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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학 생 의 낙 태 ,  자 살   안 락 사에  한  인 식  조 사

본 연구는 생명존 과 련된 쟁 인 낙태, 자살, 안락사에 한 학생들의 인

식을 악하기 한 서술  조사연구이다.

자료 수집은 2013년 10월 11일부터 2013년 10월 30일까지 서울·경기 지역과 지

방 도시에 소재한 3개의 학에 재학 인 만 19세 이상의 학생 131명을 

상으로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통해 이루어졌다. 낙태에 한 인식은 이 숙(1990)

이 고안하고, 이규숙(2002)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자살에 한 인식은 Domino 등 

(1980)이 개발한 자기 보고형 설문지인 SOQ 에서 반형진(1989)이 우리나라 실

정에 맞게 수정·보완하고 송성호(2009)가 한국인의 문화에 맞게 재구성한 도구를, 

안락사에 한 인식은 류 신(2002)이 기존의 설문지와 여러 참고문헌을 토 로 

만든 설문지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 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0.0을 사용하여 연구목   변수특성에 따라 기술통계, t-test, 카이제곱검정, 피

어슨 상 계 방법으로 분석하 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학생의 낙태반 지지는 총 가능 수 1 ～4   남학생은 평균 2.77 , 

여학생은 2.74 이었다. 낙태결정에 있어서는 원치 않은 임신의 경우 낙태를 

하겠다는 비율이 가장 높아 선택 우선론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2. 자살에 한 인식은 평균 -0.21 으로 나타났으며 과거 일반인 상의 선행

연구에 비해 인식 수 이 높아졌다. 자살에 한 부정 인 입장을 보이면서

도 일부항목에서 과거에 비해 자살에 해 수용 인 견해를 보이는 이 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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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락사는 소극  안락사와 극  안락사간의 인식의 차이를 보 다. 소극  

안락사는 부분이 찬성하는 입장인 반면에 극  안락사는 반 하는 비율

이 더 높았다. 한 안락사 요청여부에 있어서도 본인의 경우와 가족의 경우

의 선택이 불일치하 다. 안락사의 법제화의 필요성에 해는 82.5%가 동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낙태, 자살, 안락사에 한 인식 간의 계는 일 성 있는 계가 없다.

본 연구는 생명 련 쟁 이라는 공통 을 가진 낙태, 자살, 안락사간의 인식을 

살핀 결과 일 된 상 계가 없었다. 이는 각각의 쟁 에 해 가치  정립이 제

로 되지 않아 일 성 있는 선택을 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생명 련 

쟁 들에 한 지식을 올바르게 습득하고 생명윤리에 한 가치를 확립할 수 있

는 교육 로그램을 학교 정규 수업으로 편성하여 교과목을 운 하는 것이 필

요하다고 여겨진다.

핵심 되는 말: 낙태, 자살, 안락사,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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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A .  연 구 의 필 요 성

   최근 생명을 조작하고, 연장시키는 과학  의학기술의 발 으로 인간생명에 

한 윤리 인 문제들에 하여 개인차원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하고, 선택할 수 

있는 시 에 살게 되었다(김선 , 2008; 손행미, 2004). 우리나라는 속한 경제성

장과 함께 정보통신,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의료기술도 세계 최고의 수 에 도달 

하 다. 그러나 격한 발 은 인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었지만 생명에 한 

인간의 신념이나 가치에 변화를 래하 다(Cohen, Van Landeghem, Carpentier, 

& Deliens, 2013). 특히 삶과 죽음의 문제는 문화, 종교, 통, 습에 따른 가치

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규정하기가 어렵다. 사

회는 생명기술의 발달로 생명의 탄생과 죽음에 한 새로운 윤리 인 가치 과 

선택, 의사결정 능력이 요해졌다. 그러나 유교 인 가치 이 지배하는 우리나라

에서는 건강한 성인이 죽음에 하여 의사 표 하거나 공개 으로 논쟁을 벌이는 

것에 하여 부정 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환경으로 인해 삶과 죽음  올바른 생

명의 선택에 한 논의나 교육이 부족한 실정이다(김선 , 2008).

   생명존 에 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거나, 표 으로 자주 하는 생명 련 

주요 쟁 은 낙태, 자살, 안락사 문제가 있다. 2010년 보건복지부가 가임기 여성을 

상으로 실시한 ‘낙태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한 해 동안의 낙태 건수

는 약 17만 건으로 추정되었다. 2005년도 낙태건수가 약34만 건으로 추정된 것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긴 하 지만 여 히 OECD 주요국 에서 높은 수 의 낙

태률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것은 체 낙태률은 차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낙태률은 2009년 3.8건에서 2010년 8.8건으로 

2.3배가량 증가했다는 것이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0.9.2). 낙태문제가 우리사회

에 만연하게 된 주요원인으로 낙태가 문제 있는 행동이라고 느끼지만 실제로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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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것과 같은 실상에 해서는 잘 모르거나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양선 , 2004). 한 낙태규율의 원칙과 방법에 해 

여성단체, 시민단체, 의료인, 법조계, 종교계 등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서로 상충된 

가치 으로 합의 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박형민, 2011; 양선 , 2004; 

Qadir, 2013).

   2011 년 우리나라 자살 사망자수는 15,566 명으로 총사망자수의 6.1%를 차지하

고 있다. 자살률은 OECD 국가  최고수 에 이르 고, 자살 증가율도 가장 빠르

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특히 주목할 사실은 학생이 속해있는 20  연령

에서 자살이 사망원인의 1 이며, 최근 10 년간 연평균 학생 자살자수는 230 명

에 이른다는 것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10). 국가에서는 자살 방 정책을 2004 년

부터 재까지 꾸 히 해오고 있지만 정책 시행 이후에도 유의미한 자살감소는 

나타나지 않아 여 히 자살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임을 보여 주고 있다(보건

복지부, 2008). 학생의 자살원인에 한 연구에 따르면 생명경시와 같은 사회  

분 기와 문화가 개인 인 요인보다 자살 유발에 더 큰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생

명을 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 ‘인간의 목숨이 소 하게 생각되지 않은 생명경시

사상’, ‘생명에 한 소 함을 잊고 사는 사회  실’, ‘낙태와 같은 생명을 가볍게 

느끼는 것’ 등의 반응이 표 으로 제시되었다(조계화 & 이 지, 2013). 이는 자

신의 삶과 죽음에 해 생각해 보고, 생명 그 자체만으로도 소 하고 가치 있음을 

인식하고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생명존 의 사회  분 기와 인식의 변화

가 요구됨을 시사한다(김선 , 2008).

   안락사는 1997 년 ‘보라매 사건’이 논쟁의 시발 이 되었다. 그 후 2008 년 김 

할머니 사건으로 불리는, 식물인간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지하던 환자에 한 가

족들의 연명치료 지 요청을 병원 측이 거부함에 따라 법 인 결을 요청하게 

되었고, 법원이 가족의 요청을 수용함으로써 안락사에 한 사회  논의가 다시 

발되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2.9.18). 안락사 문제는  세계 으로 죽을 

권리에 한 논쟁이 시작되면서 심이 집 되었고, 이에 한 찬반 논쟁은 여

히 지속되고 있다(성미혜, 종철, & 모형 , 2007; Broekman & Verlooy, 2013; 

Cohen et al., 2013; Poreddi, Nagarajaiah, Konduru, & Math,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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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 자살, 안락사에 한 쟁 은 그 속성이 생명 련 문제이며, 스스로 선택

할 수 있는 문제라는 에서 공통의 분모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 동안 낙태(도미향 

& 김 희, 2004), 자살(송성호 & 강창렬, 2011), 안락사(성미혜, 종철, & 모형 , 

2007b) 에 한 인식에 한 각각의 연구만 되었을 뿐, 이러한 주제들을 포 으

로 다루고 있는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삼성생명 공익재단에서 실시한 청소

년의 생명존  인식연구(삼성생명공익재단 et al., 2004)에서 생명존 과 련된 개

념들로 낙태, 자살, 안락사 등을 같은 범주 안에 포함하여 생명존 이라는 개념을 

측정하고 있지만 이들 간의 계여부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한 자살 련 연

구는 부분이 자살 향요인을 밝히기 한 연구이며(강석화 & 강석화, 2012; 김

정진, 2009; 배은주, 2010), 자살에 한 인식과 태도를 함께 본 연구는 미비하다. 

한 이 연구들은 부분이 청소년 상자에 을 두고 있어(남순 , 2008) 20 

 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하다. 낙태나 안락사에 한 인식조사 연구 

역시 부분이 의료인을 상으로 실시되었고(성미혜 et al., 2007) 일반 성인을 

상으로 한 조사는 매우 부족하므로(김선  & 이혜리, 2003), 우리나라 성인이 이

러한 이슈에 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잘 악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생명존 에 한 문제는 의료인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문제

이다(최창섭, 2002). 특히 학생은 성인 기단계로써 본격 인 자아를 정립하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결정해야 하는 시기이다. 미래사회의 여론 주도층이 

되는 것과 동시에 다음세 로의 가치 을 수하는 역할을 하게 될 학생들에게 

마지막 교육과정의 단계인 학교에서 각자의 삶을 진지하게 사유하고, 삶에 한 

가치를 창조하는 인성  자질을 배양하게 하는 것은 매우 요하다 (조계화 & 이

지, 2013). 생명 련 문제에 해서 학생들이 올바른 의식을 가지고 확고한 가

치 을 정립하는 것은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학생들의 건강한 삶을 재조명하는

데 매우 요한 일이 될 것이다.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할 수 있는 생명존  련 이슈인 낙태와 

자살, 안락사는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매우 요한 쟁 이며 개인이 스스로 

생명에 해 선택할 수 있다는 공통 이 있다. 한, 생명존 에 한 건강교육의 

핵심이 될 쟁 들이므로 학생 스스로 자신의 생명  삶과 죽음에 해 충분한 



- 4 -

인식과 성찰을 한 후, 자기결정권을 지닐 수 있는 수 의 가치  정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간호사가 교육내용을 구성하고, 심을 가져야 할 문제라고 여겨

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 낙태, 자살, 안락사와 같은 생명 련 쟁 에 해 학생들

의 인식을 악하여 바람직한 가치  확립을 한 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을 탐색

하는데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B .  연 구 의 목

본 연구의 목 은 생명존 과 련된 쟁 인 낙태, 자살, 안락사에 한 학생

들의 인식을 악하기 함이며,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1. 학생들의 낙태, 자살, 안락사에 한 인식정도를 조사한다.

2. 학생들의 일반  특성에 따른 낙태, 자살, 안락사에 한 인식을 비교 한다.

3. 학생이 인식하는 낙태, 자살, 안락사간의 련성을 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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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 헌 고 찰

A. 낙태

낙태에 한 입장의 차이는 크게 세 분류로 나  수 있다. 먼 , 생명 우선론 

자는 태아의 생명권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태아는 완 한 인간의 생명을 갖고 있

기에 살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낙태에 해 보수 인 입장으로 산모구명

낙태 외의 모든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련자들을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있

다. 태아의 도덕  지 를 존 하고 낙태를 반 하는 입장은 2살배기 아이이고, 걸

음마를 배우는 아이를 죽일 수 없는 것처럼 태어나지 않은 아이라도 잠재  인격

을 갖춘 존재라고 보고 태아를 살해하는 행 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김용

환, 2012). 이와 반  입장인 선택 우선론자는 여성주의  을 변하고 있으

며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여성의 선택에 한 권리를 우선하며 

인공임신 은 여성이 원하면 언제든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임신 문제를 생명

윤리에서 벗어나 여성 몸의 주체성을 찾고 여성이 신체자율권에 해 권리를 인

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두 입장에서 립을 추구하는 충주의  

입장이 있다. 이들은 인공유산을 상황에 따라 인정하기는 하지만, 태아와 부모에게 

어떤 고통과 피해가 없다면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인공유산은 결과 으로 

태아 는 부모 모두에게 해악이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므로 가장 최소한

의 악이 되는 방식을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도미향 & 김 희, 2004).  

외국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스페인에서 의 , 간호 , 법  학생들을 상으

로 한 연구(Rodríguez-Calvo, Martínez-Silva, Soto, Concheiro, & Muñoz-Barús, 

2012)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6.5%는 원치 않은 임신에 낙태를 할 것이라고 했

으며 15.5%만이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한 85%의 학생이 출산에 한 

여성의 선택권 확장 법안 수정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의 생들의 낙태

에 한 태도연구(Gleeson et al., 2008; Rosenblatt, Robinson, Larson, & Dob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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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에서 부분의 학생은 태아의 생명권보다 임부의 결정권을 요시 한다고 

보고했다. 미국 학생들의 낙태에 한 인식 연구(Buga, 2002; Carlton, Nelson, & 

Coleman, 2000) 결과에서는 54.7%의 학생이 임부의 결정권을 45.3%는 태아의 생

명권이 우선이라고 응답했다. 아 리카 의과 학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학생 부분이 낙태를 살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낙

태를 수행하거나 추천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우리나라의 낙태인식 조사를 보면, 2005년 발표된 고려 학교 연구에서는 인공

임신 수가 34만 건인데, 2005년 인공임신  건강보험 청구 건은 약 4.4%가량

만이 행법상 합법 인 시술이라고 할 수 있다. 즉 34만 건  95.6%인 약 33만 

명의 여성과 시술의사가 불법행 를 하고 있다(이선 , 2006). 이 듯 사문화된 낙

태죄 규정을 놓고 낙태규율의 원칙과 방법에 해 사회각층에서 다양한 논의가 

되고 있으나 사회  합의 을 찾지 못하고 있다(김진, 2011; 황유임 et al., 2012). 

한국 미혼여성 400명을 상으로 한 성 의식 실태조사연구(이임순, 2006)에서는 

‘원하지 않은 임신 시 낙태를 하겠느냐’ 는 질문에 41%(164명)가 ‘그 다’고 하

고, 43%(170명)는 ‘그 지 않다, 16%(66명)가 ‘잘 모르겠다’고 답하 다. 우리나

라 고등학생의 낙태에 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신은정, 2012)에서는 고등학생들

이 성에 한 인식  행동실태가 개방 으로 바 고, 성행   낙태에 한 인

식이 해 졌음을 보고하 다. 한 청소년의 낙태실태를 조사한 연구(양선 , 

2004)에서도 ‘자신의 미래를 해서 태아의 생존권을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가’라

는 질문에 해 남녀학생 모두 체의 40.5%의 학생이 내게 좀 더 유용한 일이라

면 태아의 생존권을 본인 마음 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어 행 낙태법

에 한 인식조사에서는 낙태를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지 처럼 

실과 법의 융통성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체의 61% 다. 이는 자신 역시 같

은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을 염두 해 둔 응답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 듯 통  

가치 의 붕괴와 충동  성문화에 노출된 청소년들의 성에 한 인식과 태도로 낙

태는 증가할 것으로 상되며 이를 이기 해 성교육  인성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황유임 et al., 2012). 가임기 여성과 문가 집단의 낙태에 한 태

도 연구(이선 , 2006)에 따르면 단순히 낙태에 한 허용여부를 묻는 질문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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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여성의 83%, 기혼여성의 85.2%, 산부인과의사의 96.8%, 법조계 96.7%, 여성계의 

96.5%, 종교계의 57.5%가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임부의 자기결정권에 한 

사회 인식도 조사연구(이인 , 2007)에서 임신을 한 여성이 스스로 낙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문항에서 67.1%가 결정할 수 있다고 답하 다. 

의료인과 일반인의 생명의료윤리 의식 연구(이규숙, 2002)에서 의료인과 일반인 

모두에서 낙태 련 역이 가장 낮은 윤리의식 수를 보 다. 간호 학생과 의과

학생들의 생명의료윤리 의식연구(권선주, 2003)에서도 낙태 련 역이 가장 낮

은 윤리의식 수를 보여 같은 결과를 얻었다. 이는 우리 사회가 태아의 생명을 

존 하기 보다는 원하지 않은 임신에 한 낙태에 해 하다는 것을 시사한

다. 낙태에 한 학생의 태도 연구(이정환, 2011)에서는 체 으로 낙태에 해 

찬성보다는 반 의 의견을 약간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타인의 임

신의 경우에서는 생명의 소 함을 언 하며 가능하면 낙태를 하지 않고 키워야 

한다는 입장에 서는 반면, 자신의 경우에서는 생명의 소 함은 잘 알고 있지만 어

쩔 수 없이 낙태를 해야 다는 입장에 서고 있다(양선 , 2004). 이는 낙태에 한 

의식과 행 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은기수, 2002), 생명에 한 교육이 단순히 

피상 인 교육으로만 그쳤을 뿐 진정으로 깨닫게 하지 못한 잘못된 교육의 결과

임을 추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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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자 살

자살은 시 와 장소를 월하여 모든 사회에서 발견되는 표  자기 괴

인 행동의 결과이다(조계화·김 경, 2008). 최 로 자살에 해 심리학  통찰을 

한 사람은 Freud 로 그는 자살이란 ‘자신이 동일시한 상에 한 무의식 인 공

격’이라고 정의하 다. Freud는 우울에 한 이론을 자살을 설명하는데 용하

다. 그는 자살은 개인이 겪는 심리  고통과 같은 내부  갈등에 의해 유발된다고 

가정하 다. 즉, 개인의 우울이 자신 스스로 만든 상징  상의 상실에서 발생하

는 것처럼 자살 역시 자기도취  상의 상실  결여가 내면화 될 때 발생한다

고 보았다(권은희, 2009). 심리학  에서 자살을 바라본 Baumeister(1990)는 

인간이 자살에 이르는 심리  과정을 자기로부터의 도피로서의 자살이라는 가설

로 설명하 다. 그는 개인이 이루고자 하는 기  수 이 실 상태에 미치지 못할 

때 기 와 실간의 괴리가 생기게 되고, 그 이유를 자신의 탓으로 돌려 자신을 

부정 으로 평가하게 된다고 하 다. 그 결과 자신에 한 부정 인 정서 상태에 

이르게 되고 그런 고통스런 생각과 감정을 없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으로 자

살을 선택하게 된다고 보았다. 사회학자인 Durkheim(1952)은 자살에 하여 4가지 

유형, 즉 이기  자살, 이타  자살, 아노미  자살, 숙명  자살로 구분하 다. 그

러나 이러한 사회학  모델은 자살의 원인을 외부의 요인으로만 설명하고 있어 

개인  특성이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 자살을 심층 으로 이해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강석화, 2012). 학생의 자살생각에 향을 미치는 심리  변인으로는 충동

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했다(하정희 & 안성희, 2008). 그러나 손정남(2007)의 연구

에서는 충동성 매개 없이 자살생각을 많이 할수록 자살시도의 험성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 자살은 오랜 심리  갈등과 고통, 좌 감을 회피하기 한 마지막 

도피수단으로 자살시도를 한다고 보았다(손정남, 2007). 

의 자살에 한 인식 조사 연구(Singh, Williams, & Ryther, 1986)에서는 

교육수 이 높을수록 자살에 한 인식수 이 높으며, 종교성향이 낮을수록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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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 더 허용 이라고 보고하 다. 한 응답자의 43%가량이 회생불능의 질환

의 경우에서 자살에 해 허용 이었다.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25세 은 층을 

상으로 한 자살에 한 지식과 태도조사 연구(Beautrais, Horwood, & Fergusson, 

2004) 에서는 은 층은 자살에 한 지식수 이 낮으며, 미디어의 향으로 인해 

실제 은 층 자살 건수보다 자살건수가 많은 것으로 과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했다. 그리고 자살에 해 보수 인 과 자유로운  둘 다를 보유하고 있

으며, 자신의 일생 동안 자살사고, 자살시도를 했거나 가족의 자살경험 등이 있을 

때 자살에 해 더 자유로운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했다. 호주의 성직자와 교사

를 상으로 한 자살 지식과 태도연구(Leane & Shute, 1998) 결과에 따르면 두 그

룹 모두 자살신호에 한 지식수 이 낮았으며, 일반 으로 자살에 해 수용 이지 

않으며 특히 종교성향이 강할수록 더욱 자살에 해 부정 인 태도 다.

우리나라 자살에 한 일반인의 태도에 한 비  조사연구 (반 진 등, 

1989)의 연구에서는 자살을 비정상 인 행동으로 여기고 자살시도를 막아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고했다. 학생의 민주화 욕구와 분신자살에 한 태도 

연구(이연희, 1991)에서는 기 하는 민주화 수 이 높고 실수 은 낮다고 보는 

집단에서 분신자살에 정 인데 반면 실수 이 높다고 보는 집단은 부정 이었

다. 이는 실과 이상 사이에 괴리가 클수록 자살가능성이 높다는Baumeister(1990)

의 이론을 지지하는 것이다. 정신분열병 환자와 그들 가족, 일반인들간의 자살에 

한 태도 비교연구(황빙해, 1993)에서는 세 집단 모두에서 자살은 비정상 인 행

동이며 자살을 시도하려는 사람은 외롭고 우울하며 자살시도는 막아야 하고 미수

에 그친 자살시도자들은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질문에 한 수가 높았다. 한 

자살은 매우 심각한 윤리  죄악이며 신이나 자연의 법칙에 어 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 고, 자살율이 문명사회나 노인 연령층에서 높다는 의견에

는 부정 이었다. 일반인에서 좀 더 두드러진 특징은 자살을 죄악시 하는 경향이 

더 컸으며, 자살에 한 허용도는 낮으나 애국심이나 웅심 등의 명분은 높이 인

정하는 경향을 보 다. 액투석환자와 일반인의 자살태도에 한 비교 연구(김동

원, 1996)에서도 체 으로 일반인은 자살을 윤리 으로 죄악시 하는 경향을 가

지고 있으며 자살에 해 부정 이고 동정하지 않고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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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태도는 개인의 심리  상황뿐만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사회 , 문화 , 

역사 , 종교  배경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데(황빙해, 1993), 에서 언 한 연

구들은 자살이 증하여 우리 사회의 병폐로 인식되기 의 연구들로서 재의 

일반인의 인식으로 추정하기는 어렵다.

최근 의료인을 상으로 한 지역사회 정신보건 련센터 근무자와 병원 근무자

들의 자살에 한 인식  태도에 한 연구(김성남, 이강숙, 이선 , 유재희, & 

홍아름, 2009) 결과에서는 병원근무자들은 생의학  문제가 있는 상으로 치료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자살을 정신질환에 기인한다고 보는 경향이 두드러진 

반면 지역사회 근무자들은 자살을 정신질환으로 보기보다는 사회·문화  요소들이 

복합 으로 작용하여 나타난다고 보았다. 한 문요원집단과 교육  경험이 많

은 집단이 자살에 한 인식수 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이 인식하는 

자살의 원인과 책에 한 내용분석 연구(조계화 & 이 지, 2013)에서 학생이 

인식하는 자살의 원인으로는 성취지향주의, 물질만능주의, 가치체계붕괴, 인터넷 

 언론의 부작용, 가족구조의 변화, 정신건강을 언 하고 있으나 객 인 도구 

측정이 아닌 학생들의 리포트 과제를 통한 유추이므로 객 화하기는 어렵다. 우리

나라의 자살에 한 연구는 부분이 자살생각의 련변인을 찾는 연구이며, 일반

인의 자살에 한 인식  태도와 자살의 원인  책과 련된 인식을 한 조

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자살 험성이 높은 집단은 물론이고 일반인을 

상으로 한 자살에 한 인식  태도를 살필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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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안 락 사

안락사는 최근 생명에 한 자기결정권이 요하게 인식되면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인 환자의 생명연장과 죽을 권리에 한 논쟁이 이슈화 되면서 생명윤리의 

쟁 이 되었다. 안락사는 행 형식  방법에 따라 극  안락사와 소극  안락

사로 나뉜다. 극  안락사는 고통제거의 방법으로 극  생명단축의 방법을 

사용한다. 형 인 로 불치병의 환자를 독약을 먹여서 살해하는 것을 들 수 

있다(이인 , 2008). 극  안락사는 종교 이나 의학  입장에서도 허용되지 않

거니와, 법률 인 입장에서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환자의 ‘고통제거수단’ 으

로 이를 행하 어도 이는 법이다. 이러한 경우에 환자의 명시 인 청탁이나 

탁이 있었다면 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 없었다면 일반살인죄가 성립하게 된다. 

소극  안락사는 질병에 한 치료가 불가능한 과정에 들어섰을 때 안락사를 수

행하는 사람이 죽음의 진행과정을 일시 으로 지하거나, 연명시킬 수 있는 능

력이 있음에도 회복이 불가능한 과정에 들어섰을 때 이를 방치함으로써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이다. 결론 으로 극  안락사와 소극  안락사 사이의 차이

은 어떤 극 인 행 에 의해서 생명을 끝내는 것과 연명치료를 제공하지 않

음으로써 생명을 끝내는 것으로 구분된다. 한 안락사는 자의  안락사와 비자

의  안락사로도 구별된다. 자의  안락사는 환자의 직 인 동의가 있을 경우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 이고, 비자의  안락사는 환자의 직 인 동의

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요구 혹은 국가의 요구에 의해 환자를 죽음에 이르

게 하는 행 를 일컫는다(이인 , 2008).  비자의  안락사는 식물인간의 상태나 

임종을 앞두고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에서 환자의 의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이용되며, 환자 가족의 동의만으로 치료를 단하는 것은 살인의 수단으

로 악용될 험성이 있기 때문에 환자의 추정  의사를 심사하여 허용된다(김정

우, 2003).

우리나라 고등학생과 학생들의 안락사에 한 인식조사(류 신, 2002)에 따

르면 소극  안락사에 해 63.3%의 학생이 찬성하는 입장을 보 다. 응 구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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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학생을 상으로 한 안락사에 한 인식 조사(최보람, 2010)에서도 상자들

이 소극  안락사에 해서는 반 으로 찬성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찬성

의 가장 큰 이유는 ‘안락사를 돕는 것이 자비로운 일이다’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

다, 이는 안락사 찬성론자들이 안락사의 정당성에 한 이유로 ‘안락사는 회생 불

능의 환자에게 고통 없이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자비행 라이

다’는 견해와 일치한다. 반 하는 이유는 ‘생명은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라는 응

답이 가장 많았는데 이 역시 안락사 반 론자들의 주장인 ‘인간의 삶은 어떤 상

황에 따라 가치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만으로 가치를 지닌다’는 견해를 

지지하고 있다. 소극  안락사와는 조 으로 극  안락사에 한 입장은 찬

성하는 입장이 34.19%에 지나지 않았다. 한 부모가 극  안락사를 요청할 경

우 61.2%가  따르지 않겠다고 답해 극  안락사에 해서는 거부감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2004년 한국 갤럽연구소에서 실시한 우리나라의 일반국민을 상으로 

한 안락사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회생이 불가능한 불치병 환자가 고통을 덜고 빨

리 죽을 수 있도록 의사에게 안락사를 요구할 경우 의사가 안락사를 시킬 수 있

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극  안락사에 한 주장에 1025명  79.2% 가 동의한

다고 응답하 다. 2005년 미국 갤럽연구소에서 미국인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한 결

과에서도 75%가 안락사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보 다. 이 게 안락사에 해 허용

인 태도를 보인 이유는 삶의 길이보다는 삶의 질을 우선시 하는 사회  인식의 

변화라고 보고 있다(이인 , 2008). 안락사에 한 일반인의 인식도 조사(김선 , 

2001)에서 안락사 법제화에 해 물어 본 결과 600명  73.6%가 안락사 법제화

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 다. 그리고 그  37.8%는 극  안락사도 허용한다는 

응답을 하 다. 에서 열거한 연구들의 결과를 통해 볼 때 안락사에 한 일반인

의 인식은 체 으로 수동  안락사에 해서는 정 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극  안락사에 해서는 의견이 분분함을 알 수 있다. 의료인을 상으로 한 연

구(성미혜 et al., 2007; 손행미, 2004)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 간호사에 한 

안락사 인식조사에서도 소극  안락사는 62.6%가 찬성한 반면, 극  안락사에 

해 찬성한 응답률은 15.7%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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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사례를 보면 네덜란드와 랑스 의사들은 극  안락사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라고 보고하고 있다(Cuttini et al., 2004). 한 오스트리아의 의 생들을 

상으로 한 안락사에 한 인식 변화 연구(Stronegger, Schmölzer, Rásky, & Freidl, 

2011)에서는 극  안락사에 한 지지율이 2001년 16.3%에서 2009년 49.5%로 

에 띄게 증가했음을 보고하고 있다. 한 인도에서 연구된 안락사에 한 간호사의 

인식연구(Poreddi et al., 2013)에서도 인도는 문화 으로 안락사를 받아들일 수 없

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35%의 간호사가 안락사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48%

는 안락사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폴란드에서 실시한 의료인  간호

학생, 환자가족의 안락사에 한 인식조사(Mickiewicz, Krajewska-Kulak, & 

Lewko, 2012) 결과에서는 간호학생  환자가족, 간호사(호스피스간호사가 아닌)

는 체 으로 안락사를 지지하고 법제화에 찬성하 으나, 호스피스 간호사들은 

극  안락사에 반 하는 것은 물론이고 법제화에도 반 하는 경향이 짙었다. 스

스에서 실시한 의 생, 종양 문의사, 호스피스치료사들의 안락사에 한 인식비

교연구(Marini, Neuenschwander, & Stiefel, 2006)에서도 호스피스 치료사들은 통

계 으로 매우 유의하게 안락사와 의사조력 자살에 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7

개국 유럽에서의 안락사에 한 일반  인식 조사 연구(Cohen et al., 2013)에서는 

안락사에 한 인식 정도가 극명하게 양극으로 나뉘어졌다. 신경외과의사와 수련

의 상의 연구(Broekman & Verlooy, 2013)에서도 안락사에 한 인식은 유럽 각 

나라의 안락사 법제화의 여부에 따라 인식의 정도가 다르며, 안락사에 익숙하지 

않은 국가에서 안락사가 법제화 된다면 부분의 의사가 안락사를 시행할 의지가 

있음을 보고했다. 그리고 안락사에 한 인식차이의 가장 큰 향요인으로는 종교

의 향이 가장 크다고 보고했다(Cohen et al., 2013; Poreddi et al., 2013) 그 밖에

도 각 나라의 문화, 사회경제  수 이 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 다. 

이 듯 안락사에 한 논쟁은  세계 으로 계속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조

만간 입법 련한 문제제기가 될 것으로 보여 이에 한 의료인은 물론 일반인의 

인식을 살펴 법제화 등 사회 , 국가  기 을 확립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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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 구  방법

A .  연 구  설 계

본 연구는 생명존 과 련된 쟁 인 낙태, 자살, 안락사에 한 학생들의 인

식을 악하기 한 서술  조사연구이다.

B .  연 구 상

본 연구는 서울지역, 경기지역, 지방 도시에 소재한 3개의 학에 재학 인 

만 19세 이상의 학생  본 연구의 목 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를 

편의 표집 하 다.

표본의 크기는 Cohen의 표본추출 공식에 따른 표본 수 계산 로그램인 

G-power 3.1 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 다. 유의수  5%, 효과크기 0.3, 검정력 

80%로 하 을 때  필요한 최소 표본 수는 143명이었으며, 총 설문 응답자는 

153명 있었으나 미 표기 문항이 많은 설문지 12부를 제외하여 최종 분석 상자는 

131명이며 이는 검정력 70%에 해당하 다.

C .  연 구 도 구

1 .  일 반  특 성

학생의 일반  특성은 성별, 연령, 학년, 공, 종교유무, 경제상태, 죽음 련

경험, 낙태경험, 자살생각경험, 생명 련 교육 여부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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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낙 태 에  한  인 식

낙태란 태어나서 생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태 기간 이 에 인 인 방법 

즉 약물이나 기구 등을 사용하여 태아를 자궁으로부터 배출 는 제거하는 불법 

인공임신 을 의미한다(형법’269 조’).

본 연구에서는 이 숙(1990)이 고안하고, 이규숙(2002)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본 

연구의 목 에 맞도록 낙태 반  정도를 나타내는 8 문항을 사용하 다. 4  Likert 

척도로 되어 있으며,  ‘찬성’ 4 , ‘ 체로 찬성’ 3 , ‘ 체로 반 ’ 2 , ‘반 ’ 1 으

로 수화 하 으며, 역문항인 4 번 문항은 역산하 다. 총 수가 높을수록 낙태반

를 지지하는 것이다. 문항의 를 들면 ‘원하지 않은 임신의 경우라도 낙태는 실시되

어서는 안 된다’에서 ‘찬성’이라고 응답하는 것이 가장 낙태반 를 지지하는 것이다.

도구의 신뢰도(Cronbach's alpha)는 이규숙(2002)의 연구에서 .71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68 이었다. 

3 .  자 살 에  한  인 식

Domino 등 (1980)이 개발한 자기보고형 설문지인 SOQ 에서 반형진(1989)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하고 송성호(2009)가 한국인의 문화에 맞게 재구

성한 도구를 사용하 다.

총 58문항으로 5  Likert 척도로 되어 있으며, ‘  그 다’ 2 , ‘그 다’ 1 , 

‘모르겠다’ 0 , ‘아니다’ -1 , ‘  아니다’ -2 으로 합산하여 총 수가 낮을수

록 자살에 안 인식수 이 높음을 나타낸다. 문항의 를 들면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은 게 정신 으로 병든 사람이다’, ‘자살 시도자들은 모두 종교심이 은 사

람이다’ 에서 ‘  아니다’ 의 방향으로  응답하는 것이 자살에 한 인식수 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신뢰도(Cronbach's alpha)는 송성호(2009)의 연구에서는 .82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5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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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안 락 사에  한  인 식

안락사란 죽음에 임박한 불치의 환자를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안락하게 죽게 

하는 행 를 말한다. 구체 으로 소극  안락사는 회복 불가능한 환자에게 의미 

없는 치료를 단하고( 를 들면 산소호흡기 제거 등) 진통제나 안정제만을 투여

하여 환자의 고통을 여주면서 빠른 시간 안에 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

한다. 극  안락사는 회복 불가능한 환자가 ‘고귀하게 죽을 권리’와 ‘경제 인 문

제’, ‘참을 수 없는 고통’ 등의 이유를 들어 독극물이나 가스 투여 등으로 죽음에 

이르도록 요청할 때 이를 도와주어 사망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류 신, 

2002; 이인 , 2008; 구 모 et al., 2010).

본 연구에서는 류 신(2002)이 기존의 설문지와 여러 참고문헌을 토 로 만든 

설문지를 사용하여 안락사를 소극  안락사와 극  안락사로 구분하고 이에 

한 찬성  반 를 표시하게 한 후 추가 으로 찬성한 이유와 반 한 이유를 선

택하도록 하 다. 설문은 총 9 문항으로 소극  안락사에 한 문항(5 문항), 극

 안락사에 한 문항(3 문항), 법률제정에 한 문항 (1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D .  자 료  수 집 방법

1 .  연 구 상 자 의 윤 리 인  고 려

연구 상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라도 철회가 가능하며, 설문지는 연구목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연구 참여자의 개인 인 정보는 비 이 보장

된다는 내용으로 구성하 고, 연구자의 이름을 기재하 다. 설문참여에 동의한 

상자에게 서면동의서를 받고, 설문에 자발 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연구 상자

의 윤리  측면을 고려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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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자 료 수 집 과  차  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소속 학의 기 생명윤리 원회의 심의 승인을 받은 

후(IRB번호: 2013-0036) 실시하 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3년 10월 11일부터 2013

년 10월 30일 까지 이루어졌고 학생들에게 연구목 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 

실시하 다. 자가보고 형식의 설문지로 약 15분가량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편향되

거나 부정직한 응답을 가능한 피하기 해 익명성을 보장하고 설문지는 응답 후 

즉시 회수하 다. 수거 된 총 153부  미 표기 문항이 많은 설문지 12부를 제외

한 총 131명을 최종 분석 상으로 하 다. 

E .  자 료  분 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로그램을 이용하여 산 통계처리하 다.

1. 상자의 낙태, 자살, 안락사에 한 인식은 변수의 특성에 따라 실수, 백분율, 

평균과 표 편차를 산출하 다.

 

2.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낙태, 자살, 안락사에 한 인식의 차이는 t-test 로 

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악하 다.

3. 상자의 낙태, 자살, 안락사에 한 인식간의 계는 변수의 특성에 따라 카이

제곱검정  상 분석을 통해 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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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연 구 의 제 한

1. 서울지역 1 개. 경기지역 1 개, 지방 도시 1 개의 학에 재학 인 학생 131

명을 비확률표출법인 편의표출법에 의해 선정하여 연구하 기 때문에 체 

학생으로 확 해석하기가 어렵다.

2. 낙태, 자살, 안락사와 같은 윤리 련 쟁 은 주  가치 이기 때문에 찰이 

어렵고 자기보고 척도에 의한 조사이기 때문에 상자가 솔직한 응답을 하지 

않고 상자 자신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항목에 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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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 구  결과

A .  상 자 의 인 구  사회 학  특 성

본 연구의 상자인 학생의 인구사회학  특성은 <표 1>과 같다. 체 응답

자 131명  성별은 남학생이 65명(49.6%), 여학생이 66명(50.4%)으로 비슷하 다. 

평균 연령은 21.12세 다. 상자의 학교분포는 서울소재의 학이 71명(54.2%)으

로 가장 많았고, 경기소재의 학이 30명(22.9%), 지방도시소재의 학이 30명

(22.9%)으로 같았다. 상자의 학과는 교육계열이 30명(22.9%)으로 가장 많았고, 

공학계열이 28명(21.4%), 의학계열이 27명(20.6%), 인문사회계열이 27명(20.6%),  

스포츠계열이 13명(9.9%), 기타계열이 6명(4.6%)순이었다. 학년은 3학년이 47명

(35.9%)으로 가장 많았고, 2학년이 34명 (26%), 1학년이 27명(20.6%), 4학년이 19

명(14.5%), 4학년이상의 과학년은 4명(3.1%)이었다. 상자의  거주형태는 기

숙사가 64명(48.9%), 부모님과 함께 거주가 53명(40.5%)으로 부분이었다. 종교는 

무교가 74명(56.5%)으로 가장 많았고, 기독교가 36명(27.5%), 천주교가 12명 

(9.2%), 불교가 9명(6.9%)이었다. 가정의 월 평균 수입(만 원)은 200이상~500이하

가 53명(40.5%)으로 가장 많았고, 500이상~700이하가 31명(23.7%), 700이상은 29명

(22.2%), 200이하는 16명(12.2%)이었다. 죽음에 한 생각을 해 본  있는지에 

한 질문에는 ‘있다’가 95명(72.5%), ‘없다’가 36명(27.5%)으로 응답하 다. 생명 련

교육을 받아본  있는지에 한 질문에는 ‘있다’ 86명(65.6%), ‘없다’ 45명(34.4%)

이 응답하 다. 낙태에 해 내가 아는 정도에 한 응답은 ‘약간 안다’가 69명

(52.7%)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당히 안다’가 44명(33.6%), ‘매우 잘 안다’ 9명

(6.9%), ‘모른다’ 9명(6.9%) 순으로 나타났다. 자살에 해 내가 아는 정도 역시 

‘약간 안다’가 60명(45.8%)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당히 안다’가 49명(37.4%), ‘매우 

잘 안다’ 11명(8.4%), ‘모른다’ 11명(8.4%) 순으로 나타났다. 안락사에 해 내가 

알고 있는 정도는 ‘약간 안다’가 66명(50.4%)으로 가장 높았으며, ‘상당히 안다’는 

46명(35.1%), ‘모른다’ 13명(9.9%), ‘매우 잘 안다’ 6명(4.6%)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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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n ( %) M±SD

성별 남 65 (49.6)

여 66 (50.4)

연령(만 세) 21.12±2.65

학교 서울시 소재(Y 학교) 71 (54.2)

경기도 소재(K 학교) 30 (22.9)

지방도시 소재(B 학교) 30 (22.9)

학과 교육계열 30 (22.9)

공학계열 28 (21.4)

의학계열 27 (20.6)

인문사회계열 27 (20.6)

스포츠계열 13 (9.9)

기타 6 (4.6)

학년 1학년 27 (20.6)

2학년 34 (26)

3학년 47 (35.9)

4학년 19 (14.5)

4학년 과 4 (3.1)

 거주형태 부모님과 함께 53 (40.5)

자취 11 (8.4)

기숙사 64 (48.9)

하숙 22 (1.5)

기타 1 (0.8)

종교 기독교 36 (27.5)

불교 9 (6.9)

천주교 12 (9.2)

무교 74 (56.5)

가정의 월평균 수입(만원) 200이하 16 (12.2)

                (결측: 2명) 200이상~500이하 53 (40.5)

500이상~700이하 31 (23.7)

700이상 29 (22.2)

죽음에 한 생각 여부 없다 36 (27.5)

있다 95 (72.5)

생명 련교육여부 없다 45 (34.4)

있다 86 (65.6)

<표 1> 상자의 인구사회학  특성

( N=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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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n ( %) M±SD

낙태에 해 아는 정도 모른다 9 (6.9)

약간 안다 69 (52.7)

상당히 안다 44 (33.6)

매우 잘 안다 9 (6.9)

자살에 해 아는 정도 모른다 11 (8.4)

약간 안다 60 (45.8)

상당히 안다 49 (37.4)

매우 잘 안다 11 (8.4)

안락사에 해 아는 정도 모른다

약간 안다

상당히 안다

매우 잘 안다

<표 1> 상자의 인구사회학  특성(계속)

( N=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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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상 자 의 낙 태  련  인 식

   학생의 낙태와 련된 인식은 <표2>와 같다. 낙태 련 인식은 남학생과 여

학생으로 나 어 분석하 다. 낙태반 정도를 나타내는 ‘낙태인식’ 수의 평균은 

남학생 2.77 , 여학생은 2.74로 남학생이 낙태를 더 반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낙태를 하는데 의사결정자를 묻는 질문에

는 남학생 55명(84.6%), 여학생 64명(97%) 모두 ‘임신한 여성’이라고 응답한 비율

이 가장 높았다. ‘태아’에게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남학생 6명(9.2%), 여학생 2명

(3.0%)이었으며, ‘부모님’, ‘남자친구 는 배우자’라고 응답한 상자는 모두 남학

생으로 각 1명(0.9%), 3명(4.6%) 이었다. 

   본인 는 여자 친구의 낙태경험 유무에 해 남학생은 ‘없다’ 61명(93.8%), ‘있

다’ 4명(6.2%)이 응답했으며, 여학생은 ‘없다’ 66명(100%), ‘있다’ 라고 응답한 상

자는 0명 (0%)으로 나타났다. 이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χ²=4.189, 

p=.041). 친구가 원치 않은 임신을 했을 시에 한 선택은 ‘임신을 해도 낳지 않을 

수 있다(낙태찬성)’가 남학생 31명(47.7%), 여학생 38명(57.6%)으로 가장 높은 비

율을 나타냈다. ‘반드시 낳는다(낙태반 )’는 남학생13명(20%), 여학생 10명(15.2)으

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 다.

   본인이 원치 않은 임심을 했을 경우의 선택에서도 ‘임신을 해도 낳지 않을 수 

있다(낙태찬성)’가 남학생 28명(43.1%), 여학생 38명(57.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 으며, 그 다음 높은 비율은 친구의 경우와 달리 ‘반드시 낳는다(낙태반 )’가 

남학생 25명(38.5%), 여학생 17명(25.8%)의 비율을 보 고 ‘입양 등 다른 방법을 

모색한다’ 가 남학생 12명(18.4%), 여학생 11명(16.6%)으로 가장 낮았다. 낙태가 

여성의 신체 , 정신  건강에 미치는 악 향에 해 아는가에 한 답변은 남녀 

모두에서 ‘조  알고 있다’ 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남학생 46명(70.8%), 여학생 

37명(56.1%)의 비율을 보 다. 낙태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아는가는 라는 질문에는 

남학생 57명(87.7%), 여학생 56명(84.8%)이 ‘알고 있다’라고 응답했다.



문항 구분

남

(N=65)

여

(N=66)
χ²/t  p

n (%) n (%)

M±SD

낙태인식 (낙태반 정도) 2.77± 0.43 2.74 ± 0.41 0.323 .747

낙태 의사결정자 임신한 여성 55 (84.6) 64 (97.0)

6.673 .083

부모님 1 (1.5) 0 (0)

남자친구 는 배우자 3 (4.6) 0 (0)

태아 6 (9.2) 2 (3.0)

시부모나 어른 0 (0) 0 (0)

낙태 경험 없다 61 (93.8) 66 (100)
4.189 .041*

있다 4 (6.2) 0 (0)

원치 않은 임신 시 결정(친구) 반드시 낳는다 13 (20) 10 (15.2)

낳지 않을 수 있다 31 (47.7) 38 (57.6) 1.325 .516

입양 등 다른방법모색 21 (32.3) 18 (27.3)

원치 않은 임신 시 결정(본인) 반드시 낳는다 25 (38.5) 17 (25.8)

낳지 않을 수 있다 28 (43.1) 38 (57.6) 3.075 .215

입양 등 다른방법모색 12 (18.4) 11 (16.6)

낙태가 여성에게 미치는 악 향 잘 알고 있다 14 (21.5) 23 (34.8)

조 알고 있다 46 (70.8) 37 (56.1) 3.249 .197

알지 못한다 5 (7.7) 6 (9.1)

낙태가 불법이라는 사실 알고있다 57 (87.7) 56 (84.8)
0.223 .414

모르고 있다 8 (12.3) 10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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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 0 5 * * p<  . 0 1 * * * p<  . 0 0 1

<표 2> 상자의 낙태 련 인식

                                                                                       

( N=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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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내용 M±SD

낙태는 원하지 않는 성별의 경우라도 실시되어서는 안 된다. 3.68±0.67

인구조 을 한 하나의 방법으로 낙태가 실시되어서는 안 된다. 3.51±0.89

의료인이 산모 는 태아의 생명을 하여 필요하다고 단될 경우에는 산모의 낙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3.05±0.81

만약 낙태가 산모의 건강에 해가 된다면 낙태는 실시되어서는 안 된다. 3.02±0.79

임신동안 태아에게 기형이 발견된 경우라도 낙태를 실시하여서는 안 된다. 2.51±0.86

양육능력이 없는 미혼모의 경우라도 낙태가 실시되어서는 안 된다. 2.49±0.90

원하지 않은 임신의 경우라도 낙태는 실시되어서는 안 된다. 2.11±0.83

†계속 인 임신상태가 임부의 생명을 태롭게 한다면 산모를 구하기 하여 낙태

를 실시할 수 있다.
1.53±0.62

   낙태인식을 나타내는 문항별 수는 <표 3>과 같다. 가장 강하게 낙태 반  

입장을 보인 문항은 ‘원하지 않은 성별의 태아를 임신했을 경우’로 평균이 3.68

이었다. 가장 낮은 수를 보여 낙태 찬성의 입장을 보인 문항은 ‘임신상태가 임부

의 생명을 태롭게 할 때’로 평균 1.53 이었다.

<표3> 낙태인식의 문항별 수                                                

                                                                     ( N=131)

†역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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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N   %

M±SD

자살 인식 -0.21 ± 0.29

일생 동안 자살 생각 여부 없다 81 (61.1)

있다 50 (38.2)

가까운 지인의 자살시도 는 자살 여부 없다 103 (78.6)

있다 28 (21.4)

C .  상 자 의 자 살 련  인 식

   학생의 자살 련 인식은 <표 4>와 같다. 자살인식 수는 평균 -0.21  이

었으며 표 편차가 0.29 이었다. 일생동안 자살 생각을 해 본  있는 지에 한 

질문에는 ‘없다’가 81 명(12.1%)이었으며, ‘있다’가 50 명(38.2%)이었다. 가까운 지인

(가족 는 친구)의 자살 는 자살시도 경험이 있는지에 한 질문은 ‘없다’가 

103 명(78.6%), ‘있다’가 28 명(21.4%)으로 나타났다. 

<표4> 상자의 자살 련 인식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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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 인식의 각 문항별 분포는 <표 5>와 같다. ‘자살을 시도하는 부분의 사

람은 외롭고 우울하다’의 문항에서 ‘그 다’와 ‘  그 다'의 비율이 각각 84 명

(64.1%)과 19 명(14.5%)이었으며, ‘자살할 때는 이성 으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막아야한다’는 문항의 응답은 ‘그 다’와 ‘  그 다’의 비율이 각각 62 명

(47.3%), 36 명(27.5%)이었다. 이는 반 진(1989)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한 

자살시도자의 연령과 련된 문항인 ‘자살은 노인과 허약자에게 용납될 수 있다’ 

와 ‘자살을 행할 가능성은 은 사람보다 노인에게 많다’의 문항에서는 ‘  아니

다’  ‘아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116 명(88.6%), 96 명(73.3%) 이었다. 

   ‘자살은 정상 인 행 다’라는 문항에 ‘  아니다’  ‘아니다’ 로 응답한 비율

이 108 명(82.4%) 이었으나 ‘우리 모두는 자살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는 문항에

서는 ‘그 다’  ‘  그 다’ 로 응답한 비율이 109 명(75.6%) 이었다. ‘애국심으

로 자살하는 사람들은 용기가 있어서라기 보가 큰 모험을 하는 것을 즐겨하기 때

문이다’ 문항에서는 ‘  아니다’  ‘아니다’의 응답 비율이 78%(74.9%) 이었으

며, ‘ 험한 스포츠( : 자동차 경주)를 즐기는 사람은 무의식  자살을 원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문항은 106 명(80.9%) 가 ‘  아니다’  ‘아니다’로 응답하

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살을 원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 개인의 일이므로 방해해서

는 안 된다’ 문항 역시 ‘  아니다’  ‘아니다’로 응답한 비율이 113 명(86.2%)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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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자살 인식의 문항별 분포

( N=131)

문항 아니다
아니다

모르

겠다
그 다

그 다 M±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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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살을 시도하려는 부분 사람들은 외롭고 우울하다. 1 (0.8) 12 (9.2) 15 (11.5) 84 (64.1) 19 (14.5)  0.82±0.81 

2. 자살은 동양에서 보다 서양에서 더 높다 7 (5.3) 38 (29.0) 80 (61.1) 5 (3.8) 1 (0.8) -0.34±0.67

3. 자살 발생률은 종교  향이 을수록 높다. 7 (5.3) 27 (20.6) 62 (47.3) 28 (21.4) 7 (5.3)  0.01±0.92

4. 만약 나의 가족  한 사람이 자살을 한다며 부끄러움을 느

낄 것이다.
28 (21.4) 52 (39.7) 22 (16.8) 27 (20.6) 2 (1.5) -0.59±1.08

5. 부분의 자살자들은 원래 충동 이다. 10 (7.6) 56 (42.7) 11 (8.4) 49 (37.4) 5 (3.8) -0.13±1.11

6. 많은 자살자들은 군가에게 복수를 하고 싶어 하는 복수의 

결과이다.
18 (13.7) 73 (55.7) 30 (22.9) 10 (7.6) 0 (0) -0.36±0.78

7. 자살할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자살을 행하는 

일이 다.
4 (3.1) 32 (24.4) 38 (29.0) 48 (36.6) 9 (6.9)  0.20±0.98

8. 자살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게 많다. 9 (6.9) 37 (28.2) 54 (41.2) 28 (21.4) 3 (2.3) -0.16±0.91

9. 애국심으로 자살하는 사람들은 용기가 있어서라기보다 큰 

모험을 하는 것을 즐겨 하기 때문이다.
23 (17.6) 75 (57.3) 24 (18.3) 7 (5.3) 1 (0.8) -0.86±0.79

10. 자살은 불치의 질병이 있을 때에 그 병에서 벗어나기 하

여 용납 될 수 있는 방법이다.
19 (14.5) 44 (33.6) 48 (36.6) 19 (14.5) 1 (0.8) -0.47±0.93

11.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은 게 정신 으로 병든 사람이다. 5 (3.8) 37 (28.2) 18 (13.7) 57 (43.5) 14 (10.7)  0.29±1.10

12. 자살의 행동에서 나타나는 망감은 종교의 가르침과는 상

반되는 것이다.
3 (2.3) 26 (19.8) 68 (51.9) 30 (22.9) 4 (3.1)  0.05±0.80

13. 부분의 자살자들은 수년 부터 자살에 하여 생각해 

온 사람들이다.
7 (5.3) 54 (41.2) 31 (23.7) 31 (23.7) 8 (6.1) -0.16±1.04

14. 자살은 노인과 허약자에게는 용납될 수 있다. 50 (38.2) 65 (49.6) 12 (9.2) 4 (3.1) 0 (0) -1.23±0.74

15. 서로 다른 문화  환경에서 자란 것과 자살률은 아마도 

련이 없을 것이다.
18 (13.7) 58 (51.9) 20 (15.3) 23 (17.6) 2 (1.5) -0.59±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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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자살 인식의 문항별 분포 (계속)

( N=131)

문항 아니다
아니다

모르

겠다
그 다

그 다 M±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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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자살은 인간이 근본 으로 공격 이고 괴 인 본능이 있

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
20 (15.3) 51 (38.9) 32 (24.4) 25 (19.1) 2 (1.5) -0.48±1.02

17. 부분의 자살자들은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노인들이다. 58 (44.3) 58 (44.3) 14 (10.7) 1 (0.8) 0 (0) -1.32±0.69

18. 다정한 로를 함으로써 자살을 생각한 사람의 마음을 바

꾸게 하는 경우는 드물다.
24 (18.3) 83 (63.4) 17 (13.0) 6 (4.6) 1 (0.8) -0.44±0.75

19. 자살을 행하는 사람들은 허약한 성격구조를 가지고 있음이 

틀림없다.
22 (16.8) 52 (39.7) 19 (14.5) 33 (25.2) 5 (3.8) -0.40±1.11

20. 자살자들  많은 비율은 탄된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들

이다.
21 (16.0) 41 (31.3) 34 (26.0) 29 (22.1) 6 (4.6)  0.32±1.12

21. 자살을 행할 가능성은 은 사람보다 노인에게 많다. 22 (16.8) 74 (56.5) 26 (19.8) 9 (6.9) 0 (0) -0.83±0.78

22. 자살자들은 내세(미래의 세상)을 믿지 않는다. 9 (6.9) 31 (23.7) 73 (55.7) 16 (12.2) 2 (1.5) -0.22±0.87

23. 자살기도자의 형 인 양상은 군가에게 복수를 하려는 

것이다.
22 (16.8) 71 (54.2) 28 (21.4) 10 (7.6) 0 (0) -0.8±0.80

24. 한번 자살을 시도한 사람은 언제까지나 자살할 마음을 가

지고 있다.
5 (3.8) 44 (33.6) 31 (23.7) 43 (32.8) 8 (6.1)  0.04±1.03

25. 자살이 문제 해결에 가장 명한 결정이라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35 (26.7) 36 (27.5) 28 (21.4) 30 (22.9) 2 (1.5)  0.55±1.15

26. 자살할 때는 이성 으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자살시도를 

막아야 한다.
1 (0.8) 5 (3.8) 27 (20.6) 62 (47.3) 36 (27.5)  0.97±0.84

27. 자살의 기를 넘기고 난 뒤 편안해 보이는 것은 그 험

한 고비가 지나갔음을 나타낸다.
5 (3.8) 47 (35.9) 48 (36.6) 26 (19.8) 5 (3.8) -0.16±0.91

28. 험한 스포츠 ( : 자동차 경주)를 즐기는 사람은 무의식 

 자살을 원하는 사람들이다.
52 (39.7) 54 (41.2) 20 (15.3) 5 (3.8) 0 (0) -1.17±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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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자살 인식의 문항별 분포 (계속)

( N=131)

문항 아니다
아니다

모르

겠다
그 다

그 다 M±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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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은이( : 학생)는 살아가는데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고 보기 때문에 은이의 자살은 우리를 특히 의아하게 만든다.
13 (9.9) 46 (35.1) 28 (21.4) 37 (28.2) 7 (5.3) -0.16±1.10

30. 자살시도에서 한번 살아난 사람은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다.
16 (12.2) 59 (45.0) 37 (28.2) 16 (12.2) 3 (2.3) -0.43±0.93

31. 일반 으로 자살은 용서할 수 없는 죄악이다. 8 (6.1) 41 (31.3) 26 (19.8) 45 (34.4) 11 (8.4)  0.08±1.11

32. 미수에 그친 자살자들은 자신의 내  동기를 이해하기 

해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한다.
0 (0) 0 (0) 8 (6.1) 70 (53.4) 53 (40.5)  1.34±0.59

33. 자살은 정상 인 행 이다. 41 (31.3) 67 (51.1) 18 (13.7) 4 (3.1) 1 (0.8) -1.09±0.79

34. 치명 인 자동차 사고의 희생자들은 실제에 있어서 무의식

으로 자살을 행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있다.
21 (16.0) 56 (42.7) 45 (34.4) 8 (6.1) 1 (0.8) -0.67±0.84

35. 공공장소(다리, 고층빌딩)에서 자살을 하려는 사람들은 주

의 심을 끄는데 더 흥미를 가지고 있다.
14 (10.7) 35 (26.7) 48 (36.6) 29 (22.1) 5 (3.8) -0.18±1.02

36. 부모가 자살한 사람은 자살 험률이 더 높다. 4 (3.1) 17 (13.0) 45 (34.4) 49 (37.4) 15 (11.5)  0.42±0.96

37. 자살은 매우 심각한 윤리  죄악이다. 3 (2.3) 32 (24.4) 46 (35.1) 38 (29.0) 12 (9.2)  0.18±0.98

38. 자신의 명 를 지키기 해 행하는 자살은 잘못된 태도라

기보다는 문화 인 가치 의 소 이다.
3 (2.3) 53 (40.5) 42 (32.1) 29 (22.1) 4 (3.1) -0.17±0.90

39. 만약 어떤 사람이 자살을 원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 개인의 

일이므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
43 (32.8) 70 (53.4) 13 (9.9) 4 (3.1) 1 (0.8) -1.15±0.77

40. 근본 으로 자살기도는 “도움을 청하는 호소”이다. 2 (1.5) 8 (6.1) 25 (19.1) 74 (56.5) 22 (16.8)  0.41±0.84

41. 비만한 사람이 정상 인 체 을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이 자

살을 시도한다.
16 (12.2) 30 (22.9) 70 (53.4) 14 (10.7) 1 (0.8) -0.35±0.85

42. 웅 인 자살( : 수류탄을 들고 진에 투신)은 다른 자

살( : 다리에서 투신)과는 다르게 보아야 한다.
4 (3.1) 12 (9.2) 17 (13.0) 69 (52.7) 28 (21.4)  0.81±0.98

43. 유서에서 흔히 달하려는 것은 외로움에 한 것이다. 1 (0.8) 15 (11.5) 35 (26.7) 67 (51.1) 13 (9.9)  0.48±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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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자살 인식의 문항별 분포 (계속)

( N=131)

문항 아니다
아니다

모르

겠다
그 다

그 다 M±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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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보통의 경우 자살자의 가족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하

는지에 해 알 지 못한다.
3 (2.3) 17 (13.0) 40 (30.5) 67 (51.1) 4 (3.1)  0.40±0.83

45. 자살은 신이나 자연의 법칙에 어 나는 것이다. 6 (4.6) 28 (21.4) 39 (29.8) 43 (32.8) 15 (11.5)  0.25±1.06

46.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보편 으로 타인으로부터 동정

심을 얻으려는 사람들이다.
6 (4.6) 49 (37.4) 44 (33.6) 26 (21.4) 3 (2.3) -0.21±0.91

47. 자살자들은 확고한 종교  신념이 없다. 17 (13.0) 44 (33.6) 53 (40.5) 11 (8.4) 4 (3.1) -0.46±0.93

48. 고아나 가족  연 가 없는 사람은 보다 더 자살을 시도하

는 경향이 있다.
5 (3.8) 22 (16.8) 43 (32.8) 50 (38.2) 11 (8.4)  0.31±0.97

49. 우리 모두는 자살을 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2 (1.5) 10 (7.6) 20 (15.3) 82 (62.6) 17 (13.0)  0.78±0.82

50. 자살은 단지 문명사회에서만 발생한다. 23 (17.6) 63 (48.1) 37 (28.2) 7 (5.3) 1 (0.8) -0.76±0.83

51. 자살로 사망한 사람은 자연 으로 사망한 사람과 같은 묘

지에 묻  져서는 안 된다.
45 (34.4) 59 (45.0) 23 (17.6) 2 (1.5) 2 (1.5) -1.09±0.84

52. 부분의 자살자들은 신을 믿지 않는다. 11 (8.4) 40 (30.5) 70 (53.4) 9 (6.9) 1 (0.8) -0.39±0.77

53. 독자인 어린이는 형제가 2명 이상이 되는 어린이보다 어른

이 되었을 때 더 자살을 많이 한다.
13 (9.9) 29 (22.1) 70 (53.4) 17 (13.0) 2 (1.5) -0.26±0.86

54. 자살기도자들은 자살하지 않은 사람보다 완고하고 융통성

이 은 사람이다.
6 (4.6) 46 (35.1) 56 (42.7) 22 (16.8) 1 (0.8) -0.26±0.81

55. 자살기도자의 부분은 사망한다. 5 (3.8) 51 (38.9) 59 (45.0) 15 (11.5) 1 (0.8) -0.34±0.76

56. 자살기도자들은 모두 종교심이 은 사람이다. 9 (6.9) 50 (38.2) 60 (45.8) 12 (9.2) 0 (0) -0.43±0.75

57. 사람들은 스스로 그들 자신의 생명을 거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9 (6.9) 32 (24.4) 47 (35.9) 28 (20.6) 16 (12.2)  0.07±1.10

58. 자살기도자의 부분은 자살을 실패한다. 2 (1.5) 24 (18.3) 86 (65.6) 19 (14.5) 0 (0) -0.07±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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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상 자 의 안 락 사 련  인 식

   학생의 안락사 련 특성은 <표 6>과 같다. 소극  안락사에 한 찬반 여부

는 ‘찬성’ 113 명(86.3%)이었으며, ‘반 ’ 18 명(13.7%)의 비율로 다수가 소극  

안락사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극  안락사에 한 찬반 여부는 

‘찬성’이 55 명(42.0%), ‘반 ’가 76 명(58.0%)으로 반 하는 비율이 높았다.

   본인이 불치병으로 회생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극  안락사를 요청할 것인가라

는 질문에는 82 명(62.6%)이 ‘요청 한다’고 하 으며, 30 명(22.9%)은 ‘경제  문제

를 고려 후 결정’ 한다고 응답했으며, 19 명(14.5%)만이 ‘요청 하지  않겠다’고 응

답했다. 그러나 가족이 회생불능으로 소극  안락사 요청 시에 해서는 ‘무조건 

따름’은 14 명(10.7%)으로 가장 낮았으며, ‘법률  문제 고려 후 결정’이 60 명

(45.8%)으로 가장 높았으며 ‘따르지 않겠다’가 그 뒤를 이어 37 명(28.2%)으로 나

타났다. 

   소극  안락사와는 달리 본인의 극  안락사에 한 요청에 해서는 ‘요청

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65 명(49.6%)으로 가장 높았으며 가족의 요청에 해서도 

‘따르지 않겠다’가 76 명(58.0%)으로 가장 높았다, ‘법률  문제가 없다면 따르겠다’

가 28 명(21.4%)이었으며, ‘무조건 따르겠다’는 응답은 6 명(4.6%)로 가장 낮았다. 

   안락사의 법제화 필요성에 해서는 91 명(69.5%)이 ‘필요하긴 하지만 좀 더 논

의가 필요하다’고 하 으며, ‘당장필요하다’ 17 명(13.0%), ‘잘 모르겠다’ 15 명

(11.5%), ‘필요 없다’ 8 명(6.1%)순으로 나타났다. 본인 주  불치병이나 장기 입원

환자 유무에 해서는 ‘없다’ 80 명(61.1%), ‘있다’ 51 명(38.9%)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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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구분  N  (%)

소극  안락사 찬성여부 찬성 113 (86.3)

반 18 (13.7)

소극  안락사 요청 시 (본인) 요청 82 (62.6)

경제  문제 고려 후 결정 30 (22.9)

요청 안함 19 (14.5)

소극  안락사 요청 시 (가족) 무조건 따름 14 (10.7)

법률  문제 없다면 따름 60 (45.8)

경제  문제 고려 후 결정 20 (15.3)

따르지 않음 37 (28.2)

극  안락사 찬성여부 찬성 55 (42.0)

반 76 (58.0)

극  안락사 요청 시 (본인) 요청 41 (31.3)

경제  문제 고려 후 결정 25 (19.1)

요청 안함 65 (49.6)

극  안락사 요청 시 (가족) 무조건 따름 6 (4.6)

법률  문제 없다면 따름 28 (21.4)

경제  문제 고려후 결정 21 (16.0)

따르지 않음 76 (58.0)

안락사 법제화 필요성 당장 필요하다 17 (13.0)

필요하지만 좀 더 논의 91 (69.5)

필요없다 8 (6.1)

잘 모르겠다 15 (11.5)

본인 주변 불치병, 장기 환자 경험 유무 없다 80 (61.1)

있다 51 (38.9)

<표 6> 상자의 안락사 련 인식

( N=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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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  안락사 찬성이유 n   %

소계 113

회생 가능성이 없이 고통 받는 환자에게 무의미한 치료를 계속하는 것은 사실상 

고문행 이며 편안히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자비로운 일이다
50 (47.2)

인간은 구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고귀하게 죽을 권리가 있어서 20 (18.9)

환자가 치료하기를 거부하는데도 의사가 치료를 강행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라는 

인간의 기본권과 환자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비윤리  행 이기 때문이다.
14 (13.2)

불치병으로 인한 심한 고통을 받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기 때문에 12 (11.3)

불치병 치료를 해 가족에게 경제  부담을 주기 싫어서 10 (9.4)

소극  안락사 반 이유  n   %

소계 18

인간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 한 것이므로 함부로 다룰 수 없기 때문에 10 (55.6)

강력한 진통제나 안정제 등 환자의 고통을 경감시킬 효과  방법이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 하고 안락사를 행하는 것은 경솔하고 지나친 행 이기 때문이다.
3 (16.7)

안락사를 악용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2 (11.1)

의사가 잘못 진단할 수도 있으므로 2 (11.1)

의학의 발 , 민간요법, 종교  방법 등으로 기계 으로 치료될 수도 있으므로 1 (5.6)

   소극  안락사의 찬성과 반 에 한 이유는 <표 7>과 같다. 소극  안락사를 

찬성하는 이유는 소극  안락사를 찬성하는 체 113 명 에 ‘고통 받는 환자에게 

무의미한 치료를 하는 것이 사실상 고문이며 편안히 죽도록 돕는 것이 자비로운 

일이다’ 가 50 명(47.2%)으로 가장 높았으며, 소극  안락사를 반 하는 이유는 소

극  안락사를 반 하는 체 18 명 에 ‘인간 생명은 그 무엇보다 소 하기 때문

에’ 가 10 명(55.6%)으로 가장 높았다.

<표 7> 소극  안락사 찬성 및 반대의 이유                         

                                                                    ( N=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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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  상 자  일 반  특 성 에  따 른  낙 태 ,  자 살 ,  안 락 사 인 식 비 교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낙태, 자살, 안락사 인식의 비교는 <표 8>과 같

다. 성별에 따른 낙태인식의 차이는 남학생이 평균 2.77 , 여학생이 평균 2.74

으로 남학생이 낙태반 를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

었다. 자살인식은 남학생이 평균 -0.17 , 여학생이 평균 -0.27 으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자살인식수 이 높게 나타났다. 

   종교유무에 따른 낙태인식의 차이는 종교가 있는 학생의 평균은 2.77 , 종교

가 없는 학생은 평균 2.74 으로 종교가 있는 학생이 종교가 없는 학생보다 낙태 

반 를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자살인식은 종

교가 있는 집단은 -0.16 , 종교가 없는 집단은 -0.26 으로 종교가 없는 집단이 

종교가 있는 집단보다 자살인식 수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 으로 유의

미한 차이었다(p=.049). 

   죽음에 한 생각을 핸 본 이 있는 지에 한 낙태인식의 차이는 생각해본 

 있는 학생은 평균 2.79 , 해 본  없는 학생은 평균 2.66 으로 죽음에 해 

생각해 본  있는 학생이 낙태반 를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미하

지는 않았다. 자살인식은 죽음에 해 생각해 본 학생의 평균은 -0.22 , 생각해 

보지 않은 학생은 -0.20 으로 죽음에 해 생각해 본 학생이 자살에 해 인식 

수 이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미하지 않았다. 

   생명 련교육여부에 따른 낙태인식은 교육을 받은 학생의 평균은 2.76 , 교육

을 받지 않은 학생은 평균 2.75 으로 교육을 받은 학생이 받지 않은 학생에 비

해 낙태 반 를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

니었다. 자살인식은 생명 련 교육을 받은 학생이 평균 -0.24 , 받지 않은 학생

이 평균 -0.16 으로 교육을 받은 학생이 자살 인식 수 이 높게 나타났지만 유

의미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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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n (%)
낙태인식

(M±SD)
t p

자살인식

(M±SD)
t p

소극  안락사

χ² p

극  안락사

χ² p찬성  반 찬성  반

N (%) N(%) N (%) N(%)

성별 남 65 (49.6) 2.77±0.43
.10 .747

-0.17±0.29
1.90 .058

64(49.2) 1(100)
1.02 .312

54(48.2) 11(57.9)
0.60 .298

여 66 (50.4) 2.74±0.41 -0.27±0.30 66(50.8) 0(0) 58(51.8) 8(42.1)

종교유무
있다 57 (43.5) 2.77±0.43

0.40 .683
-0.16±0.28

1.96 .049*
57(43.8) 0(0)

0.77 .378
45(40.2) 12(63.2)

3.49 .053
없다 74 (56.5) 2.74±0.41 -0.26±0.30 73(56.2) 1(100) 67(59.8) 7(36.8)

죽음에 한

생각여부

있다 95 (72.5) 2.79±0.42
-1.55 .122

-0.22±0.30
0.18 .851

94(72.3) 1(100)
0.38 .537

83(74.1) 12(63.2)
.97 .323

없다 36 (27.5) 2.66±0.40 -0.20±0.27 36(27.7) 0(0) 29(25.9) 7(36.8)

생명 련

교육여부

있다 86 (65.6) 2.76±0.44
-1.55 .122

-0.24±0.30
2.07 .153

85(65.4) 1(100)
0.52 .468

71(63.4) 15(78.9)
1.74 .144

없다 45 (34.4) 2.75±0.37 -0.16±0.28 45(34.6) 0(0) 41(36.6) 4(21.1)

* p<  . 0 5 * * p<  . 0 1 * * * p<  . 0 0 1

<표 8>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낙태, 자살, 안락사 인식비교

  ( N=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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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상 자 의 낙 태 ,  자 살 ,  안 락 사에  한  인 식 간 의 계

   학생의 낙태, 자살 ,안락사에 한 인식간의 계는 <표 9>와 같다. 안락사

에 한 인식은 소극  안락의 경우와 극  안락사의 경우로 나 어 분석하

다. 소극  안락사에 찬성하는 그룹의 낙태인식 평균은 2.72 이며, 반 하는 그룹

은 2.95 으로 소극  안락사를 반 하는 그룹이 찬성하는 그룹에 비해 낙태 반

를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 으로 유의미했다(t=-2.115, p=.036). 극

 안락사의 경우는 극  안락사를 찬성하는 그룹은 낙태인식 수가 2.67 , 반

하는 그룹은 2.81 으로 극  안락사를 반 하는 그룹이 낙태 반 를 더 지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 으로는 유의확률 .05와 가까운 수치를 보 다

(t=-1.907, p=.059).

   자살에 한 인식과 안락사의 계는 소극  안락사의 경우 소극  안락사를 

찬성하는 학생이 반 하는 학생보다 자살인식 수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극  안락사의 경우는 극  안락사를 반 하는 학생이 찬성하는 학생보다 자

살인식 수 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

었다. 

   자살에 한 인식과 낙태에 한 인식을 상  분석한 결과 음의 계를 보이

는데, 이는 낙태반 를 지지할수록 자살인식 수 이 높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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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인식 자살인식

n (%) M±SD t or r p M±SD t or r p

소극적 안락사 찬성 113 (86.3) 2.72±0.41
-2.115 .036*

-0.22±0.31
-0.713 .482

반대 18 (13.7) 2.95±0.41 -0.18±0.22

적극적 안락사 찬성 55 (42.0) 2.67±0.39
-1.907 .059

-0.16±0.33
1.773 0.79

반대 76 (58.0) 2.81±0.42 -0.25±0.27

자살인식 -0.006 .942

* p<  . 0 5 * * p<  . 0 1 * * * p<  . 0 0 1

<표 9> 상자의 낙태, 자살, 안락사 인식간의 계                           

    ( N=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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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  의

   본 연구의 목 은 생명 련 쟁 인 낙태, 자살, 안락사에 한 학생의 인식

을 악하기 함이었으며, 본 장에서는 낙태, 자살, 안락사에 한 인식조사 결

과를 선행연구와 비교분석하여 논의하고 추후 간호학에 기여할 을 기술하고자 

한다.

A .  낙 태 에  한  인 식  

   최근 낙태에 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존 권을 한 「모자보건

법」개정이 사회 인 과제로 두되고 있는 이 시 에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낙

태에 한 인식은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나 어 분석한 결과, 낙태반 정도를 나타

내는 낙태인식 수는 남학생이 평균 2.77 , 여학생이 평균 2.74 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낙태반 를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낙태 의사결정자가 

구인지를 묻는 질문에 ‘임신한 여성에게 있다’ 는 응답이 남학생의 84.6%, 여학생

의 97% 이었다. 이는 낙태가 여성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책임 역시 

여자에게 있다는 의 을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을 한 추후 교육내용  

방법에 있어서 남녀의 차별화된 교육이 필요할 것이라 여겨진다.

   권선주(2003)의 연구에서 간호 학생과 의과 학생의 낙태인식을 조사한 결과

는 간호 학생 평균 2.66 , 의과 학생의 평균은 2.68 이었으며 조미경(2012)의 

연구에서는 간호과학생의 평균은 2.88 , 간호과가 아닌 학생의 평균은 2.80 으로 

본 연구 결과와 비슷한 수 이었다. 이규숙(2002)의 연구에서는 일반인의 낙태인

식 수 평균이 3.07 , 의료인의 낙태인식 수는 평균 3.05 으로 나타나 학생들

이 낙태에 해 더 한 입장임을 알 수 있었다. 낙태인식 문항 항목들의 평균 

분포는 선행연구와 일치되는 결과를 얻었으며 ‘임신유지가 산모의 건강에 해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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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의 평균이 1.53 으로 낙태를 가장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원치 않은 임

신 시’ 평균 2.11 , ‘양육능력이 없는 미혼모의 임신 시’의 평균은 2.49 의 순서로 

낙태에 찬성하는 경향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낙태를 가장 반 하는 항목은 평균 

3.68 을 보인 ‘원치 않은 성별의 태아인 경우’ 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한국 학생들은 다수의 학생이 낙태에 한 생명 우선

론, 선택 우선론, 그리고 충주의 입장 에서 여성 주의  을 변하고 있

는 ‘선택 우선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원치 않은 임신시의 결정

을 묻는 문항에서 남학생의 43.1% 여학생의 57.6%가 ‘낳지 않을 수 있다’ 로 응

답하며 남학생 과 여학생 모두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 다. 양선 (2004)의 연

구에서 고등학생의 40.5%가 원치 않은 임신 시 낙태를 할 것이라고 응답한 결과

와 이임순(2006)의 연구에서 미혼여성 41%가 ‘임신 시 낙태 할 것이다’ 라고 응

답한 결과와 비슷한 비율을 보 다. 스페인의 학생 연구(Rodríguez-Calvo, 

Martínez-Silva, Soto, Concheiro, & Muñoz-Barús, 2012)에서도 응답자의 66.5%

가 임신 시 낙태를 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미국의 연구(Buga, 2002; Carlton, 

Nelson, & Coleman, 2000)에서 학생의 54.7%가 낙태를 할 것이라고 응답하여 

낙태에 한 인식이 비슷한 수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낙태경험(남학생인 경우는 여자 친구의 낙태 경험)을 묻는 항목에서 남학생의 

경우 4%가 경험이 있다고 답한 반면, 여학생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률이 0%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χ²=4.189, p=.041). 이는 학생들이 과거에 비해 

낙태에 한 인식이 해 졌음에도 불구하고 무기명 응답을 통한 보고에서 조

차도 솔직하게 낙태경험보고를 하지 못하는 사회  분 기를 반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양선 , 2004). 

   한 낙태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한 질문에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80%가 넘는 학생이 ‘알고 있다’고 응답했음에도, 원치 않은 임신시의 낙태 

찬성률이 50%에 가까운 것은 재의 법이 실과의 괴리가 있음을 보여 다. 이

는 암묵 으로 낙태법이 사문화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낙태 련 법

안이 이들의 가치 을 반 하여 재정비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생명 련 교육을 받은 학생이 65.6%이며, 스스로 낙태에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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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정도에 해 부분의 학생이 ‘약간 안다’ 거나 ‘상당히 안다’고 답했으며 

낙태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본인의 경우에 낙태를 하겠다는 비율이 

높은 것은 지 까지의 교육이 지식으로만 달 을 뿐 실제 올바른 가치 을 갖

게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생명의 가치를 

올바르게 인식시켜 주는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B .  자 살 에  한  인 식

   본 연구에서 학생의 자살 인식 수는 평균 -0.21 으로 자살에 한 일반인

의 인식을 조사한 연구(반 진 등, 1989)에서의 평균 0.02 와 비교하여 자살에 

한 인식이 좀 더 높아졌다. 이는 사회 으로 자살에 한 이슈가 부각되면서 자살

에 한 지식수 이 높아진 결과라고 여겨진다. 

   문항별 빈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자살은 비정상 인 행동’이며 ‘자살을 시도하

려는 부분의 사람들은 외롭고 우울하며’ ‘자살할 때는 이성 으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자살시도를 막아야 한다’ 는 문항에서 ‘그 다’가 높은 비율로 나타난 것은 

반 진 등(1989)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 다. 그러나 선행연구(박종호 등, 

1989; 반 진 등, 1989)에서는 ‘자살은 매우 심각한 윤리  죄악이다’ 라는 문항에

서 ‘그 다’ 는 비율이 높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두드러지지 않았다. 한 자살은 

비정상 인행 라고 인식하면서 ‘우리 모두는 자살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문

항에서 ‘그 다’의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우리나라 학생들이 자살에 

해 기본 으로는 부정 인 인식을 갖고 있으나 과거에 비해 수용 이 되었다고 

여겨진다. 이는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25세 은 층을 상으로 실시한 연구

(Beautrais, John Horwood, & Fergusson, 2004)에서 자살에 해 보수 인 

과 자유로운  둘 다를 보유하고 있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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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안 락 사에  한  인 식

   안락사에 한 인식은 소극  안락사와 극  안락사에 한 인식이 일 되

지 않은 결과를 얻었다. 소극  안락사의 경우 86%의 학생이 소극  안락사를 찬

성한다고 하 으며, 13.7%만이 반 한다는 비율을 보 다. 이는 류 신(2002)의 연

구에서 고등학생의 소극  안락사 찬성률이 63.3% 고 성미혜(2007)의 연구에서 

간호사의 62.2%가 소극  안락사를 찬성한 결과보다 높았다. 선행연구보다 본 연

구에서 소극  안락사에 한 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선행연구가 

2008년 김 할머니 사건 이 의 연구들로써 사회 으로 안락사가 논쟁이 되기 이

의 시 으로 안락사에 한 이해와 심이 재보다 낮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소극  안락사를 찬성하는 이유에 한 문항에서는 소극  안락사를 찬성한 

113명  47.2%(50명)이 ‘회생가능성이 없이 고통 받는 환자에게 무의미한 치료를 

계속하는 것은 사실 상 고문행 이며 편안히 죽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자비로운 

일이다’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 다.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인 항목은 ‘가족에게 경

제  부담을 주기 싫어서’로 9.4%(10명)의 응답률을 보 다. 이는 선행연구와 일치

하는 결과이며 안락사를 찬성하는 이유가 경제 인 이유는 아님을 시사한다. 안락

사를 반 하는 이유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항목은 ‘인간의 생명은 그 무엇보

다 요하기 때문이므로’이었다. 이 역시 선행연구와 일치되는 결과이다.

   소극  안락사에 해서는 부분의 학생이 찬성 입장이었던 것에 비해 극

 안락사에 해서는 반 의 입장이 우세했다. 본 연구에서 극  안락사에 

한 찬성은 42% 으며, 반 의 입장은 58% 다. 류 신(2002)의 연구에서 고등학

생의 극  안락사 찬성률이 34.1% 고, 성미혜(2007)의 연구에서 간호사의 극

 안락사의 찬성률이 15.7% 던 것에 비해서는 조  높은 비율을 보 다. 외국의 

연구결과와 비교해보면 네덜란드와 랑스의 의사들은 극  안락사를 찬성한다

는 입장을 보고하고 있으며(Cuttini et al., 2004), 2005년 미국 갤럽 조사연구에서

도 미국인의 75%가 극  안락사에 동의한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를 통

해 외국의 경우와 우리나라의 경우가 극  안락사에 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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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데 이는 사회 인 분 기와 연결 된다. 유럽이나 미국 등 서부 일부 국

가에서는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고 안락사에 해 개방 이며 사회의 많은 부분에

서 안락사 자체를 논제로 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소극  안락사의 논

의도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본인이 회생불능의 상태에 있게 되었을 때의 안락사 요청에 한 응답을 보면 

소극  안락의 경우 62.6%가 고민 없이 요청한다고 응답한 반면 가족의 경우가 

되었을 때는 무조건 따른다는 10.7%밖에 되지 않으며, 따르지 않겠다는 의견도 

28.2%의 비율을 보 다. 이 게 안락사에 한 결정에 있어서 본인의 경우와 가족

의 경우가 다른 이유는 선택의 결정론자는 본인이라는 것이며, 가족보다는 환자 

자신의 자율  선택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결과이다. 

   이는 학생들이 안락사의 문제에 해서 지  당장은 본인에게 닥친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버리고, 생의 마감에 해 진지하게 사유하고 자기결정권을 가지

고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가치  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 

학생에게 스스로 안락사에 해 아는 정도를 표시하게 한 결과 91.5%의 학생이 

‘약간 안다’ 거나 ‘매우 잘 안다’라는 응답을 했다. 이는 학생들이 안락사에 한 

심이 있음을 의미하며 안락사의 법제화에 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12.9%가 ‘당

장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69.6%는 ‘필요하지만 좀 더 논의가 있어야 한다’ 라고 

응답했다. 이 역시 김선 (2000)의 연구결과에서 일반인의 76%가 안락사의 법제화

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결과와 일치한다. 한 안락사에 한 태도에서도 가족의 

소극  안락사 요청 시 ‘법률  문제 없다면 따름’이 45.8%, 극  안락사 요청 

시 ‘법률  문제 없다면 따름’이 21.4%의 응답율을 보이는 것은 안락사 선택에 있

어서 법률  문제 여부에 비 을 두고 있으며, 이는 결과 으로 법제화의 필요성

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여겨진다. 따라서 안락사에 한 문가들의 검토와 

지속 인 연구를 통해 윤리 , 사회 , 법 인 내용들의 합의와 지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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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낙 태 ,  자 살 ,  안 락 사간 의 계

   본 연구 통해 낙태, 자살, 안락사 간의 계를 살핀 결과 소극  안락사를 반

하는 그룹이 찬성하는 그룹보다 낙태반 를 더 지지하며 이는 통계 으로 의미 

있는 계를 보 다(p=.036). 이 그룹은 체 131명  13명(13.7%)으로 소수의 분

포를 보 으며 생명에 해 매우 보수 인 입장을 가진 그룹임을 보여주는 것이

었다. 그 외의 계에서는 통계 으로 의미 있는 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낙태, 

자살, 안락사 쟁  모두가 생명과 련된 문제라는 에서 세 쟁 간의 계가 있

을 것이라 상되었지만 결과는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의 이유  하

나는 각각의 쟁 에 해 가치  정립이 제 로 되지 않아 일 성 있는 선택을 

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진다. 낙태, 자살, 안락사의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심을 

가지고 개방 인 태도로 논의 되어야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이에 한 

문제를 표면화 시키지 못했기 때문으로 이제 막 성인 시기에 어든 학생에게 

생명윤리에 한 자신의 주체성을 토 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생명윤리 련 쟁 들에 한 지식을 올바르게 습득하고 

생명윤리에 한 가치를 확립할 수 있는 교육 로그램을 학교 정규 수업으로 

편성하여 교과목을 운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이 로그램은 생명과 

련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고, 실제로 낙태 ,자살, 안락사를 바로 인 해서 한 

경험을 가진 간호사가 로그램을 구성하고 교육할 수 있을 것이라 기 한다. 

사회의 간호사의 역할은 단순히 환자를 치유하는 것을 넘어선지 오래이다. 학

생을 상으로 생명윤리와 련된 교육을 하는 것은 국제 간호 회에서 새롭게 

강조하는 간호사의 역할인 건강증진을 한 교육을 통해 간호사의 역량을 넓히고 

강화하는 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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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제 언

A .  결론

   본 연구는 생명존 과 련된 쟁 인 낙태, 자살, 안락사에 한 학생들의 인

식을 악하기 한 서술  조사연구이다.

   자료 수집은 2013년 10월 11일부터 2013년 10월 30일 까지 서울·경기지역과 

지방 도시에 소재한 3개의 학에 재학 인 만 19세 이상의 학생을 편의표출

하여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도구는 총 96 문항으로 일반  

특성과 낙태에 한 인식, 자살에 한 인식, 안락사에 한 인식으로 구성되었

다. 낙태에 한 인식은 이 숙(1990)이 고안하고, 이규숙(2002)이 수정·보완한 도

구를, 자살에 한 인식은 Domino 등 (1980)이 개발한 자기 보고형 설문지인 

SOQ 에서 반형진(1989)이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하고 송성호(2009)

가 한국인의 문화에 맞게 재구성한 도구를, 안락사에 한 인식은 류 신(2002)이 

기존의 설문지와 여러 참고문헌을 토 로 만든 설문지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

완하여 사용하 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0.0을 사용하여 연구목 에 따라 기술

통계, t-test, 카이제곱검정, 피어슨 상 계 방법으로 분석하 으며 연구의 결과

는 다음과 같다.

1. 학생의 낙태반 지지는 총 가능 수 1 ~4   남학생은 평균 2.77 , 여학

생은 2.74 이었다. 낙태결정에 있어서는 원치 않은 임신의 경우 낙태를 하겠다

는 비율이 가장 높아 선택 우선론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2. 자살에 한 인식은 평균 -0.21 으로 나타났으며 과거 일반인 상의 선행연

구에 비해 인식 수 이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살에 한 부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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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을 보이면서도 일부항목에서는 과거에 비해 자살에 해 수용 인 견해를 

보이는 이 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3. 안락사는 소극  안락사와 극  안락사간의 인식의 차이를 보 다. 소극  

안락사는 부분이 찬성하는 입장인 반면에 극  안락사는 반 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한 안락사 요청여부에 있어서도 본인의 경우와 가족의 경우의 선

택이 불일치하 다. 안락사의 법제화의 필요성에 해는 82.5%가 동의하는 결

과를 얻었다. 

4. 낙태, 자살, 안락사에 한 인식 간의 계는 일 성 있는 계가 없었다.

   본 연구는 생명 련 쟁 이라는 공통 을 가진 낙태, 자살, 안락사간의 인식을 

살핀 결과 일 된 상 계가 없었다. 이는 각각의 쟁 에 해 가치  정립이 제

로 되지 않아 일 성 있는 선택을 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생명 련 

쟁 들에 한 지식을 올바르게 습득하고 생명윤리에 한 가치를 확립할 수 있

는 교육 로그램을 학교 정규 수업으로 편성하여 교과목을 운 하는 것이 필

요하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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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제 언

   

   본 연구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낙태, 자살, 안락사에 한 인식을 보다 효율 으로 측

정하기 한 표 화된 측정도구 개발 연구를 제언한다.

2. 학생을 상으로 한 생명존  련 교과목 개설과, 교육 로그램 개발 연구를 

제언한다.

3. 낙태, 자살, 안락사에 한 윤리 , 사회 , 법 인 합의와 지침을 얻기 해 국

가  차원의 지속 인 연구와 정책토론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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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  상 자  연 구  설 명 문   동 의서

연구 설명문

대학생의 낙태, 자살, 안락사에 대한 인식

1. 연구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현대사회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과학기술과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생명과 관련된 이슈들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 되고 있다. 자살은 OECD 국가 

중 1위이며, 낙태율 역시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안락사는 

시행여부를 두고 국내외적으로 의견이 분분하여 가치 판단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

에 대해 본 연구는 미래사회의 규범과 윤리, 사회여론의 중심에 서게 될 대학생들

의 낙태, 자살, 안락사 대한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바람직한 가치관 확립을 위한 교

육의 필요성과 방향을 탐색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실시 기관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3. 연구 대상자 수 및 연구 기간 

  이 연구는 2013년 10월 11일~10월 18일 까지 자료수집이 이루어지며, 총 160

명의 대상자가 참여하며, 귀하께서 연구 참여에 동의하실 경우, 약 25분에 걸쳐 

설문지를 작성하심으로써 연구에 참여하시게 됩니다.

4. 연구 방법

  귀하께서 본 연구에 참여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연구 대상자 동의서에 서명하

시게 됩니다. 동의서에 서명하신 후에 연구자는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통하여 낙

태, 안락사, 자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할 것입니다. 

5. 연구 참여에 따른 비용 및 보상

  연구 참여에 따른 시간 소요와 응답의 불편감을 감수해주시는 것에 대하여 감

사의 뜻으로 소정의 보상(5천원 상당의 커피교환권)을 제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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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 대상자의 신원에 대한 비밀 보장

  귀하께서 본 연구에 참여하시는 동안에 수집되는 귀하의 기록은 비밀로 보장될 

것이며, 연구의 결과가 보고서로 작성되거나 출판 또는 발표되는 경우에도 귀하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은 비밀 상태로 유지될 것입니다. 

7. 자유로운 참여 동의와 동의 철회 가능성

  귀하께서는 연구에 참여할 수도 있고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설문 

작성 중 언제라도 연구 참여를 그만둘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도

에 그만 두기로 결정하더라도 귀하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

며, 귀하께서 원래 받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한 어떠한 손실도 없을 것입니다.

8. 연구 대상자의 참여가 중지되는 경우 및 해당 사유

  귀하께서 대학생 신분이 아닌 것을 연구자가 알 게 될 경우 참여가 중지 될 수 

있습니다.

9. 연구와 관련하여 접촉하는 사람 및  24시간 연결 가능한 긴급 연락처

  본 연구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연구와 관련이 있는 문제가 발생한 경우

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연구자에게 연락하여 주십시오.

         연구자 성명 : 박 진 영

         연구자 주소 :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XX번지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XX호

         ☎ 02-2228-XXXX / 24시간 연락처 : 010-8533-XXXX

10. 연구 참여 동의서 사본 제공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귀하께서 작성해주시는 연구 참여 동의서는 복

사한 후 사본 1부를 귀하께 제공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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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제목〕   대학생의 낙태, 자살, 안락사에 대한 인식

연구 참여 동의서 

 본인은 이 연구에 대해 연구의 목적, 방법, 기대효과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모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

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생각한 이후에 본인은 

상기 연구에 참여하기를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합니다. 본 연구

에 동의한 경우라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과 본인은 자발적으로 

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2 0 1 3  년     월      일 

                             

                 

연구 대상자 성 명 (서명)

연구자
성 명        박진영                (서명)

연락처 TEL: 010-8533-XXXX



- 55 -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석사과정 학생입니다. 

본 질문지는 대학생들의 낙태, 자살, 안락사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함입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들의 바람직한 가치관 확립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을 탐색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귀하가 응답해주신 내용은 무기명으로 처리되고 순수한 연구목적을 

위한 자료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또한 본 설문에 응답하는데 약 15분의 

시간이 소요되며 중단을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그만두실 수 있습니다. 

모든 설문지는 옳고 그름이 없으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

립니다. 

질문지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주저 없이 말씀해주시고, 설문 

이후 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010-8533-XXXX, 전자우편 

XXXX@XXXX 로 연락해주시면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

사합니다. 

2013년   10월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석사과정

                    연구자   박 진영

                    지도교수 김 선아 

부 록  2 .  설 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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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찬
성

대
체
로 
찬
성

대
체
로 
반
대

반
대

1. 양육능력이 없는 미혼모의 경우라도 낙태가 실시되어서는 안 된다.

2. 원하지 않은 임신의 경우라도 낙태는 실시되어서는 안 된다.

3. 임신동안 태아에게 기형이 발견된 경우라도 낙태를 실시하여서는 안 된다.

4. 계속적인 임신상태가 임부의 생명을 위태롭게 한다면 산모를 구하기 위

하여 낙태를 실시할 수 있다.

5. 의료인이 산모 또는 태아의 생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산모의 낙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6. 인구조절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낙태가 실시되어서는 안 된다.

7. 만약 낙태가 산모의 건강에 해가 된다면 낙태는 실시되어서는 안 된다.

8. 낙태는 원하지 않는 성별의 경우라도 실시되어서는 안 된다.

문항

알고 있습니까?

전혀
모른다

거의
모른다

약간
안다

상당히 
안다

매우 잘 
안다

낙태 (임신중절)

안락사(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고통 없이

죽을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

자살

I. 다음은 생명과 관련하여 논쟁이 되는 문제들입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해당 되는 곳에 V 표 해 주십시오.

Ⅱ. 다음은 낙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가장 일치하는 곳에 V표 해 주십시오.

  Ⅱ-1) 당신은 낙태를 하는데 있어서 의사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임신한 여성                2) 부모님           3) 남자친구 또는 배우자

   4) 태아                       5) 시부모나 어른

  Ⅱ-2) 낙태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여자 친구가 낙태한 경험이 있습니까?)

   1) 없다      2)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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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절
대 
그
렇
다

그
렇
다

모
르
겠
다

아
니
다

절
대
아
니
다

1. 자살을 시도하려는 대부분 사람들은 외롭고 우울하다.

2. 자살은 동양에서 보다 서양에서 더 높다

3. 자살 발생률은 종교적 영향이 적을수록 높다.

4. 만약 나의 가족 중 한 사람이 자살을 한다며 부끄러움을 느낄 

것이다.

5. 대부분의 자살자들은 원래 충동적이다.

6. 많은 자살자들은 누군가에게 복수를 하고 싶어 하는 복수의 

결과이다.
7. 자살할 것이라고 위협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자살을 행하는 일

이 적다.

8. 자살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게 많다.

9. 애국심으로 자살하는 사람들은 용기가 있어서라기보다 큰 모

험을 하는 것을 즐겨 하기 때문이다.

  Ⅱ-3) 당신의 친구가 원하지 않은 임신으로 인해 당신에게 조언을 구한다면 당신의 선

택은?

   1) 생명은 소중하므로 반드시 낳아야 한다고 한다.               

   2) 임신을 해도 낳지 않을 수 있다. (낙태 찬성)

   3) 출산 후 입양 등의 다른 방법을 권유한다.

  Ⅱ-4) 만약 당신이(혹은 여자친구가) 원하지 않은 임신이 되었다면 당신의 생각은 어떠

합니까?

   1) 생명은 소중하므로 반드시 낳는다.                

   2) 임신을 해도 낳지 않을 수 있다. (낙태 찬성)

   3) 출산 후 입양 등의 다른 방법을 알아본다.

 Ⅱ-5) 낙태가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알고 있습니까?

   1) 잘 알고 있다.              2) 조금 알고 있다.         3) 알지 못한다.

 

 Ⅱ-6) 낙태가 형법에 명시 된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1) 알고 있다.                 2) 모르고 있다.

Ⅲ. 다음은 자살에 관한 질문입니다. 가장 일치하는 곳에 V표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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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절
대 
그
렇
다

그
렇
다

모
르
겠
다

아
니
다

절
대
아
니
다

10. 자살은 불치의 질병이 있을 때에 그 병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용납 될 수 있는 방법이다.

11.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은 대게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이다.

12. 자살의 행동에서 나타나는 절망감은 종교의 가르침과는 상반

되는 것이다.
13. 대부분의 자살자들은 수년 전부터 자살에 대하여 생각해 온 

사람들이다.

14. 자살은 노인과 허약자에게는 용납될 수 있다.

15. 서로 다른 문화적 환경에서 자란 것과 자살률은 아마도 관련

이 없을 것이다.
16. 자살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본능이 있음

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

17. 대부분의 자살자들은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노인들이다.

18. 다정한 위로를 함으로써 자살을 생각한 사람의 마음을 바꾸

게 하는 경우는 드물다.
19. 자살을 행하는 사람들은 허약한 성격구조를 가지고 있음이 

틀림없다.

20. 자살자들 중 많은 비율은 파탄된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들이다.

21. 자살을 행할 가능성은 젊은 사람보다 노인에게 많다.

22. 자살자들은 내세(미래의 세상)을 믿지 않는다.

23. 자살기도자의 전형적인 양상은 누군가에게 복수를 하려는 것

이다.
24. 한번 자살을 시도한 사람은 언제까지나 자살할 마음을 가지

고 있다.
25. 자살이 문제 해결에 가장 현명한 결정이라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26. 자살할 때는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자살시도를 

막아야 한다.
27. 자살의 위기를 넘기고 난 뒤 편안해 보이는 것은 그 위험한 

고비가 지나갔음을 나타낸다.
28. 위험한 스포츠 (예: 자동차 경주)를 즐기는 사람은 무의식 

중 자살을 원하는 사람들이다.
29. 젊은이(예: 대학생)는 살아가는데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있

다고 보기 때문에 젊은이의 자살은 우리를 특히 의아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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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절
대 
그
렇
다

그
렇
다

모
르
겠
다

아
니
다

절
대
아
니
다

30. 자살시도에서 한번 살아난 사람은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적다.

31. 일반적으로 자살은 용서할 수 없는 죄악이다.

32. 미수에 그친 자살자들은 자신의 내적 동기를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한다.

33. 자살은 정상적인 행위이다.

34. 치명적인 자동차 사고의 희생자들은 실제에 있어서 무의식적

으로 자살을 행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있다.

35. 공공장소(다리, 고층빌딩)에서 자살을 하려는 사람들은 주위

의 관심을 끄는데 더 흥미를 가지고 있다.

36. 부모가 자살한 사람은 자살 위험률이 더 높다.

37. 자살은 매우 심각한 윤리적 죄악이다.

38.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행하는 자살은 잘못된 태도라기

보다는 문화적인 가치관의 소관이다.

39. 만약 어떤 사람이 자살을 원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 개인의 

일이므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

40. 근본적으로 자살기도는 “도움을 청하는 호소”이다.

41. 비만한 사람이 정상적인 체중을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이 자살

을 시도한다.

42. 영웅적인 자살(예: 수류탄을 들고 적진에 투신)은 다른 자살

(예: 다리에서 투신)과는 다르게 보아야 한다.

43. 유서에서 흔히 전달하려는 것은 외로움(고독)에 관한 것이다.

44. 보통의 경우 자살자의 가족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하는

지에 대해 알 지 못한다.

45. 자살은 신이나 자연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46.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타인으로부터 동정심

을 얻으려는 사람들이다.

47. 자살자들은 확고한 종교적 신념이 없다.

48. 고아나 가족적 연대가 없는 사람은 보다 더 자살을 시도하는 

경향이 있다.

49. 우리 모두는 자살을 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50. 자살은 단지 문명사회에서만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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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절
대 
그
렇
다

그
렇
다

모
르
겠
다

아
니
다

절
대
아
니
다

51. 자살로 사망한 사람은 자연적으로 사망한 사람과 같은 묘지

에 묻혀 져서는 안 된다.

52. 대부분의 자살자들은 신을 믿지 않는다.

53. 독자인 어린이는 형제가 2명 이상이 되는 어린이보다 어른이 

되었을 때 더 자살을 많이 한다.
54. 자살기도자들은 자살하지 않은 사람보다 완고하고 융통성이 

적은 사람이다.

55. 자살기도자의 대부분은 사망한다.

56. 자살기도자들은 모두 종교심이 적은 사람이다.

57. 사람들은 스스로 그들 자신의 생명을 거둘 권리를 가지고 있

지 않다.

58. 자살기도자의 대부분은 자살을 실패한다.

Ⅲ-1) 지금까지 살면서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 있습니까?

 1)없다        2) 있다 

Ⅲ-2) 가까운 지인(친구, 가족 등) 중에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살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1)없다        2) 있다 

Ⅳ.  다음은 안락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V표 해 주십시오.

※ 말기 암 환자 등 회복 불가능한 환자에게 의미 없는 치료를 중단하고 (예를 들면 산소

호흡기 제거 등) 진통제나 안정제만을 투여하여 환자의 고통을 줄여주면서 빠른 시간 안에 

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소극적 안락사’ 라고 합니다.

1. 소극적 안락사를 찬성하십니까?

 1)매우 찬성         2)찬성             3) 반대               4)강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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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v

인간은 누구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고귀하게 죽을 권리가 있어서

불치병 치료를 위해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기 싫어서

불치병으로 인한 심한 고통을 받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기 때문에

회생 가능성이 없이 고통 받는 환자에게 무의미한 치료를 계속하는 것은 사실상 고

문행위이며 편안히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자비로운 일이다.

환자가 치료하기를 거부하는데도 의사가 치료를 강행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라는 인

간의 기본권과 환자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비윤리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문항  v

인간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 중한 것이므로 함부로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의사가 잘못 진단할 수도 있으므로

의학의 발전, 민간요법, 종교적 방법 등으로 기계적으로 치료될 수도 있으므로

안락사를 악용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강력한 진통제나 안정제 등 환자의 고통을 경감시킬 효과적 방법이 얼마든지 있음

에도 불구하고 안락사를 행하는 것은 경솔하고 지나친 행위이기 때문이다.

1-1 (찬성한다면) 소극적 안락사를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곳에 

V표 해 주십시오. 

 

1-2 (반대한다면) 소극적 안락사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곳에 

V표 해 주십시오.

2. 만일 본인이 불치병에 걸려 죽음을 앞둔 상태에 회생가능이 없다면 소극적 안락사를 요

청하시겠습니까?

1) 요청할 것이다.            2) 요청하지 않을 것이다.          

3) 경제적인 문제 고려 후에 결정한다.

3. 만일 부모나 형제가 불치병에 걸려 죽음을 앞둔 상태에 회생가능이 없어 소극적 안락사

를 요청한다면 따르겠습니까?

1) 무조건 따르겠다.                          2) 법률적 문제가 없다면 따르겠다. 

3) 경제적 문제 고려 후 결정한다.             4) 따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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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기 암 환자 등 회복 불가능한 환자가 ‘고귀하게 죽을 권리’와 ‘경제적인 문

제’,‘참을 수 없는 고통‘ 등의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독극물이나 가스 투여 등으로 죽

음에 이르도록 요청할 때 이를 도와주어 사망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적극적 안락사’ 라

고 합니다.

4. 적극적 안락사를 찬성하십니까?

1)매우 찬성                 2)찬성              3) 반대              4)강한 반대

5. 만일 본인이 불치병에 걸려 죽음을 앞둔 상태에 회생가능이 없다면 적극적 안락사를 요

청하시겠습니까?

1) 요청할 것이다.      2) 요청하지 않을 것이다.     

3) 경제적인 문제 고려 후에 결정한다.

6. 만일 부모나 형제가 불치병에 걸려 죽음을 앞둔 상태에 회생가능이 없어 적극적 안락사

를 요청한다면 따르겠습니까?

1) 무조건 따르겠다.                      2) 법률적 문제가 없다면 따르겠다.

3) 경제적 문제 고려 후 결정한다.         4) 따르지 않는다.

7. 네덜란드는 ‘치유 불가능한 병에 걸려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환자가 온전한 정

신으로 안락사를 꾸준히 요청할 때’ 안락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세계에서 최초로 안락사

를 합법화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안락사에 대한 법률제정(합법화)이 필요하다고 생

각하십니까?

1) 당장 필요하다.                

2) 필요하기는 하나 좀 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논의해야 한다.

3) 필요 없다.                           

4) 잘 모르겠다.

8. 본인의 주위에 불치병이나 오랫동안 앓다가 돌아가신 분이 계십니까?

1) 없다         2)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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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일반적 사항

 다음은 일반적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응답 내용은 비 이 철저히 보장되오니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관식 문항은 해당 내용을 정확히 기입하여 주시고, 객관식 

문항은 해당 되는 곳에 V 표 해 주십시오.

1. 성별   남     여       

2. 나이:   만     세

3. 학과(전공):           

4. 학년 :  1) 1학년    2)  2학년     3)  3학년    4)  4학년   5)초과 학년

5. 현 거주 형태는?

1) 부모님 집에서 통학  2) 자취      3) 하숙      4) 기숙사    5)기타(             )

5. 종교는?

1) 기독교   2) 불교    3) 천주교   4) 무교   5) 기타(             )

5. 가정의 월평균 수입은 어느 정도 입니까?

1) 200만원 이하  

2) 200만원 이상~500만원 이하    

3) 500만원 이상~700만원 이하 

4) 700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   

5) 1.000만원 이상      

6. 죽는다는 것에 대해 생각 해 본 적이 있습니까?

1) 없다         2) 있다 

7. 당신은 생명관련 교육을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1) 없다         2)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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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3 .  기 생 명 윤 리 원 회  승 인  허 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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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s t r a c t

   S t u d y  o n  U n d e r g r a d u a t e s '  R e c o g n i t i o n s  o f  A b o r t i o n ,  

S u i c i d e  a n d  E u t h a n a s i a

Park, Jin-young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is a descriptive survey for understanding undergraduates' 

recognitions of the issues related with life expect, such as abortion, suicide and 

euthanasia.  

Through self-report type questionnaires, data were selected from 131 

undergraduates over 19 at three universities located in Seoul, Gyeonggi-do and 

a provincial metropolitan, from Oct 10, 2013 to Oct 30, 2013. The instruments 

used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an instrument designed by Lee 

Yeongsuk(1990) and corrected/complemented by Lee Gyusuk(2002) for the 

recognition of abortion; another one corrected/complemented to be suitable for 

Korean situations by Ban Hyeonjin(1989) and reorganized to be adjusted for 

Korean cultures by Song Jeongho(2009), from SOQ, a self report type 

questionnaire developed by Domino et al(1980), for the recognition of suicide; 

and the other one revised/supplemented to be adequate for this study, from  

many literatures created by Ryu Yeongseon(2002), based on the existing 

questionnaires, for the recognition of euthanasia. The collected data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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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zed through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Chi-squared test and Pearson 

correlation, according to the purposes and variable attributes, using SPSS 20.0. 

The findings are as follows:  

1. For the scores of undergraduates' objection to abortion, possibly ranging 

from 1 to 4, male students' average score was 2.77 and female students' 

one was 2.74. In a determination of abortion, most undergraduate responded 

that they would determine to abort when they were pregnant, suggesting 

that they took stances of selection priority. 

2. The average score of recognition of suicide was -0.21, and it might be 

found that the recognition level was more enhanced than that verified in a 

previous study of general persons. The undergraduates had a dual 

recognition of them in that they showed negative stances against suicide, 

but also presented receptive attitudes to several items. 

3. There seemed to be a difference between positive euthanasia and passive 

one. Most undergraduates hold the stances to support the positive 

euthanasia, while the rate of them who object the passive one was higher. 

And it was found that 82.5% of undergraduates agreed that the legislation 

of euthanasia was necessary.   

4. There are no consistent relationship among the recognitions of abortion, 

suicide and euthanasia.  

  This study examined the recognitions of the issues of life such as abortion, 

suicide and euthanasia. And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no consistent 

associations among them. It is interpreted that undergraduates' values of 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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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s were not adequately established, so they could not take coherent 

determinations. Thus, it may be necessary to operate classes by organizing an 

educational program to rightly learn a knowledge of issues associated with life 

and establish a value for life ethics as a regular class in universities. 

key words: abortion, suicide, euthanasia and undergradu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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