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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한국은 1960년대 이후 매우 빠른 속도로 경제발전을 이룩

하고 산업사회로 전환되면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진입한 국가 중 하나이다. 이와 같은 변화를 겪으면서, 여성

의 사회진출이 증가하였고, 여성의 권리가 높아졌다(Anderson, 

Jun, & Choi, 2011; Kwon et al., 2011; Lee & Choe, 2011; 

Statistics Korea, 2013). 가족구조도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바

뀌었고, 가족과 부모의 의견을 중시하는 유교사상이 감소하고 

있다(Chang, Lee, Kim, & Lee, 2008).    

최근 이와 같은 사회의 변화는 가임기에 이른 미혼 남녀들

의 결혼관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2년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29.4세로, 계속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임 

여성(15~49세)의 수도 계속 감소하였으며, 출산 연령 또한 점

점 상승하고 있어서, 2008년 OECD 국가 중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Bang 2010; Lee, 2011; Statistics Korea, 2013). 

선진국에서도 이와 같은 만혼 현상이 두드러지고 고령 초산

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의료계에서는 산전 기형아 

검사 대상자가 증가하므로 그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산전유전상담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LeRoy, Veach, & 

Bartles, 2010).

결혼과 임신은 남녀 간 사랑의 결실인 동시에 종족 유지를 

위한 인간의 본능이다. 즉, 누구나 우생학적으로 우수한 자녀

를 임신하고 출산하고 싶어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일부 학자들은 최근의 과학과 유전학적 발전이 인간의 욕망

을 채우기 위해 오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하면서, 유전공

학의 발전이 거듭될수록 윤리적, 법적, 및 사회적 측면(Ethical 

legal and social issue [LESI])을 신중히 고려할 것을 충고하고 

있다(Choi, 2009; National Coalition for Health Professional 

Education in Genetics [NCHPEG], 2012). 

낙태(abortion)란 태아를 자연적 분만기에 앞서 약물이나 수

술을 통하여 모체 밖으로 배출하는 것이다(National Institute 

Health [NIH], 2013). 낙태에 관한 논의는 여성의 의사결정권

과 태아의 생명권에 따라 찬반론이 크게 엇갈린다. 태아의 인

권이나 종교적, 윤리적 이유 때문에 종교계나 윤리 단체에서

는 낙태를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반대의 주장이 있는 반면, 

일부에서는 여성의 행복추구권과 인간존엄성 등의 기본권을 

내세워 낙태를 허용하자는 찬성의 견해도 있다(Sarvis & 

Rodman, 1973). 더욱이 한국의 경우, 다운증후군과 같이 태아

가 기형아로 진단된 경우라도, 합법적으로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산전 기형아 검사 후 낙태 결정이 합법적

으로 불가능하므로 실무에서는 산전 유전 검사의 필요성에 

대해 크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Kim, 2009). 

이와 같은 사회적 변화와 함께, 가임 부부의 결혼이나 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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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태도는 과거에 비하여 크게 다르고, 낙태에 대한 태

도도 크게 달라졌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2006년 이후 우리나

라 여성들의 낙태에 대한 태도나 인식을 조사한 연구는 드물

다(Han, 2006; Lee et al., 2005). 특히 간호사는 교대근무로 

인하여 다른 전문직 여성에 비하여 결혼과 임신을 더욱 연기

할 수밖에 없는 근무특성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간호사는 간

호대상자인 가임 여성의 요구에 맞는 실질적인 산전교육이나 

상담을 제공해야 하므로, 미래의 간호사가 될 현재 간호대학

생의 결혼과 임신 및 낙태에 대한 태도를 아는 것은 미래 산

전간호의 요구를 파악하는 것뿐 아니라 산전간호제공을 위한 

의미있는 자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미래 결혼과 임신의 대상이자 간호 현장에서 가

임여성을 돌 볼 간호대학생들의 결혼과 임신 및 낙태에 대한 

태도를 이해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간호 대학생의 결혼과 임신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다.

∙ 간호 대학생의 낙태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다.

∙ 간호대학생의 결혼과 임신 태도에 따라 낙태에 대한 태도

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결혼과 임신에 대한 태도 및 낙태

에 대한 태도를 확인하고 그들 간의 관계를 조사하기 위한 

기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에 필요한 대상자 수는 G*Power 3.1 program을 이

용하여 구하였다. 독립표본 t 검정 및 ANOVA 검정에서 효과

크기 .2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로 선정하였을 때 필요한 

대상자 수는 최소 252명이 산출되었다. 대상자 수를 충족하기 

위해 임의의 3개 대학 3년제 또는 4년제 간호학 전공 재학생 

전수인 424명을 대상으로 2012년 10월 1일부터 동 11월 30일

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중 결측치나 불성실한 답변 

등의 부적합한 사례 12명을 제외하고 412명을 분석하였다.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자가 소속한 대학의 IRB 승인(DJOMC-35)을 받은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모든 대상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

시하기 전에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참여에 동의를 

구하였으며 사전 동의서에 서명을 받고, 본 연구진이 직접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도구

연구도구는 국내에 발표된 결혼, 임신, 낙태에 관한 학위 

논문, 학술 논문, 및 연구 보고서 등 문헌과 산전 스크린 검

사 중인 산전 임신부 관찰 연구 및 간호대학생 교육 지도 경

험을 토대로 한국의 간호학생의 결혼과 임신에 대한 태도, 낙

태에 대한 태도에 대한 측정 도구를 작성하였고, 간호대학생, 

간호학 교수 3인으로부터 내용 타탕도를 검증받았다.  

●결혼과 임신에 대한 태도 측정도구: 

결혼과 임신에 대한 태도는 기초 조사를 위한 문항으로 구

성하였고, 개념 측정 도구가 아니므로,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

은 시행하지 않았다. 

결혼에 대한 태도는 결혼생활에 대한 기대와 자신감의 정

도를 질문하는 2개의 문항과 자아 자아성취나 사회적 성공을 

위하여 결혼 시기를 늦출 의사가 있는지를 질문하는 2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들 4개의 문항은 모두 5점 척도, 즉 

매우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

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구성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결

혼생활에 대한 기대와 자신감이 높고, 자아성취나 사회적 성

공을 위하여 결혼시기를 지연할 의사가 많음을 의미한다.

임신에 대한 태도는 결혼 후 임신을 위한 노력의 정도를 

질문하는 2개의 문항과 임신, 출산에 대한 부담감(사회적 참

여 감소, 자연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자아실현 방해)을 질

문하는 3개 문항, 문제 있는 임신(계획하지 않은 아기, 기형

아, 사생아)시에 출산할 의지를 측정하는 3개의 문항으로 구

성하였고, 이들 8개의 문항은 모두 5점 척도, 즉, 매우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구성하였다. 출산을 위한 노력의 정도는 2~10

점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 후 출산을 위한 

노력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출산에 대한 부담감은 3~15

점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출산에 대한 부담감이 

많음을 의미한다. 문제 있는 임신에 대한 출산의지는 3~15점

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계획하지 않은 아기, 기

형아, 사생아 등의 문제 있는 임신이라 하더라도 출산의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임신에 대한 태도, 출산을 위한 노력의 정도, 및 출산에 대

한 부담감, 문제 있는 임신에 대한 출산 의지 등 5가지 측정

점수에 따른 낙태의 허용정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임신과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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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N=412)

Variables Categories n(%)

Gender  
Male 33( 8.0)
Female 379(92.0)

Education
College 167(40.5)
University 245(59.5)

Grade
2nd 200(48.5)
3rd 141(34.2)
4th  71(17.2)

Religion
None 225(54.6)
Christian/Catholic 153(37.1)
Buddhism/Others  34(48.3)

Attended genetic education
Yes  29( 7.0)
No 383(93.0)

Recognition of legally permitted abortion
Yes 261(63.3)
No 151(36.7)

Currently dating with friend with opposite sex
Yes 181(43.9)
No 231(56.1)

Most important person affecting on making decision of 
marriage

Self 110(26.7)
Parent  10( 2.4)
Self decision followed by parent’s permission 286(69.4)
Other   6( 1.5)

Preferred gender of kids if get
Son  22( 5.3)
Daughter 141(34.2)
Don't care 249(60.4)

Most important person affecting on making decision of 
getting pregnancy

Self 129(31.3)
Spouse 283(68.7)

산 관련 5가지 측정점수들을 평균값을 중심으로 상중하 군으

로 분류하였다.    

   

●낙태에 대한 태도 측정도구: 

낙태의 합법성 여부에 따라, 넓은 의미의 낙태는 합법적인 

낙태를 포함하는 용어이고, 좁은 의미의 낙태는 불법적인 인

공 임신중절만을 의미한다(Son, 2010). 본 연구에서는 합법적, 

불법적 인공 임신중절을 모두 포함하므로 인공 임신중절이란 

용어보다는 ‘낙태’로 표현하였다. 본 연구에서 낙태에 대한 태

도 측정은 낙태에 대한 의지나 결정권, 낙태가 허용되는 법률

적 인정범위 등 총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들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한 점수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의 

10~50점의 범위에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낙태에 대하여 허

용적인 태도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81이었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AS 9.1.3 service pack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결혼과 임신에 대한 태도 및 낙태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등의 기술 통계를 시행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낙태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는지, 결혼과 임신에 대한 태도

에 따라 낙태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t-test와 ANOVA를 시행한 후 Scheffe test로 사후 검정하였다.

 

연구 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 412명의 평균 연령은 21.6세(±2.31)이고, 모

두 미혼이었다. 여학생은 379명(92.0%), 남학생은 33명(8.0%)

이었다. 3년제 대학 재학생은 167명(40.5%), 4년제 재학생은 

245명(59.5%)이었다. 종교는 225명(54.6%)이 무교이었다. 유전

학 혹은 유전상담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은 29명

(7%)에 한정되어 있었다. 261명(63.3%)은 한국의 낙태 관련 

법 조항을 알고 있었으며, 181명(43.9%)이 현재 이성 친구와 

교제 중이었다. 결혼을 결정할 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 대해 본인이 먼저 결정한 뒤, 부모 

동의를 얻겠다고 응답한 경우가 286명(69.4%)으로 가장 많았

고 본인 혼자 결정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110명(26.7%), 부모

의 의견을 중시하겠다는 경우가 10명(2.4%)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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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ttitude toward to Marriage and Pregnancy                                                           (N=412)

Range Mean±SD

Expectation for Marriage 2 - 10 6.90±1.30
   It will be happy 4.41±0.64
   I am confident to do well 2.49±1.30
Willing to delay getting marriage 2 - 10 5.45±2.00
   For self achievement 2.69±1.02
   For social achievement 2.76±1.03
Striving for giving birth after marriage 2 - 10 5.35±1.78
   The purpose of getting marriage is to have kids 2.81±1.18
   Certainly will try giving birth 2.54±0.99
Feeling of burden due to pregnancy 3 - 15 8.71±2.22
   Because of preventing from social engagement 2.53±0.89
   Because of economic burden for child rearing 2.90±0.99
   Because of preventing from self actualization 3.28±0.98
Willingness of keeping pregnancy even if having problem 3 - 15 8.05±2.20
   Unplanned baby 3.20±1.12
   Diagnosed with fetal anomaly 2.21±0.93
   Illegitimate pregnancy 2.64±1.08

<Table 3> Attitude Level toward Abortion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412)

Characteristics Category n Mean±SD t or F p

Gender  
  

Male 33 36.18±8.06
0.76 .447

Female 379 36.96±5.40
Education 
   

College 167 36.02±5.86
2.62 .009

University 245 37.50±5.43
Grade   2nd 200 37.37±6.14

2.71 .1013rd 141 36.58±5.33
4th 71 36.23±4.71

Religion  None 225 37.33±5.73
1.59 .208Christian/Catholic 153 36.25±5.74

Buddhism/Others 34 37.00±4.47
Recognition of legally     
permitted abortion

Yes 261 36.95±5.79
0.25 .801

No 151 37.68±5.42
Currently dating with friend 
with opposite sex

Yes 181 37.57±5.45
2.14 .033

No 231 36.38±5.76
Total 412 36.90±5.64

결혼 후 선호하는 자녀의 성별을 살펴본 결과, 상관없다 

249명(60.4%), 딸 141명(34.2%), 아들 22명(5.3%)의 순이었다. 

출산결정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 

대해 부부 공동인 경우가 277명(68.7%)으로 가장 많았고, 본

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답한 경우가 129명(31.3%) 이었

다(Table 1).

결혼과 임신에 대한 태도

결혼에 대한 기대 또는 자신감에 대한 2개 문항의 점수 합

은 평균 6.90(±1.30)점이었고, 결혼시기 지연에 대한 2개 문항

의 점수 합은 평균 5.45(±2.0)점이었다. 

결혼 후 임신 및 출산을 위한 노력 여부를 측정한 2개 문

항 점수의 합은 평균 5.35(±1.78)점이었고, 출산에 대한 부담

감 즉 사회적 참여감소, 육아로 인한 경제 부담, 자아 실현으

로 인한 출산 부담을 묻는 3개 문항의 합은 평균 8.71(±2.22)

점이었다. 이 중 출산 후 사회적 참여 감소가 두려워 출산을 

부담스러워하는 정도는 평균 2.53(±0.89)점이었고, 육아로 인

한 경제적 부담 때문인 경우는 평균 2.90(±0.99)점이었고, 출

산으로 인해 자아실현이 방해된다고 한 경우는 평균 3.28 

(±0.98)점이었다. 문제 있는 임신에 대한 출산의지를 묻는 3개 

문항의 합은 평균 8.05(±2.20)점이었다. 이 중 계획하지 않은 

아기라도 출산하려는 정도는 평균 3.20(±1.12)점, 기형아이어

도 출산하려는 정도는 평균 2.21(±0.93)점, 사생아(또는 한부

모아)인 경우에도 출산하려는 정도는 평균 2.64(±1.08)점이었

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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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ttitude Level toward to Abortion according to Notion of Marriage and Pregnancy                    (N=412)

Characteristics n Mean±SD Scheffe t or F p

Expectation for marriage  

   Lower 13 38.00±5.26
0.02 .880

   Moderate 219 36.73±5.76

   Higher 180 37.03±5.56

Willing to delay getting marriage

   Lower 174 38.09±5.64
a>b, c 9.67 .002

   Moderate 142 35.94±5.43

   Higher 96 36.17±5.65

Striving for giving birth after marriage

   Lower 152 37.68±5.84

0.49 .490   Moderate 149 36.37±5.49

   Higher 111 36.55±5.53

Feeling of burden due to pregnancy

   Lower 127 38.00±5.94

a>b, c 5.94 .020   Moderate 197 36.49±5.02

   Higher 88 36.23±6.35

Willingness of keeping pregnancy even if 

having problem 

   Lower 171 39.81±4.66

a>b>c 137.15 <.001   Moderate 185 35.84±4.90

   Higher 56 31.50±5.59

Total 412 36.90±5.64

대상자 특성에 따른 낙태에 대한 태도

본 연구 대상자의 낙태에 대한 태도는 평균 36.90점(±5.64, 

범위 10~50점)으로 나타났다.

대상자 특성에 따른 낙태에 대한 태도는 3년제 학생(평균 

36.02) 보다 4년제 학생(평균 37.50)이 더 높았다. 현재 이성

친구와 교제 중인 학생(평균 37.57)이 그렇지 않은 경우(평균 

36.38)에 비해 낙태에 대해 더 허용적이었다(p=.033). 그 외 

성별, 학년, 종교, 낙태 조항 인지 여부에 따른 낙태에 대한 

태도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3).

결혼에 대한 기대 정도에 따른 낙태에 대한 태도를 보면, 

결혼에 대한 기대 정도가 낮은 집단의 낙태에 대한 태도점수

(평균 38.02)가 낮았지만, 결혼에 대한 기대 정도에 따른 낙태

에 대한 태도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0.02, 

p=.880). 

자아 성취 또는 사회적 성공을 위하여 결혼 시기를 지연할 

의사가 낮은 집단이 낙태에 대한 태도 점수는 가장 높았다. 

Scheffe test를 통한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한 결과, 결혼시기를 

지연할 의사가 낮은 집단(38.09점)이 중간 정도인 집단(35.94

점) 또는 결혼시기를 지연할 의사가 높은 집단(36.17점)과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F=9.67, p=.002)(Table 4).

결혼 후 출산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하겠다고 응답한 집단일

수록 낙태에 대한 태도 점수가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F=0.49, p=.490). ‘출산은 자아실현을 방해한

다’, 또는 ‘출산으로 인해 사회참여 기회가 줄어든다’, ‘자녀양

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게 된다’ 등 출

산에 대한 부담감이 낮은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들과 유의

한 차이를 보이며 낙태에 대한 태도 점수가 높았다(F=5.94, 

p=.020). 계획하지 않은 아기나 사생아를 임신한 경우 또는 

임신 중 태아의 기형아 진단 등의 문제가 있는 임신 시 출산

할 의지가 낮은 집단이 가장 낙태에 대한 태도 점수가 높았

으며, 세 집단 간의 차이는 Scheffe test를 통해서도 확인되었

다(F=137.15, p<.001).

 

논    의

본 연구의 결혼과 임신에 대한 태도 결과는 한국의 급격한 

산업 발전 이후 사회, 가족 및 개인 가치관의 변화를 잘 보여

주고 있다. 많은 대상자(67.2%)가 출산 결정시 부부가 함께 

의논하여 결정하겠다고 하였고, 결혼을 결정할 때 본인

(26.7%) 혹은 본인 결정 후 부모의 동의를 받겠다(69.4%)고 

응답한 것을 보면, 본 연구 대상자들도 유교사상과 개인주의

가 혼재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아들(5.3%) 보다는 딸

(34.2%)을 더욱 선호한 것은 과거의 남아 선호 사상(Ch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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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 Gupta, 2009)이 크게 감소하였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와 같은 결과는 Lee 등(2005)의 2005년 전국 출산 동향 조사

연구를 통하여 한국 사회에는 아직 보수적인 가족관이 존재

하고 있지만, 결혼생활 중 개인생활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음

을 보고한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Lee 등(2005)은 2005년 전국 조사에서 미혼 남성들은 이상

적인 결혼시기를 평균 32세, 미혼 여성은 평균 30세로 답하였

고, 또한 미혼 남녀 중 남성에 비하여 여성이 결혼과 출산에 

대해 좀 더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고 보고하면서, 교육수

준이 높고,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여성에게서 만혼 현상

이 두드러진 이유는 한국사회에 여전히 강하게 뿌리 박혀 있

는 가부장적 결혼제도에 큰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주장

하였다. 또한 Lee (2006)도 미혼 남녀(20~44세) 중 71.4% 만

이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인 대상자는 29.4%에 불과하였으며, 미혼 

남녀(24~44세) 중 ‘결혼한 부부는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

다’고 응답한 경우는 남성은 61.1%, 여성은 53.8%로 미혼 남

성에 비하여 미혼 여성이 좀 더 출산에 대하여 부정적 견해

를 보였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결혼에 대한 기대감 점수는 퍼센트 점

수로 환산 시 69.0%이었다. 이는 Kim, K. Y, (2009)가 대학생

의 결혼관을 조사하였을 때 338명의 대학생 중 69.3%가 결혼

에 대해 긍정적이었던 결과와 유사하다. 그러나 본 연구 대상

자들은 결혼 생활에 대한 자신감이 49.8%에 불과하였던 점은, 

본 연구 대상자들이 자아실현의 방법으로 졸업 후 경력관리

와 가정생활을 병행하는데 출산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기 때문

이라고 해석된다.  

2012년 국내 1,978,000명의 경력단절여성이 직장을 그만둔 

사유는 결혼(46.9%), 육아(24.9%), 임신 ‧ 출산(24.2%) 순(Statistics 

Korea, 2013)이었듯이, 본 연구 대상자의 경우에도 결혼과 임

신에 대한 태도와 낙태에 대한 태도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

음을 잘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 결혼, 출산에 대한 태도의 

수준을 상, 중 ,하 군으로 분류한 다음, 이들 군 간에 낙태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비교하였을 때, 결혼시기를 지연하려는 

정도가 높은(상, 중) 군이 낮은(하) 군에 비하여 낙태에 대한 

태도가 유의하게 부정적이었으며, 사회진출, 육아로 인한 경

제적 부담, 자아실현 등의 이유로 출산을 부담스럽게 느낄수

록 낙태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한 계획하지 않은 

아기, 기형아, 사생아 임신 시에도 출산할 의지가 높은 군일

수록 낙태에 대해 유의하게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본 연구대

상자들은 사회 활동 참여를 위하여 결혼을 지연시킬수록 늦

은 연령에 이루어진 임신 및 출산을 유지하려는 욕구가 높았

다고 해석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낙태에 대하여 다중적이고 미분화된 의

식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양극단적인 이념적 틀 속에서만 이

해해서는 안 된다. 인구증가를 억제하기 위하여 한동안 출산 

억제 정책을 펼쳐왔던 정부는 최근에 인구 조절정책을 급선

회하여, 2차례에 걸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

랜)을 발표하고, 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펼치게 되었다

(Kim, 2011; Lee, 2010;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3). 그러므로 과거에는 낙태에 대하여 비교적 허용적이었

다가 2010년 ‘불법 인공임신중절 예방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불법 낙태 시술을 강력히 억제하기 시작하였다(Son, 2010). 그

러나 여성계는 ‘여성들의 육체적, 정신적 안전한 낙태를 할 

수 있는 권리’와 ‘여성의 자기 결정의 권리’ 보장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게 되었고, 이와 함께, 대한 산부인과학회는 진

료과정에서 태아 측의 의학적 사유로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

는 측면에서, 기존의 ‘생명 윤리와 안전에 관한 법’과 ‘모자보

건법’ 간에 혼란이 발생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와 

협의 중에 있다(Kim, 2011; Son, 2010). 

Han (2006)은 일 대학의 남학생 98명과 여학생 101명을 대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대상자들은 원하지 않은 아

이의 출생 방지, 원치 않는 관계에서 임신을 할 경우 미혼모 

또는 고아 발생 억제 등의 이유로 낙태를 찬성하였다. 이에 

반하여 낙태를 반대하는 경우는 생명존중 면에서 범죄행위라

고 인식하였다. 하지만 강간 등 부득이한 경우나 미성년자의 

임신, 기형아의 출생 가능성은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엄격한 

조건 하에서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인식하였고, 이 경우 

‘엄격한 조건’의 범위가 애매모호하다고 생각하는 의견도 있

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의 63.3%가 모자보건법의 낙태 기준

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는 임신에 대한 출산의

지는 계획하지 않은 아기나 사생아에 비하여 기형아인 경우

에는 출산의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 대상자

들이 한국의 현행 법률상 태아의 기형아 진단 시 낙태가 허

용되지 않음을 알지 못하고 응답한 결과임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가임여성들은 현행 모자보건법

에 의한 낙태 관련 조항은 배아와 태아의 기형아 진단 시 모

체 건강을 위협하는 경우에만 낙태가 허용되고 있음을 모르

고 있다는 것이다. 예로 임산부의 유전자 검사 결과 태아에게 

다운 증후군이 산전 진단된 경우, 1999년 6월 11일 대법원에

서는 모자보건법상 낙태 사유가 아닌 것으로 판결이 났다. 대

부분의 산모와 가족들이 국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산전 기형아 검사를 받았더라도, 검사 결과 태아의 

기형이 밝혀진 산모는 모자보건법상 합법적으로 낙태를 선택

할 수 없다는 모순점을 인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된 연구

결과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Kim, H. M, 2009). 

최근 보건복지부가 2010년 가임기(15~44세) 여성 4,000명을 



전 명 희  외

318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0(2), 2014년 5월

대상으로 인공 임신중절에 대한 실태를 실시한 결과, 인공 임

신중절 경험률이 전체 여성 중 29.6%이었고, 인구 1,000명당 

15.8건에 해당하였다. 이들 가운데 기혼 여성 비율은 86.3%이

었으며, 나머지 15.7%는 미혼 여성으로 추정되었다. 이들의 

인공중절 사유는 원치 않는 임신이 3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경제적 양육 어려움(16.4%), 태아의 건강문제(15.9%), 

혼전 임신(15.3%)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낙태권리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보면, 대학 

이상 교육을 받고, 고용 노동에 참여하고 있는 기혼 여성이거

나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등도 이상이었다(Kim, 2011). 

낙태 경험은 본래 불유쾌하기 때문에, 낙태를 부정적으로 보

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가진 낙태와 관련된 생각

과 행동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므로 낙태에 관한 논의

는 이념을 떠나서 현재 일반인들의 낙태에 대한 인식부터 분

석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의 경우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고 전문직 여성이 증

가하고, 고령 산모가 증가함에 따라 고위험 출산율이 높아지

면서 산전 유전상담 요구도가 증가하였고, 산모들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돕는 산전유전상담 서비스가 크게 발달하였다

(LeRoy et al., 2010). 산전 유전상담서비스는 산모와 가족에게 

충분한 산전 유전검사와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한 뒤, 자

율적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돕는 일련의 의사소통과정이다

(LeRoy et al., 2010). 대상자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자신이 원

하는 대로 의사결정을 하려면, 충분한 유전 관련 지식을 지닐 

필요가 있다. 

더욱이 최근 산전유전 검사의 커다란 변화가 예고되고 있

다. 양수검사 외에도 융모막 천자검사를 통해 좀 더 이른 시

기에 기형아 진단이 가능해졌고, 2011년 11월부터 위양성률이 

낮은 비침습적 기형아 검진 즉 모체 내 혈액에서 추출된 태

아의 cell free fetal DNA (cffDNA) 검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렴한 가격으로 임신 7주 이후부터 기형아 검진이 

가능한 시대를 맞이하였다(NCHPEG, 2012). 그러므로 추후 유

전학 지식을 바탕으로 한 기형아 진단 및 낙태 관련 의사결

정 때문에 고민하는 산모가 점차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전문적 산전유전상담 서비스의 요구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NCHPEG, 2012). 

국내 인구 통계지표에서 알 수 있듯이, 앞으로 고령 초산모

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대상

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낙태에 대한 태도가 덜 허용적인 편이

었다. 그러므로 고령 초산모가 증가하고, 전문직 여성이 증가

함에 따라 올바른 유전 관련 지식을 갖추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출산 결정을 돕는 전문적 산전 간호 서비스 혹은 

상담서비스 요구가 증가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선진국

과 같이 산전 유전상담 제도를 실시하여 임신 초기부터 임신 

주수에 따른 산전 유전검사 정보를 제공하고, 스크린 검사를 

통해 고위험군을 발견하게 되면, 진단적 유전검사를 실시하고

(prenatal screening and genetic testing), 그 결과에 따라 다 학

제 간 협동(multi-disciplinary team approach) 아래 전문적 산전 

관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추후 전문

적 산전 간호 서비스 요구는 더욱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라 

산전 유전 전문간호사 훈련과정이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다(Jun, Choi, & Shin, 2012).  

 

결론 및 제언

정부의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새로마지 플랜)이 발표

되고, 인구 감소 억제 및 출산장려 정책이 실시되면서, 최근 

결혼, 출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여성의 결혼 시기가 늦

어지고 고령 초산모가 증가하면서 산전 기형아 검사 대상자

와 전문적 산전 관리 서비스 요구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 412명을 대상으로 결혼과 임신, 

그리고 낙태에 대한 태도를 설문 조사하여 낙태에 영향을 미

치는 주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유전학 혹은 유전상담관련 교

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학생이 93.0%이었으나, 63.3%는 낙태 

관련법을 알고 있었으며, 결혼과 임신 결정시 부모보다는 개

인 혹은 부부 중심의 의사결정 양상을 보였으며, 자녀의 성별 

선호 면에서 더 이상 남아선호를 보이지 않았다. 현재 이성과 

교제를 하는 경우, 3년제 보다는 4년제 간호 대학생이 낙태에 

대해 좀 더 허용적이었다. 자아 성취 혹은 사회적 성공을 위

해 결혼 시기를 늦출 의사가 높을수록 낙태에 대해 허용적이

었으며 결혼 후 임신으로 인한 사회적 활동에 가해지는 부담

이 클수록 낙태를 찬성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에 문제 있는 

임신이라도 출산할 의지가 높은 경우에는 낙태를 반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전문직 여성이 증가하는 현

대 사회 임산부가 늦은 결혼과 임신 후 어렵게 계획한 임신

일수록 낙태를 거부할 경향이 높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대학생들의 결혼과 임신, 낙태에 대

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추가적인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연

구가 시행되기를 제안하며 간호학생들에게 결혼과 임신, 낙태

에 대해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이를 통해, 간호대상자의 결혼과 임신, 낙태에 

대한 가치관과 고령 산모의 기형아 검사결과를 고려하여 대

상자가 임신의 지속 또는 낙태를 결정하여야 할 때 전통적인 

유교적 가족관에 따르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조력자로서의 간호 역할을 기대한다. 또한 미래의 산모이자 

간호실무자가 될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최신 산전유전 검

사의 발전과 법적 이슈를 정확히 교육하여 미래의 산전유전 

상담자 역할수행을 준비시킬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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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형아 검진에 참여하는 임산부를 중심으로 결혼과 임신, 낙

태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여 미래의 산전 기형아 검사 대상자

의 의식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들 요구에 맞는 산전 상담 및 

간호 교육 내용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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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ttitude toward Marriage, Pregnancy and Abor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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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re recurred controversies related to legal allowance of abortion since newly advancing prenatal 
genetic testing technology. This survey was aimed to identify the attitudes toward marriage, and pregnancy (AMP) 
and terminating pregnancy (ATP) among Korean nursing students. Method: A descriptive study was performed 
from October to November 2012 in South Korea. 424 nursing students responded to two types of tools developed 
by authors. Questionnaire for ATP is consisted of 10 items with 5-points Likert Scale. Questionnaire for AMP is 
12 items containing 5 categories. Results: Mean score of ATP was 36.90. Students that are enrolled in bachelor 
degree had a significant higher ATP. Students who are currently dating with an opposite gender showed much 
higher level of ATP than those are not. Lower group of delayed the time of getting marriage and pregnancy 
showed highest score of ATP, significantly. Conclusion: Individual factor must be primarily considered when 
assessing ATP of nursing students, for example current relationship with opposite gender and educational 
background, attitude toward marriage and pregnancy. Further studies are needed to identify personal factors of the 
young adults affecting on the A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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