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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간호학 전공 대학생의 낙태와 안락사에 대한 태도 및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 수준과 관련요인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자료조사는 C시 및 G시에 소재한 대학교 2곳의 간호학 전공 학생들을 대상자로 선정하여 구조

화된 설문지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연구방법은 서술적 조사연구로서 변인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빈도분석,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낙태 반대에 대한 지지정도는 2.51±.56점(점수범위 

1-4)으로 낙태에 대한 반대가 찬성보다 우위에 있었다. 안락사에 대한 인식은 3.06±.47점(4점 척도)로 중간보다 높은 수준으

로 긍정적으로 인식하였고, 좋은 죽음 인식은 2.97±.47점(4점 척도)으로 중간 정도로 나타났다. 낙태에 대한 의사결정은 

97.1%가 임신한 여성에게 있다고 하였으며 낙태를 경험한 대학생은 5.7%였다. 낙태에 대한 태도는 안락사에 대한 태도와 

부적 상관관계(r=-.374, p<.001)를 보여 낙태반대를 지지할수록 안락사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대상자

들이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생명의 존엄성과 인본주의적 사고에 기초하여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생명

과 죽음과 관련된 윤리교육이 필요하다.

주제어 : 간호대학생, 낙태, 안락사, 좋은 죽음, 생명윤리

Abstract This study was attempted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ttitudes toward abortion, 

euthanasia, and the level of perception of good death among nursing college students and related factors. 

The data were collected by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s and the subjects were selected in C and G city. 

The research method was a descriptive research study, and the mean, standard deviation, frequency 

analysis,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were analyzed for the variabl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degree of support for the abortion opposition was 2.51±.56 (score range 1-4), and the 

opposition to abortion was superior to the approval..The perception of euthanasia was 3.06±.47 points (4 

point scale), which was positively recognized at a higher level than the middle, and the good death 

perception was 2.97±.47 points (4 point scale), which was moderate. 97.1% of the respondents said that they 

had abortion decisions, and 5.7% of the university students experienced abortion. The attitude toward 

abortion showed negative correlation with the attitude toward euthanasia (r=-.374, p<.001), showing that the 

more supportive the anti-abortion, the more positive the attitude toward euthanasi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ducate the subjects to protect and respect the human rights of patients based on the dignity 

of life and humanistic thinking while providing nursing services. 

Key Words : Nursing students, Abortion, Euthanasia, Good death, Bioethic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 11. No. 3, pp. 68-76, 2021

e-ISSN 2586-4440
DOI : https://doi.org/10.22156/CS4SMB.2021.11.03.068

*Funding for this paper was provided by Namseoul University year 2020

(이 논문은 2020년도 남서울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Kyung sook Kim(kgs4321@hanmail.net)

Received February 4, 2021

Accepted March 20, 2021

Revised March 1, 2021

Published March 28, 2021



융합정보논문지 제11권 제3호69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고대 로마에서는, 태아를 모체의 일부분으로 보아 임

산부의 낙태(인공임신중절)행위를 처벌하지 않았다. 낙

태 행위에 대한 처벌은 AD 200년경, 로마의 셉티무스 

세베루스(Septimus Severus) 황제 재임시에 임부의 

낙태행위는 남자의 자녀에 대한 기대를 파괴한다는 사

유로 처벌하기 시작했다[1]. 이후, 로마에서는 태아를 

인간으로 인식하여 낙태한 여성은 유배형을, 낙태 행위

를 도와주고 참여한 천민은 광산노역형을, 낙태를 도와

준 귀족 신분의 경우에는 재산의 일부를 몰수하거나 유

배형으로 처벌하였다[1]. 

태아에 대한 인식은 기독교가 세계 전역으로 전파되

면서 태아를 하나의 존엄한 생명 그 자체로 보는 인식

으로 바뀌게 되었고 이에 임신한 여성의 낙태행위에 대

해 처벌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시작했다[2]. 즉, 고대의 

서구사회에서는 태아를 임신한 여성의 신체상 부속물의 

일부로 보거나, 하나의 온전한 생명체로 보지 않았기 때

문에 처벌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기독교 사상이 전파되

면서 태아를 생명체로 보게 되었고, 이에 따라 임부의 

낙태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각국의 형법전에 두기 시

작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에 이르러, 페미니스트들은 

임부의 낙태행위를 처벌하는 법 조항의 폐지를 강하게 

요구하게 되면서, 미국과 프랑스, 독일 등 전 세계적으

로 각국의 법원에서 임부의 낙태를 허용하는 입법의 합

헌성 여부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3]. 

우리나라의 경우, 인간의 생명은 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법익에 해당하므로, 모

든 인간은 헌법 앞에서 생명권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태아도 생명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아야 

하고,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국가는 헌

법 제10조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고 하였다(헌재 2012. 8. 23. 2010헌바 402 결정). 즉 

2012년 낙태죄 처벌 여부에 대해 당시 헌법재판소는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낙태죄는 국민들이 인식

하는 현실과 괴리가 있으며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침

해하므로 낙태죄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

되어 왔다. 과거에는 낙태허용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우

세하였으나 최근 조사에 의하면 낙태허용을 찬성하는 

의견이 좀 더 우세하게 나타나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4].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

하듯,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낙태죄에 대하여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2012년과 반대되는 결정이 

되면서 낙태죄에 대한 찬반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낙태죄에 대한 직접적인 당사자가 될 수 있

는 임신 가임 연령기의 여성을 대상으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 의하면[5], 가임기에 해당하는 만15세에서 

44세 이하 여성 가운데 낙태를 경험한 여성은 1만명 

가운데 756명으로, 성경험 여성의 10.3%, 임신경험 여

성의 19.9%에 해당하였으며,  낙태경험 여성 중 20대

가 전체의 57.8%를 차지하여 젊은 여성들의 인공임신

중절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5]. 또한 인공임신중절을 

고려한 이유에 대하여 경제적 이유로 양육의 어려움, 

자녀계획(자녀를 원치 않아서, 터울 조절 등)의 이유와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은 이유였

다. 대학생은 결혼 예비세대로서 성적 호기심과 충동이 

일생 중 가장 왕성한 시기이다. 대학생의 성경험 실태

조사에 의하면, 조사 대상 대학생의 65.5%가 성경험이 

있다고 보고되었다[6]. 또한, 성경험자 중 임신경험은 

11.6%이며, 이들 중 낙태경험은 94.4%로 조사된 바 있

다[7]. 청소년 시기의 낙태는 윤리적 측면만이 아니라 

청소년의 생식건강 측면에서 임신과 출산, 건강한 성생

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이다. 오늘

날 한국의 문화를 고려할 때, 대학생들은 임신이 되었

을 경우, 학업의 지속과 결혼에 대한 준비 부족, 경제적 

이유 등으로 현실적인 선택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사회에서 생명과학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질

병의 진단, 치료, 수술 등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오면서 난치병의 치료와 생활의 개선, 생명 연장 

등 인간의 삶의 질을 개선하여왔지만, 체세포 복제, 대

리모 등의 윤리적인 문제들도 함께 파생시켰다. 인간의 

존엄성이나 생명에 대한 인식에 변화를 가져오면서 인

공임신중절로 인한 임신중단이 낙태죄가 성립되는 것인

지에 대하여 새로운 윤리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이

에 대한 윤리적 해석과 가치관 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낙태 논쟁과 더불어 안락사와 관련된 윤리적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안락사는 웰다잉, 수월한 죽음, 편안한 

죽음을 의미하며 네덜란드, 벨기에, 미국 등의 국가들은 

안락사를 인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무의미한 생명연

장보다는 웰다잉의 측면에서 임종을 고려하고 소극적 

안락사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을 보이기도 한다[8].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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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인간에게 일어나는 삶의 과정을 마감하는 보편적 현

상으로, 누구나 고통받지 않고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기

를 기대할 것이다. 최근 좋은 죽음과 연관되어 웰다잉

(well-dying)에도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9], 연

명치료 중단에 대한 법적 제도화로 인하여 좋은 죽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10]. 의학계

에서는 안락사보다는 죽음을 둘러싼 의료상황을 설명

하고자 연명치료 중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국내에

서는 2009년 세브란스병원에서 김모할머니의 가족이 

제기했던 연명치료 중단 결정을 받아들여 존엄사가 처

음 시행되면서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처음으로 법

적으로 인정되었다. 이후 연명의료의 무의미함에 대한 

시각은 사회적 논의로 이어져, 우리나라는 2016년 연

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11]. 연명치료

를 중단하는 것은 말기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

는 것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로 적극적 치료를 하지 

않는 소극적 안락사의 의미를 가진다[12]. 연명치료의 

중단은 의학적 치료가 말기 환자의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없거나, 환자의 고통이 약물로 조절할 수 없고 크다

고 인식할 때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11], 말기 환자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무의미한 치료를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13]. 

이러한 상황에서 간호대학생들은 임상실습의 일부 

현장에서 환자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지만, 임종간호 및 

호스피스간호, 말기환자간호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14]. 따라서 임종간

호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에 대한 딜레마를 경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처에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말기 환자들의 임종과 관

련한 안락사나 좋은 죽음에 있어서 윤리적 문제는 다양

한 상황에서 더욱 복잡하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므

로, 종사자들의 윤리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기본 지

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성인 초기 단계인 

대학생 시기는 자신의 정체성과 자아를 정립하고, 자신

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결정해야 하는 시기이며, 성숙

한 직업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초를 닦는 기간으로써 

간호대학생은 생명존중과 관련하여 윤리적 이슈인 낙

태(인공임신중절), 연명치료 중단이나 안락사, 좋은 죽

음에 대해 충분한 인식과 성찰을 한 후, 윤리적 의사결

정을 위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인성적 자질을 배

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낙태, 안락사, 좋은 죽음과 같은 인간

의 생명과 관련된 윤리적 쟁점에 대해 간호대학생들의 

인식을 파악하여 바람직한 가치관 확립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을 탐색하고자 시도되었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낙태에 대한 태도와 

안락사 및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 수준을 파악하고 그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며, 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낙태에 대한 태도, 안락사에 대한 인

식,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 정도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낙태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변인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낙태에 대한 태

도, 안락사 및 좋은 죽음 인식의 차이를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낙태 및 안락사에 

대한 태도,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 수준을 확인하고 변

인간의 관계를 조사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자

본 연구에서는 C시 및 G시에 소재한 대학교 2곳의 

간호학 전공 학생들을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자료는 

2020년 8월부터 9월까지 구글 설문으로 전행하여 140

명의 응답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 

선정은 구글 링크 설문에서 동의를 하는 경우에 설문이 

진행되도록 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낙태에 대한 태도

Lee[15]가 고안한 도구를 수정 보완한 Park[16]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낙태 태도와 관련된 8문

항의 4점 리커트 척도로서, 낙태에 대한 반대를 지지하

는 긍정 문항에 매우 찬성 4점, 찬성 3점, 반대 2점, 매

우 반대 1점으로 부정문항의 경우 역산하여 점수가 높

을수록 낙태 반대를 지지하는 것을 나타낸다. 본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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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Cronbach's α 값은 Lee[15]의 연구에서 .71이었

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은 .87이었다.

2.3.2 안락사에 대한 인식

Kim[17]이 개발한 도구로 총 19문항으로 하위 영역

은 삶의 질 9문항, 의료윤리 2문항, 대상자 권리 2문항, 

생명존중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매우 그렇다 ’ 4점에서 ‘매우 그렇지 않

다’ 1점으로 점수화하고 8개의 부정문항은 역산하였으

며, 점수가 높을수록 안락사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α 값 .88, 본 연구에서는 .84이었다. 

2.3.3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은 Schwartz 등[18]이 개발

한 ‘Measure of concept of a Good Death’를 번역

한 Jeong[19]의 도구로, 본 도구는 17개 문항으로 된 

4점 Likert 척도로써 문항 점수는 1~4점 범위였다. 본 

도구에서 측정값의 의미는 좋은 죽음 개념 도구의 각 

문항에 대한 중요도 인식을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좋은 죽음에 대한 중요성을 높게 인식함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7 

이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0이었다.

2.4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자료수집 전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비

밀보장 및 윤리적인 측면과 연구 종료 후의 개인정보 

처리 등에 대하여 구글 설문전에 안내하였으며 개인정

보는 분석을 위해 무기명으로 처리하고 분석 후에는 컴

퓨터에 저장된 내용을 폐기함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안

내 내용을 읽은 후에 동의 의사를 표시하여 자발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 설문을 진행하였다. 

2.5 자료수집 방법

자료수집기간은 2020년 8월부터 9월 한달간 메일이

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공지하였고 연구에 동의한 대

상자의 핸드폰 번호로 구글설문지 링크를 보내어 조사

를 요청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을 읽고 동의한 자에 한

하여 설문이 진행되었다. 대상자수는 G-Power 

3.1.9.7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관관계에 필요한 자료

산출을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효과크기 0.3으로 하

였을 때 총 138명으로 산정되었다. 본 연구에는 140명

의 설문자료가 수집되었으므로 표본크기는 충족하였다. 

2.6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program version 21.0 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

분율로, 연구변수들과 낙태에 대한 태도와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분석은 t-test와 ANOVA 분석을 수행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를 실시하였으며 빈도수가 5

미만인 경우는 Fisher’s exact test를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3.44세였으며 연령범위는 

23세에서 31세였고, 남학생이 53명(62.1%), 여학생이 

87명(62.1%)였다.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학생은 86명

(61.4%)이었고,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학생은 53

명(37.9%)이었다. 대상자들의 종교는 개신교 46명

(32.9%), 천주교 12명(8.6%), 불교 10명(7.1%), 종교 

없음이 72명(51.4%)이었다. 학년은 1학년이 21명

(15.8%), 2학년이 37면(27.8%), 3학년이 23명(17.3%), 

4학년이 52명(39.1%) 였으며, 생명의료윤리 교육을 이

수한 학생은 101명(72.1%),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 39

명(27.9%)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40)

Characteristics Division N %

Age
mean±SD

(range)

23.44±4.2

(20-31)

Gender
male 31 23.1

female 103 76.9

Residence
with parents 86 61.4

without parents 53 37.9

Religion

Protestant 46 32.9

Catholic 12 8.6

Buddhist 10 7.1

Unbeliever 72 51.4

School year

Freshman 65 48.5

2nd 24 17.9

3rd 17 12.7

4th 28 20.9

Bioethics 

education

not received 39 27.9

received 101 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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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성별에 따른 낙태에 대한 태도

낙태와 관련된 질문에서 낙태를 하는데 있어서 의사

결정은 임신한 여성에게 있다고 답한 의견이 136명, 

97.2%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본인 혹은 여자친구

의 낙태 경험을 한 경우가 8명으로 대상자의 5.7%가 

직접적인 낙태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만약 당신이(혹은 

여자친구가) 원하지 않은 임신이 되었을 경우 당신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에 대한 질문에는 ‘생명은 소중하

므로 낳아야 한다’에는 33명(23.6%), ‘임신을 해도 낳지 

않을 수 있다’는 87명(62.1%), ‘출산 후 입양 등의 방법

을 알아 볼 것이다’는 20명(14.3%)로 나타났다. 낙태가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있

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잘 알고 있다’로 응답한 경우가 

75명(53.6%), ‘조금 알고 있다’의 경우가 58명(41.4%), 

‘모르고 있다’ 7명(5.0%)으로 조사되었으며 성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며 Table 2와 같다.

Table 2. Thoughts related artificial abortion by 

gender ( N= 140)

Thoughts related artificial 
abortion

total man woman F/t(p)

Abortion 
decision

pregnant women 136(97.2) 50(94.3) 86(98.9)

(.086*)Boyfriend 2(1.4) 2(3.8) 1(1.1)

Etc(parents, 
mother-in-law)

2(1.4) 1(1.9) 0(0.0)

Abortion 
experience

not have 132(94.3) 49(92.5) 83(95.4)
.725

(.469)
have 8(5.7) 4(7.5) 4(4.6)

if you(or 
your 

partner) 
have an 

unwanted 
pregnancy?

Life is precious, 
and must be 

born
33(23.6) 16(30.2) 17(19.5)

.771
(.381)

I may not give 
birth

87(62.1) 29(54.7) 58(16.7)

I will look for 
other ways, 

such as adoption
20(14.3) 8(15.1) 12(13.8)

Knowledge 
on health 

related 
abortion

Know well 75(53.6) 24(45.3) 51(58.6)

.647
(.423)

Know a little 58(41.4) 28(52.8) 30(34.5)

do not know 7(5.0) 1(1.9) 6(6.9)

*Fisher’s exact test

3.3 낙태에 대한 태도, 안락사 및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의 수준

Table 3에서 대상자의 낙태 반대에 대한 지지정도

는 2.51±.56점으로 낙태에 대한 반대가 찬성보다 우

위에 있었다.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에서는 2.97±.47

점으로 중간보다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락

사에 대한 인식은 1-4점의 점수범위에서 3.06±.47점

으로 중간 정도로 조사되었으며, 하위 영역에서 삶의 

질 3.13±.63점으로 가장 높았고, 대상자의 권리가 

3.07±.56점, 다음으로 생명존중 3.05±.56점, 의료윤

리 2.80±.78점 순으로 조사되었다.  

Table 3. Degree of attitude toward abortion, 

recognition of good health and 

euthanasia             (N=140)

Variable Range
Mean

±SD

Attitudes toward abortion 1.0–3.8 2.51±.56

  Recognition of good death 1.0–4.0 2.97±.47

Recognition of 
euthanasia

total 1.8–4.0 3.06±.47

Respect of life 1.0–4.0 3.05±.56

Medical ethics 1.0–4.0 2.80±.78

Client’s right 1.0–4.0 3.07±.56

Quality of life 1.3–4.0 3.13±.63

3.4. 일반적 특성에 따른 낙태에 대한 태도 및 안락사,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

일반적 특성에 따른 낙태, 안락사에 대한 태도 및 좋

은 죽음에 대한 인식에 차이는 Table 4에서와 같다. 부

모와 거주하는 경우에 낙태반대에 대한 지지가 높았으

며(2.414, p=.017), 종교에 따라서 낙태 및 안락사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었고 생명윤리 교육 이수 여부에 

따라 안락사에 대한 태도(t=-2.102, p=.037), 좋은 죽

음에 대한 인식(t=-2.446, p=.016)에 유의수준 .05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Table 4. Difference of factor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40)

Variable Categories

abortion euthanasia good death

Mean
±SD

(F/t (p)

Mean
±SD

F/t (p)

Mean
±SD

F/t (p)

Gender

Male 2.45±.47 3.13±.46 2.99±.49

Female 2.54±.60 3.01±.50 2.96±.46

-1.049
(.296)

1.420
(.158)

511
(.610)

Residence

with 
parents

2.59±.52 3.11±.46 3.01±.43

without 
parents

2.36±.57 2.97±.48 2.89±.52

2.414
(.017)*

1.757
(.081)

1.537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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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d)

Table 4. Difference of factor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40)

Religion

Protestanta 2.31±.59 2.86±.57 3.04±.37

Catholicb 2.53±.56 3.20±.42 2.73±.74

Buddhistc 2.84±.52 3.41±.29 3.05±.35

Unbelieverd 2.58±.50 3.10±.39 2.95±.47

3.608
(.015)*
c>b,d>a

5.367
(.002)**
c>b,d,>a

1.407
(.244)

School 
year

Freshmana 2.65±.51 2.99±.47 2.81±.42

2ndb 2.43±.52 3.12±.42 3.13±.49

3rdc 2.50±60 3.11±.53 2.88±.55

4thd 2.51±.58 3.01±.48 2.96±.39

.731
(.535)

.624
(.601)

2.766
(.045)*
b>a,c

Bioethics 
education

not 
received

2.53±.52 2.92±.41 2.80±.54

received 2.49±.57 3.11±.48 3.02±.43

.417
(.677)

-2..102
(.037)*

-2..446
(.016)*

*p<.05, **p<01

3.5. 낙태에 대한 태도 및 안락사,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과의 상관관계

Table 5에서 낙태에 대한 태도는 안락사에 대한 태

도와 부적 상관관계(r=-.374, p<.001)를 보여 낙태반대

를 지지할수록 안락사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

었고 낙태에 대한 태도는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과는 

유의미한 통계적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5.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N=140)

Variable
Attitude 
toward 
abortion

Attitude of 
euthanasia

Recognition 
on good 

death

Attitude toward 
abortion

1

Attitude of 
euthanasia

-.374
(<.001)

1

Recognition on 
good death

.043
(.627)

.017(.851) 1

4. 논의

본 연구는 최근 낙태죄 폐지에 따라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쟁점인 낙태에 대한 태도와 안락사, 좋은 죽음

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파악하고, 간호대학생을 대상으

로 의료윤리관을 확립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

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낙태반대 정도를 나타내는 낙태에 대한 태도 점수는 

2.51±.56점으로 낙태에 대한 반대가 찬성보다 우위에 

있었는데 이는 Park[15]의 연구에서 낙태인식 점수가 

2.76점이었던 것에 비해 낙태반대 정도가 다소 감소된 

결과이다. 부모와 거주하는 경우에 낙태반대에 대한 지

지가 높았으며(2.414, p=.017), 종교에 따라서 낙태 및 

안락사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었고, 낙태에 대한 의

사결정권은 대부분이 임신한 여성에게 있다고 응답하

여 Park[16]의 연구가 유사하였다. 

낙태를 경험한 학생은 전체의 5.7%로 남학생의 

7.5%, 여학생의 4.6%가 낙태 경험을 가지고 있어 남학

생이 조금 더 높았다. 원하지 않은 임신에 대하여 ‘임신

을 해도 낳지 않을 수 있다’에 응답한 경우가 87명

(62.1%)으로 과반수 이상이 예기치 않은 임신일 경우 

인공임신중절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출산을 하더라도 입양 등 다른 방법을 선택할 것이라는 

의견이 14.3%로 나타났다. 이는 Park[16] 연구에서 남

학생 43.1%, 여학생 57.6%이었던 것에 비해 낙태를 선

택하고자 하는 의사가 더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스페인 대학생들은 조사 대상자의 66.5%가 임신 시 낙

태를 할 것으로 응답하였으며[20], 미국 대학생의 낙태

관련 조사에서 54.7%가 낙태를 할 수 있다는 의사를 

보여[21-22] 임신시 낙태에 대한 결정은 외국과 비슷

한 수준이었으며, 실제로 대학 재학중 임신을 하게 될 

경우, 태아에 대한 생명유지와, 출산, 양육에 대한 책임

감과 현실사이에서 윤리적인 갈등을 포함한 많은 고민

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들에게 있어 성경험은 임신과 낙태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낙태가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는 경우가 53.6%였

고, 조금 알거나 모르고 있는 경우가 46.4%로 조사되어 

충분한 지식 없이 낙태로 이어질 수 있어 생명에 대한 

책임성뿐만 아니라 생식건강 측면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성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되면서 대학생

들은 성경험을 성인이 된 남녀 사이의 자연스러운 현상

으로 인식하고 있다[6,23]. 그러나 대학생은 초기 성인

기로 성경험을 하게 되지만 그에 뒤따르는 임신과 출산

에 관련된 의사결정에서는 미숙한 측면이 있고, 이로 인

해 대학생 시기의 성경험은 예기치 않은 임신과 임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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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할 경우에 합병증이 동반될 수 있

으며, 대학생의 데이트가 원하지 않은 성경험이나 성폭

력 피해경험으로 이어지기도 한다[24]. 따라서 인간의 

기본 존엄과 관련된 윤리와 함께 인공수정, 임신중절수

술, 태아 및 미숙아 생존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윤리

교육이 대학생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25].

안락사에 대한 태도는 3.06±.47점으로 중간 정도로 

안락사에 대해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wak[26]의 3.13점과 유사하였고, 간호사

를 대상으로 한 Kim[17]의 2.80점에 비해 안락사를 더

욱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사와 간호대학

생의 안락사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연구에서 간호사보

다 간호대학생이 안락사에 대해 보다 긍정적 태도를 가

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상자의 권리나 삶의 질의 측면

에서 안락사를 지지 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Lee 등[27]

의 선행연구와 같은 유사한 결과이다. 이는 생명존중을 

안락사에 대한 태도 결정의 중요한 요인으로 보는 일반

대학생과 달리 간호대학생은 간호교육을 받으며 연명치

료 중단의 소극적 안락사에 대한 환자와 가족의 고통과 

삶에 대해 간접적인 경험을 하면서[28] 의료윤리와 삶

의 질, 환자의 권리에 관심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안락사에 대한 인식은 낙태반대에 대한 태도와 부적 

상관관계(r=-.374, p<.001)를 보여 안락사에 대해 긍정

적으로 인식할수록 낙태반대 지지는 약화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의식이 생명경시 현상으로 이어지

지 않도록 젊은 세대의 윤리적인 가치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조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안락사에 대한 

논쟁은 조심스럽지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중한 인간생명을 현실적 편의에 의해 종식시킬 것인

지에 대해서는 윤리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안락사에 대한 모든 논의는 발생 될 이익과 부작용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두고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하며, 

의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중과 인

간의 존엄성에 대한 가치관이 약화 되지 않도록 살펴보

아야 할 것이다. 

좋은 죽음 인식은 2.97±.47점으로 간호사를 대상으

로 한 Kim과 Kim[29]의 2.4점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

났고, 임상실습을 수행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Baek[30]의 연구에서는 2.89±.49점으로 본 연구와 유

사하였다. 간호대학생은 미래 간호사로서 환자 및 가족

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올바른 죽음에 

대한 인식 정립이 필요하다. 만약 윤리적 가치관이 형

성되지 않고 간호사 스스로 혼동 속에 있다면, 죽음을 

앞둔 환자에 대한 적극적 치료 결정이나 연명의료 중단

에 대한 윤리적 결정에서 환자를 옹호하거나 가족의 입

장을 고려하면서 윤리적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본 연

구에서 생명윤리 교육 이수 여부에 따라 안락사에 대한 

인식과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생명의료 관련 윤리교육을 통하

여 올바른 가치관의 정립이 필요하고, 바람직한 윤리의

식은 임신과 출생, 죽음과 임종에 대한 보수적인 윤리

관이나 사회관습에 따른 윤리적 문제를 보다 합리적으

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생명과 관련된 낙태 문제와 생명의 연장

선에서 의료현장에서 경험될 수 있는 안락사와 좋은 죽

음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올바

른 의료윤리관 확립을 위한 교육 자료로 활용될 수 있

을 것이다. 간호대학생들이 환자를 간호하고 다양한 의

료영역에서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때, 인간에 대한 생명

존중과 인본주의적 사고에 기초하여 대상자의 권리를 

옹호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되어야 할 것이다. 대

학생 시기의 윤리교육은 생명존중과 생식윤리, 좋은 죽

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과 실

천 의지 향상에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학 전공 대학생의 생명존중과 관련된 

의료윤리관 확립을 위하여 낙태 및 안락사에 대한 태도

와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 수준과 관련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간호대학생들이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생명의 

존엄성과 인본주의적 사고에 기초하여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할 수 있는 가치관 정립과 올바른 윤리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윤리교육이 필요하다. 향후 인간

의 생명과 죽음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대학생의 가치관

을 파악하고 관련 변인의 관계를 규명하는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본 연구는 2개 대학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

로 하였으므로 전체 간호대학생으로 적용하여 해석하

기에는 무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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