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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임신기간 동안 발생하는 우울은 미국 보건의료연구 및 질 관리기구

(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 AHRQ)의 메타 분석 결

과 14.5% 수준으로 나타났다[1]. 그뿐만 아니라 나라와 인종 등 여러 

특성에 따라 10%에서 51%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추세를 보이고 있어 

산전 우울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2]. 국내 임부를 대상으로 한 

Kim and Ryu [3]의 연구에서는 42.1% (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Choi et al. [4]의 연구에서는 26.3% (Edinburgh Postnatal Depression 

Scale, EPDS)의 임부가 산전 우울을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그 비

율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임신기간은 태어날 아기를 만나기 위한 즐거운 시간이지만 여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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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전 생애에 걸친 발달단계 중 높은 생활변화 스트레스를 일으킬 수 

있는 사건이기도 하다. 어머니라는 새로운 역할에 적응하도록 요구할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긴장으로 다양한 문제가 야기된다[4]. 일

부 임부들은 정서 불안정, 우울 등을 경험하기도 한다[5]. 

산전 우울은 산후 우울의 강력한 결정요인으로 산후 우울의 약 50%

가 임신 동안 시작되며, 산전 우울을 겪은 임부는 산후 우울에 노출될 

확률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6]. 이처럼 임신 기간은 우울의 

발현과 예방에 있어 결정적 시기이지만, 대개 산전 우울의 원인을 임신

으로 인한 정상 호르몬의 변화로 여기며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대한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5].

산전 우울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았을 때 산후 우울로 진행되거나, 

아기와 태아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다음 임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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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 재발이 높아지는 등의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3,472명의 미국 

임부를 대상으로 시행한 대규모 연구에 의하면 20%의 임부가 산전 우

울을 경험하였고, 임신이 행복한 기간이라는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함으로 인해 죄책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1%의 임부만

이 약물 등 적극적인 치료를 받았고, 86.2%의 임부는 전혀 치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7]. 그 이유는 약물치료가 태아의 뇌 발달에 나

쁜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불안감으로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산전 우울 관련 요인을 살펴보면 결혼적응도, 

스트레스, 불안과 같은 심리학적 특성과[3,8], 임신한 여성의 나이, 계획

임신 여부, 교육수준, 자녀의 수와 같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그리고 고

위험 임신 등의 산과적 특성으로 나타났다[4]. 또한 과거 우울 경험, 식

습관, 수면의 질과 같은 신체 ·생리적 요인들이 산전 우울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9,10].

본 연구에서는 산전 우울을 설명하기 위하여 스트레스-취약성 모델

[11]과 스트레스-대처 모델[12]을 통합하여 개념적 기틀을 구성하였다. 

기존의 연구는 산전 우울을 설명하기 위하여 심리학적 혹은 산과적 요

인에 초점을 둔 연구가 대부분이라면 본 연구에서는 임신이라는 스트

레스를 대응하는 개인 내, 개인 간, 그리고 임신의 취약성 요소를 고려

하고자 한다. 특히 고위험 임신은 산전 우울의 예측인자로 포함되어야 

할 중요한 영역이자 취약요인이다. 그뿐만 아니라 임신 중의 스트레스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개인의 적응적 대처는 중요한 요소로서, 스트레

스 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사람은 우울을 피할 수 있다는 스트

레스-대처 모델을 함께 적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개인 내 요인으로 자

아존중감을, 개인 간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를, 취약성 요인으로 고위험 

임신을 외생변수로 선정하였다. 임신 스트레스와 임신 중 대처를 내생

변수인 매개변수로 선정하였고, 산전 우울은 결과변수로서 가설적 모

형을 구성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취약성 모델과 

스트레스-대처모델의 통합적 관점에서 산전 우울을 설명할 수 있는 전

체적인 틀을 제시함으로써 산전 우울에 노출될 수 있는 대상자를 조

기 선별하고 중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임신과 출산의 긍정적 경험을 강화시키고 자녀양육과 

모성 역할 증대에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스트레스-취약성과 스트레스-대처 모델을 기반으로 산전 

우울을 설명하는 가설적 모형을 구축하고, 실제적 자료를 바탕으로 

구축한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는 구조모형 검증연구이다.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대구에 위치한 H 여성

전문병원 산부인과 외래를 방문한 20-45세 임부로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를 동의한 자로 편의추출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표본크기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측정하려는 관측변수의 15배

가 최소 권장수준이고, 이상적인 권장크기는 200 이상이다[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측 변수에 대한 최소 권장수준을 만족하면서, 이상적

인 표본크기와 탈락률을 고려하여 최종 251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도구

내생변수

산전 우울

산전 우울은 Cox et al. [14]이 개발한 EPDS를 Kim et al. [15]이 번안

하여 신뢰도 및 수렴타당도가 검증된 한국판 EPDS를 사용하였다. 

EPDS는 우울, 불안감 및 공포감, 죄책감, 자해사고 등의 문항으로 이루

어져 있으며 1, 2, 4번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은 역채점하였다. 총 10

개 항목을 4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총점은 0-30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10-12점인 경우를 미약

한 우울증의 위험, 13점 이상은 심한 우울증의 위험으로 분류한다. 개

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Cronbach’s α) 값은 0.87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0.89이었다.

임신 스트레스

임신 스트레스는 Kim and Chung [21]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신체심리적 변화, 일상생활 대처, 임부와 아기의 건강, 어머니 역할, 가

족의 지지, 의료서비스, 사회적 분위기로 이루어졌으며 총 36문항의 일

반 임부용 도구를 사용하였다. 4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임신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Kim and Chung [21]의 

연구에서 일반 임부용 도구의 신뢰도는 0.85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0.93이었다. 

임신 중 대처

임신 중 대처는 Garnefski and Kraaij [22]가 개발한 Cognitive Emo-

tion Regulation Questionnaire (CERQ)를 Kim [23]이 번안한 것을 사용

하였다. CERQ는 부적응적 전략과 적응적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조망확대, 수용, 긍정적 계획화, 긍정적 재초점화, 긍정

적 재평가로 구성된 적응적 전략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8개 항목을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적응적 전략을 많이 

사용함을 의미한다. Garnefski and Kraaij [22]의 연구에서 CERQ의 긍

정적 초점변경, 긍정적 재평가, 조망확대, 긍정적 계획화, 수용의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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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는 0.80, 0.81, 0.79, 0.79, 0.7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0.91, 0.86, 

0.74, 0.81, 0.91이었다.

외생변수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 [16]가 개발하고 Jon [17]이 번역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긍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과 부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으

로 이루어졌으며 총 10개 항목을 4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

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

도는 0.92였고, 본 연구에서는 0.90이었다.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Zimet et al. [18]이 개발하고, Shin and Lee [19]가 번안

한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MSPSS)를 사용

하였다. 가족지지, 친구지지, 특별지지 등의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총 

12개 항목을 7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Zimet et al. [18]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

뢰도는 0.88이었고, Shin and Lee [19]의 연구에서는 0.85, 본 연구에서

는 0.94이었다.

고위험 임신

고위험 임신은 임신으로 인해 임부나 태아, 신생아의 생명이나 건강

을 위협할 수 있는 임신으로서 이전 산과적 위험요소, 내과적 위험요

소, 신체적 위험요소와 현재 임신 위험요소가 있는 경우로서 본 연구

에서는 대한모체태아의학회의 고위험 임신에 대한 기준을 토대로 a. 

이전 산과적 위험요소(유산력, 사산력, 조산력, 저체중아[2.5 kg 이하] 

출산력 및 기타), b. 임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외과적 건강상의 문제, 

c. 35세 이상의 임신 및 다분만부(>3)의 신체적 위험요소, 그리고 d. 현

재 임신의 위험요소를 포함 총 4가지를 말한다[20]. 현재 임신의 위험

요소는 임신성 당뇨병, 자궁경관무력증, 전치태반, 양수과다증, 양수과

소증, 자궁 내 태아발육부전, 다태임신, 임신성 고혈압, 조기양막파수, 

조기진통, 초음파 이상소견, Rh 질환, 심한 입덧(약물 치료 및 입원치료 

시), 심한 빈혈(고함량철분제 복용 및 철분제 이외 약물 치료 시) 등이 

해당된다. 점수 범위는 고위험 임신이 아닌 경우 0점, 4가지 모두 속하

는 경우 고위험 임신으로 정의하고 4점으로 측정하였다.

자료수집

본 연구는 연구 절차에 따라 연구자 소속기관 생명윤리위원회의

(IRB No. DKU 201610-009) 승인을 받았다.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자료의 비밀보장 및 연구자료 관리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제공한 후 

대상자가 참여에 동의한 경우 동의서를 받고 설문지를 제공하여 스스

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자료분석

본 연구는 연구문제와 가설검증을 위한 분석방법으로 SPSS 23.0 

(IBM Co., Armonk, NY, USA) 프로그램과 AMOS 21.0 (IBM Co., Ar-

monk, NY,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측

정 변수들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였으며,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로 검증하였다. 측정변수 간의 상관관계 및 다중공선성은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시행하였고, 표본의 정규성은 

AMO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 편차, 왜도, 첨도를 검증하였다. 구

조모형에 대한 검증은 모수추정법으로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다. 가

설적 모형이 자료에 적합한지를 평가하기 위한 적합도 검정은 χ2, 표본

크기에 민감하지 않은 적합지수(Goodness of Fit Index, GFI), 명확한 

해석기준이 존재하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한 적합도 지수인 근사오

차평균제곱의 이중근(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

SEA), 표준적합지수(Normed Fit Index, NFI), 비교적합지수(Compara-

tive Fit Index, CFI), 상대적적합지수(Turker Lewis Index, TLI)를 이용하

Table 1. Demographic and pregnancy-related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
pants (n=251)

Variables Categories n (%) or M±SD

Age (y) ≤34 198 (78.9)
≥35 53 (21.1)
Range 18-44     31.42±3.83

Number of child No children 160 (63.7)
=1 74 (29.5)
≥2 17 (6.8)

Level of education ≤High school 27 (10.8)
≥College or University 224 (89.2)

Monthly income (10,000 won) Range 130-2,000 448.17±238.19
Occupation No 127 (50.6)

Yes 124 (49.4)
Intended pregnancy No 46 (18.3)

Yes 205 (81.7)
Pregnancy naturally No 39 (15.5)

Yes 212 (84.5)
Trimester 1 (≤12 wk) 41 (16.3)

2 (13-21 wk) 61 (24.3)
3 (≥22 wk) 149 (59.4)

Previous obstetric problem No 170 (67.7)
Yes 81 (32.3)

Current obstetric problem No 174 (69.3)
Yes 77 (30.7)

Other health problems No 226 (90.0)
Yes 25 (10.0)

M±SD, mean±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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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시 산과적 문제가 있었던 대상자는 81명(32.3%)이었다. 현재 임신 

중 산과적 문제가 있는 대상자는 77명(30.7%)이었고, 임신 이외 건강상 

문제(심장병, 신장병, 자가면역질환, 간질 등)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는 

25명(10%)이었다(Table 1).

연구변수의 기술통계 및 변수 간 상관관계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에서 사용된 변수의 통계값은 Table 2와 같다. 

산전 우울은 평균 9.49점이고, 우울하지 않는 그룹이 139명(55.4%), 경

증 우울그룹이 32명(12.7%), 중증 우울그룹이 80명(31.9%)이었다. 자아

존중감의 점수범위는 11-40점이며 평균 30.41점이었다. 사회적 지지는 

점수범위는 18-84점이며, 평균 64.98점이었다. 고위험 임신의 점수범위

는 0-4점이며 평균 0.94점이었다. 임신 스트레스의 점수범위는 50-127

점이며 평균 81.73점이었다. 임신 중 대처의 점수범위는 14-50점이며 평

균 31.59점이었다.

본 연구에서 측정변수의 왜도의 절대값이 2 이하, 첨도의 절대값이 

7 이하로 표본의 일변량 정규성의 가정을 만족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측정변수들은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0.02-0.72의 분포를 보였으며 상관

계수의 절대값 0.80 이하를 충족하여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

였다. 가설적 모형의 추정계수 유의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표준화회귀

계수(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 SRW), 고정지수(Critical Rate, 

CR), p 값을 이용하고, 내생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다중상관자승

(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SMC)을 이용하였고, 모형의 직접효과, 

간접효과와 총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AMOS 프로

그램의 Bootstrapping 방법을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임신관련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평균연령은 31.42세로 34세 이하 

198명(78.9%), 35세 이상 53명(21.1%)이었다. 현재 자녀가 없는 대상자는 

160명(63.7%), 1명은 74명(29.5%), 2명 이상이 17명(6.8%)이었다. 학력은 

대학교 졸업 이상이 224명(89.2%)이었으며, 현재 직업이 있는 대상자가 

124명(49.4%)이었다. 가족의 월 평균소득은 448만 원이었다.

대상자의 임신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현재 원하는 임신이라고 응답

한 대상자가 205명(81.7%)이었고, 자연임신이 212명(84.5%)이었다. 임신 

주수는 1기 41명(16.3%), 2기 61명(24.3%), 3기 149명(59.4%)이었다. 이전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observed variables (n=251)

Variable Min Max n (%), M±SD Skewness Kurtosis

Antenatal depression 0 28.0 9.49±5.98 0.61 -0.27
   No depression (<10) 139 (55.4)
   Mild depression (10-12) 32 (12.7)
   Severe depression (≥13) 80 (31.9)
Self esteem 11.0 40.0 30.41±5.26 -0.63 0.52
Social support 18.0 84.0 64.98±13.99 -1.04 0.85
   Family support 4.0 28.0 23.00±5.07 -1.38 1.78
   Friend support 4.0 28.0 19.63±6.04 -0.80 -0.02
   Significant other support 4.0 28.0 22.35±5.05 -1.35 1.80
High risk pregnancy 0 4.0 0.94±0.96 0.74 -0.22
Pregnancy stress 50.0 127.0 81.73±15.48 0.60 -0.01
   Physical and psychological change 10.0 32.0 20.10±4.40 0.19 -0.53
   Coping for daily life 3.0 10.0 5.75±1.85 0.35 -0.54
   Health about mother and baby   6.0 24.0 13.16±4.42 0.62 -0.11
   Maternal role 6.0 24.0 13.51±4.30 0.71 0.01
   Family support 4.0 16.0 6.20±2.63 1.78 3.39
   Healthcare services 4.0 16.0 7.99±2.55 0.54 -0.21
   Social atmosphere about pregnancy 5.0 20.0 15.01±3.08 -0.24 -0.53
Pregnancy coping 14.0 50.0 31.59±7.08 0.10 -0.27
   Positive refocusing 2.0 10.0 5.39±1.99 0.25 -0.23
   Positive reappraisal 2.0 10.0 6.02±2.20 0.01 -0.96
   Putting into perspective 2.0 10.0 6.15±1.92 -0.05 -0.64
   Refocus on planning 2.0 10.0 6.91±1.82 -0.17 -0.62
   Acceptance 2.0 10.0 7.12±1.81 -0.10 -0.76

M±SD, mean±standard deviation.



Younglan Kim and Shinwoo Hwang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340 | http://www.e-jhis.org

로 확인되었다(Table 3).

가설적 모형의 검정 및 효과분석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 검정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적합지수를 통해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

다.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한 결과 χ2 =193.63, χ2/df =1.57, RM-

SEA= 0.05, GFI = 0.92, AGFI = 0.89, TLI = 0.95, CFI = 0.96으로 적합지수

가 권장적합지수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설적 모형의 검정 및 효과분석

가설모형의 구조모형 분석 결과, 총 12개의 경로 중 6개의 경로가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고 가설적 모형의 경로도는 Figure 1과 같다. 가설모

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경로는 임신 스트레스를 설명하는 

경로 가운데 자아존중감(t = -4.43, p < 0.001)과 사회적 지지(t = -3.26, 

p= 0.001)에서 임신 스트레스로 가는 경로가 유의하였다. 임신 중 대처

를 설명하는 경로는 자아존중감(t=3.07, p = 0.002)에서 임신 중 대처로 

가는 경로가 유의하였다. 그리고, 산전 우울을 설명하는 경로는 자아

존중감(t= -2.03, p= 0.042), 사회적 지지(t= -2.06, p= 0.039)와 임신 스트

레스(t=7.64, p< 0.001)에서 산전 우울로 가는 경로가 유의하였다.

외생변수들이 내생변수들에 미치는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임신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은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였다. 이들 변수는 직접효과와 총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임신 중 대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존

중감이며, 직접효과와 총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산전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그리고 임신 스트레

스였다.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는 간접, 총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

Table 3. Pearson’s correlation of measured variables (n=251)

Variables
Self-esteem

r (p)
Social support

r (p)
High risk pregnancy

r (p)
Pregnancy stress

r (p)
Pregnancy coping

r (p)

Social support 0.62 (<0.001)
High risk pregnancy -0.11 (0.072) -0.07 (0.245)
Pregnancy stress -0.54 (<0.001) -0.45 (<0.001) 0.06 (0.330)
Pregnancy coping 0.42 (<0.001) 0.34 (<0.001) -0.02 (0.776) -0.24 (<0.001)
Antenatal depression -0.64 (<0.001) -0.58 (<0.001) 0.04 (0.524) 0.72 (<0.001) -0.34 (<0.001)

Figure 1. Path diagram of the antenatal depression.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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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임신 스트레스는 직접, 총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Table 4).

고  찰

본 연구에서는 산전 우울을 설명하기 위하여 개인 내, 개인 간, 그리

고 취약성을 포괄한 스트레스-취약성 모델을 이용하였다[11]. 먼저 개

인 내 요인으로 자아존중감을, 개인 간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를, 임신

의 취약성 요인으로 고위험 임신의 요소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스트레

스-대처 모델을 기반으로 임신 스트레스와 임신 중 대처를 매개변수로 

하여 구조모형을 구축하였다[12]. 산전 우울에 대한 자아존중감, 사회

적 지지, 고위험 임신, 임신 스트레스, 임신 중 대처의 총 설명력은 

72.6%이었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산전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자아존중감은 임신 스트레스, 임신 중 대처, 산전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임

신으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스트레스가 낮았고, 긍정적인 대처기전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산전 우울 정도가 낮음을 알 수 있

었다. 이는 임신 2분기 이상의 임부 129명을 대상으로 한 Jomeen and 

Martin [24]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우울의 중요 예측인자라는 결

과와 일치한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인

지적 재평가를 통해 스트레스와 우울을 덜 느끼지만 자아존중감이 

낮은 여성이 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면 우울증에 빠질 위험이 높

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임부의 낮은 자아존중감이 

산전 우울의 주요 취약 요인으로 밝혀졌으므로 다음과 같은 산전 교

육이 필요하다.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임신 상황의 스트레스를 긍정적

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운다면 우울을 극복할 수 있는 긍정적 

신념이 강화될 것이다.

사회적 지지는 임신 스트레스와 산전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 확인되었다. 즉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산전 우울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를 통해 임신 중 가장 중요한 사회

적 지지체계는 평균 23.00 (SD =5.07)점인 가족으로 분석되었다. 가족

은 정서적 지지체계이며 삶의 중요한 안식처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

우 친정 혹은 시댁 식구들이 임부의 임신 전 과정과 태도에 깊숙이 관

여하며 이들에게 실질적 지원은 물론 출산과 양육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21]. 또한 배우자는 임신 과정에서 기쁨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동반자이자, 가족지지의 근간으로서 Rubertsson et al. [25]

은 임신 중 남편의 지지가 부족한 경우 10배까지 우울의 위험도가 높다

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배우자 산전교육을 강화

하고 임신이 여성 혼자의 과업이 아닌 가족 전체가 함께 감당해야 할 

발달과정임을 인식하도록 관련 복지를 지원하는 국가와 사회의 역할

도 요구된다. 즉 산전 우울을 예방하기 위해서 임신이라는 특수한 상

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가족과 주변의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겠다.

임신 스트레스는 직접적으로 산전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이는 지각된 임신 스트레스가 산전 우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Lee [26]의 연구를 뒷받침한다. 본 연구에서 임부의 스트레스 

점수는 81.73 (SD =15.48)점으로 Kim and Chung [21]의 연구에서 79.92 

(SD =12.02)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7개 하위 영역 중 ‘신체 ∙심리적 변

화’, ‘아기와 엄마에 대한 건강’, ‘어머니 역할’에 대한 영역의 점수가 높

았다. 입덧이나 피로와 같은 신체적 증상이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친다고 한 Kim and Ryu [3]의 연구결과를 반영한다. 임신 중에 흔히 경

험하는 오심, 구토, 피로와 같은 증상이 단순히 신체적 변화에 그치지 

Table 4.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and total effect in hypothetical model (n=251)

Endogenous variables Exogenous variables
Regression 

weights (SE)
Standardized 

estimates
CR
(p)

Standardized 
direct effect (p)

Standardized 
indirect effect (p)

Standardized 
total effect (p)

SMC

Pregnancy stress Self esteem 0.05 -0.41 -4.43 (<0.001) -0.41 (0.002) - -0.41 (0.002) 0.44
Social support 0.06 -0.32 -3.26 (0.001) -0.32 (0.013) - -0.32 (0.013)
High risk pregnancy 0.16 -0.02 -0.35 (0.730) -0.02 (0.743) - -0.02 (0.743)

Pregnancy coping Self esteem 0.02 0.31 3.07 (0.002) 0.31 (0.002) 0.02 (0.704) 0.33 (0.003) 0.22
Social support 0.03 0.16 1.54 (0.124) 0.16 (0.190) 0.01 (0.700) 0.18 (0.135)
High risk pregnancy 0.06 0.02 0.34 (0.736) 0.02 (0.793) 0.00 (0.896) 0.02 (0.776)
Pregnancy stress 0.04 -0.04 -0.45 (0.656) -0.04 (0.704) - -0.04 (0.704)

Antenatal depression Self esteem 0.07 -0.13 -2.03 (0.042) -0.13 (0.106) -0.28 (0.002) -0.41 (0.002) 0.73
Social support 0.10 -0.14 -2.06 (0.039) -0.14 (0.163) -0.21 (0.014) -0.35 (0.002)
High risk pregnancy 0.25 -0.01 -0.48 (0.632) -0.02 (0.660) -0.01 (0.742) -0.03 (0.456)
Pregnancy stress 0.19 0.65 7.64 (<0.001) 0.65 (0.002) 0.00 (0.991) 0.66 (0.002)
Pregnancy coping 0.30 -0.03 -0.68 (0.496) -0.03 (0.476) - -0.03 (0.476)

CR, critical rate; SMC, 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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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우울로도 연계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임신으로 인한 신체

적 불편감을 간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해소할 수 있는 간호 

중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태아와 자신에 대한 건강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 산

전 우울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임신한 여성들은 임신 과정 전반에 걸

쳐 그들 자신이 신체적으로 취약하다는 느낌과 태아의 안전에 대해 지

속적으로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21]. 고령 임신이 늘어

나는 현 시점에서, 의료진은 정기적인 검진을 통하여 태아상태를 확인

하고 검사결과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임부가 가지는 태아 

건강에 대한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Ngai et al. 

[27]은 중국 산모를 대상으로 어머니 역할과 우울 사이에 부정적 관계

가 있음을 제시한 바 있는데, 본 연구에서도 임신 동안 경험할 수 있는 

부모역할에 대한 스트레스가 산전 우울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 역할은 임부로서 현재 태아와의 상호작용뿐만 아니

라, 산후 아기를 직접 돌보는 것과 엄마로서 감당해야 하는 심리 ∙사회

적인 역할을 의미한다. 직장생활을 하는 여성이 늘고 아이를 돌봄에 

있어 다양한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기업, 지역사회와 국

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Rubertsson et al. [25]의 스웨덴 임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4명 이

상의 자녀를 가진 경우 2.1배, 이전의 유산력이 있는 경우 1.6배, 분만 

시 문제가 있었던 경우 2.0배 우울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하

지만 본 연구에서 고위험 임신은 산전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이한 결과에 대한 고찰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자 특성을 살펴본 결과 고위험 임신의 비율이 높지 않

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의 4가지 항목, 이전 산과적 위험요소, 임신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외과적 건강문제, 35세 이상의 임신 및 다분만

부의 신체적 위험요소, 그리고 현재 임신의 위험요소가 모두 있는 경

우 고위험 임신으로 분류하였는데, 대상자의 41%가 고위험 임신의 요

소가 전혀 없었다. 그뿐만 아니라, 4점인 고위험 임부의 비율은 1% 미

만으로 파악되어 고위험 임신이 영향력 있는 변수로 작용하지 않았으

리라 사료된다. 향후 연구를 계획할 때는 고위험 임신 대상자를 위한 

모형 구축이 필요하겠다. 둘째, 비록 임신의 취약성 요인인 고위험 임신

의 요소가 있을지라도 임부의 인지적 요소인 자아존중감이나 환경적 

요소인 사회적 지지가 강하다면 이러한 상황적 요소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대처는 임신 중의 스트레스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개인의 적응적 

자원으로서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 임신 중 긍정적인 대처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존중감이었는데, 이는 HIV 임부를 대상으로 

한 Kotze et al. [28]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을수

록 스트레스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또한 긍정적인 대처기전

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처가 산전우울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스트레스-대처 모델[12]에서 대처를 잘 하지 못

하면 부적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Da 

Costa et al. [29]은 정서적 전략이 산전 우울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

고하였고, Lee [26] 또한 임부의 자기비판이나 자책 대처가 산전 우울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와는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재초점화 및 수용을 포함하는 적응적 전략만

을 임부의 대처기전으로 선정하였는데, 대처전략의 유형에 따라 우울

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추후 생애

주기에서 임부들이 임신 중에 사용하는 고유한 특정 대처전략이 무엇

인지 파악하여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스트레

스-취약성 모델과 스트레스-대처 모델을 근간으로 기존의 연구에서 포

함되지 않았던 개인 내, 개인 간, 그리고 임신의 취약성 요인을 고려하

여 변수 간의 관련성을 검증하였다. 결과를 통해 산전 우울 예방을 위

한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토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의 제한점으로 연구대상자 대부분이 정상 임부로 고위험 요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위험 요소와 산전 우울의 관계를 명확히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추후 고위험 임부를 위한 차별화된 모형

구축을 통해 산전 우울을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결  론

본 연구는 스트레스-취약성 모델과 스트레스-대처 모델을 통해 산

전 우울과 관련 요인 간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임부의 우울을 낮출 

수 있는 효과적인 접근 전략을 제공하였다. 산전 관리를 통해 산전 우

울을 조기발견하기 위한 선별검사가 필요하다. 또한 산전 우울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인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임신 스트레스를 고려한 

주산기 우울 예방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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