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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불임원인에 따른 남녀의 불임스트레스와 대처

남성과 여성은 성별의 차이로 인해 성 역할에 차이를 보이지만 불임남녀

는 많은 연구 문헌에서 유사한 심리·정서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하였

다. 하지만 국내의 연구들은 불임이 부부공동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연구되어왔고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인 경우 의학적

진단과 치료에 관계된 연구에 국한되어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불임문제를

불임남녀가 공동 대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불임을 경험하는 남녀의 불임스트레스와 그 대처방법을 비교

하기 위한 서술적 연구이다. 이를 위해 2001년 2월 20일부터 5월 18일까지

서울시내 2개의 대학병원과 1개의 산부인과의원에 불임을 주소로 방문한 남

성33명과 여성 104명을 통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

다. 자료수집에 사용한 도구는 수정·보완된 김선행 등(1995)의 불임스트레

스 도구(Cronbach' s α = .9755)와 Folkm an & Lazaru s (1984)의 Ways of

coping (Cronbach' s α =. 8857)이며 연구결과는 SPSS Pc+를 사용하여 전산

처리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남녀의 불임스트레스 정도의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불임스트레스가 더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t=-1.878,

P=.103).

(2) 남녀의 불임스트레스 대처를 비교해 본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대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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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t=-2.339,

P=.018).

(3) 남성의 불임원인에 따른 불임스트레스 차이를 비교 분석한 결과, 불임

의 원인이 본인에게 있는 경우가 가장 스트레스가 높았고 이는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χ2 =9.370, P=.000).

(4) 여성의 불임원인에 따른 스트레스차이는 불임의 원인이 배우자에게 있

는 경우에 가장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3.312, P=.014).

(5) 남성의 불임원인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차이는 불임의 원인이 본인에게

있는 경우에 가장 대처를 많이 사용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

났다(χ2=4.321, P=.008).

(6) 여성의 불임원인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차이는 불임의 원인이 본인과 배

우자 양측에게 있는 경우에 가장 대처를 많이 사용하였으나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F=.422, P=.792).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남녀의 불임스트레스는 비슷한 수준이

었으나 남성은 불임원인이 본인에게 있는 경우, 여성은 불임원인이 배우자

에게 있는 경우 불임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불임부부

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간호사는 불임원인이 본인에게 있는 남성과 불임원

인이 배우자에게 있는 여성을 보다 민감하게 도와 불임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지를 제공해야 한다.

핵심되는 말 : 불임남녀, 불임스트레스,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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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보조 생식술의 급격한 발달로 불임의 원인규명과 함께 실제 임신율

은 높아졌으나 불임의 빈도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Keye(1984)는 그 원인을 성병 발생 빈도의 증가, 자궁 내 피임기구 사용 등

으로 인한 골반 감염 발생 빈도의 증가, 직업·환경적으로 공해에 노출되는

기회의 증가, 학력이나 경력을 추구하기 위해 임신을 늦추는 경향 등으로 보

고하였다.

주경순 등(1990)은 1981년부터 1987년까지 불임을 주소로 일 대학병원 산

부인과에 등록한 2,130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산부인과외래 초진 환자

수에 비해 불임 환자수는 늘어났으나 실제 불임치료 후 평균 임신율이 약

22.5%라고 보고하였다. 이에 비해 불임의 원인이 불확실한 경우와 특별한 치

료 없이도 임신에 성공한 경우는 34.2%로 나타났다. 김석현(1997)의 연구에

서도 전체부부의 10∼15%를 차지하고 있는 불임부부에서 체외 수정 시술(In

Vitro Fertilization and Embryo Transfer, IVF-ET) 프로그램에 의한 임신 성

공율이 평균 20∼30%에 그치고 있으며, 수정 후 체외 배양하여 정상적으로

발달된 배아를 자궁 내로 이식했을 때의 임신율도 평균 20∼30%정도로 보고

하였다.

불임치료의 발달은 불임 환자들에게 임신의 기쁨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임신에 실패하고 일정정도의 치료의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 또 다시 새로운

약과 더 고도의 기술로서 그들에게 임신의 희망을 강요하게 된다. 임신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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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과정에서 이들은 신체적, 경제적 부담 및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불임부부들이 불임의 진단과 치료과정에서 경험하는 정서, 심리적 스트레

스에 관한 연구로는 Mahlstedt(1985)에 의하면 불임부부들은 불임이라는 진

단과 함께 환자가 되고, 환자가 된 후에는 의사의 치료 계획에 의해 임신 그

자체는 모든 일상생활의 중심이 되게 된다. 이들은 우울 뿐만 아니라 분노를

일으킨다고 하였다. 또 Seibel 등(1982)은 불임 부부의 25∼40%가 불임 진단

과 치료 과정에서 임상적으로 중요한 정서적 장애를 나타냈으며 또 이들의

자살의 빈도는 아이가 있는 부부의 2배가 될 정도로 불임 그 자체는 이들

부부 관계에 주요한 스트레스 원이자 정서적 손상의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Menning(1980)은 불임부부들이 느끼는 감정은 순서나 강도에 따라 다르

지만 대부분 놀라움, 부인, 분노, 소외감, 죄책감 및 슬픔의 과정을 비슷하게

겪게 된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는 개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부부관계,

대인관계,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 또 Margaret 등(1996)에

의하면 불임부부들은 크게 삶의 변화, 무기력, 희망-절망의 주기, 사회적 소

외감의 네 가지 경험을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불임검사와 치료과정

동안 신체상, 자아개념, 일반적인 정서적 안녕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변한다

고 하였다.

한편 N ewton 등(1999)은 사회적 관점, 성적 관점, 관계적 관점, 부모성

(p arenthood)에 대한 욕구, 아이가 없는 일상생활 거부의 다섯 영역으로 분

류하여 불임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평가하였는데 모든 영역에서 우울과 유의

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또 이러한 현상은 불임남성과 불임여성 모두 유사

하게 나타났다.

조혜정(1991)에 의하면 남성과 여성이 단순한 사회구성원으로서가 아니라,

성이 다름으로 해서 서로 다른 역할을 맡게 되고 그 속에서 서로 다른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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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꿈, 조절과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불임을 경험

하는 불임남녀는 많은 연구 문헌들의 결과에서처럼 불임이라는 진단을 받고

난 후, 유사한 심리·정서적 스트레스를 겪으며 이러한 문제는 이들의 전반

적인 안녕을 위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의 불임에 관한 연구는 불임의 의학적 진단과 치료에 관

계된 연구가 대부분인 반면 심리적 측면에서는 불임여성 뿐만 아니라 불임

남녀 모두 일정하게 정해지지 않는 기간동안 불임으로 인해 경험하는 갈등

에도 불구하고 불임여성에만 국한되어 있는 형편이다(김혜원, 1987 : 박영주,

1991 : 배경진, 1992 : 이동희, 1994 : 박영주, 1993 : 조남옥 등, 1996).

특히 한국인의 전통적인 가족구조는 가부장제이다. 가부장제 가족 제도에

서 결혼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녀를 출산하여 대를 이어가는 것이었다. 사

회변화 속에서 가족의 구조와 가치관에 변화를 가져오기는 하였으나 지금도

우리 나라는 결혼을 하면 자녀를 낳는 것을 당연시한다. 또 결혼해서 자녀를

출산한다는 것은 부부에게 안정감과 만족감을 준다고 하였다(김유진, 1999).

그러므로 불임을 경험하는 남녀는 심리·정서적으로 치료가 병행되어야

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이들의 안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짐

작할 수 있다.

이러한 불임의 정서적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한 시도는 몇몇 연구자에

의해 이루어졌다(김혜원, 1987 : 김선행 등, 1995 : Bernstein 등, 1985 :

N ewton 등, 1999). 특히 N ewton 등(1999)의 도구는 불임스트레스의 포괄적

인 적응을 다루고 있지만 실제 우리의 독특한 가부장제 전통에 비추어 볼

때 상이한 부분이 많아서 우리 불임남녀의 문제를 적용하기에는 김선행 등

(1995)이 개발한 측정도구가 가장 근사하게 분석되고 있다.

한편 현실적으로 임상에서는 불임남성보다 불임여성을, 불임의 정서적 측

면보다는 치료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불임남성이 겪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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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경험이 치료과정에서 도외시되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불임을 남녀 공동

의 문제로 파악하여 이들을 이해하고 중재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불임검사와 시술과정 중에 있는 여성과 남성을 대상으

로 불임스트레스정도가 어느 정도이고, 대처방법이 어떠한지를 파악하여 불

임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간호방안을 발견하기 위하여 시도하였다. 특

히 우리 나라에서는 불임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활발하지 못한 시점에

서, 본 연구의 결과는 불임을 경험하는 남녀 모두의 주요한 스트레스 내용이

간호문제가 되고 앞으로 불임치료를 받는 부부들에게 효율적인 스트레스 대

처방법이 간호계획으로 포함되어지며 또한 계속적 간호연구의 방향을 제시

해 줄 것이다.

2 . 연구의 목적

불임진단과 시술과정에서의 불임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간호중재 적용방

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불임을 경험하는 남성과 여성의 불임스트레스와 대

처 방법의 차이를 파악하여 불임남녀를 이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남녀간의 불임 스트레스 정도의 차이를 비교한다.

2) 남녀간의 불임 스트레스 대처 방법의 차이를 비교한다.

3) 남녀의 불임원인에 따른 불임 스트레스 정도의 차이를 비교한다.

4) 남녀의 불임원인에 따른 불임 스트레스 대처 방법의 차이를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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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연구문제

1) 남녀간의 불임 스트레스 정도에는 차이가 있는가?

2) 남녀간의 불임 스트레스 대처 방법에는 차이가 있는가?

3) 남녀의 불임 원인에 따른 불임 스트레스 정도에는 차이가 있는가?

4) 남녀의 불임 원인에 따른 불임 스트레스 대처 방법에는 차이가 있는가?

4 . 용어의 정의

1) 불임여성과 불임남성

불임의 원인은 크게 여성측 요인, 남성측 요인, 양측 요인, 원인불명으

로 구분된다(송찬호, 1991). 본 연구에서의 불임여성이란 불임의 원인이

여성측에 있는 당사자를 말하며, 불임남성은 불임의 원인이 남성측에

있는 당사자을 말한다.

2) 불임스트레스

스트레스는 총체적인 것으로써 환경적, 사회적, 신체적, 정신적 자극으

로 비롯되는 스트레스요인에 대한 생리적, 심리적 반응이다(양정은 등,

1993). 본 연구에서는 수정·보완된 김선행 등(1995)이 개발한 불임스트

레스 척도에 의하여 측정된 스트레스 반응의 정도를 말한다. 이 도구의

구성 항목 점수가 클수록 불임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3) 불임스트레스 대처방법

대처란 개인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이 상황을 보다 낫게 조절하고 스트

레스를 유발시키는 감정을 조절하려는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인 일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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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말한다(Lazarus 등, 1984). 본 연구에서는 Folkm an &

Lazaru s(1984)가 개발한 Ways of coping 을 한정석 등(1990)이 번역·

축소하여 사용한 것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대처 도구의 구

성항목의 점수가 높을 수록 그 대처방법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

다.

5 . 연구의 제한점

1.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시내에 소재한 3개의 불임크리닉을 불임검사와

시술목적으로 방문한 사람을 임의로 선정하였으므로 결과를 일반화하

기가 어렵다.

2. 동일한 연구도구로서 불임을 경험하는 남녀를 차별하여 불임 스트레스

와 스트레스 대처를 민감하게 측정하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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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문헌고찰

1. 불임스트레스

여성들은 임신을 통해 여성으로서의 자신을 발견하고 모성에 대해 새로이

생각하게 된다. 또 임신을 통해 부부가 함께 엄마·아빠가 되는 것으로 인식

하고 부모의 역할을 같이 준비하면서 임신과 출산 자체를 매우 행복하게 생

각하기도 한다. 한편 남자들은 임신을 자신들의 사내다움을 증명하는 것으로

간주하기도 한다(하영수, 1992).

또 김혜원(1996)은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새로운 정체성을 취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은 완전히 자신을 다시 생각하고 재정의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유영주 등(1995)에 의하면 사회변화와 함께 부모-자녀관계가 우선시

되는 자녀중심가족에서 부부관계가 우선시 되는 부부중심가족으로 변화하고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무자녀 가족이 증가하고는 있다. 하지만 거의 대부

분의 부부들이 자녀를 원한다. 의도적으로 자녀를 갖지 않는 신세대적인 생

활 유형을 표방하는 부부들이 일부 나타나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가족 내에

서는 아직까지도 임신과 출산을 통해 종족과 가문의 유지를 원하는 본연의

인간 욕구가 변화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결혼 후 임신을 못한 불임남녀는 많은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

김선행 등(1995)에 의하면 불임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개인 내부에 일어나는

불균형상태이며 이러한 불임스트레스는 개인적 측면과 대인 관계적 측면의

스트레스의 2차원으로 구성되는데, 개인적 측면은 인지, 정서의 하위차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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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대인 관계적 측면은 부부 관계와 사회적 관계의 하위차원으로 구성된다

고 하였다.

1) 불임 스트레스 의 인지·정서적 측 면

스트레스란 삶의 한 부분이며 어떤 요구적 상황이 개인의 자원이나 대응

능력에 부담을 주고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종류의 경험을 말한다

(도복늠 등, 1999).

한편 Mahlstedt (1985)는 스트레스를 두 가지로 정의하였는데 하나는 인

간의 생활에 있어서 변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삶의 경험으로, 다른 하나는 매

일 매일 싸워야 하는 연속된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불임 스트레스는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하였다. 불임부부들은 계속되는 불임진단과 치

료과정에서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 뿐만 아니라 분노를 일으킨다. 그 원

인은 다양한 상실과 혼란, 불분명 그리고 불공평에 대한 분노, 죄책감 등으

로 나타났다. 또 불임의 진단이나 치료과정은 불임부부의 일상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며 특히 치료과정이 길어지거나 실패로 끝났을 때 더욱 심해진

다고 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에 따라 임신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

았을 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며 임신 실패에 집착하게 되고 임

신이외의 목표나 요구는 무시되기 시작한다고 하였다.

Menning(1980)에 의하면 불임의 위기는 불임부부에게 다양한 감정을 일

으키는데 이 감정은 순서나 강도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비슷한 증후군이 나타난다. 제일 먼저 쇼크(shock)와 놀라움(surprise)의 반응

이 나타나고 둘째는 부인(denial)이 나타나며 셋째는 분노(anger)의 반응으로

서 발산의 기회가 된다. 넷째는 소외(isolation)의 반응인데 매우 개인적이고

도 성적인 문제에 기인하며 다섯째는 죄책감(guilt)의 반응으로서 과거의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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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을 돌이켜서 죄의 대가로 여길 수 있는데 특히 낮은 자존심의 사람들이

죄의식에 더 잘 사로잡힌다. 여섯째는 슬픔(grief)으로서 불임감정의 최종단

계이며 우울(depression)이 먼저 선행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 불임은 아기를

원하는 부부에게 생의 위기를 초래하기도 한다.

또 Seibel 등(1982)의 연구에서는 종전에는 불임커플들이 독특한 성격특성

을 가진 것으로 인식되었으나 최근에는 신경내분비의 이해가 증가하면서 이

러한 인식이 감소되었다고 하였다. 하지만 불임부부의 자살의 빈도는 아이가

있는 부부의 2배가 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불임남성의 경우 이들의 10%이

상이 연속된 불임치료를 중단한 후에 정액상태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임남성의 정서적 스트레스는 정자 희소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하

였다.

그리고 Imeson 등(1996)은 6쌍의 불임부부를 대상으로 체외수정 과정동안

의 경험을 조사하였는데 크게 삶의 변화, 무기력, 희망-절망의 주기, 사회적

소외감 등으로 나타났으며 또 이 과정 동안은 그들의 신체상, 자아개념, 일

반적인 정서적 안녕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부부 모두 슬픔, 무능, 질투, 죄책감, 분노 등 다양한 정서적 반응을 나타낸

다고 하였다.

또한 박영주(1991)는 불임진단기간, 불임치료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대상자

가 불확실한 임신의 가능성 때문에 양가감정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

다. 또 불임에 대한 지각에서는 위축감, 답답함, 외로움, 쓸쓸함, 불안, 초조

의 정서상태를 나타냈고, 자아상에 있어서는 무가치감과 자신을 겉으로 드러

나지 않은 장애자로 인식하였다. 이들은 미래에 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불임을 가장 중심문제로 인식하고 그 외 다른 생의 계획은 뒤로 미루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Bernstein 등(1985)는 불임남성 31명과 불임여성 39명을 대상으로 불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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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자존감, 죄책감, 성문제 영역에서의 심리적 고통을 측정하기 위해

Infertility Qu estionnair를 고안하는 방법론적 연구를 하였는데, 이 결과에서

불임 여성은 불임 남성보다 자존감의 영역에서는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으

며 죄책감과 성적인 측면에서는 불임남녀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Beutel 등(1999)은 IVF군과 MESA(Microepididym al Sp erm Aspiration) /

TESE(Testicu lar Sp erm Extraction)군을 비교하였는데 IVF군에서는 불임남성

보다 불임여성이, MESA/ TESE군에서는 불임여성보다 불임남성이 아이가 없

는 책임감을 강하게 느끼며 또 치료에 대한 스트레스도 높게 나타났다. 높은

치료 스트레스와 생활에 아이가 없다는 것에 대한 책임감과는 유의한 상관

관계가 있었다. 또 불임여성이 불임남성보다 우울 정도에 있어서도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김혜원(1987)은 불임여성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반응은 크게 임신·아

기·결혼·성에 대한 태도, 불임으로 인한 자아개념, 부부생활, 대인관계, 일

상생활 및 검사·치료과정 등의 다섯 영역에서 나타난다고 하였다. 불임여성

들의 불임스트레스는 불임원인이 여성에게만 있었던 경우가 배우자와 동시

에 있었던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불임은 정상부부의 15%를 차지하며 이중 남성측 요인은 전체 불임의 원

인 중 약 50%에 해당된다(서호경 등, 1997). 이러한 불임남성들은 불임으로

인해 불임여성들 못지않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ook

등(1999)에 의하면 정자질 향상군과 정자질 저하군의 정자 농도 변화와 불임

스트레스 수준을 평가한 결과, 정자질 저하군에서 불임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양우 등(1999)은 과거에 임신 또는 출산경력이

있었던 남자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정자의 감소나 정자수의 감소를 보

였던 5례에서, 일부 증례에서는 원인을 밝히지 못했지만 이차적 고환손상의

소견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고환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원인은 기질적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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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있지만 정신적 스트레스 자체가 뇌하수체 호르몬 분비에 변화를 초래

하여 배란이나 정자생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또 불임여성과 정상여성을 비교한 연구로는 이동희(1994)는 두 그룹의 자

아개념은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우울 정도에서는 불임여성이 정상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박영주(1989)는 불임여성과 정상여성 두 그룹의 자존감

정도, 우울 정도, 결혼적응 정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불임여

성의 경우 자존감이 높을수록 우울 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임 스트레스와 임신 성공율과의 관계에 있어서 N asseri(2000)의 연구에

의하면 불임커플들은 불안, 우울, 분노, 좌절, 사회적 위축, 자살충동 등 다양

한 심리적 반응을 보인다고 하였다. 특히 불임여성은 불임남성보다 불임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임스트레스와 불임의

원인사이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남성원인을 가진 불임커플은 다른

원인을 가진 불임커플보다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심리

적 불임스트레스 정도와 스트레스 조절은 임신결과에도 영향을 주는데 특히

남성이 경험하는 불임 스트레스는 임신 성공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

으로 보고하였다.

또 Boivin 등(1995)은 불임스트레스와 체외수정에 의한 임신결과 사이의

관계를 조사하였는데 임신그룹과 비 임신그룹은 체외수정시술 전 정신적 상

태, 체외수정 성공에 대한 기대, 치료없이 지내는 생리주기동안 정서적 반응

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비임신 그룹이 임신 그룹에 비해 체외수정과정동안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체외수정 전과 후의

심리적인 면을 비교하였는데 비 임신그룹은 임신그룹에 비해 우울, 불안, 분

노, 좌절, 자살충동 등 더 다양한 반응을 보였고 생리적 면에서도 비 임신그

룹이 임신그룹보다 더 심한 변화를 보였다. 불임스트레스는 체외수정시술 후

임신성공에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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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비해 Milad 등(1998)은 체외수정시술 후 임신에 성공한 그룹과 실패

한 그룹을 비교하였는데 이 두 그룹은 대상자의 나이, 불임기간, 체외수정

시술 횟수, 불임의 원인, 배아 이식 11일째 혈액내 HCG의 농도에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또 불임스트레스는 임신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Schover 등(1994)은 120쌍의 불임부부를 대상으로 불임부부들의 정서적

요소는 임신성공을 예측할 수 있는 지 확인하는 반복연구를 하였는데 연구

결과에서 이들의 정서적 스트레스는 임신에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문헌에서 성별에 따른 불임스트레스 정도의 차이는 명백하지 않았으

나 불임원인이 남성측에 있는 경우가 여성에게 있는 경우보다 더 높다고 하

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의 문화적 맥락에서 성별이 불임스트레

스 정도에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불임의 원인에 따라 불임스트레스의 차이

를 알아보고자 한다.

2) 불임스트레 스의 사회적 측면

결혼이란 두 남녀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결합을 의미하며 결혼을 통하

여 개인의 성적만족과 정서적·애정적 안정을 취할 수 있다. 성적만족은 성

적 욕구충족, 자기계승, 종족보존이라는 생식(자녀출산)기능 수행을 포함하며

결혼생활에서 성이 중요한 것은 자녀출산과 아울러 부부의 의사소통과 친밀

감의 수단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유영주 등, 1995).

또 자녀의 출생은 부모감, 부부관계 만족, 결혼적응, 가족내 관계에 긍정

적인 변화를 준다고 하였다(박숙경, 1996: 김보경, 1981: 이동원, 1988).

한편 불임스트레스로 인한 부부관계의 변화에 대해 박영주(1993)는 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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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부부관계는 결혼기간이 길어지면서 배우자의 불임의 의미와 삶의 방

식에 의해서 아주 밀착되는 관계가 되거나 점차 멀어지는 관계가 된다고 하

였다. 또 불임여성에게서 보여지는 정서적 경험은 불임여성이나 배우자가 갖

는 불임의 의미, 삶의 방식, 불임의 원인의 주체, 부부관계 및 사회적 관계의

만족정도와 불임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이 복합적으로 관계되어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Bringhenti 등(1997)은 체외수정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122명의

불임여성과 정기검진을 시행하는 57명의 주부를 대상으로 남편과의 관계 만

족도를 조사하였는데 결과에서 불임그룹은 대조군보다 남편과의 관계에서

만족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Freem an 등(1983)은 불임대조그룹,

불임치료그룹, 정상그룹의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성적 만족정도를 비교하는

연구에서 성적 만족감 정도나 파트너의 성적만족은 불임대조그룹, 불임치료

그룹, 정상그룹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불임 치료그룹 중 44%의 대상자

와 불임 대조그룹 중 66%의 대상자는 임신 가능한 배란기 동안 성교횟수에

유의한 변화를 보였다.

그러나 Imeson 등(1996)에 의하면 많은 불임부부들은 불임검사와 치료과

정 중 부부의 성관계가 스케쥴화 되거나 모니터 되어진다고 불만을 표시하

였으며 이러한 성관계가 사랑의 결과라기보다는 오히려 임신을 위한 수단이

거나 기계적인 관계로 변한다고 하였다. 어떤 불임부부들은 배우자에게 불임

의 책임을 가지고 비난하여 관계가 악화되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 부

부사이의 의사소통이 더욱 원활해진다고 하였다. Mahlstedt (1985)에 의하면

대부분의 불임 부부들은 성적 관계에서 성적 능력과 관심이 상실되며 이러

한 상실은 치료의 목표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결혼생활에 있어서 의미있는

스트레스를 갖게 된다고 하였다.

Hitsch 등(1988)에 의하면 불임여성은 배우자와 자신 사이에 혈연으로 연결

해주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 가족을 이루지 못했다고 느끼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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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관계에서도 늘 쉽게 이혼을 말하는 주변인적 위치를 갖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또 Seibel 등(1982)은 남성불임에 있어서 4가지 형태의 장애- 성교불능, 위

사정, 역행성사정, 정자희소증-는 정서적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

다. 이들은 불임문제가 일어나기 전에는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이루어졌음에

도 불구하고 불임에 대한 검사와 치료과정에서 성교횟수가 감소하고 성교장

애가 일어난다. 특히 배란기에 남성들은 성교불능을 경험하여 성교 후 검사

를 위한 성교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험을 갖는다고 보고하였다.

Keye(1984)는 불임을 평가하는 각종 불임검사는 불안을 야기시키고 성적

만족을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흔히 계획에 의해 행해지는 성행위는 성불능의

근원이 되거나 사정실패의 요인이 되기도 하며 정액검사는 심리적, 성적으로

고통스러운 검사로 여겨진다. 불임으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은 자신감, 자아

존중감, 신체상에 영향을 미쳐서 자기 자신을 성적으로 매력이 없고 쓸모없

는 존재로 여기게 된다. 그리고 무력감, 조절능력의 상실은 좌절과 절망을

야기시키고 이러한 심리적 반응의 결과는 성기능, 성만족에 손상을 초래하여

성불능(imp otence), 성감이상증(anorgasmia), 질경(vaginismu s), 성교시 불쾌

감(dyspareunia) 등의 증상을 나타내기도 한다. 다시 말해서 불임을 평가하

는 과정은 정신적, 신체적 뿐만 아니라 성적 자아상에 위협을 주기 쉽다. 특

히 불임 남성은 정상남성에 비해 상황적 성교불능과 사정장애를 일으킨다고

하였다.

불임부부의 갈등에 대해서 박영주(1995)는 불임부부의 갈등은 그들이 함

께 신체적, 정신적 에너지 소모가 많은 힘든 상황에서 서로의 욕구가 만족되

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한편 주경순 등(1990)은 불임여성이 남편과 갈등을 갖는 요소 중 여성의

나이가 의미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불임부부가 결혼기간이 몇 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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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후부터 갈등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승옥 등(1998)에 의하면 불임여성들은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 지

지를 받기보다는 가족들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남편이나 시부모와의 마찰은 불임여성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주어 갈등을 야

기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행 등(1996)에 의하면 인간 개개인의 삶의 방식은 다를지라도 우리의

자연스런 문화적 기대는 성인기에는 부모가 되는 것이므로 불임부부는 임신

의 사회적 의미로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 불임의 진단과 치료과

정은 오랜 시간적 소모와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요하며 더우기 치

료 후에도 임신이 확실히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 과정에서 불임부부

는 분노, 고립감, 우울, 죄책감 등의 심리, 정서적 갈등과 함께 부부관계 및

대인관계 나아가 사회적 관계에 이르기까지 부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 Edelmann 등(1994)은 불임원인이 여성에게 있는 경우는 부부관계에

가장 영향을 미치며 불임의 원인이 남성측에 있는 경우는 자신감과 성적관

계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하였다. 이러한 불임의 원인과는 상관없이

불임이라는 진단은 성적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N ewton 등(1999)은 불임스트레스를 평가하기 위하여 도구를 개발하였

는데 이 연구에서는 스트레스를 사회적 관점(social concern), 성적 관점

(sexu al concern), 관계적 관점(relationaship concern), 부모성에 대한 욕구

(need for p arenthood), 아이없는 일상에 대한 거부(rejection of childfree

lifestyle)의 5영역으로 분류하였다. 불임여성은 불임남성에 비해 전체 스트레

스정도, 사회적 관점, 성적 관점, 부모성에 대한 욕구에서 유의하게 높은 스

트레스를 보였다. 남성측 불임원인을 가진 대상자는 전체스트레스에서 여성

측 불임원인을 가진 대상자들보다 더 높았고 남성원인과 원인불명의 불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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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대상자들은 여성불임을 가진 대상자보다 사회적 관계에서 더 높은 스

트레스를 경험하였다. 이 연구결과에서 개인적으로는 불임진단과는 상관없이

여성이 남성보다 더 큰 스트레스를 경험하지만, 커플인 경우 여성불임보다

남성불임을 갖는 커플이 더 큰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하였다. 연구결과 5개

의 스트레스영역 중 특히 사회적 관점, 성적 관점, 관계적 관점에서의 스트

레스가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또 전체 불임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 부부 적응

도와 부부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불임남성과 불임여성 모

두 불임의 원인이 남성측에 있는 경우에 다른 원인의 경우보다 성적 관점에

서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Im eson 등(1996)에 의하면 불임커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 중

의 하나는 아이를 가지라는 사회적 압력이라고 하였다. 임신의 실패는 아이

를 가진 가까운 친구나 가족으로부터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고 하였고 특히

여자들은 아무리 친한 관계라고 하더라도 아이를 가진 부부나 여성들과의

사회적 관계에서 소외되어지는 느낌을 갖는다고 하였다.

또 불임의 원인을 환경적 요소에서 찾으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Zorn 등 (1999)은 정액의 상태 중 정자의 운동성과 정자진행성은 금욕기간과

대상자의 출생년도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연구결과에서 1950년과 1960

년에 태어난 남자군에서의 정자농도는 다른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이는 이 기간이 사회·경제적으로 악조건이었으며 이러한 부정적이고 스트

레스적인 사회·환경적 요소는 정자상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하였다.

또 Carlsen 등(1992)은 1938년부터 1990년까지 발표된 61편의 논문을

meta-analysis하여 분석한 결과, 과거 50년 동안에 정자의 수가 절반으로 감

소했다고 주장하였다. 그 원인으로는 환경공해 물질의 증가, 요로 장기의 선

천성 기형 발생빈도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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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불임환자들은 부부관계와 사회적 관계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

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계에서 부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불임을 경험하는 환자들 중에서 특

히 성별의 차이가 이러한 부부관계와 사회적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또 불임의 원인에 따라서 이러한 관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려

고 한다.

2 . 불임스트레스 대처

스트레스는 개인이나 가족의 생활의 일부로서 모든 사람은 크든지 작든지

나름대로의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다. 스트레스가 없는 삶이란 존재하지도 않

으며 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것도 아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스트

레스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이다. 스트레스 사건이나 쟁점은 때로는 가

족원을 더 가깝게 만드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을 분열

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어떤 스트레스든지 인생에 있어서 불가피함을

인정하는 마음의 자세가 곧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첫걸음이 된다

(영태호 등, 1993).

대처는 개인의 자원을 청구하거나 초과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특수한 외적

혹은 내적 요구를 다스리기 위해 부단히 변화하는 인지적이고 행동적인 노

력이라고 정의하였다. 효율적인 대처란 인간으로 하여금 극복될 수 없는 것

을 참고, 최소화하고, 수용하거나, 무시해버리도록 하는 것이다(김정희 역,

1991). Lazarus 등(1984)에 의하면 대처방식을 1) 해로운 환경조건을 바꾸거

나 개선하는 것, 2) 부정적인 사건이나 형식을 견디는 것 또는 그런 상황에

적응하는 것, 3) 긍정적 자기상을 유지하는 것, 4) 정신적인 평형을 유지하는

것, 5) 타인과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 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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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와 같은 대처방식은 크게 문제-중심적 대처와 정서-중심적 대처방

식으로 양분된다. 이 두 가지 대처는 스트레스 상황을 통하여 서로 영향을

주며 서로 촉진 할 수도 방해할 수도 있다.

Folkman 등(1980)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중류층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

구에서 모든 대상자들은 사실상 거의 모든 스트레스 상황에서 문제-중심적

대처와 정서-중심적 대처를 함께 사용하였다. 그리고 1,332가지의 에피소드를

분석하였는데 이 중 한 개의 대처기능만 사용했던 에피소드는 18개뿐이었다.

즉 실생활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오는 내적 요구와 외적 요구를 다스리기 위

해 이 두 가지 대처방법을 모두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대처방법

은 남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보다는 스트레스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하였다.

불임스트레스를 경험하였을 때 그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김숙영 등

(1996)은 불임스트레스 경험시 직접적인 대처와 방어적인 대처를 사용하며

직접적인 대처는 불편하고 긴장스러운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취하는 행동

이고, 방어적 대처는 실제로 위협받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확신시키거나 획득

할 수 없는 것은 원했던 것이 아니라고 믿는 방법이다. 불임스트레스를 경험

하는 불임여성은 자기보호의 수단으로 주로 억압, 보상, 전위, 퇴행, 투사 등

의 기만형, 대처형, 도피형 방어기제를 모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주(1993)는 불임여성이 불임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임신하려고 옮겨

다닌다, 무속적 신앙이나 종교에 의지한다, 남편이나 이해해 주는 타인 및

같은 처지의 불임여성들과 대화를 나눈다, 혼자 삭힌다, 소일거리·취미 생

활 및 사회활동으로 바쁘게 지낸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자신의 처지보

다 못한 남과 비교한다, 희망을 갖는다, 기분전환을 한다, 육체적 노동을 한

다 등의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방법들을 함께 사용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Edelmann 등(1994)에 의하면 대처방법은 정서적 적응에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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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데 특히 대처방법 중 기피는 불임부부의 정서적 distress와 상관성이 유

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임남성과 여성에게서 사용되어지는 대처방

법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

법은 직접적 행위(direct action)였다.

또 Lukse 등(1999)은 100명의 불임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들은 불임스

트레스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정서-중심적 대처방법보다 문제-중심적 대처방

법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또 이들은 불임이라는 상황적 위기에 독백이나 잠

자는 것과 같은 isolation 행위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대처는

효과적인 대처기전이 아니라고 하였다.

한편 Mahlstedt (1985)는 불임으로 인한 심각한 정서적 반응을 완화시키는

방법은 부부의 의사소통능력, 부부의 정체성에 있어서 아이의 비중, 치료에

참여하는 의료진의 태도 그리고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의 이해에 달려있다고

하였다. 또 배경진(1992)은 불임여성의 불임진단과 치료과정에 긍정적인 자

세로 임하고 주변사람과 협조를 하는 것은 그들이 자녀를 갖도록 하는데 매

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Wasser 등(1993)은 불임여성 개인에게 있어서 심리 사회적 치료는

불임의 여러 형태의 치료보다 더 가치있는 치료 중 하나임이 밝혔으며 주경

순 등(1990)에 의하면 특히 간호사는 불임남성과 불임여성이 불임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방법을 파악하여 불임남녀가 불임치료를 중단하지 않고 임신을 위

해 노력하게 하고, 불임치료의 결과와 관계없이 불임남녀가 긍정적인 자아정

체감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정서적 사정을 통한 효과적인 간호중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의 문헌에서 불임환자들의 불임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한 대처방법은

긍정적인 방법과 부정적인 방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서 불임스트레스 대처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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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그리고 불임의 원인에 따라서 대처방법에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여 효

과적인 불임스트레스 대처방법을 간호중재에 적용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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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불임을 경험하는 남녀의 불임 스트레스와 그 대처방법을 비교

하기 위한 서술적 연구이다.

2 . 연구대상

서울시내 2개의 대학병원과 1개의 산부인과의원 내의 불임 크리닉에 불임

을 주소로 방문한 남녀를 대상으로 하였다. Y 대학병원에서는 전수 조사를

하였으며 S 대학병원과 Y 산부인과 의원은 편의 추출하여 총 대상자는 남성

33명과 여성 104명이었다.

1) 대상자선정 기준

① 원발성 또는 출산의 경험이 없는 속발성 경험자

② 불임문제 이외의 다른 정신 질환이 없는 자

③ 남성불임 중 척수마비가 없는 자

④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참여에 동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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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연구도구

연구도구로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이 도구의 구성

은 일반적 특성 18문항, 불임스트레스에 관한 문항 51문항, 불임스트레스

대처방법에 관한 문항 33문항으로 총 102문항이다.

1) 불임스 트레스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는 김선행 등(1995)이 개발한 불임스트

레스 도구를 2001년 1월 동안 Y 대학병원 불임 크리닉에 내원한 불임

여성 3명과 불임남성 5명과 직접 면담을 통하여 수정·보완하였다. 도

구의 구성은 가치감 8문항, 집착적 사고 10문항, 성만족 7문항, 자녀의

의미 4문항, 부부만족 9문항, 가족 적응 5문항, 사회적 적응 8문항으로

총 51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각 문항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

터 아주 그렇다 5점의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 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도구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s α = .9755였다.

2) 불임스 트레스 대처방법 측 정도구

불임스트레스의 대처방법을 측정하기 위해 Folkman & Lazarus

(1984)의 Ways of coping 을 한정석 등(1990)이 번역·축소한 도구를

2001년 1월 동안 Y 대학병원 불임 크리닉에 내원한 불임여성 3명, 불임

남성 5명과 직접 면담을 통하여 수정·보완하였다. 이 도구는 긴장해소

3문항, 긍정적 관점 4문항, 사회적 지지 탐색 7문항, 무관심 6문항,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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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관측 5문항, 문제 중심적 대처 8문항 총 33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항상 그렇다 4점까지

Likert 4점 척도로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 수록 대처방법을 많이 사용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도구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α = .8857였다.

4 . 자료 수집 방법

자료수집 기간은 2001년 2월 20일에서 5월 18일까지였다. 먼저 Y대학병원

자료수집자인 연구자가 S 대학병원과 Y 산부인과 의원에서의 자료수집자를

만나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설문지 배포, 회수시기와 대상자 접근방법에

대한 내용 등을 설명하여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훈련하였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 병원을 방문한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게 하고 이

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설문지가 배포되었다. 설문지 작성시 소요시간은

약 15분 정도이며 이들이 직접 회수하였다.

Y 대학병원 대상자는 남성 29명과 여성 73명, S 대학병원은 남성 11명과

여성 31명, Y 산부인과 의원은 남성 10명과 여성 47명이었다. 그러나 중도에

포기한 사람,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이 불충분한 사람, 그리고 연구의 선정

대상에 맞지 않은 대상자를 제외하고 최종 대상자는 Y 대학병원 대상자는

남성 23명과 여성 60명, S 대학병원은 남성 4명과 여성 16명, Y산부인과 의

원은 남성 6명과 여성 28명으로 최종 대상자는 남성 33명과 여성 104명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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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자료 분석 방법

SPSS Pc+
를 사용하여 전산 처리하였다. 구체적인 통계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남성과 여성의 일반적 특성, 불임스트레스 정도 및 대처방법 정도는 기

술적 통계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 남성과 여성간의 불임스트레스 정도와 불임스트레스 대처 방법의 차이

를 비교하기 위하여 t-test를 사용했다.

3) 남성의 불임원인에 따른 불임스트레스 정도와 대처방법의 차이를 비교

하기 위하여 Kru skal-Wallis를 사용하였다.

4) 여성의 불임원인에 따른 불임스트레스 정도와 대처방법의 차이를 비교

하기 위하여 ANOVA를 사용하였다.

5) 불임스트레스 측정 도구와 불임스트레스 대처방법 측정 도구의 신뢰도

를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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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연구 결과

연구결과는 남녀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불임스트레스와 대처 분포, 남녀

간 불임스트레스와 대처 정도의 차이, 그리고 불임원인별 스트레스와 대처

정도의 차이의 순으로 기술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학력, 경제 상태, 직업 스트레

스 정도, 직업외 개인 스트레스 정도, 불임 원인, 연령, 결혼기간, 불임진단

기간, 불임치료 기간을 확인하였다. <표1>

1) 불임을 경험하 는 남성의 일반적 특성

연령은 평균 35.58세이고, 결혼기간은 평균 54개월이었다. 학력은 66.7%가

대졸이상이며, 대상자의 87.9%가 사무직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이 직업에서

받는 스트레스 정도는 모두 보통이상으로 응답하였고, 직업외 개인 스트레스

정도에서도 97%가 보통이상으로 응답하였다.

불임관련특성으로는 본인 원인 24.2%, 배우자 원인 36.4%, 양측 원인

15.2%, 원인 불명 6.1%, 검사 진행 중 18.2%에 해당하였다. 불임치료 기간은

평균 22.88개월이고, 불임진단 기간은 평균 30.38개월이었다.

불임을 경험하는 남자 대상자중 본인이 불임의 원인을 소지하고 있는 불

임남성은 전체 남성대상자 중 39.4%(13명)에 해당된다.

- 25 -



< 표1 > 불임을 경험하는 남녀의 일반적 특성

n =137

일반적 특성 구분
남 성 (n =33) 여 성 (n =104)

인수 (% ) 평균±SD 인수 (% ) 평균±SD

학력 고졸이하 11 (33.3) 37 (36.3)

대졸이상 22 (66.7) 65 (63.7)

경제상태 상 3 (9.1) 28 (26.9)

중 28 (84.8) 60 (57.7)

하 2 (6.1) 16 (15.4)

직업스트레스 심한 편 14 (43.8) 31 (45.6)

보통 18 (56.3) 30 (44.1)

약한편 0 (0) 7 (10.3)

개인스트레스 심한 편 7 (21.2) 32 (31.1)

보통 25 (75.8) 57 (55.3)

약한 편 1 (3.0) 14 (13.6)

불임원인 여성측 원인 12 (36.4) 47 (45.2)

남성측 원인 8 (24.2) 14 (13.5)

양측 원인 5 (15.2) 9 (8.7)

원인불명 2 (6.1) 15 (14.4)

검사 중 6 (18.2) 19 (18.3)

연령(년) 35.58±4.80 32.72 ± 4.91

결혼기간

(개월)
54.00±28.05 59.25±42.43

진단기간

(개월)
30.38±25.42 35.84±39.90

치료기간

(개월)
22.88±20.50 26.25±2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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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임을 경험하 는 여성의 일반적 특성

여성의 경우 104명으로 연령은 평균 32.72세이고, 결혼기간은 평균 59.25

개월이었다. 학력은 63.7%가 대졸이상이며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 55.3%이

었다. 이들이 직업에서 받는 스트레스 정도는 89.7%가 비교적 심한 편으로

응답하였고, 직업외 개인 스트레스 정도에서도 86.4%에서 보통이상으로 나타

났다.

불임관련특성으로는 본인 원인 45.2%, 배우자 원인 13.5%, 양측 원인

8.7%, 원인 불명 14.4%, 검사 진행 중이 18.3%에 해당하였다. 불임치료 기간

은 평균 26.25개월이고, 불임진단 기간은 평균 35.84개월이다.

불임을 경험하는 여자 대상자중 본인이 불임의 원인을 소지하고 있는 불

임여성은 전체 여성대상자중 53.9%(56명)에 해당된다.

2 . 남녀대상자의 불임 스트레스 반응분포

불임스트레스는 가치감, 집착적 사고, 성만족, 자녀의 의미, 부부만족, 가

족적응, 사회적 적응의 5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아

주 그렇다 거의 그렇다 그렇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로

구분하여 분포를 나타냈으며 이 중 아주 그렇다 거의 그렇다 그렇다 는

스트레스 반응으로 간주하여 설명하였다. <표2>

1) 남성대상자 의 불임 스트레스 반응 분포

남성대상자의 불임스트레스 분포 중 가치감 요인에서는 23.7%의 대상자

가 스트레스 반응을 나타냈다. 가치감의 속성 중 가장 많은 대상자가 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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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반응으로 응답한 문항은 남자로서 불완전하다고 생각한다 (42.4%)

였다.

집착적 사고에서는 41.6%가 스트레스 반응을 나타냈다. 집착적 사고의 속

성 중 가장 많은 대상자가 스트레스로 나타낸 항목은 장기간 치료해도 임신

이 안될 까봐 걱정된다 (71.0%)와 임신부를 보면 부럽다 (71.0%)였다.

성만족에서는 대상자의 30.2%가 스트레스 반응으로 나타났으며 이 속성

항목 중 배우자와의 성생활이 만족스럽지 않다 (39.5%)는 가장 많은 대상자

가 스트레스 항목으로 응답하였다.

자녀의 의미는 59.2%가 스트레스 반응을 나타냈다. 이 속성 중 가장 많은

대상자가 스트레스 반응을 보인 항목은 나는 결혼생활에 있어서 아이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78.8%)였다.

부부만족에서는 39.7%가 스트레스 반응을 나타냈으며 이 요인 중 가장

많은 대상자가 스트레스 항목으로 보인 것은 배우자가 상처받을 까봐 언행

을 조심한다 (62.5%)였다.

가족적응은 29.7%의 대상자가 스트레스 반응을 나타냈다. 가족적응의 속

성 중 가장 많은 대상자가 스트레스적 반응으로 나타낸 항목은 불임 때문에

열등감을 느낀다 (37.5%)였다.

사회적 적응에서는 33.0%가 스트레스 반응을 나타냈으며 이 요인 중 가

장 많은 대상자가 스트레스 반응으로 보인 항목은 친구들이나 주위사람들이

아이에 대한 얘기를 하면 듣기 싫다 (56.3%)였다.

결과적으로 남성의 불임 스트레스 하위 속성별 스트레스 반응 분포 순위

는 자녀의 의미(59.2%), 집착적 사고(41.6%), 부부만족(39.7%), 성만족(33.3%),

사회적 적응(33.0%), 가족적응(29.7%), 가치감(23.7%)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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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2 > 불임을 경험하는 남녀대상자의 불임스트레스 요인별 반응분포

n=137

불임스트레스요인 남성(n =33) 여성(n=104)

가치감 23.7% 34.4%

집착적 사고 41.6% 63.5%

성만족 30.2% 38.0%

자녀의 의미 59.2% 73.4%

부부만족 39.7% 34.3%

가족적응 29.7% 49.8%

사회적 적응 33.0% 40.3%

2) 여성대상자 의 불임스트레스 반 응분포

불임스트레스는 가치감, 집착적 사고, 성만족, 자녀의 의미, 부부만족, 가

족적응, 사회적 적응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아주 그렇다 거

의 그렇다 그렇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로 구분하여 분포

를 나타냈으며 이 중 아주 그렇다 거의 그렇다 그렇다 는 스트레스 반응

으로 간주하여 설명하였다. <표2>

여성의 불임스트레스 분포 중 가치감 요인에서는 34.4%가 스트레스 반응

을 나타냈다. 가치감의 속성 중 가장 많은 대상자가 스트레스 반응을 보인

항목은 점점 삶의 의욕, 욕구가 없어지는 것 같다 (47.1%)였다.

집착적 사고에서는 63.5%가 스트레스 반응을 나타냈으며 이 속성 중 가

장 많은 대상자가 응답한 스트레스 항목은 장기간 치료해도 임신이 안될 까

봐 걱정된다 (84.2%)였다.

- 29 -



성만족에서는 38.0%가 스트레스 반응을 나타냈다. 성만족의 속성 중 가장

많은 대상자가 스트레스로 보인 항목은 나는 배란기때만 성관계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34.4%)였다.

자녀의 의미에서는 대상자의 73.4%가 스트레스 반응을 나타냈으며 이 속

성 중 나는 결혼생활에 있어서 아이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85.2%)의 항

목은 가장 많은 대상자가 스트레스 반응으로 응답하였다.

부부만족에서는 34.3%가 스트레스 반응을 나타났다. 부부만족의 하위 속

성 중 가장 많은 대상자가 스트레스 반응을 보인 항목은 배우자가 상처받을

까봐 언행을 조심한다 (51.0%)였다.

가족적응에서는 49.8%가 스트레스 반응을 나타냈으며 이 요인의 하위 속

성 중 가장 많은 대상자가 스트레스 반응을 보인 항목은 불임 때문에 열등

감을 느낀다 (62.8%)로 나타냈다.

사회적 적응에서는 대상자의 40.3%가 스트레스 반응을 보였다. 사회적 적

응의 속성 중 가장 많은 대상자가 스트레스 반응을 보인 항목은 내가 불임

이라는 사실을 친구나 주위사람들에게 노출하지 않는다 (61.4%)로 나타났다.

즉 여성의 불임 스트레스 하위 속성별 스트레스 반응분포 순위는 자녀의

의미(73.4%), 집착적 사고(63.5%), 부부만족(34.3%), 성만족(38.0%), 사회적 적

응(40.3%), 가족적응(49.8%), 가치감(34.4%)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남녀 대상자의 불임스트레스 분포를 비교하여 볼 때,

남녀대상자 모두 불임 스트레스 하위 속성 중 자녀의 의미, 집착적 사고, 부

부만족, 성만족, 사회적 적응, 가족적응, 가치감의 우선순위는 같았고, 스트레

스 반응 분포는 모든 요인에서 남성대상자보다 여성대상자가 더 높게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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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녀대상자의 불임스트레스 대처 반응분포

불임 스트레스 대처는 문제중심, 희망적 관측, 긍정적 관심, 무관심, 사회

적지지 탐색, 긴장해소의 3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에 대하여

항상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로 구분하여

분포를 나타냈으며 이 중 항상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는 대처방법을 사용

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설명하였다.<표3>

1) 남성대상자 의 불임스트레스 대 처요인별 반응분 포

남성의 스트레스 대처요인 중 문제중심은 대상자의 53.7%가 사용하고 있

었다. 문제중심의 속성 중 가장 많은 대상자가 대처로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

한 항목은 말해야 할 것이나 해야 할 일에 대해 곰곰이 생각한다 (75.1%)였

다.

희망적 관측은 51.9%의 대상자가 사용하였다. 이 속성 중 가장 많이 사용

하는 대처는 현재보다 더 좋은 시절이나 처지를 꿈꾸거나 상상한다 (68.7%)

이였다.

긍정적 관심은 74.8%의 대상자가 사용하였고 이 속성 중 가장 많이 사용

하는 대처방법은 한 인간으로서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거나 성장해 나가려고

노력한다 (81.3%)로 나타났다.

무관심은 49.4%의 대상자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이 요인 속성 중 가장 많

이 사용하는 대처 방법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지낸다 (93.8%)였다.

사회적지지 탐색에서는 34.4%의 대상자가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

고, 이 속성 중 그 문제에 대해 무엇인가 해 줄 수 있는 사람과 이야기한

다 (59.4%)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처방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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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해소에서는 58.7%의 대상자가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속성

중 운동이나 취미생활을 한다 (75.7%)는 가장 많은 대상자가 사용하는 대처

방법이었다.

즉 남성의 불임스트레스 대처방법의 하위 속성별 대처 반응분포는 긍정

적 관심(74.8%), 긴장해소(58.7%), 문제중심(53.6%), 희망적 관측(51.9%), 무관

심(49.4%), 사회적지지 탐색(34.4%)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불임을 경험하

는 남성은 33개의 대처항목 중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지낸다 (93.8%)

가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 불임을 경험하는 남녀의 불임스트레스 대처요인별 반응분포

n=137

대처요인 남성(n =33) 여성(n =104)

문제중심 53.7% 66.1%

희망적 관측 51.9% 74.9%

긍정적 관심 74.8% 75.2%

무관심 49.4% 43.2%

사회적지지탐색 34.4% 57.9%

긴장해소 58.7% 49.0%

2) 여성대상자 의 불임스트레스 대 처요인별 반응분 포

불임을 경험하는 여성의 불임스트레스 대처요인 중 문제중심 요인은 대상

자의 66.1%가 대처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문제중심의 속성 중 가장 많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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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대처항목은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해결책들을 찾아낸

다 (80.8%)였다.

희망적 관측은 74.9%의 대상자가 많이 사용하였고 이 요인 속성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항목은 일이 잘 해결될 것이라는 희망이나 환상을 갖는

다 (82.8%)였다.

긍정적 관심은 75.2%의 대상자가 사용하였다. 이 속성 중 가장 많이 사용

하는 대처방법은 한 인간으로서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거나 성장해 나가려고

노력한다 (83.8%)로 나타났다.

무관심에서는 43.2%의 대상자에서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 무관심의 속성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처 방법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지낸

다 (65.7%)이었다.

사회적지지 탐색에서는 57.9%의 대상자가 많이 사용하였다. 이 속성 중

상황을 좀 더 파악하기 위해 누군가와 이야기한다 (76.8%)는 가장 많이 사용

하는 대처항목으로 나타났다.

긴장해소를 49.0%의 대상자가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 속성 중 운동이나

취미생활을 한다 (75.7%)는 가장 많은 대상자가 응답한 항목이었다.

즉 여성의 불임스트레스 대처요인별 대처반응 분포 순위는 긍정적 관심

(75.2%), 희망적 관측(74.9%), 문제중심(66.1%), 사회적지지 탐색(57.9%), 긴장

해소(49.0%), 무관심(43.2%)이었다. 또 대처항목 중 한 인간으로서 좋은 방향

으로 변화하거나 성장해 나가려고 노력한다 (75.2%)는 가장 많은 대상자들이

사용하고 있었다.

불임을 경험하는 남녀대상자간의 불임 스트레스 대처분포의 차이를 비교

해 본 결과, 대처 요인 중 긍정적 관심, 희망적 관측, 문제중심, 사회적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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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대처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 남녀대상자간의 불임 스트레스 비교

성별에 따른 불임 스트레스정도의 차이를 전체 스트레스 정도와 하위속성

별 스트레스 정도로 구분하여 t-test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4>

불임 스트레스는 가치감 8문항, 집착적 사고 10문항, 성만족 7문항, 자녀

의 의미 4문항, 부부만족 9문항, 가족 적응 5문항, 사회적 적응 8문항으로 총

51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각 문항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아주

그렇다 5점으로 설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불임 스트레스 점수는 가능한 점수의 범위 51∼255점 중 남성집단의 스트

레스 평균 점수는 108점이고, 여성의 스트레스 평균점수는 119점으로 나타났

다. 남녀대상자의 불임스트레스 반응정도는 유의수준 5%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가치감, 집착적 사고, 성만족, 자녀의 의미, 부부만족, 가족적응, 사

회적 적응으로 구분하여 성별에 따른 불임 스트레스점수에서 통계적으로 분

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것은 집착적 사고(p = .004), 가족적응(p=

.004)이었다. 또 남녀 모두 불임 스트레스 요인 중 집착적 사고, 부부만족, 사

회적 적응 순으로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으며, 성만족과 부부만족에서의 스

트레스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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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4 > 불임을 경험하는 남녀의 불임 스트레스

n=135

5 . 남녀대상자간의 불임 스트레스 대처 비교

성별에 따른 불임 스트레스 대처 방법의 차이를 총 스트레스 대처와 하위

속성별 스트레스 대처방법으로 구분하여 t-test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5>

불임스트레스의 대처방법은 긴장해소 3문항, 긍정적 관점 4문항, 사회적

지지 탐색 7문항, 무관심 6문항, 희망적 관측 5문항, 문제 중심적 대처 8문항

총 33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대체로

그렇지 않다’2점, ‘대체로 그렇다’3점, 항상 그렇다 4점으로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 수록 대처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스트레스요인
남성(n =33) 여성(n =102)

t P
평균±SD 평균±SD

가치감 14.81±5.83 17.04±5.96 - 1.878 .063

집착적 사고 22.74±8.45 27.82±8.24 - 2.969 .004

성만족 14.21±5.75 14.20±5.05 .006 .995

자녀의 의미 10.87±4.34 12.00±3.40 - 1.367 .178

부부만족 21.25±8.10 18.61±7.44 1.709 .090

가족 적응 9.87±4.33 12.58±4.75 - 2.906 .004

사회적 적응 16.93±5.60 17.67±6.91 - .550 .583

전체 스트레스 108.21±38.15 119.97±34.96 - 1.642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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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 스트레스 대처점수는 가능한 점수의 범위 33∼132점 중 남성집단의

평균스트레스 대처점수는 76.57점이고, 여성의 평균스트레스 대처점수는

84.29점으로 나타났으며 이 차이는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 -2.399, p =.018). 문제중심, 희망적 관측, 긍정적 관심, 무관심, 사회적지

지 탐색, 긴장해소로 구분하여 성별에 따른 불임 스트레스 대처점수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것은 사회적지지 탐색이었다(t= -4.787, p =

.000).

그리고 대처 하위 요인 중 무관심, 긴장해소를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대처를 사용하고 있다.

< 표5 > 불임을 경험하는 남녀의 불임 스트레스 대처

n=132

대처 요인
남 성(n=33) 여 성(n =99)

t P
평균±SD 평균±SD

문제중심 19.65±4.91 21.05±4.24 - 1.552 .123

희망적 관측 13.37±3.77 14.30±2.65 - 1.291 .204

무관심 13.71±2.89 13.28±3.61 .620 .537

사회적지지 탐색 13.84±4.08 17.50±3.65 - 4.787 .000

긍정적 관심 11.09±3.04 11.25±2.07 - .333 .740

긴장해소 7.06±2.07 6.89±1.85 .421 .675

전체 대처 76.57±21.02 84.29±13.98 - 2.399 .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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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남녀대상자의 불임원인에 따른 불임스트레스 비교

1) 남성대상자 의 불임원인에 따른 불 임스트레스 비교

불임 원인을 본인 원인, 배우자 원인, 양측 원인, 원인불명, 검사 중으로

나누어서 전체 불임 스트레스 정도와 하위 속성별 스트레스 정도로 구분하

여 비모수 검정 중 Kru skal-Wallis의 방법으로 test한 결과 다음과 같다.<표

6>

불임을 경험하는 남성의 불임 원인에 따른 전체 스트레스 정도는 유의수

준 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χ2 = 9.730, p=.000) 스트레스 하위 속성

중 가치감, 집착적 사고, 자녀의 의미, 가족적응, 사회적 적응에서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

이들은 불임 원인에 상관없이 집착적 사고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

났다. 특히 불임원인이 본인에게 있는 경우는 다른 원인에 비해 불임스트레

스가 높게 나타났다.

또 남성대상자 중 불임 원인을 아는 경우와 불임 원인을 모르는 경우로

나누어서 비모수 검정 중 Mann-Whitney를 이용하여 추가 분석한 결과, 이

두 그룹의 불임스트레스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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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성의 불임 원인 에 따른 불임 스트레스 의 차이

불임 원인을 본인 원인, 배우자 원인, 양측 원인, 원인불명, 검사 중으로

나누어서 전체 불임스트레스 정도와 하위속성별 스트레스 정도로 구분하여

ANOVA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7>

여성대상자의 불임원인에 따른 전체 스트레스 정도는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F= 3.312, p = .014) 불임스트레스 하위 속성 중 가치

감, 집착적 사고, 가족적응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여성들은 집착적

사고 영역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나타냈으며 불임의 원인이 본인에게 있는

경우보다 배우자의 원인인 경우에 가치감, 집착적 사고, 성만족, 부부만족,

사회적 적응에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또한 여성대상자 중 불임의 원인을 아는 경우와 모르는 경우로 나누어서

t-test로 추가 분석한 결과, 불임원인을 아는 경우(127.8133.52)는 불임원인을

모르는 경우(104.29 32.85)보다 불임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였으며 이는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3.362,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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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녀간의 불임 원인에 따른 불임스 트레스 비교

불임 원인을 본인 원인, 배우자 원인, 양측 원인으로 나누어서 전체 불임

스트레스 정도를 비교하였다.<표8>

<표8> 남녀간의 불임원인에 따른 불임스트레스

n= 93

불임원인별 불임스트레스 정도의 차이는 본인이 불임의 원인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남성(148.00±22.67)은 여성(124.95±35.74)보다 더 높은 전체 불임

스트레스를 나타냈고, 배우자가 불임의 원인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는 남성

(78.33±30.25)이 여성(136.33±32.79)보다 낮은 스트레스를 보였다.

4) 불임남성과 불 임여성의 불임스 트레스 비교

본인이 불임의 원인을 소지하고 있는 불임남성과 불임여성의 경우, 전체

불임스트레스는 불임남성이 불임여성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는 않았다.<표9>

본인원인 배우자원인 복합원인

남 (n =8) 여(n =47) 남(n =12) 여 (n =12) 남(n =5) 여(n =9)

전체

스트레스

148.00

±22.67

124.95

±35.74

78.33

±30.25

136.33

±32.79

120.20±

11.94

131.33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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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 불임남성과 불임여성의 불임스트레스 비교

n= 69

7 . 남녀대상자의 불임원인에 따른 불임스트레스 대처 비교

1) 남성대상자 의 불임원인에 따른 불 임스트레스 대처 비 교

불임원인을 본인 원인, 배우자 원인, 양측 원인, 원인불명, 검사 중으로 나

누어서 전체 불임스트레스 대처 정도와 하위 속성별 불임스트레스 대처 정

도로 구분하여 비모수 검정중 Kruskal-Wallis의 방법으로 test한 결과 다음과

같다.<표 10>

남성들의 불임 원인에 따른 전체 불임 스트레스 대처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χ2= 4.321, p= .008) 특히 문제중심, 희망적 관측

에서 통계적 차이를 보였다. 모든 남성대상자는 문제중심의 대처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불임의 원인이 본인에게 있는 경우는 다른 원인

의 경우 보다 대처방법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남성대상자를 불임 원인 중 불임 원인을 아는 경우와 불임 원인을 모르는

경우로 나누어서 비모수 검정 중 Mann-Whitney를 이용하여 추가 분석한 결

과, 이 두 그룹간에는 불임스트레스 대처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원인을 아는 경우가 모르는 경우보다 대처방법을 더 많이 사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임남성(n=13) 불임여성(n =56) t p

전체스트레스 137.30±23.35 125.98±33.68 1.436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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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성대상자 의 불임원인에 따른 불 임스트레스 대처 비 교

불임 원인을 본인 원인, 배우자 원인, 양측 원인, 원인불명, 검사 중으로

나누어서 전체 불임스트레스 대처 정도와 하위속성별 불임스트레스 대처 정

도로 구분하여 ANOVA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1>

불임을 경험하는 여성의 불임원인에 따른 전체 불임스트레스 대처 정도

와 하위 속성별 불임스트레스 대처 정도에는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한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422, p =.792)

여성대상자들의 불임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방법으로는 불임 원인에 관계

없이 문제 중심의 대처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성대상자를 불임의 원인을 아는 경우와 모르는 경우로 구분하여

t-test를 이용하여 통계 분석한 결과에서는 이 두 그룹의 대처정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44 -





3) 남녀간의 불임 원인에 따른 불임스 트레스 대처 비교

불임원인별 스트레스대처 정도의 차이를 분석해 본 결과, 본인이 불임의

원인을 소지하고 있는 남성(90.50±8.61)은 여성(83.81±15.20)보다 더 많은 스

트레스 대처를 사용하였고, 배우자측에 불임의 원인을 소지하는 남성(68.33

±21.34)은 여성(80.66±22.08)보다 스트레스 대처를 사용하지 않았다.<표12>

<표12> 남녀간의 불임원인에 따른 불임스트레스 대처 비교

n= 93

4) 불임남성과 불 임여성의 불임스 트레스 대처 비교

불임의 원인을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불임남성과 불임여성의 불임스트레

스 대처를 비교해 본 결과 불임남성(86.69±8.80)이 불임여성(84.32±14.28)보

다 스트레스 대처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는 없었다.<표13>

<표 13> 불임남성과 불임여성의 불임스트레스 대처 비교

n=69

본인원인 배우자원인 복합원인

남 (n =8) 여(n =47) 남(n =12) 여 (n =12) 남 (n =5) 여 (n =9)

전체

대처

90.50

±8.61

83.81

±15.20

68.33

±21.34

80.66

±22.08

80.60

±5.22

86.77

±8.70

불임남성(n =13) 불임여성(n =56) t p

전체 대처 86.69±8.80 84.32±14.28 .570 .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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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논 의

본 연구는 불임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간호중재 적용방안을 마련하기 위

하여 불임을 경험하는 남녀간의 불임 스트레스와 대처 방법의 차이를 확인

하였다.

1. 불 임을 경험 하는 남녀 간의 불임 스트 레스 정도 의 차 이

불임스트레스를 가치감, 집착적 사고, 성만족, 자녀의 의미, 부부만족, 가

족 적응, 사회적 적응의 7개의 하위 요인으로 나누어서 남녀간의 불임스트레

스정도의 차이와 불임원인에 따른 불임스트레스 정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첫째 성별에 따른 불임스트레스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여성대상자는 남성

대상자보다 전체 스트레스 정도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나 이러한 결과는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불임스트레스요인 중 특히 집착적 사고는 남녀

모든 대상자에게 높은 스트레스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N asseri(2000), N ewton 등(1999)의 결과에서 불임여성은 전체 불임 스트레스

에서 불임남성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는 결과와 일치된다.

둘째 불임의 원인에 따른 남녀의 불임스트레스의 정도를 파악한 결과, 본

인에게만 불임의 원인이 있는 남성은 본인에게만 불임의 원인이 있는 여성

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나타냈다. 이 결과는 N asseri(2000), N ewton 등

(1999)이 남성측 불임원인을 가진 대상자는 전체스트레스에서 여성측 불임원

인을 가진 대상자들보다 더 높았다는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한편 남성대상자는 배우자 측이 불임의 원인을 갖고 있는 경우에 불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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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스를 거의 경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성대상자는 본인자신에

게만 불임의 원인을 있는 경우보다 배우자 측에 불임의 원인이 있는 경우가

전체스트레스와 스트레스 하위속성 중 가치감, 집착적 사고, 성만족, 부부만

족, 사회적 적응에서 더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

과는 Bautel 등(1998)의 연구에서 보고된 불임남성과 불임여성은 불임의 원

인이 본인에게 있는 경우 더 높은 불임 스트레스를 나타낸다는 결과와 차이

를 보였으며 또한 김혜원(1987)의 연구에서 본인에게만 불임의 원인이 있는

경우는 배우자와 동시에 불임원인을 갖는 경우보다 스트레스가 높았다는 결

과와도 일치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에서 사회변화와 함께 가족의 구조와 가치관에도 변화가 일어

났으나 지금까지도 결혼을 하면 당연히 자녀를 낳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가부장제의 가족구조를 가진 우리 나라에만 국한되는

현상이 아니라 범세계적으로 불임남녀가 가지는 경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남편에게 불임의 원인이 있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불임치료와 시술과

정이 복잡하고 시술비용도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남녀 대상자 모두가 높은

불임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남성은 본인이 불임원인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기 때문에 불임남성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간

호가 요구되어진다. 또한 여성은 본인 뿐 만 아니라 배우자 측에 불임원인이

있는 경우도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병원에 내

원하는 모든 여성대상자들에게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요구되

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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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불임을 경험하는 남녀의 불임스트레스 대처의 차이

불임스트레스 대처요인을 긴장해소, 긍정적 관점, 사회적 지지 탐색, 무관

심, 희망적 관측, 문제 중심적 대처로 나누어서 남녀간의 불임스트레스정도

의 차이와 불임원인에 따른 불임스트레스 정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첫째 불임을 경험하는 남녀간의 불임스트레스 대처의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대처요인 중 문제 중심적 대처와 사회적지지 탐색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대처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Lukse 등(1999)의 결과와 일맥상통한다고 하겠다.

둘째 불임의 원인별로 구분하여 남녀의 스트레스 대처의 정도를 파악한

결과 남성은 불임의 원인이 본인에게 있는 경우는 다른 원인의 경우 보다

더 많은 대처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에 비해 여성대상자들은 모든 원인

에서 비슷한 대처 정도를 나타냈으며 특히 배우자에게 불임의 원인이 있는

경우나 부부 양측에 불임의 원인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더 많은 대처방법

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박영주(1993)에 의하면 불임여성들이 불임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

중 무속신앙이나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해결한다고 하였다.

불임환자들이 그들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의료진은 이들의

요구에 정확하고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면서 그들만의 경험을 공유하고 공

감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야 하며 이들이 적극적인 대처, 직접적인 대

처, 문제-중심적 대처방법으로 도전과 좌절을 극복하려는 행동을 할 수 있도

록 계속적인 지지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간호사는 불임을 개인보다 부부의 문제로 다루어서 이들이 함께 능

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서적 교육과 지지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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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불임문제 해결에 불임남녀가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남녀가 경험하는 불임 스트레스와 그 대처 방법의 차이를 파악하여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불임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간호중재 적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남녀가 경험하는 불임 스트레스

와 그 대처방법을 비교하기 위한 서술적 연구이다. 이를 위해 2001년 2월

20일에서 5월 18일까지 서울시내 2개의 대학병원과 1개의 산부인과의원에

불임을 주소로 방문한 남녀를 연구 대상자로 하여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

한 남성 33명과 여성 104명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에 사용한 도구는 수정·보완된 김선행 등(1995)의 불임스트레스

도구(Cronbach's α = .9755)와 Folkman & Lazarus (1984)의 Ways of

coping (Cronbach' s α =. 8857)이며 연구결과는 SPSS Pc+를 사용하여 전산

처리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불임을 경험하는 남녀의 불임 스트레스 차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

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2) 불임을 경험하는 남녀의 불임 스트레스 대처 차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대처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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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였다.(t=-2.339, p=.018)

(3) 남성대상자의 불임원인에 따른 스트레스 차이는 불임의 원인이 본인에

게 있는 경우에 가장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χ2 =9.370, p=.000)

(4) 여성대상자의 불임원인에 따른 스트레스 차이는 불임의 원인이 배우자

에게 있는 경우에 가장 스트레스가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3.312, p=.014)

(5) 남성대상자의 불임원인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 차이는 불임의 원인이 본

인에게 있는 경우에 가장 대처를 많이 사용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나타났다.(χ2 =4.321, p=.008)

(6) 여성대상자의 불임원인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 차이는 불임의 원인이 본

인에게만 있는 경우와 부부 양측에게 있는 경우에 가장 대처를 많이

사용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결론적으로 남녀의 불임스트레스 수준은 유사하며 이들은 모두 문제 중심

적 대처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남성의 경우 불임의 원인을 본인이 소지하

고 있는 경우 불임스트레스가 가장 높았으며 스트레스 대처도 가장 많이 사

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여성의 경우는 불임의 원인이 배우자 측

에 있는 경우 불임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경험하였으며 불임스트레스 대처는

모든 원인에서 유사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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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제언

1. 연구도구에 있어서, 한국의 문화적 맥락에 근거하여 민감하게 불임을 경

험하는 이들의 불임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를 측정할 수 있는 신뢰도

와 타당도가 검증된 도구개발을 제언한다.

2. 불임 스트레스를 낮추는 간호중재를 적용한 실험연구를 제언한다.

3. 좀 더 많은 불임 대상자를 적용하여 본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반

복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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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설 문지

불임원인에 따른 남녀의 불임스트레스와 대처

2001년 2월

연 세대 학교 간호 학 교 육 석 사과 정

연 구자 오미 나 올 림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간호학교육 전공의 석사과정에 있는 불임크리닉 간호사 오

미나 입니다.

불임은 신체적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 문제도 원인이 됩니다 . 그러나 현재

불임에 대한 많은 연구 및 기술의 발달로 불임의 신체적인 문제는 많이 해

결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는 거의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불임의 완전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다

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신적 스트레스는 신체적인 불임과는 달

리 부부가 함께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부부가 서로를 이해하고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귀

하가 경험하고 있는 불임과 관련된 스트레스 정도와 이를 대처하는 방법을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

그러므로 본 질문지에 응답하시기를 동의하신다면 다음의 몇 가지 질문에

대해 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앞으로의 불임부부를 간호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자료는 순수한 연구 목적이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

을 것이며 ,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저의 연구에 참여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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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귀하의 일반 적 사항에 관한 내용입 니다 .

☆ 해당 란에 직접 기입하시거나 가장 사실 과 가까운 내용에 ∨표 해 주

십시 오 .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2. 귀하의 연령은? 만 ( ) 세

3. 배우자의 연령은? 만 ( ) 세

4. 결혼년도는? ( ) 년 ( )월

5. 귀하의 학력은?

① 고졸이하 ② 대졸이상(전문대졸 포함)

6. 귀하의 직업은?

① 전문직 ② 회사원 ③ 자영업 ④ 공무원 ⑤ 농업

⑥ 근로자 ⑦ 운수업 ⑧ 없음 ⑨ 기타 ( )

7. 배우자의 직업은?

① 전문직 ② 회사원 ③ 자영업 ④ 공무원 ⑤ 농업

⑥ 근로자 ⑦ 운수업 ⑧ 없음 ⑨ 기타 ( )

8. 귀하가 느끼는 직업 스트레스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① 아주심함 ② 심함 ③ 보통 ④ 거의없음 ⑤ 없음

⑥ 직업없음

9. 귀하가 느끼는 가정이나 일상생활에서의 개인 스트레스정도는 어느 정도

입니까?

① 아주심함 ② 심함 ③ 보통 ④ 거의없음 ⑤ 없음

10. 귀하가 느끼는 경제상태는 어느 정도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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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아주 어렵다 ② 어렵다 ③ 보통 ④ 넉넉하다

⑤ 아주 넉넉하다

11. 현재 같이 사는 가족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① 배우자 ② 남편의 아버님 ③ 남편의 어머님

④ 부인의 아버님 ⑤ 부인의 어머님

⑥ 자녀 남( )명 ⑦ 자녀 여( )명

⑧ 그 외 남편의 식구 ( )명 ⑨ 그 외 부인의 식구 ( )명

12. 남편은 형제 중 몇째입니까?

① 외아들 ② 큰아들 ③ 둘째아들 이하

13. 종교는 무엇입니까?

① 기독교 ② 천주교 ③ 불교 ④ 없음 ⑤ 기타 ( )

14.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는?

① 서울 ② 경기도 ③ 충청도 ④ 강원도

⑤ 전라도 ⑥ 경상도 ⑦ 기타

다음은 귀하의 불임 과 관련된 사항입니 다 .

☆ 해당란에 직 접 기입하시거나 가 장 사실과 가까운 내용 의 번호에 ∨표

해 주십시오 .

15. 불임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① 여성측 원인 ② 남성측 원인 ③ 양측 원인 ④ 원인불명

⑤ 현재 검사 진행 중

⇒ (⑤번에 해당되시면 스트레스 문항(3쪽)으로 가세요.)

※ 다음의 16, 17, 18번 문항은 15번 문항에서 ①②③④에 해당한 경우에만

응답하십시오.

16. 불임을 처음 진단 받은 시기는 언제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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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년 ( )월 ② 모르거나 기억 못함

17. 불임을 처음 치료받기 시작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① ( )년 ( )월 ② 모르거나 기억 못함

18. 불임치료의 단계입니다.

18-1. 현재 계획중인 치료방법은 무엇입니까?

① 부부관계 ② 인공수정 ③ 체외수정 (시험관 아기 시술) ④

모름

18-2. 배란유도를 위해 현재 어떤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① 구강약을 복용 ② 주사약을 투여 ③ 자연배란유도

④ 구강약과 주사약 동시 투여 ⑤ 모름

18-3. 귀하가 현재 진행중인 치료단계에 ∨표하십시오(한가지에만 답하십

시오).

① 배란유도제를 처방받은 단계 ( )

② 난포의 크기를 측정하는 단계 ( )

③ 배란촉진제를 투여하는 단계 ( )

④ 인공수정을 하는 단계 ( )

⑤ 난자채취를 하는 단계 ( )

⑥ 난자채취 후에서 배아이식 이전 단계 ( )

⑦ 배아이식단계 ( )

⑧ 인공수정이나 난자채취이후 착상주사를 투여하는 단계 ( )

⑨ 임신을 확인하는 단계 ( )

⑩ 기타 ( )

⑪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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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스트레스 와 관련된 사항입니 다 .

☆ 다음은 불임 부부가 경험할 수 있는 내 용들을 열거한 것입 니다 .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현재 느 끼고 계 신 정도 를 솔직 하고 성 의있게

답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가장 적합한 칸에 ∨표 해 주십시오 .

문 항
아주

그렇다

거의

그렇다
그렇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하나님 (절대자 )도 원망스럽다 .

2. 매사에 자신이 없다 .

3 . 여자 (남자 )로서 가치가 없다고 느낀다 .

4 . 여자 (남자 )로서 불완전하다고 생각한다 .

5 . 나의 삶이 무의미하게 여겨진다 .

6 . 나의 삶이 실패한 삶이라고 생각한다 .

7 . 점점 삶의 의욕 , 욕구가 없어지는 것 같다 .

8 . 밥 먹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 느낀다 .

9 . 나의 머리 속에서는 항상 임신에 대한 생각이 떠

나지 않는다 .

10 . 임신에 대한 생각이외에 다른 데는 관심을 쓸 수

없다 .

11. 요즘 사소한 일에도 눈물이 난다 .

12. 요즘 사소한 일에도 섭섭하다 .

13 . 장기간 치료해도 임신이 안될 까봐 걱정된다 .

14 . 나의 표정은 굳어있다 .

15 .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하다 .

16 . 요즘 위기감을 느낀다 .

17 . 임신부를 보면 부럽다 .

18 . 내 자신이 초라하게 생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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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아주

그렇다

거의

그렇다
그렇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9. 배우자의 성적 요구가 감소하였다 .

20 . 배우자가 미워진다 .

21. 배우자와의 성생활이 만족스럽지 않다 .

22. 배우자와 멀어지는 느낌이 든다 .

23 . 나는 배란기 때만 성관계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

24 . 불임을 알기 전보다 성관계 횟수가 줄었다 .

25 . 성관계를 갖는 것이 불안하다 .

26 . 나는 결혼생활에 있어서 아이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27 . 나는 아이는 ‘부부를 연결하는 끈’이라고 생각

한다 .

28 . 나는 아이는 ‘사는 낙’이며 ‘삶의 의미’라고

생각한다 .

29 . 나는 아이를 못 낳는 것은 여자 (남자 )로서 할 일

을 못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

30 . 배우자의 예사로운 행동변화도 불임문제와 관련

지어 생각한다 .

31. 배우자가 나의 심정을 이해해 주지 않는다 .

32. 우리 부부가 대화가 적어지는 것 같다 .

33 . 배우자가 조금만 섭섭하게 해도 애가 없기 때문

이라고 생각된다 .

34 . 전보다 자주 이혼을 생각한다 .

35 . 배우자는 친구나 가족들에게서 받은 스트레스를

나에게 푸는 느낌이 든다 .

36 . 배우자가 상처받을까봐 언행을 조심한다 .

37 . 나는 부부가 같이 있는 시간이 어색하다 .

38 . 부부가 마주 하는 시간이 줄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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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아주

그렇다

거의

그렇다
그렇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39. 불임 때문에 남에게 창피하다 .

40 . 불임 때문에 열등감을 느낀다 .

41. 시댁식구 (친정식구 )가 나를 무시하는 듯하다 .

42. 시댁 또는 친정 (형제 , 동서들 )모임에 가기 싫다 .

43 . 남 앞에 나서는 것이 싫다 .

44 . 내가 불임이라는 사실을 친구나 주위사람에게

노출하지 않는다 .

45 . 친했던 사람들과도 사이가 멀어졌다 .

46 . 다른 사람들 (친구 , 이웃 )이 내 불행을 즐기는 듯

한 느낌이 든다 .

47 . 주위사람들이 나를 변변치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

48 . 친구들과의 모임을 일부러 참석하지 않는다 .

49 . 배우자와 같이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살고

싶다 .

50 . 전보다 친구를 만나는 횟수가 줄었다 .

51. 친구들이나 주위사람들이 아이에 대한 얘기를

하면 듣기 싫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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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은 불임스트레스 대 처 방법에 대한 내용입 니다 .

☆ 다음은 불임 부부가 불임으로 인 한 스트레스를 대처 하는 방법들입니 다 .

가 장 일치하는 칸에 ∨표 해 주십시오 .

문 항

항상

그렇

다

대체로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먹거나 , 마시거나 , 담배를 피우면서 감정을 좋게 하려고

노력한다 .

2. 운동이나 취미생활을 한다 .

3 . 누군가로부터 이해나 동정을 받으려고 한다 .

4 .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

5 . 잠시동안 어려운 상황을 잊기 위해 휴식이나 휴가를 갖

는다 .

6 . 어떻게든 불임상황이 끝나버리기를 원한다 .

7 . 비슷한 상황에 있었던 주위사람의 경험을 참고한다 .

8 .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지낸다 .

9 .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터질 때까지

미룬다 .

10 . 존경하는 사람이나 친구에게 충고를 구한다 .

11. 운명에 맡긴다 .

12. 제 3자의 관점에서 상황을 보려고 노력한다 .

13 . 모든 일을 잊어버리려고 애쓴다 .

14 . 나의 느낌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표현한다 .

15 .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 생각하며 기다린다 .

16 . 누군가에게 나의 감정을 이야기한다 .

17 .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일을 처리한다 .

18 . 기도 (명상 )하거나 성경 (불경 )을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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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항상

그렇

다

대체로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9. 어떤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 원기를 북돋는다 .

20 . 상황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거나

직감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 .

21. 그 문제에 대해 무엇인가 해줄 수 있는 사람과 이야기한

다 .

22. 나의 부정적인 상황이나 부정적인 감정이 변화되기를 바

란다 .

23 .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해결책들을 찾아

낸다 .

24 . 다른 것에 의해 방해를 받을 때라도 나의 감정을 유지하

려고 노력한다 .

25 . 삶에 있어서 보다 중요한 것을 재발견하려고 노력한다 .

26 . 상황에 대해 밝은 면만 보려고 애쓴다 .

27 . 상황을 좀 더 파악하기 위해 누군가와 이야기한다 .

28 . 현재보다 더 좋은 시절이나 처지를 꿈꾸거나 상상한다 .

29 . 말해야 할 것이나 해야 할 일에 대해 곰곰이 생각한다 .

30 . 문제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그 문제를 분석하려고

노력한다 .

31. 일이 잘 해결될 것이라는 희망이나 환상을 갖는다 .

32. 한 인간으로서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거나 성장해 나가려

고 노력한다 .

33 .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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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stract

M ale and Female Inf ertility Stress and Coping

A ccording to Causes of inf ertility

Oh, M ina

D ep artm ent of N ursing Educatio n

Th e Gradu ate Sch oo l of Educatio n

Yo nse i U niv ersity

(Directed by Professor Soonbok Chang)

Althou gh men and w om en have different sexu al roles du e to the

difference in sex, infertile men and w omen exp erience similar

psychological and emotional stress according to m any stu dies. How ever,

the stu dies conducted in Korea have prim arily been on the w omen,

regardless that infertility is a problem for both the hu sband and wife,

and the stu dies that did focu s on both the hu sband and wife did so as

they relate to m edical diagnosis and treatment. Therefore, this study

hopes to provide information on coping w ith m ale and fem ale infertility.

This descrip tive stu dy comp ares m ale and fem ale infertility stress in

couples, who have exp erienced infertility, and their methods of coping

with this stress. Data w as collected by structured questionn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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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buted to 33 m en and 104 w om en who visited tw o hospitals and

one obstretrics/ gynecology clinic in Seoul from Febru ary 20 to May 18,

2001 for infertility . The tools of data collection w ere the modified

infertility stress tool by Kim et al. (1995)(Cronbach' s α = .9755) and

Folkm an & Lazaru s (1984)'s Ways of coping (Cronbach' s α =. 8857); the

results w ere electronically processed by SPSS Pc+ .

The summary of the results are as follow s:

(1) The comp arative levels of infertility stress betw een m ales and

females show ed w ere higher in females than m ales; the difference

w 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1.878, P=.103).

(2) The comp arative levels of coping with infertility stress betw een

m ales and fem ales w ere higher in females than m ales; this

difference w as statistically significant (t=-2.339, P=.018).

(3) The comp arative levels of infertility stress betw een m ales and

females cau sed by m ale infertility w ere high if the cau se of the

infertility w as the m ale; this w as statistically significant (χ2=9.370,

P=.000).

(4) The comp arative levels of infertility stress betw een m ales and

females cau sed by female infertility w ere the highest if the cau se

of the infertility w as the husband; this w as statistically

significant (F=3.312, P=.014).

(5) The comp arative levels of coping with infertility stress betw een

m ales and females cau sed by m ale infertility w ere the highest

w hen the cau se of the infertility w as the m ale; this w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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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stically significant (χ2 =4.321, P=.008).

(6) The comp arative levels of coping with infertility stress betw een

m ales and females cau sed by female infertility w ere the highest if

the cau se of the infertility w as both the husband and wife;

how ever, this w 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F=.422, P=.792).

In conclusion, similar levels of infertility stress are exp erienced by

m ales and fem ales, but high levels of stress are exp erienced by males if

the cause of infertility is them and for females if the cau se is their

hu sbands. Therefore, nurses should be m ore sensitive and should

provide regular support to males, if they are the cause of infertility, and

females, if their spou ses are the cause of infertility, in the course of

their treatment to overcom e infertility stress.

Key words : Infertile male and female, Infertility stress, Co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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