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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의 심리 

• 암 환자의 심리는 과거 Kübler-Ross가 말한 죽음의 5단
계처럼 부정-분노-타협-우울-수용의 방어 기제를 단계적
으로 밟아나가는 것은 아니다. 특정한 의학적 상태와 사
회적 상황 하에서 개인의 방어 기제에 따라 복잡한 감정
이 뒤섞여 나타난다. 암 투병은 과거에 비해 훨씬 길고 
험난한 여정이다.  

• 암으로 처음 진단 받았을 때, 힘든 치료를 받을 때, 완치 
판정을 받고 장기 생존자가 되었을 때, 혹은 재발과 전이
를 거쳐 말기에 이르렀을 때까지 경과에 따라 환자들의 
심리적인 반응은 달라진다. 



암 진단 시기의 디스트레스 

• 당혹감, 불안, 긴장, 초조감, 동요 

• 정보처리 능력과 판단력이 저하 

• 부정: ‘내가 암일리가 없어’,‘ 검사 결과가 
잘못되었을 거야’ 

• 좌절감, 절망감: ‘이제 살만하니 암에 걸렸
다’, ‘한 많은 삶이 원통하다’ 

• 분노, 적개심은 절망감, 불안, 무력감, 두려
움의 또 다른 표현일 수도 



초기 치료 시기의 디스트레스 

• 암 치료는 고통스럽고 위험하다는 선입견  

• 수술, 항암화학요법 및 방사선치료 등의 
부작용으로 신체적 변화와 정신적 고통 

• 디스트레스가 심할수록 암 치료를 포기하
거나 대체의학에 경도되어 치료 시기를 놓
칠 수도 

• 디스트레스 관리를 통하여 치료 순응도와 
삶의 질이 동시에 향상, 최료 결과도 향상 



재발·전이 및 진행기의 디스트레스 

• 처음에 암 진단을 받았을 때보다 더 절망
감이 큰 시기 

• 믿고 따랐는데 결국 치료가 실패했다는 생
각에 의료진에게 배신감과 분노 

• 환자뿐 아니라 가족과 의료진도 좌절감 

• 완화의료/지지의료의 비중이 점차 증가 

• 완치가 어렵다는 현실에 직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장기 생존 시기의 디스트레스 

• 의료진/가족의 관심과 지지가 감소 

• 불확실한 미래의 불안, 재발/죽음의 공포 

• 칼이 머리 위에서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다모클레스의 칼’ 

• 우울, 불안, 외상후스트레스장애 

• 인지 기능의 장애, 성 기능 문제, 만성피로, 
외모의 변화, 대인관계 부적응 

• 경제적 문제, 직장 복귀 문제  



말기암 환자의 디스트레스 

•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의 상실, 자율성의 상실, 
신체기능을 잃는 것에 따른 자립성의 상실 등 많
은 상실이 기다리고 있다.  

• 죽음 그 자체보다도 ‘쓸모 없이 주변에 짐만 되
는 것은 아닐까, 가치가 없으니 버림 받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며 정신적으로 고통을 느끼
기 쉽다. 

• 특히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던 것인가?, 무엇
을 이룬 것인가?’라고 하는 ‘삶의 의미’에 대해서 
좌절감을 강하게 느끼는 환자의 경우는 의료팀
의 영적인(spiritual) 케어가 더욱 중요. 



암 환자의 심리적 반응 





[중앙일보] 2012-11-12 

Prevalence of Di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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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트레스 관리의 장벽 

• 암을 앓고 있으니까 정신적으로 힘든 것은 당연
하다는 생각, 암이 낫지 않는 한 디스트레스가 
해결될 수 없다는 생각이 팽배 

• 암 환자인 것만도 모자라서 정신건강의학과 환
자로까지? (이중의 낙인) 

• 정신약물요법은 중독이 되거나 항암제의 효과를 
떨어뜨리지 않을까 하는 염려 

• 긍정적인 마음으로 암을 이겨내야 된다는 생각
이 너무 강한 나머지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부정
적인 정서의 표현을 꺼림 

 



정신과 의뢰가 미진한 이유 

환자 주치의 정신과의사 

•정신증상을 
당연시함 

•신체증상에만 
집착 

•정신병이라는 
낙인 두려움 

•정신과약물 
사용에 대한 
두려움 

•상담시간 부족 

•정신증상에 대한 무
관심과 지식부족 

•환자와의 관계가 저
해될까 봐 두려움 

•정신과 치료에 비관
적 

•정신과약물 부작용
에 대한 두려움 

•종양학적 
지식 미비 

•자문의뢰
에 소극적 



디스트레스 관리의 방향 

• 암 환자 중 20~40%는 중등도 이상의 디스
트레스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 

• 정신보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나, 적절
한 의뢰와 개입을 받는 환자는 극소수 

• 여러 장벽을 극복하는 디스트레스의 체계
적 관리가 필요 

• 통합적 지지의료 서비스의 일환으로 디스
트레스의 조기 발견과 적극적 치료가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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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병원기반 

생존 

  지역사회 기반 

병원 기반 

진단 

병원 기반 

정보 요구  

신체증상관리 

디스트레스 관리 

경제적 요구 

임종 

 지역사회 기반 

 병원기반 

강도 높음 

암 치료 단계에 따른 환자의 지
지의료 요구도 (supportive care 
needs) 







통합적 지지의료와 정신종양학 

• 원칙적으로 암 환자의 완화의료는 암을 진단 
받을 때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 초기부터의 완화의료를 담당하는 팀은 환자
로부터의 거부감이 적고 보다 전문적인 증상
조절이 가능한 통합지지 의료팀이 호스피스
팀보다 유리한 점이 있다.  

• 통합적 지지의료팀에는 정신의학, 재활의학, 
통증의학, 영양학, 사회복지학 등이 포함된 다
학제적인 팀이 되어야 한다. 

 (정신종양학 by 김종흔, in 정신신체의학 교과서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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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ptoms of Burnout 

• Have you become cynical or critical at work? 

• Do you drag yourself to work and have trouble getting started 
once you arrive? 

• Have you become irritable or impatient with co-workers, 
customers or clients? 

• Do you lack the energy to be consistently productive? 

• Do you lack satisfaction from your achievements? 

• Do you feel disillusioned about your job? 

• Are you using food, drugs or alcohol to feel better or to simply 
not feel? 

• Have your sleep habits or appetite changed? 

• Are you troubled by unexplained headaches, backaches or other 
physical complaints? 

http://www.mayoclinic.org/healthy-lifestyle/adult-health/in-depth/burnout/art-20046642 



Preventing Burnout 

• Lean on a mentor, supervisor, or 
colleague for support. 

• Take time for activities you enjoy. 

• Make your physical health a priority. 

• Don’t be afraid to seek counseling, even 
if you want it to remain private. 

• Use your vacation days. 

• If you won’t do it for yourself, do it for 
your patients. 

















직무 스트레스 및 소진 관리  
중재 프로그램 

1) 의료진의 의사소통기술 증진을 위한 중재
법(6건) 

2) 의료진의 소진과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직접적인 중재법(6건) 

3) 환자의 심리적 측면을 다루는 의료진의 
능력 훈련 중재법(4건) 

4) 수퍼비전 형식의 중재법(2건) 

5) 예술치료적 중재법 
백소영, 김정현 (2016) 암 관련 의료진의 스트
레스 및 소진 관리 Kor J Psycho-Onc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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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적 학습 

학습동기 유발 

상호작용 

학습의 몰입을 위해 선발된 
모의환자(Simulated patient)를 
교육하여 교육에 활용 

모의환자(SP) 활용 

다양한 
매체활용 

상호작용을 통한 
경험적, 실제적  
교육 프로그램 

토론 및 피드백 

상호 지지적 피드백, 교정적  
피드백을 적용하여 피드백  
방법을 습득하며,  
토론을 통해 바람직한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에 대한  
방법을 논의 

실제환경에 맞는 시나리오 

교육생 중심의 실제 근무환경에 
맞는 시나리오 개발로 학습동기 
극대화 

비디오 및 부교재 활용 

-비디오 촬영으로 자신의  
  스타일을 점검, 토론을 통해  
  바람직한 방법을 코칭 
 
-일본 국립암센터의 ‘나쁜 소식    
  어떻게 전할까’를 번역,  
-한국 실정에 맞게 교재로 활용 

학습의 몰입을 위해 8인 이하의 

소그룹으로 조 구성 

소그룹 팀구성 

NCC CST 프로그램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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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C 의료커뮤니케이션 리더십과정 



역할극 토론 피드백 

NCC CST 프로그램 구성 

이론 
교육 

CST이론강의 
SHARE protocol 이해  

CST 진행 이해 

모의환자와 역할극 
4가지 시나리오 
(2인 1시나리오) 

참여자 느낌,  
촉진자, 관찰자의  

피드백 공유 

녹화된 역할극 시청  
및 전체 토론, 공유  













정신종양학 

모든 암에서 공통적인 침범 장기는 ‘마음’ 

The mind is the only organ that is involved in every patient with cancer. 

 

암치료가 하이테크화 될수록 환자가 원하는 것은 ‘하이터치’ 

The more high-tech the treatment a patient must go through, the greater the 

need for ‘high touch’. 

 

암환자의 니드중 가장 충족되지 못하는 것은 ‘정서적 니드’ 

Emotional needs are among the most frequently cited unmet needs of cancer 

patients. 



Basic Concepts in Oncology 

To cure, occasionally 

To relieve, often (완화의료) 

To comfort, always (정신종양학) 

 

(Anonymous, 16th century) 



Thank you 

김종흔 psy@ncc.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