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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불임으로 인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난임부부

지원 사업 활성화는 삼태아 이상의 과다 다태임신(higher-order multiple

pregnancy)이라는 고위험 임신 및 분만의 요인을 유발하고 있다. 의학적

으로 과다 다태임신은 태아와 임부의 주산기 예후를 향상시키기 위해 선

택적 감수술(multi-fetal pregnancy reduction, MFPR)을 권하는 실정이

지만, 이러한 결정은 불임을 치료하려던 부부는 물론 그 가족들에게 또

다른 갈등과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음 간과할 수 없다. 국내의 수많은 불

임시술 건수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간호연구들은 불임부부의 불임 스

트레스에 주로 초점을 두고 있을 뿐 선택적 감수술에 대한 관심은 부족

하였다.

본 연구는 “보조생식술을 받은 여성의 선택적 감수술에 대한 의사결

정의 경험은 어떠한가?”라는 연구 문제를 통해, 보조생식술 과정에서 과

다 다태임신을 경험하고 분만한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선택적 감수술 시

행 여부에 대한 그들의 의사결정 경험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하고

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연구자가 속한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의 연구 대상자 보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2013년 8월부터 2013년 10월에 걸쳐 쌍둥

이 임신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3곳을 통한 공개 모집, 연구자를 통한 개

별 모집으로 자료가 포화될 때까지 자료 수집이 진행되어, 총 9건의 심

층 면담과 총 2건의 전화 면담이 연구 분석에 이용되었다. 본 연구 참여

자들의 특성으로는 평균 2년 정도의 배란유도,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의

보조생식술을 통해 이번 임신을 하게 되었으며, 대부분 초산모로 일반적

으로 2번 이상의 임신 시도를 하였고, 절반 정도에서 이번 임신 이전에

자연유산이나 조산으로 아기를 잃은 경험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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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참여자들을 통해 수집된 모든 면담 자료를 그대로 필사하

여, Braun & Clarke (2006)의 주제분석 방법을 통한 분석되었다. 총 156

의 초기 코드는 12가지 하위 주제로 축약되었고, 이후 6가지 핵심 주제

로 명명되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주제는 다음과 같다.

제 1주제는 하위 주제 “세쌍둥이 임신에 대한 복잡한 심정”, “생각

지도 못한 선택적 감수술”를 포함하는 “세쌍둥이 임신 이후의 혼란”이

다. 보조생식술을 통해 아기를 얻고자 하는 과정에서 기대와 다른 임신

을 겪음으로써 오히려 아기를 선택적으로 지워야할지 모르는 상황에 놓

이게 됨에 따른 경험이다.

제 2주제는 “시술의 불확실한 안전성에 대한 고민”, “고위험 임신

속 아기에 대한 걱정”를 포함하는 “선택의 걸림돌, 안정성에 대한 물음”

이다. 어렵게 가진 아기에 대한 애착으로 인해 선택을 주저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세쌍둥이 이상 임신의 위험성과 선택적 감수술의 필요성에 대

해 듣고 난 이후 선택을 내리기 직전까지 어느 선택이 더 안전한 방법이

될 것인지 따져보는 경험을 다룬다.

제 3주제는 “셋... 어떻게 키울지에 대한 부담감”, “심장이 뛰는 생명

에 대한 책임감”를 포함하는 “선택의 딜레마, 부담감과 책임감 사이의

저울질”이다. 양육과 경제적 문제와 같은 현실적인 부담과 심장이 뛰는

생명에 대한 죄책감 사이에서 참여자들은 어느 선택을 하여도 쉬운 것이

없기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제 4주제는 “의료진은 또 다른 선택”, “의료진과의 의견일치는 문제

를 푸는 열쇠”를 포함하는 “선택을 좌우하는 전문 의료진”이다. 본 의사

결정 경험에서 의료진의 역할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부부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의료진을 만나는 것은 어려운 선택을 해결하는 힘

이 될 수 있음이 발견되었다.

제 5주제는 “만만치 않은 현실에서의 선긋기”, “아기를 기다리던 마

음으로 돌아가기”를 포함하는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인 선택”이다. 그

동안 생각해 볼 기회가 없었던 세쌍둥이 임신을 자신의 현실 속에서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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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다보면서 자신의 입장을 세워나가는 경험을 한다.

제 6주제는 “최선의 선택은 여전히 물음표”, “마음먹기에 달린 후회

없는 결정”를 포함하는 “선택 후에 오는 것들”이다. 선택적 감수술에 대

한 의사결정은 어렵고 힘든 경험이었다. 최선의 선택은 쉽게 말할 수 없

는 문제이지만 후회 없는 결정을 만드는 것은 참여자 본인의 마음먹기에

달린 문제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과다 다태임신을 경험한 여성이 선택적 감

수술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 요인

들에 대해 폭넓게 살펴볼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고민과 갈

등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러한 발견은 선택적 감수술에 대한 의사결정 과

정을 겪는 대상자들을 위한 간호사의 실질적인 상담을 개선하는 데 활용

될 수 있다. 특히, 보조생식술을 받는 불임부부를 지원하는 간호사의 중

요한 역할로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어려운 과정을 돕는 정신적 지지와

위로가 있음을 제시해주었다.

한편, 본 연구는 난임 부부의 보조생식술 치료뿐만 아니라 실제 시

술을 통한 다태임신의 양육 문제를 지원하는 데에도 관심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기하고 있다. 무엇보다 보조생식술을 다루는 의료진의 윤리 의식

이 강화되어 불임부부가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자신의 가족

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함을 논의하였다. 불임부부를

헤아리고 배려하는 불임 치료 환경이 마련된다면, 간호 대상자들이 불임

치료 과정에서 상실감이 아닌 행복감을 경험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

다.

주요어 : 선택적 감수술, 보조생식술, 의사결정, 다태임신, 세쌍둥이,

불임, 주제분석.

학 번 : 2012-2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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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불임과 맞물려 총인구의 감소와 고

령인구 비율의 증가를 유발하고, 경제성장의 둔화 및 노인부양에 대한

사회적 부담 증가 등의 우리 사회 전반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김영심, 황혜신, 황혜정, 2009). 여성의 사회적 활동 증가로 인

한 초혼연령의 상승과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은 가임기 여성들이

결혼을 미루게 만드는 한편, 임신을 원하는 여성들이 임신을 하지 못하

는 난임을 유발하고 있다(장진경, 2005). 또한 기혼 여성들에게 나타나는

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 양육비 문제로 인한 달라진 가족계획 등은

가족 내 이른 출산을 기피하게 만들고 있으며, 부부는 임신을 원하는 시

점에서 아기를 얻지 못해 불임치료실로 내몰리고 있다(신효영, 방은령,

2009; 하정옥, 2012).

우리나라의 불임 발생율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으나,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진료기록에 따르면 2005년 이후 불임은 매년 늘어나 2007년

에는 여성 13만 9천명, 남성 2만 6천명이 새로이 불임으로 진단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09). 이에 2006년 이래로 우리 정부는 저출산, 고령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임신·출산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장

하고 있다. 특히, 낳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낳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인 난임부부에 대하여 ‘난임부

부 지원 사업’을 적용하여, 난임부부에게 보조생식술(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ies, ART)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

다. 이 사업을 통한 2009년 체외수정시술 건수만 해도 17,691건에 이르고

있으며, 2010년도 사업예산은 전년도 263억 원에서 553억 원으로 증액되

는 등 우리나라에서의 보조생식술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다(한국보

건사회연구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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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보조생식술로 인한 임신이 늘어나면서 삼태아 이상의 ‘과다 다

태임신(High-order multiple pregnancy)’이 늘고 있다. 2009년 정부의 체

외수정 시술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출산여성 3명 중 1명(34.4%)이 다

태분만으로(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일반적으로 다태분만이 인구의

2%에서 발생하는 것에 비하면 보조생식술에서는 30% 이상으로 그 발생

이 잦다(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0). 다태임신은 단

태임신에 비해 자연유산, 조산, 미숙아, 발육부진, 신생아 사망률 및 유병율

이 높아 다태임신으로 분만된 태아는 일정기간 병원에 입원하거나 신생

아 집중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장기적 합병증 치료 등에 대

한 부담이 따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atz et al., 2002). 산모의 경우에

도 임신중독증, 자궁 수축부전, 과다 출혈 등의 더 자주 발생하여 하여

산전 산후 관리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한(Cunningham et al., 2005) 만큼

다태임신의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문제는 부각될 수밖에 없다. 고위험

임신 및 고위험 분만에 해당하는 다태임신은 태아의 수가 많을수록 합병증

의 위험성이 더 증가하여(Cunningham et al., 2005; Schenker et al., 1981;

Seoud et al., 1992), 과다 다태임신시에는 선택적 감수술(selective fetal

reduction, SFR) 혹은 다태임신 감수술(multi-fetal pregnancy reduction,

MFPR)이라 불리는 시술을 권하여 임신된 태아 수를 줄이고자 하는 실정에

놓여있다(Dodd & Crowther, 2004; Elster, 2000; Evans et al., 1994b, 2001;

배석천 외, 1976; 이해림 외, 2001).

선택적 감수술은 다태임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태아와 임부의 주산기 예

후를 향상시키기 위해 불가피한 의학적 선택(Britt et al., 2003; Elster,

2000; Lipitz et al., 1994)이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불임을 치료하려던 부부

는 물론 그 가족들에게 또 다른 갈등과 문제를 야기하게 됨을 간과할 수 없

다. 국외에서는 불임부부의 선택적 감수술 관련 의사결정 경험에 관한 연구

를 통해 대상자가 겪는 불임과 다태임신 사이의 정서적 갈등(Collopy,

2004), 앞으로의 임부와 태아의 건강에 대한 염려와 불안(Britt & Evans,

2007), 시술 관련 결정의 결과에 대한 수용과 책임(Maifeld et al., 2003),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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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피한 다태아 출산 후의 양육 문제(Elster, 2000) 등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

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선택적 감수술을 임상에서 적용하는 데 있어 방

법론적인 논의, 임부의 안전이나 태아의 건강과 같은 산과적 예후에 대한 실

험적 연구(김석현 외, 1995; 이용호, 김선행, 1999; 박진우 외, 1996; 이해림

외, 2001; 전대준 외, 1998)에 치우쳐 있으며, 시술을 경험하는 대상자에 대

한 간호학적 이해를 추구하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대신 국내 간호연구

에서는 불임부부의 불임으로 인한 스트레스 및 정서적 문제 등(김선행 외,

1995; 김혜원, 1987; 박영주, 1993a, 1993b)을 다양하게 다루고 있어 제한적

으로나마 불임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다.

국내의 실정에서 선택적 감수술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태를 분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실제 임상에서 쌍태아 이상의 다

태임신의 분만 건수가 의미있게 증가하는(서울대학교병원 분만장 통계,

2013) 만큼 선택적 감수술의 시행 여부를 고민하였거나 실제 경험한 간호

대상자 또한 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불임치료 현장에서 흔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내 간호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던 선택적 감수술과

관련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박영숙 & 조남옥(1996)은 간

호사가 불임여성들을 간호함에 있어 처치와 관련된 지극히 신체적인 증상에

만 관심을 갖는다고 지적하고 있어 다시 한 번 불임부부를 위한 간호사의

역할을 생각하게 한다. 본 연구를 통해 간호학적인 관점에서 불임부부가 직

면하는 선택적 감수술과 관련된 경험을 조명함으로써, 임상현장에서 해당 간

호 대상자를 돕고 간호함에 있어 간호사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

거 기반 실무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간호 대상자의 경험을 올바로

이해함으로써 간호 대상자들의 의사결정 과정을 지원하고 지지하는 조력자

로서의 간호사 역할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우리 간호사들이 간호 대상자들의 선택적 감수술

관련 의사결정 경험을 간접적으로나마 공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는 임

상에서 접하는 다태임신 산모가 업무 부담을 주는 고위험 산모로 인식되기

보다는 따듯한 간호가 필요한 귀한 손님으로 여겨질 것이기 때문이다.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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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를 향한 공감은 간호사가 꼭 필요한 시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간호 대상자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우며, 간호 대상자들을 향한 간호사의

관심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해당 시술과 관련하여

간호 대상자가 어떠한 경험을 하고 필요한 간호는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파

악하고 이해함으로써, 불임치료를 받는 간호 대상자들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간호실무의 근간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보조생식술 과정에서 과다 다태임신을 경험하고 분만

한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선택적 감수술 시행 여부에 대한 그들의 의사결정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하기 위함이다. 연구 질문은 보

조생식술을 받은 여성의 선택적 감수술에 대한 의사결정 경험은 어떠한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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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 고찰

1. 보조생식술을 통한 과다 다태임신의 현황

불임(infertility)은 일반적으로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적인 부

부관계를 함에도 불구하고 1년 이내에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로 정의한다

(이택후, 2007). 즉, 불임은 생식능력의 감소로 임신할 확률이 떨어지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생식능력의 감소는 여성의 경우 3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의

연령에서 급격히 진행한다(대한산부인과학회, 2012). 일반적으로 가임기 부

부가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한다면 1년 동안 80%에서 임신을 하고 10~20%

에서 불임으로 진단을 받고 있으며, 생식능력이 정상 20%보다 감소되어 있

지만 0%에 미치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 전혀 임신을 할 수 없는 것을 의미

하지는 않는다(대한산부인과학회, 2012). 최근 시민단체와 정부를 중심으로

불임(不妊)이라는 표현대신 임신이 어렵지만 임신이 가능하다는 상태를

나타내는 “난임(難妊)”이라는 표현 사용하자는 움직임(매일경제, 2013. 5.

30)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불임은 13.5%의 발생율을 보이고 있는데(한국보건사

회연구원, 2003), 최근 사회적 변화에 따른 여성들의 경제활동의 증가, 늦

은 결혼 및 재혼의 증가, 저출산 추세, 잦은 유산, 장기간의 피임사용, 스

트레스 및 비만, 운동부족, 환경오염의 증가 등의 영향으로 불임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이우식, 200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대한산부인과학회, 2012; Brugo-Olmedo et al., 2001; Jaffe & Jewelwicz,

1991; Mosher & Pratt, 1993). 불임은 하나 또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나타날 수 있는데, 불임부부 만을 대상으로 하였을 경우 배란장애

27%, 정자의 이상 25%, 난관요인 22%, 자궁내막증 5%, 기타 4% 그리고 원

인불명이 17%를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다(Cunningham et al., 2005). 이처럼

불임의 원인이 밝혀지면서 불임은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로 단정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임신이 어려울 뿐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라는 시각이 커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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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더불어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불임을 해결하려는 움

직임이 생겨나 이제는 체외수정과 같은 보조생식술에 대한 의료비를 지

원하고 있다. 기혼 부부에게 있어 “아기가 생기지 않는 불임” 문제는 저

출산을 유발하여 사회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한국보건사회

연구원, 2010).

보조생식술(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ies)은 난임부부를 대

상으로 임신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여러 시술방법들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것으로(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이후 이러한

보조생식술에 대해 건강증진기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불임치료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현재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체외수정 의료비를 4회까지 확대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의료

비는 체외수정 1회당 180만원이나(평균시술비의 50%에 해당), 기초수급

자에 대해서는 300만원(평균시술비의 90%에 해당) 범위 내에서 지원하

고 있고,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에는 차이를 두고

있다. 지원 자격으로는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부부로서 여성의 연령은

만 44세 이하여야 하며,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난임시술이 필

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만 하는 조건이 있다. 2010년부터는 맞

벌이 난임부부의 경우 낮은 배우자 소득은 50%만 합산하여 산정하는 방

식을 도입, 체외수정 지원비를 현 1회 180만원에서 단계적으로 지원 확

대하는 등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가고 있다(보건복지부,

2013, 결혼 및 임신·출산 지원).

가장 최근 발표된 대한산부인과학회의 2008년도 보조생식술의 현황

을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00년에는 58개의 시술기관에서 15,619예, 2004

년에는 65개 시술기관에서 17,802예, 2008년에는 78개 시술기관에서

28,029예의 보조생식술이 이루어져 지원사업이 생겨난 2006년도 이후로

는 꾸준히 2만 5천 건 이상으로 시행되어 눈에 띄게 활성화되었다. 이에

2008년도 시점에 이루어진 체외수정 시술의 임신율은 31.9%, 출산율은

25.5%를 기록하였고, 해당 년도 총 출생아의 0.97%(2008)를 차지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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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이처럼 국내 전체 출생아의 1%이상이

체외수정에 의한 임신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최근 유럽의 몇몇 국가에서

는 전체 출생아의 5% 이상이 체외수정에 의해 태어나고 있다(대한산부

인과학회, 2012).

보조생식술을 통한 출산장려로 불임이 해결되는 이면에 주목해야할

것은 다태임신과 다태아 분만의 발생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과다 다태임신은 보조생식술에 의하여 생기는 가장 심각한 합병증 중의

하나로 여겨지기도 하는데, 불임 치료를 위한 배란유도 및 여러 개의 배아

이식 등의 보조생식술의 활성화가 과다 다태임신의 빈도를 높게 만들 수 있

다(김석현 외, 1995). 2010년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출산

의 경우 단태분만 65.6%, 쌍태분만 34.1%, 삼태분만 0.3%로, 출산 여성

3명 중 1명(34.4%)은 다태분만을 하였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실

제 배란유도 및 과배란유도를 시행하는 경우에 있어 다태임신은 약 16~39%

에 달하는 데(이용호, 김선행, 1999; Check et al., 1993), 일반적인 인구에서

는 다태임신이 2% 정도로 발생하는 것에 비해 보조생식술에서는 다태임

신이 30% 이상으로 발생할 만큼 그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다(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0). 실제 전체 분만에서 보조생식술을

통한 다태임신의 빈도를 정확히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통계청

에서 제시하는 자료에 따르면 쌍둥이임신으로 분만된 아기수는 2009년도

5천 7백 9건 이후로 차례로 2010년도 6천 1백 7십 건, 2011년도 6천 5백

7십 1건, 2012년도 7천 5백 7십 5건을 기록함으로써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삼태 이상의 임신으로 분만된 아기수 또한 2009년도 2천 백 명

내외에서 2012년도 2천 8백 명 내외로 확인되면서 출생률 증가대비 삼태

이상의 임신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통계청, 2009; 2010; 2011;

2012). 자연임신을 통한 쌍태아 임신 발생률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쌍태

아의 증가 추세는 보조생식술의 영향이 클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의 경

우에서도 보조생식술의 결과로 과다 다태임신의 비율이 높아짐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Legro et al.(1997)의 연구에서 1980년도에 출생한 총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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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10만 명 중 37명에서 과다 다태임신이었음에 반해 2002년에 이르러서

는 총 생아 10만 명 중 184명으로 5배 이상으로 해당 임신이 증가하였

다. 이는 한국과 미국이 일반적으로 4개까지 배아를 이식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때문에 가중될 수 있는 현상으로, 다태임신을 줄이고자 유럽이

나 호수, 뉴질랜드 등의 일부 국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개 이

내로 자궁 내로 이식되는 배아수를 제한하고 있다(문신용, 2007).

한편, 삼태 이상의 다태임신의 경우는 과다 다태임신(High-order

multiple pregnancy)라고 불리며(Britt et al., 2003), 이 경우 단태임신이나

쌍태임신에 비하여 주산기 예후가 더 불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Cunningham et al., 2005). 다태임신은 단태임신에 비해 모성 합병증과

주산기 유병률 및 사망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다태임신의 경우에

자연유산, 조산으로 인한 미숙아 분만, 신생아 발육부진 등의 신생아 문제가

더 흔히 발생할 수 있고 산모의 경우 임신중독증 유발, 자궁 수축부전, 과다

출혈 등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Schenker et al., 1981;

Seoud et al., 1992; Cunningham et al., 2005). 단편적인 예로 출생시 체중

이 2.5Kg 미만인 저체중아 출생률이 점차 증가되어 단태아 중 저체중

출생아 비율이 2007년 3.3%, 2009년 3.6%인 반면, 다태아 중 저체중아

비율은 2007년 52.7%, 2009년 54.4%로 더 높은 결과(통계청, 2010)만 보

더라도 다태아 출생의 증가는 저체중아의 출생을 증가시켜 고위험 출생

아의 발현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단태아와 다태아의 주산기 예후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욱이 보조생식술로 출생한 다태아의 경우 조산,

저체중 출산 및 사망과 같은 주산기 문제 발생위험이 자연적으로 임신된

다태아에 비해 높고, 입원기간도 더 길며 집중치료를 받는 경우도 4배

더 높다(Legro, 1997; Katz et al., 2002). 따라서 보조생식술로 인한 과다

다태임신의 발생은 간과하기 어려우며 이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관심과 주

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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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택적 감수술의 개념과 현황

선택적 감수술 혹은 선택적 유산술(selective fetal abortion or

reduction, SFR)은 세쌍둥이 이상의 임신에서 태아의 수를 조절하여 다태임

신에 의한 합병증을 줄여 다른 태아의 생존율을 높여 성공적인 출산을 도모

하려는 방법이다(전대준 외, 1998; 대한산부인과학학회, 2012). 즉, 나머지 태

아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일부 태아 수를 줄이는 것이다(대한산부인과학

학회, 2012). 국외에서는 흔히 “Multifetal pregnancy reduction(MFPR)” 용어

로 사용되고 있으며(Garel et al., 1997; Collopy, 2004; Britt & Evans, 2007),

국내에서도 1990년도 후반에 “다태임신 감수술”이라는 용어가 소개한 바 있

었다(전대준 외, 1998). 당시 선택적 감수술이라는 용어에서 “선택”이라는 단

어가 가지는 의도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유산할 태아를 “임의로” 정하여 시

술함으로써 임신의 예후를 향상시키기 위한 의료진의 “불가피한 선택”임을

표명하는 의미에서 시도되었지만(전대준 외, 1998), 실제 임상에서는 여전히

사용하기 용이한 “선택적 감수술”이 상용되고 있어(대한산부인과학회, 2012),

본 연구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선택적 감수술”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

하였다.

선택적 감수술 방법이 나타난 배경에는 과다 다태임신의 의학적 예후,

사회적, 경제적 문제점이 부각됨에 있다. 하지만 선택적 감수술로 인해

불임부부는 단순히 임신 성공의 문제를 넘어서 과다 다태임신을 유지하

느냐 단태임신이나 쌍태임신을 선택하느냐하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

었다.

과다 다태임신을 막기 위해 우선적으로 시도된 방법은 가급적 이식

하는 배아수를 줄이려는 방법이었다. 다태임신으로 인한 산모와 태아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과다 다태임신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

지만 이식되는 배아의 개수와 임신 성공률의 밀접한 관련에 따라 배아이

식수의 제한은 임상에서 적용하기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현우영

외, 1997), 우리나라에서는 난자의 질에 문제가 없는 여성의 경우 이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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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배아 수를 3개 이하로 제한하는 등(대한산부인과학학회, 2012) 여성의

나이, 배아의 질을 고려하여 자궁 내로 이식할 배아수를 결정하고 있다

(문신용, 2007). 하지만 여전히 과다 다태임신은 생겨나고 있음을 무시할

수 없다. 유럽 외 일부 국가에서는 배아 이식을 하나만 허용하도록 법제화

하여 다태임신을 예방하고 있는 것(대한산부인과학학회, 2012)처럼 배아 이

식 수에 따른 조금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체외수정 및 자

궁내 배아이식술(in vitro fertilization and embryo transfer, IVF-ET)과 난

자세포질내 정자주입술(intracytoplasmic sperm injection, ICSI) 시행에서

이식 주기당 임상적 임신율은 1개의 경우가 15.1%, 3개인 경우 37.2%, 5

개인 경우 29.6%로 나타나 배아이식 수가 늘어날 때마다 유의하게 높은

임신율(P ＜0.001)을 보이기 때문에 삼태아 이상의 임신이 예상되더라도

다수의 배아이식으로 임신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의료진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현우영 외, 1997). 이로 인해 우리나라에

서 신선 배아를 이용한 IVF-ET와 ICSI 시행주기에서 출생한 총 생아(live

birth) 중 단태아의 비율은 47.8%였으며 쌍태아는 50.7%, 삼태아는 1.5%로,

전체적으로 쌍태아 이상의 다태임신의 빈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2009).

국내의 불임 치료 의료기관은 운영 문제로 인해 보조생식술을 통해 이

루어지는 임신 성공률 자체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김선혜, 2008),

배아 이식수 제한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과다 다태임신이 생

겨난 이후에 선택적 감수술을 시행하는 해결법을 좀 더 흔히 취하게 된

다(문신용, 2007). 이에 따라 선택적 감수술은 자연히 불임치료의 연장선에

놓이게 되었다. 하지만 현재 선택적 감수술에 대한 정확한 빈도와 예후는 예

측하기 어렵다. 서울 소재 일개 대학병원의 분만 통계를 살펴보면 2000년

도 당시 총 분만 건수 1360예 중에 쌍태 45예, 삼태 3예에서 약 10년 후

인 최근 2011년 총 분만 건수에서는 1551예 중에 쌍태 314예, 삼태 26예,

사태 2예로 전체 분만에서 쌍태아 이상의 다태임신의 분만 건수가 의미

있게 증가(서울대학교 병원 분만 통계, 2013)한 것처럼 실제 과다 다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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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 늘고 있으며 그와 함께 선택적 감수술도 더 흔히 시행되리라는 짐

작만 가능할 뿐이다.

한편, 선택적 감수술은 일반적으로 복강 혹은 질 쪽으로 삽입한 바늘

을 통해 태아에게 고농도의 칼륨 전해질을 투약하여 태아의 심장이 뛰는

것을 멈추게 하는 방법으로 시행되고, 그 경로에 따라 복벽을 통한 복식

방법과 질벽을 통한 질식 방법으로 나누어진다. 두 방법의 효용성과 안정성

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나, 질식 방법이 복식 방법에 비해 조기

에 시술이 가능한 점, 시술이 간편한 점, 비교적 덜 침습적으로 감염률이 낮

은 점 등을 장점으로 더 선호되고 있다(이용호, 김선행, 1999; 박진우 외,

1996). 일반적으로 시술 경로에 따라 복식 방법은 임신 10~12주에 시술하는

것이 적절하고, 질식 방법은 임신 6주에도 가능하나 임신 9주~11주가 적당하

다고 보고 있다(전대준 외, 1998). 이처럼 선택적 감수술 시행에 있어서는 어

느 정도 체계화된 방법이 세워지고 있으며 비교적 자세한 지침이 잡혀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선택적 감수술은 일부에서 “구조선(life boat)” 중재

라 불린다(Rorty & Pinkerton; 1996). 이 시술 과정으로 자궁 내 태아 모

두가 심각한 고통이나 통증을 겪거나 사망하는 대신 태아들 중 일부라도

생존할 가능성을 준다는 긍정적인 측면 때문이다. 하지만 일면에서는 선

택적 감수술이 모아의 산과적 예후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임에도 불구

하고 대략 8%의 전체 임신 소실이 발생될 수 있음을 간과할 수는 없다

고 지적한다(Craigo, 1999). 지금까지 본 시술은 비교적 오랫동안 지속적으

로 탐구되어 여러 연구에 의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정되고(김석

현 외 1995; 박진우 외 1996; 현우영 외 1997; Evans et al., 1994a, 1994b,

2001) 있으나, 여전히 시술 시행 후 전체 임신 소실이라는 극단적인 가능성

이 있고, 처음부터 단태나 쌍태로 성립된 임신의 결과와 비교하면, 시술을

통해 이루어진 단태나 쌍태 임신에서 주산기 예후가 더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이해림 외, 2001) 쉽사리 안정성을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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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택적 감수술 관련 의사결정 경험

국외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선택적 감수술 관련된 의사결정의

어려움에 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첫째, 감정적인 어려움에 주목하는 연구 결과들이 있었다. Maifeld 등

(2003)의 선택적 감수술 관련 의사결정 경험 질적 연구에 따르면 다태임

신의 위험에 대한 반감이 선택적 감수술을 선호하게 만들기는 하나 시술

을 받든 받지 않든 감정적인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하였다. 대부분의 선

택적 감수술을 결정해야하는 부부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딜레마를 포함하

는 심리적인 문제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꼈다고 한다. 다행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결정에 대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변한다고는 하였지만, 갑자기 밀려오

는 부정적인 감정은 어쩔 수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 기타 연구에서는 선택

적 감수술 1년 후에도 시술을 겪은 3분의 1의 여성은 그 과정과 관련하

여 우울한 증상을 보였고(Andrews, 1999), 일부 부부에서는 애써 노력하

여 성공한 임신을 위험에 빠뜨려야 하는 상황에서 마지못한 채 선택함에

있어 심한 감정 기복을 보이기도 하였다(Faber, 1997; Gleicher et al.,

1995). 그 밖에도 Collopy(2004)의 연구에서 선택적 감수술 시행 전 태아를

선택하는 과정의 경험을 떠올리던 Helen은 “당신이 겪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아이를 포기할 거라고 앉아 있다니 말이죠. 조금 지나서 어느

아이가 잘못될 지 알게 되었어요... 그 아이는 제 삶의 일부였죠. 늘 어떤 모

습일까 궁금해 했고, 성격은 어떨까, 커서 무엇이 될까했는데... 이건 공포에

요. 이름도 있고 얼굴도 있고 성격도 있는데... 이건 너무 끔찍해요.”라고 말

해 소중하게 생각하던 한 아이를 지워야 할 때의 죄책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에서는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감정 외에 선택적 감수술과 관련하여 아무

런 생각도 할 수 없었다는 견해도 있었다. Kanhyai et al. (1994)의 연구에

따르면 분만 9개월과 6년 이후에 선택적 감수술을 시행했던 21쌍의 부부에

게서 대부분(14쌍에 해당)은 불임 치료와 관련된 위험과 결과에 대해 인지

하지 못했다고 한다. 분만한 이후에야 부부는 새로 태어난 아기에 대한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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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감정과 그들이 포기했던 아이에 대한 슬픔 사이의 갈등, 그리고 선택적

감수술을 시행하지 않았더라면 아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하는 의문이 들었

다고 한다.

둘째, 선택적 감수술에 관한 불임부부의 자율적인 의사결정 참여가 어

렵다는 연구가 있었다. Dodd & Crowther(2012) 연구의 경우 의료진에 의해

시술 여부가 일방적으로 판단되어 의사 결정의 기회 없이 시술을 받은 경우

가 소개된 바 있다. 임상 현장에 있다 보면 선택적 감수술을 경험한 산모가

자신은 당연히 시술을 받아야만 하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고 세쌍둥이를 낳

는 일은 메스컴에나 나오는 일이라고 말한 경우와 일맥상통하는 연구 결과

였다. 하지만 임상에서 접한 다른 예로 세쌍둥이를 임신할 경우 24주 내외에

조기진통을 경험하고 조산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다태임신의 예후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듣고 자신의 신념에 따라 세쌍둥이를 낳기로 결정한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자율적인 의사결정은 간호 대상자가 접하는 병원이나 의료진

에 따라 그 차이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어떠한 환경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 그 어려움의 정도도 다르리라 짐작된다. 이에 미국의 산부인

과학회 윤리 위원회는 “배아 감수술은 예측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우

연의 사건으로 여겨져야 하며, 병원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로 일상적으

로 수용되는 치료법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하여(ACOG

Committee on Ethics, 1999) 의료진에 의해 쉽게 적용되는 시술이 되지

않도록 의료진의 윤리적 관심을 촉구한 바 있다.

셋째, 산모나 신생아의 예후에 대한 잠정적인 위험을 고려해야 하는 어

려움도 나타난 바 있다. 선택적 감수술의 가장 심각한 합병증은 전체 임신의

소실이다. 이는 연구마다 다르나 Norwitz & Vidaeff (1997)의 연구에 따르

면 6%에서 35%의 발생률로 평균 17%에서 전체 임신 소실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시술 이후 조기진통의 위험이 있을 수 있고(Evans et al., 1994a), 분

만한 여성 35%에서 태아 감수술로 인해 태반의 만성 염증이 생겨나 남아있

는 태아의 재태기간을 줄일 수도 있다(Lembet et al., 2001). 그 외에도 다태

임신으로 태어난 아이들에게서 가정과 놀이 집단에서 드러나는 사회성 결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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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체중아 출산에서의 심각한 수준의 행동 문제와 인지 기능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다(Elster, 2000). 이처럼 잠재적이나 다양한 예후를 알게 되면 최선

의 선택에 대한 갈등뿐만 아니라 선택 후의 책임 부담까지 있을 수 있어 더

욱 의사결정이 어려울 수 있다.

넷째, 기타 양육과 관련된 사회적 지지의 부재와 경제적 문제는 의사결

정을 어렵게 만든다고 하였다. Elster (2000)의 다태아 출산에 관한 연구에서

다태아를 가진 부모는 더 지치고, 우울하고, 또는 분만 후 더 불안할 수 있

다고 하였다. 그들은 자신의 친구, 가족, 기타 사람들과 고립되어 오로지 아

이를 양육하는 문제에만 헌신해야 하기 때문에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한

다. 양육할 아이가 많아지면 더불어 자신만의 시간이 부족하고 배우자 서로

에게 관심을 쏟을 여유가 없으므로 부부관계의 악화를 가져오기도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삼태아 이상의 과다 다태아의 경우 분만 후 신생아 중환자

실에 입원하는 확률이 78%로 나타나 단태아의 경우 15%, 쌍둥이의 경우

48%에 비해 신생아 관련 비용이 훨씬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Elster, 2000).

요약하자면 국외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을 통해 선택적 감수술과 관

련된 간호대상자의 정서적 갈등, 선택적 유산이라는 윤리적, 모성애적 고민,

시술을 받지 않았을 때 현실적인 양육 문제 등의 어려움을 폭넓게 살펴볼

수 있었다.

한편, 선택적 감수술 관련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지지하는 데에 있어

공유 의료적 의사 결정(Shared Medical Decision-Making)의 관점이 적용될

수 있다. 공유 의료적 의사 결정은 환자가 본인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치료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의사와 함께 치료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환자중심

의 의료서비스로 환자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Elwyn et al., 2005).

치료의 과정에 간호 대상자가 직접 참여하고 의사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널

리 확대되면서 이에 따라 간호 대상자가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간호사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조계화, 2012). 오늘

날의 간호사는 간호 대상자의 신념이나 가치, 기대수준, 사회적 경제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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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고려하여 인간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자 노력해야 하며 이를 통해 대

상자가 원하는 간호 행위에 다가가고자 하는 면에서(Legare et al., 2010)

해당 간호 대상자에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Little (2010)에 따르면 선택적 감수술을 받아야할 산모를 대상으로 한

간호사의 일차적인 관심은 교육, 신체적 정서적 지지, 그리고 시술 과정의

협조로 논의된다. 특히, 선택적 감수술을 시행하느냐 그렇지 않고 임신을 지

속하느냐에 대한 대상자의 의사결정은 “지금까지의 어떤 결정보다도 어렵고

힘든 결정”임을 명심하고 간호사는 무비판적인 전문성을 보여야 한다고 지

적했다. 선택적 감수술의 간호학적 적용은 간호 대상자가 -궁금증을 해소하

기 위해서, 용기와 지지를 받기 위해서, 혹은 결정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해

- 간호사를 찾을 때 간호 대상자의 치료 방향이 가장 합리적이고 최선의

결정이 되도록 돕는 것으로, 간호사는 의학적 치료를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간호 행위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국내 연구의 경우, 선택적 감수술을 경험하는 대상자에 대한 간호학적

연구는 부족하다할 만큼 선택적 감수술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서 참조할 만

한 국내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제한적이나마 불임과 관련된 선행 연구

를 통해 불임의 어려움을 살펴봄으로써(김선행 외, 1995; 김혜원, 1987; 박영

주, 1989, 1993), 선택적 감수술 관련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불임부부가 놓인

환경을 간접적이나마 이해할 수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불임은 진단과

치료과정에서 오랜 시간적 소모와 경제적 부담을 요구(박영숙, 조남옥,

1996)하고 불임치료가 임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임부부는

긍정적 기대뿐 아니라 신체적 고통과 함께 심한 심리적, 경제적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김선행 외, 1995; 김혜원, 1987; 박영주, 1989, 1993).

최근 우리나라에는 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 결혼에 대한 새로운 풍

토가 형성되고 있어(신효영 & 방은령, 2007) 앞서 국외 문헌에서 검토된 선

택적 감수술 관련 의사결정 경험의 외에도 우리나라의 실정을 반영하는 국

내 산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

라는 현재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면서 결혼을 하지 않는 미혼 여성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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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고 있으며, 결혼을 하더라도 아기를 갖지 않는 무자녀 가정 혹은 하나

낳아 잘 키우자는 외동 자녀를 둔 가정이 새로이 늘어나고 있다(김영심 외,

2009). 특히 결혼을 늦게 할 뿐만 아니라 결혼 후에도 아기 갖기를 미루는

여성이 늘면서 자연히 기혼 여성들 사이의 난임이 증가하고 있다(이수현,

2012). 과거 유교적 문화와 가부장제가 뿌리 깊게 남아있는 사회로 여성이라

면 마땅히 임신과 출산을 통해 가계를 이어갈 자손을 재생산해야 한다는 여

성상이 있었으나(조남옥, 박영숙, 1996; 최영희, 1989), 최근에는 가정과 사회

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 자기 핏줄에 연연한다기보다는 자기를 닮은 아기를

얻고자 하는 혈연중심의 가족주의와 부부사이를 연결짓는 의미로 자녀가 있

어야 한다는 사회문화적 압력에서 자녀를 얻고자 한다(이수현, 2012; 이정원,

2007). 그러다보니 대다수의 우리나라 부부는 아기를 갖고자 하는 시점에서

난임을 겪을 경우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고 어려운 과정(김선혜, 2008)을 거

쳐서라도 친 자식을 얻고자 한다. 이제 우리나라 부부가 불임치료실로 몰리

고 상황(하정옥, 2012)은 기정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한 두명의 자녀

를 낳아 더 잘 키우려는 부모들이 들면서 생겨난 지나친 양육 고급화와 사

교육비의 증가는 각 가정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키우고 있다(김영심 외,

2009). 따라서 우리나라의 변화된 임신, 출산의 문화 속의 불임부부를 대상

으로 한 국내 선택적 감수술 관련 연구가 진행되어 우리나라 여성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간호사가 있는 그대로 변화하는

간호 대상자의 경험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현실적이고 적절

한 조언을 간호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이에 지금까지의 전반적인 문헌고찰을 통해 변화되는 사회 속에서 우리

나라 실정이 반영된 선택적 감수술 관련 의사결정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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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보조생식술을 받은 과다 다태임신 여성의 선택적 감수술에

대한 의사결정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하기 위하여 준

구조화된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그 자료 안에서 개념을 식별, 분석하

여 주제를 찾아내려는 서술적(descriptive) 질적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1) 연구 참여자의 선정

본 연구에서는 보조생식술을 받은 과다 다태임신 여성의 선택적 감수

술 관련 의사결정 경험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선정 기준

을 마련하였다.

첫째, 보조생식술 등의 불임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임신으로 임신 확인

시 과다 다태임신을 진단받고, 병원에서 선택적 감수술에 대한 안내를 받은

적이 있는 산모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연 임신을 통해서 발생하는 과다 다태

임신은 제외하고 불임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만 연구에 참여할 수 있

도록 하였고, 임신을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불임치료를 본 연구에

서는 “보조생식술”로 명명하였다. 일반적으로 보조생식술은 인공수정과 체외

수정과 같은 불임 치료 시술을 의미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임신을 목적

으로 시행되는 여러 시술방법들을 모두 일컫는 것으로 정의하여, 배란 유도

치료 또한 포함시키는 포괄적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는 불임치료라는

의료 환경에 노출되어 있을 경우에 선택적 감수술에 대한 안내를 받을 가능

성이 더욱 클 것임을 가정한 것으로, 이는 불임 치료의 방법론적 차이보다는

의료 환경에의 노출에서 본 경험을 보고자 함이다. 한편, 과다 다태임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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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산모 뿐만 아니라 남편의 경험도 동등하게 중요하나, 선행 연구에서 불

임과 임신에 대한 여성과 남성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점을(Becker

& Nachtigall, 1994; Daniluk, 2001; Garel et al., 1997; Zoldbrod, 1993) 미루

어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 접근성을 고려하여 산모를 우선적으로 연구해보고

자 한다. 다만, 본 연구 과정에서 남편의 참여가 가능하였던 경우에는 남편

또한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보조 자료로 활용하였다.

둘째, 연구 자료 수집 시점을 기준으로 분만한 경험이 1년 이내에 해당

한다. 분만 후 시간이 오래 경과될 경우 선택적 감수술 관련 의사결정 경

험에 관한 기억이 희미해질 수 있으며, 이후 육아와 관련된 다양한 경험

등으로 인해 시술에 대한 해석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분만하

고 난 이후 가급적 늦지 않은 시기이되 산모가 산욕초기에 해당하여 자

신의 산후관리에 대한 요구가 많은 시기(오현이, 심정신, 김진선, 2002)를

피하여 연구 참여자에게 접근하고자 하였다. 단, 다소 이른 시기라 하더

라도 산모가 연구 참여를 허락한다면 경우에 따라 연구 참여를 가능토록

하였고, 연구자는 최대한 참여자의 건강 상태를 배려하여 면담을 진행하

였다.

셋째,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고자 하며 자료

수집을 위한 녹음에 동의하는 자로 정한다. 선택적 감수술의 경험이 개인적

이고 부정적일 수 있으므로, 대상자에게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 충분

히 설명하여 연구에 자발적 참여와 서면 동의(부록 1)가 가능한 경우에만

연구에 참여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연구 결과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음성 녹음

이 불가피하므로 이에 대한 사전 설명과 동의를 받도록 주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택적 감수술 관련 의사결정 경험이 있는 산모라면

본 시술을 시행하든 시행하지 않았든 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연구 대상자가

될 수 있으므로, 연구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가급적 두 경우 모두 충분한 대

상자를 확보하여 다양한 사례를 다루도록 노력하였다. 질적 연구의 표본 추

출시에는 연구 주제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참여자

(information-richness of the case)를 선택하여, 연구 현상에 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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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포화상태(theoretical saturation)에 도달할 때까지(Whittemore et al.,

2001) 자료 수집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다. 따라서 자료 수집과 자료

분석 과정은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료의 포화도

에 따라 최종 표본의 크기가 결정되었다.

2) 연구 참여자의 인권보장

본 연구는 연구자가 속한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의 연구대상자 보호 심사

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은 후 본격적인 자료 수집을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

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였으며 모

든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주의하였다. 또

한 본 연구에서는 구두와 서면을 통해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연구

참여를 허락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IRB가 통과되기 이전에 시행되었던

예비 연구 2건은 준구조화된 면담 설문지 제작에 활용되었으며, IRB 통과

이후 해당 참여자를 다시 면담하였다. 이전의 심층면담 자료 또한 분석에 활

용될 수 있도록 서면을 통해 다시 허락을 받았고, 재면담시 초기 면담의 부

족한 부분을 보완하였다.

한편, 연구 참여자의 인권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자료

수집에 앞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우선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자의 신분을 밝

히면서 본 연구가 석사학위논문을 작성하기 위한 연구 자료로 쓰이게 될 것

임을 설명하였다. 이와 함께 본 연구의 목적과 연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

명하고, 연구 참여의 자발성, 익명성, 비밀보장, 자유로운 참여 중단, 그리고

연구 참여에 따르는 위험과 혜택에 대해 안내하였다. 연구 참여시 연구자와

단독으로 면담을 하게 되며 면담 내용은 녹음될 것임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구했다. 녹음된 내용은 연구자에 의해 필사될 것이며 그 대화 내용은

연구 결과에 그대로 옮겨질 수는 있으나 익명으로 제시됨을 알리고, 연구 참

여자가 원할 시 연구 결과를 받아볼 수 있음에 대해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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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IRB 심의기준에 맞춰 개정된 연구 계획에 따라 쌍

둥이 임신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공개 모집으로 2013년 8월부터

2013년 10월에 걸쳐 연구 대상자를 모집하였는데, 쌍둥이 산모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카페 3곳에 연구 참여 모집 공고를 게시하였다.

온라인 공개 모집을 통해 연구 참여자가 수집되는 기간 동안 연구자 스

스로 개별 모집을 시행하여 총 3명의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본 연구의

예비 연구에 참여하였던 2명의 산모를 다시 면담하였고, 지인 소개를 통해

선정기준을 만족하는 1명의 산모를 심층 면담하였다. 예비 연구에 참여하였

던 2명의 참여자는 본 연구자가 근무 중인 서울 소재 일개 대학병원에서 진

료를 받고 분만한 산모로, 연구자와 라포가 형성되어 있었기에 연구 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예비 심층 면담 당시 두 산모의 아기

들은 모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상태였고, 당시 산모가 신생아중환자실

면회를 마치는 시간 이후에 면담을 시도하여 심층면담을 시행했었다. IRB

심의를 통과한 이후의 시점에서 두 산모의 아기들은 신생아중환자실을 퇴원

한 상태였고, 생후 1년 이내에 해당하였기에 2명의 산모는 연구 참여자 선정

기준을 만족하였다. 재면담시 과거 수집된 자료의 활용을 서면으로 허락받았

으며, 추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 심층면담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졌다. 개별

모집 과정에서 본 연구 참여자의 배우자가 연구 보조 참여자로 참여한 심층

면담이 2건 있었다. 한 경우는 예비 심층 면담시 이루어진 것으로 연구 참여

자 여성의 심층 면담과 동시에 이루어졌고, 다른 한 경우는 본 심층 면담시

이루어진 것으로 연구 참여자와 별개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주된 대상자 모집 방법이었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공개

모집으로는 3개월간의 모집 기간을 통해 2명의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당시 한 카페의 모집 공고 게시판 조회 수는 약 570회 정도를 기록하였으나

실제 연락 온 경우는 2건에 불과했고, 나머지 두 카페에서는 연락이 오지 않

은 상태였다. 이에 공개모집으로 연락이 닿은 2명의 참여자를 통해 추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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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대상자를 소개 받는 방식의 “눈덩이 추출법”을 도입하여 추가 연구 참여

자 명단 7명을 확보하였다. 면담 진행 전 전화연락을 통해 선정기준을 확인

하며 연구 참여 의사를 확인한 후 심층 면담 날짜를 정하였다. 심층 면담은

자료 수집의 포화상태를 확인하며 지속적이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과

정 중에서 자연 임신에 해당하였던 1명의 여성은 제외되었고, 1명은 개인적

사정으로 연구 참여를 거부하였다. 선정 기준을 모두 만족하고 심층 면담 참

여에 동의한 연구 참여자 3명이 최종 추가 모집되었다. 또한 거리적 제약과

육아 문제로인한 상황적 제약으로 심층면담 참여가 불가하였던 2명의 여성

은 전화면담을 시행하여 보조 자료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최종적으로 연구 주제 관련 경험을 가진 총 8명의 여성과 총

2명의 배우자가 연구에 참여하였고, 총 9건의 심층 면담과 총 2건의 전화면

담이 연구 분석에 이용되었다.

면담의 소요시간은 제약 없이 연구 참여자가 자신의 경험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였다. 단, 연구 참여자가 할애할 수 있

는 시간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편의를 도모하도록 주의하였다. 심층 면담

의 경우 평균 약 1시간 40분 정도의 면담 시간이 소요되었고, 전화 면담의

경우 30분 내외에서 이루어졌다. 연구 장소에는 특별한 제약을 두지 않았고,

연구 참여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장소를 정하였다. 면담장소로는 대상자의

집, 근처 소재 카페, 병원 내 이용 가능한 회의실 등을 안내하였다. 총 9건의

심층 면담 중 6건은 모두 병원이나 대상자의 집 근처 카페에서 이루어졌고

1건은 대상자의 집, 2건은 병원 내의 공터에서 이루어졌다.

심층면담 전 대략 5분 내외의 시간 동안 연구 목적을 소개하면서 면담

질문지(부록 2)가 수록된 인쇄물을 나누어 주었다. 면담 전 준비 시간을 통

해 본 질문 문항에 대해 추가 설명으로 보충하였고 준비시간 동안 연구 참

여 도중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은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생략 가능하며 언제

든 연구 참여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음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다. 또한

참여자가 원한다면 본 면담 이후 언제든 이메일, 전화통화, 재 면담을 통해

재응답이 가능함을 설명하였고, 이를 위해 이메일과 전화번호를 얻었다.



- 22 -

자료 수집을 위해 휴대폰 기기와 태블릿 PC를 이용한 2개 이상의 녹음

기기를 준비하고 함께 공유한 준구조화된 개방형 질문지를 참고하면서 면담

을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의 흐름을 끊지 않고 경청하면서 각 질

문지에 대해 충분히 대답할 시간을 갖도록 유의하였다.

면담 시에는 관찰 노트를 활용하여 참여자의 표정, 몸짓, 감정 등을 꼼

꼼히 기록하고 면담 직후에는 현장 기록 노트를 사용하여 참여자의 표현과

주요 특징, 연구자의 아이디어나 추가 질문사항 등을 기록하도록 노력하였

다. 면담이 완료된 이후 면담의 내용을 참여자의 말 그대로 필사하고 관찰

노트, 현장 기록 노트 등 면담 관련 메모를 함께 기록하여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는 보조생식술을 받은 여성의 선택적 감수술 여부에 대한 의사

결정 경험과 관련된 현상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시행된 연구로, 필사된

연구 자료는 질적 주제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제분석 방법은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질적 연구의 가장 흔한 분석방법 중의 하나로, 단순한 단

어의 집계가 아닌 분명한 연구 목적에 따른 효율적 분류와 유사한 의미를

나타내는 범주를 형성하도록 돕는다(Braun & Clarke, 2006). 수집된 자료가

잘 분석되면 도출된 주제는 자료의 내용을 포괄하면서 자료를 잘 반영하는

특징을 갖는다. 또한 일부 구체적이고 복잡한 내용은 필요에 의해 생략될 수

는 있으나 전반적인 묘사는 유지될 수 있으며 대안적으로 자료 안에서 더

세부적이고 미묘한 하위 주제를 제공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하위 주제는 전체

자료 내에서 흥미 있는 내용이나 특정 질문과 관련된 내용을 드러내는 장점

이 있다. 종합적으로 주제분석은 개인의 관점과 개인의 경험(experiences),

믿음(beliefs), 그리고 인지(perceptions)에 대한 직접적 표현이 가능하게 해

줌으로써(Luborsky, 1994) 알려지지 않은 영역에서 참여자들의 견해를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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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데 용이하므로(Braun & Clarke, 2006), 본 연구는 주제분석을 통해 잘

알려지지 않은 우리나라 여성의 선택적 감수술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드러나는 개인의 새로운 경험과 경험에서 드러나는 의미 있는 주제를 살펴

보고자 하였다.

Braun & Clarke (2006)의 주제분석(thematic analysis)의 적용은 구체적

으로 다음의 6가지 단계와 같다.

첫째, 수집된 자료와 친밀해지기(Familiarizing yourself with your data)

과정이다. 연구자는 필사한 자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해서 읽으면서 자료

자체에 집중하면서 전체 자료의 본질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한다. 필사 내용

중에서 선택적 감수술의 경험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핵심 생각과 개

념을 포함하는 단어, 문장, 문단을 단위로 하여 초기의 아이디어를 기록하도

록 한다.

둘째, 초기 코드 생성하기(Generating initial code) 과정이다. 전체 자료

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어디서 어떻게 패턴이 발생하는 지를 문서화하여

초기 코드를 생성한다. 보다 효율적인 분석 범주를 만들기 위해 자료를 축약

하여 상호연관성을 가진 코드에 라벨을 붙여 중간 범주(본 연구에서는 하위

주제에 해당함)를 형성하고 정의하며, 이 과정에서 생성된 코드의 의미를 추

론하는 과정을 거쳐 재확인한다.

셋째, 주제 찾기(Searching for themes) 과정이다. 초기 코드를 검토하

여 유사한 주제를 가진 코드를 결합하여 데이터를 정확하게 묘사하는 핵심

주제를 도출한다. 도출된 주제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 정확히 설명하도록 유

의하여야 한다.

넷째, 주제 검토하기(Reviewing themes) 과정이다. 이 단계에서는 도출

된 주제가 얼마나 전체 자료와 이론적 관점을 충실히 지지하고 있는 지 살

핀다. 초기 자료로 돌아가 구성된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의미 있는 자료가

있는지 점검하는 것으로, 이 때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선택적 감수술과 관

련된 논의 내용을 검토하여 수집된 자료에서 도출되지 않은 의미있는 자료

가 있는 지 부가적으로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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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핵심 주제 명명하기(Defining and naming themes) 과정이다.

각각의 주제가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는 작업이다. 이때 주제를 도출시킨 주

요 자료를 반복 확인하면서 도출된 각 주제의 흥미로운 점을 밝힌다. 이 때

개인의 관점과 개인의 경험, 믿음, 그리고 인지에 대한 직접적 표현을 살리

고자 노력한다(Luborsky, 1994).

여섯째, 보고서 작성하기(Producing the report) 과정이다. 이 단계에서

는 자료가 내포하고 있는 무엇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의미 있는 주

제를 선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참여자 확인(member check)"을 실시하여

표현된 주제가 참여자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

다. 마지막 분석 과정에서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질적 연구에 대

한 경험이 있는 동료의 조언을 구하여 분석결과에 대해 함께 논의하였다. 또

한 간호학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을 통해 연구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수용

성 여부를 확인 받았다.

5. 연구 결과의 질 확보

질적 연구는 Sandelowski(1986)의 신뢰성(credibility), 적합성

(fittingness), 감사가능성(auditability), 그리고 확인가능성(confirmability)으

로 평가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성을 얻기 위해 녹음된 내용을 그대로 필사하여 연

구에 활용하였다. 연구 참여자가 사용한 표현 그대로를 반영하였으며 이를

놓치지 않기 위해 녹음 장비 사용 시에 자료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별히 주의하였다. 자료수집 시에는 연구자의 선입견과 편견이 개입되지 않도

록 괄호치기(bracking) 태도로 임하였고 개방형 질문을 이용하여 연구자의

의견 개입을 최소화(Lincoln & Guba, 1985)하였다. 또한 주변 동료들의 피

드백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초기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주변 동료 3명

과 공유함으로써 주제의 타당성을 여부를 확인받았다. 그들의 의견을 통해

도출된 주제 안에 숨어 있는 또 다른 주제를 찾아내거나 지나치게 압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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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를 구체화시켜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도록 노력하

였다. 또한 참여자의 진술이 주제를 더 잘 드러낼 수 있도록 필사된 자료를

다시 검토하여 더 적합한 참여자 진술을 뽑아낼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을

수렴하여 최종 분석 결과에 반영하였다. 연구 자료 분석 및 해석 과정에서는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지하는 자료뿐만 아니라 상충되거나 모순되는 자료

가 있는 지 찾았다. 또한 분석 결과를 2명의 연구 참여자로부터 확인받는 절

차(member check)를 따랐다(Sandelowski, 1993). 본 연구에서는 면담 과정

중에도 이를 고려하여 해석에 오류가 생길 여지가 있는 모호한 표현은 면담

중에 재질문으로 구체화하는 노력을 통해 참여자가 의도한 바를 정확히 이

해하고자 더 주의를 하였다. 연구자를 통해 최종 도출된 주제 결과는 연구

참여자 2인을 통해, 연구 참여자가 심층 면담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였던 개

인의 경험과 일치하는 지 여부를 확인받았다. 연구 참여자를 통해 대부분 연

구 결과는 동의를 얻었으며, 피드백을 통해 일부 “후회 없는 선택”이 아닌

“후회할 것 같지만, 어쩔 수 없이” 시행된 선택임을 확인받아 대신 “상황 속

에서의 최선”이라는 의미가 반영되도록 수정 보완하였다.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구 참여자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 및 산

과력, 선택적 감수술 관련 분만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첨부하였다. 이를 통

해 선택적 감수술을 시행한 경우와 거부한 경우를 각각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감사가능성을 위해서는 Braun & Clarke (2006)의 주제분석 방법의 절

차를 잘 준수하고 도출된 주제에 대한 연구 참여자의 진술을 제시함으로써

독자들이 연구자의 분석과 해석에 대한 결정을 추적해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간호학 전공을 제외한 일반인 3명과 본 연구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주제 모음의 공감 가능성을 확인받았다.

끝으로 확인가능성은 연구자의 편견을 최소화하고 중립된 결과를 보여

주려는 노력을 의미하므로 신뢰성, 적합성, 감사가능성의 기준을 잘 준수하

려고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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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본 연구는 선택적 감수술 관련 의사결정을 경험한 총 6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얻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그들의 경험을

분석하여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자료 수집 과정에서 부가적으로 이루

어진 2명의 배우자 면담과, 직접 면담을 하지 못한 여성 2명의 전화면담

은 연구결과를 보충하기 위한 보조 자료로 활용되었다. 최종 9건의 심층

면담과 2건의 전화면담이 연구 분석에 이용되었다.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만 27세에서 만 38세 범주로 연령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었고, 종교는 대다수가 기독교와 무교였고 불교가 1명이

었다. 또한 2명의 전업 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임신 전 직업이 있었으나

임신과 분만 이후 직업을 포기한 경험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참여자 대부

분은 평균 2년 정도의 불임치료 기간을 거쳤으며 대부분이 초산모에 해당하

였다. 일반적으로 2번 이상의 불임 치료를 통해 이번 임신을 성공하였고, 4

번의 시도가 제일 많았던 경우였다. 또한 참여자 중에는 이번 임신 이전에

자연유산이나 조산으로 아기를 잃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절반 정도에 해당

하였다. 심층 면담 참여자 6명은 모두 임신 당시 태아 수 셋을 확인하여 세

쌍둥이 임신을 진단받았고, 그 중 2명은 선택적 감수술을 시행, 나머지 4명

은 시술을 거부하였다. 선택적 감수술을 시행하였던 2명의 쌍둥이 산모의 분

만 형태는 자연분만으로 동일하였으나 시술을 거부하였던 4명의 세쌍둥이

산모는 자연분만과 제왕절개분만으로 반반 나뉘었다. 태어난 신생아를 신생

아실로 보낼지 신생아중환자실로 보낼지는 분만의 형태보다는 병원마다 정

해둔 분만시점의 재태기간과 신생아 체중 등의 기준에 따라 판단되고 결정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에서도 분만시 재태기간의 차이로 신생아의 예

후가 달라지고 있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의 분만 직후 신생아 예후는 비교

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Table 1).



- 27 -



- 28 -

본 연구를 통해 보조생식술을 받은 여성의 선택적 감수술과 관련된

의사결정 경험으로 수집된 모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156개의 의미있

는 초기 코드가 생성되었다. 총 156개의 초기 코드 진술은 본 연구자에

의해 분석되고 해석되어 12개의 하위 주제로 축약되었다.

이 하위주제는 본 연구자를 통해 비슷하게 구성된 의미로 묶어져 추

상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 다음의 6가지 핵심 주제로 명명되었다;

(1) 세쌍둥이 임신 이후의 혼란 (2) 선택의 걸림돌, 안정성에 대한 물음

(3) 선택의 딜레마, 부담감과 책임감 사이의 저울질 (4) 선택을 좌우하는

전문 의료진 (5) 모든 것을 떠안은 쉽지 않은 선택 (6) 선택 후에 오는

것들.

Table 2. 연구 결과의 요약

(n=8)

 핵심 주제 하위 주제

세쌍둥이 임신 이후의 혼란
세쌍둥이 임신에 대한 복잡한 심정

생각지도 못한 선택적 감수술

선택의 걸림돌, 

안정성에 대한 물음

시술의 불확실한 안전성에 대한 고민

고위험 임신 속 아기에 대한 걱정

선택의 딜레마, 

부담감과 책임감 사이의 저울질

셋... 어떻게 키울지에 대한 부담감

심장이 뛰는 생명에 대한 책임감

선택을 좌우하는 전문 의료진
의료진은 또 다른 선택

의료진과의 의견일치는 문제를 푸는 열쇠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인 선택
만만치 않은 현실에서의 선긋기

아기를 기다리던 마음으로 돌아가기

선택 후에 오는 것들
최선의 선택은 여전히 물음표

마음먹기에 달린 후회 없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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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주제  하위 주제

세쌍둥이 임신 이후의 혼란
세쌍둥이 임신에 대한 복잡한 심정

생각지도 못한 선택적 감수술

1. 제 1주제: 세쌍둥이 임신 이후의 혼란

첫 번째 핵심 주제는 “세쌍둥이 임신 이후의 혼란”이다. 이 주제는

보조생식술을 통해 아기를 얻고자 하는 과정에서 기대와 다른 임신을 하

게 됨으로써 오히려 아기를 선택적으로 지워야할지 모르는 상황으로 흘

러가는 과정에서 드러난다. 이 과정에서의 혼란은 임신을 확인하는 과정

에서 “셋” 이상의 아기집을 확인하는 순간 즉, 세쌍둥이 임신을 알게 되

는 시점에서 나타나는 참여자들의 복합적인 감정 변화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불임치료를 통해 아기를 얻게 될 것이라는 막연한 상상에서 세쌍

둥이 임신을 얻게 된 순간 놀라움과 함께 당황스러움과 걱정이라는 감정

변화를 느끼며 임신 자체가 일부 참여자에게는 오히려 불임치료의 실패

보다 낯설기만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내된 선택적 감수술은 참여자들

에게는 더욱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고, 그들은 자신이 선택한 불임치

료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미치면서 혼

란스러워하였다.

Table 3. 제 1주제의 요약

1) 세쌍둥이 임신에 대한 복잡한 심정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모두 자연임신이 어려운 상황에서 보조생식술

을 통해 임신한 경우에 해당하였다. 대다수의 참여자들은 불임치료 병원

의 의료진의 권유에 따라 임신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3~4개 정도의

배아를 이식하는 방법이나 과배란 유도제를 사용하는 방법에 동의하였



- 30 -

다. 이러한 방법은 쌍둥이 이상의 임신이 가능하다고 대부분 설명을 들

었고, 본 연구에서는 1명의 참여자가 이러한 내용에 대해 듣지 못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참여자들 중에는 첫 불임치료 시도를 통해 임신이 성공한 경우도 일

부 있었지만, 대다수의 참여자들은 여러 차례 시술을 받은 이후 임신에

성공하였으며 임신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그러다보니 참여자들은

임신을 간절히 기다려온 배경에 놓여 있었고, 막연히 이번에는 임신이

이루어지기만을 생각하고 있다가 갑작스레 셋 이상의 아기가 임신된 경

우가 많은 편이었다. 이에 관해 한 참여자 F는 “시술이 잘 되면 쌍둥이

임신이 될 수도 있겠다”는 정도의 여지를 두고 있었고, 또 다른 참여자

H는 “임신이 안 되는 것보다 세쌍둥이 임신은 더 생각지도 못했다”고

표현한 바 있다. 이렇듯 거의 모든 참여자들은 아기를 얻기 위해 다태아

임신의 가능성을 떠안고 보조생식술을 받았지만, 대부분은 그 동안 임신

이 잘 되지 않았기에 자신이 세쌍둥이 이상의 임신의 주인공이 될 줄은

상상조차 못하다가 세쌍둥이 임신을 맞닥뜨린 경우에 해당하여 복합적인

감정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흔하지 않은”, “TV에서나 나오는”과

같은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모든 참여자들에게 세쌍둥이 임신은 낯선 일

로 드러났다. 다음의 참여자들은 임신 확인과 동시에 생각지도 못한 세

쌍둥이 임신을 진단받았던 당시의 상황을 회상하면서, 다음과 같이 일반

적으로 놀람, 당황스러움, 걱정됨과 같은 반응을 보여주었다.

 동네 병원에서 ○○님, 보호자분 들어오라고 해서 (진료실로) 들어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세쌍둥이라고 그래서 너무 놀라 가지고 당황했었어요. 근데, 무서웠어요. 

처음에는 세쌍둥이 하 (한숨) 어떻게 하다가 세쌍둥이가 됐나? 웃었는데, 너무 당

황하구, 황당하기도 해가지구. [참여자 A]

 그냥 깜짝 놀랬죠. 놀랬죠, 세 명이라고 하니까. [참여자 B]

 (세쌍둥이 임신을 들었을 때) 솔직히 아무 생각이 안 들었어요. 멍하다는 생각보

다 어떡하지? 이런 느낌 있잖아요. [참여자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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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참여자들 중에는 처음부터 셋을 진단받는 경우도 있지만 일

부에서는 단태아 혹은 쌍둥이 임신이었다가 중간 1~2주 사이에 세쌍둥이

이상의 임신으로 진단받는 경우도 있었다. 후자의 상황에 놓인 참여자들

은 처음에는 기다리던 임신이 이루어져 크게 기뻐하였다가 세쌍둥이 이

상의 임신으로 상황이 바뀌면서 깜짝 놀라하거나 변한 상황을 받아들이

기 어려워하는 반응을 보여주었다.

다음의 참여자들은 임신 이후 몇 주 만에 다시 본 초음파에서 세쌍

둥이 이상의 임신을 진단받았던 상황에서의 감정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

였다.

 [이란성 쌍둥이가 임신되었다가 한 아기집이 분화되어 일란성 쌍둥이로 변하

면서 세쌍둥이가 된 상황] 정말 세쌍둥이라는 것은 아예 생각을 못했고, 한 번에 

아이 한명을 선물로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지 쌍둥이도 생각을 전혀 못했거

든요. 그렇게 저희의 예상 밖의 일이어서 9주 때쯤 들었을 때 너무 놀랐어요. 

[참여자 C] 

 놀랐어요. 둘을 임신했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기뻤어요. 근데 셋이라고 하니까 멍

해서 아무것도 안 들리더라구요. 그냥 놀라가지고. 놀랐어요. 어떻게 해야지가 아니

라, 셋을 어떻게 임신을 했을까 어떻게 낳을 수 있을까하며 그냥 멍하게 있었어

요. [참여자 E] 

 저는 (이식한 배아의 착상이) 다 될 줄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그냥... 뭐 하나 

(착상)되면 잘 되는 거지 하고 (생각했어요.) 성공률이 일단 100%가 아니니까. 

원래 보통 40%인데, 저는 50%정도 가까이 된다고 (의사가 말)해서 저는 그냥 잘 

됐으면 좋겠다고 하고 (임신을 확인받으러 병원에) 갔는데, 첨에 (아기집이) 하나

가 보인다 그랬어요. ‘아, 좋다’그랬는데, 그 다음 (2주 후에 병원에) 갔더니 이

제 (아기집이) 두 개가 더 보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당황을 하긴 했거든

요. (셋까지는) 좀 생각을 못해가지고... 좀 고민이 됐었어요. 저는 셋이 될 거라는 것

은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었어요, 그때는... [참여자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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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보조참여자였던 배우자들도 세쌍둥이 이상 임신 진단에 대해

놀라기는 마찬가지였다. 다음의 한 참여자의 배우자는 세쌍둥이 임신 진

단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세쌍둥이는) 전혀 몰랐죠. 저희는 그냥 한 명이나 생기겠지 생각했어요. [참여

자 C의 배우자]

2) 생각지도 못한 선택적 감수술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세쌍둥이 임신 자체에 대한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는 시점에서 현 임신 유지의 위험성과 선택적 감수술에 대해 새로이

안내받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면서 또 다른 혼란을 경험하였다. 대부분의

심층면담에서 임신의 기쁨도 잠시 보조생식술에 이은 또 다른 시술을 생

각해야 하는 상황은 큰 스트레스로 드러났다. 세쌍둥이 임신은 흔히 볼

수 있는 임신이 아니기에 의아하고 막연한 입장에 놓여 있었으나, 의료

진을 통해 세쌍둥이 임신 유지의 어려움과 선택적 감수술의 필요성에 대

해 안내받으면서 세쌍둥이 이상의 임신은 “고위험 임신”일 수 있음에 대

해 깨닫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임신 초기에 초음파를 통해 아기집을 확인한

이후 7~9주차에 이르면, 심장이 뛰는 아기집은 몇 개인지 다시 확인을

받는 과정을 거쳤다. 이는 2주 내외의 시간동안 자연스런 임신 소실의

가능성을 열어둔 경과 관찰이었다. 참여자들 중에서는 이러한 재확인 시

점에서 간혹 일부 아기집이 도태된 경우도 있었지만, 오히려 새로운 아

기집이 추가로 확인되거나 하나가 분화되어 두 개의 아기집을 형성하기

도 하였고, 혹은 여전히 세 아기집이 잘 자라고 있었다. 이처럼 아기집이

셋 이상임이 분명하고 세 개의 심장이 정확히 뛰고 있을 때는 향후 세쌍

둥이 임신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불임치료를 받았던 병원의 의

사는 “과다 다태임신”임을 진단하고 자연스레 그것의 위험성에 대해 알

려주었고 선택적 감수술이 대안이 될 수 있음에 대해 설명했다. 다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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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참여자는 선택적 감수술에 대해 안내받기까지의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냉동(배아) 세 알을 (자궁 안에) 집어넣었어요. 시술받을 당시 서른 여덟아홉이었

으니까, 대부분 그렇듯이 셋을 넣었어요. 서른 이하는 둘을 넣고요. 저는 셋을 넣었는

데 처음에 둘만 된지 알았어요. 피검사는 4주차에 봤거든요. (피검사 통해서 임신 

가능성을 확인받고) 6주 때 (초음파로 아기집) 둘을 확인했고, 7주차에는 아기집 셋

을 확인했어요. 이때 심장 셋 뛰는 거를 보고 (의사선생님이) 바로 그 다음 월요일 

날 (선택적 감)수술을 할지 말지 신랑이랑 상의를 하고 (오면) 한 번 더 (임신 

경과를) 보겠다고 말을 했어요. 남편 없이 갔을 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셋은 

부담되기 때문에 선택유산을 권한다고 하셨어요. [참여자 E]

세쌍둥이 임신뿐만 아니라 “선택적 감수술” 또한 참여자들에게는 자

신에게 일어날 일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일부 참여자

중에는 자신이 세쌍둥이 임신을 하고 나서야 의료진을 통해 처음 선택적

감수술에 대해 들었던 경우도 있었고, 또 다른 일부 참여자 중에는 우연

찮은 기회에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스쳐본 적 있는 이슈거리로 선택적

감수술을 기억하고 있었다. 다음의 참여자들은 선택적 감수술을 처음 알

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추가 질문에 대해, 이용하던 온라인 커뮤

니티에서 자주 언급되는 내용이라 본 적은 있지만 관심이 없었기에 적극

적으로 살펴보거나 알아본 적은 없었다고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쌍둥이 카페가 있어요. 거기랑 ○○○○ (카페 사

이트)에 있는 다자녀방(게시판)에 보면 이걸[선택적 감수술]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무지 많거든요. 시술을 받은 사람들이 답변을 단 경우도 있고 또 끝까지 품어서 건

강하게 낳은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있었어요. [참여자 C] 

 계속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거나 그랬는데 그거(선택적 감수술)에 대해서 찾아보

거나 알아보지는 않았어요. 일단은 배제했다고 해야 하나? [참여자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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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한 번도 자신에게 일어날 일이라 생각지도 못

하였던 세쌍둥이 임신을 하고서 선택적 감수술을 고민하는 상황에 놓이

게 되면서 당황스러워하였다. 임신 이후에 준비해야할 여러 가지 일 중

에서 선택적 감수술에 대한 고민은 빠져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에

참여자들은 관심이 없었던 일, 전혀 모르는 일, 낯선 일을 본인이 겪게

되면서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다음의 참여자 H와 참여자 A의 배우자는

선택적 감수술에 대해 안내받았던 당시의 상황에 대한 느낌을 다음과 같

이 진술했다.

 임신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검색

도 하고 그러는데... 선택적 유산(감수술)이나, 세쌍둥이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생

각을 안 해봤었거든요. 그냥 그런 거는 TV 같은 데서나 보는 거라 생각했어요. 주

변에 그런 경우가 없으니까... 나한테는 뭐 안 되겠지 그러고 있었는데, (나한테 

일어난 거죠.) [참여자 H]

 저희 입장에서는 (세쌍둥이) 거기까지 생각할 수도 없는 (문제였어요.) 그냥 우리

는 아기를 가져야 돼. 그래서 애기를 가지려 그랬지. 아, 몇 명을 해서 몇 명이 

되고, 몇 명은 안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랬는데, 딱 닥

치고 나니까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세쌍둥이 임신을 하면 선택적 감수술을 할 

수 있구나). 세쌍둥이 임신, 경험을 하고 나서 알게 되니까. 그 뭐야 생명이 생겼

음에도 무조건 기뻐만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 A의 배우자]

의료진을 통해 선택적 감수술에 대한 안내를 받고 난 후 참여자들은

시술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 하였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시술에 대

해 자발적으로 정보를 모으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이라도 시술에 대한

정보를 찾아봐야지만 시술을 받기 위해서이든 그렇지 않든 자신들에게

안내된 낯선 시술을 제대로 볼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일부 참여자에게는

단지 어떤 시술인 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기 위한 호기심에 가까운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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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었지만, 일부 참여자에게는 혹시라도 본인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시술

부작용이 있는 지 살펴보는 것은 불안감을 덜기 위한 필사적인 행동이었

다.

 처음 의사에게 그 말(선택적 감수술)을 듣고 찾아는 봤었죠. 저는 고민은 안 했지

만 그래도 찾아보기는 했어요. [참여자 B] 

 그 날(설명을 들었던 날) 바로 그 때 밤에. 솔직히 무서워가지고... 인터넷에서 찾

아보고 그랬었어요. 제가 모른 다른 부작용은 없을지... 선택하기 전에 겁이 나서 찾

아봤어요. [참여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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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주제  하위 주제

선택의 걸림돌,

안정성에 대한 물음

시술의 불확실한 안전성에 대한 고민

고위험 임신 속 아기에 대한 걱정

2. 제 2주제: 선택의 걸림돌, 안정성에 대한 물음

두 번째 핵심 주제는 “선택의 걸림돌, 안정성에 대한 물음”이다.

선택적 감수술의 필요성에 대한 안내를 받고난 이후 참여자들은 의사결

정을 내리기 위해 자신들이 놓인 상황을 잘 이해해야만 하였다. 참여자

들은 현 임신을 건강하게 유지해내고 건강한 아기를 얻기 위한 최선의

결정을 위해서 어느 선택이 더 안정적일 것인지 정확히 알아야만 했던

것이다. 그들은 선택적 감수술은 어떤 시술이며 어떤 부작용을 갖고 있

는 지, 세쌍둥이 임신 유지가 얼마나 어려울 것인지에 대해 질문을 해나

가며 어느 선택이 자신의 아기를 건강하게 지켜낼 안전한 방법이 될지

따져보는 시간을 가졌다.

Table 4. 제 2주제의 요약

1) 시술의 불확실한 안전성에 대한 고민

본 연구 참여자들은 세쌍둥이 이상 임신의 위험성에 대해 알게 되면

서 선택적 감수술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된다. 하지만 선택적 감

수술 또한 세쌍둥이 임신 유지만큼 완전히 안전할 수 없고 단 1%라 하

더라도 전체 임신 소실이라는 위험성을 부담해야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들은 시술의 불확실한 안전성으로 인해 어느 선택이 그들

에게 더 안정적일 것인지 확신을 내리지 못해 어려움을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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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세쌍둥이 이상의 임신은 전문 의료진이 아니고서는 평범한

일반인 부부에게는 처음 겪는 낯선 상황이었다. 때문에 갑작스레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과다 다태임신 유지가 더 안정적일지 혹은 선택적 감수술

시행이 더 안정적일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시술 여부를 결정하는 것

은 어려운 문제일 수 있다. 이들은 더 나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 각 선택

의 안정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질문하며 더 정확한 정보를 얻고자 노력하

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주로 의료진과 상담하는 시간을 통해 궁금한 내

용을 해소하는 편이었으며, 일부에서는 추가적으로 인터넷 정보 검색, 온

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상담, 혹은 주변인들의 경험담 등을 통해 실질적

인 정보를 알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였다. 참여자 E는 각각의 위험성에

대해 의료진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해보았다고 언급하였다.

 선택유산을 했을 때 얼마만큼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하시는데 다 위험하다

고 하시더라고요. (선택유산도) 위험성은 있는데, 다태임신을 유지하는 것도 위험한 

것은 마찬가지다(라고 들었어요). 다태임신을 해도 위험성이 있다고 하지만 선택

유산에 대한 위험성도 몇 퍼센트가 있냐고 물어봤는데 위험성은 비슷하다고 하시

더라고요. [참여자 E]

참여자들이 본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알고자 하였던 내용은 선택적

감수술을 받을 경우, 아기들에게 생길지도 모를 즉각적인 위험성은 없는

지, 그리고 나중에 아기에게 나타날 지도 모르는 부작용은 없는지에 관

한 것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 참여자들 중에는 선택적 감수술의 안정성

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었다. 이와 같은 선택적 감수술의

불확실한 안정성은 선택을 내리는 데 있어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다음의 연구 참여자들은 선택적 감수술이 가진 위험성에 대해 다음

과 같이 경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참여자 A는 선택적 감수술을 통

한 잠정적 부작용으로 아기가 잘못될 지도 모른다는 점에 대해 신경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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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고, 참여자 B는 세쌍둥이 임신 유지만큼이나 선택적 감수술 또한

안정적이지 않기에 선택을 할 수 없다고 언급할 정도로 아기에게 해가

갈 수도 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시술을 하기로 했는데, 그 시술을 했을 때, 또 부작용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남은) 

두 아이가 ((더듬더듬)) 건강하다는 보장을 완전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런 게 무서웠어요. ((어렵게 말을 꺼내시며)) 혹시 시술 중에 다른 아기를 찌른다

거나? 약물이 들어가서 다른 아기에게까지 나중에 태어났을 때 문제가 되지는 

않을 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불안했어요. [참여자A]

 그 선택적 감수술 자체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 시술이 안전한 건가요? 그 시

술은 안전하고 그 시술을 한다고 하면 진짜 (아기들이) 괜찮을 거냐는 거죠. 그 시

술도 위험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시술로 다른 애들 두 명도 위험해 질 수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참여자 B] 

간절히 기다리던 소중하고 귀한 생명이기에 혹여나 자신들이 선택한

시술로 아기들이 위험해지지는 않을까 염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한 참여자에게는 선택적 감수술로 인해 모두를 잃을 수 있다고 설명을

들었을 때 큰 고민이 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기억하고 있었다.

 더 이상 임신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남편이 무정자증을 진단받음]에서 

세 쌍둥이 임신을 해서 그 때 한 아이를 없애서 선택임신을 하게 되면 그에 따

라 다른 아이들에게 여파가 갈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고, 그게 1%미만이긴 하지

만 다 같이 유산될 수 도 있다는 설명을 들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참여자 

G]

결국, 시술에 대한 선택을 내리기 위해서 참여자들은 임신을 유지하

는 것과 선택적 감수술을 선택하는 것 사이에서 어느 것이 현실적으로

더 안전한 선택이 될 것인지 따져 볼 필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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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위험 임신 속 아기에 대한 걱정

본 연구 참여자들은 세쌍둥이 임신 유지의 위험성에 대해 알게 된

이후 자신이 세쌍둥이 임신을 잘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걱정하게 되었

다. 참여자들 중 일부에서는 노산이자 초산인 상황, 불임치료를 통한 임

신, 그리고 뜻하지 않았던 유산의 경험 등으로 인해 자연히 단태아일지

라도 건강하게 품어내고 분만하여 길러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 걱정

하고 있었고, 각자의 상황에서 세 아기를 한 번에 품어내고 건강하게 분

만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 생각하기도 하였다. 다음의 참여자들은

자신이 세쌍둥이 임신을 잘 버텨낼 수 있을지 다음과 같이 염려하고 있

었다.

 (세쌍둥이 임신의) 위험성은 (의사를 통해) 충분히 들었는데, 선택적 감수술이 필

요한 이유 중 제일 먼저는 조산 얘기였죠. 조산의 위험이 크니까, 32주는 못 넘길 

것이고 (제) 체격으로 봐서는 30주도 못 넘기겠다고 했어요. (안쓰러운 미소로) 그래

서 저한테는 30주가 넘어야 할 산 같은 거였어요. 내가 이제 그 때까지 건강하

게 잘 갈 수 있을까? 그게 넘어야 될 산이었어요. [참여자 B]

 일단 쌍둥이 낳는 자체가 힘들잖아요? 여러 가지 위험부담도 있고 하니까. 저는 

이제 나이도 좀 노산이기도 하고... 쌍둥이 자체가 조산위험이 좀 높잖아요? 다른 

단태아에 비해 쌍둥이만으로도 부담되는데... ((중략)) 한 아기 임신해서 만삭까지 

가서 낳는 것 자체도 힘든데 셋 이상은 도저히 힘들 것 같더라고요. [참여자 H] 

세쌍둥이 임신을 유지하고자 할 때 무엇보다 가장 걱정이 되는 문제

는 조산으로 인해 미숙아를 얻게 될 것이라는 점이었다. 셋 이상의 임신

이 된 순간 모든 참여자들은 다태임신이기에 둘이든 셋이든 조산은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만 하였다. 하지만 의료진을 통해 쌍태아 임신과

삼태아 임신의 예후가 다를 것임에 대해서도 안내를 받기에, 참여자들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훨씬 이른 시기에 분만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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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만 하였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선택으로 임신을 유지했을 때, 그로인

해 조산의 시기가 앞당겨지지는 않을지, 만약 조산을 한다면 아기들이

건강하게 클 수 있을지에 대해 걱정하였다. 다음의 참여자들은 세쌍둥이

임신으로 인한 조산위험, 아기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 등 여러 가지 것들

이 마음에 걸려 세쌍둥이를 유지하는 것이 크게 걱정이 되었음을 보여주

고 있다. 우려되는 상황에 대한 걱정도 있었지만 그 안에는 미숙아 분만

과 같은 상황을 자신이 감당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부담도 일부 드러나

고 있었다.

 (세쌍둥이 임신 유지하다보면) ‘8개월을 못 넘긴다’그러면 엄마 입장에서는 

당연히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8개월, 32주가 만삭인데, 그게 끝인데 거기까지 

못 넘기는 경우가 많다. 조산되면 당연히 위험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셋 다 정

상적으로 크기 힘들다. 다 최악의 말이죠. 애들 셋 다 정상이 아니라는 거는 뭐 

엄청난 충격. 엄청난 걸 안고 가는 거잖아요. [참여자 B]

 다태아 임신을 하게 되면 애들이 조산을 하게 돼서 그 위험성에 대해서도 배제

를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애들이 다 살 수 있을까 걱정을 했거든요. 일찍 

태어나게 되면 후유증이라든지 그런 게 많으니까... 그런[미숙아 분만] 것에 대해

서도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 [참여자 G] 

한편으로는 세쌍둥이 이상의 임신은 기형아 위험이 높다하여 이에

대한 걱정을 하기도 하였다. 쌍둥이 임신은 단태임신에 비해 기형 우려

가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다가 특히 세쌍둥이 임신의 경우, 일반적인 기

형아 검사 결과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 피검사는 의미가 없고 주수가

더 지난 이후에 양수검사나 정밀 초음파를 통해 기형 유무를 뒤늦게 알

수 있어 더 걱정이 된다고 일부 참여자들은 언급하였다. 사실상 세쌍둥

이 임신에서 선택적 유산을 고려하는 시기에는 아기의 기형 유무를 정확

히 알 수는 없다. 선택적 감수술을 받는다고 해서 아기의 기형이 사라지

거나 세쌍둥이 임신을 유지해나간다고 해서 기형이 생겨나는 것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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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참여자들 사이에서는 세쌍둥이 임신 유지하려는 상황에서는 기형

문제를 더 안고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다음의 두 참여자들은 세

쌍둥이 임신의 기형 위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기형아 검사도 못했거든요? 그게 해도 뭐 소용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피검사 수

치가 다 섞여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기가 한 명이면 그 아이의 수친데, 세

쌍둥이는 세 명이 다 섞여 나오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고 어떤 애가 이상이 있는 

지 그런 걸 모르니까, 아예 그런 검사도 안했고 그냥 정밀 초음파로만 확인받는 게 

다예요. [참여자 B] 

 저희 같은 세쌍둥이 경우에는 피검사가 없어요. 쌍둥이만 되도 이런저런 검사를 

받는데, 교수님이 세쌍둥이는 데이터가 정확하지가 않아서 의미가 없다고 하셨

어요. 둘이면 한쪽이 이상이 있고 한쪽이 이상이 없다고 나오는데, 셋이면 섞여버

려서 확률이 나오지가 않는다고. 그래서 아예 검사를 못하니까... 그런 검사를 못 받

아서 좀 불안했어요. 그래서 이상이 없기만을 기도했어요. [참여자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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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주제  하위 주제

선택의 딜레마,

부담감과 책임감 사이의 저울질

셋... 어떻게 키울지에 대한 부담감

심장이 뛰는 생명에 대한 책임감

3. 제 3주제: 선택의 딜레마, 부담감과 책임감 사이의 저울질

세 번째 핵심 주제는 “선택의 딜레마, 부담감과 책임감 사이의 저울

질”이다. 이 주제는 선택적 감수술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선택

이후에 주어지는 결과에 대해 생각해보는 상황에서 드러난다. 세쌍둥이

임신 유지 시에는 세쌍둥이 양육이라는 부담이 따르고, 선택적 감수술

시행 시는 생명을 없앤다는 죄책감이 따르기에, 어느 선택이든 개인에게

는 부담이 따르는 곤란한 상황에서 참여자들은 딜레마를 느낀다. 양육에

대한 부담감과 생명에 대한 결정이라는 책임감을 떠안고 선택적 감수술

시행 여부를 결정짓는 일은 사실상 세 아기들의 운명이 자신의 손에 달

린 문제였기에 참여자들에게는 더욱 어려운 결정이었다. 한 번 결정을

내리고 시술을 받고 난 다음에는 세 아기들의 운명을 되돌릴 수 없음을

알기에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참여자들

이 선택 후 결과에 대한 부담을 얼마나 감당해 낼 수 있는 지에 대한 판

단은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될 수 있음이 나타났다.

Table 5. 제 3주제의 요약

1) 셋... 어떻게 키울지에 대한 부담감

본 연구 참여자들은 결정을 내리기 이전에 세 아기들을 동시에 키워

내야 하는 상황에 대해 생각해보면서 양육을 혼자 해낼 수 있을지, 양육

과 관련된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세쌍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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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은 세 아기들의 양육 환경에서의 지지기반 문제와 양육과 관련된 경

제력 문제에 대한 부담을 떠안고 있기에, 세쌍둥이 임신을 유지해나가기

위해서는 낳는 것보다 더 큰 키우는 것에 대한 부담을 견뎌내야만 한다

고 느끼고 있었다.

가사와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여성들에게서 있

어, 세쌍둥이를 양육하는 문제는 쉬운 것이 아니었다. 세쌍둥이 양육은

가사를 도와줄 일손이 부족한 현실에 부딪히기 일쑤이고 세 아기를 건강

하게 양육하는 문제는 엄마 홀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임을 세쌍둥이를

분만한 모든 여성들이 느끼고 있었다. 연구에 참여한 모든 참여자들은

세쌍둥이 임신이 확인된 시점에서부터 일을 그만두고 가정에서 안정을

취해야만 하는 신체적 한계를 경험하였고, 분만 이후에도 육아 문제로

인해 부담되는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실제로 세쌍둥이를 둔 엄마는 양

육을 전담해야하는 큰 역할로 인해 직장을 가지는 것과 같은 사회적 활

동을 병행하는 것을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선택적 감수술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점에서는 이러한 선택 이후의 상황을 경험해보

지 못한 채 세쌍둥이 육아를 막연히 고민하는 상황이지만 짐작만으로도

막막한 세쌍둥이 양육의 미래에 대해 한 참여자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

다.

 (셋) 키울게 막막하니까.. (셋) 낳는 거야 문제가 아닌데 키우는 게 문제잖아요. 

어떻게 키워야 되며, 혼자 키울 수 있는지도 문제였어요... (셋) 다 낳긴 해야 될 

거 같고 근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키우지? 제가 계속 일을 하고 있

는 상태여서 일도 계속 해야 하는데, 낳는 건 문제가 아닌데 키우는 건 어떻게 

키우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참여자 G]

세쌍둥이를 낳아 기르겠다고 결정하는 것은 현 임신이 초산이었던

참여자에게는 사실상 세쌍둥이 양육의 절반도 짐작하지 못하고 내린 용

감한 결정으로 회상되었지만, 경산이었던 참여자에게는 더욱 현실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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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이 되었기에 주저되는 문제였었다. 다음의 참여자 E는 초산부였고,

참여자 D는 경산부로 첫 아기가 있었다. 두 참여자들은 셋을 낳아 기를

문제의 부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솔직히 (양육 부담) 잘 몰라요. 왜냐면 (임신 기간에는 아기들이) 뱃속에 있고 잘 

모르니까. 낳아서 키우는 거는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만약에 초산부가 아니라 위

에 애가 있다면 굉장히 큰 고민일거예요. 근데 저희 채팅방 팀[세쌍둥이 모임]

에는 위에 하나 둘 아기가 있는데도 세쌍둥이 낳은 사람이 있어요. 정말 대단하

다고 저희가 존경하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낳아봤으면 선택을 다르게 할 수도 

있다고 얘길 했어요. 그 친구들은 오히려 첫 애를 셋 낳아서 한꺼번에 맨 땅에 헤

딩하는 것을 보면 그게 더 존경스럽다고 얘기를 해요. ((웃음)) [참여자 E]

 사실 별로 기다리지 않은 둘째였던 거예요. 둘째는 그렇게 기다리거나 그렇게 

간절하게 바란 건 아니고 그냥 하나가 있으면. 저도 남동생 하나 있고 커서는 조

금 외롭더라고요, 둘이 있으니까. (우리 첫 애에게도 다른 형제가 있으면) 커서는 좋

을 텐데 그렇게 막연하게 둘째 생각을 했어요. (제가) 나이도 있고 하니까 불임치

료 해서 가졌는데 생각지도 않은 세쌍둥이라서 당황스럽고... 셋을 낳아서 키울 생

각을 하니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고... 받아들이기까지 한 두 달이 걸렸죠. 

[참여자 D]

세쌍둥이를 기르는 것은 곧 엄마이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

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참여자들은 양육에 누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지 고려해야 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 중에는 시어머니 혹은 친정어머

니를 통해 양육 지지를 받고 있는 경우가 절반 가까이 되었는데 이처럼

배우자이외로 생각할 수 있는 양육 지지자로 양가 부모님이 우선시되고

있었다. 선택적 감수술에 대한 의사결정 시점에서부터 양가 부모님의 생

각이나 의견을 반영하려 노력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는데, 그 이면에

는 어려운 결정인 만큼 집안 어른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함도 있었지만

세쌍둥이 양육이라는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조부모의 지지도 중요한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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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일부 참여자들은 양가 부모님과 의견

이 엇갈려 오히려 어려운 의사결정 과정을 겪기도 하였다. 다음의 참여

자 B는 종교적 믿음으로 인해 부부 사이에서는 셋을 낳기로 의견을 확

고히 하였으나, 시댁 부모와의 의견 충돌로 애를 먹었다고 하였다. 그리

고 참여자 D는 자신 또한 셋을 낳는 데 자신이 없었던 상황에서 시어머

니의 강력한 반대가 있어 힘들었던 일을 떠올렸다.

 문제는 부모님. 부모님이 일주일동안 되게 힘들어하시고. 저희한테 권유하시고 ((중

략)) 부모님은 이제 그거죠. 건강. 애들 제대로 나올까? 조산하면 혹시라도 애들 더 

안 클까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나중에 애들 더 낳으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아버님이 좀 반대를 하셨었는데... 반대라기보다 걱정을 하셨었는데... 

저희가 그 일주일이 되게 힘들었어요. 저희는 너무 확고한데, (웃음) 어른들이. 권유

를 이렇게... 친정엄마는 그렇게 대놓고 말씀은 안 하시는데, 어. 걱정을 하시는 거죠. 

괜찮겠냐. 더군다나 어머니 아버지가 위아래 사시니까. 세쌍둥이 낳으면, (웃음) 

아, 뭐 모른 척도 못하고, 셋을 어떻게 보냐? 이것도 있으셨어요. (웃음) 한 명 보기

도 힘든데 셋을 어떻게 보냐. ((중략)) 복합적으로 세 분은 다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

하신 거예요. ((중략)) 그 일주일 동안이 저희 가족한테는 되게 힘든 시간이긴 했

어요.  [참여자 B]

 저희 시댁 쪽으로는 삼남매인데, 남편도 삼남매인데 둘째거든요. 다 셋, 셋, (저희

는) 넷 인거에요. 시댁 쪽에서 다들 너무 힘들게 사니까 어머니 같은 경우는 처음

부터‘하나만 낳고 낳지 말아라’하는 주의였거든요. 어머니 (셋 낳겠다는 데) 

반대가 심하였고... 다른 가족들 반대 설득하고 이런 게 너무 힘들었어요. [참여자 

D]

끝으로, 참여자들은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임신

당시에 느끼는 부담도 생각보다 컸지만 실제로 양육하면서 느끼는 경제

적 부담도 적지 않았다. 다음의 두 참여자들은 세쌍둥이 양육에 있어서

느꼈던 경제적 부담에 대해 진술하고 있다. 참여자 A는 다 낳고 싶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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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도 부담이 되어서 선택할 수 없었던 심정을 보여주고 있고, 참여자

C는 셋을 낳기로 선택했지만 세쌍둥이를 양육하면서 국가적으로 제공되

는 양육비 지원도 부족하게만 느껴질 만큼 실제로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

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저희 경제적인 것도 세쌍둥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 (셋을) 낳고는 싶어도 경

제적으로 어려워서 못하겠더라고요... [참여자 A]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운맘 카드도 (세쌍둥이라도) 뭐 20만원 더 주고. 초음파 비

용, 이제는 곧 세 배로 더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때

는 쌍둥이면 세쌍둥이도 다 같았는데 이제는 바뀌었대요. 초음파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 부분도 (지원이) 좀 적고요. 낳고 나서도 뭐 특별히 (지원이 큰 건지) 

잘 모르겠어요. 힘들어요. 양육수당은 똑같이 다 차등지원해주는 거잖아요? 다. 근데 

우리는 이제 셋이라서 60만원인건데. 그 만큼 많이 들어가는 건데 다 들어가는 

건데 그거는. 그래서 지금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요,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참여자 D]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보다 참여자들의 배우자들이 선택적 감수술

을 고민하는 시점에서는 경제적 부담을 더 크게 느끼고 있었다. 다음은

참여자의 배우자들이 세쌍둥이 임신을 알고 가장으로서 느꼈던 부담을

보여준다. 가장으로서 경제적 책임을 다해야하는 입장에서 중압감까지

느끼고 있었다.

  저는 가장인데, ((크게 들이쉬며)) 마음의 준비도 없이 갑자기 세 명을 양육해야 

하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이 있었어요.  [참여자 A의 배우자]

 남자입장에서 저는 가정을 부양해야 된다는 책임감 때문에... ((중략)) 인공수정 둘 

다 실패하고서 그 시험관 시술을 했는데 그게 되게 비싸잖아요? ○○여성병원

이라고 불임전문병원이 있는데, 거기서 1회 시술에 가격이 ○○만원 정도해요. 

그 때 그거를 되게 큰 결심을 하고 그래 한 번 해보자 그랬는데, 다행히 그게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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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에 성공을 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었는데 문제는‘애기가 세 명이에

요’얘기를 한 거죠.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렇겠지만, 아기곰 세 마리

가 딱! 엄마곰, 애기곰, 애기곰, 애기곰. ((웃음)) 엄청난 그 중압감에... 어떤 그런 책

임감이... 중압감이 컸던 것 같아요. [참여자 C의 배우자]

2) 심장이 뛰는 생명에 대한 책임감

선택적 감수술에 대한 의사결정의 경험을 보면, 생명존중의 윤리적

문제와 크게 결부된 문제를 참여자들이 “선택적”으로 결정한다는 생각이

들어 심리적인 어려움을 유발하는 문제를 담고 있었다. 본 연구 참여자

들은 임신 7~8주경 초음파를 통해 “심장이 뛰는 것”을 보면서 임신을 재

확인하는 기쁨과 동시에 선택적 감수술에 대해 알게 되므로 시술을 더욱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장이 뛰고 있는 생명을 사람

마음대로 선택한다는 느낌을 받음과 세 명의 생명이 달린 문제를 결정한

다는 점에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초음파를 통해 단순히 “심장이 뛰

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나아가서 “아기” 혹은 “자신들에게

찾아온 생명”과 같이 의미가 부여된 인식을 하고 있었다. 이는 곧 선택

적 감수술이라는 시술에 대한 고민이 실질적으로 두 아기의 엄마가 될지

세 아기의 엄마가 될지를 결정하게 되는 문제와 같은 단순한 고민이 될

수 없게 만들었다. “아기”라는 의미로 각인된 참여자일수록 선택적 감수

수에 대한 고민은 한 아기를 없애고 두 아기의 엄마가 될지 모두를 지켜

내서 세 아기의 엄마가 될지를 결정하는 문제로 재해석되는 경향을 보였

다. 다음의 한 참여자는 선택적 감수술을 안내받았을 때 심장이 뛰는 아

기이자 생명이기에 결정이 어려웠던 순간을 다음과 같이 기억하고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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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랑이랑 (시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다음 진료 때 초음파를 보면서) 심장소리를 

듣고 이야기하자고 했어요. 근데 수술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건지 물어봤는데, 

자궁입구에 가장 가까이 있는 아이에게 주사를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심장이 

크게 뛰고 있는데... 왜냐면 가장 가까우니까 소리가 잘 들리잖아요. 그래서 그 결

정을 해야 하는데 심장 소리를 들어서 결정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대부분이 그러듯

이. ((중략)) 저희는 그걸 아기로 받아들인 거예요. 나한테 온 생명으로. [참여자 E]

또한 참여자들은 시술의 필요성을 이해하지만 시술 방법에 대해 내

키지 않아하였는데, 선택적 감수술에 대해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냐”,

“다른 방법은 없는지”와 같은 표현을 사용함을 보면 알 수 있다. 참여자

들이 기억하는 선택적 감수술의 방법은 "배로 찔러서 심장을 멈추게 하

는 방법" 또는 "자궁입구에 가장 가까이 있는 아기에게 주사를 놓는" 것

이었다. 아기를 기다리던 참여자들에게 “심장” 혹은 “아기”에게 약물을

주입한다는 것은 곧 “심장이 뛰는 아기”를 없애는 것으로 인식되기도 하

여 참여자로 하여금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었다. 연구의 참여자 E는 다음

과 같이 선택적 감수술을 끔찍한 시술로 느끼고 있었고, 아기를 죽인다

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였다.

 굉장히 끔찍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애기 심장 뛰고 있는 주머니에 주사를 놔서 

해야 된다는 생각에 굉장히 끔찍했고, ((중략)) 그 다음에 셋 중에 누구를 선택하느

냐... 그리고 내가 만약에 시술을 하면 아기를 죽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여자 E]

특히, 기독교와 같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교리를 받드는 참여자들

의 경우에는 시술을 선택하는 것은 종교적 믿음을 거스르는 것과 같이

여겨져 또 다른 갈등을 조장하기도 하였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다음의

세 참여자들은 선택적 감수술을 선택하는 데 있어 종교적인 영향을 피할

수 없음을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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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정을 제가 저희 (부부)가 (한다는 것이 저희는) 신앙이 있으니까 또 엄마 

아빠도 다 교회에 다니시니까. 성경적인, 성경적으로 (아기는) 하나님이 주신 건

데 (아기를) 지우는 거를 사람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너무 마음에 

부담이 되는데... [참여자 A]

 저희는 종교적인 이유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둘 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주

신 생명을 한 명도 포기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참여자 B]

 남편과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생명이 아니고 지금까지 기다렸던 생명인데 

우리한테 소유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하지 않는 쪽으로 선생님께 말씀을 드

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참여자 C]

앞서 참여자 E가 시술을 시행하는 것을 "내가 ... 아기를 죽인다"고

표현한 것과 참여자 A가 시술을 선택하는 것을 "지우는 거를 사람 마음

대로" 정하는 것이라 생각한 것을 보면 시술에 대해 이해하고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때 일부 참여자들은 생명에 대한 가치관 판단 문제로

인식되어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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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주제  하위 주제

선택을 좌우하는

전문 의료진

의료진은 또 다른 선택

의료진과의 의견일치는 문제를 푸는 열쇠

4. 제 4주제: 선택을 좌우하는 전문 의료진

이 번째 핵심 주제는 “선택을 좌우하는 전문 의료진”이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이 택한 불임치료기관을 통해 저마다 다른 의료진을 만

났고, 각각의 의료진의 가치관에 따라 선택적 감수술을 안내받고 시술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 따라서 참여자들은 다른 어떠한 요인들보다 의

료진의 영향력을 크게 받을 수도 있는 환경에 놓여있었고 이러한 영향을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참여자들은 다른 상황에 놓여 있었다. 선택적 감

수술과 관련된 현 의료기술의 한계 안에서 의료진 또한 시술에 대해 본

인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이를 환자에게 반영할 수 있으며, 의료 전문직

이 가진 권위적 태도의 정도에 따라 불임부부에게 선택적 감수술을 권하

는 양상 또한 달리 나타날 수 있음이 드러났다.

Table 6. 제 4주제의 요약

1) 의료진은 또 다른 선택

선택적 감수술은 누구나 알고 있는 대중적인 시술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안내되고 시행되는 의료진에 따라 크게 좌우될 수 있는 특징을

가졌다. 의학이라는 전문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시술 중 하나이므로 일반

인들에게는 생소한 선택적 감수술은 시술을 안내하는 의료진 혹은 의료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의학 기술이 발전함

에 따라 불임치료도 발전하고 있으나 여전히 현 의료기술의 한계는 존재

하고, 세쌍둥이 임신의 유지에 있어서도 완벽하지 않은 선택적 감수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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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하는 것이 더 나은 예후를 가져올 것이라는 의학계의 합의된 결과는

없는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의료진마다 시술에 대해 저마다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그것이 불임부부에게 다른 영향을 주고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 참여자들이 만난 의료진마다 세쌍둥이 임신과 네쌍

둥이 임신 등 다태임신에 대한 선택적 감수술의 시행 여부를 놓고 서로

의견이 분분하였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동일한 환자에게 의료진마다 다

른 제안을 행하고 있었다. 다음의 한 참여자는 처음의 두 병원에서는 세

쌍둥이 임신이기에 선택적 감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을 들었고, 마지

막 병원에서는 세쌍둥이 임신을 유지하여 셋을 낳아야 한다고 들었다.

이는 참여자들이 의료진마다 다른 제안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불임치료를 받았던 병원의) 선생님께서 저는 쌍둥이 임신만 되도 위험하기 때

문에 (네 쌍둥이 중) 하나는 선택유산을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근데 일단은 저도 

임신을 하면 큰 병원으로 옮길 거라는 생각을 해서 쌍둥이 전문 병원으로 옮겨서 

다른 선생님께 갔더니 두 번째 봤을 때는 아기집이 하나는 도태되고 세 개가 된 

거예요. 선생님도 상황을 보시고 하나는 선택유산을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겠다고 

하셨는데, 또 다른 곳에 상담을 받아보자고 해서 또 다른 대학병원에 가게 된 거

거든요. 그 때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이들이 건강하니까 낳아야지라고 말씀하

시더라고요. [참여자 F]

각각의 환자마다 선택적 감수술이 필요한 정도는 다를 수 있기 때문

에 의료진마다 가치관 개입으로 무조건적인 선택적 감수술 권유나 무조

건적인 세쌍둥이 임신 유지 권유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의료진이

느끼는 의학의 한계와 가능성에서 진료를 보기 때문에 의료진의 개별적

인 가치관이 개입되는 여지가 있을 수는 있으나 개별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문 의료인의 입장에서 내린 진찰 소견이기도 하였다. 네쌍둥이 이

상의 임신을 확인받았던 참여자의 경우, 처음 세쌍둥이 임신을 진단받았

을 때는 의료진을 통해 임신 유지를 권유받았으나, 일란성 쌍둥이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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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한 네쌍둥이 임신을 진단받고 난 이후에는 같은 의료진을 통해 선택적

감수술이 거의 불가피하다고 들었다. 이를 보면 의료진의 가치관 개입이

불가피한 문제이지만 실제 의료진의 입장에서는 임신의 예후를 고려하여

환자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참여자 H

가 의료진을 통해 선택적 감수술을 권고 받았을 때의 진술이다.

 첨에 (아기집) 하나가 보인다 그래서 좋다 그랬는데, 그 다음 병원에 갔더니 이

제 (아기집) 두 개가 더 보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이제 당황하긴 

했거든요. 좀 생각을 못해가지고 인제 그래서 병원에서는 셋을 다 낳으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전 좀 고민이 됐었어요... 다음에 이제 심장소리를 들으러 갔는데 심

장소리가 네 개가 들린다고... 그래서 하나가 일란성인 것 같다고 그러면서 그때는 

(다태임신 감)수술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참여자 H]

이와 같은 배경으로, 참여자들이 의료진마다 자신에게 선택적 감수

술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음을 인식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는 선택적 감수술에 대한 다른 결정으로 이끌 수도 있다. 어느 정도 의

료진마다 다른 제안을 할 수도 있는 문제임을 판단한다면 앞서 참여자

F처럼 여러 의료진의 의견을 들어보고 조금 더 주체적으로 의료진의 설

명을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다음의 참여자 A처럼 이러한 문제의 성

격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이 만난 의료진이 자신이 택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의 모든 것으로 생각한다면 처음 불임 치료를 받은 동네 병원의 의

료진이 알려준 방법이 유일한 방법인 줄 착각할 만큼 수동적으로 의료진

의 설명을 이해하게 될 수도 있다. 이때에는 나중에서야 또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있음을 깨닫기도 하였다.

 대부분 이제 큰 병원에도 안 가보고 동네 병원에서... 의사선생님이 그렇게[세쌍

둥이 임신은 선택적 감수술 시행] 해야 된다고 딱 결정을 내리시니까. 선생님 

말이니까 환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신뢰를 하고, 셋 중에 한 명은 어쩔 수 없이 그

렇게 해야 된다 해서 저희도 그래서 결정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선생님 말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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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 듣고서 거의 선택보다는 그 분이 하라는 대로 따르는 것 같아요. [참여자 A]

선택적 감수술에 있어서 의료진 가치관 개입은 선택적 감수술에 대

한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불임부부에게 주어진 선택권의 자율성 정도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 본 연구의 심층 면담에 참여하였던 6명의

참여자들은 모두 세쌍둥이로 진단받았고, 대다수의 참여자 5명은 의료진

을 통해 선택적 감수술이 필요하다고 권유받았으며, 나머지 1명은 오히

려 임신 유지를 권유받았다. 전화 면담을 시행한 2명의 참여자들 중 1명

은 처음 세쌍둥이를 진단받았을 때는 임신 유지를 권유받았으나, 네쌍둥

이를 진단받고 난 후 오히려 의료진을 통해 선택적 감수술을 권유받았

다. 그리고 나머지 참여자 1명은 세쌍둥이 임신 상황에서 선택적 감수술

을 권유받았다. 나아가 총 8명의 참여자 중 2명은 선택적 감수술에 대한

선택권이 없었다고 느꼈고, 나머지 6명중 선택권을 명확히 넘겨받았다고

느낀 경우는 3명, 시술을 권하는 정도였다고 느낀 경우는 3명이었다. 다

음 세 참여자들의 진술은 그들에게 주어진 시술의 선택권에 대해 극명히

다른 정도의 자율성을 보여주고 있다. 차례대로 선택적 감수술에 대한

선택권의 우위가 비교적 참여자 A와 참여자 D는 의료진에게 있었고, 참

여자 B는 불임부부에게 있었으며, 끝으로 참여자 G는 의료진이 불임부

부에게 시술을 권하는 정도에 그쳤다.

 아, 세쌍둥인게 저한테 선택을 주신 게 아니라, 8주기 때문에, 심장이 뛰고 있기 

때문에 내일 당장와서 선택유산을 해야 된다. 그럴 방법밖에 없냐니까, 어... 세

쌍둥이 못 낳는다고 아기 셋 다 힘들어지기 때문에 선택유산이 이름만 선택유산

이지 무조건해야 되는 거라고 하셨어요. [참여자 A]

 제가 다닌 ○○기독병원은 세쌍둥이 임신을 확인했을 때 다 낳으라고 하셨어요. 

그런 (다태임신 감수술 같은) 시술이 있기는 한데, 여기는 하지 않는다고... 

[참여자 D]  



- 54 -

‘세쌍둥이면 선택유산을 하니까, 일주일 뒤에 결정해오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선택유산을 얘기한 거는 선택은 산모한테 있다고 하니까. 어차피 맞잖아요? 선택

은 산모한테 있는 거지. 권유는 막 강요할 수는 없는 거니까. [참여자 B]

 병원에서도 제가 체구가 작은 편은 아닌데 셋은 힘들 수도 있다며 몇 번 (선택

적 감수술을) 권했거든요. 그래서 세쌍둥이 임신은 정말 무리였던 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여자 G] 

2) 의료진과의 의견일치는 문제를 푸는 열쇠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스스로도 선택적 감수술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있어 의료진의 영향이 크다고 느끼고 있었다. 의료진이 주는 의료 정보

와 진찰 소견은 전문 분야에 있는 권위 있는 사람을 통해 나온 것이기에

의료진의 권유를 따르는 것은 아기를 위한 더 나은 예후를 향한 현명한

선택이라 생각하는 편이었다. 의료진은 불안정한 상황에서 믿음을 갖고

기댈 수 있는 권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다음의 한 참여자의

진술은 의료진의 권유가 가진 힘을 보여준다.

 집에 가서도 어른들한테 얘기했을 때, 의사선생님이 그렇게[선택적 감수술을 받

는 게 낫다] 얘기했을 때는 그 선생님 하는 말씀이 맞겠다. 그러면은 그렇게[선택

적 감수술 시행하는 쪽으로] 하라고. [참여자 A] 

해당 분야의 전문 의료진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이

라는 생각이 일반적이므로 참여자들은 의료진의 권유가 자신의 원하는

것과 다를 때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하였다. 다음의 참여자 H는 셋 임신

이 두렵기만 한 상황에서 의료진이 낳으라는 권유를 했을 때 고민이 되

었던 심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해주었고, 참여자 C는 평소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던 입장에서 의료진을 통해 선택적 감수술이 나은 선택

일 것이라 권유받았을 때 속상했던 감정을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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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쌍둥이 임신을 알고) 병원에서는 셋을 다 낳으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전 좀 

고민이 됐었어요... 왜 다 낳으라고 그러지? 이제 좀 당황하긴 했었죠... 다 낳으라고 

하시니까... [참여자 H]

 세 쌍둥이인거에 대해서 선생님도 놀래셨어요. 제가 임신이 안 된 기간이 길

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될 줄은 모르셨거든요. 세쌍둥이를 낳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말들을 다 하신 다음에 (다태임신 감수술을) 생각해 보라는 말이 아니라 

거의 선택적 유산을 받는 것이 좋다고 얘기를 하셔서... 마음을 참 편하게 해주시는 

너무 좋으신 선생님들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고 남편한테 울면서 전화했던 

거 같아요. [참여자 C]

의료진과 의견이 다를 때에는 갈등이 조장되기도 하였지만, 반면에

의견이 일치할 때에는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되어 고민을 덜어주기도 하였

다. 특히, 참여자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 믿음을 줄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하고 노련한 의료진은 참여자들을 안심시켜줄 수 있었고, 그

들과 공감할 수 있는 의료진은 참여자들을 위로할 수 있었다. 다음의 두

참여자들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직전 만났던 의료진을 통해 안심이 되었

던 일을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저는 ○○○교수님 같은 경우 굉장히 안심시켜주는 스타일이셨어요. 세 쌍둥이 

엄마들 많이들 ○○○교수님 보러 가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 다 듣고 선생님한테 찾아갔을 거 아니에요? 안심시켜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처음에 되게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참여자 D]

 결정적으로 결심을 한 계기는 교수님을 만나고 나서 믿음이 생겼거든요. 그 전에 

조산의 아픔이 없었다면 기쁜 마음으로 낳았을 텐데 오히려 초반에는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생기나 싶었거든요. 근데 [여러 병원을 찾아다닌 후 도착한 마지막 

병원의] 교수님께서 낳아야지 하며 확신을 주시며 말씀을 하시니까 낳아야겠다

고 결심을 하게 됐어요. [참여자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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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다음의 두 참여자들은 결정을 내리고 난 후 시술을 권했던

의료진에게 자신의 의견을 말했을 때 격려를 받고 힘이 되었던 일을 다

음과 같이 기억하고 있었다.

 일주일째 병원에 가서 낳겠다고 망설이지도 않고 그랬더니 오히려 의사가 고맙

다고 그러더라고요. (웃음) 아, 고민 많이 안하고 한 번에 용기내서 결정을 해줘서, 

고맙다고. 낳겠다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힘내시라고. 결정해오셨으니까. 

[참여자 B]

 (제가 낳겠다고 결정했을 때 의사선생님이) 요즘은 의술이 많이 좋아져서 많이

들 임신 유지를 끝까지 잘하고, 좋은 병원 좋은 선생님들이 있기에 괜찮다고 격려

해 주시더라고요. [참여자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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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주제  하위 주제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인 선택
만만치 않은 현실에서의 선긋기

아기를 기다리던 마음으로 돌아가기

5. 제 5주제: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인 선택

다섯 번째 핵심 주제는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인 선택”이다. 본 연

구의 참여자 중 일부는 세쌍둥이 이상 임신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도저

히 감당할 수 없을 현실에 대한 거부감으로 선택적 감수술을 택하겠다는

결단을 내린다. 내키지 않는 시술이지만 비교적 안정적인 임신을 택하여

나머지 아기라도 건강하게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반영한다. 반면, 참여자

중 나머지 일부는 그 동안 생각해 볼 기회가 없었던 세쌍둥이 임신을 자

신의 현실 속에서 놓아보는 시간을 통해 세쌍둥이 임신을 유지하고자 하

는 결정을 내린다.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 속에서 현 임신이 갖는 의미

를 찾고, 처음 아기를 갖고자 했던 마음으로 돌아가고자 함을 보여준다.

Table 7. 제 5주제의 요약

1) 만만치 않은 현실에서의 선긋기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세쌍둥이 임신의 일반적이고 개별적인 위험

성에 대해 설명을 들으면서 자신에게 선택적 감수술이 어느 정도 필요한

지 이해해나갔다. 이들은 불임치료를 통해 얻고자 기대했던 임신, 건강한

임신이 아닌 고위험 임신의 부담, 건강한 아기가 아닌 기형이나 장애를

가진 아기, 혹은 조산으로 인한 미숙한 아기 분만 가능성 등에 있어 자

신의 입장을 세워야함을 느꼈고 시술에 대해 현실적으로 고민하게 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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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들은 어려운 고민 이후 자신 만의 입장을 찾기 위해 자

신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거나 수용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생각해봄으로

써 현실 속에서 선을 긋고자 하였다. 각 개인마다 선택적 감수술의 필요

성은 다르게 인식되었고 그로 인해 각 개인들이 선택을 놓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부분도 달랐다. 하지만 참여자들 모두는 자신들이 감당하고 수

용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 하나하나 고민해봄으로써 처음에는 느끼지 못

했으나 자기 안의 소리를 듣게 되었고, 곧 자신이 놓인 현실을 통해 선

택적 감수술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수 있었다.

참여자 A는 자신의 상황을 돌이켜보면서 세쌍둥이 임신이 자신에게

일어난 것에 난감해하였다. 참여자 A는 세쌍둥이 임신의 부담감을 떨치

지 못하고 힘들어 하였는데, 특히 세쌍둥이 분만 이후 겪게 될 경제적

부담 등의 상황에 대해 걱정하였다.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염려

되는 상황이라 그에 대해 감당하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워하였던 것이다.

다음의 참여자 A의 진술은 이와 관련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생각한 거는 일단 세 명이 다 위험해질까봐 제일 걱정을 해서 결

정을 했고요. 왜냐하면 내 몸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 경제적인 것도 세쌍둥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 임신하면 당연히 일을 못하는 건 맞지만, 셋은 사회에 

복귀하는 데 있어서 더 힘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참여자 A]

자신의 상황에서 세쌍둥이 임신을 생각한 참여자 중에는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건강한 아기를 갖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한 경

우가 많았다. 모든 참여자들은 임신한 모든 아기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었지만, 세쌍둥이 임신을 지속하면서 세 아기 모두를 잃을지도 모를 위

기가 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두려움을 느꼈다. 세쌍둥이 임신이 가지는

위험성과 이후의 육아로 넘어가는 만만치 않은 현실을 떠올린 이후 자신

에게 주어진 선에서 가장 안정적인 방법인 선택적 감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한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참여자 H의 진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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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낳으려고 했다가... 셋 다 약하다거나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될까봐... 둘 건

강하게 낳는 게 더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 당시... ((중략)) 셋을 낳아서 

키우는 것 자체도 힘들고. 셋을 건강하게 잘 낳는 것 자체가 힘들 것을 알아가지

고... 고민이 되긴 했었는데 그래도... 일단은 남편이랑 상의했을 때 셋은 안 낳는 게 

더 좋을 거라는 생각에 둘 다 동의했어요. [참여자 H]

이들 참여자들이 염려한 점에는 산모가 모든 아기를 품을 수 없어

굉장히 이른 시기에 조산을 할지도 모름과 기형아 검사를 할 수 없는 환

경에서 태어나기에 기형 문제에 있어 더욱 부담됨 등에 관한 것이었다.

간과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한 걱정이 늘어나면서 선택적 감수술을 시행

하기로 선택함으로써 이러한 위험을 줄이고 두 아기만이라도 안전하게

분만하고자 하는 목적이 고려되었던 것이다.

한편, 일반적인 시술 결정 시기에 선택적 감수술을 거부를 하더라도

뒤늦게 시술을 해야겠다고 결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참여자 C의 경우,

임신 중기 이르는 시기에 원인모를 질출혈이 찾아와 “전체가 다 흔들리

는” 큰 위기에 봉착되자, 세쌍둥이 임신의 위험성을 느끼고 선택적 감수

술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이는 임신 확인 당시 의료진을 통해 들었던

세쌍둥이 임신의 위험성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실제로 참여자에게 생겨난 일은 현재 산모와 아기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

요한 문제로 여겨졌기 때문이었다. 고위험 임신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

증상을 직접 겪게 되면, 참여자 C처럼 시술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고

조금 더 안정적인 방법을 찾아야하는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다음은 참여자 C가 자신이 겪었던 위기 상황에 대해 회고한 내용이

다. 다시 선택적 감수술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 참여자 C

의 배우자도 진술해주었다.

 나머지 아기 둘이랑 아내를 지키는 게 저한테는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정확하

게는 다른 문제는 이거[선택적 감수술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거죠.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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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작거나 장애가 있거나 목둘레가 두껍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도 저희는 선택

적 유산을 선택하지 않았는데 하혈을 왕창한 상태에서 지금 세쌍둥이 임신을 유

지했을 때는 세 아기가 다 위험해질 수 있으면 안 된다 생각했어요. 가장으로서 

결단을 내려야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던[선택적 감수술을 받겠다고 결정한] 

것 같아요. 저희가 선택을 했을 때의 시점은 하혈을 왕창하고 통째로다 유산이 되

느냐 마느냐 전체가 다 흔들리는 시점이잖아요. 상태가 맨 처음에 세 명 임신 얘

기 들었을 때는 일단 안정일 가능성이 훨씬 높았지만 지금 상태에선 전체가 다 

흔들리는 시점에서 한 마디로 지진이 일어나는 데 짐 다 빼야 된다는 거죠. 위험

성이 너무나 커졌기 때문에 지금은 결단을 내야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참

여자 C 배우자]

 (선택적 감수술을 받아야한다는 상황에서) 저는 계속 고민을 했죠. 그래도 끝까지 

(셋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남편에게) 물었더니 선생님이 없다고 하

셨대요. 남편은 그게[선택적 감수술을 받는 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하는데 저는 

엄마로서 그래도 품을 수 있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시술을 받은 거예요. 다른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남편은 다른 아이들이라도 지

켜야 하지 않겠냐고.. 이 한명은 어쩔 수 없이 고통스럽게 뱃속에서든 태어나서든 

금방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선생님은 태어날 수도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을 지키는 방법은 이것[선택적 감수술] 밖에 없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하

게 됐어요. [참여자 C]

 

임신 지속, 분만, 육아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셋까지는 만만치 않

은 현실적인 고려를 빼놓을 수 없었던 참여자들의 경우 힘들게 선택적

감수술을 받기로 결장하지만 마음은 불편함을 피할 수 없었다. 생명이

달린 어려운 문제이다 보니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이 감당해

낼 수 있는 문제인지에 대한 고민으로 넘어가 간접적으로 생각해봄으로

써 입장을 정리하는 편이었다. 자신이 세쌍둥이 임신을 유지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생각해보기도 하고, 세쌍둥이를 양육할 때의 경제적 상황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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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지 양육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지를 염려하여 결정하였다. 그러다보

니 참여자들은 그 과정에서 자신의 뜻을 지지해줄 사람이 있는 지 없는

지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다음의 한 참여자와 같이 선택적 감수술을

선택하는 것은 자신에게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했

다.

 남편이 가장 잘 선택했으리라는 생각이 있어서 (선택적 감수술을 받겠다는) 결

정에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어요. 결정과정에서는 괴롭긴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생각했고, 또 저희가 아이를 해하려고 처음부터 일부러 그랬던 게 아니

기 때문에. 저희 선택이 최선이었다고 남편이 이야기 하는 거에 대해 저도 어느 

정도 크게 동의를 했어요. [참여자 C]

2) 아기를 기다리던 마음으로 돌아가기

본 연구의 참여자 중 또 다른 일부는 그 동안 생각해 볼 기회가 없

었던 세쌍둥이 임신을 자신의 현실 속에서 놓아보면서 다시 한 번 세쌍

둥이 임신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일부 참여자들

은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 속에서 현 임신이 갖는 의미를 찾고, 처음

아기를 갖고자 했던 마음으로 돌아가 세쌍둥이 임신을 유지하고자 하는

반응을 보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초산부였는데, 참여자마다

자연 임신 어려움의 정도가 다르거나, 불임 치료 실패 혹은 유산 경험

등에서 다른 경험을 하였기에 아기를 갖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스트레스

의 정도가 제 각각 달랐다. 참여자들은 자신에게 놓인 세쌍둥이 임신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자신들이 경험하였던 개별적이고 특수

한 상황을 떠올렸다. 즉, 그 동안의 불임치료, 과거 유산 등의 경험 속에

서 이번 임신이 자신에게 주는 의미를 생각했다. 각 개인의 배경에 따라

아기에 대한 간절함의 정도는 달랐고 결국 각 참여자마다 이번 세쌍둥이

임신에 대한 애착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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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참여자 E는 다른 참여자들보다 비교적 불임 기간이 길었고,

여러 번의 임신에 실패한 경험이 있었다. 자신이 노력한 것에 비해 쉽게

임신이 되지 않는 상황에 놓였었기에 참여자 E는 이번 세쌍둥이 임신을

맞이할 때 다른 참여자보다 더욱 큰 기쁨과 감사함을 느꼈다. 물론 세쌍

둥이 이상 임신을 처음 접했을 때 참여자 E 또한 다른 참여자들처럼 놀

라고 당황스러웠었지만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현 임신이 가진 의미를

찾았던 것이다.

 저희는 결혼을 1999년도에 했었는데 2006년도에 생길 때까지 한 번도 임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2006년도 자연 임신했을 때 (3개월 정도에) 계류유산 되어서 

(소파)수술을 받고 나서도 또 쭉 없었어요. 그리고 2010년도에 (불임치료차) 병원을 

다닌 기간은 1년, 그리고 중간에 1년 쉬었다 다시 시작했고요... ((중략)) 제가 (불

임치료) 병원에 늦게 갔어요. 2010년도에 갔는데 그때 처음 ○○병원에 가서 한 

달 (진료)보고 인공수정을 시작했는데 첫 번째는 알러지 때문에 안 됐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실패했고, 마지막 달에 시험관(시술)도 실패했고, 2011년도에는 우울해

서 칩거를 했어요. 그 다음에 2011년도 가을에서부터 운동도 하고 108배 (기도를) 

시작하고 두유랑 과일 야채를 많이 먹고 그 후에 2012년도에 1차는 실패를 했었는

데, 2차 때는 성공을 했어요. ((중략)) 7주차에 심장 셋 뛰는 거를 보고, ((중략)) 근

데 이제 처음에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의사선생님이) “둘 다 모두 건강하네요. 

첫째, 둘째...하다가 어? 지난주에 없었는데... 하나가 더 있네요. 제가 잘못 봤었

나? 셋째가 있네요!”이러시면서 심장소리를 들려주시는데, 그것도 반갑더라구요. 

((중략)) 임신을 기다리다 기다리다 해서 모든 순간순간이 소중했고, 행복했어요. 

[참여자 E]

참여자 B의 경우에도 불임치료 실패 경험이 있었고 두 번째 시도로

임신한 상황이었다. 참여자 B는 권유받은 시험관 아기 시술을 거부하고

인공수정을 다시 시도한 경우로 오래도록 기다리던 임신이 성공하였을

때 크게 기뻐하였다. 더욱이 참여자 B는 이상 임신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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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쌍둥이 임신이 되면서 임신 자체가 기쁨이 배가 되기도 하였다.

 이제 (결혼한 지) 5년이 되요. 4년째 애가 없다가, 작년에 3년쯤에 인공수정을 

한 번 했었어요. 그 때 안됐어요. 그 때 ○○병원에서 바로 시험관(시술)을 권유

하시더라구요. ((중략)) 그래서 그냥 1년을 쉬었어요. 1년을 쉬고 작년 가을에 다시 

1년 만에 인공수정으로 임신이 된 거에요. ((중략)) (임신 호르몬 수치가 높게 나와) 

아, 그래. 이번에도 아닌가보다 하고 병원에 갔더니, 세쌍둥이로 임신해서 호르몬 

수치가 그렇게 높게 나왔던 거에요. ((중략)) 그래서 그 때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었

어요. 완전히 그냥. 감사 그냥 감사합니다. 포상기태 임신이 아니라는 거 자체가 

감사하고.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참여자 B]  

이 하부 주제를 보인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에게 찾아온 생명을 그

대로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의 소리를 듣게 된다. 불임치료를 받으면서

임신을 간절히 기다리던 때의 초심을 떠올리며, 자신을 찾아온 세쌍둥이

임신을 감사한 마음으로 건강히 유지해나가고자 한다. 다음의 두 참여자

들은 세쌍둥이 임신 유지의 어려움에 대해 이해하고, 엄마로서 적극적으

로 임신을 유지하려는 각오를 보여주고 있다.

 (아기를) 달라고, 달라고 4년간 기도할 때는 언제고 (웃음) ((중략)) 세 명이면 힘

들다고 제가 한 명을 지우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세 명을 주셨을 때는 이유도 

있을 거고, (웃음) 또 키울 만 하니까 주셨을 거다. 저는 4년간 너무나 기다렸던 아

기고, 너무 힘들 거라는 것도 알고 모든 걸 감수하겠노라고 스스로 모든 것들을 다 포

기하겠다(라는 각오로 임신을 유지하겠다 했었어요). ((중략)) 그래서 저희 남편이

라 저는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세쌍둥이 임신을 유지한다면) 셋 중에 누가 아픈 

애가 있을 수도 있겠다... 셋 중에 당연히 셋 다 건강하게 나오면 정말 감사한 거

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거는 감안을 했었죠. 누가 아플 수도 있고 아프게 태

어나서 계속 치료를 받을 수도 있겠다. 그래도 (선택적 감수술을 받지 않겠다면) 그

거는 감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어요. [참여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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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게 아이를 받았는데 내가 스스로 죽일 수는 없다고 했어요. 안돼서 울고 살았

던 게 몇 년인데...  결국 저희는 수술 안하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수술을 하냐.. 어

차피 위험부담이 있다면 애기 셋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참여자 E]

참여자 F는 이전 불임치료를 통해 쌍둥이 임신을 했다가 조산으로

아기를 모두 잃었던 경험이 있었기에 스스로 선택적 유산을 택하는 자체

에 크게 거부감을 느꼈다. 하지만 습관적 유산 우려도 있는 상태이기에

세쌍둥이 임신을 유지하는 것은 다른 산모들보다 어려운 상태였다. 이에

참여자 F는 조산에 대비하여 이른 시기에 자궁경부 봉축술을 받았는데,

이처럼 세쌍둥이 임신을 유지하겠다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세쌍둥이 임신을 유지하고자 하는 각오를 가져야만 했다.

 제 마음속에 [셋 모두를] 낳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봐요. 욕심을 부려 셋을 다 지

키자니 셋 다 잘못되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하고, 안정적으로 가려면 선택유산으로 

하는 게 맞는데 또 선택유산 하다가 다른 애가 잘못될 수도 있고, 또 그전에 잘못

된 애들[쌍둥이 사산]도 있는데 제가 또 선택유산을 시킨다는 거 자체가 마음이 

용납이 되지 않고 그런 갈등이 많았는데, 아무튼 제 마음속에 낳고 싶은 마음이 강

했던 것 같아요. ((중략)) (셋) 낳기 결심하고 나서는 한 13주쯤에 교수님 권유로 

맥도날드라는 자궁 경부 묶는 수술[자궁경부 봉축술]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낳기로 

한 거예요. [참여자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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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주제  하위 주제

선택 후에 오는 것들
최선의 선택은 여전히 물음표

마음먹기에 달린 후회 없는 결정

6. 제 6주제: 선택 후에 오는 것들

여섯 번째 핵심 주제는 “선택 후에 오는 것들”이다. 본 연구의 참여

자들은 본 선택적 감수술과 관련된 의사결정 경험을 겪으면서 비로소

알게 되는 새로운 것들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동안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문제에 대해 직접 고민하고 선택해보는 과정을 통해 서로 힘이

되고 의지가 되는 부부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여자들은 공통적

으로 자신의 선택을 최선이라 확실할 수 없고 다른 선택을 탓할 수 없을

만큼 본 의사결정 과정의 어려움을 깨달았다. 어쩔 수 없었던 자신의 선

택으로 자신을 자책하지 않고 스스로를 격려하고 믿을 수 있도록 부부가

서로 의지해야 하는 것이 결국 후회 없는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진심어린

조언을 해주었다.

Table 8. 제 6주제의 요약

1) 최선의 선택은 여전히 물음표

연구의 참여자들은 본 선택적 감수술과 관련된 의사결정 경험을 회

고하면서 세쌍둥이를 임신하면서부터 육아에 이르기까지 남들과 다른 새

로운 경험을 하였다고 생각하였다. 세쌍둥이 임신이라는 것을 처음 겪어

보는 일이기에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이해되는 일들을 많았음을 떠올렸

다. 다음의 한 참여자는 겪어보니 이해되는 세쌍둥이 임신과 관련된 경

험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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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쌍둥이가 있는지도 (모를 정도였어요). 아예 세쌍둥이에 대한 그런 생각 자체

가 없었어요. 저는 쌍둥이가 되게 위험한 거라는 거를 몰랐어요. 그냥 어, 이쁘겠

다, 그냥. 이쁘다. 좋겠다. 너 쌍둥이니? 그런거. 누가 누구야? 이런 정도. 제가 학생

들 보면 누가 형이야? 막 이러고. 너 누구지? 어, 이쁘다. 옛날에 쌍둥이 친구가 있

었을 때에도 그냥 좋겠다 이런 거였지, 제가 막상 인제 쌍둥이도 아니고 세쌍둥

이를 임신을 하니까. 주변에서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좋겠다. 주변에서는 세쌍둥이

라 그러면 그냥 쌍둥이 말하듯이 언니 세쌍둥이야? 좋겠다 한 번에 끝내서 좋겠

다. 저는 진짜 다 감수하고 결정한 거잖아요. 진짜. 모든 걸 다 감당하겠다. 저는 

이번에 임신하면서 쌍둥이가 위험한 걸 알았다 그랬잖아요. 쌍둥이가 저한테 올

지도 몰랐었고. 그래서 쌍둥이 자체가 위험한 것도 이렇게 알았고, 세쌍둥이라는 

것도 이번에 처음 임신하면서 알았고. TV에서나 가끔 봤고. 네쌍둥이, 세쌍둥이 

그냥 TV에 가끔 나오니까. 아,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그거였지. 저는 그거에 대한 

생각도 없었고 갖게 될지도 몰랐고, 위험한 지도 몰랐고. [참여자 B]

세쌍둥이 임신에 이은 선택적 감수술을 경정해야하는 경험 또한 다

시 한 번 이 문제가 쉬운 것이 아니었다고 회고하였다. 다음의 한 참여

자는 깊은 침묵으로 어려웠던 기억을 대신하고 있었고, 또 다른 한 참여

자는 자신의 오빠에게 생겼던 일도 막연히 남의 일처럼 느껴졌었는데,

이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을 때야 비로소 어려운 결정이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고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선택적 감)수술 결정하는 거 진짜 고민이 많이 됐어요... ((침묵)) 생명을 가지고... 

이 사람을 살리네 마네 하는 선택 같은 일이 또 온다고 하면은 그 땐 너무 힘들 

것 같고요. 다신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참여자 A]
 

 올케랑 오빠 네도 저랑 한 달 차이 안 나게 세쌍둥이 임신했는데 (다태임신 

감)수술했어요. 아들 쌍둥이 낳고 저희 아기들이랑 한 달도 차이 안 나거든요. 그 

얘기를 처음 듣고 그냥 셋 낳지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우리한테 닥친 일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 때는 아주 멀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우리 오빠의 올케 언니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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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남 얘기같이 그렇게 막연하게 그랬는데, 오빠는 되게 고민했다고 나중에 올

케한테 듣고 그랬거든요. 이런 일이 우리한테 딱 닥치니까 우와! 되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겠구나. 얼마나 고민했을까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참여자 D]

선택을 내린 이후에 분만과 육아에 이르고 이를 모두 경험한 참여자

들은 본 경험에 대해 각자 다르게 평가하고 있었다. 비록 선택을 내리는

시점에서는 모두가 한마음으로 자신의 결정이 최선이 되기를 바라며 택

하게 되지만, 실제로 아기를 얻게 되는 시점에서는 참여자 중 일부는 자

신의 선택이 최선이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기도 하였다. 자신

의 선택에 물음표를 던지게 되는 배경에는 정보가 부족한 환경에서 선택

한 상황에서 오기도 하였고, 현실의 장벽에서 어쩔 수없이 선택했지만

시술 이후에 한 번씩 떠오르는 죄책감이 괴롭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다

음의 한 참여자는 건강히 세쌍둥이를 낳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 자신의

선택을 돌아보게 되었던 경험과 시술 이후에 겪었던 괴로움에 대해 다음

과 같이 진술해주었다.

 처음에 인터넷을 찾았는데, 서울대학 병원 ○○○교수님은 세쌍둥이도 낳는다고. 

그 얘기를 인터넷에서 엄마들한테 봤어요. 그 분을 찾아가면 낳는 경우도 있다고... 

그런데, 제가 시술받은 원장님은 그렇게[선택적 감수술을 받는 게 최선이다] 얘기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뭐 제 주변의 사람들도 세쌍둥이나 낳는 거 못 봤다고 그

렇게 얘길 하니까 그 ○○○교수님이 하시는 거는, 정말 잘 되는 케이스만 인터

넷에 올라오고 안 된 경우들은 거의 올라온 경우가 없으니까... 그런데 조기진통으로 

입원해 있을 때, 병원에서 세쌍둥이를 낳는 걸 계속 보니까... 세쌍둥이 낳았다... 누

구 세쌍둥이 낳았다하니까... 아, 우리도 그랬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중략)) (시술 이후에는) 살은 생명을 사람이 선택을 해서 그렇게 시술을 한다는 

거 자체가... 죄 짓는 느낌이 들어서 ((눈물이 맺히며)) 죄책감 때문에 좀 마음이 

힘들었고, 음... ((말을 어렵게 꺼내며)) 그 마음 힘든 게 제일 힘든 거 같아요. 그 

(선택적 감)수술하기 전 날도... 거의 잠을 못 잤고... [참여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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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을 받지 않기로 결정한 선택에서도 선택에 물음표를 던지게 되

기도 하였는데, 주로 너무나 힘든 육아를 부담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소

진이 문제가 되었다. 다음의 한 참여자는 세쌍둥이 육아를 홀로 전담하

면서 너무나 힘들어 시술을 받았으면 어땠을지 떠올려보았었다고 하소연

하였다.

 근데 어휴... 쉽게 말하기는 힘들긴 하지만. 저도 요즘 (셋을 기르면서) 너무 힘들 

때는 그 때 하나를 했더라면 이렇게 힘들진 않았겠지? 근데 또 아기들 보면 미안

한 마음이 들고... 

[참여자 D]

2) 마음먹기에 달린 후회 없는 결정

본 경험을 겪었던 참여자들은 자신의 선택이 최선이라고 확신을 갖

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이와 같은 상황에 놓인 또 다른 불임부부를 위

한 조언을 통해 후회 없는 선택이 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해주었다.

첫 번째는 의료진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시술

선택의 장단점을 잘 듣고 따져보고 선택하라는 점이다. 그리고 세쌍둥이

이상의 임신은 고위험 임신이기에 이를 전문적으로 보는 의료진을 찾아

처음부터 잘 관리해야 조기분만을 막을 수 있고 건강하게 분만할 수 있

음을 조언했다.

 조언해주고 싶은 거는 지금 그 병원에서만 듣는 얘기가 다가 아니라 다른 의료진

을 더 찾아가봐서 다른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른 선생님의 의견도 들어

보고 다른 병원 분들한테도 자문 들어가지고 선택할 때 어떤 면이 더 좋고 어떤 

면이 나쁜 지를 정확하게 들어서 결정하는 것이 좀 더 후회가 없을 것 같아요. 세

쌍둥이 중에 하나를 선택유산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다 낳을 수 있는 방법을 최

대한 찾아보다가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그 분이 또 낳고는 싶어도 경제적으로 어려

워서 못할 수도 있고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할 수 있으면 더 의료진한테 



- 69 -

한 번이라도 상담 더 받고 선택하면 후회가 덜할 것 같아요. [참여자 A]

 저희가 경험해보니까, 다 위험해진 후에야 큰 병원을 찾아서 오는 거잖아요? 다 

낳을 때가 되었거나, 이제 뭐 애기 문이 열려서 어쩔 수없이 큰 병원을 그 때부

터 찾아봤거든요. 애기들은 살려야 되니까... 그런 것보다는 다태아라면 정말 처음

부터 쌍둥이 전문 의료진을 찾아서 본다면 산모를 더 잘 알고 잘 치료해 주실거고... 

그러면 (아기를 살릴) 확률이 더 높을 거고, 애기들을 더 많이 살릴 수 있지 않을

까? 이제 처음부터 아, 세쌍둥이나 두 쌍둥이 그러면. 이런 (작은) 병원보다는 큰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서 처음부터... 할 수 있게끔 홍보가 더 되었으면 그런 아쉬움

이 있어요. [참여자 A의 배우자] 

두 번째는 나아가 선택적 감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은 잘 판단하고

현명하게 선택하라는 점이다. 무리하게 세쌍둥이 임신을 고집하다가는

큰 고생을 할 수도 있음을 생각하고 시술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었다. 한 참여자는 장애를 가진 아기를 기를 때

접하게 되는 사회적 시선을 고려해야한다는 조언해주었고, 또 다른 한

참여자는 건강한 아기를 낳았음에도 육아로 힘든 현실을 겪어보면 아기

의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을 떠안고 분만을 한다면 더 힘들 수 있음을 고

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제가 장애를 가진 엄마들을 만나면서 그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면.. 만약에 제가 

종교를 가지지 않았더라면 너무 힘들겠죠. 제일 힘든 게 그 세상의 시선을 감수해

야 하는 거니까. 그걸 생각하면 함부로 못하겠어요. 제일 걸려요. [참여자 C]

 저는 일단은 키가 크고 그런 체격 조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건강하게 버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체격이 좀 왜소하고 진짜 좀 약하신 분들은 정말 위험을 감

수하고 가야되는 거잖아요. 저는 삼란성하고 일란성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일란성 그게 그렇게 위험한 건지 몰랐었어요. 근데 위험한 거더라고요. 삼란성이

라서 좀 골고루 크고 있다면 끝까지 가라고 하고 싶은데 일란성이고 그러면 조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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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조금이라도 고위험이 더 크다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더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D]

세 번째로는 세쌍둥이를 실제로 기르다보면 엄마 혼자서 감당하기에

는 육아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꼭 육아를 도와 줄 수 있는 환경이 되는

지 고려해보라는 점이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세쌍둥이는 말리고 싶다

고 진심어린 조언을 하기도 했고, 셋이기에 아기를 애지중지 키우기 어

려운 마음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또한 아무리 다잡고 마음의 준비를 하

여도 한 번씩 감당하기 어려운 때가 있었음을 표현하였다.

 셋을 낳아 기르는 건 정말 뿌듯하고 좋지만, 주변이 도와줄 수 없으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네요. 저는 제가 다 낳겠다고 결심을 했지만 세쌍둥이 거기

까지는 좀 말리고 싶은 생각이 없지 않아 있네요... [참여자 G]

 엄마 아빠의 같은 생각이 있으면 낳는 것도 괜찮다. 대신엔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 해줘요. 기쁨은 굉장히 크다고 얘기도 해주고. 하나를 키웠으면 얼마나 금

이야 옥이야 했을까 하는 생각도 해요. 하나에 집중하고 또 그것만 벌벌벌 했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이 아이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셋 목욕시킬 때 방에 하나하나

씩 앉혀놓고 하나 데리고 들어가서 목욕하고 옷 입히고 나와서 앉혀놓고 하나 데

리고 들어가고.. 근데 마지막에 하나를 같이 목욕을 했어요. 넌 씻었으니까 잠깐만 

있어 이러고 머리를 감기는데 바로 뛰쳐나가죠. 그럴 때. 알면서 아주 조금만 방심

하면 애들은 확 티 나더라고요. 바로 다치고... [참여자 E]

 (아기를 키우다보면) 감정이 막 여러 가지 왔다갔다 좀 그런 게 있어요. 잘 키

워야지 이러다가도 내가 잘 키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다가. 집에서는 나 

혼자 애 셋을 보면서 못 할 것 같다가 또 잘 할 것 같다가 막 이래요... 나는 좋은 

엄마가 될거야 이러다가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그래도 준비. 마음의 준비나 여

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해 놓은 상태라 그래도 잘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참여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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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로는 결정에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비를 해두라는

점이다.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미숙아 지원금이나 태

아 보험으로 미리 준비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

하여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경험담을 통해 위로를 얻거나 생활

정보를 구하는 것도 힘이 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미숙아 지원금 이라는 게 있으니까 크게 걱정은 안했어요. 이거하고 태아보험 이

렇게라도 있었고요. 애기에 대한 대비책은 제가 해 줄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을 

것 같아서. 또 하나가 아니다 보니까... [참여자 G]

 쌍둥이 임신하구서 쌍둥이 카페 추천 받아서 까페 가입했고요. 동네 쌍둥이 엄

마들 알게 되서 이제 서로 얘기하다 또 지역까페 알고요. 그 쌍둥이 까페에서 얘

기하다 보니까 세쌍둥이 엄마들 모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하게 되더라고

요. 굉장히 위로받죠. 힘들었을 때... 그리고 다른 사람들 고생한 얘기 같은거... 출산기 

같은 거 다 미리 듣고 보고 가니까. 조심할 거하고 챙길 거 다 챙기고 그러니까. 

병원보다 상세하죠. 병원은 워낙 많은 사람을 대하고 겪기 때문에 자기 일이 아

니잖아요. ((웃음)) 근데 여기는 다 내 일이기 때문에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요. 나

만 세쌍둥이 아니라 옆에 다 있고.. 같이 위로 받고.. 친구하고... 의지 많이 하구...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공감대가 있어서 좋아요. 처음에 물건 구입 하는 거 

어떤 거 사야할지도 모를 때 그 친구들이 조언을 해줘요. 비용 부담도 만만찮은데, 

중고구입 같은 것도 알려주고. [참여자 E]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부부가 서로 힘이 되어 어려운 과정을 잘 헤

쳐 나가야만 힘든 일을 잘 극복해낼 수 있다는 점이었다. 선택적 감수술

을 선택한 참여자들 중에는 선택으로 인해 가끔씩 죄의식을 느끼기도 하

고 불편한 마음이 들기도 하였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시험관 해가지고 다시 또 병원에 들어와서 조기진통 때문에 

(자궁 경부가) 열리고 하는데 아, 내가 그 때 선택유산을 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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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 주나? 생각까지 들었어요... 신이 나한테 고통을 주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

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죄책감이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어렵게 말을 

꺼내며)) 하고 나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몸이 괜찮은 게 아니라, 하면서 맞았던 

약 때문에 온 몸에 두드러기가 나서 너무 고생을 했어요... [참여자 A]

 마음이 좀 힘들긴 했지만 심하던 입덧이 조금 줄어든 것 같기도 했고... 입덧이 심

했는데 약간 줄어든 정도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시술하고 나서 몸이 힘든 건 없

어져서... 그냥 결정을 후회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참여자 H]

이러한 힘든 상황에서 참여자들은 무엇보다 남편의 지지가 큰 힘이

되어 참여자들을 응원해 주었음을 언급해주었다. 한 참여자는 어려운 결

정에 있어 남편의 선택을 믿음으로써 어려운 결정이 덜 힘들었다고 했

다. 그 이면에는 참여자의 배우자가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내가 시

술로 인해 상처받지 않도록 다독여 주고 아껴주는 마음이 드러나는 따뜻

한 위로가 있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었다.

 남편이 가장 잘 선택했으리라는 생각이 있어서, 결정과정에서는 괴롭긴 했지

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생각했고, 또 저희가 아이를 해하려고 일부러 처음부터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선택이 최선이었다고 남편이 이야기 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크게 했기 때문에 덜 힘들었어요. [참여자 C]

 아내도 약간 좀 그런 감수성 있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이제 아내랑 마지막 우리 

다섯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 찍고 그러면서 아내는 엉엉 울고 막... (저는) 아

내에게 이런 뭐라고 할까요? 이 아이랑 영원히 이별이 아니라, 우리가 다섯 가

족으로 함께 했던 시간들이 있었고, 이 아이도 우리가 언젠가 다시 만날 거고, 우

리가 함께한 이 경험들도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우리에게. 분

명히 이게 나쁜 일이 아니라 선한 결과가 있을 거다라고 해서 저는 아내도 이

제 어떤. 감정적으로도 정리가 됐다고 봐요. [참여자 C의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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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본 연구의 참여자들을 통해 선택적 감수술에 대한 의사결

정 경험을 살펴보면 후회 없는 결정을 만드는 것은 마음먹기에 달린 문

제임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다. 어렵게 결정을 내렸으나 그것이 최선

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때 참여자들은 자신을 자책하거나 힘들어

하였다. 할 수 있는 노력을 통해 선택적 감수술에 대해 현명한 의사결정

을 내림으로써 아쉬움을 줄이고 선택에 대한 대비를 통해 현실의 어려움

을 더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어쩔 수 없었던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

자신을 자책하지 않고 자신 스스로를 격려하고 믿는 것이 결국 후회 없

는 선택이 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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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본 연구는 보조생식술을 받은 여성의 선택적 감수술에 대한 의사결

정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시행된 연구이다. 주제분석을 통해 여

섯 가지 핵심 주제가 도출된 결과, 선택적 감수술에 대한 의사결정 경험

이 여성에게 있어 불임에 이은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제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의미

있는 발견과 선행 연구와의 비교분석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고찰하면서

본 연구의 제한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가 간호 실무에

주는 의의에 논의하고자 한다.

1. 선택적 감수술에 대한 의사결정 경험의 고찰

본 연구의 첫 번째 핵심 주제 "세쌍둥이 임신 이후의 혼란"에서는

참여자들이 기다리던 임신이 성공했음에도 기뻐할 수만 없었던 임신 당

시의 경험을 보여주고 있다. 기존의 연구와 달리 임신 진단 시점에 초점

을 둠으로써 얻은 결과로, 본 연구자 또한 세쌍둥이 산모가 세쌍둥이 임

신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연구 결과는 굉장히 의아한 내용이었다. 불임이

후 경험한 임신이 다태임신이기 때문에 단순히 반갑기만 한 것에서 보태

어 적잖이 당황스럽고 걱정이 된다는 반응을 통해, 과다 다태임신이 일

어나 혼란에 빠진 참여자들을 위한 정서적 위로와 지지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한 채 선택적 감수술이라는 또 다른 스트레스가 주어지고 있다는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선택적 감수술을 결정하는 문제에 직면한 참여자들이 표현하

는 복합적인 감정 변화는 낯설고 당황스러운 환경 속에서의 혼란을 함축

하고 있는 것으로, 간호사는 불임부부들이 현 상황에 잘 적응해낼 수 있

도록 그들의 심리 상태와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도와줄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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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대체적으로 충분한 의료 정보를 제공하여도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를 보였으므로, 간호사는 간호

대상자를 여유 있게 기다려주는 자세를 갖춰 간호 대상자들이 안심하고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편안한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본 주제에서는 과다 다태임신이라고 하는 고위험 임신의 진단

시에 보이는 불임부부의 심리적 반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참여자들이 세쌍둥이 이상 임신 시에 느끼는 근본적인 감정 상태에 대한

파악이 전제되어야 함이 발견되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 중 임신에 대해

무조건적인 기쁨을 표현하는 부류는 비교적 의지적인 태도로 현 임신을

유지해나가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는 편이었으며 반면, 임신 사실을 알고

지속적으로 당황스러워하거나 수용하기 어려워하거나 모습을 보이는 부

류는 선택적 감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나을 것인지 심사숙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편이었다. 따라서 임신 진단 시의 초기 감정 상태가 추후 의사

결정 과정의 양상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흔히 놓치기 쉬운 간호 대상자

들의 임신 진단 초기의 심리 상태에 대해 더 관심을 기울여 각각의 간호

대상자들이 필요로 하는 간호 요구에 맞춰 대응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연구들이 주로 선택적 감수술 의사결정 과정에 초점이 두거나 시술을 결

정하고 난 이후의 경험에 초점을 두고 있었으나, 본 연구는 임신 시점에

서부터 의미 있는 주제가 발견될 수 있음을 제시하여 세쌍둥이 이상 임

신 시점부터 의료진의 관심이 중요함이 발견되었다.

또한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선택적 감수술을 안내받는 시점의 불임

부부는 새로운 시술이 안내되는 상황으로 인해 시술에 관한 정보 부족을

느끼며 불안해하였으므로 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작은 것 하

나 하나 의료진을 통해 자세히 알기를 원하는 편이었으며, 자신에게 주

어진 소중한 생명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절

실하게 궁금해 하였다. 따라서 의료진은 무엇보다 이들에게 충분한 설명

을 통해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그들이 궁금

하게 여기는 점들에 대해 친절하고 상세히 답변을 해주는 것이 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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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초기의 의료진과 부부와의

라포 형성은 추후 시술의 선택 결정에 대한 만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

음을 상기하고 좀 더 신중하게 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두 번째에서 네 번째 핵심 주제에 걸쳐 드러난

선택적 감수술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려된 영향요인은 기존의

Elster (2000), Maifeld et al. (2003), Collopy(2004)의 연구 결과와 유사

하게 드러났다. 예를 들면 선택적 감수술 여부의 결정에 따르는 책임감

과 미래에 대한 부담감은 Maifeld et al. (2003)의 연구에서처럼 시술을

받든 받지 않든 감정적인 어려움을 겪는다고 결과와도 비슷하였다. 특히,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심리적 갈등의 양상은 기존의 많은 연구결과

(Andrews, 1999, Faber, 1997; Gleicher et al., 1995)와 유사하였다. 특히,

집안 어른들의 의견과 태도를 살펴보는 것은 Elster(2000)의 연구 참여자

들이 양육 지지자에 대해 고려하였던 것과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부부가 친정 부모와 시댁 부모라는 양가 조부

모의 의견을 묻고 의견을 일치시키고자 노력하는 양상이 드러난 점은 세

쌍둥이 임신을 지속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를 부부 안에서만 결정지을

수 없다는 점에서 국외와 다르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아직까지 국내

의 양육 문제는 대부분 가정 내에서 해결되고 있으며, 연구 참여자들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회적 지지체계를 실질적으로 부족하게 느끼고 있었

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부부는 아기들을 키워나감에 있어 친정어머니

와 시어머니라는 가정 내 양육 지지자에게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보여

주고 있었다. 다음에서 선택적 감수술의 시행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시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본 연구의 두 번째 핵심 주제 "선택의 걸림돌, 안정성에 대한 물음"

에서는 참여자들이 선택을 주저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주제

는 참여자들이 무엇보다 아기와 산모의 건강을 우선시하면서 나타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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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이들에게 주어진 선택은 아기와 산모의 안정성을 위협하기에 고

민이 되고 있음을 의미하였다. 선택적 감수술이라는 어려운 시술을 선택

하고자 함에도 시술의 안정성이 보장된 것이 아니기에 아기들에게 악영

향을 줄 수도 있음을 감안해야 했다. 또한 시술을 선택하지 않고 임신을

유지해나가려고 해도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조산을 생각해야 했기에 걱

정이 앞설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선택적 감수술이 가지는 단 1%의 부작

용까지 경계하는 참여자들의 모습은 그 만큼 어렵게 가진 아기에 대한

애착을 함축하고 있는 태도이므로, 의료진은 불임부부를 대함에 있어서

이들의 마음을 헤아려 신중하고 경청하는 자세를 보이고 조심스럽게 설

명하여야 함을 보여준다. 연구에서 흔히 나타난 의료진의 실수에는 선택

적 감수술의 필요성과 세쌍둥이 임신 유지의 위험성 사이에서 의료진 개

인의 가치관을 개입시켜 강제적으로 시술을 권하거나 임신을 유지하도록

권하는 것이었다. 전문 의료진으로서 대상자의 개별적인 산과력을 고려

한 최선의 의학적 소견을 제공하더라도, 받아들이는 대상자는 스스로 자

신의 아기를 위험에 빠뜨릴까봐 우려하고 있음을 헤아려야 한다. 또한

육아 등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로 선택적 감수술을 받으려하는 참여자들

이 있다면 자신의 의지가 아닌 환경에 의한 외압에서의 선택일 수 있음

을 감안하여, 어려운 선택에 반하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권하는 것은 자

제해야할 것이다. 해당 부부로서는 정말로 선택하고 싶지 않았으나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된 개별적인 사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존중하여

또 다른 상처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

서는 선택적 감수술 과정 중이나 이후에서 겪게 되는 부정적인 경험에서

자신의 선택에 대해 후회하거나 안 좋은 기억을 갖기도 하였는데, 참여

자 C의 경우에는 대학병원의 도제식 교육방법에서 실험 대상이 되는 기

분을 받았다고 진술해주었다. 따라서 의료진을 통해 이러한 부정적인 경

험을 느끼지 않도록 더 주의해야 할 것이다. 참여자들의 정서적 지지에

대한 필요성은 Little(2010)의 연구에서도 드러난 바 있었는데,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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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어떤 결정보다도 어렵고 힘든 결정”임을 감안하여야 하여 무비판적인

전문성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은 본 연구에서도 강조하고자 하는 간호

사의 역할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겠다.

본 연구 주제에서는 부가적으로 우리나라 여성들이 임신 이후에 아

기들의 건강 상태, 기형 유무에 크게 관심을 가짐을 알 수 있었다. 기존

의 외국 연구에서보다 본 연구에서 더 부각된 내용으로, 우리나라의 여

성들이 갖고 있는 건강한 아기에 대한 이미지는 외형적인 기형이 없어야

하며 미숙아로 태어나 어딘가 약하거나 문제되지 않아야 했다. 세쌍둥이

임신 시 아기의 건강을 일찍이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므로 참여자

들은 세쌍둥이 임신을 유지하는 데 주저하는 경향을 보이는 편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우리나라 여성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해하여 어루만져줄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세 번째 핵심 주제 "선택의 딜레마, 부담감과 책임감 사

이의 저울질"에서는 참여자들이 선택 이후에 감당해야 하는 결과에 대한

부담을 보여준다. 기존의 여러 연구를 통해 예상되었던 연구 결과로, 선

택적 감수술 관련 의사결정 시에 참여자들은 어느 선택을 하여도 쉬운

것이 없다는 부담에서 선택을 내리지 못하고 고민하였다. 이러한 어려운

결정은 의료진을 통해 임신 7~9주 이내에 선택해 오라는 시간적 제약까

지 받으면서 더욱 압박을 받았다. 시간적 제약에 대해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하여 불임부부가 충분히 고민하지 못하고 떠밀려 선택하게 되는 결

과를 조장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연구에서 이러한 시

간적 제약에 대한 부담을 언급한 적은 없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의료진을 통해 시간 안에 결정해오라는 말을 듣는 순간 결정을 고민하던

참여자들은 더욱 부담을 느낄 수 있음이 드러났다.

본 연구에서는 Elster(2000)의 연구에서 만큼 세쌍둥이 이상 양육과

관련된 어려움에 대해 구체적으로 집중하여 다뤄질 수는 없었지만, 의사

결정 시점 시에도 양육에 대해 고민할 만큼 양육이 중요한 문제로 다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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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세쌍둥이 양육을 경험하고 있는 참여자들을

통해 실제 세쌍둥이를 양육하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엿볼 수 있었는데,

특히나 여성 홀로 부담하는 육아가 얼마나 큰 어려움일 수 있는지에 대

해 사회적으로 알려질 필요가 있겠다. 세쌍둥이 엄마는 배우자가 근무하

는 시간대에 홀로 아기를 돌보다가 한 아기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갈

수 없어 난감함을 느낀 적이 한 번씩은 있었다.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

이 제공되어 세쌍둥이 엄마들이 혼자서도 아기들을 돌볼 수 있도록 임시

아기 돌보미를 제공하는 등의 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한다. 가까이 가족이

거주하지 않는 부부에게는 엄마 홀로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양육비 지원 등에서 조금 더 현실적

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보육원이나 유치원과 관련

된 문제에서도 세쌍둥이를 한 군데 모두 보내는 것이 다른 엄마들의 눈

치를 보아야 할뿐더러 실제로도 어려운 문제임을 알 수 있었다. 사회적

시선으로도 세쌍둥이를 동물원 원숭이 보듯 신기해만 하고 지나가는 사

람들이 있고, 부부의 경제력에 관심을 가지며 세쌍둥이 양육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 부부는 또 다른 상처를 받고 있었

다. 경제적 부담을 안고 집안 살림을 도와줄 사람을 구하려고 하여도 아

기 셋 기르는 집에는 일이 많아 오지 않으려는 부가적인 어려움만 보더

라도 세쌍둥이 양육을 고민하는 부부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난임 부부를 위한 보조생식술에 대한 지원비뿐만 아니라 실제 시술을 통

해 임신한 경우 흔히 생겨나는 다태임신에 대한 육아 보조 문제가 시급

한 실정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보조생식술로 인해 발생하는 과다 다태임

신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경산모의 경우에 있어서는 초산모와 또 다른

고민을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초산모의 경우에는 현 임신을 통해 한 아

기라도 건강한 아기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경산모에 비해 훨씬 크기 때

문에 시술에 대한 선택에 있어 아기를 모두 잃을까봐 더 염려하고 있음

이 드러났고, 경산모의 경우에는 한 아기를 얻고자 한 마음에서 갑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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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 세쌍둥이 이상의 임신이 됨으로써 더욱 당황스러움을 느끼며 현실적

으로 선택적 감수술을 고려해보게 되었다. 실질적인 양육에 있어서도 초

산모의 경우에는 분만 후에 현 세쌍둥이 양육에 집중할 수 있었지만 경

산모의 경우에는 첫 아기에 대한 양육까지 신경을 써야 했기에 현 세쌍

둥이 양육에 집중하면서도 첫 아기에 대한 미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

다.

한편, 본 연구의 참여자들의 경우, 실제 수정된 배아에 대한 책임감

을 느끼는 것보다 배아 이식술을 통해 자궁 안에 이식된 배아가 성장하

여 심장이 뛰는 경우에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 심장이 뛰는 자체

가 생명으로 인식됨으로 인해 불임부부는 선택적 감수술을 선택함에 있

어 큰 죄책감을 느끼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시술 선택 시의 윤

리적 딜레마를 포함하는 문제에 대한 어려움으로, Collopy(2004)와

Andrews(1999)의 연구에서 드러났던 우울감, 죄책감을 느끼는 문제와

유사한 연구 결과이다. 어렵게 찾아온 생명을 스스로 선택하여 지우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오는 죄책감을 이해하고 그러한 감정을 공유하여 어

려운 선택에 대한 위로를 제공하는 간호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Andrews(1999)의 연구처럼 선택적 감수술을 받는 것이 오랜 기간 여성

의 마음을 괴롭힐 수 있는 경험이 될 수도 있음을 헤아려 상처받은 마음

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충분한 위로를 제공하여 무엇보다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참여자 C의 배우자가 보여준 감동어린

에피소드처럼 늘 함께 지내는 배우자는 아내의 이러한 상처를 헤아려 지

속적으로 보듬어주고 위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이 나타났다. 조산

으로 아기를 잃은 경우에는 위로받기 쉬우나 오히려 선택적 감수술로 인

해 아기를 잃은 경우에는 위로받기 어렵다. 부부나 가까운 가족 이외에

는 알기 어려우므로 위로의 기회가 적으며, 여성에게는 깊은 아픔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묵인될 수 있으므로 이를 알고 있는 의료진과 배우자,

가까운 가족은 따뜻한 관심과 위로를 통해 해당 여성들을 지지해주어야

한다.



- 81 -

본 연구의 네 번째 핵심 주제 "선택을 좌우하는 전문 의료진"에서는

선택적 감수술과 관련된 불임부부의 의사결정 경험에서 의료진의 역할이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Dodd & Crowther(2012)의 연구에

서처럼 본 연구에서도 의료진을 통해 선택적 감수술은 반드시 해야만 하

는 것으로 안내받은 경우가 있어, 선택적 감수술을 안내하는 의료진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부부의 선택적 감수술에 대한 결정권의 위치가 달라

질 수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어려운 결정이기는 하나

참여자들은 스스로 선택을 고민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의견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선택이든 쉽지 않은 결과를 부담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

면 스스로 이를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이 이후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고 더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산부인과학회 윤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선택적 감수술에 대한 입장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불임

치료 기관의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윤리적 입장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문제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주제 사이사이에 의료진의 영향이 숨어 있다.

그만큼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의료진을 들 수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핵심

주제로 따로 분류된 내용 이외에도 의료진의 영향은 다채로울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진의 의견과 참여자들의 의견 사이의

관계가 본 의사결정에서의 열쇠가 될 수 있음을 핵심 주제로 도출하여

다른 선행연구보다 의료진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불임치료나 임신 유지

과정에서 만난 의료진과 부부 사이에 충분한 믿음이 형성된다면 의사결

정에서 의료진은 고민을 덜어주는 완충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의

료진과의 가치관의 차이로 선택이 갈라지게 되면 고민을 촉진시키는 역

할을 할 수도 있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선택에 확신을 얻기 이전에, 감정

적으로 의료진과 의사결정이 다를 때 당황스러워함을 느끼고 의사결정이

동일하여 자신의 결정이 지지받을 때 격려 받음을 느끼고 있었다. 따라

서 의료진이라면 일반적인 불임부부는 선택에 대한 확신을 얻지 못하고

마땅히 이래야 할 것 같은 끌림으로 선택을 하게 됨을 이해하여, 마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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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어렵게 내린 결정을 지지하여야

한다. 여러 가지 생각이 맞물린 혼란 속에서 최선이기를 바라며 힘겹게

결정한 선택과 혹시나 하는 두려움 속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좋은

결과를 기다리는 입장에 놓인 불임부부의 심리에는 이제 갓 시작되는 부

모로서의 출발이 암시되어 있다. 따라서 누구보다 신중하고 현실적인 선

택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부를 이해하고 좀 더 긍정적인 에너지로 이들의

결정을 지원하는 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들의 의사결정을 가로막고

있었던 시술의 불확실한 안정성, 미숙아 양육 부담, 조산의 위험, 생명에

대한 죄책감, 양육의 부담 등을 이해하고 의료진은 이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나아가 염려하는 부분에 대한 대비책을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부부를 배려하지 않는 환경에서 이루어진 시술은

이후에도 부부에게 시술에 대한 나쁜 기억을 남기고 있었던 경험을 통

해, 믿음과 공감을 바탕으로 한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 사소

한 말 한마디에도 눈물 흘리고 상처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의 상황을 헤

아려 그들의 감정에 대한 배려가 최선의 간호임을 명심해야 한다.

최종 결정을 내리는 시점에서의 경험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핵심

주제를 통해 나타나고 있으며, 여기에는 시술에 대한 내외적 어려움의

굴레 속에서 참여자들이 다양한 고민들을 추스르면서 자신의 마음을 정

리해냄을 볼 수 있다. 참여자 스스로 자신의 선택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임을 바라며 결정하는 것으로, 최종 선택을 하기까지 어느 쪽으로든

지 어느 정도의 부담을 감내하고 선택하게 된다. 심층 면담을 종합해보

면 “현실에서의 선긋기”를 통해 선택적 감수술을 받든 “초심으로 돌아가

기”를 통해 세쌍둥이를 선택하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선택에 확신을

갖는 정도는 달랐다. 최종 선택은 다를 수 있지만 자신의 선택에 후회를

하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만큼 단단한 이유가 있었을 때, 혹은 그

만큼 자신의 선택의 결과를 최선으로 이끌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때만이

지나고 나서 가장 현명한 결정이었음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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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다섯 번째 핵심 주제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인 선택"에

서는 결국 참여자들은 혼란 속에서 눈을 감고 마음 깊은 곳에서 들리는

자신의 소리에 귀 기울임으로써 최종 선택을 하게 되었다. 이들은 언젠

가 후회할 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각자 다른 시작을 맞이하게 되

는데, 사실상 참여자들은 결정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 됨을 느끼

게 되었다. 각자의 선택에 따라 선택적 감수술을 시행하는 경우의 참여

자들은 생명을 지운다는 죄책감을 무마시킬 만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입장을 암암리에 견지하고 있었고, 세쌍둥이 임신을 유지하기로

정한 경우의 참여자들은 선택과 동시에 최선을 다해 임신을 유지하겠다

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보면, 실제 연구자로서

전자와 후자의 두 군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전자의 경

우, 선택적 감수술과 관련된 경험에 대해 언급하는 것 자체를 조금은 꺼

리고 있음이 느껴졌고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불임부부를 위한 연구라는 설

명에서 마음을 열고 연구에 참여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그들

의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시술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적 제약이

있었기에 어렵게 시술을 선택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그로 인해 시술을

떠올리는 것이 불편하였던 것이었다. 반면, 후자의 경우, 선택적 감수술

과 관련된 경험에 대해 비교적 자유롭게 언급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

고, 선택적 감수술의 압박을 이겨내고 세쌍둥이 임신을 지켜냈다는 입장

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긍정적인 마인드를 느낄 수 있는 편이

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배경의 차이로 인해서인지 비교적 세쌍둥이 임

신 유지를 선택한 부류의 참여자들에게 접근하여 연구 참여를 묻는 경우

에서 연구 참여도가 조금 더 높은 편이었다.

본 연구의 마지막 여섯 번째 핵심 주제 "선택 후에 오는 것들"에서

는 참여자들이 본 의사결정 경험에 대한 회고를 담고 있으며 다른 불임

부부들이 미리 챙기면 좋을 것들에 대해 제시해주고 있다. 본 주제를 통

해 새로이 발견된 점은 우리나라 여성들이 육아에 크게 관심을 갖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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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그들이 이용하고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생각보다 훨씬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참여자 E의 진술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진료 받는 병원에서 제공하는 피상적인 정보보다 실제 이

용하고 있는 이용자로부터 얻는 살아있는 정보가 훨씬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환자들에게 병원의 입장에서 업무적으로 설명하는

일이 흔히 발생할 수 있는데 의료진 스스로는 이러한 자신의 태도를 느

끼지 못하더라도 환자는 이를 모두 느끼고 있음을 깨닫고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참여자 C의 배우자가 어려운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의사

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하면서 나타난 점도 비슷한 것이었다. 그는 의료

진이 순화해서 돌려서 말한다는 느낌을 받았으며 그것이 오히려 결정하

기 어렵게 만든다고 느끼고 있었다.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요구할 만큼, 어려운 현실에 대해 조심스럽게 말하고자 애매하게 표현하

고 위험성에 대해 모호하게 설명하는 의료진의 태도는 오히려 환자를 위

하는 것이 아닐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불임부부는 오히려 있는 현실을

모두 제대로 알기를 원하고 있었으며, 모든 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상태

에서 고민하고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더 후회 없을 것이라고 느끼고 있

었던 점은 의료진으로서 해야 할 일을 암시하고 있다고 하겠다. 부부는

임신 성공과 동시에 낳아서 기르는 모든 문제의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이르므로 이들이 자신의 입장을 스스로 선택하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가

까이 있는 의료진은 협조자로서의 역할을 통해 이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

도록 응원해주어야 한다. 필히 의료진이라면 불임부부가 놓치고 있는 부

분에 대해서는 세세한 설명을 통해 알 수 있게 해주어야 하며, 어려운

결정을 내렸을 때에는 그들의 선택이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

후회를 덜 남기지 않도록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안내하고 결정을 지

지하는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본 연구 결과의 논의를 통해 간호사들이

임상에서 접하는 간호 대상자들의 의사결정 과정을 지원하고 지지하는

역할에 더욱 관심을 갖기를 기대하며, 그들을 옹호하고 이해하는 마음에

서 시작된 공감을 해낼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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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참여자 모집 과정에서 큰 제한이 있었다. 본 연구는 다태

임신으로 분만을 경험한 지 1년 이내의 여성을 대상으로 설계된 연구로,

실제 연구 참여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었다. 참여자 선정 조건에 적합한

여성은 주로 육아에 집중하고 있어 연구에 참여하기 쉽지 않았다. 따라

서 기존에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공개모집으로 참여자를 모집하는 것

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이 확인되었고, 연구자에 의한 개별적 참여

자 모집이 병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참여자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

여 심층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제약이 발생하였다.

배우자가 인터뷰를 기다려야 하는 입장에 놓였던 참여자 A의 첫 번

째 인터뷰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함께 인터뷰가 진행되어 연구 결과에 영

향을 주고 있었다. 참여자 A의 경우에서는 인터뷰 도중 배우자에게 미

안한 마음을 표현하는 편이었는데, 이처럼 불임치료라는 예민한 영역에

서 부부가 함께 인터뷰를 한다면 상대방을 의식한 발언을 할 수밖에 없

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발견하고 참여자 C의 경우 개별적인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또한 가정 방문을 통해 심층면담을 진행한 경우 아기들을 돌보면서

인터뷰에 응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주위가 산만하고 인터뷰에 집중

할 수 없는 제약이 있었다. 참여자 E의 경우 총 3시간 30분 정도의 심층

면담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실제 연구에 활용될 만한 녹음 내용은 2시간

에 불과하였다.

한편, 대상자 모집에서 가급적 많은 대상자를 모집하면서 자료 수집

의 포화 상태에 이르러 연구를 종료하고자 노력하면서 제한적일 수 있음

에도 전화 면담을 활용하였다. 전화 면담은 얼굴을 마주하고 이루어지는

면담이 아니라 제약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전화 면담을 통해서도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이 발견되었다. 추후 연구에는 오히려 편안

한 시간대에 여러 차례에 걸쳐 자유롭게 전화 면담을 시행한다면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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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심층 면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해 요인을 줄이고 보다 심층적인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 대상자는 생생한 경험담 진술을 위해 분만을 경험한 지 1년 이

내의 여성으로 제한을 두었지만, 실제 연구를 진행해보니 분만을 경험한

지 3개월 이내의 참여자와 1년이 되어가는 참여자들의 진술 내용에는 차

이가 있었다. 비교적 분만으로부터 시간 경과가 짧은 참여자일수록 임신

유지와 관련된 신체적 어려움에 대해 생생하게 기억하는 편이었고, 시간

경과가 긴 참여자일수록 육아와 관련된 어려움에 대해 자주 언급하는 편

이었다. 비록 선택적 감수술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대한 기억은 1년 이내

라면 생생하게 기억하는 편이어서 큰 문제는 없었으나, 시술에 대한 의

사결정 전, 후 시점에서의 후속 연구를 설계한다면 이러한 영향을 잘 고

려하여 대상자를 모집한다면 더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부가적으로 연구 질문지 구성에서 시간적 흐름에 따라 과다 다태

임신 진단시의 경험, 선택적 감수술 안내시의 경험, 선택적 감수술

시행여부 결정시의 경험, 본 경험에 대한 회고로 나누어 주요 경험

에 대한 면담을 시행하였는데, 이러한 기본 설정이 연구 결과에도 반영

되어 나타나게 되었다. 주제분석으로 도출된 주제는 각 질문지 구성의

영향을 받아 시기별 주요 내용이 다뤄지게 되었다. 하지만 주제분석으로

도출되는 주제 자체는 과정상에서 나타나는 시간적 흐름이 강조되기 보

다는 주요 내용이 부각되는 특성이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하여 참여자들

의 주요 관심과 인식이 추출될 수 있도록 유념하였다.

본 연구는 참여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비슷한 상황에 놓인 다

른 사람을 배려하는 참여자들의 따듯한 마음이 있었기에 완성될 수 있었

다. 비교적 다른 연구에 비해 심층 면담에 참여한 대상자의 수가 부족한

편이었지만 본 연구 결과에서는 해당 경험에 대한 참여자들의 다양한 감

정과 경험담이 공유될 수 있어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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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호 실무에 주는 의의

본 연구는 선택적 감수술을 고민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간호 대상자들

을 돕는 간호사의 역할을 마련하고자 시도된 연구임에 큰 의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 결과가 간호 실무에 주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과다 다태임신을 경험한 여성이 선택적

감수술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 요

인들에 대해 폭넓게 살펴볼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느끼는

고민과 갈등의 원인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선택적 감수술

이라는 과정을 겪는 대상자들을 위한 간호사의 실질적인 상담내용을 개

선하는 데 보탬이 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보조생식술을 받는 불임부부를 지원하는 간호사의

중요한 역할로 선택적 감수술 및 과다 다태임신 유지와 관련된 정보 제

공뿐만 아니라 어려운 의사결정 과정을 돕는 정신적 지지와 위로가 있음

을 제시해주었다. 기존의 연구와 달리 임신 진단 시점에서의 대상자들의

감정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세쌍둥이라는 임신 진단 자체가 스트레스를

안겨 줄 수 있다는 점이 새로이 발견되었고, 나아가 진단 시점에서의 대

상자의 감정이 결과적으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확인되었

다. 따라서 불임의 상처를 가진 대상자들이 어렵게 불임치료에 발을 내

딛을 때부터 간호사는 이들을 헤아리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함을 보여주

었다. 또한 불임치료 초기에서부터 믿음을 주고 공감할 수 있는 의사소

통을 시작하는 것이 이후에 불임부부가 어려운 의사결정에 임박했을 때

간호사로부터 위로와 지지를 얻을 수 있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에 힘을

실어 주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대상자들을 접하는 간호사의 의사소통

방향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불임 치료 현장의 문제점을 제기함으로

써, 보조생식술을 다루는 불임치료 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윤리의

식을 제고시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조생식술을 다루는 의료진의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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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의식이 강화될 때 불임부부를 위한 바람직한 시술 방향이 모색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선택적 감수술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료진의

영향이 크게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의료진은 불임부부가 보다 적극

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자신의 가족계획을 설계하도록 도울 수 있는 환

경을 마련되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불임부부의 불임 치료 과정에의

능동적인 참여가 유도될 때 불임부부는 피할 수 없이 맞이하는 상실에서

죄책감을 덜 느낄 수 있으며, 마음먹기에 따라 행복감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불임 치료 영역에 근무하는 간호

사들이 대상자들을 대하는 자신들의 마음가짐을 되짚어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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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서술적 질적 연구로서 보조생식술을 받은 산모의 선택적

감수술 관련 의사결정 경험의 실체를 드러내고자 한 연구였다. 6명의 참

여자, 2명의 보조 참여자와의 심층면담, 그리고 2명의 보조 참여자와의

전화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세쌍둥이 이상의 다태임신 산모들은 선택적 감수술

과 관련하여 어떠한 선택을 하든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은 보조생식술이라는 불임치료를 선택하였지만 세쌍둥이 이

상 임신이라는 고위험 임신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기에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혼란스러워하는 경험을 했다. 그들은 선택적 감수술이 가

지는 불확실성과 죄책감을 걱정하는 한편, 세쌍둥이 임신 유지시의 위험

성과 부담감으로 인해 선택의 기로에서 깊이 고민하고 있었다. 선택적

감수술은 의료 환경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참여자들의

의사결정은 가늠하기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임으로써 자신의 입장을 세워나가고자

노력하였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아기를 간절히 바라던 마음으로 주어진

세 아기를 지키려는 각오를 보여주기도 하고, 현실 속에서 선을 그어 자

신이 감당할 수 있는 안에서 선택하려 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선택적 감수술은 부부 안에서 결정짓기

어려운 힘든 고민이었으며 이들은 의료진과 사회적 지지기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제한된 양육 환경에 대한 고려로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만 했던 참여자들 중 일부는 자신의 선택이 최선이 아닐지 모른다는

생각에 아쉬움이 남기도 하였다. 공통적으로 참여자들은 의사결정 이후

에 겪게 되는 힘든 상황에서도 오히려 오기와 끈기를 발휘해 뱃속의 아

기를 지켜내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보는 이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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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을 느끼게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산모의 모성애, 내

리사랑의 긍정적인 힘을 보여주는 것으로 국외 연구에서 드러나지 않았

던 값진 결과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한편, 참여자들이 힘든 상황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가족의 도움, 특

히 남편의 지지가 큰 힘이 되기도 하였고, 의료진의 따듯한 관심과 위로

가 도움이 되기도 하였다. 이는 실제 임상에서 선택적 감수술을 시행할,

혹은 시행한 이후의 산모를 대상으로 한 간호 실무 영역 중에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궁금증을 해소시켜주는 정보 제공의 간호 역할이외에도

시술을 겪고 난 이후의 심리적 불안정 상태 관리와 다태임신으로 인한

조기진통 극복의 어려움을 지지하는 정신적 안정 도모의 간호 역할도 중

요함을 충분히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 결과에서는 도

출되지 않았지만 참여자들이 크게 의지하고 있었던 온라인 커뮤니티 카

페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여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끼리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 지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존의 온라인 커뮤니티의 운영에 전문 의료진이

함께 참여하여 올바른 정보, 다양한 최신 지견을 나눔으로써 선택적 감

수술이라는 낯선 시술을 현명하게 조명하고 자신과 가족을 위한 책임 있

는 선택을 해낼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지지하는 환경 또한 조성되어

질 필요가 있으리라 본다.

2. 제언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앞으로는 선택적 감수술과 관련된 남편의 경험에도 초점을 맞

춘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도 배우자 2명이 보조 참여자

로 연구에 참여하여 여성들과는 다른 측면이 일부 발견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의 여성들은 아기에 대한 모성애적 감성으로, 엄마로서 느끼는

다양한 감정 변화와 신체적 적응의 어려움을 보여주었다. 반면, 배우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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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참여한 남성들은 가장으로서의 현실적인 이성적 판단을 두드러지게

보여주며, 산모를 위한 바람직한 의료진의 모습, 산모를 위한 간호에 대

한 의견이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었다. 따라서 선택적 감수술에 대한 의사

결정에서의 남성들의 색다른 관심사를 확인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

라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분만을 경험한 산모를 대상으로 비교적 긍정적

인 분만 결과를 가진 대상들의 경험에 관심을 두었으나, 시술에 성공하

지 못한 부부들의 경험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긍정적 예후를 가진 대

상자들과 그렇지 못한 대상자들의 경험은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

야 한다. 여러 상황 속에서의 대상자들의 경험을 통해 선택적 감수술에

대한 안내에서 보완되어야 할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그들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냉철한 조언을 나눌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셋째, 선택적 감수술 시행 전 의사결정에 대한 연구에 덧붙여 시술

을 받기로 결정한 이후의 경험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또한 선택적 감수술 과정에 있어서 간호사의 역할 모색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시술 선택 후의 경험을 통해 시술 결과에 대한 현실적인 검토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시술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

서는 시술을 선택하고 만족하는 경우와 후회하는 경우를 비교 분석하여

실질적으로 대상자들을 도울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부가적으로 산모 혹은 남편이 선택적 감수술에 관련하여 실질

적으로 궁금해 하였던 내용은 무엇인지 검토하여 선택적 감수술 관련 교

육안 개선에 대한 요구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여러 다양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선택적 감수술의 안내 시점에서 제공되어야할 구체적인 교육안

이 마련되어, 실제 여러 불임치료 기관에서 효율적인 교육이 실행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선택적 감수술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만 국한될 문

제가 아니라, 보조생식술의 전과정에 있어 선택적 감수술에 대한 안내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 제언들을 토대로 교육을 통해 실제 불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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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불임치료 과정에서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배아 이식 수 결정에 참

여하기를 원하는 지에 대한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고 본다. 불임치료 과

정을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유 의료적 의사결정에 대한 입장에서 살펴봄

으로써, 불임치료 영역에서도 불임부부의 의도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른 어떠한 영역보다도 부부의 미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양육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배아 이식 수 결정에서

부터 불임부부의 결정권이 확보될 필요가 있음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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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연구 참여 동의서

보조생식술을 받은 여성의 선택적 감수술 관련 의사결정 경험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연구대상자보호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IRB NO: 2013-61

본 연구는 세쌍둥이 이상의 임신으로 태아 수를 줄이는 시술(선택적 감

수술)을 안내받고 이에 대해 고민했던 산모의 경험을 통해, 향후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산모들에게 간호사가 좀 더 현실적인 조언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

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본 연구는 석사 학위 논문용이나 학술적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

연구는 본 경험을 가진 산모와 연구자가 “다태임신 감수술”과 관련

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면담 내용은 녹음되어 필

사한 자료가 활용되게 됩니다. 연구는 자발적 참여를 기본으로 하며, 면

담 도중 언제든지 자유롭게 참여 거부가 가능합니다. (단, 자료수집 기

간에 한하여, 거부한 이후에도 언제든 다시 참여하거나 응답하지 못한 

문항에 대해 재응답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일

어날 수 있는 위험은 거의 없으며 면담에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1시간 

내외로 예상됩니다. 본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은 없지만 시간을 내어 참

여해주신 답례로 연구자가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본 연구가 종료된 이후 결과에 대한 응답을 받고 싶으신 분은 우편으로 

결과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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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의 기밀유지를 위해, 연구 결과에서 참여자의 이름이

나 식별 가능한 개인 정보는 일체 활용되지 않으며 필사된 내용만 활용

됨을 밝힙니다. 만약 연구과정에서 수집된 개인 정보는 연구자만이 알 

수 있도록 암호화하여 처리하며, 잠금 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하고 연구 

논문이 인쇄되어 발표된 이후 분쇄 폐기할 것입니다. 

본 연구참여 동의서는 동일한 내용으로 연구자 보관용과 참여자 

보관용 2부가 작성되어, 참여자 보관용을 연구 참여자분께 드립니다. 동

의서에 연구참여에 동의하신 날짜, 성명 및 서명을 직접 표기해주시면 

됩니다. 연구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

락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에 참여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인은 본 연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연구에 관해 이해하였

으며,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에 자발적으로 참여함을 확인

하고자 아래에 서명합니다.”

동의한 날짜:  2013년    월    일        

성명:               (서명)   

✿ 연구자: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모성간호학 석사 과정생 장혜영

✿ 연구자 연락처: yamoo****@******.com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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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면담 질문지

<기본정보확인>

1. 산과력 :

2. 불임 치료 기간 :

3. 임신시 태아수 :

4. 다태임신 감수술 여부 :

5. 분만시 아기수 :

6. 직업 :

7. 종교 :

8. 재태기간 :

9. 분만 결과 :

<과다 다태임신 진단시의 경험>

1. 과다 다태임신을 진단 받았을 때의 경험을 말씀해 주세요.

(세쌍둥이 등)

2. 과다 다태임신을 알려준 의료진 혹은 병원으로부터 과다 다태임신에

관해 어떠한 설명을 들었습니까?

(병원에서의 안내정도)

<선택적 감수술 안내시의 경험>

3. 선택적 감수술에 대해 안내를 받았다면 이 시술과 관련하여 어떠한

생각이나 고민이 있었습니까? 그 때의 경험을 말씀해 주세요.

(시술에 대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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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감수술 시행여부 결정시의 경험>

4. 각 경우에 따라,

4-a 선택적 감수술을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하기까지의 과정은 어

떠하였는지 말씀해주세요.

4-b 선택적 감수술 시행하기로 결정하기까지의 과정은 어떠하였

는지 말씀해 주세요.

<본 경험에 대한 회고>

5. 각 경우에 따라,

5-a 임신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또한 가장 도움이 되었던 점은 무엇입니까?

5-b 시술 과정에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또한 가장 도움이 되었던 점은 무엇입니까?

6. 선택적 감수술과 관련한 경험 중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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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perience of decision making about multifetal pregnancy 

reduction in women receiving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Jang, Hyeyoung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Chung, ChaeWeon, PhD, RN

Infertility treatment could lead to higher-order multiple pregnancies, 

which, in turn, induce an issue of multifetal pregnancy reduction to improve 

the perinatal outcome for mothers and infants. However, such decisions lead 

to further difficulties and conflicts for couples trying to treat infertility, and 

their families. Despite the growing rate of infertility in this country, there 

have been only a few studies in nursing with a focus on decision-making for 

multi-fetal pregnancy reduction.

 This study aims to explore and more fully understand the 

experience of decision-making to undergo or forgo multifetal pregnancy 

reduction for women who have conceived their higher-order multiple 

pregnancies through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treatment. 

After obtaining the approval of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Human Subjects Review Board, data were gathered from August to Octo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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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For recruiting the participants, three online communities related to 

twin pregnancy and individual contacts were used. Sampling continued until 

data saturation was reached, based on the potential richness of the data. All 

interviews were audio-recorded digitally and transcribed verbatim. A total 

of 9 in-depth interviews and 2 telephone interviews were analyzed. All the 

women had conceived after an average of two years of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treatment. The current higher-order multiple pregnancies were 

the first birth for most of them. About half of the participants had attempted 

to become pregnant more than once, and had experienced the loss of a baby 

due to premature birth and spontaneous abortion before the current 

pregnancy. 

Using the thematic analysis method of Braun and Clarke, initial 

code of 156 items was reduced to 12 sub-themes. Then, these sub-themes 

were abstracted to create higher-order themes, finally 6 core themes were 

identified and carefully named. The themes were (1) confusion after 

higher-order multiple pregnancy; (2) obstacles to choice: safety of the baby; 

(3) dilemma for choice: weighing burden and responsibility; (4) influences 

of medical professionals; (5) choice by following the heart; (6) things come 

after decision. 

The results show a wide range of factors experienced by women 

considering multifetal reduction, and reveal mothers’ feelings of conflict 

and distress in the process of making a decision. These findings will be 

useful to help nurses improve the counseling they offer to those who go 

through the decision-making process. Moreover, the findings suggest that it 

is important for nurses to provide emotional support and consolation, as well 

as sufficient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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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not only to the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treatments but also to offering couples childcare assistance. A 

discussion to strengthen ethics of medical professionals in relation to 

infertility treatments is also necessary, so that infertile couples can take an 

active and proactive part in their own family planning for the future.  Thus, 

infertile couples must receive the necessary assistance and support in order 

to experience a sense of happiness without a sense of loss in the course of 

infertility treatment.

Key words : multifetal pregnancy reduction,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ies, decision making, infertility, mutiple, triplets, 

thematic analysis. 

Student Number  :  2012-2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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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불임으로 인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난임부부

지원 사업 활성화는 삼태아 이상의 과다 다태임신(higher-order multiple

pregnancy)이라는 고위험 임신 및 분만의 요인을 유발하고 있다. 의학적

으로 과다 다태임신은 태아와 임부의 주산기 예후를 향상시키기 위해 선

택적 감수술(multi-fetal pregnancy reduction, MFPR)을 권하는 실정이

지만, 이러한 결정은 불임을 치료하려던 부부는 물론 그 가족들에게 또

다른 갈등과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음 간과할 수 없다. 국내의 수많은 불

임시술 건수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간호연구들은 불임부부의 불임 스

트레스에 주로 초점을 두고 있을 뿐 선택적 감수술에 대한 관심은 부족

하였다.

본 연구는 “보조생식술을 받은 여성의 선택적 감수술에 대한 의사결

정의 경험은 어떠한가?”라는 연구 문제를 통해, 보조생식술 과정에서 과

다 다태임신을 경험하고 분만한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선택적 감수술 시

행 여부에 대한 그들의 의사결정 경험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하고

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연구자가 속한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의 연구 대상자 보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2013년 8월부터 2013년 10월에 걸쳐 쌍둥

이 임신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3곳을 통한 공개 모집, 연구자를 통한 개

별 모집으로 자료가 포화될 때까지 자료 수집이 진행되어, 총 9건의 심

층 면담과 총 2건의 전화 면담이 연구 분석에 이용되었다. 본 연구 참여

자들의 특성으로는 평균 2년 정도의 배란유도,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의

보조생식술을 통해 이번 임신을 하게 되었으며, 대부분 초산모로 일반적

으로 2번 이상의 임신 시도를 하였고, 절반 정도에서 이번 임신 이전에

자연유산이나 조산으로 아기를 잃은 경험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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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참여자들을 통해 수집된 모든 면담 자료를 그대로 필사하

여, Braun & Clarke (2006)의 주제분석 방법을 통한 분석되었다. 총 156

의 초기 코드는 12가지 하위 주제로 축약되었고, 이후 6가지 핵심 주제

로 명명되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주제는 다음과 같다.

제 1주제는 하위 주제 “세쌍둥이 임신에 대한 복잡한 심정”, “생각

지도 못한 선택적 감수술”를 포함하는 “세쌍둥이 임신 이후의 혼란”이

다. 보조생식술을 통해 아기를 얻고자 하는 과정에서 기대와 다른 임신

을 겪음으로써 오히려 아기를 선택적으로 지워야할지 모르는 상황에 놓

이게 됨에 따른 경험이다.

제 2주제는 “시술의 불확실한 안전성에 대한 고민”, “고위험 임신

속 아기에 대한 걱정”를 포함하는 “선택의 걸림돌, 안정성에 대한 물음”

이다. 어렵게 가진 아기에 대한 애착으로 인해 선택을 주저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세쌍둥이 이상 임신의 위험성과 선택적 감수술의 필요성에 대

해 듣고 난 이후 선택을 내리기 직전까지 어느 선택이 더 안전한 방법이

될 것인지 따져보는 경험을 다룬다.

제 3주제는 “셋... 어떻게 키울지에 대한 부담감”, “심장이 뛰는 생명

에 대한 책임감”를 포함하는 “선택의 딜레마, 부담감과 책임감 사이의

저울질”이다. 양육과 경제적 문제와 같은 현실적인 부담과 심장이 뛰는

생명에 대한 죄책감 사이에서 참여자들은 어느 선택을 하여도 쉬운 것이

없기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제 4주제는 “의료진은 또 다른 선택”, “의료진과의 의견일치는 문제

를 푸는 열쇠”를 포함하는 “선택을 좌우하는 전문 의료진”이다. 본 의사

결정 경험에서 의료진의 역할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부부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의료진을 만나는 것은 어려운 선택을 해결하는 힘

이 될 수 있음이 발견되었다.

제 5주제는 “만만치 않은 현실에서의 선긋기”, “아기를 기다리던 마

음으로 돌아가기”를 포함하는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인 선택”이다. 그

동안 생각해 볼 기회가 없었던 세쌍둥이 임신을 자신의 현실 속에서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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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다보면서 자신의 입장을 세워나가는 경험을 한다.

제 6주제는 “최선의 선택은 여전히 물음표”, “마음먹기에 달린 후회

없는 결정”를 포함하는 “선택 후에 오는 것들”이다. 선택적 감수술에 대

한 의사결정은 어렵고 힘든 경험이었다. 최선의 선택은 쉽게 말할 수 없

는 문제이지만 후회 없는 결정을 만드는 것은 참여자 본인의 마음먹기에

달린 문제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과다 다태임신을 경험한 여성이 선택적 감

수술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 요인

들에 대해 폭넓게 살펴볼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고민과 갈

등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러한 발견은 선택적 감수술에 대한 의사결정 과

정을 겪는 대상자들을 위한 간호사의 실질적인 상담을 개선하는 데 활용

될 수 있다. 특히, 보조생식술을 받는 불임부부를 지원하는 간호사의 중

요한 역할로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어려운 과정을 돕는 정신적 지지와

위로가 있음을 제시해주었다.

한편, 본 연구는 난임 부부의 보조생식술 치료뿐만 아니라 실제 시

술을 통한 다태임신의 양육 문제를 지원하는 데에도 관심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기하고 있다. 무엇보다 보조생식술을 다루는 의료진의 윤리 의식

이 강화되어 불임부부가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자신의 가족

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함을 논의하였다. 불임부부를

헤아리고 배려하는 불임 치료 환경이 마련된다면, 간호 대상자들이 불임

치료 과정에서 상실감이 아닌 행복감을 경험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

다.

주요어 : 선택적 감수술, 보조생식술, 의사결정, 다태임신, 세쌍둥이,

불임, 주제분석.

학 번 : 2012-2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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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불임과 맞물려 총인구의 감소와 고

령인구 비율의 증가를 유발하고, 경제성장의 둔화 및 노인부양에 대한

사회적 부담 증가 등의 우리 사회 전반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김영심, 황혜신, 황혜정, 2009). 여성의 사회적 활동 증가로 인

한 초혼연령의 상승과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은 가임기 여성들이

결혼을 미루게 만드는 한편, 임신을 원하는 여성들이 임신을 하지 못하

는 난임을 유발하고 있다(장진경, 2005). 또한 기혼 여성들에게 나타나는

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 양육비 문제로 인한 달라진 가족계획 등은

가족 내 이른 출산을 기피하게 만들고 있으며, 부부는 임신을 원하는 시

점에서 아기를 얻지 못해 불임치료실로 내몰리고 있다(신효영, 방은령,

2009; 하정옥, 2012).

우리나라의 불임 발생율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으나,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진료기록에 따르면 2005년 이후 불임은 매년 늘어나 2007년

에는 여성 13만 9천명, 남성 2만 6천명이 새로이 불임으로 진단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09). 이에 2006년 이래로 우리 정부는 저출산, 고령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임신·출산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장

하고 있다. 특히, 낳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낳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인 난임부부에 대하여 ‘난임부

부 지원 사업’을 적용하여, 난임부부에게 보조생식술(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ies, ART)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

다. 이 사업을 통한 2009년 체외수정시술 건수만 해도 17,691건에 이르고

있으며, 2010년도 사업예산은 전년도 263억 원에서 553억 원으로 증액되

는 등 우리나라에서의 보조생식술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다(한국보

건사회연구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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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보조생식술로 인한 임신이 늘어나면서 삼태아 이상의 ‘과다 다

태임신(High-order multiple pregnancy)’이 늘고 있다. 2009년 정부의 체

외수정 시술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출산여성 3명 중 1명(34.4%)이 다

태분만으로(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일반적으로 다태분만이 인구의

2%에서 발생하는 것에 비하면 보조생식술에서는 30% 이상으로 그 발생

이 잦다(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0). 다태임신은 단

태임신에 비해 자연유산, 조산, 미숙아, 발육부진, 신생아 사망률 및 유병율

이 높아 다태임신으로 분만된 태아는 일정기간 병원에 입원하거나 신생

아 집중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장기적 합병증 치료 등에 대

한 부담이 따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atz et al., 2002). 산모의 경우에

도 임신중독증, 자궁 수축부전, 과다 출혈 등의 더 자주 발생하여 하여

산전 산후 관리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한(Cunningham et al., 2005) 만큼

다태임신의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문제는 부각될 수밖에 없다. 고위험

임신 및 고위험 분만에 해당하는 다태임신은 태아의 수가 많을수록 합병증

의 위험성이 더 증가하여(Cunningham et al., 2005; Schenker et al., 1981;

Seoud et al., 1992), 과다 다태임신시에는 선택적 감수술(selective fetal

reduction, SFR) 혹은 다태임신 감수술(multi-fetal pregnancy reduction,

MFPR)이라 불리는 시술을 권하여 임신된 태아 수를 줄이고자 하는 실정에

놓여있다(Dodd & Crowther, 2004; Elster, 2000; Evans et al., 1994b, 2001;

배석천 외, 1976; 이해림 외, 2001).

선택적 감수술은 다태임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태아와 임부의 주산기 예

후를 향상시키기 위해 불가피한 의학적 선택(Britt et al., 2003; Elster,

2000; Lipitz et al., 1994)이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불임을 치료하려던 부부

는 물론 그 가족들에게 또 다른 갈등과 문제를 야기하게 됨을 간과할 수 없

다. 국외에서는 불임부부의 선택적 감수술 관련 의사결정 경험에 관한 연구

를 통해 대상자가 겪는 불임과 다태임신 사이의 정서적 갈등(Collopy,

2004), 앞으로의 임부와 태아의 건강에 대한 염려와 불안(Britt & Evans,

2007), 시술 관련 결정의 결과에 대한 수용과 책임(Maifeld et al., 2003),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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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피한 다태아 출산 후의 양육 문제(Elster, 2000) 등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

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선택적 감수술을 임상에서 적용하는 데 있어 방

법론적인 논의, 임부의 안전이나 태아의 건강과 같은 산과적 예후에 대한 실

험적 연구(김석현 외, 1995; 이용호, 김선행, 1999; 박진우 외, 1996; 이해림

외, 2001; 전대준 외, 1998)에 치우쳐 있으며, 시술을 경험하는 대상자에 대

한 간호학적 이해를 추구하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대신 국내 간호연구

에서는 불임부부의 불임으로 인한 스트레스 및 정서적 문제 등(김선행 외,

1995; 김혜원, 1987; 박영주, 1993a, 1993b)을 다양하게 다루고 있어 제한적

으로나마 불임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다.

국내의 실정에서 선택적 감수술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태를 분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실제 임상에서 쌍태아 이상의 다

태임신의 분만 건수가 의미있게 증가하는(서울대학교병원 분만장 통계,

2013) 만큼 선택적 감수술의 시행 여부를 고민하였거나 실제 경험한 간호

대상자 또한 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불임치료 현장에서 흔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내 간호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던 선택적 감수술과

관련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박영숙 & 조남옥(1996)은 간

호사가 불임여성들을 간호함에 있어 처치와 관련된 지극히 신체적인 증상에

만 관심을 갖는다고 지적하고 있어 다시 한 번 불임부부를 위한 간호사의

역할을 생각하게 한다. 본 연구를 통해 간호학적인 관점에서 불임부부가 직

면하는 선택적 감수술과 관련된 경험을 조명함으로써, 임상현장에서 해당 간

호 대상자를 돕고 간호함에 있어 간호사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

거 기반 실무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간호 대상자의 경험을 올바로

이해함으로써 간호 대상자들의 의사결정 과정을 지원하고 지지하는 조력자

로서의 간호사 역할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우리 간호사들이 간호 대상자들의 선택적 감수술

관련 의사결정 경험을 간접적으로나마 공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는 임

상에서 접하는 다태임신 산모가 업무 부담을 주는 고위험 산모로 인식되기

보다는 따듯한 간호가 필요한 귀한 손님으로 여겨질 것이기 때문이다.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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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를 향한 공감은 간호사가 꼭 필요한 시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간호 대상자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우며, 간호 대상자들을 향한 간호사의

관심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해당 시술과 관련하여

간호 대상자가 어떠한 경험을 하고 필요한 간호는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파

악하고 이해함으로써, 불임치료를 받는 간호 대상자들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간호실무의 근간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보조생식술 과정에서 과다 다태임신을 경험하고 분만

한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선택적 감수술 시행 여부에 대한 그들의 의사결정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하기 위함이다. 연구 질문은 보

조생식술을 받은 여성의 선택적 감수술에 대한 의사결정 경험은 어떠한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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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 고찰

1. 보조생식술을 통한 과다 다태임신의 현황

불임(infertility)은 일반적으로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적인 부

부관계를 함에도 불구하고 1년 이내에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로 정의한다

(이택후, 2007). 즉, 불임은 생식능력의 감소로 임신할 확률이 떨어지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생식능력의 감소는 여성의 경우 3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의

연령에서 급격히 진행한다(대한산부인과학회, 2012). 일반적으로 가임기 부

부가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한다면 1년 동안 80%에서 임신을 하고 10~20%

에서 불임으로 진단을 받고 있으며, 생식능력이 정상 20%보다 감소되어 있

지만 0%에 미치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 전혀 임신을 할 수 없는 것을 의미

하지는 않는다(대한산부인과학회, 2012). 최근 시민단체와 정부를 중심으로

불임(不妊)이라는 표현대신 임신이 어렵지만 임신이 가능하다는 상태를

나타내는 “난임(難妊)”이라는 표현 사용하자는 움직임(매일경제, 2013. 5.

30)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불임은 13.5%의 발생율을 보이고 있는데(한국보건사

회연구원, 2003), 최근 사회적 변화에 따른 여성들의 경제활동의 증가, 늦

은 결혼 및 재혼의 증가, 저출산 추세, 잦은 유산, 장기간의 피임사용, 스

트레스 및 비만, 운동부족, 환경오염의 증가 등의 영향으로 불임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이우식, 200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대한산부인과학회, 2012; Brugo-Olmedo et al., 2001; Jaffe & Jewelwicz,

1991; Mosher & Pratt, 1993). 불임은 하나 또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나타날 수 있는데, 불임부부 만을 대상으로 하였을 경우 배란장애

27%, 정자의 이상 25%, 난관요인 22%, 자궁내막증 5%, 기타 4% 그리고 원

인불명이 17%를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다(Cunningham et al., 2005). 이처럼

불임의 원인이 밝혀지면서 불임은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로 단정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임신이 어려울 뿐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라는 시각이 커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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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더불어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불임을 해결하려는 움

직임이 생겨나 이제는 체외수정과 같은 보조생식술에 대한 의료비를 지

원하고 있다. 기혼 부부에게 있어 “아기가 생기지 않는 불임” 문제는 저

출산을 유발하여 사회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한국보건사회

연구원, 2010).

보조생식술(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ies)은 난임부부를 대

상으로 임신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여러 시술방법들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것으로(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이후 이러한

보조생식술에 대해 건강증진기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불임치료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현재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체외수정 의료비를 4회까지 확대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의료

비는 체외수정 1회당 180만원이나(평균시술비의 50%에 해당), 기초수급

자에 대해서는 300만원(평균시술비의 90%에 해당) 범위 내에서 지원하

고 있고,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에는 차이를 두고

있다. 지원 자격으로는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부부로서 여성의 연령은

만 44세 이하여야 하며,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난임시술이 필

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만 하는 조건이 있다. 2010년부터는 맞

벌이 난임부부의 경우 낮은 배우자 소득은 50%만 합산하여 산정하는 방

식을 도입, 체외수정 지원비를 현 1회 180만원에서 단계적으로 지원 확

대하는 등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가고 있다(보건복지부,

2013, 결혼 및 임신·출산 지원).

가장 최근 발표된 대한산부인과학회의 2008년도 보조생식술의 현황

을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00년에는 58개의 시술기관에서 15,619예, 2004

년에는 65개 시술기관에서 17,802예, 2008년에는 78개 시술기관에서

28,029예의 보조생식술이 이루어져 지원사업이 생겨난 2006년도 이후로

는 꾸준히 2만 5천 건 이상으로 시행되어 눈에 띄게 활성화되었다. 이에

2008년도 시점에 이루어진 체외수정 시술의 임신율은 31.9%, 출산율은

25.5%를 기록하였고, 해당 년도 총 출생아의 0.97%(2008)를 차지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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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이처럼 국내 전체 출생아의 1%이상이

체외수정에 의한 임신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최근 유럽의 몇몇 국가에서

는 전체 출생아의 5% 이상이 체외수정에 의해 태어나고 있다(대한산부

인과학회, 2012).

보조생식술을 통한 출산장려로 불임이 해결되는 이면에 주목해야할

것은 다태임신과 다태아 분만의 발생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과다 다태임신은 보조생식술에 의하여 생기는 가장 심각한 합병증 중의

하나로 여겨지기도 하는데, 불임 치료를 위한 배란유도 및 여러 개의 배아

이식 등의 보조생식술의 활성화가 과다 다태임신의 빈도를 높게 만들 수 있

다(김석현 외, 1995). 2010년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출산

의 경우 단태분만 65.6%, 쌍태분만 34.1%, 삼태분만 0.3%로, 출산 여성

3명 중 1명(34.4%)은 다태분만을 하였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실

제 배란유도 및 과배란유도를 시행하는 경우에 있어 다태임신은 약 16~39%

에 달하는 데(이용호, 김선행, 1999; Check et al., 1993), 일반적인 인구에서

는 다태임신이 2% 정도로 발생하는 것에 비해 보조생식술에서는 다태임

신이 30% 이상으로 발생할 만큼 그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다(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0). 실제 전체 분만에서 보조생식술을

통한 다태임신의 빈도를 정확히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통계청

에서 제시하는 자료에 따르면 쌍둥이임신으로 분만된 아기수는 2009년도

5천 7백 9건 이후로 차례로 2010년도 6천 1백 7십 건, 2011년도 6천 5백

7십 1건, 2012년도 7천 5백 7십 5건을 기록함으로써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삼태 이상의 임신으로 분만된 아기수 또한 2009년도 2천 백 명

내외에서 2012년도 2천 8백 명 내외로 확인되면서 출생률 증가대비 삼태

이상의 임신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통계청, 2009; 2010; 2011;

2012). 자연임신을 통한 쌍태아 임신 발생률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쌍태

아의 증가 추세는 보조생식술의 영향이 클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의 경

우에서도 보조생식술의 결과로 과다 다태임신의 비율이 높아짐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Legro et al.(1997)의 연구에서 1980년도에 출생한 총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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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10만 명 중 37명에서 과다 다태임신이었음에 반해 2002년에 이르러서

는 총 생아 10만 명 중 184명으로 5배 이상으로 해당 임신이 증가하였

다. 이는 한국과 미국이 일반적으로 4개까지 배아를 이식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때문에 가중될 수 있는 현상으로, 다태임신을 줄이고자 유럽이

나 호수, 뉴질랜드 등의 일부 국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개 이

내로 자궁 내로 이식되는 배아수를 제한하고 있다(문신용, 2007).

한편, 삼태 이상의 다태임신의 경우는 과다 다태임신(High-order

multiple pregnancy)라고 불리며(Britt et al., 2003), 이 경우 단태임신이나

쌍태임신에 비하여 주산기 예후가 더 불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Cunningham et al., 2005). 다태임신은 단태임신에 비해 모성 합병증과

주산기 유병률 및 사망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다태임신의 경우에

자연유산, 조산으로 인한 미숙아 분만, 신생아 발육부진 등의 신생아 문제가

더 흔히 발생할 수 있고 산모의 경우 임신중독증 유발, 자궁 수축부전, 과다

출혈 등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Schenker et al., 1981;

Seoud et al., 1992; Cunningham et al., 2005). 단편적인 예로 출생시 체중

이 2.5Kg 미만인 저체중아 출생률이 점차 증가되어 단태아 중 저체중

출생아 비율이 2007년 3.3%, 2009년 3.6%인 반면, 다태아 중 저체중아

비율은 2007년 52.7%, 2009년 54.4%로 더 높은 결과(통계청, 2010)만 보

더라도 다태아 출생의 증가는 저체중아의 출생을 증가시켜 고위험 출생

아의 발현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단태아와 다태아의 주산기 예후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욱이 보조생식술로 출생한 다태아의 경우 조산,

저체중 출산 및 사망과 같은 주산기 문제 발생위험이 자연적으로 임신된

다태아에 비해 높고, 입원기간도 더 길며 집중치료를 받는 경우도 4배

더 높다(Legro, 1997; Katz et al., 2002). 따라서 보조생식술로 인한 과다

다태임신의 발생은 간과하기 어려우며 이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관심과 주

의가 필요하다.



- 9 -

2. 선택적 감수술의 개념과 현황

선택적 감수술 혹은 선택적 유산술(selective fetal abortion or

reduction, SFR)은 세쌍둥이 이상의 임신에서 태아의 수를 조절하여 다태임

신에 의한 합병증을 줄여 다른 태아의 생존율을 높여 성공적인 출산을 도모

하려는 방법이다(전대준 외, 1998; 대한산부인과학학회, 2012). 즉, 나머지 태

아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일부 태아 수를 줄이는 것이다(대한산부인과학

학회, 2012). 국외에서는 흔히 “Multifetal pregnancy reduction(MFPR)” 용어

로 사용되고 있으며(Garel et al., 1997; Collopy, 2004; Britt & Evans, 2007),

국내에서도 1990년도 후반에 “다태임신 감수술”이라는 용어가 소개한 바 있

었다(전대준 외, 1998). 당시 선택적 감수술이라는 용어에서 “선택”이라는 단

어가 가지는 의도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유산할 태아를 “임의로” 정하여 시

술함으로써 임신의 예후를 향상시키기 위한 의료진의 “불가피한 선택”임을

표명하는 의미에서 시도되었지만(전대준 외, 1998), 실제 임상에서는 여전히

사용하기 용이한 “선택적 감수술”이 상용되고 있어(대한산부인과학회, 2012),

본 연구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선택적 감수술”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

하였다.

선택적 감수술 방법이 나타난 배경에는 과다 다태임신의 의학적 예후,

사회적, 경제적 문제점이 부각됨에 있다. 하지만 선택적 감수술로 인해

불임부부는 단순히 임신 성공의 문제를 넘어서 과다 다태임신을 유지하

느냐 단태임신이나 쌍태임신을 선택하느냐하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

었다.

과다 다태임신을 막기 위해 우선적으로 시도된 방법은 가급적 이식

하는 배아수를 줄이려는 방법이었다. 다태임신으로 인한 산모와 태아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과다 다태임신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

지만 이식되는 배아의 개수와 임신 성공률의 밀접한 관련에 따라 배아이

식수의 제한은 임상에서 적용하기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현우영

외, 1997), 우리나라에서는 난자의 질에 문제가 없는 여성의 경우 이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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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배아 수를 3개 이하로 제한하는 등(대한산부인과학학회, 2012) 여성의

나이, 배아의 질을 고려하여 자궁 내로 이식할 배아수를 결정하고 있다

(문신용, 2007). 하지만 여전히 과다 다태임신은 생겨나고 있음을 무시할

수 없다. 유럽 외 일부 국가에서는 배아 이식을 하나만 허용하도록 법제화

하여 다태임신을 예방하고 있는 것(대한산부인과학학회, 2012)처럼 배아 이

식 수에 따른 조금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체외수정 및 자

궁내 배아이식술(in vitro fertilization and embryo transfer, IVF-ET)과 난

자세포질내 정자주입술(intracytoplasmic sperm injection, ICSI) 시행에서

이식 주기당 임상적 임신율은 1개의 경우가 15.1%, 3개인 경우 37.2%, 5

개인 경우 29.6%로 나타나 배아이식 수가 늘어날 때마다 유의하게 높은

임신율(P ＜0.001)을 보이기 때문에 삼태아 이상의 임신이 예상되더라도

다수의 배아이식으로 임신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의료진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현우영 외, 1997). 이로 인해 우리나라에

서 신선 배아를 이용한 IVF-ET와 ICSI 시행주기에서 출생한 총 생아(live

birth) 중 단태아의 비율은 47.8%였으며 쌍태아는 50.7%, 삼태아는 1.5%로,

전체적으로 쌍태아 이상의 다태임신의 빈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2009).

국내의 불임 치료 의료기관은 운영 문제로 인해 보조생식술을 통해 이

루어지는 임신 성공률 자체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김선혜, 2008),

배아 이식수 제한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과다 다태임신이 생

겨난 이후에 선택적 감수술을 시행하는 해결법을 좀 더 흔히 취하게 된

다(문신용, 2007). 이에 따라 선택적 감수술은 자연히 불임치료의 연장선에

놓이게 되었다. 하지만 현재 선택적 감수술에 대한 정확한 빈도와 예후는 예

측하기 어렵다. 서울 소재 일개 대학병원의 분만 통계를 살펴보면 2000년

도 당시 총 분만 건수 1360예 중에 쌍태 45예, 삼태 3예에서 약 10년 후

인 최근 2011년 총 분만 건수에서는 1551예 중에 쌍태 314예, 삼태 26예,

사태 2예로 전체 분만에서 쌍태아 이상의 다태임신의 분만 건수가 의미

있게 증가(서울대학교 병원 분만 통계, 2013)한 것처럼 실제 과다 다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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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 늘고 있으며 그와 함께 선택적 감수술도 더 흔히 시행되리라는 짐

작만 가능할 뿐이다.

한편, 선택적 감수술은 일반적으로 복강 혹은 질 쪽으로 삽입한 바늘

을 통해 태아에게 고농도의 칼륨 전해질을 투약하여 태아의 심장이 뛰는

것을 멈추게 하는 방법으로 시행되고, 그 경로에 따라 복벽을 통한 복식

방법과 질벽을 통한 질식 방법으로 나누어진다. 두 방법의 효용성과 안정성

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나, 질식 방법이 복식 방법에 비해 조기

에 시술이 가능한 점, 시술이 간편한 점, 비교적 덜 침습적으로 감염률이 낮

은 점 등을 장점으로 더 선호되고 있다(이용호, 김선행, 1999; 박진우 외,

1996). 일반적으로 시술 경로에 따라 복식 방법은 임신 10~12주에 시술하는

것이 적절하고, 질식 방법은 임신 6주에도 가능하나 임신 9주~11주가 적당하

다고 보고 있다(전대준 외, 1998). 이처럼 선택적 감수술 시행에 있어서는 어

느 정도 체계화된 방법이 세워지고 있으며 비교적 자세한 지침이 잡혀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선택적 감수술은 일부에서 “구조선(life boat)” 중재

라 불린다(Rorty & Pinkerton; 1996). 이 시술 과정으로 자궁 내 태아 모

두가 심각한 고통이나 통증을 겪거나 사망하는 대신 태아들 중 일부라도

생존할 가능성을 준다는 긍정적인 측면 때문이다. 하지만 일면에서는 선

택적 감수술이 모아의 산과적 예후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임에도 불구

하고 대략 8%의 전체 임신 소실이 발생될 수 있음을 간과할 수는 없다

고 지적한다(Craigo, 1999). 지금까지 본 시술은 비교적 오랫동안 지속적으

로 탐구되어 여러 연구에 의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정되고(김석

현 외 1995; 박진우 외 1996; 현우영 외 1997; Evans et al., 1994a, 1994b,

2001) 있으나, 여전히 시술 시행 후 전체 임신 소실이라는 극단적인 가능성

이 있고, 처음부터 단태나 쌍태로 성립된 임신의 결과와 비교하면, 시술을

통해 이루어진 단태나 쌍태 임신에서 주산기 예후가 더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이해림 외, 2001) 쉽사리 안정성을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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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택적 감수술 관련 의사결정 경험

국외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선택적 감수술 관련된 의사결정의

어려움에 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첫째, 감정적인 어려움에 주목하는 연구 결과들이 있었다. Maifeld 등

(2003)의 선택적 감수술 관련 의사결정 경험 질적 연구에 따르면 다태임

신의 위험에 대한 반감이 선택적 감수술을 선호하게 만들기는 하나 시술

을 받든 받지 않든 감정적인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하였다. 대부분의 선

택적 감수술을 결정해야하는 부부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딜레마를 포함하

는 심리적인 문제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꼈다고 한다. 다행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결정에 대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변한다고는 하였지만, 갑자기 밀려오

는 부정적인 감정은 어쩔 수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 기타 연구에서는 선택

적 감수술 1년 후에도 시술을 겪은 3분의 1의 여성은 그 과정과 관련하

여 우울한 증상을 보였고(Andrews, 1999), 일부 부부에서는 애써 노력하

여 성공한 임신을 위험에 빠뜨려야 하는 상황에서 마지못한 채 선택함에

있어 심한 감정 기복을 보이기도 하였다(Faber, 1997; Gleicher et al.,

1995). 그 밖에도 Collopy(2004)의 연구에서 선택적 감수술 시행 전 태아를

선택하는 과정의 경험을 떠올리던 Helen은 “당신이 겪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아이를 포기할 거라고 앉아 있다니 말이죠. 조금 지나서 어느

아이가 잘못될 지 알게 되었어요... 그 아이는 제 삶의 일부였죠. 늘 어떤 모

습일까 궁금해 했고, 성격은 어떨까, 커서 무엇이 될까했는데... 이건 공포에

요. 이름도 있고 얼굴도 있고 성격도 있는데... 이건 너무 끔찍해요.”라고 말

해 소중하게 생각하던 한 아이를 지워야 할 때의 죄책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에서는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감정 외에 선택적 감수술과 관련하여 아무

런 생각도 할 수 없었다는 견해도 있었다. Kanhyai et al. (1994)의 연구에

따르면 분만 9개월과 6년 이후에 선택적 감수술을 시행했던 21쌍의 부부에

게서 대부분(14쌍에 해당)은 불임 치료와 관련된 위험과 결과에 대해 인지

하지 못했다고 한다. 분만한 이후에야 부부는 새로 태어난 아기에 대한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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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감정과 그들이 포기했던 아이에 대한 슬픔 사이의 갈등, 그리고 선택적

감수술을 시행하지 않았더라면 아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하는 의문이 들었

다고 한다.

둘째, 선택적 감수술에 관한 불임부부의 자율적인 의사결정 참여가 어

렵다는 연구가 있었다. Dodd & Crowther(2012) 연구의 경우 의료진에 의해

시술 여부가 일방적으로 판단되어 의사 결정의 기회 없이 시술을 받은 경우

가 소개된 바 있다. 임상 현장에 있다 보면 선택적 감수술을 경험한 산모가

자신은 당연히 시술을 받아야만 하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고 세쌍둥이를 낳

는 일은 메스컴에나 나오는 일이라고 말한 경우와 일맥상통하는 연구 결과

였다. 하지만 임상에서 접한 다른 예로 세쌍둥이를 임신할 경우 24주 내외에

조기진통을 경험하고 조산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다태임신의 예후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듣고 자신의 신념에 따라 세쌍둥이를 낳기로 결정한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자율적인 의사결정은 간호 대상자가 접하는 병원이나 의료진

에 따라 그 차이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어떠한 환경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 그 어려움의 정도도 다르리라 짐작된다. 이에 미국의 산부인

과학회 윤리 위원회는 “배아 감수술은 예측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우

연의 사건으로 여겨져야 하며, 병원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로 일상적으

로 수용되는 치료법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하여(ACOG

Committee on Ethics, 1999) 의료진에 의해 쉽게 적용되는 시술이 되지

않도록 의료진의 윤리적 관심을 촉구한 바 있다.

셋째, 산모나 신생아의 예후에 대한 잠정적인 위험을 고려해야 하는 어

려움도 나타난 바 있다. 선택적 감수술의 가장 심각한 합병증은 전체 임신의

소실이다. 이는 연구마다 다르나 Norwitz & Vidaeff (1997)의 연구에 따르

면 6%에서 35%의 발생률로 평균 17%에서 전체 임신 소실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시술 이후 조기진통의 위험이 있을 수 있고(Evans et al., 1994a), 분

만한 여성 35%에서 태아 감수술로 인해 태반의 만성 염증이 생겨나 남아있

는 태아의 재태기간을 줄일 수도 있다(Lembet et al., 2001). 그 외에도 다태

임신으로 태어난 아이들에게서 가정과 놀이 집단에서 드러나는 사회성 결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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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체중아 출산에서의 심각한 수준의 행동 문제와 인지 기능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다(Elster, 2000). 이처럼 잠재적이나 다양한 예후를 알게 되면 최선

의 선택에 대한 갈등뿐만 아니라 선택 후의 책임 부담까지 있을 수 있어 더

욱 의사결정이 어려울 수 있다.

넷째, 기타 양육과 관련된 사회적 지지의 부재와 경제적 문제는 의사결

정을 어렵게 만든다고 하였다. Elster (2000)의 다태아 출산에 관한 연구에서

다태아를 가진 부모는 더 지치고, 우울하고, 또는 분만 후 더 불안할 수 있

다고 하였다. 그들은 자신의 친구, 가족, 기타 사람들과 고립되어 오로지 아

이를 양육하는 문제에만 헌신해야 하기 때문에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한

다. 양육할 아이가 많아지면 더불어 자신만의 시간이 부족하고 배우자 서로

에게 관심을 쏟을 여유가 없으므로 부부관계의 악화를 가져오기도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삼태아 이상의 과다 다태아의 경우 분만 후 신생아 중환자

실에 입원하는 확률이 78%로 나타나 단태아의 경우 15%, 쌍둥이의 경우

48%에 비해 신생아 관련 비용이 훨씬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Elster, 2000).

요약하자면 국외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을 통해 선택적 감수술과 관

련된 간호대상자의 정서적 갈등, 선택적 유산이라는 윤리적, 모성애적 고민,

시술을 받지 않았을 때 현실적인 양육 문제 등의 어려움을 폭넓게 살펴볼

수 있었다.

한편, 선택적 감수술 관련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지지하는 데에 있어

공유 의료적 의사 결정(Shared Medical Decision-Making)의 관점이 적용될

수 있다. 공유 의료적 의사 결정은 환자가 본인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치료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의사와 함께 치료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환자중심

의 의료서비스로 환자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Elwyn et al., 2005).

치료의 과정에 간호 대상자가 직접 참여하고 의사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널

리 확대되면서 이에 따라 간호 대상자가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간호사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조계화, 2012). 오늘

날의 간호사는 간호 대상자의 신념이나 가치, 기대수준, 사회적 경제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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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고려하여 인간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자 노력해야 하며 이를 통해 대

상자가 원하는 간호 행위에 다가가고자 하는 면에서(Legare et al., 2010)

해당 간호 대상자에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Little (2010)에 따르면 선택적 감수술을 받아야할 산모를 대상으로 한

간호사의 일차적인 관심은 교육, 신체적 정서적 지지, 그리고 시술 과정의

협조로 논의된다. 특히, 선택적 감수술을 시행하느냐 그렇지 않고 임신을 지

속하느냐에 대한 대상자의 의사결정은 “지금까지의 어떤 결정보다도 어렵고

힘든 결정”임을 명심하고 간호사는 무비판적인 전문성을 보여야 한다고 지

적했다. 선택적 감수술의 간호학적 적용은 간호 대상자가 -궁금증을 해소하

기 위해서, 용기와 지지를 받기 위해서, 혹은 결정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해

- 간호사를 찾을 때 간호 대상자의 치료 방향이 가장 합리적이고 최선의

결정이 되도록 돕는 것으로, 간호사는 의학적 치료를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간호 행위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국내 연구의 경우, 선택적 감수술을 경험하는 대상자에 대한 간호학적

연구는 부족하다할 만큼 선택적 감수술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서 참조할 만

한 국내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제한적이나마 불임과 관련된 선행 연구

를 통해 불임의 어려움을 살펴봄으로써(김선행 외, 1995; 김혜원, 1987; 박영

주, 1989, 1993), 선택적 감수술 관련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불임부부가 놓인

환경을 간접적이나마 이해할 수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불임은 진단과

치료과정에서 오랜 시간적 소모와 경제적 부담을 요구(박영숙, 조남옥,

1996)하고 불임치료가 임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임부부는

긍정적 기대뿐 아니라 신체적 고통과 함께 심한 심리적, 경제적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김선행 외, 1995; 김혜원, 1987; 박영주, 1989, 1993).

최근 우리나라에는 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 결혼에 대한 새로운 풍

토가 형성되고 있어(신효영 & 방은령, 2007) 앞서 국외 문헌에서 검토된 선

택적 감수술 관련 의사결정 경험의 외에도 우리나라의 실정을 반영하는 국

내 산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

라는 현재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면서 결혼을 하지 않는 미혼 여성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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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고 있으며, 결혼을 하더라도 아기를 갖지 않는 무자녀 가정 혹은 하나

낳아 잘 키우자는 외동 자녀를 둔 가정이 새로이 늘어나고 있다(김영심 외,

2009). 특히 결혼을 늦게 할 뿐만 아니라 결혼 후에도 아기 갖기를 미루는

여성이 늘면서 자연히 기혼 여성들 사이의 난임이 증가하고 있다(이수현,

2012). 과거 유교적 문화와 가부장제가 뿌리 깊게 남아있는 사회로 여성이라

면 마땅히 임신과 출산을 통해 가계를 이어갈 자손을 재생산해야 한다는 여

성상이 있었으나(조남옥, 박영숙, 1996; 최영희, 1989), 최근에는 가정과 사회

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 자기 핏줄에 연연한다기보다는 자기를 닮은 아기를

얻고자 하는 혈연중심의 가족주의와 부부사이를 연결짓는 의미로 자녀가 있

어야 한다는 사회문화적 압력에서 자녀를 얻고자 한다(이수현, 2012; 이정원,

2007). 그러다보니 대다수의 우리나라 부부는 아기를 갖고자 하는 시점에서

난임을 겪을 경우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고 어려운 과정(김선혜, 2008)을 거

쳐서라도 친 자식을 얻고자 한다. 이제 우리나라 부부가 불임치료실로 몰리

고 상황(하정옥, 2012)은 기정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한 두명의 자녀

를 낳아 더 잘 키우려는 부모들이 들면서 생겨난 지나친 양육 고급화와 사

교육비의 증가는 각 가정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키우고 있다(김영심 외,

2009). 따라서 우리나라의 변화된 임신, 출산의 문화 속의 불임부부를 대상

으로 한 국내 선택적 감수술 관련 연구가 진행되어 우리나라 여성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간호사가 있는 그대로 변화하는

간호 대상자의 경험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현실적이고 적절

한 조언을 간호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이에 지금까지의 전반적인 문헌고찰을 통해 변화되는 사회 속에서 우리

나라 실정이 반영된 선택적 감수술 관련 의사결정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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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보조생식술을 받은 과다 다태임신 여성의 선택적 감수술에

대한 의사결정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하기 위하여 준

구조화된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그 자료 안에서 개념을 식별, 분석하

여 주제를 찾아내려는 서술적(descriptive) 질적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1) 연구 참여자의 선정

본 연구에서는 보조생식술을 받은 과다 다태임신 여성의 선택적 감수

술 관련 의사결정 경험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선정 기준

을 마련하였다.

첫째, 보조생식술 등의 불임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임신으로 임신 확인

시 과다 다태임신을 진단받고, 병원에서 선택적 감수술에 대한 안내를 받은

적이 있는 산모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연 임신을 통해서 발생하는 과다 다태

임신은 제외하고 불임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만 연구에 참여할 수 있

도록 하였고, 임신을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불임치료를 본 연구에

서는 “보조생식술”로 명명하였다. 일반적으로 보조생식술은 인공수정과 체외

수정과 같은 불임 치료 시술을 의미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임신을 목적

으로 시행되는 여러 시술방법들을 모두 일컫는 것으로 정의하여, 배란 유도

치료 또한 포함시키는 포괄적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는 불임치료라는

의료 환경에 노출되어 있을 경우에 선택적 감수술에 대한 안내를 받을 가능

성이 더욱 클 것임을 가정한 것으로, 이는 불임 치료의 방법론적 차이보다는

의료 환경에의 노출에서 본 경험을 보고자 함이다. 한편, 과다 다태임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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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산모 뿐만 아니라 남편의 경험도 동등하게 중요하나, 선행 연구에서 불

임과 임신에 대한 여성과 남성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점을(Becker

& Nachtigall, 1994; Daniluk, 2001; Garel et al., 1997; Zoldbrod, 1993) 미루

어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 접근성을 고려하여 산모를 우선적으로 연구해보고

자 한다. 다만, 본 연구 과정에서 남편의 참여가 가능하였던 경우에는 남편

또한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보조 자료로 활용하였다.

둘째, 연구 자료 수집 시점을 기준으로 분만한 경험이 1년 이내에 해당

한다. 분만 후 시간이 오래 경과될 경우 선택적 감수술 관련 의사결정 경

험에 관한 기억이 희미해질 수 있으며, 이후 육아와 관련된 다양한 경험

등으로 인해 시술에 대한 해석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분만하

고 난 이후 가급적 늦지 않은 시기이되 산모가 산욕초기에 해당하여 자

신의 산후관리에 대한 요구가 많은 시기(오현이, 심정신, 김진선, 2002)를

피하여 연구 참여자에게 접근하고자 하였다. 단, 다소 이른 시기라 하더

라도 산모가 연구 참여를 허락한다면 경우에 따라 연구 참여를 가능토록

하였고, 연구자는 최대한 참여자의 건강 상태를 배려하여 면담을 진행하

였다.

셋째,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고자 하며 자료

수집을 위한 녹음에 동의하는 자로 정한다. 선택적 감수술의 경험이 개인적

이고 부정적일 수 있으므로, 대상자에게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 충분

히 설명하여 연구에 자발적 참여와 서면 동의(부록 1)가 가능한 경우에만

연구에 참여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연구 결과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음성 녹음

이 불가피하므로 이에 대한 사전 설명과 동의를 받도록 주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택적 감수술 관련 의사결정 경험이 있는 산모라면

본 시술을 시행하든 시행하지 않았든 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연구 대상자가

될 수 있으므로, 연구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가급적 두 경우 모두 충분한 대

상자를 확보하여 다양한 사례를 다루도록 노력하였다. 질적 연구의 표본 추

출시에는 연구 주제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참여자

(information-richness of the case)를 선택하여, 연구 현상에 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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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포화상태(theoretical saturation)에 도달할 때까지(Whittemore et al.,

2001) 자료 수집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다. 따라서 자료 수집과 자료

분석 과정은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료의 포화도

에 따라 최종 표본의 크기가 결정되었다.

2) 연구 참여자의 인권보장

본 연구는 연구자가 속한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의 연구대상자 보호 심사

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은 후 본격적인 자료 수집을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

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였으며 모

든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주의하였다. 또

한 본 연구에서는 구두와 서면을 통해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연구

참여를 허락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IRB가 통과되기 이전에 시행되었던

예비 연구 2건은 준구조화된 면담 설문지 제작에 활용되었으며, IRB 통과

이후 해당 참여자를 다시 면담하였다. 이전의 심층면담 자료 또한 분석에 활

용될 수 있도록 서면을 통해 다시 허락을 받았고, 재면담시 초기 면담의 부

족한 부분을 보완하였다.

한편, 연구 참여자의 인권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자료

수집에 앞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우선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자의 신분을 밝

히면서 본 연구가 석사학위논문을 작성하기 위한 연구 자료로 쓰이게 될 것

임을 설명하였다. 이와 함께 본 연구의 목적과 연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

명하고, 연구 참여의 자발성, 익명성, 비밀보장, 자유로운 참여 중단, 그리고

연구 참여에 따르는 위험과 혜택에 대해 안내하였다. 연구 참여시 연구자와

단독으로 면담을 하게 되며 면담 내용은 녹음될 것임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구했다. 녹음된 내용은 연구자에 의해 필사될 것이며 그 대화 내용은

연구 결과에 그대로 옮겨질 수는 있으나 익명으로 제시됨을 알리고, 연구 참

여자가 원할 시 연구 결과를 받아볼 수 있음에 대해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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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IRB 심의기준에 맞춰 개정된 연구 계획에 따라 쌍

둥이 임신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공개 모집으로 2013년 8월부터

2013년 10월에 걸쳐 연구 대상자를 모집하였는데, 쌍둥이 산모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카페 3곳에 연구 참여 모집 공고를 게시하였다.

온라인 공개 모집을 통해 연구 참여자가 수집되는 기간 동안 연구자 스

스로 개별 모집을 시행하여 총 3명의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본 연구의

예비 연구에 참여하였던 2명의 산모를 다시 면담하였고, 지인 소개를 통해

선정기준을 만족하는 1명의 산모를 심층 면담하였다. 예비 연구에 참여하였

던 2명의 참여자는 본 연구자가 근무 중인 서울 소재 일개 대학병원에서 진

료를 받고 분만한 산모로, 연구자와 라포가 형성되어 있었기에 연구 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예비 심층 면담 당시 두 산모의 아기

들은 모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상태였고, 당시 산모가 신생아중환자실

면회를 마치는 시간 이후에 면담을 시도하여 심층면담을 시행했었다. IRB

심의를 통과한 이후의 시점에서 두 산모의 아기들은 신생아중환자실을 퇴원

한 상태였고, 생후 1년 이내에 해당하였기에 2명의 산모는 연구 참여자 선정

기준을 만족하였다. 재면담시 과거 수집된 자료의 활용을 서면으로 허락받았

으며, 추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 심층면담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졌다. 개별

모집 과정에서 본 연구 참여자의 배우자가 연구 보조 참여자로 참여한 심층

면담이 2건 있었다. 한 경우는 예비 심층 면담시 이루어진 것으로 연구 참여

자 여성의 심층 면담과 동시에 이루어졌고, 다른 한 경우는 본 심층 면담시

이루어진 것으로 연구 참여자와 별개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주된 대상자 모집 방법이었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공개

모집으로는 3개월간의 모집 기간을 통해 2명의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당시 한 카페의 모집 공고 게시판 조회 수는 약 570회 정도를 기록하였으나

실제 연락 온 경우는 2건에 불과했고, 나머지 두 카페에서는 연락이 오지 않

은 상태였다. 이에 공개모집으로 연락이 닿은 2명의 참여자를 통해 추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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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대상자를 소개 받는 방식의 “눈덩이 추출법”을 도입하여 추가 연구 참여

자 명단 7명을 확보하였다. 면담 진행 전 전화연락을 통해 선정기준을 확인

하며 연구 참여 의사를 확인한 후 심층 면담 날짜를 정하였다. 심층 면담은

자료 수집의 포화상태를 확인하며 지속적이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과

정 중에서 자연 임신에 해당하였던 1명의 여성은 제외되었고, 1명은 개인적

사정으로 연구 참여를 거부하였다. 선정 기준을 모두 만족하고 심층 면담 참

여에 동의한 연구 참여자 3명이 최종 추가 모집되었다. 또한 거리적 제약과

육아 문제로인한 상황적 제약으로 심층면담 참여가 불가하였던 2명의 여성

은 전화면담을 시행하여 보조 자료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최종적으로 연구 주제 관련 경험을 가진 총 8명의 여성과 총

2명의 배우자가 연구에 참여하였고, 총 9건의 심층 면담과 총 2건의 전화면

담이 연구 분석에 이용되었다.

면담의 소요시간은 제약 없이 연구 참여자가 자신의 경험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였다. 단, 연구 참여자가 할애할 수 있

는 시간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편의를 도모하도록 주의하였다. 심층 면담

의 경우 평균 약 1시간 40분 정도의 면담 시간이 소요되었고, 전화 면담의

경우 30분 내외에서 이루어졌다. 연구 장소에는 특별한 제약을 두지 않았고,

연구 참여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장소를 정하였다. 면담장소로는 대상자의

집, 근처 소재 카페, 병원 내 이용 가능한 회의실 등을 안내하였다. 총 9건의

심층 면담 중 6건은 모두 병원이나 대상자의 집 근처 카페에서 이루어졌고

1건은 대상자의 집, 2건은 병원 내의 공터에서 이루어졌다.

심층면담 전 대략 5분 내외의 시간 동안 연구 목적을 소개하면서 면담

질문지(부록 2)가 수록된 인쇄물을 나누어 주었다. 면담 전 준비 시간을 통

해 본 질문 문항에 대해 추가 설명으로 보충하였고 준비시간 동안 연구 참

여 도중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은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생략 가능하며 언제

든 연구 참여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음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다. 또한

참여자가 원한다면 본 면담 이후 언제든 이메일, 전화통화, 재 면담을 통해

재응답이 가능함을 설명하였고, 이를 위해 이메일과 전화번호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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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수집을 위해 휴대폰 기기와 태블릿 PC를 이용한 2개 이상의 녹음

기기를 준비하고 함께 공유한 준구조화된 개방형 질문지를 참고하면서 면담

을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의 흐름을 끊지 않고 경청하면서 각 질

문지에 대해 충분히 대답할 시간을 갖도록 유의하였다.

면담 시에는 관찰 노트를 활용하여 참여자의 표정, 몸짓, 감정 등을 꼼

꼼히 기록하고 면담 직후에는 현장 기록 노트를 사용하여 참여자의 표현과

주요 특징, 연구자의 아이디어나 추가 질문사항 등을 기록하도록 노력하였

다. 면담이 완료된 이후 면담의 내용을 참여자의 말 그대로 필사하고 관찰

노트, 현장 기록 노트 등 면담 관련 메모를 함께 기록하여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는 보조생식술을 받은 여성의 선택적 감수술 여부에 대한 의사

결정 경험과 관련된 현상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시행된 연구로, 필사된

연구 자료는 질적 주제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제분석 방법은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질적 연구의 가장 흔한 분석방법 중의 하나로, 단순한 단

어의 집계가 아닌 분명한 연구 목적에 따른 효율적 분류와 유사한 의미를

나타내는 범주를 형성하도록 돕는다(Braun & Clarke, 2006). 수집된 자료가

잘 분석되면 도출된 주제는 자료의 내용을 포괄하면서 자료를 잘 반영하는

특징을 갖는다. 또한 일부 구체적이고 복잡한 내용은 필요에 의해 생략될 수

는 있으나 전반적인 묘사는 유지될 수 있으며 대안적으로 자료 안에서 더

세부적이고 미묘한 하위 주제를 제공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하위 주제는 전체

자료 내에서 흥미 있는 내용이나 특정 질문과 관련된 내용을 드러내는 장점

이 있다. 종합적으로 주제분석은 개인의 관점과 개인의 경험(experiences),

믿음(beliefs), 그리고 인지(perceptions)에 대한 직접적 표현이 가능하게 해

줌으로써(Luborsky, 1994) 알려지지 않은 영역에서 참여자들의 견해를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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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데 용이하므로(Braun & Clarke, 2006), 본 연구는 주제분석을 통해 잘

알려지지 않은 우리나라 여성의 선택적 감수술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드러나는 개인의 새로운 경험과 경험에서 드러나는 의미 있는 주제를 살펴

보고자 하였다.

Braun & Clarke (2006)의 주제분석(thematic analysis)의 적용은 구체적

으로 다음의 6가지 단계와 같다.

첫째, 수집된 자료와 친밀해지기(Familiarizing yourself with your data)

과정이다. 연구자는 필사한 자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해서 읽으면서 자료

자체에 집중하면서 전체 자료의 본질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한다. 필사 내용

중에서 선택적 감수술의 경험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핵심 생각과 개

념을 포함하는 단어, 문장, 문단을 단위로 하여 초기의 아이디어를 기록하도

록 한다.

둘째, 초기 코드 생성하기(Generating initial code) 과정이다. 전체 자료

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어디서 어떻게 패턴이 발생하는 지를 문서화하여

초기 코드를 생성한다. 보다 효율적인 분석 범주를 만들기 위해 자료를 축약

하여 상호연관성을 가진 코드에 라벨을 붙여 중간 범주(본 연구에서는 하위

주제에 해당함)를 형성하고 정의하며, 이 과정에서 생성된 코드의 의미를 추

론하는 과정을 거쳐 재확인한다.

셋째, 주제 찾기(Searching for themes) 과정이다. 초기 코드를 검토하

여 유사한 주제를 가진 코드를 결합하여 데이터를 정확하게 묘사하는 핵심

주제를 도출한다. 도출된 주제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 정확히 설명하도록 유

의하여야 한다.

넷째, 주제 검토하기(Reviewing themes) 과정이다. 이 단계에서는 도출

된 주제가 얼마나 전체 자료와 이론적 관점을 충실히 지지하고 있는 지 살

핀다. 초기 자료로 돌아가 구성된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의미 있는 자료가

있는지 점검하는 것으로, 이 때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선택적 감수술과 관

련된 논의 내용을 검토하여 수집된 자료에서 도출되지 않은 의미있는 자료

가 있는 지 부가적으로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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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핵심 주제 명명하기(Defining and naming themes) 과정이다.

각각의 주제가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는 작업이다. 이때 주제를 도출시킨 주

요 자료를 반복 확인하면서 도출된 각 주제의 흥미로운 점을 밝힌다. 이 때

개인의 관점과 개인의 경험, 믿음, 그리고 인지에 대한 직접적 표현을 살리

고자 노력한다(Luborsky, 1994).

여섯째, 보고서 작성하기(Producing the report) 과정이다. 이 단계에서

는 자료가 내포하고 있는 무엇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의미 있는 주

제를 선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참여자 확인(member check)"을 실시하여

표현된 주제가 참여자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

다. 마지막 분석 과정에서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질적 연구에 대

한 경험이 있는 동료의 조언을 구하여 분석결과에 대해 함께 논의하였다. 또

한 간호학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을 통해 연구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수용

성 여부를 확인 받았다.

5. 연구 결과의 질 확보

질적 연구는 Sandelowski(1986)의 신뢰성(credibility), 적합성

(fittingness), 감사가능성(auditability), 그리고 확인가능성(confirmability)으

로 평가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성을 얻기 위해 녹음된 내용을 그대로 필사하여 연

구에 활용하였다. 연구 참여자가 사용한 표현 그대로를 반영하였으며 이를

놓치지 않기 위해 녹음 장비 사용 시에 자료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별히 주의하였다. 자료수집 시에는 연구자의 선입견과 편견이 개입되지 않도

록 괄호치기(bracking) 태도로 임하였고 개방형 질문을 이용하여 연구자의

의견 개입을 최소화(Lincoln & Guba, 1985)하였다. 또한 주변 동료들의 피

드백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초기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주변 동료 3명

과 공유함으로써 주제의 타당성을 여부를 확인받았다. 그들의 의견을 통해

도출된 주제 안에 숨어 있는 또 다른 주제를 찾아내거나 지나치게 압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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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를 구체화시켜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도록 노력하

였다. 또한 참여자의 진술이 주제를 더 잘 드러낼 수 있도록 필사된 자료를

다시 검토하여 더 적합한 참여자 진술을 뽑아낼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을

수렴하여 최종 분석 결과에 반영하였다. 연구 자료 분석 및 해석 과정에서는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지하는 자료뿐만 아니라 상충되거나 모순되는 자료

가 있는 지 찾았다. 또한 분석 결과를 2명의 연구 참여자로부터 확인받는 절

차(member check)를 따랐다(Sandelowski, 1993). 본 연구에서는 면담 과정

중에도 이를 고려하여 해석에 오류가 생길 여지가 있는 모호한 표현은 면담

중에 재질문으로 구체화하는 노력을 통해 참여자가 의도한 바를 정확히 이

해하고자 더 주의를 하였다. 연구자를 통해 최종 도출된 주제 결과는 연구

참여자 2인을 통해, 연구 참여자가 심층 면담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였던 개

인의 경험과 일치하는 지 여부를 확인받았다. 연구 참여자를 통해 대부분 연

구 결과는 동의를 얻었으며, 피드백을 통해 일부 “후회 없는 선택”이 아닌

“후회할 것 같지만, 어쩔 수 없이” 시행된 선택임을 확인받아 대신 “상황 속

에서의 최선”이라는 의미가 반영되도록 수정 보완하였다.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구 참여자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 및 산

과력, 선택적 감수술 관련 분만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첨부하였다. 이를 통

해 선택적 감수술을 시행한 경우와 거부한 경우를 각각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감사가능성을 위해서는 Braun & Clarke (2006)의 주제분석 방법의 절

차를 잘 준수하고 도출된 주제에 대한 연구 참여자의 진술을 제시함으로써

독자들이 연구자의 분석과 해석에 대한 결정을 추적해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간호학 전공을 제외한 일반인 3명과 본 연구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주제 모음의 공감 가능성을 확인받았다.

끝으로 확인가능성은 연구자의 편견을 최소화하고 중립된 결과를 보여

주려는 노력을 의미하므로 신뢰성, 적합성, 감사가능성의 기준을 잘 준수하

려고 노력하였다.



- 26 -

Ⅳ. 연구결과

본 연구는 선택적 감수술 관련 의사결정을 경험한 총 6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얻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그들의 경험을

분석하여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자료 수집 과정에서 부가적으로 이루

어진 2명의 배우자 면담과, 직접 면담을 하지 못한 여성 2명의 전화면담

은 연구결과를 보충하기 위한 보조 자료로 활용되었다. 최종 9건의 심층

면담과 2건의 전화면담이 연구 분석에 이용되었다.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만 27세에서 만 38세 범주로 연령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었고, 종교는 대다수가 기독교와 무교였고 불교가 1명이

었다. 또한 2명의 전업 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임신 전 직업이 있었으나

임신과 분만 이후 직업을 포기한 경험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참여자 대부

분은 평균 2년 정도의 불임치료 기간을 거쳤으며 대부분이 초산모에 해당하

였다. 일반적으로 2번 이상의 불임 치료를 통해 이번 임신을 성공하였고, 4

번의 시도가 제일 많았던 경우였다. 또한 참여자 중에는 이번 임신 이전에

자연유산이나 조산으로 아기를 잃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절반 정도에 해당

하였다. 심층 면담 참여자 6명은 모두 임신 당시 태아 수 셋을 확인하여 세

쌍둥이 임신을 진단받았고, 그 중 2명은 선택적 감수술을 시행, 나머지 4명

은 시술을 거부하였다. 선택적 감수술을 시행하였던 2명의 쌍둥이 산모의 분

만 형태는 자연분만으로 동일하였으나 시술을 거부하였던 4명의 세쌍둥이

산모는 자연분만과 제왕절개분만으로 반반 나뉘었다. 태어난 신생아를 신생

아실로 보낼지 신생아중환자실로 보낼지는 분만의 형태보다는 병원마다 정

해둔 분만시점의 재태기간과 신생아 체중 등의 기준에 따라 판단되고 결정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에서도 분만시 재태기간의 차이로 신생아의 예

후가 달라지고 있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의 분만 직후 신생아 예후는 비교

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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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통해 보조생식술을 받은 여성의 선택적 감수술과 관련된

의사결정 경험으로 수집된 모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156개의 의미있

는 초기 코드가 생성되었다. 총 156개의 초기 코드 진술은 본 연구자에

의해 분석되고 해석되어 12개의 하위 주제로 축약되었다.

이 하위주제는 본 연구자를 통해 비슷하게 구성된 의미로 묶어져 추

상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 다음의 6가지 핵심 주제로 명명되었다;

(1) 세쌍둥이 임신 이후의 혼란 (2) 선택의 걸림돌, 안정성에 대한 물음

(3) 선택의 딜레마, 부담감과 책임감 사이의 저울질 (4) 선택을 좌우하는

전문 의료진 (5) 모든 것을 떠안은 쉽지 않은 선택 (6) 선택 후에 오는

것들.

Table 2. 연구 결과의 요약

(n=8)

 핵심 주제 하위 주제

세쌍둥이 임신 이후의 혼란
세쌍둥이 임신에 대한 복잡한 심정

생각지도 못한 선택적 감수술

선택의 걸림돌, 

안정성에 대한 물음

시술의 불확실한 안전성에 대한 고민

고위험 임신 속 아기에 대한 걱정

선택의 딜레마, 

부담감과 책임감 사이의 저울질

셋... 어떻게 키울지에 대한 부담감

심장이 뛰는 생명에 대한 책임감

선택을 좌우하는 전문 의료진
의료진은 또 다른 선택

의료진과의 의견일치는 문제를 푸는 열쇠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인 선택
만만치 않은 현실에서의 선긋기

아기를 기다리던 마음으로 돌아가기

선택 후에 오는 것들
최선의 선택은 여전히 물음표

마음먹기에 달린 후회 없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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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주제  하위 주제

세쌍둥이 임신 이후의 혼란
세쌍둥이 임신에 대한 복잡한 심정

생각지도 못한 선택적 감수술

1. 제 1주제: 세쌍둥이 임신 이후의 혼란

첫 번째 핵심 주제는 “세쌍둥이 임신 이후의 혼란”이다. 이 주제는

보조생식술을 통해 아기를 얻고자 하는 과정에서 기대와 다른 임신을 하

게 됨으로써 오히려 아기를 선택적으로 지워야할지 모르는 상황으로 흘

러가는 과정에서 드러난다. 이 과정에서의 혼란은 임신을 확인하는 과정

에서 “셋” 이상의 아기집을 확인하는 순간 즉, 세쌍둥이 임신을 알게 되

는 시점에서 나타나는 참여자들의 복합적인 감정 변화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불임치료를 통해 아기를 얻게 될 것이라는 막연한 상상에서 세쌍

둥이 임신을 얻게 된 순간 놀라움과 함께 당황스러움과 걱정이라는 감정

변화를 느끼며 임신 자체가 일부 참여자에게는 오히려 불임치료의 실패

보다 낯설기만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내된 선택적 감수술은 참여자들

에게는 더욱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고, 그들은 자신이 선택한 불임치

료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미치면서 혼

란스러워하였다.

Table 3. 제 1주제의 요약

1) 세쌍둥이 임신에 대한 복잡한 심정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모두 자연임신이 어려운 상황에서 보조생식술

을 통해 임신한 경우에 해당하였다. 대다수의 참여자들은 불임치료 병원

의 의료진의 권유에 따라 임신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3~4개 정도의

배아를 이식하는 방법이나 과배란 유도제를 사용하는 방법에 동의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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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방법은 쌍둥이 이상의 임신이 가능하다고 대부분 설명을 들

었고, 본 연구에서는 1명의 참여자가 이러한 내용에 대해 듣지 못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참여자들 중에는 첫 불임치료 시도를 통해 임신이 성공한 경우도 일

부 있었지만, 대다수의 참여자들은 여러 차례 시술을 받은 이후 임신에

성공하였으며 임신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그러다보니 참여자들은

임신을 간절히 기다려온 배경에 놓여 있었고, 막연히 이번에는 임신이

이루어지기만을 생각하고 있다가 갑작스레 셋 이상의 아기가 임신된 경

우가 많은 편이었다. 이에 관해 한 참여자 F는 “시술이 잘 되면 쌍둥이

임신이 될 수도 있겠다”는 정도의 여지를 두고 있었고, 또 다른 참여자

H는 “임신이 안 되는 것보다 세쌍둥이 임신은 더 생각지도 못했다”고

표현한 바 있다. 이렇듯 거의 모든 참여자들은 아기를 얻기 위해 다태아

임신의 가능성을 떠안고 보조생식술을 받았지만, 대부분은 그 동안 임신

이 잘 되지 않았기에 자신이 세쌍둥이 이상의 임신의 주인공이 될 줄은

상상조차 못하다가 세쌍둥이 임신을 맞닥뜨린 경우에 해당하여 복합적인

감정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흔하지 않은”, “TV에서나 나오는”과

같은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모든 참여자들에게 세쌍둥이 임신은 낯선 일

로 드러났다. 다음의 참여자들은 임신 확인과 동시에 생각지도 못한 세

쌍둥이 임신을 진단받았던 당시의 상황을 회상하면서, 다음과 같이 일반

적으로 놀람, 당황스러움, 걱정됨과 같은 반응을 보여주었다.

 동네 병원에서 ○○님, 보호자분 들어오라고 해서 (진료실로) 들어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세쌍둥이라고 그래서 너무 놀라 가지고 당황했었어요. 근데, 무서웠어요. 

처음에는 세쌍둥이 하 (한숨) 어떻게 하다가 세쌍둥이가 됐나? 웃었는데, 너무 당

황하구, 황당하기도 해가지구. [참여자 A]

 그냥 깜짝 놀랬죠. 놀랬죠, 세 명이라고 하니까. [참여자 B]

 (세쌍둥이 임신을 들었을 때) 솔직히 아무 생각이 안 들었어요. 멍하다는 생각보

다 어떡하지? 이런 느낌 있잖아요. [참여자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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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참여자들 중에는 처음부터 셋을 진단받는 경우도 있지만 일

부에서는 단태아 혹은 쌍둥이 임신이었다가 중간 1~2주 사이에 세쌍둥이

이상의 임신으로 진단받는 경우도 있었다. 후자의 상황에 놓인 참여자들

은 처음에는 기다리던 임신이 이루어져 크게 기뻐하였다가 세쌍둥이 이

상의 임신으로 상황이 바뀌면서 깜짝 놀라하거나 변한 상황을 받아들이

기 어려워하는 반응을 보여주었다.

다음의 참여자들은 임신 이후 몇 주 만에 다시 본 초음파에서 세쌍

둥이 이상의 임신을 진단받았던 상황에서의 감정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

였다.

 [이란성 쌍둥이가 임신되었다가 한 아기집이 분화되어 일란성 쌍둥이로 변하

면서 세쌍둥이가 된 상황] 정말 세쌍둥이라는 것은 아예 생각을 못했고, 한 번에 

아이 한명을 선물로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지 쌍둥이도 생각을 전혀 못했거

든요. 그렇게 저희의 예상 밖의 일이어서 9주 때쯤 들었을 때 너무 놀랐어요. 

[참여자 C] 

 놀랐어요. 둘을 임신했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기뻤어요. 근데 셋이라고 하니까 멍

해서 아무것도 안 들리더라구요. 그냥 놀라가지고. 놀랐어요. 어떻게 해야지가 아니

라, 셋을 어떻게 임신을 했을까 어떻게 낳을 수 있을까하며 그냥 멍하게 있었어

요. [참여자 E] 

 저는 (이식한 배아의 착상이) 다 될 줄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그냥... 뭐 하나 

(착상)되면 잘 되는 거지 하고 (생각했어요.) 성공률이 일단 100%가 아니니까. 

원래 보통 40%인데, 저는 50%정도 가까이 된다고 (의사가 말)해서 저는 그냥 잘 

됐으면 좋겠다고 하고 (임신을 확인받으러 병원에) 갔는데, 첨에 (아기집이) 하나

가 보인다 그랬어요. ‘아, 좋다’그랬는데, 그 다음 (2주 후에 병원에) 갔더니 이

제 (아기집이) 두 개가 더 보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당황을 하긴 했거든

요. (셋까지는) 좀 생각을 못해가지고... 좀 고민이 됐었어요. 저는 셋이 될 거라는 것

은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었어요, 그때는... [참여자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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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보조참여자였던 배우자들도 세쌍둥이 이상 임신 진단에 대해

놀라기는 마찬가지였다. 다음의 한 참여자의 배우자는 세쌍둥이 임신 진

단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세쌍둥이는) 전혀 몰랐죠. 저희는 그냥 한 명이나 생기겠지 생각했어요. [참여

자 C의 배우자]

2) 생각지도 못한 선택적 감수술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세쌍둥이 임신 자체에 대한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는 시점에서 현 임신 유지의 위험성과 선택적 감수술에 대해 새로이

안내받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면서 또 다른 혼란을 경험하였다. 대부분의

심층면담에서 임신의 기쁨도 잠시 보조생식술에 이은 또 다른 시술을 생

각해야 하는 상황은 큰 스트레스로 드러났다. 세쌍둥이 임신은 흔히 볼

수 있는 임신이 아니기에 의아하고 막연한 입장에 놓여 있었으나, 의료

진을 통해 세쌍둥이 임신 유지의 어려움과 선택적 감수술의 필요성에 대

해 안내받으면서 세쌍둥이 이상의 임신은 “고위험 임신”일 수 있음에 대

해 깨닫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임신 초기에 초음파를 통해 아기집을 확인한

이후 7~9주차에 이르면, 심장이 뛰는 아기집은 몇 개인지 다시 확인을

받는 과정을 거쳤다. 이는 2주 내외의 시간동안 자연스런 임신 소실의

가능성을 열어둔 경과 관찰이었다. 참여자들 중에서는 이러한 재확인 시

점에서 간혹 일부 아기집이 도태된 경우도 있었지만, 오히려 새로운 아

기집이 추가로 확인되거나 하나가 분화되어 두 개의 아기집을 형성하기

도 하였고, 혹은 여전히 세 아기집이 잘 자라고 있었다. 이처럼 아기집이

셋 이상임이 분명하고 세 개의 심장이 정확히 뛰고 있을 때는 향후 세쌍

둥이 임신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불임치료를 받았던 병원의 의

사는 “과다 다태임신”임을 진단하고 자연스레 그것의 위험성에 대해 알

려주었고 선택적 감수술이 대안이 될 수 있음에 대해 설명했다. 다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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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참여자는 선택적 감수술에 대해 안내받기까지의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냉동(배아) 세 알을 (자궁 안에) 집어넣었어요. 시술받을 당시 서른 여덟아홉이었

으니까, 대부분 그렇듯이 셋을 넣었어요. 서른 이하는 둘을 넣고요. 저는 셋을 넣었는

데 처음에 둘만 된지 알았어요. 피검사는 4주차에 봤거든요. (피검사 통해서 임신 

가능성을 확인받고) 6주 때 (초음파로 아기집) 둘을 확인했고, 7주차에는 아기집 셋

을 확인했어요. 이때 심장 셋 뛰는 거를 보고 (의사선생님이) 바로 그 다음 월요일 

날 (선택적 감)수술을 할지 말지 신랑이랑 상의를 하고 (오면) 한 번 더 (임신 

경과를) 보겠다고 말을 했어요. 남편 없이 갔을 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셋은 

부담되기 때문에 선택유산을 권한다고 하셨어요. [참여자 E]

세쌍둥이 임신뿐만 아니라 “선택적 감수술” 또한 참여자들에게는 자

신에게 일어날 일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일부 참여자

중에는 자신이 세쌍둥이 임신을 하고 나서야 의료진을 통해 처음 선택적

감수술에 대해 들었던 경우도 있었고, 또 다른 일부 참여자 중에는 우연

찮은 기회에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스쳐본 적 있는 이슈거리로 선택적

감수술을 기억하고 있었다. 다음의 참여자들은 선택적 감수술을 처음 알

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추가 질문에 대해, 이용하던 온라인 커뮤

니티에서 자주 언급되는 내용이라 본 적은 있지만 관심이 없었기에 적극

적으로 살펴보거나 알아본 적은 없었다고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쌍둥이 카페가 있어요. 거기랑 ○○○○ (카페 사

이트)에 있는 다자녀방(게시판)에 보면 이걸[선택적 감수술]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무지 많거든요. 시술을 받은 사람들이 답변을 단 경우도 있고 또 끝까지 품어서 건

강하게 낳은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있었어요. [참여자 C] 

 계속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거나 그랬는데 그거(선택적 감수술)에 대해서 찾아보

거나 알아보지는 않았어요. 일단은 배제했다고 해야 하나? [참여자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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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한 번도 자신에게 일어날 일이라 생각지도 못

하였던 세쌍둥이 임신을 하고서 선택적 감수술을 고민하는 상황에 놓이

게 되면서 당황스러워하였다. 임신 이후에 준비해야할 여러 가지 일 중

에서 선택적 감수술에 대한 고민은 빠져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에

참여자들은 관심이 없었던 일, 전혀 모르는 일, 낯선 일을 본인이 겪게

되면서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다음의 참여자 H와 참여자 A의 배우자는

선택적 감수술에 대해 안내받았던 당시의 상황에 대한 느낌을 다음과 같

이 진술했다.

 임신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검색

도 하고 그러는데... 선택적 유산(감수술)이나, 세쌍둥이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생

각을 안 해봤었거든요. 그냥 그런 거는 TV 같은 데서나 보는 거라 생각했어요. 주

변에 그런 경우가 없으니까... 나한테는 뭐 안 되겠지 그러고 있었는데, (나한테 

일어난 거죠.) [참여자 H]

 저희 입장에서는 (세쌍둥이) 거기까지 생각할 수도 없는 (문제였어요.) 그냥 우리

는 아기를 가져야 돼. 그래서 애기를 가지려 그랬지. 아, 몇 명을 해서 몇 명이 

되고, 몇 명은 안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랬는데, 딱 닥

치고 나니까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세쌍둥이 임신을 하면 선택적 감수술을 할 

수 있구나). 세쌍둥이 임신, 경험을 하고 나서 알게 되니까. 그 뭐야 생명이 생겼

음에도 무조건 기뻐만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 A의 배우자]

의료진을 통해 선택적 감수술에 대한 안내를 받고 난 후 참여자들은

시술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 하였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시술에 대

해 자발적으로 정보를 모으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이라도 시술에 대한

정보를 찾아봐야지만 시술을 받기 위해서이든 그렇지 않든 자신들에게

안내된 낯선 시술을 제대로 볼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일부 참여자에게는

단지 어떤 시술인 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기 위한 호기심에 가까운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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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었지만, 일부 참여자에게는 혹시라도 본인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시술

부작용이 있는 지 살펴보는 것은 불안감을 덜기 위한 필사적인 행동이었

다.

 처음 의사에게 그 말(선택적 감수술)을 듣고 찾아는 봤었죠. 저는 고민은 안 했지

만 그래도 찾아보기는 했어요. [참여자 B] 

 그 날(설명을 들었던 날) 바로 그 때 밤에. 솔직히 무서워가지고... 인터넷에서 찾

아보고 그랬었어요. 제가 모른 다른 부작용은 없을지... 선택하기 전에 겁이 나서 찾

아봤어요. [참여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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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주제  하위 주제

선택의 걸림돌,

안정성에 대한 물음

시술의 불확실한 안전성에 대한 고민

고위험 임신 속 아기에 대한 걱정

2. 제 2주제: 선택의 걸림돌, 안정성에 대한 물음

두 번째 핵심 주제는 “선택의 걸림돌, 안정성에 대한 물음”이다.

선택적 감수술의 필요성에 대한 안내를 받고난 이후 참여자들은 의사결

정을 내리기 위해 자신들이 놓인 상황을 잘 이해해야만 하였다. 참여자

들은 현 임신을 건강하게 유지해내고 건강한 아기를 얻기 위한 최선의

결정을 위해서 어느 선택이 더 안정적일 것인지 정확히 알아야만 했던

것이다. 그들은 선택적 감수술은 어떤 시술이며 어떤 부작용을 갖고 있

는 지, 세쌍둥이 임신 유지가 얼마나 어려울 것인지에 대해 질문을 해나

가며 어느 선택이 자신의 아기를 건강하게 지켜낼 안전한 방법이 될지

따져보는 시간을 가졌다.

Table 4. 제 2주제의 요약

1) 시술의 불확실한 안전성에 대한 고민

본 연구 참여자들은 세쌍둥이 이상 임신의 위험성에 대해 알게 되면

서 선택적 감수술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된다. 하지만 선택적 감

수술 또한 세쌍둥이 임신 유지만큼 완전히 안전할 수 없고 단 1%라 하

더라도 전체 임신 소실이라는 위험성을 부담해야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들은 시술의 불확실한 안전성으로 인해 어느 선택이 그들

에게 더 안정적일 것인지 확신을 내리지 못해 어려움을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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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세쌍둥이 이상의 임신은 전문 의료진이 아니고서는 평범한

일반인 부부에게는 처음 겪는 낯선 상황이었다. 때문에 갑작스레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과다 다태임신 유지가 더 안정적일지 혹은 선택적 감수술

시행이 더 안정적일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시술 여부를 결정하는 것

은 어려운 문제일 수 있다. 이들은 더 나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 각 선택

의 안정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질문하며 더 정확한 정보를 얻고자 노력하

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주로 의료진과 상담하는 시간을 통해 궁금한 내

용을 해소하는 편이었으며, 일부에서는 추가적으로 인터넷 정보 검색, 온

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상담, 혹은 주변인들의 경험담 등을 통해 실질적

인 정보를 알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였다. 참여자 E는 각각의 위험성에

대해 의료진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해보았다고 언급하였다.

 선택유산을 했을 때 얼마만큼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하시는데 다 위험하다

고 하시더라고요. (선택유산도) 위험성은 있는데, 다태임신을 유지하는 것도 위험한 

것은 마찬가지다(라고 들었어요). 다태임신을 해도 위험성이 있다고 하지만 선택

유산에 대한 위험성도 몇 퍼센트가 있냐고 물어봤는데 위험성은 비슷하다고 하시

더라고요. [참여자 E]

참여자들이 본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알고자 하였던 내용은 선택적

감수술을 받을 경우, 아기들에게 생길지도 모를 즉각적인 위험성은 없는

지, 그리고 나중에 아기에게 나타날 지도 모르는 부작용은 없는지에 관

한 것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 참여자들 중에는 선택적 감수술의 안정성

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었다. 이와 같은 선택적 감수술의

불확실한 안정성은 선택을 내리는 데 있어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다음의 연구 참여자들은 선택적 감수술이 가진 위험성에 대해 다음

과 같이 경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참여자 A는 선택적 감수술을 통

한 잠정적 부작용으로 아기가 잘못될 지도 모른다는 점에 대해 신경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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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고, 참여자 B는 세쌍둥이 임신 유지만큼이나 선택적 감수술 또한

안정적이지 않기에 선택을 할 수 없다고 언급할 정도로 아기에게 해가

갈 수도 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시술을 하기로 했는데, 그 시술을 했을 때, 또 부작용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남은) 

두 아이가 ((더듬더듬)) 건강하다는 보장을 완전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런 게 무서웠어요. ((어렵게 말을 꺼내시며)) 혹시 시술 중에 다른 아기를 찌른다

거나? 약물이 들어가서 다른 아기에게까지 나중에 태어났을 때 문제가 되지는 

않을 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불안했어요. [참여자A]

 그 선택적 감수술 자체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 시술이 안전한 건가요? 그 시

술은 안전하고 그 시술을 한다고 하면 진짜 (아기들이) 괜찮을 거냐는 거죠. 그 시

술도 위험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시술로 다른 애들 두 명도 위험해 질 수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참여자 B] 

간절히 기다리던 소중하고 귀한 생명이기에 혹여나 자신들이 선택한

시술로 아기들이 위험해지지는 않을까 염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한 참여자에게는 선택적 감수술로 인해 모두를 잃을 수 있다고 설명을

들었을 때 큰 고민이 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기억하고 있었다.

 더 이상 임신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남편이 무정자증을 진단받음]에서 

세 쌍둥이 임신을 해서 그 때 한 아이를 없애서 선택임신을 하게 되면 그에 따

라 다른 아이들에게 여파가 갈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고, 그게 1%미만이긴 하지

만 다 같이 유산될 수 도 있다는 설명을 들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참여자 

G]

결국, 시술에 대한 선택을 내리기 위해서 참여자들은 임신을 유지하

는 것과 선택적 감수술을 선택하는 것 사이에서 어느 것이 현실적으로

더 안전한 선택이 될 것인지 따져 볼 필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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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위험 임신 속 아기에 대한 걱정

본 연구 참여자들은 세쌍둥이 임신 유지의 위험성에 대해 알게 된

이후 자신이 세쌍둥이 임신을 잘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걱정하게 되었

다. 참여자들 중 일부에서는 노산이자 초산인 상황, 불임치료를 통한 임

신, 그리고 뜻하지 않았던 유산의 경험 등으로 인해 자연히 단태아일지

라도 건강하게 품어내고 분만하여 길러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 걱정

하고 있었고, 각자의 상황에서 세 아기를 한 번에 품어내고 건강하게 분

만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 생각하기도 하였다. 다음의 참여자들은

자신이 세쌍둥이 임신을 잘 버텨낼 수 있을지 다음과 같이 염려하고 있

었다.

 (세쌍둥이 임신의) 위험성은 (의사를 통해) 충분히 들었는데, 선택적 감수술이 필

요한 이유 중 제일 먼저는 조산 얘기였죠. 조산의 위험이 크니까, 32주는 못 넘길 

것이고 (제) 체격으로 봐서는 30주도 못 넘기겠다고 했어요. (안쓰러운 미소로) 그래

서 저한테는 30주가 넘어야 할 산 같은 거였어요. 내가 이제 그 때까지 건강하

게 잘 갈 수 있을까? 그게 넘어야 될 산이었어요. [참여자 B]

 일단 쌍둥이 낳는 자체가 힘들잖아요? 여러 가지 위험부담도 있고 하니까. 저는 

이제 나이도 좀 노산이기도 하고... 쌍둥이 자체가 조산위험이 좀 높잖아요? 다른 

단태아에 비해 쌍둥이만으로도 부담되는데... ((중략)) 한 아기 임신해서 만삭까지 

가서 낳는 것 자체도 힘든데 셋 이상은 도저히 힘들 것 같더라고요. [참여자 H] 

세쌍둥이 임신을 유지하고자 할 때 무엇보다 가장 걱정이 되는 문제

는 조산으로 인해 미숙아를 얻게 될 것이라는 점이었다. 셋 이상의 임신

이 된 순간 모든 참여자들은 다태임신이기에 둘이든 셋이든 조산은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만 하였다. 하지만 의료진을 통해 쌍태아 임신과

삼태아 임신의 예후가 다를 것임에 대해서도 안내를 받기에, 참여자들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훨씬 이른 시기에 분만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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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만 하였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선택으로 임신을 유지했을 때, 그로인

해 조산의 시기가 앞당겨지지는 않을지, 만약 조산을 한다면 아기들이

건강하게 클 수 있을지에 대해 걱정하였다. 다음의 참여자들은 세쌍둥이

임신으로 인한 조산위험, 아기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 등 여러 가지 것들

이 마음에 걸려 세쌍둥이를 유지하는 것이 크게 걱정이 되었음을 보여주

고 있다. 우려되는 상황에 대한 걱정도 있었지만 그 안에는 미숙아 분만

과 같은 상황을 자신이 감당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부담도 일부 드러나

고 있었다.

 (세쌍둥이 임신 유지하다보면) ‘8개월을 못 넘긴다’그러면 엄마 입장에서는 

당연히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8개월, 32주가 만삭인데, 그게 끝인데 거기까지 

못 넘기는 경우가 많다. 조산되면 당연히 위험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셋 다 정

상적으로 크기 힘들다. 다 최악의 말이죠. 애들 셋 다 정상이 아니라는 거는 뭐 

엄청난 충격. 엄청난 걸 안고 가는 거잖아요. [참여자 B]

 다태아 임신을 하게 되면 애들이 조산을 하게 돼서 그 위험성에 대해서도 배제

를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애들이 다 살 수 있을까 걱정을 했거든요. 일찍 

태어나게 되면 후유증이라든지 그런 게 많으니까... 그런[미숙아 분만] 것에 대해

서도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 [참여자 G] 

한편으로는 세쌍둥이 이상의 임신은 기형아 위험이 높다하여 이에

대한 걱정을 하기도 하였다. 쌍둥이 임신은 단태임신에 비해 기형 우려

가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다가 특히 세쌍둥이 임신의 경우, 일반적인 기

형아 검사 결과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 피검사는 의미가 없고 주수가

더 지난 이후에 양수검사나 정밀 초음파를 통해 기형 유무를 뒤늦게 알

수 있어 더 걱정이 된다고 일부 참여자들은 언급하였다. 사실상 세쌍둥

이 임신에서 선택적 유산을 고려하는 시기에는 아기의 기형 유무를 정확

히 알 수는 없다. 선택적 감수술을 받는다고 해서 아기의 기형이 사라지

거나 세쌍둥이 임신을 유지해나간다고 해서 기형이 생겨나는 것은 아니



- 41 -

지만 참여자들 사이에서는 세쌍둥이 임신 유지하려는 상황에서는 기형

문제를 더 안고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다음의 두 참여자들은 세

쌍둥이 임신의 기형 위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기형아 검사도 못했거든요? 그게 해도 뭐 소용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피검사 수

치가 다 섞여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기가 한 명이면 그 아이의 수친데, 세

쌍둥이는 세 명이 다 섞여 나오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고 어떤 애가 이상이 있는 

지 그런 걸 모르니까, 아예 그런 검사도 안했고 그냥 정밀 초음파로만 확인받는 게 

다예요. [참여자 B] 

 저희 같은 세쌍둥이 경우에는 피검사가 없어요. 쌍둥이만 되도 이런저런 검사를 

받는데, 교수님이 세쌍둥이는 데이터가 정확하지가 않아서 의미가 없다고 하셨

어요. 둘이면 한쪽이 이상이 있고 한쪽이 이상이 없다고 나오는데, 셋이면 섞여버

려서 확률이 나오지가 않는다고. 그래서 아예 검사를 못하니까... 그런 검사를 못 받

아서 좀 불안했어요. 그래서 이상이 없기만을 기도했어요. [참여자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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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주제  하위 주제

선택의 딜레마,

부담감과 책임감 사이의 저울질

셋... 어떻게 키울지에 대한 부담감

심장이 뛰는 생명에 대한 책임감

3. 제 3주제: 선택의 딜레마, 부담감과 책임감 사이의 저울질

세 번째 핵심 주제는 “선택의 딜레마, 부담감과 책임감 사이의 저울

질”이다. 이 주제는 선택적 감수술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선택

이후에 주어지는 결과에 대해 생각해보는 상황에서 드러난다. 세쌍둥이

임신 유지 시에는 세쌍둥이 양육이라는 부담이 따르고, 선택적 감수술

시행 시는 생명을 없앤다는 죄책감이 따르기에, 어느 선택이든 개인에게

는 부담이 따르는 곤란한 상황에서 참여자들은 딜레마를 느낀다. 양육에

대한 부담감과 생명에 대한 결정이라는 책임감을 떠안고 선택적 감수술

시행 여부를 결정짓는 일은 사실상 세 아기들의 운명이 자신의 손에 달

린 문제였기에 참여자들에게는 더욱 어려운 결정이었다. 한 번 결정을

내리고 시술을 받고 난 다음에는 세 아기들의 운명을 되돌릴 수 없음을

알기에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참여자들

이 선택 후 결과에 대한 부담을 얼마나 감당해 낼 수 있는 지에 대한 판

단은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될 수 있음이 나타났다.

Table 5. 제 3주제의 요약

1) 셋... 어떻게 키울지에 대한 부담감

본 연구 참여자들은 결정을 내리기 이전에 세 아기들을 동시에 키워

내야 하는 상황에 대해 생각해보면서 양육을 혼자 해낼 수 있을지, 양육

과 관련된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세쌍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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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은 세 아기들의 양육 환경에서의 지지기반 문제와 양육과 관련된 경

제력 문제에 대한 부담을 떠안고 있기에, 세쌍둥이 임신을 유지해나가기

위해서는 낳는 것보다 더 큰 키우는 것에 대한 부담을 견뎌내야만 한다

고 느끼고 있었다.

가사와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여성들에게서 있

어, 세쌍둥이를 양육하는 문제는 쉬운 것이 아니었다. 세쌍둥이 양육은

가사를 도와줄 일손이 부족한 현실에 부딪히기 일쑤이고 세 아기를 건강

하게 양육하는 문제는 엄마 홀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임을 세쌍둥이를

분만한 모든 여성들이 느끼고 있었다. 연구에 참여한 모든 참여자들은

세쌍둥이 임신이 확인된 시점에서부터 일을 그만두고 가정에서 안정을

취해야만 하는 신체적 한계를 경험하였고, 분만 이후에도 육아 문제로

인해 부담되는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실제로 세쌍둥이를 둔 엄마는 양

육을 전담해야하는 큰 역할로 인해 직장을 가지는 것과 같은 사회적 활

동을 병행하는 것을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선택적 감수술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점에서는 이러한 선택 이후의 상황을 경험해보

지 못한 채 세쌍둥이 육아를 막연히 고민하는 상황이지만 짐작만으로도

막막한 세쌍둥이 양육의 미래에 대해 한 참여자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

다.

 (셋) 키울게 막막하니까.. (셋) 낳는 거야 문제가 아닌데 키우는 게 문제잖아요. 

어떻게 키워야 되며, 혼자 키울 수 있는지도 문제였어요... (셋) 다 낳긴 해야 될 

거 같고 근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키우지? 제가 계속 일을 하고 있

는 상태여서 일도 계속 해야 하는데, 낳는 건 문제가 아닌데 키우는 건 어떻게 

키우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참여자 G]

세쌍둥이를 낳아 기르겠다고 결정하는 것은 현 임신이 초산이었던

참여자에게는 사실상 세쌍둥이 양육의 절반도 짐작하지 못하고 내린 용

감한 결정으로 회상되었지만, 경산이었던 참여자에게는 더욱 현실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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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이 되었기에 주저되는 문제였었다. 다음의 참여자 E는 초산부였고,

참여자 D는 경산부로 첫 아기가 있었다. 두 참여자들은 셋을 낳아 기를

문제의 부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솔직히 (양육 부담) 잘 몰라요. 왜냐면 (임신 기간에는 아기들이) 뱃속에 있고 잘 

모르니까. 낳아서 키우는 거는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만약에 초산부가 아니라 위

에 애가 있다면 굉장히 큰 고민일거예요. 근데 저희 채팅방 팀[세쌍둥이 모임]

에는 위에 하나 둘 아기가 있는데도 세쌍둥이 낳은 사람이 있어요. 정말 대단하

다고 저희가 존경하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낳아봤으면 선택을 다르게 할 수도 

있다고 얘길 했어요. 그 친구들은 오히려 첫 애를 셋 낳아서 한꺼번에 맨 땅에 헤

딩하는 것을 보면 그게 더 존경스럽다고 얘기를 해요. ((웃음)) [참여자 E]

 사실 별로 기다리지 않은 둘째였던 거예요. 둘째는 그렇게 기다리거나 그렇게 

간절하게 바란 건 아니고 그냥 하나가 있으면. 저도 남동생 하나 있고 커서는 조

금 외롭더라고요, 둘이 있으니까. (우리 첫 애에게도 다른 형제가 있으면) 커서는 좋

을 텐데 그렇게 막연하게 둘째 생각을 했어요. (제가) 나이도 있고 하니까 불임치

료 해서 가졌는데 생각지도 않은 세쌍둥이라서 당황스럽고... 셋을 낳아서 키울 생

각을 하니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고... 받아들이기까지 한 두 달이 걸렸죠. 

[참여자 D]

세쌍둥이를 기르는 것은 곧 엄마이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

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참여자들은 양육에 누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지 고려해야 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 중에는 시어머니 혹은 친정어머

니를 통해 양육 지지를 받고 있는 경우가 절반 가까이 되었는데 이처럼

배우자이외로 생각할 수 있는 양육 지지자로 양가 부모님이 우선시되고

있었다. 선택적 감수술에 대한 의사결정 시점에서부터 양가 부모님의 생

각이나 의견을 반영하려 노력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는데, 그 이면에

는 어려운 결정인 만큼 집안 어른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함도 있었지만

세쌍둥이 양육이라는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조부모의 지지도 중요한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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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일부 참여자들은 양가 부모님과 의견

이 엇갈려 오히려 어려운 의사결정 과정을 겪기도 하였다. 다음의 참여

자 B는 종교적 믿음으로 인해 부부 사이에서는 셋을 낳기로 의견을 확

고히 하였으나, 시댁 부모와의 의견 충돌로 애를 먹었다고 하였다. 그리

고 참여자 D는 자신 또한 셋을 낳는 데 자신이 없었던 상황에서 시어머

니의 강력한 반대가 있어 힘들었던 일을 떠올렸다.

 문제는 부모님. 부모님이 일주일동안 되게 힘들어하시고. 저희한테 권유하시고 ((중

략)) 부모님은 이제 그거죠. 건강. 애들 제대로 나올까? 조산하면 혹시라도 애들 더 

안 클까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나중에 애들 더 낳으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아버님이 좀 반대를 하셨었는데... 반대라기보다 걱정을 하셨었는데... 

저희가 그 일주일이 되게 힘들었어요. 저희는 너무 확고한데, (웃음) 어른들이. 권유

를 이렇게... 친정엄마는 그렇게 대놓고 말씀은 안 하시는데, 어. 걱정을 하시는 거죠. 

괜찮겠냐. 더군다나 어머니 아버지가 위아래 사시니까. 세쌍둥이 낳으면, (웃음) 

아, 뭐 모른 척도 못하고, 셋을 어떻게 보냐? 이것도 있으셨어요. (웃음) 한 명 보기

도 힘든데 셋을 어떻게 보냐. ((중략)) 복합적으로 세 분은 다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

하신 거예요. ((중략)) 그 일주일 동안이 저희 가족한테는 되게 힘든 시간이긴 했

어요.  [참여자 B]

 저희 시댁 쪽으로는 삼남매인데, 남편도 삼남매인데 둘째거든요. 다 셋, 셋, (저희

는) 넷 인거에요. 시댁 쪽에서 다들 너무 힘들게 사니까 어머니 같은 경우는 처음

부터‘하나만 낳고 낳지 말아라’하는 주의였거든요. 어머니 (셋 낳겠다는 데) 

반대가 심하였고... 다른 가족들 반대 설득하고 이런 게 너무 힘들었어요. [참여자 

D]

끝으로, 참여자들은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임신

당시에 느끼는 부담도 생각보다 컸지만 실제로 양육하면서 느끼는 경제

적 부담도 적지 않았다. 다음의 두 참여자들은 세쌍둥이 양육에 있어서

느꼈던 경제적 부담에 대해 진술하고 있다. 참여자 A는 다 낳고 싶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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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도 부담이 되어서 선택할 수 없었던 심정을 보여주고 있고, 참여자

C는 셋을 낳기로 선택했지만 세쌍둥이를 양육하면서 국가적으로 제공되

는 양육비 지원도 부족하게만 느껴질 만큼 실제로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

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저희 경제적인 것도 세쌍둥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 (셋을) 낳고는 싶어도 경

제적으로 어려워서 못하겠더라고요... [참여자 A]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운맘 카드도 (세쌍둥이라도) 뭐 20만원 더 주고. 초음파 비

용, 이제는 곧 세 배로 더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때

는 쌍둥이면 세쌍둥이도 다 같았는데 이제는 바뀌었대요. 초음파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 부분도 (지원이) 좀 적고요. 낳고 나서도 뭐 특별히 (지원이 큰 건지) 

잘 모르겠어요. 힘들어요. 양육수당은 똑같이 다 차등지원해주는 거잖아요? 다. 근데 

우리는 이제 셋이라서 60만원인건데. 그 만큼 많이 들어가는 건데 다 들어가는 

건데 그거는. 그래서 지금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요,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참여자 D]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보다 참여자들의 배우자들이 선택적 감수술

을 고민하는 시점에서는 경제적 부담을 더 크게 느끼고 있었다. 다음은

참여자의 배우자들이 세쌍둥이 임신을 알고 가장으로서 느꼈던 부담을

보여준다. 가장으로서 경제적 책임을 다해야하는 입장에서 중압감까지

느끼고 있었다.

  저는 가장인데, ((크게 들이쉬며)) 마음의 준비도 없이 갑자기 세 명을 양육해야 

하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이 있었어요.  [참여자 A의 배우자]

 남자입장에서 저는 가정을 부양해야 된다는 책임감 때문에... ((중략)) 인공수정 둘 

다 실패하고서 그 시험관 시술을 했는데 그게 되게 비싸잖아요? ○○여성병원

이라고 불임전문병원이 있는데, 거기서 1회 시술에 가격이 ○○만원 정도해요. 

그 때 그거를 되게 큰 결심을 하고 그래 한 번 해보자 그랬는데, 다행히 그게 딱 



- 47 -

첫 번에 성공을 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었는데 문제는‘애기가 세 명이에

요’얘기를 한 거죠.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렇겠지만, 아기곰 세 마리

가 딱! 엄마곰, 애기곰, 애기곰, 애기곰. ((웃음)) 엄청난 그 중압감에... 어떤 그런 책

임감이... 중압감이 컸던 것 같아요. [참여자 C의 배우자]

2) 심장이 뛰는 생명에 대한 책임감

선택적 감수술에 대한 의사결정의 경험을 보면, 생명존중의 윤리적

문제와 크게 결부된 문제를 참여자들이 “선택적”으로 결정한다는 생각이

들어 심리적인 어려움을 유발하는 문제를 담고 있었다. 본 연구 참여자

들은 임신 7~8주경 초음파를 통해 “심장이 뛰는 것”을 보면서 임신을 재

확인하는 기쁨과 동시에 선택적 감수술에 대해 알게 되므로 시술을 더욱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장이 뛰고 있는 생명을 사람

마음대로 선택한다는 느낌을 받음과 세 명의 생명이 달린 문제를 결정한

다는 점에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초음파를 통해 단순히 “심장이 뛰

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나아가서 “아기” 혹은 “자신들에게

찾아온 생명”과 같이 의미가 부여된 인식을 하고 있었다. 이는 곧 선택

적 감수술이라는 시술에 대한 고민이 실질적으로 두 아기의 엄마가 될지

세 아기의 엄마가 될지를 결정하게 되는 문제와 같은 단순한 고민이 될

수 없게 만들었다. “아기”라는 의미로 각인된 참여자일수록 선택적 감수

수에 대한 고민은 한 아기를 없애고 두 아기의 엄마가 될지 모두를 지켜

내서 세 아기의 엄마가 될지를 결정하는 문제로 재해석되는 경향을 보였

다. 다음의 한 참여자는 선택적 감수술을 안내받았을 때 심장이 뛰는 아

기이자 생명이기에 결정이 어려웠던 순간을 다음과 같이 기억하고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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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랑이랑 (시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다음 진료 때 초음파를 보면서) 심장소리를 

듣고 이야기하자고 했어요. 근데 수술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건지 물어봤는데, 

자궁입구에 가장 가까이 있는 아이에게 주사를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심장이 

크게 뛰고 있는데... 왜냐면 가장 가까우니까 소리가 잘 들리잖아요. 그래서 그 결

정을 해야 하는데 심장 소리를 들어서 결정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대부분이 그러듯

이. ((중략)) 저희는 그걸 아기로 받아들인 거예요. 나한테 온 생명으로. [참여자 E]

또한 참여자들은 시술의 필요성을 이해하지만 시술 방법에 대해 내

키지 않아하였는데, 선택적 감수술에 대해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냐”,

“다른 방법은 없는지”와 같은 표현을 사용함을 보면 알 수 있다. 참여자

들이 기억하는 선택적 감수술의 방법은 "배로 찔러서 심장을 멈추게 하

는 방법" 또는 "자궁입구에 가장 가까이 있는 아기에게 주사를 놓는" 것

이었다. 아기를 기다리던 참여자들에게 “심장” 혹은 “아기”에게 약물을

주입한다는 것은 곧 “심장이 뛰는 아기”를 없애는 것으로 인식되기도 하

여 참여자로 하여금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었다. 연구의 참여자 E는 다음

과 같이 선택적 감수술을 끔찍한 시술로 느끼고 있었고, 아기를 죽인다

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였다.

 굉장히 끔찍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애기 심장 뛰고 있는 주머니에 주사를 놔서 

해야 된다는 생각에 굉장히 끔찍했고, ((중략)) 그 다음에 셋 중에 누구를 선택하느

냐... 그리고 내가 만약에 시술을 하면 아기를 죽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여자 E]

특히, 기독교와 같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교리를 받드는 참여자들

의 경우에는 시술을 선택하는 것은 종교적 믿음을 거스르는 것과 같이

여겨져 또 다른 갈등을 조장하기도 하였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다음의

세 참여자들은 선택적 감수술을 선택하는 데 있어 종교적인 영향을 피할

수 없음을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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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정을 제가 저희 (부부)가 (한다는 것이 저희는) 신앙이 있으니까 또 엄마 

아빠도 다 교회에 다니시니까. 성경적인, 성경적으로 (아기는) 하나님이 주신 건

데 (아기를) 지우는 거를 사람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너무 마음에 

부담이 되는데... [참여자 A]

 저희는 종교적인 이유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둘 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주

신 생명을 한 명도 포기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참여자 B]

 남편과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생명이 아니고 지금까지 기다렸던 생명인데 

우리한테 소유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하지 않는 쪽으로 선생님께 말씀을 드

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참여자 C]

앞서 참여자 E가 시술을 시행하는 것을 "내가 ... 아기를 죽인다"고

표현한 것과 참여자 A가 시술을 선택하는 것을 "지우는 거를 사람 마음

대로" 정하는 것이라 생각한 것을 보면 시술에 대해 이해하고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때 일부 참여자들은 생명에 대한 가치관 판단 문제로

인식되어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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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주제  하위 주제

선택을 좌우하는

전문 의료진

의료진은 또 다른 선택

의료진과의 의견일치는 문제를 푸는 열쇠

4. 제 4주제: 선택을 좌우하는 전문 의료진

이 번째 핵심 주제는 “선택을 좌우하는 전문 의료진”이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이 택한 불임치료기관을 통해 저마다 다른 의료진을 만

났고, 각각의 의료진의 가치관에 따라 선택적 감수술을 안내받고 시술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 따라서 참여자들은 다른 어떠한 요인들보다 의

료진의 영향력을 크게 받을 수도 있는 환경에 놓여있었고 이러한 영향을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참여자들은 다른 상황에 놓여 있었다. 선택적 감

수술과 관련된 현 의료기술의 한계 안에서 의료진 또한 시술에 대해 본

인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이를 환자에게 반영할 수 있으며, 의료 전문직

이 가진 권위적 태도의 정도에 따라 불임부부에게 선택적 감수술을 권하

는 양상 또한 달리 나타날 수 있음이 드러났다.

Table 6. 제 4주제의 요약

1) 의료진은 또 다른 선택

선택적 감수술은 누구나 알고 있는 대중적인 시술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안내되고 시행되는 의료진에 따라 크게 좌우될 수 있는 특징을

가졌다. 의학이라는 전문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시술 중 하나이므로 일반

인들에게는 생소한 선택적 감수술은 시술을 안내하는 의료진 혹은 의료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의학 기술이 발전함

에 따라 불임치료도 발전하고 있으나 여전히 현 의료기술의 한계는 존재

하고, 세쌍둥이 임신의 유지에 있어서도 완벽하지 않은 선택적 감수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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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하는 것이 더 나은 예후를 가져올 것이라는 의학계의 합의된 결과는

없는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의료진마다 시술에 대해 저마다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그것이 불임부부에게 다른 영향을 주고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 참여자들이 만난 의료진마다 세쌍둥이 임신과 네쌍

둥이 임신 등 다태임신에 대한 선택적 감수술의 시행 여부를 놓고 서로

의견이 분분하였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동일한 환자에게 의료진마다 다

른 제안을 행하고 있었다. 다음의 한 참여자는 처음의 두 병원에서는 세

쌍둥이 임신이기에 선택적 감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을 들었고, 마지

막 병원에서는 세쌍둥이 임신을 유지하여 셋을 낳아야 한다고 들었다.

이는 참여자들이 의료진마다 다른 제안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불임치료를 받았던 병원의) 선생님께서 저는 쌍둥이 임신만 되도 위험하기 때

문에 (네 쌍둥이 중) 하나는 선택유산을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근데 일단은 저도 

임신을 하면 큰 병원으로 옮길 거라는 생각을 해서 쌍둥이 전문 병원으로 옮겨서 

다른 선생님께 갔더니 두 번째 봤을 때는 아기집이 하나는 도태되고 세 개가 된 

거예요. 선생님도 상황을 보시고 하나는 선택유산을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겠다고 

하셨는데, 또 다른 곳에 상담을 받아보자고 해서 또 다른 대학병원에 가게 된 거

거든요. 그 때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이들이 건강하니까 낳아야지라고 말씀하

시더라고요. [참여자 F]

각각의 환자마다 선택적 감수술이 필요한 정도는 다를 수 있기 때문

에 의료진마다 가치관 개입으로 무조건적인 선택적 감수술 권유나 무조

건적인 세쌍둥이 임신 유지 권유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의료진이

느끼는 의학의 한계와 가능성에서 진료를 보기 때문에 의료진의 개별적

인 가치관이 개입되는 여지가 있을 수는 있으나 개별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문 의료인의 입장에서 내린 진찰 소견이기도 하였다. 네쌍둥이 이

상의 임신을 확인받았던 참여자의 경우, 처음 세쌍둥이 임신을 진단받았

을 때는 의료진을 통해 임신 유지를 권유받았으나, 일란성 쌍둥이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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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한 네쌍둥이 임신을 진단받고 난 이후에는 같은 의료진을 통해 선택적

감수술이 거의 불가피하다고 들었다. 이를 보면 의료진의 가치관 개입이

불가피한 문제이지만 실제 의료진의 입장에서는 임신의 예후를 고려하여

환자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참여자 H

가 의료진을 통해 선택적 감수술을 권고 받았을 때의 진술이다.

 첨에 (아기집) 하나가 보인다 그래서 좋다 그랬는데, 그 다음 병원에 갔더니 이

제 (아기집) 두 개가 더 보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이제 당황하긴 

했거든요. 좀 생각을 못해가지고 인제 그래서 병원에서는 셋을 다 낳으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전 좀 고민이 됐었어요... 다음에 이제 심장소리를 들으러 갔는데 심

장소리가 네 개가 들린다고... 그래서 하나가 일란성인 것 같다고 그러면서 그때는 

(다태임신 감)수술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참여자 H]

이와 같은 배경으로, 참여자들이 의료진마다 자신에게 선택적 감수

술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음을 인식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는 선택적 감수술에 대한 다른 결정으로 이끌 수도 있다. 어느 정도 의

료진마다 다른 제안을 할 수도 있는 문제임을 판단한다면 앞서 참여자

F처럼 여러 의료진의 의견을 들어보고 조금 더 주체적으로 의료진의 설

명을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다음의 참여자 A처럼 이러한 문제의 성

격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이 만난 의료진이 자신이 택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의 모든 것으로 생각한다면 처음 불임 치료를 받은 동네 병원의 의

료진이 알려준 방법이 유일한 방법인 줄 착각할 만큼 수동적으로 의료진

의 설명을 이해하게 될 수도 있다. 이때에는 나중에서야 또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있음을 깨닫기도 하였다.

 대부분 이제 큰 병원에도 안 가보고 동네 병원에서... 의사선생님이 그렇게[세쌍

둥이 임신은 선택적 감수술 시행] 해야 된다고 딱 결정을 내리시니까. 선생님 

말이니까 환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신뢰를 하고, 셋 중에 한 명은 어쩔 수 없이 그

렇게 해야 된다 해서 저희도 그래서 결정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선생님 말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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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 듣고서 거의 선택보다는 그 분이 하라는 대로 따르는 것 같아요. [참여자 A]

선택적 감수술에 있어서 의료진 가치관 개입은 선택적 감수술에 대

한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불임부부에게 주어진 선택권의 자율성 정도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 본 연구의 심층 면담에 참여하였던 6명의

참여자들은 모두 세쌍둥이로 진단받았고, 대다수의 참여자 5명은 의료진

을 통해 선택적 감수술이 필요하다고 권유받았으며, 나머지 1명은 오히

려 임신 유지를 권유받았다. 전화 면담을 시행한 2명의 참여자들 중 1명

은 처음 세쌍둥이를 진단받았을 때는 임신 유지를 권유받았으나, 네쌍둥

이를 진단받고 난 후 오히려 의료진을 통해 선택적 감수술을 권유받았

다. 그리고 나머지 참여자 1명은 세쌍둥이 임신 상황에서 선택적 감수술

을 권유받았다. 나아가 총 8명의 참여자 중 2명은 선택적 감수술에 대한

선택권이 없었다고 느꼈고, 나머지 6명중 선택권을 명확히 넘겨받았다고

느낀 경우는 3명, 시술을 권하는 정도였다고 느낀 경우는 3명이었다. 다

음 세 참여자들의 진술은 그들에게 주어진 시술의 선택권에 대해 극명히

다른 정도의 자율성을 보여주고 있다. 차례대로 선택적 감수술에 대한

선택권의 우위가 비교적 참여자 A와 참여자 D는 의료진에게 있었고, 참

여자 B는 불임부부에게 있었으며, 끝으로 참여자 G는 의료진이 불임부

부에게 시술을 권하는 정도에 그쳤다.

 아, 세쌍둥인게 저한테 선택을 주신 게 아니라, 8주기 때문에, 심장이 뛰고 있기 

때문에 내일 당장와서 선택유산을 해야 된다. 그럴 방법밖에 없냐니까, 어... 세

쌍둥이 못 낳는다고 아기 셋 다 힘들어지기 때문에 선택유산이 이름만 선택유산

이지 무조건해야 되는 거라고 하셨어요. [참여자 A]

 제가 다닌 ○○기독병원은 세쌍둥이 임신을 확인했을 때 다 낳으라고 하셨어요. 

그런 (다태임신 감수술 같은) 시술이 있기는 한데, 여기는 하지 않는다고... 

[참여자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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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쌍둥이면 선택유산을 하니까, 일주일 뒤에 결정해오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선택유산을 얘기한 거는 선택은 산모한테 있다고 하니까. 어차피 맞잖아요? 선택

은 산모한테 있는 거지. 권유는 막 강요할 수는 없는 거니까. [참여자 B]

 병원에서도 제가 체구가 작은 편은 아닌데 셋은 힘들 수도 있다며 몇 번 (선택

적 감수술을) 권했거든요. 그래서 세쌍둥이 임신은 정말 무리였던 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여자 G] 

2) 의료진과의 의견일치는 문제를 푸는 열쇠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스스로도 선택적 감수술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있어 의료진의 영향이 크다고 느끼고 있었다. 의료진이 주는 의료 정보

와 진찰 소견은 전문 분야에 있는 권위 있는 사람을 통해 나온 것이기에

의료진의 권유를 따르는 것은 아기를 위한 더 나은 예후를 향한 현명한

선택이라 생각하는 편이었다. 의료진은 불안정한 상황에서 믿음을 갖고

기댈 수 있는 권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다음의 한 참여자의

진술은 의료진의 권유가 가진 힘을 보여준다.

 집에 가서도 어른들한테 얘기했을 때, 의사선생님이 그렇게[선택적 감수술을 받

는 게 낫다] 얘기했을 때는 그 선생님 하는 말씀이 맞겠다. 그러면은 그렇게[선택

적 감수술 시행하는 쪽으로] 하라고. [참여자 A] 

해당 분야의 전문 의료진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이

라는 생각이 일반적이므로 참여자들은 의료진의 권유가 자신의 원하는

것과 다를 때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하였다. 다음의 참여자 H는 셋 임신

이 두렵기만 한 상황에서 의료진이 낳으라는 권유를 했을 때 고민이 되

었던 심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해주었고, 참여자 C는 평소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던 입장에서 의료진을 통해 선택적 감수술이 나은 선택

일 것이라 권유받았을 때 속상했던 감정을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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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쌍둥이 임신을 알고) 병원에서는 셋을 다 낳으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전 좀 

고민이 됐었어요... 왜 다 낳으라고 그러지? 이제 좀 당황하긴 했었죠... 다 낳으라고 

하시니까... [참여자 H]

 세 쌍둥이인거에 대해서 선생님도 놀래셨어요. 제가 임신이 안 된 기간이 길

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될 줄은 모르셨거든요. 세쌍둥이를 낳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말들을 다 하신 다음에 (다태임신 감수술을) 생각해 보라는 말이 아니라 

거의 선택적 유산을 받는 것이 좋다고 얘기를 하셔서... 마음을 참 편하게 해주시는 

너무 좋으신 선생님들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고 남편한테 울면서 전화했던 

거 같아요. [참여자 C]

의료진과 의견이 다를 때에는 갈등이 조장되기도 하였지만, 반면에

의견이 일치할 때에는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되어 고민을 덜어주기도 하였

다. 특히, 참여자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 믿음을 줄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하고 노련한 의료진은 참여자들을 안심시켜줄 수 있었고, 그

들과 공감할 수 있는 의료진은 참여자들을 위로할 수 있었다. 다음의 두

참여자들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직전 만났던 의료진을 통해 안심이 되었

던 일을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저는 ○○○교수님 같은 경우 굉장히 안심시켜주는 스타일이셨어요. 세 쌍둥이 

엄마들 많이들 ○○○교수님 보러 가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 다 듣고 선생님한테 찾아갔을 거 아니에요? 안심시켜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처음에 되게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참여자 D]

 결정적으로 결심을 한 계기는 교수님을 만나고 나서 믿음이 생겼거든요. 그 전에 

조산의 아픔이 없었다면 기쁜 마음으로 낳았을 텐데 오히려 초반에는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생기나 싶었거든요. 근데 [여러 병원을 찾아다닌 후 도착한 마지막 

병원의] 교수님께서 낳아야지 하며 확신을 주시며 말씀을 하시니까 낳아야겠다

고 결심을 하게 됐어요. [참여자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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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다음의 두 참여자들은 결정을 내리고 난 후 시술을 권했던

의료진에게 자신의 의견을 말했을 때 격려를 받고 힘이 되었던 일을 다

음과 같이 기억하고 있었다.

 일주일째 병원에 가서 낳겠다고 망설이지도 않고 그랬더니 오히려 의사가 고맙

다고 그러더라고요. (웃음) 아, 고민 많이 안하고 한 번에 용기내서 결정을 해줘서, 

고맙다고. 낳겠다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힘내시라고. 결정해오셨으니까. 

[참여자 B]

 (제가 낳겠다고 결정했을 때 의사선생님이) 요즘은 의술이 많이 좋아져서 많이

들 임신 유지를 끝까지 잘하고, 좋은 병원 좋은 선생님들이 있기에 괜찮다고 격려

해 주시더라고요. [참여자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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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주제  하위 주제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인 선택
만만치 않은 현실에서의 선긋기

아기를 기다리던 마음으로 돌아가기

5. 제 5주제: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인 선택

다섯 번째 핵심 주제는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인 선택”이다. 본 연

구의 참여자 중 일부는 세쌍둥이 이상 임신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도저

히 감당할 수 없을 현실에 대한 거부감으로 선택적 감수술을 택하겠다는

결단을 내린다. 내키지 않는 시술이지만 비교적 안정적인 임신을 택하여

나머지 아기라도 건강하게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반영한다. 반면, 참여자

중 나머지 일부는 그 동안 생각해 볼 기회가 없었던 세쌍둥이 임신을 자

신의 현실 속에서 놓아보는 시간을 통해 세쌍둥이 임신을 유지하고자 하

는 결정을 내린다.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 속에서 현 임신이 갖는 의미

를 찾고, 처음 아기를 갖고자 했던 마음으로 돌아가고자 함을 보여준다.

Table 7. 제 5주제의 요약

1) 만만치 않은 현실에서의 선긋기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세쌍둥이 임신의 일반적이고 개별적인 위험

성에 대해 설명을 들으면서 자신에게 선택적 감수술이 어느 정도 필요한

지 이해해나갔다. 이들은 불임치료를 통해 얻고자 기대했던 임신, 건강한

임신이 아닌 고위험 임신의 부담, 건강한 아기가 아닌 기형이나 장애를

가진 아기, 혹은 조산으로 인한 미숙한 아기 분만 가능성 등에 있어 자

신의 입장을 세워야함을 느꼈고 시술에 대해 현실적으로 고민하게 되었

다.



- 58 -

연구 참여자들은 어려운 고민 이후 자신 만의 입장을 찾기 위해 자

신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거나 수용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생각해봄으로

써 현실 속에서 선을 긋고자 하였다. 각 개인마다 선택적 감수술의 필요

성은 다르게 인식되었고 그로 인해 각 개인들이 선택을 놓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부분도 달랐다. 하지만 참여자들 모두는 자신들이 감당하고 수

용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 하나하나 고민해봄으로써 처음에는 느끼지 못

했으나 자기 안의 소리를 듣게 되었고, 곧 자신이 놓인 현실을 통해 선

택적 감수술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수 있었다.

참여자 A는 자신의 상황을 돌이켜보면서 세쌍둥이 임신이 자신에게

일어난 것에 난감해하였다. 참여자 A는 세쌍둥이 임신의 부담감을 떨치

지 못하고 힘들어 하였는데, 특히 세쌍둥이 분만 이후 겪게 될 경제적

부담 등의 상황에 대해 걱정하였다.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염려

되는 상황이라 그에 대해 감당하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워하였던 것이다.

다음의 참여자 A의 진술은 이와 관련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생각한 거는 일단 세 명이 다 위험해질까봐 제일 걱정을 해서 결

정을 했고요. 왜냐하면 내 몸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 경제적인 것도 세쌍둥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 임신하면 당연히 일을 못하는 건 맞지만, 셋은 사회에 

복귀하는 데 있어서 더 힘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참여자 A]

자신의 상황에서 세쌍둥이 임신을 생각한 참여자 중에는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건강한 아기를 갖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한 경

우가 많았다. 모든 참여자들은 임신한 모든 아기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었지만, 세쌍둥이 임신을 지속하면서 세 아기 모두를 잃을지도 모를 위

기가 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두려움을 느꼈다. 세쌍둥이 임신이 가지는

위험성과 이후의 육아로 넘어가는 만만치 않은 현실을 떠올린 이후 자신

에게 주어진 선에서 가장 안정적인 방법인 선택적 감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한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참여자 H의 진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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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낳으려고 했다가... 셋 다 약하다거나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될까봐... 둘 건

강하게 낳는 게 더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 당시... ((중략)) 셋을 낳아서 

키우는 것 자체도 힘들고. 셋을 건강하게 잘 낳는 것 자체가 힘들 것을 알아가지

고... 고민이 되긴 했었는데 그래도... 일단은 남편이랑 상의했을 때 셋은 안 낳는 게 

더 좋을 거라는 생각에 둘 다 동의했어요. [참여자 H]

이들 참여자들이 염려한 점에는 산모가 모든 아기를 품을 수 없어

굉장히 이른 시기에 조산을 할지도 모름과 기형아 검사를 할 수 없는 환

경에서 태어나기에 기형 문제에 있어 더욱 부담됨 등에 관한 것이었다.

간과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한 걱정이 늘어나면서 선택적 감수술을 시행

하기로 선택함으로써 이러한 위험을 줄이고 두 아기만이라도 안전하게

분만하고자 하는 목적이 고려되었던 것이다.

한편, 일반적인 시술 결정 시기에 선택적 감수술을 거부를 하더라도

뒤늦게 시술을 해야겠다고 결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참여자 C의 경우,

임신 중기 이르는 시기에 원인모를 질출혈이 찾아와 “전체가 다 흔들리

는” 큰 위기에 봉착되자, 세쌍둥이 임신의 위험성을 느끼고 선택적 감수

술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이는 임신 확인 당시 의료진을 통해 들었던

세쌍둥이 임신의 위험성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실제로 참여자에게 생겨난 일은 현재 산모와 아기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

요한 문제로 여겨졌기 때문이었다. 고위험 임신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

증상을 직접 겪게 되면, 참여자 C처럼 시술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고

조금 더 안정적인 방법을 찾아야하는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다음은 참여자 C가 자신이 겪었던 위기 상황에 대해 회고한 내용이

다. 다시 선택적 감수술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 참여자 C

의 배우자도 진술해주었다.

 나머지 아기 둘이랑 아내를 지키는 게 저한테는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정확하

게는 다른 문제는 이거[선택적 감수술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거죠.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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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작거나 장애가 있거나 목둘레가 두껍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도 저희는 선택

적 유산을 선택하지 않았는데 하혈을 왕창한 상태에서 지금 세쌍둥이 임신을 유

지했을 때는 세 아기가 다 위험해질 수 있으면 안 된다 생각했어요. 가장으로서 

결단을 내려야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던[선택적 감수술을 받겠다고 결정한] 

것 같아요. 저희가 선택을 했을 때의 시점은 하혈을 왕창하고 통째로다 유산이 되

느냐 마느냐 전체가 다 흔들리는 시점이잖아요. 상태가 맨 처음에 세 명 임신 얘

기 들었을 때는 일단 안정일 가능성이 훨씬 높았지만 지금 상태에선 전체가 다 

흔들리는 시점에서 한 마디로 지진이 일어나는 데 짐 다 빼야 된다는 거죠. 위험

성이 너무나 커졌기 때문에 지금은 결단을 내야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참

여자 C 배우자]

 (선택적 감수술을 받아야한다는 상황에서) 저는 계속 고민을 했죠. 그래도 끝까지 

(셋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남편에게) 물었더니 선생님이 없다고 하

셨대요. 남편은 그게[선택적 감수술을 받는 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하는데 저는 

엄마로서 그래도 품을 수 있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시술을 받은 거예요. 다른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남편은 다른 아이들이라도 지

켜야 하지 않겠냐고.. 이 한명은 어쩔 수 없이 고통스럽게 뱃속에서든 태어나서든 

금방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선생님은 태어날 수도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을 지키는 방법은 이것[선택적 감수술] 밖에 없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하

게 됐어요. [참여자 C]

 

임신 지속, 분만, 육아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셋까지는 만만치 않

은 현실적인 고려를 빼놓을 수 없었던 참여자들의 경우 힘들게 선택적

감수술을 받기로 결장하지만 마음은 불편함을 피할 수 없었다. 생명이

달린 어려운 문제이다 보니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이 감당해

낼 수 있는 문제인지에 대한 고민으로 넘어가 간접적으로 생각해봄으로

써 입장을 정리하는 편이었다. 자신이 세쌍둥이 임신을 유지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생각해보기도 하고, 세쌍둥이를 양육할 때의 경제적 상황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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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지 양육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지를 염려하여 결정하였다. 그러다보

니 참여자들은 그 과정에서 자신의 뜻을 지지해줄 사람이 있는 지 없는

지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다음의 한 참여자와 같이 선택적 감수술을

선택하는 것은 자신에게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했

다.

 남편이 가장 잘 선택했으리라는 생각이 있어서 (선택적 감수술을 받겠다는) 결

정에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어요. 결정과정에서는 괴롭긴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생각했고, 또 저희가 아이를 해하려고 처음부터 일부러 그랬던 게 아니

기 때문에. 저희 선택이 최선이었다고 남편이 이야기 하는 거에 대해 저도 어느 

정도 크게 동의를 했어요. [참여자 C]

2) 아기를 기다리던 마음으로 돌아가기

본 연구의 참여자 중 또 다른 일부는 그 동안 생각해 볼 기회가 없

었던 세쌍둥이 임신을 자신의 현실 속에서 놓아보면서 다시 한 번 세쌍

둥이 임신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일부 참여자들

은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 속에서 현 임신이 갖는 의미를 찾고, 처음

아기를 갖고자 했던 마음으로 돌아가 세쌍둥이 임신을 유지하고자 하는

반응을 보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초산부였는데, 참여자마다

자연 임신 어려움의 정도가 다르거나, 불임 치료 실패 혹은 유산 경험

등에서 다른 경험을 하였기에 아기를 갖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스트레스

의 정도가 제 각각 달랐다. 참여자들은 자신에게 놓인 세쌍둥이 임신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자신들이 경험하였던 개별적이고 특수

한 상황을 떠올렸다. 즉, 그 동안의 불임치료, 과거 유산 등의 경험 속에

서 이번 임신이 자신에게 주는 의미를 생각했다. 각 개인의 배경에 따라

아기에 대한 간절함의 정도는 달랐고 결국 각 참여자마다 이번 세쌍둥이

임신에 대한 애착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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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참여자 E는 다른 참여자들보다 비교적 불임 기간이 길었고,

여러 번의 임신에 실패한 경험이 있었다. 자신이 노력한 것에 비해 쉽게

임신이 되지 않는 상황에 놓였었기에 참여자 E는 이번 세쌍둥이 임신을

맞이할 때 다른 참여자보다 더욱 큰 기쁨과 감사함을 느꼈다. 물론 세쌍

둥이 이상 임신을 처음 접했을 때 참여자 E 또한 다른 참여자들처럼 놀

라고 당황스러웠었지만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현 임신이 가진 의미를

찾았던 것이다.

 저희는 결혼을 1999년도에 했었는데 2006년도에 생길 때까지 한 번도 임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2006년도 자연 임신했을 때 (3개월 정도에) 계류유산 되어서 

(소파)수술을 받고 나서도 또 쭉 없었어요. 그리고 2010년도에 (불임치료차) 병원을 

다닌 기간은 1년, 그리고 중간에 1년 쉬었다 다시 시작했고요... ((중략)) 제가 (불

임치료) 병원에 늦게 갔어요. 2010년도에 갔는데 그때 처음 ○○병원에 가서 한 

달 (진료)보고 인공수정을 시작했는데 첫 번째는 알러지 때문에 안 됐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실패했고, 마지막 달에 시험관(시술)도 실패했고, 2011년도에는 우울해

서 칩거를 했어요. 그 다음에 2011년도 가을에서부터 운동도 하고 108배 (기도를) 

시작하고 두유랑 과일 야채를 많이 먹고 그 후에 2012년도에 1차는 실패를 했었는

데, 2차 때는 성공을 했어요. ((중략)) 7주차에 심장 셋 뛰는 거를 보고, ((중략)) 근

데 이제 처음에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의사선생님이) “둘 다 모두 건강하네요. 

첫째, 둘째...하다가 어? 지난주에 없었는데... 하나가 더 있네요. 제가 잘못 봤었

나? 셋째가 있네요!”이러시면서 심장소리를 들려주시는데, 그것도 반갑더라구요. 

((중략)) 임신을 기다리다 기다리다 해서 모든 순간순간이 소중했고, 행복했어요. 

[참여자 E]

참여자 B의 경우에도 불임치료 실패 경험이 있었고 두 번째 시도로

임신한 상황이었다. 참여자 B는 권유받은 시험관 아기 시술을 거부하고

인공수정을 다시 시도한 경우로 오래도록 기다리던 임신이 성공하였을

때 크게 기뻐하였다. 더욱이 참여자 B는 이상 임신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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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쌍둥이 임신이 되면서 임신 자체가 기쁨이 배가 되기도 하였다.

 이제 (결혼한 지) 5년이 되요. 4년째 애가 없다가, 작년에 3년쯤에 인공수정을 

한 번 했었어요. 그 때 안됐어요. 그 때 ○○병원에서 바로 시험관(시술)을 권유

하시더라구요. ((중략)) 그래서 그냥 1년을 쉬었어요. 1년을 쉬고 작년 가을에 다시 

1년 만에 인공수정으로 임신이 된 거에요. ((중략)) (임신 호르몬 수치가 높게 나와) 

아, 그래. 이번에도 아닌가보다 하고 병원에 갔더니, 세쌍둥이로 임신해서 호르몬 

수치가 그렇게 높게 나왔던 거에요. ((중략)) 그래서 그 때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었

어요. 완전히 그냥. 감사 그냥 감사합니다. 포상기태 임신이 아니라는 거 자체가 

감사하고.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참여자 B]  

이 하부 주제를 보인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에게 찾아온 생명을 그

대로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의 소리를 듣게 된다. 불임치료를 받으면서

임신을 간절히 기다리던 때의 초심을 떠올리며, 자신을 찾아온 세쌍둥이

임신을 감사한 마음으로 건강히 유지해나가고자 한다. 다음의 두 참여자

들은 세쌍둥이 임신 유지의 어려움에 대해 이해하고, 엄마로서 적극적으

로 임신을 유지하려는 각오를 보여주고 있다.

 (아기를) 달라고, 달라고 4년간 기도할 때는 언제고 (웃음) ((중략)) 세 명이면 힘

들다고 제가 한 명을 지우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세 명을 주셨을 때는 이유도 

있을 거고, (웃음) 또 키울 만 하니까 주셨을 거다. 저는 4년간 너무나 기다렸던 아

기고, 너무 힘들 거라는 것도 알고 모든 걸 감수하겠노라고 스스로 모든 것들을 다 포

기하겠다(라는 각오로 임신을 유지하겠다 했었어요). ((중략)) 그래서 저희 남편이

라 저는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세쌍둥이 임신을 유지한다면) 셋 중에 누가 아픈 

애가 있을 수도 있겠다... 셋 중에 당연히 셋 다 건강하게 나오면 정말 감사한 거

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거는 감안을 했었죠. 누가 아플 수도 있고 아프게 태

어나서 계속 치료를 받을 수도 있겠다. 그래도 (선택적 감수술을 받지 않겠다면) 그

거는 감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어요. [참여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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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게 아이를 받았는데 내가 스스로 죽일 수는 없다고 했어요. 안돼서 울고 살았

던 게 몇 년인데...  결국 저희는 수술 안하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수술을 하냐.. 어

차피 위험부담이 있다면 애기 셋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참여자 E]

참여자 F는 이전 불임치료를 통해 쌍둥이 임신을 했다가 조산으로

아기를 모두 잃었던 경험이 있었기에 스스로 선택적 유산을 택하는 자체

에 크게 거부감을 느꼈다. 하지만 습관적 유산 우려도 있는 상태이기에

세쌍둥이 임신을 유지하는 것은 다른 산모들보다 어려운 상태였다. 이에

참여자 F는 조산에 대비하여 이른 시기에 자궁경부 봉축술을 받았는데,

이처럼 세쌍둥이 임신을 유지하겠다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세쌍둥이 임신을 유지하고자 하는 각오를 가져야만 했다.

 제 마음속에 [셋 모두를] 낳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봐요. 욕심을 부려 셋을 다 지

키자니 셋 다 잘못되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하고, 안정적으로 가려면 선택유산으로 

하는 게 맞는데 또 선택유산 하다가 다른 애가 잘못될 수도 있고, 또 그전에 잘못

된 애들[쌍둥이 사산]도 있는데 제가 또 선택유산을 시킨다는 거 자체가 마음이 

용납이 되지 않고 그런 갈등이 많았는데, 아무튼 제 마음속에 낳고 싶은 마음이 강

했던 것 같아요. ((중략)) (셋) 낳기 결심하고 나서는 한 13주쯤에 교수님 권유로 

맥도날드라는 자궁 경부 묶는 수술[자궁경부 봉축술]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낳기로 

한 거예요. [참여자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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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주제  하위 주제

선택 후에 오는 것들
최선의 선택은 여전히 물음표

마음먹기에 달린 후회 없는 결정

6. 제 6주제: 선택 후에 오는 것들

여섯 번째 핵심 주제는 “선택 후에 오는 것들”이다. 본 연구의 참여

자들은 본 선택적 감수술과 관련된 의사결정 경험을 겪으면서 비로소

알게 되는 새로운 것들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동안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문제에 대해 직접 고민하고 선택해보는 과정을 통해 서로 힘이

되고 의지가 되는 부부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여자들은 공통적

으로 자신의 선택을 최선이라 확실할 수 없고 다른 선택을 탓할 수 없을

만큼 본 의사결정 과정의 어려움을 깨달았다. 어쩔 수 없었던 자신의 선

택으로 자신을 자책하지 않고 스스로를 격려하고 믿을 수 있도록 부부가

서로 의지해야 하는 것이 결국 후회 없는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진심어린

조언을 해주었다.

Table 8. 제 6주제의 요약

1) 최선의 선택은 여전히 물음표

연구의 참여자들은 본 선택적 감수술과 관련된 의사결정 경험을 회

고하면서 세쌍둥이를 임신하면서부터 육아에 이르기까지 남들과 다른 새

로운 경험을 하였다고 생각하였다. 세쌍둥이 임신이라는 것을 처음 겪어

보는 일이기에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이해되는 일들을 많았음을 떠올렸

다. 다음의 한 참여자는 겪어보니 이해되는 세쌍둥이 임신과 관련된 경

험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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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쌍둥이가 있는지도 (모를 정도였어요). 아예 세쌍둥이에 대한 그런 생각 자체

가 없었어요. 저는 쌍둥이가 되게 위험한 거라는 거를 몰랐어요. 그냥 어, 이쁘겠

다, 그냥. 이쁘다. 좋겠다. 너 쌍둥이니? 그런거. 누가 누구야? 이런 정도. 제가 학생

들 보면 누가 형이야? 막 이러고. 너 누구지? 어, 이쁘다. 옛날에 쌍둥이 친구가 있

었을 때에도 그냥 좋겠다 이런 거였지, 제가 막상 인제 쌍둥이도 아니고 세쌍둥

이를 임신을 하니까. 주변에서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좋겠다. 주변에서는 세쌍둥이

라 그러면 그냥 쌍둥이 말하듯이 언니 세쌍둥이야? 좋겠다 한 번에 끝내서 좋겠

다. 저는 진짜 다 감수하고 결정한 거잖아요. 진짜. 모든 걸 다 감당하겠다. 저는 

이번에 임신하면서 쌍둥이가 위험한 걸 알았다 그랬잖아요. 쌍둥이가 저한테 올

지도 몰랐었고. 그래서 쌍둥이 자체가 위험한 것도 이렇게 알았고, 세쌍둥이라는 

것도 이번에 처음 임신하면서 알았고. TV에서나 가끔 봤고. 네쌍둥이, 세쌍둥이 

그냥 TV에 가끔 나오니까. 아,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그거였지. 저는 그거에 대한 

생각도 없었고 갖게 될지도 몰랐고, 위험한 지도 몰랐고. [참여자 B]

세쌍둥이 임신에 이은 선택적 감수술을 경정해야하는 경험 또한 다

시 한 번 이 문제가 쉬운 것이 아니었다고 회고하였다. 다음의 한 참여

자는 깊은 침묵으로 어려웠던 기억을 대신하고 있었고, 또 다른 한 참여

자는 자신의 오빠에게 생겼던 일도 막연히 남의 일처럼 느껴졌었는데,

이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을 때야 비로소 어려운 결정이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고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선택적 감)수술 결정하는 거 진짜 고민이 많이 됐어요... ((침묵)) 생명을 가지고... 

이 사람을 살리네 마네 하는 선택 같은 일이 또 온다고 하면은 그 땐 너무 힘들 

것 같고요. 다신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참여자 A]
 

 올케랑 오빠 네도 저랑 한 달 차이 안 나게 세쌍둥이 임신했는데 (다태임신 

감)수술했어요. 아들 쌍둥이 낳고 저희 아기들이랑 한 달도 차이 안 나거든요. 그 

얘기를 처음 듣고 그냥 셋 낳지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우리한테 닥친 일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 때는 아주 멀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우리 오빠의 올케 언니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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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남 얘기같이 그렇게 막연하게 그랬는데, 오빠는 되게 고민했다고 나중에 올

케한테 듣고 그랬거든요. 이런 일이 우리한테 딱 닥치니까 우와! 되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겠구나. 얼마나 고민했을까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참여자 D]

선택을 내린 이후에 분만과 육아에 이르고 이를 모두 경험한 참여자

들은 본 경험에 대해 각자 다르게 평가하고 있었다. 비록 선택을 내리는

시점에서는 모두가 한마음으로 자신의 결정이 최선이 되기를 바라며 택

하게 되지만, 실제로 아기를 얻게 되는 시점에서는 참여자 중 일부는 자

신의 선택이 최선이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기도 하였다. 자신

의 선택에 물음표를 던지게 되는 배경에는 정보가 부족한 환경에서 선택

한 상황에서 오기도 하였고, 현실의 장벽에서 어쩔 수없이 선택했지만

시술 이후에 한 번씩 떠오르는 죄책감이 괴롭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다

음의 한 참여자는 건강히 세쌍둥이를 낳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 자신의

선택을 돌아보게 되었던 경험과 시술 이후에 겪었던 괴로움에 대해 다음

과 같이 진술해주었다.

 처음에 인터넷을 찾았는데, 서울대학 병원 ○○○교수님은 세쌍둥이도 낳는다고. 

그 얘기를 인터넷에서 엄마들한테 봤어요. 그 분을 찾아가면 낳는 경우도 있다고... 

그런데, 제가 시술받은 원장님은 그렇게[선택적 감수술을 받는 게 최선이다] 얘기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뭐 제 주변의 사람들도 세쌍둥이나 낳는 거 못 봤다고 그

렇게 얘길 하니까 그 ○○○교수님이 하시는 거는, 정말 잘 되는 케이스만 인터

넷에 올라오고 안 된 경우들은 거의 올라온 경우가 없으니까... 그런데 조기진통으로 

입원해 있을 때, 병원에서 세쌍둥이를 낳는 걸 계속 보니까... 세쌍둥이 낳았다... 누

구 세쌍둥이 낳았다하니까... 아, 우리도 그랬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중략)) (시술 이후에는) 살은 생명을 사람이 선택을 해서 그렇게 시술을 한다는 

거 자체가... 죄 짓는 느낌이 들어서 ((눈물이 맺히며)) 죄책감 때문에 좀 마음이 

힘들었고, 음... ((말을 어렵게 꺼내며)) 그 마음 힘든 게 제일 힘든 거 같아요. 그 

(선택적 감)수술하기 전 날도... 거의 잠을 못 잤고... [참여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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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을 받지 않기로 결정한 선택에서도 선택에 물음표를 던지게 되

기도 하였는데, 주로 너무나 힘든 육아를 부담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소

진이 문제가 되었다. 다음의 한 참여자는 세쌍둥이 육아를 홀로 전담하

면서 너무나 힘들어 시술을 받았으면 어땠을지 떠올려보았었다고 하소연

하였다.

 근데 어휴... 쉽게 말하기는 힘들긴 하지만. 저도 요즘 (셋을 기르면서) 너무 힘들 

때는 그 때 하나를 했더라면 이렇게 힘들진 않았겠지? 근데 또 아기들 보면 미안

한 마음이 들고... 

[참여자 D]

2) 마음먹기에 달린 후회 없는 결정

본 경험을 겪었던 참여자들은 자신의 선택이 최선이라고 확신을 갖

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이와 같은 상황에 놓인 또 다른 불임부부를 위

한 조언을 통해 후회 없는 선택이 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해주었다.

첫 번째는 의료진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시술

선택의 장단점을 잘 듣고 따져보고 선택하라는 점이다. 그리고 세쌍둥이

이상의 임신은 고위험 임신이기에 이를 전문적으로 보는 의료진을 찾아

처음부터 잘 관리해야 조기분만을 막을 수 있고 건강하게 분만할 수 있

음을 조언했다.

 조언해주고 싶은 거는 지금 그 병원에서만 듣는 얘기가 다가 아니라 다른 의료진

을 더 찾아가봐서 다른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른 선생님의 의견도 들어

보고 다른 병원 분들한테도 자문 들어가지고 선택할 때 어떤 면이 더 좋고 어떤 

면이 나쁜 지를 정확하게 들어서 결정하는 것이 좀 더 후회가 없을 것 같아요. 세

쌍둥이 중에 하나를 선택유산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다 낳을 수 있는 방법을 최

대한 찾아보다가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그 분이 또 낳고는 싶어도 경제적으로 어려

워서 못할 수도 있고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할 수 있으면 더 의료진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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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이라도 상담 더 받고 선택하면 후회가 덜할 것 같아요. [참여자 A]

 저희가 경험해보니까, 다 위험해진 후에야 큰 병원을 찾아서 오는 거잖아요? 다 

낳을 때가 되었거나, 이제 뭐 애기 문이 열려서 어쩔 수없이 큰 병원을 그 때부

터 찾아봤거든요. 애기들은 살려야 되니까... 그런 것보다는 다태아라면 정말 처음

부터 쌍둥이 전문 의료진을 찾아서 본다면 산모를 더 잘 알고 잘 치료해 주실거고... 

그러면 (아기를 살릴) 확률이 더 높을 거고, 애기들을 더 많이 살릴 수 있지 않을

까? 이제 처음부터 아, 세쌍둥이나 두 쌍둥이 그러면. 이런 (작은) 병원보다는 큰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서 처음부터... 할 수 있게끔 홍보가 더 되었으면 그런 아쉬움

이 있어요. [참여자 A의 배우자] 

두 번째는 나아가 선택적 감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은 잘 판단하고

현명하게 선택하라는 점이다. 무리하게 세쌍둥이 임신을 고집하다가는

큰 고생을 할 수도 있음을 생각하고 시술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었다. 한 참여자는 장애를 가진 아기를 기를 때

접하게 되는 사회적 시선을 고려해야한다는 조언해주었고, 또 다른 한

참여자는 건강한 아기를 낳았음에도 육아로 힘든 현실을 겪어보면 아기

의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을 떠안고 분만을 한다면 더 힘들 수 있음을 고

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제가 장애를 가진 엄마들을 만나면서 그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면.. 만약에 제가 

종교를 가지지 않았더라면 너무 힘들겠죠. 제일 힘든 게 그 세상의 시선을 감수해

야 하는 거니까. 그걸 생각하면 함부로 못하겠어요. 제일 걸려요. [참여자 C]

 저는 일단은 키가 크고 그런 체격 조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건강하게 버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체격이 좀 왜소하고 진짜 좀 약하신 분들은 정말 위험을 감

수하고 가야되는 거잖아요. 저는 삼란성하고 일란성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일란성 그게 그렇게 위험한 건지 몰랐었어요. 근데 위험한 거더라고요. 삼란성이

라서 좀 골고루 크고 있다면 끝까지 가라고 하고 싶은데 일란성이고 그러면 조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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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조금이라도 고위험이 더 크다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더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D]

세 번째로는 세쌍둥이를 실제로 기르다보면 엄마 혼자서 감당하기에

는 육아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꼭 육아를 도와 줄 수 있는 환경이 되는

지 고려해보라는 점이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세쌍둥이는 말리고 싶다

고 진심어린 조언을 하기도 했고, 셋이기에 아기를 애지중지 키우기 어

려운 마음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또한 아무리 다잡고 마음의 준비를 하

여도 한 번씩 감당하기 어려운 때가 있었음을 표현하였다.

 셋을 낳아 기르는 건 정말 뿌듯하고 좋지만, 주변이 도와줄 수 없으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네요. 저는 제가 다 낳겠다고 결심을 했지만 세쌍둥이 거기

까지는 좀 말리고 싶은 생각이 없지 않아 있네요... [참여자 G]

 엄마 아빠의 같은 생각이 있으면 낳는 것도 괜찮다. 대신엔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 해줘요. 기쁨은 굉장히 크다고 얘기도 해주고. 하나를 키웠으면 얼마나 금

이야 옥이야 했을까 하는 생각도 해요. 하나에 집중하고 또 그것만 벌벌벌 했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이 아이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셋 목욕시킬 때 방에 하나하나

씩 앉혀놓고 하나 데리고 들어가서 목욕하고 옷 입히고 나와서 앉혀놓고 하나 데

리고 들어가고.. 근데 마지막에 하나를 같이 목욕을 했어요. 넌 씻었으니까 잠깐만 

있어 이러고 머리를 감기는데 바로 뛰쳐나가죠. 그럴 때. 알면서 아주 조금만 방심

하면 애들은 확 티 나더라고요. 바로 다치고... [참여자 E]

 (아기를 키우다보면) 감정이 막 여러 가지 왔다갔다 좀 그런 게 있어요. 잘 키

워야지 이러다가도 내가 잘 키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다가. 집에서는 나 

혼자 애 셋을 보면서 못 할 것 같다가 또 잘 할 것 같다가 막 이래요... 나는 좋은 

엄마가 될거야 이러다가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그래도 준비. 마음의 준비나 여

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해 놓은 상태라 그래도 잘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참여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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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로는 결정에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비를 해두라는

점이다.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미숙아 지원금이나 태

아 보험으로 미리 준비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

하여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경험담을 통해 위로를 얻거나 생활

정보를 구하는 것도 힘이 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미숙아 지원금 이라는 게 있으니까 크게 걱정은 안했어요. 이거하고 태아보험 이

렇게라도 있었고요. 애기에 대한 대비책은 제가 해 줄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을 

것 같아서. 또 하나가 아니다 보니까... [참여자 G]

 쌍둥이 임신하구서 쌍둥이 카페 추천 받아서 까페 가입했고요. 동네 쌍둥이 엄

마들 알게 되서 이제 서로 얘기하다 또 지역까페 알고요. 그 쌍둥이 까페에서 얘

기하다 보니까 세쌍둥이 엄마들 모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하게 되더라고

요. 굉장히 위로받죠. 힘들었을 때... 그리고 다른 사람들 고생한 얘기 같은거... 출산기 

같은 거 다 미리 듣고 보고 가니까. 조심할 거하고 챙길 거 다 챙기고 그러니까. 

병원보다 상세하죠. 병원은 워낙 많은 사람을 대하고 겪기 때문에 자기 일이 아

니잖아요. ((웃음)) 근데 여기는 다 내 일이기 때문에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요. 나

만 세쌍둥이 아니라 옆에 다 있고.. 같이 위로 받고.. 친구하고... 의지 많이 하구...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공감대가 있어서 좋아요. 처음에 물건 구입 하는 거 

어떤 거 사야할지도 모를 때 그 친구들이 조언을 해줘요. 비용 부담도 만만찮은데, 

중고구입 같은 것도 알려주고. [참여자 E]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부부가 서로 힘이 되어 어려운 과정을 잘 헤

쳐 나가야만 힘든 일을 잘 극복해낼 수 있다는 점이었다. 선택적 감수술

을 선택한 참여자들 중에는 선택으로 인해 가끔씩 죄의식을 느끼기도 하

고 불편한 마음이 들기도 하였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시험관 해가지고 다시 또 병원에 들어와서 조기진통 때문에 

(자궁 경부가) 열리고 하는데 아, 내가 그 때 선택유산을 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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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 주나? 생각까지 들었어요... 신이 나한테 고통을 주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

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죄책감이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어렵게 말을 

꺼내며)) 하고 나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몸이 괜찮은 게 아니라, 하면서 맞았던 

약 때문에 온 몸에 두드러기가 나서 너무 고생을 했어요... [참여자 A]

 마음이 좀 힘들긴 했지만 심하던 입덧이 조금 줄어든 것 같기도 했고... 입덧이 심

했는데 약간 줄어든 정도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시술하고 나서 몸이 힘든 건 없

어져서... 그냥 결정을 후회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참여자 H]

이러한 힘든 상황에서 참여자들은 무엇보다 남편의 지지가 큰 힘이

되어 참여자들을 응원해 주었음을 언급해주었다. 한 참여자는 어려운 결

정에 있어 남편의 선택을 믿음으로써 어려운 결정이 덜 힘들었다고 했

다. 그 이면에는 참여자의 배우자가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내가 시

술로 인해 상처받지 않도록 다독여 주고 아껴주는 마음이 드러나는 따뜻

한 위로가 있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었다.

 남편이 가장 잘 선택했으리라는 생각이 있어서, 결정과정에서는 괴롭긴 했지

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생각했고, 또 저희가 아이를 해하려고 일부러 처음부터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선택이 최선이었다고 남편이 이야기 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크게 했기 때문에 덜 힘들었어요. [참여자 C]

 아내도 약간 좀 그런 감수성 있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이제 아내랑 마지막 우리 

다섯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 찍고 그러면서 아내는 엉엉 울고 막... (저는) 아

내에게 이런 뭐라고 할까요? 이 아이랑 영원히 이별이 아니라, 우리가 다섯 가

족으로 함께 했던 시간들이 있었고, 이 아이도 우리가 언젠가 다시 만날 거고, 우

리가 함께한 이 경험들도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우리에게. 분

명히 이게 나쁜 일이 아니라 선한 결과가 있을 거다라고 해서 저는 아내도 이

제 어떤. 감정적으로도 정리가 됐다고 봐요. [참여자 C의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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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본 연구의 참여자들을 통해 선택적 감수술에 대한 의사결

정 경험을 살펴보면 후회 없는 결정을 만드는 것은 마음먹기에 달린 문

제임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다. 어렵게 결정을 내렸으나 그것이 최선

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때 참여자들은 자신을 자책하거나 힘들어

하였다. 할 수 있는 노력을 통해 선택적 감수술에 대해 현명한 의사결정

을 내림으로써 아쉬움을 줄이고 선택에 대한 대비를 통해 현실의 어려움

을 더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어쩔 수 없었던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

자신을 자책하지 않고 자신 스스로를 격려하고 믿는 것이 결국 후회 없

는 선택이 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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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본 연구는 보조생식술을 받은 여성의 선택적 감수술에 대한 의사결

정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시행된 연구이다. 주제분석을 통해 여

섯 가지 핵심 주제가 도출된 결과, 선택적 감수술에 대한 의사결정 경험

이 여성에게 있어 불임에 이은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제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의미

있는 발견과 선행 연구와의 비교분석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고찰하면서

본 연구의 제한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가 간호 실무에

주는 의의에 논의하고자 한다.

1. 선택적 감수술에 대한 의사결정 경험의 고찰

본 연구의 첫 번째 핵심 주제 "세쌍둥이 임신 이후의 혼란"에서는

참여자들이 기다리던 임신이 성공했음에도 기뻐할 수만 없었던 임신 당

시의 경험을 보여주고 있다. 기존의 연구와 달리 임신 진단 시점에 초점

을 둠으로써 얻은 결과로, 본 연구자 또한 세쌍둥이 산모가 세쌍둥이 임

신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연구 결과는 굉장히 의아한 내용이었다. 불임이

후 경험한 임신이 다태임신이기 때문에 단순히 반갑기만 한 것에서 보태

어 적잖이 당황스럽고 걱정이 된다는 반응을 통해, 과다 다태임신이 일

어나 혼란에 빠진 참여자들을 위한 정서적 위로와 지지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한 채 선택적 감수술이라는 또 다른 스트레스가 주어지고 있다는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선택적 감수술을 결정하는 문제에 직면한 참여자들이 표현하

는 복합적인 감정 변화는 낯설고 당황스러운 환경 속에서의 혼란을 함축

하고 있는 것으로, 간호사는 불임부부들이 현 상황에 잘 적응해낼 수 있

도록 그들의 심리 상태와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도와줄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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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대체적으로 충분한 의료 정보를 제공하여도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를 보였으므로, 간호사는 간호

대상자를 여유 있게 기다려주는 자세를 갖춰 간호 대상자들이 안심하고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편안한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본 주제에서는 과다 다태임신이라고 하는 고위험 임신의 진단

시에 보이는 불임부부의 심리적 반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참여자들이 세쌍둥이 이상 임신 시에 느끼는 근본적인 감정 상태에 대한

파악이 전제되어야 함이 발견되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 중 임신에 대해

무조건적인 기쁨을 표현하는 부류는 비교적 의지적인 태도로 현 임신을

유지해나가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는 편이었으며 반면, 임신 사실을 알고

지속적으로 당황스러워하거나 수용하기 어려워하거나 모습을 보이는 부

류는 선택적 감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나을 것인지 심사숙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편이었다. 따라서 임신 진단 시의 초기 감정 상태가 추후 의사

결정 과정의 양상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흔히 놓치기 쉬운 간호 대상자

들의 임신 진단 초기의 심리 상태에 대해 더 관심을 기울여 각각의 간호

대상자들이 필요로 하는 간호 요구에 맞춰 대응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연구들이 주로 선택적 감수술 의사결정 과정에 초점이 두거나 시술을 결

정하고 난 이후의 경험에 초점을 두고 있었으나, 본 연구는 임신 시점에

서부터 의미 있는 주제가 발견될 수 있음을 제시하여 세쌍둥이 이상 임

신 시점부터 의료진의 관심이 중요함이 발견되었다.

또한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선택적 감수술을 안내받는 시점의 불임

부부는 새로운 시술이 안내되는 상황으로 인해 시술에 관한 정보 부족을

느끼며 불안해하였으므로 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작은 것 하

나 하나 의료진을 통해 자세히 알기를 원하는 편이었으며, 자신에게 주

어진 소중한 생명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절

실하게 궁금해 하였다. 따라서 의료진은 무엇보다 이들에게 충분한 설명

을 통해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그들이 궁금

하게 여기는 점들에 대해 친절하고 상세히 답변을 해주는 것이 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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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초기의 의료진과 부부와의

라포 형성은 추후 시술의 선택 결정에 대한 만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

음을 상기하고 좀 더 신중하게 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두 번째에서 네 번째 핵심 주제에 걸쳐 드러난

선택적 감수술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려된 영향요인은 기존의

Elster (2000), Maifeld et al. (2003), Collopy(2004)의 연구 결과와 유사

하게 드러났다. 예를 들면 선택적 감수술 여부의 결정에 따르는 책임감

과 미래에 대한 부담감은 Maifeld et al. (2003)의 연구에서처럼 시술을

받든 받지 않든 감정적인 어려움을 겪는다고 결과와도 비슷하였다. 특히,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심리적 갈등의 양상은 기존의 많은 연구결과

(Andrews, 1999, Faber, 1997; Gleicher et al., 1995)와 유사하였다. 특히,

집안 어른들의 의견과 태도를 살펴보는 것은 Elster(2000)의 연구 참여자

들이 양육 지지자에 대해 고려하였던 것과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부부가 친정 부모와 시댁 부모라는 양가 조부

모의 의견을 묻고 의견을 일치시키고자 노력하는 양상이 드러난 점은 세

쌍둥이 임신을 지속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를 부부 안에서만 결정지을

수 없다는 점에서 국외와 다르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아직까지 국내

의 양육 문제는 대부분 가정 내에서 해결되고 있으며, 연구 참여자들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회적 지지체계를 실질적으로 부족하게 느끼고 있었

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부부는 아기들을 키워나감에 있어 친정어머니

와 시어머니라는 가정 내 양육 지지자에게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보여

주고 있었다. 다음에서 선택적 감수술의 시행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시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본 연구의 두 번째 핵심 주제 "선택의 걸림돌, 안정성에 대한 물음"

에서는 참여자들이 선택을 주저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주제

는 참여자들이 무엇보다 아기와 산모의 건강을 우선시하면서 나타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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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이들에게 주어진 선택은 아기와 산모의 안정성을 위협하기에 고

민이 되고 있음을 의미하였다. 선택적 감수술이라는 어려운 시술을 선택

하고자 함에도 시술의 안정성이 보장된 것이 아니기에 아기들에게 악영

향을 줄 수도 있음을 감안해야 했다. 또한 시술을 선택하지 않고 임신을

유지해나가려고 해도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조산을 생각해야 했기에 걱

정이 앞설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선택적 감수술이 가지는 단 1%의 부작

용까지 경계하는 참여자들의 모습은 그 만큼 어렵게 가진 아기에 대한

애착을 함축하고 있는 태도이므로, 의료진은 불임부부를 대함에 있어서

이들의 마음을 헤아려 신중하고 경청하는 자세를 보이고 조심스럽게 설

명하여야 함을 보여준다. 연구에서 흔히 나타난 의료진의 실수에는 선택

적 감수술의 필요성과 세쌍둥이 임신 유지의 위험성 사이에서 의료진 개

인의 가치관을 개입시켜 강제적으로 시술을 권하거나 임신을 유지하도록

권하는 것이었다. 전문 의료진으로서 대상자의 개별적인 산과력을 고려

한 최선의 의학적 소견을 제공하더라도, 받아들이는 대상자는 스스로 자

신의 아기를 위험에 빠뜨릴까봐 우려하고 있음을 헤아려야 한다. 또한

육아 등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로 선택적 감수술을 받으려하는 참여자들

이 있다면 자신의 의지가 아닌 환경에 의한 외압에서의 선택일 수 있음

을 감안하여, 어려운 선택에 반하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권하는 것은 자

제해야할 것이다. 해당 부부로서는 정말로 선택하고 싶지 않았으나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된 개별적인 사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존중하여

또 다른 상처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

서는 선택적 감수술 과정 중이나 이후에서 겪게 되는 부정적인 경험에서

자신의 선택에 대해 후회하거나 안 좋은 기억을 갖기도 하였는데, 참여

자 C의 경우에는 대학병원의 도제식 교육방법에서 실험 대상이 되는 기

분을 받았다고 진술해주었다. 따라서 의료진을 통해 이러한 부정적인 경

험을 느끼지 않도록 더 주의해야 할 것이다. 참여자들의 정서적 지지에

대한 필요성은 Little(2010)의 연구에서도 드러난 바 있었는데,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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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어떤 결정보다도 어렵고 힘든 결정”임을 감안하여야 하여 무비판적인

전문성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은 본 연구에서도 강조하고자 하는 간호

사의 역할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겠다.

본 연구 주제에서는 부가적으로 우리나라 여성들이 임신 이후에 아

기들의 건강 상태, 기형 유무에 크게 관심을 가짐을 알 수 있었다. 기존

의 외국 연구에서보다 본 연구에서 더 부각된 내용으로, 우리나라의 여

성들이 갖고 있는 건강한 아기에 대한 이미지는 외형적인 기형이 없어야

하며 미숙아로 태어나 어딘가 약하거나 문제되지 않아야 했다. 세쌍둥이

임신 시 아기의 건강을 일찍이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므로 참여자

들은 세쌍둥이 임신을 유지하는 데 주저하는 경향을 보이는 편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우리나라 여성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해하여 어루만져줄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세 번째 핵심 주제 "선택의 딜레마, 부담감과 책임감 사

이의 저울질"에서는 참여자들이 선택 이후에 감당해야 하는 결과에 대한

부담을 보여준다. 기존의 여러 연구를 통해 예상되었던 연구 결과로, 선

택적 감수술 관련 의사결정 시에 참여자들은 어느 선택을 하여도 쉬운

것이 없다는 부담에서 선택을 내리지 못하고 고민하였다. 이러한 어려운

결정은 의료진을 통해 임신 7~9주 이내에 선택해 오라는 시간적 제약까

지 받으면서 더욱 압박을 받았다. 시간적 제약에 대해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하여 불임부부가 충분히 고민하지 못하고 떠밀려 선택하게 되는 결

과를 조장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연구에서 이러한 시

간적 제약에 대한 부담을 언급한 적은 없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의료진을 통해 시간 안에 결정해오라는 말을 듣는 순간 결정을 고민하던

참여자들은 더욱 부담을 느낄 수 있음이 드러났다.

본 연구에서는 Elster(2000)의 연구에서 만큼 세쌍둥이 이상 양육과

관련된 어려움에 대해 구체적으로 집중하여 다뤄질 수는 없었지만, 의사

결정 시점 시에도 양육에 대해 고민할 만큼 양육이 중요한 문제로 다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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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세쌍둥이 양육을 경험하고 있는 참여자들을

통해 실제 세쌍둥이를 양육하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엿볼 수 있었는데,

특히나 여성 홀로 부담하는 육아가 얼마나 큰 어려움일 수 있는지에 대

해 사회적으로 알려질 필요가 있겠다. 세쌍둥이 엄마는 배우자가 근무하

는 시간대에 홀로 아기를 돌보다가 한 아기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갈

수 없어 난감함을 느낀 적이 한 번씩은 있었다.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

이 제공되어 세쌍둥이 엄마들이 혼자서도 아기들을 돌볼 수 있도록 임시

아기 돌보미를 제공하는 등의 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한다. 가까이 가족이

거주하지 않는 부부에게는 엄마 홀로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양육비 지원 등에서 조금 더 현실적

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보육원이나 유치원과 관련

된 문제에서도 세쌍둥이를 한 군데 모두 보내는 것이 다른 엄마들의 눈

치를 보아야 할뿐더러 실제로도 어려운 문제임을 알 수 있었다. 사회적

시선으로도 세쌍둥이를 동물원 원숭이 보듯 신기해만 하고 지나가는 사

람들이 있고, 부부의 경제력에 관심을 가지며 세쌍둥이 양육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 부부는 또 다른 상처를 받고 있었

다. 경제적 부담을 안고 집안 살림을 도와줄 사람을 구하려고 하여도 아

기 셋 기르는 집에는 일이 많아 오지 않으려는 부가적인 어려움만 보더

라도 세쌍둥이 양육을 고민하는 부부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난임 부부를 위한 보조생식술에 대한 지원비뿐만 아니라 실제 시술을 통

해 임신한 경우 흔히 생겨나는 다태임신에 대한 육아 보조 문제가 시급

한 실정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보조생식술로 인해 발생하는 과다 다태임

신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경산모의 경우에 있어서는 초산모와 또 다른

고민을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초산모의 경우에는 현 임신을 통해 한 아

기라도 건강한 아기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경산모에 비해 훨씬 크기 때

문에 시술에 대한 선택에 있어 아기를 모두 잃을까봐 더 염려하고 있음

이 드러났고, 경산모의 경우에는 한 아기를 얻고자 한 마음에서 갑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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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 세쌍둥이 이상의 임신이 됨으로써 더욱 당황스러움을 느끼며 현실적

으로 선택적 감수술을 고려해보게 되었다. 실질적인 양육에 있어서도 초

산모의 경우에는 분만 후에 현 세쌍둥이 양육에 집중할 수 있었지만 경

산모의 경우에는 첫 아기에 대한 양육까지 신경을 써야 했기에 현 세쌍

둥이 양육에 집중하면서도 첫 아기에 대한 미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

다.

한편, 본 연구의 참여자들의 경우, 실제 수정된 배아에 대한 책임감

을 느끼는 것보다 배아 이식술을 통해 자궁 안에 이식된 배아가 성장하

여 심장이 뛰는 경우에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 심장이 뛰는 자체

가 생명으로 인식됨으로 인해 불임부부는 선택적 감수술을 선택함에 있

어 큰 죄책감을 느끼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시술 선택 시의 윤

리적 딜레마를 포함하는 문제에 대한 어려움으로, Collopy(2004)와

Andrews(1999)의 연구에서 드러났던 우울감, 죄책감을 느끼는 문제와

유사한 연구 결과이다. 어렵게 찾아온 생명을 스스로 선택하여 지우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오는 죄책감을 이해하고 그러한 감정을 공유하여 어

려운 선택에 대한 위로를 제공하는 간호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Andrews(1999)의 연구처럼 선택적 감수술을 받는 것이 오랜 기간 여성

의 마음을 괴롭힐 수 있는 경험이 될 수도 있음을 헤아려 상처받은 마음

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충분한 위로를 제공하여 무엇보다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참여자 C의 배우자가 보여준 감동어린

에피소드처럼 늘 함께 지내는 배우자는 아내의 이러한 상처를 헤아려 지

속적으로 보듬어주고 위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이 나타났다. 조산

으로 아기를 잃은 경우에는 위로받기 쉬우나 오히려 선택적 감수술로 인

해 아기를 잃은 경우에는 위로받기 어렵다. 부부나 가까운 가족 이외에

는 알기 어려우므로 위로의 기회가 적으며, 여성에게는 깊은 아픔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묵인될 수 있으므로 이를 알고 있는 의료진과 배우자,

가까운 가족은 따뜻한 관심과 위로를 통해 해당 여성들을 지지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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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네 번째 핵심 주제 "선택을 좌우하는 전문 의료진"에서는

선택적 감수술과 관련된 불임부부의 의사결정 경험에서 의료진의 역할이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Dodd & Crowther(2012)의 연구에

서처럼 본 연구에서도 의료진을 통해 선택적 감수술은 반드시 해야만 하

는 것으로 안내받은 경우가 있어, 선택적 감수술을 안내하는 의료진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부부의 선택적 감수술에 대한 결정권의 위치가 달라

질 수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어려운 결정이기는 하나

참여자들은 스스로 선택을 고민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의견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선택이든 쉽지 않은 결과를 부담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

면 스스로 이를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이 이후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고 더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산부인과학회 윤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선택적 감수술에 대한 입장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불임

치료 기관의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윤리적 입장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문제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주제 사이사이에 의료진의 영향이 숨어 있다.

그만큼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의료진을 들 수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핵심

주제로 따로 분류된 내용 이외에도 의료진의 영향은 다채로울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진의 의견과 참여자들의 의견 사이의

관계가 본 의사결정에서의 열쇠가 될 수 있음을 핵심 주제로 도출하여

다른 선행연구보다 의료진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불임치료나 임신 유지

과정에서 만난 의료진과 부부 사이에 충분한 믿음이 형성된다면 의사결

정에서 의료진은 고민을 덜어주는 완충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의

료진과의 가치관의 차이로 선택이 갈라지게 되면 고민을 촉진시키는 역

할을 할 수도 있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선택에 확신을 얻기 이전에, 감정

적으로 의료진과 의사결정이 다를 때 당황스러워함을 느끼고 의사결정이

동일하여 자신의 결정이 지지받을 때 격려 받음을 느끼고 있었다. 따라

서 의료진이라면 일반적인 불임부부는 선택에 대한 확신을 얻지 못하고

마땅히 이래야 할 것 같은 끌림으로 선택을 하게 됨을 이해하여, 마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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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어렵게 내린 결정을 지지하여야

한다. 여러 가지 생각이 맞물린 혼란 속에서 최선이기를 바라며 힘겹게

결정한 선택과 혹시나 하는 두려움 속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좋은

결과를 기다리는 입장에 놓인 불임부부의 심리에는 이제 갓 시작되는 부

모로서의 출발이 암시되어 있다. 따라서 누구보다 신중하고 현실적인 선

택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부를 이해하고 좀 더 긍정적인 에너지로 이들의

결정을 지원하는 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들의 의사결정을 가로막고

있었던 시술의 불확실한 안정성, 미숙아 양육 부담, 조산의 위험, 생명에

대한 죄책감, 양육의 부담 등을 이해하고 의료진은 이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나아가 염려하는 부분에 대한 대비책을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부부를 배려하지 않는 환경에서 이루어진 시술은

이후에도 부부에게 시술에 대한 나쁜 기억을 남기고 있었던 경험을 통

해, 믿음과 공감을 바탕으로 한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 사소

한 말 한마디에도 눈물 흘리고 상처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의 상황을 헤

아려 그들의 감정에 대한 배려가 최선의 간호임을 명심해야 한다.

최종 결정을 내리는 시점에서의 경험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핵심

주제를 통해 나타나고 있으며, 여기에는 시술에 대한 내외적 어려움의

굴레 속에서 참여자들이 다양한 고민들을 추스르면서 자신의 마음을 정

리해냄을 볼 수 있다. 참여자 스스로 자신의 선택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임을 바라며 결정하는 것으로, 최종 선택을 하기까지 어느 쪽으로든

지 어느 정도의 부담을 감내하고 선택하게 된다. 심층 면담을 종합해보

면 “현실에서의 선긋기”를 통해 선택적 감수술을 받든 “초심으로 돌아가

기”를 통해 세쌍둥이를 선택하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선택에 확신을

갖는 정도는 달랐다. 최종 선택은 다를 수 있지만 자신의 선택에 후회를

하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만큼 단단한 이유가 있었을 때, 혹은 그

만큼 자신의 선택의 결과를 최선으로 이끌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때만이

지나고 나서 가장 현명한 결정이었음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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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다섯 번째 핵심 주제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인 선택"에

서는 결국 참여자들은 혼란 속에서 눈을 감고 마음 깊은 곳에서 들리는

자신의 소리에 귀 기울임으로써 최종 선택을 하게 되었다. 이들은 언젠

가 후회할 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각자 다른 시작을 맞이하게 되

는데, 사실상 참여자들은 결정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 됨을 느끼

게 되었다. 각자의 선택에 따라 선택적 감수술을 시행하는 경우의 참여

자들은 생명을 지운다는 죄책감을 무마시킬 만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입장을 암암리에 견지하고 있었고, 세쌍둥이 임신을 유지하기로

정한 경우의 참여자들은 선택과 동시에 최선을 다해 임신을 유지하겠다

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보면, 실제 연구자로서

전자와 후자의 두 군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전자의 경

우, 선택적 감수술과 관련된 경험에 대해 언급하는 것 자체를 조금은 꺼

리고 있음이 느껴졌고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불임부부를 위한 연구라는 설

명에서 마음을 열고 연구에 참여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그들

의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시술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적 제약이

있었기에 어렵게 시술을 선택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그로 인해 시술을

떠올리는 것이 불편하였던 것이었다. 반면, 후자의 경우, 선택적 감수술

과 관련된 경험에 대해 비교적 자유롭게 언급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

고, 선택적 감수술의 압박을 이겨내고 세쌍둥이 임신을 지켜냈다는 입장

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긍정적인 마인드를 느낄 수 있는 편이

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배경의 차이로 인해서인지 비교적 세쌍둥이 임

신 유지를 선택한 부류의 참여자들에게 접근하여 연구 참여를 묻는 경우

에서 연구 참여도가 조금 더 높은 편이었다.

본 연구의 마지막 여섯 번째 핵심 주제 "선택 후에 오는 것들"에서

는 참여자들이 본 의사결정 경험에 대한 회고를 담고 있으며 다른 불임

부부들이 미리 챙기면 좋을 것들에 대해 제시해주고 있다. 본 주제를 통

해 새로이 발견된 점은 우리나라 여성들이 육아에 크게 관심을 갖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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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그들이 이용하고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생각보다 훨씬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참여자 E의 진술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진료 받는 병원에서 제공하는 피상적인 정보보다 실제 이

용하고 있는 이용자로부터 얻는 살아있는 정보가 훨씬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환자들에게 병원의 입장에서 업무적으로 설명하는

일이 흔히 발생할 수 있는데 의료진 스스로는 이러한 자신의 태도를 느

끼지 못하더라도 환자는 이를 모두 느끼고 있음을 깨닫고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참여자 C의 배우자가 어려운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의사

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하면서 나타난 점도 비슷한 것이었다. 그는 의료

진이 순화해서 돌려서 말한다는 느낌을 받았으며 그것이 오히려 결정하

기 어렵게 만든다고 느끼고 있었다.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요구할 만큼, 어려운 현실에 대해 조심스럽게 말하고자 애매하게 표현하

고 위험성에 대해 모호하게 설명하는 의료진의 태도는 오히려 환자를 위

하는 것이 아닐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불임부부는 오히려 있는 현실을

모두 제대로 알기를 원하고 있었으며, 모든 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상태

에서 고민하고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더 후회 없을 것이라고 느끼고 있

었던 점은 의료진으로서 해야 할 일을 암시하고 있다고 하겠다. 부부는

임신 성공과 동시에 낳아서 기르는 모든 문제의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이르므로 이들이 자신의 입장을 스스로 선택하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가

까이 있는 의료진은 협조자로서의 역할을 통해 이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

도록 응원해주어야 한다. 필히 의료진이라면 불임부부가 놓치고 있는 부

분에 대해서는 세세한 설명을 통해 알 수 있게 해주어야 하며, 어려운

결정을 내렸을 때에는 그들의 선택이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

후회를 덜 남기지 않도록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안내하고 결정을 지

지하는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본 연구 결과의 논의를 통해 간호사들이

임상에서 접하는 간호 대상자들의 의사결정 과정을 지원하고 지지하는

역할에 더욱 관심을 갖기를 기대하며, 그들을 옹호하고 이해하는 마음에

서 시작된 공감을 해낼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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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참여자 모집 과정에서 큰 제한이 있었다. 본 연구는 다태

임신으로 분만을 경험한 지 1년 이내의 여성을 대상으로 설계된 연구로,

실제 연구 참여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었다. 참여자 선정 조건에 적합한

여성은 주로 육아에 집중하고 있어 연구에 참여하기 쉽지 않았다. 따라

서 기존에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공개모집으로 참여자를 모집하는 것

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이 확인되었고, 연구자에 의한 개별적 참여

자 모집이 병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참여자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

여 심층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제약이 발생하였다.

배우자가 인터뷰를 기다려야 하는 입장에 놓였던 참여자 A의 첫 번

째 인터뷰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함께 인터뷰가 진행되어 연구 결과에 영

향을 주고 있었다. 참여자 A의 경우에서는 인터뷰 도중 배우자에게 미

안한 마음을 표현하는 편이었는데, 이처럼 불임치료라는 예민한 영역에

서 부부가 함께 인터뷰를 한다면 상대방을 의식한 발언을 할 수밖에 없

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발견하고 참여자 C의 경우 개별적인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또한 가정 방문을 통해 심층면담을 진행한 경우 아기들을 돌보면서

인터뷰에 응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주위가 산만하고 인터뷰에 집중

할 수 없는 제약이 있었다. 참여자 E의 경우 총 3시간 30분 정도의 심층

면담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실제 연구에 활용될 만한 녹음 내용은 2시간

에 불과하였다.

한편, 대상자 모집에서 가급적 많은 대상자를 모집하면서 자료 수집

의 포화 상태에 이르러 연구를 종료하고자 노력하면서 제한적일 수 있음

에도 전화 면담을 활용하였다. 전화 면담은 얼굴을 마주하고 이루어지는

면담이 아니라 제약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전화 면담을 통해서도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이 발견되었다. 추후 연구에는 오히려 편안

한 시간대에 여러 차례에 걸쳐 자유롭게 전화 면담을 시행한다면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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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심층 면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해 요인을 줄이고 보다 심층적인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 대상자는 생생한 경험담 진술을 위해 분만을 경험한 지 1년 이

내의 여성으로 제한을 두었지만, 실제 연구를 진행해보니 분만을 경험한

지 3개월 이내의 참여자와 1년이 되어가는 참여자들의 진술 내용에는 차

이가 있었다. 비교적 분만으로부터 시간 경과가 짧은 참여자일수록 임신

유지와 관련된 신체적 어려움에 대해 생생하게 기억하는 편이었고, 시간

경과가 긴 참여자일수록 육아와 관련된 어려움에 대해 자주 언급하는 편

이었다. 비록 선택적 감수술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대한 기억은 1년 이내

라면 생생하게 기억하는 편이어서 큰 문제는 없었으나, 시술에 대한 의

사결정 전, 후 시점에서의 후속 연구를 설계한다면 이러한 영향을 잘 고

려하여 대상자를 모집한다면 더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부가적으로 연구 질문지 구성에서 시간적 흐름에 따라 과다 다태

임신 진단시의 경험, 선택적 감수술 안내시의 경험, 선택적 감수술

시행여부 결정시의 경험, 본 경험에 대한 회고로 나누어 주요 경험

에 대한 면담을 시행하였는데, 이러한 기본 설정이 연구 결과에도 반영

되어 나타나게 되었다. 주제분석으로 도출된 주제는 각 질문지 구성의

영향을 받아 시기별 주요 내용이 다뤄지게 되었다. 하지만 주제분석으로

도출되는 주제 자체는 과정상에서 나타나는 시간적 흐름이 강조되기 보

다는 주요 내용이 부각되는 특성이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하여 참여자들

의 주요 관심과 인식이 추출될 수 있도록 유념하였다.

본 연구는 참여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비슷한 상황에 놓인 다

른 사람을 배려하는 참여자들의 따듯한 마음이 있었기에 완성될 수 있었

다. 비교적 다른 연구에 비해 심층 면담에 참여한 대상자의 수가 부족한

편이었지만 본 연구 결과에서는 해당 경험에 대한 참여자들의 다양한 감

정과 경험담이 공유될 수 있어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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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호 실무에 주는 의의

본 연구는 선택적 감수술을 고민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간호 대상자들

을 돕는 간호사의 역할을 마련하고자 시도된 연구임에 큰 의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 결과가 간호 실무에 주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과다 다태임신을 경험한 여성이 선택적

감수술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 요

인들에 대해 폭넓게 살펴볼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느끼는

고민과 갈등의 원인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선택적 감수술

이라는 과정을 겪는 대상자들을 위한 간호사의 실질적인 상담내용을 개

선하는 데 보탬이 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보조생식술을 받는 불임부부를 지원하는 간호사의

중요한 역할로 선택적 감수술 및 과다 다태임신 유지와 관련된 정보 제

공뿐만 아니라 어려운 의사결정 과정을 돕는 정신적 지지와 위로가 있음

을 제시해주었다. 기존의 연구와 달리 임신 진단 시점에서의 대상자들의

감정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세쌍둥이라는 임신 진단 자체가 스트레스를

안겨 줄 수 있다는 점이 새로이 발견되었고, 나아가 진단 시점에서의 대

상자의 감정이 결과적으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확인되었

다. 따라서 불임의 상처를 가진 대상자들이 어렵게 불임치료에 발을 내

딛을 때부터 간호사는 이들을 헤아리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함을 보여주

었다. 또한 불임치료 초기에서부터 믿음을 주고 공감할 수 있는 의사소

통을 시작하는 것이 이후에 불임부부가 어려운 의사결정에 임박했을 때

간호사로부터 위로와 지지를 얻을 수 있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에 힘을

실어 주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대상자들을 접하는 간호사의 의사소통

방향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불임 치료 현장의 문제점을 제기함으로

써, 보조생식술을 다루는 불임치료 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윤리의

식을 제고시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조생식술을 다루는 의료진의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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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의식이 강화될 때 불임부부를 위한 바람직한 시술 방향이 모색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선택적 감수술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료진의

영향이 크게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의료진은 불임부부가 보다 적극

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자신의 가족계획을 설계하도록 도울 수 있는 환

경을 마련되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불임부부의 불임 치료 과정에의

능동적인 참여가 유도될 때 불임부부는 피할 수 없이 맞이하는 상실에서

죄책감을 덜 느낄 수 있으며, 마음먹기에 따라 행복감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불임 치료 영역에 근무하는 간호

사들이 대상자들을 대하는 자신들의 마음가짐을 되짚어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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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서술적 질적 연구로서 보조생식술을 받은 산모의 선택적

감수술 관련 의사결정 경험의 실체를 드러내고자 한 연구였다. 6명의 참

여자, 2명의 보조 참여자와의 심층면담, 그리고 2명의 보조 참여자와의

전화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세쌍둥이 이상의 다태임신 산모들은 선택적 감수술

과 관련하여 어떠한 선택을 하든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은 보조생식술이라는 불임치료를 선택하였지만 세쌍둥이 이

상 임신이라는 고위험 임신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기에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혼란스러워하는 경험을 했다. 그들은 선택적 감수술이 가

지는 불확실성과 죄책감을 걱정하는 한편, 세쌍둥이 임신 유지시의 위험

성과 부담감으로 인해 선택의 기로에서 깊이 고민하고 있었다. 선택적

감수술은 의료 환경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참여자들의

의사결정은 가늠하기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임으로써 자신의 입장을 세워나가고자

노력하였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아기를 간절히 바라던 마음으로 주어진

세 아기를 지키려는 각오를 보여주기도 하고, 현실 속에서 선을 그어 자

신이 감당할 수 있는 안에서 선택하려 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선택적 감수술은 부부 안에서 결정짓기

어려운 힘든 고민이었으며 이들은 의료진과 사회적 지지기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제한된 양육 환경에 대한 고려로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만 했던 참여자들 중 일부는 자신의 선택이 최선이 아닐지 모른다는

생각에 아쉬움이 남기도 하였다. 공통적으로 참여자들은 의사결정 이후

에 겪게 되는 힘든 상황에서도 오히려 오기와 끈기를 발휘해 뱃속의 아

기를 지켜내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보는 이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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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을 느끼게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산모의 모성애, 내

리사랑의 긍정적인 힘을 보여주는 것으로 국외 연구에서 드러나지 않았

던 값진 결과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한편, 참여자들이 힘든 상황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가족의 도움, 특

히 남편의 지지가 큰 힘이 되기도 하였고, 의료진의 따듯한 관심과 위로

가 도움이 되기도 하였다. 이는 실제 임상에서 선택적 감수술을 시행할,

혹은 시행한 이후의 산모를 대상으로 한 간호 실무 영역 중에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궁금증을 해소시켜주는 정보 제공의 간호 역할이외에도

시술을 겪고 난 이후의 심리적 불안정 상태 관리와 다태임신으로 인한

조기진통 극복의 어려움을 지지하는 정신적 안정 도모의 간호 역할도 중

요함을 충분히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 결과에서는 도

출되지 않았지만 참여자들이 크게 의지하고 있었던 온라인 커뮤니티 카

페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여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끼리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 지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존의 온라인 커뮤니티의 운영에 전문 의료진이

함께 참여하여 올바른 정보, 다양한 최신 지견을 나눔으로써 선택적 감

수술이라는 낯선 시술을 현명하게 조명하고 자신과 가족을 위한 책임 있

는 선택을 해낼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지지하는 환경 또한 조성되어

질 필요가 있으리라 본다.

2. 제언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앞으로는 선택적 감수술과 관련된 남편의 경험에도 초점을 맞

춘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도 배우자 2명이 보조 참여자

로 연구에 참여하여 여성들과는 다른 측면이 일부 발견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의 여성들은 아기에 대한 모성애적 감성으로, 엄마로서 느끼는

다양한 감정 변화와 신체적 적응의 어려움을 보여주었다. 반면, 배우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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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참여한 남성들은 가장으로서의 현실적인 이성적 판단을 두드러지게

보여주며, 산모를 위한 바람직한 의료진의 모습, 산모를 위한 간호에 대

한 의견이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었다. 따라서 선택적 감수술에 대한 의사

결정에서의 남성들의 색다른 관심사를 확인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

라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분만을 경험한 산모를 대상으로 비교적 긍정적

인 분만 결과를 가진 대상들의 경험에 관심을 두었으나, 시술에 성공하

지 못한 부부들의 경험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긍정적 예후를 가진 대

상자들과 그렇지 못한 대상자들의 경험은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

야 한다. 여러 상황 속에서의 대상자들의 경험을 통해 선택적 감수술에

대한 안내에서 보완되어야 할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그들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냉철한 조언을 나눌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셋째, 선택적 감수술 시행 전 의사결정에 대한 연구에 덧붙여 시술

을 받기로 결정한 이후의 경험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또한 선택적 감수술 과정에 있어서 간호사의 역할 모색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시술 선택 후의 경험을 통해 시술 결과에 대한 현실적인 검토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시술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

서는 시술을 선택하고 만족하는 경우와 후회하는 경우를 비교 분석하여

실질적으로 대상자들을 도울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부가적으로 산모 혹은 남편이 선택적 감수술에 관련하여 실질

적으로 궁금해 하였던 내용은 무엇인지 검토하여 선택적 감수술 관련 교

육안 개선에 대한 요구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여러 다양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선택적 감수술의 안내 시점에서 제공되어야할 구체적인 교육안

이 마련되어, 실제 여러 불임치료 기관에서 효율적인 교육이 실행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선택적 감수술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만 국한될 문

제가 아니라, 보조생식술의 전과정에 있어 선택적 감수술에 대한 안내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 제언들을 토대로 교육을 통해 실제 불임부



- 92 -

부가 불임치료 과정에서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배아 이식 수 결정에 참

여하기를 원하는 지에 대한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고 본다. 불임치료 과

정을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유 의료적 의사결정에 대한 입장에서 살펴봄

으로써, 불임치료 영역에서도 불임부부의 의도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른 어떠한 영역보다도 부부의 미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양육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배아 이식 수 결정에서

부터 불임부부의 결정권이 확보될 필요가 있음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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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연구 참여 동의서

보조생식술을 받은 여성의 선택적 감수술 관련 의사결정 경험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연구대상자보호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IRB NO: 2013-61

본 연구는 세쌍둥이 이상의 임신으로 태아 수를 줄이는 시술(선택적 감

수술)을 안내받고 이에 대해 고민했던 산모의 경험을 통해, 향후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산모들에게 간호사가 좀 더 현실적인 조언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

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본 연구는 석사 학위 논문용이나 학술적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

연구는 본 경험을 가진 산모와 연구자가 “다태임신 감수술”과 관련

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면담 내용은 녹음되어 필

사한 자료가 활용되게 됩니다. 연구는 자발적 참여를 기본으로 하며, 면

담 도중 언제든지 자유롭게 참여 거부가 가능합니다. (단, 자료수집 기

간에 한하여, 거부한 이후에도 언제든 다시 참여하거나 응답하지 못한 

문항에 대해 재응답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일

어날 수 있는 위험은 거의 없으며 면담에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1시간 

내외로 예상됩니다. 본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은 없지만 시간을 내어 참

여해주신 답례로 연구자가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본 연구가 종료된 이후 결과에 대한 응답을 받고 싶으신 분은 우편으로 

결과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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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의 기밀유지를 위해, 연구 결과에서 참여자의 이름이

나 식별 가능한 개인 정보는 일체 활용되지 않으며 필사된 내용만 활용

됨을 밝힙니다. 만약 연구과정에서 수집된 개인 정보는 연구자만이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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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에 참여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인은 본 연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연구에 관해 이해하였

으며,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에 자발적으로 참여함을 확인

하고자 아래에 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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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면담 질문지

<기본정보확인>

1. 산과력 :

2. 불임 치료 기간 :

3. 임신시 태아수 :

4. 다태임신 감수술 여부 :

5. 분만시 아기수 :

6. 직업 :

7. 종교 :

8. 재태기간 :

9. 분만 결과 :

<과다 다태임신 진단시의 경험>

1. 과다 다태임신을 진단 받았을 때의 경험을 말씀해 주세요.

(세쌍둥이 등)

2. 과다 다태임신을 알려준 의료진 혹은 병원으로부터 과다 다태임신에

관해 어떠한 설명을 들었습니까?

(병원에서의 안내정도)

<선택적 감수술 안내시의 경험>

3. 선택적 감수술에 대해 안내를 받았다면 이 시술과 관련하여 어떠한

생각이나 고민이 있었습니까? 그 때의 경험을 말씀해 주세요.

(시술에 대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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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감수술 시행여부 결정시의 경험>

4. 각 경우에 따라,

4-a 선택적 감수술을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하기까지의 과정은 어

떠하였는지 말씀해주세요.

4-b 선택적 감수술 시행하기로 결정하기까지의 과정은 어떠하였

는지 말씀해 주세요.

<본 경험에 대한 회고>

5. 각 경우에 따라,

5-a 임신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또한 가장 도움이 되었던 점은 무엇입니까?

5-b 시술 과정에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또한 가장 도움이 되었던 점은 무엇입니까?

6. 선택적 감수술과 관련한 경험 중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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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perience of decision making about multifetal pregnancy 

reduction in women receiving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Jang, Hyeyoung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Chung, ChaeWeon, PhD, RN

Infertility treatment could lead to higher-order multiple pregnancies, 

which, in turn, induce an issue of multifetal pregnancy reduction to improve 

the perinatal outcome for mothers and infants. However, such decisions lead 

to further difficulties and conflicts for couples trying to treat infertility, and 

their families. Despite the growing rate of infertility in this country, there 

have been only a few studies in nursing with a focus on decision-making for 

multi-fetal pregnancy reduction.

 This study aims to explore and more fully understand the 

experience of decision-making to undergo or forgo multifetal pregnancy 

reduction for women who have conceived their higher-order multiple 

pregnancies through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treatment. 

After obtaining the approval of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Human Subjects Review Board, data were gathered from August to Octo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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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For recruiting the participants, three online communities related to 

twin pregnancy and individual contacts were used. Sampling continued until 

data saturation was reached, based on the potential richness of the data. All 

interviews were audio-recorded digitally and transcribed verbatim. A total 

of 9 in-depth interviews and 2 telephone interviews were analyzed. All the 

women had conceived after an average of two years of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treatment. The current higher-order multiple pregnancies were 

the first birth for most of them. About half of the participants had attempted 

to become pregnant more than once, and had experienced the loss of a baby 

due to premature birth and spontaneous abortion before the current 

pregnancy. 

Using the thematic analysis method of Braun and Clarke, initial 

code of 156 items was reduced to 12 sub-themes. Then, these sub-themes 

were abstracted to create higher-order themes, finally 6 core themes were 

identified and carefully named. The themes were (1) confusion after 

higher-order multiple pregnancy; (2) obstacles to choice: safety of the baby; 

(3) dilemma for choice: weighing burden and responsibility; (4) influences 

of medical professionals; (5) choice by following the heart; (6) things come 

after decision. 

The results show a wide range of factors experienced by women 

considering multifetal reduction, and reveal mothers’ feelings of conflict 

and distress in the process of making a decision. These findings will be 

useful to help nurses improve the counseling they offer to those who go 

through the decision-making process. Moreover, the findings suggest that it 

is important for nurses to provide emotional support and consolation, as well 

as sufficient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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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not only to the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treatments but also to offering couples childcare assistance. A 

discussion to strengthen ethics of medical professionals in relation to 

infertility treatments is also necessary, so that infertile couples can take an 

active and proactive part in their own family planning for the future.  Thus, 

infertile couples must receive the necessary assistance and support in order 

to experience a sense of happiness without a sense of loss in the course of 

infertility treatment.

Key words : multifetal pregnancy reduction,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ies, decision making, infertility, mutiple, triplets, 

thematic analysis. 

Student Number  :  2012-2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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