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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findoutthedepressionlevelofpregnantwomenanditsrelationship
withsocio-psychologicalfactors,thisstudysurveyed1,008pregnantwomen
whowereover20weekspregnantandreceivedantenatalcarein4public
health centers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For data collection,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which was composed of general
characteristics,health related characteristics,family related characteristics,
pregnancyrelatedcharacteristicsandsocio-psychologicalcharacteristicssuch
aspreparation fordelivery,selfesteem,satisfaction with marriage,social
support,and Beck Depression Inventory (BDI)wasused.The statistical
methodssuchast-test,ANOVA,Pearson'scorrelationanalysisandstepwise
multipleregressionanalysiswereused.
About42.1% showedelevateddepressionscoresontheBDIwithacut-off

pointof9/10recommended.Asaresultofstepwisemultipleregression
analysis,socio-psychologicalfactorssuch asselfesteem,satisfaction with
marriageandsocialsupportwererelatedtodepressionduringpregnancy.In
otherwords,lowerlevelsofself-esteem,satisfaction with marriage and
socialsupporthadasignificantrelationshipwithhighscoresof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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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otherrelatedfactorswithdepressionscorewereinhabitwithhusband,
family living together, subjective health status, drinking status, and
experienceofnausea.
Inconclusion,thefactorsrelatedwithdepressionduringpregnancywere

thesocio-psychologicalcharacteristicssuchasselfesteem,satisfactionwith
marriage and socialsupportbesidesphysicalcharacteristics ofpregnant
women. And the antenatal management programs considering above
characteristicsforpregnantwomenneedtobedevelopedinthe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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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ⅠⅠ...서서서 론론론

AAA...연연연구구구 필필필요요요성성성

임신은 임신한 여성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매우 중요하고 감격스
러운 경험이며 또한 사회적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다(허명행과 정경옥,
1997).임신과 분만은 여성에게 있어서 생의 한 분기점이라 할 수 있으며,그
과정에서의 경험은 오래 기억되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Simkin,
1992).
정상적인 생리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임신과 분만은 임산부에게 어머니라

는 새로운 역할에 적응토록 요구하며,이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긴장이 정서적
위기를 촉진시킬 수 있으며,이러한 정서변화는 우울,공포,불안 등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강정희,1989;박영숙과 허영,1986;안황란,
1983;최연순 등,1987;Mercer등,1986).이때 일어나는 정신적 문제는 임신
때문에 발생하는 독특한 정신장애라기보다는 임산부가 지니고 있던 장기적으로
억압되었던 심리적인 문제가 표면화됨으로써 일어나게 된다(이근후,1979).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일부 산모들은 이유 없이 자꾸 눈물이 나고 남편이나

가족들의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섭섭하여 짜증을 내거나 정서적인 불안정 같은
우울증을 경험한다(조현주와 권정혜,2002).특히 우울증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평생 유병률이 두 배나 높으며,첫 발병 이후 재발이 잦고 만성화되기 쉬운 질
병이기 때문에(Keller와 Shapiro,1981),무엇보다도 발병이나 재발과 관련 있는
요인들을 찾아서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분만과 관련된 정서장애의 종류로는 크게 산후우울감(postpartum blue

syndrome), 산후우울증(postpartum depression), 산후정신병(postpartum
psychosis)으로 구분된다(AmericanPsychiatricAssociation,2000).산후우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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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분만 후 수일 이내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비교적 경한 기분변화로 정의된
다.증상은 일시적이지만 쉽게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는 양상이며,산후 2주 이
내로 제한되며 여성의 85%가 경험한다(박영숙,1991;Allen등,1994;Nonacs,
2005).한편 산후우울증은 여성의 10-15%에서 발생되며,산후우울감보다 증상
정도가 심하고 오래 지속되며,부적절한 감정,불안,부부관계에 대한 관심 저
하 등이 나타나고,태어난 아기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Beck,
2002;Robertson등,2004).또한 산후 정신병은 산후우울증이 아주 심하게 진행
되어 나타난 것을 의미한다(Nonacs와 Cohen,1998;Nonacs,2005).처음에는
비교적 경한 산후우울감이라 할지라도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심한
정신질환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초기의 산후우울감과 같은 산모의 심리적 변
화는 중요시되어야 한다(조현주와 권정혜,2002).
선행 연구를 통해 파악한 산후우울증의 위험요인으로는 산전우울(Gotlib등,

1991;Henshaw 등 2004;Martin,1977;O'Hara등,1991),자존심(Brown등,
1990),양육스트레스(O'Hara등,1991)산전불안(Dalton,1971;Tod,1964),사회
적 지지도(Cronenwett와 Wilson 1981;Cutrona 등,1986;Lindell,1988;
Walker,1992;Williamson과 English,1981),결혼 관계(Ballinger,1982;Kumar
와 Robson,1984;Little등,1982)등이 제시되었다.
국내에서 보고된 산후우울의 예측요인으로는 가족지지(배행자,1992;조영숙,

1988;최인희,1990),부부관계의 질(윤근순,1984;최의순과 오정아,2000;홍종
문과 송수식,1986),부정적 생활사건,양육스트레스(권정혜,1996;전지아,
1990),자존감(권정혜,1996)등이었다(박영주 등,2004).임신 중의 감정이나 기
분변화가 중등도 이상으로 심했을 경우에 산후우울증의 발생 빈도가 높았다는
연구결과(최의순과 오정아,2000)는 임신 당시의 정서상태가 산후우울감을 유발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정명희와 김증임,2005).
임신 중 우울은 산후우울증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 일관되게 산후우울증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제시하고 있으며(권정혜,1997;박시성과 한귀원,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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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by등,1994;O'Hara등,1991),임산부의 9-26%가 임신 중 우울증상을 경
험하고,산후우울증 진단을 받은 경우의 28-50%가 임신 중에도 우울증상을 보
였다(권정혜,1996;Gotlib등,1989;O'Hara등,1984).
산후우울증과 관련된 사회 심리적 특성을 포함한 위험요인에 대한 연구는 활

발하게 이루어진 반면,산후우울증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는 임신 중
우울과 관련된 연구는 매우 드물다.지금까지 보고된 것으로는 임신 중 우울증
은 임신한 여성의 나이,교육연한,아이의 수와 같은 인구통계학적 변인들과 관
련되어 있다.즉 임신 중의 우울한 여성은 그렇지 않은 다른 여성들에 비해 나
이가 더 어리고,교육수준이 낮고,가정에 아이들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Gotlib등,1989;O'Hara등,1984;Tiffany등,2006).그러나 선행연구는 임신
중 우울증과 관련된 위험요인으로 인구사회학적인 요인을 주로 제시하였고,임
신한 여성의 사회 심리적 요인을 체계적으로 다룬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산후우울증과 관련이 있는 사회 심리적 특성으로는 산전 요인에 해당되는 분

만준비도와 자아존중감,결혼만족도,사회적 지지도 등이다.자아존중감은 자기
가치평가와 관련된 인자로서 여러 연구에서 여성들의 우울증 발병 및 회복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밝혀진 바 있으며(송현종,1993;Brown 등,1990;
Kernis등,1991),결혼만족도 역시 우울증과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
으며(O'Leary등,1994),사회적 지지도는 많은 선행연구에서 우울증의 발병 및
지속과 관련이 높다고 보고된 바 있다(Cohen과 Wills,1985).
임신 중 우울을 임신 과정 중에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정서변화로만 간주하기

보다는 좀 더 체계적으로 연구하여,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다면 산후
임산부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신생아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산
후우울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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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연연연구구구의의의 목목목적적적

본 연구는 임신한 여성과 태아에게 사회,심리적 안위를 제공할 수 있는 산
전관리의 기초 자료로 이용하기 위하여 산전관리를 받으러 온 임산부를 대상으
로 임신 중 우울 수준을 파악하고,일반적 특성 및 생활습관 관련 특성,임신관
련 특성 외에 사회 심리적 특성과 임신 중 우울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시행하였으며,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생활습관 관련 특성,임신관련 특성과 분만준
비도,자아존중감,결혼 만족도 및 사회적 지지도 등의 사회심리적 특성을 파악
한다.
2)임신 중 우울 수준을 파악한다.
3)일반적 특성 및 생활습관 관련 특성,임신관련 특성과 우울점수와의 관련성
을 분석한다.

4)분만준비도,자아존중감,결혼만족도 및 사회적 지지도와 우울점수와의 관련
성을 분석한다.
6)제반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사회심리적 특성과 우울점수와의 관련성을 파
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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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연연연구구구 방방방법법법

AAA...연연연구구구 대대대상상상

본 연구의 대상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며,4개 구 보건소에서 산전관리를 받
고 있는 임신 20주 이상의 임산부 중 2007년 4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자료수
집이 가능하고,본 연구의 목적에 동의하고,설문지 응답을 허락한 여성 1,050
명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이중 설문의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기록이 누락된
42명을 제외한 1,008명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BBB...자자자료료료수수수집집집방방방법법법

본 연구의 조사 방법은 산전관리 및 철분제를 받기 위해 보건소 모자보건실
에 방문한 임산부에게 본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한 후 조사에 응할 것을
허락받은 경우,설문지를 배부하여 스스로 작성토록 한 후 회수하였다.설문지
작성에 걸린 시간은 약 20여 분 정도 소요되었다.
설문지의 구성은 임산부의 일반적 특성(연령,결혼 상태,학력,종교 유무,직

업 유무,월수입,의료보험 종류,가족 형태,시댁 식구와의 관계,남편과 동거
형태),생활습관관련 특성(자신의 건강상태,흡연 여부,음주 여부,운동여부),
임신관련 특성(임신 주수,임신 전 체중과 임신 후 현재체중,출산횟수,첫아이
여부,유산 경험,입덧 여부,태아의 건강상태,임신 전 만성 질병력(고혈압,당
뇨병,갑상선 기능이상,B형 간염,정신질환),임신 합병증(고혈압,임신중독증,
임신성 당뇨,자궁무력증,전치태반,골반협착,B형간염,매독,철 결핍성 빈혈),
사회심리적 특성(분만준비도,결혼 만족도,자아존중감,사회적 지지도)과 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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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도구로 이루어졌다.

111)))분분분만만만준준준비비비도도도
분만준비도란 출산 전에 분만 및 육아를 위하여 준비한 정도를 말하며,본

연구에서는 배정이(1996)가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4점 척도 5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로 전체점수의 가능범위는 5점에서 20점이다.점수가 높을수록 분
만준비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질문지의 내용은「원하던 임신 이었다」,「임
신 중 병원에서 권하는 대로 빠짐없이 산전 진찰을 받았다」,「임신 중 산전
교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아기 양육을 위한 책자나 비디오를 보았
다」,「전문가에 의해 실시되는 임신 분만에 대한 교육 강좌에 참가하였다」
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의 합을 구하였다.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α

=.75였고,본 연구에서는 Cronbach'sα=.672이었다.

222)))자자자아아아존존존중중중감감감
임산부들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Rosenberg(1965)가 개발한
self-esteem scale10문항을 전병제(1974)가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이 도구는
자기존중 정도의 자아승인 양상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서 긍정적인 문
항이 5개,부정적인 문항이 5개,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긍정적인 문항
에서는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각각의 문항들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하는가를 ｢대
체로 그렇지 않다(1점)｣,｢보통이다(2점)｣,｢대체로 그렇다(3점)｣,｢항상 그렇다(4
점)｣의 4점 척도로 측정하며,부정적인 문항에서는 반대로 처리하여 점수의 범
위는 10점에서 40점까지이다.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는 우울증 연
구에 널리 사용된 것으로 그 신뢰도가 입증되었다(조현주와 권정혜,2002).점
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α=.798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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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결결결혼혼혼만만만족족족도도도
본 연구에서 임산부의 결혼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부부의 결혼만족도를

측정하는 Roach등(1981)의 척도를 유영주(1986)가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4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25개 문항은 긍정문항이고,23개 문항은 부정
문항이다.각 문항의 측정 척도는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2=대체로 그렇
지 않다,3=그렇다와 그렇지 않다가 반반이다,4=대체로 그렇다,5=정말 그렇
다)로서,각 개인의 결혼 만족도 총점수의 가능한 범위는 48점에서 240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α=.951이었고,본 연구에서는 Cronbach'sα=.950이었다.

444)))사사사회회회적적적 지지지지지지도도도
사회적 지지도란 가족,친구,이웃을 포함한 다른 사람에 의해 제공되는 여러

형태의 도움과 원조를 의미하며,인정받고 소속되며 안정성을 갖기 원하는 개
인의 욕구가 의미 있는 사람에 의해 충족되는 것이라 하였다(Caplan등,1986).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도 측정도구는 Lin등(1979)이 개발한 도구를 장세진(1992)
이 수정 보완한 15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도구를 사용하였다.구성은 ‘가정적 정서적 지
지’2문항,‘수단적 경제적 지지’4문항,‘사회적 교우관계 및 정보적 지지’4문항,‘직
무 및 자기 평가 지지’5문항으로 되었으며,‘항상 그렇다’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의 4점 척도(0-1-2-3)로 측정하여,최저 0점에서 최고 45점까지 점수를 갖는다.점수가 높
을수록 사회적 지지도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장세진(1992)의 도구 개발 당시의 신뢰
도는 Cronbach‘sα=.710이었고,본 연구에서는 Cronbach‘sα=.817이었다.

555)))우우우울울울 측측측정정정 도도도구구구
임산부들의 우울정도는 Beck(1967)이 개발한 BeckDepressionInventory(이하
BDI)를 이영호(1993)가 번안한 BDI한국판을 사용하였다.BDI는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우울증의 정서적,인지적,동기적 및 생리적 측면을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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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문항의 각 진술들은 증상의 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우울의 증상이 전혀
없는 보기(0점)에서 매우 심한 보기(3점)까지 4점 척도로 측정하며,최소 0점에
서 최대 63점까지 점수를 가진다.점수가 높을수록 더 높은 우울수준을 나타낸
다.본 연구에서 사용한 우울 수준의 분류는 0-9점은 우울하지 않은 것으로,
10-15점은 경증,16-23점은 중등도,24-63점은 심한 우울증으로 분류하였다(이영
호와 송종용,1991).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α=.891이었다.

CCC...자자자료료료 분분분석석석 방방방법법법

수집된 자료는 excel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입력한 뒤 SPSS통계분석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 분석을 시행하였다.자료는 빈도와 백분율,평균과 표
준편차를 이용하여 기술 분석을 시행하였으며,대상자의 여러 특성에 따른
Beck의 우울점수를 비교하기 위하여 t-검정,분산분석(ANOVA)과 피어슨의 상
관관계분석을 시행하였다.분산분석에서 유의성이 있었던 경우는 사후검정을
시행하였고,변수가 서열척도로 측정된 경우는 선형성을 알아보았다.최종적으
로 임산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Beck의 우울점수를
종속변수로,단변량 분석에서 P<0.1이상의 유의확률을 보였던 변수들을 독립
변수로 하여 단계적 선택에 의한 다중회귀분석(stepwisemultipleregression
analysis)을 시행하였다.독립변수 중 범주형 변수로 측정하였던 가족 형태,주
관적 건강상태,음주상태 및 임신 오조 등은 가변수 처리하여 분석하였으며,각
각의 기준이 되는 항목은 가족 형태의 경우 부부와 자녀만 사는 경우,건강상
태는 건강상태가 나쁜 경우,음주 상태의 경우는 비음주,임신 오조의 경우는
입덧이 없는 경우를 기준군으로 하여 가변수를 만들었다.일차 단계적 다중회
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하나의 가변수 중 일부 변수만 선택된 경우는 해당 변수
전부를 모형에 추가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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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연연연구구구 결결결과과과

AAA...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특특특성성성 분분분포포포

연구대상자의 평균(±표준편차)연령은 31.02(±3.65)세였으며,연령의 범위는
20-45세의 범위를 보였고,30-34세가 493명(48.9%)으로 가장 많았고,24세 이하
가 25명(2.5%),25-29세가 334명(33.1%),35세 이상은 156명(15.5%)이었다.결혼
여부는 기혼이 973명(96.5%)이었고,결혼을 하지 않고 사는 경우는 미혼,동거
중,기타를 포함한 경우로 35명(3.5%)이었다.학력은 대졸이 686명(68.1%)으로
가장 많았고,중졸 13명(1.3%),고졸 268명(26.5%),대학원졸 41명(4.1%)이었다.
종교는 종교가 있는 경우가 493명(48.9%),종교가 없는 경우는 515명(51.1%)이
었고,종파별 분포를 보면 기독교 283명(28.1%),불교 97명(9.6%),천주교 84명
(8.3%),기타 29명(2.9%)이었다.직업은 없는 경우가 728명(72.2%),있는 경우는
280명(27.8%)이었다.가족 월수입은 100만원에서 199만원 이하가 467명(46.7%)
으로 가장 많았고,99만원 이하가 93명(9.3%),200만원에서 299만원 이하는
281명(28.1%),300만원에서 399만원 이하는 96명(9.6%),400만원 이상은 63명
(6.3%)이었다(Tabl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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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Taaabbbllleee111.Generalcharacteristicsofthestudysubjects

Variables Classification No(%)
Age(years) -24 25(2.5)

25-29 334(33.1)
30-34 493(48.9)
35- 156(15.5)
mean±standarddeviation 31.02±3.65

Maritalstatus married 973(96.5)
unmarried 35(3.5)

Education <highschool 13(1.3)
highschool 268(26.5)
college 686(68.1)
graduateschool+ 41(4.1)

Religion buddhism 97(9.6)
christian 283(28.1)
catholicism 84(8.3)
others 29(2.9)
noreligion 515(51.1)

Job no 728(72.2)
yes 280(27.8)

Familyincome -99 93(9.3)
(10,000won/month) 100-199 467(46.7)

200-299 281(28.1)
300-399 96(9.6)
400- 63(6.3)

Total 1,008(100.0)

연구대상자의 가족관련 특성을 보면 가족 형태는 ‘남편 또는 자녀와만 산다’
가 874명(86.8%)‘,’시부모님과 산다‘77명(7.6%),’친정 부모님과 산다‘25명
(2.5%),’다른 가족들과도 같이 산다‘31명(3.1%)이었다.시댁 식구와의 관계는 ’
매우 원만하다‘332명(32.9%),’원만하다‘510명(50.6%),’보통이다‘147명(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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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만하지 못하다‘19명(1.9%)이었다.부부의 동거 형태는 ’같이 산다‘가 917명
(91%)이었고,’떨어져 산다‘는 따로 떨어져 주중에 만난다,주말부부다,2-3주
정도에 한번 본다를 포함한 경우로 91명(9%)이었다(Table2).

TTTaaabbbllleee222...Familyrelatedfactorsofthestudysubjects

연구대상자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건강한 편이다’가 657명(65.4%),‘보통이다’
305명(30.3%),‘건강하지 못한 편이다’43명(4.3%)이었다.흡연 경험유무에서는
비흡연 경우가 956명(95.1%),과거 흡연 48명(4.8%),현재흡연 1명(0.1%)으로 나
타났다.음주 상태에서는 ‘기회가 될 때마다 마시는 편이다’83명(8.3%),‘과거에
는 마셨으나 현재는 마시지 않는다’534명(53%),‘전혀 안 마신다’390명(38.7%)
이었다.운동 상태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지 않는다’가 821명(81.5%),‘운동을 규
칙적으로 한다’는 186명(18.5%)이었다(Table3).

Variables Classification No(%)
Familyliving coupleorchildren 874(86.8)
together parentsinlaw 77(7.6)

parents 25(2.5)
others 31(3.1)

Relationwith verywell 332(32.9)
husband'sfamily well 510(50.6)

moderate 147(14.6)
notwell 19(1.9)

Inhabitwith yes 917(91.0)
husband no 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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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Taaabbbllleee333...Lifestylerelatedfactorsofthestudysubjects

Variables Classification No(%)
Subjectivehealthstatus good 657(65.4)

moderate 305(30.3)
poor 43(4.3)

Smokingstatus non-smoking 956(95.1)
ex-smoking 48(4.8)
currentsmoking 1(0.1)

Alcoholdrinking currentdrinking 83(8.3)
ex-drinking 534(53.0)
non-drinking 390(38.7)

Exercise yes 186(18.5)
no 821(81.5)

연구대상자의 산과적 특성을 보면 평균 임신주수는 27.02(±5.91)주로 나타났
으며,20-24주가 425명(42.1%),25-28주는 185명(18.4%),29-32주는 172명(17.1%),
33-36주는 144명(14.3%),36주 이상은 82명(8.1%)이었다.분만경험상 초산 565명
(56.1%),경산 442명(43.9%)이었고,평균 임신횟수는 1.51(±0.68)회이었다.유산
경험여부는 ‘있다’286명(28.6%),‘없다’714명(71.4%)으로 응답자의 71%에서유
산 경험이 없다고 했다.임신 중 입덧 여부는 ‘없다’493명(49.1%),‘보통이다’
396명(39.4%),‘심하다’115명(11.5%)이었고,산전 진찰결과 태아의 건상상태가
‘양호하다’고 답한 경우는 996명(99.1%)이었고,‘나쁘다’라고 답한 경우는 태위이
상,선천성기형,태아발육부전 및 기타를 포함한 상태로 9명(0.9%)이었다 .대상
자의 임신 전 몸무게 평균은 53.55(±7.38)kg이었으며,현재 몸무게 평균은
61.68(±8.26)kg으로 몸무게 변화 평균은 8.1(±0.68)kg이었다(Tabl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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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Taaabbbllleee444...Obstetricalcharacteristicsofthestudysubjects

Variables Classification No(%)
Gestationalage 20-24 425(42.1)
(weeks) 25-28 185(18.4)

29-32 172(17.1)
33-36 144(14.3)
37- 82(8.1)
mean±standarddeviation 27.02±5.91

Gravida primigravida 565(56.1)
(frequency) multigravida 442(43.9)

mean±standarddeviation 1.51±0.68
Previousabortion yes 286(28.6)

no 714(71.4)
Nauseaduring absent 493(49.1)
pregnancy moderate 396(39.4)

severe 115(11.5)
Fetalhealthstatus good 996(99.1)

poor 9(0.9)
Bodyweight(kg) beforepregnancy 53.55±7.38
(M±SD) afterpregnancy 61.68±8.26

weightchange 8.12±4.54

연구대상자의 주관적 건강상태의 판단은 임신 이전 질병으로 고혈압 2명
(0.2%),당뇨병 3명(0.3%),갑상선 기능이상 23명(2.3%),B형간염 28명(2.8%),정
신질환 2명(0.2%)을 제외한 950명(94.2%)에서 질환을 앓은 적이 없었다고 하였
다.임신으로 인한 합병증은 고혈압 16명(1.6%),임신중독증 17명(1.7%),임신성
당뇨 24명(2.4%),자궁무력증 7명(0.7%),전치태반 9명(0.9%),골반협착 4명
(0.4%),B형간염 38명(3.8%),매독 13명(1.3%),철 결핍성 빈혈 39명(3.9%)으로
대상자의 16.7%에서 임신 이후 질병의 진단을 받았다고 응답했다(Tabl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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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Taaabbbllleee555...Healthstatusofthestudysubjects

Variables Classification No(%)
Medicalproblems hypertension 2(0.2)

diabetesmellitus 3(0.3)
thyroiddisease 23(2.3)
hepatitisB 28(2.8)
psychologicdisease 2(0.2)

Currentobstetrical pregnancyinducedhypertension 16(1.6)
problems eclampsia 17(1.7)

gestationaldiabetes 24(2.4)
uterineatony 7(0.7)
placentaprevia 9(0.9)
pelviccontraction 4(0.4)
hepatitisB 38(3.8)
syphilis 13(1.3)
irondeficiencyanemia 39(3.9)

연구대상자의 사회 심리적 인자들의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우울점수 평균은
9.52(±7.31)점,분만준비도 평균은 13.63(±3.14)점 자아존중감 평균은 31.46(±4.21)
점,결혼만족도 평균은 179.82(±25.16)점,사회적 지지도 평균은 28.45(±6.88)점이
었다(Table6).

TTTaaabbbllleee666...Distributionofsocio-psychologicalfactors

Variables Mean±SD
Beckdepressioninventoryscore 9.52±7.31
Preparationfordelivery 13.63±3.14
Selfesteem 31.46±4.21
Satisfactionwithmarriage 179.82±25.16
Socialsupport 28.45±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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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자의 임신 중 우울수준은 우울점수 0-9점의 정상적인 범주에 해당하
는 임산부는 584명(57.9%)이었고,우울점수 10-15점의 경우울증은 249명(24.7%),
우울점수 16-23점의 중등도우울증은 126명(12.5%),우울점수 24-64점의 심한우
울증은 49명(4.9%)이었다.우울점수 10점 이상은 전체 임산부의 42.1%이었고,
우울점수 16점 이상을 나타낸 경우도 전체 임산부의 17.4%이었다(Table7).

TTTaaabbbllleee777...Prevalenceofdepressionduringthepregnancy

Classification No(%)
Normal(BDI0-9) 584(57.9)
Milddepression(BDI10-15) 249(24.7)
Moderatedepression(BDI16-23) 126(12.5)
Severedepression(BDI24-64) 49(4.9)
Total 1,008(100)

BBB...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특특특성성성과과과 우우우울울울점점점수수수와와와의의의 관관관련련련성성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우울점수와의 관련성을 보면 임산부의 연령에
따른 우울점수는 20-24세는 8.04(±6.43)점이었고,25-29세는 8.75(±7.25)점,30-34
세 9.66(±7.33)점,35세 이상 10.94(±7.35)점으로 임산부의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우울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결혼 상태에 따른 우울점수도 유
의한 차이를 보였는데,기혼의 경우보다 결혼을 하지 않고 사는 경우 즉 미혼,
동거 중,기타의 경우에서 우울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학력에 따른 우울점수
는 고졸이하 15.38(±7.76)점,고졸 11.61(±8.61)점,대졸 8.7(±6.49)점,대졸이상
7.63(±7.52)점으로 학력정도가 낮을수록 우울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
하였다.직업유무에 따른 임산부의 우울점수는 직업이 있는 경우보다 없는 경
우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가족 월수입에 따른 우울점수는 수입이 적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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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점수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Table8).

TTTaaabbbllleee888.Relationsbetweendepressionscoreandgeneralcharacteristics

Variables Classification Mean±SD p-value(p )
Age(years) 20-24 8.04±6.43 0.012

25-29 8.75±7.25 (0.042)
30-34 9.66±7.33
35- 10.94±7.35

Maritalstatus married 9.33±7.10 0.007
unmarried 14.60±10.82

Education <highschool 15.38±7.76 <0.001
highschool 11.61±8.61 (<0.001)
college 8.70±6.49
graduateschool+ 7.63±7.52

Job no 9.33±7.10 0.001
yes 8.29±7.01

Familyincome -99 12.43±8.77 <0.001
(10,000won/month)100-199 9.68±6.93 (<0.001)

200-299 8.96±7.30
300-399 9.35±7.37
400- 5.97±5.87

연구대상자의 가족형태 및 생활습관 관련 특성에 따른 우울점수는 동거식구
형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남편이나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에 비해 다른 가족들과 함께 사는 경우에서 우울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시댁 식구와 관계에 따른 우울점수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시댁식구와 관
계가 원만한 경우에 비해 시댁식구와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경우에서 우울점수
가 유의하게 높았다.임산부 자신이 인지하는 건강 상태에 따른 우울점수는
건강하지 못한 경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흡연 상태는 담
배를 피우는 경우 우울점수가 피우지 않는 경우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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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의 경우는 술을 마시지 않는 경우에 비해 현재 마시는 경우에서 우울점수
가 유의하게 높았다.규칙적 운동유무에 따른 우울점수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경우에 비해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Table9).

Table9.Relationsbetweendepressionscoreandfamilyandlifestylerelatedfactors

Variables Classification Mean±SD p-value(p )
Family coupleorchildrena 9.19±7.02 <0.001
livingtogether parentsinlawb 10.90±8.64 (a<d)*

parentsc 10.52±9.12
othersd 14.52±8.46

Relationwith verywell 6.98±5.54 <0.001
husband'sfamily well 9.77±6.90 (<0.001)

moderate 13.74±9.20
notwell 14.37±10.25

Subjectivehealth good 8.41±6.98 <0.001
status moderate 11.06±6.75 (<0.001)

poor 15.21±10.98
Smokingstatus no 9.35±7.12 0.019

yes 12.80±9.84
Alcoholdrinking currentdrinkinga 10.67±7.75 0.022

pastdrinkingb 9.89±7.36 (a>c)*
nodrinkingc 8.76±7.11

Exercise yes 8.53±7.29 0.041
no 9.74±7.31

*:resultsofmultiplecomparison

연구대상자의 임신횟수에 따른 우울점수를 비교해 보면 첫 번째 임신의 경우
8.18(±6.58)점,두 번째 임신은 10.65점(±7.54),세 번째 이상 임신은 11.97(±8.24)
점으로 임신 횟수가 증가할수록 우울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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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기간에 따른 우울점수는 임신 중기는 9.12(±7.15)점, 임신 후기
10.12(±7.53)점으로 임신 중기 보다 임신 후기일수록 우울점수가 유의하게 높았
으며,유산의 경험에 따른 우울점수는 유산경험이 있는 경우 11.10(±8.40)점,유
산경험이 없는 경우 8.83(±6.73)점으로 유산경험이 있는 경우에서 없는 경우보
다 우울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임신 중 입덧 여부,태아의 건강
상태,임신 이전 질병 유무,임신 중 합병증 유무에 따른 우울점수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10).

TTTaaabbbllleee111000...Relationsbetweendepressionscoreandobstetricalcharacteristics

Variables Classification Mean±SD p-value(p )
Parityfrequency one 8.18±6.58 <0.001

two 10.65±7.54 (<0.001)
morethanthree 11.97±8.24

Term period secondtrimester 9.12±7.15 0.035
thirdtrimester 10.12±7.53

Previousabortion yes 11.10±8.40 <0.001
no 8.83±6.73

Nauseaduring no 9.00±6.62 0.083
pregnancy yes 9.93±7.99
Fetalhealthstatus good 9.53±7.34 0.937

poor 9.33±4.72
Medicalproblems absent 9.42±7.29 0.076

present 11.27±7.61
Currentobstetrical absent 9.48±7.25 0.673
problems present 9.82±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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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자의 우울점수와 여러 변수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자아존중감
과 우울점수와의 상관계수는 -0.541점으로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우울점수가
유의하게 높았으며,결혼만족도와 우울점수와의 상관계수는 -0.568점으로 결혼
만족도가 낮을수록 우울점수가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
다.분만준비도와 우울점수와의 상관계수는 -0.181점으로 분만준비도가 낮을수
록 우울점수가 유의하게 높았으며,사회적 지지도와 우울점수와의 상관계수는
-0.613점으로 사회적 지지도가 낮을수록 우울점수가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
의 상관관계가 있었다.연구대상자의 연령과 우울점수와의 상관계수는 0.103점,
임신기간과 우울점수와의 상관계수는 0.066점,임신횟수와 우울점수와의 상관계
수는 0.177점,자녀수와 우울점수와의 상관계수는 0.183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그러나 임신 전과후의 몸무게 변화량과 우울점수
와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Table11).

TTTaaabbbllleee111111...Correlationcoefficientsbetweendepressionscoreandseveralvariables

Variables Correlationcoefficient p-value
Selfesteem -0.541 <0.001
Satisfactionwithmarriage -0.568 <0.001
Preparationfordelivery -0.181 <0.001
Socialsupport -0.613 <0.001
Age 0.103 <0.001
Gestationalage 0.066 0.037
Weightchange 0.003 0.934
Parityfrequency 0.177 <0.001
Childnumber 0.183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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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사사사회회회심심심리리리적적적 특특특성성성과과과 우우우울울울점점점수수수와와와의의의 관관관련련련성성성(((단단단계계계적적적 다다다중중중회회회귀귀귀분분분석석석 결결결
과과과)))

임산부의 우울점수를 종속변수로 대상자의 특성을 독립변수로 하여 단계적
선택에 의한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사회심리적 특성인 사회적 지지도,
자아존중감,결혼만족도 등이 최종 우울점수와 유의한 관련이 있었고,그 밖에
부부의 동거형태,가족형태,자신의 건강상태,음주유무,입덧여부가 우울점수와
유의한 관련이 있는 변수로 선택되었다.이들 변수에 의한 우울점수의 설명력
은 47.1%이었다(Table12).

TTTaaabbbllleee111222...Relationsbetweendepressionscoreandsocio-psychologicalfactorsasa
resultofstepwisemultipleregressionanalysis

Variables Βℬ SE p-value
Socialsupport (score) -0.321 0.036 <0.001
Selfesteem (score) -0.394 0.051 <0.001
Satisfactionwithmarriage (score) -0.060 0.010 <0.001
Inhabitwithhusband (yes/no*) -2.499 0.930 0.007
Livingfamilytogether parentsinlaw 0.670 0.646 0.300
(/couple*) parents 1.031 1.082 0.341

others 2.582 1.042 0.013
Healthstatus moderate 1.099 0.379 0.004
(/good*) poor 3.953 0.862 <0.001
Alcohol present 0.386 0.658 0.558
(/non-drinking*) past 0.899 0.362 0.013
Nauseaduringpregnancy moderate 0.523 0.367 0.155
(/no*) severe 1.102 0.557 0.048
AdjustedR2＝ 0.471

Β(regressioncoefficient),SE(standarderror),＊:reference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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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고고고 찰찰찰

본 연구는 임산부의 임신 중 우울수준을 파악하고,임신 중 우울에 관련된
사회심리적 특성을 비롯한 위험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시행하였다.본 연구
결과 경증에 따른 차이는 있으나 전체 임산부 중 42.1%가 우울한 경향이 있음
을 알 수 있었다.이는 산전에 우울을 보인 임산부가 BDI에서는 24.5%,
HDRS(HamiltonDepressionRatingScale)에서는 14.7%라는 이성인 등(1990)의
연구결과 보다는 높게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연구대상,진단방법,시기에 따
른 차이라고 생각되며,향후 후속연구에서 표준화된 면담을 통해 임신 중 우울
을 평가해야 하겠지만,우리나라에 임상적으로 우울증 진단을 받지 않더라도
우울감 등을 경험하는 임산부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임신 중 우울수준과 관련이 있었던 사회심리적 요인으로는 자아

존중감,결혼만족도와 사회적 지지도였다.자아존중감의 경우 자아존중감 점수
가 낮을수록 임산부의 우울점수는 유의하게 높았다.이는 자아존중감과 우울
증상은 의미 있는 역 상관관계에 있다는 연구결과(Rosenberg,1965)와 자아존중
감이 양육스트레스와 상호작용하여 산후우울의 취약성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
구결과(권정혜,1996)와 일맥상통 한다고 볼 수 있다.자아존중감이 결혼생활과
우울을 중개해주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많은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는데,
Culp와 Beach(1993)는 여성들의 경우에 자아존중감이 우울증과 결혼만족도 간
의 관계에서 중요한 매개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누리면,이
에 따라 자아존중감이 상승하여서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감소하는 반면,결
혼 생활이 불행하면 자아존중감도 따라서 떨어지기 때문에 우울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영국의 Brown등(1990)은 자녀를 키우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지역 사회 여성들의 우울증을 1년에 걸쳐 연구하면서 사회적 지지와 자아
존중감이 여성들의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여성들이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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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경험할 당시 가까운 사람(예;남편,친한 친구)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부정적 자아존중감을 지니고 있으면 우울증에 빠질 확률이 높음을 발견하였다.
Butler등(1994)의 연구결과 역시 현재 우울하거나 혹 이전에 우울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전혀 우울한 적이 없는 사람들보다 유의하게 높은 자아존중감의
변동성이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러한 자아존중감은 미래의 우울을 효과적
으로 예측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이에 향후 산전관리 교육 시 임신자체가
신비롭고,보람된 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함께 임산부의 자존감
을 높여 행복한 감정상태에서 임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하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임산부가 지각한 결혼만족도가 낮을수록 우울점수는 높게 나타

났는데 이는 산후우울이 결혼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한 보고(최
의순과 오정아,2000)와 남편과의 관계가 항상 좋다고 답한 산모군의 우울정도
가 낮았다는 연구결과(홍종문과 송수식,1986)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부부간
의 갈등과 임신에 대한 의심이 산전 및 산후 우울증을 일으킨다는 Kumar와
Robson(1984)의 연구와 남편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산모군이 관계가 좋은 산모
군보다 우울정도가 높았다는 연구 결과(윤근순,1984),그리고 임신기간 중의
결혼생활의 긴장과 임신에 대한 회의가 산후우울에 관계한다는 연구결과(Little
등,1982)는 결혼생활의 중요성을 시사해주고 있다.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
터 부부관계와 우울증의 밀접한 관련성이 경험적으로 밝혀져 왔으며(Beach와
O'Leary,1986;O'Leary등,1994;Weissman,1987),부부관계에 문제가 많은 사
람일수록 우울증에 대한 치료효과도 나쁘고 재발률도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Merikangas,1984).부부관계는 상호성을 배우면서 서로 지지하는 상호독립적
인 관계로 임신동안 신체적,심리적 반응과 관련이 깊고,모성 역할을 도와주는
좋은 기반이 된다(김경원,1998;Lederman,1984).현대사회는 부부를 중심으로
한 핵가족 시대이므로 산전 교육 시 부부가 함께 참여하여 서로의 입장을 이해
할 수 있는 부부역할 바꾸기,체험 부부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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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 한다면 결혼만족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임산부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도 정도가 높을수록 우울점수는 낮

아지는 결과를 보였으며,이는 배우자의 지지행위 정도가 높을수록 산후우울정
도가 낮다는 결과(김태임,1997;장순복 등,1992;전지아,1990;조영숙,1994)와
사회적 지지도가 높으면 우울정도가 감소하였다는 연구결과들(최인희,1990;배
행자,1992),그리고 남편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미혼모인 경우 산후우울 발생
빈도가 높았다는 보고(나용진,1993)와 유사하였다.여러 요인 가운데 사회적
지지도는 산모와 태아의 애착을 증진시켜 주며,임산부의 신체적,심리적 건강
을 도모해 준다고 하였고(Koniak-Griffin,1988),사회적 지지의 효과는 개인의
사회적요구의 충족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신체적 측면에서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회 심리적 변수로 중요시 되고 있으며(김시현과 지성애,1985;윤근순,
1984;Norbeck,1981),사회적 지지도가 스트레스 상황 하에 있는 사람들의 건
강을 보호한다는 연구결과 보고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Walker,1992).Brandt
등(1981)은 고도의 기능과 생활 만족을 얻고 유지하는데 중요한 것은 다른 사
람과의 인간관계로써 배우자 또는 친구,친척과의 친밀한 유대관계가 지지와
연관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Mueller(1980)는 사회적 지지도 정도는 우울에 중
요한 예측 인자로서 강한 사회적 지지도는 우울을 예방한다고 강조했으며,태
영숙 등(1986)은 가족의 지지도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나 절망감은 낮아진다고
하였다.그러므로 산전교육 시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분만준비도(임신희망,산전교육)란 산모가 출산 전에 분만 및 육아를 위하여

준비한 정도(배정이,1996)이다.분만준비를 한 산모들은 그렇지 못한 산모들보
다 정서적인 기복이 적고 아기와의 관계에도 더 성공적이며(이은숙,1995),임
신을 희망한 군이 그렇지 않은 군보다 산후우울증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조영
숙,1988).산전교육을 받은 임산부는 받지 않는 임산부보다 분만과정 동안 동
통이 감소하여 더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였으며,분만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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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그리고 자신감을 갖게 되어 분만에 더 협조적이고 긍정적이며 만족스런 경
험을 하게 된다(문영숙,1980;이금희,1998;최연순,1983).또한 산전교육을 받
은 산모가 산전교육을 받지 않은 산모보다 산후우울증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고
보고함으로서(최의순과 오정아,2000),산전교육이 산후 우울증 정도를 감소시
키는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본 연구에서도 분만준비도가 낮을수
록 우울점수는 유의하게 높았으나 다중회귀분석 결과 유의한 관련성은 나타나
지 않았다.이는 산전 진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산전 교육을 통한 분만준비가 잘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임산부 연령과 우울점수와의 관계에서는 단일변량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

의한 수준을 보였으나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즉 나이가 증가할수록 우울점수는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나 우
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이는 24세 이하 군보다 25세 이상 군에
서 불안공포가 더 높게 나타난 최인희(1990)의 연구결과와 연령이 증가함에 따
라 불행을 느끼는 경우가 증가한다는 홍성봉 등(1978)의 결과와는 비슷한 경향
이나 임신 중에 우울한 산모는 그렇지 않은 다른 산모들에 비해 나이가 더 어
리다는 보고(Gotlib등,1989;Tiffany등,2006)와는 상반되는 경향이다.본 연구
에서 비록 임산부 연령이 임신 중 우울수준과 관련된 요인으로 나타나지는 않
았지만 임산부의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학력정도는 단일변량 분석결과 임신 중 우울점수와 관

련 있는 변수로 나타났지만 다중회귀분석 분석결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즉 학력정도가 낮을수록 우울점수가 유의하게 높았으나 다중회귀분석결
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이는 교육정도가 낮을수록 불안․공포점
수가 높았다는 연구결과(최인희,1990)와 임신 중에 우울한 산모는 그렇지 않은
산모들에 비해 교육수준이 낮다는 보고(Gotlib등,1989;Tiffany등,2006),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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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임산부의 교육이 높을수록 신체적 변화에 잘 적응함으로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는 연구결과(홍성봉 등,1978)와 유사하였다.이는 학력정도가 높을수록 임
신과 분만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많이 확보하며,임신이 정상적인 변
화라는 것을 인식하여 적응하고,이에 따른 신체적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
임으로써 임신에 대한 불안이나 공포를 덜 느끼게 되는 것이다(강정희,1980;
남은숙,1985;홍은영,1984).그러나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불안 공포감이 더 많
다는 보고(안황란,1983;하영수,1968)가 있어 일관된 결과는 없는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결혼상태,직업유무는 단일변량 분석결과 임신 중 우

울점수와 관련 있는 변수로 나타났지만 다중회귀분석 분석결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즉 결혼을 하지 않고 사는 경우,직업이 없는 경우에서 우울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으나 임신 중 우울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정인숙
(2002)은 직업이 없는 임산부가 직업을 가진 임산부보다 불안 점수가 높게 나
온 연구결과에 대해 직업이 있는 임산부는 없는 임산부에 비해 사회활동,대인
관계에서 얻은 다양한 지식과 정보 교환의 가능성이 크고 활동 시간과 활동량
이 많아 우울을 느끼는 정도와 해소방법에 차이가 있어 그러하다고 하였다.그
러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산모가 직업이 없는 산모보다 우울정도가 높게 나타
난 연구결과(김태임,1997)가 있어 본 연구결과와 다르다.또한 직업에 따른 산
후우울감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게 나타난 여러 연구 결과(나용진,1993;조
영숙,1988; 정명희와 김증임,2005)도 있어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더 진행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종교유무와 우울점수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본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았다.이는 종교가 없다는 그룹이 산후우울증 정도가 높다는 이영화(1989)
의 연구결과와 임신 중 불안 공포에 종교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정인숙,
2002;최인희,1990)와는 차이가 있었다.본 연구에서는 종교가 우울정도에 유의
한 관련성을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종교가 삶에 있어서 커다란 의미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교를 통해 개인적인 위로와 지지를 얻게 한다면 우울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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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임신 중 우울감과 가족 월수입과의 단일변량 분석 결과 월수입이 낮을수록

우울점수가 높게 나타나 역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이는 임산부의 경제상태가
‘중’이라고 답한 임산부에 비해 ‘하’라고 답한 임산부에서 우울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는 이성인 등(1990)의 보고와 월수입이 높을수록 산후 우울감이 낮았다
는 결과(정명희와 김증임,2005)와 우울한 산모에서 그렇지 않은 다른 산모들에
비해 사회경제적 수준이 더 낮았다고 보고(Tiffany등,2006)와 유사하였다.그
러나 Kumar와 Robson(1984)은 산후에 일어나는 정서변화에 사회적 계급이나
재정적문제와는 상관이 없다고 하여 이에 대한 연구는 더욱 필요하겠으며 아울
러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지가 더 주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부부의 동거형태는 남편과 따로 떨어져 사는 경우에,가족형태에서는 다른

가족들과도 함께 사는 경우일수록 우울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다중회귀분석 결과 임신 중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댁식구와의 관계에서는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고 느낄수록 우울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나 다중회귀분석 분석결과에서는 유의한 변수로 선
택되지 않았다.
Cornelia등(2005)은 산전 시댁과의 관계에 마찰이 많은 경우일수록 산후우울

증 발생이 증가한다고 하였고,안황란(1983)의 연구에서 임산부에게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첫 번째 요인들 중 8.6%가 고부간의 갈등이라 하였으며,조영숙
(1988)의 연구에서도 고부 관계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하였다.또한
강정희(1989)의 연구에서도 시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층의 우울 정도가 유의하
게 높아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경향이다.박성숙과 이부영(1975)은 고부간의
갈등을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노인이 당연히 바라는 시부모 대접에 대해 회의를
가지며,노인은 노인대로 과거와 다른 대우에 대해 서운해 하는 것이라고 하였
으며,우리나라 문화 배경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결과로 여성에서의 우울증
에 대한 중요한 발생 요인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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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도 시댁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고 느낄수록 우울정도가 유의
하게 높게 나타나 고부간의 갈등은 임신 중 우울에 영향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
다.본 연구에서는 결혼만족도를 별도의 변수로 선택하고 결혼만족도가 유의한
변수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시댁과의 관계가 결혼만족도에 포함되어 나타난 결
과일 것으로 추측된다.
연구대상자의 생활습관 관련 특성에서 임산부 자신이 인지하는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고 답한 경우,흡연을 하는 경우,음주를 하는 경우,규칙적인 운동
을 하지 않는 경우에서 우울점수가 높게 나타나 유의미하였으나 단계적 다중회
귀분석 결과 자신의 건강상태와 음주여부만이 임신 중 우울의 영향요인으로 나
타났다.흡연의 경우 현재흡연자가 1명밖에 되지 않아 흡연 변수는 흡연경험여
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비록 흡연이 우울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나진 않았지
만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은 이미 일반화 되어 있으므로 임신 중 흡연은
위험한 요인이라고 추정되므로 현재 흡연자가 충분히 포함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음주의 경우 사후검정결과 현재 음주군이 비음주군에 비해 유의하게
우울점수가 높았으나,단계적 선택에 의한 다중회귀분석결과 과거음주군이 현
재음주군보다 더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이는 임신 전의 과거의 음주습관
이 현재 임신의 우울에 더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되며,본 연구가 단면조사
연구로 사후관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제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임신 중 우울이 흡연과 음주를 유발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대상자의 임신횟수와 유산경험에 따른 우울점수는 단일변량분석결과 임

신 횟수가 증가할수록,유산경험이 있는 경우일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
으나 다중회귀분석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이는 초산부보다 경산부
에서 우울정도가 더 높다는 보고(윤근순,1984;이성인,1990;홍종문 등,1986;
Gotlib등,1989)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나 분만경험에 따른 산후우울감 정도
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는 보고(정명희와 김증임,2005;최의순과 오정아,
2000)와 초산부의 우울 정도가 경산부보다 더 높다는 연구결과(Beck,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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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mar와 Robson,1984;Little,1982)가 있어 본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임신기간과 관련된 우울점수는 단순분석에서 임신기간이 증가할수록 우울점

수가 통계적으로 유이하게 높았으나 다중회귀분석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임신 전반기가 후반기보다 불안 공포가 더 심하다고 했던 연구결과(강
정희,1980;최인희,1990)와 임신 전기에는 임부의 반수 이상(60%)의 기분이 우
울해지고 신경이 이상과민을 일으키나 임신 중기에서 말기 사이에는 소수로 줄
어든다고 한 보고(하영수,1968)가 있어 본 연구결과와는 다르다.그러나 본 연
구결과,임산부들은 임신후반기로 갈수록 신체적 불편감 때문에 힘들어지며,분
만을 초조하게 기다리면서 기쁨과 두려움이 나타나므로 우울점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입덧 여부는 입덧이 심할수록 우울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

았으며 다중회귀분석 결과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으로 나타났다.임신
동안 오심,구토 등 입덧 증상이 모든 임산부의 50-75%발생하고(Brandes,1967;
Samsioe,1987),소수의 임산부는 체중감소,구토로 인해 입원치료를 해야 할
정도로 심한 경우도 있다고 하여(이은찬 등,1997),입덧이 심할수록 신체적인
불편감이 증가하여 이는 결국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됨으로써 우울감
이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과정에서 제한점으로는 첫째,연구방법이 단면조사 연구로 우울과

관련 있는 변수의 인과관계를 설명 하는데 한계가 있다.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해 향후 임산부를 대상으로 추적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둘째,대
상은 보건소에 내원한 임산부로,전체 임산부로 일반화 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이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전체 지역사회의 임산부를 포함할
수 있는 포괄적 연구가 계획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셋째,사회심리적 요인의
경우 임신 중 우울의 위험요인으로 간주하기 보다는 다른 위험요인과 임신 중
우울과의 관련성을 매개하거나 중재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그러
나 본 연구의 경우 이러한 구조적인 측면은 고려하지 못하였고,단지 임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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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과 사회심리적 요인과의 관련성만을 파악하였다.향후 임신 중 우울을 비
롯한 임신과 관련된 우울과 여러 위험요인들과의 구조적 측면을 정립하고자 하
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사회심리적 영

역을 포함하여 관련요인을 규명하고자 한 연구로 임신 중 우울과 관련된 사회
적 지지도,자아존중감,결혼 만족도 등의 사회심리적 요인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데 그 의의를 들 수 있다.또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임
신 중 우울의 조기 발견과 완화를 위한 구체적이며 적절한 계획을 수립할 때
이러한 요소를 고려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임신 중 우울과 관련이 있는 요인으로 부부의 동거형태,가족형

태,자신의 주관적 건강상태,음주 상태,입덧 여부 등과 더불어,사회 심리적
특성인 자아존중감,결혼만족도,사회적 지지도가 독립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있
음을 알 수 있었다.이에 산전관리 및 교육을 제공할 때 임산부의 자존감을 높
이고,임신동안 정서상태를 행복하게 변화시켜 줄 수 있도록 배우자 및 가족과
의 관계와 사회적 지지에 대한 부분을 더욱 강조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
다.이로써 임신 중 우울감이 있는 임산부가 산후 우울로 진행되지 않도록 예
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향후 전향적 연구에서 심리적
특성의 다른 관련요인을 추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위험인자를 규명할 시도
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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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요요요약약약 및및및 결결결론론론

본 연구는 임산부의 임신 중 우울수준을 파악하고,사회심리적 특성을 비록
한 위험요인과 우울점수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2007년 4월 2일부터 5
월 31일까지 광주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4개 구 보건소에 산전관리를 받는 임
신 20주 이상 산모 1,008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자료 수집은 설문지를 이용
하였으며 설문지 구성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건강관련 특성,가족관련
특성,임신관련 특성,분만비도,자아존중감,결혼만족도,사회적 지지도,우울
측정도구 등으로 이루어졌다.자료 분석은 t-검정,상관분석,단계적 다중회귀분
석을 사용하여 임신 중 우울과 관련이 있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31.02세(±3.65),평균 임신주수는 27.02주(±5.91)이

었으며,우울증 유병율은 42.1% 이었다.초산부인 경우는 대상자의 56.1%,경산
부인 경우는 43.9%였다.단변량 분석 결과 임신 중 우울과 관련이 있는 요인으
로는 연령,결혼상태,교육정도,직업,월수입,가족 형태,시댁식구와의 관계,
주관적 건강상태,흡연 상태,음주 상태,운동 여부,임신 횟수,임신 기간,유산
경험,입덧유무,분만준비도,자아존중감,결혼만족도,사회적 지지도이었다.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자아존중감,결혼만족도와 사회적 지지도
의 점수가 높을수록 임신 중 우울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아졌고,이 외
에도 부부의 동거형태,가족 형태,자신의 건강상태,음주 여부,입덧 유무 등이
임신 중 우울점수와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임산부의 신체적 상태 외에 자아존중감,사회적 지지도,결혼만족

도 등의 사회심리적 특성이 임신 중 우울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임
산부 산전관리에 이들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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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임임산산산부부부의의의 우우우울울울정정정도도도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설설설문문문조조조사사사

안녕하십니까?
먼저 임산부 여러분의 임신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북구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의사입니다.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임
산부의 우울 수준과 임신 중 어떤 요소들이 임산부 우울과 관련이 있는
지를 파악하여,임산부 우울 발생을 줄이고,분만 후 합병증을 감소시키
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산전관리 프로그램의 기초 자료로 사용
하고자 합니다.
설문지 내용은 연구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원하지 않으시면
언제든지 철회 가능합니다.조사에서 얻어진 개인적인 자료는 반드시 비
밀을 지킬 것을 약속드리며,바쁘고 불편하시더라도 빠짐없이 답해 주시
면 귀중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하며 순산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자 :김 은숙 올림



39

※ 다음의 질문을 보고,해당되는 곳에 표시하거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및및및 생생생활활활습습습관관관 관관관련련련 특특특성성성>>>

1.귀하의 연령은 몇 세이십니까? 세

2.귀하의 결혼 상태는 어떠합니까?
① 미혼 ② 기혼 ③ 동거 중 ④ 기타

3.학교는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① 초등학교 졸 ② 중졸 ③ 고졸 ④ 대졸 ⑤ 대학원졸 이상

4.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① 불교 ② 기독교 ③ 천주교 ④ 기타 ⑤ 없다

5.귀하는 현재 직업이 있습니까?
① 없다 ② 있다 → 있다면 무엇입니까?

6.귀하의 가정의 월 평균 소득은 얼마정도 입니까?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 -199만원 ③ 200만원 -299만원
④ 300만원 -399만원 ⑤ 400만원 -499만원 ⑥ 500만원 이상

7.귀하의 의료보험 종류는 무엇입니까?
① 건강보험 ② 의료급여 1종 ③ 의료급여 2종 ④ 일반

8.귀하가 현재 살고 있는 가족 형태는 어떠합니까?
① 부부 또는 자녀와만 산다
② 시부모님과 산다
③ 친정 부모님과 산다
④ 다른 가족들과도 같이 산다

9.시댁식구들과 관계는 어떠한 편입니까?
① 매우 원만하다 ② 원만하다 ③ 보통이다 ④ 원만하지 못하다 ⑤ 매우 사이가 안좋다

10.귀댁 부부의 동거형태는 어떠합니까?
① 같이 산다 ② 따로 떨어져 있고 주중에 만난다 ③ 주말부부다 ➃ 2-3주 정도에 한번 본다

11.스스로 생각에 다른 사람(같은 연령)과 비교하여 자신의 건강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건강한 편이다 ② 건강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⑤ 매우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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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현재 담배를 피우십니까 ?
① 피우지 않는다.
②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는다.
③ 현재 피우고 있다.→ 하루 평균 흡연양은 얼마입니까? 개비/일

13.평소에 술을 드십니까?
① 기회가 될 때마다 마시는 편이다.② 과거에는 마셨으나 현재는 마시지 않는다.
③ 전혀 안마신다.

14.건강을 위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임임임신신신 관관관련련련 특특특성성성>>>

15.귀하의 현재 임신 주수는 얼마입니까? 주

16.체중은 얼마 입니까?
① 임신전 ㎏ ② 현재 ㎏

17.현재 귀하의 임신은 몇 번째 입니까? 번째

18.현재 임신한 아이가 첫아이 입니까?
① 예 ② 아니오． 째 아이입니다.

19.유산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 인공유산 회, ⓑ 자연유산 회
② 없다

20.현재 임신과 관련하여 입덧은 어떠합니까?
① 없다 ② 보통 ③ 심하다

21.산전 진찰결과 현재 태아의 건강상태는 어떠합니까?
① 양호
② 이상 → 이상이 있을 경우 상태는 무엇입니까?

ⓐ 태위이상 ⓑ 선천성 기형 ⓒ 태아발육부전 ⓓ 기타

22.귀하는 분만 후 산후 조리자를 누구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① 친정어머니 등 친정 식구 ② 시어머니 등 시댁 식구 ③ 산후 조리원 ④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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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귀하는 이번 임신 이전에 다음과 같은 질환을 앓은 적이 있으면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질 질 질 질 병 병 병 병 명명명명 없다없다없다없다 있다있다있다있다 질 질 질 질 병 병 병 병 명명명명 없다없다없다없다 있다있다있다있다

고 혈 압 ① ② B형간염 ① ②
당 뇨 병 ① ② 정신질환 ① ②

갑상선 기능이상 ① ②

24.귀하는 이번 임신 이후 다음과 같은 질병의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이이이번번번 임임임신신신과과과 관관관련련련하하하여여여 다다다음음음의의의 질질질문문문에에에 해해해당당당되되되는는는 곳곳곳에에에 OOO 또또또는는는 ✔✔✔표표표시시시를를를 해해해 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문 항 항상
그렇다

자주
그렇다

가끔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원하던 임신 이었다 1 2 3 4
2.임신 중 병원에서 권하는 대로 빠짐없이 산전 진찰을 받았다 1 2 3 4
3.임신 중 산전 교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1 2 3 4
4.아기 양육을 위한 책자나 비디오를 보았다 1 2 3 4
5.전문가에 의해 실시되는 임신 분만에 대한 교육 강좌에 참가
하였다. 1 2 3 4

질 질 질 질 병 병 병 병 명명명명 없다없다없다없다 있다있다있다있다 질 질 질 질 병 병 병 병 명명명명 없다없다없다없다 있다있다있다있다

고 혈 압 ① ② 골반협착 ① ②
임신중독증 ① ② B형간염 ① ②
임신성 당뇨 ① ② 매 독 ① ②
자궁무력증 ① ② 철결핍성 빈혈 ① ②
전치태반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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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래래래에에에 적적적혀혀혀 있있있는는는 문문문항항항을을을 잘잘잘 읽읽읽으으으신신신 후후후,,,해해해당당당되되되는는는 곳곳곳에에에 OOO 또또또는는는 ✔✔✔표표표시시시를를를 해해해 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항 목
전전전 혀혀혀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 다다다

대대대체체체로로로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 다다다

반반반반반반
이이이다다다

대대대체체체로로로
그그그렇렇렇다다다

정정정 말말말
그그그렇렇렇다다다

1.나는 결혼생활에 있어서 남편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
는지를 알고 있다. 1 2 3 4 5

2.남편은 되도록이면 나를 편하게 해 주려 한다. 1 2 3 4 5
3.나는 결혼생활에 대해 근심,걱정이 많다. 1 2 3 4 5
4.만약 내가 다시 결혼한다면,지금의 남편과 같은 사람과는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1 2 3 4 5

5.나는 남편을 항상 신뢰할 수 있다. 1 2 3 4 5
6.내가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면,나의 인생은 매우 공허했을
것이다. 1 2 3 4 5

7.현재의 결혼생활은 나를 너무 구속한다. 1 2 3 4 5
8.나는 나의 결혼생활이 따분하게 느껴진다. 1 2 3 4 5
9.남편과의 결혼생활이 어떠한지를 알고 있다. 1 2 3 4 5
10.결혼생활은 나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1 2 3 4 5
11.나는 결혼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화가 나고 짜증
스럽다. 1 2 3 4 5

12.나는 결혼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생
각한다. 1 2 3 4 5

13.지금의 결혼생활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란다. 1 2 3 4 5
14.시간이 갈수록 나의 결혼생활은 더 만족스러워질 것이다. 1 2 3 4 5
15.나는 결혼생활을 잘 해 보려고 노력하는 데 지쳤다. 1 2 3 4 5
16.나는 결혼생활이 생각했던 것만큼 즐겁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17.나의 결혼생활은 다른 어떤 일보다도 나에게 만족감을 더
많이 준다. 1 2 3 4 5

18.결혼생활이 해가 갈수록 어려워진다. 1 2 3 4 5
19.남편은 나를 매우 신경질나게 한다. 1 2 3 4 5
20.남편은 내 의사를 나타낼 충분한 기회를 주는 편이다. 1 2 3 4 5
21.지금까지 나의 결혼생활은 성공적이었다. 1 2 3 4 5
22.남편은 나를 자신과 동등하게 대해 준다. 1 2 3 4 5
23.결혼생활 이외에 인생을 가치 있고 흥미롭게 하는 것을 추
구해야 한다. 1 2 3 4 5

24.남편은 내가 최선을 다하도록 용기를 북돋아 준다. 1 2 3 4 5
25.결혼생활을 통하여 내 성격은 많이 억눌려져 왔다. 1 2 3 4 5
26.내 결혼생활의 미래는 희망적이다. 1 2 3 4 5
27.나는 남편에게 진실로 관심을 기울인다. 1 2 3 4 5
28.나는 남편과 사이가 좋다. 1 2 3 4 5
29.나는 남편과 이혼하여 헤어질까봐 두렵다. 1 2 3 4 5
30.남편은 내 자유시간을 불공평하게 자주 빼앗는다. 1 2 3 4 5
31.남편은 나를 합당하지 못하게 대하는 편이다. 1 2 3 4 5



43

항 목
전전전 혀혀혀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 다다다

대대대체체체로로로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 다다다

반반반반반반
이이이다다다

대대대체체체로로로
그그그렇렇렇다다다

정정정 말말말
그그그렇렇렇다다다

32.내 결혼생활은 나 자신이 결혼 전에 세웠던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 1 2 3 4 5

33.남편은 우리의 관계를 보다 좋게 하려 애쓴다. 1 2 3 4 5
34.남편과 취미가 다르기 때문에 괴로움을 겪는다. 1 2 3 4 5
35.우리 부부의 애정표현은 각자의 마음에 드는 편이다. 1 2 3 4 5
36.불행한 성관계가 나의 결혼생활에 장애가 된다. 1 2 3 4 5
37.남편과 나는 어떤 행동이 올바르고 적절한지에 대해 서로
의견이 일치한다. 1 2 3 4 5

38.남편과 나는 같은 인생철학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1 2 3 4 5
39.남편과 나는 서로 좋아하는 몇 가지 취미생활을 함께 즐긴
다. 1 2 3 4 5

40.나는 가끔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지 않았었으면 하고 바랄
때가 있다. 1 2 3 4 5

41.현재의 결혼생활은 확실히 불행하다. 1 2 3 4 5
42.나는 남편과 즐거운 마음으로 성관계를 가지기를 원한다. 1 2 3 4 5
43.남편은 나를 별로 존중하지 않는다. 1 2 3 4 5
44.나는 남편을 신뢰하기 어렵다. 1 2 3 4 5
45.남편은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바를 대부분 알아차린다. 1 2 3 4 5
46.남편은내가 무엇을 말하는지에귀 기울이지 않는다. 1 2 3 4 5
47.나는 남편과 자주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편이다. 1 2 3 4 5
48.나는 확실히 나의 결혼생활에 만족한다. 1 2 3 4 5

※ 아아아래래래의의의 문문문항항항들들들은은은 '''여여여러러러분분분이이이 자자자신신신을을을 어어어떻떻떻게게게 보보보느느느냐냐냐‘‘‘하하하는는는 자자자신신신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생생생각각각을을을 나나나타타타내내내는는는 문문문항항항
입입입니니니다다다...문문문장장장을을을 잘잘잘 읽읽읽고고고 자자자신신신의의의 경경경우우우와와와 가가가장장장 가가가까까까운운운 것것것의의의 칸칸칸에에에 OOO 또또또는는는 ✔✔✔표표표시시시를를를 해해해 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문문문 항항항

대체
로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
로
그렇
다

항상
그렇
다

1.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2.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1 2 3 4
3.나는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1 2 3 4
4.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 할 수가 없다. 1 2 3 4
5.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1 2 3 4
6.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1 2 3 4
7.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1 2 3 4
8.나는 내 자신을 좀 더 존경할 수 있으면 좋겠다. 1 2 3 4
9.나는 가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1 2 3 4
10.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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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래래래의의의 문문문항항항을을을 읽읽읽고고고 지지지난난난 111년년년 전전전부부부터터터 현현현재재재까까까지지지 귀귀귀하하하께께께서서서 처처처하하하셨셨셨던던던 상상상황황황이이이나나나 현현현재재재
겪겪겪으으으시시시고고고 있있있는는는 문문문제제제들들들의의의 정정정도도도가가가 어어어떤떤떤지지지 해해해당당당되되되는는는 곳곳곳에에에 VVV표표표 해해해 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문항 항상
그렇다

종종
그렇다

가끔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재정적인(경제적인)어려움이 있습니까?
2.본인에게 임무가 무겁게 지워지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3.고민거리를 해결해 주고 의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4.시간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십니까?
5.다른 사람과의 대화에 어려움을 느끼십니까?
6.돈의 지출을 결정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7.여가시간을 잘 이용하십니까?
8.원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금의 여유가 있습니까?
9.자녀나 가족에 대한 문제점으로 고생을 하십니까?
10.직업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십니까?
11.다른 사람으로부터의 간섭,통제를 받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12.자신의 위치나 상황에 대한 불만을 느끼십니까?
13.배우자와의 문제(불화)가 있습니까?
14.현재 살고 있는 곳에 대한 만족스러움을 느끼십니까?
15.나의 고민거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집단이 있습니까?
(종교집단,사교모임 등)

 다음 각 번호의 4가지 문항 중 오늘을 포함하여 지지지난난난 111주주주 동안의 자자자신신신의의의 상상상태태태를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문항 하나를 골라 해당 □란에 ∨표로 표시해 주십시오.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반드시 한한한가가가지지지로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 나는 슬픔을 느끼지 않는다.
□ 나는 슬픔을 느낀다.
□ 나는 항상 슬픔을 느끼고 그것을 떨쳐 버릴 수 없다.
□ 나는 너무나도 슬프고 불행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2. □ 나는 앞날에 대해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
□ 나는 앞날에 대해 별로 기대할 것이 없다고 느낀다.
□ 나는 앞날에 대해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느낀다.
□ 나는 앞날이 암담하고 전혀 희망이 없다고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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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나는 실패감 같은 것을 느끼지 않는다.
□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 실패의 경험이 많다고 느낀다.
□ 살아온 과거를 뒤돌아보면 항상 많은 일에 실패를 했다.
□ 나는 한 인간으로서 완전히 실패했다고 느낀다.

4. □ 나는 전과 다름없이 일상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 나의 일상생활은 예전처럼 즐겁지 않다.
□ 나는 무엇을 해도 만족스럽지 않다.
□ 나는 만사가 불만스럽고 짜증이 난다.

5. □ 나는 특별히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 나는 때때로 죄책감을 느낀다.
□ 나는 자주 죄책감을 느낀다.
□ 나는 항상 죄책감에 빠져 있다.

6. □ 나는 내가 벌을 받고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
□ 나는 내가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느낀다.
□ 나는 내가 벌을 곧 받을 것이라고 느낀다.
□ 나는 현재 벌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

7. □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실망하지 않는다.
□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실망할 때가 많다.
□ 나는 나 자신이 지긋지긋하게 느껴진다.
□ 나는 나 자신을 증오한다.

8. □ 나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나는 나의 약점이나 실수를 가끔 내 탓으로 돌린다.
□ 나는 내가 잘못하는 것은 항상 내 탓이라고 생각한다.
□ 나는 잘못된 일은 모두 내 탓이라고 생각한다.

9. □ 나는 죽고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 나는 가끔 죽고싶은 생각이 들지만 실행하지는 못할 것이다.
□ 나는 죽고싶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다.
□ 나는 기회만 있으면 자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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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나는 요사이 평소보다 더 울거나 하지 않는다.
□ 나는 요사이 전보다 더 자주 우는 편이다.
□ 나는 요즈음은 항상 울고 있다.
□ 나는 울고 싶어도 나올 눈물조차 없다.

11.□ 나는 전보다 더 짜증을 내지 않는다.
□ 나는 전보다 더 쉽게 짜증을 낸다.
□ 나는 요사이 항상 짜증이 난다.
□ 나는 짜증을 내기에도 지쳤다.

12.□ 나는 다른 사람들과 여전히 잘 어울린다.
□ 나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할 때가 가끔 있다.
□ 나는 거의 대부분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한다.
□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전혀 흥미가 없다.

13.□ 나의 결단력은 전과 다름없다.
□ 나는 전보다 결단력이 다소 약해졌다.
□ 나는 전보다 결단력이 훨씬 약해졌다.
□ 나는 어찌할 바를 몰라 아무 것도 결단을 내릴 수가 없다.

15. □ 나는 전과 같이 일을 잘 할 수 있다.
□ 나는 전처럼 일을 하려면 조금 힘이 든다.
□ 나는 무슨 일이든지 시작하려면 무척 힘이 든다.
□ 나는 너무 지쳐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

16. □ 나는 평소처럼 잠을 잘 잘 수 있다.
□ 나는 평소처럼 잠을 잘 자지 못한다.
□ 나는 평소보다 1-2시간 일직 깨어 다시 잠들기 어렵다.
□ 나는 평소보다 몇 시간 일찍 깨서 다시 잠들기 어렵다.

17. □ 나는 별로 피곤한지 모르고 지낸다.
□ 나는 전보다 쉽게 피로해진다.
□ 나는 사소한 일에도 곧 피로해진다.
□ 나는 너무 피로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14. □ 전보다 내 모습이 못하지는 않다.
□ 내가 늙거나 매력이 없어진 것 같아 걱정이다.
□ 내 모습이 변해 매력이 없어진 것이 분명하다.
□ 내 모습은 확실히 추해져서 남들이 불쾌하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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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나의 입맛은 평소와 같다.
□ 나의 입맛이 전과 같이 좋지는 않다.
□ 나는 요사이 입맛이 매우 나빠졌다.
□ 나는 전혀 입맛이 없다.

19. □ 나의 몸무게는 변함이 없다.
□ 근래 와서 몸무게가 3kg가량 줄었다.
□ 근래 와서 몸무게가 5kg가량 줄었다.
□ 근래 와서 몸무게가 7kg가량 줄었다.

20. □ 나는 건강에 관한 걱정은 별로 하지 않는다.
□ 나는 신체적 건강에 대해 걱정이 많다.
□ 나는 신체적 건강에 대한 걱정 때문에 제대로 무엇을 할 수 없다.
□ 나는 신체적 건강에 대한 걱정 때문에 전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21. □ 성(섹스,sex)에 대한 관심이 전보다 떨어진 것 같지는 않다.
□ 성(섹스,sex)에 대한 관심이 전보다 약간 떨어졌다.
□ 성(섹스,sex)에 대한 관심이 확실히 줄어들었다.
□ 성(섹스,sex)에 대해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

  ☺☺☺☺    설문에 설문에 설문에 설문에 응해주셔서 응해주셔서 응해주셔서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진심으로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감사드립니다감사드립니다감사드립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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