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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대사회의 과학과 의료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삶

의 질 향상과 생명연장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그러

나, 의료기술에 의한 생명연장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라

는 원하지 않는 결과를 야기하게 되었고, 그 결과 연

명치료중단이나 존엄사와 같은 사회적 이슈가 대두되

게 되었다.

간호대학생의 도덕적 민감성, 생명의료윤리의식이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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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도덕적 민감성, 생명의료윤리의식이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
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D시 소재의 일개 간호학과 1, 2학년 학생 302명이었으며, 구조화된 설
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도덕적 민감성 정도는 보통 수준이었고, 생명의료윤리인식
정도는 높은 수준이었으며,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덕적 민감성은 생명의료윤
리의식(r=.149, p=.010), 연명치료중단(r=.223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생명의료윤리의식과 연명치료중단은 유
의한 부적상관관계(r=-.129 p=.025)를 나타내었다. 도덕적 민감성(β=.247, p<.001)과 생명의료윤리의식(β=-.166, p=.003)
은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대상자의 도덕적 민감성, 생명의료
윤리의식 수준과 내용을 고려한 차별화된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교육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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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plore the effects of Moral Sensitivity(MS), Biomedical Ethics
Awareness(BEA) on Attitudes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AWLST) of nursing
student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May 1, 2018 to May 20, 2018 for 302 nursing student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2.0. The average degree of MS was 3.45, BEA was 3.69, and
AWLST was 3.36. MS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BEA(r=.149, p=.010) and AWLST(r=.223, p<.001).
BEA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AWLST(r=-.129 p=.025). Models including MS(β=.2.47, p<.001) and
BEA(β=-.166, p=.003) explained 7% of variance in the AWLST. It is necessary to provide education that
consider the MS, BEA and AWLST level of nursing students to help them establish an acceptable view of
AWL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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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중단은 환자가 자연적 죽음에 이르게 하

는 의도를 갖고 생명을 연장하는 의술을 더 이상 사

용하지 않는 행위를 뜻한다[1]. 우리나라에서 연명치

료중단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계기는 2009년 ‘김할머니 사례’의 발생이다. 이후 의료

계, 종교계, 법조계, 시민 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된 위

원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고[2], 2018년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법

제화가 진행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논란의

여지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3]. 또한 죽음에 관

해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우리나라의 문화나 환자

와 보호자 간의 소통 부재 등 연명의료결정과 관련된

장애 요소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실제로 연명의료

결정에 직접 참여한 환자의 비율이 평균 21.2%에 불

과하며 연명치료중단 결정도 평균 사망하기 1.76일 전

에 결정된다는 보고가 있다[4].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자와 가족의 연명치료중단

에 대한 요구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간호사는 대상자의 자율성과 권리를 보호하면서 의사

결정을 돕는 상담자, 조정자, 옹호자로서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5]. 간호사로서 이러한 역할을 수

행하기 위해서는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가치관의 확립

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간호대학생 시기부터 연

명치료중단에 대해 숙고하고 그에 대한 태도를 정립

할 필요가 있다.

간호대학생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선행 연구로는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지식과 태도[2, 6], 연명치료중단

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2,7-8]을 확인하

는 것들이 있다. 이들에 따르면, 간호대학생은 연명치

료중단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 입장을 보였고[2,5-6].

학년에 따라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가 달랐다. 즉,

1학년인 경우가 다른 학년보다 생명의료윤리의식수준

이 더 높았는데[7], 이는 임상실습 경험의 영향으로

나타난 것일 수도 있으나[3] 임상 실습 전⋅후 또는

학년별로 생명의료윤리의식수준과 연명치료중단에 대

한 각 차이를 파악한 후 예비간호사로서 필요한 역량

을 갖추기 위한 구체적인 요소를 파악하는 연구가 필

요하다고 하였다[2]. 본 연구의 대상을 아직 임상실습

을 경험하지 않은 1, 2학년으로 한 것은 이러한 맥락

을 근거로 하고 있다.

또한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는 생명의료윤리의

식이 높을수록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7,9]. 간

호대학생이 어떤 생명의료윤리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졸업 후 행하는 전문적 간호행위와 직결되

며 현명하고 바람직한 윤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기

준이 되므로 매우 중요하다[10]. 그러나 아직 간호대

학생의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연구는 초기단계로 그

수가 적은 실정이며,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인식

과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는 여전히 모호하여 깊

이 있는 성찰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있다[2]. 따라서

이들의 관계에 대한 지속적인 탐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인식은 도덕적

민감성의 정도에 영향을 받는다[11]. 도덕적 민감성은

특정 상황에 직면할 때 올바른 의사결정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며, 윤리적, 도덕적 상황에서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가를 그려볼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11]. 선행연구에 의하면 도덕적 민감성이

높을수록 생명의료윤리의식 정도가 높고 생명윤리의

식이 높을수록 도덕적 민감성이 높아진다고 보고하고

있다[12]. 또한 간호사의 도덕적 민감성이 높을수록

임종간호수행정도가 높기 때문에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해서는 도덕적 민감성 배양이 필요하다는 보고가

있다[6].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도덕적 민감성은 생

명윤리적 가치관 확립과 연관성을 가지기 때문에[13],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

측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변수들의 관계를 탐색하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도덕적 민감성,

생명의료윤리의식이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이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연명

치료중단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

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도덕적 민감성,

생명의료윤리의식이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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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호대학생의 도덕적 민감성, 생명의료윤리의식,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의 정도를 파악한다.

2) 간호대학생의 도덕적 민감성, 생명의료윤리의식,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3) 간호대학생의 도덕적 민감성, 생명의료윤리의식이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3. 연구 방법
3.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도덕적 민감성, 생명의료

윤리의식이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3.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D시 소재의 일개 간호학과 1

학년과 2학년 학생 302명이다. G-power 3.1.9.4

program을 이용하여 효과크기 .15, 검정력 .95, 유의수

준 .05에서 산출한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최소 표본

수는 119명이었으나 탈락률을 고려하여 320명을 대상

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302부가 회수되어, 최종

302부의 설문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3.3 연구도구

3.3.1 도덕적 민감성

Lutzen, Evertzon과 Nordin(1997)이 개발한 도구를

Han, Kim 등(2010)[14]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

였다. 총 27문항의 7점 Likert 척도로서, 환자중심간호

5문항, 전문적 책임 7문항, 갈등 5문항, 도덕적 의미 6

문항, 선행영역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

을수록 도덕적 민감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Han, Kim

등(2010)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65 이었고 본 연

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5 이었다.

3.3.2 생명의료윤리 의식

Lee(1990)가 개발한 윤리적 가치관 측정도구를

Kwon(2003)이 수정·보완한 도구[15]를 사용하였다. 생

명의료윤리의식으로는 태아의 생명권 5문항, 인공임신

중절 6문항, 인공수정 7문항, 태아진단 5문항, 신생아

생명권 5문항, 안락사 5문항, 장기이식 4문항, 뇌사 5

문항, 인간생명공학 7문항이며 총 49문항으로 구성된

4점 Likert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생명의료윤리

의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Kwon(2003)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76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70이었다.

3.3.3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

Park(2000)에 의해 개발된 도구를 Byun 등

(2003)[16]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9문

항의 5점 Likert 척도로서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긍정

적 입장을 기술하는 15개 문항, 부정적 입장을 기술하

는 4개 문항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연

명치료중단에 긍정적인 입장을, 점수가 낮을수록 연명

치료중단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Byun 등(2003)[16]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88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1이었다.

3.4 자료수집 및 연구윤리

본 연구는 D 대학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2018-002-001)의 심의를 거쳐 승인된 내용에 준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8년 5월 1일

부터 5월 20일까지였고, 연구자가 직접 설문지를 배부

하고 회수하였다. 설문지 배부 전 연구의 목적과 내

용, 언제라도 설문에 대한 응답을 거절할 수 있으며

연구내용은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설명하고 이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학생

에게 서면동의를 받았다. 설문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5분정도였고 설문이 끝난 후 소정의 선물을 증정하

였다.

3.5 자료수집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program을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분석을 하

였고, 상관관계 확인은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로,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에 영향은 다중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4. 연구 결과
4.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총 302명으로 1학년 154명(51.0%), 2학년 14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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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이었고, 여학생이 261명(86.4%), 남학생 41명

(13.6%)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았다. 종교는 없

음이 174명(57.6%)로 가장 많았고 기독교 83명

(27.5%), 천주교 30명(9.9%) 순으로 많았다. 윤리적 가

치관은 상황에 따라 바뀐다고 응답한 경우가 139명

(46.0%), 매우 확고하다 81명(26.8%), 가끔 혼돈된다

76명(25.2%) 순이었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s(n=302)

4.2 대상자의 도덕적 민감성, 생명의료윤리의

식과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 정도

간호대학생의 도덕적 민감성, 생명의료윤리의식, 연

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 정도는 <Table 2> 와 같다.

총 도덕적 민감성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45(±0.37)

점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환자중심 간

호 3.85(±0.49)점, 전문적 책임 3.75(±0.47)점, 갈등

3.33(±0.55)점, 도덕적 의미 3.24(±0.60)점, 선행

2.94(±0.52)점 순으로 나타나 환자중심 간호영역이 가

장 높았고, 선행이 가장 낮았다. 총 생명의료윤리 인

식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69점(±0.26)점으로 나타났

다. 하위 영역을 살펴보면, 신생아생명권 4.14(±0.54)

점, 장기이식 4.00(±0.65)점, 태아진단 3.86(±0.49)점,

인공임신중절 3.75(±0.41)점, 태아생명권 3.66(±0.61)점,

인공생명공학 3.58(±0.42)점, 인공수정 3.55(±0.51)점,

안락사 3.44(±0.54)점, 뇌사 3.34(±0.43)점 순으로 신생

아생명권이 가장 높았고, 뇌사 영역이 가장 낮았다.

간호대학생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 정도는 5점

만점에 3.36점(±0.42)점으로 나타났다.

<Table 2>Descriptive Statistics for Measured Variables(n=302)

MS: Moral Sensitivity

BEA: Biomedical Ethics Awareness

AWLST: Attitudes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4.3 도덕적 민감성, 생명의료윤리의식과 연명

치료중단에 대한 태도의 관계

간호대학생의 도덕적 민감성, 생명의료윤리의식, 연

명치료 중단 태도와의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다.

도덕적민감성은 생명윤리의식(r=.149, p=.010), 연명치

료중단에 대한 태도(r=.223 p<001)와 유의한 정적 상

관관계를 나타냈고, 생명의료윤리의식과 연명치료중단

에 대한 태도(r=-.129 p=.025)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

계를 나타냈다.

<Table 3> Correlations among Measured Variables(N=302)

MS: Moral Sensitivity

BEA: Biomedical Ethics Awareness

AWLST: Attitudes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rade
First 154 51.0
Second 148 49.0

Gender
male 41 13.6
female 261 86.4

Religion

Protestant 83 27.5
Catholic 30 9.9
Buddhism 13 4.3
None 174 57.6
Other 2 0.7

Ethical value

Very firm 81 26.8
Sometimes
confused 76 25.2

Change according
to situation 139 46.0

Think it is not
realistic 6 2.0

　Variables Mean SD
MS 3.45 0.37
Patient centered nursing 3.85 0.49
Professional responsivility 3.75 0.47
Conflict 3.33 0.55
Moral meaning 3.24 0.60
Beneficence 2.94 0.52
BEA 3.69 0.26
Right to life of fetus 3.66 0.61
Artificial abortion 3.75 0.41
Artificial insemination 3.55 0.51
prenatal diagnosis of fetus 3.86 0.49
Right to life of newborn 4.14 0.54
Euthanasia 3.44 0.54
Oagan transplantation 4.00 0.65
Brain death 3.34 0.43
Human biotechnology 3.58 0.42
AWLST 3.36 0.42
Negative 2.33 0.46
Positive 3.64 0.55

Variables MS BEA AWLST
MS 1

BEA
.149

1
(.010)

AWLST
.223 -.129

1
(<.001)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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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

간호대학생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를 종속변

수로 하고,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와 유의한 상관

관계를 나타낸 도덕적 민감성과 생명의료윤리인식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분석 가정을 검증한 결과 공차한계가 .978,

분산팽창지수는 1.023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회귀모형은 F값이 12.393(p<.001)로 유

의하였고 설명력은 7%로 나타났다. 도덕적 민감성(β

=.247, p<.001)과 생명의료윤리인식(β=-.166, p=.003)은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Factors 　 B β t p
MS .284 .247 4.401 <.001

BEA -.275 -.166 -2.956 .003

Adj R2= .070 F(p)=12.393(<.001)

<Table 4> Factors influencing Attitudes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N=302)

MS: Moral Sensitivity
BEA: Biomedical Ethics Wareness
AWLST: Attitudes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5.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도적적 민감성, 생명의료

윤리의식이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

의 도덕적 민감성 평균 점수는 7점 만점에 3.45점이었

는데, 이는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조사하였을 때 7점

만점에 5.16점으로 나타난 선행 연구[17], 다른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대학생의 도덕적 민감성을 측정하였을

때 5점 만점에 3.64점으로 보고한 선행연구[12]와 간

호사의 도덕적 민감성을 3.36점으로 보고한 선행 연구

[18]의 결과보다는 낮은 점수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본 연구의 대상 학생들은 1학년과 2학년으로 아직 간

호윤리 교과목과 임상실습을 경험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윤리적 상황을 민감하게 파악할 수 있는 역량

이 부족하여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도덕적 민감성

은 특정 상황에 대해 도덕적으로 해석하고 어떻게 자

신이 행동할 수 있는가를 머릿속에서 그려볼 수 있는

능력[19]으로서 생명의료윤리 교육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20]. 따라서 본 연구 결과

는 간호대학생들이 윤리적 의사결정의 핵심요소인 도

덕적 민감성[21]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는 선행 연구[22]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한편, 도

덕적 민감성의 하부영역에서는 환자중심 간호가 가장

높고 선행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는데, 이는 Yoo,

Shon[23]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것이었으나, 갈등이

가장 높고 환자중심 간호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

Kim의 연구[12], 선행이 가장 높고 도덕적 의미가 가

장 높은 Jeong의 연구[17] 결과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

다. 전체적인 도덕적 민감성의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

았으나 환자중심간호 영역의 민감성이 높다는 것은

대상자 중심의 간호제공을 민감하게 인식한다는 의미

이므로 긍정적인 결과라 생각된다. 이상에서 볼 때 도

덕적 민감성 하부 영역에 대한 인식은 대상자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도덕적 민감성 향상을 위한 윤리교

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도덕적 민

감성 수준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 내용

을 구성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생명의료윤리의식 수준은 4점 만점에 평균 3.69점

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1, 2학년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 수준을 2.69점으로 보고한 선행 연

구[9]에 비해 높았다. 또한 모든 학년을 포함하여 생

명의료윤리의식을 조사하였을 때 3.03점으로 보고한

선행 연구[24], 2.87로 보고한 선행연구[12], 2.81점으로

보고한 선행 연구[25]와 2.96점으로 보고한 선행 연구

[9]에 비하여 높았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1학년과

2학년이며 도덕적 민감성 수준이 선행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생명의료윤리의식을 보였다는 것은 흥미로운 점

이다. Lim 등[24]은 2학년에 비해 3, 4학년의 생명의

료윤리인식이 유의하게 높았다고 하였고, Kwon[10]은

간호대학생의 연령이 높을수록 생명의료윤리의식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Kim 등[26]의 연구에서는

1학년의 생명의료윤리의식이 4학년 보다 높았는데, 이

는 4학년이 임상실습을 통해 윤리적 문제를 경험하면

서 기존의 윤리적 기준이 혼돈되는 결과라고 보고하

였다. 따라서 학년에 따른 생명의료윤리의식의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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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생명의료윤리 하위영역에 대한 의식 정도는 신생아

생명권, 장기이식, 태아진단, 인공임신중절, 태아생명

권, 인공생명공학, 인공수정, 안락사, 뇌사 순으로 높

게 나타났다. 이는 신생아생명권이 가장 높다고 보고

한 연구[26], 죽음의 윤리가 가장 낮았다고 보고한 연

구[2], 안락사가 가장 낮았다고 보고한 연구[27-28]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장기이식이

가장 낮았다고 보고한 연구[17, 20]와는 상이한 결과

를 보였다. 장기이식에 대한 의식은 높고 안락사와 뇌

사에 대한 인식이 낮게 나타난 결과는 최근 안락사와

뇌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

이며, 죽음에 있어 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고, 그 권리

가 존중되어야 하는 사회적 흐름을 반영한 결과로 보

인다. 또한 죽음에 대해 말하기를 꺼리는 우리나라 문

화의 영향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신생

아생명권에 대한 의식을 측정하는 문항들은 주로 신

생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선행의

원칙에 해당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중요

하게 의식하고 있다는 것은 생명의 존엄성을 매우 중

요하게 생각한다는 의미이고, 따라서 죽음과 관련된

안락사나 뇌사에 대한 의식이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간호대학생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는 5점 만

점에 3.58점으로 측정되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도구를 사용한 선행 연구

[9]에서 3.2점으로 보고한 결과, 3.62점으로 보고한

연구[2]의 결과와 유사하였고.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16]의 결과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임상실습을 경험하지 않은 1, 2학년을 대상으로 하였

음에도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가 다른 학년에 비

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증가,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등의 사회

적 변화를 체험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임상실습 경험을 통해 학생들의 가치관의 변

화가 있을 가능성도 있어, 간호사가 되었을 때 연명치

료중단 결정 상황에서 대상자의 옹호자로서 제 역할

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반영

한 심도 있는 윤리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대학생의 도덕적민감성은 생명의료윤리의식,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생명의료윤리의식과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는 유의한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냈는데, 이는

Cho[9]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었으나, 생명의료

윤리의식과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 관계

가 있었다는 선행 연구[7]나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는

선행 연구[8]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생명의 존엄성

에 대한 윤리의식이 높을수록 의무주의적 성향이 강

해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어[29]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상관관계가 유의하기는 하였지만 강도가 낮았으며, 두

변수 간에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았으므로 추후 반

복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도덕적 민감성과 생명

의료윤리의식은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도덕적 민감성이

생명의료윤리의식의 영향 요인이라는 선행 연구[12]와

생명의료윤리의식이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의 영

향 요인이라는 선행 연구[2]와 유사한 것이었다. 그러

나 도덕적 민감성과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의 관

계를 탐색한 선행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워 직접적으

로 비교할 수는 없었지만, 간호사의 도덕적 민감성이

높을수록 임종간호수행정도가 높기 때문에 품위있는

죽음을 위해서는 도덕적 민감성 배양이 필요하다는

보고[30]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결과로 생각된다. 그러

나 이 변수들의 설명력은 7%로 낮게 나타났기 때문

에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탐색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

6. 결 론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이 확립되기 위

해서는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가치관의 확립이 필요하

며, 이를 위해서는 간호대학생 시기부터 연명치료중단

에 대해 숙고하고 그에 대한 태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도덕적 민감성,

생명의료윤리의식이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

었다.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도덕적 민감성 정도는 보

통 수준이었고, 생명의료윤리의식 정도는 높은 수준이

었으며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 정도는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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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덕적 민감성과 생명의료윤리

의식은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

인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교육

을 실시할 때 대상자의 도덕적 민감성, 생명의료윤리

의식 수준과 내용을 파악하여 이에 따른 차별화된 전

략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연명치

료중단에 대한 연구가 아직 초기 단계에서 시행되었

으며, 도덕적 민감성과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운 시점에서

이들 변수 간의 관계를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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