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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ing objectives achievement in ethics education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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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 학 학생들의 연구윤리에 한 인식과 학습목표 달성도 
분석

아주 학교 의과 학 인문사회의학교실

채수진, 임기영

Purpose: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necessity for research ethics and learning objectives in ethics education at the 
undergraduate level. 
Methods: A total of 393 fourth-year students, selected from nine medical schools, participated in a survey about learning 
achievement and the necessity for it.
Results: It was found that the students had very few chances to receive systematic education in research ethics and that they
assumed that research ethics education was provided during graduate school or residency programs. Moreover, the students showed
a relatively high learning performance in life ethics, while learning achievement was low in research ethics.
Conclusion: Medical school students revealed low interest in and expectations of research ethics in general;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guidelines for research ethics in the present situation, in which medical education mainly focuses on life et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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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의료인의 연구윤리에 한 문제는 2005년 황우석 논문 조

작 사건으로 주목 받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 이후 연구윤리에 

한 중요성과 관심을 일깨운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고[1,2], 각 학, 정부출연 등의 연구기

관과 학회는 자체적으로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연구윤리 확

보를 위한 지침’, ‘연구윤리 실무 매뉴얼’ 등을 제정하는 등 법

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다각적인 노력을 하였다. 국내 의

료계 경우는 1990년 초반 일부 의료 기관에서 임상연구심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였으며, 2005년 1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2012년 생명윤리법 전면 개

정에 따라 병원 내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연구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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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우리나라 의과 학의 의료윤리 교육의 현황을 보면, 1980

년 가톨릭 학교 의과 학의 의학과 4학년 교육과정에서 “의

학윤리”라는 이름의 교과목이 개설된 것을 시작으로, 1990년

 말 이후 각 의과 학에서 의학윤리를 포함한 프로페셔널

리즘 관련 교과목 수가 꾸준히 증가하였다[3]. 그러나 Choe 

[3]에 의하면 ‘의료윤리’, ‘연구윤리’, ‘생명윤리’ 등의 이름으로 

유사한 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학교는 전체 의과 학 41개 중 

35개이며 35개 학교의 윤리과목에 배정된 교육시간은 평균 

41.2시간으로 의과 학 총 교육시간인 5,748시간의 0.8%에 

불과하다. 최근 들어 여러 의과 학에서 의학교육의 내실화

를 명분으로 학습성과바탕 교육과정(outcome-based curri-

culum)으로 개편하면서 평생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고취를 위

한 의학연구 역량을 강조하는 다양한 주제의 학생 연구 활동

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있다[4,5]. 그러나 이러한 학생들의 

연구 활동을 강조하는 것에 비하여 연구윤리 교육의 필요성

이나 중요성에 한 논의는 많지 않다. 

  본 연구는 최근 윤리 강령이나 의료윤리의 학습목표, 평가

방법을 중심으로 의과 학생의 윤리교육 강화에 한 논문들

[6,7,8]이 발표되고는 있지만 전공의나 학원생에 비해 의과

학 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윤리 교육이 상 적으로 미흡하

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학부수준의 연

구윤리 교육에 한 의과 학생들의 인식 정도를 알아보고, 

다음으로 2007년 한국의과 학 ․ 의학전문 학원협회(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Colleges, KAMC)에서 제시한 윤리

교육 학습목표 달성도를 조사하여 현재 의과 학의 연구윤리 

교육의 문제점을 찾아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연구자는 2013년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가천의전원, 차의

전원, 강원의전원, 제주의전원, 아주의 /의전원, 충북의 /

의전원, 경상의전원, 단국의 , 을지의  등 국시 비를 위한 

모의고사 컨소시엄 9개 학 본과 4학년 의과 학생(이하 의

생)과 의학전문 학원생(이하 의전원생) 436명 재학생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은 이 중 설문에 응답해준 393명

(회수율 90%)을 상으로 하였다. 설문지는 세 부분으로 구

성되었는데, 교육경험 1문항, 교육주체 2문항, 교육시기 1문

항으로 연구윤리 교육에 한 인식 정도를 묻는 4개의 문항과 

KAMC에서 제시한 ‘윤리와 의료윤리의 이해’ 영역의 학습목

표 달성도 설문지를 재구성한 12개 문항으로 작성하였다. 인

식정도는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학습목표 달성도

는 졸업 당시 실제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5점 척도

로 자기보고 하도록 하였다. 총 16개로 구성된 설문지의 신뢰

도(Cronbach α)는 0.92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자료 분석

은 SPSS version 12.0 (SPSS Inc., Chicago, USA)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기술통계와 t-검정을 실시하였다.

결과

1. 연구윤리 교육에 대한 인식

  연구윤리 교육에 한 학생들의 경험을 물은 결과(Table 

1), 의 생은 평균 2.28, 의전원생은 2.65로 학생들이 정규 과

정에서 연구윤리 교육을 받은 경험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지만, 의 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낮은 점수를 보

였다(p<0.05). 연구윤리 교육의 주체에 한 질문에는 의

생과 의전원생 모두 연구 태도나 윤리에 한 교육을 지도교

수나 선배들에게 배우는 것을 크게 기 하지 않고 있었으며, 

교육의 시기에 해서도 졸업 후 전공의 시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2. 학습목표 달성 정도

  4년간의 의과 학 교육을 통해 얼마나 윤리교육에 한 학

습목표를 달성하였다고 생각하는가에 해서, 12개 전체 항

목의 평균은 2.60으로 체로 낮게 나타났다(Table 2). 각각

의 학습목표 달성도를 살펴보면, ‘생명과학기술의 발달에 따

른 생명윤리 문제의 주요 쟁점과 준거를 설명할 수 있다’는 학

습목표는 평균 3.07, ‘삶과 죽음에 한 철학적 명제들에 해 

토론할 수 있다’는 학습목표는 평균 2.95로 보통 수준을 나타

내었다. 반면, ‘의료윤리의 역사적 기초와 4원칙을 설명할 수 

있다’는 학습목표는 평균 2.03으로 가장 낮은 달성도를 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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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erceptions of Research Ethics Education in Medical Schools

Content Group No. Mean SD p-value
Did you have opportunities to receive education on research 

ethics at your medical college?
MSS 164 2.28 0.97 0.02*
GMSS 229 2.65 1.05

Did you learn about research attitudes and ethics from your 
adviser?

MSS 164 2.53 1.13 0.36
GMSS 229 2.68 1.03

Did you learn about research attitudes and ethics from your 
superiors?

MSS 164 2.25 1.03 0.90
GMSS 229 2.24 1.00

Do you expect that you will learn about research ethics while 
you are a resident after graduation?

MSS 164 3.05 1.15 0.74
GMSS 229 3.10 1.00

SD: Standard deviation, MSS: Medical school student, GMSS: Medical graduate school student.
*p<0.05.

Table 2. Learning Objectives Achievement in Ethics and Medical Ethics (n=393)

Learning objectives Mean SD
Can understand and explain major concepts of ethics 2.68 0.89
Can discuss philosophical propositions about life and death 2.95 0.96
Can explain periodic changes in ethical guidelines 2.29 0.93
Can explain the relationship between ethics and culture 2.50 0.97
Can explain the historical basis and all four principles of medical ethics 2.03 0.96
Can explain major issues of life ethics following the development of life science technologies 

and the criteria for the issues 
3.07 0.98

Can make decisions on whether to maintain or remove life-support systems in accordance 
with ethical guidelines

2.99 0.93

Can explain the core contents of medical research-related research ethics 2.41 0.99
Can explain the major standards for the fair distribution of medical resources 2.52 0.95
Can explain medical advertising and consumers’ right to know 2.81 0.99
Can resolve conflicts between patients’ interests and hospitals’ or professional organizations’ 

interests 
2.70 0.92

Can explain the present state and roles of medical ethics-related organizations and committees 2.30 0.94
Total 2.60 0.95

SD: Standard deviation.

으며, 윤리적 지침의 역사(2.29), 의료윤리 관련 단체 현황

(2.30), 의학 및 연구 윤리 핵심 내용(2.41) 등에 한 학습목

표들은 모두 상 적으로 낮은 달성도를 보였다.

고찰

  2007년 KAMC는 “인문사회의학 교육과정 개발 연구” 보

고서[9]를 발간하여 98개의 인문사회의학 학습목표를 제시

하였다. 이 보고서는 인간과 고통에 한 이해, 윤리와 의료

윤리의 이해, 자신에 한 분석과 개발, 의료와 사회의 관계

에 한 이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유지, 의사의 직업전문성 

등 6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의과 학생들을 위한 연구

윤리 가이드가 부재한 현실에서 윤리와 의료윤리의 이해에 

한 학습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연구윤리의 기본개념과 윤리

적 과제를 성찰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

다. 본 연구는 연구윤리에 한 학생들의 인식과 실제로 학

생들이 졸업할 당시 KAMC가 제시한 윤리교육에 한 학습

목표 중 연구윤리 내용을 포함하는 ‘윤리와 의료윤리’ 학습목

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였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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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 학생을 위한 학부수준의 연구윤리 교육의 중요성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윤리 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에서 받은 경험

이 있었는지’에 해서 학생들은 보통(3.0) 이하의 점수를 보

임으로써 연구윤리 교육이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학

생들은 연구윤리에 한 교육을 교수나 선배를 통해 배우는 

것을 크게 기 하고 있지 않았으며 연구윤리는 의과 학이 

아닌 졸업 후 교육, 말하자면 학원이나 전공의 시기에 교육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학생들의 인식 결과는 

학부수준에서 연구윤리 교육의 중요성에 한 인식이 자리잡

고 있지 못할 만큼 의과 학 학부수준의 연구윤리 교육 필요

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2개의 학습목표 달성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평균이 2.60

으로 5점 척도를 사용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체로 낮은 달성

도를 보였다. 학습목표 중에서 ‘의료윤리의 역사적 기초와 4

 원칙을 설명할 수 있다’는 학습목표 달성도가 2.03으로 가

장 낮은 반면, ‘생명유지 장치의 유지, 중단에 한 의사결정

을 할 수 있다’는 학습목표 달성도는 상 적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의과 학의 의료윤리교육 실

태를 조사한 맹광호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Meng [10]은 

국내 의과 학의 의료윤리교육이 주로 윤리개념이나 생명윤

리, 임상연구 등에 치중되어 있으며 연구자의 연구윤리에 

한 문제나 환자-의사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해서

는 상 적으로 부족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 결과는 국

내 의과 학의 의료윤리 수업이 ‘생명윤리’에 한 문제를 다

루고 있는 것에 비해 ‘연구윤리’에 한 구체적인 내용은 상

적으로 미흡한 것을 드러냈다.

  본 연구가 9개 학 학생들의 인지도만으로 의료윤리 교육

의 달성도를 평가했다는 점에서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4년간의 의학교육을 통해서 연구윤리 학습

목표를 졸업할 당시 학생 스스로 평가하도록 하고 연구윤리

에 한 인식도를 조사함으로써 앞으로 연구윤리에 관한 교

육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에 해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학부수준의 연구능

력 함양에 한 관심이 높아지고 의과 학의 다양한 학생 연

구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학생들을 

상으로 한 연구윤리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 결과에서 학생들이 기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졸업 후 전

공의 교육에서 연구윤리 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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