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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터넷 시 를 맞이하여 의학과/간호학과 공 학생을 상으로 장기기증에 한 의향과 등록 여부에 해 

알아보고, 이들과 련이 있는 요인을 악하고자 하 다. 주지역 사립 의학 문 학원/의과 학에 재학 

인 의학과/간호학과 학생 629명을 상으로 장기기증에 한 의향과 등록 여부, 장기기증에 한 지식과 태도 

등에 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수집하 다. 연구결과, 장기기증에 한 의향은 72.1%가 있었고, 

장기기증을 등록한 경우는 12.5% 다. 장기기증에 한 지식 수는 6.1±2.7 으로 38%의 정답률을 보 고, 장

기기증에 한 태도 수는 63.2±7.0 이었다. 장기기증 의향에 한 교차비는 여학생, 뇌사를 사망으로 인정하

는 경우, 장기기증에 한 태도 수가 높을수록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한, 장기기증을 한 등록과

는 의학 공, 장기기증에 한 지식과 태도 수가 높을수록 장기기증을 한 등록에 한 교차비가 통계 으

로 유의하게 증가하 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ate of intention and registration of organ donation and to find their associated 

factors among some medical and nursing students. The study subjects were 629 students who majored in the medicine and nursing 

in medical school.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self-administerd questionnaire composed of intention and registration of organ 

donation and scales of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 organ donation. As a result, the rates of intention and registration of organ 

donation were 72.1% and 12.5%, respectively. The associated factors with the intention of organ donation were sex, judging the 

brain death as a death, attitude for organ donation. The associated factors with the registration of organ donation were major, 

knowledge scores and attitude scores of organ do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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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오늘날 인터넷 시 를 맞이하여 장기기증은 어떤 

장기에 발생한 질병을 더 이상 치료할 수 없을 때 그 

장기를 뇌사자나 뇌사자의 가족이 가없이 장기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장기부 에 의한 난치병을 앓

고 있는 환자에게 기증받은 장기의 이식은 생명연장

을 한 최선의 치료법이라 할 수 있다[1]. 우리나라 

장기이식은 1979년 신장이식을 시작으로 거듭 발 하

고 있으며, 신장이식을 비롯하여 심장, 간, 췌장과 십

이지장의 이식도 가능해졌다[2]. 

그러나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이식 수요는 폭발 으

로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이식 가능한 기증 장기의 

부족으로 장기 부 환자의 치료에 어려움이 있다[3]. 

한 2000년 2월 뇌사를 합법화하는 장기이식에 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뇌사자의 장기기증은 법 시행 

보다 감소하 고, 이후 계속 인 장기기증의 홍보와 

법  보완 등으로 꾸 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는 

있으나 아직은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3-5]. 이를 해

결하기 해서는 장기 기증 활성화를 한 장기 인 

책마련이 필요한 시 이다. 

장기기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외국의 경

우 잠재뇌사자 신고제도, 극 인 장기구득 로그

램, 가족에 한 지지와 극 인 국민 홍보 등의 

다양한 장기기증 활성화 로그램을 개발하여 효과

인 운 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뇌사자 장기기증 

수가 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6}. 

이  잠재 뇌사자를 조기에 악하여 장기기증을 권

유하고 기증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노력이 요하고, 

이를 해서는 뇌사자와 직  하며 치료에 여

하는 의료인의 역할이 매우 요하다[1],[6]. 가장 처

음으로 잠재 뇌사자를 하고 그들의 가족과 계속

인 계를 형성하게 되는 의료인들이 뇌사와 장기기

증에 한 필요성과 과정, 역할에 하여 정 인 태

도를 가지고 있을 때 장기기증의 과정이 진될 수 

있을 것이다[7]. 이러한 측면에서 미래의 의료인인 의

학과 간호학 공 학생들로 하여  장기기증에 한 

필요성과 과정, 역할에 하여 정 이고 극 인 

태도를 가지도록 하는 것은 향후 장기기증에 있어서 

의료인의 역할을 잘 수행해 내도록 하는데 요할 것

이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뇌사자 장기기증에 한 연구는 

주로 뇌사  장기기증에 한 지식과 태도를 연구하

고, 연구 상으로는 일반인[2],[8],[9]이나, 간호사

[1],[10],[11], 일반 학생[12], 장기기증 희망자[13], 뇌

사자 가족[14] 등 다양하지만, 미래의 의료인이 될 학

생들에 한 연구[6],[15]는 상 으로 드문 편이다. 

더욱이 장기기증에 한 의향과 실제 장기기증을 

한 등록 여부를 악하고, 이와 련된 특성을 악하

기 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의학과 간호학을 공하는 학생을 

상으로 장기기증에 한 의향과 실제 장기기증을 

한 등록 여부를 알아보고, 상자의 일반  특성과 

장기기증에 한 지식과 태도 등과 장기기증 의향과 

기증 등록 여부와의 련성을 악함으로써 미래 의

료인을 상으로 한 장기기증에 한 정 인 인식

과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교육  정책에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하 다.

Ⅱ. 연구방법

2.1 연구 상

본 연구는 인터넷 시 를 맞이하여 G 역시에 소재

한 1개 사립 의학 문 학원에 재학 인 의학과 학생

과 의과 학의 간호학과에 재학 인 학생을 연구 상

으로 하 다. 자료 수집 에 각 학과의 학과장에 연구

의 목 과 필요성을 설명한 후 허락을 받았고, 수업시

간에 학생들에게 조사의 취지를 설명한 후 조사에 

한 동의를 얻은 후 설문지를 배포하여 작성토록 하

다. 634명이 조사에 참여하 고, 설문작성이 불성실한 

5명을 제외한 629명을 최종 연구 상으로 선정하 다.

2.2 자료수집 방법  조사내용

본 연구의 자료 수집기간은 2013년 11월 5일부터 15

일까지 다. 자료 수집은 도구화된 자기기입식 설문지

를 이용하 고, 설문지는 사회 인구학  특성(성별, 나

이, 공, 학년, 종교, 형제 수, 한 달 용돈, 건강상태 

등), 뇌사  장기기증에 한 인지여부, 장기기증 의

향, 장기기증 등록 여부, 뇌사자 장기기증에 한 지식 

 태도 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 다.

장기기증 의향은 “만약 본인이 뇌사에 빠졌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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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 상자의 특성 분포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Variables no. %

Sex

  Men 231 36.7

  Women 398 63.3

Age(yrs) 25.2±4.5
*

Major

  Medicine 384 60.6

  Nursing 250 39.4

Grade

  1 207 32.6

  2 208 32.8

  3 108 17.0

  4 111 17.5

Religion

  Yes 286 45.1

  no 348 54.9

Sibling number (persons)

  0 50 7.9

  1 331 52.2

  2 173 27.3

  More than 3 80 12.6

Monthly pocket money (×10
4
won)

  Less than 25 106 16.8

장기를 기증할 의향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있다와 

없다로 응답하도록 하 고, 장기기증 등록은 “ 재 장

기기증 희망자로 등록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그

다와 아니다로 응답하도록 하여 장기기증 의향과 등

록 여부를 악하 다.

뇌사자 장기기증에 한 지식 측정은 의과 학생을 

상으로 뇌사자 장기기증에 한 지식수 을 악하

기 하여 수정 보완한 16문항으로 구성된 도구[6]를 

사용하 다. 지식도구 16문항은 뇌사자 장기기증에 

한 의학  지식을 묻는 3문항, 법률  지식에 한 9문

항, 뇌사 정 차에 한 지식을 묻는 4문항으로 구성

되었다. 각 문항에 해 맞은 경우는 1 , 틀리거나 모

른 경우는 0 으로 처리하 고, 16개 문항의 수를 합

하여 지식 수로 사용하 다. 수가 높을수록 뇌사자 

장기기증에 한 지식수 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

에서 측정한 Cronbach's alpha는 0.659이었다.

뇌사자 장기기증에 한 태도는 장기기증 희망자의 

뇌사, 장기기증  이식에 한 지식과 태도의 연구[13]

에서 사용한 18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를 사용하 다. 5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여 총합을 태도에 한 수

로 사용하 고, 문항  부정 인 문항은 역산 처리하

여 계산하 다. 수가 높을수록 뇌사자 장기기증에 

한 태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Cronbach's alpha는 0.794이었다

2.3 통계분석

ICT 시 를 하여 수집된 자료는 SPSS ver 20.0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결과는 범주형 변수인 경우 빈도

와 백분율을, 연속형 변수인 경우는 평균과 표 편차를 

이용하여 제시하 다. 각 특성에 따른 장기기증 의향과 

장기기증 등록의 비교는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 고, 

장기기증 의향과 등록 여부에 따른 지식과 태도 수

의 비교는 t-검정을 이용하여 알아보았다. 연구 상인 

의학과 간호학 공 학생의 장기기증 의향과 장기기증

을 한 등록과 련이 있는 특성을 악하기 하여, 

단순분석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던 특성을 독

립변수로 하여 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 고, 

해당 특성에 따른 장기기증 의향과 장기기증을 한 

등록에 한 교차비와 95% 신뢰구간을 제시하 다. 통

계  유의수 은 α=0.05로 하 다.

Ⅲ. 연구결과

연구 상자는 남자 36.7%, 여자 63.3% 으며, 평균 

나이는 25.2±4.5세 다. 의학 공 학생이 60.6%, 간호

학 공이 39.4% 으며, 학년 분포는 1, 2, 3, 4학년 

각각 32.6%, 32.8%, 17.0%, 17.5% 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연구 상자의 45.1% 으며, 1명 이상의 

형제가 있는 경우가 92.1%이었다. 한 달 용돈은 

25-49만원을 쓰는 경우가 37.5%로 가장 많았고, 자신

의 건강상태를 건강하다고 인지하는 경우가 59.0%이

었다. 가족이 뇌사 정을 받을 경우 이를 사망으로 인

정할 수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27.3%, 사망으로 인정

한다고 한 경우가 44.2% 다. 의학과 간호학 공 학

생의 장기기증에 한 평균 지식 수와 태도 수는 

각각 6.1±2.7 , 63.2±7.0  이었다<표 1>. 



JKIECS, vol. 9, no. 1, 67-76, 2013

70

  25-49 236 37.5

  50-74 152 24.1

  More than 75 136 21.6

Self-rated health

  Good 374 59.0

  Fair 223 35.2

  Poor 37 5.8

Judging the brain death

  Accept as death 173 27.3

  not accept as death 280 44.2

  Don't know 180 28.4

Knowledge score of organ donation 6.1±2.7*

Attitude score of organ donation 63.2±7.0
*

장기기증 의향을 묻는 질문에 기증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72.1%%, 장기기증 의향이 없는 경우

가 27.9% 다. 실제 장기기증을 한 희망등록을 한 

경우는 상자의 12.5%이었다(표 2).

표 2. 장기기증 의향과 기증 등록 황
Table 2. Intention and registration of the organ 

donation

Variables no.(%)

Intention of organ donation

 Yes 455(72.1)

 no 176(27.9)

Registration of organ donation

 Yes 79(12.5)

 no 553(82.5)

연구 상자의 여러 특성과 장기기증 의향과의 련

성을 악한 결과 나이, 공, 가족의 뇌사 정시 사

망인정, 장기기증 태도 수가 통계 으로 유의한 

련이 있었다. 장기기증 의향이 있는 경우의 평균 나이

는 25.5±4.4세로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군의 평균 나

이 24.3±4.6세보다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의학

공자(76.7%)가 간호학 공자(65.1%)에 비해 기증 

의향이 많았으며, 가족이 뇌사 정시 사망으로 인정

하는 경우(77.8%)가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59.3%)보

다 통계 으로 유의하게 많았다. 기증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군의 장기기증에 한 태도 수는 평균 

65.2±6.5 으로 없는 군의 태도 평균 57.9±5.6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장기기증의 등록 여부와는 성별, 연령, 공, 한 달 

용돈과 건강상태, 장기기증에 한 지식 수와 태도 

수가 통계 으로 유의한 련이 있었다. 남자에서 

여자보다 장기기증 등록률이 높았고(18.6% vs. 9.1%), 

등록군의 평균 나이(27.0±3.8세)가 비등록군의 평균 

나이(25.0±4.6세) 보다 많았다. 한 달 용돈이 25만원 

미만인 경우 등록률이 7.6%인데 비해, 50만원 이상 

75만원 미만인 경우에 18.4%로 가장 높았다. 건강상

태는 스스로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경우 장기기증 등

록률은 15.9%, 보통인 경우 8.5%, 나쁜 경우 2.7%로 

건강상태에 따라 장기 기증 등록률이 통계 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 등록군의 경우 비등록군에 비해 

장기기증에 한 지식 수와 태도 수 모두 통계 으

로 유의하게 높았다(표 3).

의학/간호학 공 학생의 장기기증 의향과 장기기증

을 한 희망등록 여부와 련이 있는 특성을 알아보

기 해 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장기기증 의향과 련이 있는 특성은 성별, 

가족의 뇌사 정시 사망 인정, 장기기증 태도 등이었

다.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의 장기기증 의향에 한 교

차비(95% 신뢰구간)는 0.52(0.30-0.91)로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낮았고, 가족이 뇌사 정을 받았을 때 사망으

로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비해 인정하는 경우의 교

차비는 1.98(1.17-3.34)로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았으

며, 장기기증태도 수가 증가할수록 장기기증 의향에 

한 교차비는 통계 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다. 

장기기증 등록과 련이 있는 특성은 공, 장기기

증에 한 지식 수와 태도 수 등이었다. 간호학 공 

학생에 비해 의학 공 학생의 장기기증을 한 등록에 

한 교차비는 7.67(2.34-25.11)로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장기기증에 한 지식 수와 태도 수가 증가

할수록 장기기증 등록에 한 교차비는 통계 으로 유

의하게 증가하 다.

Ⅳ. 논의

오늘날 복잡한 산업시 를 맞이하여 장기기증은 말



표 3.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과 장기기증 의향과 기증 등록과의 련성
Table 3. The association between general characteristics and intention or registration of organ donation

Variables
Intention of organ donation Registraion of organ donation

Yes no p-value Yes no p-value

Sex

 Men 168(73.0) 62(27.0) 0.781 43(18.6) 188(81.4) 0.001

 Women 284(71.7) 112(28.3) 36(9.1) 360(90.9)

Age (yrs) 25.5±4.4 24.3±4.6 0.004 27.0±3.8 25.0±4.6 <0.001

Major

 Medicine 293(76.7) 89(23.3) 0.002 69(18.0) 315(82.0) <0.001

 Nursing 162(65.1) 87(34.9) 10(4.0) 238(96.0)

Grade

 1 150(72.8) 56(27.2) 0.722 30(14.5) 177(85.5) 0.235

 2 146(70.2) 62(29.8) 29(14.1) 177(85.9)

 3 82(75.9) 26(24.1) 12(11.1) 96(88.9)

 4 77(70.6) 32(29.4) 8(7.2) 103(92.8)

Religion

 Yes 194(68.1) 91(31.9) 0.050 28(9.8) 257(90.2) 0.070

 no 261(75.4) 85(24.6) 51(14.7) 296(85.3)

Sibling number (persons)

 0 33(66.0) 17(34.0) 0.367 7(14.0) 43(86.0) 0.887

 1 243(73.9) 86(26.1) 39(11.9) 290(88.1)

 2 118(68.6) 54(31.4) 24(13.9) 149(86.1)

 More than 3 61(76.2) 19(23.8) 9(11.2) 71(88.8)

Monthly pocket money (×10
4
won)

 Less than 25 68(64.2) 38(35.8) 0.211 8(7.6) 97(92.4) 0.048

 25-49 176(74.9) 59(25.1) 25(10.6) 210(89.4)

 50-74 109(71.7) 43(28.3) 28(18.4) 124(81.6)

 More than 75 100(74.1) 35(25.9) 18(13.2) 118(86.8)

Self-rated health

 Good 275(73.7) 98(26.3) 0.090 59(15.9) 313(84.1) 0.006

 Fair 159(71.9) 62(28.1) 19(8.5) 204(91.5)

 Poor 21(56.8) 16(43.2) 1(2.7) 36(97.3)

Judging the brain death

  Accept 102(59.3) 70(40.7) <0.001 14(8.1) 159(91.9) 0.073

  not accept 217(77.8) 62(22.2) 43(15.4) 236(84.6)

  Don't know 135(75.4) 44(24.6) 22(12.3) 157(87.7)

Knowledge score 6.2±2.7 5.8±2.7 0.083 7.1±2.2 6.0±2.7 <0.001

Attitude score 65.2±6.5 57.9±5.6 <0.001 67.4±7.0 62.6±6.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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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장기 기증 의향과 희망등록 여부 련 요인
Table 4. The associated factors of intention and registration of organ donation : results of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Variable
Intention Registraion

OR 95% CI OR 95% CI

Sex (Men/Women) 0.52 0.30-0.91 1.10 0.62-1.98

Age (yrs) 1.02 0.93-1.11 0.95 0.86-1.04

Major (Medicine/Nursing) 1.45 0.59-3.54 7.67 2.34-25.11

Religion (no/Yes) 1.39 0.90-2.15 1.27 0.74-2.20

Judging the brain death (/not accept)

 Accept 1.98 1.17-3.34 0.98 0.47-2.04

 Don't know 1.74 1.00-3.04 0.99 0.45-2.19

Self-rated health (/Poor)

  Good 1.42 0.60-3.34 5.28 0.68-41.10

  Fair 1.73 0.71-4.17 3.47 0.43-28.05

Monthly pocket money (/Less than 25×10
4
won)

  25-49 1.24 0.66-2.31 0.60 0.20-1.76

  50-74 0.55 0.23-1.29 0.57 0.18-1.84

  More than 75 0.72 0.28-1.81 0.36 0.11-1.22

Knowledge score 1.01 0.93-1.10 1.13 1.01-1.27

Attitude score 1.24 1.19-1.30 1.08 1.04-1.13

OR: odds ratio, 95% CI: 95% confidnece intervals 

기장기부  환자들에게는 최선의 치료법으로, 장기

이식에 한 수요는 폭발 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장기기증은 매우 부족하여 기증 활성

화를 한 노력과 시도가 필요한 시 이라 할 수 있다

[3],[16]. 본 연구는 미래의 의료인인 의학과 간호학 

공 학생을 상으로 장기기증에 한 의향과 실제 장

기기증을 한 등록 여부를 악하고, 그 련요인을 

악하여 뇌사자 장기기증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도

움이 되고자 시행하 다. 

상자  장기기증에 한 의향이 있는 경우는 

72.1% 으며, 실제 장기기증을 한 등록을 한 경우는 

12.5%이었다. 이는 국의 의과 학 4학년을 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본인의 장기기증을 희망한다고 했던 

41.3%와 장기기증 희망카드로 등록했다고 응답한 4.7%

보다는 많았다[6]. 한 일반 학생의 69.8%[12], 간호

학과 학생 53.3%[15] 등의 선행연구 결과보다도 높았다. 

이는 선행연구와의 시간  차이, 생명 나눔에 한 국민

인 인식 변화 등에 의한 개선으로 여겨진다.

장기기증 의향과 련이 있는 변수로는 연령, 의학

공, 뇌사 정에 한 사망 인정, 장기기증에 한 태도 

등이 단순분석 상 통계 으로 유의한 련이 있었으며, 

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여학생, 뇌사를 사망으로 

인정하는 경우, 장기기증에 한 태도 수가 높을수록 

장기기증 의향에 한 교차비가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한, 장기기증을 한 등록과 련된 변수로는 

성별, 연령, 공, 한 달 용돈, 건강상태, 장기기증에 

한 지식과 태도 수가 통계 으로 유의한 련이 있었

으며, 다변량 분석결과 의학 공, 장기에 한 지식과 

태도 수가 높을수록 장기기증을 한 등록에 한 교

차비가 통계 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다. 

가족이 뇌사 정시 사망으로 받아들이는 경우 장기

기증 의향과 통계 으로 유의한 련이 있었다. 본 연

구결과, 가족의 뇌사 정시 사망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27.3%로 낮은 수 이었다. 일반인들을 상으로 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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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결과를 살펴보면 40  53.0%, 70  51.9%, 50  

49.3%에 비해 20 는 36.0%로 나이가 어릴수록 가족의 

뇌사 정시 사망으로의 인정이 낮음을 알 수 있다[2]. 

그러나 본 연구 상자의 평균 연령이 25세임을 감안

하더라도 일반인 20 의 사망인정보다 낮았다. 뇌사에 

한 정확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장기기증에 한 태도 수는 장기기증에 한 의향

과 등록에 한 교차비가 모두 유의하게 높았던 특성

으로, 이는 장기기증에 한 선행연구 결과[2],[6],[9]와 

일 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의학과 간호학과 학생의 장기기증에 한 태도 수는 

3.2±7.0 으로, 평균평 으로 환산할 경우 5  만 에 

3.5  정도 다. 이는 의과 학생을 상으로 연구[6] 

결과인 5  만 에 3.40±0.49 , 간호사를 상으로 한 

연구[17]의 3.71±0.39 , 일반인을 상으로 연구[18]의 

결과 3.55±0.53 과 비슷한 것으로 아직까지는 장기기

증에 한 태도가 매우 정 이라고는 단하기 어려

운 것으로 생각된다. 장기기증에 한 태도 수가 증

가할수록 장기기증에 한 의향과 등록 실행의 교차비

가 증가함을 근거로 볼 때 장기이식 태도에 한 정

 태도의 고취는 향후 장기기증을 활성화시킬 수 있

는 주요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고, 이를 한 극 인 

노력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장기기증에 한 지식 수는 16  만 에 평균 

6.1±2.7 으로 38%정도의 정답률을 보 다. 이는 의과

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6]의 8.1  보다 낮은 수

이었으며, 일반인[8]과 임상 간호사[19]  간호학과 학

생[15]을 상으로 한 지식수 보다 낮았다. 선행연구

와의 시간차이, 향후 뇌사  장기기증과 한 련

이 있을 연구 상자임을 고려했을 때 지식수 은 매우 

부족한 상태이고, 이에 한 교육으로 지식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식 수의 낮음이 

장기기증 의향과의 련성을 확인하기에 어려웠을 것

으로 생각되나, 실제 장기기증을 한 등록에는 지식

수가 통계 으로 유의한 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장기기증에 한 정확하고 

수  높은 지식은 장기기증에 한 의도와 실제 희망

등록이라는 행동으로 이행하는데 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한 교육내용의 마련과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학과 교육과정에 장기

기증에 한 교육이 포함되어 지식정도를 높여주는 것

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여러 가지 정보 유통 경로를 

이용하여 장기기증에 한 홍보를 시행함으로써 장기

기증에 한 인식의 환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할 것으

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특정지역의 의학과 간호학 공학생을 

상으로 연구하 으므로 연구결과를 우리나라 체 의

학/간호학과 학생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한, 단면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장기기증 의향과 장기

기증을 한 등록여부 련변수를 악한 것으로 련

변수와의 원인  연 성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미래 의료인이 될 학생을 상으로 

이들의 장기기증에 한 의향과 장기기증 등록 여부에 

해 악한 것으로, 연구결과는 향후 장기기증 확 를 

한 략마련에 기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Ⅴ. 결 론

결론 으로 의학/간호학 학생들의 성별, 공, 뇌사 

정에 한 생각, 장기기증에 한 지식과 태도 등이 

장기기증의 의향과 등록에 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

고, 교육과정에서의 뇌사와 장기기증에 한 정확하고 

풍부한 정보 제공을 통해 장기기증에 한 올바른 인

식과 태도 형성이 향후 장기기증에 한 극  참여

는 물론, 뇌사 환자의 장기기증 유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장기기증에 한 올바른 지식

과 태도 형성을 한 홍보 략 개발에 한 방법론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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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조선 학교 의과 학 해부학교실 교수

※ 심분야 : 의료, 기 의학

용 (Yong-Hyun Jeon)

2008년 2월 조선 학교 의과 학 

졸업(의학사)

2013년 2월 조선 학교 학원 의

학과(의학 박사) 졸업 정

재 조선 학교 의과 학 해부학교실 특임조교

※ 심분야 : 의료, 기 의학

류소연(So-Yeon Ryu)

1996년 2월 조선 학교 보건 학

원 졸업(보건학 석사)

1999년 2월 조선 학교 학원 졸

업(의학 박사)

재 조선 학교 의과 학 방의학교실 교수

※ 심분야 : 보건,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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