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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학술지에 게재된 생명윤리의식에 관한

간호연구의 동향

Nursing research trends for the consciousness of bioethics 
published in korea 

최미선*

Mi-Sun Choi * 

요 약 본 연구는 국내학술지에 게재된 생명윤리의식에 관한 간호연구를 분석하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분석 자

료는 2017년 11월 2일 전자 데이터베이스 RISS를 통해 검색하였고 총 30편의 논문을 수집하였다. 분석 결과, 연도별

논문 수는 70%의 논문이 최근 5년 동안 발표되었고, 단독저자가 40.0%로 나타났다. 연구 설계는 상관관계를 포함한

서술적 조사연구가 76.7%이었고, 연구 대상은 83.1%가 학생으로 나타났다. 자료 수집 방법은 모두 설문지를 사용하

였고, 윤리적 측면 고려를 제시한 연구는 90.0%로 나타났다. 실험연구에서 13.3%의 연구가 교육의 효과를 검증하는

유사실험연구이었고, 종속변수에는 생명윤리의식, 도덕적 민감성, 비판적 사고성향, 도덕 판단력이 포함되었으며, 10순

위에 포함되는 주요어 중 1순위는 생명의료윤리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향후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확대 반복연

구, 질적 연구, 그리고 생명윤리의식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제언한다.

주요어 : 생명윤리의식, 간호연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nursing research trends for the consciousness of bioethics 
published in korea. A total of 30 studies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70% of the studies was 
published for the last five years, and 76.7% of studies were conducted in a descriptive study. Nursing students 
accounted for 83.1% in terms of the participants, and a questionnaire was used for the data collections in the 
entire studies. The studies considered ethical aspect accounted for 90.0%. In the experimental studies, the 
nursing intervention was a education program, and dependent variables of the studies included consciousness of 
bioethics, moral sensitivity, critical thinking and moral judgment. Among the top 10 priorities in the key words, 
the first priorities was the bio-medical ethics. In conclusion, it is suggested to develop an expanding-iterative 
studies, qualitative studies, and development of bioethics programs for n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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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생명과학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생명윤리적

문제들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1]. 의료현장에서 접하

게 되는 생명윤리의 범주는 (1) 태아 성감별, 산전 진

단, 인간복제, 응급피임, 인공임신 중절 등의 생식 및

출생과 연관된 문제 (2) 임상실험, 장기이식, 유전자치

료 증의 진료와 관련된 문제 (3) 안락사, 죽음의 기준

(심폐사/뇌사논쟁), 자신의 생명에 관한 유언, 의학적

충고에 반하는 퇴원, 자살 등 죽음의 과정과 연관된 문

제 등이 포함된다[2]. 그러므로 의료인인 간호사는 실무

영역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생명윤리 문제 상황을 접하

게 되며[3]. 또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간호대상자가

최상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올바른 생명윤리의식의 확립이

요구된다[2].

그런데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현대사회에서 이러

한 문제들은 전통적 생명윤리의식에 대한 기존의 윤리

적 판단이나 가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게 되었

고[4], 실제 임상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생명윤리 문

제들은 매우 복잡한 상황들이 얽혀 있어 간호사 역시

올바른 윤리적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실정이다[5]. 따라

서 간호사에게 확고한 생명윤리 가치관과 생명윤리 의

사결정 능력을 갖추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중

요하고, 간호사의 생명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프로

그램 개발이 시급하다.

한편, 생명윤리의식에 관한 국내 간호연구를 살펴보

면, 생명윤리의식과 관련된 변수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

[6-10], 생명윤리의식에 미치는 영향 또는 요인에 관한

연구[11-19], 생명윤리의식 정도에 관한 연구[20-30],

그리고 생명윤리의식 관련 방법론적 연구[31] 등이 진

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금까지 국내학술지에 게

재된 생명윤리의식에 관한 간호연구의 동향을 살펴봄

으로써 간호사의 생명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프로

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국내학술지에 게재된 생명윤리의식에 관

한 간호연구를 대상으로 이들의 연도별 논문 수, 연구

자의 특성, 연구 설계, 연구대상, 자료수집방법, 연구의

윤리적 측면 고려, 실험연구에서 간호중재의 종류 및

종속변수, 그리고 주요어를 분석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국내학술지에 게재된 생명윤리의식에 관

한 간호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문헌을 검색하고

분석한 연구이다.

2. 자료 선정 기준

본 연구의 자료는 사전에 설정한 자료 선정기준에

따라 연구의 원문이 선택, 검토되었으며 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국내학술지에 수록된 연구일 것

2) 분석을 목적으로 한 연구가 아닐 것

3. 자료 검색 및 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2017년 11월 2일 전자 데이터베이

스인 RISS를 통하여 검색 및 수집되었다. 자료 검색은

첫 번째 검색키워드로 <생명윤리의식>이 사용되어 총

2,253편이 검색되었고, 결과 내 검색으로 두 번째 검색

키워드 <간호>를 통하여 학술지 35편, 학위논문 34편,

단행본 56편으로 총 125편으로 검색되었다. 이에 본 연

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학술지 35편을 1차 선정하였다.

1차 선정된 35편의 논문들 중에서 학술대회 발표집

에 게재된 2편과 제목, 초록 및 주요어에 생명윤리의식

이 포함되지 않은 논문 3편을 제외하고, 생명의료윤리

인식으로 표현되었지만 내용상 생명의료윤리의식으로

진행된 논문 1편을 추가하여 총 30편이 최종적으로 선

정되었다.

자료 수집은 검색한 논문을 바로 무료 다운로드 하

거나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도서관의 원문복사 신청

을 통해 이루어졌다.

4. 자료 분석 도구

본 연구의 연구동향 분석 도구는 ‘한국간호연구의 동

향: 대한간호학회지 및 회원학회(창간호부터 2010년까

지)에 게재된 논문의 연구동향 분석’[32]에서 제시된 분

석기준이 사용되었다. 분석 도구 항목은 논문 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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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특성, 연구 설계, 연구대상, 자료수집방법, 연구의

윤리적 측면 고려, 실험연구에서 간호중재의 종류 및

종속변수, 그리고 주요어로 구성되었다.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논문별로 엑셀에 입력한 후 선행연구

의 분석도구를 참조하여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논문 수는 시기별 추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도순으로

생명윤리의식 관련 간호연구가 처음 게재된 2003년부

터 5년 단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연구자의 특성은

연구자 수와 작성순서에 따른 제1저자의 직종으로 구분

하였다. 연구 설계는 크게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로 나누

었고, 양적연구는 다시 조사연구와 실험연구로 구분하

였다. 연구 대상은 간호사, 학생으로 구분하였고, 자료

수집방법은 설문지, 면담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연

구의 윤리적 측면 고려는 서면동의, 설명을 포함한 구

두동의, IRB 승인여부로 구분하였고, 실험연구에서 간

호중재의 종류 및 종속변수는 표현된 용어 전수를 분석

하였다. 주요어는 빈도에 따라 10위까지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논문 수

국내학술지에 개재된 생명윤리의식에 관한 간호연구

는 간호행정학회지 2003년 9권 4호에 게재된 것을 시작

으로 2017년까지 15년 동안 표 1과 같이 총 30편이 게

재되었다. 연간 게재편수를 살펴보면, 2003년 1편에서부

터 2016년 6편으로까지 꾸준히 증가하였고, 70.0%에 해

당하는 논문 21편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

동안에 발표되었다.

2. 연구자의 특성

연구자의 특성은 표 2와 같다. 전체논문 30편 중 연

구자의 수가 1명인 경우가 12편(40.0%)으로 가장 많았

고, 2명인 경우가 10편(33.3%)으로 다음을 차지하였다.

시기별 변화를 보면 단독저자 연구 12편(40.0%)중 10편

(33,3%)이, 저자 2인 연구 9편(30.0%)중 5편(16.7%)이

2013년 이후의 연구로 나타났다. 제1저자의 직종은 교

수인 경우가 28편(93.3%)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박

사과정생인 경우와 간호학생인 경우가 각각 1편(3.3%)

씩 있었다.

3. 연구 설계

연구 설계를 보면 표 3과 같이 방법론적 연구를 포

함하여 양적 연구가 29편(96.7%)으로 대대수를 차지하

였다. 질적 연구는 없었으며, 연구 설계가 제시되지 않

은 논문도 1편(3.3%) 있었다. 양적연구 29편(96.7%)중

상관관계를 포함한 조사연구는 23편(76.7%)으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고, 4편(13.4%)의 실험연구는 대부분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유사실험연구이었다. 시기별로

보면 실험연구는 2008년에서 2012년까지와 2013년에서

2017년까지 각각 2편으로 연도별로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2013년부터 상관관계를 포함한 조사연구 및 방

법론적 연구가 증가하였다.

4. 연구 대상

연구 대상은 전체 논문 30편 중 학생이 25편(83.1%)

로 가장 많았고 간호사가 5편(16,9%)으로 표 4와 같다.

시기별로 보면 2013년부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가 20.0%(6편)에서 63.3%(19편)으로 급격히 증가하였

다.

5. 자료 수집 방법

자료 수집 방법은 표 5와 같이 전체 논문 30편

(100%) 모두 설문지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시기별

로 큰 변화는 없었다.

6. 윤리적 측면 고려

윤리적 측면에 대한 고려를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으며, 전체 논문 30편 중 27편(90.0%)이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서면동의서를 작성하거나 연구에 참여

하기로 동의한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기관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IRB])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2편(6.6%) 있었고,

연구자 소속기관에 IRB가 설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IRB

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이유를 설명한 경우가 1편(3.3%)

있었으며 윤리적 측면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경우

도 2편(6.6%) 있었다. 시기별로 보면 2008년 이후에 이

루어진 연구 27편(90.0%)은 대상자에게 자발적으로 연

구에 참여하고자 함을 확인하였고, IRB 승인에 대한 언

급은 2013년 이후 3편(10.0%)의 연구에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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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실험연구에서 간호중재의 종류

실험연구에서 간호중재의 종류를 분석한 결과 4편

(13.4%) 모두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또는 교육 프로그

램이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연구로 나타났고 구체적

으로는 표 7과 같다. 시기별로 보면 2010년과 2011년에

간호윤리교육이 생명윤리의식에 미치는 영향 또는 효

과를 알아보는 연구가 있었고 2014년과 2016년에 생명

의료윤리교육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가 있었

다.

8. 실험연구의 종속변수 종류

실험연구에서 종속변수 종류는 중복을 허용하면서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생명의료윤리의식

을 종속변수로 이용한 논문은 4편(13.4%)으로 나타났

고, 생명윤리의식과 함께 측정된 다른 변수로는 도덕적

민감성 2편(6.6%), 비판적 사고성향 2편(6.6%), 도덕 판

단력 1편(3.3%)이 있었다. 시기별로 보면 실험연구에서

사용된 종속변수는 연도별로 큰 변화가 없었다.

9. 주요어

주요어를 빈도에 따라 분석한 결과 총 60개로 나타

났으며, 10순위에 포함되는 주요어는 표 9와 같이 ‘생명

의료윤리’, ‘간호대학생’, ‘생명의료윤리의식’, ‘간호사’,

‘생명윤리’, ‘간호’, ‘간호학생’, ‘비판적 사고성향’, ‘생명윤

리의식’, ‘윤리’로 나타났다. 시기별로 보면 ‘생명윤리’는

2005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2009년부터 ‘생명의료

윤리’가 증가하였다.

Ⅳ. 논의

본 연구에서는 국내학술지에 게재된 생명윤리의식에

관한 간호연구를 분석하여 생명윤리의식에 관한 한국

간호연구의 동향을 파악하였다.

생명윤리의식에 관한 간호연구의 연도별 논문 수는

2003년 1편에서부터 2016년 6편으로까지 꾸준히 증가하

였고, 70.0%에 해당하는 논문 21편이 2013년부터 2017

년까지 최근 5년 동안에 발표되었다. 이는 오늘날 생명

공학과 의학기술의 진보로 발생한 새로운 생명윤리적

이슈들, 즉 생명의 탄생과 관련된 인공수정, 인공임신중

절, 치료와 관련한 치료거부, 치료중단 시기의 결정, 죽

음과 관련된 안락사, 장기이식, 뇌사 등에 많이 노출되

는[1]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생명윤리의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 사료된

다. 생명윤리문제들에 관해서는 철학, 인간학, 신학, 의

학, 간호학, 생명공학, 법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바

람직한 의사결정에 대해 타당성과 부당성을 논하며 적

절한 해결점을 모색[2]해야 하므로 통합적 접근을 위한

철학적 간호연구가 필요하겠다.

생명윤리의식과 관련하여 국내학술지에 게재된 간호

연구의 연구자 특성을 분석한 결과 단독저자인 연구가

12편(40.0%)으로 가장 많았고, 2013년 이후부터 10편

(33,3%)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는 과학과 의학의

발달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생명윤리적 문제들, 즉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새로운 문제가 나

타나는 현실[12]에서 간호사가 경험하는 생명윤리문제

관련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필요도에

따른 생명윤리의식에 대한 관심의 증가라 생각된다. 또

한 제1저자의 직종은 교수인 경우가 28편(93.3%)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는데 이것은 교수인 연구자는 생명

윤리의식과 관련해서 간호사나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적 접근을 많이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생명윤리의식과 관련하여 국내학술지에 게재된 간호

연구의 연구 설계를 분석한 결과 방법론적 연구를 포함

하여 양적 연구가 29편(96.7%)으로 대대수를 차지하였

다. 시기별로 보면 상관관계를 포함한 조사연구 및 방

법론적 연구는 2013년부터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2003년 이후 생명윤리의식의 정도와 관련 변수를 파악

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가 선행되었고 이를 기초로

2008년부터는 생명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

램의 효과를 검증하거나 관련 교육이 미치는 영향을 파

악하는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앞으로도 간호사의 직업윤리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생명윤리가 독자적인 교과목으로 확대 운영되

고 그 효과가 검증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

하며, 이때 질적 연구 등 다양한 연구 설계도 포함되어

야 할 것이다.

생명윤리의식과 관련하여 국내학술지에 게재된 간호

연구의 연구 대상을 분석한 결과 학생인 경우가 25편

(83.1%)로 가장 많았고 2013년부터 학생을 대상으로 하

는 연구가 20.0%(6편)에서 63.3%(19편)으로 급격히 증

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이 어떠한 생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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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졸업 후 행하는 전

문적 간호행위와 직결되며, 현명하고 바람직한 윤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됨으로 더욱 중요하다[10]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렇지만 교

육 효과의 지속성과 임상의 현실성을 고려할 때 실제로

현장에서 생명윤리문제와 관련한 의사결정을 실천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더 확대되어야 하겠다.

생명윤리의식과 관련하여 국내학술지에 게재된 간호

연구의 자료 수집 방법을 분석한 결과 30편(100.0%) 모

두 설문지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 설계 분석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본 연구의 대

상이 주로 상관관계를 포함한 서술적 조사연구와 유사

실험연구이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추후 인간을 대상

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간호의 본질을 이해하고 실천하

는데 있어서 생명윤리와 관련한 문제는 설문지를 통한

양적 연구뿐만 아니라 면담, 관찰, 참여 등의 질적 연구

의 방법적 접근을 통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함께 진행되

어야 할 것이다.

생명윤리의식과 관련하여 국내학술지에 게재된 간호

연구의 윤리적 측면 고려를 분석한 결과 90.0%(27편)의

연구가 서면동의서를 작성하거나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

에게 충분한 설명에 근거하여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윤리적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또한 2013년 이후 기관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IRB])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연구자 소

속기관에 IRB가 설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IRB승인을 받

지 못했다고 이유를 설명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간호

연구자들의 높은 연구윤리의식을 시사한다.

생명윤리의식과 관련하여 국내학술지에 게재된 간호

연구 중 실험연구의 간호중재 종류를 분석한 결과 4편

(13.4%) 모두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또는 교육 프로그

램이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연구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생명윤리의식에 관한 관심의 증가[18]와 함께

교수 연구자들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생명윤리의

식 함양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응용윤리로서의 생명윤리

를 올바른 방법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적

극적인 역할이 강조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생명윤리의식과 관련하여 국내학술지에 게재된 간호

연구 중 실험연구의 종속변수 종류를 분석한 결과 ‘생

명의료윤리의식’, ‘도덕적 민감성’, ‘비판적 사고성향’,

‘도덕 판단력’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선영[21], 유명

숙, 박현숙[15], 유명숙, 손기철[16], 정계선[18]의 연구

결과에서 검증되었듯이 생명윤리관련 교육은 생명윤리

의식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도덕적 민감성’, ‘비판적 사고성향’, ‘도덕 판단력’이 생

명윤리의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지지한다

[15-16]. 이와 관련하여 추후 생명윤리의식이 간호전문

직관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구혜자, 이외선[6]의 연구 결

과를 근거로 전문직관과 상관관계가 있는 전공만족도,

자아존중감[33] 등 생명윤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에 관한 구조모형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겠다.

생명윤리의식과 관련하여 국내학술지에 게재된 간호

연구의 주요어는 중복 허용하여 분석한 결과 총 60개이

었고, 10순위에 포함되는 주요어 중 1순위는 ‘생명의료

윤리’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학이 NCS 분류

중 대분류: 보건 의료, 중분류: 의료에 속하고, 생명윤리

문제는 주로 의료 행위에 관한 윤리적 성찰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생

명의료윤리도 생명윤리 영역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생

명윤리는 다학제적 학문으로서 현실, 인간, 인간행동과

인간의 선에 관련된 규범을 비춰지는 지식의 유비에서

답을 얻으므로[34] 후속연구에서는 명확한 용어의 사용

이 요구되어진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국내학술지에 게재된 생명윤리의식에 관

한 간호연구를 분석하여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생명윤

리의식 고취 및 가치관 정립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기

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되었다. 국내 전자 데이터베

이스 RISS를 이용하여 검색된 총 30편의 논문이 분석

에 포함되었으며 논문분석은 연도별 발표 논문 수, 연

구자의 수와 제1저자의 직종으로 구성된 연구자의 특

성, 연구 설계, 연구 대상, 자료 수집 방법, 윤리적 측

면 고려, 실험연구에서 간호중재의 종류 및 종속변수,

그리고 주요어로 이루어졌다.

분석된 논문 중 70%가 최근 5년 동안 발표되었고,

단독저자이면서 제1저자의 직종이 교수인 경우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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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장 많았다. 76.7%가 상관관계를 포함한 서술적 조

사연구로 진행되었고, 연구대상은 83.1%가 학생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연구 모두 설문지로 자료가 수집되었

다. 서면동의서를 작성하거나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

한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음

으로 윤리적 측면 고려를 제시한 연구는 90.0%이었고,

실험연구로 교육의 효과를 검증하는 유사실험연구는

13.3%로 나타났다. 실험연구의 종속변수로는 생명윤리

의식과 함께 도덕적 민감성, 비판적 사고성향, 도덕 판

단력이 포함되었고 10순위에 포함되는 주요어 중 1순위

는 생명의료윤리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임상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

호사를 대상으로 생명윤리의식의 영향요인으로 높은

설명력이 있는 변수를 파악하기 위한 반복 연구와 생명

윤리의식 함양으로의 본질적 접근을 위한 질적 연구,

그리고 생명윤리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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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도별 논문 수

Table 1. number of paper by years

number of paper
total

2003

~ 2007

2008

~ 2012

2013

~ 2017

n(%) n(%) n(%) n(%)

total 30(100.0) 2(6.7) 7(23.3) 21(70.0)

표 2. 연구자의 특성

Table 2. characteristics of authors

number

of

authors

job of the

first author

total
2003

~ 2007

2008

~ 2012

2013

~ 2017

n(%) n(%) n(%) n(%)

1
professor 12(40.0) 0(0.0) 2(6.7) 10(33.3)

student 0(0.0) 0(0.0) 0(0.0) 0(0.0)

2
professor 9(30.0) 1(3.3) 3(10.0) 5(16.7)

student 1(3.3) 0(0.0) 0(0.0) 1(3.3)

3
professor 4(13.3) 0(0.0) 1(3.3) 3(10.0)

student 0(0.0) 0(0.0) 0(0.0) 0(0.0)

4
professor 1(3.3) 0(0.0) 0(0.0) 1(3.3)

student 0(0.0) 0(0.0) 0(0.0) 0(0.0)

5
professor 1(3.3) 0(0.0) 1(3.3) 0(0.0)

student 0(0.0) 0(0.0) 0(0.0) 0(0.0)

6
professor 0(0.0) 0(0.0) 0(0.0) 0(0.0)

student 1(3.3) 0(0.0) 0(0.0) 1(3.3)

7
professor 1(3.3) 1(3.3) 0(0.0) 0(0.0)

student 0(0.0) 0(0.0) 0(0.0) 0(0.0)

소계
professor 28(93.2) 2(6.7) 7(23.3) 19(63.3)

student 2(6.7) 0(0.0) 0(0.0) 2(6.7)

total 30(100.0) 2(6.7) 7(23.3) 21(70.0)

표 3. 연구설계

Table 3. study design

study design
total

2003

~ 2007

2008

~ 2012

2013

~ 2017

n(%) n(%) n(%) n(%)

quanti

tative

descriptive 19(63.3) 2(6.7) 5(16.7) 12(40.0)

correlation 4(13.3) 0(0.0) 0(0.0) 4(13.3)

experimental 4(13.3) 0(0.0) 2(6.7) 2(6.7)

methods 2(6.7) 0(0.0) 0(0.0) 2(6,7)

qualitative 0(0.0) 0(0.0) 0(0.0) 0(0.0)

none 1(3.3) 0(0.0) 0(0.0) 1(3.3)

total 30(100) 2(6.7) 7(23.4) 21(70.0)

표 4. 연구 대상

Table 4. participants of study

participants of study
total

2003

~ 2007

2008

~ 2012

2013

~ 2017

n(%) n(%) n(%) n(%)

(nursing)students 25(83.3) 0(0.0) 6(20.0) 19(63.3)

nurses 5(16.7) 2(6.7) 1(3.3) 2(6.7)

total 30(100) 2(6.7) 7(23.3) 2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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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자료수집 방법

Table 5. method of data collection

method of data collection
total

2003

~ 2007

2008

~ 2012

2013

~ 2017

n(%) n(%) n(%) n(%)

questionnaires 30(100) 2(6.7) 7(23.3) 21(70.0)

total 30(100) 2(6.7) 7(23.3) 21(70.0)

표 6 윤리적 측면 고려

Table 6. consideration of ethics

consideration of ethics
total

2003

~ 2007

2008

~ 2012

2013

~ 2017

n(%) n(%) n(%) n(%)

IRB & concent paper 2(6.7) 0(0.0) 0(0.0) 2(6.7)

concent paper 19(63.3) 0(0.0) 4(13.3) 15(50.0)

explain 6(20.0) 0(0.0) 3(10.0) 3(10.0)

formal paper 1(3.3) 1(3.3) 0(0.0) 0(0.0)

none 2(6.7) 1(3.3) 0(0.0) 1(3.3)

total 30(100) 2(6.7) 7(23.3) 21(70.0)

표 7. 실험연구에서 간호중재

Table 7. nursing intervention of experimental studies

nursing intervention of

experimental studies

total
2003

~ 2007

2008

~ 2012

2013

~ 2017

n(%) n(%) n(%) n(%)

bio-medical ethics

education
2(6.7) 0(0.0) 0(0.0) 2(6.7)

nursing ethics education 2(6.7) 0(0.0) 2(6.7) 0(0.0)

total 4(13.3) 0(0.0) 2(6.7) 2(6.7)

표 8. 실험연구에서의 종속변수

Table 8. dependent variables of experimental studies

dependent variables of

experimental studies

total
2003

~ 2007

2008

~ 2012

2013

~ 2017

n(%) n(%) n(%) n(%)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3(33.3) 0(0.0) 1(11.1) 2(22.2)

consciousness of

bioethics
1(11.1) 0(0.0) 1(11.1) 0(0.0)

critical thinking 2(22.2) 0(0.0) 1(11.1) 1(11.1)

sensitivity of ethics 2(22.2) 0(0.0) 1(11.1) 1(11,1)

ethical judgement 1(11.1) 0(0.0) 1(11.1) 0(0,0)

total 9(100.0) 0 5(55.6) 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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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주요어

Table 9. priority of keyword

dependent variables of

experimental studies

total
2003

~ 2007

2008

~ 2012

2013

~ 2017

n(%) n(%) n(%) n(%)

bio medical ethics 11(20.4) 0(0.0) 4(7.4) 7(13.0)

nursing university

students
10(18.6) 0(0.0) 3(5.5) 7(13.0)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7(13.0) 0(0.0) 0(0.0) 7(13.0)

nurses 6(11.1) 2(3.7) 2(3.7) 2(3.7)

bioethics 5(9.4) 1(1.9) 2(3.7) 2(3.7)

nursing 3(5.5) 0(0.0) 0(0.0) 3(5.5)

nursing students 3(5.5) 0(0.0) 1(1.9) 2(3.7)

critical thinking 3(5.5) 0(0.0) 1(1.9) 2(3.7)

consciousness of

bioethics
3(5.5) 0(0.0) 0(0.0) 3(5.5)

ethics 3(5.5) 0(0.0) 2(3.7) 1(1.9)

total 51(100.0) 3(5.5) 13(27.8) 35(6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