs must be provided. In addition, the lack of

end-of-life communication in unexpected situations such as the COVID-19

pandemic requires a high-quality communication strategy for coping with the

medical environment appropriately, as well as the application of the changed

technical system.

---------------------------------------------------------------------

Key words: End-of-life, Communication, Qualitative descriptive study, In-depth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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