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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여성의 자아존중감, 신체상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

황란희
광주여자대학교 간호학과

Self-Esteem, Body Image and Factors Influencing on Depression of 
Infertile Women

Ran Hee Hwang
Dept. of Nursing, Kwangju Women’s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난임여성의 자아존중감, 신체상 및 우울 정도와 그들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우울의 영향요
인을 규명하여 우울 중재를 위한 프로그램개발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은 평균 29.08±5.17
점으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연령, 학력, 직업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신체상은 평균 75.66±12.11점으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체상은 결혼기간,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대상자의 우울은 평균 10.81±7.84점으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은 연령, 학력, 가족형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난임 관련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신체상 및 우울은 각각 비용부담감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과 신체상(r=.688, p=.000)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아존중감과 우울은(r=-.710, p=.000)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상은 우울(r=-.526, p=.000)
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자아존중감(b=-0.66, p=.000), 시부모와 
동거하는 경우(b=-7.92, p=.001), 연령이 41세 이상인 경우(b=-1.72, p=.033)이었다. 
주제어 : 난임, 여성, 자아존중감, 신체상, 우울
Abstract  This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self-esteem, body image and depression in infertile 
women and to identify factors influencing depression.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self-esteem on variables such as age, education, occupation, pressure of treatment cost.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body image on variables such as period of marriage, education, pressure of treatment 
cost.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depression on variables such as age, education, family 
structure, pressure of treatment cost. Self-esteem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body image(r=.688, p=.000). 
Depression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self-esteem(r=-.710, p=.000) and body image(r=-.526, p=.000). Factors 
influencing depression were self-esteem(b=-0.66, p=.000), Living with parents-in-law(b=-7.92, p=.001), and age 
over 40 years(b=-1.72, p=.033), which explained 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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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난임이란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일상적인 부부생

활을하여도 1년이내에임신이되지않는경우를말한다

[1]. 정부는 2012년 모자보건법을 개정을 통하여 공식적

으로 불임이라는 용어를 난임으로 표기했는데, 임신이

쉽게되지않지만치료를통해임신이가능한상태를뜻

하기 때문이다[2].

WHO에 따르면 난임부부는 세계적으로 전체 부부의

8∼12% 정도로[3] 결혼 부부의 10커플 중 1커플은 난임

치료의대상이된다. 우리나라에서도 2005년부터 2011년

까지 난임 진단자수가 매년 7.3%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

이다[4].

이렇듯 난임이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은 여성의 사회

활동증가로인한만혼경향과결혼후피임등으로인하

여늦은나이에첫아이를갖고자하는경우가많아지고,

환경호르몬등으로인한남성인자의증가도그원인으로

생각되고 있고, 그 밖에 원인을 명확하게 찾을 수 없는

난임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늦은 결혼과 가족계획으로

인한임신의지연은생식능력의저하로난임을초래하여

이는곧저출산의주요요인이되고있다[5]. 따라서오늘

날난임은저출산시대에간과할수없는중요한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난임 대상자에 대한 2017

년 정부지원정책은 소득 기준과 시술에 따라 3∼4회의

경제적 지원과 10월부터는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게

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있다[6].

임신은결혼한여성에게서당연히기대되는결과이기

때문에 난임여성들은 심리적 정신적 부담을 갖게 되어

가족관계나 대인관계 등 일상생활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7]. 특히 우리나라의 문화에서는 난임의 원인

이 남성에게 있어도 전통적인 성 역할의 고정관념 때문

에 난임여성이 겪는 고통과 갈등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

다[8].

게다가 난임여성들은 오랜 기간 동안 난임치료 과정

에서 임신을 시도하고 실패하면서 그 정신적 고통이 심

화되고, 경제적부담도크고, 직장여성들은치료과정에서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사회생활에 부담 까지 갖게 되므

로 정서적으로 상처받기 쉬운 상태에 있다[2].

더구나 난임여성들은 치료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이나

정서적 고통 외에도 성생활 등의 노출로 인해 사생활의

침해를 계속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으로 인한 경제

적, 정서적, 심리적고통과부담은일상생활전반에영향

을 주어 대인관계에서 고립될 수 있고 무기력하게 되어

스스로를비하하는감정을갖게되어자아존중감에영향

을 미치게 된다[9].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자신에게 하는

평가로 인간행동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자아존중

감의 정도에 따라 개인의 자아 체계, 자아실현, 성격 및

행동, 사회적적응행동등이달라진다. 다시말해자신을

사랑하는정도로생각하는자아존중감은개인의적응및

건강한 성격 발달과 행동 이해에 중요한 요소이다[10].

또한 기혼여성들의 경우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우울경

향성이 증가하므로[11], 자아존중감은 정서적 건강의 주

요한 요소이기도하다.

자신의 몸을 싫어하는 사람이 자신의 몸을 수용하는

사람보다 낮은 자아존중감을 나타내는데 이는 신체상이

자아개념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Stuart[12]. 많은 여성들은 자신의 신체 즉 몸에 대해 만

족하지못하고있는데, 이 때문에여러가지신체적혹은

심리적건강상의문제가야기되고있다[13]. 따라서객관

적이기보다는 주관적인 신체상은 난임여성을 이해하는

요소 중 하나로서 정신적 부담을 받는 난임여성들의 정

서적상태를평가하는중요한지표가될수있을것이다.

여성들은 우울의 정도가 심할수록 정서적인 고통의

정도도비례하여이로인해신체적, 정신적증상이발병하

여병원을찾는경우가 78.9%라는보고도있다[14]. 더군

다나 난임여성이 보이는 우울의 정도는 암환자, 재활치

료중인심장병환자및고혈압환자에상응한다는연구

[15]가있을만큼난임여성의우울은심각한건강문제이다.

또한난임여성들은면담으로인한사생활노출, 의학적

인 검사, 경제적 부담 등 치료과정에서 발생되는 어려움

으로인해일반부부들보다여러가지부정적인감정요

인을 많이 갖게 될 수 있다. 그로 인하여 자신의 처지에

대해불만족스러움을갖게되고자존감이낮아지고정서

적 긴장감이 높아져서 우울이나 슬픔이 더욱 깊어질 수

있다[16]. 우울은 난임여성의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신체

균형을 깨뜨리고 임신성공률을 낮추는 악순환을 반복시

키기 때문에 난임여성이 경험하는 우울감, 스트레스, 상

실감 등 정신적 위기 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의학적인

치료와 병행하는 정서적, 심리적 지지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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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여성들은 일상에서 많은 일을 난임과 관련지어

생각하고 점차 삶 전체가 임신에만 매달리는 집착적 매

달림, 분노, 조급함, 위축감, 죄책감, 삶이정지된듯한느

낌, 보이지않는불구자의느낌, 서러움및무가치함등의

정서적 경험을 한다. 또한 난임여성들은 부부관계나 시

댁과의 관계에서는 밀착되거나 반대로 불편해지고 멀어

지는 양극화 되는 관계 양상을 띠고 대인관계에서는 비

슷하거나같은처지의친구와가까워지나자녀를출산하

여 사는 친구와 이웃과는 감정적으로 고립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17].

오늘날난임여성들이빠른속도로증가추세에있어서

이들이 경험하는 정서적, 심리적 고통과 부담들을 십분

이해하고 지지를 위해 다양한 이론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상담과프로그램을제공해줄필요가있다. 그러나현

재 난임여성을 대상으로 한 정서적, 심리적 지지를 위한

제도적인 중재프로그램이 충분히 개발되지 못한 실정이

다. 지금까지 초등, 중등, 고등학생 및 노인을 대상으로

한 자아존중감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많지만[18, 19, 20,

21, 22, 23], 난임여성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는 충분

하지않다. 또한현재초등, 고등학생및노인을대상으로

한 우울에 대한 선행연구들과[24, 25, 26] 난임여성을 대

상으로 한 의학적인 치료에 대한 연구나 스트레스, 우울

등에대한선행연구는있지만[2, 5, 27], 신체상과연관된

연구는 미비한 실정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치료과정에 있는 난임여성의 자

아존중감, 신체상및우울의정도와이변수들간의상관

관계를 규명하고 우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여

난임여성들에게 적용하기 위한 간호중재프로그램을 개

발하는데 기초자료가 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연구는난임여성의자아존중감, 신체상및우울정

도와이변수들간의관계를파악하고우울에미치는영

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자 및 자료수집
본 연구대상자는 2017년 5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G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C난임 전문병원에서 상담과

시술을받은난임여성으로연구자가연구의목적에대해

설명한 후 동의한 대상자에게 설문조사하였다. 본 연구

에서 대상자 수는 Cohen의 표본추출 공식에 따른

G*Power 3.1.7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본 연

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는 경우

effect size 0.15기준으로 예측요인 7개, 5% 유의수준과

90% 검정력을 유지하기 위해 표본 크기를 산출한 결과

최소표본크기는 130명이었으나 150명의설문지를수집

하였다.

2.3 윤리적 고려
본연구는연구자가소속된대학교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 하에 진행되었다(IRB 승인번호 : 1041485-201704-

HR-001-13). 참여한 연구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 작성방법을 설명하고,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공개되지 않으며, 대상자의 개인적

정보는 익명성이 보장되고 비밀이 유지됨을 설명한 후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았다.

2.4 연구도구
2.4.1 자아존중감
본 연구에 사용된 자아존중감에 대한 척도는

Rosenberg[28]가 개발한 도구를 전병재(1974)[29]가 번

역한 10개문항을사용하였다. 각문항은 Likert 4점척도

로구성되었고최저 10점, 최고 20점으로점수가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의 정도가 높은 것을 나타낸다. Rosenberg[28]

가 개발할 당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5였으며 전

병재[29]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0.62였고, 본 연구

에서는 Cronbach’s α=.85이었다.

2.4.2 신체상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신체상 척도는 Osgood, Suci와

Tannenbam[30]이 개발한 의미 척도법을 기초로 정추자

[31]가 수정보완한도구로서부정적어휘와긍정적어휘

의순서를중간중간바꾸어배열함으로써응답의타당성

을꾀하였다. 총 22개 문항으로구성되어있고언어의의

미나 가치와 같은 주관적 의미의 표상을 객관적으로 측

정하는 방법으로서 대상자들에게 “내 자신의 몸은”이라

는개념으로의미의구조를파악하게하였다. 5점척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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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22점, 최고 110점으로점수가높을수록신체상이긍

정적임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정추자[31]의 연구

에서 Cronbach’s α=.89였고, 본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0이었다.

2.4.3 우울
본연구에서사용한우울척도는 Beck 등[32]이 개발한

것으로이영호와송종용(1991)[33]이번안한도구를사용

하였다. 정서적, 인지적, 동기적 및 생리적 증상 영역을

포괄하여우울의심각도를측정하는 21개의문항으로구

성되며 각 문항은 0∼3점 척도이다. ‘9점 이하’는 우울하

지 않은 상태, ‘10∼15점’은 가벼운 우울 상태, ‘16∼23점’

은 중한 우울 상태, ‘24∼63점’은 심한 우울 상태로 평가

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이영호와 송종용[33]의 연구에서

Cronbach’s α=.84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89이었다.

2.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난임 관련 특성은 빈도와 백분

율을이용하였고, 우울, 자아존중감및신체상정도는평

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 및 난임 관련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신체상 및 우울 차이를 파악하

기위하여 t-test 및 ANOVA, 사후검정은 Scheffe’s test,

자아존중감 신체상 및 우울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시행하였고, 우울에 영향을 주

는요인을규명하기위해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를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은 평균

36.49세(SD=4.61)로 35세 이하가 73명(48.6%)로 가장 많

았고, 36∼40세가 43명(28.7%), 41세 이상이 34명(22.7%)

순이었다. 결혼기간은 평균 64.67(SD=51.92)개월로 2∼5

년 이하가 59명(39.3%), 5년 초과가 53명(35.3%), 2년 이

하가 38명(25.3%) 순이었다. 학력은 대졸(전문대졸포함)

이상이 123명(82.0%)로 가장 많았고, 고졸 이하가 27명

(18.0%)이었고, 직업이 있는 사람이 100명(66.7%), 없는

경우가 50명(33.3%)이었다. 종교는 있는 경우가 89명

(59.3%), 없는 경우가 61명(40.7%)이었고, 월수입은 201

∼300만원이 61명(40.7%)로 가장 많았고, 200만원 이하

가 34명(22.7%), 401만원 이상이 28명(18.7%), 301∼400

만원이 27명(18.0%) 순이었다. 가족형태는 부부가 143명

(95.3%)로 대부분을차지하였으며, 시부모와 동거가 4명

(2.7%), 기타가 3명(2.0%)이었다<Table 1>.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Age(year)
≤35 73(48.6)
36∼40 43(28.7)
≥41 34(22.7)

Period of marriage(year)
≤2 38(25.3)
2∼5 59(39.3)
≥6 53(35.3)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e 27(18.0)
≥College graduate 123(82.0)

Occupation
Having 100(66.7)
Not having 50(33.3)

Religion
Having 89(59.3)
Not having 61(40.7)

Family income(million won)

≤200 34(22.7)
201∼300 61(40.7)
301∼400 27(18.0)
≥401 28(18.7)

Family structure
Couple 143(95.3)
Living with parents-in-law 49(2.7)
etc 3(2.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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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대상자의 난임 관련 특성
대상자의 난임 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난임원인이 여

성측에 있는 경우가 63명(42.0%)으로 가장 많았고, 원인

불명, 남성측, 양측 순이었다. 난임치료기간은 평균

53.15(SD=41.72)개월이었으며, 4년 초과가 56명(37.3%)

로 가장 많았고, 2년 이하, 2∼4년 이하 순이었다.

난임치료방법은 체외수정(시험관)이 112명(74.7%)으

로 가장 많았으며, 인공수정, 부부관계 순이었고, 배란유

도방법은 먹는약과 주사약을 병행하는 경우가 72명

(48.0%)으로 가장많았고, 주사약, 먹는약, 자연배란유도,

기타 순이었다.

난임치료를 위한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은 약간

부담된다가 77명(51.3%)으로 가장 많았고, 매우 부담된

다, 괜찮다 순이었다. 현재 치료단계는 배란유도제가 45

Characteristics Cat egories n(%)

Iinfertility cause

Female 63(42.0)
Male 18(12.0)
Both 10(6.7)
Unknown 59(39.3)

Period of infertility treatment
≤2 49(32.7)
2∼4 45(30.0)
≥5 56(37.3)

Method of Iinfertility treatment
Iintercourse 17(11.3)
Artificial Insemination 21(14.0)
External fertilization(in vitro) 112(74.7)

Method of ovulation inducement

Oral medication 12(8.0)
Injection 60(40.0)
Natural ovulation incucement 5(3.3)
Oral medication & Injection 72(48.0)
etc 1(0.7)

Pressure of treatment cost
Severe 59(39.3)
Mild 77(51.3)
No problem 14(9.3)

Treatment stage

Rest after procedure failure 27(18.0)
Ovulatory inducing agent 45(30.0)
Ovulatory stimulant 30(20.0)
Artificial Insemination 16(10.7)
Ovum collection 15(10.0)
Embryo transfer 4(2.7)
Implantation adjurvants 1(0.7)
Pregnancy confirm 8(5.3)
etc 4(2.7)

Abortal experience
None 86(57.3)
1 39(26.0)
≥2 25(16.7)

Burden subject†

Husband’s noncooperation 8(5.3)
Financial pressure 47(31.3)
Unstable of family 2(1.3)
Noncooperation of family-in-law 1(0.7)
Job pressure 34(22.7)
Psychological pressure 96(64.0)
etc 1(0.7)

Cooperative person†

Husband 126(84.0)
Parents-in-law 8(5.3)
Parents of married woman 17(11.3)
One’s brothers & sisters 6(4.0)
Friend 1(0.7)
None 8(5.3)

†multiple response

<Table 2> Infertile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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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30.0%)로 가장 많았고, 배란촉진제, 시술 실패 후 휴

식중, 인공수정, 난자채취, 임신 확인, 배아이식 또는 기

타, 착상보조제 순이었다. 유산경험이 없는 경우가 86명

(57.3%)이었으며, 1번, 2번 이상 순이었다.

난임치료를 받는데 가장 부담이 되는 사항은 심리적

부담감이 64.0%로가장많았고, 경제적부담, 직장생활의

부담, 남편의 비협조, 가정생활의 불안정, 시댁식구의 비

협조 순으로 나타났으며, 난임치료에 가장 협조적인 사

람은 남편, 친정부모, 시부모또는 없다, 친형제, 친구순

으로 나타났다<Table 2>.

3.3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신체상 및 우울 정도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은 40점 만점에 평균 29.08±5.17

점으로 평균평점은 2.91±0.52점(4점만점)이었다. 신체상

은 110점 만점에 평균 75.66±12.11점으로 평균평점은

3.44±0.55점(5점만점)이었다. 대상자의우울정도는 63점

만점에 평균 10.81±7.84점으로 평균평점은 0.51±0.37점(3

점만점)이었다. 대상자의우울정도는평균 10.81±7.84점

으로, 정상이 76명(50.7%)로가장많았고, 경증우울이 43

명(28.7%), 중등도 우울이 19명(12.7%), 심한 우울이 12

명(8.0%) 순이었다<Table 3>.

3.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신체상 및 우울의 차이

3.4.1 자아존중감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연령, 학

Variables Scale M±SD Score n(%) or M±SD

Self-esteem 1∼4 2.91±0.52
Body image 1∼5 3.44±0.55
Depression 0∼3 0.51±0.37 0∼63 10.81±7.84
Normal 0∼9 76(50.7)
Mild 10∼15 43(28.7)
Moderate 16∼23 19(12.7)
Severe 24∼63 12(8.0)

<Table 3> Levels of Self-esteem, Body image, and Depression of Subjects                               (N=15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Self esteem Body image Depression

M±SD F(p) M±SD F(p) M±SD F(p)

Age
(year)

≤35a 73(48.6) 30.4±4.4 6.34
(.002)
a>c

76.5±12.0
0.37
(.685)

8.4±5.5 5.53
(.005)
a<b,c

36∼40b 43(28.7) 28.7±5.2 75.3±12.8 13.0±8.5
≥41c 34(22.7) 26.8±5.8 74.3±11.7 13.2±9.7

Period of marriage
(year)

≤2a 38(25.3) 30.5±4.2
2.03
(.134)

78.1±10.9
3.11
(.047)

9.3±6.8
1.26
(.285)

2∼5b 59(39.3) 28.4±5.4 72.7±10.9 10.7±8.0
≥6c 53(35.3) 28.8±5.4 77.3±13.6 12.0±8.3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e 27(18.0) 25.4±4.8 -4.36

(.000)
70.5±11.7 -2.47

(.014)
14.5±9.1 2.74

(.007)≥College graduate 23(82.0) 29.9±4.9 76.8±11.9 10.0±7.3

Occupation
Having 100(66.7) 29.7±5.2 2.03

(.044)
76.8±13.1 1.78

(.076)
10.1±7.4 -1.69

(.092)Not having 50(33.3) 27.9±4.9 73.4±9.5 12.3±8.6

Religion
Having 89(59.3) 29.6±5.1 1.35

(.179)
77.0±12.4 1.64

(.102)
10.0±7.3 -1.49

(.136)Not having 61(40.7) 28.4±5.2 73.7±11.5 12.0±8.5

Family income
(million won)

≤200 34(22.7) 28.2±4.9
0.64
(.586)

72.9±10.2
1.49
(.219)

11.4±6.9
0.65
(.580)

201∼300 61(40.7) 29.0±5.2 75.9±12.5 11.5±8.6
301∼400 27(18.0) 29.6±5.7 79.3±12.7 10.0±8.8
≥401 28(18.7) 29.9±4.9 75.0±12.5 9.4±6.2

Family structure

Couple 143(95.3) 29.1±5.3
0.58
(.746)

75.4±12.2
1.18
(.553)

11.2±7.8
7.55
(.023)

Living with
parents-in-law

4(2.7) 28.0±1.2 79.0±8.2 4.0±4.8

etc 3(2.0) 30.3±4.5 81.3±11.6 3.7±2.1

<Table 4> Levels of Self-esteem, Body image, and Depression of Subject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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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직업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사후검정 결

과, 35세 이하(M=30.4)가 41세 이상(M=26.8)보다 자아존

중감이 통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F=6.34, p=.002). 학력

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대졸 이상(M=29.9)이 고졸 이하

(M=25.4)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통계적으로 높게 나타났

다(t=-4.36, p=.000). 직업유무에따른자아존중감은직업

이 있는 경우(M=29.7)가 없는 경우(M=27.9)에 비해 자

아존중감이 통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t=2.03,

p=.044)<Table 4>.

3.4.2 신체상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체상은 결혼기간, 학

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결혼기간에 따른 신체상은결혼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가 평균 78.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F=3.11, p=.047).

학력에 따른 신체상은 대졸 이상(M=76.8)이 고졸 이하

(M=70.5)에 비해 신체상이 통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t=-2.47, p=.014)<Table 4>.

3.4.3 우울
대상자의일반적특성에따른우울은연령, 학력, 가족

형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연령에 따른 우울은 사후검정 결과, 41세 이상

(M=13.2)가 다른 연령대(M=8.4, 13.0)에 비해 우울이 통

계적으로높게나타났다(F=5.53, p=.005). 학력에따른우

울은고졸이하(M=14.5)가 대졸이상(M=10.0)에비해우

울이 통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t=2.74, p=.007). 가족형

태에 따른 우울은 부부만 동거하는 경우가 평균 11.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F=7.55, p=.023)<Table 4>.

3.5 대상자의 난임 관련 특성에 따른 자아존
중감, 신체상 및 우울의 차이

3.5.1 자아존중감
대상자의 난임 관련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비용

부담감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부담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비용이 약간

부담된다고 응답한 경우(M=30.4)가 매우 부담된다고 응

답한 경우(M=27.2)보다 자아존중감이 통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F=12.13, p=.002)<Table 5>.

3.5.2 신체상
대상자의 난임 관련 특성에 따른 신체상은 비용부담

감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비용부담에 따른 신체상은 비용이 약간 부담된다

고응답한경우(M=78.7)가 매우부담된다고응답한경우

(M=71.7)보다 신체상이 통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F=9.45, p=.009)<Table 5>.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Self esteem Body image Depression
M±SD F(p) M±SD F(p) M±SD F(p)

Iinfertility cause

Female 63(42.0) 28.7±5.1
0.67
(.570)

73.7±11.2
1.84
(.142)

11.7±7.6
0.79
(.498)

male 18(12.0) 30.6±5.1 80.9±11.1 8.6±8.6
Both 10(6.7) 28.4±5.7 78.4±7.3 10.5±7.3
Unknown 59(39.3) 29.2±5.2 75.6±13.5 10.5±8.0

Period of infertility treatment
(year)

≤2 49(32.7) 30.3±4.3
2.57
(.080)

76.6±13.0 0.60
(.546)
　

9.2±6.8
2.78
(.065)

2∼4 45(30.0) 28.9±5.9 74.0±11.6 10.2±8.1
≥5 56(37.3) 28.1±5.1 76.1±11.8 12.7±8.3

Method of infertility treatment
Intercourse 17(11.3) 29.9±4.9

4.26
(.119)

77.1±12.4
1.03
(.596)

8.5±7.8
2.52
(.283)

Artificial Insemination 21(14.0) 31.1±4.7 78.1±11.7 10.0±5.0
External fertilization 112(74.7) 28.6±5.2 75.0±12.2 11.3±8.2

Pressure of treatment cost
Severe a 59(39.3) 27.2±5.4 12.13

(.002)
a<b

71.7±12.4 9.45
(.009)
a<b

13.1±8.9 6.42
(.040)
a>b

Mild b 77(51.3) 30.4±4.7 78.7±10.9 9.3±6.8
No problem c 14(9.3) 29.9±4.8 75.7±13.2 9.6±6.6

Abortal experience
None a 86(57.3) 29.7±5.0

2.64
(.074)

77.0±12.5
1.46
(.235)

9.2±6.6
3.05
(.050)

1 b 39(26.0) 29.0±5.2 74.5±10.6 12.7±8.9
≥2 c 25(16.7) 27.0±5.3 72.8±12.8 13.3±9.0

<Table 5> Levels of Self-esteem, Body image, and Depression of Subjects according to Infertile Characteristics  
(N=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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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우울
조사대상자의 난임 관련 특성에 따른 우울은 비용부

담감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비용부담에 따른 우울은 비용이 매우 부담된다

고응답한경우(M=13.1)가 약간부담된다고응답한경우

(M=9.3)보다 우울이 통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F=6.42,

p=.040)<Table 5>.

3.6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신체상 및 우울의   
    상관관계
자아존중감과신체상(r=.688, p=.000)은 통계적으로유

의한 양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아존중

감과우울은(r=-.710, p=.000) 유의한음적상관관계가있

는것으로나타났으며, 신체상은우울(r=-.526, p=.000)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비해 우울이 통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t=2.74,

p=.007). 가족형태에따른 우울은 부부만 동거하는경우가

평균 11.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F=7.55, p=.023)<Table

6>.

3.7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난임여성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일반적 특성 중 우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

을미치는것으로나타난연령, 학력, 가족형태와난임관

련특성중우울에통계적으로유의한영향을미치는것

으로 나타난 비용부담감, 그리고 자아존중감, 신체상을

독립변수로 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중

일반적 특성 및 난임관련 특성에 대한 변수는 더미변수

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우울에대한단계적다중회귀분석의기본가정과다중

공선성 진단을 한 결과, Durbin-Watson이 1.922이었으

며, 다중공선성을검정한결과공차한계(tolerance)는 0.1

이상으로나타났고, 분산팽창인자(VIF)는 10미만으로나

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

라서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기 위한 기본가정은

충족되었다.

단계적회귀분석결과, 우울에영향을주는요인은자

아존중감(b=-0.66, p=.000), 시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b=-7.92, p=.001), 연령이 41세 이상인 경우(b=-1.72,

p=.033)이었다. 독립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자아존

중감, 가족형태, 연령 순이었다.

즉, 자아존중감이 1점높을수록 우울이 0.66만큼 감소

하며, 가족형태가시부모와동거하는경우우울이 7.92만

큼 낮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35세 이하인 경우 우울이

1.72만큼 낮게 나타났다.

추정된 회귀모형의 적합도에 대한 F통계량은

65.798(p=.000)로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

력은 63.5%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7>.

Variables Self-esteem Body image Depression

Self-esteem 1
.688
(.000)

-.710
(.000)

Body image 1
-.526
(.000)

Depression 1

<Table 6>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of Subjects                                                      (N=150)

b s.e β t p R2 Adj R2 F(p)

(Constants) 20.29 4.14 　 4.91 .000 .635 65.798(.000)

Self-esteem -0.66 0.10 -0.43 -6.66 .000 0.501

Living with parents-in-law -7.92 2.40 -0.16 -3.30 .001 0.626

Age ≥41 -1.72 0.80 -0.11 -2.15 .033 0.635

<Table 7> Influencing Factors of Depression                                                              (N=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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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본 연구는 난임여성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신체상

및 우울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

하여 난임여성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함으로

써, 최근증가추세에있는난임대상자의심리적, 정서적

인변화를이해하고각대상자의요구에맞는상담과지

지를제공하기위한간호중재프로그램개발을위한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 난임 치료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정도는

점수범위 10∼40점에서 29.08점으로, 난임여성을 대상으

로 조사한 연구[34]에서의 28.22점과 유사하게 나타났고,

난임여성을 대상으로 한 자아존중감에 관한 선행연구는

미비하여 비교 논의하기는 한계가 있다.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자아존중감에관한선행연구중척수손상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35]에서는 32.3점, 혈액투석 환자를 대

상으로 한 연구[36]에서는 37.2점이었다.

난임여성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 대상자들의 자아존

중감이 척수손상환자나 혈액투석환자의 자아존중감 보

다 더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척수손상이나 혈액투석환

자의 경우 만성질병으로 오랜 기간 동안 치료하는 과정

에서 자아존중감이 서서히 낮아지지만 난임여성의 경우

는 정상적인 성장과정을 거쳤으나 결혼 후 비교적 단기

간에 난임 진단을 받아서 생기는 정서적인 변화이기 때

문에자아존중감에더많은영향을받았기때문이다[34].

또한 난임여성은 치료를 받는 동안 정서적 고통, 사생활

침해및경제적부담등을계속적으로경험하게된다. 이

들의 이러한 경험들은 만성적인 슬픔으로 낙인 되어 사

회활동에도 참여하지 않아 고립되고 대인관계에도 영향

을 받아 무기력하게 되고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쳐 자

기 자신을 비하하는 감정을 갖게 되므로[9] 척수손상환

자나 혈액투석환자 보다도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였으리

라 사료된다.

자아존중감이낮은사람은자아존중감이높은사람보

다 불안이 강하고, 대인관계가 고립되어 있으며, 자신감

이결여되어실패를두려워하게된다[28]. 왜냐하면대상

자의자아존중감에영향을미치는요소는다양하게존재

하지만심리상태와관련되어높고낮음을나타내기때문

이다[37].

본 연구에서는 연령, 학력, 직업, 비용에 대한 부담감

에따라난임여성의자아존중감에유의한차이를보였는

데, 이는 연령, 결혼기간, 학력, 종교, 난임치료기간, 유산

경험, 비용에 대한 부담감 등에 따라 자아존중감에 유의

한 차이를 나타낸 김성주[34]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척수손상환자를 대상으로 한 황혜민과 이명선[35]의 연

구에서는 교육정도, 직업, 종교, 손상원인이 자아존중감

에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를나타냈고, 혈액투석환자를

대상으로 한김경혜 등[36]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들 연구에서 공통적으

로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에는 연령, 학력, 종교가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난임 여성의 자아존

중감은향후치료과정에도영향을줄수있는중요한정

서적변수이므로이를반영하여적극적이고다양한접근

과 중재가 필요하고 추후에도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신체상이란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가지는 느낌이나

태도, 각 신체부분과기능에대해느끼는만족또는불만

족의 정도라고 정의하며 모든 인간은 자신의 마음속에

이러한 신체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38]. 크론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자신의 신체에 대해 긍

정적일수록 자신감이나 자아존중감이 증가하였다[39].

본 연구에서 신체상은 110점 만점에 평균 75.66점을

나타내 74.20점을 보인 김성주[34]의 연구결과와 유사하

였다. 동일한 신체상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에서 하지

골절 환자의 신체상 평균점수가 91.25점[31], 상·하지 골

절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신체상 점수가 평균

72.23점[40], 수지절단재접합환자의신체상에관한연구

에서는 신체상의점수가평균 57.37점[41], 편마비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평균 65.42점으로 나타났다[42].

이는골절같은회복의가능성이있는급성환자의경우

신체상점수가비교적높게나타났으나영구적인장애를

동반한질환에서는신체상점수가낮게나타났다는것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난임을 치료중인 여성을 대상으

로 하였기에 임신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 영구적

인장애를가진환자군보다는신체상점수가높게나타

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난임여성의 신체상은결혼기간, 학력, 비

용에 대한 부담감에 따라 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학력, 종교, 유산경험, 비용에대한부담감에따라신체상

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김성주[34]의 연구결과와유사

하였다. 난임여성의 결혼기간은 난임치료기간과 관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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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난임치료기간은 비용에 대한 부담감과 맞물려 있

는 변수이기 때문에 신체상에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된

다. 따라서 난임부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대상자의 우울정도는 63점 만점에 평균 10.81점으로

경증우울로나타났고, 동일한도구를사용한김성주[34]

의 연구에서는 11.95점, 민소원, 김영혜, 조영란[5]의 연구

에서는 14.94점이었으며 72.2%에서 우울 증상을 보였는

데이는난임여성들은우울하다는것을나타낸결과이다.

또한 난임치료 임부의 우울정도를 측정한 김미옥[43]의

연구에서는 난임 치료 임부의 중증 이상 우울 정도가

23.5%로 이는 난임 치료를 통해 임신한 임부의 경우에

유산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한 정서적인 불안감이 지

속되어자연임부보다우울의정도가높은것으로보인다.

대상자의 우울은 연령, 학력, 가족형태, 비용부담감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

령, 학력, 종교, 결혼기간, 유산경험, 가족형태, 난임치료

기간, 비용부담감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김성주

[34]의 연구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하였다. 또한 난임진

단 후 경과기간, 비용부담, 일상생활 저해정도, 보조생식

술 유형, 시술횟수에 따라 우울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황나미[2]의 연구와연령, 학력, 직업유무, 결혼기간, 가족

형태, 비용부담감에 따라 우울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민소원, 김영혜, 조영란[5]의 연구를 일부 지지하였다.

우울은자아존중감, 신체상과통계적으로유의한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아존중감과 신체상

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우울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과 신체상이

낮고자아존중감이높을수록신체상도높다는것을보여

주는데, 난임여성을대상으로한김성주[34]의 연구와일

치한 결과이다. 또한 기혼여성들의 경우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우울경향성이 높다고 한 김미례[11]의 연구결

과를 지지하였다. 편마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이실의 연

구[42]에서도 자아존중감과 신체상 사이에 양의 상관관

계가 있었고 수지절단 재접합 환자를 대상으로 한 송경

향, 염순교, 권혜진[41]의 연구에서도자아존중감과신체

상이 양의 상관관계인 본 연구를 뒷받침하였는데 이는

자아존중감이 신체에 대한 만족도, 즉 신체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결과에서 보듯이

자아존중감은 우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난임여성의

심리적, 정서적 지지를 위한 간호중재가 필요하다.

난임여성의 우울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세 가지 요

인을보여주었는데자아존중감, 시부모와동거하는경우,

연령이 35세 이하인 경우로 나타났으며 63.5%의 설명력

을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난임여성의 우

울에가장큰영향을주는요인으로나타나김성주[34]의

연구결과를지지하였다. 또한시부모와동거하는경우의

대상자의 우울이 낮게 나타났는데, 본 연구의 응답자의

95.3%가 부부만 거주하는 경우였으므로 추후 반복연구

가 필요하다. 35세 이하에서 우울이 낮은 것은 결혼기간

이 길지 않아서 난임치료과정에서 비용부담감이나 실패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향후 임신에 대한 기대치도

높고, 자아존중감에 연령이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기 때

문일 것이다.

연구결과 난임여성은 임신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

이고는 있지만 임신의 보장이 되지 않아 정신적으로 많

은 고통을 받고 있고 우울이 심해지면서 자아존중감과

신체만족감또한낮다는것을알수있었다. 그러므로난

임치료과정에 참여하는 간호사는 난임여성의 상담과정

에서정서적인어려움에대한문제를이해하고심리적인

지지를위한다양한간호중재프로그램을개발할필요가

있고, 국가적 차원에서도 치료 비용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한 경제적인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난임여성의 자아존중감, 신체상 및 우울의

정도와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 우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여 난임여성들을 위한 간호중재프로

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된 서술

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대상자는 G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난임 전문병원에서 상담과 시술을 받은 난임 여성

1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분석 방법은 SPSS/WIN

18.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및 난임 관련 특성에 따라 자아존중

감의차이를본결과 35세 이하난임여성이유의하게높

게 나타났고, 대졸 이상 난임여성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

났으며, 직업이 있는 난임여성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

고, 비용이 약간 부담된다고 응답한 난임여성이 매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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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된다고응답한난임여성보다유의하게높게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및 난임 관련 특성에 따라 신체상의

차이를본결과결혼기간이 2년이하인난임여성이유의

하게 높게 나타났고, 대졸 이상 난임여성이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비용이 약간 부담된다고 응답한 난임

여성이매우부담된다고응답한난임여성보다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대상자의일반적및난임관련특성에따라우울의차

이를본결과 41세 이상난임여성이다른연령대에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고졸 이하 난임여성이 유의하

게 높게 나타났으며. 부부만 동거하는 난임여성이 유의

하게 높게 나타났고, 비용이 매우 부담된다고 응답한 난

임여성이약간부담된다고응답한난임여성보다유의하

게 높게 나타났다.

자아존중감과신체상은유의한양의상관관계가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아존중감과 우울은 유의한 음의 상

관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신체상은우울과유의

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에영향을주는요인은자아존중감, 시부모와동

거하는 경우, 연령이 41세 이상인 경우로 상대적인 영향

력은자아존중감, 가족형태, 연령순이었다. 즉, 자아존중

감이 높을수록 우울이 감소하며, 가족형태가 시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우울이 낮게 나타났고, 연령이 35세 이하

인 경우 우울이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로 난임여성의 심리적·정서적 지지를

고려하여 난임여성을 상담하고 이를 근거로 난임여성의

간호중재 개발 및 적용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본 연구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본연구에서는현재 1차난임과 2차난임여부와시술

횟수에대한구분을짓지않았으나반복연구에서는변수

에 포함시킬 것을 제언한다. 난임여성의 심리적·정서적

지지를위한간호중재를개발하고이를적용한후비교

연구가 행해지기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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