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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윤리적 의사결정 역량 강화 방안으로 2013년 3월 4일에서 6월 3일까지 간호대학 4학
년 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동등성 대조군 사전 사후 유사실험연구이다. 토론식 수업을 적용한 실험군과 전통적 
강의식 수업을 적용한 대조군 간의 윤리 지식, 수업만족도 및 윤리적 가치관 차이를 확인하였다. 토론식 수업은 공
리주의, 의무론에 기초한 3단계 수정모형과 Value-Be-Do 모형을 포함한 윤리적 의사결정 모형을 적용하였다. 연구결
과 수업 후 윤리 지식 점수는 실험군이 유의하게 높았다. 윤리적 가치관은 두 군 모두 수업 전·후 차이가 없었다. 

두 군은 수업 전·후 협동자관계 영역, 대상자관계 영역에서 의무론적 성향을 보였지만, 인간생명 영역에서 공리주의
적 성향을 보였다. 수업만족도는 내용이해와 실무적용 가능성 영역에서 실험군이 유의하게 높았다. 결론적으로 본 윤
리적 의사결정모형 기반 토론식 수업을 효과적인 간호윤리 의사결정 훈련 방안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주제어 : 간호윤리, 의사결정, 가치관, 수업만족도, 지식

Abstract This research aims to strengthen the ethical decision-making capability of nursing students, and 
involves 82 fourth-year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in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post quasi 
experimental research design from March 4 to June 3, 2013. Experimental group took a discussion-based class 
and control group took a traditional lecture-based class and we identified the differences in ethical knowledge, 
class satisfaction and ethical values between the two groups. Experimental group had higher scores for ethical 
knowledge after the class. There was no significant change in ethical values after the class in the two groups. 
The experimental group achieved significantly higher scores for the comprehension of class contents and 
practical application within the class satisfaction criteria. So we propose to use this model as an effect teaching 
method to apply ethical principles in nursing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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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간호사의 근무 장은 다양한 사람과의 인간 계가 지

속 으로 반복되는 곳이며 최신 의료기술과 과학의 속

한 발 으로 새로운 지식과 단을 수시로 요구받는 살

아있는 장이다. 간호사는 실무 역에서 문직 간호

역량을 발휘해야 하므로 여러 가지 윤리  문제 상황을 

하고 있다. 간호사의 윤리  가치 에 따른 의사결정

은 타인의 삶의 질에 한 향을 미칠 수 있다. 임상 

장에서 문직 간호사의 자율성이 강조될수록 간호사

에게는 도덕  합리성뿐만 아니라 목 과 가치 체계를 

분별할 수 있는 실천  지혜가 요구된다[1]. 간호사는 자

율성 확 에 따른 자유를 감당할만한 문가로서 지식과 

기술  도덕  책임을 수반할 수 있는 윤리  사유 능력

과 도덕  품성을 갖추어야 하며, 옹호자로서 상자를 

돕는 의무를 지켜야 하므로 간호사의 윤리  의사결정은 

더욱 요하다. 한 의료인은 윤리  딜 마를 했을 

때 최선의 는 최고의 선택을 하기 해서 자신의 윤리

 가치 을 정당화 할 수 있는 윤리이론과 원칙, 간호사 

윤리강령 등의 규칙에 익숙해져 있어야 한다. 

한국 간호사가 흔히 겪는 윤리  딜 마를 동일한 설

문지를 사용하여 조사한 연구[2,3]에서 인간생명 역과 

상자 역의 평균 수는 소폭 상승하거나 감소하고 

있고, 문직 업무 역과 동자 역은 2004년에 비해 

2011년에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다변화하는 의료 환경에서 간호사는 윤리  딜 마 

상황을 자주 느끼고 딜 마 상황 역시 복잡해지고 있음

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분의 간호사

는 개인의 가치 을 기 이나 조직의 가치 과 정책에 

맞추어 윤리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일반 이다[4]. 이

는 윤리원칙에 근거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는 훈련과 비

가 부족하고, 자신이 그러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

한이 있는지조차 혼동하고[5] 있기 때문이다. 간호사들은 

윤리  딜 마 상황에서 극  처보다는 자기방어 기

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간호사 자신의 도덕  의사결정

에 한 지식과 경험부족, 윤리  딜 마 상황을 해결하

려는 제도  지지와 공식 인 상담체계가 미흡한 문제

이 이를 더 가속화 시키고 있으며 차츰 타성화 되어가는 

경향을 보인다[6]. 

한국 간호사들의 윤리  가치 이 언제 어떻게 형성

되었는지에 해 탐색한 연구는 부족하다. 몇몇 연구를 

살펴보면 연령, 결혼상태  임상경력[2,3], 최종학력, 밤 

근무 여부, 졸업 후 윤리교육 이수여부  종교[2]  등에 

따라 윤리  딜 마에 차이를 보이고 있어 간호사의 윤

리  가치 단이 연령과 경험에 따른 개인  성장과 

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간호학생 시 의 윤리  가치 은 졸업 후 간호사의 

윤리  가치 에 큰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간호윤리 

교육은 학부에서부터 실무와 사례를 심으로 실시할 필

요가 있다[5].  윤리  의사결정 방식에 한 반성이나 비

 없이 강의식, 주입식으로 이루어지는 간호윤리 수업

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학부 과정에서 이론에 

사례를 목시키는 훈련을 반복 으로 실시하여 윤리  

의사결정 과정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는 실제 인 

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의료윤리 교육

에 소개된 다양한 윤리  의사결정 방법들은 단계가 복

잡하고 결론이 불명확하며 특정 윤리이론이나 생명윤리

원칙을 용하기에는 실 상황이 매우 복잡한 문제 [7] 

등이 있었고, 실제 교육 이후 학생들에게 격려가 되기도 

하지만 좌 과 무력감을 느끼게 한다는 지 도 있었다

[8]. 따라서 수업에 용하기 쉽고, 윤리  가치 을 정리

하는데 필요한 주요 윤리 이론  이에 한 비평과 평가

를 포함할 수 있는 교육 방법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지 까지 한국 간호학생을 상으로 한 윤리 련 연

구는 1, 2학년 학생을 상으로 간호윤리 수업 1년 후와 

임상실습 1년 후 변화를 비교한 연구[5], 간호학생이 사

용하는 윤리  의사결정 모형을 조사한 연구[9]와 3년제 

간호과 학생의 도덕  단[10]과 윤리  가치 [10,11]

을 조사한 연구 등이 있으나 재 로그램을 용한 연

구[12]는 소수에 불과하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윤리  의사결정 모형을 용한 토론식 수업’을 진행한 

그룹과 통 인 강의식 수업을 진행한 두 그룹 간에 윤

리  의사결정에 한 지식과 수업만족도, 윤리  가치

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효과를 측정해 으로써 보

다 효율 인 간호윤리 수업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 자료

를 제공하고자 한다. 윤리  의사결정모형 기반 토론식 

수업이란 딜 마 사례를 3단계 수정모형[13]  

Value-Be-Do 윤리  의사결정 모형 등 4가지 의사결정 

모형에 따라 분석해 보는 것이다.  3단계 수정모형은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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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수와 김옥진[13]이 루이스(Lewis)의 결정원칙  모형 

9단계를 3단계로 수정하여 제시한 윤리  의사결정 모형

으로서 1단계로 공리주의  에서 안을 모색해 보

고, 2단계에서 의무론  에서 1단계의 안을 검토

하여, 최종 3단계에서는 타당하면 용하고, 부당할 경우 

의무론  에 부합하는 안을 채택하는 방법으로, 

학생들이 비교  명확하게 윤리이론을 실무에 용해 볼 

수 있고, 안 검토와 결론까지 내려 볼 수 있으며, 간호

윤리 연구에서는 처음으로 사용한 것이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윤리  의사결정 모형을 용한 토론식 수

업과 통  강의식 수업이 간호 학생의 윤리 지식, 수

업만족도  윤리  가치 에 미치는 효과를 악하기 

함이다.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1) 실험군과 조군의 일반  특성을 악하고 동질성

을 검정한다.   

2) 실험군과 조군의 실험  윤리 지식과 윤리  가

치  수의 사  동질성을 검정한다.

3) 실험군과 조군의 실험 ․후 윤리 지식과 윤리

 가치  수를 비교한다.

4) 실험군과 조군의 실험 후 윤리 지식, 윤리  가치

  수업만족도를 비교한다.  

2. 연구 방법

2.1 자료수집 방법과 절차

연구 상은 역시에 소재한 일 학 간호학과 4학년 

2개 반 학생이다. 각 반은 41명씩 총 82명으로 두 반 모두 

동일한 연구자가 간호윤리 수업을 담당하 으며, 각 반

은 임상실습과 이론 강의 수업이 교차하지 않고 블록제

로 운 되어 실험처치의 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었다. 연

구의 표본 크기는 G-Power 3.1.5 로그램

(http://www.softpedia.com/get/Science-CAD/ 

G-Power.shtml)을 이용하여 산출하 다. 양측검정을 이

용하여 독립된 두 그룹의 평균을 비교하는 연구에서 약

간 높은 간 효과크기인 F=.65, 유의수  α=.05, 검정력

(1-ß)=.80을 용하 을 때 그룹 당 39명씩 총 78명이 

하다는 결과가 나와 탈락율 5%를 고려했을 때 그룹별

로 각 41명씩 총 82명인 본 연구 상의 표본수는 하

다.  

상자들의 간호윤리 교과목 수업기간은 매주 2시간

씩 총 8주(16시간)이다. 이 에서 실험 기간은 첫 4주로 

실험군은 윤리학 서론(개념과 유형) 교육 1주(2시간)와 

윤리  의사결정 모형을 용한 토론식 수업 3주(6시간)

가 진행되었고, 조군은 윤리학 서론 1주와 통 인 강

의식 수업 3주를 진행하 으며 이 기간을 후로 효과를 

측정하 다. 상자의 윤리 지식과 윤리  가치 은 수

업 시작 과 4주 수업 후 시행하 고, 수업만족도는 사

조사 없이 4주 수업을 마친 후에 사후조사만 시행하

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3년 3월 4일부터 6월 3일까지 다.

윤리  의사결정 모형을 용한 토론식 수업은 윤리

이론과 윤리원칙에 한 내용으로 3주 6시간동안 진행하

다. 학생들은 수업 에 그룹별로 주어진 딜 마 사례

를 공리주의  의사결정 모형, 의무론  의사결정 모형, 

공리주의와 의무론에 기 한 3단계 수정모형[13]  

Value-Be-Do 윤리  의사결정 모형 등 4가지 의사결정 

모형에 따라 분석하는 과제를 수행하 다. 수업 시간에

는 윤리  의사결정 모형에 따라 도출된 결과를 평가하

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문제 , 사례에 따라 가장 

하다고 생각하는 의사결정 모형이 있는지, 그 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에 해 토론하 다.  

2.2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K병원 임상시험심사 원회의 승인을 받았

다(IRB 13-07). 상자에게 설문의 취지와 익명성  비

보장에 하여 설명한 설명문을 제시한 후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았다. 실험군은 ‘사 조사-윤리  의사결정 

모형 용 수업-사후조사-이론 강의’ 순으로 수업을 진

행하 고, 조군은 ‘사 조사-이론 강의-사후조사-윤리

 의사결정 모형 용’ 순으로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모

든 상자에게 한 학기동안 같은 내용의 학습이 이루어

지도록 하 다.

2.3 연구 도구

2.3.1 윤리 지식

윤리 지식 도구는 연구자의 수업 내용이 반 되어야 

하므로 연구자가 강의교안을 참고로 윤리이론과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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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의사결정 모형에 한 내용 에서 학생이 바르

게 알고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는 문항으로 구성하여 개

발하 다. 총 20문항(맞으면 1 , 틀리거나 모르면 0 )

으로 하 고, 수가 높을수록 윤리 지식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 다. 

2.3.2 수업만족도

수업만족도는 윤혜원[14]이 개발한 시각상사척도

(visual analogue scale, VAS)를 연구자가 본 윤리수업에 

맞추어 수정·보완하여 사용하 다. 개발 당시에는 5문항, 

10  척도로서 이해정도, 흥미정도, 수업방식 만족정도, 

의욕정도  유익정도를 측정하도록 개발되었다. 본 연

구에서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간호학사학  로그램 

학습성과 권고안을 따르기 하여 두 문항을 추가하 다. 

추가한 문항은 ‘윤리  의사결정에 한 간호윤리 수업 

후 간호실무의 윤리  기 을 이해할 수 있다’와 ‘윤리  

의사결정에 한 간호윤리 수업 후 간호실무의 윤리  

기 을 간호실무에 용할 수 있다’이다. 본 연구에서 도

구의 내  일 성 신뢰도는 Cronbach's α=.871이었다.

2.3.3 윤리적 가치관

본 연구에서는 윤리  가치 을 측정하기 하여 이

숙[4]이 간호사를 상으로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 다. 

개발 당시 총 30문항으로 구성된 5  likert 척도로, 인간

생명 역 9문항, 간호사와 상자 계 역 9문항, 간호

사와 간호업무 계 역 8문항, 간호사와 동자 계

역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역은 윤리학의 양  

이론이라 할 수 있는 의무론과 공리주의  입장의 문항

으로 작성하 으며 ‘반 ’ 1 부터 ‘찬성’ 5 으로 수화 

하 다. 윤리  가치  문항번호 1, 2, 3, 7, 9, 11, 12, 14, 

15, 17, 18, 19, 20, 21, 22, 26, 28, 29는 공리주의  입장의 

문항이므로 ‘찬성’ 1 에서 ‘반 ’ 5 으로 역산하여 수

가 높을수록 의무론  입장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

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777이

었다. 

  

2.4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실험군과 조군의 상자 특성은 서술  

통계를 이용하 고, 일반  특성의 동질성 검정과 윤리 

지식, 윤리  가치  수의 사  동질성 검정은 X
2 test

와 t-test를 이용하 다. 실험군과 조군 각각의 수업 

·후 윤리 지식과 윤리  가치  수 비교는 paired 

t-test를 이용하 고, 실험군과 조군 간의 수업 후 윤리 

지식, 윤리  가치 , 수업 만족도 비교는 t-test를 이용

하여 분석하 다. 연구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

수를 사용하여 내  일 성 신뢰도를 확인하 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특성 및 동질성 

체 상자는 82명으로 실험군 41명, 조군 41명이

었다. 상자의 43.9%가 종교를 가졌으며 73.2%가 실습

 임종환자를 경험한 이 있었다. 간호학과 지원동기

는 취업에 용이하여(58.5%), 성에 맞아서(26.8%) 순이

었고, 간호학과 만족도는 만족(58.5%), 보통(29.3%), 불만

족(13.4%) 순이었다. 아버지 직업은 회사원  공무원

(46.9%), 어머니 직업은 업주부(47.6%)가 가장 많았다. 

아버지 학력은 졸이상(51.9%), 어머니 학력은 고졸이

하(63.4%)가 가장 많았다<Table 1>. 

실험군과 조군 두 집단 간 일반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Table 1> 실험군과 조군의 수업  윤

리 지식과 윤리  가치  수도 유의한 차이가 없어 동

질한 집단으로 확인되었다<Table 2>. 

3.2 수업 전·후 윤리 지식과 윤리적 가치관 

점수

수업 ·후 윤리 지식 수의 경우, 20  만 에 실험

군에서는 수업  7.54 (±4.95)이 수업 후 18.17 (±1.36)

으로 높아졌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13.93, 

p=<.001). 조군에서도 수업  6.02 (±4.47)이 수업 후 

15.80 (±2.16)으로 높아졌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14.53, p=<.001). 

윤리  가치  수의 경우 평균 평  5  만 에 실

험군에서 수업  3.30(±0.34), 수업 후 3.30(±0.40)로 윤

리 수업 ·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조군에서도 수

업  3.37(±0.26), 수업 후 3.45(±0.34)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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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윤리적 판단모형을 적용한 토론식 수업의 

효과

윤리  단모형을 용한 토론식 수업의 효과를 검

정한 결과, 간호윤리 수업 후 윤리지식 수는 실험군 

18.17 (±1.36), 조군 15.80 (±2.16)으로 실험군의 윤

리 지식 수가 유의하게 더 높았다(t=5.94, p=<.001). 수

업만족도는 내용이해, 재미, 수업흥미, 윤리  의사결정 

의지, 유익, 윤리  기  이해  간호실무 용가능성 측

면에서 수업 후 수를 비교한 결과, 내용 이해 항목에서 

실험군 7.98 (±1.49), 조군 7.19(±1.34)로 실험군이 유

의하게 수가 높았고(t=2.49, p=.015), 간호실무 용 가

능성 항목에서 실험군 7.93(±1.44), 조군 7.12(±1.55)로 

실험군이 조군보다 유의하게 수가 높았다(t=2.44, 

p=.017). 

윤리  가치  수는 윤리  가치 을 4가지 역으

로 나 어 인간생명 역, 상자 계 역, 간호업무 

역, 동자 계 역의 수업 후 수를 비교한 결과 실험

군과 조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4>. 

4. 논 의

본 연구는 일개 학의 간호학과 4학년 학생 두 반을 

상으로 4가지 윤리  의사결정 모형을 용한 토론식 

수업과 통 인 강의식 수업을 각각 경험하게 하 을 

때 두 그룹간에 윤리 지식과 수업만족도, 윤리  가치

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시도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실험군과 조군 모두 윤리 수업 후 윤리 

지식 수가 향상되었으며, 특히 실험군의 수업 후 지식 

수가 조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통 으로 

다수의 사람들에게 짧은 시간 내 많은 지식을 달하는

데 유리하다고 알려진 강의식 수업보다 윤리  의사결정 

모형을 용한 토론식 수업이 윤리 지식 달에도 효과

임을 시사한다. 이는 학생들이 토론식 수업에 임하기 

 미리 그룹별로 주어진 간호 딜 마 사례를 다양한 의

사결정 모형에 따라 분석하는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리주의, 의무론, 덕 윤리와 같은 윤리 이론에 한 지식

을 스스로 학습하 고, 학습한 지식에 근거하여 딜 마 

사례에 한 윤리  의사결정 과정과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수업방식이 학생의 지식습득에도 도움이 되었

으리라 단한다. 

간호윤리 교육의 목표는 학교가 설정한 교육목표와 

학습성과에 따라 지식 달, 올바른 윤리  가치  형성, 

도덕  단력 향상, 윤리  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목표

로 한다[15]. 어떤 학습 목표에서든 윤리지식이 기본 으

로 필요하지만, 지식 달만을 강조할 경우 졸업 후 임상 

장에서 하는 새로운 문제 상황에 처하는 능력은 

낮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강의식 교

육보다 토론식 수업이 학생들의 도덕  윤리교육에 보

다 효과 이라는 견해[18]를 지지한다.  

본 연구에서 실험군과 조군의 수업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내용이해 측면과 간호실무 용 가능성 측면에서 실

험군의 수업만족도가 더 높았다.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은 

간호학생들이 ‘간호실무의 법 , 윤리  기 을 이해하고 

간호실무에 통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간호학과 

로그램을 구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

를 통하여 윤리  의사결정 모형을 용한 토론식 수업

이 윤리  기 을 간호실무에 용시키는 교육방법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따라서 추후 보다 다양한 

간호실무 사례를 개발하고 윤리  의사결정 모형에 따라 

분석하게 함으로써 간호학생들의 윤리  문제해결 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윤리  가치 의 경우 실험군과 조군 모두 윤리 수

업 ·후 총 과 하 역별 수 평균에는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카데미식 토론방식을 활용

한 간호윤리 수업을 받은 군에서 윤리  가치  수가 

유의하게 상승된 연구결과[12]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실행한 4주 8시간의 수업 시간이 학

생들의 윤리 지식과 수업만족도는 향상시킬 수 있으나 

윤리  가치 의 변화를 유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한다. 가치 은 사회, 경제  정서  측면 등 다양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형성되며 성장과정에서 개

인의 경험과 학습을 통해 내면화된다[5]. 따라서 학생들

이 간호사로서 가져야 할 올바른 가치 을 형성하기 

하여 ‘간호윤리’라는 독립된 과목뿐만 아니라 간호교육 

과정 반에 걸쳐 윤리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의

료윤리 교육 분야에서도 의료윤리 교육의 목 을 강의만

으로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소그룹토론, 사례 심교육, 튜

토리얼, 임상통합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야 하고 

[16] 의료윤리 과목이 단지 소양교육이나 수업 부담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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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Experiment

al group

(n=41)

Control 

group

(n=41)

Total

(n=82)
χ2
 or t(p)

n(%) 

orM(SD)

n(%) 

orM(SD)
n(%)

Have religion
Yes 16(39.0) 20(48.8) 36(43.9)

.792(.505)
No 25(61.0) 21(51.2) 46(56.1)

Have met the patient dying

in training time

Yes 29(70.7) 31(75.6) 60(73.2)
.248(.618)

No 12(29.3) 10(24.4) 22(26.8)

Reason for applying to nursing 

Easy to employment 25(61.0) 23(56.1) 48(58.5)

7.49*(.049)
Meet the aptitude 7(17.1) 15(36.6) 22(26.8)

Meet the admission scores 5(12.2) 3(7.3) 8(9.8)

Others 4(9.8) 0(0.0) 4(9.8)

Satisfaction to nursing

Extremely satisfied 3(7.3) 4(9.8) 7(8.5)

5.90*(.183)

Generally satisfied 16(39.0) 25(61.0) 41(50.0)

Usually 16(39.0) 8(19.5) 24(29.3)

Generally dissatisfied 5(12.2) 4(9.8) 9(11.0)

Extremely dissatisfied 1(2.4) 0(0.0) 1(2.4)

Father’s occupation

Educators 0(0.0) 1(2.4) 1(1.2)

2.92(.417)
Business/services 6(15.0) 11(26.8) 17(21.0)

Worker/official 21(52.5) 17(41.5) 38(46.9)

Others 13(32.5) 12(29.3) 25(30.9)

Education of father
≤High school 19(47.5) 20(48.8) 39(48.1)

.013(1.000)
≥College 21(52.5) 21(51.2) 42(51.9)

Mother's occupation

Housewife 21(51.2) 18(43.9) 39(47.6)

5.00(.304)
Educators 0(0.0) 4(9.8) 4(4.9)

Business/services 11(26.8) 13(31.7) 24(29.3)

Worker/official 3(7.3) 2(4.9) 5(6.1)

Education of mother
≤High school 30(73.2) 22(53.7) 52(63.4)

3.36(.108)
≥College 11(26.8) 19(46.3) 30(36.6)

Age(yrs) 23.59(1.67) 23.27(2.04) .77(.443)

Brother/sister numbers 1.27(0.55) 1.51(0.78) -1.64(.105)

* Fisher's exact test

<Table 1> Homogeneity for General Characteristics Between the Two Groups

시키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려면 체 교과과정  

실습과 유기 인 연 성을 확보하고, 모든 임상과목에서 

의료윤리의 주제가 반드시 다루어져야 한다[17]고 주장

한다. 간호윤리 교육 한  교육과정에 걸쳐 윤리문제

에 한 계속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교과과정 개편이 요구

된다[11]. 따라서 간호학생의 윤리  가치 에 향을 미

치기 해서는 ‘간호윤리’ 교과목은 물론 체 간호교육

과정에서 윤리  의사결정에 한 내용이 다양한 교육 

방법으로 다루어져야 하고 임상실습과목에서도 집담회

를 통하여 딜 마를 야기하는 간호실무 사례에 한 윤

리  의사결정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 실험군의 사 과 사후 윤리  가치  평

균 수는 5  만 에 각각 3.30 이었고, 조군은 사  

3.37 , 사후 3.45 으로 실험군과 조군 모두 3 을 

과하여 의무론  성향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윤리  가

치  하 역별 사후 수를 살펴본 결과 실험군과 

조군 모두 동자 계 역(실험군 3.93, 조군 4.03)에

서 가장 의무론  성향을 나타내었고 상자 계 역

(실험군 3.63, 상자 3.75), 간호업무 역(실험군 3.27, 

상자 3.42)에서 의무론  성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인간생명 역(실험군 2.72, 상자 2.93)의 경우 다른 세 

역에서 의무론  성향을 나타내는 것과 달리 실험군과 

조군 모두 3  미만으로 나타나 공리주의  성향을 나

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에서 인간생명 역

이 3  이상으로 의무론  성향을 보인 것과는 차이가 있

었다. 이는 선행연구에 따라 인간생명 역의 ‘환자의 자

살계획에 한 비  유지’ 문항을 의무론  공리주의  

성향처럼  다르게 해석했기 때문인 것으로 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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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pre)
Categories

Exp. 

(n=41)

Cont. 

(n=41)
t(p)

M

(SD)

M

(SD)

Ethical 

knowledge
Total

7.54

(4.95)

6.02

(4.47)

1.45

(.150)

Ethical 

values

Total
3.30

(0.34)

3.37

(0.26)

-1.04

(.300)

Human life 

section

2.76

(0.62)

2.76

(0.48)

.00

(1.000)

Subject 

relationship 

section

3.67

(0.32)

3.78

(0.28)

-1.45

(.152)

Nurse 

practice 

section

3.22

(0.44)

3.30

(0.48)

-.81

(.423)

Copartner

-ship

section

3.85

(0.59)

3.99

(0.54)

-1.09

(.279)

<Table 2> Homogeneity for Dependent Variables 
Between the Two Groups            (N=82)

Variables Group

Pre Post

t(p)M

(SD)

M

(SD)

Ethical 

knowledge

Exp. 

(n=41)

7.54

(4.95)

18.17

(1.36)

-13.93

(<.001)

Cont. 

(n=41)

6.02

(4.47)

15.80

(2.16)

-14.53

(<.001)

Ethical 

values

Exp. 

(n=41)

3.30

(0.34)

3.30

(0.40)

.097

(.923)

Cont. 

(n=41)

3.37

(0.26)

3.45

(0.34)

-1.68

(.100)

<Table 3> Ethical Knowledge and Ethical Values 
 compared before and after Class 

(N=82)

따라서 본 연구와 같이 ‘환자의 자살계획에 한 비  

유지’를 공리주의  입장에서 해석한 선행연구[11,18]로

만 제한하여 비교하면 인간생명 역에서 공리주의  경

향을 보이는 이 일치하 다. 이는 학생들이 안락사, 인

공 임신 , 는 생명연장조치와 같은 인간생명 역

에서 생명의 존엄성과 환자의 자율성 사이에서 고민하면

서도 환자의 자율성에 우선권을 두고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이라 단한다. 그러나 환자의 자율  의사가 비정

상 인 정신·심리 상태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보호자나 

제 3자의 의지가 개입되는 것을 원천 으로 차단할 수 없

다는 에서 간호사는 의사결정에 신 을 기해야 한다. 

따라서 학생들이 인간생명 역에서 공리주의  성향으

로 치우치는 것을 경계하도록 윤리교육에서 강조할 필요

가 있다. 

Variables

(post)
Categories

Exp.

(n=41)

Cont.

(n=41)
t(p)

M

(SD)

M

(SD)

Ethical 

knowledge
Total

18.17

(1.36)

15.80

(2.16)

5.94

(<.001)

Ethical 

values

Total
99.02

(12.06)

103.54

(10.20)

-1.83

(.071)

Human life 

section

2.72

(0.67)

2.93

(0.68)

-1.36

(.176)

Subject 

relationship 

section

3.63

(0.38)

3.75

(0.39)

-1.37

(.174)

Nurse 

practice 

section

3.27

(0.41)

3.42

(0.45)

-1.63

(.106)

Copartner

-ship

section

3.93

(0.58)

4.03

(0.43)

-0.87

(.389)

Class 

satisfaction

Total
56.32

(8.92)

54.34

(7.31)

1.10

(.276)

Comprehens

-ion

7.98

(1.49)

7.19

(1.34)

2.49

(.015)

Funny
7.80

(1.82)

8.10

(1.46)

-0.81

(.425)

Interesting
7.98

(1.64)

8.20

(1.25)

-0.68

(.497)

Ethical 

decision-

making 

willingness

7.90

(1.64)

7.68

(1.27)

0.68

(.500)

Usefulness
8.58

(1.28)

8.37

(1.22)

0.800

(.430)

Understandi

-ng ethical 

standards

8.15

(1.42)

7.68

(1.33)

1.52

(.132)

Practical 

application

7.93

(1.44)

7.12

(1.55)

2.44

(.017)

<Table 4> Effect of Class based on Ethical 
Decision-Making Model       (N=82)

실험군에서 윤리  의사결정 모형을 용한 토론식 

수업 ·후 윤리  가치 의 총 과 하 역별 수 평

균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문항별 분석 결과  인간

생명 역에 포함된 4개 문항의 수업 ·후 수가 유의

하게 변화하 다. 실험군에서 수업 ·후 유의한 차이를 

보인 문항은 ‘환자가 살 가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안락사

를 요구할 때 환자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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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문항 2, 역산문항)’로서 수업  2.00 에서 수업 후 

2.61 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여 수업 후에 공리주의  성

향을 나타내는 정도가 약해졌다. 이는 학생들이 토론식 

수업을 통해 안락사에 해서는 환자의 요구보다 생명의 

존엄성에 가치를 두려는 가치 으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어 정 인 변화라 평가한다. 그러나 ‘살 가망이 없는 

환자라도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생명을 연장시키

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문항 4)’, ‘살 가망이 없는 환자

가 심장마비를 일으켰을 때 심폐소생술이 실시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문항 5)’, 그리고 ‘심한 선천성 기형으로 

살 가망이 없는 신생아에게 가능한 모든 방법을 사용하

여 생명연장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문항 

6)’는 모두 3  이하로 유의하게 감소하여 수업 후 공리

주의  성향이 강화되는 양상을 보 다. 즉, 학생들이 살 

가망이 없는 환자 처치에 해서는 생명연장에 더욱 부

정 인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김 희, 

유양숙, 조옥희(2013)가 문 학 학생 660명을 상으로 

한 생명의료윤리 인식 조사결과[19]와 일치하며. 앞으로 

교육을 통해 균형잡힌 가치 을 가질 수 있도록 토론 진

행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의료윤리 실무  교육에는 여러 가지 의사결

정 모형들이 제시되어 왔다[7,20]. 그러나 이들 의사결정 

모형들은 개념정리가 명확하지 않아 용하기에 불분명

하거나 단계가 복잡한 [21], 학생들의 윤리  가치  

형성에 가장 필요한 윤리학  사고 훈련 과정을 배제한 

채 직업  윤리강령과 법, 규칙만을 강조하는 [22], 

는 특정 윤리 이론만을 용하는  등의 문제 에 한 

논쟁이 있어 왔다. 이는 미래 간호사 양성과정에서 간호

윤리 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교과목으로 자리 잡아야 

함[23]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윤리  의사결정은 윤

리  고찰 훈련이다. 이를 보완하기 해 래시 애니메

이션을 활용한 간호윤리 교육 등이 시도되고 있는 [24]

은 바람직하며, 여러 윤리 이론들을 실제 사례에 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모형을 개발하여 학생들이 윤리  의

사결정 과정을 체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발이 실하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시도한 4가지 윤리  의사결정 모형을 

용한 토론식 수업은 생명윤리 원칙, 덕 윤리, 공리주의  

안 마련과 이를 의무론 으로 검토, 비평해 보는 훈련

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윤리  의사결정의 요성을 일깨

우고, 다양한 윤리  사고 방안들을 제시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시  상황에 따른 다양한 간호실무 사례를 개발하고, 

충분한 토론 시간을 제공하여 간호학생들이 향후 간호사

로서 실무 장에서 겪게 되는 윤리  딜 마 상황에서 

필요한 윤리  감수성을 기르고 보다 명한 단을 하

는데 도움이 되는 학습방법으로 극 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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