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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We aim to assess infertility stress, gratitude, and changes in couple relationship of the women
under reproductive treatments an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s between variables.
Methods: The subjects were 212 infertile women receiving reproductive treatments. The data were col
lected by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from June to August in 2019.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the questions about infertility stress, gratitude and changes in their couple relationships. Descriptive stati
stics, t-tests, 1-way analysis of variance, and correlation coefficient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26.0
Windows program.
Results: The level of Infertility stress, gratitude, and changes in couple relationship averaged 3.23±0.59
(range of 1 to 6), 4.85±1.06 (range of 1 to 6), 3.03±0.55 (range of 1 to 5), respectively. Infertility stress
ha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gratitude (r=-0.322, p<0.001) and changes in couple relationship (r=
-0.371, p<0.001). Gratitude also ha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changes in couple relationship (r=-0.370,
p<0.001).
Conclusion: The results revealed that infertility stress has a negative correlation with gratitude and changes
in couple relationship. Thus, psychological interventions that can alleviate negative emotions should be
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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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난임 치료를 받는 여성은 슬픔, 공포, 희망의 상실, 자존
감 저하 등 정서적 부담감이 큰데, 이들이 경험하는 정서적
부담감과 관계적, 사회적 부담은 여성이 속한 사회의 출산
에 대한 태도와 난임에 대한 낙인과 관계가 있다(Gameiro
https://doi.org/10.21896/jksmch.2021.25.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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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19). 여성이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는 스트레스 요

임 진단과 치료과정에서의 변화에 긍정적으로 대처하고자

소로 작용하여(Kim et al., 2016) 개인적·사회적으로 위

하는 요구를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에 이 연구는 난

축되게 하고, 부정적 정서가 가중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임 치료를 받는 여성이 인식하는 스트레스와 부부관계 변

한다(Lee et al., 2020). 여성은 이러한 상황의 본질을 적

화 정도, 여성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감사 성향 간의 관련성을

극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 상태

파악함으로써 난임 치료를 받는 여성의 심리정서적 변화에

에서(Rapoport-Hubschman et al., 2009), 개인적, 관계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들이 경험하는 심리정서적 부담을

적, 의학적 및 사회적 불확실성(Gameiro et al., 2019)으로

완화하기 위한 간호중재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인해 삶의 질의 저하를 경험하게 된다(Lee et al., 2020).
감사 성향은 다양한 상황에서 획득한 긍정적 경험을 타

대상 및 방법

인의 기여로 인식하고 고마움을 느끼는 정서상태의 일반
화된 경향성이다(McCullough et al., 2002). 감사 성향이

1. 연구 설계

높은 사람은 삶에 있어서 좋은 일을 배우자 및 가족의 지지
로 여기며(Wood et al., 2008)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하

이 연구는 난임 치료를 받는 여성의 난임 스트레스, 감사

여 주관적 건강상태, 긍정적 정서 및 삶에 대한 만족 수준이

성향 및 부부관계 변화 정도를 측정하고, 그 관계를 파악하

높고 우울과 스트레스 정도가 낮고(Lau & Cheng, 2017;

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McCullough et al., 2002), 부정적인 경험일 수 있는 난임
문제를 긍정적으로 인식한다(Liao & Weng, 2018). 이에

2. 연구 대상

난임 진단과 치료과정에서 다양한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
는 대상자들이 난임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는 개인의
감사 성향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연구 대상자는 서울·천안 소재 난임전문병원 2곳을
방문하여 배란유도,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의 방법으로 임

여성들은 난임 치료를 받는 동안 개인적·관계적 측면

신을 시도하는 여성을 편의 추출하였다. G*power 3.10

의 변화와 함께 대처 및 적응을 경험한다(Kim, 2016). 이

program을 이용하여 상관관계분석에 사용될 통계적 검정

과정에서 난임이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문제가 아닌 부부가

법에 따라 significance level (α) 0.05, power (1–β) 80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인식할 때(Jeon & Lee, 2018)

%, 난임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여성을 대상으

긍정적인 대처와 적응의 결과에 이를 수 있다. 난임에 대한

로 한 선행연구(Kim, 2016)에 근거하여 Correlation p H1

부부의 서로 다른 생각은 의사소통의 단절과 결혼 만족도

0.2 (medium)로 두고 표본 크기를 산출하였을 때 193명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Park & Choi, 2012) 반면, 부부

이었다. 탈락율을 고려하여 배부된 설문지 총 220부 중 연

의 높은 수준의 합의는 부부가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감소

구 참여 의사를 철회하여 탈락된 경우와 작성오류로 인한

시키고(Peterson et al., 2003), 난임 관련 스트레스에의

설문지를 제외한 최종 212부를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이는

대처 능력을 증가시킨다(Li et al., 2020). 난임 문제에 있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최소 표본 수를 만족한다.

어 무엇보다 중요한 배우자의 역할과 지지는(Jeon & Lee,
2018) 난임 치료를 받는 여성에게 있어 가족의 지지와 함

3. 연구 도구

께 긍정적 경험으로 받아들여지며, 난임 관련 스트레스의
적극적 대처기전으로 작용하여 긍정적인 적응에 이르도록

1) 난임 스트레스

돕는다(Lau & Cheng, 2017). 따라서 여성이 난임이라는

난임 스트레스 정도는 Newton 등(1999)에 의해 개발

사건 이 후 부부관계의 변화를 인식하는 정도는 난임 치료

된 Fertility Problem Inventory를 Kim과 Shin (2013)이

에 임하는 태도와 치료 결과와 관련될 수 있다.

번안하여 국내 난임 치료를 받는 여성을 대상으로 신뢰도

난임 치료를 경험하는 여성은 치료를 받는 개인과 사회

와 타당도를 확보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사회적 영

구성원을 위한 난임 건강관리와 대인관계 관련 치료 등에

역 10문항, 성적영역 8문항, 관계적 영역 10문항, 아이 없는

대한 교육 요구도가 높다(Gameiro et al., 2019). 이는 난

일상에 대한 거부영역 8문항, 부모됨의 필요성 영역 1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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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총 46문항으로, 각 문항은 ‘매우 동의하지 않음’ 1점에

허가를 받은 측정도구와 연구의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도

서 ‘매우 동의함’ 6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록 허락된 도구로 이루어졌으며, 작성된 설문지는 연구자

난임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하며, 개발 당시 신

가 직접 회수하고 보관하였다. 설문지 작성에 소요된 시간

뢰도는 Cronbach α값은 0.93, 이 연구에서는 0.79였다.

은 약 10분이었으며, 연구 참여자에게 소정의 답례품을 지
급하였다.

2) 감사 성향
감사 성향은 McCullough 등(2002)이 개발하고, Kwon

5. 자료 분석

등(2006)이 한국어로 번안하여 국내대학생 597명을 대상
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보고한 Gratitude Questionnaire-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ver. 26.0 (IBM

6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사

Co., Armonk, NY, USA)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

의 경험과 표현을 평가하는 총 6문항의 7점 Likert 척도로

하였으며, 대상자의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많이 그렇다’ 7점이며, 점

차를, 난임 스트레스, 감사 성향 및 부부관계 변화 정도는

수가 높을수록 감사 성향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Kwon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난

등(2006)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 α값은 0.85,

임 스트레스, 감사 성향 및 부부관계 변화 정도의 차이는

이 연구에서는 Cronbach α값은 0.85였다.

t-test, analysis of variance를, 사후 검증은 Scheffe test
를 실시하였다. 이들 변수의 관련성은 Pearson correlation

3) 부부관계 변화

coefficient를 이용하였다.

부부관계 변화는 Schlein과 Guerney (1977)가 개발
한 대인관계변화 척도(Relationship Change Scale, RCS)

결

과

를 Kim (1988)이 번안하고 난임으로 진단받은 국내 여성
에게 적용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한 도구를 이용하였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다. 본 도구는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난임 진단 및 치료 전에 비해 다르게 느끼는 변화를 묻는 내

연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34.67±4.39세이며 고위

용들로 각 문항에 대해 ‘많이 감소했다‘ 1점에서 ‘많이 증가

험 임신 기준인 35세 미만이 109명(51.4%), 35세 이상

했다’ 5점의 Likert 척도이며, 만족, 의사소통, 믿음, 개방

이 103명(48.6%)이었다. 결혼 기간은 1년 초과 3년 미만

성, 민감성, 이해의 6개 하부영역의 총 26개 문항으로 구성

이 74명(34.9%), 3년 초과 5년 미만이 68명(32.1%)순이

되어 있다. ‘우리 부부의 대화는 전에 비해?’, ‘남편과 이야

었다. 직업이 있는 경우가 108명(50.9%), 종교가 없는 경

기하는데 어려움은 전에 비해?’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우가 129명(60.8%), 자녀가 없는 경우가 186명(87.7%)

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관계 변화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으로 많았다. 난임 요인은 132명(61.5%)이 원인 불명이

Kim (1988)의 연구에서 Cronbach α는 0.93, 이 연구에서

었으며, 난임 원인을 알고 있는 80명(37.7%) 중 여성 요인

는 Cronbach α값은 0.94였다.

이 52명, 남성 요인이 4명, 복합 요인이 24명이었다. 현재
난임 치료단계는 배란유도 43명(20.3%), 인공수정 142명

4. 자료 수집

(67%), 체외수정 27명(12.7%)이었다. 난임 치료 후 유산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41명(19.3%)이며 난임 시술비에

연구자료수집은 자료수집기관(GCI-18-13)의 Insti

대해 ‘매우 부담된다’로 응답한 대상자가 139명(65.6%)으

tutional Review Board 승인을 받은 후 서울과 천안시 소

로 가장 많았다. 난임시술비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

재의 난임시술 전문기관 2곳에서 2019년 6월부터 2019

는 121명(57.1%)이었으며. 배우자의 지지정도는 적극적

년 8월까지 개별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 보상, 익

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142명(67%)이었다(Table 1).

명성과 비밀보장 등에 대해 연구자가 직접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서면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는 사용
https://doi.org/10.21896/jksmch.2021.25.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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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난임 스트레스, 감사 성향 및 부부관계 변화 정도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12)
Characteristic

Value

Age (yr)

34.67±4.39

<35

109 (51.4)

≥35

103 (48.6)

이 연구 대상자의 난임 스트레스는 점수범위 1–6점에
서 3.23±0.59점, 감사 성향은 점수범위 1–7점에서 4.85±
1.06점, 부부관계 변화는 점수범위 1–5점에서 3.03±0.55

Duration of marriage
≤1

9 (4.2)

>1 to ≤3

74 (34.9)

>3 to ≤5

68 (32.1)

>5

61 (28.8)

점이었다(Table 2).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난임 스트레스, 감사 성향 및 부부
관계 변화 정도의 차이

Employment
Yes

108 (50.9)

No

104 (49.1)

대상자의 난임 스트레스 정도는 난임 요인에 따라 유의

Religion
Yes

83 (39.2)

No

129 (60.8)

한 차이가 있었으며(F=2.850, p=0.038), 배우자 지지를
적극적으로 지각하는 경우에서 보통의 경우와 수동적으로

Child

지각하는 경우와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9.146, p<

Have

26 (12.3)

Don’t have

0.001). 감사 성향 정도는 난임 치료에 대한 정부지원 여부

186 (87.7)

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고(t=2.191, p=0.030), 부

Factor of infertility
Unexplained
Explained
Female factor

132 (62.3)

부관계 변화는 배우자의 지지 정도가 적극적이라고 응답

80 (37.7)

한 경우에 보통인 경우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4.287,

52 (65.0)

Male factor

p=0.015) (Table 3).

4 (5.0)

Complex factor

24 (30.0)

4. 난임 스트레스, 감사 성향 및 부부관계 변화와의 관계

Current stage of infertility treatments
Ovulation induction

43 (20.3)

Intrauterine insemination

142 (67.0)

In vitro fertilization

대상자의 난임 스트레스는 감사 성향(r=-0.322, p<

27 (12.7)

0.001)과 부부관계 변화(r=-0.371, p<0.001)와 부적상

Abortion experience after infertility treatment
Yes

41 (19.3)

No

171 (80.7)

관관계에 있었으며, 감사 성향은 부부관계 변화(r= -0.370,
p<0.001)와 부적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4).

Treatment cost affordability
Hardly affordable

139 (65.6)

Medium affordable

57 (26.9)

Easily affordable

16 (7.5)

고

Government subsidy for infertility treatment

찰

이 연구에서 난임 치료를 받는 여성이 지각하는 난임 스

Yes

121 (57.1)

No

91 (42.9)

트레스 정도는 선행연구(Kim et al., 2016)와 같은 수준이
었다. 난임 스트레스는 난임 치료과정에서의 성생활 노출,

Level of spouse support
Active

142 (67.0)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인해 영향을 받으며(Kim et al., 2016)

Neutral

61 (28.8)

Passive

9 (4.2)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발전하기도 하므로(Yang &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or number (%).

Yeo, 2017), 난임으로 인한 스트레스 정도와 요인을 파악

Table 2. Infertility stress, gratitude, and relationship change of subjects (N=212)
Variable

Item score

Range of scale

Total score

Total range

Infertility stress

3.23±.59

1–6

146.68±27.20

46–230

Gratitude

4.85±1.06

1–7

29.11±6.37

6–36

Relationship change

3.03±.55

1–5

78.98±14.55

26–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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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Infertility stress, gratitude, and relationship chang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12)
Characteristic

Infertility stress

Gratitude

Mean±SD

t/F (p-value)

<35

3.19±0.64

≥35

3.28±0.52

Relationship change

Mean±SD t/F (p-value)

Mean±SD

t/F (p-value)

1.134
(0.258)

4.80±1.05

0.707
(0.480)

3.11±0.49

-2.069
(0.040)

0.981
(0.403)

4.53±1.08

0.384
(0.765)

3.13±0.83

Age
4.90±1.07

2.95±0.61

Marital duration
≤1

3.27±0.69

>1 to ≤3

3.18±0.51

>3 to ≤5

3.19±0.50

4.88±1.19

3.06±0.50

>5

3.34±0.73

4.80±1.09

2.89±0.60

4.90±0.90

3.11±0.52

1.962
(0.121)

Employment
Yes

3.22±0.67

No

3.24±0.49

-0.252
(0.801)

4.91±1.11

-1.089
(0.278)

4.96±1.04

0.890
(0.374)

5.01±1.02

2.850
(0.038)

4.90±0.91

4.79±1.01

0.803
(0.423)

2.99±0.54

1.243
(0.215)

3.04±0.55

0.818
(0.414)

3.09±0.52

0.423
(0.737)

3.01±0.54

3.08±0.57

-1.271
(0.205)

Religion
Yes

3.17±0.52

No

3.27±0.63

4.78±1.07

3.03±0.56

0.108
(0.914)

Child
Have

3.33±0.88

Don’t have

3.22±0.54

4.83±1.06

3.03±0.56

0.508
(0.612)

Factor of infertility
Unexplained

3.22±0.54

Female factor

3.38±0.72

Male factor

2.75±0.13

4.62±0.92

3.01±0.24

Complex factor

3.05±0.50

4.88±1.18

3.28±0.52

4.72±1.34

2.97±0.60

1.861
(0.137)

Current stage of infertility treatments
Ovulation induction

3.21±0.44

Intrauterine insemination

3.27±0.62

In vitro fertilization

3.07±0.60

1,245
(0.163)

5.13±0.90
4.82±1.06

2,670
(0.072)

4.54±1.19

3.20±0.51
2.98±0.55

2.735
(0.067)

3.05±0.59

Abortion experience after infertility treatment
Yes

3.21±0.56

No

3.24±0.60

-0.274
(0.784)

4.63±1.35

2.414
(0.092)

4.82±1.04

4.90±0.97

-1.445
(0.150)

2.88±0.50

3.150
(0.045)

2.98±0.58

3.07±0.56

-1.904
(0.058)

Treatment cost affordability
Hardly affordable

3.23±0.53

Medium affordable

3.31±0.71

Easily affordable

2.94±0.57

4.75±1.05
5.47±1.05

3.15±0.52

2.073
(0.128)

3.12±0.37

Government subsidy for infertility treatment
Yes

3.21±0.63

No

3.25±0.54

-0.465
(0.642)

4.99±1.03

9.146
(<0.001)
a<b,c

4.97±1.08

4.67±1.08

2.191
(0.030)

3.04±0.58

2.815
(0.062)

3.11±0.54

3.02±0.53

0.264
(0.792)

Level of spouse support
Activea

3.11±0.47
b

Neutral

3.44±0.76

Passivec

3.62±0.32

4.59±1.00
4.74±0.81

2.89±0.56
2.77±0.48

4.287
(0.015)
a>b

SD, standard deviation.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 결과, 여성이 지각하는 난임

준에서 더 높다. 이는 여성이 난임 치료 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정도는 배우자의 지지가 적극적이라고 인식하는

스트레스에 여성 개인보다 배우자의 영향이 클 수 있음을 보

경우에 더 낮았다. 선행연구(Kim, 2016)에 따르면 여성이

여주는 결과로, 난임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개인이 아닌 부

지각하는 스트레스 정도는 개인적 수준에서보다 관계적 수

부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과제임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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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 between infertility stress, gratitude, and relational change (N=212)
Variable

Infertility stress

Gratitude

Relational change

1

-0.322 (<0.001)

-0.371 (<0.001)

1

-0.370 (<0.001)

Infertility stress
Gratitude
Relational change

1

Values are presented as r (p-value).

또한 이 연구에서 난임의 원인이 여성에게 있는 경우 타

고, 반복되는 시술 실패와 재시도를 위한 노력, 난임과 관련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난임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고

된 사회적 압박감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어 있

있어, 여성 요인 난임으로 인해 치료를 받는 여성에게 더 많

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사 성향은 난임 관련 스트레스의 완화

은 관심과 지지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남성 요인

와 대처전략의 강화를 돕는 간호중재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난임인 경우에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많은 스트레스를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연구 대상자의 감사 성향 정도는 난임

경험하므로(Taghipour et al., 2020) 난임 스트레스 정도

치료 시술비 정부지원을 받는 경우에 더 높아, 난임 진단과

를 모니터링하고 중재함에 있어 여성 자신이 가지는 난임

치료를 받는 대상자 지원에 있어 의료기술적 지원, 난임시술

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자신을 불완전한 존재로 인

비지원을 통한 경제적 지원의 확대와 함께 난임 치료를 받는

식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나쁜 상황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대상자의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난임상담체계 구축과 효율

돕는 개인적 차원의 중재가 우선되어야 하겠다. 즉, 한국의

적 운영이 난임 극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회적 맥락 내에서의 난임의 의미와 인식에 대한 개인적

당위성을 시사하고 있다. 난임 치료를 받는 여성의 감사 성향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며, 난임 치료의 주체가 되는 여성의

향상을 위해서는 자기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증가시킴으로

심리정서적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구축

써 타인과 주위 환경에 대한 불편과 분노를 감소시킬 수 있는

하고, 다양한 난임 관련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관계적 차원

감사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겠다.

의 중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이용하여 난임 대상자의 부부

난임 치료를 받는 여성의 감사 성향 정도는 4.85점으로,

관계 변화 정도를 다룬 최근 연구가 없어 직접 비교에 어려

동일한 도구로 체외수정 시술 여성의 감사 성향을 측정한

움이 있으나, 난임 치료를 받는 이 연구 대상자가 지각하는

Lau 등(2019)의 5.55점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렇듯 감

부부관계 변화 정도는 중간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

사 성향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 데에는 개인적 특성, 사회문

다. 난임 치료를 받는 여성이 지각하는 부부관계의 긍정적

화적 특성, 난임 시술단계적 특성과 같은 다양한 요인과의

변화는 성생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부부의 친밀감

관련성을 예측해볼 수 있을 것이다. 감사 성향은 얻은 것에

과 성적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는 등(Kim et al., 2020) 난

대한 가치를 부여하고 긍정적 의미를 찾게 하는 수준으로

임으로 인한 다양한 관계적 변화에 긍정적으로 대처하고

개인에 따른 차이가 있으므로(Kim & Kim, 2019) 난임 치

적응에 이룰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이 연구에서 난임 치료

료를 받는 여성을 대상으로 반복 연구가 필요하겠다.

중인 여성이 배우자의 지지가 적극적이라고 인식하는 경우

이 연구에서 난임 치료를 받는 여성의 감사 성향 정도가

에 더 긍정적인 부부관계 변화를 나타내고 있어, 난임을 부

높을수록 난임 스트레스를 낮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어, 감

부가 함께 극복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난임 치료에 임하

사 성향이 높은 경우 삶의 긍정적인 측면에 더 큰 가치를 두

는 여성을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지지할 때 더욱 긍정적인

고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난임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게

관계형성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된다는 선행연구(Thompson et al., 2011)와 맥락이 같다.

반면, 난임 치료 과정에서 경험하는 부부관계의 부정적

난임 치료를 받는 여성의 감사 성향은 부모가 되고 싶은 욕

변화는 개인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Domar

구와는 무관하며(Lau et al., 2019),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

et al., 1993) 치료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De

한 인내력 부족을 감소시키고(De Faria et al., 2012) 외상

Faria et al., 2012), 난임 문제로 인한 부부관계의 부정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im & Kim,

변화를 완화하고(Kim et al., 2020) 관계적 불확실성을 줄

2019). 난임 치료를 받는 여성은 치료 기간을 예측할 수 없

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난임 문제를 경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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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하는 대상자가 난임이라는 사건과 관련해 경험하는 의학

라 완화될 수 있음을 밝힘으로써 난임 극복을 위해서는 여성

적 불확실성은 관계적 불확실성에 직접적이고 매개적 역할

자신의 개인적 차원의 노력과 함께 부부의 관계적 차원의

을 가지므로(Lau et al., 2019), 난임 관련 전문가는 난임

노력이 함께 요구됨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치료 과정에서 대상자들이 경험하는 불확실성 정도를 파악
하는 한편, 불필요한 불확실성을 경험하지 않도록 부부 대

결

론

상의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겠다.
연구 대상자의 감사 성향 정도는 부부관계 변화와 부적

배란유도,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의 방법으로 난임 치료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난임 치료를 받는 여성이 설문조사

를 받는 여성을 대상으로 난임 스트레스, 감사 성향 및 부부

시점에 감사 성향이 높다 하더라도 난임이라는 사건이 발

관계 변화 간의 관련성을 파악한 결과, 난임 스트레스는 감

생하기 전에 비해 현재의 부부관계가 부정적으로 변화했다

사 성향과 부부관계 변화와 부적상관관계에 있음을 알 수

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난임 진단과 치료는 비록 감사 성

있었다. 난임 스트레스는 감사 성향이 높은 경우 낮게 지각

향이 높은 대상자의 경우라 할지라도 부부관계가 부정적으

되며, 난임이라는 사건 이후 부부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

로 변화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

했다고 지각할 때 낮은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난임 진단과

과로, 난임 진단과 치료가 여성에게 있어 개인적, 관계적 손

치료과정에서의 경험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대처할 수 있

상을 가져오는 생애 큰 사건으로 삶 전반에 걸쳐 부정적으

도록 개인의 감사 성향 향상을 돕는 중재가 요구된다. 또한

로 영향한다는 선행연구(Kim & Nho, 2020; Lee et al.,

난임 관련 전문가는 배우자의 지지적 중재가 난임으로 인

2020)를 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부부관계가 긍

한 부정적 정서 정도를 완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중재임을

정적으로 변화하였다고 인식하는 경우에 난임 치료를 받

인식하고 난임 치료의 모든 과정에 배우자를 포함하여야

는 여성이 지각하는 난임 스트레스 정도가 낮은 경향이 있

하겠다. 향후 난임 치료를 받는 여성을 위한 긍정 정서 강화

는 이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난임 진단과 치료를 받는 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해볼 것과, 부부 대상의 지지적

성 혹은 남성 개인을 변화하기 위한 중재보다는 부부를 대

중재를 통한 난임 관련 부정적 정서 완화를 시도해볼 것을

상으로 한 관계적 중재를 통해 난임 치료의 주체가 되는 여

제안한다.

성의 스트레스 완화를 돕는 것이 효율적인 접근 방법일 것
으로 생각한다. 난임 치료를 받는 남녀를 대상으로 한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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