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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s of this descriptive survey study were to describe antenatal depression and level of mother-fetal 
interaction, and to assess mother's behavior and feeling during mother-fetal interaction, in order to develop a base 
for nursing intervention programs for mothers who have antenatal depression. Method: Data were collected from 
174 pregnant women who visited one public health center and OBGY clinic in Gangneung city. The instrument 
used for this study was a self-report questionnaire to identify depression (BDI), and mother-fetal interaction. 
Results: Of the mothers 63.2% were in the normal range for antenatal depression, 21.3% in the mild group and 
15.5% were in the moderate to severe group. For antenatal depression,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income, planned pregnant, health status, marriage satisfaction, family support, husband's love. The mean for 
mother-fetal interaction was 29.88±4.91. For mother-infant interaction,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education, income, pregnant number, delivery number, feeding plan, marriage satisfaction, family support, husband's 
love. There was a weak correlations between antenatal depression and mother-fetal interaction but it did not reach 
statistical significance. Conclusion: Antenatal depression and mother-fetal interaction influence fetal development. It 
is essential to assess and provide immediate care to mothers who have antenatal depression and lower level 
mother-fetal Inte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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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WHO에서는 2020년이 되면 세계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2대 질환 중 하나가 우울증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우

울증은 여자가 남자에 비해 두 배 많고 산후에 특히 증가한

다(Buist, 2000). 임신 중의 우울 장애 발생빈도는 산후시기 

보다 낮지만 그 비율이 상당히 높아 일반적으로 여성의 

25-35%가 임신 중에 우울 증상을 호소하며 약 10%에서 경도 

또는 주요 우울 장애의 진단기준에 속한다(Kitamura, Shima, 

& Sugawara, 1993). 우리나라의 임신 중 우울 정도는 BDI 도

구를 이용한 경우 10점 이상인 경우 30-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Cho & Kwon, 2002) 외국의 경우도 21-25%의 산모가 

우울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otlib, Whiffen, Wallace, & 

Mount, 1991). 임신 중 우울은 임산부로 하여금 부적절한 산

전관리, 영양결핍, 자살초래 등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뿐 

아니라 태아기형, 특히 뇌신경계 기형을 유발하여 태아의 발

달장애나 조산의 확률이 높은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Oh, 

2005; Dayan et al., 2006). 또한 임신 중의 우울 증세와 재발

성 우울증이 출산 후 아동의 사회 심리적 기능의 저하와 정

서, 행동 문제의 증가와 연관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Luoma et al., 2001).

출생 전 태아에 대한 모성의 음성, 쓰다듬기 등의 다양한 

긍정적 자극들이 태아의 뇌신경세포 발달을 촉진시키며

(Manrique et al., 1998) 인간의 발달에 대한 최근 지견은 인간

의 유전자와 환경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것으로서 유전자는 

아기의 기질적 특성을 결정하지만, 태중 환경에 의해서 변형

이 가능하다는 것이며, 태아에게 중요한 환경으로서 모성과의 

상호작용은 태아의 건강한 뇌 발달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Schore, 2001).

모-태아상호작용은 모-아상호작용의 조기형태로서 임부가 

태아를 인격체로 간주하여 태교를 시행하였던 국내의 전통 

문화적 태교의 관념을 Verny(1981)가 암시한 바대로 모-태아

간의 의사소통 회로 중에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구체적인 행

동 형태라 할 수 있다.

생애 발달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태내기에 형성되기 시

작한 임산부- 태아 간 정서적 상호작용 패턴은 영아기 이후에 

지니게 될 모-자녀 간 정서적 상호작용 패턴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모-태아간의 상호작용의 질은 매우 중요하다(Yoon, 

2004). 이와 같은 모-태아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 

어머니의 정서는 태아와의 상호작용에서 중요한 변수이다

(Nelson & Fazio, 1995). 임신 중에 눈물을 자주 흘리거나, 신

경과민, 불면증 등의 증상을 보이는 우울증의 경우 어머니가 

태아에 관심을 보이거나 태아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지 못하게 되어 모-태아 상호작용에 문제를 야기하며 어

머니뿐만 아니라 태아 및 영아의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임신 중의 감정이나 기분의 변화가 중등도 이상으로 

심했던 경우 산후 우울증의 발생빈도가 높고 나아가 산전 우

울과 산후 우울은 중등도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등 임신 중 

우울이 산후 우울증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이다(Jung & 

Kim, 2005; Beck & Gable, 2001; Gotlib, Whiffen,Wallace & 

Mount, 1991).

이러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산모들은 산

전 기간 동안 우울증을 사정 받거나 간호중재가 적용된 경우

는 찾기 어려우며 국내외의 많은 연구들이 산후 우울증에 집

중되어 있으나 임신 중 우울에 대한 연구나 그로 인한 태아

나 영아의 건강과 성장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경우는 

부족한 편이다.

임신 초기에는 태아는 어머니에게 추상적 존재이며, 이러한 

추상을 현실로 살아있는 아기로 전환시키는 것이 태아의 움

직임이며 어머니는 이 태아의 움직임을 통해 아기로부터의 

피드백으로 인식하게 되며 태아의 점진적인 성장을 인식한다

(Rubin, 1984). 임신 제 3기에 임산부는 자신과 태아의 안정된 

표상을 갖게 되며 이 시기의 태아와 모성자신의 표상은 모-태

아 애착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출생 후의 모-아 상호작용에 깊

이 연관된다(Cohen & Slade, 2000; Siddiqui & Hagglof, 2000; 

Schore, 2001). 따라서 본 연구는 태동을 느끼기 시작하는 임

신 5개월 이후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 중 우울과 모-태아

상호작용 정도를 조사하고 임신 중 우울과 모-태아상호작용과

의 상관관계를 밝혀 임신 중 우울 증상을 보이는 임산부를 

사정하고 우울을 감소시키며 모-태아 상호작용을 증진할 수 

있는 간호중재를 개발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태동을 느낀 임신 5개월 이후 임산부를 대상으

로 임신 중 우울과 모-태아상호작용 정도를 파악하고 임신 중 

우울과 모-태아상호작용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하는 것으로 구

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임신 중 우울 정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모-태아 상호작용 정도와 상호작용 시 임부의 행

동 및 감정을 파악한다.

• 임신 중 우울과 모-태아 상호작용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과 모-태아상호작용의 차이를 파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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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정의

 임신 중 우울

우울은 현실에 부적절하거나 불균형적으로 나타나는 슬픈 

감정, 침울, 의기소침, 무가치감, 공허, 절망을 특징으로 하는 

비정상적인 정서 상태(Ji, 2006)로 본 연구에서는 태동을 느끼

는 임신 5개월 이후의 임산부가 느끼는 우울을 Lee와 Song 

(1991)이 한국판으로 번안한 Beck Depression Inventory(BDI)

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모-태아상호작용

모-태아 상호작용이란 양육과 관심을 얻기 위해 확신을 심

어주거나 조작하려는 시도이거나 혹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안심시키거나 진정시키려는 시도로서 어머니의 말, 정서, 태

도 그리고 대인관계 전략을 포함한다(Nelson, 1997).

본 연구에서의 모-태아 상호작용은 Fazio(1993)의 자신에게 

하는 말에 대한 질문지(Self-Talk Questionnaire)를 Nelson & 

Fazio(1995)가 수정한 태아에게 하는 말(Talking to Your 

Baby)에 대한 질문지로 Kim(2002)가 번역하여 사용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태동을 느끼는 5개월 이후 임산부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임신 중 우울과 모-태아 상호작용 정

도와 이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연구대상자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G시에서 임부들이 산전 진료를 위해 가장 많이 

방문하는 보건소 및 산부인과 의원 2곳을 선정하여 그곳을 

방문하는 임산부 중 태동을 느끼기 시작하는 임신 5개월 이

상의 임부로서 임신 합병증이나 기존 질환이 없으며 의사로

부터 태아발육이 정상이라고 진단된 임부를 대상으로 편의 

표출하였으며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였으며 응답한 자

료는 연구 목적이외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설명하였다. 그 중 

설문조사에 참여할 것을 수락한 200명의 임부들에게 작성 요

령을 설명하였으며 그 자리에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설문지 응답에는 15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응답이 완료 되는

대로 회수하여 총 200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며 그 중 자

료가 부실한 26개는 분석에서 제외하여 최종 연구 대상자는 

174명이었다.

자료수집기간은 2006년 11월 1일부터 2007년 1월 30일까지 

이루어졌다.

측정 도구

 임신 중 우울 측정도구(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임신 중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Lee와 Song(1991)이 한국판

으로 번안한 Beck Depression Inventory(BDI)를 사용하였다. 

BDI는 우울증의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그리고 동기 및 행

동적 증상들에 상응하는 질문 21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자기 

보고식 질문으로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점수범위는 0점～3점까지이며 총점은 0점～63점까지로, 0～9

점은 우울하지 않은 상태, 10～15점은 경한우울 상태, 16～23

점은 중등도 우울, 24-63점은 증증 우울 상태로 우울정도를 분

류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Cronbach's α= .853이었다.

 모-태아 상호작용 척도(Mother-Fetus Interaction Scale, 

MFIS)

본 도구는 Self-Talk Questionnaire를 Nelson & Fazio(1995)

가 수정한 것을 Kim(2002)이 번역하여 사용한 도구를 likert 

척도로 측정 가능한 10문항으로 수정하였으며 1-5문항은 5점 

척도, 6-9 문항은 3점 척도, 10문항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최

저 10점에서 최고 41점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모

-태아 상호 작용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도구의 Cronbach's α= .777이었다.

 모-태아상호작용 시 임부의 행동과 느낌 

본 도구는 Self-Talk Questionnaire를 Nelson & Fazio(1995)가 

수정한 것을 Kim(2002)이 번역하여 사용한 도구의 문항 중 모

-태아상호작용 시 나타나는 임부의 행동과 느낌을 파악할 수 

있는 6개의 문항으로 다중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4.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모-태아상호작용 시 행동 및 감

정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을 이용

하였으며 임신 중 우울과 모-태아 상호작용 점수는 평균과 표

준편차를 이용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 점수와 모-

태아 상호작용 점수는 t-test와 one-way ANOVA로, 우울 점수

와 모-태아상호작용 점수간의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분석, 

사후 검정은 Duncan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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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and obstetrics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174)

Characteristics Categories No % Mean±SD Range

Mother's age
29.80± 3.43 19- 4019-29 years 85 49.1

30-40 years 88 50.9
Pregnancy period 2 period(5-7month) 90 51.7

 7.43± 1.50  5- 10
3 period(8-10month) 84 48.3

Mother's education Middle school 2 1.1
High school 52 30.1
College 119 68.8

Mother's job House wife 106 61.3
Official work 23 13.3
Professional 44 25.4

Marriage period Below 12 Months 64 36.5

30.55±28.30  1-132
13-36 Months 57 34.2
37-60 Months 28 16.7
61 Months more 21 12.6

Income 1 million won under 11 6.3
1-2 million won under 77 44.3
2-3 million won under 54 31
3 million won more 32 18.4

Residence type Married couple 146 84.4
Home of husband 24 13.9
Home of wife 3 1.7

Planned pregnancy Yes 105 60.3
No 69 39.7

Pregnancy number 1 101 59.4

 1.52±  .74  1-  4
2 54 31.8
3 10 5.9
4more 5 2.9

Delivery number 0 92 52.9

  .58±  .76  0-  4
1 70 40.2
2 8 4.6
3 more 4 2.3

Abortion number 0 124 71.7

  .42±  .80  0-  4
1 35 20.2
2 7 4.0
3more 7 4.1

Feeding plan Breast-feeding 134 77.5
Bottle-feeding 5 2.8
Mixed 34 19.7

Mother's health state Good 120 69.4
Moderate 48 27.7
Weak 5 2.9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산과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29.80세였으며 자료 수집 당

시 평균 임신 주수는 7.43개월이었다. 68.8%의 대상자가 대학

이상의 학력을 지녔으며 61.3%는 전업주부였으며 월수입이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가 44.3%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결

혼 기간은 30.55개월이며 84.4%가 핵가족이었다.

산과적 특성으로 이번 임신이 계획된 임신인 경우가 60.3%

였으며 59.4%가 초산부로 평균 임신 횟수는 1.52번, 평균 분

만횟수는 0.58번이었으며 71.7%가 유산 경험이 없었고 77.5%

는 모유수유를 계획하고 있었다. 임부의 건강상태는 대체로 

건강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며(69.4%) 결혼생활은 대부분이 만

족하며(98.8%) 임신 후 가족으로부터의 지지를 보통이상으로 

받는 경우가 95.4%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남편을 사랑하고 있

었으며 성욕에 대해서는 51.4%가 감소하였다<Table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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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inued                                                                                            (N=174)

Characteristics Categories No % Mean±SD Range

Marriage satisfaction Satisfaction 119 68.8
Moderate 52 30.0
Unsatisfaction 2 1.2

Family's support Many support 94 54.0
Moderate 72 41.4
Not support 8 4.6

After pregnancy Very love 76 43.7
husband love Love 69 39.6

Moderate 28 16.1
Don't love 1 0.6

After pregnancy Increase 8 4.6
sexuality Moderate 76 44.0

Decrease  89  51.4

<Table 3> Total average and each item score of mother-fetal interaction                                      (N=174)

Item  Mean±SD    Range

How many times talk to fetus?   3.78± .89      1-5
How many times talk to fetus name?   3.67±1.10      1-5
How many times feel the fetal movement when you talk to fetus?   3.64±1.05      1-5
How many times touch fetus through abdomen?   4.36± .67      1-5
How many times feel the fetal movement when you touch fetus through abdomen?   3.95± .86      1-5
How does your fetus think when you talk to fetus?   1.00± .49      1-5
How does your fetus think about your voice tone when you talk to fetus?   2.36± .62      1-3
How do you make your facial expression or hand movement?   2.83± .51      1-3
How does your fetus think about your movement?   2.37± .59      1-3
What do you expect something after talking to fetus?   2.88± .51      1-4

Total  score  29.88±4.91

임신 중 우울과 모-태아 상호작용

본 연구 대상자의 우울 정도는 63.2%가 우울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으나 대상자의 21.3%는 약한 정도의 우울을, 

13.2%는 치료가 필요한 중등도 우울, 2.3%는 심한 정도의 우

울을 나타났으며 대상자의 전체 우울 평균 점수는 8.66±5.99

점이었다<Table 2>.

<Table 2> Degree of depression                 (N=174)

Depression 

score
Degree N (%)

Mean±SD

(range)

 0- 9 point No depression 110(63.2)
10-15 point Mild depression  37(21.3) 8.66±5.99 
16-23 point Moderate depression  23(13.2) (0-27)
24-63 point Severe depression   4( 2.3)

모-태아 상호작용에 대하여 문항별로 평균점수를 분석한 결

과 ‘태아에게 이야기하기를 어느 정도 합니까’는 3.78± .89점

으로 일주일에 한번이상 태아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하며 

‘태아를 애칭으로 부르는 것을 어느 정도 합니까’는 3.67±1.10

점으로 일주일에 한번이상 태아의 애칭을 부르는 것으로 나

타났다. ‘태아에게 이야기할 때 어느 정도 태아의 움직임을 

느끼는가’는 3.64±1.05점으로 일주일에 한번이상 느끼며 ‘배를 

통해 태아를 만지는 것은 어느 정도 자주 합니까’는 4.36± 

.67점으로 하루에 한번 이상 배를 만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를 통해 태아를 만질 때, 태아가 가만히 있다가 움직이기 

시작하거나 움직이다가 멈추는 일이 어느 정도 자주 있습니

까’는 3.95± .86점으로 일주일에 한번이상 태아가 반응을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아에게 이야기할 때, 아기가 귀하의 

기분에 대해 어떠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의 평균 

점수는 1.00± .49점으로 이는 태아가 엄마의 기분을 의식하지 

않는다고 대상자들은 느끼고 있으며 ‘태아에게 이야기할 때, 

귀하는 아기가 귀하의 어조에 대해 어떠할 것이라고 생각하

십니까’는 2.36± .62점으로 어머니의 목소리의 어조를 의식하

는 것으로 느끼고 있었다. ‘태아에게 이야기할 때 손동작이나 

얼굴표정을 짓습니까’는 2.83± .51점으로 아기를 만지면서 얼

굴 표정을 짓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기가 귀하의 몸짓에 대

해 어떠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는 2.37± .59점으로 어머니

의 몸짓을 의식하는 것으로 느끼고 있었다. ‘귀하가 아기에게 

말을 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 하십니까’는 2.88± 

.51점으로 아기보다는 어머니 자신이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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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Behavior and feeling in mother-fetal 

interaction                            (N=174)

Characteristics   Categories No %

Place

  Home 152 42.1
  Alone  72 20.0
  In store  58 16.1
  Office  33  9.1
  Travel  14  3.9
  With others  12  3.3
  Painful  11  3.0
  None   7  1.9
  A bed   2  0.6

Feeling

  Happy 133 41.7
  Lovely  10 32.3
  Calm  48 15.0
  Excite  16  5.0
  Sensitive  13  4.1
  Annoy   2  0.6
  None   2  0.6
  Irritable   1  0.3
  Fear   1  0.3
  Sad ․ ․

  Angry ․

  Guilt ․ ․

Touching 
behavior

  Pat 142 45.4
  Rub  71 22.7
  Mild beat  64 20.4
  Poke  13  4.2
  Push up  11  3.5
  Hug   7  2.2
  Severe beat   3  0.9
  None   2  0.6

Fetus response

  Active in move  82 37.9
  Stretch foot, leg or arm  49 22.7
  Stop in move  29 13.4
  Position change  25 11.6
  None  19  8.8
  Slow in move  12  5.6

Feeling at 
talking

  Happy 119 35.6
  Lovely  92 27.5
  Calm  81 24.3
  Excite  12  3.6
  Sensitive   8  2.4
  Fear   8  2.4
  Moderate   6  1.8
  Sad   3  0.9
  Irritable   2  0.6
  Annoy   2  0.6
  Guilt   1  0.3

Voice tone at 
talking

  Comfortable 113 46.5
  Lovely  95 39.1
  Moderate  18  7.4
  Worry   7  2.9
  Exite   5  2.1
  Sensitive   3  1.2
  Command   2  0.8

(multiple answer)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태아 상호작용의 전체 평균 점수

는 29.88±4.91점이었다<Table 3>.

모-태아 상호작용 시 임부의 행동 및 감정에서 모-태아 상

호작용을 위해 임부가 배를 통해 태아를 만지고 그에 대하여 

태아가 반응을 보이는 곳은 주로 ‘집에서’(42.1%), ‘혼자 있을

때’(20.0%)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태아가 반응을 보일 

때 임부가 느끼는 반응은 ‘행복하다’(41.7%), ‘사랑스럽다’ 

(32.3%)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신경이 예민해진다거나 귀찮고 짜증이 난다는 부정적인 표현

도 있었다.

태아를 만지는 형태로는 ‘쓰다듬는다’(45.4%)가 가장 많았

으며 이에 대한 태아의 반응은 ‘움직임이 활발해졌다’(37.9%)

가 가장 많았다. 또한 태아에게 말을 할 때의 기분은 ‘행복하

다’(35.6%), ‘사랑스럽다’(27.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신경이 

예민해진다’(2.4%), ‘두렵다’(2.4%)의 부정적인 표현도 나타내

었으며 이때 임부의 어조는 ‘편하게 해준다’(46.5%)가 가장 

많았으나 ‘걱정스럽다’(2.9%)등의 부정적인 어조인 경우도 있

었다<Table 4>.

임신 중 우울 점수와 모-태아 상호작용 점수와의 피어슨 상

관계수는 r= -.18(p= .02)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Table 5> The correlation of depression and 

mother-fetal interaction               (N=174)

Depression

Mother-fetal interaction r=-.18(p=.02)*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임신 중 우울과 모-태아 

상호작용

임신 중 우울에 차이를 보인 것은 특성으로는 월수입, 임신

계획유무, 임산부의 건강상태, 결혼 만족도, 가족의 지지도, 

남편에 대한 사랑이었다.

월수입이 백만원 이하인 임산부의 우울 점수는 백만원 이

상의 월수입이 있는 임산부에 비해 우울점수가 높았으며

(F=2.88, p= .03), 임신계획이 없었던 경우가 계획이 있었던 

경우 보다 우울 점수가 높았으며(F=6.41, p= .01), 자신의 건

강상태가 보통이거나 약하다고 한 경우 건강하다고 한 경우

보다 우울 점수가 높았다(F=6.58, p= .00). 또한 결혼생활이 

만족하지 않은 경우가 만족한 경우보다 우울 점수가 높았으

며(F=21.32, p= .00) 가족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보통 

이상의 지지를 받는 경우보다 우울 점수가 높았고(F=15.70, 

p= .00) 남편에 대한 사랑 정도가 보통 이하인 경우 남편을 

아주 사랑하거나 사랑하는 경우 보다 우울 점수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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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Difference of depression and mother-fetal interaction followed demographic and obstetric characteristics

(N=174)

Characteristics Categories
Depression Mother-fetal interaction

Mean±SD F or t p Duncan Mean±SD F or t p Duncan

Age 19-29  8.87± 6.75 30.60±4.22  3.57 .06
30-40  8.52± 5.20   .07 .79 29.19±5.46

Gestation 2 period  8.28± 5.83 29.22±5.17  3.37 .06
3period  9.06± 6.15   .71 .39 30.58±4.54

Education Middle school  7.50±10.61
 2.21 .11

33.00±5.66
 3.03 .05*High school 10.15± 7.31 28.62±5.33

College  8.10± 5.16 30.45±4.59
Job House wife  8.83± 6.34

  .16 .85
29.52±4.72

 1.09 .33Administration  8.04± 4.92 29.57±5.77
Professional  8.69± 6.00 30.80±4.90

Marriage period Below 1year  8.60± 6.06 29.93±4.37
1-3 years  8.33± 6.31  1.62 .18 30.57±4.93  1.47 .22
3 more-5 years  7.67± 5.17 29.50±5.95
5 years more 11.28± 6.29 27.95±5.37

Income 1million won under 13.45 ±9.08

 2.88 .03*

A 31.63±4.01

 3.36 .02*

A
1-2million won under  8.75± 5.59 B 28.60±5.30 B
2-3million won under  7.76± 5.89 B 30.80±4.82 AB
3 million won more  8.31± 5.30 B 30.81±3.68 AB

Residence type Married couple  8.36± 5.86
 1.33 .26

29.95±4.95
  .79 .45Home of husband 10.50± 6.67 29.83±4.48

Home of wife  8.00± 7.00 26.33±7.77
Planned pregnancy Yes  7.74± 5.55

 6.41 .01**
30.43±4.87

 3.35 .06
No 10.06± 6.40 29.04±4.89

Pregnancy number 1  8.49± 5.82

 1.67 .17

30.79±4.12

 5.78 .00***

A
2  8.46± 5.81 28.52±5.80 A
3 12.30± 7.51 26.70±4.19 A
4more  5.80± 7.36 34.80±2.28 B

Delivery number 0  8.42± 6.00

  .21 .88

30.68±4.21

 3.60 .01**
1  8.80± 5.92 28.91±5.79
2 10.13± 6.75 26.50±5.78

 3 more  8.75± 7.58 31.00±4.69
Abortion number 0  8.66± 5.81

  .88 .45

29.85±4.95

  .30 .82
1  7.83± 5.96 29.49±5.08
2 10.00± 6.61 29.86±5.15

 3 more 11.57± 9.10 31.43±2.93
Feeding plan Breast-feeding  8.40± 6.08

  .56 .57
30.42±4.37

 3.92 .02*Bottle-feeding  9.60± 4.62 26.60±2.88
Mixed  9.56± 5.96 28.24±6.56

Mother's health state Good  7.59± 5.47
 6.58 .00***

30.35±4.90
 1.74 .18Moderate 11.06± 6.66 28.90±5.06

Weak 11.20± 5.45 28.40±2.88
Marriage satisfaction Satisfaction  6.88± 4.74

21.32 .00***
A 30.60±4.93

 4.29 .01**Moderate 12.52± 6.72 AB 28.25±4.67
Unsatisfaction 15.50± 0.71 B 29.00±0.00

(F=19.46, p= .00).

모-태아 상호작용에 차이를 보인 일반적 특성은 학력(F= 

3.03, p= .05), 월수입(F=3.36, p= .02), 임신횟수(t=5.78, p= 

.00), 분만횟수(t=3.602, p= .01), 수유계획(F=3.92, p= .02), 결

혼 만족도(F=4.29, p= .01), 가족의 지지도(F=8.16, p= .00), 남

편에 대한 사랑(F=10.65, p= .00)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사후 

검정시 그룹간 차이를 보인 것은 월수입, 임신횟수, 남편에 

대한 사랑으로 월수입은 백만원 이하인 경우 백만원 이상 이

백만원 미만 경우보다 모-태아상호작용 점수가 높았으며 임신 

횟수가 4회 이상인 경우 그 이하인 대상들에 비해 모-태아상

호작용 점수가 높았고 남편을 많이 사랑할수록 모-태아상호작

용 점수가 높았다<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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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ntinued                                                                                            (N=174)

Characteristics Categories
Depression Mother-fetal interaction

Mean±SD F or t p Duncan Mean±SD F or t p Duncan

Family's support Many support  7.04± 4.65
15.70 .00***

A 31.21±4.64
 8.16 .00***Moderate  9.79± 6.28 A 28.28±4.87

 Not support 17.50± 7.86 B 28.63±4.27
Husband love Very love  6.43± 4.41

19.46 .00***

A 31.71±4.08

10.65 .00***

A
 Love  8.42± 5.54 A 29.26±4.86 B

Moderate 14.93± 6.30 B 26.82±4.95 C
Don't love 19.00± 0.00 19.00±0.00

Sexuality Increase  6.63± 4.00
 1.20 .30

29.88±3.09
 1.66 .19Moderate  8.17± 6.67 29.17±5.60

Decrease  9.29± 5.51 30.56±4.31
* p< .05, ** p< .01, *** p<.001

논    의

인간의 건강과 발달에 대한 관심은 출생 전 태아기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영아발달에 대한 연구의 시작 시기는 출생 

후가 아닌 매우 작은 요인에 의해서도 전 일생에 민감한 영

향을 줄 수 있는 태아기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Huizink & 

Buitelaar, 2003). 특히 임신한 어머니의 몸과 마음가짐은 태아

에게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주므로 태아의 발육과 출생 후의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Kim, 2002).

임신은 새로운 아기를 준비하고 기대하는 즐거운 시간으로 

예상되지만 임신한 여성의 20% 정도는 우울을 경험하는 것으

로 보고 한다(Bowen & Muhajarine, 2006).

본 연구 결과 임산부의 21.3%는 약한 정도의 우울을, 치료

가 필요한 중등도 이상의 우울은 모두 15.5%를 나타냈는데 

이는 여성의 25-35%가 임신 중에 우울 증상을 호소하며 약 

10%에서 경도 또는 주요 우울 장애의 진단기준에 속한다는 

Kitamura 등(1993)의 연구결과와 국내에서 BDI 도구를 이용

하여 한 경우 10점 이상의 경증 우울 이상인 경우가 30-40%

였다는 Cho와 Kwon(2002)의 연구와 일치된 결과를 보였다.

여성의 우울에 대한 장기간의 연구에서 우울 증상은 산후 8

주보다 임신 32주가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산전 우울

증은 잠재적으로 어머니와 영아의 심신에 해로운 영향을 미

치는 중대한 질병으로 산전 우울증을 가진 임산부는 산후 우

울증을 경험할 가능성이 정상 임산부에 비해 5-6배 높았다

(Bowen & Muhajarine, 2006). 또한 산욕기 산모의 산후 우울

감에 대한 연구를 한 Jung과 Kim(2005)의 연구에서도 임신시

의 정서 상태가 우울할수록 산후 우울감이 높았음을 밝혀 이

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전 우울증을 사정하고 치료하는 것

은 매우 중요하다.

태아와 임신에 대한 행동이 분만 후의 모아상호작용에 대

한 전조이며 모-태아 상호작용을 분만 후 모아 상호작용이 형

성되는 기전이라고 볼 때(Kraft, 1987) 모- 태아 상호작용은 

영아기 모아상호작용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모-태아 상호작용에 대하여 문항별로 분석한 결과 모-태아 

상호작용 시 태아에게 이야기하거나 애칭을 부를 뿐만 아니

라 배를 만지거나 얼굴 표정을 짓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같

이 태아에게 친숙하고 태아가 좋아하는 어머니의 음성을 통

한 자극은 태아의 움직임과 심박동 패턴에 변화를 일으키며 

태아의 뇌 발달을 자극하고 배를 쓰다듬는 것과 같은 촉각적 

자극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은 태아의 피부를 자극시켜 뇌 발

달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다(Kim, 2002)고 볼 때 매우 바람

직한 모-태아 상호작용 행동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모-태아 

상호작용을 할 때 어머니의 행동이나 말에 대하여 태아가 그

것을 의식을 한다고 느끼지만 적극적으로 반응한다고는 생각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태아가 반응한다고 믿는 신

념이 강한 어머니가 태아에게 더 자주 말하며 더 많은 말을 

하며 부정적인 정서가 더 적었다는 Nelson & Fazio(1995)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임신부에게 이와 같은 신념을 확고히 하

는 중재를 개발하는 것이 모-태아 상호작용을 증진시킬 수 있

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 모-태아 상호작용 점수는 중간 이상으로 나타

났는데 이는 동일한 도구를 이용하여 임신 초기에 있는 임산

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없기 때문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본 연구 대상자들이 태동이 나타나는 5개월 이후의 임산부이

기 때문에 태동을 아직 느끼지 못하는 임신초기 보다는 모-태

아 상호작용 보다 더 잘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한다. 태아의 

움직임은 어머니의 지각에 변화를 가져와 태동을 인식하며 

어머니의 인식이 증가될 때 어머니는 태아와의 애착은 물론 

상호작용을 증가시키는 행동을 하므로(Cranley, 1981) 태동은 

태아와의 상호작용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는(Verny, 1981) 연구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의 모-태아 상호작용을 하는 곳은 주로 

집에서 혼자 있을 때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태아가 반응을 

보일 때 임부가 느끼는 반응은 대부분 긍정적이었으나 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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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민해진다거나 귀찮고 짜증이 난다는 부정적인 표현도 

있었다.

태아에게 말을 할 때의 기분도 대부분 긍정적이었으며 편

안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부정적인 기

분이나 어조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어머니의 정서

는 태아와의 상호작용에서 중요한 변수이며 어머니가 태아에

게 하는 말에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며, 혹은 복잡하고 모

호한 정서가 나타났고, 말이 단순하고 무미건조한 경우도 있

었으며, 또 불안, 분노, 고통과 같은 부정적 정서가 표현된 경

우도 있었고, 그리고 애정, 기쁨, 기대 같은 긍정적인 정서가 

표현된 경우도 있었다고 보고한 Nelson & Fazio(1995)의 연구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태아를 만지는 형태로는 쓰다듬거나 문지르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쿡쿡 찌르거나 세게 치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우울

증이 있는 산모는 임신한 배를 두들기는 신체적 학대에서부

터 담배나 약물 복용과 같은 위험 행동을 포함하는 태아 학

대를 하는 경향이 있다(Bowen & Muhajarine, 2006)는 연구결

과를 감안할 때 우울증이 있는 임산부를 조기에 사정하고 적

절한 치료 및 중재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태아의 행동반응에 대한 어머니의 민감성은 모-태아 상호작

용에서 중요하며 태아의 움직임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이 증

가될 때 어머니는 태아와의 애착은 물론 상호작용을 증가시

키는 행동을 한다(Cranley, 1981). 그러나 우울한 임산부는 태

아에 관심이 적으며 태아의 움직임에 잘 반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관심이 태아보다는 자신에게 더 자주 집중

되기 때문에(Kim, 1990) 우울한 어머니의 모-태아 상호작용의 

질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본 연구 결과 임산부

의 우울정도와 모-태아 상호작용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기진통 임부와 정상진통 임부의 불안

과 우울에 대한 연구를 한 Moon, Kim, Jeong, Son과 Oh 

(2006)의 연구에서 태아 애착행위와 임부의 불안 우울과는 역

상관관계(정상임부 r= -.29, 조기 진통임부 r= -.41)가 있어 임

부의 불안, 우울이 높을수록 태아 애착행위는 낮았다는 연구 

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이 연구결과에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모-태아 상호작용을 측정할 수 있는 더 민감한 도구를 

개발하고 임신 초, 중, 후기 임산부를 대상으로 반복 연구를 

통해 이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본 연구 결과 임신 중 우울에 차이를 보인 일반적 특성으

로 월수입, 임신계획유무, 임산부의 건강상태, 결혼 만족도, 

가족의 지지도, 남편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났다. 사후 검정 

시 월수입에서는 백만원 이하 임부가 그 이상 수입이 있는 

임부들 보다 우울 점수가 높았으며 결혼 만족도가 낮은 임부

가 결혼만족도가 높은 임부 보다 우울 점수가 높았다. 가족의 

지지가 없는 임부는 많은 지지를 받는 임부 보다 우울 점수

가 높았으며 남편에 대한 사랑이 보통인 임부는 남편을 대단

히 사랑하거나 보통 정도로 사랑하는 임부 보다 우울 점수가 

높았다.

이는 임신 중 우울을 가져오는 위험 요소를 조사한 Bowen 

& Muhajarine(2006)의 연구에서 파트너의 역할 부족, 부부관

계의 어려움, 사회적 지지의 결핍, 가난, 유산 경험, 계획되지 

않은 임신으로 나타난 것과 비교해 볼 때 본 연구에서는 유

산 경험에 따라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을 제외 하고는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임신 중 우울과 애착에 관해 연

구를 한 Cho와 Kwon(2002)의 연구에서도 우울한 임산부는 

배우자의 지지와 결혼 만족도가 낮았는데 특히 정서적 지지

와 평가적 지지가 낮아 배우자가 자신의 말에 공감적인 경청

을 잘해주고 관심과 격려를 잘해주며 공정한 평가로 인격적

인 대우와 인정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모-태아상호작용에 차이를 보인 일반적 특성으로는 어머니

의 학력, 월수입, 임신횟수, 분만횟수, 수유계획, 결혼 만족도, 

가족의 지지도, 남편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났으며 사후 검정

시 남편을 대단히 사랑하는 임부가 그렇지 않은 임부에 비해 

모-태아 상호작용 점수가 높았으며 4번 이상의 임신을 한 경

우 처음 임신한 경우 보다 모-태아 상호작용 점수보다 높았

다. 이는 초산모의 경우 태동에 대한 민감성이 부족하거나 모

-태아 상호작용에 대한 지식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최근 가족구조가 핵

가족화 되면서 처음 부모가 되는 초산모들은 임신부터 출생

초기 그들 자녀와의 원활한 관계형성에 선행되는 상호작용을 

위해 배우자의 지지나 다른 가족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는 Mercer(2006)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아동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태아기의 건강부터 시

작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임산부의 신체적 건강 뿐 아니

라 정신적 건강이 매우 중요하다. 임산부의 정서를 파악하고 

우울한 대상자를 중점으로 우울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감안

하여 우울을 감소시킬 수 간호중재를 개발하는 것은 어머니

의 건강 뿐 아니라 태아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한

다. 또한 모-태아 상호작용은 최근에 아동간호학 분야에서 매

우 중요한 개념으로 대두되고 있으나 모-태아 상호작용 증진

을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

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임신 5개월 이후 임부의 임신 중 우울과 모-태아

상호작용 정도, 모-태아 상호작용 시의 행동과 감정, 임신 중 

우울과 모-태아상호작용과의 관계를 확인하여 임부와 태아의 

발달을 촉진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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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대상자는 보건소와 산부인과 의원을 

방문한 태동을 느끼는 임신 5개월 이상 임산부 174명이며 연

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63.2%가 우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21.3%

는 약한 정도의 우울을, 13.2%는 치료가 필요한 중등도 우

울, 2.3%는 심한 정도의 우울을 나타났다.

• 모-태아 상호작용에 대한 문항별 분석에서 태아에게 이야기

하기와 태아의 애칭을 불러주기는 일주일에 한번이상, 배를 

통해 태아를 만지는 것은 하루에 한번 이상, 이때 태아의 

반응은 일주일에 한번이상 나타나며 태아에게 이야기할 때, 

얼굴 표정을 지으며 태아가 어머니의 기분을 의식하지 않으

나 어머니의 목소리의 어조와 몸짓을 의식하고 있다고 느끼

고 있으며 이런 행동이 아기보다는 어머니 자신이 더 좋아

질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태아 상호작용 

전체 평균 점수는 29.88±4.91점으로 중간 이상의 점수를 보

였다.

모-태아 상호작용 시의 행동과 감정은 대부분 긍정적인 행

동이나 감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부정적인 행동이나 감정을 

보인 경우도 있었다.

• 임신 중 우울 점수와 모-태아 상호작용 점수와의 피어슨 상

관계수는 r= -.18(p= .02)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강도

가 미약하여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임신 중 우울에 차이를 보인 일반적 특성으로 월수입, 임신

계획유무, 임산부의 건강지각, 결혼 만족도, 가족의 지지도, 

남편에 대한 사랑이었으며 모-태아상호작용에 차이를 보인 

일반적 특성으로는 어머니의 학력, 월수입, 임신횟수, 분만

횟수, 수유계획, 결혼 만족도, 가족의 지지도, 남편에 대한 

사랑이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볼 때 많은 임부가 임신 중 우울을 경

험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우울과 모-태아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결혼 생활이나 남편, 가족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임신 중 우울을 감소시키고 모-태아상호작용을 증진시

키는 간호중재를 모색할 때 임산부 개인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남편 및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간호중재법이 개발되

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우울을 경험하는 임부를 추후관찰을 통해 산후 우울 및 모-

아상호작용 정도를 파악해 볼 것을 제언한다.

• 우울을 경험한 임부의 영아를 대상으로 성장발달에 대한 종

단적 연구를 제언한다.

• 우울 이외에 모-태아상호작용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을 

파악해 볼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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