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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기혼 여성의 난임 경험에 한 상학  연구

난임은 우리사회가 근래에 들어 주목하기 시작한 사회문제로, 출산 상

이 사회  기라는 담론이 부상하고 사회구조 으로 만혼이 증가하면서 새롭

게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  맥락 속에서 기혼여성들이 난임 체험 에 

자신의 생태환경과 주고받는 상호작용 경험을 심층 으로 이해하여 난임여성

을 한 사회복지 차원의 개입에 유용한 기 자료를 축 하기 해 연구를 수

행하 다.

기혼여성들의 난임 체험  사회  지지 체계와의 상호작용 경험에 해 

당사자의 시각에서 심도 있게 이해하기 하여 난임을 경험한 기혼여성 6명의 

체험담을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하 고, 이를 질  연구방법 에서 지오르지

(Giorgi)의 상학  연구방법에 따라 분석하 다.

연구결과, 기혼여성의 난임경험은 이들이 처한 생태환경 속에서 사회구조

으로 구성됨이 나타났다. 난임 체험 에 기혼여성들은 출산에 우호 인 이데

올로기(pronatalism)와 가부장주의  발 하고 있는  보조생식술이 야기

하는 난임의 의료화(medicalization)가 다소간에 향을 미치고 있는 사회  

맥락 안에서 사회  행 자로서 자신의 생태환경에 응하면서 사회  정체성

을 지속 으로 조정해나가고 있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난임여성에 한 사회  차원의 지지는, 사회 환경 차

원의 맥락이 난임여성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 인 향에 해 경각심을 갖고 

그러한 부정  향을 이려는 사회  노력에서 시작해야 함을 제언하 다. 

그러한 노력은 난임과 난임여성에 한 시각을 환하는 데에서 출발하여 사

회구성원 모두의 삶의 단계를 소 히 여기는 사회를 조성해나가는 방향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는 난임여성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신장시키기 함에 

더하여 보편주의  사회복지 개입이 취해야 할 방향에 해 시사 을 제시한

다.

주제어 : 난임, 난임여성, 생태체계 , 사회  지지 체계, 사회  상호작용, 

상학  연구



ABSTRACT

A Phenomenological Study of Social Interaction of the Women

While Experiencing Infertility

This qualitative study aims to explore the distinguishing features of 

social interaction of the women while experiencing infertility. Infertility is 

known to have a negative biopsychosocial effect on the identities and lives 

of individuals, especially of women. The consequences of infertility are 

manifold, and infertile women are coping with them in their ecological 

systems.

To investigate the unique interactions between infertile women and their 

social support systems, in-depth semi-structured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six women, aged under fifty, who have ever experienced 

infertility within ten years. The experiences of the participants were 

analyzed through Giorgi’s phenomenological method.

Findings show that infertile women’s experiences are socially constructed 

as pronatalism, patriarchy and the medicalization of infertility exert their 

influences on the social context of infertile women to a certain extent. In 

that contextual situations, infertile women are adjusting and reestablishing 

their identities. Implications for clinical practice, social policy and future 

research are subsequently discussed.

Keywords : infertility, infertile women, ecological systems perspective, 

social support systems, social interaction, Giorgi’s phenomenological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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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연 구 배 경

난임1)은 최근에 우리사회가 주목하기 시작한 사회문제  하나이다. 사실 

난임을 경험하는 인구는 어느 시  어느 사회에나 면면히 존재해왔다. 조선시

에 지 않은 향력을 행사한 ‘칠거지악(七去之惡 는 七出)’  ‘자녀를 

낳지 못함(無子)’이 부인을 비공식 으로 내치는 출처(出妻)를 용이하게 한 사

유 음(한희숙, 2015; 정해은, 2010)으로 미루어 짐작해볼 때, 과거에도 난임 

인구가 없지 않았으며 난임으로 인한 문제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부

터 2010년까지 20년에 걸친 기간 동안 세계의 난임 인구 비율에 변화가 있

었는지를 조사한 연구2)가 보고한 결과에 의하면 난임 인구가 비율상으로 큰 

변화 없이 계속 존재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Mascarenhas et al., 2012). 오늘날 

세계 으로 7,240만 에 해당하는 인구가 난임을 경험하고 있다는 추계

1) ‘난임’은 의학  용어인 ‘불임(infertility)’을 체하는 용어이다. 난임과 불임에는 

‘불임(不姙)’이 ‘임신할 수 없음’을 의미하고 ‘난임(難姙)’이 ‘임신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있음’을 의미한다는 용어상의 차이가 있다. 이  ‘난임’은 난임을 경험하고 있

는 사람들에게는 ‘불임’이 내포하는 불가능성과 비정상성에 항하여 정상성

(normality)을 내포하는 용어가 되고, 의료진에게는 ‘임신할 수 있음’이라는 희망을 

유포하여 더 많은 난임 인구를 난임 련 의료시장에 모아들일 수 있는 용어가 된

다. 정부 한 난임 인구와 의료진의 요구를 받아들여 2010년부터 ‘난임’을 공식

으로 사용하고 있다.(김경례, 2012 : 182; 김승권 외, 2012 : 361; 황나미, 2013 : 

162).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이 연구에서도 ‘불임’이라는 용어를 특정하여 사용해

야만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난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2) 이 연구는 난임에 한 인구학  정의를 바탕으로, 난임 별의 기  기간을 5년으

로 설정하고, 20세에서 44세에 해당하는 여성을 상으로 생존아 출산 여부를 가지

고 난임 인구 비율을 측정하 다. 그 비율은 1990년에 2.0%, 2010년에 1.9%로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세계 인구가 성장했기 때문에 난임부부의 

 숫자는 증가했으며, 자녀를 출산할 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둘째자녀를 출

산하지 못한 인구(2차 난임)의 비율은 1990년에 10.2%에서 2010년에 10.5%로 증가

했다고 한다(Mascarenhas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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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runath et al., 2011 : 575)를 볼 때에 지 않은 난임 인구가 존재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개발도상국가들에만 난임으로 인

한 무자녀 부부가 1억 8천만  이상이라고 추정하기도 한다(Ombelet, 2012 : 

8).

난임 인구가 오래 부터 세계 으로 분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난임이 

사회에 들어와서야 사회  이슈로 부각될 수 있었던 데에는 체외수정 기술

과 같은 보조생식술(ART,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의 발 과 보 이 

사회 으로 주목을 끌게 된 일이 발제로 작용했을 것이다. 에는 난임이 

지극히 개인 인 가정사이자 어쩔 수 없는 개인의 운명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컸다. 그러다가 1978년에 최 의 시험  아기3) 루이스 라운(Louis Brown)

이 태어나고 국내에서도 1985년에 서울 학교 병원에서 시험  아기가 태어나

면서(이명선 외, 2001 : 55) 기존에는 불임이라고 여겨졌던 난임부부에게도 생

물학 인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체외수정과 같은 보조생식술의 

발 은 여타의 의료  처치보다 더 많이 종교지도자들과 생명윤리학자들의 

심을 끌었을 뿐만 아니라 일반 들의 심 역시 발했다(IFFS, 

International Federation of Fertility Societies)4).

개인사에서 의료과학의 역으로 옮겨간 난임 문제가 국내에서 주목을 

끌게 된 계기는 단연 2000년 에 들어와서 터진 일명 ‘황우석 사건’일 것이다. 

황우석 연구 이 복제 기세포연구에 사용한 난자가 난임 문 병원이나 산부

인과에서 제공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사회에 난임 클리닉이 빠르게 

3) ‘시험  아기 test-tube baby’ 혹은 ‘시험  시술’의 정식명칭은 ‘체외수정  자궁 

내 배아이식술(IVF-ET, In Vitro Fertilization & Embryo Transfer)’이다(권복규․

김 철, 2014 : 142). 체외수정은 수정만 체외에서 이루어지므로 엄 한 의미에서 

‘시험 ’은 잘못된 용어이나, 통상 으로 ‘시험 ’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하정옥, 2008 : 123) 이 연구에서도 ‘시험 ’과 ‘체외수정’을 혼용하여 사용한다.

4) WHO International Federation of Fertility Societies : Global Surveillance Report 2013

http://www.who.int/reproductivehealth/topics/infertility/new/en/ (2016.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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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된 만큼 난임부부의 수가 지 않음이 드러난 것이다(하정옥, 2007; 조주

, 2006). 여기에 인터넷의 속한 보 으로, 마음 놓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터놓을 곳을 찾지 못하고 있던 난임 인구가 블로그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난임을 개인  차원의 문제로만은 볼 수 없다는 

인식이 우리사회에도 퍼지기 시작했다. 우리사회에서는 출산이 주로 법  혼

인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혼인이 임신과 출산을 통한 가족형성의 주요 시발

이어서 혼인연령이 출산연령  출산연령에 따른 출산력과 계가 있는데, 만

혼이 증가하는 것이 우리사회의 추세(김승권 외, 2012 : 141-142)5)이고 그러한 

추세는 개인 인 문제로만은 볼 수 없는 사회구조 인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에 편승하여 우리정부도 출산․고령화 시 에 인구수를 늘릴 방

편으로 난임 문제를 보게 되면서 2000년 부터 난임 실태 악에 나서기 시작

했고, 재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실시되고 있다(황나미 외, 2013; 김승권 외, 

2012; 황나미 외, 2010). 이와 같은 난임을 둘러싼 일련의 시  배경 속에서 

난임과 계되어 있는 정치 ․사회 ․문화  맥락에 한 분석 작업이 이루

어졌고, 이제 난임은 명실 공히 사회  문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국내에서 난임이 불러일으키는 의료과학 역 외의 문제에 심을 많이 보

인 측은 난임 치료와 련하여 난임 인구와 가장 많이 하고 상담도 담당

5)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혼코호트( 혼 연도를 기 으로 한 코호트)를 보면, 혼코

호트가 최근일수록 혼연령이 상 으로 높게 나타난다. 20  반에 혼한 비

율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30  이상에서 혼한 비율은 혼코호트에서 높게 나

타나서, 30～34세에 혼한 비율은 1995～1999년 혼코호트에서 4.0%에 불과했으

나 2010년 이후 혼코호트에서는 35.2%로 나타났다. 결과 으로 혼연령은, 1995

년 이  코호트의 경우 23.5세, 1995～1999년 혼코호트의 경우 25.8세, 2000～

2004년 혼코호트의 경우 27.3세, 2005～2009년 혼코호트의 경우 28.5세, 2010년 

이후 혼코호트의 경우 29.9세로 나타났다(이삼식 외, 2015 : 86). 이는 첫째 자녀

를 출산하는 연령( 산연령)의 상승으로 이어져서, 2014년에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산연령(mean age at first birth)이 31.0세로 나타나, 모든 OECD국가들에서 1995

년 이후 평균 산연령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들 에서

도 최고수 을 기록했다(OECD, 2016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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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간호학계이다. 난임은 의료 으로 생명에 인 조건이 아니고 자녀

를 원할 때에만 장애로 작용하는 데에다가(Pennings, 2012 : 19-20) 사회의 부

정  시선 때문에 가정 밖으로 드러내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했다. 그래서 난

임 인구는 침묵 속에 묻힌 채로 가장 경시된 소수자이기도 하다. 그러한 와

에 보조생식술과 같은 의료기술이 발달하게 되자 난임이 주로 의료  측면에

서 조명된 것(Cousineau & Domar, 2007 : 294)은 당연한 귀결일 수 있다. 그

래서 난임 인구에 한 국내의 심은 주로 보조생식술과 련한 의료 장에 

이 맞춰져 있는 측면이 컸다. 그러므로 난임 인구가 겪고 있는 문제에 간

호학계가 심을 많이 보인 것에는 일리가 있을 것이다.

간호학계는 난임 인구가 난임 치료와 련하여 어떠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

는지를 연구하여, 난임 인구 에서 주로 여성이 난임 치료의 일환인 보조생

식술과 련하여 신체 ․심리 ․사회 ․경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밝

냈다(한수경․강희선, 2015; 이윤정․김귀분, 2009; 배경의․박춘화, 2007; 강희

선․김미종, 2004; 이명선 외, 2001; 이은애 외, 2001; 노승옥 외, 1998; 박 주, 

1995). 즉, 난임이 야기하는 부정 인 향은 우리사회의 사회문화  맥락과 

한 계가 있고, 연 심 가부장  가족제도의 향으로 혼인한 부부는 

자녀를 반드시 가질 것이 기 된다. 그런데 자녀를 가질 의무는 여성이 갖는 

모성에 의해 특별히 여성에게 부과되는 측면이 크고, 보조생식술의 특성상 난

임의 원인이 남편에게 있다고 해도 침습 인 시술을 부인이 으로 감당해

야 한다. 한 ‘시험  아기’로 흔히 지칭되는 체외수정시술은 비용이 고가여

서 경제수 이 산층 이상인 난임부부도 시술을 시도하는 데에 경제  어려

움을 느낄 정도인데, 부인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체외수정시술을 시도하는 

것은 실 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여성들은 경제활동과 체외수정시술 간에 양

자택일해야 하는 문제도 안게 된다. 그래서 난임으로 인한 어려움은 주로 여

성에게 가 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 5 -

간호학계가 주도하여 밝 낸 이와 같은 내용은 우리사회의 사회문화  맥

락 속에 치한 난임여성들의 처지와 그 어려움에 해 우리사회가 인식하는 

데에 공헌한 바가 있다. 그러나 간호학계에서 나온 연구결과는 난임여성들이 

자녀를 출산하기 한 수단으로 보조생식술을 선택하여 난임 클리닉에서 겪는 

경험에 주목한다는 과, 의료인의 에서 난임 체험 에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시킬 방안을 강구한다는 에 한계가 있다.

간호학뿐만 아니라 다른 학계에서도 난임여성과 난임여성이 겪는 어려움 

 난임여성에게 부정 인 향을 미치는 사회문화  요소에 해 심을 보

다. 그  사회학계에서는 난임여성의 자녀출산을 둘러싼 사회문화  맥락을 

비 으로 고찰하면서, 난임여성이 보조생식술을 채택하게 되는 맥락에는 모

성이데올로기가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난임 체험 에 여성이 경험하는 

스트 스와 정신  고통에만 을 두는 학문  심은 난임여성을 가부장  

사회맥락에 수동 으로 강박되어 있는 존재로만 인식하고 그 주체로서의 노력

과 실행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을 검토한다(김경례, 2012; 하정옥, 

2012; 김경례, 2010; 김선혜, 2008; 김정선, 2008; 하정옥, 2008; 조 미, 2006). 

여타 학계에서도 난임여성에 해 직․간 으로 심을 보여 왔고(김민경 

외, 2014; 강지연, 2012; 하 윤, 2012), 이러한 에서는 사회복지학계도 외

가 아니다.

난임여성에 한 사회복지학계의 심은 난임여성의 심리사회  어려움에 

한 연구(이신옥, 2000; 권경숙, 2003; 이경안, 2003), 난임부부의 결혼만족도 

련 연구(김경열, 2001), 난임여성의 입양에 한 연구(이경안, 2003; 이승주, 

2004), 난임 체험 여성의 질리언스에 한 연구(정국인, 2013; 정국인, 2014), 

난임여성의 남편에 한 연구(정국인․엄명용, 2014), 난임부부의 보조생식술 

경험에 한 연구(장혜란, 2014) 등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학계가 아닌 학계

에서 난임여성들에 보인 심은 난임여성들에게 한 사회복지 측면의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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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공하기 해 필요한 근거자료로 유용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시각과 

이 사회복지학의 시각이나 과 다소 거리가 있는 에 주의할 필요가 있

다. 사회복지학은 인간을 그 환경과 함께 통합 으로 보고, 환경 속에서 능동

으로 상호작용하는 주체로서의 인간에 주목한다. 이에 더하여 그러한 인간

과 그 행동에 심을 갖는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특정 상황 내지는 사회문제

로 인하여 사회구성원들이 어려움을 경험할 때 그에 개입하여 사회구성원들의 

복리(well-being)를 도모할 것을 목 으로 하는 실천 이고 실용 인 학문이

라는 데에 학문으로서의 정체성이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학계가 난임여성에게 

보인 심은 난임여성들에 한 사회복지 차원의 개입과 지지를 한 것이며, 

여기에 여타 학문이 난임여성들에 해 보인 심과 구별되는 사회복지학만의 

차별성이 있다.

아쉬운 은, 그동안 난임이 가정 밖으로 드러내기 어려운 문제 고, 난임

이 우리사회에서 사회문제로 인식된 것이 최근의 일이어서 사회복지학계가 난

임 문제에 심을 가질 여건이 충분하게 조성되지 못한 에 있다. 그래서 아

직까지는 난임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특히 난임 경험으로 남성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알려진 여성들이 우리사회의 사회문화  맥락 속에서 어떠

한 경험을 하고 있고 어떠한 사회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에 한 사회

복지학 차원의 연구가 축 될 필요가 있다. 특히 난임이 야기하는 부정 인 

상황 그 자체보다는, 그 안에서 반응하고 행동하는 주체로서의 여성들이 자신

을 둘러싼 환경체계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고찰한다면 난임을 체험 인 

여성들에게 필요한 사회복지  개입을 하게 제공하는 데에 유익할 것이

며, 이에는 당사자의 시각에서 당사자의 경험을 심층 으로 살펴보는 질  연

구방법이 합하다. 질  연구방법은 회고  경험에 의존도가 높기는 하나, 난

임과 련해서는 가장 통찰력이 있는 연구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Greil, 1997 : 

1693). 이러한 단에서 이 연구는 기혼여성들이 난임을 체험하는 에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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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체계와 련하여 어떠한 상호작용을 경험하고 있는지에 한 탐색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연구문제는 “기혼여성이 난임 체험 에 

사회  지지 체계와 상호작용하며 겪는 경험은 무엇인가?”로 설정되었다.

제 2  연 구 의  목 과  의 의

이 연구의 목 은 상학  근방법을 통하여 우리사회에서 기혼여성이 

난임 체험 에 사회  지지 체계와 련하여 겪는 상호작용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 을 달성하기 하여 이 연구는 생태

체계 을 취하고, 난임을 경험한 기혼여성들의 체험담을 수집하여 지오르지

(Giorgi)의 기술 (descriptive) 상학  연구방법으로 분석하 다.

사회복지학은 론펜 (Bronfenbrenner)가 주창한 생태체계이론

(Ecological Systems Theory)에 입각하여, 인간은 자신을 둘러싼 사회체계의 

향을 받기만 하는 수동 인 존재가 아니라 자신이 속한 환경과 다양하게 상

호작용하는 능동 인 주체(김동배․이희연, 2003)라는 통합 인 인간 을 취한

다. 이러한 사회복지학의 특징은 특정 문제에 처한 개인에게 필요한 사회  

지원을 제공하는 데에 유용한 근거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 특장 이 되기도 한

다. 난임 체험 에 기혼여성들은 자신들에게 사회  지지를 제공해  수 있

을 다층 인 사회체계들, 즉 남편을 비롯한 미시 인 가족체계에서부터 이

웃․직장․병원 등의 범  체계뿐만 아니라 거시 으로는 사회․국가로부터 

모종의 향을 받고  그러한 향에 응하게 된다. 그 와 에 난임 체험 

여성들이 겪게 되는 경험은 난임을 체험하지 않은 유배우 기혼여성의 경험과 

구별되는 특이성을 띨 수 있다. 그 독특함을 충실하게 포착함과 동시에 독특

함 속의 공통 을 발견하기 해서 이 연구는 특별히 기술 (descriptive) 

상학  연구방법을 선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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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체험 에 기혼여성들이 자녀출산과 련하여 다층 인 사회체계와의 

다양한 상호작용 계 속에서 겪는 경험에 한 심층 인 이해는 사회복지학 

측면의 탐색  연구라는 의의가 있다. 한 난임 체험 여성들의 사회  지지 

체계 련 경험에 한 연구는, 기혼여성들이 난임 체험 에 필요로 하는 사

회복지 차원의 지원에 하여 유용한 근거 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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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문 헌 고 찰

제 1  난 임  련  개

 1 .  난 임 의  개 념

난임(infertility)6)은 ‘거의 정상에 가까운 출산력(near normal fecundity)’부

터 ‘완 한 불임(an absolute inability to conceive)’까지를 포 하는 상태

(Gurunath et al., 2011 : 585)를 지칭하는 다소 범 한 용어이다. 난임을 규

정하는 표 화된 생의학  정의(a standard biomedical definition)에 의하면 

난임이란 ‘피임을 하지 않고 통상 인 부부 계를 가졌음에도 12개월이 지나

도록 임신이 되지 않음(Raque-Bogdan & Hoffman, 2015; Gana & 

Jakubowska, 2014; Rouchou, 2013; Inhorn, 2013; Steuber & Solomon, 2008)’

을 지칭하는데, 여기에 ‘생존아를 출산할 수 없음’까지를 포함시키기도 한다

(McKinney, 2015; Frances-Fischer & Lightsey, 2003). 이 정의에서 12개월 

혹은 1년이라는 기간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1년이라는 기 선을 2 내지 

3년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권고가 있기도 하다(Bell, 2013 : 286; 하정옥, 2008 : 

120). 문헌들에 의하면 부분의 사람들은 1년 이내에 자연 으로 임신이 되

어 그 비율이 85% 정도이고, 기 이 되는 기간을 2년까지 확장하면 94%가 자

연 으로 임신이 되며, 3년이 지나고서도 자연 으로 임신이 되지 않는 비율

은 5% 정도이기 때문이다(Bell, 2013 : 285). 이와 조 으로, 여성의 나이가 

35세 이상이거나 유산이 반복되는 경우 6개월을 난임 진단 기 으로 보는 견

6) 우리말 ‘난임’에 해당하는 용어로 ‘infertility’ 외에도 좀 더 환자친화

(patient-friendly)이며 일부 지역에서 선호하는 ‘subfertility(WHO, 2015 : 141)’도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infertility’가 ‘난임’을 의미하는 용어로 통용되고 있는 것

으로 보이므로 이 연구에서는 편의상 우리말 ‘난임’에 해당하는 용어로 ‘infertility’

를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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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있다(Cousineau & Domar, 2007 : 294-295).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난임의 정의7)를 임상  정의(clinical definition)

와 인구학  정의(demographic definition), 역학  정의(epidemiological 

definition)로 구분해서 보고 있다. 그 에서 임상  정의는 난임을 ‘12개월 혹

은 그 이상의 기간 동안 피임을 하지 않고 통상 인 부부 계를 가졌음에도 

임상  임신이 되지 않는 생식체계의 질병(WHO-ICMART International 

Committee for Monitoring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glossary)’으로 규

정한다. 인구학  정의에서는 난임이 ‘가임기(15-49세)에 5년 이내에 임신하여 

생존아를 출산할 수 없음’ 등을 의미하고, 역학 으로는 ‘피임하지 않은 여성

이 가임기(15-49세)에 2년이나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임신하지 못함’ 등을 난임

으로 지칭한다. 세계보건기구는 ‘건강’을 ‘단순히 질병이나 질환이 없는 상태뿐

만 아니라 신체 ․정신 ․사회 으로 안녕한 상태’로 보기 때문에, 난임이 

야기하는 생리심리사회 (biopsychosocial) 문제를 감안하여 난임을 건강과 사

회  안녕상태를 감소시키는 원천8)으로 본다. 세계보건기구는 한 난임이 

‘기능의 손상(an impairment of function)’인 장애를 유발하기 때문에 난임에 

계된 의료서비스(health care) 근권을 ‘장애인 권리 약(the Convention 

on the Right of Persons with Disability)’에 근거한다고 본다. 여성의 난임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장애 에 다섯 번째 순 에 오르기도 했다9).

난임은 의료 으로 생명에 인 조건이 아니므로 다수의 사람들은 

난임을 질병으로 보지 않으며, 난임은 생물학 인 자녀를 원할 때에만 장애로 

작용하기 때문에(Pennings, 2012 : 19-20) 난임을 질병이나 장애로 보는 

7) WHO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 Infertility definitions and terminology

http://www.who.int/reproductivehealth/topics/infertility/definitions/en/ (2016. 9. 29.)

8) WHO Gender and Genetics :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ies (ARTs)

http://who.int/genomics/gender/en/index6.html (2016. 6. 7.)

9) WHO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 Infertility definitions and terminology

http://www.who.int/reproductivehealth/topics/infertility/definitions/en/ (2016.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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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특히 난임을 질병으로 보는 것과 련해서는 난임

의 의료화(medicalization)10)에 한 비  견해가 제시된다. 즉 난임의 의료

화는, 난임이 출산을 통한 사회의 존속이라는 사회의 문화 체계 혹은 사회  

규범에 어 나므로, 생물학 으로 출산하지 못하는 몸을 비정상이지만 교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고도로 기술 인 자녀출산 산업에 편입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난임의 의료화는 난임이 야기하는 사회문제에 한 해결책이 

될 수 없는데, 의료기술을 통해 자녀를 출산하여 정상성(normality)을 회복하

려는 개인들에게 그 시도가 실패할 경우 사회  규범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패배감을 증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Becker & Nachtigall, 1992).

난임은 자녀출산에 계된 이슈이므로 자녀의 유무와 련하여 난임과 함

께 거론될 수 있는 용어에 ‘비자발  무자녀(involuntary childlessness)’가 있

다. ‘난임’은 상 으로 생의학  에 가까운 용어이고, ‘비자발  무자녀’

는 사회문제를 보는 사회과학  을 나타내는 용어이며(Becker & 

Nachtigall, 1992 : 457), 난임은 비자발  무자녀 상태를 래할 수 있다. 그러

나 의료 으로 난임인 개인이 반드시 자녀를 원한다고 볼 수만은 없으며, 난

임인 개인이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하여 비자발  무자녀 상태에 있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Letherby, 2002), ‘난임’과 ‘비자발  무자녀’를 동의어로 보

기에는 난감한 측면이 있다. McQuillan et al.의 연구에서는 난임여성의 8%만

이 무자녀 고, 무자녀 여성의 21%만이 난임여성이었다(McQuillan et al., 

2003 : 1016).

난임은 1차 난임(primary infertility, 원발성)과 2차 난임(secondary 

infertility, 속발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Raque-Bogdan & Hoffman, 2015; 

Rouchou, 2013; 황나미 외, 2010). 1차 난임은 임신경험이  없는 것만을 

10) 인간의 경험이 의료  문제로 재정의 됨을 말한다(Becker & Nachtigall, 1992 : 

456).



- 12 -

지칭하거나(황나미 외, 2010 : 22), 생존아 출산 경험이  없음을 지칭한다

(Mascarenhas et al., 2012 : 2). 2차 난임은 임신경험은 있으나 재임신이 안 

되거나 임신 이후 출산까지 유지하지 못함을 지칭하기도 하고(황나미 외, 

2010 : 22), 생존아 출산 이후 생존아를 출산하지 못함(Mascarenhas et al., 

2012 : 2)을 지칭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난임과 련하여 생의학  정의가 난임의 정의로 통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의하면 ‘배우자와 동거하면서 피임을 하지 않고 정

상 인 부부 계를 가진 상태에서 1년 이내에 임신이 되지 않아(이삼식 외, 

2015; 황나미, 2011; 황나미 외, 2010) 생존아를 출산할 수 없는 상태(정국인, 

2013)’를 난임이라고 지칭한다.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정의뿐만 아니라 에서 살펴본 난임의 정의들은 

난임 련 연구․조사가 갖는 나름의 목 에 합한 자료를 수집하는 데에 

요한 기 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난임’이라는 용어 자체가 모호한 측면이 있

고, 난임인지 여부를 가늠하는 기  기간 역시 합의가 되지 않고 있으며

(Gurunath et al., 2011), ‘생존아 출산’이 난임 별 기 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합의되지 않고 있다. 한편으로 이 연구가 주목하는 바는 난임 인구의 인구학

 특성이나 난임이 개인에게 미치는 횡단면 인 향이 아니라, 난임이라는 

상을 당사자들이 어떻게 경험하는지와 당사자들이 그 경험에 부여하는 의미

가 무엇인지이다. 한 일반 의 통념을 고려하면 부부가 추구하는 것은 임

신 자체가 아니라 생존아 출산이다(Gurunath et al., 2011 : 576). 그리고 우리 

사회의 실을 고려할 때에 법  혼인 부부라야 자녀출산을 극 으로 지향

할 것이며, 난임부부에 한 정부 차원의 보조생식술 시술비 보조 도 법  

혼인 부부에게만 지원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가 수행된 실 인 배경

과 이 연구가 갖는 연구목 을 감안하여 이 연구에서는 난임을 ‘법  혼인 부

부가 자녀를 출산할 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생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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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출산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상태’ 정도로 보고자 한다.

 2 .  난 임 의  원 인과  황

난임을 유발하는 직 인 요인은 부부  일방의 신체  조건에 있기도 

하고, 부부 방의 신체  조건에 있기도 하며,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지 않다. 남성 측 요인은 주로 정자의 질이 좋지 않은 것이 표 인 문제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로는 정자의 양이 무 거나(희정자증), 없거나(무정자

증), 운동성이 나쁘거나 기형인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밖에 성기의 모형이 기

형이거나 성 기능에 장애가 있어도 난임을 유발할 수 있고, 드물게 아내의 몸

에 남편의 정자에 한 항체(antibody)가 형성되어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여성의 경우 내분비 계통의 매우 복잡한 호르몬의 상호작용에 문제가 

있거나, 난소에 이상이 있어 배란에 문제가 있거나, 난 이 막  있거나, 자궁

이 착되었거나 기형이어서 착상이 안 된다거나, 자궁내막증이나 골반염 등

으로 복강에 이상이 있거나, 자궁경부에 이상이 있거나, 자궁경부 막의 질이 

좋지 않은 경우 임신이 어려울 수 있다(권복규․김 철, 2014 : 141-142).

이러한 난임 유발 요인들은 자녀출산이 지연됨으로 인한 생식능력의 감소, 

염성 성병, 자궁 내 피임기구 사용, 인공유산의 후유증 등에 의해 유발될 수 

있다(Abbey et al., 1991 : 296). 보다 간 으로는, 사회  경향으로 만혼이 

증가하거나 스트 스  비만, 운동부족, 환경오염의 심화, 식습  등이 난임

을 유발한다고 추정된다(황나미, 2013 : 162; Mascarenhas et al., 2012 : 9). 

우리나라의 경우 만혼이 늘어나는 상이 난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

다(황나미, 2013; 김승권 외, 2012). 난임이 연령이라는 하나의 요인과만 계

된 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미국의 경우를 로 보면 15-29세 여성의 약 

11%, 30-34세 여성의 약 17%, 35-39세 여성의 약 23%, 40-44세 여성의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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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가 난임의 향을 받는다는 보고가 있다(Cousineau & Domar, 2007 : 

294). 만혼 외에도 환경  요인으로 인해 원인을 규명할 수 없는 난임도 증가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황나미, 2013; 김승권 외, 2012).

세계 으로 가임기 연령의 부부  9%～20% 정도가 난임을 경험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Gana & Jakubowska, 2014; Inhorn, 2013; 

Frances-Fischer & Lightsey, 2003), 개발도상국의 경우 난임부부의 비율이 

더 높아서 네   한 이 자녀를 원할 때에 임신하지 못한다고 보고된다

(WHO, 2015 : 141).

우리나라는 2015년 통계 조사에 의하면 기혼여성(15-49세)의 임신횟수가 0

회인 비율이 체의 4.4%로 나타났으며, 출생아 수가 없는 기혼여성  임신

횟수가 0회인 경우는 62.5%, 임신 경험은 있으나 출산으로 이어지지 않은 경

우는 37.5%로 나타났다(이삼식 외, 2015 : 131). 같은 통계 조사에서 유배우 

여성(15-49세)과 남편이 피임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3.2% 다. 그리고 난임을 경험했다

고 응답한 유배우 여성(15-49세)  양방병원에서 난임을 진단받은 경험이 있

는 비율은 37.1%로 나타났으며, 체로 혼연령이 높은 경우 난임 진단 경험

률이 증가하 고, 혼연령이 30-34세인 경우가 난임 진단 경험률이 가장 높

아서 44.9% 다. 출생아수가 없는 경우 난임 진단 경험률은 52.1%인 한편으

로, 조사 당시 출생아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임 진단을 받은 경험이 있는 

비율은 출생아수가 1명인 경우 36.4%, 출생아수가 2명인 경우 32.3%, 출생아 

수가 3명 이상인 경우 20.0%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난임으로 진단된 인원수는 

지난 10년간 지속 으로 증가하여, 국민건강보험 통계자료상에서 2014년 난임

으로 진단된 인원수는 여성 약 161,000명, 남성 약 49,000명으로 총 21만 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년도에도 20만 명 정도가 난임으로 진단받은 

것으로 악되어(황나미 외, 2015 : 15) 매년 이 규모의 난임진단자가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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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된다고 간주할 수 있다(황나미 외, 2013 : 17).

난임의 원인은 남성과 여성에 동등한 비율로 있다고 보고된다(Inhorn, 

2013; 김정선, 2008; Peterson et al., 2007; Frances-Fischer & Lightsey, 

2003). 즉, 약 30% 정도는 남성 측 요인, 약 30% 정도는 여성 측 요인, 약 

20%는 방 측 요인, 약 20%는 알 수 없는 원인으로 난임이 유발된다고 알려

져 있다(황나미, 2013 : 165; Peterson et al., 2007 : 251). 따라서 남성난임이 

체 난임의 50%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의학에서는 

난임을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고 부부의 문제이며 부부가 력해야 진단  치

료가 가능하다고 본다(황나미 외, 2010 : 36).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임상 측

면의 보고 결과와는 달리 남성 측 요인의 비율이 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고 있는 이 특이한 상이라고 볼 수 있다. 난임 진단을 받은 유배우 여성

(15-49세)을 상으로 난임 원인 제공자에 해 질문한 결과, 원인불명 44.0%, 

여성원인 41.6%, 남성원인 11.0%, 부부 모두 원인 3.4%로 나타난 것이다(이삼

식 외, 2015 : 151). 이는 남성 난임 진단자 수의 증가율이 여성보다 격한 

증가폭을 보이고 있고, 난임 원인이 원인불명으로 진단되는 비율11)이 지속

으로 높아진 (황나미 외, 2013)으로 미루어볼 때, 부인의 연령이 35세 이상

인 경우 난임 원인에 한 검사 없이 ‘원인불명’이나 ‘기타’로 진단서를 발 하

는 행(황나미, 2016)과 한 계가 있는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11) 정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체외수정 시술비를 지원받은 부부의 난임

원인에서는 원인불명이 46.1%, 인공수정 시술 부부의 경우 77.8% 다(황나미 외, 

2015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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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난 임 의  생 리 심 리 사회 ( b i o p s y c h o s o c i a l )  향

 1 .  난 임 이  개 인에  미 치 는  향

난임은 혼인으로 맺어진 부부가 생물학 인 자녀를 갖지 못해 비자발  무

자녀 가족이 되도록 할 수 있다는 에서 난임부부에게 생물학 ․심리 ․사

회 (biological, psychological, social) 측면이 복합 으로 향을 끼친다

(Gerrity, 2001). 자녀는 일방 으로 부모의 양육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  유 계를 통해 부모에게 사랑과 기쁨을 주고 부부의 혼인 계를 보

장해 다. 한 부모로서의 역할과 성취감  성인으로서의 지 를 비롯한 사

회  지 를 부모에게 부여하며, 노동력과 노년의 사회  보장을 제공하고, 가

계계승을 통해 부모의 생에의 욕구 한 충족시켜 다(Pennings, 2012 : 

18; 안은진 외, 2007 : 3; Nomaguchi & Milkie, 2003 : 372). 그래서 인간이 혼

인을 하여 부부 계를 맺고 그 계에서 자녀를 출산하여 부모가 되는 일은 

개인  차원에서 볼 때에 일생에 걸쳐진 발달단계상 핵심 이정표가 된다

(Frances-Fischer & Lightsey, 2003 : 117).

혼인과 더불어 자연스러운 자녀출산을 기 한 부부가 난임으로 인해 부모

됨이라는 발달단계를 거치지 못하게 되면 혼인에 해서뿐만 아니라 자기 자

신의 정체성에 해서도 의문을 가지게 된다(Gana & Jakubowska, 2014; 

Peterson et al., 2007; Gerrity, 2001; 이은애 외, 2001). 그러한 경험은 자신의 

신체상(body image)과 자존감에 부정  향을 끼쳐서 개인의 삶의 질을 

하시킨다(Abbey et al., 1992). 그래서 부분의 난임부부에게는 난임이 정신

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인생의 기(life crisis)12)이자 존재론 (ontological) 

12) 인생의 기는 그것을 경험하는 당사자에게 부정 인 향을 미치는 상하지 못

했던 일의 발생(Gerrity, 2001 : 15)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이는 개인의 처능력

에 심각한 향을 끼치고 개인의 인생에 환 이 되기도 한다(Letherby, 2002 :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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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하나가 된다(Gana & Jakubowska, 2014; Bell, 2013; 배경의․박춘화, 

2007; Frances-Fischer & Lightsey, 2003; Gerrity, 2001). 그러한 심리 인 요

소는 신경내분비학  경로(neuroendocinological pathway)를 통해 생식체계에 

향을 미칠 수 있다(Cwikel et al., 2004 : 129).

난임부부는 불안, 두려움, 소외감, 우울, 죄책감, 좌 감, 무기력함 등의 다

양한 부정 인 정서를 경험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부분의 난임부부는 자신

들의 난임을 외부에 알리기를 기피하기 때문에 정서  지지의 많은 부분을 서

로에게 의존해야 하기도 한다. 이는 부부 계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

기도 하지만, 난임은 부부 방에게 기이므로 서로가 서로의 요구를 충족시

켜 주기가 어렵게 하는 측면도 있다(Abbey et al., 1991). 게다가 난임에 한 

부부의 처 방안이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난임부부가 무자녀 상태를 유

지할 것인지, 입양을 할 것인지, 보조생식술을 통해 자녀를 출산할 것인지 등

에 해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그 의견의 불일치가 부부사이에 부정  향을 

미칠 수 있다. 만약 난임부부가 시험  시술과 같은 고가의 보조생식술을 이

용할 경우, 그에 따른 경제  부담 한 신체 ․심리  부담과 함께 복합

으로 난임부부에게 부정  향을 끼칠 수도 있다(Brown et al., 2016 : 4; 

Connolly et al., 2010; McQuillan et al., 2003 : 1009).

난임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인생의 기로 작용할 수 있지만, 특히 여성

에게 더 큰 부정  향을 끼친다고 보고된다(McQuillan et al., 2003; Gerrity, 

2001; Abbey et al., 1991). 여성의 신체  조건이 가진 특성상 자녀를 임신하

여 출산하는 일은 여성의 신체와 한 계가 있다. 성인이 되어 혼인을 하

고 그 혼인 계에서 자녀를 출산하는 일은 일생에 걸친 발달단계에서 여성이 

성인이자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에 요한 계기가 된다. 그런데 

부분의 경우 혼인하고 성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한 뒤에 난임을 인지하게 

되기 때문에(Miall, 1986 : 270) 상하지 못했던 난임이라는 실과 마주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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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여성은 정체성의 기에서 오는 부정  향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성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행동을 효율 으로 수

행할 수 있을지에 한 자신의 신념(self-efficacy)에 회의를 품으면, 그것이 

다시 여성의 생각, 느낌, 행동에 향을 미쳐서 스스로에 해 부정 인 평가

를 래할 수 있으며(Pachankis, 2007), 그것이 다시 스트 스 처 능력에 부

정  향을 끼칠 수 있다(Kessler et al., 1985 : 539). 이에 더해 여성이 정체

성의 기에 한 응책으로 보조생식술을 선택할 경우, 난임의 원인이 남편

에게만 있다고 해도 침해 인 의료  처치는 여성이 감당해야 하며, 병원에 

자주 가야 하는 문제로 직장생활 같은 가정 밖 사회생활에 차질을 빚게 되기

도 한다. 그래서 여성에게 난임은 성과 혼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반

인 삶의 질에 강한 향을 미치는 문제가 된다(Whiteford & Gonzalez, 1995; 

Abbey et al., 1992). 이러한 이유로 난임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큰 심리  

부담이 될 소지가 크다(Gerrity, 2001; Abbey et al., 1991). 이를 심리신경면역

학(psychoneuroimmunology)의 측면에서 볼 때에, 난임이 여성에게 유발하는 

스트 스는 신경내분비계의 경로를 통해 여성의 생식체계에 향을 미쳐서 난

임 상태를 다시 유발하는 악순환을 래할 수 있다(Cwikel et al., 2004 : 129; 

Greil, 1997 : 1680).

 2 .  난 임  경 험 의  사회 문 화  배 경

난임이 부부, 특히 여성에게 인생의 기가 되고 부정  향을 미칠 수 있

는 데에는 사회문화  맥락이 배경으로 작용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부

분의 사회는 난임에 사회  낙인13)을 가하는데(Raque-Bogdan & Hoffman, 

13)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그 사람이 속해 있는 범주 안에 있는 다른 사람

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과는 다르면서 덜 바람직하다고 간주되며, 그 게 간주되는 

속성이 그 사람을 불명 스럽게 하는 향이 상당히 범 할 경우 그 속성이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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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Gana & Jakubowska, 2014; Bell, 2013; Rouchou, 2013; 

Frances-Fischer & Lightsey, 2003; Gerrity, 2001), 자녀가 없는 것은 자녀를 

출산하여 사회의 존속에 기여할 것을 부부에게 기 하는 사회  규범에 어

나기 때문이다(Nagy & Nagy, 2016; Frances-Fischer & Lightsey, 2003). 특

히 출산을 장려하거나 출산에 우호 인 이데올로기(pronatalism)14)가 강한 지

역일수록 사회에 한 의무로 자녀를 가질 것을 부부에게 가하는 압력 혹은 

사회  낙인화가 사회  결과물로 나타난다(Pennings, 2012 : 18). 개인이 원

하는 생활방식을 선택할 자유를 강조하고 그에 한 통 ․종교  규제가 

덜하다고 여겨지는 유럽사회조차도 부부가 자녀를 갖는 것이 당연하다는 규범

인 분 기가 있다(Eicher et al., 2016 : 146-148). 우리사회 한 혼인한 부

부가 자녀를 출산하는 일이 당연하다는 사회문화  압력이 존재하여(공미혜․

이수연, 2012; 이은애 외, 2001), 혼인 후에도 부부가 무자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비규범 이고 비정상 이라고 여기는 부정  인식이 있다(김정미․양성

은, 2013 : 80). 즉 혼인한 부부는 모두 자녀를 낳아야 하며, 혼인한 부부는 모

두 자녀출산을 원해야 한다는 사회  규범이 존재하는 것이다(Whiteford & 

Gonzalez, 1995 : 28; Miall, 1986 : 268). 

이러한 사회문화  맥락 속에서 난임을 경험하는 개인은 죄책감, 수치심, 

질투, 부 응, 분노와 같은 감정을 경험하면서 사회 으로 고립되기도 하고 삶

의 방식이 변화하기도 하며(Rouchou, 2013; Steuber & Solomon, 2008; 

Peterson et al., 2007; Frances-Fischer & Lightsey, 2003), 심한 경우 우울증

과 자살생각(suicidal ideation)까지 경험하게 된다(Cousineau & Domar, 2007 

인이다. 주의할 은, 낙인을 그 속성 자체보다는 계의 측면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Goffman, 1963 : 3).

14) ‘출산을 장려하고 부모역할을 고양하는 출산우호 인 태도나 정책’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다(Miall, 1986 : 270). 이는 모든 사람이 부모가 될 것이라고 제하거나 

부모가 될 것을 장려하며, 사회 안의 거의 모든 제도 안에 깃들어 있다(Letherby, 

1999 :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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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6; Frances-Fischer & Lightsey, 2003 : 118). 더구나 발달하고 있는  

보조생식술은 사회문화  규범에 한 일탈인 난임을 생의학의 틀 안에서 시

정하려는 의료화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는데, 이는 난임을 경험하는 개인에게 

심리  고통을 가 할 수 있다. 의료화의 틀 안에서 보조생식술을 통한 출산

이 실패할 때마다 난임을 경험하는 개인은 자신이 사회의 규범에 어 난다는 

것과, 그 일탈을 시정하려는 노력마 도 실패했다는 이 의 실패를 경험하기 

때문이다(Becker & Nachtigall, 1992). 그래서 난임으로 인한 인생의 기는 

개인의 특질(trait)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사회 으로 구성된 측면이 다분하

다(Greil, 1997 : 1700). 의료  난임 진단 경험은 자녀출산에 한 사회문화  

규범이 개인에게 내면화된 정도에 비례하여 정신  고통을 유발하는 측면이 

있다(McQuillan et al., 2007; Frances-Fischer & Lightsey, 2003). 이 게 난

임은 단순히 생물학  이상이나 비정상인 것이 아니라 문화와 가치에 근거하

여 인간의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황나미 외, 2015 : 29) 사회  문제인 측

면이 있다. 

난임으로 인한 생리심리사회 (biopsychosocial) 문제는 남성과 여성 모두

에게 남성과 여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삶에 기를 래하지만(Hanna & 

Gough, 2015; Inhorn, 2013)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황나미 외, 2015; Raque-Bogdan & Hoffman, 2015; 김민경 외, 

2014; Bell, 2013; McQuillan et al., 2007; Peterson et al., 2007). 난임에는 출

산에 우호 인 이데올로기(pronatalism)와 가부장주의가 야기하는 문화  문제

가 최소한이라도 일부 있어서 여성의 사회  지 와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자녀출산에 좌우되게 하는 측면이 있다(Eicher et al., 2016; Pennings, 2012; 

Rosner, 2012; Miall, 1986). 여성이 갖는 모성으로 인해 자녀출산을 여성의 젠

더역할로 간주하는 사회문화  경향이 있고, 그러한 사회  맥락 속에서 여성

은 사회  규범으로서의 젠더역할을 내면화하여 어머니됨을 자신의 여성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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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  표 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김경례, 2010; Peterson et al., 2007). 그러

한 이데올로기  압력이 강한 일부 지역에서 여성은 난임과 련하여 책임

가, 폭력, 혼인 계의 불안정, 이혼, 다처제, 추방(ostracism) 등의  아래에 

놓이게 되고, 심한 경우 자살을 강요당하거나 살해되기도 한다(Ombelet, 2012; 

Pennings, 2012).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난임에 얽힌 사회  맥락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난임

이라는 실과 마주친 여성은 자신의 정체성과 자아상을 난임과 연결지어, 무

자녀 기혼여성을 불완 하고 미성숙하며 비여성  존재로 보는 사회  인식 

속에서(공미혜․이수연, 2012; 하정옥, 2008; Whiteford & Gonzalez, 1995) 자

존감 하․우울․분노․불안․죄책감을 경험하게 된다(Peterson et al., 2007; 

이명선 외, 2001). 우리나라 체외수정 시술 경험 여성들의 경우, 정신  고

통․고립감․우울감이 심각한 수 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9.6% 고, 이 에서 

매우 심각한 수 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6.5% 으며, 자녀를 갖지 못한 데에 

한 죄책감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1.0%, 자살에 한 생각으로 심각한 어

려움이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22.8%로 나타났다(황나미 외, 2015 : 90).

난임이 여성에게 미치는 심리사회  향은 난임의 원인이 남편에게 있다

고 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난임의 원인은 남성과 여성에 동등한 비율로 

있다고 보고되고 있지만(Inhorn, 2013; 김정선, 2008; Peterson et al., 2007; 

Frances-Fischer & Lightsey, 2003), 주로 여성 측에 문제가 있어서 난임을 

겪는다는 사회  인식이 있어서15) 남편 측 요인으로 인해 난임을 경험하는 여

성들까지 사회의 부정  시선(courtesy stigma)16)을 받게 된다(Bell, 2013; 이

15) WHO Gender and Genetics :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ies (ARTs)

http://who.int/genomics/gender/en/index6.html (2016. 6. 7.)

16) 낙인이 부과된 사람과 사회구조 으로 계가 있다는 이유로 부여되는 낙인이다. 

과자의 딸, 장애인의 부모 등에 부과되는 낙인을 그 로 들 수 있다(Goffman, 

1963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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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김귀분, 2009). 난임의 원인이 남성에게 같은 비율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부담은 불평등하게 여성에게 가되는 맥락(WHO Bulletin, 2010 : 

881) 안에서 여성은 남편에게 난임의 원인이 있어도 스스로를 탓하는 경향이 

있고(Peterson et al., 2007; Miall, 1986), 가족이나 친한 친구들이 임신과 출산

을 하게 되면 이들과의 사회  교류를 끊고 고립되면서, 자녀에 한 상실감

과 함께 자신에게 유의미한 이들을 잃었다는 상실감까지 경험하게 된다

(Raque-Bogdan & Hoffman, 2015; Bell, 2013; Peterson et al., 2007; 강희선․

김미종, 2004; Frances-Fischer & Lightsey, 2003; 박 주, 1995). 이 듯 난임 

체험 여성의 경험은 개인 차원의 의료  에서 여성‘환자’의 문제로만은 볼 

수 없는 사회  맥락이 있다(Bell, 2013; 강지연, 2012; Cousineau & Domar, 

2007).

 3 .  소 결

난임 경험의 사회문화  배경에 한 고찰은 난임을 경험하는 개인이 처해 

있는 상황을 통합 으로 폭넓게 보게 해 으로써 난임이 야기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해 필요한 통찰력을 제시해  수 있다. 난임이 단순히 심리학 인 

상태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사회  지 가 될 수 있음을 밝 주는 것이다. 더

불어, 스트 스가 난임을 유발한다고 보는 심리학 (psychogenic) 가정이 자칫

하면 심리  고통을 겪고 있는 당사자를 비난하는(blaming victims) 기제로 

오용될 수 있는 소지를 피하게 해  수도 있다(Greil, 1997).

하지만 난임에 계된 사회문화  배경에 한 고찰이 난임은 떠안고 살아

가기에는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는 기술에만 그친다면, 그 게 고통스러운 상황

에 처한 개인들이 난임이 주는 고통에 짓 려 있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실

을 보고하는 연구결과들과 괴리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게 된다. 난임여성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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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으로 인해 자아상의 훼손을 경험하고 자존감이 낮아진다고 해도 임상 으

로 의미 있는 정도로 우울증과 같은 정신병리를 경험하지는 않을 수도 있으

며, 결혼만족도가 다른 기혼여성들에 비해 낮게 나타난다고 해도 그것이 이혼

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다. 실제로는 난임 경험이 개인의 성장을 진

하기도 하며 부부간의 결속을 더 강화하기도 한다(Rosner, 2012; Paul et al., 

2010; Steuber & Solomon, 2008; Greil, 1997).

게다가 난임여성이라고 해서 반드시 구 인 불임 상태에 고착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난임부부의 반 정도는 결국에 임신하여 출산한다(Abbey et 

al., 1992 : 408). 580명의 여성을 상으로 수행된 McQuillan et al.의 연구에

서는, 자신의 생애에서 어떤 시 에는 의료  정의상의 난임을 경험한 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의 비율이 1/3이상이었고, 난임으로 분류되었던 여성의 

92%가 자녀를 출산하 다(McQuillan et al., 2003 : 1012-1016). 난임은 유동

이고 가변 인 상태이기 때문에 부분의 사람들은 출산력의 스펙트럼 안에 

속하게 되며, 신체 으로 이상이 없는 사람들이 특정 기간에는 난임을 경험하

기도 하고, 신체에 난임 유발 요소가 분명히 있는 사람도 출산에 성공하기도 

하는 것이다(Brown et al., 2016 : 3).

그러므로 난임으로 인한 부정  향의 정도에 한 연구도 분명 그 몫을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삶의 특정 시기에 난임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사

회  행 자(social actor)로서 어떠한 경험을 하고 어떠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를 알기 해서는 난임과 맞닿은 상황보다는 그 사람과 그 경험에 을 

맞춰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우리사회에서 기혼여성들이 난

임 체험 에 미시  차원에서부터 거시  차원에까지 이르는 사회  지지 체

계와 상호작용하며 겪는 경험에 주목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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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난 임 여 성 의  사회  지 지  체 계

 1 .  사회 복 지 학 의  인간  :  생 태 체 계

사회복지학의 인간 은 론펜 (Bronfenbrenner)가 일반체계이론에 

생태학  을 목시켜 주창한 생태체계이론(Ecological Systems Theory)

에 입각해 있다. 론펜 가 제시한 개념을, 메인(Germain)과 기터먼

(Gitterman)이 생활모델이라는 사회복지실천 모델을 제시하면서 생태체계

으로 도입했는데, 이로 인해 생태체계 이 사회복지실천에 자리잡게 되어 

재 사회복지실천의 한 패러다임이자 사회복지실천 분야에서 가장 향력 있

고 포 인 시각이 되었다(김동배․이희연, 2003 : 33). 체계이론에서 체계는 

상호의존 이고 상호작용하는 일련의 단 들이며, 이 단 들은 개인․가족․

집단․조직․지역사회 등으로 다양하고, 그 다양한 체계들 간의 계가 인간

을 이해하는 데에 요하다(장인 ․오세란 공역, 1996 : 54). 생태체계이론은 

체계이론의 확장선상에서 인간이 환경과 상호간에 지속 이며 역동 으로 상

호작용한다고 보는 것이 그 골자이다(장명숙․박경숙, 2012; 김윤정, 2011; 김

동배․이희연, 2003).

이를 상술하면 론펜 (1981)는, 인간은 성장하고 역동 인 존재

(entity)로서 환경(environment)의 향을 백지처럼 수용하기만 하는 것이 아

니라 자신이 살고 있는 환경으로 옮겨 가서 환경을 재구성하기도 한다고 본

다. 환경 한 상호 응 과정을 요구하면서 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은 호혜성(reciprocity)을 특징으로 하는 방향성을 띤다. 

한 환경은 단일하고 직 인 장소(setting)에 한정되지 않고 그러한 장소들 

간의 상호연결뿐만 아니라 더 넓은 주 환경(surroundings)에서 발산되는 외

부  향으로까지 확장된다. 이러한 생태학 인 환경(ecological environment)

은 미시체계가 범  체계 안에, 범  체계는 거시체계 안에 기하학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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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원 구조로 첩되어 배열되는 것으로 나타난다(Bronfenbrenner, 1981 : 

21-26).

미시체계(microsystem)는 사람들이 직 으로(face-to-face) 상호작용하는 

장소에서 경험하는 활동, 역할, 인 계의 양상이다. 이 정의에서 요한 것

은 ‘경험하는(experienced)’이라는 용어로, 여기에는 상학  17)이 강조되

어 있으며, 상학  은 이후에 연속되는 생태학  구조의 수 들과도 

계가 있다. 범  체계(mesosystem)는 미시체계들로 구성된 체계로, 개인이 

극 으로 참여하는 둘 이상의 장소들 간의 상호 계로 구성된다. 외체계

(exosystem)는 개인이 직 으로 참여하지는 않지만 그 개인이 속한 장소에

서 생기는 일에 향을 주고받는 사건이 발생되는 하나 이상의 장소이다. 거

시체계(macrosystem)는 하 문화나 문화 수 에서 미시체계․ 범  체계․

외체계의 형태와 내용 안에 존재하거나 존재할 수 있는 일 성이자 그 일 성

의 바탕이 되는 신념체계나 이데올로기를 지칭한다.

사회복지학은 생태체계이론의 인간 을 수용하여 인간을 극 이고 능동

인 주체로 보고 인간과 환경을 통합 으로 이해하며, 이를 바탕으로 특정 

문제에 처한 개인에게 필요한 사회복지 차원의 지원을 제공하는 데에 유용한 

근거자료를 제시하는 에 타학문과 구별되는 학문  정체성이 있다. 생태체

계이론은 사회복지학이 억압․빈곤․실업․환경오염과 같은 거시  사회문제

의 감소에도 심을 갖도록 통합 이면서도 폭넓은 시각을 제공하기도 한다

(장명숙․박경숙, 2012).

이상의 내용을 감안하여 사회복지학의 시각으로 난임 체험 여성들의 경험

을 이해하기 해서는 난임 체험 여성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개인을 둘러싸고 

17) ‘경험하는’이라는 용어가 상학  을 내포하고 있는 이유는, 특정 환경이 갖

는 특색에 그 환경의 객 인 특성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안에 있는 

개인들이 환경의 그 특성을 인식하는 방식까지 포함되기 때문이다(Bronfenbrenner, 

1981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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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다층 인 사회체계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복지학의 학문  

특성이 특정 사회문제를 비 으로 고찰하는 데에서 그치기를 지양하고 사회

문제에 실천 으로 근하는 데에 근거가 될 제언을 제시한다는 을 생각할 

때, 난임 체험 여성들에게 한 사회복지 차원의 개입을 제공하기 해서는 

난임 체험 여성들과 상호작용하는 계에 있는 사회  지지 체계에 한 이해

를 도모하는 작업이 유용할 수 있다. 난임 체험 에 겪는 문제와 련하여 

기혼여성들이 어떠한 어려움에 직면하여 그 응기제로써 어떠한 사회체계로

부터 어떠한 사회  지지를 구하고 있으며 그와 계되는 경험이 어떠한 것인

지를 이해한다면, 난임 체험 여성들에게 필요한 사회복지 측면 개입의 내용 

 달방식에 한 실천  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 .  사회  지 지  체 계

사회  지지 체계는 사회  지지를 매개로 하여 특정 개인과 상호작용하는 

사회체계이자 사회  계(김정연, 2001; 이숙 외, 1995)이다. 사회  지지 체

계에서 제일 요한 개념은 체계개념으로, 개인․가족․지역사회․문화와 같

은 다차원  체계를 포 한다. 사회  지지 체계는 그 기 와 규범에 동조하

지 않는 개인을 거부할 것이라는 불안과 두려움을 개인이 느끼게 해서 집단의 

압력과 같이 보일 수도 있으나, 체로 사회  지지라는 정 인 자원을 제

공해  수 있는 주요 원천이 된다(장인 ․오세란 공역, 1996).

사회  지지는 스트 스가 주는 악 향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해 다고 추정

되는 인 계 기제를 개략 으로 가리키는 용어로, 1970년  반부터 련 

연구가 나오면서 심을 끌기 시작했다(Kessler et al., 1985 : 541). 사회  지

지는 개인  복리(well-being)부터 스트 스 사건, 폭력, 가족해체, 약물남용, 

증질환  죽음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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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다양한 부문에서 실질 인 효과성이 입증되고 있다(김 경, 2012 : 

51). 그러나 사회  지지의 개념과 련해서는 아직까지 학계의 합의된 정의

가 없는 실정이다(김정연, 2001; 이숙 외, 1995). 그래도 범 하게나마 사회

 지지 개념을 정의하자면 ‘개인이 그의 인 계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정 인 지원(김정연, 2001 : 186-187)’이라고 정리해볼 수 있다.

사회  지지는 사회복지실천의 기본  지향이며, 다른 정신건강․사회서비

스 문직보다 선두 으로 사회  지지 체계를 활용한 문인이 사회복지사들

이다. 사회  지지 체계를 활용한 사회복지  개입은 사회복지사의 심 역

이 되어 가고 있으며, 이 에서 사회복지는 다른 문직과 구별된다(장인

․오세란 공역, 1996 : 49). 사회복지에서 사회  지지는 다양한 형태로 공

식 ․비공식  원조체계 속에 존재하면서, 방으로부터 치료에까지 이르는 

목 에 기여한다(김정연, 2001 : 189-190). 한 사회  지지 체계 자체가 사

회복지  개입 그 자체가 되기도 한다(장인 ․오세란 공역, 1996 : 50).

사회  지지 체계를 활용한 개입은 자아상의 손상이나 인생의 기로 인한 

사회  고립과 련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개인에게 가장 하다. 특정 문

제로 인해 자아존 감이 낮아진 사람의 경우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제

로 안 되거나 단 될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 비슷한 문제를 경험한 우호

인 집단이 사회  지지를 제공해야 험요소를 일 수 있을뿐더러 가장 효율

일 수 있다. 고통스럽고 비슷한 경험을 공유한 집단은 문제와 심을 공유

하므로 유 를 신속하면서도 강하게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장인 ․오세란 

공역, 1996). 이는 개인의 정체성과 인생에 기를 래하는 난임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한 사회복지 차원의 개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상의 내용을 고려한다면 난임을 체험하는 여성의 경우에도, 그러한 여성

들이 겪는 사회문제에 사회복지 차원에서 개입하기 해서는 그들과 상호작용 

계에 있는 사회  지지 체계에 해 고찰하는 작업이 타학문의 난임여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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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심과 비되는 사회복지학의 특수성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난임을 

치료하고자 병원을 방문한 여성의 부분은 여러 정서  문제  우울감과 불

안장애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사회  지지 체계가 있는 경우에 난임여

성이 부정  스트 스에 처할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된다. 난임여성은 

남편․가족․친구에게 지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사회  지지

의 효과가 크다고 알려져 있다(황나미 외, 2015 : 33-34; Abbey et al., 1991 : 

308). 기혼여성들의 난임 경험은 그들에게 사회  지지를 제공해  수 있을 

남편․친정식구․시 식구로부터 이웃․직장․병원․지역사회․국가에 이르는 

사회체계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형성되는 네트워크 커뮤니티와의 상호작

용에 의해 다층 이면서도 다양하게 구성된다.

  1 )  남 편 ,  원 가 족 ,  친 지

난임여성의 사회  지지 체계 에서 우선 으로 살펴볼 사회  지지 체계

로는 남편을 꼽을 수 있다. 난임부부는 체로 자신들의 난임을 숨기는 경향

이 있어서 한 사회  지지를 친지들로부터 받지 못할 소지가 크다. 그래

서 종종 배우자가 주요한 사회  지지 체계가 되는데(Amir et al., 1999 : 465) 

난임여성에게는 그가 바로 남편이다. 련 연구를 보면, 난임여성의 우울 자각 

정도에 가장 유의미한 향을 미친다고 나타난 것은 부부친 도 고(황나미, 

2013), 체외수정 시술 경험 여성들이 남편의 비 조와 무시가 심각한 수 이

라고 응답한 비율이 11.3% 다(황나미 외, 2015).

난임여성의 원가족을 살펴보면, 난임여성들은 난임에 해 부모와는 이야

기를 하지 않기도 하는데, 부모에게 불필요한 걱정을 끼치지 않기 해서이다

(Miall, 1986 : 272). 난임여성들은 남편의 가족, 특히 시어머니가 가장 부담스

럽게 느껴지기도 한다(Whiteford & Gonzalez, 1995 : 30). 우리나라의 체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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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시술 경험 여성들에 의하면 시 부모 는 가족의 편견이 심각 는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4.4%여서(황나미 외, 2015), 핵가족 시 라고 하는 

오늘날에도 난임 체험 여성 개인에게 미치는 확 가족의 향이 없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친지의 경우에 난임여성은 난임을 경험하지 않은 친지와의 계에서 어려

움을 느낄 수 있다. 난임은 낙인으로 작용하여 난임여성의 자아존 감을 감소

시키므로, 임신축하행사(baby shower)처럼 자녀와 연결되어 있어서 난임여성

의 낙인이 돌출되는 사회  모임은 난임여성에게 매우 힘든 경험이 된다

(Pachankis, 2007 : 331). 그 게 자존감이 손상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난임여

성이 심리  어려움에 주요 완충제가 되는 사회  지지를 덜 찾으면서 사회

으로 고립될 수 있다(Amir et al., 1999). 한편으로 여성은 난임에 한 낙인을 

남성보다 더 강하게 인지하지만 난임에 해 더 많이 의사소통하고 공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비슷한 처지에 있는 난임여성들과 사회  지지

를 주고받게 되면 난임여성의 심리  어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다(Slade et al., 

2007).

  2 )  사회 ,  인터 넷  커 뮤 니 티

남편과 가족  친지처럼 가장 직 이고 한 사회체계와의 상호작용 

경험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확장되는 사회체계와의 상호작용 경험 역시 난

임여성들에게 작지 않은 향을 미친다. 우리나라 난임여성들은 50% 이상이 

난임으로 인해 사회  편견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인 계에서 축

되는 정도가 매우 심각 는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도 43%로 나타나서 난임 

인구에 한 사회  차원의 인식 환 사업이 필요한 실정이다(황나미 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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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으로 인해 사회활동 측면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난임여성들이 그 응

책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인터넷 커뮤니티이다.  인터넷 시 에 디지

털 매체를 통해 자신과 유사한 배경을 가진 다른 개인들과 형성하는 커뮤니티

는, 양질의 정보를 은 비용과 시간으로 얻을 수 있게 해 다. 그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커뮤니티로 맺은 사회  계는 정서  지지  조언과 충고도 제공

해  수 있다(김 경, 2012 : 53).

난임여성의 경우, 온라인 자조모임을 통해 난임 당사자 8만 5천 명이 보조

생식술 시술비 국가지원 서명운동을 개하여 2006년부터 정부가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실시하게 된 사례가 있고(보건복지부, 2016 : 135; 김경례, 2012 : 

187), 2010년부터는 기존에 사용되었던 ‘불임’이라는 용어를 체하여 정부가 

공식 으로 ‘난임’이라는 용어를 채택하도록 만들기도 했다(황나미, 2013 : 

162; 김경례, 2012 : 182; 김승권 외, 2012 : 361). 이처럼 인터넷을 통해 구성

된 자조모임이 국가 차원의 정책과 법률용어에 향력을 행사할 정도로 인터

넷 커뮤니티는 사회  편견의 벽에 부딪친 난임여성들의 사회  응기제가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능동 인 주체로서의 면모를 나타내어  도구가 되기

도 한다.

  3 )  국 가

난임여성들의 사회  지지에 한 요구는 국가 수 의 사회문화  맥락이

라는 환경  요인의 제약과 마주해야 하는 측면도 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

의 를 보면, 1970년 부터 경제성장률 제고를 해 인구성장 억제정책을 채

택해온 우리정부가, 출산율 하가 사회  기라는 담론이 부상하고서야 

출산 상에 응할 인구조 정책의 일환으로, 보조생식술의 윤리  논란18)의 

18) 인간 생식에 계된 과학은 다른 분야의 의학과는 조 으로 정당성에 한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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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 때문에 제한 으로 실시하게 된 사업이기 때문에, 난임 인구가 사업실시

요구 근거로 제시한 행복추구권 실 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황나미, 2015 : 

61; 김민경 외, 2014 : 33; 김경례, 2012 : 187; 하정옥, 2012 : 62; 김라  외, 

2011 : 612).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난임 인구를 해 정부차원에서 제공되는 표 인 

사회  지지로, 실제로는 체외수정시술(2006년 사업개시)과 인공수정시술(2010

년 사업개시)에 드는 비용만을 일정 한도 내에서 지원해주고 있다. 2016년 ‘난

임부부 지원사업’의 당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원 상은 

법 혼인 상태에 있는 부부로서 수일 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난임진단자이고, 소득이 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여야 했다. 소득기

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고지 액 기 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인 가

구인데,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 소득기 액이 월 5,833,823원이었다. 이러한 요

건을 충족한 부부에게 체외수정시술은 최  6회(신선배아 3회, 1회당 190만원 

범  내, 의료 여수 권자는 300만원, 동결배아 3회, 1회당 60만원 범  내, 

신선배아로만 진행하는 경우 4회까지만), 인공수정시술은 3회까지(1회당 50만

원 범  내) 지원이 되었다(보건복지부, 2016).

2016년 9월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근거로 하여, 

2017년 ‘민생안정 분야’ 산안에 의해 ‘부부 합산 월평균 소득 583만원 이하’

던 난임 시술 지원의 소득기 이 폐지되어, 월평균 소득이 583만원 이상인 

계층에도 인공수정 시술에 20만원, 체외수정 신선배아 이식에 100만원, 동결배

아 이식에는 30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의료 여수 자의 경우에 동결배아 이

식 지원 이 100만원으로 증액되었고, 월평균소득 316만원 이하인 계층은 신

선배아 이식에 240만원, 동결배아 이식에 8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지원 이 

란이 계속되고 있다(Becker & Nachtigall, 1992 : 459). 그러한 논란이 으로 

불거진 계기가 우리나라의 경우 ‘황우석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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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되었다. 한 월평균 소득 316만원 이하인 계층에 한 신선배아 이식 지

원 횟수가 3회에서 4회로 늘어났다. 이와 같은 변경사항은 2016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시행되고, 그 이후부터는 난임시술비  검사, 마취, 약제 등

의 시술 련 제반 비용까지 건강보험이 용될 정이다.19)

보조생식술은 2016년 재 시술시 소요되는 검사, 투약, 처치 등에 드는 비

용이 건강보험 비 여 상이다(보건복지부, 2016). 보조생식술, 특히 체외수정

시술은 비용이 고가20)이고 시술성공률도 낮아서21) 경제력이 산층 이상인 난

임여성들도 경제  부담을 호소할 정도인데다가 취업여성의 사회활동을 제약

하는 정도가 심해서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경제  지원은 정 인 측면이 없

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한수경․강희선, 2015; 황나미, 2015; 이명숙․공미혜, 

2013; 김승권 외 2012; 황나미, 2011; 강희선․김미종, 2004; 이명선 외, 2001; 

노승옥 외, 1998; 박 주, 1995). 그러나 정작 난임 체험 여성들이 보조생식술

을 시도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여기는 난임휴직제도는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어 

있고(한수경․강희선, 2015; 이명숙․공미혜, 2013), 난임으로 인한 정신  어

려움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편(90.3%)인 상담 로그

램은 2015년 7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난임 상담 시범사업뿐, 난임 체험 여성들

을 한 특화된 공  상담 로그램이 없는 실정이다(황나미, 2015; 김승권 외, 

19)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 2016. 8. 26.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으로 난임정책 지원 등 출산 극복 등에 기여 

… 난임 환자 70,543명 분석 결과, 난임시술 상 확 ’ (2016. 11. 30.)

한민국 정부 블로그 [정책공감] 

2017년 '민생안정 분야' 산안 들여다보기 2016.09.07.

http://blog.naver.com/hellopolicy/220806250809 (2016. 11. 30.)

엄마, 아빠가 되는 기쁨! 당신의 첫째 아이를 지원합니다. 2016.09.13.

http://blog.naver.com/hellopolicy/220811897028 (2016. 11. 30.)

20) 난임부부들이 체외수정 시술로 지출한 비용이 1회당 평균 445만원이라는 조사결

과가 있다(황나미, 2011 : 55).

21) 보조생식술 시술은 비용이 고가이지만 임신 성공률이 체외수정 30%, 인공수정 

10% 수 이어서, 시술이 반복되면 시술비 부담이 가 된다(황나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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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김라  외, 2011). 이 게 한정된 제도  지원은 보조생식술 시도만을 

심축으로 해서 구상되고 시행되는 형편이어서, 난임 진단을 받았더라도 보

조생식술 시술을 받지 않는 40.1%의 여성들과, 보조생식술 시술 단 경험이 

있는 34.4%의 여성들(이삼식 외, 2015 : 153-155)에 한 고려가 부족하다.

  4 )  종 합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난임 체험 에 기혼여성들과 이들이 마주하는 환

경체계는 어느 한쪽에 일방 으로 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간에 향

을 주고받는 계에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호작용 계를 간과하지 않으면

서 보조생식술 장 차원을 넘어 난임 체험 여성 모두를 포 할 수 있을 사회

복지  개입의 근거 자료를 마련하기 해서는, 기혼여성들이 난임을 체험하

는 에 상호작용 계에 있는 사회체계 체를 통합 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들 체 사회체계가 난임 체험 여성과 사회  지지를 연결고리로 

해서 맺고 있는 상호작용 계를 다각 으로 고찰한다면 난임 체험 여성에 

한 사회복지 차원 개입의 내용과 성격이 취해야 할 방향이 나타날 것이기 때

문이다.

사회복지학계가 재까지 난임여성에 해 보인 심은 단연 난임여성들에 

한 사회복지 차원의 개입과 지지가 심이기 때문에 여타학문이 난임여성들

에 해 보인 심과는 구별되는 이 있다. 아쉬운 은, 아직까지는 사회복

지학 측면에서 난임 체험 에 기혼여성들이 자녀출산과 련하여 겪는 경험

에 해 다양한 각도에서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데에 있으며, 난임

여성들의 경험을 당사자의 입장에서 심층 으로 이해하기 해서는 질  연구

방법이 한 근방법이 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우리사회라는 사회문

화  맥락 속에서 기혼여성들이 난임을 체험하는 에 자녀출산과 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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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에게 사회  지지를 제공해  수 있는 가족․친지로부터 국가에까지 이르

는 다층 인 사회체계와의 상호작용 계 속에서 겪는 경험을 경험자의 체험

담을 통해 살펴보고, 그 경험의 심연을 탐구하여 난임여성들에 한 사회  

지지의 개 방향에 한 시사 을 도출해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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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 구 방 법

제 1  상 학  연 구 방 법

이 연구는 기혼여성이 난임 체험 에 사회  지지 체계와 상호작용하며 

겪는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이해하기 하여 질  연구방법 에서도 상학

 연구방법을 활용하 다.

후설(Hussurl)에 의해 주창된 상학은 상이 드러나는 그 로를 솔직하

게 받아들이라는 정신을 바탕으로 삼는 철학사조이다. 상학은 인간을 둘러

싼 제반 상들을 수량화하여 이해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다는 실증주의에 

입각한 계량주의를 경계하면서 인간됨의 여실한 총체  지평을 열기 때문에, 

개별 과학들에 고들어가 인간됨을 시하는 방법론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조 제, 2013).

상학  연구는 후설(Hussurl)의 상학이 의식의 활동과 의식에 나타나

는 객체에 주안 을 두는 것을 석으로 한다. 인간의 의식을 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목격될 수 없고 심지어 그 존재 자체도 알려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인식론으로서의 상학을 기본 철학으로 하는 연구방법이기 때문에 상학  

연구는 객 인 실체(objective reality)를 탐구하는 것이 목 이 아니라 경험

의 구조, 즉 인간의 의식이 특별히 인간 인 세계(human world)를 결부시켜 

말하는 방식에 심을 둔다. 이는 인격 인 인간(the whole human person)

을 이해하기 한 것이므로, 인간 인 상(human phenomena)을 탐구하는 

인문과학(human science)은 자연 상(natural phenomena)을 탐구하는 자연과

학과는 연구방법이 달라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학  연구의 입장이다. 인간

인 상에는 자연 상으로 환원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Giorgi, 

2012; Giorgi & Giorgi, 2003). 이러한 바탕에서 상학  연구는 하나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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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상에 한 여러 개인들의 체험  의미를 기술하는데, 모든 연구참여자

들이 상을 경험하면서 공통 으로 갖게 된 것을 기술하는 데에 을 둔다

(조흥식 외 공역, 2010). 이를 통해 상학  연구는 어떤 상황에 처한 인간 

경험의 본질과 의미를 밝힌다(신경림 외, 2004).

이 연구는 기혼여성이 난임 체험 에 사회  지지 체계와 상호작용하며 

겪는 경험을 연구참여자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연구참여자들이 그러한 경험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탐색하여 연구참여자들의 공통된 경험을 이해하

는 것이 연구목 이다. 다양하고 다층 인 경험의 심연 속에서 공통 으로 포

착되는 부분에 한 이해는 난임 체험 여성들에게 한 사회복지 차원의 지

원을 제공하기 한 기 자료가 될 것이므로, 이러한 연구목 을 달성하기 

하여 상학  연구방법을 선택하 다.

제 2  연 구 참 여 자  모 집 과  윤 리  고 려

상학  질  연구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연구결과의 일반

화를 하여 표성 있는 표본을 무작 로 추출하는 양  연구와는 달리, 특

정 상을 심층 으로 기술하고 설명하는 것이 목 이기 때문에, 연구참여자

를 선정할 때에 연구자가 탐구하고자 하는 상을 경험하여 그 상에 해 

보다 풍부한 자료를 제공해  수 있는 사람들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게 된다

(조흥식 외 공역, 2010; 신경림 외, 2004). 이 연구의 참여자들로는 기혼여성이 

난임 체험 에 겪는 사회  지지 체계와의 상호작용 경험에 한 자료를 제

공해  수 있을 여성들로, 최근 10년 이내에 난임 체험이 있는 50세 미만 기

혼여성 6명을 2016년 9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모집하 다. 상학  연구방

법 에 특히 지오르지(Giorgi)의 연구방법은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수집이 이

루어지기 때문에 연구참여자의 수가 많지 않은 것이 특징이며(이남인,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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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통상 으로 5 내지 6명을 연구참여자로 모집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더 

은 인원을 모집하기도 한다(Langdridge, 2007 : 87). 연구에 합한 연구참여

자를 모집하기 해, 잠재  연구참여자와 라포가 형성되어 있으며 잠재  연

구참여자가 난임을 체험 이거나 체험한 사실을 알고 있는 연구자의 지인들에

게 연구자가 연구의 목 과 취지 등을 설명한 후 연구참여자 소개를 의뢰하

다. 한 연구참여자를 통해 다른 연구참여자를 소개받기도 하 다.

연구참여자에게는 사 에 연구주제와 연구목   연구자료 수집을 한 

면담의 내용, 최  면담 횟수와 각 회당 상 면담 소요시간, 면담내용을 녹음

한다는 것 등에 해 연구참여자를 한 연구설명서와 연구참여동의서를 바탕

으로 충분히 설명하 다. 한 면담자료가 연구 이외의 목 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임과, 익명을 사용하여 연구참여자의 사생활과 비 을 보장한다는 것, 

연구참여자 련 자료는 본인이 원할 때에 언제든지 열람․정정․삭제 요구가 

가능하다는 것, 연구참여 동의와 참여 동의 철회는 연구참여자의 자발 인 의

사에 따를 것 등을 설명하 다. 그 후에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연구참여

동의서에 연구참여자의 서명을 받아 연구참여자가 1부, 연구자가 2부를 나

어 가졌다. 연구참여자와의 면담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연구참여자가 연

구에 귀한 시간을 할애한 데에 한 답례로 소정의 사례비를 지 하 다.

연구참여자의 특성은 [표1]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1]에 제시된 연구참여자

들의 연령은 면담 당시의 연령으로 모두 만 50세 미만이었으며, 첫째 자녀의 

연령 한 면담 당시의 연령이다. 여섯 명의 연구참여자 원이 면담일 재 

남편과 법 혼인상태이면서 동거 이었다.



- 38 -

연구참여자 1 2 3 4 5 6

연령 (만) 44세 46세 36세 44세 36세 37세

난임기간* 4년 16년차 3년 7년 2년 3.5년

첫째 자녀 출산 소요 기간** 4년 - 3년 7년 5년 10년

첫째 자녀 연령 (만) 1세 - 3세 5세 1세 1세

재 자녀수 (명) 1 0 2 1 1 1

난임 검진 경험유무 유 유 유 유 유 유

보조생식술 경험유무 유 무 유 유 무 유

재직업 사회복지사 학원장 교육서비스 주부 주부 교사

[표1] 연구참여자의 특성

* 자녀를 출산할 의도로 배란일을 맞추기 한 등으로 피임한 기간도 피임기간으로 

간주하여 난임기간에서 제외하 다.

** 혼인 후 첫째 자녀를 출산할 때까지 소요된 기간이다.

제 3  자 료 수 집 방 법

이 연구는 연구참여자들의 난임 체험  사회  지지 체계와의 상호작용 

경험에 한 자료를 수집하기 하여 심층면담 방법을 사용하 다. 면담 기간

은 2016년 10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다. 각 연구참여자와의 면담 횟수와 시

간은 최  2회 이하, 각 회당 2시간 이내 다. 첫 번째 면담은 모두 일 일 직

면 방식으로 1시간 이상에서 2시간 이하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첫 번째 

면담 이후에는 e-mail과 화연락으로 추가 인 자료를 수집하기도 하 다. 

면담장소는 연구참여자의 집, 연구참여자의 집 근처 카페, 연구참여자의 직장 

내 비어 있는 상담실 등으로, 연구참여자들이 요청한 장소로 선택하 다. 면담

내용은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한 다음에 사하여 연구참여자의 확인

과정을 거쳤다. 면담에는 난임 체험  사회  지지 체계와의 상호작용 경험

과 그 의미에 을 둔 반구조화 된 질문을 사용하 다. 면담은 먼  연구참

여자에 해 간단하게 소개를 받고, 혼인을 하여 난임을 경험하기까지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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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묻는 개방형 질문으로 시작하 다. 이어서 난임 체험 에 남편․원가족․

친지․사회․국가 등과의 상호작용에 련된 경험과, 필요하다고 느낀 지지에 

한 경험, 난임 경험의 의미 등에 하여 질문을 하 다.

제 4  자 료 분 석 방 법

이 연구에서 사용한 상학  자료분석방법은, 직 으로 후설(Hussurl)의 

상학을 언 하고 “사태 자체로 돌아가라!”는 후설(Hussurl) 상학의 근본정

신에 입각하여 상학  심리학의 역을 개척한 지오르지(Giorgi)의 상학  

연구방법이다. 지오르지(Giorgi)의 상학  연구방법은 기술  상학  연구

방법(descriptive phenomenological method)으로 분류되고, 기술  상학  

연구방법 에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론이다(Langdridge, 2007 : 55). 지오르

지(Giorgi)의 방법론이 기술  연구방법인 이유는, 일상생활 경험에 한 연구

참여자의 구체  기술(description)에서 연구가 시작해서, 연구참여자가 경험한 

상의 본질 혹은 본질 인 구조에 한 기술을 연구자가 최종 결과물로 도출

하기 때문이다(Giorgi & Giorgi, 2009 : 251). 여기에서 주안 은 연구 상 

상의 본질이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정 하게(precisely) 기술된다는 이다

(Giorgi, 2009 : 77). 그러므로 지오르지(Giorgi)의 상학  방법론에서 ‘사태 

자체’로 돌아가는 것은 ‘사람들이 구체 인 실제 상황에서 다양한 상들을 체

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일상 인 세계’로 돌아가서, 사람들이 일상 인 세계

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다양한 ‘일상 인 경험’의 본질구조를 탐구하는 것을 의

미한다(이남인, 2014 : 33).

지오르지(Giorgi)의 상학  연구방법은 연구결과에서 도출된 연구참여자

들의 경험을 연구자가 속한 학문분야에 합한 학문  표 으로 제시한다는 

특징이 있다. 한 상황  구조  기술에서 연구참여자의 개별  독특함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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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하게 설명해주며, 체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일반  구조  기술로 통합하

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오르지(Giorgi)의 연구방법이 난임 체험 여

성들의 사회  지지 체계 련 경험에서 공통되는 부분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는 이 연구의 목 에 합하다고 단하 다.

자료분석 과정은 지오르지(Giorgi)가 제시한 상학  연구방법의 5단계

(Giorgi, 2012)에 따라 진행되었다. 유념할 사항은, 자료분석의 모든 단계가 

상학  환원(phenomenological reduction)의 태도 안에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이다. 상학  환원은 일종의 태도변경으로, 주어진 상이 자신의 의식에 

그 게 나타나는 것임을 고려하면서, 주어진 상 자체에 집 하고 그에 해 

배움에 민감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Giorgi, 2012). 상학  연구방법은 경험

이 발생하는 맥락 안에서 상이 경험되는 방식을 그 자체로 포착하는 것이 

방법론의 엄 성(rigor)이자 목 이므로(Giorgi, 2009 : 70; Giorgi & Giorgi, 

2003 : 27), 연구참여자들이 주어진 상황을 경험하는 방식과 그 경험에 부여하

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 하게 포착하기 해 상학  환원의 태도가 필요

하고도 의미 있다(Giorgi & Giorgi, 2003). 이를 해 연구자는 경험된 상에 

한 기존 지식과 인식을 호치기(bracketing)해서, 결국에는 연구 상이 연

구자의 당  생각과 같음이 드러난다고 해도 그 ‘당연한’ 국면이 나타날 수 있

는 기회를 부여하여 체로서의 상을 있는 그 로 보면서, 그 경험이 발생

하던 때를 신선하게(freshly) 경험하기 해 단 지(epoché)를 하게 된다

(Giorgi & Giorgi, 2009 : 249). 연구자는 이와 같은 사안을 유념하면서 다음의 

단계에 따라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을 분석하 다.

첫 번째 단계는 체 인 느낌을 악하기 해 연구참여자의 기술 체를 

상학  환원의 태도 안에서 읽어내려 가는 것이다. 상학  연구는 체론

(holistic) 근방법이기 때문에 원자료가 어떠한지를 연구자가 악하기 

까지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안 된다(Giorgi, 2012 : 5). 연구자는 사된 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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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록을 각각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 로 읽어내려 가면서 녹취록 한 편 한 편

이 주는 느낌을 악하고자 하 다.

두 번째 단계는 의미단 를 가려내는 단계이다. 연구자는 자료의 처음으로 

돌아가 자료를 다시 읽어내려 가면서 의미의 환을 경험할 때마다 그 부분에 

표시를 하게 되는데, 이는 분석에 용이하도록 부분들을 구성하는 과정으로, 그 

각각의 부분들이 의미단 이다. 의미단 는 동일한 자료에서도 연구자에 따라 

다르게 가려낼 수 있으나, 의미단 를 가려내는 작업은 상학  환원의 태도 

안에서 수행되어야 한다(Giorgi, 2012 : 5).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에 

집 하면서 녹취록에 의미 환이 일어나는 부분마다 을 그어 의미단 를 

가려내었다.

세 번째 단계는 연구참여자의 언어로 표 되어 있는 자료를 연구자가 속한 

학문에 한 표 으로 변형하는 단계이다. 이 세 번째 단계가 지오르지

(Giorgi)의 연구방법에서 핵심이다. 이 단계는 자료에 담긴 경험이 갖는 학문

 차원을 탐지하고 끌어내어 다듬어서, 의미단 가 좀 더 분명해지고 학문  

함의를 담도록 변형하는 단계이다. 이때에 각기 다른 특색을 갖는 자료에서 

공통되는 구조를 도출하기 쉽도록 의미단 를 다소간 일반화하는 작업도 병행

하는데, 그 일반화는 보편성(universality) 수 을 한 것이 아니라 학문  성

격을 드러내기 한 일반성(generality) 수 을 한 차이다. 이 단계를 완수

하기 해서는 연구참여자의 생활세계(life world) 표 을 연구자가 속한 학문

에 가장 합한 언어로 표 하는 기술(description)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연

구자는 자유로운 상상을 통해 여러 가지의 그럼직한 표 들을 검토하는 과정

을 거치는데(free imaginative variation), 그러다 보면 가장 정확하게 들어맞는 

기술(description)을 발견할 수 있다. 이때에 주의할 은, 그러한 기술

(description)을 찾는 작업이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이 갖는 의미들에 문용어

(jargon)로 꼬리표를 붙이는 것(labelling)이 되면 안 된다는 이다. 문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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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이미 이론이 실려 있어서 그 자체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Giorgi, 2012; 

Giorgi, 2009; Giorgi & Giorgi, 2009; Giorgi & Giorgi, 2003). 이 단계에서 연

구자는 두 번째 단계에서 가려낸 의미단 들 에서 복되는 의미단 들을, 

그 의미단 들 모두를 포 할 수 있으면서 조  더 정제된 표 으로 통합해나

가면서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의 본질을 구조화할 의미단  207개를 도출하

다. 이때에 연구참여자들이 자신의 경험에 부여하는 의미가 왜곡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 다.

네 번째 단계는 연구자가 속한 학문에 한 표 으로 변형된 의미단 들

을 재검토하면서 자유로운 상상에 의한 변형 작업(free imaginative variation)

을 통해 경험의 본질구조를 도출하는 단계이다(Giorgi, 2012 : 6). 본질구조는 

상으로 나타나는 것에 한 언 이다(Giorgi, 2009 : 200). 상학  연구방

법의 에서는 인간의 경험들이, 양 연구의 변수들이 서로 독립 인 것처

럼 그 게 독립 일 수 없고 상호의존 이며 내재 으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

서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각각 독립 이지 않고 서로 어느 

정도 계를 지니면서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그 구조가 경험의 핵심 구성요

소이자 구성요소들 간의 계이기도 하다. 연구자는 세 번째 단계에서 변형된 

의미단 들에 자유로운 상상에 의한 변형 작업을 용해 으로써 그 의미단

들에서 진실로 본질 인 것, 즉 어떤 경험에 속하는 연결된 의미들 에 최종

으로도 변하지 않는(invariant) 것을 신 하게 기술한다. 이러한 구조를 도출

하는 목 은 경험자료를 방법론 으로 보다 질서정연하면서도 체계 으로 이

해하기 한 것이다. 다시 말해 구조는 의미단 를 단순히 함께 나열하는 것

이 아니라 의미단 들을 체 으로 조망하는 것이다(Giorgi, 2009; Giorgi & 

Giorgi, 2009; Giorgi & Giorgi, 2003). 이 단계에서 연구자는 도출된 의미단

들을 구조화하여 18개의 하 구성요소들을 도출하 고, 하 구성요소들을 구

조화하여 5개의 구성요소들을 도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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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 단계는 도출된 본질구조를 활용하여 연구의 원자료를 설명하고 

해석하는 단계이다(Giorgi, 2012 : 6). 본질구조는 다양한 경험을 통하는 통

합 인 역동에 해 더 깊은 통찰을 제공하기 한 것이다(Giorgi, 2009 : 

200). 이 최종단계에서 연구자는 구조화된 구성요소들을 통합하고 종합하여 

연구참여자들의 난임 체험  사회  지지 체계들과의 상호작용 경험을 통

하는 공통되고 본질 인 의미를 밝 내었다.

제 5  연 구 의  엄 격 성

질 연구는 철학  바탕과 연구방법  연구의 취지가 양 연구와는 다르

기 때문에 질 연구를 평가하는 기  한 양 연구와는 구별되어야 할 필요

가 있다(신경림 외, 2004). 질 연구의 특성상 통제 자체가 불가능한 장연구

로부터 양 연구처럼 동일한 연구를 재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고, 질

연구는 개개인의 삶의 경험이 갖는 독특성을 시하기 때문에 연구의 일반

화 가능성을 연구의 우선  심사로 놓지도 않는다. 따라서 질 연구에서는 

연구가 신뢰할 수 있는 연구인지 여부가 가장 요하며, 질 연구를 통해 얻

은 결과와 결과해석을 신뢰할 수 있는 정도를 질 연구의 엄격성(rigor)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신뢰할 수 있는 질 연구란 공정하게 윤리 으로 이루어진 연

구이면서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그려낼 수 있는 연구로, 

이는 학문  엄격성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유태균 역, 2001 : 169-176). 질

연구의 학문  엄격성을 확보하기 해서는 연구의 신뢰가능성을 해할 수 

있는 요인인 연구자의 편견과 반응효과(reactivity)를 하게 다루는 방향으

로 근하는 편이 질 연구의 성격상 필요하고도 합하다(이명선 외 공역, 

2009 : 129-143).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연구의 엄격성을 제고하기 해 연

구 진행 에 연구에 한 교내 생명윤리심의 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구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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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을 받은 후 다음과 같은 방안을 취하 다.

첫째, 연구자와 이해 계상에 있지 않은 사람들을 연구참여자로 모집하고, 

연구참여자와의 면담내용을 녹음하여 정확하게 사하 다. 연구참여자가 연

구자와 이해 계를 공유하지 않으면 연구참여 동의와 참여 철회가 자발성에 

의거할 수 있어서 연구의 윤리성을 확보할 수 있을뿐더러 연구자가 의도 으

로 자신과 맞는 사람을 정보제공자로 선정하는 편견도 방지할 수 있고, 연구

자가 원하는 답만을 연구참여자가 구술하는 반응효과도 통제할 수 있다. 그

게 이해 계를 공유하지 않는 연구참여자가 면담 에 구술한 내용을 녹음하

여 사함으로써 장 텍스트가 조작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주의하 다. 둘

째, 사한 녹취록을 연구참여자에게 확인받는 과정(member checking)을 거

쳤다. 연구참여자의 확인과정은 연구자의 편견을 통제할 수 있을 방법일 뿐만 

아니라 연구자가 연구참여자와의 신뢰 계를 지속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유태균 역, 2001 : 190, 이명선 외 공역, 2009 : 136-137). 셋째, 연구 차

와 과정에 해 기록하 다. 연구 련 기록은 연구자가 자신의 선입견과 편

견에 해 성찰함으로써 연구자로서의 자질을 검하는 데에 유용할 뿐만 아

니라, 다른 연구자가 기록을 따라 연구를 재연할 경우에 동일한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을 확률을 높일 수 있다. 한 연구지지집단 내의 동료 연구자들과 

여타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의 정직성을 검증받는 기제의 역할도 할 수 있다. 

넷째, 연구결과에 해 연구지지집단의 검토를 거쳤다. 질 연구 수행 유경험

자들인 지도교수님과 박사과정생 1인에 의한 연구결과 검토는 연구자의 편견

을 통제함과 동시에 연구의 신뢰가능성을 제고하여 연구의 학문  엄격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유태균 역, 2001 :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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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 구 결 과

제 1  분 석 결 과

연구참여자 여섯 명의 체험담을 지오르지(Giorgi)의 기술 (descriptive) 

상학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기혼여성이 난임 체험 에 사회  

지지 체계와 상호작용하며 겪는 경험과 그 의미는 [표2]에 제시된 내용과 같

이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의 개별  경험은 총 5개의 구성요소와 18개의 하

구성요소, 207개의 의미단 로 통합되어 도출되었다. 이를 상술하면 연구참

여자들의 경험은 ‘당연한 기다림’, ‘걱정되는 기다림’, ‘ 실과 마주하다’, ‘나의 

세상이 달라짐’, ‘다시 나와 마주하다’ 등의 다섯 가지 주제로 크게 묶을 수 있

었다.

‘당연한 기다림’이라는 주제는 ‘늦은 기 ’, ‘자연스러움을 기다림’이라는 두 

가지 범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주제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의 개별 인 사정

에 의해 자녀출산이 지연되었으나 그 다고 해서 연구참여자들이 난임을 상

하거나 난임에 비한 것은 아님이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은 기혼여성이 자

녀를 출산하는 일은 당연하다고 여기고 자연출산을 시도하며 자녀를 기다렸

다.

‘걱정되는 기다림’이라는 주제는 ‘기다려도 오지 않는’, ‘안타까운 헤어짐’, 

‘ 실을 알 수 없음’이라는 세 가지 범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주제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이 당연하다고 여긴 자연스러운 자녀출산이 의도 로 되지 않자 

염려 속에 의료기 을 찾아가 원인을 알아본 경험이 포착되었다. 연구참여자

들이 자녀출산에 어려움을 겪은 이유는 불명이었고, 난임진단경험을 통해 연

구참여자들은 원인불명 난임이 난임 원인의 다수를 차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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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과 마주하다’라는 주제는 ‘힘닿는 데까지’, ‘생소함과 친숙해지기’, ‘

의료기술 체험’, ‘국민의 권리행사’, ‘기다림을 한 몸만들기’, ‘마음으로 하는 

출산 시도’라는 여섯 가지 범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주제에서는 상하지 

못한 때에 실로 다가온 난임을 극복하기 해 연구참여자들이 노력을 기울

인 이 드러났다. 그 노력에 해 연구참여자들은 기혼여성으로서 마땅히 해

야 할 노력이었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나의 세상이 달라짐’이라는 주제는 ‘동상이몽(同床異夢)’, ‘익숙한 세상과 멀

어짐’, ‘새로운 세상과 만남’, ‘요즘 세상은 달라짐’, ‘내 몫은 여 히 남음’이라

는 다섯 가지 범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주제에서는 실이 된 난임에 처

해나가면서 연구참여자들이 난임여성의 치에서 자신의 환경체계들과 상호작

용하는 에 기존에 형성해왔던 사회  정체성을 되돌아보는 움직임이 포착되

었다.

‘다시 나와 마주하다’라는 주제는 ‘기다림 끝의 만남’, ‘나의 자리를 딛고서’

라는 두 가지 범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주제에서는 난임 경험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이 난임을 체험한 기혼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해나가는 움직임이 

탐지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각자가 처한 자리에서 난임 경험을 딛고서 자신

의 삶을 이어나가고 있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토 로 하여 연구참여자들의 난임 체험  사회  

지지 체계와의 상호작용 경험이 갖는 본질구조가 밝 졌고, 그 경험을 통하

는 공통되고 본질 인 의미는 ‘자신의 자리에서 사회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부단한 과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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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단 하 구성요소 구성요소

결혼이 늦음, 결혼을 늦게 한 편임, 결혼을 빨리 한 

편이 아님, 임신이 늦음, 자녀출산을 미룸, 가계안정

을 추구함, 직업경력 안정을 추구함, 다들 일을 하다

가 늦게 결혼함, 결혼을 늦게 하는 것이 추세임

늦은 기 당연한

기다림

건강을 장담함, 둘은 낳는다고 생각함, 자녀출산을 

의도함, 자녀를 가져야 될 시 이 옴, 자녀출산을 미

루지 않음, 자연출산을 시도함, 피임을 안 함, 임신이 

되기를 기다림, 자녀가 있는 편이 좋음, 기혼여성에

게 자녀출산은 당연함, 자녀출산은 혼인생활의 자연

스러운 과정임, 자녀는 필수 인 가족구성원임, 부부

됨의 의미는 자녀출산임

자연스러움을

기다림

자연임신이 의도 로 안 됨, 자연출산이 의도 로 안 

됨, 자녀출산을 실하게 원함, 마음이 조 해짐

기다려도 

오지 않는

걱정되는

기다림

첫 아기여서 기 가 큼, 계류유산을 경험함, 아쉬움

을 느낌, 마음이 안타까움, 마음의 상처가 큼, 직장생

활 탓으로 여겨짐

안타까운

헤어짐

검사 상으로 문제가 없음, 원인불명으로 진단됨, 원

인불명 난임이 다수임, 여성의 연령이 35세 이상이

면 원인불명으로 진단됨

실을

알 수 없음

옛날처럼 무작정 기다릴 수 없음, 여러 가지 시도를 

해야 함, 해보기라도 해야 함, 내가 해야 될 일임, 노

력해야 후회가 덜할 것 같음, 끝까지 노력하면 출산

에 성공할 것 같음, 빨리 행동에 옮기는 것이 나음, 

출산노력에 몰입됨, 의료기술의 힘을 빌려서라도 출

산하는 게 나음,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해 야 함, 

노력하면 칭찬 받음, 엄마가 되는 것은 고귀한 일임, 

자녀를 간 히 원하므로 노력함

힘닿는

데까지

실과

마주하다

난임에 해  몰랐음, 보조생식술이 생소함, 난

임 련 정보를 원함, 인터넷 정보를 검색함, 난임여

성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함, 난임여성 온라인 커뮤

니티를 매일 방문함, 난임을 경험한 여성친지에게 물

어 , 문의의 문  조언을 원함

생소함과

친숙해지기

[표2]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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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란일을 음  검사로 측함, 인공수정을 시도함, 

시험  시술을 받음, 시험  시술 병원은 역도시에

만 있음, 보조생식술은 직장생활에 차질을 빚음, 진

료시간은 20분 이내임, 기시간은 30분 이상임, 보

조생식술 성공률은 미지수임, 휴직함, 퇴직함, 공장같

이 시술함, 문의와의 권력불균형을 체험함, 비용이 

고가임, 건강보험 용 안 됨, 가계에 부담이 됨, 최

악의 통증을 경험함, 부작용을 경험함, 후유증을 경

험함, 고민함, 우울한 기분을 경험함, 정신이 피폐해

짐, 스트 스 받음, 실패하면 허탈함, 마인트 컨트롤

이 요함

의료기술

체험

난임부부 보조생식술 시술비 지원을 신청함, 건강보

험료 납부 액으로 지원여부 결정됨, 지원을 받음, 

지원 상이 안 됨, 일부 액만 지원돼서 자비부담 있

음, 보건소에 가서 신청해야 함, 방문신청이 번거로

움, 보건소가 집에서 먼 곳에 있음, 신청 차가 복잡

함, 인공수정과 시험  신청이 다름, 담당공무원이 

화해서 챙겨 , 고마움, 지원체계가 있어서 다행임, 

지원 이 부족하다고 느낌, 병원비가 지원 만큼 오

른 것 같음, 지원횟수가 제한되는 것이 부담스러움, 

보조생식술 시술에 건강보험 용을 원함, 인터넷으

로 지원 신청할 수 있기를 원함

국민의

권리행사

한약을 먹음, 난임 련 한약은 고가임, 보조생식술 

후유증을 수습함, 건강을 리함, 운동을 함, 경락을 

다님, 퇴사함, 휴식을 취함

기다림을 한 

몸만들기

입양을 알아 , 연령 때문에 입양을 못 함, 남편과 

입양할 것을 상의함

마음으로 하는 

출산 시도

남편과 서로 의존함, 남편으로부터 정서  지지를 받

음, 남편은 힘이 됨, 남편이 부정  감정을 내색하지 

않음, 남편과 함께 병원을 다님, 남편과 함께 여행을 

다님, 남편이 기분 환을 해 , 남편보다 더 보조생

식술에 극 임, 남편이 보조생식술을 기피함, 남편

에게 미안함, 남편이 자녀출산을 원함, 남편이 자녀 

있는 부부를 질투함, 남편이 상실감을 느낌, 남편이 

무자녀 상태에 불안해 함, 남편의 부정  반응이 피

곤함, 남편이 입양에 반 함, 부부싸움을 함, 부부사

이가 민해짐, 서로 조심함, 남편의 조력을 원함

동상이몽

(同床異夢)

나의 

세상이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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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가족은 내 편임, 시부모님이 무자녀 상태에 아무 

내색도 하지 않음, 시부모님이 고마움, 시부모님이 

손주가 없음, 시부모님에게 부채감을 느낌, 난임 

련 시어머니의 편견을 느낌, 시  가족이 부담스러

움, 부모님에게 걱정을 끼치기 싫음, 가족에게 병원

에 다님을 숨김, 가족행사에서 거리감을 느낌, 친지

들이 배려해 , 친지들이 더 조심함, 지지  언행이 

공허하게 느껴짐, 지지  언행에 스트 스 받음, 친

지들이 헛소문을 퍼뜨림, 자녀 있는 친지를 질투함, 

자녀 있는 친지에 거리감을 느낌, 자녀 있는 친지와 

소원해짐, 자녀 없는 자신이 창피함

익숙한 세상과 

멀어짐

친한 후배가 먼  난임을 경험함, 친구가 먼  시험

을 시도함, 제일 친한 선배 언니가 난임을 먼  경

험함, 자녀 없는 친구들과 같이 고민함, 난임여성 친

지와 난임에 해 이야기를 주고받음, 난임여성 친지

로부터 안을 얻음, 난임여성 온라인 커뮤니티 댓

로 로를 주고받음, 난임여성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

해 서로 공감함, 난임여성들에 동질감을 느낌, 난임

이 자신만의 문제가 아님을 각성함

새로운 세상과 

만남

난임 인구가 많음, 의료  진단이 난임의 원인제공자

를 별함, ‘불임’이 ‘난임’으로 변함, 아들선호가 감소

함, 시  압력이 감소함, 난임 련 성차별  인식이 

감소함, 남편이 육아 분담 안 할 것으로 상되면 자

녀출산 시도를 안 하는 경향도 있음, 난임의 반은 

남성원인임, 인기 건강 TV 로그램에 난임 련 정

보가 방송됨, 난임에 한 자신의 부담감이 감소함

요즘 세상은

달라짐

여성에게 난임의 책임을 가하는 인식이 여 히 있

음, 병은 아니지만 병원을 다님, 난임병원에 시어머

니와 같이 오는 며느리도 많음, 침해  시술은 여자

만이 감당함, 출산을 해 경력이 단 됨, 난임을 경

험하지 않은 여성들과 자신을 비교함, 출산에 한 

사회  압력을 느낌, 여성으로서 난임에 한 부채감

을 가짐, 자신의 인생에 한 통제력을 상실했다고 

느낌, 자녀에 한 상실감을 느낌, 자기비하를 경험

함, 반 인 우울감을 경험함

내 몫은

여 히 남음

환자라기에는 난감함, 자식은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

정, 출산에 몰입되어 놓친 것이 많음, 자녀를 어렵게 

낳음, 자녀가 없었을 수도 있음, 아기가 고마움, 다른 

기다림 끝의

만남

다시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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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당 연 한  기 다 림

결혼과 출산에 계된 연구참여자들의 개별 인 경험은 각기 다르고 독특

한 경험이지만, 본인의 의도와는 별개로 결혼이 늦게 성사되거나, 생활상의 경

제  어려움으로 인해, 혹은 결혼을 이십 에 했어도 직업경력이 안정될 때까

지 기다리는 등으로 인해서 자녀출산이 삼십  이후로 지연되었다는 공통 이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의 자녀출산이 늦은 데에는, 생애주기 상에서 성인기에 

어든 연구참여자들이 한 사람의 성인이자 사회인으로서 발달과업을 완수하

기 한 일환으로, 결혼생활이 안정 일 수 있도록 직업경력 안정을 통한 자

아실 을 추구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는 우리사회의 반 인 경

향(김승권 외, 2012)과 계가 있는데, 연구참여자들은 만혼을 난임의 주요 원

인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이는 여성의 연령이 높을수록 난임의 향을 더 많

이 받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결과(Cousineau & Domar, 2007 : 294)와 연결되

는 이 있다.

결혼과 출산이 늦었다고 해서 연구참여자들이 출산에 어려움을 겪으리라고 

엄마들보다 나이가 많음, 자녀에게 시험 으로 낳았

다고 말해주는 게 나음, 친정부모님을 생각함, 낳았

다고 그냥 부모-자식이 되는 것은 아님, 난임에 해 

연해짐, 난임 경험 후 성장함

마주하다

출산 후 회복이 늦음, 보조생식술 후유증으로 고생

함, 육아가 고됨, 하루하루가 쟁임, 암흑기에서 암

흑기로, 자신부터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함, 경력단

을 고민함, 자아실 을 추구함, 친구들보다 한발씩 

늦음, 자녀 하나로는 정부지원 혜택을 받기 어려움, 

둘째 자녀 출산이 엄두가 나지 않음, 인정받고 가치 

있는 일을 즐기면서 사는 게 더 요함, 정체성을 지

키는 것이 어려움, 나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제일 

가치가 있음

나의 자리를

딛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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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거나 비한 것은 아니었다. 결혼을 통해 성인이자 기혼여성이라는 사

회  지 를 확보한 연구참여자들에게 자녀출산은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발

달과업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이 난임을 겪으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고, 오히려 건강을 자신하고 있기도 했다. 그래서 연구참여자들은 피임을 

하지 않고 배란일을 맞추면 임신하여 출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연출산

을 시도하며 자녀를 기다렸다.

  1 )  늦 은  기

여섯 명의 연구참여자  다섯 명의 연구참여자가 삼십 세 이상의 나이에 

결혼을 하 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들의 결혼이 빠르다기보다는 오히려 늦은 

편이라고 여기고 있었고, 결혼이 늦은 것이 난임의 원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

다. 자녀출산이 지연된 데에는 결혼이 늦은 것 외에도 생활고가 주요 요인이 

되기도 했다. 연구참여자2는 가정의 경제사정이 안정되어 새로운 가족구성원

을 맞이할 비가 되어 있을 때에 자녀를 출산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

다. 결혼 당시 연령이 이십 던 연구참여자6은 직업을 갖고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해 학업을 계속하고 있던 참이었기 때문에 취직을 해서 경력이 

안정될 때까지 자녀출산을 미뤘다. 연구참여자6이 자녀출산을 의도하기 시작

했을 때에는 연령이 삼십 가 되어 있었다.

결혼을 제가 늦게 했어요. 마흔에 했어요. ( 략) 결혼이 늦어지면 고스란히 처

럼 난임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연구참여자1)

경제 으로도 무 힘들었어요. 결혼 기에 무 힘드니까, 우리가 안정이 된 다

음에 아기를 가져야지, 그냥 아기를 가지면 안 되니까 ( 략) 계속 나도 일을 해

야 되고 늘 힘들어서 지쳐 있는데 아기까지 신경 쓸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고 

(연구참여자2)



- 52 -

내가 뭐를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애를 갖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

략)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애를 가져야 될 시 이 왔는데, 그 때가 남편이 나

이가 한 서른일곱 여덟? 는 서른 둘 셋 이 게 되니까 (연구참여자6)

  2 )  자 연 스 러 움 을  기 다 림

자녀출산이 지연되기는 했지만 연구참여자들 에 자신이 자녀출산에 어려

움을 겪을 것이라고 상한 여성은 없었다. 연구참여자들은 합법 인 혼인상

태에서 남편과 동거 이었고, 자신들의 결혼이 늦어서, 혹은 이제 자녀를 출

산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더는 미루지 않고 자녀를 출산하려 했다. 연구참여

자들에게는 성인이자 기혼여성이 된 자신이 자녀를 출산하여 어머니가 되는 

것이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이었다. 그래서 연구참여자들은 자녀를 

낳아 어머니가 되어 부부와 그 자녀로 구성된 가정을 이루기를 의도했다. 이

들은 자신이 난임을 경험하리라고 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임을 하지 않고 

배란일을 맞추면 임신이 되어 자녀를 출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하고 자연임

신을 시도했다.

결혼을 늦게 하더라도 출산이 어려울 거라는 생각은 해본 이 없어요. ( 략) 

결혼했으니 당연히 아이는 있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고, 당연히 결혼했으면 빨리 

가져야 되고, 미룰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연구참여자1)

원래는 자녀도 둘은 낳아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다 생각했는데 ( 략) 결혼하고는 

자녀를 가질 생각이 당연히 있었죠. (연구참여자2)

는 피임 같은 건 한 번도 한 이 없어요. 그냥 한테는 당연한 것 같아요. 

( 략) 애기가 없는 건 이상한 거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3)

당연히 결혼하면 아이가 생기겠지 해서 약간 늦게 결혼해서 마음이 한 상태

긴 했는데 ( 략) 둘은 낳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 략) ○년에 결혼했고, 그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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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딱히 아무 시술도 안 받고, 신 피임을 안 하고 자연으로 시도했는데 안 돼

서 그 다음 해부터는 배란일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연구참여자4)

둘이 직장도 안정돼 있고 해서 애기가 생기면 바로 낳을 계획이었기 때문에, 자

연스럽게 갖자 했었고 (연구참여자5)

 2 .  걱 정 되 는  기 다 림

성인이자 기혼여성으로서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자녀출산을 의도하고 기

다렸지만, 피임을 하지 않았고 배란일을 맞췄는데도 임신이 되지 않거나 유산

을 경험하게 되자 연구참여자들은 의료기 을 찾아 검사를 해보았다. 하지만 

연구참여자들에게 나팔  폐쇄로 인한 배란장애나 자궁 착 등과 같이 의학

으로 분명한 난임 원인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연구참여자들이 난임을 경험

한 이유는 원인불명이었다.

  1 )  기 다 려 도  오 지  않 는

연구참여자들이 난임을 염려하게 된 우선 인 계기는 피임을 하지 않았는

데도 임신이 되지 않는 것이었다. 이는 연구참여자들이 의료기 을 찾아 난임 

진단 검사를 받아 보는 계기가 되었다.

안 생기니까. 피임을 안 했는데 안 생기니까 이유가 뭘까. (연구참여자2)

학원 끝날 때쯤에 애를 갖고 싶었어요. ( 략) 그런데 이제 안 생기고 해가지

고 (연구참여자3)

자연으로 시도했는데 안 돼서 (연구참여자4)

자연임신이 안 되고 해서 (연구참여자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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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안 타 까 운  헤 어 짐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유산을 경험했다. 유산 경험은 연구참여자들의 마음

에 안타까움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연구참여자들이 자녀를 출산하기 해 의

료기 을 찾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연구참여자5는 연속 으로 유산을 경험한 

것이 야근이 잦은 자신의 직장생활 탓인 것처럼 생각되기도 했다.

(결혼하고) 일 년은 안 된 것 같은데 그 무렵에 임신 었어요. ( 략) 8주 정도에 

갔었는데 ‘잘 안 된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로 수술을 하게 죠.

(연구참여자1)

결혼하자마자 3개월 만에 애기가 생겼죠. 그래서 되게 좋아했었는데 ( 략) 계류

유산 정을 받고 바로 수술하고 ( 략) 그 다음 해에  자연스럽게 애기가 생겼

어요. ( 략)  애기가 안 자랐어요, 안에서. 병원에서는 딱히 이유가 없다고 그

러고, 는 일을 무 무리하게 해서 그런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연구참여자5)

  3 )  실 을  알  수  없 음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것으로 기 했던 자녀출산이 상 외로 어렵게 되

자 연구참여자들은 의료기 을 찾아 난임 여부를 검사해보았다. 하지만 연구

참여자 다섯 명의 난임 원인은 불명이었다. 난임진단 경험을 통해 연구참여자

들은 여성의 연령이 높으면 원인불명 난임으로 진단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35살이 넘고 결혼 후 1년이 지나면 난임 시술 자격이 주어져요. 난임도 사유가 있

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불명이 있어, 불명. 부분 그냥 불명이야. ( 략) 도 

이제 다 검사를 하게 되는데 검사 상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었었어요.

(연구참여자1)

그 게 검사를 해도 다 원인이 원인불명에 난임 부부로 나오잖아요. 확실하지 않

고 ( 략) 그러니까 그냥 원인불명인 거죠. (연구참여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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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불명도 되게 많아요. ( 략) 그때까지만 해도 남성에 해서 검사를 별로 자

세히 안 했었던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4)

혹시나 습 성 유산이 된 게 아닐까 싶어서 검사를 받은 병원이 ○○병원이에요. 

( 략) 원래는 (자연임신이) 안 된다고 하면 인공수정이나 시험  아기 쪽을 해보

려고 거기를 간 거 요. 그걸로 유명한 병원이거든요. (연구참여자5)

그 (호르몬) 수치가 나이로 환산이 되더라고요. 그 수치가 ( 략) 는 사십  정

도니까, 빨리, 시험 도 기회가 별로 없어, 더 늦으면 안 돼, 이 게 (의사 선생님

이) 얘기를 해가지고. ( 략) (정확한 진단명은) 난임이요. 원인불명 난임이요. (

략) 그거는 카페 가서 보니까 자기 컨디션에 따라서 약간의 주기가 있는 것 같더

라고요, 나 에 보니까. (연구참여자6)

 3 .  실 과  마 주 하 다

상하지 못한 난임이라는 실과 마주치게 되자 연구참여자들은 각자 자

신이 처한 자리에서 난임을 극복하기 한 노력을 기울 다. 난임 련 정보

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인터넷과 발달된 보조생식술이 보 되어 있는 21세기

를 살고 있는 연구참여자들에게 그러한 노력은 성인 기혼여성으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는 것이었다(Rosner, 2012 : 8; Cousineau & Domar, 

2007). 연구참여자들은 먼 , 이 에는 생소하기만 했던 난임에 해 알아보려

는 노력을 기울 다. 연구참여자 네 명은 인공수정이나 시험  같은 보조생식

술을 체험하기도 했다. 보조생식술에 드는  비용으로 인한 경제  부담

을 이기 해 보건소를 찾아가서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의한 보조생식술 시

술비 지원을 신청하기도 했다. 연구참여자들은 임신과 출산을 하기 한 비

의 일환으로 ‘몸을 만들기’ 해 휴직이나 퇴사를 하여 휴식을 취하거나, 운동

을 꾸 히 하거나, 건강식을 하거나, 한약을 지어 먹는 등으로 건강을 리하

기도 했다. 생물학  자녀 출산에 실패할 것에 비해 입양을 할 것을 남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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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하기도 했고, 실제로 입양을 하려고 알아보기도 했다.

나름 로의 방식으로 난임을 이겨내려 노력하면서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을 

둘러싼 사회  지지 체계들로부터 지지를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했다. 그 상호과정 속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지원에 계된 경

험을 형성하 다.

  1 )  힘 닿 는  데 까 지

보조생식술과 같은 첨단 의료과학기술이 발달해있고, 련 정보를 리 보

된 인터넷과 방송 등의 매체를 통해 쉽게 할 수 있는 21세기를 살고 

있는 연구참여자들에게 난임이라는 실은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수동 으로 

손을 놓고 있을 수 있는 상이 아니었다(Rosner, 2012 : 8). 난임을 이겨내는 

데에 활용할 수 있을 도구가 있는 이상, 성인이자 기혼여성으로서 자녀를 출

산하여 어머니가 되는 발달과업을 성취하기 한 노력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 한다고 연구참여자들은 생각했다.

아이가 안 생기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은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안 생기

면 할 수 없는 건데, 아무것도 안 하고 한다면 나 에 후회가 될 수도 있고, 그

런데 노력하고 안 되는 것은 그만큼 후회가 덜할 것 같아 갖고 ( 략) 한 여자

의 삶에서 엄마가 되는 것은 고귀한 일이라고 (남편에게) 말해줬어요. (연구참여

자1)

빨리 뭔가 행동을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서는 (자녀가) 생기지가 

않잖아요. (연구참여자3)

나 에 후회를 안 하려고 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 일단은. 그래서 했던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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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생 소 함 과  친 숙 해 지 기

자신이 난임을 경험하게 되리라고는 상하지 못했던 연구참여자들에게 난

임은 생소한 문제 다. 난임이 생소했던 연구참여자들에게 난임을 극복하기 

해 필요한 정보는 주로 연구참여자들처럼 난임을 체험한 여성들로부터 직

인 면 을 통해서나 인터넷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다. 비슷한 처지에 

있는 난임여성들과의 상호작용은 연구참여자들에게 정보수집과 정서  지지 

측면에서 제일 유익한 경험이었다. 연구참여자4는 난임, 특히 보조생식술에 

한 정확하고 문 인 정보를 달해  수 있는 교육의 필요성을 실하게 느

끼기도 했다.

친한 후배가 먼  다니고 있었어요. 그 후배가 소개해줘서. 는 그때까지만 해

도  몰랐지. ( 략) 온라인에서는 그 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보도 

많이 얻고, 서로 동질감, 공감하고 하니까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연구참

여자1)

병원에 가면 팸 릿이나 그런 게 있고, 일단 병원을 알기까지는 친구들한테 물

어보고 인터넷을 한번 찾아 서 어느 정도 알아보고, 어느 병원이 괜찮은지 알

아보고, 선택한 다음에는 가서 보니까 ‘난임부부 지원사업’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 ○○구 보건소에 가보고 그랬는데 (연구참여자3)

그냥 병원 다니면서 나랑 맞는 선생님한테 ( 략) 설명 하나도 마음 편하게 조

곤조곤 잘 해주시고 그런 게 되게 요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정말 모르는 

생소한 거고 ( 략)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를 아무도 교육을 해주지 않았어요. 

(연구참여자4)

워낙 주변에 선배 언니들도 (직업이) ○○이다 보니까 임신이 잘 안 돼서 다니

는 병원이, 어디가 좋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제일 친한 선배 언니가 거

기가 괜찮다고 그래서,  블로그에 여기 기 좀, 후기 써져 있는 거 참고해서 

갔던 거죠. (연구참여자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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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는 카페 같은 거 가입해서 다른 사람들 얘기나, 아니면, 주사 같은 거 많이 

맞으니까 그게 약이 뭔가, 아니면, 그리고 그 과정이 궁 하잖아요. 그런 것 많

이 알아봤던 것 같아요. 맨날맨날 들어가서 봤던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6)

  3 )  의 료 기 술  체 험

연구참여자들  다섯 명은 자녀출산에 의료기술의 힘을 빌리려고 했

다. 의료기술은 성공 인 자연임신을 해 음 로 난포의 성숙도를 

찰해서 배란일을 측해주기도 했고, 인공수정과 시험  시술 같은 보조생식

술도 구비하고 있었다. 네 명의 연구참여자들은 난임을 이겨내기 한 수단으

로 인공수정이나 시험  시술 같은 보조생식술을 이용하기도 했다. 연구참여

자들은  의료과학기술의 산물인 보조생식술에 해 다소간의 신뢰가 섞인 

인지를 형성해 있었기 때문에 보조생식술에 한 별다른 거부감 없이 난임 극

복의 수단으로 보조생식술을 선택했다. 보조생식술을 선택한 연구참여자들 

에는 스스로 주도 으로 난임 문 병원을 찾아간 경우도 있었고, 연구참여자

의 시어머니가 연구참여자의 친정어머니에게 연구참여자를 난임 문 병원에 

데려갈 것을 권하여 연구참여자가 보조생식술을 찾아가게 된 경우도 있었다. 

보조생식술을 시도하게 된 계기는 연구참여자들이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니었지

만, 보조생식술을 시도하기 에 보조생식술에 한 거부감 내지는 반감을 가

졌던 연구참여자는 없었고, 오히려 보조생식술을 통해 자녀를 출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가 담긴 희망을 품고 있었다.

유산 이후에 좀 무작정 기다리는 것보다는 자연과 의술을 같이, 한 길로만 가는 

것보다는 두 길로 가는 게 확률이 더 높으니까. (연구참여자1)

희 남편이 성격이 하고 도 하니까 인공수정부터 빨리 좀 시작하긴 한 

거죠. 좀 해 서 안 되니까 바로 한 건데. 그래서 그 게 죠. (연구참여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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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든 기 치가 올라가잖아요, 시험 이라는 걸 함으로 인해서 (연구참여자4)

안 되니까 좀 좌 을 해서 그냥 병원의 힘을 받자 하고, ( 략) 세 번째 가서 날

짜 받은 걸로 성공을 한 거죠. (연구참여자5)

는 사실, 일단 그 게 해서라도 애가 생길 수 있다면 괜찮은 거지 하고 생각

했는데, ( 략) 애가 백 로 생기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해보기는 해 야겠다 

… (연구참여자6)

보조생식술을 경험하면서 연구참여자들은 신체 , 심리 , , 사회생활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호르몬제 과다투여로 인한 부작용으로 신체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 희망을 갖고 시작한 보조생식술 과정이 실패할 때

마다 좌 감과 우울감 같은 심리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공장같이 시술을 

하는(연구참여자3)’ 난임 문 병원에서 생소한 의료 차에 해 알고 싶을 때

에 담당의사로부터 ‘기계 인 답’이 돌아올 때에는 마음이 불편해서 시술

차를 수행하기가 어렵기도 했다(연구참여자4). 특히 시험  시술의 경우 한 차

례 시도에 수백만 원의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연구참여자들에게 으로 

부담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리  부담도 가 되었다. 시험  시술의 특성상 

병원에 자주 가야하고, 시험  시술을 하는 병원은 역도시에만 있기 때문에, 

연구참여자들은 다니던 직장을 휴직하거나 그만두기도 했다.

(시험  시술 병원이) 아마 역시만 3개 있고, 나머지 시군구는 없어요. 그래서 

○○권은 당연히 ○○까지 다니죠. ( 략) 병원에서도 ‘문제가 없는데 왜 안 될

까요’ 할 만큼 인공도 한 두세 번은 한 것 같고, 체외도 제가 세 번째인가에 

거든요. 그러니까 다섯 번 여섯 번 했다고. ( 략) 마인드 콘트롤이 정말 요해. 

(연구참여자1)

시험 까지 안 가고 인공수정만 했는데도 난소팽 증이 된 거 요. ( 략) 는 

그래도 ‘아기가 생기면 생기는 거고 안 생기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이런 편이 아

닌 측면이 있어서 좀 심각했었어요. ( 략) 는 (배란주사를 직장 내) 화장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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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서 놨었어요. 독립된 공간이나 수유실 이런 게 없다보니…우울한 일이었지요. 

(연구참여자3)

입원 안 하고 기본비용만 딱 사백 들더라고요. ( 략) 도 일을 하다가 간에 

그만뒀고, 병원에 계속 가야 되고, 시험 은 병원에 자주 가요. ( 략) 그게 안 

을 때 자괴감 내지는 허탈감은 되게 크더라고요. 그리고 호르몬을 인공 으로 

무 과다하게 투여를 하는 것 때문에 후유증이 되게 커요. (연구참여자4)

다 합해서 오백만원 들었던 것 같아요. ( 략) 약도 다르고, 그 의사 선생님을 

보는 비용도, 거의 부분 특진 의사 선생님이고, 특진이 아니신 분은 한 명이고 

이래요. (연구참여자6)

  4 )  국 민 의  권 리 행 사

자녀를 출산하기 해 보조생식술을 이용하기로 한 연구참여자들은 ‘난임부

부 지원사업’에 의한 시술비 지원이 있음을 알고 정부 지원을 신청하여 보조

생식술로 인한 가계의 부담을 덜어보려 했다.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정부의 시

술비 지원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으며, 우리나라에 지원 

제도가 있기 때문에 보조생식술을 시도해볼 수 있었던 측면도 있다고 하면서 

지원 제도가 있는 것은 고맙고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군․구 

단 에만 있는 보건소에 직  가서 지원을 신청해야 하는 일은 번거로운 일이

었다.  보건소의 담당 공무원이 지원신청 차에 련하여 연구참여자들을 

응 하는 태도에 따라 연구참여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기도 했다. 정부지원 

상자에 포함되지 못해서 지원을 받지 못한 경험도 있었고, 막상 정부지원 

상이 되어도 시험  시술을 시도하는 데에는 자비부담이 많았던 경험도 있었

다. 그리고 정부지원 을 총액제로 연구참여자에게 지 해서 횟수에 구애되지 

않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쓸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첫 회 때 과배란 시기부터 총 스 을 다 소화하게 되면 그때에도 150은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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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자기부담 했던 것 같아요. ( 략) 도 직  가서 신청했어요. 그것도 성가

시더만. (연구참여자1)

인공 신청하고 (시험  지원 신청) 소식이 없으니까 (보건소 담당공무원이) 혹시

나 해서 화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때 물이 났어요. ( 략) 그런 지원 체계가 

있는 게 아주 다행이긴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도 

별로 많이 고민 안 하고 바로 인공수정 선택한 거거든요. 한번 해볼 수 있는 거

니까. ( 략) 고마움이 있었어요. (연구참여자3)

지원이, 처음에 생겼을 때 받을 수 있는 계층이 되게 었어요. 산층도 아니었

고 무 그게 까다로웠어요. ( 략) 그래도 안 주는 것보다 낫지만 혜택이 무 

부족하고 시험 에 제반되는 모든 비용은 다 비보험이에요. ( 략) 횟수를 정해 

놓은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 략) (병원비가 올라가서 정부지원을 받아도) 결국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엇비슷해요. (연구참여자4)

지원 상이 아니어서. 고소득이어서 못 받은 건 아니고. ( 략) 부담스러웠던 게, 

한 번에 되면 그건 정말 괜찮은 일인데, 안 되면, ( 략) 이걸 계속할 수 있을까? 

(연구참여자6)

  5 )  기 다 림 을  한  몸 만 들 기

보조생식술을 경험한 연구참여자들과, 난임 문 병원에서 신체상에 문제

가 없으니 일단은 자연임신부터 시도해보자고 권한 연구참여자 등은 직장을 

그만두고 휴식을 취하거나, 한약, 건강식, 운동 등으로 자신의 건강을 리했

다.

인공수정은 힘들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그만하고, 친구가 알려  한의원이 있었

거든요. 한의원 가서, 쉬어가자 싶어서 한의원 가서 약을 지어 먹고 임신이 어

요. ( 략) 여자가 무 힘들고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먼  한의원부터 권하고, 

( 략) 그래서 친구들한테 항상 운동하라고 그러거든요. (연구참여자3)

(시험 을) 한 번 하고 나면 무 축이 나서 그걸 수습하는 데에 몇 달이 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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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약 먹고, 한약도 정말 따져보니까 수 천 만원 어치 먹었더라고요. ( 략) 

그런 한약은  애기가 걸려 있기 때문에 되게 비싸더라고요. (연구참여자4)

○년부터 (직장을 그만두고) 쉬면서 비를 했어요. ( 략) 집에서 계속 쉬고 있

었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여유가 있다 보니까 애기가 잘 컸어요, 건강하게. (연

구참여자5)

  6 )  마 음 으 로  하 는  출 산  시 도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출산에 성공하지 못할 것에 비해 입양을 고려

하기도 했다. 하지만 입양을 실제로 하기에는 남편의 반 와 입양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과 같은 난 이 있었다.

입양하려고 알아보기도 했어요. 근데 그 때에는 나이가 있어서 안 된다고 하더라

고요. (연구참여자2)

몇 년 해보다가 안 되면 는 입양까지 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안 되면 입양을 

해서라도 키우면 되지 하고 얘기도 했었고, 시부모님한테도 미리 그 게 얘기해

놓으라고, 막 그랬는데, 남편은 싫다고 그러긴 했었지만. (연구참여자3)

 4 .  나 의  세 상 이  달 라 짐

실이 된 난임에 처해나가면서 연구참여자들은 난임여성의 치에서 자

신을 둘러싼 환경  맥락을 체험하고 그에 응해야 했다. 그 경험은 연구참

여자들이 성인 기혼여성으로서 이 까지 당연하다고 여기고 형성해온 정체성

이 흔들리는 경험이었다. 난임이라는 속성은 연구참여자들에 내재해 있는 다

양한 속성들  하나일 뿐이지만 연구참여자들의 체 정체성에 미치는 향

이 작지 않았다(Whiteford & Gonzalez, 1995 : 30). 난임 경험은 연구참여자들

이 난임을 체험하지 않았더라면 달라지지 않았을 수도 있는 남편, 원가족,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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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경험하지 않은 친지들과 같은 연구참여자들에게 익숙한 세상을 다른 세

상으로 만드는 한편으로 난임여성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었다. 

뿐만 아니라 TV나 인터넷 등의 매체가 향력을 행사한 사회의 난임여성

에 한 반 인 인식의 변화도 연구참여자들이 여태까지 형성해온 사회  

정체성을 조정하게 만들었다. 한편으로 그러한 경험은 연구참여자들이 환경  

향을 일방 으로 수용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응해서 자의식을 형

성하게 만들기도 했다.

  1 )  동 상 이 몽 ( 同 床 異 夢 )

연구참여자들이 가장 직 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자신의 자리를 돌아보고 

그에 처하도록 향을 미치는 상 는 남편이었다. 남편은 난임이라는 실

을 함께 타개해나가야 할 동반자이기에 주된 사회  지지 체계이다(Amir et 

al., 1999 : 465). 남편은 연구참여자에게 정서 으로 안과 힘이 되어주면서 

사회  지지 체계로서의 순기능을 담당하기도 했다. 반면에 남편은 연구참여

자가 스스로를 남편에게 부 한 배우자로 느끼게 하거나(Gerrity, 2001 : 

153), 무자녀 상태에 해 부정 인 반응을 표출하거나, 난임을 이겨내기 한 

수단으로 보조생식술을 선택하는 데에 연구참여자와 엇갈린 태도를 보임으로

써 연구참여자를 힘들게 하기도 했다. 남편들은 보조생식술 이용에 해 연구

참여자들보다 소극 이거나 반 하는 태도를 보 는데, 이는 보조생식술 이용

에 여성이 더 극 이라는 연구결과(Abbey et al., 1991 : 297)와 일치한다. 

난임 체험 에 남편과 주고받은 상호작용은 연구참여자들이 난임이라는 실

에 응해나가면서 성인 기혼여성으로서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주요한 계기

가 되었다.

정서 으로 도움을 많이 주고, 한두 번은 병원에 같이, 제가 병원에 데리고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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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랬는데, 요한 거는 데리고 간, 따라간 게 아니라 내가 주도 으로 데리고 간 

(연구참여자1)

그런데 지 은, 가끔은, 이제는, 요즘에는 좀 미안해요. 이 사람이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났으면 아기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 략) 처음에는 신랑이 싫

어하더라고요, 내가 무 조카에 집착하니까. (연구참여자2)

그러니까 는 피곤하죠. 그냥 같이 (남편이 조카들을) 뻐하면 될 텐데 그래가

지고. ( 략) 남편한테 ‘당신도 이제 애가 생겼다’ 그 말을 해주고 싶었던 것 같

아요. ( 략) 제 친구들을 도, 남편이 안 도와  것 같다, 남편이 애 키우는 데 

안 도와  것 같다 그러면 애 낳기를 싫어해요. (연구참여자3)

남편하고의 계도 안 좋아지더라고요. 왜냐면 자꾸 실패가 되면서부터 나는 이

만큼 노력하는데 신랑한테는 하는 게 도 체 뭐가 있냐 이런 식으로 자꾸 하게 

되니까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되게 민해지고 하니까. ( 략) 특히 남편들 교육

이 무 필요한 것 같아요. 무 남자들이 무지하니까, 당연히 여자 몫이라는 그

런 생각들… (연구참여자4)

(유산으로 인한) 그 안타까움도 에서 같이 줬고, (유산)수술 받으러 가는 길

에도 남편이 데려다 주고,  수술 받기까지 계속 기다렸다가 나왔을 때 병원에

서 간호해주고. (연구참여자5)

남편은 반 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생기면 생기고, 인공 으로 뭘 하는 

것에 해서 거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6)

  2 )  익 숙 한  세 상 과  멀 어 짐

난임 체험 에 연구참여자들은 친정식구․시 식구․친지 등과 같이 자신

에게 익숙한 사람들과의 계에서 변화를 경험했다. 이들과의 계가 반드시 

악화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체 으로 난임 체험 에 연구참여자들은 난

임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과의 계가 축됨을 경험했다.

연구참여자들의 난임 체험  원가족과의 상호작용 경험을 먼  보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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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참여자의 친정식구와 시 식구는 지지의 원천이기도 하고 부담스러운 존재

이기도 했다. 연구참여자들에게 친정식구, 특히 같은 여성인 가족은 ‘일단 내 

편이 되어  사람들’이라서 존재 자체만으로도 힘이 되는 면이 있었다. 그러

나 결혼을 했는데에도 연구참여자들에게 자녀가 없는 것이 원가족들에게 걱정

거리라는 것을 원가족들이 놓고 표 하지는 않아도 연구참여자들은 인지하

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원가족과의 만남이 부담스러운 도 있었다. 연구참여

자들은 난임에 해 체로 부모와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는데

(Miall, 1986 : 272), 자식 된 도리를 생각해서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기를 꺼렸

기 때문이다. 시부모는 연구참여자의 난임을 가지고 연구참여자를 힘들게 하

지 않더라도 연구참여자가 다소간의 부채감을 갖게 하는 존재 다. 임신과 출

산이 여성의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상, 여성인 연구참여자들은 무자녀 상

태에 해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는 난임여성에게는 남

편의 가족, 특히 시어머니가 가장 부담스럽다는 연구결과(Whiteford & 

Gonzalez, 1995 : 30)와 일치한다. 

그런데 한 세 번째부터는 안 알렸어요. 왜냐면 반복되니까  가족들도 ‘아, 이번

에는 되겠지’ 기 하잖아요. ( 략) 아무래도 제일 압박의 상은 시부모님이 아

닌가 싶거든요? (연구참여자1)

시 에서도 다 애기로는 상처를 안 주셨어요. ( 략) 희 어머님 아버님은  무

슨 기야. ( 략) 손주들이 없잖아요. (연구참여자2)

(부모님께) 다 비 로 했어요. 엄마도 모르게, 병원도 남편이랑 둘이만 다니고 그

랬었는데, 자식 일이니까 괜히 걱정하시니까 ( 략) 가족 행사에 가고 그러면 우

리가 아기가 없고 그런 게 그때 되게 많이 느껴져요. 친구들이야 애기 없는 사람

들만 만나서 같이 놀면 되는데 (연구참여자3)

친정엄마도 그 고, 이걸 해본 이 없으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다들 치만 보고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 해가 거듭되면서 그게 쌓이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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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 트라우마로 남더라고요. (연구참여자4)

시아버지 입장은 다르더라고요. 이제, 출산 나이가 얼마 안 남았고, 몸 생각해서

라도 애기를 낳을 거면 빨리 낳아라, 이 게 말 하시는 ( 략) (시 ) 형제 쪽이

어서 (둘째 유산 사실도) 알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좀, 제가 애기 생기기 까

지 계속 제 상처를 건드려서 좀 안 좋았었어요. (연구참여자5)

여동생이 제일 많이 도움이 던 것 같아요. 그냥 존재 자체가. ( 략) 시어머니

들은 보통 다 그 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여자 쪽에서 건강하지 못해서 애가 

안 생기는 거다 하는 생각이 다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내 아들은 문제가 없는데. 

(연구참여자6)

   난임을 체험하는 에 연구참여자들은 친구나 직장동료 등과의 계에서도 

다소간의 변화를 경험했다. 주로 여성인 연구참여자들의 친지들은 체로 연

구참여자들을 배려하는 태도를 보 다.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에게는 자신들보

다도 더 난임에 해 조심하는듯한 주  사람들의 반응이 편하지만은 않기도 

했다.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도, 난임을 경험하지 않은 친구들은 연구참

여자들에게 ‘다른 세상을 사는 사람들(the fertile world)’처럼 느껴졌다

(Cousineau & Domar, 2007 : 296). 난임을 경험하지 않은 여성 친지의 지지  

언행은 연구참여자들에게 지지 이지 않고 공허하게 느껴지는 측면이 있었고, 

친구들이 부모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녀가 없는 연구참여자들은 친구들로부

터 뒤처지고 멀어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한 경험은 연구참여자들이 스스로 

그들과의 계를 회피하거나 단 하게 만들기도 했다(Slade et al., 2007 : 

2310; Amir et al., 1999 : 465; Miall, 1986 : 275). 극히 일부이지만 심한 경우 

연구참여자에게 자녀가 없음을 가지고 연구참여자의 친지들이 터무니없는 소

문을 만들어 퍼뜨려서 연구참여자가 속상하게 만들기도 했다.

먼  말을 꺼내지 않아요. 지 도 같은 사례 아니어도 직장이나 가정, 다른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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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서도 그 게 ‘아이를 가져야지?’ 그러는 거는 섣불리 안 하는 것 같아요. (

략) 직장의 분 기도 많이 좌우 을 것 같은데, 는 양해도 해주고 동료들도 지

지해주는 것도 많이 있었고, . (연구참여자1)

그런 거에 기분 상해서 안 보게 되는 사람들도 있고, 말 막 해서. 남의 얘기라고 

함부로 막 하고. ( 략) 같은 시기에 결혼한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애기를 

가졌다고 하면, 부럽기도 했고 기도 하고. (연구참여자2)

그 시기에는 만나면 애들 얘기만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애기 있는 친구들은 

안 만나지고 그러는 거죠. ( 략) 자녀 있는 친구들 만나서 하는 얘기 들으면 멀

게 느껴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 략) 다른 세상을 사는 사람들 같고 그 더라

고요. (연구참여자3)

사람도 잘 안 만나게 되고, TV에서도 가 임신했다고 하면 TV 안 보게 되고, 

드라마 내용에서도 임신한 내용이 나오면 그 드라마를 안 보게 되고. 구 돌잔

치 있는데 안 가고, 인간 계의 폭이 확 더라고요. 거의 안 만나게 되고 다만 

딱 내 상황 아는 친구들 몇 명만 만나게 되고. ( 략) 제가 안 만난 거죠, 그냥, 

모임에 다 안 나가고. 거의 병원-집, 병원-집 한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4)

제가 어렵다기보다는 그 상 방들이 더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 략) 그 까지

는 친구들이 조심조심 하는 것도 보여서 좀 그 긴 했는데, 같이 가자하는데, 

( 략) 그 모임을 조  기피하게 었어요. (연구참여자5)

제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은 무 사람들이 (시험  시술을) 과장된 시선으로 

가지고, 되게 힘들지? (연구참여자6)

  3 )  새 로 운  세 상 과  만 남

난임 체험 에 사회  계상으로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서 연구참여자들

은 새로운 사회  계를 형성하기도 했다. 연구참여자들에게 힘이 되어  

사람들은 주로 난임을 경험하는 이거나 난임을 경험한 이 있는 여성들이

었으며, 이들과의 상호작용은 연구참여자들이 손상된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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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많이 되었다(Miall, 1986 : 276). 자신이 난임 체험 임을 여성이 남성

보다 더 많이 공개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난임은 자존감을 하는 속

성이므로 자신의 난임을 많이 공개하는 여성일수록 심리 으로 더 큰 어려움

을 겪을 수 있다. 그 게 되면 여성은 사회  지지를 더 게 찾으면서 사회

으로 고립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자신의 난임을 자신과 같이 난임을 

경험 인 여성에게 공개할 경우, 난임여성은 심사를 공유하는 데에서 오는 

사회  지지를 얻을 수 있을뿐더러 난임이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각성의 

기회도 잡을 수 있다(Slade et al., 2007 : 2316; Abbey et al., 1991 : 311). 이

와 같은 경험은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에서도 나타났으며, 연구참여자들의 난임 

경험은 연구참여자들이 인터넷을 통한 다른 난임여성들과의 상호작용을 하

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엄청 많은 거 요. 그러니까 는 이제, 아, 나는 혼자 특별한가, 나만 혼자 그런

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막상 병원에 가니까 거기는 안 돼서 오는 사람들

이니까 약간 일반 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 요. 그래서 마음은 오히려 편해졌던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3)

다행히 친구가 보다 먼  시험 을 시도해서 사실 거의 그 친구한테 로를 많

이 받았어요. ( 략) 돌아오는 피드백이 다 그냥 한테는 공허하게 느껴지니까 

( 략) 그게 더 스트 스 되는 거 요, 그런 말 듣는 게. 제가 마음을 비우려고 

했는데도 내 마음 로 마음이 비워지는 것도 아니고, 스트 스 안 받으려고 한다

고 안 받는 것도 아닌데 … 힘이 안 되고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단지 같은 친

구한테만 그런 얘기도 하고 로를 받고, 그런 시기 어요. (연구참여자4)

댓  원래 잘 안 다는데, 댓  달아주고 최 한 솔직하게 얘기해주려고 하는 마

음이 들더라고요, 로 도 모르게. ( 략) 거기 난임병원이잖아요. 그럼 앉아 

있는 사람들이 다 나랑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 략) 모르는 사람이라도 다 친

구 같고. ( 략) 그냥 로가 돼요. 이런 사람이 이 게 많구나. 내가 일종의 문제 

있는 사람인데, 나만 문제가 있는 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연

구참여자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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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요 즘  세 상 은  달 라 짐

한편으로 연구참여자들은 난임에 해서 우리사회의 남녀차별 인 인식이 

많이 불식되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난임의 원인이 남편에게 있는지 부인에게 있는지를 의료기 의 진단으로 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난임이 여성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사회

가 알고 있다는 것이다. 지상  TV의 인기 건강 로그램과 인터넷 같은 

매체를 통해 연구참여자들은 난임이 자신과 같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사회의 인식도 그러한 향을 통해 성차별 인 경향이 많

이 그러졌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의 이러한 인식은 연구참여자

들이 난임이라는 실에 해 갖는 부담감을 조 이나마 더는 데에 도움이 되

기도 했다.

왜냐면 난임 인구도 워낙 많고 ( 략) 요즘에는 진단이 좍 나와 버리니까 ( 략) 

딸이 더 좋다고 다 하지, 집안을 이어야 되니까 아들 낳아야 된다고 말하는 사

람은 없어요. (연구참여자1)

보다는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남자 쪽에도 문제가 많은 것 같고. ( 략) 

부터도 그런 생각을 많이 안 하게 되더라고요. ( 략) 편견은 많이 좋아지지 않

았나. ( 략) 시  치도 많이 어든 편이잖아요. (연구참여자3)

사실 알고 보면 불임은 오십  오십인 것 같아요. ( 략) ○○ 로에서 난임에 

해서 집 으로 몇 주에 걸쳐서 방송을 한 이 있었어요. 그런데 의외로 남

성 난임이 많다는 것을 그 때 처음 알았어요. (연구참여자4)

  5 )  내  몫 은  여 히  남 음

의료기술이 발달해 있는 21세기 정보화 사회를 살아가면서 연구참여자들은 

난임을 이겨내는 데에 필요한 정보와 의료기술을 이용할 수도 있었고,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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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마 정부 차원의 지원도 난임여성들을 해 마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회분 기도 과거에 비해 난임여성에 한 부정  인식이 많이 사그라졌다고 

연구참여자들은 느 다. 사회  계에서 가장 어려울 수 있는 시부모님도 연

구참여자들에게 자녀가 없음을 가지고 질책하거나 스트 스를 유발하는 일이 

없거나 은 편이어서 연구참여자들은 시부모님에 한 고마움을 표 하기도 

했다. 하지만 난임 경험이 없는 다른 기혼여성에 비해 기혼여성으로서 당연히 

되어야 할 어머니가 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돌아보면, 있어야 할 자녀의 빈

자리가 느껴졌고, 자신의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어갈 수 없음에서 오는 막막함이 려왔다(Rosner, 2012 : 77-78; Cousineau 

& Domar, 2007 : 295). 그러한 부분만큼은 임신과 출산을 담당하는 신체를 가

진 자신이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할 자신만의 몫이었다.

내가 애기를 못 갖는, 생산력 없는 여자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나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구나, 비하감, 약간 그 게 되긴 하죠. 나는 왜 그런 여자일까. 남들

은 다 애기를 잘 갖는데. 나는 왜 애가 안 생기나. 그게 남편 문제일 수도 있겠

지만 일단은 자기 생각을 먼  하게 되죠. (연구참여자3)

애기가 안 생기던 기간이 무 길어지니까 제일 고민 던 게, 만약에 정말 끝까

지 애가 안 생기면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되게 막막하더라고요. 

일을 간에 그만뒀지, 다시 하려니 그것도 막연하죠. 그리고  애기라도 있으

면 육아라는 새로운 일이, 어떻게 보면 직업 내지는 어떤 나의 일이 생기는 건

데, 그런 게 없이 끝까지 애기가 안 생기면, 다시 내 인생이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무 혼란스럽더라고요. 내 의도와 상 없이 바 어야 되는 그게 

(연구참여자4)

내가 선택해서 안 하는 건 괜찮은데, 아, 일단 내가 여자인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애를 낳을 수가 없 . 그 게 딱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되게 이상하더

라고요. 뭐랄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 략) 애를 낳기 한 도구? 수단? 

그거는, 거기에 해서 내가 거부하면서 살아왔는데, ( 략) (의사의) 말 한 마디

에 내가 이 게, 다른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 략) 나비효과처럼 묘한 게,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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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을 받고, 는 문제가 있어, 이 게 말해서 제가 그 굴  속에 들어가서 어

든 그 게 된 것뿐인데 ( 략) 입시를 치르고 그런 이스 같은 데 있다고 생

각을 하니까. (연구참여자6)

 5 .  다 시  나 와  마 주 하 다

난임 체험은 연구참여자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난임을 체험한 기혼여성으

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는 계기 다. 인간은 자신의 생태  환경과 극

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성장하며, 그 과정 속에서 자신과 자신의 치와 인생

의 목 에 해 배우게 되는데(장인 ․오세란 공역, 1996 : 76) 그러한 에

서는 연구참여자들도 외가 아니었다. 정체성은 유일무이하고 확실한 어떤 

것이라기보다는 개인의 다양하고도 때로는 상충되는 국면들이 발 하는 자리

이다(Letherby, 2002 : 286-287). 연구참여자들은 각자 자신이 처한 자리에서 

불시에 실로 다가온 난임에 응하기 해 고군분투하면서 자기 자신을 다

시 만나게 되었고, 그 경험을 딛고서 자신의 삶을 이어나가게 되었다는 공통

을 공유한다.

  1 )  기 다 림  끝 의  만 남

난임을 경험한 후 출산한 연구참여자들은 어머니됨의 의미와 자녀와의 

계를 비롯하여 자신이 처한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할

지를, 난임을 경험하지 않은 기혼여성들과는 다르게 경험했다. 당연한 일처럼 

쉽게 할 수 있었던 출산이 아니었기에 어머니됨이 자신의 인생에서 어떠한 의

미가 있는지를 한번쯤 돌아보아야 했고, ‘없을 수도 있었던’ 자녀이기에 그러

한 자녀와의 계 역시 난임 경험과 무 할 수 없다. 그래서 난임을 경험한 

여성의 출산은 난임을 경험하지 않은 여성의 출산과는 분명히 다른 출산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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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Greil, 1997 : 1699).

(자녀는) 하늘이 지해주는 것이어서 그 게 … 좀 다른 것 같아요. ( 략) (자

녀에게 시험 으로 출산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조심스럽거나 꺼릴 것이 

 없어요. 21세기인데 시험 으로 낳고 안 낳고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 략) 

환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난 생각해본 이 없고, 해도 안 될 것 같고. 

(연구참여자1)

도 애기 낳으면 애기만 키우면서 만족하면서 살  알았는데, ( 략) 애만 키

운다고 그 게 행복하고 다 채워지고 성취감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3)

부모-자식이, 애기를 낳았다고 해서 그냥 부모-자식이 되는 건 아닌 것 같더라

고요. ( 략) 엄마가 다른 엄마보다 나이가 많고 한 게 … 엄마가 애기가 잘 안 

와서 엄마가 병원 많이 다니고 해서 … 지 도 얘기해줘요. (연구참여자4)

그런 경험을 다 겪고 나름 깨지고 부서지고 하다 보니까 정말 귀한 아기가 태어

난 거고, 그 아기를 가진 시기도 무 행복했었고, 그 에 받았던 상처들이 정

말 다 치유가 고, ( 략) 일은 조  뒤로 미루고, 아기를 더 우선순 로 내 인

생에 들일 수 있게끔 한 … 그런 계기가 었어요. (연구참여자5)

더 노력해서 얻은 아이니까. 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 략) 애

를 갖는 문제니까, 엄마 아빠가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 략) 우리 엄

마 아빠도 나를 이 게 낳았겠지? 이런 식의 유추 같은 걸 하면서 많이 생각했

던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6)

무자녀 기혼여성인 연구참여자 역시 난임 경험 이후 자기 자신과 다시 만

나야 했던 에서 외가 아니었다.

내면을 가꿔야 하는데 자존감도 되게 없었던 것 같아요. ( 략) 내가 변화를 해

야 삶이 바 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 요. ( 략) 내가 건강해지려고 노력하면서 

밝아지고 내가 막 다니고 하니까 좋아해요, 사람들이. ( 략) 는 지  제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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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서 자존감이 올라가서 그런지, 별로 뭐, 낙담하거나 이런 건 없는 것 같

아요. ( 략) (욕심이) 아  없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일단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런 게, 그것도 이겨냈는데, ( 략) 성장. 그리고 나를 돌아보는 걸 잘하려고 노력

하는 거, 자기 성찰 있죠? 그걸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연구참여자2)

  2 )  나 의  자 리 를  딛 고 서

난임 체험 이후에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자리를 토 로 해

서 앞으로의 삶을 이어나가야 했다. 난임 경험 후 출산한 연구참여자들은 난

임을 경험하지 않은 기혼여성들에 비해 자신들이 ‘한발씩 다 늦는(연구참여자

3)’ 경험을 하면서 ‘ 쟁 같은 하루하루(연구참여자4)’를 치러낸다. 어렵게 낳은 

자녀이지만 육아는 힘에 부치고, 자녀가 ‘왜 나는 동생이 없어?’ 하고 물어도

(연구참여자4) 둘째 출산은 시도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 그 와 에 자아실 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것은  다른 도 인 과업이다.

단체 톡 하는 내용들이, 기에는 첫 아이 얘기하다가, 제가 첫 애를 낳으면 둘째 

얘기를 하다가, 요즘에는  교육 얘기 하는데, 는 한발씩 다 늦는데 ( 략) 성

취감이나 자아실 처럼, 자기가 뭔가 인정받고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그걸 즐기

면서 사는 게 더 요한 것 같더라고요. (연구참여자3)

무 오랜 기간 난임이었던 세월이 육아하고도 연결돼서, 육아 스트 스도 상당

한 건데, 더 힘들더라고요. 암흑기에서 한 번 더 암흑기로 가더라고요. 

(연구참여자4)

희가 엄마 아빠로서는 나이가 많은 편이잖아요. ( 략) 서로 력해서 육아를 

하면 둘째도 낳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 략) 이래가

지고는 둘째를 낳아도 다 내 몫으로 돌아오니까 안 되겠다 ( 략) 나의 정체성을 

계속 지키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게 제일 … 가치가 있는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연구참여자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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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녀 기혼여성인 연구참여자 역시 자신의 자리에서 정체성을 재형성해가

야 했다. 연구참여자는 자신의 자리를 돌아보고, 자신의 바로 에는 ‘남들이 

부러워 할’ 정도로 자신에게 ‘힘’과 ‘행복’이 되어 주는 남편이 있고, 반항기 심

한 사춘기 때에도 부모보다 이모인 연구참여자를 더 찾고 따랐던 조카가 있으

며, 상처가 될까  손주 얘기를 한 번도 꺼낸 이 없는 시부모님이 있음을 

알았다. 한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들도 연구참여자가 다가갈 때 편견 없이 

연구참여자를 받아 을 느낄 수 있었으며, 요즈음의 한국사회는 난임여성에 

한 부정 인 인식이 많이 불식되어 있는 분 기이다. 연구참여자는 자신에

게 어머니 외의 다른 정체성도 있음을 생각하고 스스로 당당해지려 노력하면

서, 남편에게 칭찬 한 마디라도 더 해주려 하고, 자신의 학원을 찾아오는 아이

들에게 좋은 선생님이 되어 다.

제 2  일 반  구 조  기 술

연구참여자들의 개별 이고 독특한 경험을 다섯 가지 주제로 구조화하여 

살펴본 결과를 토 로 우리사회에서 기혼여성이 난임 체험 에 자신을 둘러

싼 사회  지지 체계들과 상호작용하면서 겪는 경험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성인기에 어든 우리사회의 여성들은 혼인과 자녀출산이라는 성인기의 발

달과업을 거치기 에 취직을 하여 사회  지 와 경제  측면에서 안정이 되

기를 추구한다. 그 게 하기 해서는 직업경력이 쌓일 때까지 수년간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그러다 보면 본인의 의지와 상 없이 혼인이나 자녀출산  

한 가지나 두 가지 모두가 삼십  이후에야 가능하게 된다.

합법 인 혼인을 통해서 성인기의 발달과업  하나를 성취하고 기혼여성

으로서의 사회  지 와 정체성을 획득한 여성들은 연령이 삼십 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출산을 미루지 않고 의도한다. 이들에게는 기혼여성으로서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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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어 부부와 그 자녀로 구성된 가정을 형성하는 발달과업이 성인이자 기혼

인 여성으로서 생애주기 상에서 당연히 거쳐 가야 할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기혼여성들은 자신이 난임을 경험하리라는 것을 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임

을 하지 않고 배란일을 맞추면 임신이 되어 출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

다.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했던 자녀출산이, 피임도 하지 않

고 배란일을 맞췄는데도 임신이 되지 않거나 임신이 되어도 유산이 되는 등으

로 어렵게 되자 기혼여성들은 의료기 을 찾아 검사를 받아보았다.  의료

기술에 한 신뢰가 있고, 보조생식술을 이용하면 자녀출산에 성공할 수도 있

다는 것을 어렴풋하게나마 알고 있기 때문에 기혼여성들은 자신들이 자녀출산

에 성공하지 못한 이유를 의술을 통해 알아보고 싶었다. 그러나 병원 측의 설

명은 호르몬 수치가 낮거나 다낭성난소증후군이 있다는 등의 난임의 한 

요인이 될 수 없는 것뿐이었고, 진단서상의 진단명은 ‘원인불명 난임’이었다. 

원인불명 난임으로 진단이 된 기혼여성들은 여성의 연령이 35세 이상이면 거

의 부분이 원인불명 난임으로 진단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원인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난임이 실이 된 기혼여성들은 난임을 극복

하기 해 노력을 기울 다. 그 노력은 성인 기혼여성으로서 자녀출산이라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과정상의 과업을 성취하기 한 노력이었다. 요즘 시

에는 과거와 달리 보조생식술이라는 발 된 의료기술이 있기 때문에 성인

인 기혼여성으로서 자녀출산을 해 할 수 있는 노력은 일단 다해야 나 에 

후회가 없을 것 같았다. 그러나 난임 자체가 자신의 실이 되리라고는 상

을 하지 못한 것이어서 생소하기 때문에 기혼여성들에게는 난임에 계된 정

보가 필요했다. 그 정보는 난임을 먼  경험한 지인들이나 온라인 자조모임 

등에서 주로 얻을 수 있었고, 그 게 얻은 정보가 도움이 많이 되었을 뿐더러 

정보를 얻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상호작용이 정서 으로 지지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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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술이 발달해 있는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기혼여성들은 난임

을 타개할 방안으로 의료기 의 도움을 받을 것을 고려했다. 자녀를 출산하기 

한 수단으로 보조생식술을 이용하게 된 기혼여성들은 처음에는 보조생식술

에 한 희망 섞인 신뢰가 있었다. 그러나 인공수정과 시험  시술은 호르몬

제 과다투여로 인한 부작용과 후유증이 있어서 신체 으로 힘들었다. 인공수

정과 시험  모두 성공률이 높지 않아 시술이 실패를 거듭하자 심리 으로도 

힘들었다. 시험  시술의 경우 한 번 시도하는 데에 비용이 많이 들어서 

 어려움뿐만 아니라 심리  어려움까지 가 되었고, 시험  시술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역도시에만 집 되어 있어서 의료서비스 근권상의 문제도 있

었다. 그래서 시험  시술의 성공을 해 병가로 휴직하거나 직장을 그만두기

도 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의한 정부의 보조생식술 시술비 지원은 난임 체험 

여성이 보조생식술을 이용하게 되는 동기로도 작용했고, 보조생식술을 이용하

는 데에 으로 필요해서 찾게 되는 지원이기도 했다. 우리나라에 시술비 

지원이 있는 것 자체는 고맙고도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시술비 지원을 받기 

해서는 지원 상자에 포함이 되어야 하고, 지원신청은 시․군․구 단 에만 

있는 보건소에 직  찾아가서 신청해야 하는 행정서비스 근권상의 문제가 

있다. 게다가 지원 횟수에 제한도 있고, 지원 액이 시험  시술의 경우 일부

에 해당하는 비용만 정액으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지원 정도가 실속이 없다고 

느껴지기도 한다.

자녀를 출산하기 해서는 자녀출산이 여성의 몸을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건강을 리하는 것도 필요했다. 보조생식술 시도 에 조 만 더 자연임신을 

시도해보자고 난임 문의가 권유하거나, 보조생식술의 부작용과 후유증으로 

인해 몸이 상하면 휴식, 한약, 건강식, 운동 등으로 건강을 리하여 몸을 만

든다. 자녀출산이 힘들겠다고 단되었을 때에는 입양할 것을 고려하기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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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남편의 반 와, 연령과 같은 입양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이

유 등으로 입양에도 난 이 있었다.

자녀출산이 어렵게 되자 기혼여성들은 난임여성의 치에서 자신을 둘러싼 

사회  맥락을 보게 되면서 이제까지 형성해온 성인 기혼여성으로서의 정체성

이 흔들리는 경험을 한다. 가장 직 으로 감하게 되는 계상의 변화는 

난임에 한 남편의 반응과 계가 깊다. 자녀출산을 통한 가족형성과 련해

서 부부의 지향 이 합의되는지 여부에 따라 남편은 난임여성에게 지지가 될 

수도, 어려움이 될 수도 있다. 보조생식술을 시도할 것인지 여부에도 남편과의 

합의가 필요하지만, 자녀를 출산했을 때에 남편이 육아를 비롯한 가사를 공동

으로 부담해  것 같지 않으면 자녀출산 시도 자체를 그만두기도 한다. 성인 

기혼여성으로서 어머니라는 정체성을 획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던 인식

이 남편과의 상호작용에 달린 기로에 서게 된다.

난임여성의 치에서는 친정식구나 시 식구와의 계에서도 변화를 경험

하게 된다. 친정식구, 특히 여성인 가족은 그래도 내 편인 것 같지만 그들의 

지지 행동이 공허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특히 부모님은 자식이 된 입장에서 

괜한 걱정을 끼치게 될까  난임 문 병원에 다닌다는 사실과 같은 일을 숨

기기도 한다. 시 식구, 특히 시부모님은 무자녀 상태에 해 힐책이 없어도 

괜스  부담스럽다. 가족이 모이는 자리도 자신만의 무자녀 상태를 더욱 실감

하게 만들기 때문에 부담스럽다.

친지들과의 계에도 변화가 생긴다. 친구, 직장동료, 이웃 등 주 사람들은 

체로 난임여성이 상처받지 않도록 조심하고 배려해 다. 그러나 난임 체험

자의 입장에서는 그 조심하는 태도가 더 부담스러워서 그들과의 상호작용을 

회피하거나 스스로 단 하기도 한다. 난임여성의 치에서는 같은 난임여성이 

제일 공감이 가고 안이 된다. 직 인 면 도 큰 힘이 되고, 인터넷에

서 얼굴도 모르는 채로 주고받는 상호작용도 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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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여성 입장에서 그나마 보다 좋아졌다고 할 수 있는 것은 TV나 인

터넷과 같은 매체의 향력 덕에 난임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다는 성차별

인 인식이 많이 약해졌다는 이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면 난임의 원

인이 남편에게 있는지 부인에게 있는지가 진단이 나오는 세상이기 때문에, 의

외로 남성난임이 많다는 사실이 방송을 타기도 하고 인터넷에 떠돌기도 하면

서 난임여성 스스로도 난임의 책임이 으로 자신에게 있다는 생각은 덜 하

게 된다. 사회 으로 아들을 낳아 를 이어야 한다는 인식도 많이 사그라진 

것 같고, 며느리에 한 시 의 압력도 많이 어든 오늘날이다.

그래도 환자 아닌 환자로 보조생식술을 시도했다가 실패하거나 남편이 자

녀를 원하는 것처럼 생각되면, 난임이 왠지 여성인 자신의 탓인 것처럼 느껴

지는 부분이 여 히 남는다. 래의 다른 기혼여성들은 출산하여 어머니가 되

어 있는 데에 비해 자신은 어머니가 되지 못하고 있음을 돌아보면 자녀의 빈

자리가 느껴지면서, 내 인생인데도 내 의도 로 이끌어갈 수 없음에서 오는 

무기력감을 경험하게 된다.

불시에 실로 다가온 난임을 경험하면서 기혼여성들은 자신을 돌아보고, 

난임을 경험하기 이 의 자신과는 다른 자신과 다시 만나고서 자신의 자리로 

다시 나와야 했다. 자신을 둘러싼 다층 인 환경체계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

면서 겪는 경험을 통해 난임을 체험한 기혼여성들은 자신이 딛고 있는 자리에

서 자신의 역할을 다시  자리매김해나간다. 그러므로 기혼여성들이 난임을 

배경으로 하여 환경체계와 상호작용하는 경험을 통하는 본질은 자신의 자리

에서 사회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부단한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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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논 의

이 연구는 난임 체험 에 기혼여성들이 사회  지지 체계와 상호작용하며 

겪는 경험에 한 상학  연구를 통해, 사회  맥락 속에서 기혼여성이 난

임을 경험하는 동안 환경으로부터 향을 받고 그에 응해나가는 기제의 본

질과 의미를 밝 서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정책에 유용한 안을 제시하고

자 하 다. 이러한 목 에서 만 50세 미만의 난임을 체험한 기혼여성 6명을 

상으로 한 심층면담을 통해 난임 체험담을 수집하여 지오르지(Giorgi)의 

상학  연구방법에 따라 수집된 체험담을 분석하 다.

경험담을 분석한 결과, 기혼여성이 난임 체험 에 사회  지지 체계와 상

호작용하며 겪는 경험은 5개의 구성요소와 18개의 하 구성요소로 도출되었

다. 이를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기혼여성들은 자녀 출산 시기가 다소 늦어진

다고 해도 자녀를 출산하여 부부와 그 자녀로 구성된 가정을 형성하는 발달과

업을 당연한 일로 여기고 기 한다. 그러나 알 수 없는 원인으로 당연하게 여

겼던 자녀출산이 의외로 순조롭지 않을 수도 있게 되고, 그러한 경우에 기혼

여성들은 성인이자 기혼여성으로서 자신이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노력을 

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환경체계는 이들에게 향을 미치기도 하고 이들의 

요구에 반응하기도 하면서 난임을 경험한 기혼여성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다

시 자신의 자리로 나오도록 한다. 여섯 명의 연구참여자들이 겪은 난임 경험

은 이들의 삶의 궤 이 개별 인 만큼 그 자체로 독특함을 띤다. 그러나 그 

유일하고 독특한 삶의 경험은, 난임 체험으로 인해 난임과 이어지는 사회  

맥락을 마주하고 그에 응하면서 기존에 형성해있던 자신의 사회  정체성을 

끊임없이 다시 형성해가야 했던 에서 공통되는 부분이 있었다. 따라서 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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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난임 체험  사회  지지 체계와의 상호작용 경험을 통하는 공통되

고 본질 인 의미는 자신의 자리에서 사회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부단한 과

정이었다.

난임을 경험한 기혼여성들의 체험담이 시사하는 바를 사회복지 측면에서 

생각해볼 은 다음과 같다. 우선 으로 생각해볼 은, 기혼여성들의 난임 체

험이 성인기에 어든 여성들의 생애주기상에서 혼인과 출산을 통한 가족형성

이라는 발달과업과 한 계가 있다는 것이다. 여성들도 노동시장에 참여

할 것이 독려되는 오늘날의 우리사회에서 교육수 이 높아진 여성들은 취직을 

통해 자아실 과 혼인으로 이룰 가정의 가계안정을 도모한다. 그러다 보면 자

의 반 타의 반으로 혼인연령이 높아지면서 자녀출산연령까지 높아지게 된다. 

이는 우리사회에 만혼이 늘어나는 상(황나미, 2013 : 김승권 외, 2012)과 겹

치는데, 이러한 상을 이 연구의 참여자들 한 ‘사회의 반 인 추세’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난임이 연령이라는 하나의 요인과만 계된 상이라고 보

기는 어렵지만, 여성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난임의 향이 커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Cousineau & Domar, 2007 : 294). 우리사회의 여성들이 결혼이라는 

문을 통과하여 가정을 이루러 가는 여정에 생태  환경이 지속 인 응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결혼이 늦고 자녀출산이 지연된다고 해서 여성 자신이 난임을 경험하리라

고 상하거나 그에 비하는 것은 아니다. 난임은 개인이 혼인을 통해 성인

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한 뒤에 인지하게 되기 때문에(Miall, 1986 : 270) 정체

성의 기를 야기할 소지가 크다. 이에 더해 출산과 부모됨을 장려하는 이데

올로기(pronatalism)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혼인과 출산에 계된 사회분

기에 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면 성인 기혼여성의 사회  정체성에서 어머니됨

이 심(McQuillan et al., 2003 : 1008-1009)이 될 소지가 커지고, 그러한 상

황 속에서 성인 기혼여성이 난임 상태에 있게 되면 그 여성의 난임이 낙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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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작용하게 된다. 낙인은 사회에서 덜 바람직하다고 간주되는 차이

(Goffman, 1963)이기 때문에 난임과 마주치게 된 여성은 자신이 여태까지 형

성해온 정체성이 흔들림을 경험하게 되고, 이는 존재론  기이자 인생의 

기로 작용하게 된다. 그로 인한 심리  고통은 어머니됨을 여성의 심 정체

성으로 삼는 사회  규범이 개인에게 내면화된 정도에 따라 강도의 차이가 있

을 수는 있다. 그러나 연구참여자6의 경우처럼, 기혼여성으로서 가정 밖 사회

에서의 경력을 추구하는 여성을 ‘이기 ’이라고 보는 사회의 인식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인생에 한 선택권을 지키려고 했던 여성에게조차도 난임

이라는 실은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 성인여성으로서 합법 인 혼인상태

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출산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사의 말 한마디

는(Letherby, 1999 : 362) 기혼여성의 사회  정체성 체를 뒤흔들어 놓고

(Whiteford & Gonzalez, 1995 : 30) 기혼여성이 마치 ‘입시경쟁이나 이스(연

구참여자6)’에 뛰어들듯이 출산을 통한 정상성(normality) 회복을 해 노력하

도록 만드는 효과가 있다. 기혼여성의 난임 경험은 그 여성이 처해 있는 생태

 환경과 한 계에 있는 것이다.

문제는, 난임을 이겨내기 한 수단으로 출산을 하는 데에 윤리  정당성 

문제가 늘 잠재해 있고 성공여부도 장담할 수 없어 험부담이 크지만 비용은 

고가인 보조생식술을 수단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이다. 만약에 난임을 신체

 ‘질병’으로만 보고 그 ‘질병’만 고치면 성인 기혼여성으로서의 온 한 정체

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인식의 틀을 재검토하지 않으면, 보조생식술 시도가 

실패할 때마다 정상화를 한 의료  개입마 도 실패했다는 이 의 실패감을 

여성‘환자’에게 안겨  수 있다. 난임의 원인이 남편에게 있어도 침해  시술

은 여성이 온 히 감당해야 할 몫이고 출산은 여성의 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

기 때문에, 난임의 남성 측 요인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임상  결과

가 사회에 알려져 있다고 해도 난임의 원인이 불명인 경우가 부분인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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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임신과 출산의 실패가 ‘스트 스를 제 로 통제하지 못한’ 여성의 탓으로 

책임이 가될 여지가 커진다.

그러므로 난임을 ‘질병’으로 보기보다는 개인이 생애주기상에서 부모가 되

어 가족을 형성하는 과정상의 어려움(Blyth, 1999)으로 보도록 사회의 을 

환할 필요가 있다. 인간은 자신의 생태  환경으로부터 향을 받지 않을 

수 없으므로 난임과 련해서도, 환경 속 인간인 난임여성들이 사회 으로 구

성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우리사회가 고려하면서 그 어려움을 덜어주려

는 사회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난임여성들이 자신의 생태환경을 향

해 내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들이 사회로 나오는 데에 필요로 하는 도

움을 내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은 사회구성원 모두의 과업이 된

다. 인간에게는 자신의 생태환경을 재구성할 수 있는 역량이 있기 때문이다.

제 2  사회 복 지  측 면 의  제 언

사회복지실천 측면에서는, 구나 생애의 한 시 에서 난임을 경험할 수 

있음(Brown et al., 2016)을 감안하여 난임과 난임 인구  보조생식술에 해 

문 인 지식을 갖추고 난임을 경험하는 여성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난임과, 보조생식술을 비롯한 난임 

처 방안에 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는 난임을 체험 인 

당사자의 알 권리이자, 당사자가 자신의 인생경로를 결정할 권리와 연결된다. 

따라서 난임과 련하여 문 인 지식을 갖추고 문 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은 문직으로서의 문성뿐만 아니라 문직의 윤리성과도 계되는 사안

이다. 그러므로 사회복지 문직이 장에서 난임여성을 클라이언트로 하여 

사회복지실천을 수행하게 될 때에는 문성을 갖춘 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한 가지 주의할 은, 난임은 낙인으로 작용하는 성격이 있으므로, 낙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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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한 어려움이 있는 클라이언트들에게는 같은 낙인을 지닌 사람들을 통한 

개입이 가장 효과 이라는 (Slade et al., 2007 : 2316; 장인 ․오세란 공역, 

1996 : 92)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난임여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회  지지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은 

난임여성들이다. 그리고 주 에 직 인 면 을 할 수 있는 난임여성 친

지가 없는 난임여성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인터넷 자조모임이다. 따라서 

난임여성에게 필요한 사회복지 로그램을 제공하기 해서는 인터넷을 기반

으로 하는 자조모임을 만들어 활성화하는 작업을 주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22)이 가장 하다고 단된다. 난임여성을 한 문 사회복지사는 그러

한 인터넷 자조모임에 회합장소 제공, 재정  지원 제공, 지역사회조직과 문

가 집단에 자조모임을 지지한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하는 등으로 난임여성들

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장인 ․오세란 공역, 1996 : 

63-64).

한 인터넷 자조모임을 통해서 난임여성을 한 문 인 서비스 로그

램을 홍보하여 난임여성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비해야 할 것이다. 난임여성들을 한 서비스 로그램으로는, 이들이 환자라

기보다는 비부모라는 시각으로 비부모 교육 로그램을, 난임여성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 주기 한 일환(Blyth, 1999 : 735)으로 난임과 보조생식술에 

한 정보 달 교육 로그램  부부 계 개선 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홍

보하고 제공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여기에 더해 난임으로 인한 심리  어

려움이 큰 난임여성을 해 문 인 심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도 필요

할 수 있을 것이다. 로그램 개발과 제공 측면에서 감안할 요소는, 난임여성

으로 구성된 자조집단 자체가 상호작용과 지지를 제공해 으로써 하된 자존

감을 회복시켜 주고 사회  고립을 완화해주어 심리  어려움을 경감시키는 

22) 연구참여자1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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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있기 때문에(장인 ․오세란 공역, 1996; Abbey et al., 1991) 사회복지

실천 차원의 서비스 제공에서는 정서  측면을 다루는 상담 로그램보다는 정

보와 처기술 제공에 이 있는 교육 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유용할 것

이다(Boivin, 2003 : 2336-2337). 더불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난임

여성들이 서비스에 근하기 쉽도록 인터넷, 보건소, 난임 문 병원 등의 

근경로를 개척하여 서비스 근권에 계된 배려를 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정책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의 난임 련 정책이 출산 상 내지

는 보조생식술을 통한 질병 문제 해결 차원을 넘어서, 난임을 가족형성에 어

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시각을 환하여 국민의 복리 증진 차원에서 정책

이 수립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Brown et al., 2016) 사회복지사들이 다학제간 

을 꾸려(Blyth, 1999) 주도 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난임을 의료 인 

시각으로만 보게 되면 생식세포 공여를 통하는 등의 의료기술  도움에 의존

하여 난임을 해결하려는 경향을 강화하고, 이는 개인들의 삶의 경로에 향을 

미칠뿐더러(Becker & Nachtigall, 1992 : 469), 이것이 출산장려 이데올로기

(pronatalism)와 가부장  이데올로기를 더욱 공고하게 만들어 의료기술을 통

해서도 자녀출산에 실패하는 난임여성의 고통을 가 하는 기제가 될 수 있다. 

국에서 보조생식술의 향으로 입양이 상당히 감소한(Blyth, 1999 : 728) 

를 보아도, 난임의 의료화는 입양과 같은 난임의 사회  해결책을 감소시켜

(Becker & Nachtigall, 1992 : 468) 실제로는 난임인구의 선택권을 제약한다. 

게다가 이윤창출 잠재력 때문에 증 으로 상업화되고 있는 보조생식술의 

실을 볼 때에 난임의 의료화는 의료계 기득권자에 의한 난임 인구 착취의 소

지가 있다(Dyer & Patel, 2012 : 39). 따라서 난임문제를 보는 시각은 난임을 

의료 으로 치료해서 인구수를 늘리는 데에 을 두는 차원을 넘어 사회구

성원의 복리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환될 필요가 있다. 난임은 생리심리사회

(biopsychosocial)으로 개인에게 부정 인 향을 끼치며, 개인이 가치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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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생계획(부모가 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을 추구할 기회를 상실하게 

만들기 때문에, 난임을 굳이 질병으로 규정하지 않아도 사회구성원의 복리를 

증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국가로서는 난임에 해 개입할 사유가 충분히 있는 

것이다(Brown et al., 2016).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는 난임을 사회구성원이 삶의 단계에서 가족을 형성

하는 일에 계된 문제로 보고, 각  학교 수 에서 혼인과 자녀출산을 통한 

가족형성의 의미와 난임 방에 한 교육사업을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가 있다. 교육을 통한 방은 난임을 비롯한 사회문제를 가장 은 비용을 들

여 효과 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략이다(Ombelet, 2012 : 11). 의료  개

입이 필요한 개인을 해서, 보조생식술의 고비용이 별 효력이 없는 호르몬제

와 항생제로 인한 것은 아닌지(Dyer & Patel, 2012 : 44) 한 감시와 규제

를 수행하고, 사회구성원의 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난임 련 의료서비스 근

권을 제고하는 일도, 사회구성원 모두의 삶의 단계를 소 히 여기는 차원 안

에 포함시켜 생각할 문제이다. 난임 련 의료서비스의 비용은 통상 으로 자

비부담(out-of-pocket payments)에 의하고 있고 그 비용이 결코 낮지 않기 때

문에23) 정부 차원의 지원 제도가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는 주로 고소득층이 서

비스에 근하기도 한다(Dyer & Patel, 2012; Jain & Hornstein, 2005). 그러

므로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정경제 탄을 막고 사회  불평등을 해소

하기 해서라도 공공부문에서 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보조생식

술 시술에 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규제가 시행되는 편이 보다 넓은 안목을 

가지고 장기 으로 볼 때에는 국가 수 에서 경제 으로 이득이기도 하다

(Connolly et al., 2010; Xu et al., 2007).

23) 보조생식술 시술에 드는 비용은, 캐나다에서는 연평균 가구 지출의 25%에 상당하

고, 미국에서는 개인의 연간 가처분 소득의 50%에 상당하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Dyer & Patel, 2012 :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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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난임 문제에 한 근은 난임과 난임을 경험하는 사람들에 

한 시각을 환하는 작업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출산 상은 자녀출산에 

어려움이 있는 개인들을 자녀출산 의료시장에 편입시켜서 신생아 수를 조  

더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가임기 연령의 인구가 원하는 때에 혼인

과 출산으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고용과 주거비 안정, 여성의 일-가정 양

립에 친화 인 사회분 기 조성 등으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이다24). 거시  차

원의 사회  지지 체계인 국가가 맡은 바 책임을 제 로 수행하도록 연구와 

제언을 아끼지 않는 일은 사회  지지 체계를 활용한 사회구성원의 복리 증진

에 문가인 사회복지사들이 담당해야 할 몫일 것이다.

제 3  연 구 의  함 의 와  한 계

기혼여성이 난임 체험 에 사회  지지 체계와 상호작용하며 겪는 경험에 

한 상학  연구는, 난임이라는 새로운 사회문제에 처한 여성들이 사회문

화  맥락 안에서 경험을 구성해나가는 역동의 심연을 밝 서 그에 련된 사

회복지학 측면의 기 자료를 축 하는 탐색  연구로서의 의미가 있다. 이 연

구는 질  연구방법을 통해 실제로 난임을 체험한 여성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변하여, 난임여성들에 한 심을 불러일으키고 이들을 보는 시각을 환

시켜서 난임여성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신장시키고자 하 다. 기혼여성들이 난

임 체험 에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종류와 달방식 등에 한 기

자료를 얻어 사회복지실천 측면  정책 측면에서 제언을 한 에 이 연구

의 의의가 있다. 한 난임여성들은 잔여주의  사회복지가 주목하는 빈곤여

성이나 요보호 여성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에서, 이들에 한 연구로써 보편

주의  사회복지 개입에 하여 시사 을 제시하고자 하 다.

24) 연구참여자들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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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 이 연구는 연령 외에 특별한 연구참여자 선정 기 을 두지는 않

았지만 소득수 이 낮지 않고 학력도 4년제 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고학력 여성들의 참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학력․ 소득층 여성들의 난임 

경험이 연구에 반 되지 않았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아직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고 있는 기혼여성 측에도, 난임 경험 없이 자녀를 출산한 기혼여성 측에

도 속하지 못하는 2차 난임 여성(Raque-Bogdan & Hoffman, 2015 : 485)의 

경험 역시 간과되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시험  시술이 실패한지 한 달이 지

나지 않은 여성뿐만 아니라 자녀를 출산하지 못한 채 폐경기가 다 되어 가는 

여성, 보조생식술로 둥이를 출산한 여성 등 여러 명의 난임 체험 여성들이 

연구참여 제의를 거 한 을 볼 때에 난임이 낙인으로 작용하여 여성의 사회

 정체성에 미치는 향이 작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참여자들의 경험만으로도 사회  환경 속에서 난임 체험 에 기혼여성들이 

자신의 사회  정체성을 조정해나가는 움직임을 포착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었

다고 본다.

이상에서 언 된 부분들의 연속선상에서 후속연구를 통한 난임여성 련 

연구의 발 이 이루어질 것이다. 학력․ 소득층 여성들의 난임 경험은 고

학력․고소득층 여성들의 난임 경험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2차 난임여성의 

경험은 1차 난임여성의 경험이나 난임 경험이 없는 여성의 경험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등에 한 연구가 축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 난임여성 

간의 인터넷 기반 상호작용에 한 연구가 수행되는 일도 난임여성에 한 이

해도를 높이는 데에 의의가 있을 것이다. 그밖에도 난임여성에 심을 둔 연

구가 사회복지학 분야에서 축 이 된다면 우리사회의 소 한 일원인 난임여성

들이 난임으로 인한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는 데에 필요한 도움을 조 이나마 

더 보태어  수 있는 사회에 우리사회가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하는 

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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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연구참여자를 한 설명서

1. 본 연구의 목 과 참여자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연구는 난임 체험 여성의 실제 경험담을 통해 난임 체험  기혼여성의 사회

 상호작용 련 경험에 해 이해하여 난임 체험 여성에게 필요한 사회복지 측

면의 지원에 계된 기 자료를 수집하려는 연구입니다. 이러한 연구목  아래에

서, 최근 10년 이내에 난임 체험이 있는 기혼여성 6명의 사회  상호작용 련 경

험에 해 알아보고, 그 경험을 구성하는 사회  요소로부터 난임 체험 여성에 

한 사회복지 차원의 지원에 유용한 시사 을 도출하려고 합니다.

2. 연구 참여시 진행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자는 연구참여 에 연구참여자에게 연구주제와 연구목 에 해 알리고 연

구참여자의 자발  동의하에서 서면동의서상에 서명을 받을 것입니다. 연구참여자

의 자발  동의 에 연구자가 설명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면담은 연구참여

자당 3회 이하, 각 회당 2시간 이내로 진행되며, 면담 일시와 장소는 연구참여자

의 편의를 최 한으로 배려한 일시와 장소로 정할 것입니다. 면담내용은 연구참여

자가 난임 체험 에 사회  상호작용 계에서 겪은 경험에 한 것으로, 면담 

에 연구참여자가 답변하기 곤란하거나 답변을 거부하는 질문은 지속하지 않겠

습니다. 한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에 한 비 보장의 의무를 철 히 수하고, 

연구결과물은 연구참여자의 동의하에서만 공개하겠습니다. 연구참여자의 개인정보

는 모두 익명으로 처리하고, 면담내용 녹음은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진행합니

다. 연구가 종료된 뒤에는 녹음자료를 폐기할 것과, 연구참여자는 언제든지 자유

롭게 연구참여 동의를 철회할 수 있음을 동의서 서명 에 충분히 고지하겠습니

다.

3. 본 연구의 결과는 기재된 련 연구를 해서만 사용되며, 참여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연구참여자는 본인과 련된 연구자료와 련하여 연구자에게 자유롭게 열람 요

청을 할 수 있으며, 연구자료 에서 삭제를 원하는 본인 련 자료는 자유롭게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구참여자가 삭제를 요청한 자료는 연구자가 즉시 

삭제하여 연구참여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겠습니다. 연구자가 면담을 통해 수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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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분석하는 에 의문 이나 후속질문이 생기면 연구참여자에게 확인하여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한 연구참여자의 진술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과

정을 거치겠습니다.

4. 본 연구의 참여자는 연구가 시작되기 이  혹은 연구 도  언제든지 참여

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자발 으로 연구참여에 동의한 연구참여자에 한하여 진행되며, 연구참

여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연구참여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연구

참여자가 연구참여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연구참여자는 연구자와 이해 계상에 

있지 않으므로 연구참여자에게는 불이익이 없고 안 할 것입니다. 한 연구자료 

수집 에 취득한 연구자료 에 연구참여 동의를 철회한 연구참여자 련 정보

는 즉시 기하여 연구참여자의 개인정보에 한 연구자의 비 보장 의무를 철

히 수하겠습니다.

5. 본 연구 참여와 련한 부작용이나 험요소는 다음과 같으며, 참여에 동의

하더라도 참여자에 한 보호책임은 으로 연구책임자에게 있습니다.

면담 도  연구참여자는 과거회상이 유발하는 부정  정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연구참여자는 면담을 단할 수 있으며, 기타 부작용 혹은 험요소

에 한 질문이 있을 때에 자유롭게 연구자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연구자는 면

담 진행과 련하여 연구참여자의 의사를 존 하겠습니다. 연구참여자가 답변하기 

곤란하거나 답변을 거부하는 질문은 연구자가 답변을 강요하지 않을 것이며, 그러

한 질문이 있을 경우 연구참여자는 본인의 의사를 언제든지 자유롭고 편안하게 

밝힐 수 있습니다. 한 연구참여자는 연구자의 견해에 구애되지 않고 본인의 경

험과 의견을 자유롭게 구술할 수 있습니다.

6. 본 연구에 참여할 경우에 참여자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연구에 참여할 경우 연구참여자에게는 소 한 시간을 연구에 할애하신 데에 

한 사례로 면담 1회당 □원의 사례비가 지 됩니다. 사례비는 특정 목 을 해

서 드리는 것이 아니며 연구참여에 한 연구자의 윤리  배려이자 의무입니다.

연구참여자의 귀 한 구술자료는 난임 체험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을 한 사회

복지 차원의 지식축 과 실천  노력에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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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 참여자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특히 참여자가 연구책임자와 종속 계에 있거나, 강압 하에 동의를 강제당

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연구책임자가 아닌 참여자와 등한 치에 있는 

한 자격을 갖춘 자가 참여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이 연구에 참여하실 분들은 연구책임자와 이해 계상에 있지 않으므로 자유롭게 

연구참여 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에 한 참여 동의와 련하여 의문

이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연구참여자는 자유롭게 필요한 도움

을 청할 수 있습니다.

 

8. 본 연구의 책임자는 참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하여 필요한 조치를 아래

와 같이 취하겠습니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하여 필요한 한 조치를 취할 것이

며 이에 계된 사항을 연구참여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입니다. 연구자는 연구참

여자의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수하겠습니다. 연구참여자의 화번호와 같은 연락

처는  공개하지도 출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면담내용을 사한 녹취록과 같

은 연구자료 에서 연구참여자를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면담 

에 구술될 수 있는 연구참여자 련 인물들의 개인정보까지 모두 익명으로 처리

하여 개인정보 보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연구참여자와의 면담을 통해 수집된 

연구자료는 익명으로 처리하여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로 연구자만이 근 가

능한 하드웨어에 암호를 걸어 보 하 다가 생명윤리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규정하는 로 연구종료시에 복구 는 재생되지 않도록 기하겠습니다.

9. 본 연구는 서강 학교 생명윤리심의 원회(3274-4864, irb@sogang.ac.kr)의 

검토․승인 후 실시되며, 참여자는 참여자로서의 권리에 하여 원회 측

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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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연구참여자 동의서

이 연구는 우리사회에서 기혼여성이 난임 체험 에 겪은 실제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를 통해 난임 체험 인 여성의 사회  상호작용 련 경험에 해 이

해하려는 연구입니다. 연구를 통해 난임 체험 인 여성에 한 이해도를 높

이고 난임 체험 여성에게 필요한 사회복지 측면의 지원에 계된 기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연구목 입니다.

귀하의 조는 난임을 체험하는 에 겪는 기혼여성들의 고충을 우리사회가 

인식하고 난임 체험 여성들에 한 지원책을 모색하는 데에 소 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연구참여에 감사드립니다.

○ 본인은 <연구참여자를 한 설명서>를 읽었으며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자발 으로 동의합니다. 

○ 본인은 이 연구의 험과 이득에 해 들었으며 문의사항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고,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한 정보를 행 법률과 기 생

명윤리 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 

데 동의합니다. 

○ 본인은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에 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

정이 나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시키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으며, 본인

의 서명은 이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연구 참여가 끝날 때

까지 사본을 보 하겠습니다.

연구참여자 : 성명__________ 서명__________ 날짜__________

리인(해당되는 경우) : 성명__________ 서명__________ 날짜__________

동의획득자 : 성명__________ 서명__________ 날짜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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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면담지침 Interview Guide

- 반구조화된 질문 -

1. 결혼 에 가지고 있었던 결혼 과 자녀 에 해 이야기해주십시오.

2. 난임에 해 염려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3. 난임 련 정보원 에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

엇입니까?

4. 난임을 확실하게 자각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5. 난임을 자각하고 난 뒤에 변화(심경, 일상생활, 가까운 사람들과의 계, 가

정 밖 사회생활 등)가 있었다면 그에 해 이야기해주십시오.

6. 난임을 극복하기 한 노력에 해 이야기해주십시오.

7. 난임을 극복하기 한 노력에서 가장 유익했던 것이나 가장 보람이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8. 난임을 극복하기 한 노력에서 겪은 어려움과 그 어려움에 해 어떻게 

처하셨는지 이야기해주십시오.

9. 난임 경험이 본인의 인생에서 어떤 경험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0. 난임을 체험 인 여성들에게 어떠한 사회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

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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