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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료윤리의식과 인체조직 기증 및 이식에 대한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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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 목적은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과 인체조직 기증 및 이식에 대한 태도를 파
악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대상자는 2개 대학교의 재학생 521명을 대상으로 2016년 5월 1일 부터 6월 10일 까지 실
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생명의료윤리의식은 4점 만점에 간호학과 학생들이 2.16점, 일반 대학생들의 2.01점 보다 높았
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4.671, p=.000). 인체조직기증 및 이식은 5점 만점에 간호학과 학생들이 2.52

점, 일반대학생들이 2.50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명의료윤리의식은 간호
학과 학생들은 연령, 학년, 임상실습, 동아리 활동, 가족 중 이식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일
반대학생들은 나이, 임상실습, 종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로 바람직한 윤리관 확립을 
위한 교과과정의 개발과 방향을 탐색하여 생명의료윤리의식을 높이는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주제어 : 생명의료윤리, 인체조직 기증 및 이식,  의식, 태도, 간호대학생, 일반대학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awareness of biomedical ethics and attitudes toward 
human tissue donation and transplantation among Nursing students and General college students. The study was 
conducted on 2016 May 1st to June 10th with 521 students at two universities. Study results showed awareness 
of biomedical ethics score of nursing students was 2.16 and general college students 2.01, which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Attitude scores towards human tissue donation and transplantation were 2.52 
and 2.50,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4.671, p=.000). Study results indicate the need to establish biomedical 
ethics preferred curriculum. It also seems necessary to offer students related systematic training program in 
order to increase the awareness of bio-medical ethics.

Key Words : Biomedical ethics, Human tissue donation and transplantion, Consciousness, Attitude, Nursing students, 
General colleg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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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생명의료윤리라는 말은 생명과학이 의식 으로 사용

되기 시작한 1960년 부터 생명과학시 에 인간이 선택

해야 할 새로운 윤리학이라는 의미로 두되기 시작하

으며, 최근 생명의료윤리가 강조되는 이유는 의료기술의 

발 으로 사람의 생명이 크게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인

공장기나 의료 기기를 통해 삶을 인공 으로 연장 할 수 

있게 되었고 사회  여건의 변화와 도덕  가치 의 변

화 때문이다[1]. 그리고 인터넷을 비롯한 다양한 통신망

을 통한 방 한 정보의 신속한 교류는 지식과 정보에 

한 우리의 개념을 바꾸어가고 있다[2]. 이런 변화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개인의 특성 등 인간의 가치에까지 변

화를 래하게 되었으며 갖가지 윤리  문제를 낳았고 

기존의 윤리  단이나 평가를 의 생명의료윤리 개

념으로 용 할 수 없게 되어 새로운 윤리와 도덕 인 

책이 시 하게 되었다[3].

생명의료윤리는 인간의 생명에 한 문제들을 포함하

여 환경문제・인구문제 등 생명의 존엄성과 권리에 한 

문제들을 다루는 학문으로 우리 사회의 문제이고 온 국

민이 바로 인식하고 올바른 단 결정에 참여해야 한다

[4]. 따라서 올바른 생명의료윤리 의식은 의료직 문 종

사자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요한 문제가 된다. 

인류의 생명과 건강을 하는 수많은 요소들 에

서도 만성질환이나 사고, 노령화 등으로 인해 인체조직

의 결손이라는 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면서 조직이

식에 한 시술의 필요성이 증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에서는 장기를 사용하는 질병의 치료에 해서는 많은 

이들이 이해하고 있지만 장기 이외의 각종 인체조직도 

질병의 치료에 크게 활용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이들은 

많지 않다. 장기는 생명을 구하는 치료에 사용하지만 조

직은 많은 질병의 치료와 불구의 회복에 활용된다. 장기

는 뇌사 환자의 것을 채취하여 사용함으로 극소수 환자

에게 도움을 주지만, 인체조직은 사망 15시간 내에 채취

하면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 구의 시신으

로 수백명까지 결정 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5]. 이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많은 반면 기증 할 수 있는 형편에 

있는 조직이 턱없이 부족하고, 한 가능한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기증이나 이식에 한 인식부족으로 인해 실제

로 이식이 행해지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서구 선진국은 일 부터 생명이 사회순환 자원임을 

자각하여 조직이식을 한 시신기증과 뇌사 시 조직기능

과 이식이 보편화 되었다. 우리나라는 유교문화의 향

으로 시신을 훼손하거나 기증하는데 부정 인 이미지가 

강하고 사회  합의 한 늦어져 2000년 이후에야 장기

기증이 다소 활발하게 시작되었고, 그나마 2005년부터 

조직기증이나 이식이 시작되었으나 이에 한 인식은 황

무지와 같은 상태라 할 수 밖에 없다[6].

지 까지 생명의료윤리의식에 한 연구를 보면 이규

숙[7]이 보건의료인과 일반인에 한 생명의료윤리 의식

차이를 분석한 연구, 최창섭[8]이 강릉의 등학교 교사

들에 한 생명의료윤리의식 차이 비교, 안혜  등[9]의 

의료계열 학생들의 생명의료윤리의식조사, 권선주[10]

의 간호 학생과 의과 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조사, 

하주 [11]의 간호사의 생명의료윤리에 한 의식 조사

들이 있다.

인체조직기증  이식에 한 태도와 련된 연구는 

김태은[12]의 인체조직기증  이식에 한 일반인의 태

도조사와 권 주[6]의 간호사를 상으로 태도를 조사한 

연구가 있다.

의료인의 한 직종인 간호사가 되기 하여 간호학을 

공하고 있는 간호 학생들이 어떠한 생명의료윤리 의

식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졸업 후 행하는 문  간

호행 와 직결되며[13], 명하고 바람직한 윤리  단

을 할 수 있는 기 이 됨으로 더욱 요하다. 그리고 인

간의 생명과 이식에 한 문제들을 포함하여 환경문제 

인구문제 등 생명의 존엄성과 권리에 한 문제들을 다

루는 학문은 우리사회의 문제이고  국민이 바로 인식

하고 올바른 단 결정에 참여해야 한다. 그러므로 학

생들이 생명의료윤리에 해서 어떤 교육을 받느냐 하는 

것은 미래의 생명의료윤리 의식과 인체조직기증  이식

에 한 태도에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생명의료윤리와 인체조직기증  이식 태도에 

한 교육 상자의 실을 악하고 검을 한다면 인

간 심 이면서 생명력에 유익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

해 나갈 수 있으므로 간호 학생과 일반 학생의 바람직

한 윤리  확립을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

를 시도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 은 간호 학생과 일반 학생의 생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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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윤리의식과 인체조직 기증  이식에 한 태도를 확

인하기 함이며 구체 인 연구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자의 일반 인 특성을 악한다.

둘째, 상자의 생명의료윤리의식과 인체조직기증  

이식에 한 태도를 악한다.

셋째, 상자의 일반 인 특성에 따른 생명의료윤리의

식과 인체조직기증  이식에 한 태도를 악

한다.

넷째, 생명의료윤리의식의 인체조직기증  이식에 

한 향을 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 학생과 일반 학생의 생명의료윤리

의식과 인체조직기증  이식에 한 태도를 악하기 

한 서술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상자는 K시에 소재한 2개교 학생을 

상으로 연구의 목 과 방법, 익명성 보장, 자발 인 연구 

참여 동의  거부 등을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은 간호

윤리 교과목을 이수한 간호학과 학생 320명, 비간호학

과 학생 230명을 상으로 하 다. 

자료 수집은 2016년 5월 1일터 6월 10일까지 실시하

으며,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 다. 조사에 소요된 시

간은 약 20분이었다. 수집된 자료  응답이 불완 한 것

을 제외한 521부를 분석 상에 포함하 다. 

2.3 연구도구

2.3.1 생명의료윤리

생명의료윤리의식은 이 숙[14]이 고안한 윤리  가

치  설문지를 권선주[10]가 수정․보완한 생명의료윤리

의식 설문지로 태아의 생명권 5문항, 인공임신  6문

항, 인공수정 7문항, 태아진단 5문항, 신생아의 생명권 5

문항, 안락사 5문항, 장기이식 4문항, 뇌사 5문항, 인간생

명공학 7문항의 총 4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 type 4  척도로 ‘찬성’ 4 , ‘ 체로 찬성’ 3 , ‘

체로 반 ’ 2 , ‘반 ’ 1 으로, 수화하고, 부정문항은 

역산 처리하 다. 수가 높을수록 인간생명을 존 하는 

생명의료윤리 의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권선주[8]의 연구

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는 .76이었고, 본 연구에서

는 .76이었다. 

2.3.2 인체조직기증 및 이식에 대한 태도

인체조직기증  이식에 한 태도는 세포들로 이루

어진 인체의 모든 구성성분 즉 ,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 , 건, 심장 막,  등을 본인의 의사나 유가족의 

뜻에 따라 기존의 치료법으로 회복하기 힘든 각종 말기 

질환자의 조직 등 기능회복을 하여 아무런 조건과 

가없이 조직을 수여하는 것으로 기증된 조직을 수술 등 

의료 인 차를 통해 환자, 즉 피이식자에게 옮겨 붙여 

치료하는 의료  행 를 말하며 지속 인 신념을 의미한

다[6]. 장기이식에 한 간호사의 태도조사 연구를 목

으로 사용한 주애은[15]의 질문지를 권 주[6]가 일부 수

정한 설문지로 총 18문항이며 Likert type 5  척도로 ‘매

우 그 다’ 5 , ‘약간 그 다’ 4 , ‘잘 모르겠다’ 3 , ‘약

간 그 지 않다’ 2 , ‘  그 지 않다’ 1 으로 수화

하고 부정문항은 역산 처리하 다. 권 주[6]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는 .7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74

이었다. 

2.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WIN 18.0 program을 이

용하 으며, 구체 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자의 일반  특성은 빈도, 백분율로, 생명의

료윤리의식과 인체조직기증  이식태도는 평

균  표 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둘째, 일반 인 특성에 따른 집단별 생명의료윤리의식

과 인체조직기증  이식태도는 t-test와 일원분

산분석(ANOVA)으로 분석하 다.

셋째, 생명의료윤리의식과 일반  특성의 인체조직기

증  이식에 한 향은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상자의 일반  특성을 분석한 결과, 간호학과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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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여학생’이 88.7%, 연령은 ‘21세~22세’가 57.1%, ‘3학년’

이 47.8%, ‘4학년’이 51.8%,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학생

이 54.8%, ‘형제 자매수’는 1명이 57.8%, ‘헌 경험이 있

는 학생’이 75.1%, ‘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생이 55.5%, 

‘가족  조직이식 경험’이 없는 학생이 97.7%, ‘가족  

질병자’가 있는 경우는 30.9%, ‘가족  의료요원’이 있는 

경우는 22.9%로 나타났다. 일반 학생은 ‘남학생’이 

50.9%, 연령은 ‘21세~22세’가 28.2%, ‘2학년’이 32.3%, ‘3

학년’이 40.9%, ‘임상실습 경험’이 없는 학생이 95.5%, ‘형

제 자매수’는 1명이 42.7%, ‘헌 경험이 있는 학생’이 

61.8%, ‘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생이 26.8%, ‘가족  조직

이식 경험’이 없는 학생이 97.3%, ‘가족  질병자’가 있

는 경우는 29.1%, ‘가족  의료요원’이 있는 경우는 

22.3%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nursing students
general college  student      (N=521)

Characteristic Categories
Nursing

student 명(%)

General college 

student 명(%)

Gender
Male 34(11.3) 112(50.9)

Female 267(88.7) 108(49.1)

Age 

19-20 39(13) 55(25)

21-22 212(70.4) 62(28.2)

23-24 34(11.3) 42(19.1)

Above25 16(5.3) 61(27.7)

Grade

1st 0 25(11.4)

2nd 0 71(32.3)

3nd 145(47.8) 90(40.9)

4rd 156(51.8) 34(15.5)

Clinical experience
Yes 165(54.8) 10(4.5)

No 136(45.2) 210(95.5)

Religion
Yes 141(46.8) 125(56.8)

No 160(53.2) 95(43.2)

Number of sibling

Only one 174(57.8) 94(42.7)

Two 91(30.2) 65(29.5)

Three 31(10.3) 33(15)

More than

four
5(1.7) 28(12.7)

Experience of 

blood donation

Yes 226(75.1) 136(61.8)

No 75(24.9) 84(38.2)

Extracurricular

activities

Yes 167(55.5) 59(26.8)

No 134(44.5) 161(73.2)

Human tissue

transplantion in

 family

Yes 7(2.3) 6(2.7)

No 294(97.7) 214(97.3)

Disease and death 

in family

Yes 93(30.9) 64(29.1)

No 208(69.1) 156(70.9)

Medical workers

in family

Yes 69(22.9) 49(22.3)

No 232(77.1) 171(77.7)

3.2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

의식과 인체조직기증 및 이식에 대한 차이 

간호 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의 평균평 은 4  만

을 기 으로 2.16 으로 나타났고 하  역별 평균평

은 태아의 생명권 2.32 , 인공임신  2.20 , 인공수

정 2.17 , 태아진단 1.93 , 신생아의 생명권 1.69 , 안

락사 2.30 , 장기이식 2.27 , 뇌사 2.11 , 인간생명공학 

2.05 으로 각각 나타났으며 하 역으로 태아의 생명

권이 2.32 으로 가장 높았고, 신생아의 생명권이 1.6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인체조직 기증  이식에 한 태도

는 체 평균평  5  기 으로 2.52 으로 나타났다. 일

반 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의 평균평 은 4  만 을 

기 으로 2.01 으로 나타났고 하  역별 평균평 은 

태아의 생명권 1.88 , 인공임신  2.05 , 인공수정 

2.01 , 태아진단 1.78 , 신생아의 생명권 1.66 , 안락사 

2.30 , 장기이식 2.33 , 뇌사 2.06 , 인간생명공학 2.03

으로 각각 나타났으며 하 역으로 장기이식이 2.33

으로 가장 높았고, 신생아의 생명권이 1.66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인체조직 기증  이식에 한 태도는 

체 평균평  5  기 으로 2.50 으로 나타났다. 태아의 

생명권(t=12.096, p=.000), 인공임신 (t=-4.242, p=.000), 

인공수정(t=3.957, p=.000), 태아진단(t=4.042, p=.000) 항

목과 생명의료윤리의식 총 (t=4.671, p=.000)에서 두 그

룹간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Table 2>.

<Table 2> Nursing students and general college students 
of biomedical ethics and human tissue 
donation for transplantation and attitude 

Characteristics
Nursing 

student 

General 

college 

student 

t(p)

Right to life of  embryos 2.32±.41 1.88±.43 12.096(.00)

Artificial abortion 2.20±.35 2.05±.44 4.242(.00)

Artificial insemination 2.17±.42 2.01±.47 3.957(.00)

Prenatal diagnosis of Fetus 1.93±.39 1.78±.45 4.042(.00)

Right to life of newborn 1.69±.40 1.66±.51 0.630(.53)

Euthanasia 2.30±.40 2.30±.51 -0.006(.99)

Organ transplant 2.27±.43 2.33±.57 -1.351(.17)

Brain death 2.11±.40 2.06±.46 1.238(.21)

Human biotechnology 2.05±.39 2.03±.48 0.583(.56)

Total(Biomedical Ethics) 2.16±.21 2.01±.28 4.671(.00)

Human tissue donation 

and transplantion 
2.52±.38 2.50±.57 0.38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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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fference in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Nursing 
students and general college students                                              (N=521) 

Characteristic Categories
Nursing student 명(%) General college student 명(%)

M±SD t/F p(Ducan) M±SD t/F p(Ducan)

Gender
Male 2.15±0.24

1.117 .265
2.40±0.30

1.557 .121
Female 2.11±0.21 1.98±0.26

Age 

19-20
a

2.05±0.24

3.359
.019

(a<d)

1.99±0.28
a

4.554
.004

(c<b,d)

21-22b 2.13±0.19 2.09±0.29b

23-24c 2.13±0.25 1.90±0.26c

Above25
d

2.17±0.92 2.01±0.27
d

Grade

1st 0

-4.027 .000

2.15±0.24

2.493 .061
2nd 0 2.11±0.21

3nd 2.07±0.23 2.15±0.24

4rd 2.16±0.18 2.11±0.21

Clinical experience
Yes 2.15±0.18

3.539 .000
1.83±0.22

-2.105 .036
No 2.07±0.23 2.02±0.28

Religion
Yes 2.12±0.21

.014 .989
2.05±0.29

2.185 .030
No 2.12±0.22 1.96±0.26

Number of sibling

Only one 2.18±0.67

1.061 .376

2.23±0.35
a

5.539
.000

(c<d<a)

Two 2.12±0.23 1.98±0.27b

Three 2.09±0.20 1.94±0.25c

More than four 2.03±0.21 2.11±0.16
d

Experience of blood donation
Yes 2.11±0.20

-.277 .782
2.11±0.20

-.277 .782
No 2.12±0.24 2.12±0.24

Extracurricular activities
Yes 2.14±0.89

2.052 .041
1.97±0.23

-1.415 .159
No 2.09±0.24 2.02±0.29

Human tissue transplantion in family
Yes 2.10±0.90

-.204 .838
2.10±0.90

-.204 .838
No 2.12±0.21 2.12±0.21

Disease and death in family
Yes 2.14±0.22

1.179 .027
2.04±0.18

1.249 .213
No 2.11±0.21 2.00±0.31

Medical workers in family
Yes 2.11±0.21

-.047 .962
2.11±0.21

-.047 .962
No 2.12±0.21 2.12±0.21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명의료윤리의식에 

대한 차이 

간호학과 학생들의 연령별 생명의료윤리의식은 19세

∼20세가 2.15 , 25세 이상이 2.17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고(F=3.359, p=.019), 학년별 생명의료윤리의식은 3

학년이 2.07 , 4학년이 2.16 으로 나타났으며 통계 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t=-4.027, p=.000). 임상실습 경

험이 있는 학생이 2.15 , 임상실습 경험이 없는 학생이 2.07

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고(t=3.539, p=.000), 동아

리 활동을 하는 학생이 2.14 , 동아리 활동을 하지 않는 

학생이 2.09 으로 차이를 보 으며(t=2.052, p=.041), 가

족  질환이나 사망자가 있는 학생의 경우 2.14 , 가족 

 질환이나 사망자가 없는 학생의 경우 2.11 으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t=1.179, p=.027)를 보 다. 일반 학

생들의 연령별 생명의료윤리의식은 23세∼24세가 1.90

, 25세 이상이 2.01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고

(F=4.554, p=.004),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학생이 1.83 , 

임상실습 경험이 없는 학생이 2.02 으로 통계 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 으며(t=-2.105, p=.036), 형제・자매의 

수가 3명인 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의 수는 1.94 , 4

명 이상인 사람은 2.11 , 1명인 학생은 2.23 으로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F=5.539, p=.000)<Table 3>.

3.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체조직 및 이식에 

대한 태도에 대한 차이 

간호학과 학생들의 인체조직  이식에 한 태도는

남학생이 2.45 , 여성이 2.52 으로 나타났고, 연령별 인

체조직  이식에 한 태도는 19세∼20세가 2.52 , 25

세 이상이 2.49 으로 나타났다. 학년별 인체조직  이

식에 한 태도는 3학년이 2.50 , 4학년이 2.53 으로 나

타났다.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학생이 2.53 , 임상실습 

경험이 없는 학생이 2.50으로 나타났으며, 종교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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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ifference in consciousness of human tissue donation for transplantation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Nursing students and general college students                (N=521)

Characteristic Categories
Nursing student 명(%) General college student 명(%)

M±SD t/F p M±SD t/F p(Ducan)

Gender
Male 2.45±0.44

-1.035 .302
2.49±0.65

-.163 .871
Female 2.52±0.38 2.50±0.45

Age 

19-20 2.52±0.42

.401 .752

2.43±0.49

2.034 .110
21-22 2.52±0.36 2.63±0.53

23-24 2.45±0.43 2.53±0.82

Above25 2.49±0.29 2.40±0.45

Grade

1st 0

-.587 .558

2.63±0.50

1.549 .203
2nd 0 2.46±0.41

3nd 2.50±0.43 2.44±0.65

4rd 2.53±0.34 2.63±0.74

Clinical experience
Yes 2.53±0.34

.655 .513
2.33±0.35

-1.505 .134
No 2.50±0.43 2.51±0.58

Religion
Yes 2.50±0.36

-.675 .500
2.51±0.62

.422 .674
No 2.53±0.40 2.48±0.50

Number of sibling

Only one 2.65±0.33

.776 .541

2.95±0.45
a

3.710
.006

(a>b,c,d)

Two 2.52±0.41 2.49±0.72b

Three 2.48±0.33 2.37±0.44c

More than four 2.54±0.43 2.51±0.50
d

Experience of blood donation
Yes 2.51±0.39

-.801 .424
2.50±0.39

-.801 .424
No 2.55±0.36 2.55±0.36

Extracurricular activities
Yes 2.51±0.37

-.159 .874
2.63±0.47

2.069 .040
No 2.52±0.40 2.45±0.60

Human tissue transplantion in  family
Yes 2.52±0.29

.060 .952
2.52±0.29

.060 .952
No 2.51±0.39 2.51±0.39

Disease and death in family
Yes 2.52±0.40

.084 .933
2.59±0.60

1.461 .146
No 2.51±0.38 2.46±0.56

Medical workers in family
Yes 2.53±0.38

.242 .809
2.52±0.38

.242 .809
No 2.51±0.39 2.51±0.39

학생은 2.50 , 종교가 없는 학생은 2.53 으로 나타났다. 

형제・자매의 수가 1명인 학생들은 2.65 , 2명인 학생은 

2.52 , 3명인 학생은 2.48 , 4명이상인 학생은 2.54 으

로 나타났다. 헌  경험이 있는 학생은 2.51 , 헌  경험

이 없는 학생은 2.55 으로 나타났고, 동아리 활동을 하

는 학생이 2.51 , 동아리 활동을 하지 않는 학생이 2.52

으로 나타났고, 가족  조직이식 경험이 있는 학생은 

2.52 , 없는 학생은 2.51 , 가족  사망이나 질병이 있

는 경우 2.52 , 없는 경우 2.51 , 가족  의료요원이 있

는 경우 2.53 , 없는 경우 2.51 으로 나타났으며 간호학

과 학생은 일반  특성에 따른 인체조직  이식에 한 

태도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일반

학과 학생들의 인체조직  이식에 한 태도는 남학생

이 2.49 , 여성이 2.50 으로 나타났고, 연령별  인체조

직  이식에 한 태도는 19세~20세가 2.43 , 25세 이상

이 2.40 으로 나타났다. 학년별 인체조직  이식에 

한 태도는 1학년이 2.63 , 2학년이 2.46 , 3학년이 2.44

, 4학년이 2.63 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학생이 2.33 , 임상실습 경험이 없는 학생이 2.51로 나타

났으며, 종교가 있는 학생은 2.51 , 종교가 없는 학생은 

2.48 으로 나타났다. 형제・자매의 수가 1명인 학생들은 

2.95 , 2명인 학생은 2.49 , 3명인 학생은 2.37 , 4명이

상인 학생은 2.51 으로 나타났으며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F=3.710, p=.006). 헌  경험이 있는 학생

은 2.50 , 헌  경험이 없는 학생은 2.55 으로 나타났

고, 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생이 2.63 , 동아리 활동을 하

지 않는 학생이 2.45 으로 나타났으며 통계 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 다(t=2.069, p=.040). 가족  조직이식 경

험이 있는 학생은 2.52 , 없는 학생은 2.51 , 가족  사

망이나 질병이 있는 경우 2.59 , 없는 경우 2.46 , 가족 

 의료요원이 있는 경우 2.52 , 없는 경우 2.51 으로 

나타났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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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생명의료 윤리 

의식이 인체조직기증 및 이식에 미치는 영향 

간호 학생과 일반 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이 인

체조직기증  이식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하여 

생명의료윤리의식의 하 역과 일반  특성을 독립변

수로, 인체조직기증  이식에 미치는 향을 종속 변수

로 하여 단계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간호학과 

학생과 일반 학생의 독립변수들의 다 공선성을 진단

하기 하여분석한 결과, 공차한계는 각각 0.806∼0.975,  

0.869∼0.966으로 0.1이상으로 나왔으며, VIF를 구한 결

과 1.025∼1.241, 1.071∼1.151의 값을 취하므로 10을 넘지 

않아 독립변수들 간의 다 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잔차의 독립성은 Durbin-watson 방법으로 확

인한 바, 체계  상 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간호

학과 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의 하 역인 뇌사와 

련된 역이 인체조직기증  이식 태도를 8.8%의 설명

력을 보 다. 일반 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의 하

역인 생명공학과 련된 역이 14.2%의 설명력을 나타

내었고 인공임신 과 련된 역이 5.8%의 설명력을 

보 다<Table 5>.

<Table 5> Factors influencing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and human tissue 
donation for transplantation and attitude 
Variables β t p F Adj.R2

Nursing 

student
Brain death .291 5.466 0.000 29.879 .088

General 

college 

student 

Human

biotechnology
.450 6.119 0.000 37.437 .142

Artificial 

abortion
.372 4.541 0.000 30.707 .084

Extracurricular 

activities
-.190 -2.394 0.018 16.012 .066

  

4. 논의 및 고찰

본 연구는 간호 학생들과 일반 학생들의 생명의료

윤리의식과 인체조직기증  이식에 한 태도를 악하

여, 윤리의식교육 강화와 인체조직기증  이식의 활성

화에 기여하고자 시도되었다. 간호 학생들의 생명의료

윤리의식의 평균평 은 4  만 을 기 으로 2.16 으로 

나타났고 일반 학생은 2.01 으로 나타났다. 직  인간

의 생명과 련된 업무를 담당할 간호 학생들이 일반

학생들에 비해 높은 생명의료윤리의식을 나타내었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결과로 여겨진다. 그리고,  조미경

[16]의 연구결과인 2.91 , 최화 [17]의 연구결과인 2.94

과 비교하여 다소 낮은 평균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자

료수집을 일개 지역의 2개 학교를 상으로 하여 나타난 

지역별 특성과 학교별 특성인지를 확인 할 수 있는 반복

인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간호 학생들의 생명

의료윤리의식 하 역으로 태아의 생명권이 2.32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규숙[7]과 최은숙[18]의 연

구에서 생명의료윤리의식의 하 역  가장 높은 역

이 태아생명권이었던 결과와 일치한다. 신생아의 생명권

이 1.6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신생아의 생명권이 낮은 

수로 나타난 결과는 태아의 생명권 련 윤리는 사회

으로 이슈화되어 메스컴에서도 많이 다루어지고 있으

며, 윤리 련 교과목에서도 윤리  쟁 으로 토론의 주

제로 많이 언 되어 학생들의 가치 이 비교  잘 정립

되어 있으나, 아직 임상에 많이 노출되지 않은 간호 학

생들의 경우, 신생아의 생명권에 해서는 확고한 가치

 정립이 되지 않아 낮은 수를 보인다고 사료된다. 일

반 학생들의 생명의료윤리의식 하 역으로 장기이식

이 2.33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신생아의 생명권이 

1.66 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김은희 등[19]의 연

구에서 장기이식에 한 높은 의식수 을 나타낸 결과와 

동일하다. 장기이식은 희망 없이 죽음을 기다리는 많은 

환자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도덕 으로 

바람직한 결과라 사료된다. 

인체조직 기증  이식에 한 태도는 간호 학생들

은 평균평  5  기 으로 2.52 , 일반 학생들은 2.50

으로 나타났으며, 간호사들을 상으로 연구한 권 주

[6]의 3.71 과 비교하여 낮은 수를 보여주고 있다. 이

는 인체조직기증  이식에 한 교육 경험이 있는 사람

일수록 정 인 태도를 보이며[6, 20], 기증에 한 실제

인 교육을 통해 기증에 한 인식과 개인 인 신념이 

확실해진다고 Matten[21]의 연구결과를 토 로 인체조

직기증  이식에 한 정 인 신념 확립을 한 교과

과정 내 교육 활성화로 간호 학생들의 태도를 정 으

로 유도해야 함을 시사한다. 

일반  특성에 따른 생명의료윤리의식은 간호 학생

들의 경우 연령, 학년, 임상실습유무, 동아리 활동,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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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질환자나 사망자 유무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 이는 최은숙[18]의 연구에서 연령이 높을수

록 생명의료윤리의식이 높았고 이는 삶과 교육의 경험이 

비교  안정 이고 바람직한 윤리 에 향을  것으로 

사료된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상자들이 생명의료윤리의식에 더 높은 수를 나타내었

는데 이는 간호윤리교과목을 이수하고 생명의료윤리 

련 내용이나 인간의 존엄성, 윤리원칙 등을 요하게 인

지하면서 실습을 통해 복잡하고 어려운 윤리상황에서 두

려움과 갈등을 경험하고 윤리  단에 한 나름 로의 

정체성을 확립하 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부분

의 학교에서 한 학기에 걸쳐서 운 하는 간호윤리 교과

목을 깊이 있는 이론과 실무학습, 다양한 주제를 통하여 

지속 으로 윤리의식을 배양하고 의사결정능력, 비  

사고의 학습능력을 함양 할 수 있도록 교과내용을 개선

할 방안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생

이 생명의료윤리의식 수가 높은 것은 단순히 지식주입

의 일방 인 학습탐구보다는 폭넓게 경험하는 학생들의 

윤리의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 학생의 경

우 연령, 실습유무, 종교, 형제․자매수가 유의하게 나타

났는데 종교의 경우 생명의료윤리의식과 종교는 깊은 

련이 있다는 결과[22]와 일치한다. 생명존 을 요시하

는 종교의 특성상 생명의료윤리의식에 정 인 향을 

 것으로 사료된다. 형제․자매 수는 본 연구만으로는 

해석의 어려움이 있으며 계속 인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

료된다. 

일반  특성에 따른 인체조직기증  이식에 한 태

도는 간호 학생들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이 없었으며, 일반 학생의 경우 형제․자매수, 동아

리 활동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형

제․자매수의 수가 1명인 상자의 수가 나머지 2명, 3

명, 4명 이상인 상자보다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이

는 권선주[10]의 연구에서 3명의 형제․자매를 가진 

상자가 1명의 형제․자매를 가진 상자보다 생명의료윤

리의식이 높게 나타난 것과 상반되는 결과로 여러 가지 

향요인과 함께 계속 인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동아리 활동을 하는 상자의 인체조직기증  이식에 

한 태도의 수가 높은 것은 다양한 활동 인 학습을 

통해 정 인 생명의료윤리의식을 함양하고 인체조직

기증  이식에 한 태도에 정 인 실천을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확립한 결과로 사료된다. 

생명의료윤리의식의 하 역  인체조직기증  이

식에 미치는 변수로는 간호 학생들은 뇌사 역이 8.8%

의 설명력을 보 고, 일반 학생들은 생명공학 역이 

14.6%의 설명력을 보 다. 최화 [17]의 생명의료윤리의

식과 인체조직기증  이식 태도는 양의 상 계를 가

진다는 결과와 일 된 연구결과이며, 생명의료윤리의식

의 하 역이 인체조직기증  이식태도에 얼마나 향

을 미치는지에 한 선행 연구가 존재하지 않아 비교 할 

수 없지만 뇌사 역과 생명공학 역의 교육의 확 는 

인체조직기증  이식태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

며 나아가 차후 인체조직 기증이나 이식의 실천이라는 

성과로 이루어 질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 목 은 간호 학생과 일반 학생의 생명의료

윤리의식과 인체조직 기증  이식에 한 태도를 악

하고, 바람직한 윤리  확립을 한 교육의 필요성과 방

향을 탐색하는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게 되었다. 

연구결과는 생명의료윤리의식은 4  만 에 간호학과 

학생들이 2.16 , 일반 학생들의 2.01  보다 높았고 통

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인체조직기증  이식

은 5  만 에 간호학과 학생들이 2.52 , 일반 학생들

이 2.50으로 나타났으나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일

반  특성에 따른 생명의료윤리의식은 간호학과 학생들

은 연령, 학년, 임상실습, 동아리 활동, 가족  이식경험

이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일반 학생

들은 나이, 임상실습, 종교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 고, 인체조직 기증  이식에 한 태도는 형제․

자매의 수, 동아리 활동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생명의료윤리의식이 인체조직 기증  이식

에 한 태도의 향력은 간호학과 학생들에서 뇌사와 

련된 하 역에서 8.8%의 설명력을 나타내었고, 일반

학생들은 생명공학과 련된 역에서 14.2%의 설명

력을 나타내었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해볼 때, 생명의료윤리의식과 인체

조직 기증  이식에 한 태도와는 련이 있으며, 간호

학생과 일반 학생에게 바람직한 윤리  확립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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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과정의 개발과 방향을 제시하는 즉, 생명의료윤리의

식을 높이는 체계 인 교육 로그램이 필요하며 생명윤

리의식이 높아지면 인체조직 기증이나 이식 활성화에 기

여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 은 일개지역의 2개 학교를 편의표집

을 하 으므로 추후 다양한 지역과 표집방법으로 반복연

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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