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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기과전문의 입장에서의 호스피스 돌봄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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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정      식

The Overview of Hospice Care as Urologist

Jung-Sik Huh

Department of Urology, Jeju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Medicine, Jeju, Korea

  The average life expectancy in Korea is increasing with new medical technology and complete understanding 
of pathophysiology of diseases in human. Physician should provide good and appropriate treatment to patients 
and also are responsible for offering medical services. Also, need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and death for 
patients with end-of-life have been increased. Urologists are interested in the prevention, diagnosis and treatment 
of the urogenital system disease but are not interested in the end of terminal cancer patients. Cancer is the 
most common cause of mortality rate in Korea. Cancer affects individuals, families, and society. Hospice and 
palliative care is a kind of portion of medicine to take care patients with far-advanced diseases and short-life 
expectancy, especially less than 6 months, for whom the focus of care is relief of suffering physical problems, 
social problems, and mental problems, and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It takes a lot of efforts to finish 
the end-of life in patient. Physician alone can hardly provide all parts of end-of-life cares and cares can be 
provided through hospice care team including physician, social worker, volunteer, and priest. Hospice and palliative 
care still take a care for only a small group for dying patients. There have been few data for hospice and palliative 
care in urology. This review is to summary the concept of hospice for end-of life care and to help understanding 
hospice and the laws related to hospice to urologists who take care of patient with urogenital tract cancer. (Korean 
J Urol Oncol 2017;15: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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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과학의 발   의학기술의 발달과 경제 인 성장을 통

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수명이 증가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 의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에서 암, 심뇌 질

환의 합병증 등으로 인한 사망이 더욱 증가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질환  사망 원인에 한 분석을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사망 원인의 1 는 

암이며 이외 뇌 질환, 심장질환 순이다. 암 발생률과 암

으로 인한 사망률이 해마다 증가되는 추세이며 이로 인한 

경제 , 사회 인 부담이 해마다 증가되고 있다. 우리나라

의 암 발생과 암으로 인한 사망을 이고, 국가 인 차원의 

체계 인 리를 해서 암정복사업을 통해 암의 방, 조

기 발견을 한 검진, 완치를 한 조기 치료, 교육 등이 다

방면으로 시행되고 있다. 한 법 으로 2003년 11월에 시

행된 암 리법에 의한 암등록통계사업, 암연구사업,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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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체 인 고통에 시달리는 말기 암 환자의 통증 리 등

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하여 말기 암 환자 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암, 간암, 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이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암이지만 비뇨기계암 발

생률도 해마다 증가되는 추세이며 뇨 등으로 인한 요로

폐색 등과 같은 원인으로 인한 환자의 고통과 증상을 완화

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다. 비뇨기과  비뇨기계암을 공

으로 하는 문의는 많이 있으며 부분 암의 조기 발견과 

암의 진행과 병태생리학 인 분야  암의 치료에 많은 

심을 가지고 있다.1,2 환자의 마지막까지  의학이 제공

해  수 있는 모든 의료자원—항암 치료, 환자실 치료를 

포함—에 한 말기 암환자의 의료비 지출 증 마지막 1–2개

월 의 의료비용이 임종 마지막 1년간 의료비의 29%–60%

를 차지하고 있다.3,4

비뇨기계암에 한 연구는 암의 원인, 진단, 치료 방법 등

을 통해 부분 생존율에 한 것과 후에 한 것에 주요 

심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5 특히 말기 

립선암에 한 치료 역이 확 되어 투약 이후 환자의 

후를 알아보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6 암으

로 인해 말기 암이 된 환자, 즉 지 까지 알려져 있는 치료

인 수술  치료,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표  치료 등에 

반응이 없는 환자에 한 심이 부족하여 이에 한 연구

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았다.7 비뇨기계암과 련되어 말

기 암 환자에 한 연구 한 매우 드물다. 이에 비뇨기계암

의 방, 진단, 치료뿐만 아니라 말기 암 환자의 돌 에도 

심을 가지기 해 삶과 죽음,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해 

정리하기로 한다. 

우리나라 암 발생률과 사망률

매년 암 리법에 의해 각 지역마다 암등록사업을 통해 

앙암등록사업본부에서 암의 발생률  암 사망률 등을 

발표하고 있다. 이 자료에 의하면 2013년 75,334명이 암으

로 인해 사망을 하 으며 뇌 질환 25,447명, 심장질환 

25,365명이었으며 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10만 명당 149.0명

으로 2012년 146.5명보다 증가되었다.8 암으로 인해 사망하

는 남성은 186.2명이고 여성은 111.8명으로 남성에서 사망

률이 더 많았다. 우리나라 각 지역과 연도별로 암의 발생률

은 증가 추세에 있으며, 각 장기별 암종의 발생률은 차이가 

있으며, 제주지역의 비뇨기계암에 한 연구에서도 해마다 

암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모든 암 발생과 비교하면 1999년 

75건(6.2%)에서 2012년 207건(8.7%)로 증가하 으며 2012

년도에는 립선암의 발생이 가장 많았고 이외 방 암, 신

장암의 순이었다. 모든 비뇨기계암의 5년 상 생존율은 

1999년–2002년, 2003년–2007년, 2008년–2012년에 따라 각각 

48%, 56%, 63%로 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 으며 발생률

이 1 인 립선암의 경우에도 79%, 88.5%, 93.4%로 증가

하는 추세이다.9

삶과 죽음

인간은 구나 한번 태어나면 죽음이라는 굴 에서 벗어

나지 못한다. ‘삶’이란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는 동안 사는 

일로 정의되어 있다. 출생과 동시에 한 사람을 둘러싼 다양

한 주변 환경에 향을 받아 각자의 삶을 하게 된다. 

재산, 가치, 사회의 지 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고, 삶의 질도 개인마다 다르게 느낄 수 있으나 죽음이

라는 명제 하에서는 언제나 혼자이고 혼자서 극복을 해가

야 하는 환경에 놓이게 된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시간, 

장소  원인을 측할 수 없으며 사후의 세상에 하여서

는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가정환경, 종교, 인생 , 문화, 신

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죽음이라

는 단어를 끌어내는 것에 익숙하지 않으며, 부분의 사람

들이 이를 회피하는 경향이 많다. 건강한 삶과 오래 삶을 

하기 해 소식을 하거나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몸에 

해로운 것은 피하면서 유산소운동, 식이요법, 명상, 요가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즉 웰빙을 해 개개인이 많

은 시간과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죽음의 정의는 약간의 차

이는 있지만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소생할 수 없는 삶의 

원한 종말’로 정의를 하고 있다.10 한의사 회에서는 “사

망은 심폐기능의 정지인 심체사 는 뇌사를 죽음으로 인

정한다”로 정의하고 있다. 죽음은 개인의 가치 , 시  

배경, 문화  배경, 종료, 철학, 죽음과 삶에 한 태도 등에 

의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삶과 죽음은 모든 생명체 

그 에서도 인간의 숙명 인 정상궤도이지만 경험 , 이

론 인 견해로서 올바른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다. 의학

인 죽음은 감각을 통해 호흡운동, 심장박동 지  각종 

반사의 소실이며 의학  검사를 통해 죽음을 단할 수 있

고, 죽음이 법 으로 정이 되면 주민등록 말소, 즉 인간으

로서의 의무와 권리가 소멸하는 것을 의미한다. 

죽음을 비하는 자세 한 삶의 일부라고 인식하고 마

지막 삶의 성장 과정으로 생각되기도 하며, 이와 반 로 재

수 없고, 끔 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이

다. 그러나, 죽음은 인생의 일부이며 완성일 것이다.

1992–1997년 암 환자의 죽음을 맞이하는 장소에 한 한 

연구에서 73.7%가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하 고 26.3%는 병

원이 아닌 곳에서 임종을 맞이한 것으로 보고하 으며 

차 병원에서 임종을 맞는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측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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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1

품  있는 죽음에 한 연구에 의하면 환자의 이상 인 

임종 장소는 54.8%가 자택이며 병원이 8%, 호스피스기 이 

7.9%, 요양원이 6.5%로 보고되었고 자택을 선택한 이유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같이 임종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었

다.12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늘 가까운 지인 즉 가족과 함께 

생을 마감하는 것이 가장 할 것이다.

호스피스완화의료의 기원과 련법

항생제 발견 이 의 임종과 련된 것은 염병으로 인

해 많은 인간이 사망을 하 고 집안이 아닌 곳에서 죽는다

는 것을 객사라고 하여 가장 좋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여 

의료기 을 이용하기보다는 가족들과 함께 한 인간의 죽음

을 애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재 의료기 이 발달하고, 농

업을 기반으로 한 가족제도에서 핵가족화가 보편화되면

서 병원을 사망 장소로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11 

인공호흡기와 많은 의료기기에 의존하거나 불편감 속에서 

임종을 맞게 되는 두려움과 편안하면서 가족과 함께 임종

을 맞이하고자 하는 갈망 속에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다. 

회생 불가능한 말기 암 환자의 경우 의료에 집착하는 경우

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말기 암 환자의 경우에는 50% 

이상이 2–3개월 내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으며 평균 약 3–6

개월 생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호스피스(Hospice)라는 어원은 호스피탈리스—주인과 호

스피티움—즉 주인과 손님 사이의 따뜻한 마음을 표 하는 

장소라는 개념이 변천하여 용어가 정리되었다. 호스피스의 

기원은 구미에서 기에 종교 인 신념을 통해 의료라기보

다는 보살필 가족이 없는 병든 환자 혹은 쇠약해진 몸을 

회복하거나 사망 장소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을 시작으로 

Cisley Saunder에 의해 효과 인 증상 조 의 필요성과 함께 

환자와 가족들 치료 등을 시행하며 국에서 시작되었고 

우리나라는 1964년 강릉의 갈바리의원에서 시작되었다.13,14 

2017년 2월 기  총 77개 기 이 말기 암 환자 호스피스 

문기 으로 지정되었으며 1,293개의 병상을 운 하고 있고, 

2015년 호스피스 서비스이용률은 15.0%이다.15

가족  암이 진단된 경우에 정신 , 육체 인 고통이 심

하지만 특히 치료 방법이 없는 말기 암의 경우에는 환자 

 환자의 가족이 신체 , 경제 , 인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이러한 고통은 한 개인의 가족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 회복 의 하나로 

말기 암 환자와 가족들에게 신체 , 사회 , 심리 , 인 

측면을 모두 고려한 총체 인 돌 을 제공함으로써 고통을 

조 이라도 덜어 주어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인간 인 존

엄성을 유지하면서 평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환자가 죽음을 맞이한 경우에는 남아 있는 가족에 

한 사별가족 리를 임종 이후 1년까지 리하게 된다. 이를 

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성직자, 자원 사자가 한 

이 되어 환자와 가족에 한 고통과 문제를 해결하기 

해 을 통한 근을 하는 것이다.

호스피스완화의료와 련된 법은 재 암 리법 제2조 

완화의료의 정의, 제20조의 완화의료의 상자. 제21조의 

완화의료사업, 제22조의 완화의료 문기 의 지정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말기 암 환자 완화의료의 정의는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 , 심리사회 ,  역에 

한 종합 인 평가와 치료를 통하여 말기 암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 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로 되어 있다. 인력 기 은 의사 는 한의사로 연평

균 1일 완화의료 병동에 입원한 말기 암 환자를 20명으로 

나  수 이상이며 담간호사는 연평균 1일 완화의료 병동 

입원 말기 암 환자를 2명으로 나  수 이상, 사회복지사는 

상근 1명 이상으로 정의가 되어 있으며 필수인력은 완화의

료 교육(총 60시간 이상)을 이수한 자로 한하고 있다. 시설 

 장비 기 은 입원실은 흡인기  산소발생기 등을 포함

한 최소 3병실 이상으로 1실당 5병상 이하로 남녀를 구분하

여야 하며 1개의 독립된 임종실, 1개의 목욕실, 1개의 가족

실, 1개의 상담실, 1개의 처치실, 1개의 간호사실, 2개의 화

장실이 별도로 갖추어져야 한다. 이러한 기 의 경우 꾸

하게 완화의료 수가에 한 보험 용을 주장하고 있어서 

2009년도 일당정액제에 한 시범사업이 진행되었으며 이

후 의견을 수립하여 2011년도에 2차 시범사업을 진행하여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완화의료수가의 문제 에 하여 수

정 보완을 하여 2015년 7월 15일부터 의료보험수가를 용

하게 되었다.

일당정액수가제도를 원칙으로 하여 요양기 을 상 종

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으로 구분하고 간호인력 수

에 따라 1등 , 2등 , 사회복지사 담 여부에 따라 1등

, 2등 으로 나 어 지 하며 2인실 이상의 경우에는 상

종합병원은 최  323,184원, 종합병원의 경우 317,249원, 

의원의 경우 218,220원 등으로 구분하 다. 이 액은 병실 

리비와 약제가 거의 포함되어 있으며 시술의 일부분과 

통증조 약제비가 별도로 산정되기도 한다. 재 수가는 

환자에 한 통증 조 이 주 목 으로 수 이나 항생제 사

용 등에 한 수가는 일당정액수가에 포함되어 있고 검사

비용도 모두 포함되어 있다. 최근 호스피스완화의료  연

명의료결정에 한 법률이 2016년 2월 3일 제정되어 연명

의료의 정의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

술, 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 호흡기 착용과 같은 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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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술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암 이외의 만성 질환으로 확 되어 있

다. 즉 암을 비롯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질환, 

만성 간경과,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 법은 2018년 2월4일부터 시행될 정이

다. 한 사 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가 정의되

어 있다. 사 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단과 호스피스

에 한 당사자의 의사를 환자가 직  문서로 작성한 것이

며, 연명의료계획서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작

성하는 것으로 환자의 자발 인 의사에 따라 작성이 되어 

언제든 변경이나 철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사 연명

의료의향서는 법 으로 등록기 에서 실시되며 여기에는 

연명의료 단 결정, 호스피스 이용, 작성 일시  보  방

법, 그 밖에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법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하여 규정을 할 계획

이며 아직 연명 치료에 한 논란은 많이 남아 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환자의 임상  특성

말기 암 환자의 증상은 암종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통증이 가장 흔하게 나타난다. 통증은 암 자체로 인

한 압박에 의한 통증, 이로 인한 통증, 암에서 생성되는 

물질로 인한 통증 등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진행성 

암인 경우에도 60%–90%의 환자에서 이러한 증상을 호소하

게 되며 이를 조 하기 해 세계보건기구와 우리나라에서

도 암성 통증 치료의 표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16,17 암성 

통증을 제 5의 활력증후군으로 고려하며 의료진의 심과 

치료에 한 지식을 늘려가야 할 것이다.18,19 일개 병원의 

말기 암 환자 21명에 한 연구에서 통증이 17명, 만성쇠약

감이 10명, 뇨가 4  등으로 보고하 다.7 암성 통증은 환

자의 삶의 질과 련되어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통증의 강

도, 주기, 성격 등 병력을 충분하게 청취하여 다양한 도구를 

이용하여 올바른 통증 치료가 되어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

어야 할 것이다.

말기 암 환자들의 비뇨생식기 계통에 한 증상으로는 

주로 암의 직  침범으로 인한 기능 하나 자극으로 인한 

빈뇨증상 등이 있으며 막힘요로병증, 뇨, 요로계 샛길 등

으로 인한 증상이 있을 수 있다.7,20-23

결      론

복잡하고 다양한 가치를 지니고 살아가는  사회에서 

생명을 연장하는 것만이 우선이 될 것은 아니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도 요한 요소

가 될 것이다. 생명으로 태어나서 한번은 가야 될 숙명을 

안고 있지만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게 의료인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며 특히 비뇨기계암을 

공하는 문가로서 말기 암 환자의 증상 조 이나 임종

까지 치료를 담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말기 암 환자에

게 보다 많은 심과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에 하여 

충분하게 이해하고 조 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며 

이와 련된 법률 인 변화에 응을 잘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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