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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인간의 생명이란 우선적이고도 근본적인 고귀함을 지니고 

있다(교황청 보건사목평의회, 1998). 생명의료윤리라는 말은 

생명과학이 의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1960년대부터 생명

과학시대에 인간이 선택해야 할 새로운 윤리학이라는 의미로 

대두되기 시작하였으며, Gorovitz(1977)는 생명의료윤리학을 

건강과 관련된 맥락 및 생물학과 관련된 맥락에서 일어나는 

의사결정 과정의 도덕적 차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학문이

라고 정의하였다.

과학의 발달은 인체의 신비, 생명의 신비에 대하여 많은 것

을 알게 해 주었으며 이에 따른 의술의 발달은 아주 새로운 

분야들을 개척해왔다. 불치병의 치유, 불임퇴치, 장기이식수술, 

생명연장술 등 과거에는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을 현대의학은 

해내고 있다(최창무, 1993).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달에 힘입은 

현대 의학에서는 생명의 인공 조절 기법을 발전시키고 유전

자 조작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생명이 선택의 대상이 되었고 

조작의 객체가 되어갔다. 따라서 인간생명의 의미도 그 상황

과 대상에 따라 구분되어지게 되었고 결국 인간 생명 이외의 

것들을 더 중요시하는 생명경시풍조가 팽배하게 된 것이다(강

혁준, 1996).

즉 전통적인 생명의식에 도전하는 예기치 않았던 윤리적 

문제를 발생하게 하였고(한성숙, 공병혜, 2002) 인간의 신념이

나 생의 가치에도 변화를 초래하여 인간생명의 존엄성과 개

개인의 독특한 특성 및 인간에 대한 가치를 변화시키고 있다

(정희자, 1995). 그리하여 기존의 윤리적 판단이나 평가를 그

대로 적용할 수 없게 되어 새로운 윤리와 도덕적인 대책이 

시급하게 되었다(이규숙, 2002; 정주연, 1998; 한성숙, 공병혜, 

2002).

간호학과 의학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인간과학으로서 개

인 혹은 인격에 대한 존중이 모든 생명의료윤리 문제를 이해

하고 결정하는데 있어 절대적으로 중요성을 갖는 것으로 인

지되고 있으며 학생들이 생명의료윤리에 대해 책임을 갖도록 

준비시키는 것 또한 중요한 부분이다(김태숙, 1999). 바람직한 

윤리관의 형성을 위해서 좋은 인성을 기르기 위한 교육과 학

습이 요구되고, 대학에서의 윤리 교육이 도덕 판단의 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며(Self, Olivarez, 

& Baldwin, 1998), 장차 의료계를 이끌 간호대학생과 의과대

학생들의 생명의료윤리 의식은 그들이 전문 의료인으로서 행

하게 되는 의료나 간호행위와 직결되는 윤리적 문제의 해결 

과정의 기반이 된다(김미주, 2001).

생명의료윤리 의식에 대한 연구로는 이규숙(2002)이 보건 

의료인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생식과 관련된 생명의료윤리 의

식을 비교하여 두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는 연구

와 권선주(2003)의 간호대학생과 의과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 

의식에 관한 조사에서 두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는 연구와 조철한(2002)이 한국 기독교인의 생명윤리 의식에 

대해 변수간의 특징을 실태조사 한 연구가 있고 최장섭(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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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강릉시내 초등학교 교사들의 생명윤리 의식을 영역별, 성

별, 연령별, 종교별, 교직, 경력별, 최종학력별 차이를 분석한 

연구가 있으나 대부분 생명의료윤리 영역의 일부분만을 조사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심각하게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인공임신중절, 안락사, 뇌사, 장기이식, 인간배아복제 등 생명

윤리에 있어서 바람직한 윤리관 확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파

악함으로써 예비 의료인인 간호대학생과 의과대학생의 생명윤

리교육과정 개발에 필요한 방향을 탐색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과 의과대학생의 생명윤리의식

을 파악하여 앞으로 바람직한 윤리관 확립을 위한 교육의 필

요성과 방향 모색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이며, 그 구체

적 목표는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윤리 관련 특성을 파악한다.

• 대상자의 생명윤리 의식을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명윤리 의식을 파악한다.

• 대상자의 윤리 관련 특성에 따른 생명윤리 의식을 파악한다.

용어 정의

 생명윤리

생명윤리란 죽음과 삶을 둘러싼 복잡한 의료윤리를 통틀어 

말하지만 그 많은 윤리적 상황 중에서 생명의 연장을 위한 

치료를 적용하거나 철회하는데서 생기는 갈등을 주로 다루고 

있다(이호영, 1996).

본 연구에서는 이영숙(1990)의 윤리적 가치관 도구, 이규숙

(2002)의 생명윤리 도구, 최장섭(2002)의 생명윤리 도구 등을 

참고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ㆍ보완한 설문지를 사용

하여 측정된 생명윤리 의식 점수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점

수가 높을수록 생명윤리 의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과 의과대학생의 생명윤리 의식을 파

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

연구대상은 D지역 소재 2개의 4년제 간호대학생 160명과 2

개의 의과대학 재학생 160명을 대상으로 편의표출하였다. 총 

320부 설문지 중 273부가 회수되어 회수율은 85.3%로 이 중 

불완전하게 응답한 9부를 제외하고 간호대학생 140명, 의과대

학생 124명으로 총 264명(82.5%)을 대상으로 자료분석하였다.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는 이영숙(1990)의 윤리적 가치관 도구, 이규숙

(2002)의 생명윤리 도구, 최장섭(2002)의 생명윤리 도구 등을 

참고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ㆍ보완한 후 도구의 내용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간호학 전공교수 1인, 간호윤리를 담당

하는 간호학 전공교수 겸 간호부장 1인, 임상간호 실무 경험

이 있는 성직자 1인이 문항을 수정하여 내용타당도를 검증하

였다.

• 일반적 특성으로은 성별, 연령, 결혼상태, 학교(학과), 종교, 

종교생활의 참여도 등 1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윤리 관련 특성은 윤리관이 확고한 지, 생명윤리 이슈에 노

출된 경험, 윤리 관련 이슈에 접하게 되는 출처, 간호직/의

사직에 대한 만족도, 환자 권리장전에 대한 이해 정도 등 

1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생명윤리 의식은 인공임신중절 7문항, 안락사 6문항, 장기이

식 4문항, 뇌사 5문항, 인간배아복제 8문항으로 총 30문항

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그저 그렇다’ 3점, ‘아니다’ 2점, ‘전혀 아니

다’ 1점으로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생명윤리 의식이 높

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도구의 신뢰도는 Chronbach's α=0.64 

였다.

자료 수집 방법 및 절차

 예비조사

D지역 4년제 간호대학 졸업반 학생 10명과 의과대학 졸업

반 학생 10명의 동의를 얻어 총 20명에게 실시하였다. 예비조

사를 통해 대상자의 설문지 내용의 이해 정도를 파악하고 문

항의 검토, 문구의 흐름 및 용어 선택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

여 최종 설문지 수정에 반영하였다. 설문지 작성에 소요된 시

간은 10분이었다.

 본 조사

자료수집기간은 2005년 11월에 약 2주에 걸쳐 실시되었다. 

자료수집 절차는 각 학년 과대표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여 방문 일정을 수립하였다.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 작성 방법을 설명한 후 본 연구에 동

의하는 학생에 한하여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배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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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Categories

Total

(N=264)

Nursing students

(n=140)

Medical students

(n=124)

n(%) n(%) n(%)

Gender Male
Female

 87(33.0)
177(67.0)

3( 2.1)
137(97.9)

84(67.7)
40(32.3)

Marital status Single
Married
Cohabitation

259(98.1)
  4( 1.5)
  1(  .4)

140(100)
0(  .0)
0(  .0)

119(96.0)
4( 3.2)
1(  .8)

Grade Freshman
Sophomore
Junior
Senior

85(32.2)
69(26.1)
49(18.6)
61(23.1)

42(30.0)
32(22.9)
27(19.3)
39(27.8)

43(34.8)
37(29.8)
22(17.7)
22(17.7)

Economic status Wealthy
Average
Poor

34(12.9)
199(75.4)

31(11.7)

12( 8.6)
110(78.6)

18(12.9)

22(17.7)
89(71.8)
13(10.5)

Religion Protestant
Catholic
Buddhist
None
Others

73(27.7)
52(19.7)
32(12.1)

105(39.8)
2(  .8)

35(25.0)
30(21.4)
20(14.3)
53(37.9)

2( 1.4)

38(30.6)
22(17.7)
12( 9.7)
52(41.9)

0(  .0)
Participation level of
religious activity

Very active
Active
Average
Somewhat active
Not active at all

19( 7.2)
55(20.8)
23( 8.7)
25( 9.5)
37(14.0)

14(10.0)
28(20.0)
10( 7.1)
14(10.0)
21(15.0)

5( 4.0)
27(21.8)
13(10.5)
11( 8.9)
16(12.9)

Number of siblings Only child
One sibling
Two siblings
More than Three

9( 3.4)
153(58.0)

74(28.0)
28(10.7)

8( 5.7)
62(44.3)
51(36.4)
19(13.6)

1(  .8)
91(73.4)
23(18.5)

9( 7.2)
Family members involved
in medical work

Yes
No

59(22.3)
205(77.7)

30(21.4)
110(78.6)

29(23.4)
95(76.6)

Type(s) of medical work above family 
member is involved

Doctor
Nurse
Dentist
Oriental doctor
Pharmaceutist

30(11.4)
16( 6.1)

1(  .4)
6( 2.3)
6( 2.3)

9( 6.4)
13( 9.3)

0(  .0)
6( 4.3)
1(  .7)

21(16.9)
3( 2.4)
1(  .8)
0(  .0)
5( 4.0)

설문지는 대상자가 자가 보고 형식으로 직접 작성하도록 하

였으며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익명으로 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2.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윤리 관련 특성은 빈도

와 백분율, 생명윤리의 하부영역별 의과대학생과 간호대학생

의 비교는 t-test,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윤리적 특성에 따

른 생명윤리 의식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으며 

Scheffe test로 사후검증을 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여자가 

67%로 많았으며, 평균 연령은 22.2±2.5세, 결혼 상태는 미혼

이 98.1%였다. 경제 상태는 보통이 75.4%라고 응답한 대상자

가 가장 많았다.

종교는 전체대상자에서 종교 없음이 39.8%로 가장 많았으

며, 개신교가 27.7%, 천주교 19.7%, 불교 12.1% 순이었다. 종

교 없음의 응답자를 제외한 종교생활의 참여도를 살펴보면 

대체로 열심히 참여 20.8%, 거의 안함 14.0%, 가끔 필요에 따

라 9.5% 순으로 응답하였다.

형제ㆍ자매 수는 1명의 형제ㆍ자매를 둔 대상자가 가장 많

았으며, 가족 중 의료인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22.3%였다. 

응답자 중 의료인의 직종을 살펴보면 의사가 11.4%, 간호사 

6.1%, 한의사와 약사 각각 6.3%, 치과의사 0.4% 순이었다. 대

상자의 34.5%가 가족의 질병이나 사망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

동아리 모임은 86%가 참여하고 있었고, 동아리 활동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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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continued)

Characteristics Categories

Total

(N=264)

Nursing students

(n=140)

Medical students

(n=124)

N(%) n(%) n(%)

Family members who died or were 
sick 

Yes
No

91(34.5)
173(65.5)

50(35.7)
90(64.3)

41(33.1)
83(66.9)

Club activity group Yes
No

227(86.0)
37(14.0)

122(87.1)
18(12.9)

105(84.7)
19(15.3)

Participation in campus 
student group activity

Very active
Active
Average
Somewhat active
Not active at all

47(17.8)
128(48.5)

21( 8.0)
18( 6.8)
13( 4.9)

21(15.0)
66(47.1)
13( 9.3)
10( 7.1)
12( 8.6)

26(21.0)
62(50.0)

8( 6.5)
8( 6.5)
1(  .8)

Kinds of club activities involved Medical volunteer activities
Hobby-related activities
Educational research
Alumni meeting
Others

77(29.2)
159(60.2)

28(10.6)
30(11.4)
43(16.3)

53(37.9)
84(60.0)
18(12.9)
12( 8.6)
22(15.7)

24(19.4)
75(60.5)
10( 8.1)
18(14.5)
21(16.9)

참여도는 48.5%가 대체로 열심히 참여하고 있었다. 동아리 모

임의 종류는 취미생활 60.2%, 의료봉사 29.2% 순으로 많았다.

대상자의 윤리 관련 특성

대상자의 윤리 관련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대학생들의 윤리관에 대해 간호대학생은 ‘가끔 혼동된다

(42.9%)’, ‘상황에 따라 바뀐다(22.1%)’, ’순으로, 의과대학생은 

‘가끔 혼동된다(38.7%)’, ‘매우 확고하다(38.7%)’ 순으로 응답

하였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χ2=18.43, p=.001).

생명윤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유의한 차이

는 없었다. 생명윤리에 대한 정보나 지식의 출처로 간호대학

생은 학교수업(37.9%), 책ㆍ신문ㆍ잡지(24.3%)순이고, 의과대

학생은 책, 신문, 잡지(44.4%), 인터넷(23.4%)순이었으며,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χ2=34.64, p=.000).

안락사에 대해서 간호대학생(61.4%)과 의과대학생(78.2%)이 

생각해 본 주제로 나타났으며, 두 집단의 경험에는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χ2=8.72, p=.003). 인공임신중절에 대해서 간호대

학생(51.4%)과 의과대학생(65.3%)이 생각해 본 적이 있었으며,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χ2=5.21, p= .022), 인간배아복제

에 대해서 간호대학생(44.3%)과 의과대학생(59.7%)이 생각해 

본 적이 있었으며, 두 집단의 경험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χ2=6.24, p=.013). 장기이식에 대해서 간호대학생(38.6%)과 의

과대학생(56.5%)이 생각해 본 적이 있었으며, 의과대학생과 

간호대학생의 경험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χ2=8.44, p= 

.004). 그러나 뇌사에 대해서 간호대학생(32.1%)과 의과대학생

(34.7%)이 생각해 본 적이 있었으나 두 전공 학생들 사이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간호직/의사직에 대하여 간호대학생은 ‘보장된 직업(30.7%)’, 

‘돈이 모이면 그만 둘 것이다(17.1%)’로 응답하였고 의과대학

생은 ‘자긍심을 가진 직업(36.3%)’, ‘돈이 모이면 그만 둘 것

(2.4%)’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간호대학생과 의과대학생의 직업

에 대한 생각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χ2=22.14, p=.000).

환자의 권리장전에 대해서, 생명윤리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생명윤리에 대한 교육 참여 의도, 생명과학이나 의학의 발달

에 따른 윤리적 문제의 증가 가능성에 대해서는 두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간호대학생과 의과대학생의 생명윤리 의식 차이

생명윤리 의식전체 평균은 3.37점이며 간호대학생은 3.35점, 

의과대학생은 3.38점으로 두 집단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Table 3>. 생명윤리의식의 하부 영역별로 보면 전체대상자는 

장기이식(3.69점), 인간배아복제(3.36점), 인공임신중절(3.35점), 

뇌사(3.26점), 안락사(3.17점) 순으로 간호대학생은 장기이식

(3.75점), 인간배아복제(3.35점), 인공임신중절(3.34점), 뇌사

(3.18점), 안락사(3.14점)의 순으로, 의과대학생은 장기이식

(3.63점), 뇌사(3.36점), 인간배아복제(3.36점), 인공임신중절

(3.34점), 안락사(3.21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생명윤리 의식의 

영역별 순위에서 생명윤리의식이 가장 높은 영역은 장기이식

이었으며 가장 낮은 영역은 안락사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과 의과대학생의 생명윤리 의식은 뇌사(t=-3.26, 

p=.001)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인공임신중절, 안락사, 

장기이식과 인간배아복제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명윤리 의식 차이

종교에 따른 생명윤리 의식은 개신교(3.46), 천주교(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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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thics related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Categories
Nursing(n=140)

n(%)

Medical (n=124)

n(%)
χ2 p

My ethical attitude is Very firm
Sometimes confused
Average
Depends on the situation
Not realistic

17(12.1)
60(42.9)
29(20.7)
31(22.1)

3( 2.1)

37(29.8)
48(38.7)
27(21.8)
11( 8.9)

1(  .8)

18.43 .001

I know about
biomedical ethics

I know very well
I know a little
I have heard about it
Not interested

53(37.9)
73(52.1)
10( 7.1)

4( 2.9)

53(42.7)
61(49.2)
10( 8.1)

0(  .0)

 4.12 .249

Sources for information
or knowledge about biomedical 
ethics

TV
Books, newspaper, magazines
School
Internet
Others

33(23.6)
34(24.3)
53(37.9)
18(12.9)

2( 1.4)

24(19.4)
55(44.4)
12( 9.7)
29(23.4)

4( 3.2)

34.64 .000

My opinion is that  the 
problems of biomedical ethics 
is ...

Very important
I have thought about it
I have heard about it
I have never thought about it
Not interested

52(37.1)
68(48.6)
15(10.7)

1(  .7)
4( 2.9)

51(41.1)
65(52.4)

6( 4.8)
0(  .0)
2( 1.8)

 4.65 .325

I think that the following 
ethical problems are important

Artificial abortion (Yes)
(No)

Euthanasia (Yes)
(No)

Organ transplantation (Yes)
(No)

Brain death (Yes)
(No)

Human cloning (Yes)
(No)

72(51.4)
68(48.6)
86(61.4)
54(38.6)
54(38.6)
86(61.4)
45(32.1)
95(67.9)
62(44.3)
78(55.7)

81(65.3)
43(34.7)
97(78.2)
27(21.8)
70(56.5)
54(43.5)
43(34.7)
81(65.3)
74(59.7)
50(30.3)

 5.21

 8.72

 8.44

  .19

 6.24

.022

.003

.004

.663

.013

As a nurse/doctors, my job is 
about that

The best occupation
Good occupation
Proud
High economic status
Life-saving service work

9( 6.4)
43(30.7)
38(27.1)
24(17.1)
26(18.6)

11( 8.9)
27(21.8)
45(36.3)

3( 2.4)
38(30.6)

22.14 .000

I know about Patient's Bill of 
Rights

I know very well
I know a little
I have heard about it
I don't know anything about it
Not interested

26(18.6)
54(38.6)
44(31.4)
12( 8.6)

4( 2.9)

17(13.7)
43(34.7)
51(41.1)
12( 9.7)

1(  .8)

 4.50 .343

I satisfied with the curriculum 
of ethics 

Certainly
Yes
Average
No
Not at all

14(10.0)
31(22.1)
53(37.9)
34(24.3)

8( 5.7)

3( 2.4)
12( 9.7)
52(41.9)
45(36.3)
12( 9.7)

16.95 .002

I will attend ethics classes Certainly
Yes
Average
No
Not at all

20(14.3)
51(36.4)
55(39.3)

9( 6.4)
5( 3.6)

16(12.9)
43(34.7)
55(44.4)

8( 6.5)
2( 1.8)

 1.51 .826

Ethical problem will increase Certainly
Yes
Average
No
Not at all

61(43.6)
64(45.7)
11( 7.9)

2( 1.4)
2( 1.4)

45(36.3)
66(53.2)
12( 9.7)

1(  .8)
0(  .0)

 3.87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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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Bioethical perception by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264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SD t or F p Scheffe

Gender Male
Female

 87
177

3.35± .34
3.37± .26

-.58 .561

Economic status Rich
Average
Poor

 34
199
 31

3.32± .30
3.36± .29
3.45± .32

1.61 .203

Religion Protestant
Catholic
Buddhist
None

 73
 52
 32
105

3.46± .29
3.36± .30
3.28± .29
3.33± .28

3.05 .018 ①>②③④

Participation level of religious 
activity

Very active
Active
Average
Somewhat active
Not active at all

 19
 55
 23
 25
 37

3.46± .30
3.48± .32
3.25± .30
3.31± .25
3.34± .26

3.34 .006 ②>③④

Number of siblings Only child
One sibling
Two siblings
Three siblings
More than four 

  9
153
 74
 21
  7

3.26± .31
3.36± .31
3.37± .27
3.43± .29
3.39± .20

 .55 .702

Family member involved in 
medical work

Yes
No

 59
205

3.36± .27
3.37± .30

-.31 .758

Patients or the dead in family 
members

Yes
No

 91
173

3.41± .31
3.34± .28

1.87 .063

Student group Yes
No

227
 37

3.37± .29
3.35± .30

 .31 .758

Participation in club activity Very active
Active
Average
Somewhat active
Not active at all

 47
128
 21
 18
 13

3.37± .28
3.38± .30
3.35± .29
3.34± .35
3.32± .20

 .15 .979

<Table 3> Bioethical perception between two groups                                                             N=264

Categories
Nursing students

(n=140)
Rank

Medical students

(n=124)
Rank t p

Artificial abortion 3.34± .50 3 3.35± .57 4  -.06 .952
Euthanasia 3.14± .46 5 3.21± .48 5 -1.30 .195
Organ transplantation 3.75± .56 1 3.63± .64 1  1.55 .123
Brain death 3.18± .45 4 3.36± .48 2 -3.26 .001
Human embryo created human cloning 3.35± .38 2 3.36± .47 3  -.08 .934

Total 3.35± .26 3.38± .33  -.83 .407

종교 없음(3.33), 불교(3.28) 순이었으며, 사후 검증한 결과 개

신교가 유의하게 생명윤리 의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3.05, p=.018). 또한 종교생활의 참여도에 따른 생명윤리 

의식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3.34, p=.006), 대체로 열

심히 참여하는 대상자(3.48점)가 생명윤리 의식이 더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 경제적 상태, .형제ㆍ자매 수, 가족 중 의료인 

유무, 가족 중 질병이나 사망자 유무, 동아리 소속 여부, 동아

리 활동 참여도에 따른 생명윤리 의식에는 유의한 차이는 없

었다<Table 4>.

윤리 관련 특성에 따른 생명윤리 의식 차이

‘간호직/의사직에 대한 만족도’에 따른 생명윤리 의식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7.39, p=.000), 사후검정에서 ‘생명

을 구하는 봉사직(3.50)’이 높았다<Table 5>. ‘환자의 권리장

전에 대한 이해 정도’에 따른 생명윤리 의식에는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F=2.97, p=.020). 사후검정에서 ‘잘 알고 있다(3.45)’

고 응답한 군이 생명윤리 의식이 높았다. 생명윤리 교육에 대

한 참여 의사’에 따른 생명윤리 의식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

으며(F=5.61, p=.000), 사후 검정에서 생명윤리교육 기회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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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Bioethical perception by ethics related characteristics                                                  N=264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SD t/F P Scheffe

My ethical values is Very firm
Sometimes confused
Average
Depends on the situation
Not realistic

 54
108
 56
 42
  4

3.38± .29
3.40± .30
3.31± .29
3.37± .30
3.10± .17

1.67 .158

I know about
biomedical ethics

I know very well
I know a little
I have heard about it
Not interested

106
134
 20
  4

3.41± .32
3.34± .26
3.33± .33
3.16± .24

1.84 .140

As a nurse/doctors, my job is 
about that

The best occupation
Good occupation
Proud
High economic status
Life-saving service work

 20
 70
 83
 27
 64

3.30± .27
3.31± .27
3.38± .28
3.18± .27
3.50± .31

7.39 .000 ⑤>②④

I know about Patient's Bill of 
Rights

I know very well
I know a little
I have heard about it
I don't know anything
Not interested

 43
 97
 95
 24
  5

3.45± .32
3.37± .29
3.34± .30
3.39± .24
3.37± .29

2.97 .020 ①>⑤

I satisfied with the curriculum 
of biomedical ethics 

Certainly
Yes
Average
No
Not at all

 17
 43
105
 79
 20

3.41± .33
3.36± .28
3.40± .28
3.33± .30
3.34± .33

 .73 .572

I will to attend biomedical 
ethics classes

Certainly
Yes
Average
No
Not at all

 36
 94
110
 17
  7

3.51± .30
3.40± .29
3.31± .28
3.28± .26
3.10± .24

5.61 .000 ①>③⑤

Ethical problem will increase Certainly
Yes
Average
No
Not at all

106
130
 23
  3
  2

3.45± .30
3.34± .27
3.22± .29
3.15± .17
2.90± .07

5.89 .000 ①>③

을 때 참여의사가 ‘매우 그렇다(3.51)’라는 대상자에서 생명윤

리 의식 점수가 높았다.

의료생명과학의 발달에 따른 윤리 문제 증가 가능성’에 대

한 지각 정도에 따른 생명윤리 의식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5.89, p=.000). 사후검정에서 윤리 문제가 

증가할 것인가에 대한 문항에 대해 ‘매우 그렇다(3.45)’고 응

답한 대상자들의 생명 윤리 의식이 유의하게 높았다.

그러나 대상자들의 윤리관의 확고함 정도, 생명윤리 이슈에 

대한 이해 정도, 윤리 관련 교과의 만족도에 따른 생명윤리 

의식의 차이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논    의

도덕이나 윤리성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되고 훈련되

어지기 때문에 간호사와 의사가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현장에

서 윤리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적절하게 의사결정하기 위해서는 

준비된 의료윤리 교육자에 의해 제공되는 교육과 훈련이 필

요하다(이미애, 김익중, 홍성훈, 2005). Dierckx, Janssen and 

Grypdonck(1996)도 학생의 교육과 윤리적 행위에 관한 연구에

서 교육을 통한 학생의 윤리적 판단이 윤리적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Chrisham(1981)도 그의 연구에서 도덕적 

판단을 위해서는 정교교육과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는 생명윤리계열 대학생의 윤리 교육 과정의 방향

과 내용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의과대

학생과 간호대학생간 생명윤리 의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

고, 연구결과를 토대로 고찰하고자 한다.

간호대학생과 의과대학생의 생명윤리의식은 뇌사에 대해서

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생명윤리 의식의 전체점수나 하위 

영역 주제로 삼았던 장기이식, 인간배아복제, 인공임신중절, 

안락사 등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생명윤리 의식이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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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특성, 전공간 윤리교육의 교과과정, 대상 학생들의 임

상 실습 경험의 정도 등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줄 수 있었지

만, 윤리에 대한 정보를 학생들은 학교 수업뿐만 아니라, TV

나 신문, 잡지, 인터넷 등을 통해서도 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특히 생명윤리

에 대한 국내 뿐 아니라 국제 사회적으로도 뜨거운 논란이 

되었던 뉴스가 의료인이 될 대학생들에게는 관심을 갖고 생

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생명윤리 의식의 하부 5개 영역별 순위를 보면 생명윤리 

의식이 가장 높은 영역은 장기이식이었으며 가장 낮은 영역

은 안락사로 나타났다. 이는 권선주(2003)의 연구에서 가장 

높은 영역이 신생아의 생명권이었으며 가장 낮은 영역은 인

공임신중절로 본 연구 결과와 다르다. 이는 본 연구와 생명윤

리 의식의 하위 영역이 서로 다르고 사회의 흐름이 연구 대

상자의 의식에도 영향을 미친 결과로 사료된다.

종교는 개신교가 천주교, 불교나 무종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생명윤리 의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권

선주(2003)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종교생활의 참여도에 

따른 생명윤리 의식의 차이는 대체로 열심히 참여하는 대상

자가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대상자와 가끔 필요에 따라 참여

한다는 대상자에 비해 유의하게 생명윤리 의식이 더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권선주(2003)의 연구에서 대단히 열심히 

참여하는 대상자가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대상자나 거의 참여

하지 않는 대상자에 비해, 대체로 열심히 하는 대상자가 거의 

참여하지 않는 대상자에 비해 생명의료윤리 의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김연숙(2000)의 

종교참여도별 윤리 관련 특성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는 연

구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대상자와 시기를 달

리하여 반복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인간의 

계획된 행위에는 의도가 따르고, 의도에는 종교가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대상자의 윤리 의식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없음은 

대상자의 종교 활동의 질적 정도에 따를 것이라 생각되며, 질

적인 종교 활동은 대상자들의 윤리의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

라 생각된다.

간호직/의사직의 만족도에 따른 생명윤리 의식은 ‘생명을 

구하는 사명감있는 봉사직’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가정생활

에 지장이 없는 한 보장된 직업이다’라는 대상자나  ‘앞으로 

돈을 벌면 간호직/의사직을 그만 둘 것이다’라는 대상자에 비

해 유의하게 윤리의식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간호대학생이

나 의과대학생 모두 간호직과 의사직에 대해서 생명을 구하

는 사명감 있는 봉사직이라는 소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

며 이런 생각이 생명윤리 의식을 강화하는 기초가 되리라 사

료된다.

환자의 권리장전에 대한 숙지도에 따른 생명윤리 의식의 

차이는 ‘잘 알고 있다’는 대상자가 ‘관심 없다’는 대상자에 비

해 생명윤리 의식이 높았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환자의 

권리장전에 대해서 숙지한다는 것은 환자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간호 및 진료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만큼 생명을 

소중히 여김을 의미한다. 생명 윤리 교육 기회가 있을 때 참

여할 의사가 어떤 지에 따라 생명윤리 의식에 차이가 있는 

지를 살펴본 결과, 적극적으로 참석하겠다는 대상자가 보통이

다, 전혀 아니다, 아니다라는 대상자에 비해 유의하게 윤리의

식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전공과 흥미에 따라 관심 있는 교

육현장에서 연수나 강연에 참석 할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

고 생명 윤리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

각된다. 또한 생명과학이나 의학의 발달에 따른 윤리적인 문

제의 증가 가능성에 대해 강한 긍정을 보이는 대학생들은 보

통이라고 생각하는 대학생들에 비해 유의하게 생명윤리 의식

이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사회적 흐름에 따라 윤리관이 변

화하고 윤리적인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생명윤리 의식이 달

라질 수 있으므로 빠른 사회적 흐름에 발맞추어 생명윤리 교

육과정이 더욱 다차원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과 의과대학생의 생명윤리 의식을 파

악하여 앞으로 바람직한 윤리관 확립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

과 방향을 탐색하려는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시도된 서

술적 조사연구였다.

연구대상은 D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2개의 4년제 간호대학

과 2개 의과대학 재학생들로 하였다. 2개 간호대학의 학생 

160명과 2개 의과대학 학생 160명으로 총 320명에게 설문지

를 배부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05년 11월에 20일 정도 소

요되었다.

연구도구는 이영숙(1990)의 윤리 관련 특성 도구, 이규숙

(2002)의 생명윤리 도구, 최장섭(2002)의 생명윤리 도구 등을 

참고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ㆍ보완한 후 내용타당도

를 확인한 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지는 총 55문항으로 

일반적 특성 14문항, 윤리 관련 특성 11문항, 생명윤리 의식 

3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자료분석은 SPSS/WIN 12.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

목적에 따라 서술통계, t-test, one-way ANOVA 및 Scheffe 

test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간호대학생과 의과대학생의 생명윤리 의식은 전체 점수와 

인공임신중절, 안락사, 장기이식, 인간배아복제에 대한 비교

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뇌사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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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명윤리 의식은 종교, 종교

생활의 참여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대상자의 윤리 관련 특성에 따른 생명윤리 의식은 간호직/

의사직에 대한 만족도, 환자의 권리장전 숙지도, 윤리교육 

기회 시 참여 의도, 의학 발달 시 윤리적 문제 증가 가능성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는 의료현장에서 윤리적 의사결정에 처하게 될 의

료인이 될 간호대학생과 의과대학생들의 생명윤리 의식이 어

떠한가를 파악하여 생명 윤리에 대한 교육과정 개발의 기초

자료를 삼기 위하여 시도하였다.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하부 영역별 주제와 전체 총점에서 두 전공 학생들 

간에는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두 전공 학생들 간에는 윤리

관련 교과과정이나 임상실습에서의 경험이 다를 것이고, 다른 

윤리의식을 보이기도 했던 선행연구와는 다르게 간호대학생과 

의과대학생의 생명윤리 의식은 거의 비슷하였다. 이는 바람직

한 결과라고 생각되며 임상에서 윤리적 의사결정시 의료인들 

간에 다양한 사고는 필요하나 윤리적 의사결정에는 갈등이 

최소화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그럼에도 뇌사라는 일부 

영역에서는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이는 간호대학생과 

의과대학생의 생명윤리 의식의 차이를 가져온 요소가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바

람직한 윤리관 확립을 위한 통합된 교과과정의 개발과 방향

을 모색할 때 생명 윤리 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교과내용이 

포함되도록 하고 윤리 관련 특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중재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문제 해결에 있어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 일치나 합의가 이루어지기 쉽지 

않지만 근본적인 문제의 규명과 해결책, 전략이 모색된다면 

생명윤리 의식의 향상은 가능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생명윤리의 정확한 평가를 위한 객관적이고 타당도 높은 도

구의 개발을 제언한다.

• 생명윤리의 영역별 갈등 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질적 탐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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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ethical Perception between Nursing Students 
and Medica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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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Our Lady of Mercy Hospital, 4) Eulji University Hospital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basic data which is necessary for educating nursing and 
medical students for establishing a desirable sense of ethics values Method: In this descriptive research, a total of 
140 nursing students and 124 medical students were selected. The tools used for data analysis were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one-way ANOVA, and Scheffe test by using SPSS/WIN 12.0 version. Result: When the differences 
in the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of nursing and medical students were compar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the category of brain death (t=-3.26, p=.001).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ligion (F=3.05, p=.018), and participation in religious activity (F=3.34, 
p=.006).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the characteristics related to the subjects' ethical values 
such as satisfaction level of a nurse/doctor (F=7.39, p=.000) occupation, the experience of A Patient's Bill of 
Rights (F=2.97, p=.020), the intention to attend biomedical ethics (F=5.61, p=.000), and the possibility of 
increasing ethical problems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in the field of medical science (F=7.92, p=.000). 
Conclusion: An effort should be made to overcome the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of biomedical ethics between 
nursing students and medical students. Moreover, when investigating the course of an integrated educa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a desirable sense of biomedical ethics, an alternative plan that could promote ethical values must 
be considered so that the significant variables can promote bioethical per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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