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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both an honor and hefty responsibility to take on the position of editor-in-chief for the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KJWHN) for the period of January 2020 to December 2021. As 
our editorial board and I attempt to follow the footsteps of our predecessors who have dedicated 
themselves to the journal’s development, we thank our readers and the authors who have helped 
KJWHN reach its 25th anniversary this year since the first issue was published in 1995. 

In this editorial, I hope to share with readers some information on KJWHN’s journal statistics, 
preparations for seeking Scopus status, and the necessary directions that follow. I also wish to 
note appreciation for our 2019 reviewers. 

Journal statistics and citation information of KJWHN 

The data on manuscripts submitted to this journal up to December 24, 2019, is presented in Table 1. 
The total cites in Scopus as of March 5, 2020, shows 229 documents from KJWHN cited 607 

times (data as secondary documents). Although KJWHN is not yet Scopus status, it is certainly 
being utilized and cited by the international audience, and we intend to expand and increase this 
trend. 

As for the Scopus CiteScore, which is calculated from the previous three years of publications 
[1], KJWHN’s CiteScore for 2019 can be estimated as 0.148, as follows: 

( REF (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2016 ) OR REF ( “Korean J Women Health 
Nurs” 2016 ) ) AND PUBYEAR =  2019 12 

( REF (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2017 ) OR REF ( “Korean J Women Health 
Nurs” 2017 ) ) AND PUBYEAR =  2019 2 

( REF ( “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 2018 ) OR REF ( “Korean J Women Health 
Nurs” 2018 ) ) AND PUBYEAR =  2019 2 

These cites relating to the period of 2019 (12+2+2 = 16) were divided by the number of arti-
cles in 2016-2018 (108). Thus the 2019 CiteScore was 0.148 (16/108). This means the ranking 
of KJWHN is at about 15% level in general nursing category.  

Journal statistics, Scopus pre-evaluation, and appreciation for 
2019 reviewers of the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Sue Kim

Editor-in-Chief

College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pISSN 2287-1640 · eISSN 2093-7695
Korean J Women Health Nurs 2020;26(1):1-3

https://doi.org/10.4069/kjwhn.2020.03.16

Editorial

Received: March 6, 2020 
Revised: March 16, 2020 
Accepted: March 16, 2020 

Corresponding author: 
Sue Kim 
College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50-1 Yonsei-ro, 
Seodaemun-gu, Seoul 03722, Korea 
Tel: +82-2228-3276 
E-mail: suekim@yuhs.ac 



https://doi.org/10.4069/kjwhn.2020.03.16

Kim S • Editorial

2

Scopus pre-evaluation 

Among the 16 items listed in the pre-evaluation for Scopus sub-
mission system [2], currently our journal status shows complete 
readiness. The editorial board continues to seek ways to ensure 
better infrastructure and expand the diversity of potential authors, 
while making KJWHN a better platform for quality manuscripts 
to be shared. The Principles for Transparency and Best Practices 
statement, newly added to the journal website, is an example of 
our preparation for seeking Scopus status, as well as for registra-
tion in other international databases in the near future. 

Future directions for KJWHN 

Please note that the journal homepage has been renewed with 
new functions. The section titled “Issues and Perspectives” has been 
re-named from its prior form ‘Current Issues’ to include a wider 
spectrum of expert opinions and issues of relevance for our read-
ers. We hope this peer-reviewed piece will engage readers to dis-
cuss further and perhaps respond via the journal. We are also 
starting a new section titled “In this Issue,” to brief readers to be 
able to quickly identify the content of each journal issue. 

Also, from the March 2020 issue, the following are provided 
as new functions of the journal homepage: First, the text can be 
read easily with 80 languages in the world through Google 
Translate by selecting the preferred language on our homepage. 

Second, the author index is provided for better search of spe-
cific author’s work. 

Third, a graph of journal metrics is presented based on Cross-
ref metadata. Therefore, hit and download count, resolution re-
port of the prefix of the journal, yearly Crossref citation, and 
source titles of citing articles are easily verified. 

Finally, the citation reports based on Crossref Metadata, Sco-
pus, and the Web of Science Core Collection are provided, in-
cluding citing journals that deposit digital object identifier 
(DOI) of each article and its references to Crossref. 

I believe the above functions will clarify the present position of 

the journal in the international scholarly journal network and 
hope KJWHN will be more accessible to readers across the world. 

The editorial board of KJWHN is also actively considering 
various ways to make the journal more attractive and relevant to 
our readers and potential authors. Our new editorial board in-
cludes Dr. Emily Drake, former president of the Association of 
Women’s Health, Obstetrics, and Neonatal Nursing (AW-
HONN) [3], and Dr. Yoko Shimpuku, an internationally re-
nowned expert in midwifery [4]. 

In addition to original articles, we welcome quality review pa-
pers and method papers that fit the aims and scope of our jour-
nal. Please note the updated author guidelines and statement of 
research and publication ethics that will be applied from the 
June 2020 issue, which are available online.

Appreciation for 2019 reviewers 

Last but not least, gratitude goes to the following reviewers who as-
sisted KJWHN in 2019. Without your sharp eyes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publications would not have been possible. 

Ahn, Suk He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Chae, Hyun Ju ( Joongbu University) 
Cho, Ok Hee (Kongju National University) 
Choi, So Young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Chun, Na Mi (Sungshin Women’s University) 
Chung, Chae Weon (Seoul National University) 
Han, Yong Hee (Hallym Polytechnic University) 
Hong, Se Hoon (CHA University) 
Hur, Myung Haeng (Eulji University)  
Hwang, Kyung Hye (Suwon Science College) 
Hwang, Moon Sook (Woosuk University) 
Jeong, Geum Hee (Hallym University) 
Jun, Eun Mi (Pai Chai University) 
Jun, Eun Young (Daejeon University) 
Kang, Sook Jung (Ewha Womans University) 
Kim, Hee Sook (Dongnam Health University) 

Table 1. Basic statistics on manuscripts submitted to the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in 2019

Category Data Notes
Manuscripts submitted (n) 39
Manuscripts determined without review (n) 3 Not in accord with journal’s aims and scope
Manuscripts reviewed and determined (n) 35 Accepted and published 30, rejected 5
Manuscripts under review or revision (n) 1 Under review
Acceptance rate (%) 78.9 30/38=0.789
Median time from submission to publication (days)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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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Hyun Kyoung (Kongju National University) 
Kim, Kyung Won (Daegu Hanny University) 
Kim, Mi Jong (Hannam University) 
Kim, Moon Jeong (Pukyung National University) 
Kim, Myoung hee (Semyung University) 
Kim, Sun-Hee (Daegu Catholic University) 
Kim, Young Hee (Dongguk University) 
Kim, Young Ju (Daejeon Health Institute of Technology) 
Kim, Yun Mi (Eulji University) 
Kim, Yun Mi (Gachon University) 
Lee, Soo Yeon (Koje University) 
Lee, Yun Jung (Seoul Women’s College of Nursing) 
Moon, So Hyun (Chosun University) 
Park, Hye Sook (Dongyang University) 
Park, Hyun Jung (Pyeongtaek University) 
Park, Mi Kyung (Nambu University) 
Park, So Mi (Yonsei University Wonju) 
Shin, Gi Soo (Chung-Ang University) 
Sung, Mi Hae (Inje University) 
Yeo, Jung Hee (Dong-A University) 
Yoon, Ji Won (Shinhan University) 

As 2020 has been designated as the “Year of the Nurse and 
Midwife” by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5] to mark the bi-
centenary of Florence Nightingale’s birth, our journal will cele-
brate this memorable year through the continuous publication 
of cutting edge results for women’s health nursing. 

KJWHN relies on the hard work on the part of the editorial 
team and our committed reviewers, but more importantly, the 
support of members of the Korean Society of Women Health 
Nursing and our readers-at-large. We look forward to your input 
to make 2020 an exciting year of scholarly activities and ex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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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rch 2020 issue of the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includes articles relating to the
following topic clusters:
· Data science: An article on artificial intelligence (AI), machine learning, and deep learning, with

their current use in nursing research, especially in Korea. Also, AI’s potential application for wom-
en’s health is presented.

· Reproductive health: A study reports on mothers’ intention to vaccinate against the human papillo-
mavirus (HPV) in an understudied subpopulation and elementary-aged boys. There are also two
articles that focus on women with infertility, one on psychosocial factors affecting their quality of
life, and the other on the role of uncertainty and spousal support for women receiving artificial re-
productive technology.

· Maternal health: A study on how pregnant women’s stress, depression, and social support affect
maternal identity.

· Education in women’s health: Simulation in nursing education is increasingly widely used. One arti-
cle reports on a simulation-based postpartum hemorrhage education program’s effect on clinical
performance, judgment, and learning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s. The other article presents
how problem-based learning—integrative simulation practice was useful for critical thinking, prob-
lem-solving, and immersion.

· Professional roles: An article on work performance and factors affecting job satisfaction in regis-
tered nurse-midwives.

· Women’s cancers: A study on lifestyle, depression, and marital intimacy among breast cancer survi-
vors.

· Gender analysis: A secondary analysis study focusing on factors influencing gender differences in
unmet health needs.

We hope you will enjoy the articles in this issue.

In this issue of the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March 2020
Sue Kim

Editor-in-Chief

College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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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ficial intelligence (AI), which includes machine learning and deep learning has been introduced 
to nursing care in recent years. The present study reviews the following topics: the concepts of AI, 
machine learning, and deep learning; examples of AI-based nursing research; the necessity of educa-
tion on AI in nursing schools; and the areas of nursing care where AI is useful. AI refers to an intelli-
gent system consisting not of a human, but a machine. Machine learning refers to computers’ ability 
to learn without being explicitly programmed. Deep learning is a subset of machine learning that 
uses artificial neural networks consisting of multiple hidden layers. It is suggested that the education-
al curriculum should include big data, the concept of AI, algorithms and models of machine learn-
ing, the model of deep learning, and coding practice. The standard curriculum should be organized 
by the nursing society. An example of an area of nursing care where AI is useful is prenatal nursing 
interventions based on pregnant women’s nursing records and AI-based prediction of the risk of de-
livery according to pregnant women’s age. Nurses should be able to cope with the rapidly developing 
environment of nursing care influenced by AI and should understand how to apply AI in their field. 
It is time for Korean nurses to take steps to become familiar with AI in their research, education, and 
practice. 

Keywords: Artificial intelligence; Big data; Computer neural networks; Deep learning; Nur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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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Background/rationale 
In recent years, artificial intelligence (AI) has been introduced into 
the field of nursing, and interest in its applications has grown ex-
plosively. As more specific forms of AI, machine learning and deep 
learning (eg, deep neural networks) have also been introduced. 
The number of articles in PubMed (https://PubMed.gov) on ap-
plications of AI, machine learning, and deep learning for nursing 
care has increased exponentially. In Korea, AI, machine learning, 
and deep learning have already been introduced into nursing care, 
although relatively few research articles have been published on 
this topic by domestic researchers. The results obtained us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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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of Nursing and Research Institute in Nursing Science, Hallym University, Chuncheo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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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s and Perspectives

search strings (“artificial intelligence” OR “machine learning” OR 
“deep neural network”) AND (nursing[Affiliation]) in PubMed 
and (“artificial intelligence” OR “machine learning” OR “deep neu-
ral network”) AND (nursing) in KoreaMed (https://koreamed.
org) are presented in Figure 1. However, relatively little of this con-
tent focuses on nurses’ jobs. Nonetheless, nurses are already living 
in an AI environment, making it necessary to understand how to 
apply AI to nursing. 

Objectives 
This article addresses the following questions. First, what are AI, 
machine learning, and deep learning? Second, in which nursing 
research areas has AI been adopted? Third, is it necessary to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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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duce education on AI into the nursing curriculum? Fourth, 
which aspects of nursing care for women’s health are promising 
targets for the application of AI?  

What are AI, machine learning, and deep 
learning? 

In the Merriam-Webster Dictionary, AI is defined as follows [1]: 
1. a branch of computer science dealing with the simulation of

intelligent behavior in computers 
2. the capability of a machine to imitate intelligent human behavior 

The definition of AI in Wikipedia is as follows: 
In computer science, artificial intelligence (AI), sometimes 

called machine intelligence, is intelligence demonstrated by ma-
chines, in contrast to the natural intelligence displayed by humans. 
Leading AI textbooks define the field as the study of “intelligent 
agents”; any device that perceives its environment and takes ac-
tions that maximize its chance of successfully achieving its goals. 
Colloquially, the term “artificial intelligence” is often used to de-
scribe machines (or computers) that mimic “cognitive” functions 
that humans associate with the human mind, such as “learning” 
and “problem-solving” [2]. 

An accessible way to understand AI is to present it in terms of 
levels: The first level of AI is a simple control program directly 
controlled by the operator. The second level is classical AI with 
multiple patterns and an enormous number of input-output 
mappings; such systems are used for searching and making esti-
mations, and as knowledge databases. The third level is machine 
learning-based AI. The fourth level is deep learning-based AI 
(Figure 2). 

Machine learning is a field of study that gives computers the 
ability to learn without being explicitly programmed, according to 
Samuel’s definition in 1959 [3]. Wikipedia describes machine 
learning as “the scientific study of algorithms and statistical mod-
els that computer systems use to perform a specific task without 
using explicit instructions. It relies on patterns and inference in-
stead. It is seen as a subset of AI. Machine learning algorithms 
build a mathematical model based on sample data, known as 
‘training data’, to make predictions or decisions without being ex-
plicitly programmed to perform the task” [4]. Data mining is an 
example of machine learning. Machine learning is executed based 
on the data, not on experts’ opinions. There are several types of 
machine learning models, including artificial neural networks, de-
cision trees, support vector machines, regression analysis, Bayes-
ian networks, and genetic algorithms. 

Deep learning is a model of machine learning using artificial 
neural networks that consist of multiple hidden layers, which is 
why these neural networks are known as “deep” neural networks 
and the framework is known as “deep learning.” Deep learning can 
be implemented as shown in Figure 3, where the input value (x) 
is multiplied by the weight (w), added up, and then output 
through specific functions such as the net input function and acti-
vation function. Within the broader category of machine learning 
models, deep learning can be thought of as an analytical method 
using neural networks. Deep learning is useful if relevant data ex-
ist, but problems of interest cannot be solved by extant methods. 
For example, deep learning is used for the game of Go, face recog-
nition, object recognition, voice recognition, and translation [5]. 

Fig. 1. A number of articl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machine 
learning, or deep learning for nursing in PubMed (https://PubMed.
gov) and KoreaMed (https://koreamed.org) according to year 
[cited 2020 Mar 2].

Fig. 2. Diagram of the artificial neuron (deep learning).
Source: created by Chrislb (CC BY-SA 3.0, https://commons.
wikimedia.org/w/index.php?curid=224555) [cited 2020 Mar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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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which nursing research areas has AI been 
adopted? 

Through a search of the PubMed and KoreaMed databases, it 
was found that there are still relatively few studies on AI in the 
field of nursing. It was also difficult to find relevant research in 
the field of women’s health nursing. 

Below are some examples of nursing studies on AI conducted 
outside of Korea: 

First, a chatbot was developed for mental health caregiving. 
The researchers described it as follows: “One mental health chat-
bot, or psychological AI service named Tess, has been used to 
deliver on-demand support for caregiving professionals, patients, 
and family caregivers at a non-profit organization. This low-cost, 
user-friendly, and highly customizable service allows emotional 
support to be scaled to thousands of people at a single time.” This 
is an example of integration of a smart chatbot and AI to help 
caregivers [6]. 

Second, a natural language processing system was developed 
that identifies relationships of medications with adverse drug 
events. A corpus of 505 de-identified clinical notes was trained 
with a recurrent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and showed excel-
lent performance. This learning system can be used to extract re-
lationships between medications and adverse drug events [7].  

Third, a sensor placed on the floor was developed for monitor-
ing elderly individuals in a nursing home, since monitoring the 
activities of elderly individuals is necessary to check on their 
health. The sensor was installed on the floor and analyzed their 
gaits. Deep learning was not able to recognize elderly individuals, 
but it achieved very high accuracy for classifying the elderly and 
medical staff [8]. 

Some examples of nursing studies on AI from Korea are de-
scribed below: 

First, a tool was developed to predict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Secondary data on 716 individuals extracted from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from 2008 
to 2010 were analyzed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nalytical tools, including support vector machine 
learning, found the following five key factors that predicte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come, chronic diseases, depres-
sion, discomfort, and perceived health status [9]. 

Second, a nursing diagnosis system was developed. Using a 
back-propagation neural network, a nursing diagnosis system 
was tested. The network was composed of three layers for train-
ing: one input layer of data from 119 patients; one output layer 
for the nursing diagnosis; and one hidden layer including six 
nodes of the hidden layer, a momentum of 0.5, and a learning co-
efficient of 0.5. The coincidence ratio was 0.93, with 20,000 
rounds of learning. This system demonstrated the possibility of 
applying neural networks to nursing diagnoses [10]. 

Third, a system was developed for classifying data on adher-
ence to medication. A support vector machine (a machine learn-
ing method useful for data classification) was applied to identify 
factors predicting adherence to medication in heart failure pa-
tients. After analysis of 11 variables from 76 patients, two models 
were suggested: one with five predictors, and the other with sev-
en predictors. Both models showed an accuracy of 77.6%. This 
machine learning method helped to stratify patients [11]. 

Fourth, a triage system for the emergency department was de-
veloped. Through an emergency department triage system based 
on machine learning and the initial nursing assessment, an effi-
cient system to predict adverse clinical outcomes could be creat-
ed. This new system was more efficient than the previous tradi-
tional system [12]. 

Is it necessary to introduce education on AI 
into the nursing curriculum? 

It is difficult for nursing faculty members and nursing school 
leaders to decide whether AI, machine learning, and deep learn-
ing should be introduced into the curriculum of nursing educa-
tion. Although the curriculum has limited hours, AI should be 
introduced to keep up with this new paradigm that affects both 
society as a whole and research. Since there currently is no spe-
cific curriculum dealing with AI for nursing students, AI should 
be discussed in nursing schools. To achieve these goals, profes-
sional associations dedicated to nursing education or related or-
ganizations, such as the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should consider adopting a new curriculum on AI. 

Paranjape et al. [13] suggested the following content for educa-

Fig. 3. Diagram of the artificial neuron (deep learning).
Source: created by Chrislb (CC BY-SA 3.0, https://commons.
wikimedia.org/w/index.php?curid=224555) [Cited 2020 Mar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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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on on AI in medical schools: the fundamentals of AI, electronic 
hospital records and data, application of AI to clinical deci-
sion-making, and ethical and legal aspects of AI. I suggest the fol-
lowing content for an AI curriculum in nursing education: nursing 
data as big data, the concept of AI, algorithms, models of machine 
learning, and the model of deep learning. Additionally, the curric-
ulum should include coding practice with Python, TensorFlow, 
and Keras. This content can be incorporated throughout nursing 
education, from the undergraduate level to graduate coursework, 
depending on the preparedness of the teaching faculty. A more 
specific and well-woven curriculum should be developed for each 
grade. The application of AI will certainly be beneficial; therefore, 
professors need to understand the principles of AI and prepare to 
integrate AI into the nursing curriculum. 

Which aspects of nursing care for women’s 
health are promising targets for the 
application of AI? 

AI can be applied to data relating to any topic of interest. Some ex-
amples include prenatal nursing interventions according to preg-
nant women’s nursing records, prediction of the risk of delivery 
according to pregnant women’s age, prediction of postpartum de-
pression, risk of breast cancer before and after menopause, the 
needs for nursing care among elderly women with physical dis-
abilities, and trends in women’s health nursing research and prac-
tice. Because there are so many topics for which AI, machine 
learning, and deep learning are promising approaches, any topic 
of interest in the field of women’s health nursing care could be a 
target for AI applications if nurses are interested in exploring the 
specific outputs that result from certain data.  

Conclusion 

AI, including machine learning and deep learning, is an inevitable 
trend that is currently shaping the environment of nursing re-
search, education, and practice, and will continue to do so in fu-
ture decades. As nurses, we should be able to understand the prin-
ciples of AI and apply AI in a broad range of fields. Regarding AI 
as a statistical method may make it easier to tackle. After under-
standing the technology and concepts of AI, the essential material 
is data, especially big data for deep learning. Therefore, data ma-
nipulation based on a careful understanding of the data is also an 
essential competency for working with AI. If we can manage data 
appropriately and enter high-quality data during the analysis pro-
cess, it will be easier to obtain better results from AI-based studies. 
A standard AI curriculum should be established and introduced 

in nursing education as soon as possible. Each nursing school can 
modify the standard curriculum according to the faculty’s compe-
tency and capacity of facilities. In short, It is time for Korean nurs-
es to adopt AI in their research, education, and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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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work performance and calling as determi-
nants of job satisfaction among nurse midwives. 
Methods: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registered nurse midwives who had worked in the de-
livery room for more than 6 months. Data were collected by face-to-face interviews, postal mail, and 
mobile devices. Subjects completed self-report questionnaires from July to August 2017. The data-
set was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he independent t-test, analysis of variance, the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Results: The mean score for job satisfaction was 3.42±0.45. Among the sub-factors, income had the 
lowest score (2.67±0.72) and management of delivery had the highest score (3.81±0.66). Job satis-
faction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marital status (t=2.25, p=.028), residential area 
(t=2.43, p=.016), and cause of job satisfaction (F=4.54, p=.012). Job satisfaction showed a signifi-
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work performance (r=.29, p<.001) and calling (r=.57, p<.001). The 
correlation between work performance and calling was also posi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r=.32, p<.001). Purpose and meaning (β=.48, p<.001) and marital status (β=–.15, p=.025) signifi-
cantly influenced job satisfaction. The model developed in this study explained 45% of variation in 
job satisfaction. 
Conclusion: Nurse midwives’ job satisfaction may be enhanced by entrusting them with profes-
sional roles and tasks. Above all,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provide programs that help nurse 
midwives connect their jobs with the meaning and purpose of their lives. 

Keywords: Nurse midwives; Work performance; Religious personnel; Job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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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연구 필요성 

출산 과정에서 조산사의 전문적인 지지는 진통제 사용과 회음절개

술 및 회음 손상, 기계분만, 제왕절개술의 비율을 낮추고 출산 경험 

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며[1] 산부의 분만 자신감을 높이는[2] 등, 조

산사의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보고들이 많다. 그러나 2016년 임상

조산사의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
velopment) 회원국 평균은 인구 천명 당 0.35명이었으며 이중 한국

은 0.02명으로 자료가 가용한 22개 국가 중 최하위로 나타났다[3].

출산에 대한 조산사들의 긍정적인 기여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근

무 현황이나 근무만족도에 대한 경험적 증거는 매우 부족하다. 간

호사가 자신의 직무에 만족할수록 직무 몰입이 높아지고 동기가 유

발되어 조직의 성과가 높아지므로[4] 분만실에서 일하는 조산사의

근무만족도는 산부와 가족의 만족도와 병원의 조직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되지만, 이에 대한 근거가 매우 부족하므로 

조산사의 직무만족 요인을 설명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탐색이 이

루어질 필요가 있다. 

전문 간호사의 경우 해당 자격과 동일한 분야에서 전문직 간호

를 수행할 때 직무만족도가 높으며[5], 개업 조산사의 경우에도 전

문적인 역할 수행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

졌다[6]. 조산사의 전문적인 역할 수행은 개업 조산사의 경우 의료

법의 제한으로 역할 수행 빈도가 낮았으며[6], 병원에 고용된 조산

사는 개업 조산사보다 더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7]. 2015년 병원

에서 근무하는 조산사는 641명, 조산원에서 근무하는 조산사는 39
명으로 대부분의 조산사가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8]. 즉, 병원에

고용된 상태이나 분만실에 근무하고 있어 전문직 역할 수행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조산사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직무수행이 근무만

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일을 소명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삶의 

만족과 직무만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9]. 이러한 소명의식

은 일에 있어서 자신의 역할을 깨닫고, 그 속에서 의미와 목표를 

추구하며, 그로 인해 사회나 온 인류를 위한 선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려는 태도를 의미한다[10]. 간호사에게 있어서도 소명의식

은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쳤으며[11]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사

와 의사의 소명의식은 직무 스트레스와 이직 의도 사이를 조절하

는 효과가 있었다[12]. 선행연구의 결과를 미루어 볼 때 소명의식

은 조산사의 직무만족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분만실에 근무하는 조산사

를 대상으로 직무수행 정도와 소명의식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조산사의 직무수행 정도와 소명의식이 직무만족도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근무 관련 특성을 파악하고,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2) 대상자의 직무수행과 소명의식, 직무만족의 정도를 파악한다.

3) 대상자의 직무수행과 소명의식, 직무만족의 상관관계를 파악한

다.

4) 대상자의 직무수행과 소명의식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Methods 

Ethics statement: This study was approved by the Institu-
tional Review Board of Pukyong National University 
(1041386-20170621-HR-016-3). Informed consent was ob-
tained from the subjects.

Summary statement
• What is already known about this topic?

Among practicing midwives, awareness of tasks was high, but performance was low, which negatively influenced job satisfac-
tion. Professionalism, including a sense of one’s calling, significantly influenced job satisfaction among clinical nurses.

• What this paper adds
Work performance and calling were related with job satisfaction among nurse midwives. Purpose and meaning, a sub-factor of
calling, was a determinant of job satisfaction. Performing professional tasks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job satisfaction.

• Implications for practice, education, and/or policy
To enhance nurse midwives’ job satisfaction, they should be entrusted with professional roles and tasks. Above all, nurse mid-
wives need to understand how to connect their jobs with the purpose and meaning of their l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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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설계 

본 연구는 분만실에 근무하는 조산사의 직무수행 정도와 소명의

식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횡단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대한조산협회에 등록된 조산사로서 연락처가 확인되는 

자 가운데 분만실에 근무하고 있으며 조산사 수습기간을 제외한 임

상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G*Power 3.1.2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α)=.05, 검정력(1–β)=0.85, 중간 효

과 크기(f)=0.15, 예측변수 12개로 설정하였을 때, 다변량 회귀분석

을 위한 최소 표본의 크기는 140명이었다. 85%의 회수율을 가정하

여 161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153부가 회수되었으나 응답이 누

락된 설문지를 제외한 후 149부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 도구 

대상자의 특성

대상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반적 특성으로는 연령, 결혼상

태, 학력, 종교, 월 소득, 거주지 등 6개 항목을 포함하였다. 근무

관련 특성에는 임상 경력, 분만실 근무 경력, 분만 개조 여부, 직업

만족 이유 등 4개 항목을 포함하였다. 직무수행과 소명의식, 직무

만족도의 측정을 위한 도구들은 이메일로 개발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였다. 

조산사 직무수행 정도 

분만실에 근무하는 조산사의 직무수행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조

산사 국가시험 문항 개발 기준안 연구[13]에서 제시한 직무수행 항

목을 이용하였다. 본 도구는 산전관리 9문항, 분만관리 11문항, 산

후관리 8문항, 신생아관리 3문항, 자기계발 3문항 등 5개 하부영역

과 34개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그 가운데 본 연구의 대상자인 병

원 분만실에 근무하는 조산사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임

신 진단하기, 회음부 절개하기, 산모 심폐소생술하기, 여성건강 관

리 등의 4개 문항은 조사에서 제외하였다. 4점 Likert 척도로 ‘경험

없다’ 0점, ‘자주 한다’에 3점을 부여하였으며 총점의 범위는 0–90
점이었다. 점수가 클수록 해당 직무를 자주 수행함을 의미하며 도

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값이 .92였고, 본 연구

에서는 .93이었다.

소명의식 

소명의식은 Shim과 Yoo [14]의 한국판 소명의식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초월적 부름, 목적·의미, 친사회적 지향 등

의 3개 하부요인과 1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4점 Likert 척도

로 ‘전혀 아니다’ 1점, ‘매우 그렇다’에 4점을 부여하였으며, 총점

의 범위는 12–48점으로 점수가 클수록 소명의식이 높음을 의미한

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값은 .85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6이었다.

직무만족도 

조산사의 직무만족도는 Kim [6]이 사용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전문지식, 조산업무, 보수, 근무환경, 업무감독 등 5개 하부

영역,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아니

다’ 1점, ‘매우 그렇다’에 5점을 부여하였으며 총점의 범위는 20–

100점이고 점수가 클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

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99이었고, 본 연구에서

는 .88이었다.

자료 수집 방법 

자료 수집은 2017년 6월부터 8월까지 이루어졌다. 자료 수집을 시

작하기 전에 연구자가 소속된 부경대학교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방문과 우편, 온라인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방문 

조사를 위하여 대한조산협회에서 실시하는 조산사 보수교육 일정을 

파악한 후, 사전에 보수교육기관 관계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허락과 협조를 구하였다. 보수교육 당일 대상자들에

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하고 보수교육 종료 후 설문지를 수거하

였다. 그리고 조산사 양성기관에 전화로 협조를 구한 뒤 우편으로 

설문지와 소정의 선물을 동봉하여 보낸 후 완성된 설문지를 우편으

로 회수하였다. 온라인 조사를 위하여 대한조산협회의 허락과 협조

를 얻은 후 등록 조산사의 전화번호를 얻었다. 대상자에게 문자 메

시지로 연구 안내문을 전송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하면 링크를 통해 

온라인 조사 사이트로 연결할 수 있게 하였다. 설문지 작성에 소요

된 시간은 평균 15–20분이었다. 모든 참가자들에게 소정의 답례품

을 제공하였다.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for Windows, ver.
21.0 (IBM Corp., Armonk, NY, USA)을 이용하여 통계 분석을 실

시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근무 관련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대

상자의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도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와
ANOVA로, 사후비교는 Scheffé’s test로 분석하였다.

2) 대상자의 직무수행과 소명의식, 직무만족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

편차로 구하였다.

3) 대상자의 직무수행 및 소명의식의 하부요인과 직무만족도의 상

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4) 대상자의 직무만족도 영향요인은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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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대상자의 특성과 그에 따른 직무만족도의 차이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연령은 평균 42.2±8.3세로

40대가 47.0%로 가장 많았고 39세 이하가 30.2%, 50대 이상이

22.8%였다. 대부분의 대상자가 결혼한 상태였고(77.2%), 4년제 대

학교와 대학원을 졸업한 대상자는 69.8%였다. 종교는 기독교가 가

장 많았고(45.6%) 없는 경우는 28.9%였다. 월 소득은 300만 원 미

만이 51.7%로 가장 많았고 대부분 비수도권에 거주하였다(77.9%).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도의 차이를 보면, 결혼상태

(t=2.25, p=.028)와 거주지(t=2.43, p=.016)에 따른 차이가 유의

하였고, 연령(F=0.89, p=.412), 교육수준(F=0.05, p=.952), 종교

(F=0.18, p=.910), 월 수입(F=0.21, p=.890)에 따른 차이는 유의

하지 않았다. 즉 배우자가 없는 대상자와 수도권에 거주하는 대상

자의 직무만족도가 높았다 

대상자의 근무 특성을 살펴보면, 임상 경력은 11–20년이 41.6%

로 가장 많았고, 분만실 근무 경력은 10년 이하가 58.4%로 가장 많

았으며 대부분 분만 개조를 하지 않았다(77.9%). 현 직업에 만족하

는 이유로는 ‘보람과 긍지’가 52.3%로 가장 많았고, ‘자아실현’은

37.6%였다. 근무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현 직

업에 만족하는 이유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였고(F=4.54, p=.012),

임상 경력(F=3.02, p=.052), 분만실 근무 경력(F=0.87, p=.422)이

나 분만 개조 여부(t=0.58, p=.565)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

다. 즉 현 직업에 만족하는 이유가 ‘급여 등 기타’인 대상자보다 ‘보

람과 긍지’인 대상자의 직무만족도가 더 높았다(Table 1).

Table 1. Differences in job satisfaction by general and work characteristics (N=149)

Variable Categories n (%) Mean±SD t/F (p)
General

Age (year) ≤39 45 (30.2) 3.38±0.35 0.89 (.412)
40–49 70 (47.0) 3.41±0.41
≥50 34 (22.8) 3.49±0.37

Marital status Yes 115 (77.2) 3.38±0.47 2.25 (.028)
No 34 (22.8) 3.55±0.35

 Education College 45 (30.2) 3.40±0.45 0.05 (.952)
University 66 (44.3) 3.42±0.45
≥Master 38 (25.5) 3.43±0.48

 Religion Protestantism  68 (45.6) 3.42±0.49 0.18 (.910)
Buddhism 22 (14.8) 3.36±0.41
Catholicism 16 (10.7) 3.45±0.35
None 43 (28.9) 3.44±0.46

Monthly income (×10,000, KRW) ≤299 77 (51.7) 3.39±0.48 0.21 (.890)
300–399 47 (31.5) 3.44±0.45
400–499 17 (11.4) 3.47±0.34
≥500 8 (5.4) 3.38±0.49

Residential area Capital 33 (22.1) 3.58±0.44 2.43 (.016)
Non-capital 116 (77.9) 3.37±0.44

Work-related
Length of nurse experience (year) ≤10 36 (24.2) 3.48±0.39 3.02 (.052)

11–20 62 (41.6) 3.31±0.48
≥21 51 (34.2) 3.50±0.44

Length of midwife experience (year) ≤10 87 (58.4) 3.39±0.44 0.87 (.422)
11–20 39 (26.2) 3.42±0.51
≥21 23 (15.4) 3.53±0.40

Deliver babies Yes 33 (22.1) 3.46±0.50 0.58 (.565)
No 116 (77.9) 3.41±0.44

Cause of job satisfaction Sense of worth and pridea 78 (52.3) 3.50±0.48 4.54 (.012)
Self-actualizationb 56 (37.6) 3.38±0.38
Salary, etc.c 15 (10.1) 3.14±0.42 a>c†

KRW: Korean won.
†Scheffé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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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과 소명의식, 직무만족의 정도 

직무수행의 평균은 3점 만점에 1.97±0.50점이었고, 하부요인별로

는 산전관리가 2.26±0.5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산후관리 2.17±

0.67점, 분만관리 2.01±0.43점, 자기계발 1.70±0.80점, 신생아관

리 1.70±0.92점이었다. 소명의식의 평균은 4점 만점에 2.97±

0.38점이었고 하부요인별로는 목적·의미가 3.12±0.45점으로 가

장 높았고 친사회적 성향이 2.96±0.43점, 초월적 부름이 2.84±

0.51점이었다. 직무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42±0.45점이었으

며 하부요인별로 살펴보면 분만업무가 3.81±0.66점으로 가장 높

았고, 전문지식 3.51±0.64점, 근무환경 3.44±0.56점, 업무감독

3.24±0.68점, 보수가 2.67±0.72점 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직무수행과 소명의식, 직무만족도의 상관관계 

직무수행(r=.29, p < .001)과 소명의식(r=.57, p < .001)은 직무만족

도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직무수행과 소명

의식 간에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r=.32, p < .001)를 보였다. 직

무수행과 소명의식의 하부요인들과 직무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았다.

직무만족도 영향요인 

직무수행과 소명의식이 조산사의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

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Durbin-Watson 지수

가 1.95로 오차항들 간에 서로 독립적임을 확인하였고, 독립변수들

의 공차한계는 0.46–0.94로 0.1보다 컸으며, 분산팽창지수는

1.07–2.19로 10 미만이었으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

로 판단하였다. 

대상자의 특성 가운데 직무만족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명목

변수인 결혼상태(1=결혼), 거주지(1=수도권)와 현 직업에 만족하

는 이유(1=보람과 긍지)를 더미변수 처리한 후 회귀식에 투입하였

다. 그리고 직무만족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직무수행과 소

명의식의 하부요인들도 함께 투입한 결과, 병원 분만실 조산사의 

직무만족도를 설명하는 회귀모형은 유의하였으며(F =13.09,

p < .001) 설명력은 45%였다.

독립변수들이 직무만족도에 미친 영향은 목적·의미(β =.48,

p < .001), 결혼상태(β=–.15, p=.025) 순으로 강하였다. 즉 직업에

대한 목적 의미를 높게 인식하고 미혼인 조산사의 직무만족도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Discussion 

본 연구는 조산사의 직무수행과 소명의식, 직무만족도의 정도를 파

Table 2. Scores of research variables (N=149)

Variable Domain Range Mean±SD
Work performance Antepartum care 0.10–3.00 2.26±0.57

Intrapartum care 0.23–3.00 2.01±0.43
Postpartum care 0.00–3.00 2.17±0.67
Neonatal care 0.00–3.00 1.70±0.92
Self-improvement 0.00–3.00 1.70±0.80
Total 0.34–2.89 1.97±0.50

Calling Transcendence 1.25–4.00 2.84±0.51
Meaning and purpose 2.00–4.00 3.12±0.45
Prosocial intention 2.00–4.00 2.96±0.43
Total 2.08–4.00 2.97±0.38

Job satisfaction Management of delivery 2.25–5.00 3.81±0.66
Professional 1.67–5.00 3.51±0.64
Work environment 1.75–4.80 3.44±0.56
Clinical supervision 1.33–5.00 3.24±0.68
Income 1.00–4.50 2.67±0.72
Total 2.20–4.65 3.42±0.45

Table 3. Correlations among work performance, calling, and job satisfaction (N=149)

Variable
r (p)

WP APC IPC PPC NM SI Call Tran PM PSI
APC .62 (< .001) 1
IPC .66 (< .001) .49 (< .001) 1
PPC .83 (< .001) .44 (< .001) .52 (< .001) 1
NM .77 (< .001) .17 (.034) .40 (< .001) .63 (< .001) 1
SI .71 (< .001) .38 (< .001) .27 (.001) .20 (< .001) .36 (< .001) 1
Call .32 (< .001) .17 (.037) .22 (.006) .19 (.019) .22 (.007) .36 (< .001) 1
Tran .18 (.027) .04 (.626) .22 (.008) .09 (.294) .13 (.108) .21 (.012) .81 (< .001) 1
PM .34 (< .001) .23 (.005) .19 (.018) .23 (.005) .12 (.015) .39 (< .001) .86 (< .001) .50 (< .001) 1
PSI .29 (< .001) .17 (.035) .14 (.085) .18 (.033) .23 (.005) .30 (< .001) .84 (< .001) .46 (< .001) .67 (< .001) 1
JS .29 (< .001) .24 (.003) .18 (.033) .21 (.012) .12 (.162) .35 (< .001) .57 (< .001) .36 (< .001) .62 (< .001) .48 (< .001)

APC: Antepartum care; Call: calling; IPC: intrapartum care; JS: job satisfaction; NM: neonatal management; PM: purpose and meaning; PPC: postpartum 
care; PSI: prosocial intention; SI: self-improvement; Tran: transcendence; WP: work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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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Factors influencing job satisfaction (N=149)

Purpose and meaning B SE β t p

(Constant) 1.25 0.28 -.15 4.52 < .001
Marital status† –0.15 0.07 .09 –2.26 .025
Residential area† 0.1 0.07 .08 1.34 .183
Cause of job satisfaction† 0.3 0.24 .05 1.22 .226
Antepartum care 0.04 0.06 .02 0.59 .558
Intrapartum care 0.02 0.08 -.03 0.21 .833
Postpartum care –0.02 0.05 .10 –0.34 .737
Self-improvement 0.06 0.04 .08 1.35 .178
Transcendent 0.07 0.07 .48 1.02 .308
Purpose and meaning 0.48 0.09 .11 5.32 < .001
Prosocial intention 0.11 0.09 0.11 1.27 .208

R2 = .49, Adjusted R²= .45, F(p)= 13.09 (< .001)
†Dummy variable references were marital status (married), residential 
area (capital), and cause of job satisfaction (sense of worth and pride).

악하고, 직무수행과 소명의식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하기 위해 진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조산사의 직무수행 정도는 3점 만점에 평균 1.97점

이었고 하부요인별로는 산전관리가 2.2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산

후관리 2.17점, 분만관리 2.01점, 자기계발과 신생아관리가 각각

1.70점이었다. 동일한 도구로 측정한 결과는 아니지만 선행연구에

서 조산원 조산사의 직무수행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4.05점

(2.43/3점)이었고, 하부요인별로는 산전관리 4.03점(2.42/3점), 산

후관리 4.65점(2.79/3점), 분만관리 2.78점(1.67/3점), 신생아관리

4.50점(2.70/3점), 자기계발 4.18점(2.51/3점)으로[7] 분만관리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본 연구보다 수행빈도가 높았다. 병원 분만

실에 근무하는 조산사들이 조산원 조산사들에 비해 직무수행 정도

가 낮게 나타난 것은 병원에서는 분만 직후 신생아를 신생아실로 

이동시키고, 분만 후 한두 시간 안에 산모를 산과병동으로 이동시

키므로 신생아관리와 산후관리를 제공할 기회가 적기 때문인 것으

로 보인다. 조산원은 입원부터 퇴원까지 한 공간에서 연속적인 돌

봄을 제공하므로 분만 후에도 산후관리와 신생아관리 등 직무수행

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15]. 다른 한편, 조산사의 직무수

행 측정도구가 다양한 영역의 직무를 수행할수록 높은 점수를 받도

록 고안되었기 때문에, 직무가 분만관리에 집중된 분만실 조산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게 평가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조산사의 전문적인 직무수행 정도를 측정할 때 수

행빈도와 수행시간을 함께 측정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소명의식은 4점 만점에 평균 2.97점으로 하부요인별

로는 목적·의미가 평균 3.12점(74/100점)으로 가장 높았고 친사회

적 지향 2.96점, 초월적 부름 2.84점이었다. 같은 도구를 사용한 중

소병원 간호사의 소명의식은 5점 만점에 평균 3.13점(63/100)점이

었고 목적·의미 3.33점, 친사회적 지향이 3.25점, 초월적 부름이

2.82점이었다[11]. 본 연구와 선행연구[11]에서 소명의식은 조산사

와 간호사의 직무만족도 영향요인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 조산사

와 일반 간호사의 소명의식에 체계적인 차이가 있는지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개인이나 조직의 어떤 특성이 소명의식에 영향

을 미치는지 파악한다면 간호사 하위집단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소명의식 증진을 위한 중재 개발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직무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42점이었다. 하부

영역별로는 분만업무에 대한 만족이 3.81점(76.2/100점)으로 가장

높았고 보수에 대한 만족이 2.67점(53.4/100점)으로 가장 낮아,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전문적인 업무나 위치에 만족하는 한편 보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분만관

리는 조산사에게 있어 가장 전문성이 발휘되는 직무이기 때문에 이

에 대한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조산

원에 근무하는 조산사들이 이전에 병원 분만실에서 근무할 때는 조

산사의 정체성에 대한 회의를 많이 느꼈지만 조산원에서 분만 중심

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조산사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끼고 즐

겁게 업무에 임하게 되었다는 질적연구의 결과[16]와 맥을 같이 한

다. 병원에서 간호인력을 배치할 때 조산사를 분만업무와 관련된 

부서, 즉 분만실에 배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신생아관리를 제외한 조산사의 직무수행은 직무만

족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전문 간호

사가 해당 자격 분야와 동일한 분야에서 전문 간호 직무를 수행하

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직무만족도가 높았다[5]는 선행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이는 조산사의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산사를 전문 간호 직무를 수행할 기회가 많은 부서에 

적극적으로 배치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저출산으로 출산 여성

은 감소하였으나 고령 임신으로 인한 합병증의 위험이 높아졌기 때

문에 고위험 임부부터 고위험 신생아에 이르기까지 집중적인 관리

가 필요해졌다.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Maternal Fetal
Intensive Care Unit, MFICU)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체계적인 교육

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MFICU에 발령받는 경우가 많아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직무수행의 어려움을 느껴 이직을 고려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7]. 국가가 발급하는 조산사 면

허증을 갖추고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조산사를 MFICU의 인력

으로 적극 활용한다면 MFICU에서의 간호의 질이 높아지는 동시

에 조산사의 직무만족도를 높여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 직무수행 가운데 자기계발이 직무만족도와 가장 높

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을 가진 조산사는 69.8%였으며 이는 대학병원 일반 간호사의

57.5%와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으로[18], 분만실 조산사들의 자기

계발 욕구가 비교적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분만실 간호사는 근

무경험에서 자기계발의 어려움을 가장 크게 호소하였는데[19] 이는

소속 기관의 자기계발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과 관련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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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2018년 현재 조산사의 18%는 종합병원에, 54%는 병·의원

에, 28%는 조산원에 근무하고 있는 실정으로[8], 대부분의 조산사

가 규모가 작은 기관에 소속되어 있어 자기계발의 기회가 제한적일 

수 있다. 임상실습의 현장지도자는 실습지도가 성장을 위한 자극제

로 작용하여 임상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발적 노력으로 이

어지고 자기계발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찾게 된다고 하였다[20]. 많

은 병원들이 간호학과와 실습 협약을 맺고, 조산사들이 현장지도자 

경험을 통해 자기계발의 동기를 얻으며, 병원이 조산사의 자기계발 

기회를 지원한다면 함께 성장하는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조산사의 소명의식의 모든 하부요인은 직무만족도

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직무만족도 영향요인을 파

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소명의식의 하부요인 

가운데 목적·의미와 결혼상태(기혼)의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목적·의미는 재직의도의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는데[21], 본 연구의 결과는 이와 맥락을 같이 한

다. 직무만족도에 있어서 초월적 부름이나 친사회적 지향보다는 목

적·의미의 영향이 강한 이유는 오늘날 개인주의적 가치관과 관련 

있어 보인다. 일이 신이나 사회의 부름에 의한 것 또는 타인이나 공

동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태도는 개인의 밖을 지향한 것이지

만, 일의 의미와 일을 통해 개인적 목적을 실현해 나가는 것을 중시

하는 것은 개인의 내부를 향한 태도이기 때문이다. 소명을 가진 사

람들이 자신의 일에 확신을 가지고 몰입하며 만족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인지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의미와 목적이 내적 동기로 작용

하기 때문이다[22]. 다행히 소명의식은 안정적이고 변화가 어려운 

기질적인 속성이 아니라 발전과 관리가 가능한 상태적인 속성으로 

알려져 있다[14]. 조산사의 소명의식, 특히 일을 삶의 목적이나 의

미와 연결시키려는 목적·의미의 태도를 강화하는 훈련을 주기적으

로 제공한다면 조산사의 직무만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

다. 

본 연구에서 배우자가 있는 대상자일수록 근무만족도가 유의하

게 낮았다. 기혼 간호사는 엄격한 조직체계 아래에서 개인에게 주

어진 막중한 책임 때문에 일-가정 간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다중 역

할을 수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일-가정 갈등이 있

는 기혼의 여성 간호사에서 가족 친화 제도 및 상사의 지지가 일과 

삶의 균형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는 상사의 지원이 

직장 내 사회적 지지의 주요한 원천이 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23]. 

그리고 일-가정 갈등은 가정 내 역할을 더 많이 한다고 느낄수록, 

본인의 근로시간이 길수록, 동거하는 미취학 자녀의 수가 많을수

록, 본인의 가사 및 돌봄 시간이 길수록 커졌다[24]. 탄력근로제나 

직장 내 보육시설 운영 등의 가족 친화적인 제도를 실시한다면 기

혼 조산사의 근무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지역 간 의료의 심각한 불균형을 고려할 때 전국적인 표본이 아

니라 영남 지역에 치중된 표본을 사용한 점은 본 연구의 제한점이

므로 연구의 결과를 전체 병원 분만실에 근무하는 조산사에게 일반

화하는 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병원 조산사와 조산원 조산사

의 직무에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산원 조산사 위주의 

직무수행 도구로 직무수행을 측정한 점도 한계가 될 수 있을 것이

다.

Conclusion 

본 연구를 통해 병원 분만실에 근무하는 조산사를 대상으로 직무수

행 정도와 소명의식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

였다. 소명의식 가운데 목적·의미가 병원 분만실에 근무하는 조산

사의 직무만족도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바, 조산사들에게 직업을 통

해 삶의 가치와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는 태도를 증진시킬 기회를 

제공한다면 직무만족도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병원 분만실에 근무하는 조산사의 소명의식과 결혼상태가 

직무만족도 영향요인임을 밝힘으로써 조산사의 직무만족도를 높

이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고 생각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을 제언한다. 첫째, MFICU에 

근무하는 조산사와 일반 간호사의 직무수행과 직무만족도를 비교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기혼 조산사의 일-가정 양립이 직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조산사의 소

명의식, 특히 목적·의미를 고양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직무만

족도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넷째, 병원 분만실 

조산사의 직무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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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velop a simulation-based postpartum care education pro-
gram for women with postpartum hemorrhage and to verify the effects of the program on postpar-
tum care. 
Methods: This program was developed according to the ADDIE model of instructional system de-
sign, which consists of analysis, design, development,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phases. This 
quasi-experimental study used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 and post-test design, and data 
were collected from April 23 to May 4, 2015. To verify the effects of the program, 33 nursing stu-
dents in the experimental group participated in a simulation program, whereas 31 students in the 
control group were given a case study. 
Results: The experimental group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ly higher scores for clinical performance 
(t=–4.80, p<.001), clinical judgment (t=–4.14, p<.001), and learning satisfaction (t=–10.45, p<.001) 
than the control group.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the simulation-based postpartum care education 
program for women with postpartum hemorrhage was effective for developing students’ competen-
cy, implying that a similar program should be integrated into the clinical training component of the 
maternal nursing curriculum.

Keywords: Education; Postnatal care; Postpartum hemorrhage; Simulation training 

주요어: 교육; 산후간호; 산후출혈; 시뮬레이션 교육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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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의사소통과 간호술의 적용, 문제 해결, 

의사결정 등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기본능력을 갖도록 한다[1]. 그

러나 급박하고 예측할 수 없는 임상환경과 대상자의 의식 증가 및 

현장 교육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실제 실습교육은 주로 관찰 위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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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고, 간호교육기관의 양적 증가에 따른 실습기관의 부족으로 

효율적인 실습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여성건강

간호학 임상실습의 경우 한 병원당 1-2개의 병동 단위 분만실과 산

부인과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습지 확보에 어려움이 따르고 낮

은 출산율과 맞물려 실습 대상 사례가 부족하다[2]. 또한 분만실은

병원 이용자의 인권 존중과 사생활 보호에 특히 민감한 특수 환경으

로, 대상자 접근과 간호중재 제공이 어렵고 술기 수행의 기회까지 

감소하게 된다[3].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병원 환경에서는 간호

대상자의 중증도와 응급수준이 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일정 

수준의 임상수행능력을 갖추고 복잡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비판

적 사고와 임상판단력을 갖춘 졸업 간호사를 필요로 하고 있다[4].

임상현장의 요구와 임상실습교육의 제한점을 보완하여 학생들

의 간호 역량을 향상시키는 교수 학습 전략으로 반복학습, 피드백, 

평가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며, 실제의 재현, 적극적인 학습자 참

여 촉진, 실무와 이론학습 간의 통합을 포함하는 시뮬레이션을 활

용한다 [5]. 시뮬레이션 학습은 또한 학생들로 하여금 지식과 기술

을 연계하면서 통합적이고 비판적인 임상적 판단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갖게 한다[6]. 최근 고연령, 고위험 산모의 증가에 따라 분

만실과 산과병동에서 산후출혈 산모 간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

는데, 이는 간호사의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한 임상적 응급상황이

다. 그러므로 간호사는 산후출혈에 대한 사정 기술과 상황 판단력 

및 적절한 간호중재를 위한 비판적 사고능력과 임상수행능력을 갖

추어야 한다.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교육 효과를 검증한 선행연구

에서 실제 실습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응급상황 관리에 있어 시뮬레

이션 교육이 효과적이었으며[7,8] 전통적 교육방법에 비해 학업성

취도가 유의하게 향상됨을 확인하였다[9]. 따라서 산욕기 간호상황

중 응급상황인 산후출혈에 관한 시뮬레이션 기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간호학생에게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시뮬레이션 교육 효과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 대부

분이 지식, 수행능력, 수행 자신감, 자기 효능감에 대한 자가보고 

자료를 분석하였으므로, 적절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임상간호 수행

능력과 더불어 비판적 사고능력 및 임상판단력에 대해 객관적인 평

가를 실시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활동을 촉진시켜 학습효과를 극대화하는 조직적인 절차와 과정인 

교수 체제설계[10]에 따라 산후출혈 산모 간호 시뮬레이션 교육 프

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산후출혈 산모 간호 시뮬레이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것이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 비판적 사고성향, 임

상판단력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는 것이다. 

Methods 

Ethics statement: This study was approved by the Institu-
tional Review Board (IRB)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IR-
B/2014-73-HR). Informed consent was obtained from the 
subjects.

본 연구는 교수체제설계모형[10]에 따라 분석, 설계, 개발 단계를

통해 산후출혈 산모 간호 시뮬레이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 평가 단계에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실험설계를 실시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산후출혈 산모 간호 시뮬레이션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절차 

분석단계

분석단계에서는 교육 요구, 학습과제, 학습자, 학습환경을 분석하

였다.

학습자의 교육 요구는 김해대학 간호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남

녀 학생 69명을 대상으로 산후출혈 산모 간호 시뮬레이션 교육의

Summary statement

• What is already known about this topic?
Simulation-based clinical education is a useful pedagogical approach that provides nursing students with opportunities to
practice their clinical and decision-making skills through varied real-life situational experiences.

• What this paper adds
An educational simulation of postpartum hemorrhage care was found to be an effective way to enhance clinical performance,
clinical judgment, and learning satisfaction among nursing students.

• Implications for practice, education, and/or policy
A simulation-based postpartum care education can be used as supplemental training in the maternal nursing care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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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희망 실습항목, 희망 교육내용과 교육 후 기대하는 결과에 

대한 설문조사로 확인하였다. 응답자의 94.2%가 산후출혈 산모 간

호 시뮬레이션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희망 실습항목은 출혈 

원인 사정(94.2%), 양상 사정(88.4%), 출혈 중재(87.0%) 순이었으

며, 희망 교육내용은 분만 후 출혈 사정(82.6%)과 분만 후 자궁 사

정(75.4%) 순이었으며, 교육 후 실제 간호상황에의 적용 기대가

48.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습과제의 타당성은 시뮬레이션 관련 문헌[9,11]을 검토한 결

과, 반복훈련과 긍정적 학업 성취를 위해 ‘산후출혈’에 관한 시뮬레

이션 교육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학습자 특성은 간호학 전공의 3
학년 학생으로 30병상 이상의 3개 여성전문병원 중 한 곳에서 한

학기 동안 여성건강간호학 임상실습을 2학점 이수한 경험이 있으

며, 시뮬레이션 실습교육 경험은 없음을 확인하였다. 

학습환경은 김해대학 간호학과 시뮬레이션 실습실의 현장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실습공간과 통제실이 분리되어 있어 효과적인 시뮬

레이션 구현과 학생들의 실습활동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빔 프로젝

터, 컴퓨터,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어 실습 후 디브리핑(debriefing)

시 동영상 시청이 가능하며, 조별학습을 위한 책상과 의자가 비치되

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실습공간은 산부인과 병동의 병실 구조로, 

시뮬레이션 수업 운영에 필요한 SimMom 모형(Laerdal Medical
Corp., Gateville, TX, USA)을 비롯한 시청각 장비, 시나리오 운영

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갖추었으며, 비기술적 장비로 혈

압계, 체온계, 청진기, 윤활제, 산모패드, 수액, 약물, 주사기, 주사

바늘, 정맥수액세트, 앰플 등의 소모품이 준비되어 있었다. 

설계단계

설계단계에서는 교육목표와 교육내용을 설정하고, 교육운영방법 

설계, 교육매체 선정, 평가도구 선정을 진행하였다. 먼저, 한국간호 

과학회의 모성간호학 학습목표[12]와 한국간호교육평가원[13]에서

제시한 12개의 학습성과를 바탕으로 ‘산후출혈을 이해하고 대상

자에게 간호과정을 적용하여 산모 간호를 수행할 수 있다’로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단계별로 구체적인 학습목표를 설정하였다. 

교육내용은 전국 간호대학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여성건강간호학 

교재 3종[14-16]과 관련 문헌[17-20]을 고찰하여 산후출혈의 정의,

산후 출혈의 원인, 간호사정, 치료와 간호중재의 순서로 제목을 분

류하였고, 산후출혈의 원인 중 발생빈도가 높은 자궁이완, 산도열

상, 잔류 태반에 중점을 두어 원인에 따른 간호사정, 간호중재를 소

제목으로 분류하여 내용을 구성하였다. 

교육운영은 이론수업을 통한 사전학습과 시뮬레이션 실습으로 

설계하였다. 이론수업은 강의실에서 산후출혈 산모 간호에 관한 이

론 수업용 학습자료를 이용하여 2시간 동안 진행하고, 시뮬레이션

실습교육은 초기 15분 동안 시뮬레이터에 대한 오리엔테이션과 시

나리오 제공, 조별로 15-20분 동안 시뮬레이션 실습, 실습 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40분간 디브리핑의 순서로 총 2시간 진행하는 것

으로 하였다. 

교육매체는 이론수업용 학습자료, 학생들이 기록하는 시뮬레이

션 실습활동 기록지, 시뮬레이터, 오디오/비디오 시스템, 실습 기

자재를 선정하였다. 교육 효과에 대한 평가도구는 임상수행능력,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판단력 도구를 선정하였다. 이는 Jeffries의
simulation model [21]에서 제시하는 지식과 간호수행을 지식과 기

술을 통합적으로 평가하는 임상수행능력으로, 비판적 사고는 비판

적 사고성향과 임상판단력으로 평가하고자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는 교육만족도 평가를 추가하였다. 

개발단계

개발단계에서는 교수자료를 개발하고 내용타당도 검정을 실시하

였다. 교수자료로 산후출혈 이론수업용 학습자료, 시나리오, 시뮬

레이션 실습활동 기록지를 개발하였다. 이론수업용 학습자료는 산

후출혈 산모 간호에 대한 유인물과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제작하였

다. 시나리오는 자궁이완, 산도열상, 잔류태반 상황으로 구분하여 

3개를 개발하였고, Jeffries의 simulation model [21]에서 제시된 교

육적 실무요소와 시뮬레이션 설계요소에 근거하여 산후출혈의 공

통 사정 및 중재내용과 각 원인별 사정 및 중재내용으로 나누어 구

성하였다. 시나리오 구성 절차는 미국간호연맹에서 제안한 형식을 

토대로 개요, 알고리즘, 교수용 평가 체크리스트, 디브리핑 계획으

로 구성하였다. 실습활동 기록지는 산후출혈 환자의 상태 확인을 

위한 체크리스트 형태의 간호사정 기록지와 간호 중재내용을 기록

하는 간호 기록지, 투약 기록지, 그리고 디브리핑 가이드라인에 근

거한 성찰일지로 구성하였다.

개발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여성건강간호학 교수 2인, 대학

병원 분만실 수간호사 1인, 대학병원 분만실 10년 이상 경력의 간

호사 1인, 조산사이며 시뮬레이션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시간강사

1인을 대상으로 내용타당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학습목표, 사전학

습 내용, 3개의 시나리오, 디브리핑 내용의 6개 항목에 대해 ‘매우

적절하지 않다’ 1점, ‘대체로 적절하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대체로 적절하다’ 4점, ‘매우 적절하다’ 5점에 응답하도록 하였고,

각 문항의 내용타당도 지수가 0.8 이상임을 확인하였다. 개발된 교

육 프로그램의 적용 가능성 점검 및 기술적 보완을 위해 김해대학 

시뮬레이션 실습실에서 간호학과 4학년 학생 4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실시하였다. 10분 동안 시나리오를 읽고 역할 분담에 대해

논의하였고, 60분 동안 3개의 시나리오에 대한 시뮬레이션 실습을

진행하였다. 시범 운영 후 실습실과 조작실 사이의 오디오 볼륨을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학생들의 실습동선을 고려하여 물품을 

배치하였다.  

산후출혈 산모 간호 시뮬레이션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  

실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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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설계 

본 연구는 산후출혈 산모 간호 시뮬레이션 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임

상수행능력,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판단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 

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실험설계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간호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산후출혈

산모간호에 대한 시뮬레이션 학습경험이 없고, 3년제 간호학과 과

정 중 2학년 교과과정을 모두 이수한 학생 중 본 연구의 목적과 절

차를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학생 64명이다. 학생 게

시판의 공고를 통해 모집된 실험군과 대조군은 2개 실습분반을 이

용하여 임의로 배정하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3.0.10 프리웨어

[22] 를 사용하여 유의수준 0.05, 검정력 0.80, 효과 크기 0.66일 때

[23], 두 집단 평균 비교에 필요한 표본수가 실험군과 대조군 각 30
명임을 산출하고, 탈락률을 고려하여 실험군과 대조군 각 33명을

계획하였다. 연구 진행 중 대조군에서 불참 1명, 철회 1명으로 총 2
명이 탈락되어 최종 대상자는 실험군 33명, 대조군 31명이었다.

연구 도구 

임상수행능력: 임상수행능력 측정도구는 본 연구자가 문헌고찰

을 토대로 산후출혈 산모 간호에 필요한 지식/기술영역 11문항

(전공지식에 근거한 간호술 적용 5문항, 핵심 기본간호술 적용 2
문항, 치료적 의사소통술 활용 1문항, 비판적 사고기반의 임상판

단력 적용 3문항)과 태도 영역 4문항으로 총 15문항을 작성한 후

여성건강간호학 전공 교수 4인, 석사과정 중이며 대학병원 분만

실 임상경력 10년 이상인 간호사 2인, 조산사이며 대학에서 시뮬

레이션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시간강사 1인, 석사과정 중이며 대

학병원 임상경력 10년 이상인 임상실습지도자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을 통해 내용타당도를 검증 받았다. 각 문항은 ‘매우 적절하

지 않다’ 1점에서 ‘매우 적절하다’ 5점으로 응답하도록 하였고 모

든 문항의 내용타당도 지수는 0.8 이상이었다. 개발된 15문항 외

에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식/기술 영역의 간호사정 

항목 1문항을 추가하여 최종 16문항의 임상수행능력 평가도구를

개발하였다. 각 항목은 완전 수행을 ‘우수’ 2점으로, 불완전 수행

을 ‘미흡’ 1점으로, 미수행을 0점으로 평가하며, 점수범위는 최저

0점-최고 32점까지로 총점이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값은 .71이었

고 평가자 간 신뢰도 상관계수는 .70이었다.

비판적 사고성향: 비판적 사고성향은 Yoon [24]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도구를 저자의 허락 하에 사용하였다. 이 도구

는 지적열정 호기심 5문항, 신중성 4문항, 자신감 4문항, 체계성

3문항, 지적공정성 4문항, 건전한 회의성 4문항, 객관성 3문항의

7개 요인 27문항으로 구성된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값은 .84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0이었다.

임상판단력: Lasater가 개발한 Lasater Clinical Judgment Rubric
[25]을 Lim [23]이 우리말로 번역한 도구를 저자의 허락 하에 사

용하였다. 이 도구는 인지, 해석, 반응과 성찰의 4가지 영역 1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당 전문가 수준은 4점, 초보자

수준은 1점으로 총점은 최하 11점에서 최고 44점이다. Lim [23]

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값은 .96이고 평가자 간

신뢰도는 .80이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값은 .91, 평가자

간 신뢰도 상관계수는 .90이었다.

교육만족도: 교육만족도는 본 연구자가 개발한 학습경험의 유용

성 1문항, 교육 프로그램 내용 만족 5문항, 교육 프로그램 효과 4
문항의 총 10문항 으로 측정하였다. 각 항목은 ‘매우 그렇다’ 4점

에서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최소 10점에서 최대 40점까지

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값은 .93이었다.

자료 수집 방법 및 절차 

사전·사후조사 

실험군과 대조군에게 교육 프로그램 제1일에 사전조사를, 제4일에

사후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전, 사후조사 시 설문지를 이용해 비판

적 사고성향을 조사하고 표준화 환자를 이용해 임상수행능력과 임

상판단력 수행평가를 실시하였다. 사전조사 시 일반적 특성을 확인

하였고, 사후조사 시 교육만족도를 확인하였다. 수행평가 시간은 1
인당 3분에서 7분 정도 소요되었고 전체 소요시간은 실험군, 대조

군 각각 4시간이었다. 연구대상자의 동의 하에 수행평가 과정을 동

영상으로 촬영하였고, 촬영된 동영상은 평가자인 연구보조원 2인

에게 보내어 평가하도록 하였다(Figure 1). 대상자들에게 소정의 참

여비를 제공했다.

교육 프로그램 중재 

• 실험군 중재: 교육 프로그램 제2일에 산후출혈 산모 간호에 대한

이론수업을 2시간 실시하여 자궁이완, 산도열상, 잔류태반에 따른

산후출혈 관련 내용을 모두 학습하고 3가지 원인별 시뮬레이션 실

습을 준비할 수 있게 하였다. 제3일에 4-5명으로 구성된 8개의 조

별 시뮬레이션 실습을 진행하였는데, 실험군의 모든 학생은 Sim-
Mom을 이용하여 실습하였다. 연구자가 시뮬레이션 실습실의 구

조와 SimMom의 기능, 물품 사용 등 수업진행 절차에 대해 설명한

후 자궁이완, 산도열상, 잔류태반 중 한 개의 시나리오를 제공하였

다. 산후출혈 산모 간호에 있어 자궁이완, 산도열상, 잔류태반 3가

지 원인을 하나의 시나리오로 진행할 때는 실습시간이 많이 소요되

고 효율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여 팀별로 한 개의 시나리오를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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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위로 배정하였다. 시나리오 개발 시 공통된 간호사정과 중재 외

의 원인에 따른 간호사정과 중재 구성 시에 난이도를 조정하여 시

나리오 배정에 따른 차이를 최소화하였다. 각 조의 시뮬레이션은 

15분간 구동하였고 교수-학생 상호작용 과정에서 환자에 대한 추

가정보를 제공하였다. 실습 후 40분간 3개의 시나리오 시뮬레이션

상황에 대해 디브리핑을 시행하고 실습이 우수한 1개 조의 촬영 비

디오를 통해 느낀 점과 보완 사항을 점검하였다. 

• 대조군 중재: 교육 프로그램 제2일에 실험군과 동일하게 산후출

혈 산모 간호에 대한 이론수업을 2시간 실시한 후, 제3일에 3-4명

으로 구성된 8개의 조별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자가 수업진

행 절차를 설명하고 실험군과 동일한 자궁이완, 산도열상, 잔류태

반 시나리오 중 한 개의 시나리오와 환자의 추가정보를 조별로 제

공하였다. 개별 학생은 45분간 환자 상황에 따른 간호문제를 도출

하고 간호진단을 내린 후, 적절한 간호계획을 세우고 기대하는 평

가결과를 사례연구 워크시트에 기록하였다. 이후 30분간 조별 토

의를 실시하여 우선 순위에 따른 2개의 간호진단에 대한 간호과정

을 적용한 후 최종적으로 조별 사례연구 워크시트에 기록하였다. 

연구자는 조별 사례연구 워크시트를 확인하여 수정보완 사항을 점

검하였다(Figure 1).

연구보조원과 표준화 환자 준비 

2명의 연구보조원이 수행평가를 실시하였다. 연구보조원 1은 임상

경력 20년 이상인 분만실 수간호사로 간호학 석사과정 중이며 여

성 건강간호학 임상실습 지도에 참여한 경험이 있고, 연구보조원 2
는 임상경력 10년 이상인 간호사로 간호학 석사과정 중이며 기본

간호학 실습조교로 근무 중이다. 연구보조원 훈련을 위해 연구의 

목적과 절차 및 3개의 시나리오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연구자와

평가자 간 논의를 통해 시나리오에 맞는 구체적 간호내용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항목별로 확인하면서 임상수행능력 체크리스트와 임상

판단력 평가를 위한 루브릭 평가방법을 훈련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임상판단력과 임상수행능력 측정을 위해 4학

년 간호학생 2인에게 표준화 환자 훈련을 실시하였다. 현실감을 높

이기 위해 적절한 복장과 분장 및 시나리오에 따른 상황을 구현하

도록 훈련하였고 실습 학생과 적절히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훈련 

Fig. 1. Research process.

Experimental group (n=33)

• Lecture (2 hours)Day 2

• Pre-test
- Survey: general characteristics,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 Performance assessment using 

a standardized patient: clinical 
performance, clinical judgment 

Day 1

• Simulation practice (2 hours)
- Orientation (10 minutes)
- Description of scenario (5 minutes)
- Run scenario (SimMom) (15 minutes)
- Team learning (50 minutes/team)
- Debriefing (40 minutes)

Day 3

• Post-test
- Survey: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 Performance assessment using

standardized patient: clinical 
performance, clinical judgment 

Day 4

• Pre-test
- Survey: general characteristics,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 Performance assessment using 

a standardized patient: clinical 
performance, clinical judgment 

• Case study (2 hours)
- Description of scenario (5 minutes)
- Guidelines for recording on worksheet

(10 minutes)
- Individual learning (45 minutes)
- Team learning (30 minutes/team)
- Feedback (30 minutes)

• Post-test
- Survey: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 Performance assessment using

standardized patient: clinical 
performance, clinical judgment  

Control group (n=31)

• Lecture (2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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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본을 이용하여 3시간 동안 훈련하였다.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for Windows, ver 20.0 (IBM
Corp., Armonk, NY,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각 변수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대상자의 동질성 검증은 t-test, chi-square test, 또는 Fisher’s exact
probability test로, 프로그램 중재에 따른 효과는 t-test로 분석하였

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α coefficient로, 평가자 간 신

뢰도는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로 검정하였다.

Results 

프로그램 효과의 평가단계에서는 개발된 산후출혈 산모 간호 시뮬

레이션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 임상수행능력, 비판적 사고성

향, 임상판단력, 교육만족도를 평가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 간 일반적 특성과 사전 임상수행능력,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판단력에 대한 종속변수의 동질성 검증 결과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이 모두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임상수행능력은 실험군이 사전 5.45±3.86점, 사후 21.38±2.87점

으로 15.92점 증가하였고, 대조군은 사전 6.52±4.76점, 사후

16.05±3.49점으로 9.53점 증가하여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4.80, p<.001). 비판적 사고

성향은 실험군은 사전 97.18±9.09점, 사후 98.42±11.06점으로

1.24점 증가하였고, 대조군은 사전 98.35±10.35점, 사후 96.77±

11.67점으로 1.58점 감소하였으나,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t=–1.68, p=.097).

임상판단력은 실험군은 사전 18.97±5.67점, 사후 36.38±2.55

점으로 17.41점이 증가하였고, 대조군은 사전 19.32±6.97점, 사후

30.39±4.39점으로 11.07점 증가하여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4.14, p<.001). 교육만족도

는 실험군은 평균 23.97±2.70점, 대조군은 평균 16.45±3.05점으

로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10.45, p<.001; Table 2).

Discussion 

본 연구에서는 시뮬레이션 기반 산후출혈 산모 간호 교육 프로그램

을 개발하여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판단

력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 교육만족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

서 산후출혈 산모 간호 시뮬레이션 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사례연구

를 학습한 대조군보다 임상수행능력이 향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을 위한 시뮬레이션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한 선

행연구[23]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임상상황과 유사한 시나리

오로 시뮬레이션 실습을 하는 동안 능동적 학습을 통해 직접 간호

술기를 시행하고 환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학습효과가 

나타난 것이라 생각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시나리오 개발 시 

Suh [26]가 제시한 시나리오 난이도 중 3단계인 상황특이적 상황

설정으로 간호사와 환자, 간호사와 간호사, 간호사와 타 의료인과

의 의사소통을 통해 간호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운

영과 적용 측면에서는 4–5명의 소그룹으로 15–20분 시뮬레이션

운영이 적절하다는 Bremner 등[27]의 연구에 근거하여 4–5명의 소

그룹으로 시나리오 구현 15분, 디브리핑 40분으로 운영하였기에

임상수행능력 향상에 효과적이었다고 여겨진다.

비판적 사고성향의 경우 본 연구에서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시뮬레이션 실습 후 간호

Table 1. Homogeneity of characteristics and variables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N=64)

Variable Categories
n (%) or Mean±SD

χ2/t p
Experimental (n=33) Control (n=31)

Age (year) 23.7±7.58 22.9±4.77 11.12 .519
Gender Man 0 (0) 3 (9.7) 3.35 .108†

Woman 33 (100) 28 (90.3)
Grade in women’s health nursing A 6 (18.2) 11 (35.5) 3.99 .262

B 16 (48.5) 10 (32.3)
Below C 11 (33.3) 10 (32.2)

Satisfaction with nursing 1.45±0.56 1.42±0.50 0.97 .617
Level of self-expression 1.73±0.57 1.77±0.72 2.33 .312
Human relationships 1.52±0.50 1.58±0.50 0.28 .599
Clinical performance 5.45±3.86 6.52±4.76 0.98 .329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97.18±9.09 98.35±10.35 0.48 .632
Clinical judgment 18.97±5.67 19.32±6.97 0.22 .824

†Fisher exac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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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비판적 사고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23]와는

상반된 결과이나, 시뮬레이션 기반 교육과정 적용 후 실험군의 비

판적 사고성향 점수가 대조군보다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28]와는 유사하였다. 시스템

사고 통합 시뮬레이션 학습과 사례학습을 비교한 연구[28]에서 두

학습이 모두 비판적 사고성향을 증가시켰을 것이라는 분석처럼, 본 

연구에서도 대조군의 사례연구가 비판적 사고성향 증가에 영향을 

미쳐 시뮬레이션 실습을 한 실험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단지 시뮬레이션 실습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간호학 교과목 전반에서 다양한 학습방법을 이

용하여 비판적 사고성향을 학습하고 강화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마

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임상판단력은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이는 간호대학생 3학년을 대상으로 시뮬레

이션 기반 임상추론 실습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임상판단능력

이 향상되었다는 연구결과[29]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회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실험군의 사전·사후 점수 차이는 17.41점, 대조

군의 사전·사후 점수 차이는 11.07점으로, 간호대학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5회의 시뮬레이션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임상판단력

의 효과를 검증한 Lim [23]의 연구에서 보인 15.4점, 4.95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평가자가 다르다는 제한점은 있으나, 임상판

단력은 시뮬레이션 실습의 중재횟수에 크게 영향받지 않고 향상됨

을 알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 사전학습을 통한 학습과제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바탕으로 대상자의 상태를 직접 사정하고 환자와 간

호사, 간호사와 간호사, 간호사와 의사 간에 의사소통하면서 간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추가정보 등을 암시적으로 제공하여 바람

직한 간호중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시나리오 내용을 구성하였기 

때문에 학생들이 임상적 판단과정을 통해 간호과정을 적용하면서 

임상판단력이 향상되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다양한 사례를 통해 

간호학생의 문제해결능력과 임상적 추론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

록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교육만족도의 경우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

로 나타났는데, 이는 간호대학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기반 신생아 응급간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검증

한 연구[7]에서 실험군의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였다. 특히, 교육방법이 새롭고 효과적이며 교육 중에 받은 

피드백이 도움이 되었다는 항목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므로, 

시뮬레이션 실습 시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한 위급상황이나 실제 

임상상황에서 실습하기 어려운 내용을 다양하게 마련하고 충분한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야 할 것이다.

다만 본 연구는 비판적 사고성향 등 장기적인 중재효과를 고려

해야 하는 변수의 효과를 추적 검증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개발한 산후출혈 산모 간호 시뮬레이션 

교육 프로그램은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과 임상판단력, 교육만족

도의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 사전학습을 통해 배운 지식과 기술을 

임상상황과 유사한 시뮬레이션 교육을 통해 종합적으로 실제 적용

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 전통적인 사례연구와 비교하

여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는 것과 여성건강간호학 실습자료로 활용

될 수 있다는 점이 본 연구의 의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

과를 통해 여성건강간호학 학습 내용 중 질환의 중요도가 높으나 

실제 임상현장에서 실습이 어려운 다양한 내용에 대한 시나리오 개

발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시뮬레이션 실습 시 의료직종 간 협력

이나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여 지식뿐

만 아니라 실제 임상현장에서 필요한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

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제언한다. 

Conclusion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산후출혈 산모 간호 시뮬레이션은 교육 프

로그램은 전통적인 실습교육방법인 사례연구와 비교하여 간호대

학생의 임상수행능력과 임상판단력을 더욱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Table 2. Comparison of variables and learning satisfaction between groups (N=64)

Variable Categories
Mean±SD

t p
Experimental (n=33) Control (n=31)

Clinical performance Pre 5.45±3.86 6.52±4.76 –4.80 < .001
Post 21.38±2.87 16.05±3.49
Post-pre 15.92±4.09 9.53±5.23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e 97.18±9.09 98.35±10.35 –1.68 .097
Post 98.42±11.06 96.77±11.67
Post-pre 1.24±5.82 –1.58±7.53

Clinical judgment Pre 18.97±5.67 19.32±6.97 –4.14 –4.14
Post 36.38±2.55 30.39±4.39
Post-pre 17.41±5.32 11.07±6.89

Learning satisfaction Post 23.97±2.70 16.45±3.05 –10.45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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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보였다. 시뮬레이션 기반 학습을 통해 실제 상황과 유사한 

간호환경에서 실제 간호사로서 술기를 직접 수행하고 환자-간호

사, 간호사-간호사, 간호사-의사 사이에 의사소통함으로써 임상수

행능력과 임상판단력 및 비판적 사고성향 중 자신감 향상을 보여주

었다. 또한 시뮬레이션이라는 새로운 실습교육 방법에 대한 기대감

과 호기심으로 교육 후 학생들의 교육만족도 역시 사례연구를 한 

대조군보다 훨씬 높아 매력적인 프로그램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간호대학 3학년 학생들의 실습교육 시 산후출혈 산모 간호교육에 

본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실습을 적용한다면 임상에

서 실제 경험하지 못한 산후출혈 산모 대상자 사례에 대한 효과적

인 실습이 이루어질 것이며 학생들의 교육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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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investigated lifestyle, depression, marital intimacy, and quality of life (QoL) in 
breast cancer survivors, with the goal of identifying the impacts of these factors on QoL. 
Methods: A sample of 146 breast cancer survivors was surveyed in this cross-sectional study. Data 
were collected from March 20 to May 30, 2019, using self-report structured questionnaires at a hos-
pital located in Jeonju, Korea.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independent t-test, analysis of variance,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Participants agreed to complete 
a face-to-face interview, including administration of the Health Promoting Lifestyle Profile II, De-
pression Anxiety Stress Scale 21-Depression Scale, Marital Intimacy Scale, and Functional Assess-
ment Cancer Therapy-Breast Cancer tool. 
Results: QoL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lifestyle (r=.49, p<.001) and marital intimacy (r=.45, 
p<.001) and negatively correlated with depression (r=–.72, p<.001). Hierarchical multiple regres-
sion analysis showed that depression (β=–0.63, p<.001), marital intimacy (β=0.19, p=.001), and 
lifestyle (β=0.13, p=.031) had significant effects on the QoL of breast cancer survivors, accounting 
for 63.3% of variance in related QoL. 
Conclusion: This study provides insights into how breast cancer survivors’ QoL was influenced by 
depression, marital intimacy, and lifestyle. To improve the QoL of breast cancer survivors, health-
care providers should consider developing strategies to decrease depression, to increase marital inti-
macy, and to improve lifestyle. 

Keywords: Life style; Depression; Marriage relationship; Quality of life; Breast neoplas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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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연구 필요성 

우리나라 유방암은 발병연령이 낮고 30-50대에서 많이 발병하고 

있어 장기간 생존자로 살아가는 생존연령이 길어지고 있다[1]. 암 

생존자란 암 진단을 받고 관련 치료가 끝난 후 생존해 있는 사람으

로, 2017년 국가암등록 통계에 따르면 유방암 발생률은 10만 명당 

43.7%이고 암 생존자는 100만 명에 이르며 유방암 5년 상대생존율

은 93.2%이다[2]. 이는 암 유병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이제는 암 치료와 함께 암 생존자의 건강 증진과 재발 예방에 관심

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3]. 

유방암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비만, 흡연, 음주, 식이 등의 생활

습관이 주요한 것으로 나타나, 건강한 식이, 체중 조절, 신체활동, 

금연과 금주 등의 건강한 생활습관이 유방암을 34%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4,5]. 이렇게 유방암 발생과 생활습관이 밀

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올바른 생활습관이 건강한 삶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치명적인 말기 질환으로 인식되었던 유방암은 이제 그 생

존율의 증가에 따라 만성질환으로 재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유

방암 생존자의 건강 관리를 위한 생활습관의 중요성이 제시되는 

바, 유방암 환자가 포함된 암 생존자의 건강행위에 대한 연구 결과 

암 진단 이후 건강행위 실천율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되어 유

방암 생존자의 생활습관이 완전히 개선되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6]. 따라서 유방암 생존자들에 대한 생활습관을 파악하여 건강한 

생활습관을 이행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유방암 생존자는 암을 진단받고 희망 없음, 신경질적임, 가치 없

음, 불안, 우울, 절망 등 부정적인 감정을 겪으며 불유쾌한 정서적 

경험을 하게 된다[7]. 이렇게 유방암 환자들이 암 진단 시에 겪는 

심리적 디스트레스(distress) 중 우울은 가장 높게 측정이 되며 생존 

시기 동안 지속된다고 보고되었다[8]. 미국의 유방암 생존자 250명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9] 유방암 생존자의 우울은 일반인의 우

울보다 더 빈도가 높고 인지적, 정서적, 역할적, 신체적, 사회적 기

능의 삶의 질이 모두 낮게 나타나 삶의 질에 주요한 영향요인임을 

제시하였다. 더욱이 유방암 생존자들은 일차 치료가 종료된 후에 

피로, 어깨운동 장애, 신체 통증 등의 신체적 증상, 우울, 불안, 성

적 욕구 감소 등의 심리적 문제, 직업 유지와 자녀 양육 등의 사회

적 측면에서 취약한 상태가 되므로[10,11] 이에 따른 건강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삶의 질 개선에도 전략이 필요하다[3]. 

유방암 진단은 환자뿐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심각한 충격으로 받

아들여진다. 유방암 생존자의 43.9%가 유방암 진단을 암으로 인해 

위기에 처했다고 인지하거나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로 인지하는 외

상으로 받아들이며, 배우자 또한 24.6%가 외상으로 인지한 결과가 

보고되었다[12]. 치료과정인 유방절제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 요

법과 호르몬 요법 등으로 여성성의 상실감을 경험하며 생리가 중단

되고 탈모로 인해 신체적인 변화도 더 심해지며 불안감이 유발되고 

부부관계까지 위축되기도 한다[10]. 긍정적인 부부친밀도는 유방

암 환자의 심리적 사회 적응을 증진시키고[13], 배우자는 환자에게 

가장 가까운 지지체계로 암 환자의 회복, 위기 대처, 변화 적응에도 

중요한 요소이다. 유방암 환자에서 배우자와의 긍정적인 관계는 우

울을 감소시키고 질병 대처능력을 키워 건강이 증진되며 더 나아가 

삶의 질까지도 향상하게 된다[14]. 

유방암을 치료 중인 환자의 생활습관, 우울, 부부친밀도는 삶의 

질과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5,9,14]. 그러나 유방암 생존자의 생

활습관, 우울, 부부친밀도를 확인하고 이것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

향을 파악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으로 유방암 생존자 대상으로는 신

체적인 문제, 심리적 문제와 부부친밀도 등을 각각 확인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10–12,1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방암 생존자의 생

활습관, 우울, 부부친밀도와 각각 변수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유

방암 생존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통합적으로 확인

하여, 유방암 생존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간호

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Summary statement

• What is already known about this topic?
Breast cancer survivors experience various physical, psychological, and relational problems, which affect their quality of life 
(QoL).

• What this paper adds
In breast cancer survivors, QoL was influenced by depression, marital intimacy, and lifestyle.

• Implications for practice, education, and/or policy
Nurses may help to improve breast cancer survivors’ QoL by developing and implementing interventions to decrease depression, in-
crease marital intimacy, and improve life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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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유방암 생존자의 생활습관, 우울, 부부친밀도와 

삶의 질을 확인하고 이러한 요소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유방암 생존자의 생활습관, 우울, 부부친밀도, 삶의 질을 파악한

다. 

2) 유방암 생존자의 특성에 따른 삶의 질을 파악한다. 

3) 유방암 생존자의 생활습관, 우울, 부부친밀도, 삶의 질 간의 상

관관계를 파악한다.  

4) 유방암 생존자의 생활습관, 우울, 부부친밀도가 삶의 질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Methods 

Ethics statement: This study was approved by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of Presbyterian Medical Center Hospital 
(IRB no: 2019-03-007). Informed consent was obtained from 
the subjects.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유방암 생존자의 생활습관, 우울, 부부친밀도가 삶의 질

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 및 표집방법 

본 연구는 전주에 소재한 종합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고 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 요법 및 호르몬 요법 치료가 끝난 후 추적 관

리를 위해 외래로 내원한 생존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참여 선

정 기준은 연구 참여에 동의한 만 20세 이상의 배우자가 있는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재발했거나 현재 치료 중인 환자, 심각한 

정신질환을 진단받고 치료 중인 자, 심장혈관 질환, 호흡기계 질환, 

합병증이 있는 고혈압이나 당뇨, 만성 신부전 등 유방암 이외 다른 

급,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자는 제외하였다. 연구 대상자수는 

G*Power 3.1 프리웨어를 사용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

는데 유의수준 .05, 효과 크기 .15, 검정력 .85, 예측변수 13개를 투

입했을 때 최소한의 표본의 수는 144명으로 산정되었다. 이에 180
명의 연구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부한 후 160부를 회수하였다. 이 

중 응답이 완전하지 않거나 불성실한 설문지 14부를 제외한 146부

를 최종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도구 

본 연구에 사용한 도구는 생활습관, 우울, 부부친밀도, 삶의 질 도

구이다. 이들 측정도구는 이메일을 통해서 연구자가 직접 측정도구

의 개발자에게 도구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고 사용하였다. 

생활습관 

본 연구에서는 Walker 등[15]이 개발한 Health Promoting Lifestyle 

Profile II (HPLP II)를 한국어로 번안한 도구[16]를 사용하였다. 

HPLP II는 각각 6개 영역에 걸쳐서 총 52문항으로, 건강에 대한 

책임감(9문항), 영양(9문항), 운동(8문항), 영적 성장(9문항), 대인

관계(9문항), 스트레스 관리(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활습관 

행위 이행 정도에 따라 ‘전혀 하지 않는다’ 1점, ‘가끔 한다’ 2점, 

‘자주 한다’ 3점, ‘규칙적으로 한다’ 4점의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

을수록 생활습관 행위 이행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Walker 등
[15]이 개발했을 당시 Cronbach’s α=.93이었고[15],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94였다. 

우울 

유방암 생존자의 우울은 Henry와 Crawford [17]가 개발한 우울, 불

안, 스트레스 척도(Depression Anxiety Stress Scale)중 연구용으로 

개방된 한국어판 우울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우울측정도구는 총 

7문항으로 되어 있고 낮은 긍정감, 낮은 자존감 및 의욕, 절망감으

로 구성되어 있다. ‘나에게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0점, ‘나에게 매

우 많이 또는 대부분 적용된다’ 3점의 Likert 4점 척도로 총 점수는 

0점에서 21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이 심함을 나타낸다. 

우울점수가 10점 이상일 경우 증상이 있음을 의미한다[17]. 개발 당

시 Cronbach’s α=.88이었고[17]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96
이었다. 

부부친밀도 

본 연구에서는 Lee [18]가 개발한 부부친밀감 도구를 사용하였다. 

인지 영역 5문항, 정서 영역 5문항, 성 영역 5문항의 총 15문항으

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Likert 5점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친밀

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는 개발 당시 Cronbach’s α=.90이었

고[18]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90이었다.  

삶의 질 

유방암 생존자의 삶의 질은 Functional Assessment Cancer Thera-
py-Breast Cancer (FACT-B)의 한국어판 도구[19]를 사용하였다. 

FACT-B는 5개 영역 총 37문항으로, 신체적 상태(7개 문항), 사회

적/가족 상태(7개 문항), 정서적 상태(6개 문항), 기능적 상태(7개 

문항), 유방암 특이적 상태(10개 문항)로 구성되어 있다. 증상이 없

는 경우에 0점, ‘조금 그렇다’로 지각한 경우에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에 4점을 부여하는 5점 Likert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음을 의미한다. 국내 연구에서는 Cronbach’s α=.90이

었고[19],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9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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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수집 

본 연구는 2019년 3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전주에 소재한 종합

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고 치료가 끝난 후 추후 관리를 위해 외

래에 내원한 유방암 생존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 연구 참여

자로서의 권리, 비밀 보장을 설명하여 자발적인 의사로 연구 참여

를 희망한 자에게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고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연구자가 직접 배부하였다. 자료 수집은 비교적 조용한 유방외과 

회의실에서 이루어졌고, 설문지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20–25분

이었으며 응답한 설문지는 바로 회수하였다. 작성에 참여한 대상자

들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ver. 24.0 (IBM Corp., Ar-
monk, NY, USA)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유방암 생존자의 특성과 생활습관, 우울, 부부친밀도, 삶의 질에 

대한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2) 유방암 생존자의 특성에 따른 삶의 질 차이는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로 분석하고 사후 분석은 Scheffé test를 

이용하였다. 

3) 유방암 생존자의 생활습관, 우울, 부부친밀도, 삶의 질 정도 간

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산출하였다. 

4) 유방암 생존자의 삶의 질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위

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Results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생활습관, 우울, 부부친밀도와 삶의 질 

본 연구 대상자의 나이는 평균 55.2세로 50–59세가 55명(37.7%),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 67명(45.9%)으로 가장 많았다. 직업을 

가 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91명(62.3%), 종교가 있는 대상자가 109
명(74.7%)이었고, 가족의 평균 월수입은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사

이가 65명(44.5%)으로 가장 많았다. 암 진단병기는 2기가 64명

(43.8%)으로 가장 많았고, 암 진단기간은 1년 이내가 61명(41.8%)

이었다. 암 치료방법은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를 같이 한 경우가 

60명(41.1%)으로 가장 많았다(Table 1). 대상자의 생활습관 점수는 

평균 141.13±23.48점으로 나타났고, 우울의 평균 점수는 6.52±

5.31점으로 106명(72.6%)이 우울 증상이 있었다. 부부친밀도 점수

는 평균 45.47±9.95점, 삶의 질 점수 는 평균 86.98±24.00점이었

다(Table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 차이 

본 연구 유방암 생존자의 삶의 질 점수는 대상자의 나이와 배우자

의 나이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사후분석 결과 대상자와 배우자의 

나이가 50대 이상이 50대 미만보다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F=7.25, p=.001; F=5.57, p=.005). 또한 직업이 있는 대상자의 삶

의 질 점수가 더 높았다(t=2.34, p=.021) (Table 3). 

생활습관, 우울, 부부친밀도와 삶의 질과의 관계 

본 연구 대상자의 삶의 질 점수는 생활습관 점수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r=.49, p<.001). 또한 우울 점수가 낮을수록(r=–.72, 

p<.001), 부부친밀도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 점수가 높게 나타났

다(r=.45, p<.001) (Table 4).  

생활습관, 우울과 부부친밀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삶의 질 관련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방법에 따라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 특성 중 대상자의 나이, 배우자 나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46)

Variable Categories n (%) or Mean±SD
Age (year) <49 44 (30.1)

50–59 55 (37.7)
≥60 47 (32.2)

55.2±9.6
Spouse’s age (year) <49 30 (20.5)

50–59 55 (37.7)
≥60 61 (41.8)

58.2±11.5
Educational level <High school 25 (17.1)

High school 67 (45.9)
≥College 54 (37.0)

Occupation Yes 55 (37.7)
No 91 (62.3)

Religion Yes 109 (74.7)
No 37 (25.3)

Monthly income (×10,000, KRW) <199 36 (24.6)
200–399 65 (44.5)
≥400 45 (30.9)

Cancer stage 1 19 (13.0)
2 64 (43.8)
3 34 (23.3)
4 29 (19.9)

Time since diagnosis (year) <1 61 (41.8)
1–3 32 (21.9)
3–5 22 (15.1)
≥5

Type of treatment OP 38 (26.0)
OP+Chemo 27 (18.5)
OP+RT 16 (11.0)
OP+Chemo+RT 60 (41.1)
HT 5 (3.4)

Chemo: Chemotherapy; HT: hormone therapy; KRW: Korean won; OP: 
operation; RT: radiation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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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직업을 영향요인에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model 1에서는 대상

자 나이(β=.33, p=.005)와 직업(β=–.27, p=.001)이 삶의 질에 영향

을 미쳤고, 생활습관이 추가된 model 2에서는 대상자 나이(β=.24, 

p=.032), 직업(β=–.21, p=.005)과 생활습관(β=.35, p<.001)이 영향

을 미쳤다. 우울이 추가된 model 3에서는 대상자 나이(β=.18, 

p=.035), 생활습관(β=–.22, p<.001), 우울(β=–.65, p<.001)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쳤다. 최종 회귀모형에서 우울(β=–.63, p<.001), 부

부친밀도(β=.19, p=.001), 생활습관(β=.13, p=.031)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가 유방암 생존자의 

삶의 질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63.3%이다. 유방암 생존자의 삶의 

질에 우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그 다음으로 부부친밀도, 생활

습관 순이었다. 즉, 우울이 낮을수록, 부부친밀도가 높을수록, 생활

습관이 좋을수록 유방암 생존자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회귀 모형의 적합도는 다중공선성 검정으로 공차한계(toler-
ance)가 0.43–0.93으로 0.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
flation factor)는 1.07–2.34로 기준치 10 이하로 나타나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또한 모형의 정규성과 잔차 자

기상관성을 검정한 결과 Dubin-Watson 통계량은 1.600로 측정되

어 잔차의 자기 상관성이 없었으며, Kolmogorov-Smirnov 결과

(p=.456)에서도 잔차의 정규성을 만족하였기 때문에 본 회귀모형

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Discussion 

본 연구는 유방암 생존자의 생활습관, 우울, 부부친밀도와 삶의 질 

수준을 파악하고, 유방암 생존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한 연구이다. 연구 결과 유방암 생존자의 삶의 질은 생활습관

이 좋을수록, 우울이 낮을수록, 부부친밀도가 높을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유방암 생존자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한 간호

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유방암 생존자의 삶의 질 점수는 148점 만점 중 평

균 86.98±24.00점으로 유방암 생존자를 대상으로 같은 도구를 사

용하여 삶의 질을 연구한 국내외 선행연구[3,11]와 비슷한 결과였

고, 대상자의 나이와 배우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젊은 유방암 생존자의 삶의 질이 나이 든 생존자보다 낮

다는 선행연구[20]와 일치한다. 특히, 50세 미만의 유방암 생존자

가 50세 이상의 생존자보다 삶의 질이 낮게 나왔는데, 이는 폐경이 

되는 시점인 51세를 기준으로 50세 이하를 ‘젊은 유방암 환자’라고 

지칭하는 나이[21]와도 유사한 결과이다. 이는 발병연령이 낮아져 

생존기간이 길어진 젊은 유방암 생존자가 다양한 신체, 심리, 생식, 

관계, 사회적인 문제들을 더욱 많이 경험하면서 삶의 질이 낮게 나

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젊은 유방암 생존자는 치료와 관련된 

감소된 생식기능, 어린 자녀의 양육, 젊은 나이에 심각한 증상 경

험, 직업 스트레스 등과 낮은 신체상 등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하였

Table 2. Levels of lifestyle, depression, marital intimacy, and quality of life (N=146)

Variable Categories n (%) or Mean±SD Min–Max Range
Lifestyle 141.13±23.48 82–194 52–208

Health responsibility 24.97±5.08 14–35 9–36
Physical activity 18.60±5.62 8–31 8–32
Nutrition 26.17±4.57 14–36 9–36
Spiritual growth 25.59±5.61 11–36 9–36
Interpersonal relations 26.72±4.95 12–36 9–36
Stress management 21.64±4.19 10–31 8–32

Depression 6.52±5.31 0–20 0–21
Yes (≥10) 106 (72.6)
No (<10) 40 (27.4)

Marital intimacy 45.47±9.95 31–68 15–75
Perceptional 17.20±4.27 10–25 5–25
Emotional 16.09±3.69 10–25 5–25
Sexual 15.39±4.10 8–19 5–25

Quality of life 86.98±24.00 22–138 0–148
Physical 17.41±7.19 3–28 0–28
Social/family 14.78±5.14 3–28 0–28
Emotional 14.89±5.50 4–24 0–24
Functional 17.71±5.76 8–28 0–28
Breast cancer-specific 22.17±6.92 0–36 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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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of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N=146)

Variable Categories
Quality of life

Mean±SD t, F (p)

Age (year) 86.98±24.00 7.25 (.001)

<49a 75.93±23.92 a<b, c†

50–59b 91.70±22.26

≥60c 91.80±23.07

Spouse’s age (year) 86.98±24.00 5.57 (.005)

<49a 75.06±25.22 a<b, c†

50–59b 87.52±23.57

≥60c 92.36±22.01

Educational level <High school 91.92±25.68 0.64 (.531)

High school 86.10±23.69

≥College 85.79±23.78

Occupation Yes 92.87±23.75 2.34 (.021)

No 83.42±23.58

Religion Yes 89.90±15.81 –0.35 (.730)

No 84.83±29.18

Monthly income (×10,000, KRW) <199 86.52±26.05 1.36 (.261)

200–399 84.01±24.68

≥400 91.64±20.92

Cancer stage 1 94.00±23.96 2.66 (.050)

2 91.03±24.06

3 80.17±23.17

4 81.44±22.81

Time since diagnosis (year) <1 84.96±22.78 0.95 (.420)

1–3 86.28±23.23

3–5 94.81±28.06

≥5 86.12±24.16

Type of treatment OP 89.55±23.30 .50 (.733)

OP+Chemo 84.22±24.52

OP+RT 92.68±25.64

OP+Chemo+RT 82.25±24.88

HT 85.00±8.21

Chemo: Chemotherapy; HT: hormone therapy; KRW: Korean won; OP: 
operation; RT: radiation therapy.
†Scheffé test.

Table 4. Correlations among research variables (N=146)

Variable
r (p)

Lifestyle Depression Marital intimacy Quality of life
Depression –.24 (.004) 1
Marital intimacy .48 (< .001) –.39 (< .001) 1
Quality of life .49 (< .001) –.72 (< .001) .45 (< .001) 1

다[9,22,23]. 따라서 유방암 생존자의 나이에 따른 삶의 질에 대한 

사정뿐 아니라, 젊은 유방암 생존자가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확인하고 조절할 수 있는 의료진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

에서는 유방암 생존자 배우자의 나이에 따라서도 삶의 질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08명의 유방암 생존자 배우자를 대상

으로 삶의 질을 파악한 연구[10]에서 보고한 젊은 배우자의 삶의 

질이 더 낮다는 결과와도 일치한다. 특히 젊은 유방암 생존자는 우

울, 성기능과 결혼 만족도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

고되어[10], 젊은 유방암 생존자와 더불어 배우자의 심리적인 문제

와 부부관계를 사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중재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생활습관이 좋을수록 삶의 질이 높아, 생활습관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파악되었다. 이는 유방암 

생존자의 생활습관이 좋을수록 삶의 질도 높다는 연구[24]와도 맥

락을 같이한다. 생활습관 하위영역 중 신체활동 영역의 점수가 제

일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암 생존자가 실제적으로 신체활동이 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선행연구[6,25]의 결과와 유사하다. 

최신 의학 발전과 적극적인 보조요법의 발달로 암 환자 생존율이 

계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암이라는 질병을 만성질환으로 간주하

고 생활습관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 유방암 생

존자의 신체활동량은 중년기 성인 혹은 다른 암 환자들과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대부분 걷기 수준의 낮은 강도로 이루어지며 피로

감, 체력 부족, 통증 등이 방해요소로 보고되었다[25]. 이러한 결과

는 유방암 생존자를 대상으로 운동 관리를 포함한 지속적인 건강 

관리가 필요함을 제시한다. 대부분의 암 생존자들은 병원 치료가 

끝나면 정기적인 병원 방문 이외에 주기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

이 많지 않다. 따라서 건강한 생활습관을 통한 관리의 중요성을 인

식하고 본인 스스로 의지를 갖지 않으면 실천하기가 어렵다. 유방

암 생존자의 가족 지지와 사회적 지지가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 

증진할 수 있는 요소라고 하였으므로[26], 동기 부여를 위해 지지

체계를 활용한 생활습관 중재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을 통해 건강한 

생활습관을 이행하면 삶의 질 향상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우울은 유방암 생존자의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는 대상자가 

72.6%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의 유방암 생존자들의 심리적 문제 

중 대표적인 증상을 우울로 볼 수 있다. 우울의 빈도는 미국의 유방

암 생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9]에서 PHQ-8 (Patient Health 

Questionnaire-8) 도구를 사용하여 나타난 빈도인 16%보다 높았는

데, 이는 대상자의 차이라고 생각된다. 즉, 선행연구에서는 치료 후 

기간이 6년 이상 대상자로 3기 이상인 환자가 5%인 반면 본 연구

는 치료 후 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3기 이상인 대상자가 43%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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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로 인한 차이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는 유방암 생존자의 

우울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낮고, 우울이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선행연구[9,22,23]와 일치된 결과이다. 유방암 

생존자는 치료로 인한 신체적 변화와 함께, 우울, 불안, 수면 장애, 

재발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같은 심리적 디스트레스 및 배우자와의 

낮은 결혼 만족도 등의 문제들로 인해 우울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9,22,23]. 따라서 유방암 생존자들에 대한 의료진의 관심은 물론 

우울에 대한 사정 및 우울을 경험하는 대상자의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는 심리적인 중재가 필요하다. 또한 사회경제적 요소는 우울

뿐 아니라 삶의 질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어 있으므로[27], 유

방암 생존자들의 건강 형평성에 맞춘 사회경제적 요소를 고려한 전

략을 포함한 프로그램 중재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에서 부부친밀도는 평균 45.47±9.95점으로 동일한 도구

를 사용하여 측정한 부인암 환자의 부부친밀도 점수인 51.1점[28]

보다 낮게 측정되었다. 선행연구에서 유방암 생존자는 치료로 인해 

감소된 성기능으로 인한 부정적인 인식이 부부친밀도를 유의하게 

감소시킨다고 한 것과 같이[29], 유방암 생존자들이 다양한 치료로 

인한 신체, 심리, 관계적 문제를 경험하며 부부친밀도가 감소한 것

으로 보인다. 또한 긍정적인 부부친밀도는 유방암 생존자의 심리·

사회적 적응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쳐, 유방암 생존자 여성의 부부

친밀도를 높이는 프로그램은 유방암 생존자 여성의 신체적, 배우자

와의 관계적,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으므

로[14], 유방암 생존자와 배우자를 모두 포함시킨 부부친밀도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치료 종료 후 3개월 이상 경과한 생존자를 대상으로 

하여 변수를 확인한 제한점이 있다. 유방암 생존자는 치료 후 경과

기간에 따라 삶의 질에 차이가 난다고 하였으므로[11] 추후 치료 

후 경과기간별로 구분한 유방암 생존자의 삶의 질 영향요인을 파악

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수술의 종류와 방법을 

구별하지 않고 수술 여부로만 확인하였는데, 수술의 형태 또는 유

방재건술 등이 우울이나 삶의 질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제한

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방암 생존자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였

으므로 추후 유방암 부부를 대상으로 변수들을 파악하여 차이를 확

인해보는 연구를 제언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유방암 생존자를 대상으로 신체, 심리, 관계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생활습관, 우울, 부부친밀도를 포괄적으로 포함하여 삶의 질에 미

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Conclusion 

본 연구는 유방암 생존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

하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간호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 대상자의 삶의 질은 

우울이 낮을수록, 부부친밀도가 높을수록, 생활습관이 좋을수록 삶

의 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유방암 생존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서는 우울을 낮추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이행하고 유지할 수 있도

록 하며 부부친밀도를 높일 수 있는 중재가 필요하다. 특히 유방암 

여성에게 건강한 생활습관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과 이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본 연구의 결과에서 확인된 영향 요인들을 고려한 효

율적인 간호중재 프로그램의 개발뿐 아니라 그러한 프로그램의 제

공을 통하여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n quality of life (N=146)

Factor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B β t (p) B β t (p) B β t (p) B β t (p)

(Constant) 95.5 14.09 
(< .001)

48.03 3.82 
(< .001)

72.62 7.86 
(< .001)

61.90 6.52 
(< .001)

Age 16.64 .33 2.81 
(.005)

12.19 .24 2.16 
(.032)

9.15 .18 3.26 
(.035)

8.88 .12 2.27 
(.051)

Spouse’s age 2.24 .04 0.34 
(.744)

2.12 .04 0.34 
(.737)

0.06 .01 0.01 
(.989)

0.38 .01 0.09 
(.930)

Occupation –13.25 –.27 –3.44 
(.001)

–10.45 –.21 –2.84 
(.005)

–2.17 –.05 –0.80 
(.428)

–1.08 –.02 –0.41 
(.686)

Lifestyle 0.35 .09 4.39 
(< .001)

0.22 .22 3.69 
(< .001)

0.13 .13 2.17 
(.031)

Depression –2.85 –.65 –11.62 
(< .001)

–2.78 –.63 –11.71 
(< .001)

Marital intimacy 0.45 .19 3.32 
(.001)

R2 = .152, Adjusted R2 = .134
F(p)=8.49 (< .001)

R2 = .254, Adjusted R2 = .233
F(p)=12.01 (< .001)

R2 = .620, Adjusted R2 = .607
F(p)=45.74 (< .001)

R2 = .648, Adjusted R2 = .633
F(p)=42.67 (< .001)

Dummy variable reference were age (<49 y), spouse's age (<49 y), and occupation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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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mothers’ intention to 
vaccinate their elementary-school sons against human papillomavirus (HPV).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151 mothers of fourth- to sixth-grade boys at three elementary 
schools in Daejeon, Korea.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for Windows version 25.0. Descrip-
tive statistics, the independent t-test, one-way analysis of variance, the Mann-Whitney U test, Pear-
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Results: The mothers’ score for intention to vaccinate their sons against HPV was 5.04 out of 7. 
Self-efficacy (β=.60, p<.001) and subjective norms towards HPV vaccination (β=.30, p<.001) were 
significant factors influencing mothers’ intention to vaccinate their elementary-school sons against 
HPV. These factors accounted for 81.0% of HPV vaccination intention among mothers (F=160.84, 
p<.001).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o increase the HPV vaccination rate for elemen-
tary-school boys, it is necessary to develop intervention strategies to improve mothers’ self-efficacy 
and subjective norms towards HPV vaccination and to verify the effects of those strategies. This re-
search provides a foundation for designing interventions to increase the HPV vaccination rate of ele-
mentary-school boys. 

Keywords: Papillomaviridae; Papillomavirus vaccines; Mothers;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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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연구 필요성 

인유두종 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HPV)는 생식기 감염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 중의 하나로, 현재까지 약 100여 종의 

HPV가 발견되었으며 이 중 40여 종은 직접적인 성적 접촉을 통해 

감염된다. HPV 감염은 대부분 별다른 증상 없이 자연적으로 소실

되지만, 고위험군 HPV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여성의 자궁

경부암, 외음부암, 질암뿐만 아니라 남성의 생식기 사마귀, 직장암, 

음경암 및 두경부암 등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1]. 실제 HPV가 각종 암 발생에 기여하는 정도는 자궁경부암은 

거의 100%이고, 항문암 88%, 질암 78%, 음경암 50%, 구강인두암 

30.8%, 외음부암 24.9%이며, 세계적으로 HPV 감염과 관련하여 

연간 약 63만 건에 달하는 암이 남녀에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2]. 그러나 이 질환들은 대부분 HPV 백신 접종을 통

해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남녀 모두에서 HPV 백신 접종의 중요

성이 강조되고 있다[3]. 

HPV 백신은 HPV 감염 예방을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

법으로 알려져 있다[1,4,5]. 특히 HPV는 성적 접촉을 통해 전파되

므로 HPV 감염으로 인해 유발되는 암 발생과 이로 인한 사회경제

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남녀의 성 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해서는 

남녀 모두가 HPV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6].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

리나라에 HPV 백신이 처음 소개될 때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으로 

소개되어 주로 여성에게 권고되고 있으며[3], 남성에게는 불필요한 

것으로 인식하여 남성의 HPV 백신 접종률이 여성에 비해 매우 저

조하다[7,8]. 국내 남아의 HPV 백신 접종률은 1.6% [9]로 미국의 

남아 접종률 56.5% [10]에 비해 매우 낮다. 더욱이 우리나라를 포

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HPV 백신 무료 접종을 여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어 남아의 HPV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HPV 감염은 성관계 시작과 더불어 증가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HPV 백신 접종 시기는 첫 성경험이 이루어지기 이전이 가장 

이상적이다. 또한 HPV 백신은 성인에서 3회 접종하는 반면 12세 

이하에서는 2회 접종만으로도 높은 면역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보건학적, 경제적 측면에서 12세 이하에 HPV 백신 접종을 시행하

는 것이 비용 효과적이다[1,6].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의 첫 성관계 

연령은 2011년 13.8세에서 2018년 13.6세로 낮아진 반면 성관계 

경험률은 2011년 4.9%, 2018년 5.7%, 2019년 5.9%로 점차 증가하

고 있음을 고려할 때[11], 이들의 HPV 감염 예방을 위해 HPV 백

신 접종 최적 연령인 11-12세에 HPV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권

고하는 것은 시급히 시행해야 할 당면 과제이다. 특히 자녀의 연령

이 어린 경우 어머니는 자녀의 HPV 백신 접종 수행에 결정적 역할

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14]. 따라서 자녀(아들)의 백신 통

제권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의 HPV 백신 접종의도 및 관련 요인을 

연구하는 것은 자녀(아들)의 HPV 백신 접종률 향상을 위한 전략 

마련에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한편, 계획된 행위 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에 의

하면 특정 행동에 대한 행동의도는 행위의 직접적 결정인자로 행위

에 선행하며, 행동의도는 3가지 핵심요인인 행위에 대한 태도(atti-
tude),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 및 지각된 행위 통제(perceived 

behavior control)에 의해 결정된다. 즉, 특정 건강행동이 가치 있는 

결과를 낳는다고 생각할수록, 그 행동을 수행할 능력과 기회가 있

다고 생각할수록 그 행동을 실제로 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15].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HPV 백신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 통제를 부모의 자녀 HPV 백신 접종의도를 예측하는 

주요 변수로 보고하며[13-14,16] TPB가 HPV 백신 접종의도를 설

명하는 이론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세 가지 변수만

으로는 행동의도를 충분히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어 다른 추가변수

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지각된 행위 통제는 자기 효능

감과 유사한 개념으로 제시되었고[15], 지식[12,16-18]과 자기 효

Summary statement

• What is already known about this topic?
Previous studies have found that knowledge, attitudes, subjective norms,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toward human pap-
illomavirus (HPV) vaccination were important factors affecting mothers’ intention to vaccinate their adolescent and col-
lege-aged daughters against HPV.

• What this paper adds
Self-efficacy and subjective norms toward the HPV vaccination were significant factors influencing HPV vaccination intention 
among mothers with elementary-school boys.

• Implications for practice, education, and/or policy
To increase the HPV vaccination rate of elementary school boy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verify the effects of intervention 
strategies to improve mothers’ self-efficacy and subjective norms towards HPV vacc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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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감[14,19]은 HPV 백신 접종의도를 예측하는 주요 변수로 보고

되고 있다. 

어머니 혹은 부모의 HPV 백신 접종의도와 관련된 국외 선행연

구들을 살펴보면, 남아 부모의 자녀 HPV 백신 접종의도 및 영향요

인을 확인하는 연구가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8,12,18,20]. 

반면에 국내 선행연구는 12-14세 여자 청소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 보고[21], HPV 백신 접종 최적 연령인 9-12세 여아 어머

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 보고[19,22] 등이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 고

학년 남학생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경기도와 강원도 소재 

초등학교 5-6학년 남학생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Kang [16]의 연

구 보고 이외에는 찾아보기 힘들어 남아 어머니의 HPV 백신 접종

의도에 대한 경험적 근거가 충분치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HPV 백신 접종 최적 연령인 대전 소재 3개 초등

학교에 재학 중인 4-6학년 남학생 어머니의 자녀(아들) HPV 백신 

접종의도 및 관련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 어

머니의 자녀(아들) HPV 백신 접종의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남학

생의 HPV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 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 어머니의 HPV 지식, 자

녀(아들) HPV 백신 접종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자기 효능감 

및 HPV 백신 접종의도를 파악하고, HPV 백신 접종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HPV 관련 특성을 파악한다.

2)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 어머니의 HPV 지식, 자녀(아들) HPV 

백신 접종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자기 효능감 및 자녀 HPV 

백신 접종의도를 파악한다.

3)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 어머니의 자녀(아들) HPV 백신 접종의

도와 HPV 지식, 자녀 HPV 백신 접종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

범, 자기 효능감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4)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 어머니의 자녀(아들) HPV 백신 접종의

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Methods 

Ethics statement: This study was approved by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of Daejeon University (1040647-201812-HR-
008). Informed consent was obtained from the subjects.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 어머니의 HPV 지식, 자녀(아

들) HPV 백신 접종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자기 효능감이 자녀

(아들) HPV 백신 접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대전 소재 초등학교 3개교를 임의 선정하여 

4-6학년에 재학 중인 남학생(363명)의 어머니 전수를 대상으로 하

였다. 본 연구에 필요한 대상자 수는 G*Power 3.2.1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효과 크기 0.15 (중간 크기), 유의수준 .05, 검정력 90%, 

일반적 특성 및 HPV 백신 관련 변수를 포함하여 회귀분석에 필요

한 독립변수 10개를 투입한 결과 최소 표본 수는 147명으로 산출

되었다. 배포된 363부 중 175부가 회수되었으며(회수율 48.2%), 

이들 중 응답이 불충분한 24부를 제외한 151부를 최종 분석에 사

용하였다. 

연구 도구 

HPV 지식 

HPV 지식은 Kim과 Ahn [23]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HPV 

지식 측정도구를 메일을 통해 도구 개발자로부터 도구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으

며, 고위험 HPV와 저위험 HPV 감염 결과, 관련 질환, 잠복기, 예

후, 면역력과의 관련성, 전염경로, 검사와 진단, 예방과 치료 및 선

천성 감염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각 문항에 대해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로 평가하며, 점수의 범위는 0-20점이다. 정답

은 1점, 오답과 ‘모르겠다’에 응답한 경우 0점 처리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HPV 지식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신뢰

계수 Cronbach’s α는 .87이었고[23], 본 연구에서 HPV 지식도구의 

신뢰계수 Kuder-Richardson Formula 20 (KR-20)의 r값은 .74였다. 

HPV 백신 접종에 대한 태도 

HPV 백신 접종에 대한 태도는 Gerend와 Shepherd [14]가 개발한 

TPB 구성개념 측정도구(Assess TPB Constructs) 중 HPV 백신 접

종에 대한 태도 측정도구를 Kim [24]이 번역하여 수정, 보완한 도

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도구는 메일을 통해 도구 개발자의 사

용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대상자의 자녀(아들) 

HPV 백신 접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한 대상자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평가를 측정하는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HPV 백

신 접종에 대한 태도는 Likert 7점 척도로 ‘매우 동의한다’ 7점에서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점을 배점하여 합산한 점수를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HPV 백신 접종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

한다. Gerend와 Shepherd [14]의 도구 개발 당시 신뢰계수 Chron-
bach’s α는 .88이었고, Kim [24]의 연구에서는 .93이었으며, 본 연

구에서는 .9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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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V 백신 접종에 대한 주관적 규범 

HPV 백신 접종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Gerend와 Shepherd [14]가 

개발한 TPB 구성개념 측정도구 중 HPV 백신 접종에 대한 주관적 

규범 측정도구를 Kim [24]이 번역하여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

여 측정하였다. 도구는 메일을 통해 개발자의 사용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대상자의 부모, 의사, 친구들이 HPV 백신 

접종을 권고하는 것에 대한 대상자의 규범적 신념의 정도를 측정하

는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7점 척도로 각 문항에 대해 ‘매

우 동의한다’ 7점에서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점을 배점하여 합

산한 점수를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HPV 백신 접종에 대한 주

관적 규범이 높음을 의미한다. Gerend와 Shepherd [14]의 도구 개

발 당시 신뢰 계수 Chronbach’s α는 .78이었고, Kim [24]의 연구에

서는 .92, 본 연구에서는 .90이었다. 

HPV 백신 접종에 대한 자기 효능감 

HPV 백신 접종에 대한 자기 효능감은 Gerend와 Shepherd [14]가 

개발한 TPB 구성개념 측정도구 중 HPV 백신 접종에 대한 자기 효

능감 측정도구를 Kim [24]이 번역하여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

여 측정하였다. 도구는 메일을 통해 도구 개발자의 사용 승인을 받

은 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주변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녀(아

들)에게 HPV 백신 접종을 하고자 하는 대상자의 자기 확신 혹은 

자신감의 정도를 측정하는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7점 척도로 각 문항에 대해 ‘매우 동의한다’ 7점에서 ‘전혀 동의하

지 않는다’ 1점을 배점하여 합산한 점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

(아들) HPV 백신 예방접종에 대한 자기 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

다. Gerend와 Shepherd [14]의 도구 개발 당시 신뢰계수 Chron-
bach’s α는 .85이었고, Kim [24]의 연구에서 .97이었으며, 본 연구

에서는 .85였다. 

HPV 백신 접종의도 

HPV 백신 접종의도는 Gerend와 Shepherd [14]가 개발한 TPB 구

성개념 측정도구 중 HPV 백신 접종의도 측정도구를 Kim [24]이 

번역하여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도구는 메일

을 통해 개발자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어머니가 자녀에게 HPV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 정보를 얻고 노력

하며, 의료인의 권유 시 자녀(아들)에게 HPV 백신을 접종할 가능

성에 관한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7점 척도로 각 문항에 

대해 ‘매우 동의한다’ 7점에서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점을 배점

하여 합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아들) HPV 백신 접종의

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Gerend와 Shepherd [14]의 도구 개발 당시 

신뢰계수 Chronbach’s α는 .96이었으며, Kim [24]의 연구에서 .96, 

본 연구에서 .86이었다.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은 연구자가 사전에 해당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학교장과 

보건교사에게 연구목적과 방법 등을 설명하고 연구수행에 대한 동

의를 구하였다. 그 후 보건교사는 학생들에게 연구목적과 내용이 

담긴 설명문, 연구 참여 동의서, 설문지 및 회신용 밀봉지(양면 테

이프가 부착된 대봉투)를 봉투에 넣어 밀봉된 상태로 배부하여 어

머니들에게 전달하였다. 연구 참여 동의서에 자발적으로 서명한 어

머니들이 동봉한 설문지를 작성하고 연구 참여 동의서와 함께 밀봉 

처리하여 보건교사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회수하였으며, 

연구에 참여한 모든 어머니들에게는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19년 3월 1일부터 2019년 4월 10
일까지였다.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for Windows ver. 25.0 (IBM 

Co., Armonk, NY,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상자와 자녀의 

일반적 특성, HPV 감염 및 HPV 백신 관련 특성을 기술 통계를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HPV 지식, 자녀(아들) HPV 백신 접

종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자기 효능감 및 접종의도도 기술 통

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HPV 지식, 자녀(아들) 

HPV 백신 접종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자기 효능감 및 접종의

도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으로, HPV 백

신 관련 특성에 따른 자녀(아들) HPV 백신 예방접종 의도의 차이

는 독립표본 t-test와 one way ANOVA, Mann-Whitney U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자녀(아들) HPV 백신 접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
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Results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HPV 감염 및 HPV 백신 관련 특성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42.74±3.19세였으며, 41–45세가 90명

(59.6%)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내었고, 학력은 대졸 이상이 

139명(92.1%)이었으며, 직업이 있는 대상자가 104명(68.9%)이었

다. 종교가 있는 대상자는 72명(47.7%)이었고, 평균 월 수입은 500
만 원 이상이 88명(58.3%)으로 가장 많았다. 자녀는 5학년이 88명

(58.3%)으로 가장 많았고, 어머니가 생각하는 자녀의 HPV 백신 접

종 최적 연령은 평균 14.85±2.45세였으며, 백신 접종 최적 연령인 

13세 이하라고 응답한 수는 49명(32.5%)이었다.

대상자의 자궁경부암 가족력은 ‘없다’가 145명(96.0%)이며, 부

인과 질환 경험은 ‘없다’가 121명(80.1%)이었다. Papanicolaou 

(Pap) test 검사 경험은 ‘있다’가 123명(81.5%)이었고, 이 중 100명

(81.3%)은 규칙적으로 Pap test 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어머니 중 HPV 감염에 대해 들어본 경험이 있는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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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11명(73.5%)이었고, HPV 백신에 대해 들어본 경험이 있는 어

머니는 89명(58.9%)이었다. 자녀(아들) HPV 백신 접종 여부는 비

접종이 151명(100%)이었다. 어머니의 HPV 백신 접종 여부는 접종

이 15명(9.9%)이었고, 자녀(아들) HPV 백신 접종계획은 103명

(68.2%)에서 자녀에게 HPV 백신을 접종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 중 6개월 이내에 백신 접종계획을 갖고 있는 대상자는 19명

(18.4%)이었다. 자녀(아들) HPV 백신 접종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48명의 대상자 중 HPV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잘 몰

라서’가 23명(47.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백신의 부작용에 

Table 1. General, HPV infection-, and HPV vaccination-related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51)

Variable Categories n (%)
General characteristics 
 Age (year) ≤40 33 (21.9)

41–45 90 (59.6)
46-50 28 (18.5)
Mean±SD 2.74±3.19

 Education ≤High school 12 (7.9)
University 109 (72.2)
≥Graduate 30 (19.9)

 Job Yes 104 (68.9)
No 47 (31.1)

 Religion Yes 72 (47.7)
No 79 (52.3)

 Monthly income (×10,000, KRW) <300 21 (13.9)
300–500 42 (27.8)
≥500 88 (58.3)

 Son’s school year 4th grade 18 (11.9)
5th grade 88 (58.3)
6th grade 45 (29.8)

HPV infection-, and HPV vaccination-related characteristics 
 Appropriate age to vaccinate son against HPV (year) ≤13 49 (32.5)

≥14 64 (42.4)
No response 38 (25.1)

 Family history of cervical cancer Yes 6 (4.0)
No 145 (96.0)

 Experience with gynecological diseases Yes 30 (19.9)
No 121 (80.1)

 Experience with Pap test Yes 123 (81.5)
No 28 (18.5)

 Receive Pap test regularly (n=123)† Yes 100 (81.3)
No 23 (18.7)

 Awareness of HPV infection Yes 111 (73.5)
No 40 (26.5)

 Awareness of HPV vaccine Yes 89 (58.9)
No 62 (41.1)

대한 우려’ 12명(25.0%), ‘백신의 효과에 대한 불신’ 9명(18.8%)의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보험 적용 시 HPV 백신 접종계획은 ‘예’가 

115명(76.2%)이었다(Table 1). 

대상자의 HPV 지식, 자녀(아들) HPV 백신 접종에 대한 태도, 주

관적 규범, 자기 효능감 및 HPV 백신 접종의도 

대상자의 HPV 지식은 총 20점 만점에 평균 11.13±2.19점이었다. 

대상자의 자녀 HPV 백신 접종에 대한 태도는 7점 만점에 평균 평

점 5.25±1.15점, 주관적 규범은 7점 만점에 평균 평점 4.47±1.56

 (Continued to the next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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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자기 효능감은 7점 만점에 평균 평점 4.94±1.44점, HPV 백신 

접종의도는 7점 만점에 평균 평점 5.04±1.26점이었다(Table 2). 

대상자의 HPV 지식, 자녀(아들) HPV 백신 접종에 대한 태도, 주

관적 규범, 자기 효능감 및 HPV 백신 접종의도의 상관관계 

Table 2. HPV-related knowledge, attitudes, subjective norms, self-efficacy, and intention to vaccinate son against HPV vaccination among 
participants (N=151)

Variable Mean±SD Number of items Item range Possible range
HPV knowledge 11.13±2.19 20 0–1 1–20
Attitude toward son’s HPV vaccination 5.25±1.15 4 0–7 0–28
Subjective norms related to son’s HPV vaccination 4.47±1.56 3 0–7 0–21
Self-efficacy related to son’s HPV vaccination 4.94±1.44 3 0–7 0–21
Intention to vaccinate son against HPV 5.04±1.26 5 0–7 0–35

HPV: Human papillomavirus.

Table 3. Relationships among HPV-related knowledge, attitudes, subjective norms, self-efficacy, and intention to vaccinate son against HPV 
among participants (N=151)

Variable
r (p)

Attitude toward son’s 
HPV vaccination

Subjective norms related 
to son’s HPV vaccination

Self-efficacy related to 
son’s HPV vaccination

Intention to vaccinate 
son against HPV

HPV knowledge .20 (.013) .02 (.012) .02 (.007) .26 (.001)
Attitude toward son’s HPV vaccination 1 .53 (< .001) .70 (< .001) .65 (< .001)
Subjective norms related to son’s HPV vaccination 1 .77 (< .001) .79 (< .001)
Self-efficacy related to son’s HPV vaccination 1 .88 (< .001)

HPV: Human papillomavirus.

대상자의 자녀(아들) HPV 백신 접종의도는 HPV 지식(r=.26, 

p=.001), 자녀(아들) HPV 백신 접종에 대한 태도(r=.65, p<.001), 

주관적 규범(r=.79, p<.001), 자기 효능감(r=.88, p<.001)과 통계적

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Variable Categories n (%)
 Son’s HPV vaccination status Yes 0 (0.0)

No 151 (100)
 Mother’s HPV vaccination status Yes 15 (9.9)

No 136 (90.1)
 HPV vaccination plan for son No 48 (31.8)

Yes 103 (68.2)
 Within 6 months 19 (18.4)
 After 6 months 84 (81.6)

 Reasons not to vaccinate son against HPV (n=48)‡

Lack of information about HPV vaccination 23 (47.8)

Concern about the side effects of the vaccine 12 (25.0)
Distrust of the effectiveness of the vaccine 9 (18.8)
High cost 2 (4.2)
It is not necessary for a boy 2 (4.2)

 Plan to vaccinate son against HPV under health insurance coverage Yes 115 (76.2)
No 36 (23.8)

HPV: Human papillomavirus; KRW: Korean won; Pap: papanicolaou. 
†Mothers who had received a Pap test, ‡Excludes mothers who planned to vaccinate sons.

Table 1.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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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others’ intention to vaccinate sons against HPV by general, HPV infection- , and HPV vaccination-related characteristics (N=151)

Variable Categories
Mothers’ intention to vaccinate sons against HPV

Mean±SD t or F or Z p
General characteristics
 Age (year) ≤40 27.12±4.78 1.98 .141

41–45 24.60±6.81
46–50 24.93±6.01

 Education level ≤High school 28.25±6.27 1.67 .192
University 24.80±6.25
≥Graduate 25.50±6.43

 Job Yes 25.29±6.31 0.22 .826
No 25.04±6.39

 Religion Yes 25.34±6.59 0.29 .768
No 25.03±5.97

 Monthly income (×10,000, KRW) <300 26.05±6.85 0.37 .827
300–500 25.76±4.92
≥500 24.73±6.97

 Son’s school year 4th grade 25.72±4.95 2.80 .064
5th grade 24.24±6.35
6th grade 26.91±6.47

HPV infection- and HPV vaccination-related characteristics
 Appropriate age to vaccinate son against HPV (year) ≤13 27.18±5.34 1.77 .079

≥14 25.26±5.31
 Family history of cervical cancer Yes 27.83±7.93 –1.31† .189

No 25.10±6.25
 Experience with gynecological diseases Yes 24.17±6.73 –1.14† .253

No 25.47±6.21
 Experience with Pap test Yes 25.55±6.20 –1.25† .210

No 23.71±6.71
 Receive Pap test regularly (n=123) Yes 26.00±6.12 –1.49† .134

No 23.61±6.30
 Awareness of HPV infection Yes 25.42±6.48 0.68 .495

No 24.63±5.88
 Awareness of HPV vaccine Yes 25.26±6.75 0.11 .914

No 25.15±5.68
 Mother’s HPV vaccination status Yes 27.93±5.07 –1.56† .119

No 24.91±6.38

HPV: Human papillomavirus; KRW: Korean won; Pap: papanicolaou.
†Mann-Whitney U test.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HPV 감염 및 HPV 백신 관련 특성에 따

른 자녀(아들) HPV 백신 접종의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HPV 감염 및 HPV 백신 관련 특성에 따른 

자녀(아들) HPV 백신 접종의도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변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대상자의 자녀(아들) HPV 백신 접종의도 영향요인 

대상자의 자녀(아들) HPV 백신 접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HPV 백신 접종의도와의 상관관계 검정에서 연구 

대상 어머니의 자녀(아들) HPV 백신 접종의도와 유의한 상관관계

를 나타낸 HPV 지식, 자녀 HPV 백신 접종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자기 효능감을 독립변수로 투입시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본 연구 회귀모형의 가정을 검

정한 결과 회귀분석을 위한 모든 가정이 충족되었다. 즉, 잔차의 산

포도를 분석한 결과 잔차의 분포는 ‘0’을 중심으로 균등하게 흩어

져 있어 회귀식의 선형성과 등분산성의 가정을 충족하였다. 히스토

그램과 회귀 표준화 잔차의 정규 P-P 도표를 검정한 결과도 잔차

가 45도 직선에 근접함으로써 오차의 정규분포와 등분산성의 가정

을 만족하였다. 오차의 자기상관을 나타내는 Durbin-Watson 통계

량은 1.83으로 비교적 2에 가까워 오차항의 독립성 및 자기상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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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없었다.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41에서 .88로 나타났

고, 공차한계(tolerance)는 모든 독립변인에 대해 .29에서 .95로 모

두 .1 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도 

1.06-3.51로 모두 10을 넘지 않아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어머니의 자녀 HPV 백신 접종의

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녀(아들) HPV 백신 접종에 대한 자

기 효능감(β=.60, p<.001), 주관적 규범(β=.30, p<.001)이었고, 이

들 요인들로 대상자의 자녀(아들) HPV 백신 접종의도를 81.0% 설

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귀방정식의 모형도 유의한 것으로 확

인되었다(F=160.84, p<.001) (Table 5). 

Discussion 

본 연구는 TPB를 적용하여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 어머니의 자

녀(아들) HPV 백신 접종의도 및 이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결과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 어머니의 자녀 HPV 백신 접

종의도는 HPV 지식, HPV 백신 접종에 대한 태도, 자기 효능감, 

주관적 규범과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이들 중 자기 효

능감, 주관적 규범은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 어머니의 자녀 HPV 

백신 접종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본 연

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의 HPV 백신 접종률은 0%

였다. 국내 선행연구에서 HPV 백신 접종률은 12-14세 남아에서 

3.1% [16], 13-17세 남아에서 1.6% [9], 14세 미만 여아에서 42.1-

59.4% [19,21,25]로 남학생의 HPV 백신 접종률이 여학생에 비해 

현저히 낮다. 국외 남학생의 HPV 백신 접종률 역시 여학생에 비해 

낮았으나[7,8], 미국의 13-17세 남아의 HPV 백신 접종률 56.5% 

[10]와 비교하면 국내 남학생의 백신 접종률이 현저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HPV 감염이 남녀 모두에게 흔히 발생되는 성 전파성 

질환으로 이를 예방하려면 남녀 모두 HPV 백신을 접종해야 비용 

효율적임을 고려해 볼 때[3,6,9], 남학생의 HPV 백신 접종률 향상

을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국내 남학생의 HPV 백

신 접종률이 낮은 이유는 HPV 감염 및 HPV 백신에 대한 홍보 부

족 및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 부재하고[9], 남학생에게는 HPV 백신 

국가 무료 예방접종이 아직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않았으며[9,16], 

HPV 백신이 처음 소개될 때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으로 소개되어 

여성에게 국한되는 접종이라고 생각하는 남학생 어머니의 인식이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9,16]라 생각해 볼 수 있다. 남아의 HPV 백

신 접종에 의료보험 혜택이 주어지는 경우 본 연구 대상 어머니의 

자녀 HPV 백신 접종계획이 68.2%에서 76.2%로 증가하였고, HPV 

백신을 국가 필수 예방접종 항목으로 지정한 결과 HPV 백신 접종

률이 향상되었다는 국외 연구보고 [26]는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남

학생을 HPV 백신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로 포함한다면 남학생의 

HPV 접종률을 어느 정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 대상 어머니들이 생각하는 자녀의 HPV 백신 접종 최적

연령은 평균 14.9세였고, 자녀 HPV 백신 접종계획이 있는 어머니 

중 ‘6개월 이내에 백신을 접종하겠다’에 응답한 어머니는 18.4%에 

불과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어머니들이 생각하는 자녀 HPV 백신 

접종 최적 시기로 초등학교 여학생 어머니는 13세 이상이 60.0% 

[22], 여중생 어머니는 17.7세[27], 12-14세 여학생 부모는 14세 이

상이 80.4% [21]로, 14세 미만 연령대는 자녀 HPV 백신 접종 시기

로 아직 이르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2,13]. 이는 11-12
세가 HPV 백신 접종 최적기로 권고되는[1,4] 현 시점에서 어머니

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을 시사한

다. 앞서 말했듯 HPV 백신 접종은 성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실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1], 12세 이하에서는 2회 접종만으로도 

높은 면역력을 나타내므로 이 시기에 접종하는 것이 비용 효율적이

기 때문이다[4,6]. 한국 청소년의 첫 성 경험 평균 연령은 13.6세이

고[11], 자녀의 연령 이 어린 경우 어머니는 자녀의 HPV 백신 접종

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14]. 따라서 초등학

교 남학생의 HPV 백신 적기 접종률을 증가시키기 위한 어머니 대

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에 HPV 백신 접종 시기, 안정성 및 긍정

적 효과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어머니들의 인식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12,19]. 

HPV 백신 접종의도는 백신 접종행위를 유도하는 강력한 예측요

인으로 알려져 있다[8,12-14]. 본 연구 결과 어머니의 자녀 HPV 

백신 접종의도는 7점 만점에 5.04점(100점 만점에 72.0점)으로 중

Table 5. Factors influencing mothers’ intention to vaccinate sons against HPV (N=151)

Variable B SE β t (p)

(Constant) .75 .26 2.88 (.005)
Self-efficacy .52 .06 .60 8.93 (< .001)
Subjective norms .41 .05 .30 5.35 (< .001)
Attitudes .06 .06 .06 1.16 (.249)
HPV knowledge .03 .02 .06 1.63 (.106)

Adjusted R²= .81, F (p)=160.84 (< .001)

HPV: Human papilloma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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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수준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대상 아동의 연령대

가 다르고 동일한 도구로 측정을 하지 않아 직접 비교하는 데 제한

이 있으나,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17세 미만 남아 어머니의 자녀 

HPV 백신 접종의도가 100점 만점에 66.2-76.6점[8,9,16]으로 보

고된 결과와 유사한 수준이다. 그러나 실제 남아의 HPV 백신 접종

률은 본 연구 결과를 포함하여 0-3.1% [9,16]로 매우 저조한 것을 

고려해 볼 때 이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어머니의 자녀 HPV 백신 

접종의도를 실제 자녀의 HPV 백신 접종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전

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 연구 대상 어머니의 자녀(아들) HPV 백신 접종의

도는 HPV 지식, 자녀(아들) HPV 백신 접종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자기 효능감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변수를 투입하여 대상자의 자녀(아들) 

HPV 백신 접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 결과, 자녀(아

들) HPV 백신 접종에 대한 자기 효능감과 주관적 규범이 어머니의 

자녀(아들) HPV 백신 접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

었고, 이들 변수로 대상자의 자녀(아들) HPV 백신 접종의도를 

81.0%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비록 TPB를 

설명하는 모든 변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나, 자기 효

능감과 주관적 규범이 행동의도를 예측하는 변인임을 검증함으로

써 확장된 TPB의 기본 가정에 대한 경험적 근거를 축적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HPV 백신 접종에 대한 자기 효능감은 HPV 백신 접종 시 장애

를 극복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판단을 의미한다. 자기 효능

감은 TPB에서 지각된 행위 통제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이

를 반영하는 지표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예방접종과 같은 예방

적 건강행위를 선택하고 이를 지속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예측인자

로 보고되고 있다[14,28]. 본 연구 대상 어머니의 HPV 백신 접종

에 대한 자기 효능감은 7점 만점에 평균 평점 4.94점(100점 만점에 

70.6점)으로, 연구 대상 어머니들은 자녀(아들) HPV 백신 접종에 

대해 비교적 용이하고 자신감 있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측정도구가 달라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동일 연령대 초등학생 

어머니의 자녀(아들) HPV 백신 접종에 대한 자기 효능감이 100점 

만점에 65.8점[16], 만 12세 여아 어머니의 자녀(딸) HPV 백신 접

종에 대한 자기 효능감이 100점 만점에 66.4점[19]이라고 보고한 

선행연구와 유사한 수준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자기 효능감은 어

머니의 자녀(아들) HPV 백신 접종의도를 예측하는 가장 영향력 있

는 요인으로 확인되어, 자기 효능감이 개인의 HPV 백신 접종의도 

및 접종행동을 잘 예측한다는 선행연구 보고를 지지하였다

[8,13,14,16,19]. 선행연구에서 어머니들의 HPV 백신 접종에 대한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자녀 HPV 백신 접종의도가 증가하였고

[14,16,19], 백신 접종과 같은 예방행위는 백신 관련 지식 수준이 

높고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17,19]. 본 연구 대상 어머니의 HPV 지식은 100점 만점에 55.7

점으로 저조하였고, HPV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이유 중 ‘HPV 백

신에 대한 정보 부족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72.8%였다. 이는 국

내 선행연구[16,19,21,22]에서도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 실제 

HPV 백신의 부작용은 일반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과 크게 다

르지 않으며 안전성이 보고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3] 어머니들

은 HPV 감염이나 백신의 효과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

음을 알 수 있다. 비록 본 연구에서 HPV 지식이 어머니의 자녀 

HPV 백신 접종의도를 예측하는 변인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자기 

효능감이 행동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개인이 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29]. 따라서 남학생의 

HPV 백신 접종률을 높이려면 어머니의 HPV 백신 접종에 대한 자

기 효능감 증진을 위한 중재 전략 마련과 더불어, HPV 감염 및 

HPV 백신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 대상자의 자녀(아들) HPV 백신 접종에 대한 주관

적 규범은 7점 만점에 4.47점(100점 만점에 63.9점)으로 Kang [16]

의 연구에서 보고한 주관적 규범 65.8점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즉, 

연구 대상 어머니들이 자녀(아들)의 HPV 백신 접종에 대해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는 사회적 압력을 중간 수준 이상으로 지각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백신 접종의도 영향요인 확인을 위한 회귀분

석 결과 주관적 규범은 자기 효능감 다음으로 초등학교 고학년 남

학생 어머니의 자녀(아들) HPV 백신 접종의도를 예측하는 요인으

로 나타났다. 이는 주관적 규범이 백신 접종의도를 결정하는 주요 

예측요인이라는 선행연구 보고[8,13,14,16,27]를 지지하는 결과이

다. 주관적 규범은 예방접종과 같은 예방적 건강행위를 선택하거나 

결정할 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12,14]. 특히 예방

적 건강행위 선택과 관련된 의사결정 초기 단계에서 관련 정보나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개인이 자신의 결정에 대한 확신

이 적은 경우, 개인에게 영향력이 있는 주변 사람들이나 학교 보건

교사, 의료인의 권고가 예방적 건강행위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0,13,30]. 실제 의료인에게 HPV 백

신 접종에 대한 권고를 받은 경우 부모의 자녀 HPV 백신 접종의도 

및 백신 접종률이 증가한 보고[7,30]가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 어머니의 HPV 백신 접종에 대한 

주관적 규범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의료인의 권고와 보건교사의 

학부모 참관 수업, 가정통신문을 통한 홍보와 교육 및 대중매체를 

활용한 교육과 홍보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13,16,19]. 또한 국가

적 차원에서 HPV 백신 무료 접종 제도를 남학생에게도 확대 실시

하여 남성도 HPV 관련 질병으로부터 보호받고 나아가 남녀의 성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홍보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편, 연구 대상 어머니의 HPV 지식과 HPV 백신 접종에 대한 

태도는 자녀(아들) HPV 백신 접종의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

으나 HPV 백신 접종의도 예측요인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비록 측

정도구가 동일하지 않아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TPB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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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B 변인에 HPV 지식을 포함하여 어머니의 자녀 HPV 백신 접종

의도 예측요인을 확인한 국내 연구[16,21]에서 어머니의 HPV 지

식은 어머니의 자녀 HPV 백신 접종의도 예측요인에서 제외되었으

며,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 통제는 국내외 선행연구

[8,13,16,21,27]에서 어머니의 자녀 HPV 백신 접종의도 예측요인

으로 제시된 바 있다. 어머니의 HPV 지식이 자녀 HPV 백신 접종

의도 예측요인에서 제외된 것은 본 연구 및 선행연구[16,21]에서 

어머니의 HPV 지식 점수가 44.5-56.3점으로 매우 낮았고, 남아의 

HPV 백신 접종은 최근에 이르러서야 주목되고 있어 충분히 홍보

가 되어 있지 않으며, 남아 혹은 그들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공식적

인 교육 프로그램이 없는 등의 이유로 남아 HPV 백신 접종에 대한 

인식이 충분치 않아 어머니의 자녀(아들) HPV 백신 접종의도로 연

계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9,12]. 어머니의 HPV 

백신 접종에 대한 태도는 일부 선행연구[13,16,27]에서 어머니의 

HPV 백신 접종의도를 예측하는 강력한 변인으로 제시되었으며, 

국외 일부 선행연구[8,14]에서는 영향력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

다. 이는 자료 수집이 진행된 지역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HPV 관련 특성의 차이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되

며, 후속 연구를 통해 이를 규명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대전 소재 3개 초등학교 남학생 부모를 대상으로 편의 

표집하였고, 설문지 회수율이 낮아 자료 수집 대상 집단의 대표성

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본 연구 결과를 확대 해석하는 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연구의 목적이 어머니의 자녀(아들) HPV 백

신 접종의도 및 관련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자녀(아

들) HPV 백신 접종행위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자료 수

집 시 자기보고식 설문지로 이루어져, 자기보고식 설문지가 갖는 

대상자의 응답 편향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국내 경험적 근거가 충분치 않은 초등학교 고

학년 남학생 부모를 대상으로 HPV 지식, 자녀(아들) HPV 백신 접

종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자기 효능감 및 HPV 백신 접종의도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HPV 백신 접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규명함으로써 HPV 백신 접종의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효율적인 

중재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한 점에서 간호 

실무에 기여하였다. 또한 자녀(아들) HPV 백신 접종에 대한 자기 

효능감과 주관적 규범이 자녀(아들) HPV 백신 접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규명함으로써 확장된 TPB의 기본가정에 대한 경

험적 근거를 축적한 점에서 간호이론과 연구에 기여하였다. 

Conclusion 

본 연구는 TPB에 근거하여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 어머니의 

HPV 백신 접종의도, HPV 지식, HPV 백신 접종에 대한 태도, 자

기 효능감, 주관적 규범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HPV 백신 접종의

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HPV 예방접종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

녀 HPV 백신 접종에 대한 자기 효능감과 주관적 규범으로 확인되

었다. 따라서 HPV 백신 접종의 적기인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 어

머니의 자녀 HPV 백신 접종의도를 효과적으로 증진시키고 나아가 

남아의 HPV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HPV 백신 접종에 대

한 자기 효능감, 주관적 규범을 강화할 수 있는 중재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자녀(남아) HPV 백신 접종에 대한 어머니들의 자

기 효능감을 증진하기 위해 HPV 백신 접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백신 접종의 장애요인을 줄이며, 

주관적 규범 증진을 위해 의료인과 보건교사에 의한 교육과 권고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초등학교 고학년 남아

에게도 HPV 백신 접종비용을 보조하거나, 같은 연령대의 여학생

의 경우처럼 무료로 접종하는 등 국가 차원의 정책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지역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

학생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반복 연구를 실시하여 어머니들의 HPV 

백신 접종의도 영향요인에 대한 경험적 근거를 축적할 것을 제언한

다. 또한 본 연구에서 영향요인으로 확인된 HPV 백신 접종에 대한 

자기 효능감과 주관적 규범을 강화하는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후속 연구를 제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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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Infertile women experience various physical, psychological, and relational problems that 
affect their infertility-related quality of life (QoL). This study investigated infertile women’s infertili-
ty-related QoL with the goal of identifying how it is influenced by fatigue, depression, and marital 
intimacy. 
Methods: A sample of 140 infertile women was surveyed in a cross-sectional study. Data were col-
lected from February to April 2018 using self-report structured questionnaires at three infertility 
clinics located in Jeonju, Korea.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independent t-test, analysis of vari-
ance,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 SPSS for Win-
dows version 25.0. The subjects agreed to complete a face-to-face interview, including administra-
tion of the Fatigue Severity Scale, Depression Anxiety Stress Scale-21, Marital Intimacy Scale, and 
the Fertility Quality of Life tool. 
Results: The mean age of the participants was 35.6±4.3 years. Infertility-related QoL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fatigue (r=–.42, p<.001) and depression (r=–.56, p<.001), and positively correlated 
with marital intimacy (r=.30, p<.001).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depression (β=–0.44, 
p<.001), fatigue (β=–0.27, p<.001), and husband’s attitude (β=–0.19, p=.007) had significant effects 
on the QoL of infertile women, accounting for 40.5% of the variance in infertility-related QoL. 
Conclusion: The study provides insights into how infertile women’s infertility-related QoL was in-
fluenced by depression, fatigue, and their husbands’ attitudes regarding infertility treatment. To im-
prove infertile women’s infertility-related QoL, healthcare providers should consider developing 
strategies to decrease depression and fatigue in infertile women and to address their husbands’ atti-
tudes.

Keywords: Infertility; Fatigue; Depression; Marriage relationship; Qualit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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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연구 필요성 

한국의 여성 평균 초혼 연령은 1990년에 24.8세였던 이후로 2018
년 평균 30.4세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1]. 여성의 초혼 연령 

증가에 따라 모성의 평균 출산 연령도 함께 증가되어, 2018년 평균 

출산 연령은 32.8세였으며, 35세 이상의 고령 산모 출산 비중은 

31.8%로 전년 대비 2.4% 증가하였다[1]. 이와 같이 가임기 여성의 

연령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감소된 신체적 및 생리적 상태는 

생식능력의 감소로 이어져 난임의 과정을 겪게 된다[2]. 난임이란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1년 이내에 임

신이 되지 않는 상태로, 2018년 보고된 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

르면 유배우 여성의 난임 진단율은 52.1%로 2015년의 조사 결과

(37.1%)와 비교했을 때 15.0% 증가하였다[3]. 난임 여성 비율은 점

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난임 여성들은 반복적인 진료와 

혈액 검사, 소변 검사, 호르몬 검사, 나팔관 조영술, 배란 검사, 초

음파 검사, 배우자의 정자 검사 같은 사전 검사 및 시술 과정을 거

치게 된다. 이러한 반복적인 진료과정을 통해서도 임신을 보장받는 

것은 아니므로 난임 여성은 신체적, 심리적, 관계적인 측면의 다양

한 문제를 겪고 삶의 질에 영향을 받게 된다[4].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인 신체적 문제들은 난임 여성에게 다양하게 나

타나는데 검사와 치료를 위한 투약 등으로 기능적 질환과 비슷한 

신체적 증상들이 유발된다[5]. 난임 여성이 자주 경험하는 신체적 

증상은 피로, 설사, 변비, 불면증 등이 있고[5], 그 중 피로는 난임 

여성이 쉽게 느끼며 자주 표현하는 증상이다. 난임 여성은 정상 임

신 과정을 겪었던 여성이나 일반 여성들에 비해 더욱 심한 피로를 

경험한다고 하였으나[6], 난임 여성의 피로가 어느 정도이고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연구는 찾기 힘든 실정

이다. 따라서 난임 여성의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나는 피로의 정도

를 파악하고 삶의 질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여 난임 여성의 피로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난임 여성은 우울, 난임 관련 

스트레스, 불안, 죄책감 등[7]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경험한다. 이 

중 우울은 난임 여성이 경험하는 가장 대표적인 심리적 문제이며

[8], 난임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주요 원인이다[9]. 난임 치료 

과정 중인 여성의 우울을 측정한 연구에서 난임 여성의 우울 정도

는 중간 이상으로 확인되었고[10], 보조생식술을 받는 여성의 

94.5%가 우울한 상태라고 하였다[8]. 국내 141명의 난임 여성을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 우울과 난임 관련 삶의 질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심리적 중재가 필요할 정도의 높은 우울과 낮은 난임 관련 

삶의 질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11]. 

결혼과 함께 임신을 위한 과정은 한 개인인 여성을 포함한 부부가 

겪는 위기 사건이며 부부의 공동 상황이고 공동 과업이다[10]. 이에 

난임을 경험하는 부부는 임신이라는 과업 달성을 향한 어려운 과정

에서 부부 친밀도가 낮아지고[12] 이는 난임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부부 친밀도는 부부가 상호적으로 느끼고 공유하는 밀

접함으로 정의된다[13]. 난임 여성의 부부 친밀도를 확인한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에서는 난임 여성이 임신 여성보다 부부 친밀도가 덜 

안정적이라고 하였고[12], 배우자와의 관계가 만족스러울수록 삶의 

질이 높다고 하였다[8]. 이와 같이 난임 여성의 피로, 우울과 부부 

친밀도는 난임 관련 삶의 질과 관련이 있고, 정상 임신 여성에 비해 

심각한 문제를 경험하는 난임 여성[6,12]의 신체, 심리, 관계적인 건

강과 삶의 질에 대한 의료진의 관심과 중재가 필요하다. 

난임 여성의 삶의 질은 피로, 우울과 부부 친밀도뿐 아니라, 교육

수준, 수입, 직업, 거주 지역, 아이를 갖고 싶은 의지, 결혼과 난임 

기간 등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났다[14,15]. 또한 국내 125명의 

난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직업 유무, 시술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난임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어[9] 

다양한 인구학적 요소들이 난임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난임 여성의 삶의 질은 임신 여성보다 낮으며, 인구학

적 특성을 비롯한 신체적, 심리적, 관계적 요소들이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난임 여성의 삶의 질에 대한 연

Summary statement

• What is already known about this topic?
Infertile women experience various physical, psychological, and relational problems that affect their infertility-related quality of 
life (QoL).

• What this paper adds
The infertility-related QoL of infertile women was found to be influenced by depression, fatigue, and their husbands’ attitudes 
regarding infertility treatment.

• Implications for practice, education, and/or policy
Healthcare providers should consider developing strategies to decrease depression and fatigue in infertile women and to ad-
dress their husbands’ attitudes in order to improve infertiity-related Q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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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임신 여성과의 비교 또는 각각 영역의 요소들과 삶의 질과의 

관련성을 확인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즉, 난임 여성과 임신 여성

의 삶의 질 비교[11,14], 우울, 불안, 난임 관련 스트레스 등의 심리

적 요소와 삶의 질과의 관련성[8,9], 부부 친밀도와 삶의 질 관련성

[9,12], 삶의 질의 영역별 비교[7], 인구학적 요소와 삶의 질과의 관

련성 연구[14,15] 등이 대부분으로, 난임 여성의 난임 관련 삶의 질 

확인과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영역의 요소를 포괄적으

로 확인한 연구는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난임 여성의 난임 관련 삶의 질을 확인하고 

삶의 질의 영향요인으로 인구학적 특성을 비롯한 신체적 측면의 피

로, 심리적 측면의 우울, 관계적 측면의 부부 친밀도를 파악하여 난

임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통합적으로 확인해보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난임 여성의 인구학적 특성, 피로, 우울, 부부 친밀도와 

난임 관련 삶의 질의 정도를 확인하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이를 통해 난임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간호학적인 상담과 중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난임 여성의 피로, 우울, 부부 친밀도와 난임 관련 삶의 질 정도

를 파악한다.

2) 난임 여성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피로, 우울, 부부 친밀도와 난

임 관련 삶의 질 차이를 파악한다.

3) 난임 여성의 피로, 우울, 부부 친밀도와 난임 관련 삶의 질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4) 난임 여성의 난임 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Methods 

Ethics statement: This study was approved by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of Presbyterian Medical Center (IRB No. 2018-
01-002). Informed consent was obtained from the subjects.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난임 여성의 난임 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

인하기 위한 상관성 조사 연구이다. 

연구 대상 및 표집방법 

본 연구는 전주에 소재한 난임 전문병원 3곳에서 난임 진단을 받고 

의사에게 1회 이상의 상담(자연주기법) 및 시술(배란 유도, 인공수

정, 체외수정)을 받는 여성을 대상으로 편의 추출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크기는 G*power program 3.1.9.2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연

구 분석에 사용될 통계적 검정법에 따라, 회귀분석에 필요한 적정 

표본크기는 유의수준 .05, 일반적 특성(나이, 교육, 배우자와의 관

계, 시술비용에 대한 부담, 치료 기간 등), 우울, 불안을 변수로 본 

선행연구에서 ΔR2=.121–.377 및 R2=.209–.480으로 나타나[9,15] 

이를 근거로 중간 효과크기(f 2)인 .15를 기준으로 하였다. 예측변수

는 15개, 검정력 (1–β)를 0.8로 두고 산출하였을 때 139명이었다. 

탈락률 10%를 반영하여 총 15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불성

실한 응답자 10명을 제외하고 총 140명(응답률 93.3%)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난임을 진단받고 의사에게 상담(자연주기법) 및 시술(배란 유

도, 인공수정, 체외수정)을 받는 여성

둘째, 지남력의 장애가 없으며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여성

셋째, 다른 정신과적 질환이 없는 여성

넷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하기를 동의한 여성 

연구 도구 

일반적 특성 

난임 여성과 배우자의 나이, 직업 유무, 결혼 기간, 종교, 현재 치료 

방법, 난임 치료 기간, 가구의 평균 월 수입, 난임 치료에 임하는 대 

상자의 태도와 배우자의 태도, 아이의 중요성 정도, 임신에 대한 부

담, 아이를 가장 바라는 사람, 임신에 부담을 가장 많이 주는 사람, 

임신에 가장 협조적인 사람 등으로 이루어졌다. 난임 치료에 임하

는 태도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16] 적극적(1점), 보통(2점), 소극

적(3점)으로 분류하였고, 아이의 중요성 정도 또한 선행연구를 바

탕으로[15] 보통(1점), 약간 중요함(2점), 중요함(3점), 아주 중요함

(4점)으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피로 

본 연구에서는 Krupp 등[17]이 피로 측정을 위해 개발한 Fatigue Se-
verity Scale (FSS)를 Chung과 Song [18]이 번안한 도구를 번안자로

부터 사용 허가를 받아 사용하였다. FSS는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7점까지의 7점 척

도이다. 총점은 문항별 점수의 평균으로 계산하며 1점에서 7점까지

의 범위로, 평균값이 높을수록 피로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평균 점

수가 중앙값 4점 이상인 경우 피로군으로 해석하고 4점 미만인 경

우 비피로군으로 분류한다. 선행연구에서 타당도가 확인되었고 

Cronbach’s alpha는 .94였다[18].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93이었다.

우울 

본 연구에서는 우울 측정을 위해 Depression Anxiety Stress Scale-21 

(DASS-21) 도구[19] 중 우울 관련 7문항만을 사용하였다. D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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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은 Henry와 Crawford [17]가 개발한 우울, 불안, 스트레스 척도

(Depression Anxiety Stress Scale)로 각 증상을 측정하는 문항이 7문

항씩, 총 21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우울 점수의 범위는 0–3점으로 

구성되었으며 ‘전혀 해당되지 않음’ 0점에서 ‘약간 또는 가끔 해당

됨’ 1점, ‘상당히 또는 자주 해당됨’ 2점, ‘매우 많이 또는 거의 대부

분 해당됨’ 3점의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0점에서 21점

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함의 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우울의 

정도는 정상(0–4), 약간 우울(5–6), 중간 정도 우울(7–10), 심한 우

울(11–13), 극심한 우울(≥14)로 구분한다. 개발 당시 우울 영역의 

Cronbach’s alpha는 .88이었고[19],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87이었다. 본 연구는 연구용으로 개방된 한국어판 DASS-21 도

구를 사용하였다.

부부 친밀도 

본 연구에서 부부 친밀도의 측정은 Lee [13]가 개발한 도구를 도구 

개발자의 동의를 받고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15개 문항으로, 하

위 영역으로 인지적 영역 5문항, 정서적 영역 5문항, 성적 영역 5문

항으로 이루어졌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의 범위는 ‘전

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성되었다. 부

부 친밀도 점수는 최저점 15점에서부터 최고점 75점까지로 총점이 

높을수록 부부 친밀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 개발 당시 Cron-
bach’s alpha는 .90이었고, 친밀감의 인지적 영역의 Cronbach’s 
alpha는 .79, 정서적 영역의 Cronbach’s alpha는 .77, 성적 영역의 

Cronbach’s alpha는 .83이다[13].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84이다.

난임 관련 삶의 질 

본 연구에서는 난임 여성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난임 관련 삶

의 질 도구(The Fertility Quality of Life tool, FertiQoL)를 사용하였

다[20]. 본 도구는 Boivin과 Schmidt [20]가 유럽생식배아협회(Eu-
ropean Society of Human Reproduction and Embryology), 미국생

식의학회(American Society for Reproductive Medicine)와 함께 제

시한, 난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이다. 45개 언어로 번역된 도구 중 한국어판 도구를 사용하였

으며, 국내 난임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타당도가 확인되었다[11]. 

총 34문항의 도구로 핵심 삶의 질(core FertiQoL) 24문항과 치료 삶

의 질(treatment FertiQoL) 10문항, 전반적인 건강상태 평가(overall 
physical health) 1문항, 삶의 질 만족도(satisfaction) 1문항으로 구성

된다. 핵심 삶의 질은 정서적(emotional) 영역, 심신(mind-body) 영

역, 관계적(relational) 영역, 사회적(social) 영역으로 각각 6문항씩 

이루어졌고, 치료 삶의 질은 치료환경(treatment environment)을 묻

는 6문항, 치료환경을 참을 수 있는 인내심(treatment tolerability)을 

묻는 2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0점에서 4점까지로 되어 

있다. 총 삶의 질(total FertiQoL)은 핵심 삶의 질과 치료 삶의 질 영

역의 평균 점수로 나타내며, 전반적인 건강상태 평가(1문항)와 삶의 

질 만족도(1문항) 점수는 FertiQoL 점수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모

든 영역은 0점에서 100점으로 환산하여 평가하며, 총 점수가 높을

수록 난임 관련 삶의 질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는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는 .92였고[20],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91이었다. 본 도구는 연구용으로 개방된 도구이다. 

연구진행 및 자료 수집 절차 

자료 수집은 2018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됐으며, 해당 

난임 전문병원의 간호 부서장 및 진료과 의사에게 허락을 받은 후 

연구에 대한 대상자 모집에 관한 홍보물과 설명문을 병원에 전달하

였다. 설문 조사는 대상자가 진료를 위해 내원 시 대상자 모집 홍보

를 한 후 대상자가 동의를 한 경우에 진료를 대기하는 동안이나 진

료를 마친 후에 대상자에게 시행하였다. 설문지는 자가 보고형 설문

지를 이용하여 대상자가 직접 작성하였으며 편안하고 조용한 곳에

서 조사되었고, 응답하는 데 약 20분 정도 소요되었다. 설문지는 현

장에서 직접 회수하였다. 대상자에게는 감사의 표시로 기념품을 제

공하였다.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해 IBM SPSS Statistics for Windows, 
ver. 25.0 프로그램(IBM Corp., Armonk, NY, USA)을 이용하였다. 

통계적 유의성은 p<.05로 하였다.

1)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범위, 최대값, 

최소값, 왜도와 첨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 난임 여성의 피로, 우울, 부부 친밀도, 난임 관련 삶의 질은 기술

통계를 이용하였다.

3)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coefficient
를 구해 검증하였다.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피로, 우울, 부부 친밀도, 난임 관련 삶의 질

의 정도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및 ANOVA, 사후분석은 

Scheffé test, 변수의 정규성 검정은 Kolmogorov-Smirnov검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5) 난임 여성의 주요변수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로 분석하였다.

6) 난임 여성의 난임 관련 삶의 질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step-
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Results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35.61±4.29세로 35세 이상이 58.6% (82명)

였고, 배우자의 연령은 평균 37.81±4.93세이며 35세 이상이 69.3% 

(97명)로 나타났다. 직업을 갖고 있는 대상자는 75.0% (105명)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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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들의 결혼 기간은 평균 48.46±40.23개월로 나타났으며, 종

교를 갖고 있는 대상자는 64.3% (90명)으로 나타났다. 현재 난임 시

술은 체외수정 28.6% (40명), 배란 유도 27.9% (39명), 인공수정 

23.6% (33명) 순이었고, 난임 치료 기간은 평균 15.91±21.74개월

로 나타났으며, 월평균 소득은 400만 원에서 500만 원 미만이 

35.7% (50명)로 가장 많았다. 난임 치료에 임하는 태도는 3점 만점

에 평균 1.56±0.57점으로, 적극적인 태도 47.1% (66명), 보통 

49.3% (69명), 소극적인 태도 3.6% (5명)로 나타났다. 난임 치료에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40)

Variable Categories n (%) or Mean±SD
Women’s age (year) 35.61±4.29

 <30 9 (6.4)
 30–34 49 (35.0)
 ≥35 82 (58.6)

Husband’s age (year) 37.81±4.93
 <30 4 (2.9)
 30–34 39 (27.9)
 ≥35 97 (69.3)

Employment status Employed 105 (75.0)
Unemployed 35 (25.0)

Marital duration (month) 48.46±40.23
Religion Yes 90 (64.3)

No 50 (35.7)
Treatment Ovulation induction 39 (27.9)

IUI 33 (23.6)
IVF 40 (28.6)
Others† 28 (20.0)

Duration of infertility treatment (month) 15.91±21.74
Monthly income (×10,000, KRW) <200 14 (10.0)

200–299 20 (14.3)
300–399 20 (14.3)
400–499 50 (35.7)
≥500 36 (25.7)

Attitude toward infertility treatment Women (range, 1–3) 1.56±0.57
 Active 66 (47.1)
 Medium 69 (49.3)
 Passive 5 (3.6)
Husband (range, 1–3) 1.60±0.63
 Active 66 (47.1)
 Medium 62 (44.3)
 Passive 11 (7.9)
 Missing value 1 (0.7)

Importance of having a child (range, 1–4) 3.56±1.09
Neutral 22 (15.7)
Slightly important 20 (14.3)
Important 56 (40.0)
Strongly important 41 (29.3)
Missing value 1 (0.7) (Continued to the next page)

임하는 배우자의 태도는 3점 만점에 평균 1.60±0.63점으로 적극적

인 태도 47.1% (66명), 보통 44.3% (62명), 소극적인 태도 7.9% (11
명)로 나타났다. 아이의 중요성 정도는 4점 만점에 평균 3.56±1.09
점으로 아이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40.0% (56명)가 가장 많았고, 

임신에 대한 부담을 묻는 문항은 ‘부담스럽다’가 87.1% (122명)로 

나타났다. 아이를 가장 많이 기대하는 사람은 난임 여성 본인이 

40.0% (56명), 부모님 33.6% (47명) 순서로 나타났고, 임신에 부담

을 주는 사람에는 부모님 25.7% (36명)이 가장 높았으며 임신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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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Categories n (%) or Mean±SD
Burden on pregnancy Yes 122 (87.1)

No 18 (12.9)
Person most hoping for a child Women 56 (40.0)

Husband 31 (22.1)
Parents 47 (33.6)
Others 3 (2.1)
None 3 (2.1)

Most pressuring person regarding pregnancy Women 18 (12.9)
Husband 19 (13.6)
Parents 36 (25.7)
Others 7 (5.0)
None 60 (42.9)

Most supportive person for pregnancy Women 19 (13.6)
Husband 102 (72.9)
Parents 7 (5.0)

Others 7 (5.0)
None 5 (3.6)

IUI: Intrauterine insemination; IVF: in vitro fertilization; KRW: Korean won.
†Counseling about natural pregnancy.

Table 2. Fatigue, depression, marital intimacy, and fertility-related 
quality of life (N=140)

Variable Categories n (%) or Mean±SD
Fatigue 3.60±1.33

 Yes (≥4) 52 (37.1)
 No (<4) 88 (62.9)

Depression 3.74±3.93
 Normal (0–4) 96 (68.6)
 Mild (5–6) 15 (10.7)
 Moderate (7–10) 19 (13.6)
 Severe (11–13) 5 (3.6)
 Extremely severe (≥14) 5 (3.6)

Marital intimacy 51.16±7.40
 Perceptional part 18.31±2.94
 Emotional part 16.77±3.00
 Sexual part 12.85±2.13

Quality of life 67.49±12.05
 Overall physical health 2.47±0.75
 Quality of life satisfaction 2.74±0.70
 Core FertiQoL
  Emotional subscale 68.84±17.28
  Mind-body subscale 69.70±18.66
  Relational subscale 70.51±15.21
  Social subscale 67.11±15.06
 Treatment FertiQoL
  Environment subscale 62.50±13.57
  Tolerability subscale 66.29±14.74

FertiQoL: Fertility quality of life tool.

장 협조적인 사람은 배우자 72.9% (102명)로 나타났다(Table 1).  

대상자의 피로, 우울, 부부 친밀도와 난임 관련 삶의 질 

본 연구에서 피로의 정도는 평균 평점 3.60±1.33점으로 피로가 있

는 여성이 37.1%였다. 우울의 정도는 평균 3.74±3.93점이었고, 

우울이 있는 여성이 31.4%였다. 부부 친밀도는 평균 51.16±7.40
점으로 나타났다. 총 난임 관련 삶의 질 점수는 평균 67.49±12.05
점으로 나타났고, 도구의 하부 영역으로 일반적인 건강상태는 평균 

2.47±0.75점, 일반적인 삶의 만족은 평균 2.74±0.70점이었다. 하

부 영역인 정서적 영역의 평균 점수는 68.84±17.28점, 심신 영역

은 평균 69.70±18.66점, 관계적 영역은 평균 70.51±15.21점, 사

회적 영역은 평균 67.11±15.06점이었고, 치료적 환경 영역은 평균 

62.50±13.57점, 치료적 인내심은 평균 66.29±14.74점으로 나타

났다(Table 2). 본 연구 변수(피로, 우울, 부부 친밀도와 삶의 질)의 

왜도와 첨도는 ±1에 분포하고 있으므로 정규분포의 가정에서 크

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수의 정규성 검정은 Kol-
mogorov-Smirnov 검정을 이용하였고 p>.05로 정규분포를 보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피로, 우울, 부부 친밀도와 난임 관

련 삶의 질 

대상자의 피로는 일반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우울은 난임 

치료에 임하는 배우자의 태도(F=5.22, p=.007)에 따라 유의한 차이

가 있었고 사후분석 결과 배우자의 태도가 수동적인 군이 적극적이

고 보통인 경우보다 우울이 더 높았다. 부부 친밀도는 배우자의 태

Table 1.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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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적극적인 군이 보통과 수동적인 군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F=7.50, p=.001) 임신에 부담을 가장 많이 주는 사람에 따라 차이

가 있었다(F=2.82, p=.028). 또한 임신에 가장 협조적인 사람에 따

라 차이가 있었고(F=3.81, p=.006) 사후분석 결과 임신에 가장 협

조적인 사람이 남편인 경우가 협조적인 사람이 없는 경우보다 부부 

친밀도가 높게 나타났다. 난임 관련 삶의 질 정도는 대상자의 일반

적인 특성 중 난임 치료에 임하는 대상자 태도(F=3.45, p=.035)와 

난임 치료에 임하는 배우자의 태도(F=5.06, p=.008), 임신에 부담

을 가장 많이 주는 사람(F=4.18, p=.003)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 사후검정 결과 난임 치료에 임하는 대상자의 태도가 적극적

인 군은 보통인 군보다 난임 관련 삶의 질 점수가 높았고, 배우자의 

태도가 적극적인 군은 배우자의 태도가 수동적인 군보다 난임 관련 

삶의 질 점수가 더 높았다. 임신에 부담을 주는 사람이 없는 군은 

임신에 부담을 주는 사람이 부모님인 군보다 난임 관련 삶의 질이 

더 높게 나타났다(Table 3). 

대상자의 피로, 우울, 부부 친밀도와 난임 관련 삶의 질 간의 관계 

난임 여성의 피로, 우울과 난임 관련 삶의 질은 음의 상관관계를 나

타냈고(r=–.42, p<.001; r=–.56, p<.001), 부부 친밀도와 난임 관련 

삶의 질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r=.30, p<.001). 또한, 피로와 

우울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r=.33, p<.001), 피로와 부부 친

밀도는 음의 상관관계(r=–.19, p=.025), 우울과 부부 친밀도는 음

의 상관관계(r=–.38, p<.001)를 나타냈다(Table 4). 

난임 관련 삶의 질 영향요인 

난임 관련 삶의 질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피로, 우울, 부부 

친밀도와 일반적 특성 중 난임 관련 삶의 질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

던 난임 치료에 임하는 대상자의 태도, 배우자의 태도와 임신에 부

담을 가장 많이 주는 사람을 더미 변수로 처리하여 단계적 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단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부부 친밀도, 난임 치

료에 임하는 대상자의 태도와 임신에 부담을 주는 사람의 더미 변

수는 모두 회귀식에서 제외되었고, 우울(β=–.44, p<.001), 피로

(β=–.27, p<.001), 배우자의 태도(β=–.19, p=.007) 순으로 난임 관

련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우울 점수가 낮을수록, 피로 점수가 낮을수록, 난임 치료에 임하는 

배우자의 태도가 적극적일수록 난임 관련 삶의 질이 높아졌다. 난

임 관련 삶의 질을 설명하는 전체 설명력은 40.5%였다. Cook’s dis-
tance 통계량을 이용하여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1.0 이상을 보이는 

값은 없었고,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는 1.00-1.35로 

기준치 10 이하로 나타나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었다. 

수행한 회귀분석 모형이 적합한지에 대한 모형 적합도 검정을 위해 

표준화된 잔차에 대한 Kolmogorov-Smirnov 정규성 검정(Z=.895, 

p=.400)과, 자기상관성(Durbin-Watson’s d=2.238), 잔차 등분산성 

Breusch-Pagan 검정(χ2=7.06, p=.316)을 실시하였다. 잔차 분석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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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Factors influencing fertility-related quality of life (N=140) 

Variable
Step 1 Step 2 Step 3

B SE β t p B SE β t p B SE β t p ΔR2

(constant) 74.05 1.16 63.79 < .001 81.02 2.36 34.35 < .001 81.02 3.20 27.25 < .001
Depression –1.72 0.21 –.57 -8.03 < .001 –1.47 0.22 –.49 –6.72 < .001 –1.47 0.22 –.44 –6.04 < .001 .320
Fatigue –0.25 0.07 –.24 –3.36 .001 –0.25 0.07 –.27 –3.79 < .001 .052
Husband’s attitude –3.54 1.30 –.19 –2.73 .007 .033

Adjusted R2 = .315, F (p)=64.41 (< .001) Adjusted R2 = .372, F (p)=40.27 (< .001) Adjusted R2 = .405, F (p)=30.59 (< .001)

과 표준화된 잔차의 정규성과 등분산성이 만족되어 회귀모형이 적

합하였다(Table 5). 

Discussion 

본 연구는 난임 여성의 난임 관련 삶의 질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난

임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간호 중재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

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난임 여성은 난임 치료 과정 중 검사와 처치 

등으로 인해 다양한 신체적, 심리적, 관계적 문제를 경험하므로 난

임 여성의 삶의 질에 의료진의 더욱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본 연구

를 통해 본 연구에서 난임 관련 삶의 질 영향요인으로 일반적 특성, 

피로, 우울과 부부 친밀도를 확인한 결과 우울, 피로와 배우자의 태

도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 결과, 난임 여성의 난임 관련 삶의 질 점수는 100점 만점

으로 환산하였을 때 67.49점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

와 비교하였을 때 국내 난임 여성 203명 대상의 연구[21]에서 보고

한 69.5점 및 180명의 이란 난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22]의 

67.36점과 유사하며, 중국의 난임 여성 498명에게서 측정한[23] 

64.54점보다는 높은 점수이다. 이러한 결과는 대상자의 차이로 보

이는데, Li 등[23]의 연구는 체외수정을 하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반면, 본 연구와 Maroufizadeh 등[22]의 연구 대상자는 난임 진

단을 받은 여성으로 치료방법에 대한 구분 없이 대상자를 선정하여 

난임 관련 삶의 질이 상대적으로 높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에서 난임 관련 삶의 질은 난임 치료에 임하는 여성의 태도와 배우

자의 태도, 임신에 가장 부담을 주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이것은 난임 치료에 대한 부담감과 배우자와의 관계에 따라 난임 

관련 삶의 질에 차이가 난다는 Kim과 Shin [21]의 연구결과와 유사

하며, 난임 여성의 삶의 질은 배우자와 주변 사람들의 임신에 대한 

기대 등에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추후 난임 여성의 

건강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계획 시 배우자와 가족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난임 여성의 난임 관련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우울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31.4%는 우울한 증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Beck의 우울 측정도구를 

사용한 Hwang [24]의 연구에서 난임 여성 중 49.4%는 우울한 증상

을 느끼고 있다고 보고한 것과 유사하다. 반면, Center for Epide-
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 도구를 활용하여 측정

했을 때 94%의 우울 증상이 있었던 Kim 등[10]의 연구와는 차이가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난임 여성인 대상자들이 보조생식술의 단

계를 겪고 있는 당시 치료 상황에 따른 영향으로 파악된다. 즉, 본 

연구 결과와 우울의 정도가 유사했던 Hwang [24]의 연구는 난임 

치료의 모든 과정 단계를 포함하고 있으나, Kim 등[10]은 보조생식

술을 받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에 따른 차이가 있다고 생각

된다. 또한, 난임 여성의 우울은 난임 치료에 임하는 배우자의 태도

가 소극적일 때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난임 여성의 우울이 

배우자의 지지나 배우자와의 관계적 측면과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

는 결과로, 난임 여성의 우울 감소를 위해서는 배우자의 역할이 중

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난임 관련 삶의 질에 대한 자기/상대방 효

과에 대한 연구에서[21] 본인의 우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우울이 

난임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는, 난임 여성을 돌

보는 간호사는 난임 여성뿐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관심을 갖고 배우

자의 태도와 우울 등을 사정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 결과, 난임 여성의 난임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요인은 피로로 나타났고 피로군으로 분류되는 대상자는 

37%에 이르렀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보조생식술 단계가 52.2%

로 반복적인 진료와 검사 등이 신체적 부담과 긴장을 유발하였을 

Table 4. Correlations among fatigue, depression, marital intimacy, and fertility-related quality of life (N=140)

Variable
r (p)

Fatigue Depression Marital intimacy Fertility-related quality of life
Depression .33 (< .001) 1
Marital intimacy –.19 (.025) –.38 (< .001) 1
Fertility-related quality of llife –.42 (< .001) –.56 (< .001) .30 (< .00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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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고, 대상자의 75%가 직업이 있는 여성이라는 점 또한 피로를 

증가시켰을 것으로 볼 수 있다. 피로는 나이가 들수록 증가한다고 

하였는데[25]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와 배우자의 평균 연령이 35
세 이상으로 신체적, 생리적 기능이 고령화되어 있어 감소된 생식 

능력과 신체 능력이 대상자의 피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으

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에서 피로는 우울과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는데, 피로가 우울의 잔여 증상(residual symptom)이라

고 한 것처럼[26] 난임 여성의 피로와 우울에 대해 정확히 사정하

고 이러한 문제를 경험하는 대상자를 위한 피로와 우울 감소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난임 관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료진의 

관심이 필요하다. 그러나, 난임 여성의 피로와 관련된 연구는 많이 

시도되지 않은 실정으로 난임 여성의 피로 및 관련 요인에 대한 추

가적인 탐색 및 우울, 피로와 난임 관련 삶의 질에 대한 매개 효과 

혹은 조절 효과 등에 대한 연구 시행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난임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 세 번째 요인은 배

우자의 태도로 확인되었다. 난임 관련 삶의 질은 배우자의 태도가 

적극적인 경우가 소극적일 때 더 높게 나타났다. 난임 치료에 임하

는 배우자의 태도가 적극적인 경우에 부부 친밀도가 높았던 것을 

통해 부부 관계에서 배우자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임신에 부담을 가장 많이 주는 사람이 있는 경우와 임신에 

가장 협조하는 사람을 확인함으로써 배우자의 적극적인 태도, 배우

자의 협조와 지지가 난임 여성에게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유럽의 난임 부부 54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27] 부부의 적극

적인 태도가 중립적인 태도보다 난임 관련 삶의 질이 높다고 보고

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즉, 치료에 대한 임부와 배우자의 적극

적인 태도가 중요하며 이는 배우자가 난임 여성에게 부담을 주기보

다 심리적·정서적인 지지체계가 됨으로써 난임을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부부가 함께 겪고 있는 공동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게 되는 의

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난임 여성에게 배우자의 태도는 난

임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이므로 배우자의 태도 

관리를 통해 난임 여성뿐 아니라 부부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

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부 친밀도가 난임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부부 친밀도가 높을수록 난임 관

련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리아에서 보조생식술을 

시작하는 589명의 환자(여성 301명, 남성 288명)를 대상으로 난임 

관련 삶의 질과 부부 관계에 관해 조사한 연구에서[28] 부부 관계

와 난임 관련 삶의 질의 관계적 점수는 여성과 남성에서 크게 차이

가 없었으나 부부 관계가 긍정적일 때 난임 여성들의 전반적인 삶

의 질이 향상된다고 보고하여, 난임 부부의 친밀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부부 친밀도는 치료에 임하는 

배우자의 태도가 적극적이고 임신에 가장 협조적인 사람이 배우자

일 경우에 높게 나타났고 임신에 부담을 많이 주는 사람이 없을 경

우에 높게 나타났다. 이는 배우자의 태도가 적극적일 경우 결혼 만

족도가 높다는 선행연구[29]와 맥락을 같이 한다. 즉, 무엇보다도 

배우자의 적극적인 태도와 협조가 난임 여성의 부부 친밀도를 높이

며, 이는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추후 배우자의 태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활용하여 

부부 친밀도와 난임 관련 삶의 질에 대한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후

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난임 치료 단계 및 치료 기간의 분류 없이 횡단적으로 

확인하였고, 시술 횟수와 유산력 등의 요소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제한점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 이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여 난임 관

련 삶의 질 영향요인을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난임 관련 삶의 질 도구에 우울 문항이 포

함되어 있어 우울의 설명력이 높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한 지역에서 시행되어 일반화

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난임 관련 삶

의 질 영향요인에 대해 인구학적 특성을 비롯한 신체적, 심리적, 관

계적 측면에서 주요한 원인으로 구분하고 난임 여성의 포괄적인 부

분을 고려하여 삶의 질을 파악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

다. 즉, 난임 여성이 주로 경험하는 우울뿐 아니라 난임 과정 중 경

험하는 피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함을 확인하였고, 특히 치료에 임

하는 배우자의 태도가 난임 관련 삶의 질에 주요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난임 여성 대상의 피로 및 우울과 배우자의 태

도에 대한 사정에 비중을 두어 이러한 문제가 있는 대상자들을 위

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 시 피로 감소, 우울 감소 및 배우자의 치료

에 대한 인식과 자세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고취할 수 있는 내

용을 포함하여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Conclusion 

본 연구는 난임 여성의 난임 관련 삶의 질 영향요인을 확인하고 삶

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

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난임 관련 삶의 질 영향

요인은 우울, 피로, 난임 치료에 임하는 배우자의 태도로 확인되었

다. 이로써 난임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울과 피

로를 사정하여 중재하고 난임 치료에 임하는 배우자의 태도를 관리

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난임 여

성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심으로 간호중재 프로그램

을 개발 및 적용하여 효과를 검증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종단

적 연구를 통해 난임 여성을 대상으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확인하는 후속 연구 및 난임 치료 단계별로 신체적, 심리적, 

관계적 요인이 난임 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연구

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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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problem-based learning–integrative 
simulation practice (PBL-ISP) on nursing knowledge, critical thinking, problem-solving ability, and 
immersion among nursing students. 
Methods: The study used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ost-test design. A PBL-ISP educational 
program was provided to the experimental group, and hands-on practice using a high-fidelity simu-
lator (HFS) was administered to the control group. There were 42 subjects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40 in the control group. Data were collected during the fall semester of 2019. Using SPSS 
for Windows version 23.0, data were analyzed in terms of frequency, percentage, mean, standard de-
viation, the chi-square test, t-test, and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Results: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were found in nursing 
knowledge (t=3.67, p<.001), critical thinking (t=3.40, p=.001), problem-solving ability (t=3.52, 
p=.001) and immersion (t=4.44, p<.001). 
Conclusion: PBL-ISP was more effective in improving nursing knowledge, critical thinking, prob-
lem-solving ability, and immersion than was hands-on practice using an H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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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Article

Introduction 

연구 필요성  

문제중심학습은 학생들에게 학습 동기를 유도하고 임상적 맥락 안

에서 지식을 구조화하며 자기 성취감을 촉진하고 문제 해결 등의 

인식력을 높인다. 특히 학생들로 하여금 비판적, 성찰적 사고 습관

을 실천하게 하고 학습의 책임감과 자율성을 높이는 교수 학습전략

이다[1]. Cannon과 Schell [2]에 의하면, 간호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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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다양한 간호 상황과 과정 중에 필요한 과학적인 문제 해결 및 

대처 능력이라고 하였다. 특히, 학생 본인이 지속적으로 간호 전문

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력(self-directed learn-
ing)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즉 자신의 학습의 진행 방향, 내용, 결과 

등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3]. 

간호교육 과정에서 실습교육은 학생들이 관련 지식의 통합적 사

고를 통해 환자의 간호 문제를 파악하고 근거 있는 간호 진단을 내

려 정확하게 간호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4]. 특히, 

임상 현장에서는 다양한 상황에서 비판적 사고를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임상의 특성과 환경을 살펴보면 주로 

관찰 위주의 실습이 이루어져 간호 역량을 키우기가 점점 어려워지

고 있다[5].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다

양한 실습교육이 개발되고 있다. 선행연구[6-8]에 의하면, 고충실

도 환자 모형 시뮬레이터(high-fidelity patient simulator)를 활용한 

실습교육,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실습교육 등에 대한 국내 연구들

에서 간호 수행 능력, 의사소통 능력, 임상 판단 및 관리 능력, 지식 

습득, 수업 만족도,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 능력 등이 향상되었다

고 보고하였다. 국외 연구에서도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 과정, 임

상 수행 능력, 의사결정 능력 등의 향상 결과를 보고하였다[9,10]. 

또한 문제중심학습을 융합한 시뮬레이션 실습교육의 효과를 연구

한 선행논문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11-15]. 

오늘날 간호학생들의 산부인과 임상 실습이 저출산과 모아의 인

권 존중 등을 이유로 매우 어려워진 실정이다[16]. 즉, 간호대학들

의 임상 실습 의료기관 부족 문제와 더불어 환자 권리 강화로 인해 

실습 기회가 부족하고 더 나아가 최근에는 관찰 위주의 실습 기회

조차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17].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방안으로 다양한 시뮬레이션 실습교육을 적용하고 있고, 그 효

과를 파악하는 연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11]. 또한 시뮬레이

션 실습교육의 한 유형으로 분만 시뮬레이터를 활용해서 분만실에

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 학생들의 실습교육을 실시함으

로써 교육의 효과를 거두었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다[18]. 이러한 

이유로 오늘날 많은 대학들이 시뮬레이션 실습실과 음향 및 장비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시뮬레이션 실습이 교과목으로 개설되고 

있다[19]. 이러한 시뮬레이션 기반 학습은 안전하게 설정된 가상 

환경에서 환자에게 제공된 간호 및 의사결정의 결과를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팀 워크와 의사소통 능력 등을 함양할 수 있

는 전략을 제공할 수 있다[19]. 그러므로 시뮬레이션 실습을 통해 

얻어진 임상 수행 기술과 의사결정 능력으로 졸업 후 간호사들이 

임상에 쉽게 적응하고 습득한 간호지식을 적절하게 적용하도록 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시뮬레이션 학습의 특성으로 인해 간호교육에

서 지식과 기술 등의 통합 교육으로서 시뮬레이션 실습교육이 학습

자들의 간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수 전략으로 활용된다[4]. 

Song [11]은 간호학생의 간호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요인이 우선 

문제중심학습을 적용하여 문제 해결 과정을 익힌 후 임상 현장과 

유사한 상황에서의 시뮬레이션 반복 실습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라

고 보고한 바, 문제중심학습과 시뮬레이션 실습의 이점을 통합하여 

적용한다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12,13]. 

최근 시뮬레이션 실습을 일부 임상 실습교육 시간으로 허용하여 

대학 인증평가에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최대한 임상 상황과 유

사하게 재현하기 위해 고충실도 시뮬레이터(high-fidelity simula-
tor)를 활용한 실습이 널리 이루어지고 있다[20]. 그러나 시뮬레이

션 실습을 통해 학생들의 역량을 극대화하기에는 몇몇 문제점이 나

타나고 있다[21]. 즉 임상과 최대한 유사한 시나리오 개발, 교수자

들의 역량 및 인력 풀 구축,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과 문제 해

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 및 의사결정 능력 등을 강화할 수 있는 시

뮬레이션 실습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수업에 몰입하여 최대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실습 환경과 실습의 인력 풀 및 실제 

상황에 최대한 근접한 현실성 있는 문제중심학습 통합 시뮬레이션 

실습교육(problem-based learning–integrative simulation practice, 

Summary statement

• What is already known about this topic?
Previous research has investigated the effects of simulation-based educational programs using problem-based learning on stu-
dents’ motivation, learning strategies, academic achievement, critical thinking, and problem-solving.

• What this paper adds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 problem-based learning–integrative simulation practice (PBL-ISP) education program are 
presented in detail, and its effects were verified through a comparison with practical education using a high-fidelity simulator.

• Implications for practice, education, and/or policy
The PBL-ISP education module can be extended to create educational programs providing simulation practice that can be of prac-
tical value for students in real-world clinical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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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L-ISP) 모듈을 적용하고 그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임상에서 요구하는 핵심능력을 향상시키

고, 간호사가 다방면으로 갖추어야 할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통합 

시뮬레이션 실습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고자 한다. 또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실제적 도움을 주며 더 긍

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하므로, 본 연구는 임상 실습의 효과만큼 기대할 수 있도록 기존의 

고충실도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실습교육과 비교함으로써 PBL-ISP 

프로그램의 공유와 확대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및 가설 

본 연구의 목적은 PBL-ISP 교육을 받은 실험군과 고충실도 시뮬레

이터를 활용한 실습교육을 받은 대조군 간의 간호지식, 비판적 사

고성향, 문제 해결 능력 및 수업 몰입도의 차이를 파악하는 것이다.

가설 1.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간호지식 점수가 높을 것이다.

가설 2.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비판적 사고성향 점수가 높을 것이다.

가설 3.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문제 해결 능력 점수가 높을 것이다.

가설 4.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수업 몰입도 점수가 높을 것이다. 

용어 정의 

PBL-ISP 교육 

문제중심학습은 구성주의에 바탕을 둔 교수-학습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학습모형이며, PBL은 학습자들이 문제를 바탕으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자율적으로 수집하고 활용하는 과정

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타인과 협력하여 해결 과정을 이끌어가는 

자기주도적 학습이다[11]. 시뮬레이션 실습교육은 임상 현장과 유

사한 상황에서 문제를 직접 해결하면서 학습이 일어나도록 하는 교

수 학습법이다[18]. 본 연구에서 PBL-ISP는 문제중심학습 모듈과 

시뮬레이션 모듈을 통합하여 개발한 통합 시뮬레이션 실습교육 프

로그램을 의미한다. PBL-ISP 교육에서 활용하는 환자 시뮬레이터

(human patient simulator)는 계획되고 구조화된 시나리오로 환자

의 임상 상황을 구현할 수 있는 고충실도 시뮬레이터 또는 표준화 

환자(standardized patient)를 말하며, 직접적인 상호작용 및 임상 

개입을 훈련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실습교육을 의미한다. 

고충실도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실습교육 

고충실도 시뮬레이터는 병리학적 환자 상황을 모방할 수 있는 현실

적인 마네킹으로, 임상 결과를 입증하고 의사소통하며 약물 투여 

및 절차와 같은 간호중재에 대응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이다[20]. 

본 연구에서 고충실도 시뮬레이터는 다양한 측면에서 사람과 유사

한 반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프로그래밍

한 알고리즘을 SimMan, SimBaby와 SimMom 시뮬레이터(Laerdal 
Medical, Stavanger, Norway)를 활용하여 임상 상황을 재현하는 시

뮬레이션 실습교육을 의미한다. 

Methods 

Ethics statement: This study was approved by the Institu-
tional Review Board of Ansan University (AN01-201812-
HR-011-01). Informed consent was obtained from the sub-
jects.

연구 설계 

본 연구는 PBL-ISP 교육을 받은 실험군과 고충실도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실습교육을 받은 대조군 간의 간호지식 점수, 비판적 사고

성향, 문제 해결 능력 및 수업 몰입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비동

등성 대조군 사후시차 설계를 적용한 유사실험연구(nonequivalent 
control group non-synchronized post-test design)이다. 학기별 학

생을 두 그룹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실험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우선 대조군에게 처치 후 사후조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실험군에게 

처치와 사후조사를 실시하였다(Figure 1). 

연구 대상 

본 연구 대상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M 대학 간호학과 1학기에서 

4학기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간호학과 입학 전 1년 동안 해부학, 

생리학, 미생물학, 병리학의 기초 교과목을 이수한 후 진급 시험을 

통해 간호학과에 입학한 학생 8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 구분은 2019년 가을 학기에 실시하는 시뮬레이션 실습 시 

1학기에서 4학기 학생들의 실습계획표에서 먼저 실습에 배정된 학

생을 대조군으로 하여 40명을 선정하였고, 뒤에 배정된 학생 42명

을 실험군으로 선정하였으며,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을 편의표출 

하였다.

표본수 산정을 위해 G*power 3.1.9.6 프리웨어를 이용하여 in-
dependent t-test를 위한 대상자를 유의수준 α는 .05, 효과 크기 

0.7, 검정력을 0.8로 했을 때, 연구에 필요한 표본수는 각 그룹에 

26명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실습계획표에 이미 배정된 학생 전수

Control group Experimental group

X1 X2Yc2 Ye2

Fig. 1. Research design.
X1=high-fidelity simulation method; X2=problem-based 
learning–integrative simulation practice method; Yc2, Ye2=post-
test (nursing knowledge, critical thinking, problem-solving ability, 
and imm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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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중도 탈락자 없이 실험군 42명, 대조군 40명의 총 82명을 대상

으로 하였다.

연구 도구 

간호지식 

총 4개 모듈의 간호지식을 측정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한 대학의 

교과목 교수 4명이 개발한 기존 도구의 사용을 허락받았다. 이 도

구들은 A형의 문제와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문제로 총 20개의 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해 정답은 1점, 오답은 0점으

로 처리하였고 점수의 범위는 최고 20점–최저 0점으로 점수가 높

을수록 간호지식 점수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시뮬레이션 실습교육 

후 자가 기입 방법으로 작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61이었다. 

비판적 사고성향 

본 연구에서는 Yoon [22]이 개발한 비판적 사고성향 측정도구를 사

용하였다. 비판적 사고성향 도구는 지적/열정/호기심 5문항, 신중

성 4문항, 자신감 4문항, 체계성 3문항, 지적 공정성 4문항, 건전한 

회의성 4문항, 객관성 3문항으로 이루어진 총 27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으로 배

점하였고, 총점은 27점에서 13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비판적 성

향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Yoon [22]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9였고, 본 연구에서는 .87이었다. 

문제해결능력 

문제해결능력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Lee 등[23]이 개발한 문제해

결능력 진단지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문제 명료화 5문항, 원인 

분석 10문항, 대안 개발 10문항, 계획/실행 10문항, 수행평가 10문

항의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아니

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해결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Lee 등[23]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4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94였다. 

수업 몰입도 

수업 몰입도(Immersion) 평가도구는 Shin 등[24]이 개발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즐거움 5문항, 원격 현존감 3문항, 주의 집

중 4문항, 관여 4문항, 시간 왜곡 4문항 등 총 20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배점 처리하

였다. Shin 등[24] 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76이었으며, 본 연

구에서는 .90이었다. 

연구 진행절차 

PBL-ISP 교육 모듈 개발 

PBL-ISP 교육 모듈은 총 4개의 시나리오와 관련 자료, 문제 해결 

접근방법,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 프로그

램을 설정하고 부서와 상황에 따라 situation, background, assess-
ment, recommendation (SBAR)을 준비하였다. 학생들은 다양한 

SBAR 양식 중 간호사가 간호사에게 보고하는 SBAR와 간호사가 

의사에게 보고하는 SBAR를 사용하였다. 선수 학습 내용 및 간호지

식 질문지와 간호학과 핵심 술기 중에서 시나리오별 해당 간호술기 

및 영상 매체, 표준화 환자 및 시뮬레이터 세팅, 교수와 학생 준비

물 등으로 구성하였다.

PBL-ISP 교육 모듈 개발을 위해 대학에서 기존에 진행해 온 시

뮬레이션 교육과 활용한 자료(시나리오, EMR 정보 등)를 모두 수

집한 뒤 2019년 5월 16일에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미라코스타 대

학의 시뮬레이션 전임 교수 1인과 학기 담당 교수(adult nursing, 

maternity nursing, pediatric nursing, dementia nursing, nursing 

management), 시뮬레이션 실습과 임상 실습 외래 교수, 임상 간호

사 1인 등 총 8명과 함께 논의 및 수정을 통해 모듈에 포함할 내용

을 의논하여 학기별 모듈과 핵심 간호술기 및 활용 가능한 시뮬레

이터 등 총 4개의 모듈을 구성하였다(Table 1).  

각 모듈은 PBL 모듈 개요(module introduction)와 알고리즘, ISP 

모듈 개요, 평가자 체크리스트, 디브리핑(debriefing)으로 구성한다. 

PBL 모듈 개요에는 모듈 주제, 학습목표, 선수 학습 및 질문지, 시

나리오 및 관련 정보, 문제 해결 접근방법으로 구성한다. 알고리즘

은 시나리오 흐름에 따라 내용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호사의 중재

와 간호 대상자 및 의료진 등의 상황 및 이에 따른 행동과 말로 이

루어진다. ISP 모듈 개요에는 실습목표, 핵심 간호수기, 시뮬레이

션 평가 임상 실습 시나리오, 시뮬레이션 구현을 위한 표준화 환자

나 고충실도 시뮬레이터 세팅, 시뮬레이션 실습 병동에 투입할 팀 

간호학생과 간호사 역할 시트, EMR 세팅과 SBAR 양식으로 구성

하며, 평가자는 학생 2, 3명당 1인으로 두고, 평가자는 교수자, 임

상 간호사 등으로 정한다. 평가자 체크리스트는 시뮬레이션 시나리

오를 바탕으로 한 간호술기와 태도를 교수자가 평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마지막으로 간소 디브리핑(simplicity debriefing)과 통

합 디브리핑(integral debriefing)으로 구성한다.

총 4개의 모듈은 PBL-ISP 교육 프로그램 10단계에 의해 6시간 

동안 진행한다. PBL-ISP 교육을 단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단계, 시뮬레이션 실습에서 다루어지는 핵심술기에 대한 동영상

과 학습목표 및 관련 정보를 온라인에 탑재하여 선수 자가학습을 

한다. 2단계, 수업 시간에 모듈과 관련 자료, physical order, SBAR 

등을 제공하고 모듈에 따라 대상자의 간호문제를 해결하도록 안내

한다. 3단계, 문제중심학습의 학습 이슈(learning issues)에 관한 자

기주도 학습을 통해 지식, 기술, 태도를 습득하도록 한다. 4단계, 

PBL에서 제시한 시나리오를 구현하기 위해 간호사의 역할(책임, 

교육, 치료, 처치, 관찰자, 기록자, 보호자[무전으로 교수와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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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상황에 맞게 분담하고 간호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5단계, 

시뮬레이션 실행(running) 동안 평가자(임상 간호사, 시뮬레이션 

전임교수, 교과목 교수 등)의 감시 아래 표준화 환자 또는 고충실도 

시뮬레이터 간호를 실시한다. 6단계, 간호사정 내용과 간호과정 등

을 EMR에 기록하고 SBAR를 활용하여 보고한다. 7단계, 간소 디

브리핑을 표준화 환자 및 평가자와 함께 10–15분 정도 실시한다. 8
단계, 표준화 환자를 제외한 전체 학생과 교수들, 임상 간호사 등과 

함께 통합 디브리핑을 한다. 9단계, 평가자들은 평가 결과를 공유

하고, pass와 fail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교수 공유 사이트에 올리며 

학생 개인에게 피드백을 한다. 10단계, fail 학생은 Open Lab 일정

에 재실습 시간을 올리면 시뮬레이션 교수자의 감독하에 훈련 및 

재시험의 기회를 얻는다. 병원에서 요구하는 진술서에 평가자의 

pass 사인을 받아 제출 후 임상 실습에 참여한다. 

시뮬레이션 실습교육 운영 

PBL-ISP 교육 프로그램은 가을 학기 시뮬레이션 실습에서 학기별 

시뮬레이션 실습은 같은 실습내용으로 실습하였고, 실습교육의 방

법에서 대조군에게 고충실도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기존 실습교육

을 실시하였으며, 실험군에게는 PBL-ISP 실습교육을 실시하였다.

간호대학 학생들은 개인적으로 졸업할 때갂지 총 8회의 시뮬레

이션 실습교육을 받는다. 학생들은 1학기부터 8주간의 교내 이론

수업을 마치고, 교내 시뮬레이션 실습 평가에서 통과하면 이론과 

시뮬레이션 실습교육을 받은 전공 교과목 내용과 관련된 부서에서 

8주 동안 임상 실습을 한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시뮬레이션 실습 

평가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병원에서 임상 실습을 허락하지 않는

다. 본 연구에서는 PBL-ISP 교육 4개의 모듈을 학기별로 적용하여 

운영하였다.

2019년 가을 학기 동안 총 8회의 시뮬레이션 실습이 실습계획표

대로 오전 8시에서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 이 시간 중 오전 8시에

서 9시까지는 교수자 미팅을 하고, 점심 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학

생은 총 6시간 동안 실습교육을 받는다.

실험군에게 적용한 PBL-ISP 교육 프로그램은 5세션의 10단계

로 운영한다. 세션 1은 prerequisite learning으로 1단계가 포함된다. 

세션 2는 2, 3단계이며 소요시간은 2시간이다. 세션 3에서는 4단계

가 1시간 동안 진행되며, 세션 4에서는 5–8단계가 3시간 동안 이루

어진다. 마지막 세션 5에서는 9, 10단계가 진행된다.

반면에 대조군 학생 3, 4명으로 한 팀을 이루고 총 3, 4개의 팀으

로 나뉘어 고충실도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실습교육을 

4세션으로 운영한다. 세션 1은 사전 테스트를 실시하고 실습 오리

엔테이션(시뮬레이션 진행과정과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 등)을 1시

간 동안 실시한다. 세션 2에서는 시나리오에서 간호사가 중재해야 

할 핵심술기에 대한 훈련을 팀별로 교수의 감독 하에 1시간 동안 

진행하며, 세션 3에서는 고충실도 시뮬레이터를 활용하여 팀별 15
분 이내로 시뮬레이션을 구현하여 1시간이 소요된다. 세션 4는 3시

Table 1. Content of PBL-ISP modules and nursing skills
Semester Module Core nursing skills HFS/SP
First A 68-year-old woman diagnosed 40 years ago with 

HTN has an appointment to see her primary care pro-
vider (in the ambulatory clinic)

Obtaining a history and performing an assessment SimMan & SP
General physical assessment
Vital signs
Administering oral and topical medications

Second OB post-epidural nursing care with fetal deceleration, 
delivery care, and newborn care (in the delivery room 
and nursery room)

Inserting a Foley catheter SimMom & SimBaby
Administering oxygen
Immunizations for children from birth through 6 years old
Subcutaneous injection
Postpartum and newborn assessment

Third Ischemic stroke with type 2 DM and HTN (in the inten-
sive care unit)

EKG, CPR, and transfusion SimMan & SP
Glucose point-of-care testing
Administering intravenous push
Administering intravenous piggyback medications

Fourth Alzheimer’s disease, multiple sclerosis (in the neurology 
clinic)

Well elder assessment SP with dementia 
equipmentPersonal hygiene (transfer, positioning, ambulation)

Nutrition
Using the SBAR method when communicating with health 

care professionals

CPR: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DM: diabetes mellitus; EKG: electrocardiogram; HFS: high-fidelity simulator (SimMom, SimBaby, SimMan; Laerdal 
Medical, Stavanger, Norway); HTN: hypertension; PBL-ISP: problem-based learning - integrative simulation practice; SBAR: situation, background, 
assessment, recommendation; SP: standardized patient (a real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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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동안 디브리핑과 평가회를 진행한다. 이 시간 동안 시뮬레이션 

실행을 하는 팀 외의 학생들은 강의실에 대기하고 시뮬레이션 구현

이 끝나면 다른 디브리핑 장소로 이동하여 디브리핑 준비를 한다. 

디브리핑 세션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팀별로 준비한 내용을 발표하

고, 각자의 경험 및 강점과 약점에 대한 자아성찰을 한다. 마무리는 

교수자가 시나리오 상황에 대한 재반영을 통해 내용을 정리해주

고, 간호과정에 대한 조언 등을 한다.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은 1학기에서 4학기 학생 총 82명을 대상으로 총 8개의 모

듈을 운영하는 M 대학 시뮬레이션 실습실에서 진행하였다. 자료 수

집 기간은 2019년 가을 학기이며, 8월 20일부터 12월 3일까지 수집

하였다. 자료 수집 전에 간호대학 학과장과 시뮬레이션 실습 담당 

교수 및 과목 담당 교수와의 회의에서 연구목적과 절차를 설명하고 

동의를 얻었다. 시뮬레이션 담당 교수가 시뮬레이션 수업을 시작하

기 전에 연구목적과 설문지를 설명한 후 학생들의 동의를 얻었다. 

사전조사로 연령, 학기, 종교, 전공 만족도에 대해 조사하였고, 처치

로 실습교육을 마친 후에 사후조사로 간호지식, 비판적 사고성향, 

문제 해결 능력, 수업 몰입도 설문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자료 수집은 시뮬레이션 실습계획표에 따라 진행하였으며, 대조

군과 실험군의 실습 간격이 짧은 경우 사전조사가 실험의 확산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여 동일 학기 학생 대조군에게 먼저 고충

실도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실습교육을 하고 사후조사를 하였다. 그 

다음은 동일 학기 다른 학생 실험군에게 PBL-ISP 교육을 적용한 

후 사후조사를 실시하였다(Figure 2).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for Windows, ver. 23.0 (IBM Corp., 

Armonk, NY,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두 집단 간의 동

질성 검증은 Chi-square test 또는 Fisher’s exact test와 t-test로 확

인하였고, 가설 검정은 independent t-test로 분석하였다. 연구 도

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Results 

집단 간 동질성 검증 

연구 대상자는 총 82명으로 실험군 42명, 대조군 40명이었으며, 실

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정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즉, 학기는 

실험군에서 3학기 학생이 31.0%로 가장 많았고, 대조군은 학기별 

25.0%로 균등하였으며,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성별과 

종교, 연령에서도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평균 연령은 

23.5세였는데 실험군의 평균 연령은 24.0세, 대조군은 22.9세로 나

타났으며, 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간호학 전공 만족도

는 두 집단 모두 높은 점수로 나타났으며, 실험군 4.14점, 대조군 

3.90점으로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2). 

Fig. 2. Research procedure.
HFS: High-fidelity simulation; PBL-ISP: problem-based learning–integrative simulation practice.

Treatment Post test

• Nursing knowledge
• Critical thinking
• Problem-solving ability
• Immersion

Practice using HFS

Session 1. Scenario assessment & intervention 
training

Session 2. Skills video screening & core skills 
practice

Session 3. Simulation running (4 teams)
Session 4. Debriefing & evaluation

Control group (n=40)

Subgroup 1 (n=10)
Subgroup 2 (n=10)
Subgroup 3 (n=10)
Subgroup 4 (n=10)

PBL-ISP

Session 1. Prerequisite learning
Session 2. Problem-based learning
Session 3. Self-directed learning & skills video 

screening
Session 4. Integrative simulation practice 
Session 5. Evaluation

Experimental group (n=42)

Subgroup 1 (n=10)
Subgroup 2 (n=7)
Subgroup 3 (n=13)
Subgroup 4 (n=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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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검정 

제1가설 

‘PBL-ISP 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고충실도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실습교육을 받은 대조군보다 간호지식 점수가 높을 것이다’라는 가

설을 검정한 결과, 실험군이 20점 만점에 16.31점, 대조군이 14.40
점으로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나 제1가설은 지지되었다(Table 3). 

제2가설 

‘PBL-ISP 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고충실도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실습교육을 받은 대조군보다 비판적 사고성향 점수가 높을 것이

다’라는 가설을 검정한 결과, 실험군이 3.74점, 대조군이 3.49점으

로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

2가설은 지지되었다. 비판적 사고성향의 하위 영역을 살펴 보면, 

체계성을 제외한 지적/열정/호기심, 신중함, 자신감, 지적 공정성, 

건전한 회의성, 객관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Table 3). 

제3가설 

‘PBL-ISP 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고충실도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실습교육을 받은 대조군보다 문제 해결 능력 점수가 높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검정한 결과, 실험군이 3.81점, 대조군이 3.52점으로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3가

설은 지지되었다. 문제 해결 능력의 하위 영역을 살펴 보면, 문제 

인식, 정보 수집 분석, 확산적 사고 의사결정, 기획력 실행, 평가 피

드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Table 3). 

제4가설 

‘PBL-ISP 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고충실도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실습교육을 받은 대조군보다 수업 몰입도 점수가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정한 결과, 실험군이 3.94점, 대조군이 3.52점으로 두 집

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4가설은 

지지되었다. 수업 몰입도의 하위 영역을 살펴 보면, 원격 현존감을 

제외한 즐거움, 주의집중, 관여, 시간 왜곡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Table 3). 

Discussion 

본 연구는 PBL-ISP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간호지식, 

비판적 사고성향과 문제 해결 능력, 수업 몰입도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이들의 관계를 파악하여 간호학생의 시뮬레이션 실습교

육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시도하

였다.

PBL-ISP 교육을 받은 간호학생들의 간호지식 점수가 20점 만점

에 16.31점인 반면, 고충실도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실습교육을 받

은 학생들의 점수는 14.40점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Kim과 

Chun [12]의 연구에서 문제중심학습과 시뮬레이션 실습 융합교육

을 실시한 후 간호지식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향상을 보인 결

과와 유사하였다. 연구설계에서 실습 전 점수를 확인하지 못해 이 

Table 2. Homogeneity of characteristics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N=82)

Variable Categories
n (%) or Mean±SD

χ²/t p
Experimental (n=42) Control (n=40)

Semester First 10 (23.8) 10 (25.0) 1.05 .795
Second 7 (16.7) 10 (25.0)
Third 13 (31.0) 10 (25.0)
Fourth 12 (28.6) 10 (25.0)

Gender Man 8 (19.0) 12 (30.0) 1.33† .308
Woman 34 (81.0) 28 (70.0)

Religion None 21 (50.0) 21 (52.5) 3.69† .321
Protestantism 16 (38.1) 11 (27.5)
Catholicism 1 (2.4) 5 (12.5)
Buddhism 4 (9.5) 3 (7.5)

Age (year) 19–21 23 (54.8) 17 (42.5) 2.71† .458
22–24 11 (26.2) 14 (35.0)
25–29 3 (7.1) 6 (15.0)
30–47 5 (11.9) 3 (7.5)

24.0±6.44 22.9±2.72 1.11 .272
Satisfaction with nursing 4.14±0.72 3.90±0.74 1.50 .137

†Fisher exac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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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해석하기에 무리가 있으나, 간호지식 점수가 향상된 이유는 

통합 시뮬레이션 실습 전 선수 학습과 문제중심학습으로 자가주도

학습의 결과로 환자의 간호문제상황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도움

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비판적 사고성향은 PBL-ISP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5점 만점에 

3.74점, 고충실도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실습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3.49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단, 하위 영역 중 

‘체계성’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과 Chun [12]은 

문제중심학습과 시뮬레이션 융합교육을 실시한 단일군의 전후 비

판적 사고성향이 향상되었음을 보고하였고,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실습교육을 실시한 후에도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게 나

타난 연구가 있다[25]. 반면에 문제중심학습을 적용한 시뮬레이션 

실습교육 전후 차이를 보이지 않은 연구도 있었다[15]. 한편, 시뮬

레이션 실습과 연계하지 않았지만 문제중심학습 집단이 주제중심

학습을 실시한 집단에 비해 비판적 사고성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하위 영역의 체계성에서도 유의한 효과가 있었음을 

보고한 연구가 있다[26]. 따라서 문제중심학습은 학습자들이 간호 

상황을 중심으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훈련하면

서 비판적 사고를 독려할 수 있는 학습방법으로, 문제중심학습을 

시뮬레이션 실습교육에 통합하면 비판적 사고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문제 해결 능력은 PBL-ISP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5점 만점에 

3.81점, 고충실도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실습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3.52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문제중심학습

의 효과를 검증한 Kim과 Chun [12]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

냈으며, PBL 연계 시뮬레이션 교육 후 문제 해결 적극성이 증가한 

연구결과도 있다[13,27]. 또한 표준화 환자 활용 시뮬레이션 교육이 

고충실도 환자 모형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교육보다 문

제 해결 능력의 향상에 더 나은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28]. 이러한 

결과가 중요한 이유는 임상에서 대상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문제를 

빠르게 파악하여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

된다. Lee와 Kim [17]의 시뮬레이션 실습교육의 효과 연구에서는 

분만 시뮬레이터를 활용하여 실제 산과 간호 영역의 임상 상황과 

유사한 실습 환경에서 시뮬레이션 실습 전에 비해 실습 후 지식, 정

확한 사정, 적절한 중재와 적절한 의사소통, 우선순위 설정의 임상

술기 수행에 대한 자신감이 유의하게 상승되었음을 보고하였다. 한

편, 임상술기 수행에 대한 자신감의 하위 영역 중 ‘우선순위 설정’

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17]. 즉, 시뮬레이션 실습교육은 

학생들에게 반복 실습의 기회를 통해 자신감과 같은 긍정적인 영향

을 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더욱이 학생들이 실제 상황에 있다

Table 3. Comparisons of nursing knowledge, critical thinking, problem-solving ability, and immersion scores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after the intervention (N=82)

Variable Categories
Mean±SD

t p
Experimental (n=42) Control (n=40)

Nursing knowledge 16.31±2.11 14.40±2.57 3.67 < .001
Critical thinking Intellectualism/passion/curiosity 3.93±0.34 3.69±0.29 3.40 .001

Deliberation 3.87±0.48 3.57±0.48 2.94 .004
Confidence 3.72±0.46 3.35±0.51 3.45 .001
Systematic 3.13±0.52 3.34±0.54 –1.76 .082
Intellectual fairness 3.76±0.45 3.38±0.52 3.51 .001
Sound skepticism 3.94±0.49 3.65±0.40 2.93 .004
Objectivity 3.81±0.61 3.54±0.49 2.19 .032
Total 3.74±0.31 3.49±0.36 3.40 .001

Problem-solving ability Problem recognition 3.98±0.42 3.52±0.35 3.65 < .001
Information collection analysis 3.90±0.38 3.56±0.44 3.74 < .001
Diffuse incident decision-making  3.70±0.43 3.42±0.47 2.82 .006
Planning power execution  3.67±0.51 3.39±0.49 2.57 .012
Feedback 3.82±0.43 3.60±0.44 2.27 .026
Total 3.81±0.36 3.52±0.36 3.52 .001 

Immersion Joy 4.49±0.53 3.88±0.38 5.97 < .001
Remote presence  4.10±0.59 3.86±0.66 1.77 .081
Concentration 4.17±0.59 3.74±0.49 3.58 .001
Engagement 3.39±0.75 3.06±0.64 2.08 .040
Time distortion 3.45±0.74 3.08±0.64 2.47 .016
Total 3.94±0.43 3.52±0.42 4.44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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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인지하여 환자의 간호 문제를 파악하고, 대상자의 우선순위별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수 전략을 병행한다면 긍

정적 효과를 더 강화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효과적인 시뮬

레이션 실습교육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선 실제 임상 근거 기반의 

시나리오를 신중히 고려하여 모듈을 개발하고, 다음은 시뮬레이션 

실습교육 운영 계획과 교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

에 본 연구는 시뮬레이션 실습을 담당하는 교수들이 더 이상 시행

착오를 겪지 않고 학생들에게 효율적인 교수법과 개발된 모듈을 공

유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수업 몰입도는 PBL-ISP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5점 만점에 3.94
점, 고충실도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실습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3.52
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단, 하위 영역 중 ‘원격 

현존감’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조절 학습

능력이 학습 몰입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

한 연구[29]와 시뮬레이션 실습교육이 학습 몰입 향상에 영향을 주

었다는 연구[5]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하위 영역의 원격 

현존감은 사이버 강의 몰입 척도로 개발된 도구[24]로, 본 연구에

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는 문제중심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지식을 습

득하고 문제를 해결해가는 자기주도 학습에 의한 효과로 나타난 결

과로 보여진다. 즉, PBL-ISP 교육 환경에서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향상되어 나타나는 결과로, 결국 학습자가 능

동적으로 학습을 주도하고 통제하는 능력을 기르면서 학습에 몰입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차별성을 살펴보면, 첫째, PBL-ISP 교육을 6시간 동

안 5세션의 10단계 프로그램으로 세팅하였다. 둘째, PBL 모듈과 

ISP 모듈을 개발하여 통합 시뮬레이션 실습교육을 하였다. 셋째, 

디브리핑 단계에서 시뮬레이션 실행 직후 표준화 환자와 평가자 1
인과 한 개의 팀이 실시하는 간소 디브리핑과 표준화 환자를 제외

한 모든 학생과 교수자들이 참여하여 실시하는 통합 디브리핑을 실

시하였다. 넷째, 평가를 실시한 교수자들이 학생 평가 결과를 공유

하였다. 다섯째, 시뮬레이션 실습 운영에 필요한 인력 풀이 구축되

어 있었다. 즉, 전공과목 담당 교수 4인, 시뮬레이션 전임 교수 1
인, 시뮬레이션 실습실 직원 2명, 학기별 instructor 4인, 임상 간호

사 5인, 표준화 환자 봉사자 10명이 있었다. 기타 PBL-ISP 교육 단

계 외에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대학의 시뮬레이션 실습과 임상 실

습의 연계성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의 시뮬레이션 실습 평가에 

패스한 학생들이 임상 실습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이러한 시스템은 결국 학생들이 시뮬레이션 실습에 참여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도록 동기화하였고, 이러한 자세와 태도는 간호사로

서 갖추어야 할 역량을 기르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실정에 도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추후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하면 시뮬레이션 실습의 체계화를 위한 

모듈 개발, 환경 구축, 대학과 임상의 협력, 시뮬레이션 교수법 등

의 내실화에 기여할 것이며, 시뮬레이션 실습 시간을 임상 실습 시

간으로 일부 인정받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 제시한 PBL-ISP 교육 프로그램은 체계적인 시뮬레이션 실습 시

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초를 제공하였다고 생각된다.

끝으로 PBL-ISP 교육 프로그램은 부서와 병동 및 환자의 증상

과 상황에 핵심 간호술기를 접목하여 모듈을 개발하고 실습교육으

로 적용하였다는 점과, 임상 간호사를 포함한 다양한 평가자가 학

생에 대한 논의를 하는 평가 공유를 통해 교수자의 객관적 평가 역

량을 기를 수 있다는 것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

편, 이러한 연구의 의의가 있음에도 몇 가지 제한점을 고려해 보고

자 한다. 본 연구는 비동등성 대조군 사후시차 설계이므로 실험 전

과 비교하지 못해 연구결과의 해석에 제한이 있다. 또한 시뮬레이

션 실습에 참여하는 학생 대 평가자 비율이 2:1 정도로 운영되었

다. 따라서 평가자 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여 주관성을 배

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한점을 

고려하여 PBL-ISP 교육의 효과를 분석하면 PBL-ISP 교육 프로그

램을 널리 활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Conclusion 

본 연구는 간호학생들에게 PBL-ISP 교육을 적용하여 간호지식, 비

판적 사고성향, 문제 해결 능력 및 수업 몰입도에 미치는 효과를 파 

악하고자 시도하였다. 최근 간호대학에서 임상 실습을 보완하기 위

해 시뮬레이션 실습교육의 확대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특히 관찰 

위주의 임상 실습에서 제한된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통한 실습교육 프로그램의 확대 적용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PBL-ISP 교육이 간호학생들의 간호지식, 비판적 사고

성향, 문제 해결 능력 및 수업 몰입도에 효과가 있음을 파악하였다. 

실험처치 후 본 연구대상의 학생들에게 공평한 수업을 제공하기 위

해 추후 해야 할 실습교육에서 PBL-ISP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로 교수자들에게 연구결과 및 모듈을 공유하고 협조를 구하였다. 

본 연구는 한 간호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결과이므로 일반화

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PBL-ISP 교육이 효과적인 교육방법임

을 확인하고 활용하는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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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uncertainty and spousal support 
on infertility-related quality of life (QoL) in women undergoing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ies. 
Methods: In this correlational survey study, 172 infertile women undergoing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ies for infertility treatment at M hospital in Seoul participated. Data collection took place 
at the outpatient department of M hospital using a self-report questionnaire from July to August 
2019.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for Windows version 28.0. 
Results: The mean scores for uncertainty, spousal support, and infertility-related QoL were 28.35 
(out of 50), 86.67 (out of 115), and 57.98 (out of 100), respectively. Infertility-related QoL was pos-
itively correlated with spousal support and negatively correlated with uncertainty. According to the 
regression analysis, infertility-related QoL was significantly affected by uncertainty, total number of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treatments, marriage duration, subjective health status, the finan-
cial burden of infertility testing, and the presence of a burdensome person. These variables had an 
explanatory power of 35.0% for infertility-related QoL. 
Conclusion: Uncertainty was an important factor influencing infertility-related QoL among wom-
en undergoing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ie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implement a nurs-
ing intervention program focused on reducing various forms of uncertainty during assisted repro-
ductive procedures and to consider other factors affecting infertility-related QoL in the clinical set-
ting. 

Keywords: Infertility;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ies; Quality of life; Uncertainty; Spo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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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연구 필요성 

최근 한국은 초저출산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며, 이의 

극복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증가하는 난임 인구에 대한 지원이 

중요한 국가정책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한국의 난임 진

단자 수는 2014년부터 20만 명을 넘어 매년 증가 추세이며, 2016
년 22만 1,261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1]. 이에 대한 국

가적 지원 정책으로 2006년부터 난임 부부 지원사업이 시작됨에 

따라 해마다 난임 시술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6년 

기준으로 300개 이상의 난임 센터에서 연간 8만 건 이상의 보조생

식술이 시술되고 있으며, 체외수정 건수는 2014년 40,555건에서 

2016년 52,689건으로 증가하였고, 체외수정으로 출생한 신생아 수 

역시 2014년 1만 1,597명에서 2016년 1만 4,373명으로 증가하고 

있다[1]. 

난임은 여성들에게 중요한 삶의 목표를 조정해야 하는 만성적이

고 도전적인 건강 문제이기 때문에[2], 흔히 난임의 진단과 시술을 

받는 절차 그 자체가 삶의 질을 저하하는 요인이 된다. 특히 보조생

식술로서 설명되는 다양한 난임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난임 여성들

은 신체적 스트레스뿐 아니라 불안과 우울, 조급함 및 상실감 등의 

다양한 정신적 고통으로 사회 생활에서의 위축을 겪는다[3]. 이러

한 모든 난임의 진단과 치료과정은 난임 여성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2]. 난임 여성

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우울, 

스트레스 치료비용에 대한 부담감 등 다양한 요인이 탐색되었다

[4-6]. 이는 난임 여성 개인적 차원의 부정적 요소가 삶의 질에 부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러한 부정적인 요소들을 해결하여 

난임 여성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은 매우 중요할 수 있으며, 

중재 가능한 관련 요인들을 지속적으로 탐색하고 이를 임상 현장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여러 부정적인 요소 중 난임 여성이 가장 흔히 경험하게 되는 불

확실성[7]은 임신 성공까지의 기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는 것으로, 

난임 여성은 이로 인해 불안과 답답함이 가중되고 나아가 다양한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7]. 흔히 인공수정의 임신 성공률은 

10–20%, 체외수정의 임신 성공률은 30–40%로 보고되는 것을 고

려할 때[3], 난임 시술을 받는 여성들은 임신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

뿐 아니라 배우자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불확실성 등 다양한 불확실

성을 경험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7,8]. 이러한 불확실성은 체

외수정 단계를 거치면서 더욱더 가중되므로[8] 삶의 질을 떨어뜨리

는 데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으나, 난임 여성에서 불확실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규명한 연구는 드물다. 불확실성은 

유방암 환자의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낮추는 요인으로 설명된 바 

있으며[9], 난임 여성보다는 타 질환군에서 직접적인 관련성이 설

명되었다. 따라서 난임 여성이 가장 흔히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

는 불확실성이[7] 삶의 질을 유의하게 낮추는 영향요인인지를 규명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배우자 지지는 여러 선행논문에서 직·간접적인 삶의 질 영

향요인으로 설명되고 있다[5,6,10-12]. 배우자 지지는 난임 치료과

정에 있는 난임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직접적인 영향요인인 동

시에[5,6], 배우자 지지가 높은 난임 여성들이 배우자와 함께 아이

를 가지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부부 친밀감을 확인하고 이러한 

요인이 결혼생활 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줌으로써[10] 난임 

여성의 삶의 질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

[5,6,11]. 반면에 난임 진단 이후 배우자와의 관계가 나빠졌다고 인

식하게 되는 경우 매우 심각한 수준의 우울 증상[12] 및 부부의 의

사소통과 관계의 변화도 유발될 수 있어 난임을 극복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고, 이는 나아가 난임 여성의 삶의 질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5,6]. 난임을 극복하는 과정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고 

부부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 과업으로 접근하여야 하므로,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지지 체계인 배우자 지지 정도가 난임 관련 

Summary statement

• What is already known about this topic?
Quality of life (QoL) is an important issue for infertile women that is known to be influenced by factors such as depression, 
stress, and social support.

• What this paper adds
Infertility-related QoL was significantly affected by uncertainty, total number of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treatments, 
marriage duration, perceived health status, the financial burden of infertility testing, and the presence of a burdensome person.

• Implications for practice, education, and/or policy
A nursing intervention program focused on reducing uncertainty during assisted reproductive procedures should be developed 
and actively applied in clinical settings to improve QoL in infertile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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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재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껏 난임 여성의 삶의 질에 대한 국내, 외 선행연구들을 살

펴보면 조사연구가 주를 이루는데, 삶의 질의 영향요인으로 우울, 

스트레스, 치료비용 부담감, 부부 적응, 가족 지지, 극복력 등이 난

임 여성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4-6,11], 

보조생식술 여성을 대상으로 제공한 상담 같은 심리적 중재가 임

신율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와[13] 삶의 질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14] 등이 진행된 바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는 난임 여성이 경험하는 난임 관련 삶의 질에 관한 연구가 아직 

부족하여, 난임 대상자를 위한 임상 중재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가 충분치 못한 실정이다. 아울러 보조생식술을 

받는 여성은 치료에 따른 복잡한 감정들을 경험하고 시술 과정 동

안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있어[8] 이들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나,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 여성만을 대상으

로 한 연구는 드물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 여성들의 내적 특

성인 불확실성 정도와 외적 자원인 배우자 지지 정도를 파악하고 

난임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규명하고자 하며, 이

를 근간으로 난임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간호 중재 개

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불확실성과 배우자 지지가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

임 여성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불확실성, 배우자 지지 및 난임 관련 삶의 질의 정도를 

파악한다. 

2) 대상자의 불확실성, 배우자 지지 및 난임 관련 삶의 질 간의 상

관관계를 파악한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난임 관련 특성에 따른 난임 관련 삶의 

질 차이를 파악한다. 

4) 대상자의 불확실성과 배우자 지지가 난임 관련 삶의 질에 미치

는 영향을 파악한다. 

Methods 

Ethics statement: This study was approved by the Institu-
tional Review Board of Ajou University Hospital (No. AJI-
RB-MEDSUR-19-191). Informed consent was obtained from 
the subjects.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불확실성과 배우자 지지가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 여성

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상관성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에 소재한 난임 전문병원인 M 산부인과에 

진료를 위해 방문한 여성들 중에서 원발성 또는 속발성 난임으로 

진단받고, 현재 체외수정의 보조생식술을 1회 이상 받은 난임 여성

이며,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 참여에 동의한 난임 여성 

190명을 편의표집하여 자료 수집을 하였다. 이 중 연구 참여 중도 

포기 및 작성 오류로 인한 설문지 18부를 제외하여 총 172명이 연

구대상에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 여성을 

대상자로 선정한 이유는 선행연구에서 난임 시술을 받지 않는 난임 

여성보다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 여성이 시술 과정 동안 신체적 

고통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스트레스, 우울, 조급함, 고독감 등의 다

양한 정서적 반응과 정신적 고통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

으로[3], 보조생식술 과정에 있는 난임 여성을 위한 보다 적절한 삶

의 질 향상 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통계기법으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hierarchi-
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였으며, 난임 관련 삶의 

질 관련 요인으로 불확실성과 배우자 지지의 주요 독립변수 외에, 

단변량 분석을 통해서 난임 관련 삶의 질 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였던 나이, 결혼 기간[11], 주관적 건강 상태[11], 보조

생식술 횟수[12], 배란유도 방법[15], 난임 검사비용 부담 여부

[5,10,11], 난임에 부담주는 사람 유무[16] 등이 함께 회귀분석에 

포함되었다. G*Power 3.1 프리웨어를 이용하여 유의수준 .05, 선

행연구에서 사용된 중간효과 크기 .15 [5,6,10,11], 검정력 .80, 예

측변수의 수 9개일 때 필요한 최소 표본수는 114명이었으므로, 본 

연구의 표본수 172명은 분석을 위한 최소 표본수를 충족하였다. 

연구 도구 

일반적 특성과 난임 관련 특성 

일반적 특성과 난임 관련 특성은 연구자가 선행연구[3-6,11]를 근

거로 하여 선정하였으며, 나이, 결혼 기간, 주관적 건강 상태, 교육 

정도, 직업, 경제 상태, 유산 경험, 현재 아이를 가장 바라는 사람, 

난임 원인, 보조생식술 총 횟수, 배란유도 방법, 이식 방법, 난임 치

료기간, 난임 검사 및 시술비용, 난임 상담 필요성, 난임에 부담 주

는 사람 유무 등 총 1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불확실성 

불확실성이란 질병의 치료과정과 관련된 상황과 자극에 대하여 정

확히 알지 못하거나 모호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17]. 본 

연구에서 불확실성 측정도구는 Kim과 Kim [17]이 불임 여성의 불

확실성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도구 사용에 

대한 저자의 허락을 받았다. 이 도구는 불임 여성이 경험하는 관계

적 측면의 불확실성에 관한 4개 문항과 개인적 측면의 불확실성 6
개 문항의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매우 확

신한다(1점)’에서 ‘전혀 확신할 수 없다(5점)’의 Likert 5점 척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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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여서 10점에서 50점의 점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

록 난임에 대한 불확실성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

의 신뢰도 Cronbach’s α=.78이었고[17],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9였다. 

배우자 지지 

배우자 지지란 가족 내에서 부부간의 친밀한 상호작용으로 배우자

에게 기대하는 사랑, 돌봄, 존중, 신뢰, 지지를 교환하는 것을 의미

한다[18]. 본 연구에서 배우자 지지 측정도구는 Nam [18]이 개발한 

도구를 Park [19]이 난임 여성에게 맞게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

하였으며, 도구 사용에 대한 저자의 허락을 받았다. 이 측정도구는 

배우자의 사랑, 존중, 신뢰의 지지에 대한 9문항, 충분한 대화를 통

한 지지에 대한 2문항, 실제적인 도움과 보살핌의 지지에 대한 12
문항의 총 2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

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5점)’의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

여 23점부터 115점까지의 점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배우자 지지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95였고[19],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93이었다. 

난임 관련 삶의 질 

삶의 질이란 개인이 사는 문화와 가치 체계에서 개인의 목표, 기대, 

기준, 관심 등과 관련하여 개인이 인지하는 주관적인 안녕 상태를 

말한다[20]. 본 연구에서 난임 관련 삶의 질 측정도구는 유럽생식

배아협회(European Society of Human Reproduction & Embryolo-
gy)와 미국생식의학회 (American Society of Reproductive Medi-
cine)가 협력하여 개발한 국가별 표준화된 도구 중 한국어판 난임 

관련 삶의 질 도구(Fertility Quality of Life [FertiQoL] tool)를 사용

하였다[21]. 이 도구는 Cardiff 대학의 난임 관련 삶의 질 사이트에 

다양한 언어로 공개되어 있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이다. 

전체적 건강 상태와 일반적인 삶의 질에 대한 2문항과, 난임 문제

에 관한 정서영역 6개 문항, 심신영역 6개 문항, 관계영역 6개 문

항, 사회영역 6개 문항의 총 24문항, 그리고 난임 치료에 관한 치료

환경 6문항, 인내심 4문항의 10문항까지 전체 36개 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건강 상태와 일반적인 삶의 질에 대한 2문항은 배경 정

보로만 사용하며, 각 문항에 대해 0점에서 4점까지 5점의 Likert 척
도로 측정하게 되어 있다. 총점은 0점에서 100점으로 환산한 점수

로 평가하며, 총점 계산을 위해 총 영역과 하위 영역을 원시점수로 

계산하고, 25에 각 영역의 관련 문항 수를 나눈 값에 각 영역별 점

수를 곱한 값으로 산출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난임 관련 삶의 질 정

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92였고[21],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93이었다.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은 2019년 7월 1일부터 2019년 8월 30일까지 서울에 소

재한 M 난임 전문병원 외래에서 자가보고형 설문지를 통하여 진행

되었다. 자료 수집을 위해 먼저 난임 전문병원의 병원장과 간호부

에 사전 협조를 구하였으며, 진료 대기 중인 연구대상자들에게 연

구자가 직접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할 시 직접 

설문지를 배부하여 작성하게 한 후 그 자리에서 바로 회수하였다. 

총 190명의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포하고, 총 172부를 회수하였

다. 작성시간은 10–15분 정도 소요되었다. 설문 조사가 완료된 후

에는 감사의 의미로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였다.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ver. 25.0 program (IBM Corp., Ar-
monk, NY,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난임 관련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평균, 표준편차, 백분율 등의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2) 대상자의 불확실성, 배우자 지지, 난임 관련 삶의 질 정도는 평

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3) 대상자의 불확실성, 배우자 지지, 난임 관련 삶의 질 간의 상관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난임 관련 특성에 따른 난임 관련 삶의 

질의 차이는 independent sample t-test와 one way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 검증은 Scheffé’s test로 검증하였다.

5) 대상자의 난임 관련 삶의 질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위계

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Results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난임 관련 특성 

먼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구대상자의 평균 나

이는 37.37세였으며, 결혼 기간은 평균 약 5.7년이었다. 주관적 건

강 상태는 ‘건강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155명(90.1%)이었고, 교육 

정도는 대학교 졸업이 143명(83.1%)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업은 

‘있다’가 110명(64.0%)으로 ‘없다’ 62명(36.0%)보다 많았다. 경제 

상태는 ‘중’이 126명(73.3%)이었고, 종교는 무교가 69명(40.1%)으

로 가장 많았다. 유산 경험은 ‘없음’이 107명(62.2%)이었으며, 현

재 아이를 가장 바라는 사람으로는 남편이 102명(59.3%)으로 많았

다.

또한 연구대상자의 난임 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난임 원인은 원

인불명인 경우가 83명(48.3%)으로 가장 많았고, 보조생식술 평균 

횟수는 1.85회였다. 체외수정의 배란유도 방법은 과배란 유도방법

이 124명(72.1%)으로 가장 많았다. 난임 치료기간은 평균 1.19년

으로 나타났다. 난임 검사비용 부담감에 대한 응답으로는 ‘부담된

다’가 134명(77.9%)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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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자의 불확실성, 배우자 지지 및 난임 관련 삶의 질 정도 

연구대상자의 불확실성 정도는 평균 28.35±7.18점(문항 평균 

2.84±0.72점)이었고, 관계적 측면의 불확실성은 평균 11.91±

3.42점(문항 평균 2.90±0.86점)이었으며, 개인적 측면의 불확실성

은 평균 16.43±4.84점(문항 평균 2.74±0.81점)이었다. 배우자 지

지 정도는 평균 86.67±14.62점(문항 평균 3.77±0.64점)이었으며, 

하위 요인인 사랑, 존중, 신뢰의 지지는 평균 33.36±5.87점(문항 

평균 3.71±0.65점)이었고, 대화를 통한 지지는 평균 7.47±1.65점

(문항 평균 3.73±0.82점), 도움과 보살핌의 지지는 평균 45.85±

8.07점(문항 평균 3.82±0.67점)이었다. 난임 관련 삶의 질 정도는 

100점 만점에 평균 57.98±12.96점(문항 평균 2.32±0.52점)이었

다. 난임 치료에 관한 치료환경은 평균 52.74±12.77점(문항 평균 

2.11±0.51점), 인내심은 평균 60.00±15.57점(문항 평균 2.40±

0.62점)이었다(Table 1). 

연구대상자의 불확실성, 배우자 지지 및 난임 관련 삶의 질의 상

관관계 

난임 관련 삶의 질은 불확실성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r=–.28, 

p<.001)가 있었고, 배우자 지지와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r=.23, 

p<.003)가 있었다(Table 2).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난임 관련 삶의 질 차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난임 관련 삶의 질 차이를 분석

한 결과 나이(t=–2.15, p=.035), 결혼 기간(t=4.32, p<.001), 주관적 

건강 상태(t=2.28, p=.03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다(Table 3). 연구대상자의 난임 관련 특성에 따른 난임 관련 삶의 

질 차이를 분석한 결과 보조생식술 총 횟수(F=13.51, p<.001), 배

란유도 방법(F=8.08, p<.001), 난임 검사비용 부담감(F=4.94, 

p=.008), 난임에 부담 주는 사람(F=6.42,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able 4).  

연구대상자의 난임 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대상자의 난임 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

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회귀모형을 검증하기 전 다중공선성(multicolinearity) 진단 결과 

공차 한계(tolerance)의 범위가 0.51–0.99로 0.1 이상이었고, 분산 

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01–1.19로 기준치인 

10을 넘지 않았으므로 다중공선성에 문제는 없었다. 또한 잔차분

Table 1. Levels of uncertainty, spousal support, and infertility-related quality of life (N=172)

Variable Categories Number of items 
Mean±SD

Scale level Item level
Uncertainty Relational aspect 4 11.91±3.42 2.90±0.86

Personal aspect 6 16.43±4.84 2.74±0.81
Total 10 28.35±7.18 2.84±0.72

Spousal support Support by love, respect, and trust 9 33.36±5.87 3.71±0.65
Support by communication 2 7.47±1.65 3.73±0.82
Support by help and care 12 45.85±8.07 3.82±0.67
Total 23 86.67±14.62 3.77±0.64

Infertility-related quality of life Emotional domain 6 59.08±17.22 2.36±0.69
Mind/body domain 6 56.56±18.95 2.26±0.76
Relational domain 6 62.28±19.66 2.49±0.79
Social domain 6 58.62±17.26 2.35±0.69
Environment domain 6 52.74±12.77 2.11±0.51
Tolerability domain 4 60.00±15.57 2.40±0.62
Total 34 57.98±12.96 2.32±0.52

Table 2. Correlations among uncertainty, spousal support, and infertility-related quality of life (N=172)

Variable
r (p)

Uncertainty Spousal support Infertility-related quality of life
Uncertainty 1
Spousal support –.22 (.004) 1
Infertility-related quality of life –.28 (< .001) .23 (< .00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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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결과, Dubin-Watson 통계량이 1.706으로 2에 가까워 모형의 오

차항 간에 자기 상관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Cook’s 
distance 값의 최댓값이 0.08로 1.0을 초과한 값이 없어 특이 값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주요 독립변수의 효과를 분석한 모형 1에서는 불확실

성(β=–.13, p=.001)이 높을수록, 배우자 지지(β=.07, p=.022)가 낮

을수록 난임 관련 삶의 질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10.15, p<.001), 이들 2개의 독립변수

에 의한 난임 관련 삶의 질의 설명력은 10.7%로 나타났다. 모형 2
에서는 단변량 분석에서 난임 관련 삶의 질과의 관련성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난임 관련 특성들을 주요 

독립변수와 함께 투여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난

임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β=–.19, p=.007), 보조생식술 총 횟수가 많을수록(β=–.24, 

p=.009), 결혼 기간이 증가할수록(β=–.16, p=.023) 난임 관련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설명되었다. 또한 주관적 건강 상태가 안 좋다고 

응답한 군(β=–0.22, p=.001), 난임 검사비용 부담이 있다고 응답한 

군과(β=–.18, p=.007), 난임에 부담 주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군

(β=–.13, p=.047)에서 난임 관련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설명되었

다. 이들 변수가 포함된 회귀모형은 유의하였으며(F=9.67, 

p<.001), 이들 변수들에 의해 난임 관련 삶의 질이 35% 설명되었다

(Table 5). 

Discussion 

본 연구는 보조생식술을 받는 여성을 대상으로 불확실성과 배우자 

지지가 난임 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난임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간호 중재 개발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

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 여성의 불확실성 정

도는 총점 50점에서 평균 28.35점으로 나타나, 같은 도구를 사용한 

Kim [22]의 연구 30점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본 연구가 보조생식

술을 받는 난임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2회 이상의 반복 시술로 인

한 실패 경험을 가진 여성을 포함하였고(63.9%), Kim [22]의 연구

는 체외수정 시술 실패 경험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Table 3. Differences in infertility-related quality of life by subjects’ characteristics (N=172)

Variable Categories n (%) Mean±SD t or F p
Age (year)  <35 133 (77.3) 56.89±13.10 –2.15 .035

 ≥35 39 (22.7) 61.67±11.89
Marriage duration (month)  <36 54 (31.4) 63.48±10.22 4.32 < .001

 ≥36 118 (68.6) 55.46±13.33
Perceived health status  Healthy 155 (90.1) 58.96±12.03 2.28 .035

 Unhealthy 17 (9.9) 49.01±17.55
Educational level  High school 16 (9.3) 52.67±12.25 1.81 .166

 College 143 (83.1) 58.27±12.96
 Graduate school 13 (7.6) 61.26±12.74

Employment  Yes 110 (64.0) 59.22±12.35 1.63 .106
 No 62 (36.0) 55.78±13.80

Economic status  Low 17 (9.9) 54.07±14.46 0.88 .415
 Medium 126 (73.3) 58.52±12.41
 High 29 (16.9) 57.91±14.42

Religion  Protestantism 50 (29.1) 59.81±14.68 0.53 .664
 Catholicism 31 (18.0) 58.06±12.04
 Buddhism 22 (12.8) 56.65±  9.73
 None 69 (40.1) 57.03±13.04

Abortion experience  None 107 (62.2) 58.92±12.35 1.17 .312
 One time 40 (23.3) 57.59±13.19
 Twice or more 25 (14.5) 54.56±14.96

Person who wants to have a child  Husband 102 (59.3) 57.21±12.71 0.99 .395
 Parents-in-law 25 (14.5) 56.09±14.51
 Parents 22 (12.8) 61.03±11.47
 None 23 (13.4) 60.52±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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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ifferences in infertility-related quality of life by infertility-related characteristics (N=172)

Variable Categories n (%) Mean±SD t or F p
Cause of infertility Female 58 (33.7) 56.12±14.36 0.70 .553

Male 10 (5.8) 57.57±15.12
Both 21 (12.2) 60.19±11.20
Unknown 83 (48.3) 58.76±12.12

Total number of ART treatments 1a 62 (36.0) 63.06±11.33 13.51 < .001
2–3b 74 (43.0) 57.65±11.89 c<a,b†

4 or morec 36 (20.9) 49.90±13.73
Ovulation induction method COH 124 (72.1) 60.25±11.82 3.85 < .001

Natural ovulation 48 (27.9) 52.10±14.01
Infertility treatment period (month) <36 139 (80.8) 59.02±11.98 1.84 .073

≥36 33 (19.2) 53.59±15.93
Financial burden of infertility testing No 38 (22.1) 62.79±14.41 –2.64 .009

Yes 134 (77.9) 56.61±12.23
Demand for infertility counseling None 4 (2.3) 65.40±16.67 1.78 .152

Moderate 39 (22.7) 58.94±12.80
A great deal 108 (62.8) 58.97±12.27
High 21 (12.2) 54.62±14.62

The presence of a burdensome person Yes 93 (54.1) 55.01±13.31 –3.36 .001
No 79 (45.9) 61.48±11.67

ART: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ies; COH: controlled ovarian hyperstimulation.
†Scheffé test.

Table 5. Factors affecting infertility-related quality of life (N=172)

Variable
Model 1 Model 2

B β t p B β t p

(Constant) 57.2 7.54 < .001 78.01 7.82 < .001
Uncertainty –.44 –.13 –3.27 .001 –.34 –.19 –2.74 .007
Spousal support 0.15 .07 2.31 .022 0.10 .08 1.18 .241
Age 0.34 .01 0.16 .875
Total number of ART treatments –4.10 –.24 –2.65 .009
Marriage duration –4.38 –.16 –2.29 .023
Perceived health status (unhealthy)† –9.53 –.22 –3.38 .001
Controlled ovarian hyperstimulation group‡ 2.64 .09 1.07 .287
Financial burden of infertility testing (yes)§ –5.48 –.18 2.76 .007
The presence of a burdensome person (yes)II –3.47 –.13 2.00 .047

R²= .11, Adjusted R²= .10, F(p)=10.15 (< .001) R²= .35, Adjusted R²= .31, F(p)=9.67(< .001)

ART: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ies. 
Dummy variable references were †Perceived health status (healthy), ‡Natural ovulation group, §Financial burden (no), and ǁPresence of burdensome person 
(no).

대상군의 특성이 비슷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난임 시술의 

실패 경험은 재시술 여부와 임신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8] 본 연구의 불확실성 정도와 선행연구[22]

가 비슷한 점수인 것으로 생각되며, 난임 시술 실패와 반복 시술은 

난임 여성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요인

을 고려하여 대상자의 시술 경험에 따른 차별화된 관리 전략이 필

요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배우자 지지 점수는 평균 86.67
점으로 나타나, 같은 도구를 사용한 Park [19]의 연구 82.63점보다

는 높았다. 이는 연구대상자의 난임 관련 특성에서 본 연구의 대상

자는 보조생식술을 평균 1회 이상 받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반면, 

Park [19]의 연구에서는 난임을 진단받았지만 체외수정과 같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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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생식술을 시행하지 않는 여성들을 상당수(37.3%) 포함하고 있어

서 본 연구와 대상자 특성에서 차이가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문헌에 따르면 보조생식술은 부부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관계 

변화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데, 힘들고 어려운 보조생식술 

과정을 부부가 함께 극복하면서 오히려 배우자 지지가 강화된다고 

설명하기도 하므로[23], 보조생식술을 받고 있는 본 연구대상군의 

특성이 일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 보조생식술을 받는 여성의 난임 관련 삶의 질 평균

은 100점 만점에 평균 57.98점으로 나타나, 같은 도구를 사용한 

Jung과 Kim [5]의 연구에서 보인 53.8점보다는 높았다. 이러한 차

이에 대한 논의는 신중해야 하겠으나, 선행연구와의 차이는 자료 

수집 장소와 대상자 관리 방식의 차이와 관련될 수 있다고 본다. 

즉, 본 연구는 난임 전문병원인 1차 의료기관에서 수행된 반면 

Jung과 Kim [5]의 연구는 국내 3차 대학병원의 난임 클리닉에서 수

행되었다. 일반적으로 난임 여성이 임산부를 보면 질투와 자존심 

상함, 수치감 등으로 위축되어 고독감과 우울함에 빠질 수 있다는 

보고를 고려할 때[24], 진료환경에서 임산부를 만나지 않는 난임 

전문병원이 난임 여성에게는 좀 더 편안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또

한 보조생식술을 받는 동안 개인이 처한 환경이나 시술 받는 난임 

병원의 치료적 환경과 의료인 지지가 난임 전문병원과 3차 의료 기

관이 다를 수 있고, 이로 인해 난임 여성이 받는 심리·정서적 반응

과 스트레스 정도 및 삶의 질 정도가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향후, 

병원 치료환경의 차이와 의료인 지지 환경의 차이가 난임 여성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본 연구에서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 여성의 삶의 질 평균 

점수인 57.98점은 같은 도구를 사용한 Kim과 Shin [4]의 연구에서 

보인 69.59점보다는 낮았다. 이러한 차이는 대상자의 난임 시술 관

련 특성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선행연구에서는 체외수정

을 하지 않은 대상자의 비율이 각각 75.9%를 차지하였던 것에 비

해, 본 연구의 대상자는 보조생식술을 1회 이상 받은 난임 여성으

로만 한정하였다. 이는 난임 치료의 마지막 단계인 체외수정 및 배

아 이식 과정 자체가 난임 여성에게 심신의 부담감 및 다양한 감정 

변화를 일으키고[7], 더욱이 배아 이식 후 임신 확진까지 기다리는 

기간은 스트레스가 상당히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8]. 이러한 점에

서, 보조생식술 과정에서의 높은 스트레스는 난임 관련 삶의 질 저

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난임 

관련 스트레스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선행연구와 비교해 본 것은 

아니므로, 해석에 신중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난임 관련 삶의 질 하위 영역을 살펴보면, 관계영역이 

평균 62.2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여러 삶의 질 

측정 영역 중 배우자와의 의사 소통 및 애정과 헌신, 성적 관계 만

족도를 살펴볼 수 있는 관계 측면의 삶의 질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

으로 설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Boivin 등[21]의 연구, Yang과 Yeo 

[6]의 연구에서 관계영역이 각각 68.7점, 66.7점으로 가장 높게 나

타난 것과 일치한 결과이다. 이는 난임 치료과정이 난임 부부가 어

려움을 공동으로 견뎌내야 하는 과정이기에 부부 서로간의 생각과 

느낌을 공유하고 서로 지원하면서 관계가 더 강화된다는 선행연구

[23]의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라고 본다. 

또한 본 연구의 난임 관련 삶의 질 하위 영역 중 치료환경 영역이 

평균 52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같은 도구를 사

용하여 미국 등 여러 국가의 난임 진단을 받은 여성과 남성을 대상

으로 한 Boivin 등[21]의 연구에서 정서영역이 45.10점으로 가장 

낮았던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즉, 한국 난임 여성들은 난임 치료

환경의 질이 가장 낮다고 응답한 것에 비해, 미국 등의 외국 난임 

여성들에게서는 치료환경의 질이 가장 낮지는 않았다. 이러한 면은 

아직까지도 한국의 난임 치료환경에 대한 여성들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난임 부부 지원사업

은 2019년 7월부터 난임 시술비 지원에 대한 나이 제한을 없애고 

지원 횟수도 늘렸지만[25], 난임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부정적 감

정과 정서들을 없앨 방안은 여전히 부족하고, 일부 기관에서만 필

요할 때 받을 수 있다. 또한 난임 여성을 이해하고 그들을 지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난임 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난임 여성들은 필요

한 정보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답답함과 불확실성을 가진 채

[7] 난임 시술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우울을 경험하는 경우도 많다

[12]. 그러나 이러한 심리적 어려움을 함께 고려한 난임 치료환경

의 구축은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을 공감하

고 지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난임 관련 임상 전문가의 양성이 시

급하며, 난임 임상 전문가에 의한 다각도의 관리와 지지가 필요하

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회귀분석을 통하여 난임 여성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탐색한 결과, 주요 독립변수인 불확실성은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설명되었으며,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난임 관련 삶의 질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난임 여성 대상의 불확

실성과 삶의 질 탐색 연구가 드문 실정에서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불확실성이 유방암 환자들의 삶의 질을 낮추는 것으로 설명한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9]. 불확실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은 난임 여성보다는 다른 질병군에서 설명되고 있는데[9], 본 연구

를 통해 난임 여성에서도 불확실성이 삶의 질을 낮추는 주 요인으

로 설명된 점이 본 연구의 의의라고 본다. 특히 체외수정에 실패한 

난임 여성일수록 더욱 심한 정서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므로[7], 난

임 치료가 반복됨에 따라 불확실성이 더욱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난임 여성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난임 치료의 성공률

을 높이기 위한 중재가 기본이 될 것이며, 반복되는 실패를 경험하

는 여성을 고위험군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별히 국외 

난임 여성을 대상으로 한 마음 챙김 명상 프로그램은 자기 대처, 부

정적 감정 조절, 능동적, 수동적 회피를 개선시킴으로써 임신 성공

률을 증가시키고 난임 관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

므로[26], 난임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감정 조절 및 대처 향상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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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이 불확실성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또한 난임 여성은 

주로 부부 및 가족관계 등의 관계적 측면에 대한 불확실성과, 자신

이 현재 하고 있는 치료가 최선이며 잘 진행되고 있는지 등 치료 절

차에 대한 불확실성을 크게 느끼는 것을 고려할 때[7,16], 난임 여

성뿐 아니라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부 의사소통 증진 프로그램

과 함께 불임치료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과 안내, 지지 등도 중

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추후 불확실성 중재 개발 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난임 여성과 가족을 위한 불확실성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

과 적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보조생식술 총 횟수 역시 난임 관련 삶의 질에 큰 영향

을 미치는 변수로 설명되었으며, 보조생식술 횟수가 증가할수록 난

임 관련 삶의 질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arabulut 등
[27]의 연구에서 장기간의 난임 치료가 난임 관련 삶의 질에 부정

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리고 Hwang [12]의 

연구에서 체외수정 횟수가 증가할수록 우울 정도가 높아진다는 결

과와도 관련될 수 있어, 난임 시술 횟수의 증가는 일관성 있게 우울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증가시켜 난임 여성의 삶의 질 저하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재확인되었다. 그러나 보조생식술의 회당 

임신율은 30–40%이고[3], 나이가 많을수록 보조생식술의 회당 임

신 성공률은 감소한다고 보고되고 있어[15], 보조생식술의 반복 시

술은 매우 흔하다. 따라서 여러 차례 반복된 보조생식술 과정에서 

약물로 인한 부작용이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우울 등의 부정적 감

정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노력이 중요하며, 가능하면 첫 시술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 보조생식술을 받는 여성의 주관적 건강 상태가 

난임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Lee
와 Park [11]의 연구에서 난임 여성이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건강 상

태가 난임 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이 없었던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난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니지만, 

국내 젊은 기혼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Park [28]의 연구에서 주

관적 건강 상태가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난 연구결과와는 동일하였다. 난임 여성은 반복된 보조생식

술로 인해 심적 부담감 및 피로감과 신체적 부작용이 생김에 따라 

건강 상태가 떨어지고, 약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가지게 되므로

[29] 난임 시술 초기 단계부터 건강한 생활습관 유지와 난임 여성

의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리적 스트레스 중재 전략 등

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에서 결혼 기간이 난임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 나타났으며, 결혼 기간이 증가할수록 난임 관련 삶의 질은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 기간에 따라 난임 관련 삶의 질에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난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12]. 결혼 기간이 

길다는 것은 난임 기간이 길다는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난임 기간이 긴 것은 임신 성공에 대한 불안과 스트레스 증가로 이

어질 수 있어[8] 난임 관련 삶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고 본다. 반면, 

첫 보조생식술을 시행하는 데 결혼 기간이 길지 않은 난임 여성은 

시술 과정 동안 부부 관계의 결속과 부부 친밀감이 높아져 삶의 질

이 높아진다는 것이 선행연구[23]에서 설명되었다. 따라서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간호 중재를 계획할 때 결혼 기간에 대한 고려도 필

요할 것이라고 생각되며, 특히 결혼 기간과 난임 기간이 길고 시술 

횟수가 많은 난임 여성일수록 부정적 정서를 완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중재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난임 검사비용이 난임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나타나, 난임 검사비용 부담이 적은 군이 난임 관련 삶

의 질이 높았다. 이는 난임 시술비용 부담이 높을수록 난임 관련 삶

의 질이 낮아진다는 선행연구[5,10,11]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저출

산 대책으로 2019년 7월부터 난임 부부 지원사업은 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 지원 횟수가 2018년 4회에서 최대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25]로 늘어나 시술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소득과 가족 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어 난임 시술 여성들에게는 여전히 난임 검사 

및 치료비용 부담이 남아 있으므로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개선 노

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결과, 난임 상태에 부담 주는 사람이 있는지가 난임 관

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난임에 부담 주는 

사람이 있는 군이 없는 군에 비해 난임 관련 삶의 질이 유의하게 낮

았다. 이는 Park [19]의 연구에서 난임에 부담 주는 사람이 난임 스

트레스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난임에 부담을 주는 

사람이 있을 때 난임 스트레스가 높아진다고 설명한 맥락과도 관련

된다고 본다. 난임 스트레스는 난임 여성의 삶의 질에 주요한 영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되므로[11], 난임 상황에 부담을 주는 이

가 있을 때 난임 관련 스트레스가 증가되고, 나아가 여성의 삶의 질

이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임신과 출산의 의미를 중요하게 

여기는 가족 분위기와 남의 이목을 중시하는 한국인의 성향으로 난

임이라는 사실을 주변에 숨기고 주변의 지지 체계를 활용하지 않는 

경향 때문에 난임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난임에 부담을 주는 사람

이 많다고 느낄 수 있다. 따라서 난임이 부부뿐 아니라 가족이 함께 

돕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한 다각적인 노

력이 필요하다[10]. 이를 위해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난임 강

의나 프로그램, 자조 모임을 통해 올바른 정보와 인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난임 간호사들은 난임 대상자

의 면담과 치료에 참여할 때 이들의 심리·정서적 문제에 대한 민감

성을 높이고, 면밀한 사정을 통해 대상자의 문제를 조기에 찾아내

어 적절한 중재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배우자 지지는 불확실성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 

그리고 난임 관련 삶의 질과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

인되었고, 불확실성과 배우자 지지만을 포함한 회귀모형 1에서는 

난임 관련 삶의 질의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설명되었으나, 단변량에

서 난임 관련 삶의 질 관련 변인들로 설명된 일반적 특성들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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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귀모형 2에서는 유의성이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방암 여성

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가족 지지가 삶의 질에 유의한 상관관

계로 나타났지만, 통제변수를 포함한 회귀분석에서는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지 않은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30]. 이는 

다양한 측면의 해석이 가능하겠으나, 배우자 지지가 난임 여성의 삶

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기는 하지만 난임 여성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불확실성이나 다른 변수를 통하여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를 지닌 변수라는 것을 시사한다

고도 볼 수 있으며, 통제변수로 포함된 다른 변수의 영향이 배우자 

지지의 영향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초래된 결과일 수도 

있겠다. 따라서, 배우자 지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직·간접 효과, 혹

은 조절 효과 등을 규명하기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본

다. 더불어, 배란유도 방법 역시 회귀분석에서는 영향요인으로 나타

나지는 않았지만, 단변량 분석에서는 배란유도 방법에 따른 삶의 질

에 차이가 있었다. 즉, 자연배란 유도로 보조생식술을 받는 여성이 

과배란 유도로 보조생식술을 받는 여성보다 난임 관련 삶의 질 점수

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난소 기능 저하로 배란유도 주사에 

대한 반응이 저조한 여성이나 나이가 많은 여성에서 주로 자연배란 

유도를 이용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시행하게 되며[15], 이 경우 단지 

하나의 난자만이 배출되고, 난자 배출의 정확한 시기를 예측하기 어

렵기 때문에 시술 주기당 성공률도 10% 미만으로 낮기 때문이라고 

본다[15]. 따라서 임상에서는 자연배란 유도를 통한 보조생식술을 

받는 여성에게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 도시 소재 1개 기관의 외래 진료 환자를 편의 추출

하여 수집한 결과이므로 일반화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또한 자

가보고 형식에 의한 조사로 연구대상자들이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

는 솔직한 응답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보

조생식술을 받는 난임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여, 보조생식술 과정에 

있는 난임 여성의 불확실성과 삶의 질 정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

고, 이들이 경험하는 불확실성이 난임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준다

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난임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간호 중재에서 

불확실성의 중재가 중요하다는 중재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

구의 의의가 있다. 또한, 난임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

한 영향요인들을 규명하여, 난임 간호 중재 프로그램 적용의 고위

험군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

를 제공한 점에서 실무적 의의가 크다고 본다.

Conclusion 

본 연구는 보조생식술을 받는 여성의 불확실성과 배우자 지지가 난

임 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

과, 불확실성, 보조생식술 횟수, 주관적 건강 상태, 결혼 기간, 난임 

검사비용 부담, 난임에 부담 주는 사람 유무가 난임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난임 여성의 난임 관련 삶

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간호 실무 현장에서 보조생식술 시술 

여성의 불확실성 요소를 조기에 사정하여 해결해 줄 수 있는 중재

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질적 연구 등을 통하여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 여성이 느끼는 불확실성에 대한 깊이 있는 탐색 연구가 필요

하다고 본다. 또한 본 연구에서 유의한 변수로 설명된 일반적 특성 

및 난임 관련 특성을 고려한 대상자별 맞춤형 중재 프로그램을 개

발하고 첫 내원 시기부터 난임 치료 단계별로 맞춤형 중재를 제공

함으로써, 난임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향후 중재 프로

그램 개발과 적용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난임 여성의 불확실성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탐색을 위한 

질적 연구의 진행을 제언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난임 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고려

한 난임 간호 중재 프로그램 개발과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제

언한다.

셋째, 배우자 지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직·간접 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추후의 반복 연구를 제언한다.

넷째, 여러 지역의 다양한 병원에서 반복하여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결과 타당성 확보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반복 연구를 제언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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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maternal identity in 
pregnant women. 
Methods: Using a descriptive research design, a cross-sectional survey was conducted. In total, 127 
pregnant women were recruited from a tertiary hospital in Korea from January to April 2019. Mea-
surements included maternal identity, stress, depression, spousal and familial support, and demo-
graphic and obstetric characteristics.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he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using 
SPSS version 25.0. 
Results: The mean score for maternal identity was 131.15 out of 160, and the mean scores for stress, 
depression, and spousal and familial support were 14.59 (out of 40), 6.82 (out of 30), and 109.04 
(out of 132), respectively. Stress (r=–.38, p<.001), depression (r=–.37, p<.001), and spousal and fa-
milial support (r=.37, p<.001)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maternal identity. In multiple re-
gression analysis, stress (β=–0.27, p=.005) and spousal and familial support (β=0.23, p=.014)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factors influencing maternal identity in pregnant women (F=14.19, p<.001).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effective strategies to mitigate stress and to encourage spou-
sal and familial support in pregnant women. Such strategies could further enable pregnant women 
to enhance their maternal identity. 

Keywords: Pregnant women; Depression; Social support; Maternal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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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연구 필요성 

모성 정체성은 임부가 어머니로서의 자신과 태아와의 상호성에 기

초하여 모성 역할 행위를 인지하는 것으로[1], 이는 태아의 존재를 

인식하는 순간부터 형성되어 출산 후에도 지속적으로 발달된다[2]. 

여성에 있어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발달기적 사건으로

[3], 신체적 변화와 함께 정신적 및 사회적 변화를 초래하여, 임부

가 임신 기간 동안 이러한 다양한 변화에 대해 적절히 적응하는 것

이 매우 중요하다[3]. 

임부는 어머니로서의 새로운 역할과 수행에 대한 부담감, 또한 

신체상 및 호르몬 변화 등으로 인하여 불안, 걱정, 두려움, 우울 등 

부정적인 감정과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4]. 그러나 임신으로 

인한 임부의 다양한 심리적 변화는 정상 임부가 임신과정에서 겪는 

변화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임부의 심리·정신적 건강 문제로 발생

할 수 있는 변화이기도 하므로, 이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거나 

조기에 발견하기가 어려운 경향이 있다. 하지만 우울과 스트레스 

등 임부의 부정적인 심리·정신적 경험은 임부가 임신과 출산에 대

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기 어렵게 하고, 어머니가 되는 기쁨보다 이

를 상대적인 부담으로 느끼게 하여, 나아가 임부가 적절한 모성 정

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데 저해요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임부의 스

트레스와 우울 등 심리·정신적 건강 상태에 관심을 가지고, 이들의 

모성 정체성에 대한 영향 및 그 중요성을 파악하는 것 또한 필요하

다 할 것이다.

또한 임부의 배우자와 가족의 지지는 임신 중 여성이 정체성과 

자신의 삶의 의미를 수립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며, 임신 기간 성공

적으로 어머니가 되고자 하는 임부에게 원동력이 되어 준다[1]. 즉 

배우자와 가족의 지지는 임부에게 임신과 출산이라는 사건을 긍정

적으로 경험하게 하고, 임신과 관련된 스트레스와 어머니 됨에 대

한 부담감 등을 감소시켜 심리적 안녕감을 제공하며[5], 나아가 모

성 정체성을 발달시키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모성 정체성 관련 요인으로 임부의 나이

[6], 계획 임신 여부[7], 신체상[7], 자존감[8], 스트레스[8], 우울[6], 

사회적 지지[1] 등이 보고된 바 있다. 그러나 정상 임부를 대상으로 

우울과 스트레스 등의 심리적 요인과 배우자와 가족의 지지와 같은 

사회적 요인이 통합적으로 모성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연

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임신과 함께 정상적으로 발달되기 시

작하는 여성의 모성 정체성은, 내적으로 부정적인 심리·정신적 요

인은 감소시키고 외적으로 임신 전 과정 동안 긍정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배우자와 가족의 지지를 촉진하여, 임신 초기부터 관심을 

지니고 임신 전반에 걸쳐 적절한 형성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형성된 모성 정체성은 출산 후 여성 자신 뿐 아니라 태아와 가족에

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임부의 일반적 및 임신 관련 특성과 함께 이들

의 스트레스, 우울 및 배우자와 가족의 지지 정도를 확인하고, 궁극

적으로 임부의 모성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을 탐색하

고자 하며, 이를 통해 향후 임부의 모성 정체성 증진과 나아가 모성 

역할 적응을 돕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근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임부의 스트레스, 우울 및 배우자와 가족의 지지가 모성 

Summary statement

• What is already known about this topic?
Maternal identity is an important indicator of adaptation to pregnancy. The negative psychosocial experiences of pregnant 
women make it difficult to have a positive attitude towards pregnancy, and may also impede the proper development of mater-
nal identity. Stress, depression, emotional support from the husband, and social support are factors known to be related to ma-
ternal identity among postpartum women.

• What this paper adds
Maternal identity scores were lower in pregnant women who had experienced recurrent abortions than in other pregnant 
women. Maternal identity had negative correlations with stress and depression during pregnancy, and positive correlations with 
spousal and familial support in pregnant women. In particular, stress and spousal and familial support significantly influenced 
maternal identity in pregnant women.

• Implications for practice, education, and/or policy
Stress and spousal and familial support are expected to have important effects on whether the maternal identity of women 
flourishes during pregnancy. Therefore, comprehensive strategies should be established and implemented to decrease stress and 
to encourage spousal and familial support for pregnant women in order to enhance their maternal identity.



https://doi.org/10.4069/kjwhn.2020.03.17

Seo HJ et al. • Maternal identity of pregnant women

86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

음과 같다.

1) 임부의 스트레스, 우울, 배우자와 가족의 지지 및 모성 정체성의 

정도를 확인한다.

2) 임부의 일반적 및 임신 관련 특성에 따른 모성 정체성의 차이를 

검정한다.

3) 임부의 스트레스, 우울 및 배우자와 가족의 지지와 모성 정체성

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4) 임부의 모성 정체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한다.

Methods  

Ethics statement: This study was approved by the Institu-
tional Review Board of Ajou University Hosptal (IRB No. AJI-
RB-SBR-SUR-18-495). Informed consent was obtained from 
the subjects.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임부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우울, 배우자와 가족의 지지 

및 모성 정체성의 정도를 확인하고, 모성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수원 아주대학교병원 산부인과에서 규칙적으

로 산전 진찰을 받고 있는 임부를 대상으로 편의 표출하였다.

구체적 선정 기준은 1) 만 19세 이상의 기혼 여성, 2) 임신 15주 

이상(임신 2, 3삼분기)의 초임부와 경임부, 3)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4)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자로 정하였으며, 

제외 기준은 1) 임신 15주 미만(임신 1삼분기)의 임부, 2) 중증 기저

질환이 있거나 관련 약물을 복용 중인 자(신체적 및 정신적 질환 포

함), 3) 한국어를 읽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결혼 이민자 및 

외국인 임부로 하였다. 연구대상자 수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하

여, 유의수준 .05, 회귀분석에서 중등도 수준의 효과 크기(0.15), 검

정력 .80, 예측 가능 변수 8개를 적용하여 G*power 3.1 프리웨어를 

이용해 확인한 결과, 최소 표본의 수는 109명이었다. 선행연구[9]

에서의 탈락률 약 25%를 고려하여 136명의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배부된 설문지 중 131부가 회수되었으며, 불충분한 응

답의 설문지 4부를 제외하여 최종 127명 대상자의 자료를 연구의 

분석에 이용하였다.

연구 도구 

모성 정체성 

본 연구에서는 Kim과 Hong [10]이 개발한 임부의 모성 정체성 도구

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모성 정체성의 행위적 요인 20문항과 정서

적 요인 20문항의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항은 Likert 
4점 척도(‘아니다’ 1점, ‘매우 그렇다’ 4점)로 측정되고, 점수 가능 

범위는 40–16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예비 어머니로서 모성 정체

성이 높은 상태임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α=.93 이었으며[9],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92였다. 

스트레스 

지각된 스트레스는 Lee 등[11]이 Perceived Stress Scale [12]을 한국

어로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임부 및 산모

를 대상으로 타당도가 검증된 바 있다[13]. 이는 대상자가 최근 1개

월간 경험한 스트레스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지각하고 해석하는가

를 묻는 것으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항은 Likert 
5점 척도(‘전혀 없었다’ 0점, ‘매우 자주 있었다’ 4점)로 측정되고, 

점수 가능 범위는 0–4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스트레스

의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Lee 등[11]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82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5였다. 

우울 

우울은 Han 등[14]이 Edinburgh Postnatal Depression Scale [15]을 

한국어로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도구 개발 당시 본 

도구는 산후우울증에 대한 선별검사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나, 이후 

임신 중 우울에 대한 측정도구로서 국내외 연구에서 타당도를 확보

하여 이용된 바 있다[16]. 본 도구는 총 10문항의 Likert 4점 척도

(0–3점)로, 점수 가능 범위는 0–3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이 

심함을 의미한다. Han 등[14]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85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3이었다. 

배우자와 가족의 지지 

배우자와 가족의 지지는 Prenatal Psychosocial Profile [17] 도구를 

Kim [18]이 한국어로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

는 총 22개 문항으로 배우자의 지지 영역 11문항과 가족 및 친지의 

지지 영역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항은 Likert 6점 척도

(‘매우 불만족’ 1점, ‘매우 만족’ 6점)로 점수 가능 범위는 22–132점

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배우자와 가족의 지지 정도가 높은 것을 의

미한다. Kim [18]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97이었으

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95였다.  

일반적 및 임신 관련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및 임신 관련 특성으로, 나이, 임신 주수, 산과력, 

계획 임신 여부, 자연 임신 여부, 난임 시술 방법 및 횟수(해당되는 

경우), 임신 관련 합병증 유무 등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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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수집 

본 연구는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자료 수집을 진행하였다. 연구

진행을 위하여 병원 간호부와 산부인과 주치의의 허락을 받았으

며, 해당 병원 산부인과 외래를 방문한 임부 중 연구대상자 선정기

준에 부합되는 자를 편의 표출하였다. 본 연구자와 함께 훈련된 간

호사 1명이 연구의 목적과 방법, 연구대상자에 대한 윤리적 측면의 

보호를 설명하고, 자발적 서면 동의를 취득한 후, 대상자에게 자가

보고형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설문지 작성 시간은 약 20분 소요되

었다.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ver. 25.0 프로그램( IBM 

Corp., Armonk, NY, USA)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임부의 일반적 및 임신 관련 특성, 스트레스, 우울, 배우자와 가

족의 지지 및 모성 정체성 정도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

차로 분석하였다.

2) 임부의 일반적 및 임신 관련 특성에 따른 모성 정체성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를 이용해 분석하였고, 사

후검증으로 Scheffé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임부의 스트레스, 우울 및 배우자와 가족의 지지와 모성 정체성

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4) 임부의 모성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단계적 다중회귀분

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Results 

임부의 일반적 특성과 임신관련 특성 

전체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만 33.20±4.03세였으며, 연령의 범위

는 24–45세였다. 고령 임부의 기준인 만 35세를 기준으로 나누었

을 때, 만 35세 미만은 80명(63.0%), 만 35세 이상은 47명(37.0%)

이었다. 평균 임신 주수는 29.19±6.20주였으며, 임신 15–28주까

지의 임신 2삼분기는 55명(43.3%), 임신 29주 이상의 3삼분기는 

72명(56.7%)이었다. 분만력에 따라, 초산모는 76명(59.8%), 경산

모는 51명(40.2%)이었고, 과거 유산 경험이 있는 경우는 38명

(29.9%)이었는데, 이 중 습관성 유산인 경우는 5명이었다. 계획된 

임신은 90명(70.9%)이었으며, 자연 임신이 된 경우는 88명

(69.3%), 난임 시술을 받은 경우 39명(30.7%)으로 나타났다. 난임 

시술자의 경우 시술 방법으로는, 체외수정 28명(71.8%), 인공수정 

8명(20.5%), 배란유도는 3명(7.7%)이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난임 

시술 횟수는 1회 시술한 경우 22명(66.6%), 2–4회 시술한 경우 9명

(27.3%), 5회 이상의 경우 2명(6.1%)이었다(무응답 제외). 임신 관

련 합병증을 진단받은 경우는 69명(54.3%)이었다(Table 1). 

임부의 스트레스, 우울, 배우자와 가족의 지지 및 모성 정체성 

정도 

연구대상자의 스트레스 점수는 40점 만점 중 평균 14.59±5.56점

이었다. 우울 점수는 30점 만점 중 평균 6.82±4.61점이었으며, 정

상군(9점 이하)은 97명(76.4%), 우울군(10점 이상)은 30명(23.6%)

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와 가족의 지지 점수는 132점 만점 중 평균 

109.04±17.19점이었으며, 하위 요인으로 배우자의 지지는 평균 

56.16±9.47점(66점 만점), 가족 및 친지의 지지는 평균 52.88±

10.38점(66점 만점)이었다.

연구대상자의 모성 정체성 점수는 160점 만점 중 평균 131.15±

15.38점이었으며, 하위 요인으로 행위적 요인은 62.82±10.02점(80
점 만점), 정서적 요인은 66.33±8.11점(80점 만점)이었다(Table 2).  

임부의 일반적 및 임신 관련 특성에 따른 모성 정체성의 차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및 임신 관련 특성에 따른 모성 정체성은 습

관성 유산 여부와 난임 시술 방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1). 

습관성 유산 경험이 있었던 임부(114.40±25.74점)는 그렇지 않

은 임부(131.84±14.57점)에 비해 모성 정체성이 유의하게 낮았으

며(t=–2.54, p=.012), 난임 시술 방법에 따라 배란유도로 임신한 경

우(115.33±7.77점)가 체외수정(135.96±11.56점)에 비해 모성 정

체성이 유의하게 낮았다(χ2=6.16, p=.046). 

임부의 스트레스, 우울, 배우자와 가족의 지지 및 모성 정체성의 

상관관계 

모성 정체성과 주요 연구 변수인 스트레스, 우울 및 배우자와 가족

의 지지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임부의 모성 정체성은 스트레스(r=–.38, p<.001) 및 우울(r=–

.37, p<.001)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배우자와 가족

의 지지(r=.37, p<.001)와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임부의 모성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임부의 모성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본 연

구의 주요한 독립변수인 스트레스, 우울 및 배우자와 가족의 지지

와 함께 단변량 분석에서 모성 정체성과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설명된 특성인 습관성 유산 여부와 난임 시술 방법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분석

의 가정을 검정하기 위해 다중공선성, 잔차, 특이값 등을 확인하였

다. Durbin-Watson을 이용하여 오차의 자기상관을 검정한 결과 

1.74로 자기상관의 문제는 없었고, 공차한계(tolerance)의 범위는 

0.39–0.99로 1.0 이하, 0.1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분산팽창인자

(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기준치인 10보다 크지 않으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잔차의 가정을 충족

하기 위한 검정 결과 선형성, 오차항의 정규성, 등분산성의 가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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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fferences in maternal identity according to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N=127)

Variable Categories n (%) Mean±SD t, χ2 or F p

Age (year) <35 80 (63.0) 130.63±16.91 –0.54 .59
≥35 47 (37.0) 132.04±12.47

Gestational age Second trimester 55 (43.3) 128.91±18.18 –1.38 .172
Third trimester 72 (56.7) 132.86±12.71

Parity Primipara 76 (59.8) 132.78±15.10 1.46 .146
Multipara 51 (40.2) 128.73±15.62

History of abortion Yes 38 (29.9) 130.63±18.75 –0.25 .805
No 89 (70.1) 131.37±13.81

Recurrent abortions Yes 5 (3.9) 114.40±25.74 –2.54 .012
No 122 (96.1) 131.84±14.57

Planned pregnancy Yes 90 (70.9) 132.46±15.20 1.50 .136
No 37 (29.1) 127.97±15.56

Pregnancy method Spontaneous 88 (69.3) 130.41±15.94 –0.81 .417
Artificial insemination 39 (30.7) 132.82±14.10

Types of fertility treatment† In vitro fertilizationa 28 (71.8) 135.96±11.56 6.16 .046
Intrauterine inseminationb 8 (20.5) 128.38±18.77  c<a‡

Ovulation inductionc 3 (7.7) 115.33±7.77
Number of fertility treatments†,§ 1 22 (66.6) 132.64±15.44 1.38 .501

2–4 9 (27.3) 136.67±10.59
≥5 2 (6.1) 144.00±1.41

Obstetrical complications Yes 69 (54.3) 131.78±15.38 0.50 .615
No 58 (45.7) 130.40±15.48

†Nonparametric test, ‡Scheffé test, §Excluded no response.

Table 2. Participants’ stress, depression, spousal and familial support, and maternal identity (N=127)

Variable Categories n (%) or Mean±SD Range
Stress 14.59±5.56 0–40
Depression No (<10) 97 (76.4)

Yes (≥10) 30 (23.6)
Total 6.82±4.61 0–30

Spousal and familial support (total) Support from spouse 56.16±9.47 11–66
Support from family and friends 52.88±10.38 11–66
Total 109.04±17.19 22–132

Maternal identity (total) Behavioral factor 62.82±10.02 20–80
Emotional factor 66.33±8.11 20–80
Total 131.15±15.38 40–160

Table 3. Relationships among stress, depression, spousal and familial support, and maternal identity (N=127)

Variable
r (p)

Stress Depression Spousal and familial support Maternal identity
Depression .75 (< .001) 1
Spousal and familial support –.50 (< .001) –.57 (< .001) 1
Maternal identity –.38 (< .001) –.37 (< .001) .37 (< .00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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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하였으며, 영향력 분석을 위해 Cook’s distance 통계량을 이용

해 분석한 결과 1.0을 초과하는 값이 없어 특이값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회귀식의 가정이 모두 충족되어 본 회귀분석의 

결과를 신뢰할 수 있었다. 

다중회귀분석의 결과, 임부의 모성 정체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은 스트레스(β=–.27, p=.005)와 배우자와 가족의 지지

(β=.23, p=.014) 순이었다. 즉,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배우자와 가

족의 지지가 높을수록 임부의 모성 정체성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본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14.19, p<.001), 모

형의 설명력은 17%였다(Table 4). 

Discussion 

본 연구는 임부를 대상으로 모성 정체성 정도를 파악하고, 모성 정

체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여, 향후 임부의 모

성 정체성 증진과 나아가 모성 역할 적응을 돕기 위한 중재 프로그

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되었다. 

본 연구결과, 임부의 모성 정체성은 평균 131.2점(160점 만점)으

로 중등도 이상이었으며,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임신성 당뇨 임

부를 대상으로 측정한 선행연구[19]의 127.8점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1개 지역 대학병원에 내원하

는 임부였으며 이들 중 난임 시술을 받은 자가 30.7%, 임신 관련 

합병증을 진단받은 경우가 54.3%로 정상 임부가 함께 포함 조사되

었음을 고려할 때, 특정 임신 합병증(임신성 당뇨)을 지닌 임부를 

대상으로 모성 정체성을 측정한 선행연구와 비슷하거나 다소 상회

하는 수준인 것으로 생각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임신 관련 특성에 따른 모성 정체성의 차이를 분

석한 결과, 모성 정체성은 습관성 유산 여부와 난임 시술 방법에 따

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3회 이상 유산 

경험이 있는 습관성 유산 임부는 그렇지 않은 임부에 비해 모성 정

체성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습관

성 유산을 진단받은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스트레스가 

높고, 긍정적 정서는 낮게 인지하며 부정적 정서를 높게 인지한다

는 결과[20]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유산을 경험한 

임부를 대상으로 일상적인 산전 간호와 함께 심리적 적응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적용하였을 때 모성 역할 자신감을 높였다는 선행연구

[21]를 고려할 때, 습관성 유산 경험이 있는 임부가 스트레스를 낮

추고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

들에게 모성 정체성 및 모성 역할 자신감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되며, 관련 중재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난임 시술 방법과 관련해서는, 체외수정을 시행받은 임부가 배란유

도를 시행받은 임부보다 모성 정체성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난임 시술 방법과 관련하여 모성 정체성을 측정한 선행연

구는 없어 직접 비교는 어려우나, 난임 시술을 받은 임부의 태아에 

대한 애착이 우울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에 있고 우울이 태아 애

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선행연구[6]를 고려할 때, 특

정 난임 시술 임부의 심리적 정서를 조기에 파악하고 이들의 심리

적 안녕을 돕기 위한 적절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이는 난임 임부

의 모성 정체성 및 나아가 태아 애착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여

겨지며, 향후 난임 관련 임부를 대상으로 모성 정체성을 비롯한 사

회심리적 관련 변수를 파악하고자 하는 지속적 연구의 시도가 필요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임부의 모성 정체성은 스트레스 및 우울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또한 임부의 배우자와 가족의 지지와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산후 6개월 이내 산모를 대

상으로 한 선행연구[22]에서 우울이 높을수록 모성 정체성이 낮다

고 보고한 결과나, 산후 4–6주 이내 산모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23]에서 우울과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모성 정체성이 낮고,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모성 정체성이 높다고 밝힌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할 수 있다. 기존의 모성 정체성 관련 연구들은 주로 산모를 대상으

로 진행되어 왔으나, 본 연구에서 임부의 모성 정체성 역시 산모의 

모성 정체성과 마찬가지로 스트레스, 우울 및 배우자와 가족의 지

지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하겠

다. 모성 정체성은 여성이 임신과 동시에 모성으로서의 자신을 인

식하고 적응하는 것으로, 긍정적 모성 정체성 형성을 위해서는 임

부의 모성 정체성 관련 요인들을 파악하고 이들을 중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초임부를 대상으로 모성 정체

성 발달 중재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을 때 출산 후에도 이들의 모성 

정체성과 모성 역할 자신감이 지속적으로 높았던 것으로 보고된 바 

있어[24], 여성의 임신기부터 긍정적 모성 정체성의 형성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임부의 모성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

들을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한 결과, 임부의 스트레스와 함께 배우

자와 가족의 지지가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Table 4. Factors influencing maternal identity in pregnant women (N=127)

Variable B SE β t p

(Constant) 119.15 11.54 10.33 < .001
Stress –0.73 0.26 –.27 –2.84 .005
Spousal and familial support 0.21 0.08 .23 2.49 .014

R2 = .19, Adjusted R2 = .17, F(p)=  14.19(<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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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가 낮을수록, 배우자와 가족의 지지가 높을수록 모성 정체

성이 증가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임신성 당뇨 임부에게 스트레스 

관리를 포함한 통합적 자가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을 때 이들의 

모성 정체성 향상에 유의한 효과가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25]. 이

와 같이 산부인과 외래에서 기존에 통상적으로 시행하는 임부와 태

아의 신체적 상태 확인과 관리에 더불어, 임부의 심리적 요인, 특히 

스트레스 관리를 포함한 중재 프로그램의 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생

각되며, 이는 나아가 모성 정체성을 유의하게 증진시킬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임부의 모성 정체성에 유의한 영

향요인으로 밝힌 배우자와 가족 지지의 경우, 선행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태아 애착의 유의한 영향요인이 되며[26] 또한 모성 역할 

적응의 유의한 영향요인[27]으로도 보고된 바 있어, 이들과 같은 

맥락임을 알 수 있다. 미숙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 중

재를 제공한 선행연구[28]에서는 이러한 중재가 모성 역할 자신감 

향상에 유의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배우자와 가족의 지

지는 임부의 긍정적인 모성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요인으로, 향

후 임부의 친밀한 지지체계인 배우자를 비롯해 가족 및 친지의 적

극적 지지를 격려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중재 

전략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반면, 본 연구에서 앞서 대상자의 임신 관련 특성에 따른 모성 정

체성 차이 검증 시 유의한 변수였던 습관성 유산 여부 및 난임 시술 

방법과, 상관관계 분석에서 유의한 변수였던 우울의 경우, 본 회귀

분석을 통한 결과에서는 모성 정체성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서 규

명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과거 산모를 대상으로 우울이 모성 역할 

적응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도출되지 않았음을 보고한 선행연구

[23]와, 반대로 우울을 모성 역할 적응 및 모성 정체성의 주요한 영

향요인으로 보고한 연구들[27]이 공존함을 고려할 때, 향후 모성 

정체성의 다양한 관련 요인들을 고려하여 지속적 반복 연구를 통한 

규명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 대학병원 산부인과에 내원하는 임부를 대상으로 

하여 모성 정체성과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한 횡단적 조사연구로

서 연구결과의 일반화 및 변화의 양상을 파악하는 데에 제한점이 

있으며, 또한 연구도구 사용에 있어 비록 임부를 대상으로 타당도

가 검증되었다 할지라도 기존의 산후우울 측정도구 및 일반적 스트

레스 측정도구를 사용한 점을 제한점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본 연구는 과거 산모를 대상으로 한 모성 정체성 관련 연구

에서 나아가, 모성 정체성의 발달 초기가 될 임부의 심리·정신적 

및 사회적 측면에서의 우울과 스트레스 및 배우자와 가족의 지지가 

모성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스트레스

와 배우자 및 가족의 지지가 정상 임부에서의 유의한 모성 정체성 

영향요인임을 밝힘으로써, 향후 임부의 모성 정체성 증진 및 모성 

역할 적응을 돕기 위한 간호중재 개발의 근거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Conclusion 

본 연구는 임부의 모성 정체성 정도를 파악하고 모성 정체성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고자 시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임부의 모성 정체성 정도는 중등도 이상의 수준을 보였고, 스트레

스, 우울 및 배우자와 가족의 지지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특히 모성 정체성은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배우자와 가족의 지지가 

높을수록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

로 임부의 모성 정체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이들 변수를 고려한 간

호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향후 임부의 모성 정체성과 

나아가 여성의 모성 역할 증진 및 태아 애착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1개 지역 대학병원에 내원하는 임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나, 추후 국내 다양한 지역의 대상자 수집을 통해 임신

의 초기 과정부터 추후 출산 이후에 이르기까지 각 시기에 따른 모

성 정체성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하는 종단적 연구가 필요할 것

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차이 검증 및 상관관계 분석 시 유의하였

으나 회귀분석에서는 제외되었던 습관성 유산 여부 및 난임 시술 

방법과 우울 변수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관련 요인들을 고려한 모

성 정체성 영향 요인에 대한 반복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모성 정체성의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난 스트레스 및 

배우자와 가족의 지지를 고려한 임부의 모성 정체성 증진 프로그램

의 개발 및 효과 평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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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unmet healthcare needs among man and woman 
one-person households and to explore related factors by gender. 
Methods: Data were drawn from the 2017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
vey. The final sample consisted of 820 one-person households. The statistical analysis, conducted in 
SPSS version 20.1, included complex sampling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the chi-square test, 
and logistic regression. 
Results: The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women in one-person household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ose of men in one-person households. Women in single-person 
households were mainly in their 70s or older and married, and they tended to have a low education 
level, low income, and no formal occupation. Unmet healthcare needs were experienced by 17.3% of 
women in one-person households and 13.5% of men in one-person households, which was no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χ2=2.17, p=.139). Factors related to unmet healthcare needs were 
subjective health status and unmet dental care needs in single-person-household men. By contrast, 
having experienced impairment within the past year, stress, and unmet dental care needs were fac-
tors related to unmet healthcare needs in single-person-household women. 
Conclusion: As one-person households become increasingly common, more attention needs to be 
paid to them and our understanding of them needs to be improved. Women in one-person house-
holds, in particular, are especially vulnerable, as they experience more unmet healthcare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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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연구 필요성 

1인 가구는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의 생계를 유지하는 가

구를 말한다[1]. 전통적으로 가족, 가구의 개념은 부부와 그 자녀로 

구성된 가족의 형태를 떠올리지만, 저출산과 고령화, 취업난, 이

혼·비혼 증가로 1인 가구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

구의 형태가 되었다. 혼자 사는 가구 비율은 2000년 15%에 불과했

지만, 2018년 29.3%를 차지하였으며,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는 

32%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2].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2047년

에는 전국 평균 1인 가구 비율을 37.3%로 전망하였다[1]. 1인 가구

가 우리 사회에서 주된 가구 유형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공적인 정

책이나 민간 영역에서의 의사 결정에서 1인 가구원을 새로운 주체

자 또는 대상자로 고려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인 가구의 특성이나 

취약점, 건강 요구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정보가 필요하다.

1인 가구가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사회구조의 

변화와 경제적 여건으로 인한 비자발적 동기로 인해 발생되는 경우

가 많은데[3], 특히 이러한 경제적 여건과 이혼 및 사별 등으로 인

해 1인 가구가 된 경우는 다인 가구에 비해 직업의 안정성 및 소득 

수준, 주거 사정, 건강 상태 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다

[3,4]. 청년, 중년, 노년층으로 구분하여 1인 가구와 다인 가구 간의 

특성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1인 가구원이 전 생애주기에서 다인 

가구 구성원에 비해 낮은 건강 수준을 나타냈다[4]. 전 연령층에서 

혼자 사는 가구원은 신체적 건강 수준이 낮으며, 우울감이나 자살

생각 등 정신건강 측면에서도 매우 열악하였고, 특히 청년층 1인 

가구원은 높은 흡연율과 음주율을 나타내 건강 관리의 필요성이 부

각되었다[4,5]. 

한편, 1인 가구는 혼자 독립적으로 취침 등의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라는 공통점 이외에는 동질적으로 보기 어려운 다양한 속성을 

가진 집단이다[3-5]. 이들은 성별, 세대별로 1인 가구가 된 동기도 

다양하고, 이들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상황도 상이하며 어려움을 

겪는 문제, 사회·복지정책 수요도 다양하다[6].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 형태에 따른 과일·야채 

식이 패턴을 분석한 한 연구[7]에서 1인 가구 남성은 미혼의 비율

이 41.5%인 반면에 1인 가구 여성은 기혼인 경우가 90%이며, 1인 

가구 남성의 가구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42.3%인 반면 

여성 1인 가구는 100만 원 미만이 70%로 여성 1인 가구에서 저소

득층이 더 많았다. 나이, 가구, 소득, 김치 섭취 등을 보정한 후에도 

여성 1인 가구원은 남성 1인 가구원에 비해 과일과 야채 섭취율도 

더 저조하였다[7]. 1인 가구를 미혼과 기혼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삶의 만족감에 관련 요인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결혼 여부와 관계없

이 1인 가구의 삶의 만족감은 낮았으며 특히 기혼 1인 가구는 상대

적으로 더 낮은 삶의 만족감을 보였다[8]. 

한편, 개인이 스스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

거나 의료 전문가가 의료 서비스의 필요성을 판단했음에도 불구하

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지연되는 것을 미충족 의

료(unmet healthcare needs)라고 정의한다[9,10]. 충족되지 않은 의

료 수요가 증가하였을 때 질병의 심각성이 커지고, 합병증의 가능

성이 높아지며, 건강에 취약한 인구 집단에서는 사망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5,11]. 미충족 의료는 가용성(availability), 접근성(ac-
cessibility), 수용성(acceptability)의 측면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는데[5], 가용성 측면에서는 병원의 대기 시간이 길거나 거주지

역에 의료 자원이 충분하지 않아서 필요할 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포함되며, 접근성은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얻는 경제

적 능력이 부족하거나 의료기관까지의 교통의 편의에 관련된 측면

이다. 마지막으로 수용성 측면에서 환자가 스스로 건강 문제를 무

시하거나,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른다거나, 의사에 대한 반감이나 두

려움 등으로 인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생각

할 수 있다[5,11,12]. 또한 여성의 건강 수준은 일반적으로 동일한 

연령과 환경에서 남성에 비해 취약하다는 것이 많은 연구를 통해 

나타나고 있으며[6,13-15], 1인 가구에 있어서도 역시 여성의 주관

적 건강 인지나 정신건강 건강 행태는 남성에 비해 취약하다고 알

Summary statement

• What is already known about this topic?
Single-person households are rapidly emerging as a major type of family structure in Korea, but the physical and mental health 
conditions of people who live in single-person households are known to be relatively unfavorable. Women’s health is also gen-
erally considered to be worse than that of men.

• What this paper adds
We found that women in one-person households were more vulnerable, as they experienced more unmet healthcare needs.

• Implications for practice, education, and/or policy
The findings will provide basic data for developing a health promotion program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one-person 
households. These results will be especially useful for making policies regarding women in one-person househo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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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져 있다[16,17]. 

보건과 건강 분야에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살펴

보면, 주로 1인 가구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거나[3-6] 신체적, 정

신적인 건강 및 식이를 포함한 건강 행태[6-8,13,18], 그리고 의료 

이용[5,11,14]을 파악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1인 가구의 남성과 여

성의 성별에 따라 건강 문제나 의료 이용을 분석하여 비교한 연구

는 전무한 실정이며, 선행연구에서는 1인 가구의 다양한 인구사회

학적 특성을 변수별로 구분하여 파악해볼 것을 지적하고 있다[3-

6]. 특히 성별의 변수는 사회경제적인 수준이나 건강의 측면에서 

중요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로 나타나므로[6], 보다 포괄적인 이해

를 위해서는 동일한 1인 가구 집단에서도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그 특성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미충족 의료

는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인데, 선행연

구에서 알려진 바와 같이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행태의 취약

성이 미충족 의료라는 의료 이용의 차원에서도 여전히 존재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1인 가구라는 인구학적 특성 하

에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미충족 의료에 대해 비교할 필요가 

있으며, 건강 상의 불평등이 존재한다면 향후 이를 개선하기 위하

여 관련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1인 가구원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라 미충족 의료의 실태와 관련 요

인을 파악하고자 연구되었으며, 추후 질병의 조기 발견과 질병 예

방을 위한 의미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1인 가구원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미충족 의료의 

특성을 파악하고 관련된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원의 성별에 따라 일반적 특성과 건강 관련 특성의 차

이를 비교한다.

2) 1인 가구원의 성별에 따라 미충족 의료 및 이유의 차이를 비교

한다.

3) 1인 가구원의 성별에 따라 미충족 의료의 차이를 보이는 변수를 

비교한다.

4) 1인 가구원의 성별에 따른 미충족 의료 관련 요인을 파악한다.

Methods 

Ethics statement: This study was secondary analysis of an 
existing national dataset and the data were received in 
anonymous format. As such, Institutional Review Board 
approval was not sought but the study adhered to princi-
ples of the Helsinki Declaration.

연구 설계 

본 연구는 1인 가구를 구성하는 구성원을 대상으로 남녀 성별에 따

른 미충족 의료의 특성을 파악하고 관련된 요인을 확인하고자 수행

된 서술적 조사연구로 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 2차년인 2017년도 

자료를 이차 분석한 연구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 대상은 2017년 1월에서 12월까지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

한 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 2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총 8,127명 중

에 만 19세 이상의 성인인 동시에 1인 가구원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즉, 19세 이상이며 “세대 유형은 다음 중 무엇에 해당합니

까?”라는 질문에 1인 가구를 선택한 응답자를 성인 1인 가구로 분

류하여 최종적으로 만 19세 이상 1인 가구원 820명의 응답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변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은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건강설문조사 중 

연령, 거주 지역, 결혼 상태, 교육 수준, 가구 소득, 직업에 대한 자

료를 사용하였다. 연령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거주 지

역은 도시와 시골로 분류하였고, 결혼 상태는 미혼과 기혼으로 분

류하였다. 교육 수준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이상으로 분류하였고, 가구 소득은 개방형으로 

작성된 가구총소득을 월평균 가구 균등화 소득에 따라 4개의 군으

로 등분하여 하, 중하, 중상, 상의 네 그룹으로 분류하였으며, 직업

은 유, 무로 분류하였다.

건강 관련 특성 

건강 관련 특성은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건강설문조사 중 월간 음주

율, 현재 흡연율, 주관적 건강인지, 손상, 건강검진 수진, 암 검진 

수진, 치과 미충족 의료, 스트레스 인지, 우울감 경험, 자살 생각 자

료를 사용하였다. 음주는 월간 음주율에서 평생 비음주와 최근 1년

간 월 1잔 미만의 음주는 비음주, 최근 1년간 월 1잔 이상의 음주는 

음주로 분류하였다. 흡연은 현재 흡연율에서 비흡연과 과거 흡연은 

비흡연, 현재 흡연은 흡연으로 분류하였다. 주관적 건강 인지는 주

관적 건강 상태에서 매우 좋음과 좋음은 좋음, 보통은 보통, 나쁨과 

매우 나쁨은 나쁨으로 분류하였고, 손상은 1년간 손상 발생 여부를 

‘예’와 ‘아니오’로 분류하였다. 건강검진과 암 검진은 최근 2년 동

안 건강검진과 암 검진 수진 여부를 ‘예’와 ‘아니오’로 분류하였고, 

치과 미충족 의료는 최근 1년 동안 치과 진료가 필요하였으나 받지 

못한 경험 유무를 ‘예’와 ‘아니오’로 분류하였다. 스트레스 인지는 

스트레스 인지율에서 ‘스트레스 적게 느낌’은 ‘아니오’, ‘스트레스 

많이 느낌’은 ‘예’로 분류하였다. 우울감은 2주 이상 연속 우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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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를 ‘예’와 ‘아니오’로 분류하였고, 자살 생각은 1년간 자살 생

각 여부를 ‘예’와 ‘아니오’로 분류하였다. 

미충족 의료 

미충족 의료는 국민건강영양조사 건강설문조사의 의료 이용 자료

를 사용하였다. 미충족 의료는 최근 1년 동안 병의원(치과 제외) 진

료가 필요하였으나 받지 못한 경험 유무를 ‘예’와 ‘아니오’로 분류

하였고, 미충족 의료 이유는 진료가 필요하였으나 받지 못한 주된 

이유를 ‘시간이 없어서’, ‘증상이 가벼워서’, ‘경제적인 이유’, ‘기

타’로 분류하였다.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국민의 건

강 행태, 만성질환 유병 현황, 식품 및 영양섭취 실태에 관한 법정

조사인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수집한 제7기 2차년도 조사자료를 

이용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건강설문조사와 검진조사는 

이동검진센터에서 실시하였으며 영양조사는 대상 가구를 직접 방

문하여 실시하였고, 건강설문조사의 교육 및 경제활동, 이환, 의료 

이용 항목, 영양조사의 전체 항목은 면접 방법으로, 건강설문조사 

항목 중 흡연, 음주 등 건강 행태 영역은 자기보고 방식으로 조사하

였다. 지난 1년간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늦게 받은 

적이 있는가를 질문하여 미충족 의료로 간주하였다. 본 연구자들은 

위와 같이 수집된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질병관리본부 홈페이

지에서 제시하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파일로 제공받아 이용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가가 직접 공공복리를 위해 수행하는 연

구조사이며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통계법을 준수하여 조사자

료에서 개인을 추정할 수 없도록 비식별 조치된 자료만을 제공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의 엄격한 자료 관리 하에 학술연구 등의 목적

에 한해서는 해당 자료의 제한적 활용이 허용된다. 본 연구자들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밝히고 학술적 목적으로 제공되는 국민건강영

양조사 원시자료를 받아 이용지침에 따라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2017년 원시자료로 제공된 자료를 사

용하였으며 자료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ver. 20.0 (IBM Corp., 

Armonk, NY, USA)을 이용하였다. 복합표본설계 요소를 반영하여 

분석하도록 하는 분석지침에 따라 수행하였으며 자료의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층, 집락 및 해당 조사영역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이용하도록 함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1인 가구 남성 가구원과 여성 가구원의 일반적 특성 및 건강 관

련 특성의 차이는 복합표본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2) 1인 가구 남성 가구원과 여성 가구원의 미충족 의료 및 이유의 

차이는 복합표본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3) 1인 가구 남성 가구원과 여성 가구원의 일반적 특성 및 건강 관련 

특성에 따른 미충족 의료 실태는 복합표본 교차분석을 실시하였

다.

4) 1인 가구 남성 가구원과 여성 가구원의 미충족 의료 관련 요인

은 복합표본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Results 

성별에 따른 1인 가구원의 일반적 특성과 건강 관련 특성의 차이 

성별에 따른 1인 가구원의 일반적 특성과 건강 관련 특성의 차이는 

Table 1과 같다. 남성 1인 가구원의 연령은 20대가 24.0%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여성 1인 가구원은 70세 이상이 41.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χ2=148.57, p<.001). 결혼 상태는 남성 1인 가구원

은 미혼이 62.9%로 기혼에 비해 높게 나타난 반면 여성 1인 가구원

은 기혼이 74.1%로 미혼에 비해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χ2=112.63, p<.001). 교육 수준에서도 남성 1인 가구원은 대학 졸

업 이상이 42.8%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여성 1인 가구원은 초등

학교 졸업 이하가 45.5%로 가장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χ2=117.36, p<.001). 가구 소득은 남성 1인 가구원과 여성 1인 가

구원 모두에서 ‘하’인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남성 1인 가구

원은 ‘하’ 33.5%, ‘상’ 20.4%, 여성 1인 가구원은 ‘하’ 51.4%, ‘상’ 

6.0%로 여성 1인 가구원이 남성 1인 가구원에 비해 저소득층 비율

이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χ2=47.34, p<.001). 직업을 가진 경

우는 남성 1인 가구원에서는 65.6%인데 비해 여성 1인 가구원에서

는 48.7%로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χ2=22.35, p= .002). 

건강 관련 특성의 차이를 살펴보면 남성 1인 가구원의 경우 음

주, 흡연의 비율이 77.0%, 48.0%로 여성 1인 가구원의 41.1%, 

8.1%보다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χ2=108.02, p<.001; 

χ2=153.68, p<.001). 자신의 건강을 나쁘다고 인지하는 경우가 남

성 1인 가구의 경우 22.6%인데 비해 여성 1인 가구원의 경우 

36.5%로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χ2=22.77, p<.001). 

치과 미충족 의료는 여성 1인 가구원이 35.3%로 남성 1인 가구원의 

23%보다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χ2=14.74, p<.001). 그러나 여

성 1인 가구원의 경우 암 검진 수진율은 52.36%로 남성 1인 가구원

의 34.3%에 비해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χ2=25.83, p<001). 우

울감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 1인 가구원은 22.0%, 남성 1인 

가구원은 14.4%로 여성 1인 가구원에서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

다(χ2=7.82, p<.001). 

성별에 따른 1인 가구원의 미충족 의료 및 이유 

미충족 의료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 1인 가구원의 경우 

17.3%로 남성 1인 가구원의 13.5%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이는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χ2=2.17, p=.139). 반면, 미충족 의료 

이유는 남성 1인 가구원은 시간 부족이 59.5%로 가장 많고, 증상이 

가벼워서가 23.0%로 두 번째로 많았으나, 여성 1인 가구원은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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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and health-related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820)

Variable     Categories
Men (n† =333) Women (n† =487)

χ2 (p)
n† % (SE) n† % (SE)

Age (year) 19–29 52 24.0 (5.1) 33 14.1 (3.1) 148.57 (< .001)
30–39 47 20.3 (3.4) 21 6.8 (1.5)
40–49 48 16.3 (2.2) 22 6.1 (1.3)
50–59 61 16.9 (2.3) 57 12.7 (1.9)
60–69 62 13.2 (2.4) 116 18.5 (1.8)
≥70 63 9.4 (1.3) 238 41.8 (3.1)

Residential area Rural 61 17.2 (5.6) 126 21.2 (3.7) 2.14 (.502)
Urban 272 82.8 (5.6) 361 78.8 (3.7)

Marital status Married 169 37.1 (3.7) 412 74.1 (3.6) 112.63 (< .001)
Unmarried 164 62.9 (3.7) 75 25.9 (3.6)

Education ≤Elementary school 61 11.5 (2.2) 250 45.5 (3.4) 117.36 (< .001)
Middle school 39 10.9 (2.0) 52 11.3 (1.4)
High school 102 34.8 (5.2) 79 19.6 (2.2)
≥University 112 42.8 (5.3) 69 23.5 (3.5)

Household income Low 136 33.5 (4.6) 285 51.4 (3.5) 47.34 (< .001)
Low middle 74 22.1 (2.9) 106 21.8 (2.2)
Upper middle 59 23.9 (3.6) 69 20.8 (2.8)
High 64 20.4 (3.4) 22 6.0 (1.3)

Occupation Yes 177 65.6 (4.2) 186 48.7 (3.3) 22.35 (.002)
No 137 34.4 (4.2) 264 51.3 (3.3)

Drinking Yes 238 77.0 (2.3) 161 41.1 (3.3) 108.02 (< .001)
No 91 23.0 (2.3) 318 58.9 (3.3)

Smoking Yes 156 48.0 (3.1) 29 8.1 (1.6) 153.68 (< .001)
No 172 52.0 (3.1) 450 91.9 (1.6)

Perceived health status Poor 78 22.6 (2.5) 177 36.5 (2.6) 22.77 (< .001)
Ordinary 160 52.9 (2.8) 211 48.9 (2.8)
Good 78 24.5 (2.6) 63 14.6 (2.0)

Impairment Yes 20 5.9 (1.6) 42 8.3 (1.3) 1.57 (.296)
 No 296 94.1 (1.6) 407 91.7 (1.3)

Health examination Yes 194 59.8 (3.3) 283 63.8 (2.3) 1.26 (.322)
No 122 40.2 (3.3) 167 36.2 (2.3)

Cancer screening Yes 132 34.3 (2.9) 250 52.6 (3.0) 25.83 (< .001)
No 184 65.7 (2.9) 200 47.4 (3.0)

Unmet dental needs Yes 84 23.1 (2.4) 179 35.3 (2.6) 14.74 (.001)
No 244 76.9 (2.4) 300 64.7 (2.6)

Stress Yes 101 32.0 (2.7) 127 29.4 (2.6) 0.66 (.481)
No 227 68.0 (2.7) 351 70.6 (2.6)

Depression Yes 57 14.4 (2.3) 112 22.0 (2.4) 7.82 (.017)
No 270 85.6 (2.3) 366 78.0 (2.4)

Suicidal ideation Yes 42 9.3 (1.7) 47 9.2 (1.6) 0.01 (.959)
No 286 90.7 (1.7) 432 90.8 (1.6)

†Unweighted and valid frequency.

부족이 36.8%로 가장 많고, 경제적인 이유가 25.3%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χ2=10.55, p=.030) (Table 2). 

성별에 따른 1인 가구원의 일반적 특성 및 건강 관련 특성에 따른 
미충족 의료 차이 

미충족 의료는 남성 1인 가구원은 주관적 건강 인지, 치과 미충족 

의료, 자살 생각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여성 1인 가구원은 주관

적 건강 인지, 손상, 건강검진, 치과 미충족 의료, 스트레스 인지, 

우울감, 자살 생각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1인 가구원은 자신의 건강을 나쁘다고 인지한 경우에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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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 의료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χ2=17.65, p=.004), 치과 미충족 

의료가 있는 경우(χ2=18.63, p=.003)와 자살 생각 경험이 있는 경

우(χ2=5.08, p=.030)에서 미충족 의료가 높게 나타났다(Table 3). 

여성 1인 가구원은 자신의 건강을 나쁘다고 인지한 경우에서 미

충족 의료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χ2=21.00, p=.001), 최근 1년간 손

상이 있었던 경우 미충족 의료가 더 높게 나타났다(χ2=5.24, 

p=.003).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χ2=6.42, p=.023)와 치과 미충

족 의료가 있었던 경우(χ2=26.38, p<.001) 미충족 의료가 높게 나

타났으며, 스트레스(χ2=23.19, p<.001), 우울감(χ2=7.73, p=.008), 

자살 생각(χ2=7.76, p=.016)이 있었던 경우 미충족 의료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Table 3). 

성별에 따른 1인 가구원의 미충족 의료 관련 요인 

남성 1인 가구원의 미충족 의료 관련 요인은 주관적 건강 인지와 

치과 미충족 의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건강을 좋음이라고 

인지한 남성에 비해 나쁨으로 인지한 남성에서 미충족 의료가 4.87
배(p=.003) 높게 나타났으며, 치과 미충족 의료를 경험하지 않은 

남성에 비해 치과 미충족 의료를 경험한 남성에서 미충족 의료가 

4.63배(p=.00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여성 1인 가구원의 미충족 의료 관련 요인은 최근 1년간의 손상 

경험, 치과 미충족 의료 및 스트레스 인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 손상 경험이 있었던 여성에 비해 손상 경험이 없었던 여성에

서 미충족 의료가 6.48배(p=.005) 높게 나타났으며, 치과 미충족 

의료가 없었던 여성에 비해 치과 미충족 의료가 있었던 여성에서 

미충족 의료가 2.86배(p=.001) 높게 나타났고, 인지된 스트레스가 

없는 여성에 비해 스트레스를 인지한 여성에서 미충족 의료가 2.47
배(p=.02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Discussion 

본 연구에서 1인 가구는 남녀별로 인구사회적 특성에 있어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구체적으로 여성 1인 가구는 70대 

이상, 기혼, 초등학교 졸업자, 저소득층, 직업이 없는 경우가 비율

이 높게 나타났다. 남성 1인 가구에서 비율이 높았던 특성으로는 

20대, 미혼, 대학 이상 졸업자, 저소득층, 직업이 있음이었다. 선행

연구에서 전국적인 국가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남성과 여성별로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의 건강행위를 비교한 연구[16,17]에서도 본 

연구의 일반적인 특성과 분포가 유사하여, 1인 가구가 이질적인 특

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 선행연구를 뒷받침한다[3-5]. 1인 가구 

중 특히 여성 구성원들이 혼자 살고 있다는 사회적인 고립 이외에

도 고령, 저소득, 저학력, 경제활동 부재 등의 특성을 가지며 사회

의 관심이 필요한 취약 집단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성별에 따른 1인 가구의 건강 행태의 차이도 

주목할 만하다. 비록 1인 가구 남성에 비해 1인 가구 여성의 음주

와 흡연이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나 1인 가구 여성이 음

주를 하는 비율이 41.1%로 나타난 것은 주목해야 할 점이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청년층 1인 가구에서 흡연율과 음주율이 다인 가구

에 비하여 높아 건강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었다[4]. 또한 1
인 가구의 음주 행태에서 여성은 19세에서 39세까지의 1인 가구가 

다인 가구에 비해 폭음을 할 위험이 높았고, 문제 음주를 할 위험도 

높았으며, 40세에서 64세까지의 1인 가구도 문제 음주를 할 위험

이 높았다[17,19]고 보고하였던 것과도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

이다. 1인 가구가 폭음을 할 위험이 높은 이유로, 한 번 음주를 시

작한 이후 가족의 요청이나 설득 등 직접적 통제나 가족 구성원으

로서 지니는 책임감에 의해 음주를 줄이고자 애쓰는 등의 간접적 

통제가 없거나 부족하다[17]. 이들의 위험 건강행위를 만류하거나 

곁에서 조언할 인적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음주 행태가 악화될 

경우 폭음이나 고위험 음주의 가능성이 더 높다.

1인 가구에서 주관적인 건강 인지에 대한 남녀별 차이를 살펴보

면 여성이 나쁨으로 응답한 경우가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나 차이

를 보였다(χ2=2.77, p<.001). 1인 가구 여성 가구원 중 36.5%가 스

스로를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는 남성보다 14%나 

더 많은 비율이라는 연구결과는 여성 건강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며, 건강 관리 전문가들이 주목해야 할 사실로 추후 다각도의 분

석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고찰한 1인 가구원의 성별에 따른 미충족 의료 

비율은 남녀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

았으며, 여성은 17.3%, 남성은 13.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Table 2. Unmet medical needs and reasons for unmet medical needs (N=820)

Variable     Categories
Men (n† =333) Women (n† =487)

χ2 (p)
n† % (SE) n† % (SE)

Unmet medical needs Yes 38 13.5 (1.8) 75 17.3 (2.1) 2.17 (.139)
No 278 86.5 (1.8) 375 82.7 (2.1)

Reasons for unmet medical needs Have no time 22 59.5 (8.5) 19 36.8 (7.4) 10.55 (.030)
Symptoms are mild 7 23.0 (8.5) 18 19.0 (5.0)
Economic reasons 6 13.5 (5.6) 21 25.3 (5.4)
Other 3 4.0 (2.1) 17 18.8 (4.9)

†Unweighted and valid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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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Unmet medical needs according to general and health-related characteristics (N=820)

Variable Categories
Men (n† =333), % (SE) Women (n† =487), % (SE)

Yes No χ2/t (p) Yes No χ2 (p)
Age (year) 19–29 15.9 (4.1) 84.1 (4.1) 1.27 (.923) 17.4 (6.5) 82.6 (6.5) 1.82 (.950)

30–39 13.0 (4.6) 87.0 (4.6) 13.8 (9.1) 86.2 (9.1)
40–49 15.9 (5.6) 84.1 (5.6) 15.3 (10.2) 84.7 (10.2)
50–59 11.4 (4.3) 88.6 (4.3) 23.2 (6.1) 76.8 (6.1)
60–69 10.2 (4.5) 89.8 (4.5) 17.1 (5.0) 82.9 (5.0)
≥70 12.4 (4.0) 87.6 (4.0) 16.4 (2.9) 83.6 (2.9)

Residential area Rural 10.7 (2.9) 89.3 (2.9) 0.43 (.373) 17.4 (4.9) 82.6 (4.9) 0.00 (.992)
Urban 14.1 (2.0) 85.9 (2.0) 17.3 (2.3) 82.7 (2.3)

Marital status Married 12.3 (2.7) 87.7 (2.7) 0.24 (.619) 17.5 (2.4) 82.5 (2.4) 0.04 (.879)
Unmarried 14.2 (2.4) 85.8 (2.4) 16.7 (4.5) 83.3 (4.5)

Education ≤Elementary school 10.5 (4.6) 89.5 (4.6) 1.18 (.731) 17.3 (2.8) 82.7 (2.8) 4.29 (.371)
Middle school 8.4 (4.4) 91.6 (4.4) 11.0 (4.8) 89.0 (4.8)
High school 14.1 (3.1) 85.9 (3.1) 23.8 (5.5) 76.2 (5.5)
≥University 14.4 (3.0) 85.6 (3.0) 15.2 (4.5) 84.8 (4.5)

Household income Low 17.0 (3.7) 83.0 (3.7) 3.70 (.357) 20.6 (2.9) 79.4 (2.9) 5.71 (.281)
Low middle 7.0 (3.6) 93.0 (3.6) 13.3 (3.9) 86.7 (3.9)
Upper middle 13.0 (3.8) 87.0 (3.8) 16.7 (5.5) 83.3 (5.5)
High 14.8 (4.2) 85.2 (4.2) 4.7 (4.6) 95.3 (4.6)

Occupation Yes 13.9 (2.3) 86.1 (2.3) 0.53 (.818) 18.2 (3.1) 81.8 (3.1) 0.22 (.684)
No 13.0 (3.1) 87.0 (3.1) 16.6 (2.8) 83.4 (2.8)

Drinking Yes 12.9 (2.3) 87.1 (2.3) 0.31 (.664) 17.0 (3.6) 83.0 (3.6) 0.03 (.889)
No 15.5 (4.9) 84.5 (4.9) 17.7 (2.8) 82.3 (2.8)

Smoking Yes 12.8 (2.7) 87.2 (2.7) 0.14 (.727) 23.4 (9.7) 76.6 (9.7) 0.88 (.477)
No 14.2 (2.7) 85.8 (2.7) 16.9 (2.2) 83.1 (2.2)

Perceived health status Poor 28.3 (6.4) 71.7 (6.4) 17.65 (.004) 28.1 (4.1) 71.9 (4.1) 21.00 (.001)
Ordinary 9.9 (2.7) 90.1 (2.7) 11.5 (2.6) 88.5 (2.6)
Good 7.6 (3.2) 92.4 (3.2) 10.0 (4.8) 90.0 (4.8)

Impairment  Yes 10.4 (8.6) 89.6 (8.6) 0.17 (.736) 3.7 (2.5) 96.3 (2.5) 5.24 (.003)
 No 13.7 (1.8) 86.3 (1.8) 18.6 (2.2) 81.4 (2.2)

Health examination Yes 10.6 (2.2) 89.4 (2.2) 3.40 (.107) 13.9 (2.4) 86.1 (2.4) 6.42 (.023)
No 17.8 (3.6) 82.2 (3.6) 23.3 (3.5) 76.7 (3.5)

Cancer screening Yes 9.2 (2.7) 90.8 (2.7) 2.56 (.118) 15.5 (2.5) 84.5 (2.5) 1.22 (.281)
No 15.7 (2.3) 84.3 (2.3) 19.4 (3.0) 80.6 (3.0)

Unmet dental needs Yes 28.9 (7.0) 71.1 (7.0) 18.63 (.003) 29.9 (4.1) 70.1 (4.1) 26.38 (< .001)
No 9.0 (2.0) 91.0 (2.0) 10.6 (2.2) 89.4 (2.2)

Stress Yes 11.7 (3.5) 88.3 (3.5) 0.45 (.565) 30.9 (5.0) 69.1 (5.0) 23.19 (< .001)
No 14.4 (2.4) 85.6 (2.4) 11.9 (2.0) 88.1 (2.0)

Depression Yes 21.1 (6.0) 78.9 (6.0) 2.74 (.091) 26.7 (4.7) 73.3 (4.7) 7.73 (.008)
No 12.2 (1.8) 87.8 (1.8) 14.7 (2.2) 85.3 (2.2)

Suicidal ideation Yes 26.8 (8.5) 73.2 (8.5) 5.08 (.030) 32.8 (8.1) 67.2 (8.1) 7.76 (.016)
No 12.1 (1.7) 87.9 (1.7) 15.8 (2.1) 84.2 (2.1)

†Unweighted frequency.

를 선행연구와 비교하면 2007–2012년의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분

석하여 1인 가구의 미충족 의료 경험을 28.3%로 보고한 것[5]에 비

해 낮은 수준이며, 국민건강영양조사 2015년 분석연구에서 미충족 

의료 경험률을 우리나라 가구 평균 12.8%, 1인 가구 14.2%로 보고

한 것[20]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전국민 의료보험과 체계화된 의

료 보장체계 내에서 의료비가 지불 가능한 수준이며 대중교통이 발

달되어 병원에 대한 물리적인 접근성도 높다고 평가되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에서[21], 1인 가구 여성의 17.3%는 필요할 때 진료를 

받지 못하거나 지연된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다. 1인 가구 여성의 

미충족 의료만을 따로 조사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므로 



https://doi.org/10.4069/kjwhn.2020.03.23

Chae HJ and Kim M  • Unmet healthcare needs in single-person households 

100

Table 5. Factors related to unmet health needs in woman one-
person households (N=487)

Variable     Categories OR (95% Cl) p
Perceived health status Poor 2.43 (0.79–7.50) .120

Ordinary 1.00 (0.34–3.30) .998
Good Reference

Impairment No 6.48 (1.74–24.11) .005
Yes Reference

Health examination No 1.53 (0.86–2.73) .152
Yes Reference

Unmet dental needs Yes 2.86 (1.58–5.19) .001
No Reference

Stress Yes 2.47 (1.13–5.36) .023
No Reference

Depression Yes 0.96 (0.45–2.27) .924
No Reference

Suicidal ideation Yes 1.30 (0.43–3.89) .643
No Reference

F=8.85, p < .001

CI: Confidence interval; OR: odds ratio. 

17.3%라는 비율만 놓고서 논의를 하기에는 제한이 있고, 또한 선

행연구와 조사의 시기가 다르므로 일괄적인 비교를 하기는 무리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1인 가구원은 다인 가구원에 비해 아플 때 적

절한 의료 이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

으나 남성에 비해 여성에서 미충족 의료가 높게 나타난 결과는 시

사하는 바가 크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미충족 의료의 이유로 1인 가구 남성은 시

간 부족을 가장 먼저 꼽았다. 이에 비해 1인 가구 여성은 시간 부족

과 더불어 경제적인 이유를 미충족 의료의 이유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미충족 의료의 주된 원인을 경제적 이유와 시간 

이용의 어려움 등 의료시설에 대한 가용성 2가지를 주로 제시했던 

것과 유사하며[5,14], 경제적인 문제와 더불어 다양한 원인에 의해 

의료적 필요에 대한 미충족이 나타날 수 있고 의료기관까지의 거리

나 직장에서 자리를 비우기 어려운 경우, 의료정보의 부족 등 다양

한 경우를 그 원인으로 보고한 것과도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21,22].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에 비해 혼자 사는 1인 가구원은 오

직 본인이 스스로의 인식으로 자신의 건강 문제를 알아채고 병원 

방문을 결정해야 하므로 이를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1인 

가구원은 일반적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하거나 고용 형태가 안정적

이지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3,4], 근무 시간을 조정하여 병원의 진

료 시간에 맞추거나 장시간을 대기하여 진료를 받는 것이 쉽지 않

다. 따라서 가용성, 접근성, 수용성의 세 가지 측면 모두에서 1인 

가구는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1인 가구 여성과 다인 가구 여성의 

건강 행태와 의료 이용을 비교 분석한 연구에서도 여성 1인 가구원

은 미충족 의료가 많았고, 암 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비율이 높았으

며, 주관적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다[23]. 현재 미충족 의료를 파악

할 수 있는 조사자료가 많지 않으며, 있다 하더라도 경험 유무와 간

략한 이유를 묻는 정도이므로 다양한 변수별로 구체적인 상황과 원

인을 파악하여 미충족 의료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가 후속

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1인 가구 구성원의 미충족 의료 관련 요인에서 남성 

1인 가구원은 주관적 건강 인지와 치과 미충족 의료인 것으로 나타

났으며, 여성 1인 가구원은 최근 1년간의 손상 경험, 치과 미충족 

의료 및 스트레스 인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1인 가구원의 경

우 자신의 건강을 좋음이라고 인지한 남성에 비해 나쁨으로 인지한 

남성에서 미충족 의료가 4.87배 높게 나타났다. 자신의 건강 상태

에 대한 주관적인 인지는 미충족 의료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주요

한 관련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22].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한 인

지와 미충족 의료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자신의 건강을 나쁘게 인

지할수록 미충족 의료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데[5,11,24], 

이는 본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한 주관

적인 인식은 실질적인 건강 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미

충족 의료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수립 시 대상자들이 자신의 건강

을 스스로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5]. 

선행연구 및 본 연구에서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

식하는 경우 미충족 의료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미충족 의료

를 개선하기 위하여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라고 할 것이다. 또한 객관적 건강 상태가 동일하고 유사한 의료 서

비스를 받은 경우에도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한 인식에 따라 미충

족 의료 경험에 대한 응답이 상이할 수 있다[22]. 이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 필요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요구

도가 높을 수 있고 이로 인해 동일한 의료 서비스를 받은 경우에도 

자신이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고 인지하는 정도는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의료 서비스가 충족되지 못한 

이유뿐 아니라 충족되지 못한 의료 서비스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파악과 같은 추가적이고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미충족 의료 개선을 

Table 4. Factors related to unmet health needs in man one-person 
households (N=333)

Variable     Categories OR (95% CI) p
Perceived health status Poor 4.87 (1.71–13.84) .003

Ordinary 1.30 (0.43–3.94) .638
Good Reference

Unmet dental needs Yes 4.63 (1.81–11.79) .001
No Reference

Suicidal ideation Yes 1.55 (0.62–3.84) .347
No Reference

F=7.96, p < .001

CI: Confidence interval; OR: odds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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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치과 미충족 의료는 남성 1인 가구원뿐 아니라 여성 1인 가구원

에서도 미충족 의료와 관련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치과 미충족 

의료가 없는 남성에 비해 치과 미충족 의료가 있는 남성에서 4.63
배, 치과 미충족 의료가 없는 여성에 비해 치과 미충족 의료가 있는 

여성에서 2.86배 미충족 의료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

서 병·의원 진료 관련 미충족 의료보다 치과 미충족 의료가 더 많

이 발생하며[25,26], 병·의원 진료 및 치과 치료에서 미충족 의료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25]. 이는 치과 미충족 의료는 미충족 의료와도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치과 미충족 의료가 있는 경우 미충

족 의료가 높게 나타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및 선행연구 결과를 고려하면 미충족 의료 및 치과 미충족 

의료는 서로 분리되어 있는 개념이 아니라 동일 선상에 있는 개념

으로, 치과 미충족 의료가 있을 경우 미충족 의료도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미충족 의료 관련 실태 조사 및 정책 수립 시 미충족 의료

와 치과 미충족 의료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 1인 가구원의 경우 치과 미충족 의료 이외에 최근 1년간 손

상 경험이 있었던 경우에서 미충족 의료가 6.48배 더 높았으며, 스

트레스를 인지한 여성에서 미충족 의료가 2.47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상 경험과 미충족 의료와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에

서 손상 경험이 있는 대상자들의 미충족 의료 경험률이 남성 

12.4%, 여성 13.9%로 나타나[27], 본 연구에서의 미충족 의료 경험

률(남성 13.5%, 여성 17.3%)과 유사한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다. 손

상이 있는 경우 적절한 시기에 의료 이용을 하지 못하면 합병증 및 

질병 중등도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28]. 따라서 손상 경

험이 있는 경우 신체적 불편감과 같은 증상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이상 유무의 확인이나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더 자주 방문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본 연구에서 손상 경험이 있는 여성이 손

상 경험이 없는 여성에 비해 미충족 의료가 더 적었다고 생각된다. 

손상 발생 후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개인 차원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 차원에서도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필수적임을 고려하면 본 연구에서 손상 경험이 있는 경우 미충족 

의료 경험이 낮게 나타난 것은 긍정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

나 손상 경험과 미충족 의료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

므로 이에 대해서는 추후 반복적인 연구를 통한 근거자료 축적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스트레스 인지와 미충족 의료 이용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는 인지된 스트레스가 없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인지된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 미충족 의료 경험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24,27], 이는 본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 

무력감이나 좌절감을 유발하여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의

지를 저하하거나 상실하여 미충족 의료가 발생할 수 있다[27]. 따

라서 스트레스 정도 및 스트레스 원인을 파악하고 스트레스의 감소 

또는 해소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미충족 의료를 예방하

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일반인의 미충족 의료보다 정

신건강과 같은 특성 대상의 미충족 의료가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스트레스, 우울, 자살 생각과 같은 정신건강 유형에 따른 미충족 의

료 해결을 위한 정책 수립이 요구되고 있으므로[11], 스트레스, 우

울 및 자살 생각과 미충족 의료에 대해서는 추후 계속적인 연구를 

통한 실질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미충족 의료 관련 요인은 치과 미충족 의료에

서 남녀 모두 유의한 관계가 있었으나 이를 제외하면 남성은 주관

적 건강 인지, 여성은 손상 및 스트레스 인지가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인 가구 구성원의 미충족 의료 관련 요인

에 대한 분석 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

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추후 1인 가구원의 미충족 의료 관련 연

구에서는 남성 1인 가구원과 여성 1인 가구원 각각의 미충족 의료 

실태 및 관련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성 및 여성 1인 가

구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제한점을 갖고 있다. 가중치를 이

용하여 전국을 대표하도록 자료를 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

구에서 분석한 1인 가구의 표본수가 820가구로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연구결과를 해석하고 일반화하는 데 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

다. 또한 본 연구는 미충족 의료에 대해 1개의 문항으로 질문하여 

그 응답에 따라 미충족 의료 여부를 분류하여 처리하였는데, 이는 

‘의료를 받았는데 충분하게 치료받지 못함’이나, ‘질병의 초기에 신

속하게 병원을 찾지 못하고 지연된 진료를 받음’ 등 대상자에게 의

료 서비스가 충족되지 않은 현황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

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 보다 충분한 수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다

양한 차원의 미충족 의료를 파악하는 연구가 수행될 것을 기대한다.

Conclusion 

본 연구는 1인 가구원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들의 의료 서비스 이용

에 대한 실태 중 미충족 의료를 중심으로 성별에 따라 구분하여 분

석하였다. 1인 가구는 남녀 각각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여성 1인 

가구가 더 높은 연령, 낮은 학력, 낮은 소득 수준, 낮은 취업 수준에 

더 많이 분포하였다. 여성 1인 가구원 중 17.3%는 지난 1년간 미충

족 의료를 경험했다고 응답하였고, 이는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

았으나 남성 13.5%보다는 높은 수준이었다. 미충족 의료 관련 요

인은 남녀 모두에서 치과 미충족 의료가 관계가 있었으나, 치과 미

충족 의료를 제외하면 남성은 주관적 건강 인지, 여성은 손상 및 스

트레스 인지가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1인 가구 구성

원의 미충족 의료 관련 요인에 대한 분석 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 실무에서 증가하는 1인 가구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며, 남성 및 여성 1인 가구의 특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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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차별화된 건강 증진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을 것이

다. 1인 가구 남성과 여성의 미충족 의료의 원인이 각각 차이가 있

었으므로 임상이나 지역사회에서 1인 가구원의 미충족 의료 감소

와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교육 시 성별에 따라 교육 전략을 차별화

하여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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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ame (with complete address, phone number, and e-mail) to 
whom correspondence should be directed.

• A running title of no more than 45 characters (including spaces).
• A structured abstract of no more than 250 words, stating pur-

pose, methods, results (including the sample size), and conclu-
sion drawn from the study.

• Up to five keywords (MeSH terms).

1-7. COPYRIGHT TRANSFER FORM AND FORM OF 
CONFLICTS OF INTEREST
Copyright Transfer Agreement form and form of Conflicts of in-
terest should be submitted online at submission. Manuscripts 
cannot be published without this form.

Table 1.   Examples of data sharing statements that fulfill these ICMJE requirements*

Element Example 1 Example 2 Example 3 Example 4

Will individual participant 
data be available (includ-
ing data dictionaries)?

Yes Yes Yes Yes

What data in particular 
will be shared?

All individual participant 
data collected during the 
trial, after deidentification.

Individual participant data that 
underlie the results reported in 
this article, after deidentifica-
tion (text, tables, figures, and 
appendices).

Individual participant data that underlie 
the results reported in this article, after 
deidentification (text, tables, figures, 
and appendices).

Not available

What other documents will 
be available?

Study protocol, statistical 
analysis plan, informed 
consent form, clinical study 
report, analytic code

Study protocol, statistical analy-
sis plan, analytic code

Study protocol Not available

When will data be avail-
able (start and end 
dates)?

Immediately following publi-
cation. No end date.

Beginning at 3 months and end-
ing at 5 years following the 
article publication.

Beginning at 9 months and ending at 36 
months following the article publica-
tion.

Not applicable

With whom? Anyone who wishes to ac-
cess the data.

Researchers who provide a 
methodologically sound pro-
posal.

Investigators whose proposed use of the 
data has been approved by an indepen-
dent review committee (“learned inter-
mediary”) identified for this purpose.

Not applicable

For what types of analyses? Any purpose To achieve aims in the approved 
proposal.

For individual participant data me-
ta-analysis.

Not applicable

By what mechanism will 
data be made available?

Data are available indefinite-
ly at (link to be included).

Proposals should be directed to 
xxx@yyy. To gain access, data 
requestors will need to sign a 
data access agreement.

Proposals may be submitted up to 36 
months following article publication. 
After 36 months the data will be avail-
able in our University’s data warehouse 
but without investigator support other 
than deposited metadata.

Not applicable

 Data are available for 5 years 
at a third-party website (link 
to be included).

Information regarding submitting pro-
posals and accessing data may be 
found at (link to be provided).

ICMJE =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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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ARTICLE PROCESSING CHARGES AND REPRINTS
An article processing charge (APC) of 400 USD (approximately 
400,000 Korean Won) per article is requested to the correspond-
ing author upon acceptance. Further information can be found at 
https://kjwhn.org/authors/processing_charge.php.

1-9. SUBSCRIPTION
The full text is freely available from the web site (https://kjwhn.
org) according to the Creative Commons License (https://cre-
ativecommons.org/licenses/by/4.0/). Print copies can be dis-
patched to members of the Korean Society of Women Health 
Nursing and libraries world- wide upon the policy of the Society. 
Those who wish to receive copies and obtain further information 
should contact the office of the Society (http://www.wom-
en-health-nursing.or.kr).

1-10. CONTACT US
Any inquiries regarding suitability of manuscript to aims and 
scope of the Journal, submission, review, publication, or jour-
nal-related issues are welcomed. Please contact the Editorial Of-
fice (https://kjwhn.org/about/contact.php).

For manuscript submission, please visit: 
http://submit-kjwhn.org

2. Specific Guidelines for Manuscript Preparation

2-1. WRITING MANUSCRIPTS
All manuscripts must be prepared in accordance with the “Uni-
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 available at http://www.icmje.org. Manuscripts are ac-
cepted for publication with the understanding that their contents, 
or their essential substance, have not been published elsewhere, 
except in abstract form or by the express consent of the Editors. 
Materials taken from other sources must be accompanied by 
written permissions for reproduction, obtained from the original 
publisher. Statistical methods should be identified. Priority 
claims are discouraged. All materials must be written in clear, ap-
propriate English using Microsoft Word (doc or docx). Each 
page must be numbered at the lower central portion. Number 
pages consecutively.

2-2. TITLE PAGE
On the title page include title (only capitalize first letter of the first 
word); subtitle (if any); first name, middle initial, and last names 
of each author, ORCiD number (required for all authors), name of 
department(s) and institution(s) to which the work should be at-

tributed. The address, phone number, and email of the person re-
sponsible for correspondence concerning the manuscripts should 
be listed separately and clearly labeled as such. List keywords and 
present authors’ contributions, such as the following:

Example 1:
Conceptualization: Piao H, Kim MH; Formal analysis: Piao H, 
Kim MH, Cui M, Choi G; Writing–original draft: Piao H, Kim 
MH; Writing–review & editing: Piao H, Choy JH.

Example 2: All work was done by Jeong GH.

Also, describe conflicts of interest, funding, data availability, 
and acknowledgements (acknowledge only those people and their 
institutions that have made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the study). 
If applicable, state disclaimers, such as whether manuscript was 
adapted from thesis/dissertation.

The title page must be submitted separately from the manu-
script.

A template is available online.

2-3. MAIN MANUSCRIPT
Organize the main manuscript in the following order; title, ab-
stract and keywords, summary statement, text, references, tables, 
figures, and pictures.

Abstract and Keywords
An abstract of no more than 250 words should be typed dou-
ble-spaced on a separate page. It should cover the main factual 
points, according to the following subheadings: Purpose, Meth-
ods, Results, and Conclusion. The abstract should be accompa-
nied by a list of up to five keywords for indexing purposes. Be 
very specific in your word choice. Use MeSH keywords (http://
www.nlm.nih.gov/mesh/meshhome.html).

Summary Statement
Following the abstract, describe a summary statement on a sepa-
rate page according to the following subheadings, with 30 words 
or less under each subtitle.

• What is already known about this topic?
Example: The 75 years and older age group, with its complex 
health needs, is likely to make up an increasing proportion of 
the workload of accident and emergency strain the coming 
years.

• What this paper adds
Example: An alcohol-based surgical hand rub is more eff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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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 a 6-minute surgical hand scrub using 4% chlorhexidine 
gluconate in terms of microbial counts immediately after scrub-
bing.

• Implications for practice, education and/or policy
Example: Parents’ ability and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their 
child’s care in the hospital should be thoroughly as-sessed and 
their participation needs to be supported.

Main Text
Maximum word count should not exceed 3,000 words, excluding 
tables, figures, and references. The manuscript should be written 
on A4 sized paper, in Times New Roman 12-point font, dou-
ble-spaced and have margins of at least one inch (2.54 cm). In 
general, the text should be organized under the following head-
ings: Introduction, Methods, Results, and Discussion.

Introduction: Clearly state the need of this study and main ques-
tion or hypothesis of this study. Summarize the literature review 
or background in the area of the study.

Methods: Present an “Ethics statement” immediately after the 
heading “Methods” in a boxed format.

Example 1:

Ethics statement: This study was approved by the Institu-
tional Review Board (IRB) of XXXX University (IRB-201903-
0002-01). In-formed consent was obtained from the partic-
ipants.

Example 2:

Ethics statement: Obtaining informed consent was exempt-
ed by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of YYYY University 
(IRB-201903-0002-01) because there was no sensitive in-
for-mation and the survey was anonymously treated.

Describe the study design, setting and samples, and measure-
ments, procedure, analysis used.

Ensure correct use of the terms sex (when reporting biological 
factors) and gender (identity, psychosocial or cultural factors), 
and, unless inappropriate, report the sex or gender of study par-
ticipants, the sex of animals or cells, and describe the methods 
used to determine sex or gender. If the study was done involving 
an exclusive population, for example in only one sex, authors 
should justify why, except in obvious cases (e.g., ovarian cancer). 
Authors should define how they determined race or ethnicity and 
justify their relevance.

Results: Describe the main results in a concise paragraph. This 
section should be the most descriptive. Note levels of statistical 
significance and confidence intervals where ap-propriate.

Discussion: Make discussions based only on the reported results. 
Describe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for further study 
needed. Do not summarize the study results.

Abbreviations: Use standard abbreviations and units rec-om-
mended in the publication manual of the to the NLM Style Guide 
for Authors, Editors, and Publishers (2007), 2nd ed., National Li-
brary of Medicine, Bethesda, MD, USA (http://www.nlm.nih.gov/
citingmedicine). Non-standard abbreviations should be defined 
the first time they appear in the text. At first usage, spell out terms 
and give abbreviations in parentheses. Thereafter, use only abbre-
viations. It is not necessary to spell out standard units of measure, 
even at first usage.

References
In the text, references should be cited with Arabic numerals in 
brackets (e.g. [1]), numbered in the order cited.

In the references section, the references should be numbered in 
order of appearance in the text and listed in English citation form.

Journal titles should be described in NLM style.
References within the past 5 years are encouraged, and un-pub-

lished PhD or master’s thesis are not recommended as reference.
Other types of references not described below should follow the 

NLM Style Guide for Authors, Editors, and Publishers (http://
www.nlm.nih.gov/citingmedicine). The total number of referenc-
es may not exceed 30, with the exception of up to 50 for review 
papers. Note the DOI in URL form, if available.

Journal article with up to six authors:
Chung CW, Hwang EK, Hwang SW. Details of lymphedema, upper 
limb morbidity, and self- management in women after breast can-
cer treatment. Korean J Women Health Nurs. 2011;17(5):474-483.
https://doi.org/10.4069/kjwhn.2011.17.5.58

Journal article with more than six authors:
Hong GH, Koh HJ, Kim KS, Kim SH, Kim JH, Park HS, et al. A 
survey on health management of during pregnancy, childbirth, 
and the postpartum of immigrant women in a multi-cultural fam-
ily. Korean J Women Health Nurs. 2009;15(4):261-269. https://
doi.org/10.4069/kjwhn.2009.15.4.65

Book:
Davidson MR, London ML, Wieland Ladewig PA. Olds’ m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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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l-newborn nursing and women’s health across the lifespan. 8th 
ed.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Prentice Hall; 2008. p. 20- 25.

Book Chapter:
Meltzer PS, Kallioniemi A, Trent JM. Chromosome alterations in 
human solid tumors. In: Vogelstein B, Kinzler KW, editors. The 
genetic basis of human cancer. New York, NY: McGraw-Hill; 
2002. p. 93-113.

Unpublished thesis or dissertation:
Chang YE. The analysis of the association factors which influence 
on the breast and cervix cancer screening in Korean women: 
Based on the 2005 Korean national examination health and nutri-
tion survey [master’s thesis]. Seoul: Korea University; 2010. 55 p.
Lee SK. The effects of group coaching on emotional intelligence 
and self-efficacy of nurses [dissertation]. Seoul: Yonsei University; 
2007. 85 p.

Web reference:
Statistics Korea. 2010 life tables for Korea [Internet]. Seoul: Au-
thor; 2011 [cited 2012 Jan 16]. Available from: http://kostat.go.kr/
portal/korea/kor_nw/3/index.board?bmode = read&a-Seq =  
252533

Tables/Figures/Pictures
Each table, figure, and picture should be placed on a separate 
sheet. Number tables consecutively and supply a brief title at the 
top for each. Footnotes to tables should be indicated by super-
script symbols (†, ‡, §, ǁ, ¶, #, ††, ‡‡…) unless abbreviations are 
explained in which case superscripts are not required. All abbrevi-
ations used should be described in table footnote by writing the 
abbreviation followed by colon sign and definition.

Tables and figures are printed only when they express more 
than can be done by words in the same amount of space.

Do NOT indicate placement of tables of figures in the text. The 
editor will automatically place your tables and figures.

3. How The Journal Handles Complaints and 
Appeals

The policy of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is primar-
ily aimed at protecting the authors, reviewers, editors, and the 
publisher of the journal. If not described below, the process of 
handling complaints and appeals follows the COPE guidelines 
available from: https://publicationethics.org/appeals

Who complains or makes an appeal?
Submitters, authors, reviewers, and readers may register com-
plaints and appeals in a variety of cases as follows: Falsification, 
fabrication, plagiarism, duplicate publication, authorship dispute, 
conflicts of interest, ethical treatment of animals, informed con-
sent, bias or unfair/inappropriate competitive acts, copyright, sto-
len data, defamation, and legal problem. If any individuals or in-
stitutions want to inform the cases, they can send a letter via the 
contact page on our website (https://kjwhn.org/about/contact.
php). For the complaints or appeals, concrete data with answers to 
all factual questions (who, when, where, what, how, why) should 
be provided.

Who is responsible for resolving and handling complaints and ap-
peals?
The Editor, Editorial Board, or Editorial Office is responsible for 
them. A legal consultant or ethics editor may be able to help with 
decision making.

What may be the consequence of the remedy?
It depends on the type or degree of misconduct. The conse-
quence of resolution will follow the guidelines of COPE.

4. Direct Marketing

Journal propagation has been done through the journal website 
and distribution of an introduction pamphlet. Invitations to sub-
mit a manuscript are usually focused on the presenters at confer-
ences, seminars, or workshops if the topic is related to the jour-
nal’s aims and 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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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and 
Publication Ethics

For the policies on research and publication ethics that are not 
stated in these instructions, the Good Publication Practice Guide-
lines for Medical Journals (https://www.kamje.or.kr/board/
view?b_name = bo_publication&bo_id = 13&per_page = ) or the 
Guidelines on Good Publication Practice (https://publicationeth-
ics.org/guidance/Guidelines) can be applied.

1. Conflict-of-interests Statement

Authors are required to disclose commercial or similar relation-
ships to products or companies mentioned in or related to the 
subject matter of the article being submitted. Sources of funding 
for the article should be acknowledged in a footnote on the title 
page. Affiliations of authors should include corporate appoint-
ments relating to or in connection with products or companies 
mentioned in the article, or otherwise bearing on the subject mat-
ter thereof. Other pertinent financial relationships, such as con-
sultancies, stock ownership or other equity interests, or patent-li-
censing arrangements should be disclosed to the Editor-in-Chief 
in the cover letter at the time of submission. Such relationships 
may be disclosed in the Journal at the discretion of the Edi-
tor-in-Chief in footnotes appearing on the title page. Questions 
about this policy should be directed to the Editor-in-Chief. If 
there is no conflict of interest, this should also be explicitly stated 
as “The author(s) declared no conflicts of interest.”

2. Statement of Human And Animal Rights

Clinical research should be done in accordance with the Ethical 
Principles for Medical Research Involving Human Subjects, out-
lined in the Declaration of Helsinki (https://www.wma.net/poli-
cies-post/wma-declaration-of-helsinki-ethical-principles-for- 
medical-research-involving-human-subjects/). Clinical studies 
that do not meet the Declaration of Helsinki will not be consid-
ered for publication. Research participants’ rights to privacy must 
be protected, and personal identifiable information should not be 
disclosed unless absolutely necessary. Human subjects should not 
be identifiable, i.e., patients’ names, initials, hospital numbers, 
dates of birth, photographs, or other protected healthcare infor-
mation should not be disclosed. If such personal information is 
needed as scientific data for publication, this should be explained 
to participants (or legal guardians) and written consent must be 

obtained. The possibility of online information sharing (not only 
printed publications) must also be explained. For animal subjects, 
research should be performed based on the National or Institu-
tional 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 and the 
ethical treatment of all experimental animals should be main-
tained. For studies using literature review and meta-analysis, In-
stitutional Review Board (IRB) approval is not required. For sec-
ondary data analysis studies, the editorial committee will decide 
whether IRB approval is needed.

3. Statement of Informed Consent

Copies of written informed consents and IRB approval for clinical 
research should be kept. If necessary, the editor or reviewers may 
request copies of these documents to resolve questions about IRB 
approval and study conduct.

4. Authorship

All authors, including the co-authors, should be responsible for a 
significant part of the manuscript. All authors and co-authors 
should have taken part in writing the manuscript, reviewing it, 
and revising its intellectual and technical content. Any author 
whose name appears on a paper assumes responsibility and ac-
countability for the results.

5. Originality and Duplicate Publication

All submitted manuscripts should be original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by other scientific journals for publication at the same 
time. Manuscripts are accepted for publication with the under-
standing that their contents, or their essential substance, have not 
been published elsewhere, except in abstract form or by the ex-
press consent of the Editors. Any part of the accepted manuscript 
should not be duplicated in any other scientific journal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Editorial Board. The duplication will be 
checked through SimilarityCheck powered by iThenticate (https://
www.crossref.org/services/similarity-check/) before review. If du-
plicate publication related to the papers of this journal is detected, 
the authors will be announced in the journal and their institutes 
will be informed, and there also will be penalties for the authors. 
Materials taken from other sources must be accompanied by wr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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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 permissions for reproduction, obtained from the original pub-
lisher. Editors should follow the procedure set out in the Commit-
tee on Publication Ethics (COPE) flowcharts (https://publicatio-
nethics.org/resources/flowcharts-new/translations) that are de-
signed to help editors follow COPE’s Code of Conduct and imple-
ment its advice when faced with cases of suspected misconduct.

6. Secondary Publication

It is possible to republish manuscripts if the manuscripts satisfy 

the condition of secondary publication of the Uniform Require-
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 (http://
www.icmje.org).

7. Publication of Master’s Thesis or Doctoral 
Dissertation

When thesis or dissertation work is submitted for publication, the 
first author should be the thesis awarder and should declare that 
content is from thesis/disse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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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Checklist

Title of manuscript: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lease check before submission as ☑ mark.

Cover page
□  Please follow the title page template available online

Manuscript preparation
□  A4, 12 point font Times New Roman in MS Word file, less than 3,000 words (Excluding figures, tables, references)

□  Line space: Double spacing / Margins of at least 1 inch (2.5 cm)

□  Page numbering is at the lower central portion

□  Author information is removed

Abstract
□  250 words or less

□  Subheadings of Purpose, Methods, Results, and Conclusion

Summary Statement
□  30 words or less under each subtitle

□  Summarized based on the manuscript content

Main Text
□  Followed the subtitles according to the Instruction to Authors

References
□  The total number of references is less than 30.

□  Unpublished PhD or Master’s thesis is not cited as reference. (Recommendation)

□  Followed the reference style by Instruction to Authors. References are numbered according to numeric order 

Table, figure and picture
□  According to Instructions to Authors

□  Abbreviations are noted under the table

□  No more than 6 figures, tables, and pictures al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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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Transfer Agreement

Titl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 hereby certify that I agreed to submit the manuscript entitled as above to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with the following 
statements:

• This manuscript is original and there is no copyright problem, defamation and privacy intrusion. Any legal or ethical damage should 
not be directed to the Korean Society of Women Health Nursing due to this manuscript.

• All authors contributed to this manuscript actually and intellectually and have responsibility equally to this manuscript.
• This manuscript was not published or considered for publication to any other scientific journals in the world. It will not be submitted 

again to other journals without permission from Editor of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if it is accepted for publication.
• Copyright of this manuscript shall be transferred to the Korean Society of Women Health Nursing if it is published in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It means that if any persons including authors want to use the contents of this manuscript, they should cite the 
source and can use it for educational and research purpose according to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License.

• All authors have provided a signature for copyright transfer agreement on this manu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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