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5

The Korean Journal of Pathology
2004; 38: 165-73

Medical Students’ Attitudes Toward Autopsy and the Effect of
Their Attitudes Following a Forensic Pathology Course

Yoon Young Yang, Hee Kyung Park1, Cheong Yi Park2, Won Kee Lee, Sang Han Lee,
Jung Sik Kwak and Jong Min Chae

Department of Forensic Medicin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Daegu;
1Section of Forensic Dentistry, Department of Forensic Medicine, National Institute of Scientific
Investigation, Seoul; 2Department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Inha University, Incheon,
Korea

Background : The autopsy is a special surgical operation on a dead body to discover its cause
of death. The autopsy is necessary for forensic uses, and it is also of great importance for edu-
cating students regarding medical uncertainty. Methods : To evaluate medical students’ atti-
tudes toward autopsy and the effect of their attitudes following a forensic pathology course, a
questionnaire with 25 items that addressed the usefulness of autopsies and discomfort reac-
tions was used. One hundred eighty nine medical students from 3 medical schools in Daegu
participated in this study. Results : The medical students showed a high perception of an autop-
sy’s principles, but the medical students were reluctant to become personally involved, despite
being more aware of the necessities of the autopsy in forensic cases. Acceptance for the neces-
sities of the autopsy for medical students who took the forensic pathology course was increased,
but most of discomfort reactions were not improved. Conclusions : One way to fulfill the role
of forensic pathology as an inspector for human rights and to retain the very special source of
knowledge that autopsies represent would be to provide medical education that lead to rec-
onciliation of the discomfort feel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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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 학생의부검에 한인식도와법의병리학교육의효과

법의병리학(법의학)은 각종 변사체에 하여 사망의 원인을

규명하고, 성별, 연령, 인종을 포함한 개인식별과 자살 및 타살,

사고사 등 사망의 종류 감별, 손상 종류, 손상 정도, 사후 경과

시간, 외상과 사인의 관계 등을 규명하는 학문이다. 이러한 법의

병리학은 사회의 치안 유지를 위하여 범죄사실을 인지하고, 피

해자를 식별하며 범인을 추정함으로써 범인검거에 이바지한다.

또 무고한 혐의자에 하여 무죄를 입증하고, 나아가 유사범죄

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의학적 사항을 연구 상으로 한다. 그

외에도 법의병리학은 보험,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 죽음과 관련

하여 발생하는 개인간의 분쟁을 비롯한 각종 법률적 문제를 의

학적 측면에서 해결하는 학문으로 급성 전염병 예방과 함께 사

회의학에 해당한다.1 민주 사회 국가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는 사회의 범죄와 사고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법의학은 국민의 죽음이 범죄 행위로 인한 경우에 용의자

의 검거와 사법처리에 필수적으로 이용된다. 사고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도 사망의 원인과 건물, 산업안전시설, 도로, 자동차 등의

설계 구조와의 연관성을 연구함으로써 사고 재발을 막는 데 필

요하다. 또한 설명할 수 없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정확한

사망원인의 규명은, 각종 유전적인 소인을 알아내 그 가족의 질

병을 예방하고, 보건정책수립을 위한 정확한 사망통계를 얻는데

필수적으로 요구된다.2-4 현 에는 사후 법적 처리도 과거보다 엄

격하고 정확해야하며, 각종 법적 권리에 한 유족의 관심도 한

층 더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5

부검은 주검을 해부하여 죽은 원인을 검사하여 확인하는 일이

다. 부검은 목적에 따라 병리부검과 법의부검으로 나눈다. 병리

부검은 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사망 원인, 질병의 진행 과정, 치

료 효과 등을 판정하고 확인하기 위한 부검이다.6 법의부검은 명

백한 병사가 아닌 변사체에 해 범죄와 관련된 죽음과 사망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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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 의심이 가는 경우나 사고와 관련되어 죽음을 맞은 경우에

시행하는 부검이다. 서양의학은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실증법적

연구 자세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면 인체 내부를 조사하는 해부

라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전통이었다. 따라서 사람이 죽으면

사망에 이르게 한 질병의 원인을 알기 위하여 병리부검을 시행

하 다. 이러한 전통에 의하여 모든 중소병원에도 잘 갖추어진

부검시설이 있으며 병리의사에 의하여 병리부검을 시행하는 데

국민의 정서적 동의가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현 에는 의료 기

술이 발달하여 사망하기 전에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우

가 많아졌고, 각종 다양한 교육 자료가 개발되어 병리부검의 빈

도가 줄어드는 양상이다. 또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보험,

상속 등 법적인 문제가 빈번히 발생함으로써 많은 경우의 병리

부검이 법의부검으로 이관되고 있는 추세이다.7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성인에 한 병리부검이 시행되는 경우

가 드물다. 국민의 억울한 죽음을 남기지 않고 공공의 이익, 국

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필수적인 법의부검의 경우에도 2000

년 기준으로 부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인사 및 사인불명의

죽음 63,015건 중 실제 부검을 시행한 경우는 4,000여건으로 약

6.3%에 불과하고, 변사 발생 신고 건수의 약 12.7%로 추정되므

로 선진국에 비하여 터무니없이 낮은 상태이다.8 부검을 하지 않

는다고 해서 변사자가 모두 잘못 처리되지는 않지만 만일 한 건

이라도 잘못 처리되었을 시 있지도 않는 범인을 쫓아 많은 수사

력이 낭비되거나 또는 그 반 의 경우 범죄가 원히 은폐되고

만다.5 누구나 죽은 사람의 사망 원인을 확인하는 일에 반 하지

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인들에게는 부검이 다소

생소한 용어이며 유교적 전통 사상 때문에 시체에 손을 된다는

것을 두벌죽음이라 여기고 있어 부검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꼭

필요한 부검마저도 거부하는 태도는 죽은 사람에게나 살아 있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6 오히려 개인의 권리 행사나 사회

보건 복지에 악 향을 끼친다. 행정정책수립을 위하여 정확한 사

망 통계 자료를 얻고 사망 원인이나 이와 관련한 여러 사항들을

정확히 밝히는 것은, 사망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망자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서 사회질서를 안정

적으로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정확한 사망원

인을 규명하는 일은 유족들이 사망자에 한 죄책감에서 벗어나

고, 보험 관련 배상 문제나 의료 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도 반드시 필요하다.3,4 보험금 지급에 관한 문제는 사법적

인 사항은 아니나, 사망의 원인에 한 감정 결과를 토 로 보험

금지급의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 부검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요구된다.5

의료인으로서 의사는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고, 생명의 탄생에

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생명에 관련된 권리를 보호하고 책

임져야한다. 그러므로 의사는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를 보살피고

사망 후에는 그들의 법적 권리를 보호해 주기 위하여 죽음에 관

한 보다 확실한 신념을 지녀야 한다. 이를 위하여 장래에 의료 행

위를 할 의과 학생이 의학의 발전과 교육을 위한 병리학과 사

회의학으로서 법의병리학의 중심인 부검의 하여 어떤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 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검에 한 필요성 인식에 있어서 법의병리학을 수강한 집단과

수강하지 않은 집단 간의 차이와, 부검과 관련된 거부감에 있어

서 법의병리학을 수강한 집단과 수강하지 않은 집단 간의 차이에

관하여 조사하고자 하 다.

재료와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두 집단 비교 방법을 채택하 다. 한 집단은 비교적

동일한 학력수준과 교육환경을 갖고 있다고 평가되는 구광역시

소재 3개 의과 학의 2-4학년 학생들 중 2003년 가을학기 법의

병리학 강의에 등록한 112명을 상으로 수업을 듣기 전에 부검

과 관련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 다. 다른 집단은 동 학들의 2-

4학년 학생들 중 이미 2002년 가을이나 2003년 봄에 법의병리학

수업을 들은 학생 77명을 상으로 부검과 관련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 다. 따라서 표본은 총 18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조사는

항목 질문

1. 범죄나 타살에 의심이 간다면 수사 절차상 부검은 필요하다.

2. 직장에서 근무 중 사망했을 경우 업무와 관련된 죽음인지 자기

과실이나 지병인지 여부를 위해 필요하다. 

3. 수술중이거나 마취가 깨어나기 전에 사망했을 경우 진단과 치료

가 올바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4. 경찰과 함께 연행중이거나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사망했을 경우

필요하다.

5. 병사의 경우이지만 임상진단을 내리지 못해 부검 외에는 사망원

인을 밝힐 수 없을 경우 필요하다.

6. 집 외에 다른 장소에서 사망하 고 사망자가 신원이 확인 되지

않는 경우 필요하다.

7. 사고와 연관된 죽음의 경우( 량 재해, 철도, 비행기, 교통사고

등)에 사고 예방적인 차원에서 필요하다.

8. 보험처리나 산업재해 배상 면에서 사망원인을 정확히 밝혀 올바

른 청구와 권리를 찾기 위해 필요하다.

9. 평소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사망했을 경우 알지 못했던 질병

의 발견함으로써 남은 가족들의 질병의 예방적인 차원에서 필요

하다(예: 심장질환, 고혈압, 동맥경화, 유전병 등).

10. 의학교육의 측면에서 다양한 질병의 발견과 탐구, 올바른 약의

작용을 검사하기 위해 필요하다.

11. 진료 중 사망이 의료시스템이나 치료와 관련이 있는지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알기 위해서 필요하다. 

12. 사망하기전 14일 이내에 의사에게 진료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필요하다(임종시 의사가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포함).

13. 군 복무 중에 사망한 경우에 필요하다.

14. 어떤 이유건 가능한 한 부검은 하고 싶지 않다.

Table 1-1. Questionnaire part I given to the medical students 
부검이란 사람의 신체를 해부하고 그 내부의 장기 조직을 육안 검사 및

현미경 검사를 하여 질병의 유무를 알아내고, 외부 손상이 있을 경우 그

손상의 양상을 검사하여 사건, 사고의 재구성이 가능케 합니다. 귀하가 부

검을 해야 한다고 느끼는 경우에 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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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0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이루어졌다. 

측정 도구 및 변수

현재까지 부검의 필요성에 한 인식도를 조사한 연구가 거의

없어 참고할 설문지가 없는 실정이었기 때문에 법의병리학 관련

전공서적과 법의병리학 관련 전문의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설문지를 작성하 다.

설문지 구성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설문 I은 부검이

필요한 이유를 14개 항목으로 나열하 는데, 이 항목들은 국,

미국, 독일 등의 선진국에서 검시관법, 법의관법, 형사소송법 등

에 사망자를 조사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한 죽음의 경우를 포함

하는 것이다.8,9 타살이나 범죄의 의심이 있어 사법적 처리가 필

요한 경우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고 사고의

예방 및 질병의 원인 규명과 예방을 통하여 사회의 공공 이익을

위하여 반드시 조사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는 죽음의 종

류이다(Table 1-1). 설문 II는 자신이나 가족이 부검을 하여야

하는 상황일 때 부검에 거부감을 느끼는 이유에 하여 11개 항

목을 나열하 다(Table 1-2). 마지막으로 설문 III은 설문에 응

답한 학생들의 일반적인 특성과 법의병리학 및 부검에 하여 기

존에 알고 있는 정보에 한 응답을 요구하 고, 마지막 문항에

자신의 생각에 해 자유롭게 서술하도록 하 다(Table 1-3). 설

문 I과 설문 II에 하여 마지막 문항의 부정문에 한 동의를 역

으로 환산한 것을 제외하면, 동의하는 정도는‘반드시 그렇다’를

5점, ‘조금 그렇다’는 4점, ‘그저 그렇다’는 3점, ‘별로 그렇지

않다’를 2점, 그리고‘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측정하여 점

수가 높을수록 동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구성하여 5점 Likert 척

도로 측정하 다. 

자료 분석

수집한 자료의 통계분석을 위하여 SAS Ver 8.2를 사용하

으며, 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법의병리학 관련 항목에 해서

법의병리학 수강 여부에 따른 빈도수를 구하고 2 검정을 통하

여 분포의 독립성을 검정하 다. 법의병리학 수강에 따른 부검의

동의 정도와 거부감에 한 평균차이 분석을 위하여 각 항목 및

전체평균에 해서는 t-검정을 이용하 다. 상관분석을 통하여 부

검 동의정도와 거부감을 느끼는 정도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모든 통계적 검정의 신뢰수준은 95%로 설정하 다.

결 과

표본의 특성과 법의병리학 정보습득 경로

표본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비는 남자가

전체의 56.6% 고, 여자가 43.4% 다. 종교는‘없다’라고 응답

한 학생의 비율이 45.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천주교

(21.7%), 그리고 기독교와 불교가 각각 16.4%로 나타났다. 의

과 학생들의 장래 희망 전공은 임상분야가 80.4%이고, ‘기초

의학 또는 아직 결정하지 못 하 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19.6%

다. 선호하는 장례 방법은 화장이 42.3%, ‘매장 혹은 화장에

상관없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38.6%, 그리고 매장을 선호하는

항목 질문

1. 혹시 사후 부활시 신체에 나쁜 향을 미칠 것 같다(종교적 이유

포함).

2. 부검을 하는 의사에 한 정확성이나 신뢰성 면에서 감정 결과가

의심이 간다. 

3. 나의 몸이 공개 된다는 것에 해 부끄럽다.

4. 몸이 잘려진다는 것이 두벌 죽음이라 여겨 비인간적이다. 

5. 신속하게 처리되지 못해 장례일정과 절차에 향을 미칠 것같다.

6. 주변 환경이나 상황이 불결하다고 생각한다. 

7. 죽으면 끝인 것을 사후에 사인 규명이나 질병 연구는 별 의미

없다.

8. 기술의 발달로 부검 외에도 부검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충분

히 의료장비로 얻을 수 있으므로 부검의 필요성이 적다. 

9. 의학교육의 측면으로 실험 상이 되고 싶지 않다.

10. 부검을 통해 잘못된 진단이나 치료법이 발견되어 의사로서 비난

이나 소송을 받는 것이 불명예이다. 

11. 부검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인간의 존엄성이 모독되는 것 같아 될

수 있으면 안했으면 한다. 

Table 1-2. Questionnaire part II given to the medical students
나 자신 또는 가족의 부검을 반 하는 이유가 있다면 다음 항에 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2. 귀하의 학년은?

① 예과 1, 2학년 ② 본과 1  ③ 본과 2  ④ 본과 3 ⑤ 본과 4 

⑥ (           ) 학 (    )학년

3. 귀하의 종교는?

① 불교 ② 기독교 ③ 천주교 ④ 무교 ⑤ 기타

4. 귀하의 장래 전공 선택은?

① 연구직 또는 기초의학 ② 임상분야 ③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5. 귀하가 선호하는 장례는?

① 매장 ② 화장 ③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

6. 귀하는 법의병리학 관련 강의를 듣거나 법의병리학에 관련된 토론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7. 귀하는 법의부검에 해 알고 계셨습니까? 

① 알고 있었다 ② 전혀 모르고 있었다

8. 귀하는 법의부검 장면을 견학하거나 실습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① 견학과 실습을 다 해보았다

② 견학은 했으나 실습의 기회는 없었다.

③ 견학과 실습 어느 것도 해보지 못했다.

9. 귀하는 평소 법의학 교실의 업무에 하여 어디에서 정보를 얻으셨

습니까?

① TV  ② 신문 ③ 인터넷 ④ 의학전문 잡지

⑤ 의 선배나 동료 ⑥ 의사 ⑦ 가까운 친구나 가족 ⑧ 기타

10. 기타 하시고 싶은 말 은?

Table 1-3. Questionnaire part III given to the medical students
마지막으로 귀하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학생은 19.0% 다.

법의병리학 수업 이전에‘법의병리학에 관하여 알고 있거나

법의병리학에 관련된 토론을 해 본 경험이 있는가’라는 물음에

하여 응답한 학생 112명 중에 21.4%가 경험이 있다고 답하

다. ‘법의부검에 하여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63.4%

다. 부검 장면을 견학해 본 경험은 30.4% 고‘부검실습을 해

보았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8.0% 다. 법의병리학에 관한 정보

습득 경로는 TV, 신문 등 언론매체와 전문의학잡지를 통하여

48.2%가 얻었다고 하 고, 그 다음으로 의과 학 선배나 동료로

부터 21.4%, 교수의사로부터 10.7%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부검의 필요성에 한 인식도

부검이 필요한 항목에 하여 법의병리학수업을 받지 않은 의

과 학생들과 법의병리학수업을 받은 의과 학생들의 인식도는

Table 3과 같다. 법의병리학 수업을 받지 않은 의과 학생의 부검

의 필요성에 한 인식도는 평균 3.92점으로 높은 편이었다. 그

중에서 범죄나 타살의 의심이 있을 때 수사 절차상 부검이 필요

하다는 점에서 가장 높은 동의를 표시하 다{M(Mean ranks of

Likert scales, 이하 M이라 함)=4.66}. 그 다음으로 경찰에 연행

도중 또는 구치소, 교도소 등에서 사망하 을 경우 부검에 동의

하 고(M=4.29), 수술 중이거나 마취가 깨어나기 전에 사망했

을 경우 순이었다(M=4.22). 그 외에도 군복무 중에 사망한 경

우,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죽음인지를 판별하기 위하여, 보험

처리나 산업재해 배상에 관한 올바른 청구와 권리를 찾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에도 인식이 높았다. 그러나 사망하기 전 14일 이

내에 의사에게 진료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즉 사망의 원인을 설

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료 사실이 없는 경우와 량 재해로 인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그리고 철도사고와 항공기사고를

포함한 교통사고 등의 사고와 연관된 죽음의 경우에는 부검의 필

요성에 한 인식도가 상 적으로 낮았다. 법의병리학 수업을 받

은 집단에서의 부검에 한 인식도에서도 법의병리학수업을 받

지 않은 집단에서 비교적 부검의 필요성에 하여 인식이 높았

던 범죄나 타살의 의심이 있을 때(M=4.83), 경찰에 연행 도중

또는 구치소, 교도소 등에서 사망하 을 경우(M=4.61), 수술

중이거나 마취가 깨어나기 전에 사망한 경우(M=4.48), 군복무

중에 사망한 경우(M=4.45),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사망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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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sons for autopsy
Forensic pathology courses taken M (SD)

No Yes
t

1. Suspicion of a crime 4.66 (0.62) 4.83 (0.41) 2.2666*
2. Deaths from employment, accident, industrial disease 4.17 (0.76) 4.38 (0.69) 1.9423 

or industrial poisoning
3. Deaths occurring during an operation or under anesthetic 4.22 (0.73) 4.48 (0.62) 2.5245*
4. Deaths in prison or police custody 4.29 (0.70) 4.61 (0.61) 3.1901�

5. Uncertain cause of death 3.97 (1.04) 3.98 (1.05) 0.0888
6. Deaths occurring not in a house, and 3.96 (0.98) 4.24 (0.87) 2.0241*

the deceased’s residence is unknown
7. Deaths from accidents caused by any vehicle, airplane or train 3.39 (1.16) 3.80 (0.96) 2.5633*
8. For compensation of industrial accidents and insurance purpose 4.07 (0.86) 4.37 (0.76) 2.4966*  
9. To prevent family diseases when a health-looking person dies 3.69 (1.02) 4.11 (0.81) 3.1338�

suddenly and an unidentified disease is discovered
10. For the medical education 3.63 (1.03) 4.23 (0.75) 4.5824�

11. Quality control of care/treatment 3.82 (0.87) 4.16 (0.63) 3.1641�

12. Deceased was not seen by the certifying medical practitioner 3.34 (1.00) 3.62 (0.91) 1.9187  
either after death or within 14 days before death

13. Deaths occurring during the military service 4.19 (0.88) 4.45 (0.71) 2.2026*
14. Autopsy should not be allowed in any case 3.48 (0.99) 3.51 (1.02) 0.2508

Total 3.92 (0.58) 4.20 (0.44) 3.7089�

*, p<0.05; �, p<0.01. M indicates Mean Ranks of Likert Scales; SD, Standard deviation.

Table 3. Perception of autopsy practice among medical students

Item Students (%)

Opportunity to discuss about the forensic Yes 24 (21.4)
medicine No 88 (78.6)

Information on forensic autopsy Yes 71 (63.4)
No 41 (36.6)

Autopsy observation or practice Observation & 9 (8.0)
practice

Observation 34 (30.4)
No experience 69 (61.6)

Routes to get information on TV/Newspaper 54 (48.2)
forensic autopsy /Journals

Internet 6 (5.4)
Colleagues 24 (21.4)

Doctors 12 (10.7)
Others 16 (14.3)

Total 112 (100.0)

Table 2. Experiences with autopsy prior to forensic pathology
course



리나 산업재해 배상에 관련한 사망(4.38) 등의 항목에서 필요성

에 하여 인식도가 높았다. 

법의병리학 수업을 받은 집단과 받지 않은 두 집단 간의 부검

의 필요성 인식은 수업을 받지 않은 의과 학생의 평균 3.92점보

다 수업을 받은 집단에서 전체 평균이 4.20점으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이며 인식도가 상승하 고(Fig. 1), 14개 항목 중

9개 항목에서는 법의병리학 수강여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0항의‘의학교육의 측면에서

다양한 질병의 발견과 탐구, 올바른 약의 작용을 검사하기 위해

필요하다’에서 강의를 수강하지 않은 집단(M=3.63)과 강의를

수강한 집단(M=4.23)간에 t=4.5824로 유의성이 가장 크게 나

타났다. 그리고 4항의‘경찰에 의해 연행 중이거나 구치소나 교

도소에서 사망했을 경우’(수업을 받지 않은 집단(M=4.29)과 받

은 집단(M=4.61) 간의 t 값이 3.1901)가 유의성이 높았으며, 11

항의‘진료 중 사망이 의료절차나 치료와 관련이 있는지 또는 적

절한 조치를 했는지 알기 위해서’(수업을 받지 않은 집단 M=

3.82와 받은 집단 M=4.16로 t 값이 3.1641), 9항의‘평소 건강

했던 사람이 갑자기 사망했을 경우 알지 못했던 질병의 발견함

으로써 남은 가족들의 질병의 예방적인 차원에서 필요하다(예:

심장질환, 고혈압, 동맥경화, 유전병 등)’에서 강의를 수강하지

않은 집단(M=3.69)과 강의를 수강한 집단(M=4.11)간에 t 값

이 3.1338로 유의성이 높게 나타남으로써, 남아 있는 가족의 질

병의 예방적인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복지사회적 개념에 동의도

높아졌다(Fig. 2). 부검의 필요성 인식도에 있어서 법의병리학

강의 수강을 하지 않은 집단과 수강을 한 집단 간에 유의성이 크

지 않은 항목은 5항의‘병사의 경우이지만 임상진단을 내리지 못

해 부검 외에는 사망 원인을 밝힐 수 없을 경우’(강의를 수강하

지 않은 집단 M=3.97과 수강한 집단 M=3.98 t=0.0888), 12

항의‘사망하기 전 14일 이내에 의사에게 진료받은 사실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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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omfort reactions
Forensic pathology courses taken M (SD)

No Yes
t

1. Bad influence on the body in the spiritual world 1.99 (1.01) 1.90 (1.05) -0.5363
2. Incompetency of the doctor who performs an autopsy 2.54 (1.04) 2.57 (1.01) 0.1747
3. Shame to expose the bare body. 2.85 (1.10) 2.93 (1.08) 0.4805
4. Discomfort with cutting the organs 2.72 (1.18) 2.70 (1.10) -0.1284
5. Influence on the funeral schedule and process. 2.59 (1.00) 2.80 (1.03) 1.3692
6. Unclean autopsy facilities 2.91 (1.11) 2.87 (1.10) -0.2462
7. Investigation of the cause of death of the deceased is useless 1.98 (0.89) 1.85 (0.99) -0.9033 
8. Less value of autopsies because of the advanced medical equipments 2.67 (0.92) 2.29 (0.88) -2.8225�

9. Reluctant to be an experimental body 3.09 (1.03) 3.15 (1.05) 0.3727 
10. Fear of disclosing malpractice 2.65 (0.93) 2.77 (1.14) 0.8394
11. Violate the reverence for the dead 2.77 (1.10) 2.36 (0.90) -2.7174�

Total 2.61 (0.64) 2.56 (0.61) -0.5487

*, p<0.05; �, p<0.01; M indicates Mean Ranks of Likert Scales; SD, Standard deviation.

Table 4. Causes to feel discomfort regarding autopsy on oneself or next of kin

M indicates Mean Ranks of Likert Scales; SD, Standard deviation.

Students (%) M S.D. t or F p-value

Burial 36 (19.0) 2.94 0.77
2.3787 0.0191Cremation 153 (80.9) 2.56 0.60

or anyway

Table 5. Discomfort regarding funeral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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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It showed the differences of perception toward autopsy prac-
tice between students who took the forensic pathology course and
who did not take the course. Mean ranks of Likert scales in the
group of students who took the course in forensic pathology increas-
ed in the entire items. The item number of questionnaires means
as follows; 1. Suspicion of a crime, 2. Deaths from employment,
accident, industrial disease or industrial poisoning, 3. Deaths occur-
ring during an operation or under anesthetic, 4. Deaths in prison
or police custody, 5. uncertain cause of death, 6. Deaths occurring
not in a house, and the deceased’s residence is unknown, 7. Deaths
from accidents caused by any vehicle, airplane or train, 8. For com-
pensation of industrial accidents and insurance purpose, 9. To pre-
vent family diseases when a health-looking person dies suddenly
and an unidentified disease is discovered, 10. For the medical
education, 11. Quality control of care/treatment, 12. Deceased was
not seen by the certifying medical practitioner either after death
or within 14 days before death, 13. Deaths occurring during the
military service, 14. Autopsy should not be allowed in any case.
The items were evaluated through Likert’s scale, where 5 referred
to strong agreement and 1 to strong disagreement (Central point:
Mean rank of Likert scales, Vertical line: Standard deviation). 



경우’(임종시 의사가 보지 않았을 경우 포함)’(강의를 수강하지

않은 집단 M=3.34과 수강한 집단 M=3.62, t=1.9187)의 항목

이었다.

부검에 한 거부감

나 자신이나 나의 가족이 부검 상이 되었을 때 불쾌감 또는

거부감에 한 조사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법의병리학 수업을

받지 않은 의과 학생의 부검에 한 거부감은 평균 2.61이었다.

거부감의 이유는‘의학교육의 측면에서 실험 상이 되고 싶지

않다’(3.09), ‘주변 환경이나 상황이 불결하다’(2.91), ‘나의 몸

이 공개된다는 것에 해 부끄럽다’(2.85)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혹시 사후 부활 시 신체에 나쁜 향을 미칠 것 같다(종

교적 이유 포함)’(1.99), ‘죽으면 끝인 것을 사후에 사인 규명이

나 질병 연구는 별 의미 없다’(1.98) 등의 이유로 응답하는 비율

은 매우 낮았다. 그리고 부검의 필요성을 묻는 항목 중‘범죄나

타살의 의심이 있을 때 수사 절차상 부검이 필요하다’, ‘경찰에

연행 도중 또는 구치소 교도소 등에서 사망하 을 경우’와‘수

술 중이거나 마취가 깨어나기 전에 사망’의 3개 항목에‘반드시

그렇다’로 응답하여 부검이 꼭 필요하다고 전적인 동의를 나타

낸 의과 학생 중에서도 부검의 거부감을 느끼는 모순을 보 는

데 거부감의 이유는 역시 앞의 경우와 동일하 다(Fig. 3).

법의병리학 수업을 받은 의과 학생의 부검에 한 거부감은

평균 2.56으로 거부감과 관련한 총 11개의 항목 중 단 2개를 제

외한 모든 항목에서 법의병리학을 수강한 집단과 수강하지 않은

집단 사이에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의병

리학 교육 후 부검을 꺼리는 이유에서 유의성 있게 개선을 보이

는 항목은, 8항의‘기술의 발달로 부검 외에도 부검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의료장비로 얻을 수 있으므로 부검의 필요

성이 적다’(법의병리학을 수강하지 않은 집단 M=2.67과 수강

한 집단 M=2.29, t=-2.8225)와 11항의‘부검의 필요성은 인정

하나 인간의 존엄성이 모독되는 것 같다’(법의병리학을 수강하지

않은 집단 M=2.77과 수강한 집단 M=2.36, t=-2.7174)이다. 

전체 조사 상자의 선호하는 장례 방법에 따른 부검에 한

거부감은 매장을 선호하는 의과 학생(19%)에서 평균 2.94로

‘화장이나 화장 혹은 매장에 상관없다’라고 응답한 의과 학생

(80.9%)의 평균 2.56점보다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거부감이

높았다(p=0.0191)(Table 5). 

고 찰

외국의 여러 선진 국가는 근 화 과정 동안에 온갖 종류의 범

죄 은폐와 억울함을 경험해 본 후,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민주

사회를 지키기 위하여 의혹의 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죽음

을 철저히 감시할 수 있도록 법의부검을 시행하는 명문화된 법

률을 가지고 있다.7-9 부검을 하여 장기의 병변을 관찰함으로써

사망의 원인을 조사하고, 환자의 질병 진행에 관한 많은 정보를

얻고 종국에 질병치료와 예방을 할 수 있는 등 부검의 가치가 크

다. 또한 의과 학생의 교육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인 그리고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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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differences of perception by Mean ranks of Likert scales
in the following items between students who took the course in foren-
sic pathology (outer line) and who did not take the course (inner
line) was seen in Radar chart. The item number of questionnaires
means as follows [10] For the medical education, [9] To prevent
family diseases when a health-looking person dies suddenly and
an unidentified disease is discovered, [7] Deaths from accidents
caused by any vehicle, airplane or train, [11] Quality control of care/
treatment, [4] Deaths in prison or police cust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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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It showed the discomfort regarding autopsy on oneself or
next of kin among medical students, who are strongly accepted
autopsy such as suspicion of a crime, deaths occurring during an
operation or under anesthetic, and deaths in prison or police cus-
tody. The item number of questionnaires means as follows 1. Bad
influence on the body in the spiritual world, 2. Incompetency of the
doctor who performs an autopsy, 3. Shame to expose the bare
body, 4. Discomfort with cutting the organs, 5. Influence on the
funeral schedule and process, 6. Unclean autopsy facilities, 7.
Investigation of the cause of death of the deceased is useless, 8.
Less value of autopsies because of advanced medical equipments,
9. Reluctant to be an experimental body, 10. Fear of disclosing
malpractice, 11. Violate the reverence for the dead. The items were
evaluated through Likert’s scale, where 5 referred to strong agree-
ment and 1 to strong disagreement (Central point: Mean rank of
Likert scales, Vertical line: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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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인 측면에서의 부검의 가치 또한 고유하다. 

현 복지 국가에서 부검은 범죄 수사에 국한된 것 뿐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범위로 확장되어 시

행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부검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

록 하는 별도의 법률규정이 없으므로,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시

체검안서와 사망진단서를 발부하게 되는 의사는 사망의 원인을

밝힘으로써 국민의 생명에 관련한 권리를 보호하고 책임져야 할

최일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유가족의 권리를 위하여 부검을 권

유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는 의사로서 법의병리학의 중요성을

알고 부검의 필요성에 하여 잘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등 그 역

할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학부 과정에서 의과 학생들의 부검

의 필요성에 한 인식과 부검에 한 태도를 파악하는 것이 필

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선진국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고 공공

의 이익을 위하여 반드시 죽음을 감시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

고 있는 부검이 필요한 상황8을 제시하여, 우리나라 의과 학생

들의 부검에 한 인식 정도와 부검을 꺼리는 이유에 하여 설

문 조사하고, 법의병리학 교육을 받은 집단과 법의병리학 교육을

받지 않은 집단 간을 비교 조사하 다. 그 결과 법의병리학 교육

을 받지 않은 집단에서도 부검의 필요성에 높은 긍정의 응답을

보임으로써 기본적인 의학교육을 받은 의학도로서 부검의 필요

성에 해 높은 수준의 인식을 갖고 있었다. 그 중에서 범죄나

타살의 의심이 있을 때 수사 절차상 부검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가장 높은 동의를 표시하 다. 그 다음으로 경찰에 연행 도중 또

는 구치소, 교도소 등에서 사망하 을 경우에 부검을 동의하 고,

수술 중이거나 마취가 깨어나기 전에 사망했을 경우 순이었다.

그 외에도 군복무 중에 사망한 경우,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죽

음인지를 판별하기 위한 경우, 보험처리나 산업재해 배상에 관한

올바른 청구와 권리를 찾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에도 높은 인식

을 하고 있었다. 이는 법의병리학 수업이전부터 의과 학생들의

48.2%가 TV, 신문 등 언론매체와 전문의학잡지를 통하여 법의

병리학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여 범죄와 관련된 경우에 부검이 필

요하다는 사실을 널리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법의병리학 수업을 받은 집단에서의 부검에 한 인식도

는 법의병리학 수업을 받지 않은 집단과 마찬가지로 범죄나 타

살의 의심이 있을 때, 경찰에 연행 도중 또는 구치소, 교도소 등

에서 사망하 을 경우에서 높은 인식도를 보 다. 법의병리학수

업을 받은 집단과 받지 않은 두 집단 간의 부검의 필요성에 한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전반적으로 교육을 받

은 집단의 인식도가 상승하 다. 그 중에서 의학교육의 측면에서

다양한 질병의 발견과 탐구, 올바른 약의 작용을 검사하기 위해

서, 진료 중 사망이 의료절차나 치료와 관련이 있는지 적절한 조

치를 했는지 알기 위해서, 평소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사망했

을 경우 알지 못했던 질병의 발견함으로써 남은 가족들의 질병

예방을 위한 항목에서 인식도가 크게 상승하 다.

법의병리학 강의를 받은 집단과 받지 않은 집단 간의 부검의

필요성 인식에 하여 유의성이 크지 않은 항목은 병사의 경우

이지만 임상진단을 내리지 못해 부검 외에는 사망원인을 밝힐 수

없을 경우, 사망하기 전 14일 이내에 의사에게 진료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병리부검이 거의 시

행되지 않으며, 병리학교육 과정에서도 부검의 필요성에 한 교

육을 제 로 받지 못하고 있고, 설문조사에서 밝혀진 바 로 법

의병리학 수업 전 단지 8%만이 부검 실습에 참여한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의학교육 중 병리학교육 과정에서

부검은 기본적인 역할을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부검을 견

학하거나 부검기록에 해 정확히 기술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는

병리실습 없이도 병리학교육 과정을 마칠 수 있다. 그 뿐 아니라

현재의 여건상 부검을 직접 실습하는 것을 제외하더라도 학생들

이 부검에 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또 죽음에 한 토의를 하는

자체도 정규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10도 그 원인이

된다고 생각한다. Benbow11는 수사상 필요한 경우 이외에도 많

은 경우에서 부검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부검이 의과 학

생들의 병리학 과정 중 실질적인 실습에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고 주장하 다. Gloth 등12과 Ahronheim 등13의 조사에서도 교

통사고나 범죄와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검률이 유아보

다 노인의 경우 더욱 낮아진다고 하 다. 노인의 부검률이 낮은

이유는 노환에 의해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고, 치료법 또한

부분의 경우 병의 완치보다 일시적으로 생명의 연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검을 통하여 얻는 정보가 크게 의의가 없을 것

이라는 인식으로 임상의들이 부검을 권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

다.14,15 이와 같은 잘못된 인식으로 사망의 정확한 원인을 밝히

기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고, 이로 인하여 개인의 법적 권리가 침

해될 소지가 생기기도 하며 국가 보건의료정책을 위한 사망자 통

계가 매우 부정확하게 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의과

학생이 장차 의사가 된 다음 환자의 치료에 임할 때 국민의 인권

에 관련된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하여 부검의 필요성에

한 적절한 교육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의과 학생들의 부검의 필요성에 한 인식은 비교적 높음에

도 불구하고 자신이나 가족들의 부검에 하여 일부 거부감을 가

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찰에 연행 도중 또는 구치소, 교

도소 등에서 사망한 경우, 의학교육의 측면에서 다양한 질병의

발견과 탐구, 올바른 약의 작용에 한 검사, 진료 중 사망이 의

료 절차나 치료와 관련이 있는지 또는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여

부 등을 알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항목에서 동의를 표한 학생들조

차도 부검의 거부감을 똑같이 느끼고 있다는 모순을 보 다. 이

는 전문 의료인으로서 스스로 모순이 되는 것이고, 자신이나 가

족의 부검에 하여 마지 못하여 하는 태도로는 환자에게 부검의

가치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전문 의료인으로서의 모순은 전

통적인 서양의학으로서 부검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국가에서

도 비슷한 경향을 보 는데 Sanner16의 조사에 의하면 스웨덴 의

과 학생도 최근 10년간 이전보다도 부검에 한 거부감을 더 나

타내었다. 자신이나 가족의 부검 요청에 하여 거부감을 느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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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 요인은 죽음을 애써 외면하고 싶은 죽음에 한 기본적인

불안감에 있다고 생각한다. 죽음에 한 불안의 정확한 기전은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나의 몸이 공개된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

각하거나 시신의 몸이 잘려지거나 장기가 섞이는 것에 한 불쾌

감 등은 인간이 죽은 후에도 그 시신에 한 집착을 표현하는 것

으로 Sanner17의 조사에서도‘몸이 잘려지는 것이 불쾌하고 고인

에 해 무례하다고 느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부검의 거부감

중 가장 높았다. 우리나라 의과 학생들에 한 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의과 학생으로서 부검에 한 필요성의 인식도가 높

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자신의 친척 등 가까운 사람들의 부검을

꺼려 하는 이유 중, 의학교육의 측면에서 실험 상이 되고 싶지

않고 나의 몸의 공개된다는 것에 해 부끄럽다고 느끼고, 시신

의 몸이 잘려진다는 사실에 한 불안감이 법의병리학 교육의 유

무와 상관없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자신의 몸을 공개하

는 부끄러움 등 죽은 후의 자신의 시체에 한 집착은 동서고금

을 막론하고 같은 현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후 부활 등 종교적

이유는 매우 낮았으며, 장례 방법의 선호도도 기존의 매장 방법

보다 화장이나 장례 방법에 관여치 않는 의과 학생이 81%에 달

해 유교적 개념에 의하여 신체의 손상을 꺼려 한다는 통상의 개

념과는 달랐다.

부검에 한 거부감은 법의병리학 강의를 받은 집단에서도 크

게 개선되지 않았지만‘기술의 발달로 부검 외에도 부검에서 얻

을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의료장비로 얻을 수 있다’와‘부검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인간의 존엄성이 모독되는 것 같아 될 수 있

으면 안 했으면 한다’는 항목은 법의병리학 교육을 받은 집단에

서 크게 개선이 되었다. Benbow10의 연구에서도‘의료인들이 자

신이 치료하던 환자의 부검에 참여하는 것이 이상적이다’라는 문

항에 결과는 저학년이 고학년보다 높이 나타났다. 이는 고학년은

잠재적으로 부검의 유용성에 해 인식하고 있으나 임상 실습을

통해 의학교육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일반 의사들은 바쁜 일정

에서 부검에 직접 참여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인식하

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은 전통적으로 많은

부검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다음 세 를 위한 의학교육을 위한

필요성과 사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전통적인 합리성에 기인한 것

으로 생각한다.

의학교육 과정 중 부검의 참여와 경험은 의과 학생들에게 의

학교육 이외에도 죽음이라는 사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도와 주

며,12 또한 의료행위 중 실수를 범하기 쉬운 사항들에 하여 명

확하게 이해를 하게 되어 장차 환자를 진료할 때 진단이 모호한

경우나 의료 과실에 하여 적절한 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

질 수 있게 한다.18 또 Anderson 등18과 Fox19의 조사 연구에 의

하면, 의학교육 과정에서 부검을 통하여 환자의 진료에 사사로운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에 효과가 있다고 하

다. 사회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에 관련한 법적 권리를 보장하

기 위하여, 그리고 임상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에게 존엄한

치료와 보살핌을 위하여서도 의사는 죽음에 관하여 확실한 신념

을 지녀야 한다. 의학의 발전과 교육을 위한 병리학과 사회의학

으로서 법의병리학의 중심인 부검을 올바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는 의료인들이 먼저 부검의 필요성을 분명하게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후에도

자신의 시신에 한 집착심으로 말미암아 부검을 기피하고자 하

는 잘못된 생각은 통상적인 법의병리학 교육만으로 크게 개선되

기는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므로 의학교육 전반에 걸쳐

부검을 통하여 얻은 지식과 경험은 직접 임상에서 환자를 치료

할 때 매우 도움을 주고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를 적절하게 보살

필 수 있도록 해주며, 부검은 결코 사후의 인간 존엄성을 훼손시

키지 않는다는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시신에 한 존엄성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부검실

환경 등 외부적인 여건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 명백한 병사

가 아닌 국민의 죽음에 하여 사인을 정확하게 규명하여 범죄

사건의 해결뿐 아니라 보험,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 죽음과 관련

하여 발생하는 각종 법률적 문제를 의학적 측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검을 통하여서만 얻을 수 있

는 특별한 경험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습이 조화

된 병리학과 법의병리학 교육 과정을 충실히 시행할 여건을 만

들어야 한다. 그리고 범죄와 관련된 사항에 한정하지 않고 미래

의 사고 예방과 분쟁 해결을 위한 복지사회개념을 포함한 법의

병리학교육 개념이 새롭게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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