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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study explored the counseling experience of infertility nurses using in depth interview.

Methods: The study participants included nurses of infertility centers located “Seoul” city, Korea. The data 

collection involved fieldwork in nursing at the infertility center of 2 hospitals. Data were analyzed using 

text analysis and qualitative research was conducted to analyzed the data.

Results: The analysis yielded four essential themes: (1) therapeutic communication, (2) identifying the 

problem of infertile patients and proceeding consultation, (3) professional image and polite attitude, and 

(4) counseling relaxed comfortably.

Conclusion: Infertility nurses’ counseling experience is directed toward the development of an infertility 

counseling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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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오랜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요구할 뿐 아니라 임신의 불확

실성으로 인해 난임 여성들은 불안, 우울, 난임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한다(Kim & Kim, 2010). 또한 

난임 여성들은 우울, 슬픔, 죄책감, 수치심, 절망감과 같은 

정서적 문제를 경험하고 이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심리적인 소진이 나타나기도 한다(Cousineau & Domar, 

2007). 난임 여성들은 아이를 갖지 못하는 스트레스로 인

해 부부관계도 소홀해지며, 사회적 고립감을 경험하게 되

는데(Onat & Beji, 2012). 특히 유교적인 가치관을 지닌 

한국 사회에서 난임은 사회에 드러내기 쉽지 않은 문제로 

인식되기 때문에 난임의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어려워하며 

이는 사회적 지지의 결여를 초래하기도 한다(Kim, 2016). 

또한 난임 치료를 받는 여성들은 치료 기간 중 진행되는 검

사와 진료 과정 전반에 걸쳐 신체적 스트레스 및 심리적 스

트레스를 받게 되는(Matthiesen et al., 2011) 등 전반적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난임 여성들의 증가와 더불어 의학 및 생식기술의 발달

은 배란 유도,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임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그러나 임신이 성공하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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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Karabulut et 

al., 2013).

난임 여성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난임 여성들

의 욕구를 사정, 파악하고 다양한 서비스의 연결과 임신 이

후의 생활의 영위에 이르기까지 도움을 제공하고, 안전한 

출산이라는 목표를 향하여 긍정적으로 삶을 영위할수록 돕

는 난임 여성을 위한 상담이 필요하다(Kim et al., 2011). 

다른 건강 문제를 가진 대상자들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난

임 상담은 치료과정에서 소홀히 여겨졌고 주로 임신 과정

에 대한 개입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제공되어졌다(Boivin, 

2003). 난임 상담은 전문적 교육과 훈련을 받은 상담자와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난임과 관련된 정보를 주고받으면

서 난임 대상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감정과 사고, 행동적 

측면에서 인간적인 성장을 유도하고 성공적인 임신 생활

을 영위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Australian and 

New Zealand Infertility Counsellors Association, 2018). 

난임 상담 시 의료진들은 난임 여성들이 내적, 외적인 변화

로 인한 분노, 슬픔과 같은 심리적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

하지 못할 경우 임신에 대한 애착을 가지기 어렵기 때문에

(Peterson et al., 2012), 더욱 주의 깊게 대하고 도울 필

요가 있다. 과거 난임 여성의 난임 문제를 돕기 위한 접근

은 심리적 문제보다는 의학적인 처치나 중재가 대부분이었

으며 임신이라는 결과에 목표를 두는 성향이 강하였기 때

문에(Hwang, 2013), 난임 기간 동안 자신의 심리적 상태

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Hwang & Jang, 2015). 또한 난임 대상자 스스로도 상담

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고 난임 상담에 대한 

홍보도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Kim et al., 

2011), 난임 대상자를 위한 상담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난임 여성의 특성을 파악하고 

난임에 대한 이들 자신의 감정과 요구 사항을 적절하게 표

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난임 간호사들

의 심리적 개입 및 상담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해외 난임 전문가들은 난임 관련 상담 프로그램 도입 없

이는 우리 나라에서 시행중인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의 성과를 증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여

성 건강 및 복지 측면에서 난임 상담의 필요성을 강조하였

다(Hwang et al., 2015). 난임 간호사는 전문 지식을 소지

하고, 포괄적인 난임 위험을 사정 및 해석하고, 난임 위험

과 관련된 상담 및 관리를 제공할 수 있는 건강 관리자이다

(Park et al., 2019). 난임 검사 및 시술 과정 상담 시 복잡

한 임신력이나 성생활, 배란 주기 파악이 필수이며, 이런 정

보의 정확성에 따라 상담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European 

Society of Human Reproduction and Embryology 

[ESHRE], 2015). 또한 난임 검사와 관련된 정보는 개인

적인 정보에 해당하므로 난임 간호사들은 난임과 관련된 

풍부한 지식을 갖춤과 동시에 난임 정보와 관련되어 야기

될 수 있는 윤리적, 법적, 사회적 문제에도 민감하게 대처해

야 하므로 난임 상담자의 자질이나 태도가 난임 상담의 성

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Peterson et al., 2012).

난임 간호사는 난임 여성들의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상담을 이끌어 가야하고, 이들이 상담 

과정 중 겪게 될 심리적, 사회적 문제점들을 논의하고 합당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Peterson et 

al., 2012). 난임 간호사는 오랫동안 난임 간호 실무에 종사

해 온 전문직으로서, 현재 다양한 난임 간호에 참여하고 역

할을 확대하고 있다(Park et al., 2019). 이와 같은 측면을 

보았을 때 난임 간호사의 자질과 훈련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난임 여성들을 위한 난임 상담을 활성화하려면 상

담을 제공하는 난임 센터 간호사의 상담 경험이 무엇인지 파

악해야 하는데, 난임 대상자들을 돌보는 간호사의 상담에 대

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Inglis & Denton, 1992). 난임 

대상자 상담에 있어서 의료진들은 난임 대상자들의 입장에

서 그들이 어떤 상담 요구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의료

진들의 주관적 의견 보다는 난임 대상자들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고, 신체적 심리적 상태와 요구

에 따른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Blyth, 

2012). 이와 관련하여 영국, 독일, 호주, 미국과 일본과 같은 

해외 여러 국가에서 난임 상담을 제공하는 전문가 교육을 

실시하며, 난임 상담사의 역할을 확대시키고 있다(Kwon, 

2019).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국내에서도 난

임 상담이 난임 간호의 근거 기반 실무로 정립되어 제공될 

수 있도록 난임 상담 전문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난임 대상자들은 사회 문화적

으로 주어진 부모의 역할로 인한 높은 기대와 이에 대한 중

압감으로 삶의 질 저하와 부정적 정서를 높게 경험하고 있

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Kwon, 2016), 이들의 정신적 

건강을 관리해 주는 우리나라의 난임 센터 간호사의 상담 

경험은 다를 수 있다고 사료된다. 이에 이 연구는 우리나라 

난임 센터 간호사의 상담 경험은 어떠한지 알아보고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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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난임 대상자 상담의 기초를 마련하고, 나아가 난임 간호 

상담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난임 센터 간호사의 상담 경험을 심층

적으로 탐색하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난임 간호사가 경험한 

상담의 의미를 탐색하고 상담 경험의 본질을 확인하는 것

이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 설계

이 연구는 난임 대상자를 담당하는 간호사가 인식하는 

난임 간호사의 상담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경험적 

사례를 바탕으로 의미 있는 내용을 도출하여 분석하는 질

적 연구이다.

2. 연구 참여자

이 연구의 참여자는 서울시에 소재한 2개 난임 전문병원

에서 난임 여성에게 직접 간호 및 상담을 제공하는 난임 간

호사이며 원내 모집 공고를 통하여 난임 상담에 대한 충분

한 경험을 가진 8명의 참여자를 확보하였다. 난임 상담은 

상담적 측면과 의학적 측면이 결합된 형태로 풍부한 임상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난임 상담을 제공해

야한다(Kwon, 2019). Benner (1984)가 제시한 임상 간

호사 경력 단계별로 보았을 때, 임상 경력 6년 이상의 간호

사들은 전문가의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참여자들

은 난임 상담과 관련된 풍부하고 생생한 경험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자로 난임 간호를 10년 이상 간호한 경력이 있어 

난임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참여자

의 선정 기준은 난임 간호 경력이 10년 이상이며 난임 대상

자들에게 상담을 제공한 경험이 있는 자로 이 연구의 목적

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자이다. 제외 기준은 난임 간호 

경력 10년 미만이며 난임 대상자들에게 상담을 제공한 경

험이 없는 자이다. 자료의 수집은 모든 참여자를 대상으로 

1차 일대일 심층 면담으로 진행하였다. 모든 자료는 면담이 

끝난 후 즉시 확인하고 명확하지 않은 부분의 의미를 참여

자에게 재확인하였다. 이후 2차 면담은 모든 참여자를 대상

으로 하였으며, 1차 면담 시 필사된 내용과 비교하여 명확

하지 않은 부분들은 보충 질문을 하였다. 2차 면담 이후 추

가적 진술이 필요한 참여자 2인을 대상으로 3차 면담을 진

행하였으며 자료가 포화 자료가 포화될 때까지 8명을 수집

하였다. 

3. 연구자의 준비

연구자 중 제 1저자는 여성 건강 간호학 교수로, 대학원 

수업에서 질적 연구 수업을 진행하였고, 학회에 꾸준히 참

석하며 실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임상 실무에서는 분만

실 및 산부인과 병동, 난임센터 근무 경력을 포함하여 30년 

이상의 상급종합병원 경력을 가지고 있다. 제 1저자는 연

구 설계와 전체 논문 기술을 맡았으며 개념 분석, 질적 Q방

법론의 방법을 적용한 연구 수행 경험이 있으며 질적 연구 

논문 심사위원을 맡고 있다. 이 연구에서 자료수집, 분석 및 

결과 기술을 맡은 교신저자는 난임 환자의 간호 경험과 다

수의 난임 관련 연구를 진행한 경험이 있다. 이 연구자들은 

연구 수행 동안 질적 연구 전문가인 상담 심리학과 교수의 

지도를 받았으며, 질적 연구 세미나의 지속적 참여를 통해 

이 연구 참여자들의 상담 역량의 본질을 규명하기 위한 준

비를 갖추었다.

4.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은 2019년 1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진행

되었으며 면담 장소는 참여자의 근무처 내 상담실 및 스터

디룸 등으로 사람들의 출입이 제한된 조용한 장소였다. 참

여자와의 개별 면담은 1–3회로 진행하였으며, 1회 면담은 

1시간 30분에서 3시간이 소요되었다. 이 연구는 반구조화

된 면접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먼저 기본 인적사항

과 개인적 특성(상담 경력, 난임 상담 만족 정도)에 대하여 

난임 대상자를 담당하는 간호사들에게 스스로가 인식하는 

상담 경험에 대해 질문하였다. 질문의 개방성을 고려하여 

세부 질문은 사전에 주어지지 않았고 면담 도중에 관련 상

황이나 구체적인 사례가 언급되었을 때 추가로 세부 질문

을 제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내적 경험을 탐색하여 개인

적으로 갖춘 역량과 더 필요한 역량을 중심으로 면담을 이

끌어 갔다. 면담을 하면서 동시에 현장노트에 필사하며 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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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진행하였고 개방형 질문을 활용하여 참여자가 자연스

럽게 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여자와의 면담 질문은 다음

과 같다.

(1) 어떤 문화적 배경, 국적, 가정환경, 상담주제를 가진 

난임대상자를 만나왔나요? 

(2) 난임 대상자 상담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

까? 

(3) 난임 대상자 상담과 산과여성상담의 차이는 무엇인

가요? 

(4) 난임 대상자 상담을 하면서 기억나는 긍정적 상담 

사례를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십시오. 

긍정적으로 상담을 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

각하시나요?

(5) 난임 대상자 상담을 하면서 기억나는 부정적 상담 

사례를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십시오. 

부정적으로 상담을 하게 되었던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

각하시나요? 

(6) 난임 대상자 상담에 있어 상담자에게 요구되는 역량

은 무엇인가요? 

(7) 난임 대상자 상담 시 상담자가 주의해야 할 점은 무

엇인가요? 

(8) 난임 대상자 상담자의 역량 개발을 위해 필요한 부

분은 무엇입니까? 

자료의 수집은 참여자로부터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 않

는 포화 상태에 이를 때까지 지속하였다. 두 번째 인터뷰 이

후 참여자로부터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 않았고 이후 2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차례 인터뷰를 추가 시행한 후에도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 않아서 자료 수집을 종료하였다. 연

구자는 인터뷰 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참여자가 진

술한 내용에 비판적 태도나 판단을 보이지 않고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였다. 

5. 연구의 윤리적 고려

이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연구자가 소속된 남서울대학

교의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1041479-HR-201906-

004)을 받은 후, 2019년 1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서

울시에 소재한 일개 난임센터에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

료수집 전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 방법, 자료

의 익명 처리, 비밀 보장, 면담 내용의 녹음 등을 충분히 설

명하고 녹음 자료의 필사와 연구 자료의 보관(숫자로 코드

화)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 도중 언제든지 

면담을 거부하거나 연구에 대한 철회의사를 밝히는 경우 

자료 수집을 중단할 수 있으며, 녹음된 자료를 포함한 모든 

수집된 자료는 폐기할 것임을 설명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

을 듣고 자발적 참여에 대한 서면 동의를 한 대상자에게만 

자료를 수집하였다. 

6.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서면화되거나 구술된 면담 자료를 연구 

목적에 따라 유사한 의미 단위로 분류하고 비슷한 의미를 

나타내는 범주를 도출하는 내용 분석(content analysis)

을 사용하였다(Sandelowski, 2000). 이 연구는 제 1저자

와 교신저자 모두 2명이 내용 분석과 자료 분석, 주제 명명

화 작업을 시행하였다. 내용 분석은 다섯 단계의 과정으로 

구분이 되는데 우선 첫 번째 단계로 참여자가 표현한 구술

적 표현을 그대로 글로 기록하기 위하여 녹음 내용이 전반

적으로 필사된 자료를 검토하였다. 두 번째 단계로 자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여 정독하고 연구의 목적과 관련이 

있는 단어나 문장에 밑줄을 긋고 따로 기록하였다. 세 번째 

단계로 유사성이 있는 내용을 분석하고 분류하여 속성을 

발견한 후 네 번째 단계로 비슷한 내용이지만 각각 다르게 

표현된 주제어를 동일한 범주로 통합하고 속성별로 분류된 

특성에 따라 범주화하였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로는 범

주화된 영역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조직화하였다. 이 연

구는 내용 분석의 다섯 단계에 따라 규명된 속성, 범주화된 

내용과 관련 영역의 내용이 원자료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

였으며, 자료 분석 시 연구자가 사전에 가지고 있는 이해 정

도와 가정을 기술하고 시작하였다. 필사한 면담 내용은 범

주의 편의를 위하여 Microsoft excel로 코딩 시트를 만들

어 프로그램의 정렬, 필터의 기능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면담 내용을 유사한 내용과 차이가 있는 내용에 따라 상위 

차원으로 묶은 후(category) 이를 연구의 질문을 중심으로 

추상화하는 작업을 거쳐 최종 주제(theme)을 도출하였다. 

주제 명명화 작업과정에서는 질적 연구를 다수 집필한 경

험이 있는 간호 대학 교수의 2인의 자문 및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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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구의 엄밀성 확보

연구의 엄밀성 확보를 위하여 Lincoln과 Guba (1985)

의 질적 연구 평가 기준을 적용하였다. 첫째, 신빙성(credi-

bility) 확보를 위해 면담 시 선입견이나 편견을 최소화하면

서 참여자의 진술을 경청하였고, 생생한 정보와 느낌을 잊

지 않기 위해 녹음 자료는 면담 후 즉시 필사하였다. 이후 

분석된 개념에 대해 참여자의 의도대로 정리가 되었는지 

참여자에게 검토를 받았다. 둘째, 적용성(transferability) 

확보를 위하여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난임 간호사 2명에 

도출된 연구 결과를 제시 후 공감 여부를 확인하였다. 셋째, 

일관성(dependability) 확보를 위해 연구자들은 자료 분

석 시 도출한 의미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으며, 3차례의 회

의를 진행하며 자료의 신중성을 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또한 질적 연구 수행 경험이 있는 간호대학 교수 2인에게 도

출된 주제들의 타당성 검토를 받았다. 넷째, 확증성(confir-

mability) 확보를 위해 면담 시 편견을 최소화하며 판단 중

지를 통하여 선입견을 배재하려 하였고, 참여자의 진술을 

경청하며 난임 상담 경험에 관한 의미를 도출해내고자 하

였다.

결     과

이 연구는 8명의 참여자로부터 4개의 주제 및 14개의 

범주를 확인하였다. 4개의 영역은 ‘치료적 의사소통’, ‘전문

적 지식을 가지고 대상자의 문제를 파악하고 상담을 진행

하기’, ‘전문적인 이미지와 정중한 태도로 임하기’, ‘여유 있

고 편안한 분위기로 대하기’ 이었다(Table 1).

1. 주제 1: 치료적 의사소통 

참여자들은 난임 대상자가 나타내는 느낌, 경험 및 내용

을 경청하면서 받아들이고,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신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치료적 의사소통을 경험하였다. 이 

영역에는 ‘치료적 의사소통 교육이 필요함’, ‘예민한 상태를 

공감하고 터치해 줌’, ‘과잉 개입보다는 대상자의 느낌을 표

현하게 함’, ‘최선을 다해 경청하기’, ‘난임 대상자의 감정과 

욕구를 수용하고 인정해주기’, ‘난임 대상자의 특성을 이해

하고 정서적 지지를 제공’, ‘세심한 배려’의 일곱 가지 범주

로 구성되었다. 

범주 1: 치료적 의사소통 교육이 필요함 

저희는 그냥 의사소통을 해서는 안되잖아요. 이 분

들은 생명의 갈림길에 서 계신 분들은 아니지만 고가

의 수술을 받으시고 성공이냐 실패냐 갈림길에 서 계

신 분들이어서 한줄기 하나하나의 간절한 마음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라도 놓치게 되면 한 

싸이클이 아예 실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스럽

고 신경을 많이 쓰게 되죠. 난임 대상자분들은 그래

서 일반 산모들이나 부인과 대상자들과 달리 예민하

고 피해의식도 있고 실패의 불안감도 있기 때문에 치

Table 1. Theme and categories of the counseling experience of nurses of infertility centers

Theme Category

Therapeutic communication Require therapeutic communication education

Empathize and connect with patients' sensitivity

Express patients' feelings instead of over-intervening

Listen to one’s best

Accept and acknowledge feelings and needs of infertile patients

Understand infertile patients’ characteristics and provide emotional support

Careful consideration

Identify the problem of patients with infertility Continue to learn about the latest infertility practices and administrative support 

 and proceeding consultation Accurately recognize clinical results and identify patients' problems

Exhibit consistent attitude toward the treatment process 

Professional image and polite attitude Professional image as a nurse at an infertility center 

Polite attitude

Counseling relaxed comfortably Pay attention and do not show chasing in time

Provide a comfortable and stable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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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적 의사소통이 필요하고 저희가 그걸 꼭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실 학교 다닐 때 배우고 나서 제

대로 접해보지를 못했어요. 그냥 병원에서 하는 CS 

(customer service) 교육 정도가 전부이거든요(참

여자 1). 

의사소통이 조금 제가 부족하다고 느껴요. 대상자

가… 뭘 원하시는지를 제가 잘 모르고 상담을 하다 보

면 저 자신도 한계를 느끼고 대상자분이 저한테 간접

적으로 말하시는 내용에 대하여 핵심을 못 찾아내겠

더라구요. 의사소통에 대한 교육을 들으면 좋을 것 같

긴 한데 기회가 된다 하더라도 근무 때문에 참석을 못 

할 것 같기도 하고… (참여자 8).

예전에 CS 교육에서 많이 들었는데 고객이 등 돌

리는 거… 그러니까 소리 지르는 고객이 오히려 더 낫

다고 그러잖아요. 목소리 큰 사람들은 케어해줄 수 있

어요. 그런데 컴플레인 안하고 조용히 가만히 계시는 

90%의 대상자분들에게까지 저희가 접근하는 게 쉽

지는 않아요. 내가 좀 마음이 아파서 이 부분에 대해

서 치유받고 싶다 이런 거 분명히 있을거에요. 그 분

들이 심리적 상담을 정말 원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놀랐던 대상자들도 있었구요. 난임 대상자분

들은 불만이 있으면 불만을 하소연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심리적인 상담을 요구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

으셔서요. 간호사가 상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전문적

인 훈련을 받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참여자 7).

범주 2: 예민한 상태를 공감하고 터치해 줌

참여자들은 대상자들의 이해가 바탕이 된 공감과 터치

에 대하여 표현하였다. 참여자들은 난임 대상자들이 가진 

특수한 상황과 치료 과정을 이해하며 이들의 예민한 상태

를 공감해주었다. 참여자들은 대상자들이 상담을 통하여 

공감을 얻었고 신체적, 정서적 터치를 통하여 예민했던 상

태가 회복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난임 대상자분들은… 안 그러신 분들도 많긴 하지

만 까칠한 분들이 많은 편이세요. 다른 병원에서 진료

받으실때부터 까칠하다고 소문나신 분이 저희 병원 

오셔서도 정말 모든 민원을 다 넣으셨거든요. 초음파

실 커텐부터, 옷 갈아입으시는 방, 상담실에 있는 저

희 간호사들에게까지 계속 컴플레인을 하시던 일본

분이 계셨었는데 제가 컴플레인을 들어주고, 설명해

주고, 민원 처리하는 절차까지 장기적으로 맡아서 설

명을 드리면서 예민하신 부분 이해한다라고 공감해

드리고 손도 잡아드리고 그러니까 조금씩 바뀌시더

라구요. 나중에 잘 마치시고 임신도 하셨는데 가실 때

는 저 때문에 고마웠다… 그때 민원 처리 방법이랑 검

사 절차 같은 거 설명 잘 이해했었다… 하시더라구요

(참여자 6). 

엄청 화내는 대상자들도 많죠. 일단 컴다운 시키려

면 친밀감 있게 접근하는 것도 한 방법이더라구요. 대

상자분들 어머님이랑 같이 오실 때도 많은데 어머니 

옆에 계시면 어머니 팔짱 끼면서 어머니 이쪽으로 오

세요~ 이러면 그 순간 화는 좀 덜 내세요(참여자 8).

범주 3: 과잉 개입보다는 대상자의 느낌을 표현하게 함

난임은 대상자들에게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상담 시 

과잉 개입하기 보다는 대상자의 느낌을 있는 그대로 표현

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참여자들은 대상자들의 심리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대상자의 느낌을 그대로 표현하게 하

면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었다.

난임이라는 게 굉장히 애매모호한 거에요… 대상

자분들에게 원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답답하고 

불안정한 감정을 갖고 계세요. 난임이 죽고 살고의 그

런 치료가 아니라 성공과 실패의 두 가지 결과이기 때

문에 정서적 지지를 받고 싶어하시면서도... 피해의

식도 있으시고… 또 너무 과잉으로 접근하는 걸 부담

스러워하시기도 하고… 불안정하지만 남한테 알리고 

싶지는 않고, 외부 환경은 컨트롤하고 싶어하시더라

구요. 이 분들은 정서적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되

는 분들이기 때문에 의료진들이 너무 오바해서 접근

하기보다는 이분들 스스로가 욕구와 기대를 먼저 표

현해주실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참여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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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의 원인이 남성측, 여성측 원인도 밝혀지지 않

은 분들… 원인 미상의 난임 대상자분들은 굉장히 날

카로우세요. 처음에 오셔서 절차에 대한 설명이나 교

육을 받으실 생각도 없으시고 의무기록만 던지듯이 

주시면서 알아서 파악하라는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으셨구요. “도와드릴 것이 있을까요?” 라고 말씀드

려도 “도움 받을 일 없습니다”라고 하셨던 분도 계셨

었어요. 먼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개입

하는 것보다는 그 분들이 가지고 있으신 느낌을 표현

하게 해 드리는게 상담을 풀어나가는데 핵심이 되는 

것 같아요(참여자 3).

범주 4: 최선을 다해 경청하기

참여자들은 상담 시 경청이 난임 간호사에게 매우 필요

한 것이라고 하였다. 참여자들은 대상자들의 문제를 최선

을 다해 경청하고 있었다. 경청은 상담의 기본 전제라고 생

각하며 상담 시 경청을 제일 중요하게 지켜야할 항목으로 

여기고 있었다. 

대상자를 공감하기 위해선 경청해야 하잖아요? 무

조건 잘 들어주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의사소통이 

그래도 이제 노하우가 생겨서 많이 부담스럽지는 않

지만... 대상자들이 많이 밀려있다 보니깐 마음이 급

해져서 대상자분들이 말씀하시는 데 중간에 끊게 되

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다 듣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줘야 하는데 저도 모르게… 상담을 하는 순간은 다

른 업무를 생각하지 않고 대상자분들 말씀에 최선을 

다해 경청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참여자 4).

절대 가르치려고 하면 안되어요… 무조건 들어주

고 경청해주는 것이 필요해요. 대상자분들은 처음부

터 원하시는 것을 다이렉트로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

런 저런 고민 얘기하시다가 결국에는 원하시는 문제

를 말씀하시니깐요… 집중하고 경청하고, 제가 경청

하고 있다는 모습을 그 분들에게 보여드려야 문제를 

말씀하세요(참여자 6).

범주 5: 난임 대상자의 감정과 욕구를 수용하고 인정해

주기

참여자들은 난임 대상자의 감정과 욕구를 수용하며 인

정해주었던 경험을 표현하였다. 참여자들은 난임 대상자의 

감정과 욕구를 수용하려고 하였다. 난임 대상자들이 난임 

치료 중 가지는 감정과 욕구를 객관적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상담 시 난임 대상자들이 그들의 감정과 욕구가 자

연스러운 것임을 인정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

었다. 

대상자분들에는 중국분들도 많으신데 어떤 중국

분은 45세가 넘으셨고 이미 난소기능이 마이너스일 

정도로… 생리도 거의 안하시고… 제가 봤을땐(임신

이) 안 될 것 같은데 2년 동안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치료받으시는 분이 계세요. 그 분 넉넉한 형

편도 아니시고 시험관 시술한다고 돈 모으시다가 사

기당하고 그러시는 거 보면 그만 하시라고 말하고 싶

은데 그 분이 임신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마음과 현실

적인 부담감을 알기 때문에 저의 판단이나 조언은 하

지 않고 그 분의 감정과 욕구를 이해하려고 해요. 그

게 제가 상담을 하면서 가져야 할 원칙인 것 같구요

(참여자 4).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개인 상담을 요청했던 분이

세요. 너무 힘드셔서 찾아오셔서 상담을 했는데 그분

이 힘드신 것이 당연한 거고 거기에 타당성을 부여하

면서 인정해드리니 안정감을 느끼시더라구요. 상담 

후 좀 더 나아지시고 안정감을 찾아가는 걸 느꼈을 때 

저도 보람을 느꼈어요(참여자 6).

상담을 하면서 실패사례요? 대상자분들 말에 충분

히 공감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잘 해드려야 대상자

분들의 욕구불만이 안 생기거든요. 여러 변수가 있기

는 한데… 의사와 의사소통이 잘 안되 가지고 이식 날

짜를 미뤄야하는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마음이 

되게 뾰족해 있는 게 느껴지는데 제가 충분히 그 분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여력도 없었어요. 저는 의료진

의 입장에서는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 차라리 마

음 편하게 있는게 나을텐데 왜 저러실까라는 생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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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었지만 그 대상자분은 본인이 생각했던 계획이 틀

어진 것이었고.,. 마음에 불편한 감정이 생기는 것을 

이해해드리고 하나씩 풀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려

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생각만 하고 타이밍이 

안 맞아서 상담을 잘 못해드렸던 것이… 실패 사례였

던 것 같아요(참여자 7).

범주 6: 난임 대상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정서적 지지를 

제공

참여자들은 대상자의 특성에 맞추어 정서적 지지를 제공

하는 것이 난임 대상자들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표현하였다. 

어떤 대상자분이 이식을 받고 일을 계속해도 되냐

고 물어보시길래 일상생활 가능하시고 무리만 안 된

다면 일하시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개를 갸우뚱 하시더니 제 옆에 있는 동료한테도 똑

같은 질문을 하시는거에요. 알고 보니 그 분은 일을 

쉬고 싶으셨던 거에요. 저희에게 이식을 받고 일하시

면 안되고 쉬셔야한다라는 본인이 원하시는 답을 듣

고 싶으셨던 거죠. 위험도가 큰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일을 하셔도 되는 건 맞지만 대상자 특성을 파악하고 

원칙을 말씀드리긴 하되, 대상자에 맞추어서 상담을 

해 드리는 것도 정서적 지지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참여자 4).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상담일까라는 의문이 들 

때가 많아요. 상담 심리를 공부하면서 간호 현장에서 

하는 상담이 교육인가 상담인가 헷갈릴 때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상담의 정의는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새

로운 대인관계를 통하여 자기를 회복하는 그런 과정

이거든요. 또 스스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

러주는 건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전문적인 심리 상담

에 해당되진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교육적인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지만, 일반적인 난임 정보 전달만으로는 

그들의 감정을 터치해줄 수는 없어요. 난임 대상자들

을 누구보다도 더 잘 파악할 수 있는 직군이며, 저희

도 그 분들의 정서적 지지 제공을 담당하는 구축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참여자 1). 

범주 7: 세심한 배려

외국서 임신을 시도하다가 한국 오셔서 시험관 시

술을 하시고 다시 외국으로 돌아가셔서 임신을 시도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다행히 임신이 되셔서 계속 

써야하는 약이 있는데 아무래도 외국은 주사 비용이

나 약이 비싸니까 친정 어머님이 대신 오셔서 그 약을 

타서 가시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아는 대상

자여서 대상자의 특성을 기억을 하고 주의 사항이라

던지 약 사용 방법에 대해 글로 쓰고 추가적으로 어떤 

거는 조심을 하고 질문사항 있으시면 한국으로 전화

를 달라고 작은 편지를 써 드렸는데 출산을 하시고 나

서도 너무 고맙다고 찾아와 주시더라구요. 별 거 아닌

데 다시 찾는 병원을 제가 만든 것 같아서 뿌듯했습니

다(참여자 2).

2. 주제 2: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대상자의 문제를 파악

    하고 상담을 진행하기

참여자들은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난임 대상자의 문

제를 파악하고 치료과정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였던 경험에 

대하여 표현하였다. 이 영역에는 ‘최신 실무 및 행정적 지

원에 대한 학습을 지속하기’, ‘임상 결과를 정확히 인지하고 

대상자의 문제를 파악하기’, ‘치료 과정에 대한 일관적 태도

를 보임’의 세 가지 범주로 구성되었다. 

범주 1: 최신 실무 및 행정적 지원에 대한 학습을 지속하기

참여자들은 난임 상담 시 최신 실무 및 행정적 지원에 대

한 지속적인 학습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난임 대상자들의 

대부분이 최신 실무뿐만 아니라 수시로 변경되는 행정적 

지원에 대하여 문의를 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학습의 중요

성을 느끼고 있었다.

주로 40대 부부들이 많이 오시죠. 보통 두 부부들

이 공부하시다, 맞벌이하시다 임신하는 시기를 놓치

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원하시

는 케이스가 가장 많구요. 지적 수준도 꽤 높으시고 

인터넷으로도 공부 많이 하고 오셔서 올드한 정보를 

드린다던지… 아님 교수(의사)님들이 유전학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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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설명하시는 데 저희가 모르거나 그러면 상담하는

데 브레이크가 걸리죠. 최신 난임 실무는 어떤지에 대

한 파악은 되어있어야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참여자 

7).

상담의 주제는 거의 나는 임신이 언제쯤 될 수 있

는지에 대해서에요. 임신 시기를 설명드리다 보면 시

술, 검사, 약물에 대해서 설명이 불가피한데 난임은 

시술이나 검사, 약물도 복잡한 편입니다. 그걸 다 이

해시켜드리는 것은 사실상 한계가 있긴 해요. 상담을 

하다 보면 비용문제까지 문의하시는 것이 많은데 현

재 저희도 비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있지가 않

아서 원무과로 안내를 해 드리긴 합니다. 하지만 관

련 부서로 안내를 하면서 상담이 끊어지는 경우가 많

기 때문에 난임 지원에 대한 정보도 파악을 하고 있어

야 할 것 같아요. 지금은 보험 적용이 많이 되고 있지

만 정부 지원에 따른 보조금 수여, 비급여 보험적용, 

변화되는 정부 정책에 대한 흐름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참여자 8).

범주 2: 임상 결과를 정확히 인지하고 대상자의 문제를 

파악하기

참여자들은 대상자들의 임상 결과를 상담 전에 미리 파

악하는 것이 대상자들과의 공감을 이루는데 중요한 요소라

고 하였다. 대상자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임상 결과를 

사전에 정확히 인지하며 준비하고 있었다.

상담할 때는 대상자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 혈액검사에서 임신 반응검사를 했는

데 수치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궁 외 임신

이 된 건데 제가 거기다 대고 축하한다 이러면 전혀 

대상자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대상자가 간호사 앞으로는 못 믿게 되는 거에요(참여

자 2).

범주 3: 치료 과정에 대한 일관적 태도를 보임

원장님 방에 있다 보니까 컴플레인 대상자들을 좀 

담당했어요. 대상자들 보면 욱하는 대상자들도 있고 

조곤 조곤 따지는 대상자들도 있고 앉아서 얘기해보

면 아 이런 사람은 이런 스타일이구나 좀 느낄 수 있

어요. 그럼 계속 들어주면 되는 대상자가 있고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주면 되는 대상자가 있고…. 그런데 

이렇게 컴플레인 대상자를 대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치료과정에 대하여 제가 휘둘리지 않고 일관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대상자분들 중

에는 워낙 시술이나 약물 투여가 복잡하다 보니까 사

이클 몇 번 하신 분들은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때 대상자들한테 같이 휘둘리다 

보면 신뢰감을 잃게 되어요. 치료 과정에 관해서는 일

관적으로 동일한 태도로 상담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

다고 생각합니다(참여자 6).

3. 주제 3: 전문적인 이미지와 정중한 태도로 임하기

참여자들은 난임 간호사의 상담 역량에 대하여 전문적

인 이미지를 갖추고 정중한 태도로 임하기가 난임 간호사

에게 필요한 역량이라고 하였다. 이 영역에는 ‘난임 간호사

로서 전문적인 이미지를 갖춤’, ‘정중한 태도를 취하기’의 

두 가지 범주로 구성되었다. 

범주 1: 난임 간호사로서 전문적인 이미지를 갖춤

참여자들은 전문적인 이미지를 갖추고 상담을 진행하고 

있었다. 전문적인 이미지는 대상자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

으며 이러한 호감은 상담을 긍정적인 결과로 이끌 수 있다

고 생각하였다. 

상담자는 대상자에게 어떻게 보일까도 신경을 써

야할 것 같아요. 가운을 입더라도 좀 구겨지지 않고 

깔끔하게 입는다던지… 화장도 흐트러지지 않게 한

다던지 하면 난임 간호사로서 전문적인 이미지를 보

여 줄 수 있을 것 같아요(참여자 3). 

범주 2: 정중한 태도를 취하기

참여자들은 정중한 태도로 상담에 임하고 있었다. 정중

한 태도는 대상자들에게 진솔하게 다가갈 수 있으며 이러

한 태도는 상담자와 대상자의 라포형성에도 도움을 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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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생각하였다. 

대상자가 제게 자기의 문제를 꺼내 놓을 수 있도

록 정중한 태도로 편안한 모습으로 해야할 것 같아요. 

대상자 분들 말씀 들으면 저 선생님한테는 자꾸 물어

보게 된다… 저 선생님은 말 걸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상자분들이 존중받는다고 느낄 수 있

도록 예의를 갖추고 정중한 태도를 가지고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참여자 5).

4. 주제 4: 여유 있고 편안한 분위기로 대하기

참여자들은 난임 간호사의 상담 역량에 대하여 시간에 

쫓기지 않고 안정감 있고 편안하게 상담을 진행하기가 난

임 간호사에게 필요한 역량이라고 하였다. 이 영역에는 ‘관

심을 주며 시간에 쫓기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편안한 모

습으로 안정감 있게 상담을 진행하기’의 두 가지 범주로 구

성되었다. 

범주 1: 관심을 주며 시간에 쫓기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참여자들은 상담을 여유 있게 할 수가 없지만 난임 대상

자가 편안하게 상담에 임할 수 있도록 관심을 주며 시간에 

쫓기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었다.

상담 간호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오전에 진료가 

몰려져 있고 교수님별로 오전에만 몇십 명씩 대상자

들이 오는데 현재 제 포지션에서 오전 업무를 다 하려

면 상담적인 부분을 줄여야하거든요. 그렇다고 오후 

업무가 없는 것도 아니고… 옆에 있는 동료 간호사는 

대상자 열 명씩 빼고 있는데 저는 한 대상자한테 10

분, 20분씩 “네 그러셨어요” 이러면 속이 터지는 것

이거든요. 옆에서는 목소리가 막 힘들어가지고 이러

고 있는데… 그래서 말도 자꾸 빨라지게 되고 형식적

으로 응대를 하는 경우도 자주 생겨요. 시간만 넉넉하

다면 대상자들 개개인에게 관심을 주고 더 잘 상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참여자 8).

범주 2: 편안한 모습으로 안정감 있게 상담을 진행하기

참여자들은 난임 상담 시 편안한 모습으로 안정감 있게 

상담을 진행하며 난임 대상자들에게 신뢰감을 보이고 있었

다. 참여자들은 대상자가 상담 시 서로 편안한 상태에서 상

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사실 상담하려면 간호사들이 모르는 게 있어서는 

안 되어요. 의사들이 진료실에서 설명을 해도 대상자

분들은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의사들

은 어려운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경향이 있으니

까 진료실 밖으로 나오셔서 다시 물어보시거든요. 그

거를 조금 쉽게 다시 풀어서 설명을 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서… 그때 제가 짜증을 낸다던지 귀찮아한다던

지 하면 이 분들은 원하시는 정보도 못 얻고 의료진들

에 대한 친근감도 없어지는 거구요. 이해를 못하시는 

걸 다시 물어보게 되었을 때 제가 편안하고 안정감 있

게 상담을 해 드리면 그 분들이 지식적인 부분에 대해

서 많이 편안해 하세요(참여자 6).

고     찰

이 연구는 난임 대상자를 담당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그들이 인식하고 있는 난임 대상자 상담 형태 및 상담 영역

을 파악하고 비교하여, 앞으로 난임 대상자의 요구를 반영

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난임 

대상자 상담의 적절한 실천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먼저 난임 간호사가 인식한 상

담 경험은 ‘치료적 의사소통’,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대상

자의 문제를 파악하고 상담을 진행하기’, ‘전문적인 이미지

와 정중한 태도로 임하기’, ‘여유 있고 편안한 분위기로 대

하기‘의 4가지였다. 난임 간호사들은 난임 대상자 상담 동

기로서 치료적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리, 사회적 문제에 초

점을 두었다. 이 연구 결과는 대부분의 난임 여성이 치료나 

시술 실패로 겪는 정서적 좌절감, 시술 성공 후에도 지속되

는 불안(Dawadi et al., 2018)등에 초점을 맞추고, 난임 시

술의 전 과정과 치료에 난임 대상자의 심리 사회적 지지에 대

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한 선행연구 결과(ESHRE, 

2015)를 뒷받침한다. 현재 난임부부지원사업 대상자 가

운데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원인 불명의 난임의 경우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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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술 및 치료의 개입뿐 아니라 난임을 유발한 대상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문제 요소에 대한 이해를 통한 정확한 

진단과 대상자의 특성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난임 대상

자 중 심리 사회적 개입을 통해 임신 성공률이 증가되었고

(Luk & Loke, 2016), 심리 사회적 개입 없이 난임 시술만

을 진행했을 때에는 그 성공률이 높지 않았다(Kim, 2009).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서 보았을 때 난임 여성들은 

시술 기간의 실패, 문제가 생겼을 때 상담 동기가 많이 생기

는 것으로 여겨진다. 난임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시술 과정 

중의 스트레스, 통제의 상실, 낙인, 성인기 발달 과제 수행

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Dawadi et al., 2018), 이러

한 난임에서의 스트레스가 임신율을 낮추고, 난임 치료 중

단을 증가시킬 수 있어서(Hwang & Jang, 2015) 난임 여

성들의 건강 문제가 유발될 가능성이 높다. 선행연구에서 

보조 생식술이 예정된 난임 대상자의 대부분이 감정적 어

려움을 호소하고, 감정적 어려움은 보조 생식 시술 후 임신

에 실패할 경우에도 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Mousavi 

et al., 2013). 또한 앞으로 있을 자녀의 출산을 위한 상담

은 난임 부부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Gameiro 

et al., 2012), 이는 난임 여성에 대한 상담이 이들의 심리, 

정신적 건강을 향상시키고 임신 성공률을 향상시키는데 기

여를 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Mousavi et al., 2015). 이러

한 연구 결과들은 이 연구에서 나타난 난임 간호사의 상담

과 관련된 심리·사회적 지지가 임신 가능성을 향상시킬 있

다는 점을 지지하는 것이다.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처

럼 난임 상담을 난임 시술 및 치료의 주요한 축으로 설정하

고 관리하고 있는 데 비해(Australian and New Zealand 

Infertility Counsellors Association, 2018), 우리나라의 

난임 지원체계는 2018년 시범 사업 이후 명확한 성과가 나

오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난임 상담을 

통해 난임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심리 사회적 지지의 요소

에 대해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시술 전, 

시술 중, 시술 후 과정 동안 난임 간호사가 숙지해야 할 난

임 대상자들의 ‘치료적 의사소통’,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대상자의 문제를 파악하고 상담을 진행하기’, ‘전문적인 이

미지와 정중한 태도로 임하기’, ‘여유 있고 편안한 분위기로 

대하기’와 같은 관계적 요인 대해 항목별로 세분화하여 상

담 경험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는 난임 대상자들이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난임 

간호사들과 상호 협력적인 관계 속에서 충분한 사회 심리

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 확인된 4가지 속성을 바탕으로 

난임 간호사의 상담 관련 직무를 분석하고, 난임에 대한 최

신 지견 뿐 아니라 직무수행 능력과 상담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상담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

이다. 특히 난임 상담 간호사의 상담 역량을 강화하기 위

해서는 다양한 난임 여성들의 사례별 상담 교육과 소규모 

집단의 토론 수업, 상담 능력에 대한 개별 집중도 등 다양

한 교수법을 도입하고, 대상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체계적

인 상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고 상담 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술 과정 내 난임 간호사의 태도, 시

술 프로세스, 환경적 측면 사정, 심리적 지지, 사회적 지지

와 같은 자원 이외에도 난임 대상자들은 그들이 겪고 있는 

신체적, 심리적 고통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난임 상

담 간호사의 심리 사회적 지지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이를 토대로 난임 여성에게 적합한 정보 제공 및 상

담을 통하여 난임 여성들의 건강 관리 실천과 자기 관리 능

력을 함양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안정적이

고 접근 가능한 난임 상담 제공과 함께 난임 상담의 질을 확

보함으로써 난임 시술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통합적인 난임 

대상자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연구는 난임 센터 간호사의 상담 경험을 탐색하고자 

일부 지역 2개의 난임 전문 병원에서 근무하는 8명의 간호

사를 대상으로 인터뷰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난임 센터 간

호사의 시각만을 반영하여 난임 대상자 측면에서 경험되는 

상담은 반영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참여자가 8

명이라는 소수의 인원이었기 때문에 상담자의 다양한 특성

을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이 있으므로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결     론

이 연구에서 난임 센터 간호사의 상담 경험은 ‘치료적 의

사소통’,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대상자의 문제를 파악하고 

상담을 진행하기’, ‘전문적인 이미지와 정중한 태도로 임하

기’, ‘여유 있고 편안한 분위기로 대하기’의 4개의 주제 및 

14개의 범주로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는 난임 센터 간호사

의 상담 경험에 대한 이해를 제시함으로써 난임 간호사가 

난임 대상자들과 상호 협력적인 관계 속에서 충분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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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공할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선진국형의 난임 상담 

모델에 기반하여 2018년 중앙 및 권역별난임상담센터 설

립을 통하여 난임상담센터가 운영되고는 있지만 아직은 안

정화되지 않은 상태로 개선해야 할 문제가 많이 남아있다. 

이 연구 결과를 통하여 난임 상담 간호사가 정착하고 난임 

대상자를 위한 상담 모형을 제시하는데 초석이 되는 자료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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