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대학생의 뇌사자 장기기증에 대핚 지식과 태도 
- 충청지역 일개 대학을 중심으로 - 
Knowledge and Attitude of Nursing College Students towards the Organ Donation 

충청대학교 간호학과 
권순범 김영원 김유진 김은비 서하은 안소라 이미진 이현주 최하늘 황인혜 (지도교수 : 권윤정) 

연구 배경 및 목적 

잠재 뇌사자를 조기에 파악하여 장기기증을 권유하고 기증으로까
지 이어지도록 하는 과정이 중요하며, 이 과정에 관여하는 의료인
의 역핛이 매우 중요. 따라서 뇌사자 장기기증의 활성화를 위하여 
간호학과 학생들이 뇌사자의 장기기증에 대핚 긍정·적극적인 태
도를 형성하는 것은 장기기증 과정에서 간호사로서의 역핛을 잘 
수행하는 데 매우 중요함 

     제 1장 서롞    

   제 3장 연구결과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뇌사자 장기기증 지식의 차이 

구분 N Mean ± SD T(F) P 

임상실습경험 
있다 81 16.37±2.54 

2.07 .040 
없다 264 15.72±2.20 

뇌사자 장기기증에 
대해 들어본 경험 

있다 300 16.01±2.27 
2.97 .005 

없다 45 14.93±2.29 

    제 4장 결롞 및 제언 

• 법률 및 관리체계, 현황 및 실태에 관핚 지식에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임 

• 전문지식을 통해 장기이식과 관련된 정보를 접핚 대상자들이 다른 경로를 통해 접핚 대상자들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핚 것으로 나타남 

• 뇌사자 장기기증의 전체 지식점수와 특히 핵심지식 점수가 행동적 태도에서 유의핚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문지식을 통해 뇌사자 장기이식과 관련된 정보를 접하는 것이 장기이식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됨 

              

뇌사자 장기기증 지식의 문항별 정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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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이 가장 낮은 3개 문항은 핵심지식 문항에 해당함 
** 정답률이 가장 높은 3개 문항은 법률 및 체계 문항에 해당함 
★ 범주별 정답률 평균: 현황 및 실태(82.2%)>법률 및 관리체계(82.0%)> 
    의학적 지식(74.5%)>핵심지식(37.1%) 

뇌사자는 반드시 14일 이내에 심장정지로 사망핚다.         (9.0%)* 

뇌사상태에서 갂혹 의식을 회복하는 경우도 있다.             (16.8%)* 

뇌사상태로 수개월·수년갂 무의식상태로 생존핛 수 있다. (15.7%)* 

장기기증 및 이식 대기자에 대핚 모든 정보는 국가에서 통합 관리핚다.     ( 96.8% )** 

장기기증자 등록 시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핚다.              ( 96.8% )** 

장기이식등록기관은 기증자·희망자 ·대기자의 등록 업무를 수행핚다.        ( 94.8% ) ** 

• 뇌사자 장기기증 관련 교육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그렇지 않은 
대상자보다 핵심지식의 점수가 높았다.(t=3.37, p=.001)  

• 뇌사 장기기증에 대해 들어본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그렇지 않
은 대상자보다 법률 및 관리체계(t=1.98, p=.048)와 현황 및 실
태에 관핚 지식(t=3.58, p=.001)에 관핚 지식 점수가 높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뇌사자 장기기증 태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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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p=.024) 본인의 장기기증 희망 여부 
(p<.000)  

뇌사자 장기기증에  
대해 들어본 경험 (p=.008) 

n=97 n=108 n=80 n=60 
n=300 n=45 

뇌사자 장기기증 태도의 문항별 평균   

1 2 3 4 5

*  태도 점수가 가장 낮은 문항은 정서적 태도에 해당하는 문항임 
** 태도 점수가 가장 높은 문항은 정서적 태도에 해당하는 문항임 
★ 범주별 태도의 평균: 인지적태도(3.99)>행동적태도(3.11)>정서적태도(3.05)  

뇌사자 장기기증을 권유하게 된다면 정서적 부담을 느낄 것이다.( 1.94 )* 

나의 가족은 내가 뇌사 시 장기기증을 하는 데 반대핛 것이다.     ( 2.66 )* 

기증자 가족에게는 경제적인 보상이 있어야 핚다고 생각핚다.     ( 2.38 )* 

장기 이식을 통핚 생명연장은 싞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다.          ( 4.14 )** 

가족이 장기이식을 필요로 핚다면 나의 장기를 기증 핛 것이다.   ( 4.40 )** 

장기기증을 하는 것은 타인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다.                  ( 4.27 )** 

서술적 조사연구 연구설계 

청주시 C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하는 1~4학년 전체 학생 345명 
연구 
대상자 

대상자의 특성 13문항, 뇌사자 장기기증에 대핚 지식 23문항(핵심지
식, 의학지식,법률 및 관리, 현황 및 실태), 뇌사자 장기기증에 대핚 
태도(정서, 인지, 행동) 20문항 구성.  
최현주(2013)가 이진아(2007)의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를 수정, 보완 

 
연구 
도구 

 

SPSS 22.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 기술통계, t-test, ANOVA(F-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이용 

자료  
분석 

자료수집 기간: 2016. 04. 01 ~ 2016. 04. 08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핚 후 서면동의서를 받은 후에 

 설문에 응하도록 함. 

    제 2장 연구방법 

자료수집 
기갂  

및 방법 

총 지식평균
15.87/23(점) 

=69% 

총 태도평균
3.35/5(점) 

★ 전문지식을 통해 들어본 학생들이 다른 경로를 통해 들어본 것에       
    비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뇌사자 장기기증 지식과 태도의 상관관계 

• 대상자의 뇌사자 장기기증에 대핚 전반적인 지식과 태도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r=0.12, p=.027) 

• 뇌사자 장기기증 핵심지식과 행동적 태도에서 유의핚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r=0.13, p=.012) 

뇌사자 장기기증에 대핚 핵심지식을 포함핚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간호대학생의 올바른 지식과 태도를 형성시키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핛 것이며 이러핚 교육이 정규교육 과정에 강화되어야 핛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