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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 비 사고성향이 연명치료 단에 한 태도에 미치는 향을 악하

기 한 서술 조사연구이다. 연구 상은 367명의 간호 학생을 상으로 2017년 11월부터 12월까지 자료 수집하 으며,

자료 분석은 SPSS Win. 21.0 로그램을 이용하 다. 연구결과, 연명치료 단에 한 태도와 생명의료윤리의식과 유의미

한 정 상 계가 있었으며, 연명치료 단에 하 태도에 생명의료윤리의식, 학년, 주 인 건강상태, 성격으로 나타났으

며,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36.6%이었다. 결론 으로 간호 학생의 연명치료 단에 한 정 태도 형성을 해 생명의료

윤리의식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하고 체계 인 교육 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주제어 : 생명의료윤리의식, 비 사고, 연명치료, 태도, 간호 학생

Abstract  This research was a descriptive study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nursing students' biomedical ethics, and 

critical thinking on attitudes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The Participant were 367 nursing 

students and date were collected from November until December of 2017.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with SPSS/WIN 21.0.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attitudes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lso, the influencing factor on 

attitudes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were biomedical ethics, academic grade, subjective health 

status, and personality types. These factors explained 36.6% of variance. In conclusion, the higher the awareness of 

biomedical ethics, the more positive attitude toward the withdrawal of lifelong treatment. Based on the results above, 

we need to develop diverse and systematic educational programs for nursing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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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우리나라의 2018년 통계청 보고에 의하면[1] 2017년

사망자 수는 28만 5천 6백 명으로 년보다 1.7% 증가하

으며, 의료기 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경우가 1.3% 증

가한 76.2%로 지속 인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죽음의

의미는 특정 사회 속에서 사회화를 통해 개인에 따라 그

해석은 달리 할 수 있다. 즉 개인이 갖는 죽음에 한 이

해의 정도에 따라 가족들의 입장에서 그 잃은 슬픔과 충

격을 잘 정리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어주고, 그 과정에

서 정 인 의미를 갖게 해주므로 개개인이 갖는 죽음

의 의미는 매우 요하다고 볼 수 있다[2].

간호 의과 학생들은 공 특성상 교육과정 편

성이 이론 실습교육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간호학과

의 경우에는 실습실교육과 임상실습교육으로 구분되어

있다. 임상실습이수 시간은 교내 시뮬 이션 운 교과

목 이수시간(100시간 이내)을포함하여 1,00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그 다보니 학생들은 임상실습 과정에서

환자들의 죽음을 직면하게 되는 상황에언제든지 노출될

수밖에 없다. 임종 돌 실습을 통해 죽음 경험을 한 20

학생들을 상으로 심층면담 한 결과 그들은 죽음이

라는 단어를 연상하면서 죽음의 불가피성에 직면한다는

그 자체를 극도로 싫어하고 거부함을 드러낸 것으로 나

타났다[3]. 이런 상황에서 간호학과 학생들은 죽음을 받

아드릴 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상황에

서 임종의 과정을 잘 처하고 그들과 어떻게 상호작용

을 하고, 어떤도움이 되고있는지, 실제연명치료에 한

태도에 어떠한지 악하는 건 요하다고 볼 수있다. 특

히, 죽음에 한 생각이 개인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해

석되고 감정이나 느낌을 반 하여 표 되는 것으로[3]

이들이 임종 장에서 직면했을 때 죽음에 한 두려움이

앞서기 보다는 죽음에 한 불안감을감소시키고 효과

인 간호를 할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한다. 실제로

죽음교육 로그램을 경험한 간호사와 학생들은 죽음에

한 불안감이 감소하고 오히려 죽음에 한 정 인

태도의 변화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4].

한편, 연명치료 단에 해 여 히 단지 생명유지의

목 으로 의료제공인지, 인간의 존엄성을 존 하는 의미

의 의료제공인지 논란은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인간생

명의 존엄성과 존 을 실 해야 하는 과 환자의 자율

성과 원리를 보호해야 하는 옹호자 역할간의 사이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요한 수행 앞에 윤리 딜 마

를 벗어날 수는 없다[5]. 생명의료윤리 인 측면이 고려

되는 상황에서 간호사의 역할에 해 간호철학이 렷하

거나 확신이 드는 부분이 미흡하므로[6,7] 간호학과 학생

들에게 문윤리 을 함양시키기 해 기 이고 윤리

철학교육과 상황별 윤리결정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토론이 함께 병행되는 교육이 필요하다[8].

특히, 생명의료윤리 가치 이 확고하지 못한 경우 죽

음에 한 부정 인 태도가 형성되어 있다[7]. 생명의료

윤리의식은 생명윤리에 한 도덕 차원에서 비 인

사고가 요구되는 부분[9]으로 다양하고 복잡한 건강 련

문제들일수록 간호사는 근거 심실무나 환자의 입장에

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단에 기 가 되는 비 사고

성향[10] 악도 매우 요하다. 비 사고성향은의사

결정을 이끌어 내는 과정에서 비 으로 사고하려는 동

기 태도로[11] 비 사고가 높을수록 생명의료윤리

의식이 높다[12]. 특히 비 사고성향은 임상수행능력,

문 책임감과 간호수행의 실무역량과 련성이 매우

높으므로[13], 의학에서 의료윤리, 생명윤리, 문성, 의

무의 충돌 등 여러 가지도덕 문제와 련성이 있기때

문에 의학 주제와 련된 다양한 교육방법과 함께 윤

리와 비 사고는 서로 융합이 되어야 한다[14]. 한

간호 학생의 생명의료윤리측면을 심도 있게 다루어 죽

음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정 인 윤리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생명의료윤리의식을 높일

수 있는 학습이나 다양한 교육방법 등이 요하다는 결

과를 나타내고 있다[8,15].

특히, 연명치료 단에 한 태도는 진료윤리나 죽음의

윤리의식이 높을수록 윤리가치 이 확고하여 정 인

태도를 가진다고 하 다[8]. 그러므로 학생들의 좋은 죽

음에 한 인식이 높을수록 연명치료 단에 한 더

정 인 태도를[4,8,16], 연명치료 단에 한 지식이 높을

수록 연명치료 단에 한 정 인 태도를 갖는다는 연

구결과를 보여주고 있다[17]. 그러나 간호 학생을 상

으로 연명치료 단에 한 태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인

생명의료윤리의식을 함양시키고자 련된 주제를 통해

윤리 갈등상황을 토론 발표 수업방법을 용한 연

구결과[18]는 효과 이지 못한 반면에 화나 다양한 주

제를 활용하여 다각 인 측면에서 토론수업의 활용은 효

과 인 결과[19]를 보여 기 자료로 활용될 반복연구들

이 진행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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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간호학과 교육과정에 약 87.3% 정도편성되어 있는

간호윤리 교과목 등을[6] 잘 활용한다면 추후 임상실습

장 임상간호사로서 죽음 연명치료 단의 상황

에 직면했을 때 상자 가족들에게 보다 친 한 상호

작용 질 간호를수행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

다. 이에본 연구에서는 간호 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

비 사고성향 연명치료 단에 한태도를 악하

고 연명치료 단에 한 태도에 미치는요인을 악함으

로써 향후 간호사로써 임상 장에서 경험하게될 다양한

윤리문제의 갈등상황에서 바람직한 의사결정자 옹호

자 역할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로그램 개발하는데 기

자료를 제공 하고자 한다.

2. 연

2.1 연 계

본연구는 간호 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 비 사

고성향, 연명치료 단에 한 태도 간의 련성을 악

하고 연명치료 단에 한 태도에 미치는 향요인을 규

명하기 한 서술 조사연구이다.

2.2 연 상 

본 연구는 G시에 소재한 2개의 4년제 학교에서 간

호학을 공하고 있는 학생을 상으로 하 다. 본 연구

의 목 과 방법에 해 설명한 후, 자발 인 참여로 서면

동의를 한 370명의 설문지를 회수하 으며, 응답이 락

되거나 불성실한 응답 3부를 제외한 총 367명의 설문지

를 최종분석 자료로 활용하 다. 상자 수는 G*Power

로그램 3.1.9.2를 이용하여 산출한 결과 다 회귀분석

에서 효과크기 0.15, 유의수 0.05, 검정력 0.95 측변수

14개로 산정한 결과 표본 수 166명이 필요하 으므로 본

연구의 상자 수는 충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3 연 도

2.3.1 생 료 리 식 

생명의료윤리의식을 측정하기 해서 Lee[20]의 윤

리 가치 도구를 Kwon[21]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

용하 다. 이는 태아의 생명권 5문항, 인공임신 6문

항, 인공수정 7문항, 태아진단 5문항, 신생아의 생명권 5

문항, 안락사 5문항, 장기이식 4문항, 뇌사 5문항, 인간생

명공학 7문항으로 총 49문항(9개의 하 역)으로 구성

되어 있다. 각 문항은 4 Likert 척도로 ‘ 아니다’

1 에서 ‘매우 그 다’ 4 까지로 되어있으며, 부정문항

은 역환산하여 수화하 고, 수가 높을수록 생명의료

윤리의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Kwon[18]

의 연구에서 Cronbach’s α=.76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80이었다.

2.3.2 비 적 사고 향 

비 사고성향을 측정하기 해서 Yoon[11]이 개발

한 간호 학생의 비 사고성향 측정도구를 사용하

다. 이는 ‘신 성’ 4문항, ‘지 열정/호기심’ 5문항, ‘자신

감’ 4문항, ‘체계성’ 3문항, ‘지 공정성’ 4문항, ‘건 한

회의성’ 4문항, ‘객 성’ 3문항으로 총 27문항(7개의 하

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 Likert 척도로

‘ 그 지 않다’ 1 에서 ‘매우 그 다’ 5 까지로 되

어있으며 부정문항은 역환산하여 수화하 고, 수가

높을수록 비 사고성향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는 .84이었고 본 연

구에서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는 .89으로 나

타났다.

2.3.3 연 치료 단에 한 태도 

연명치료 단에 한 태도를 측정하기 해 Park[22]

이 개발하고 Byun 등[23]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

다. 이는 총 19문항의 Likert 5 척도로 정 문항

15문항, 부정 문항 4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부정 문

항은 역환산하 으며 수가 높을수록 연명치료 단에

한 태도가 정 임을 의미한다. 연구도구의 신뢰도는

Byun 등[23]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88이었고, 본 연

구에서 Cronbach’s α=.92이었다.

2.4 료수집 

연구 상자의 윤리 측면을 고려하여 연구보조자를

통해 2017년 11월부터 12월까지 자료수집이 이루어졌다.

사 연구보조자의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연구보조자는

수업에 방해되지 않고 설문에 응할 시간이 충분한 시간

를 약속받았으며,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 에

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사생활 보호를 해 익명성과 비

보장에 한 약속, 언제든지 철회 가능함에 한 내용,

연구 종료 후 설문지는 폐기처분 된다는 내용에 해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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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히 설명을 한후, 연구참여에 자발 인 무기명 서면동

의를 한 상자로 자료수집이 이루어졌다.

2.5 료 분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먼 , 상자의 일반 인 특성, 생명의료윤

리의식, 비 사고성향, 연명치료 단에 한 태도는

기술통계를 사용하 으며, 일반 특성에 따른 생명의료

윤리의식, 비 사고성향, 연명치료 단에 한 태도의

차이는 t-test 는 ANOVA를, 사후검정은 sheffe test를

사용하 다. 상자의 생명의료윤리의식, 비 사고성

향, 연명치료 단에 한 태도간의 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연명치료 단에 한 태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해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3. 연 결과

3.1 상  적  특

간호학과에 재학 인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총 367명

으로 평균연령은 21.1세이며, 여학생 301명(82.0%), 2학

년이 95명(25.9%), 종교가 없는 학생이 233명(63.5%), 본

인의 성격이 외향 는 내성 인성격이라기보다는 일

반 으로 보편 인 성격의 소유라고 응답한 경우가 236

명(64.3%), 주 인 건강상태는 양호하다가 260명

(70.8%)으로 가장 많았다. 학생활 만족도는보통이 209

명(56.9%), 학과선택하게 된 동기는 취직이 보장되어서

가 162명(44.1%), 공 역에서 윤리와 련된 교과목을

수강한 이 있는지에 한 질문에 ‘ ’가 194명(52.9%)

으로 반 이상이었으며, 비 사고 는 간호과정

련된 교과목을 수강한 이 있는지에 한 질문에 ‘ ’가

128명(34.9%)으로 낮았다. 상자의 가까운 가족이나 친

지의 죽음을 경험한 이 있는지에 한 질문에 ‘있다’가

250명(68.1%), 연명치료경험은 ‘없다’가 307명(83.7%), 연

명치료 단의 결정권은 ‘ 상자 는 가족’이 가져야 한

다는 것에 240명(65.4%)으로 가장 높았다. 연명치료에

한 교육요구도는 보통이 187명(51.0%)으로 가장 높았다

(Table 1 참고).

Variable　 Division n(%)

Age(year) M±SD 21.10±3.17

Gender
Male 66(18.0)

Female 301(82.0)

Academic grade

First 90(24.5)

Second 95(25.9)

Third 88(24.0)

Fourth 94(25.6)

Religion
　

Christian 97(26.4)

Catholicism 16(4.4)

Buddhism 19(5.2)

No religion 233(63.5)

Personality types

Introversion 53(14.4)

usually 236(64.3)

Extraversion 78(21.3)

Subjective health status

Good 260(70.8)

usually 98(26.7)

Bad 9(2.5)

Satisfaction to college life

Dissatisfied 23(6.3)

usually 209(56.9)

Satisfied 135(36.8)

Reason for choosing a department　

Aptitude 118(32.2)

Employment rate 162(44.1)

Parent or teacher’s
recommendation

87(32.2)

Ethics education
major course

No 173(47.1)

Yes 194(52.9)

CTD education
major course　

No 239(65.1)

Yes 128(34.9)

Observation experience of
death clients　

Yes 250(68.1)

No 117(31.9)

Experience about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in your family　

Yes 60(16.3)

No 307(83.7)

Whose choice about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Doctor 90(24.5)

Client and family 240(65.4)

Can’t nobody 37(10.1)

Educational need

No 61(16.6)

usually 187(51.0)

Yes 119(32.4)

CTD=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367)

3.2 생 료 리 식, 비 적 사고 향  연

치료 단에 한 태도 정도

생명의료윤리의식의 평균평 은 2.88±0.24 으로, 9개

구성요소 신생아의 생명권이 3.26±0.43 으로 가장

수가 높았고, 그 다음이 장기이식, 태아의생명권, 태아진

단, 인간생명공학, 인공수정, 안락사, 뇌사, 인공임신

순이었다. 비 사고성향의 평균평 은 3.60±0.42 이

었고, 7개 구성요소 객 성이 4.07±0.50 으로 가장

수가 높았으며, 그 다음이 지 공정성, 건 한 회의성,

지 열정, 자신감, 신 성, 체계성 순이었다. 연명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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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에 한 태도의 정도는 평균 2.62±0.47 이었다(Table

2 참고).

Variable Classification M±SD

Biomedical
Ethics

Right to life of fetus 3.08±0.64

Artificial abortion 2.55±0.45

Artificial insemination 2.85±0.50

Prenatal diagnosis of fetus 3.04±0.38

Right to life of newborn 3.26±0.43

Euthanasia 2.69±0.42

Organ transplantation 3.12±0.50

Brain death 2.63±0.30

Human biotechnology 2.88±0.33

Total 2.88±0.24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udence 3.38±0.69

Intellectual eagerness 3.50±0.64

Self-confidence 3.38±0.59

Systemicity 3.28±0.66

Intellectual fairness 4.01±0.50

Healthy skepticism 3.66±0.59

Objectivity 4.07±0.50

Total 3.60±0.42

Attitude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2.62±0.47

Table 2. Biomedical ethics,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attitude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3.3 적  상  특 에 따  생 료 리

식, 비 적 사고 향  연 치료 단에 

한 태도  차

일반 인 특성에 따른 생명의료윤리의식의 차이에서

는 학년(F=5.812, p=.001), 종교(F=4.045, p=.008), 주

인 건강상태(F=4.513, p=.012), 학생활 만족도(F=6.410,

p=.002), 학과선택 동기(F=3.366, p=.036)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 사후검증결과 1, 2학년인 경우

가 3학년보다 생명의료윤리의식 수 이 더 높았으며, 주

인 건강상태가 좋거나 보통인 경우가 나쁜 경우 보

다 높았고, 학생활 만족도가 보통이거나 낮은 경우보

다 높은 경우가 생명의료윤리의식이 높았다. 반면에 종

교와 학과를 선택한 동기는 사후검증결과 집단 간 차이

는 없었다. 일반 특성에 따른 비 사고성향의 차이

에서는 성별(t=4.068, p<.001), 성격(F=4.815, p=.009),

학생활 만족도(F=20.140, p<.001), 학과선택 동기

(F=6.252, p=.002)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 즉,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비 사고성향이 더 높았

다. 사후검증결과 외향 인 성격이 내성 인 성격보다

높았으며, 학생활 만족도가 낮은 경우보다 높거나 보

통인 경우, 성이나 흥미로 학과를 선택한 동기인 경우

에 비 사고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특

성에 따른 연명치료 단에 한 태도의 차이에서는 학년

(F=6.493, p<.001), 성격(F=3.563, p=.029), 주 인 건강

상태(F=5.700, p=.004), 윤리 련 교과목 수강(t=2.159,

p=.032), 비 사고 는 간호과정 련 교과목 수강

(t=2.168, p=.031)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 사후검증결과 1학년의 경우가 다른학년보다더 높았

으며, 내성 인 성격이 외향 인 성격보다 높았고, 주

인 건강상태가 보통인 경우가 나쁜 경우보다 연명치료

단에 한 태도가 높았다. 한 윤리 련 교과목 수강

을 한 경우와 비 사고 는간호과정 련교과목수

강을 하는 경우가 연명치료 단에 한 태도가 높았다

(Table 3 참고).

3.4 생 료 리 식, 비 적 사고 향  연

치료 단에 한 태도  계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연명치료 단에 한 태도는

생명의료윤리의식 간의 양의 상 계를 보 다(r=.586,

p<.001)(Table 4 참고).

Variable　
Biomedical ethics

r(p)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r(p)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117(.025) 　

Attitude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586(<.001) .084(.107)

Table 4. Correlation among biomedical ethics,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attitude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3.5 간호 학생  생 료 리 식, 비 적 사고

향  연 치료 단에 한 태도에 미치는 

향

간호 학생의 연명치료 단에 한 태도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기 하여 학년(1학년 1, 기타 0), 성격(내성

성격 1, 기타 0), 주 인 건강상태(보통 1, 기타 0),

윤리 련 교과목 수강여부, 비 사고 는 간호과정

련 교과목 수강여부를 더미변수로 한하고, 통계 으

로 유의미한 련성이 있는 생명의료윤리의식을 독립변

인으로 하여 단계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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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fferences of biomedical ethics,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attitude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by general characteristics                                      (N=367)

Variable Division

BE CTD AWLST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Gender
Male 2.88±0.27 -0.028

(.978)

3.79±0.48 4.068　
(<.001)

2.64±0.47 0.436　
(.663)Female 2.88±0.24 3.56±0.39 2.62±0.47

Academic grade†
　

Firsta 2.95±0.24

5.812
(.001)
a,b>c

3.57±0.45

0.354
(.786)　

2.77±0.56

6.493
(<.001)
a>c,d　

Secondb 2.91±0.21 3.59±0.37 2.66±0.51

Thirdc 2.81±0.25 3.63±0.39 2.51±0.36

Fourth 2.87±0.24 3.62±0.45 2.54±0.36

Religion
　
　

Christian 2.97±0.22

4.045
(.008)　

3.65±0.53

0.169
(.917)　

2.80±0.70

2.173
(.091)　

Catholicism 2.94±0.21 3.60±0.39 2.68±0.47

Buddhism 2.83±0.21 3.55±0.33 2.53±0.38

No religion 2.86±0.25 3.60±0.42 2.59±0.45

Personality types†
　

Introversiona 2.96±0.25
2.854
(.059)

3.50±0.42
4.815
(.009)
a<c　

2.75±0.61
3.563
(.029)
a>c　

usually b 2.87±0.24 3.59±0.41 2.62±0.47

Extraversionc 2.87±0.24 3.72±0.41 2.53±0.33

Subjective health status†
　

Gooda 2.88±0.24
4.513
(.012)　
a,b<c

3.61±0.41
0.343
(.710)　

2.58±0.45
5.700
(.004)
b>c　

usuallyb 2.92±0.22 3.58±0.44 2.74±0.51

Badc 2.67±0.27 3.54±0.41 2.38±0.23

Satisfaction to college life†
Dissatisfieda 2.71±0.35

6.410
(.002)　
a<b,c

3.36±0.35
20.140
(<.001)
a<b,c　

2.60±0.49
0.091
(.913)　

usuallyb 2.90±0.22 3.52±0.38 2.63±0.48

Satisfiedc 2.89±0.24 3.77±0.42 2.61±0.44

Reason for choosing
a department†　

Aptitudea 2.93±0.21
3.366
(.036)　

3.71±0.41
6.252
(.002)　
a>b,c

2.62±0.45
0.650
(.522)　

Employment rateb 2.87±0.24 3.57±0.42 2.57±0.52

PRc 2.86±0.26 3.54±0.40 2.64±0.45

Ethics education
major course

No 2.89±0.25 0.727
(.468)

3.60±0.41 -0.029
(.977)　

2.67±0.51 2.159
(.032)　Yes 2.87±0.24 3.60±0.42 2.56±0.42

CTD education
major course

No 2.91±0.24 1.482
(.139)

3.60±0.40 -0.66
(.948)　

2.69±0.52 2.168
(.031)　Yes 2.87±0.24 3.60±0.42 2.58±0.43

Observation experience of
death clients　

Yes 2.89±0.24 -1.043
(.298)

3.62±0.43 -1.049
(.295)　

2.63±0.47 -0.568
(.570)　No 2.86±0.23 3.57±0.38 2.60±0.47

Experience about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in your family

Yes 2.89±0.21
-0.198
(.844)

3.56±0.39
0.892
(.373)　

2.53±0.44
1.570
(.117)　No 2.88±0.25 3.61±0.42 2.64±0.47

Whose choice about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Doctor 2.89±0.24
0.012
(.988)

3.57±0.42
0.640
(.528)　

2.62±0.50
0.001
(.999)　

Client and family 2.88±0.25 3.61±0.41 2.62±0.46

Can’t nobody 2.89±0.21 3.66±0.43 2.62±0.46

Educational need

No 2.90±0.24
0.264
(.768)

3.57±0.35
1.492
(.226)

2.64±0.45
0.039
(.962)

usually 2.88±0.25 3.64±0.44 2.62±0.47

Yes 2.89±0.24 3.56±0.40 2.62±0.48

†Scheffe test
BE=biomedical ethics; CTD=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WLST=attitude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PR=parent/teacher’s recomme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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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B SE β t p

Constant -.391 .269 　 -1.456

Biomedical ethics 1.092 .082 .562 12.269 <.001***

Academic grade -.047 .018 -.113 -2.690 .007**

Subjective health
status

.0888 .038 .097 2.333 .020*

Personality types -.065 0.33 -.083 -1.984 .048*

Adjusted R2=0.366, F=53.795, p<.001***

*p.05 **p<.01 ***p<.001

Table 5. Effect of biomedical ethics,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attitude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in 

nursing students

먼 ,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정한 결과를 살펴보면,

Durbin-Watson을 이용하여 오차의 자기상 을 검색한

결과 1.749로 잔차들 간에 상 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공차한계는 0.966∼0.990으로 0.1 이상이었고, 분

산팽창인자는 1.001∼1.035로 10보다 크지 않아 다 공선

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을 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53.795, p<.001), 상자의 연명치료 단

에 한 태도에 향을 미치는요인으로는 생명의료윤리

의식(β=.562, p<.001), 학년(β=-.131 p=.007), 주 인

건강상태(β=.097, p=.020), 성격(β=-.0.83, p=.048) 순이었

으며, 이 측변수들의 설명력은 36.6%로 나타났다

(Table 5 참고).

4. 논

연명치료 단의 결정과정에서 서로 완벽한 합의 이

결정되는 순간까지 윤리 문제와 추후 치료방향결정에

한 갈등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상자 가족을 지지하고 상담 조력자의 역할을 하

게 되는 의료인의 역할은 매우 요하다고 본다[24,25].

간호사의 경우 연명치료 단에 한 태도와 련하여

윤리 가치 을 확립하는데 기회부족을 문제 이라고

하 다[26]. 그러므로 간호 학생의 연명치료 단에

한 문 인 지식을 제공하고 필요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간호의 질 향상을 한 정 인 태도를 함양시

키기 해서는 학부과정에서부터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

[17]. 따라서 본 연구에 참여한간호 학생의 생명의료윤

리의식, 비 사고성향 연명치료 단에 한 태도

의 정도를 악하고, 연명치료 단에 한 태도에 미치

는 향에 해 알아보고자 수행하 다.

생명의료윤리의식의 평균은 2.88 (4 기 )으로 같

은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 학생을 상을 한 Lim과

Park[12]의 연구의 3.03 보다, Lee[27]의 연구결과인

2.92 보다 낮은 수 이었지만, 일반 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결과[28]에서 생명의료윤리의식의 평균 수가

2.89 으로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 다. 학과간의 상이한

결과를 보이지 않은 것은 생명의료윤리는 도덕 철학이

기본바탕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며[29], 생명의료윤리에

한 주제에 해 부분 한경험이 많다는결과[28]와

부합되는 소견으로 보인다.

본 연구 상자는 생명의료윤리의식의 하 요인

신생아의 생명권이 3.26 으로 가장 수가 높았고, 그

다음 장기이식 3.12 , 태아의 생명권, 3.08 , 태아진단

3.04 등 순으로 나타나 선행연구[30]에서 신생아 생명

권이 2.76 , 장기이식이 2.65 , 태아 생명권 2.55 , 태

아진단 2.49 등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 보다 낮은

수를 보 으나, 신생아 생명권 역 부분에서 생명의

료윤리의식 수 이 높은 부분에서는 본 연구결과와 유사

하 다. 한 선행연구[28]에서 신생아 생명권, 태아의 생

명권이 각각 3.32 , 3.20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인간생

명과 직 인 련성이 있는 생명권 부분에 한 생명

의료윤리의식이 높았던 결과와 유사하 다.

일반 특성에 따른 생명의료윤리의식 간의 차이에서

는 학년이 1, 2학년인 경우에 3학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

타나, 1학년에서 높은 수를 보 던 선행연구[9]와 유사

한 결과를 보 으나 2학년이 가장 낮은 수를 보 다는

결과와는 상이한 결과를 보 다. 오히려 고학년보다 1학

년에서 높은 수를 보인 것은 간호학과 교과과정 편성

상 간호학 개론 교과목은 부분 1학년 교육과정에 편성

되어 있으며 교과목 내용에 생명윤리의식 부분이 다 지

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 본 연구 상자의주

인 건강상태가 좋거나 보통인 경우, 학생활 만족도가

보통이거나 높은 경우에서 생명의료윤리의식이 높았으

나 종교와 학과를 선택한 동기는 사후검증결과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 종교가 있는 경우 생명의료윤리의식에

차이가 있었다는 선행연구[30]와 상이한 결과를 보 는

데, 종교가 윤리 가치 에 정 인 향을 미쳐 높게

나타난 결과로 설명하 다면, 본 연구 상자에서 종교가

없는 경우가 63.5%로 반이상이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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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상이한 결과를 보인 결과와 맥락을 같이하는 결과이

다. 하지만 정확한 원인이라고 해석하는데 무리가 있다.

본 연구에서 상자의 비 사고성향의평균은 3.60

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 학생을 상으로 연

구한 Lim[31]의 연구결과 3.48 , Li 등[32]의 연구결과

3.53 과, Lee와 Kim[9]의 연구결과 3.58 보다는 높았

다. 하 요인 객 성이 4.07 으로 가장 수가 높았

고, 그다음지 공정성 4.01 , 건 한 회의성 3.66 , 지

열정 3.50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 특성에 따른

비 사고성향의 차이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비

사고성향이 더 높아 선행연구[9]를 지지하는 결과

를 보 다. 본 연구 상자의 외향 인 성격이 내성 인

성격보다 비 사고성향이 높았으며, 학생활만족도

가 낮은 경우보다보통과 높은 경우, 성이나 흥미로 학

과를 선택한 경우에 비 사고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나 학생활 만족도가 높은 집단에서 그 지 않은 집

단보다 비 사고성향이 높았다는 선행연구[33]와 유

사한 결과이다.

연명치료 단에 한 태도의 정도는 평균 2.62 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 학생을 상으로한 선행연

구[17]의 2.64 과 거의유사한 결과를 보 다. 일반 특

성과 련한 연명치료 단에 한 태도의차이에서는 학

년별 유의한 차이를보여 1학년의경우, 성격에서는내성

인 성격이 외향 인 성격보다 높았고, 주 인 건강

상태가 보통인 경우가 나쁜 경우보다연명치료 단에

한 태도가 높았다. 한 윤리 련 교과목수강을 한 경우

와 비 사고 는 간호과정 련 교과목 수강을 하는

경우가 연명치료 단에 해 정 인 태도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명치료 지 결정권에 따라 유의한차이가 있었

던 선행연구[17]의 결과와는 상이한 차이가 있었다.

간호 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은 비 사고성향

간에 유의한 정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생명

의료윤리의식이 높을수록 비 사고성향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 학생을 상으로 한 선행연구

[34]에서 생명의료윤리의식이 높을수록 비 사고성향

을 증가시킨다는 결과는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즉 다

양한 질문 문제의 해답을 한 탐색, 사건의 원인과

설명을 얻기 한지 호기심을 갖는 자세, 타당하고 근

거가 충분하게 확보될 때까지 끈기 있게 단을 보류하

고 정확하게 결과를 추구하는 자세와사실을 왜곡시키지

않고 진실을 추구하기 해 진실하고 정직한 과정을 추

구하는 지 공정성 즉, 생명의료윤리의식 수 이 높을

수록 지 호기심, 신 성 지 공정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상자의 연명치료 단에 한 태도와 유의한 정

상 계를 보인 변수는 생명의료윤리의식으로 나타나

생명의료윤리의식이 높을수록 연명치료 단에 해

정 인 태도를 보 다. 본 연구결과는 간호 학생의 생

명의료윤리의식과 연명치료 단에 한 태도와 련성

이 없다는 Choi와 Jeong[16]의 연구결과와 상이한 결과

로 나타났다. 생명윤리의식은 임상 장에서 경험하게 되

는 윤리 딜 마 상황에서 문 이고 바람직한 의사결

정에 도움 되는 부분이다[35]. 특히, 올바른 간호행 와

직 인 련성이 있어 간호사가 명하고, 합리 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 을 제시해주는 요소이다

[36]. 그러나 실제로 간호사들은 다양한 윤리 문제해결

을 해 도덕 기 을 가져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윤리 가치 을 확립할 기회가 상 으로 부족하다는

문제 을 제시하고 있다[26]. 이에 간호사의 생명의료윤

리의 요성을 인식하고 간호 학생을 상으로 윤리

문제와 련된 화를 활용하여 강좌를 실시한 결과, 생

명의료윤리의식 수 이 향상되었다[37]. 그러므로 생명

의료윤리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는 여러 방안을 함께 고

민하고 다양한 방법들로 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 간호 학생의 연명치료 단에 한 태도

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변수는 생명의료윤리의식, 학

년, 주 인 건강상태, 성격순으로 나타났으며, 총 설명

력은 36.6%이었다. 간호 학생을 상으로 한 유사한 연

구로 Choi와 Jeong[38]이 있으나 연명치료 단에 한

태도에 생명의료윤리의식이 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

나지 않아 구체 인 비교 설명이 어렵다. 오히려 생명의

료윤리문제의 갈등 상황에 경험이 없는 학생이 경험이

있는 학생보다 죽음에 한 정 인 태도로 나타난 선

행연구결과[8]는 좋은 죽임인식이 연명치료 단에 한

태도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38]를 살펴

볼 때 연명의료 단에 한 태도가 여 히 모호한 것으

로 간호 학생의 연명치료 단에 한 태도의 합리 인

의사결정을 한 생명의료윤리 비 사고성향이 일

성 있고 체계 인 교육 지침이나 규정의 필요성이 요

구가 요함을 인식하게 한다[8].

이는 본 연구결과 생명의료윤리의식과 련성이 있다

고 사료되며, 보다 체계 이고 객 성을 논하기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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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더 많은 반복연구가 요구된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

는 간호 학생의 연명치료 단에 한 태도에미치는

향요인들의 경로와 간 ·직 효과 규명을 한 구조모

형구축을 통한 분석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제언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과 비

사고성향이 연명치료 단에 한 태도에 미치는 향을

악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생명의료윤리의식, 학

년, 주 인 건강상태, 성격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요인들은 간호 학생의 연명치료 단에 한 태도의 약

36.6%를 설명하 다. 즉, 생명의료윤리의식이 높을수록,

1학년인 경우, 주 인 건강상태가 보통인 경우, 내성

인 성격인 경우에 연명치료 단에 한태도가 정 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생명의료윤리의식을 높을 수

있는 방안으로 학년에 따라 단계 으로 윤리나 생명과

련된 교과 교과 외 활동 등 략이 요구되된다. 그

러나 본 연구는 G시에 소재한 2개의 학교를 국한되어

있어 해석을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결

과 연명치료 단에 한 태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근거로 구조모형구축 분석방법연구에 기 자료로 사용

할 수 있을것이다. 한 다양한 교육 로그램을 개발

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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