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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인간이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 것은 인류 보편의 원리이며, 누구나 

고통 없이 편안하게 인간 존엄을 유지하며 죽음을 맞고 싶은 공통된 

소망이 있다. 21세기 의학 기술의 발달은 질병의 조기발견 및 다양한 

치료법 개발, 불임시술 등은 인간의 탄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과거 인간에게 가장 두려웠던 죽음은 생명 연

장 의료기술 발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인공영양, 인공호흡기, 심폐소

생술, 신 투석 등의 수단들을 통한 생명 연장을 실현한 바 있다[1].

그러나 연명의료를 통하여 임종과정만을 연장하게 되면서 환자들

은 생명연장이라는 기쁨보다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고,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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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의 존엄까지 상실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치

유 불가능한 말기 환자들 스스로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죽음

의 선택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2]. 삶의 질에 입

각한 삶과 죽음의 선택을 원하는 이들의 새로운 욕구에 따라 과거에

는 생각하지 못했던 삶과 죽음의 윤리적 문제들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3]. 또한 이전에는 법적인 측면이나 사회문화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웠

던 안락사 및 심폐소생금지(Do not resuscitate, DNR) 등 죽음을 결정

하는 의사결정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안락사는 환자의 죽음을 유도하기 위한 약물의 사용 혹은 다른 의

학적 처치를 시행하는 것으로 정의된다[4,5]. 사전적 의미의 안락사는 

그리스어 eu-(좋은)와 thanatos (죽음)에서 유래한 ‘선한(좋은) 죽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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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6]. 그러나 반대로 안락사는 말기 질환을 앓고 있고 질병, 부

상 또는 무력화의 결과로 극심한 고통을 겪는 환자들을 위한 ‘자비의 

살인(a mercy killing)’으로 묘사되기도 한다[7]. 안락사는 적극적 혹은 

수동적이고,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인 것으로 분류되는데, 수동적 안락

사는 치료를 보류하거나 철회하는 것을 수반하는 반면, 적극적 안락사

는 환자의 생명을 종료하기 위한 적극적으로 조처한다. 즉, 적극적 안

락사는 의료인이 의도적으로 환자의 죽음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는 것

과 반대로 수동적인 안락사는 행동의 누락에서 비롯된다[8]. 

안락사와는 대치되는 개념으로는 연명 치료를 들 수 있다. 연명 치

료에는 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체외 생명유

지술 등을 들 수 있는데, 최근 이러한 연명의료를 거부하고, 인간으로

서의 존엄과 가치를 주장하며 자연스럽게 죽음에 이르는 길을 택하려

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연명 치료 중단 결정 중 가장 핵심

적인 것이 DNR이다. DNR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사망이 예견되는 

환자가 호흡 정지 상태나 심장 무수축 상태가 되었을 경우 합법적 절

차를 통하여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환자의 연명의료와 치료 중단에 관한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지

침을 규정하기 위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치료 중단에 관한 법률[9]을 제정하여 2018년부터 시행중이

다. 그러나 법령이 제정되었다고는 해도 존엄사와 관련하여 환자와 가

족의 연명 치료 의사결정과 그 주체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10], 제도 시행의 초기여서 명확한 규정이 논의되고 있지 않

은 실정이다. 또한 ‘품위 있는 죽음(dying with dignity)’의 관점에서 무

의미한 생명 연장, 가족들의 부담감 등과 함께, 개인을 최우선으로 보

는 윤리관이 도입되면서 최근에는 ‘자신의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

(self-determination)’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11,12].

2012년 국제간호협의회(The International Council of Nurses, ICN)는 

간호사들이 임종을 앞둔 환자와 그 가족에게 간호를 제공하는 데 있

어 지식과 기술을 갖추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였다[13]. 그러나 

미국간호협회(American Nursing Association, ANA)가 미국 간호사들

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학생들은 임종 간호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4].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간호대학생들에

게는 임종 간호를 핵심역량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실정이다.

삶의 마지막(End-of-Life)에 대한 의사결정은 간호사는 물론 간호대

학생에게도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 있다. 간호사들은 죽음을 앞둔 환

자들의 주요 돌봄 제공자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결정에 대한 사전 

지침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면 제공하는 돌봄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15]. Coffey et al. [16]의 연구에서는 ‘삶의 마지막’에 대한 간호사의 

자신감이 부족한 것은 수준 높은 임종간호(End of life care)를 제공하

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16]. 특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임상현장에서 간호사는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의사결

정에 참여해야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간호사의 ‘삶의 마

지막’에 대한 인식과 태도 대상자의 마지막 죽음의 의미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들로 하여금 죽음

의 선택 방식과 자신의 가치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

는 것은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깨닫고 장차 임상현장에서 마주하게 될 

죽음 및 생명윤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생명윤리(bioethics)는 생명(bio or life)과 윤리(ethics)가 합성된 용어

로 1970년대부터 생명을 다루는 학문과 연구 어디에서나 요구되어 왔

다. 생명윤리교육은 인간의 생명 및 자유, 존엄과 관련된 이슈들 즉, 인

공수정, 낙태, 안락사, 생명의 인위적 연장 등에 대해 교육하는 것이다. 

간호사는 생명 공학의 발전 중 환자의 이익을 옹호해야 할 전문적인 

책임을 가진 사람으로 생명윤리교육을 통해 환자에 대한 더 나은 옹

호자가 될 수 있다[17]. 간호학생 역시 생명윤리교육을 통해 올바른 가

치관을 정립한다면 향후 생명윤리 관련 중재에서 올바른 역할을 수행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명윤리교육 이수에 따른 간호대학생의 안락

사, DNR에 대한 인식 및 태도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죽음 선택 방법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파악하고, 고찰의 기회를 제공

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는 생명윤리교육 이수에 따른 간호대학생의 안락사, DNR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로 횡단적 

조사연구 설계이다.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소재 S 대학과 강릉시 소재 C 대학의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1, 2학년 학생 253명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참여

자를 1, 2학년에 국한 시킨 이유는 죽음 혹은 DNR에 대한 인식이 성

립되기 전 임상실습 중 죽음 혹은 DNR을 경험하게 되면 왜곡된 인식

이 확립될 수 있어 임상실습 전의 학생들의 인식을 확인하고자 함에 

있다. 연구 대상자 수는 G*power (Version 3.1.9)를 이용하여 산출하였

다. 카이제곱 검정의 유의수준 0.05, 효과크기 0.3 (중간정도), 검정력 

0.95로 하였을 때 총 220명(생명윤리교육 이수군 110명, 비이수군 110

명)이 산출되었으며, 탈락률을 고려하여 생명윤리교육 이수군 135명, 

비이수군 135명에게 설문을 시행하였다. 이 중 설문의 응답항목이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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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된 설문을 제외하여 교육 이수군 118명, 비이수군 135명 총 253명의 

설문을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생명윤리교육

생명윤리교육은 간호학과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간의 생명 

및 자유, 존엄과 관련된 이슈들 즉, 인공수정, 낙태, 안락사, 생명의 인

위적 연장 등에 대한 내용을 15주 동안 주 1회, 회당 1-2시간의 교육시

간으로 구성하여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연구도구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나이, 학년, 성별, 종교를 묻는 일반적 특성

과 생명윤리교육 이수 경험, DNR 교육 이수 경험, 죽음에 대한 생각 

여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락사에 대한 인식

안락사에 대한 인식은 Ryu [18]가 개발한 안락사에 대한 인식 도구

를 사용하였다. 안락사에 대한 인식 도구는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 영역은 안락사에 대한 일반적 인식 8문항, 소극적 안락사

의 인식에 관해 묻는 6문항, 적극적 안락사의 인식에 관해 묻는 3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락사에 대한 태도

안락사에 대한 태도는 Kim [19]이 개발한 안락사에 대한 태도 도구

를 사용하였다. 안락사에 대한 태도 도구는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 영역은 삶의 질, 생명존중, 의료윤리, 대상자권리의 4영역

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매우 그렇다(4점)에서 

매우 그렇지 않다(1점)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안락사에 

대한 지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Kim [19]의 측정 도구 

개발 당시 태도에 대한 신뢰도(Cronbach’s α)는 0.88이었고, 본 연구에

서는 0.91이었다. 세부 영역별로는 삶의 질 0.88, 생명존중 0.82, 의료윤

리 0.83, 대상자권리 0.64이었다.

DNR에 대한 인식

DNR에 대한 인식은 Han et al. [20]이 개발한 도구를 Kang and Yom 

[21]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DNR에 대한 인식 도구는 총 

11문항으로 DNR의 필요성, DNR이 필요한 주된 요인, DNR의 바람직

한 결정자, DNR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 DNR 설명의 필요성, DNR 설

명의 적절한 시기, DNR 설명 후 요구도 증가, DNR 지침서 제정의 필요

성, 가족의 DNR 희망여부, 자신의 DNR 희망여부, DNR에 대한 의견

을 서술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DNR에 대한 태도

DNR에 대한 윤리적 태도는 Lee [22]와 Han [23]의 도구를 기초로 

Ko [24]가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총 19문항으로 인

간생명 영역, 대상자 영역과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

항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는 0.81이었다.

자료수집 방법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8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루어졌

으며, 강릉시 소재 C 대학의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IRB No. CKU-18-

02-0110)을 얻은 후 시행하였다. 연구 시작 전 연구자가 직접 연구의 목

적과 취지, 익명성의 보장, 연구 참여자로서의 권리를 설명하고 생명윤

리 교과를 이수한 학생과 이수하지 않은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 동의

를 확인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15-20분이었다. 설문지는 생명윤리교과 이수 학생 135부, 생명윤리교

과 비이수 학생 135부로 총 270부를 배부하였으나, 설문 내용이 누락

되거나 불충분한 17부(생명윤리교과 이수학생 17부, 생명윤리교과 비

이수 학생 0부)를 제외한 총 253부를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IBM Co., Armonk, NY,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생명윤리교육 이수군과 비이수군 간의 동질성 

검증은 기술통계, χ2 검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생명윤리교육 이수

군과 비이수군의 안락사에 대한 인식, DNR에 대한 인식과 태도 비교

는 χ2-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기대빈도가 5 이하인 셀이 전체의 

20% 이상을 넘길 경우 Fisher’s 정확검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소

극적 안락사에 대한 태도 비교는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는 있었으나(p = 0.002), 생명윤리교육 이수군과 비이수군 모

두 여자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학년과 나이, 종교, ‘장기 투병

으로 사망한 주변인 유무’는 생명윤리교육 이수군과 비이수군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DNR 등 연명의료 중단 관련 교육 수

강 경험은 생명윤리교육 이수군에서 DNR 등 연명의료 중단 관련 교

육 이수자가 53.1%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여, 군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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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6). 

‘소극적 안락사 찬성 이유’는 생명윤리교육 이수군과 비이수군에서 

‘고통받는 환자에게 무의미한 치료를 계속하는 것은 사실상 고문’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고귀하게 죽을 권리’가 이수군에서는 

30.9%, 비이수군에서는 14.0%, ‘심한 고통을 받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기 때문’이 비이수군에서는 16.1%, 이수군에서는 6.2%로 군 간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07). 또한 ‘소극적 안락사 시행 가

정의 경우 감정, 결과에 대한 생각 경험’은 ‘없다’가 생명윤리교육 비이

수군은 37.0%, 이수군은 22.0%로 높아 군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p = 0.006). ‘소극적 안락사를 반대하는 이유’로 생명윤리교

육 이수군에서는 ‘안락사 악용 가능성’이 50.0%, 비이수군에서는 20.0%

이었고, ‘인간의 생명은 무엇보다 귀중하므로’는 비이수군에서는 50.0%, 

이수군에서는 33.3%로 군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35).

‘적극적 안락사에 대한 찬반 여부’, ‘본인이 불치병에 걸렸을 때 적극

적 안락사 요청 여부’, ‘가족 구성원의 적극적 안락사 요청 시 동의 여

부’에 대해서는 군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회생 불가 환자의 소극적 안락사 인정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서 생명윤리교육 이수군과 비이수군 모두 ‘잘 된 결정’이 가장 많은 비

율을 차지하였으나, ‘잘 모르겠다’가 비이수군은 29.6%, 이수군은 

16.1%로 나타나 군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0.032). ‘안

락사 허용의 동의 수준’은 ‘본인, 가족, 담당의사는 물론 이를 심의하는 

차이가 있었다(p< 0.001). 또한 ‘죽음에 대한 생각 여부’에 대해서는 생

명윤리교육 이수군과 비이수군 모두에서 ‘있다’가 가장 많았으며, ‘자

신의 안락사 의견에 대한 주변 인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라는 응

답이 생명윤리교육 이수군에서는 72.9%, 비이수군에서는 89.6%를 차

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0.001).

생명윤리교육 이수 여부에 따른 안락사에 대한 인식 차이

생명윤리교육 이수 여부에 따른 안락사에 대한 인식 차이는 Table 2

와 같다. 

먼저 ‘안락사 의미 인지’, ‘본인이 불치병에 걸렸을 때 소극적 안락사 

요청 여부’, ‘가족 구성원의 소극적 안락사 요청 시 동의 여부’는 군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안락사 진행과정에 대해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생명윤리교육 이

수군과 비이수군 모두에서 ‘대충 알고 있음’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

하였으나, 비이수군에서는 ‘잘 모름’의 비율이 23.0%로 이수군의 9.3%

에 비해 높게 나타나 군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0.001). 

‘소극적 안락사와 적극적 안락사 차이에 대한 인식’은 생명윤리교육 

이수군은 ‘알고 있다’가 64.4%, ‘모른다’가 비이수군 60.0%로 군 간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0.001). 

‘소극적 안락사에 대한 찬반 여부’는 생명윤리교육 이수군과 비이수

군 모두 ‘찬성’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중립’은 이수군에서 8.5%, 비

이수군에서 23.7%로 군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253) 

Characteristics Category

Bioethics 
education completion 

group (n=118)

Non-bioethics 
education completion 

group (n=135) χ2 p

n (%)/Mean±SD

Sex Male 9 (7.6) 29 (21.5) 9.47 0.002
Female 109 (92.4) 106 (78.5)

Grade 1 55 (46.6) 60 (44.4) 4.46 0.107
2 63 (53.4) 75 (55.6)

Age (y) 21.85±2.36 22.10±1.94 -0.95 0.344
DNR training experience Yes 47 (53.1) 2 (9.6) 41.69 <0.001*

No 71 (46.9) 133 (90.4)
Religion Yes 70 (59.3) 87 (64.4) 0.70 0.479

No 48 (40.7) 48 (35.6)
The around person who died due to  

incurable disease
Yes 36 (30.5) 40 (29.6) 0.23 0.494
No 82 (69.5) 95 (70.4)

I have thought about death I have 107 (90.7) 112 (83.0) 3.22 0.053
I never 11 (9.3) 23 (17.0)

Around people are aware of whether  
euthanasia is my choice

Know 32 (27.1) 14 (10.4) 11.87 <0.001*
Don’t know 86 (72.9) 121 (89.6)

SD, standard deviation.
*Fisher’s exact test.



Yunjung Lee and Yunsoo Kim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104 | http://www.e-jhis.org

Table 2. Differences in the recognition of euthanasia according to biothics education (n=253)

Characteristics Category

Bioethics 
education completion 

group (n=118)

Non-bioethics 
education completion 

group (n=135) χ2 p

n (%)

I know the meaning of euthanasia I know very well 48 (40.7) 37 (27.4) 5.78 0.123
I know roughly 68 (57.6) 95 (70.4)
I don’t know 2 (1.7) 3 (2.2)

I know the process of euthanasia I know very well 48 (40.7) 27 (20.0) 16.72 <0.001
I know roughly 59 (50.0) 77 (57.0)
I don’t know 11 (9.3) 31 (23.0)

I know the difference between 
passive and active euthanasia

I Know 76 (64.4) 54 (40.0) 48.36 <0.001
I don’t know 42 (35.6) 81 (60.0)

Passive euthanasia pros and cons Approval 90 (76.3) 93 (68.9) 7.99 0.046
Neutrality 10 (8.5) 32 (23.7)
Against 18 (15.2) 10 (7.4)

Reasons to approve passive  
euthanasia (n=190)

Right to take charge and die in dignity 30 (30.9) 13 (14.0) 21.07 0.007
Ease financial burden 4 (4.1) 9 (9.7)
Death is better than living under unbearable pain 6 (6.2) 15 (16.1)
Continued treatment that is meaningless to a  

suffering patient is in fact torture
44 (45.4) 46 (49.5)

Forcing treatment is an unethical act that violates 
human rights and the autonomy of patients

12 (12.4) 10 (10.7)

Etc. 1 (1.0) 0 (0.0)
Assumptions and consequences 

assuming passive euthanasia
Yes 92 (78.0) 85 (63.0) 10.32 0.006
No 26 (22.0) 50 (37.0)

Reasons to oppose passive  
euthanasia (n=28)

Life is precious 6 (33.3) 5 (50.0) 13.53 0.035
Other pain relif methods is available 3 (16.7) 0 (0.0)
A possibility of misdiagnosis 0 (0.0) 3 (30.0)
A possibility of abusing euthanasia 9 (50.0) 2 (20.0)

When I am incurable disease, I’ll 
request passive euthanasia

Yes, I’ll request 89 (75.4) 90 (66.7) 2.41 0.299
No, I won’t request 10 (8.5) 17 (12.6)
Determination in consideration of economic  

problems
19 (16.1) 28 (20.7)

When my families are incurable 
disease, I’ll agree passive  
euthanasia

Absolutely agree 21 (17.8) 20 (14.8) 1.34 0.720
I agree if there is no legal issue 57 (48.3) 71 (52.6)
Determination in consideration of economic  

problems
21 (17.8) 19 (14.1)

I won’t agree 19 (16.1) 25 (18.5)
Active euthanasia pros and cons Approval 31 (26.3) 32 (23.7) 1.20 0.878

Neutrality 47 (39.8) 60 (44.4)
Against 40 (33.9) 43 (31.8)

When I am incurable disease, I’ll 
request active euthanasia

Yes, I’ll request 38 (32.2) 43 (31.9) 2.57 0.277
No, I won’t request 51 (43.2) 69 (51.1)
Determination in consideration of economic  

problems
29 (24.6) 23 (17.0)

When my families are incurable 
disease, I’ll agree passive  
euthanasia

Absolutely agree 7 (5.9) 7 (5.2) 0.27 0.966
I agree if there is no legal issue 34 (28.8) 38 (28.1)
Determination in consideration of economic  

problems
21 (17.8) 22 (16.3)

I won’t agree 56 (47.5) 68 (50.4)

(Continued to the next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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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동의’가 생명윤리교육 이수군은 36.4%, 비이수군은 28.1%, 

‘본인, 가족은 물론 담당의사의 동의’가 비이수군은 33.3%, 이수군은 

14.4%, ‘본인, 가족, 담당 의사는 물론 이를 심의하는 위원회 동의와 법

원의 판결’은 이수군 27.1%, 비이수군 18.5%로 군 간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p< 0.001).

‘안락사 교육 시 희망 교육내용’은 다중응답으로 조사하였으며, 생

명윤리교육 이수군과 비이수군 모두 ‘안락사의 긍정적, 부정적 사례’ 

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생명윤리교육 이수 여부에 따른 소극적 안락사에 대한 태도 차이

생명윤리교육 이수 여부에 따른 소극적 안락사에 대한 태도 차이는 

Table 3과 같다. 

소극적 안락사에 대한 전체적인 태도는 생명윤리교육 이수군 57.10

점, 비이수군 55.23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세부 영

역별로는 삶의 질 영역, 대상자 권리 영역, 의료 윤리 영역에서는 군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생명 존중 영역에서는 생명

윤리교육 이수군 3.02점, 비이수군 2.89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p= 0.043).

영역별 세부 항목 중 삶의 질 영역에서는 ‘환자가 편안하게 죽을 수 

있도록 장치나 시설이 필요하다’ 항목이 생명윤리교육 이수군 3.26점, 

비이수군 3.09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22). 생

명 존중 영역에서는 ‘안락사를 다룬다는 것은 인간의 오만이다’ 항목

이 생명윤리교육 이수군 3.08점, 비이수군 2.86점으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p= 0.007).

세부 항목 중 점수가 가장 높았던 항목은 생명윤리교육 이수군에서

는 ‘가족과 환자가 안락사를 원한다면 타인이 그것을 비난할 수 없

다’(3.33점), ‘안락사를 토론하는 것 자체가 죄악이다’(3.31점), ‘인간은 

존엄성을 유지한 채 죽을 권리가 있다’(3.29점)의 순이었고, 생명윤리교

육 비이수군에서는 ‘인간은 존엄성을 유지한 채 죽을 권리가 있

다’(3.33점), ‘안락사를 토론하는 것 자체가 죄악이다’(3.27점), ‘가족과 

환자가 안락사를 원한다면 타인이 그것을 비난할 수 없다’(3.20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생명윤리교육 이수 여부에 따른 DNR에 대한 인식 차이

생명윤리교육 이수 여부에 따른 DNR에 대한 인식 차이는 Table 4

와 같다. 먼저 ‘상황에 따른 DNR 찬성’, ‘DNR 찬성 이유’, ‘DNR 결정의 

주체’, ‘DNR 반대하는 이유’, ‘DNR에 대한 설명 시 적절한 시기’, ‘DNR 

설명 시 DNR 희망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는가’, ‘병원에서의 문

서화된 DNR 지침의 필요’, ‘가족에 대한 DNR 시행’과 ‘스스로에 대한 

DNR’에서 군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중환자 및 말기 환자에 대해 DNR을 설명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

명해야 한다’에 대해 생명윤리교육 이수군 108명(91.5%), 비이수군 132

명(97.8%)으로 두 군 모두 ‘설명해야 한다’가 대다수를 차지했으나 군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0.024). 

Characteristics Category

Bioethics 
education completion 

group (n=118)

Non-bioethics 
education completion 

group (n=135) χ2 p

n (%)

Opinion about passive euthanasia 
of non-regenerative patients

The right decision 89 (75.4) 88 (65.2) 6.90 0.032
The wrong decision 10 (8.5) 7 (5.2)
I don’t know 19 (16.1) 40 (29.6)

The level of agreement in the  
euthensia permit

My constant request 4 (3.4) 15 (11.1) 22.08 <0.001
Consent of oneself and his family 22 (18.6) 12 (8.9)
The consent of the doctor, as well as himself and 

his family
17 (14.4) 45 (33.3)

Consent of the committee to deliberate on  
himself, his family, his doctor as well as

43 (36.4) 38 (28.1)

The consent of the committee and the court ruling 
to deliberate on it as well as the principal, family 
and physician in charge

32 (27.1) 25 (18.5)

Education topic needs for  
euthanasia*

The process of euthanasia 75 (63.6) 91 (67.4)
Positive and negative cases of euthanasia 91 (77.1) 108 (80.0)
Euthanasia type 38 (32.2) 53 (39.3)
Etc. 2 (1.7) 4 (3.0)

*Multople choice.

Table 2.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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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교육 이수 여부에 따른 DNR에 대한 태도의 차이

생명윤리교육 이수 여부에 따른 DNR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Table 5

와 같다. 

DNR에 대한 태도의 세부 항목은 생명윤리교육 이수군과 비이수군

에서 거의 군 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전체 세부 항목 중 

‘간호사들은 환자에게 항상 상태를 그대로 설명해 주는 것이 옳다’에

서 생명윤리교육 이수군은 ‘찬성’ 39.0%, 비이수군에서는 ‘찬성’ 43.7%, 

‘중립’은 이수군 38.1%, 비이수군 23.7%로 응답하여 군 간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p= 0.034).

고  찰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생명윤리교육 이수 여부에 따른 안락사 및 

DNR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파악하고, 비교하여 미래 전문간호사로서

의 생명윤리관 확립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

하고자 실시되었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안락사에 대한 인식은 생명윤리교육 이수군의 

90.7%가 보통 이상으로 알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비이수군은 77.0%가 

보통 이상으로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생명윤리교육을 통해 안락사

에 대한 개념을 인식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으며, 생명윤리 관

련 이슈들을 통해 여러 매체를 통한 인식은 비이수군에서도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러 연구에서 대상자들의 안락사에 대한 정의

가 정확하지 않거나 올바르지 않음을 지적했었고[8,25], 본 연구에서는 

안락사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확인했을 뿐, 안락사

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안착되어 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 안

락사에 대한 인식은 올바르다, 그르다를 판단할 수 없는 사안이다. 따

라서 향후 연구 시에는 안락사에 대한 인식의 수준을 구체적으로 확

인하여 간호대학생 스스로 윤리적 가치관을 확립하고, 윤리적 근거에 

따라 생명을 다루는 직업인으로서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

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Table 3. Differences in attitudes toward euthanasia according to whether or not they have completed bioethics education (n=253)

Variables

Bioethics 
education completion 

group (n=118)

Non-bioethics 
education completion 

group (n=135) t p

Mean±SD

Attitudes toward passive euthanasia 57.10±8.86 55.23±7.29 1.83 0.068
Quality of life 2.96±0.52 2.88±0.47 1.32 0.189
   Euthanasia can be chosen when physical pain is intense. 3.11±0.68 3.05±0.57 0.73 0.464
   In cases where there is no resuscitation, the patient can only rest in death. 2.54±0.71 2.46±0.68 0.86 0.391
   I think I can ask for euthanasia if my family suffers from pain. 2.70±0.71 2.70±0.66 0.10 0.920
   Euthanasia is better than a miserable death dragging on the end of one’s life. 2.86±0.78 2.80±0.80 0.60 0.552
   If I’m going to die anyway, I want to leave a good memory for my family. 3.23±0.64 3.15±0.63 1.05 0.295
   It is also seen as medical care that helps people choose death comfortably without 

pain.
3.18±0.69 3.02±0.67 1.88 0.061

   If the condition is impossible to resuscitate, I think I might want to end an insulting life 
like the sunset.

2.86±0.74 2.84±0.66 0.32 0.751

   It is better to die than to live if you have no will and hope. 2.87±0.78 2.76±0.71 1.22 0.224
   Devices or facilities are needed to help patients die comfortably. 3.26±0.63 3.09±0.53 2.31 0.022
Patient rights 3.31±0.50 3.26±0.52 0.72 0.470
   If the family and the patient want euthanasia, no one can blame it. 3.33±0.61 3.20±0.59 1.74 0.083
   Man has the right to die with dignity. 3.29±0.58 3.33±0.59 -0.55 0.586
Respect for life 3.02±0.56 2.89±0.45 2.03 0.043
   Discussing euthanasia is in itself a sin. 3.31±0.64 3.27±0.58 0.60 0.547
   Euthanasia is murder anyway. 3.06±0.71 2.93±0.58 1.55 0.122
   Even medical workers have no right to human life by euthanasia. 2.70±0.79 2.56±0.66 1.58 0.115
   Dealing with euthanasia is human arrogance. 3.08±0.69 2.86±0.60 2.72 0.007
   Just as God gave life, life should be left in the hands of God. 2.94±0.91 2.84±0.77 0.95 0.344
   People think of euthanasia because of their lack of awe for life. 3.03±0.68 2.88±0.62 1.82 0.071
Medical ethics 2.92±0.71 2.78±0.64 1.63 0.104
   It is an excuse to abandon a patient that he has done his best. 2.98±0.75 2.80±0.65 1.95 0.053
   To give up the sick is to sin. 2.86±0.79 2.75±0.73 1.11 0.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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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DNR according to completion of bioethics education (n=253)

Category

Bioethics education 
completion group 

(n=118)

Non-bioethics education 
completion group 

(n=135) χ2 p

n (%)

DNR approved according to the situation 0.16 0.398

   I agree 84 (71.2) 93 (68.9)
   I disagree 23 (28.8) 42 (31.1)
Reasons to approve DNR (n=177) 3.52 0.318
   For a comfortable and dignified death 31 (37.3) 34 (36.6)
   Despite a lot of effort, recovery is impossible 42 (50.6) 53 (57.0)
   Etc. 10 (12.0) 6 (6.5)
Principal of DNR decision 3.40 0.334
   The patient himself 54 (46.6) 53 (39.3)
   Patients and their family 51 (44.0) 67 (49.6)
   Family, Physician’s agreement 8 (6.9) 14 (10.4)
   Etc. 3 (2.6) 1 (0.7)
Reasons to oppose DNR 4.78 0.444
   Because prolonging life is the essence of medical personnel 11 (47.8) 25 (59.5)
   Possibility of raising legal issue 3 (13.0) 1 (2.4)
   Ambiguity at the DNR decision point 4 (17.4) 5 (11.9)
   Ambiguity of DNR determinants 3 (13.0) 6 (14.3)
   Patient neglect after DNR decision  0 (0.0)  2 (4.8)
   Etc. 2 (8.7)  3 (7.1)
DNR explanation for critically ill and terminally ill patients 1.05 0.024*
   Must explain 108 (91.5) 132 (97.8)
   Don’t need to explain 10 (8.5) 3 (2.2)
Appropriate time for DNR explanation 2.88 0.579
   Upon admission to a terminal illness 49 (41.9) 51 (37.8)
   After admission ICU room 29 (24.8) 30 (22.2)
   When in coma 14 (12.0) 14 (10.4)
   On spontaneous breathing stop 20 (17.1) 35 (25.9)
   Etc. 5 (4.3) 5 (3.7)
Predicting increase in hopes when explaining DNR 4.07 0.130
   It will increase 58 (49.6) 50 (37.0)
   It will not increase 17 (14.5) 26 (19.3)
   I don’t know 42 (35.9) 59 (58.4)
Need to establish documented guidelines for DNR in hospital 2.60 0.273
   It will need 108 (92.3) 116 (85.9)
   It will not need 4 (3.4) 8 (5.9)
   I don’t know 5 (4.3) 11 (8.1)
DNR enforcement for families 1.75 0.417
   I will enforce 11 (9.3) 7 (5.2)
   I will not enforce 34 (28.8) 38 (28.1)
   By situations 73 (61.9) 90 (66.7)
Enforce DNR on your own 0.92 0.631
   I will enforce 30 (25.4) 31 (23.0)
   I will not enforce 25 (21.2) 24 (17.8)
   By situations 63 (53.4) 80 (59.3)

DNR, do not resuscitate; ICU, intensive care unit.
*Fischer’s exac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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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Differences in attitudes toward DNR according to completion of bioethics education (n=253)

Variables
Bioethics education 

completion group (n=118)
Non-bioethics education 

completion group (n=135) t p
n (%)

Patients who are unlikely to live should be prolonged in  
every possible way.

Approval 32 (27.1) 32 (23.7) 0.44 0.801
Against 34 (28.8) 39 (28.9)
Neutrality 52 (44.1) 64 (47.4)

Emergency resuscitation should be performed when a  
patient who does not live has a heart attack.

Approval 68 (57.6) 85 (63.0) 2.74 0.254
Against 24 (20.3) 31 (23.0)
Neutrality 26 (22.0) 19 (14.1)

It is right to accept the patient’s wishes when he refuses 
treatment, knowing that the patient is unlikely to live.

Approval 91 (77.1) 105 (77.8) 2.13 0.345
Against 11 (9.3) 18 (13.3)
Neutrality 16 (13.6) 12 (8.9)

I think it’s right to stop the ventilator if the family wants for 
an unconscious patient who lives on it.

Approval 59 (50.0) 75 (55.6) 0.87 0.646
Against 22 (18.6) 24 (17.8)
Neutrality 37 (31.4) 36 (26.7)

Therapeutic range of DNR patients CPR should be  
performed with all the best, but other treatment carried 
out.

Approval 90 (76.3) 101 (74.8) 0.22 0.896
Against 17 (14.4) 19 (14.1)
Neutrality 11 (9.3) 15 (11.1)

Since the patient’s condition is best known to the attending 
physician, the DNR decision is based on the attending 
physician’s judgment.

Approval 18 (15.3) 21 (15.6) 1.88 0.391
Against 18 (15.3) 13 (9.6)
Neutrality 82 (69.5) 101 (74.8)

It is best not to inform patients who are unlikely to live with 
information about their diagnosis or prognosis.

Approval 8 (6.8) 15 (11.1) 4.46 0.108
Against 22 (18.6) 14 (10.4)
Neutrality 88 (74.6) 106 (78.5)

Nurses are always right to explain their condition to the  
patient.

Approval 46 (39.0) 59 (43.7) 6.76 0.034
Against 27 (22.9) 44 (32.6)
Neutrality 45 (38.1) 32 (23.7)

If you are in a sudden accident and are close to death, you 
should explain the condition as if you were suddenly 
shocked.

Approval 77 (65.3) 101 (74.8) 4.50 0.082
Against 22 (18.6) 24 (17.8)
Neutrality 19 (16.1) 10 (4.0)

If the patient is declared DNR, the intensive care unit should 
have a family with him.

Approval 105 (89.0) 115 (85.2) 1.04 0.595
Against 6 (5.1) 11 (8.1)
Neutrality 7 (5.9) 9 (6.7)

If a DNR is declared, it should help the patient or family talk 
about death.

Approval 110 (93.2) 124 (91.9) 4.00 0.135
Against 3 (2.5) 9 (6.7)
Neutrality 5 (4.2) 2 (1.5)

After the DNR declaration, the doctor will leave the  
ventilator passively applied to the patient.

Approval 41 (34.7) 47 (34.8) 0.00 1.000
Against 35 (29.7) 40 (29.6)
Neutrality 42 (35.6) 48 (35.6)

Leave it on when your doctor tells you that your doctor will 
not give you other treatment, including antibiotics, after 
the DNR declaration.

Approval 40 (33.9) 32 (23.7) 3.73 0.155
Against 24 (20.3) 37 (27.4)
Neutrality 54 (45.8) 66 (48.9)

If a DNR declaration is required, the decision must be made 
using the Guidline.

Approval 92 (78.0) 102 (75.6) 3.22 0.200
Against 17 (14.4) 28 (20.7)
Neutrality 9 (7.6) 5 (3.7)

It is only natural that caregivers will have less interest in  
patients after the DNR declaration.

Approval 10 (8.5) 10 (7.4) 3.89 0.143
Against 7 (5.9) 18 (13.3)
Neutrality 101 (85.6) 107 (79.3)

Once the DNR is declared, more basic physical and  
psychological care is needed.

Approval 113 (95.8) 126 (93.3) 4.18 0.123
Against 2 (1.7) 8 (5.9)
Neutrality 3 (2.5) 1 (0.7)

(Continued to the next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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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Bioethics education 

completion group (n=118)
Non-bioethics education 

completion group (n=135) t p
n (%)

Sterilization should also be followed thoroughly in patients 
with DNR.

Approval 113 (95.8) 125 (92.6) 1.61 0.446
Against 2 (1.7) 6 (4.4)
Neutrality 3 (2.5) 4 (3.0)

If a physiological change occurs in a patient for whom DNR 
is declared, help should be provided.

Approval 113 (95.8) 123 (91.1) 2.23 0.328
Against 3 (2.5) 8 (5.9)
Neutrality 2 (1.7) 4 (3.0)

It’s no surprise that medical staff is less interested in patients 
after the DNR is declared.

Approval 12 (10.2) 11 (8.1) 0.41 0.815
Against 9 (7.6) 12 (8.9)
Neutrality 97 (82.2) 112 (83.0)

DNR, do not resuscitate; CPR, cardio pulmonary resuscitation.

Table 5. Continued

안락사에 있어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 사이의 차이점은 어

떤 적극적인 행위에 의해서 생명을 끝내는 것과 연명치료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생명을 끝내는 것으로 구분된다. 연구대상자들은 ‘소극적 

안락사와 적극적 안락사의 차이에 대해 알고 있는가?’에 대해 생명윤

리교육 이수군은 64.4%, 비이수군은 60.0%가 차이를 알고 있다고 응답

하여 유의한 차이는 있었으나 두 군 모두 안락사의 차이에 대한 인식

은 높게 나타났다. 

‘소극적 안락사에 대한 찬반’에 대해 생명윤리교육 이수군에서는 

76.3%가 찬성, 11.0%가 중립을 나타낸 반면, 비이수군에서는 찬성 

68.9%, 중립 23.7%으로 비이수군에서 중립의 비율이 다소 높았다. 선

행연구에서는 대부분 찬성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비교한 결과들이 제

시되었는데 본 연구 결과는 응급구조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안락

사에 대한 인식조사[26]에서도 대상자들이 전반적으로 찬성 의견을 

나타낸 것과 동일한 결과였다. 그러나 의료계열 학생들의 안락사에 대

한 인식도에 대한 연구[27]에서 환자 본인의 선택에 많은 의미를 두고 

안락사 여부가 결정되어야 함을 보고한 결과와 같이 안락사에 대한 의

견은 찬반 여부로만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기보다 본인의 선택과 의사

가 존중되어 결정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소극적 안락사 찬성 이유’로 생명윤리교육 이수군과 비이수군 모두 

‘고통받는 환자에게 무의미한 치료를 계속하는 것은 사실상 고문’이라

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Park [27]의 연구에서도 동일하

게 나타났으며, Lee et al. [28]의 연구에서도 ‘환자의 고통’이 가장 큰 결

정요인으로 나타났다. 최근 연구에서 유사하게 나타난 결과는 결국 의

료 복지 혜택의 확대와 소득 수준의 전반적 개선에 따라 사회적 경제

적 요인으로 인한 안락사 결정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하며, 

또한 무조건적인 생명 연장이 가족으로서의 도리가 아님에 대한 인식 

변화와 품위있는 죽음의 권리에 대한 관심의 증가에 따른 결과로 판단

된다.

‘소극적 안락사를 반대하는 이유’로 생명윤리교육 이수군에서는 ‘안

락사 악용 가능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이전의 ‘인간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을 중요하게 여겼던 결과와는 다르나 이는 

DNR 동의 여부에 따라 소극적 안락사의 가능성이 열려있고, 최근 소

극적 안락사에 대해 찬성하는 인식의 증가 추세[29]와 환자의 상태에 

따라 DNR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가 당사자가 아닐 수 있음에 따른 악

용 가능성을 고려한 결과로 판단된다.

‘적극적 안락사에 대한 찬반’에 대해 생명윤리교육 이수군에서는 

26.3%, 비이수군에서는 23.7%만 찬성 의견을 보여 생명윤리교육 이수

군과 비이수군 모두에서 중립 또는 반대의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결

과는 외국과는 다른 결과를 보이는데 유럽이나 미국 등 서부 일부 국

가에서는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고 안락사에 대해 개방적이며 사회의 

많은 부분에서 안락사 자체를 논제로 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

우 소극적 안락사에 대한 논의도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

된다[27].

‘본인이 불치병에 걸렸을 때 적극적 안락사를 요청할 것인가’에 대해 

생명윤리교육 이수군의 32.2%, 비이수군 31.9%가 찬성 의견을 보였으

나 ‘가족 구성원의 적극적 안락사 요청 시 동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는 생명윤리교육 이수군의 47.5%, 비이수군 50.4%가 반대 의견을 보였

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는 자신이 주체로서 삶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움을 의미하는 동시에 외국과 달리 가족을 중심으로 생활권과 삶

의 의미가 많은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징에 따른 결과로 

생각된다.

‘회생 불가 환자의 소극적 안락사 인정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서 생명윤리교육 이수군의 75.4%, 비이수군의 65.2%가 ‘잘 된 결정’으

로 판단하여 생명윤리교육 이수자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 ‘우리나라 

안락사 관련 합법화 필요 여부’에 대해 생명윤리교육 이수군의 74.6%, 

비이수군의 68.1%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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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북유럽의 일부 국가, 미국의 일부 주 등에서는 안락사를 제도

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죽는 시기를 앞당기는 

조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아 합법적으로 안락사가 인정되고 있

지는 않다. 그러나 점차 많은 사람들이 안락사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

으며,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자

기결정권의 의의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안락사에 대한 교육 시 희망 교육내용’에 대한 다중응답 결과는 생

명윤리교육 이수군과 비이수군 모두에서 ‘안락사의 긍정적, 부정적 사

례’, ‘안락사의 과정’을 가장 많이 희망하여 사회적으로 공개적인 결정 

또는 논의가 쉽지 않은 주제인만큼 실제 사례에 대한 교육 요구가 높

았고, 안락사의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기를 원하였다.

생명윤리교육 이수 여부에 따른 안락사에 대한 전체적인 태도는 생

명윤리교육 이수군과 비이수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

다. 세부 영역별로는 생명존중 영역에서 생명윤리교육 이수군 3.02점, 

비이수군 2.89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선행연구[2,30]

에서는 학년에 따른 차이에 따라 안락사에 대한 태도가 차이가 있었

음을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는 임상실습을 하는 학생과 하지 

않은 학생을 비교하고 있어 본 연구의 대상자인 임상실습 전의 학생 

대상의 결과와 비교가 어려운 점이 있다. 선행연구 결과 임상실습 시 

환자 및 타인의 죽음에 대한 경험과 임종 간호에 대한 경험에 따라 안

락사의 태도의 차이와 관련이 있었다. 또한 죽음에 대한 인식 정도에 

따라 환자를 돌보는 태도나 간호 수행이 달라질 수 있었다. 따라서 제

시된 선행연구[2,30] 결과를 고려하여 임상실습 전 저학년 학생을 대

상으로 생명과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생명윤리교

육을 강화한다면 안락사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

각된다.

세부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생명존중 영역에서는 ‘안락사

를 다룬다는 것은 인간의 오만이다’ 항목에서 생명윤리교육 이수군이 

3.08점으로 비이수군(2.86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본 연구 결과 종교

의 유무나 종교적 차이에 따라 안락사에 대한 태도는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위 결과는 종교의 참여도에 따라 안락사에 대한 태도가 달라

질 수 있음을 보고한 선행연구[2]와 유사한 결과로, 인간의 삶과 죽음

을 결정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 종교적 관점과 순간의 결정으로 나

누기엔 생명의 문제가 신체적, 정서적, 영적 측면 등의 복합적인 양상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대상자의 DNR에 대한 인식은 생명윤리교육 이수군은 71.2%, 비이

수군은 68.9%가 찬성하는 것으로 대부분 찬성 의견을 나타냈으며, 

DNR을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 두 군 모두 ‘결국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

고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으로 뽑았다. DNR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선행연구들[31,32]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보고된 바 있으며, 국내

에서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치료 

중단에 관한 법률[9] 제정 및 시행을 통해 치료 및 연명 치료가 환자 본

인에게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품위있는 죽음을 위해 가족 및 법적

인 대리인이 DNR을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단계까지는 도달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DNR을 결정함에 있어 윤리적 문제와 결정 당

사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결정에 따른 심리적 부담에서 자유롭기 어렵

다. DNR 찬성의사를 밝힌 대상자들의 경우도 특히 생명윤리교육 비이

수자의 경우 DNR의 결정 근거와 시점, 과정 등에 관해 명확한 인식으

로 판단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생명윤리교육 대상 및 교육 기회 확대

를 통한 DNR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 DNR 결정 주체에 대해 생명윤리교육 이수군에서는 

‘환자 자신’을 가장 먼저 선택하였으나, 비이수군에서는 ‘환자와 가족’

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환자 스스로 죽음에 대해 결정하는 하

는 것을 매우 어려운 일로 여겨지는 우리 문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

겨진다. 선행연구 결과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DNR 결정이 환자 본인보

다는 가족들과 의사의 상의 하에 이루어지고,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성인의 경우에도 질병이나 죽음 등의 중요한 판단을 해야 하

는 상황에서는 가족이 함께하거나 가족에게 일임하는 경우가 많았으

며, 법적으로도 의사와 환자 또는 가족에 의해 DNR이 결정되는 경향

이 있었다[33,34]. 따라서 과연 DNR 결정의 주체를 누구로 해야 할지

에 대한 담론이 필요하며, 향후 이 내용이 DNR 교육에서 중요하게 다

루어야 할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 환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 모두를 대상으로 한 올바른 DNR 교육이 요구되며, 건강인을 대

상으로 하는 교육을 확대하여 DNR에 대해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바

람직한 결정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임상실습 전 간호대학생들의 안락사와 DNR에 대한 인식

을 파악하여 임상실습 시 마주하게 될 죽음에 대해 고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된 저학년부터의 죽음에 대

한 교육 필요성을 확인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특히 임

종간호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간호대학생들에게 죽음 및 생

명윤리와 관련된 올바른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생명윤리교육 프로그

램 개발에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2개 지역의 간호학과 학생들만을 편의 표집하였

으므로, 한국의 간호대학생 전체를 대표하지 못하여 일반화에 제한점

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학년과 지역을 다양화하여 죽

음, 안락사에 대한 연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결  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안락사와 DNR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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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 결과 안락사에 대한 

인식은 생명윤리교육 이수군과 비이수군 모두 높은 편이었으나 정련

화된 교육을 통하지 않은 정보의 경우 안락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정

착화에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높아진 안락사에 대한 인식의 

구체적 수준을 반복 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안락사에 대

한 결정에는 긍정적 인식이 증가했으나 결정 주체에 관해서는 환자 본

인의 선택에 의미를 두어야 한다는 제언 수준의 결과만 보고된 상황

이다. 따라서 실제 안락사를 결정하는 주체를 확인하여 결정에 영향을 

주는 대상들이 생명윤리교육의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이다. 안락사에 대한 교육 요구도는 실제 사례와 안락사의 과정에 대

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기를 원하였으므로 이러한 요구를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DNR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있어서도 

DNR을 결정함에 있어 윤리적 문제와 결정 당사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결정에 따른 심리적 부담을 해결할 수 있는 올바른 인식개선과 체계적

인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한국적 문화를 고려한 DNR 

결정의 주체를 위한 교육을 통해 죽음을 두려워하고 결정을 미루기보

다 건강한 때부터 삶과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으로 자신의 삶을 결

정할 수 있는 권리를 돕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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