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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life stress between primigravida and multigravida in 

advanced maternal age. A cross-sectional study was performed for 133 pregnancy women 

(primigravida group 53, multigravida group 80). The all women were old age (≥35 years) and 

pregnant. We used the questionnaire to self-report general characteristics, obstetric 

characteristics and life stress. The average of participants age was 36.15 years old, primigravida 

was 36.08 and multigravida was 36.19. The mean of total life stress score was 2.68 and the 

total life score for pregnant women of lower education level was higher. The marital 

relationship of primigravida was lower than multigravida(mean, .06 vs. .26; p=.021). As our study 

shows that stress of marital relationship is higher in the multigravida than primigravida, the life 

stress care for advanced maternal age is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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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1990년 24.8

세에서 2016년 30.1세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5년 이후로 30대에 진입하 다[1]. 초혼연령이 

늦어지면서 평균 출산연령은 32.4세이며, 35세 이

상 고령산모의 비율은 26.4%로 점차 높아지고 있

다[2]. OECD 국가들의 경우 스위스, 스페인은 평

균 출산연령이 30세를 넘으며, 호주, 덴마크, 핀란

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국 등 여러 나라에서 

분만연령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3]. 

고령산모의 경우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

을 동반하여 임신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조산

(37주 미만), 사산, 모성사망과 같은 위험성이 높

아진다[4]. 임신시 고령은 의학적으로 고위험요인으

로 분류되어 젊은 임부에 비해 산전관리 횟수, 종

류, 비용 등이 증가하며, 태아 건강문제와 출산시 

문제 발생 등을 두려워하여 심리적 부담이 커지기

도 한다[5, 6]. 또한 임부는 결혼 후 이루어야하는 

발달과업과 다양한 생활변화로 인해 적응해야하는 

여러 가지 적응요구의 필요성으로 생활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7].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 심혈관계에 향을 미치

고[8], 불안, 우울의 위험성이 증가한다[9]. 임신으로 

인해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기형아 출산, 조산 등 

태아 발달에 대한 스트레스, 체중증가, 우울, 불

안, 모아애착, 산후 우울증(스트레스로 인한 향) 

등이 있으며[9, 10], 그 외에 배우자와의 관계, 가정 

생활, 직장 생활 등 일상생활에서 겪는 스트레스

가 있다[11]. 이러한 스트레스는 태아 발달뿐만 아

니라 출산 후 아이의 건강에 부정적인 향을 미

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10].

국내 고령임부와 관련된 연구들은 임신과 출산

에 대한 건강관리[12, 13], 건강관련 삶의 질[14], 불

안과 배우자지지와 관련된 태아애착행위[15], 모바

일웹 기반 건강관리 교육프로그램 개발[16], 산전운

동프로그램 개발[17] 등이 보고되었으며, 연구들을 

살펴보면 고령에 임신할수록 원하는 임신, 높은 

가족지지, 경제적 안정이 있을 것으로 여겨 신체

적인 건강관리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되고 있다[5, 

12]. 이에 본 연구는 고령임부의 생활스트레스에 

대한 실태를 확인함으로써 고령 임부의 정서적 측

면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고령임부의 생활스트레스 정

도를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생활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활 스트

레스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고령 초임부와 경임부의 생활 스트레스의 

차이를 파악한다.

3. 연구방법

3.1 연구설계

본 연구는 35세 이상 고령 초임부와 경임부를 

대상으로 생활 스트레스 정도를 확인하고 비교하

기 위해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한 서술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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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구이다.

3.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연구 대상은 D 광역시 소재 여성병원에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기관장으로부터 자료수집 

허락을 받았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5년 1월∼2

월 사이에 연구자가 직접 연구의 목적 및 방법을 

설명하고 자발적인 연구참여 동의와 서명을 받았

다. 설문지 응답시간은 약 10-15분 정도 소요되

었으며, 설문지를 완료한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사

례(상품권)를 하 다. 

3.3 연구도구

1) 대상자의 일반적 및 산과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나이, 교육정도, 직

업, 월수입 등 4문항, 산과적 특성으로 출산횟수, 

임신중 건강문제, 임산부 교육경험 등 3문항으로 

총 7문항을 조사하 다.

2) 생활 스트레스

고령 임부의 생활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이평숙(1984)이 한국인에게 적합하도록 개발한 도

구 중 김혜란(2006)이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31

개 항목을 추출하여 생활 스트레스 질문지를 구성

하 다[18, 19]. 6개 역으로 이루어졌으며, 경제 

및 직업 10문항, 주거 환경 2문항, 건강문제 3문

항, 부부관계 4문항, 가족갈등 7문항, 고립 4문항

으로 되어 있다. 각 문항은 임신중 경험한 일이 

있으면 ‘예’,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오’로 답하도록 

하 으며, ‘예’일 경우 ‘심각하지 않았다’ 1점, ‘매

우 심각하 다’ 3점으로 측정하 다. 총 31문항으

로 주관적 스트레스 측정은 그 당시 응답자의 주

관적 인식 정도에 따랐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

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평숙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2 으며, 본 연구에서는 .629

이었다. 

3.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3.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대상자의 일반적 및 산과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등 기술통계로 

분석하 다. 고령 초임부와 경임부의 생활 스트레

스 차이는 t-test, ANOVA로 분석하 으며, 사후

검정은 scheffé test를 이용하 다.

4. 연구결과

4.1 대상자의 일반적 및 산과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연령은 평균 36.15

세이며, 결혼은 기혼이 99.2%로 대부분을 차지하

다. 교육은 ‘대학졸업’이 77.4%로 가장 많았으

며, 월수입은 ‘200만원 미만’ 6.0%, ‘200-400만원 

미만 54.1%,’400만원 이상 ‘39.8%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산과적 특성으로 과거 출산경험이 없

었던 대상자는 39.8%이며, 이번 임신을 원했던 대

상자는 82.0%이다. 임신 중 건강문제를 경험한 대

상자는 17.3%이며, 진단 받은 건강문제로는 치질, 

빈혈, 임신성 당뇨병, 절박 유산 등이 있었다. 임

산부 교육경험은 ‘있음’ 31.6%, ‘없음’ 68.4%로 

나타났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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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활스

트레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활스트레스는 

교육정도에서 고등학교 졸업은 4.57점, 대학교 졸

업은 2.41점, 대학원 이상은 2.81점이었으며, 사

후검정시 고등학교 졸업군이 대학 졸업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생활스트레스가 높았다

(p<.05). 임산부 교육경험이 있는 경우 3.60점, 교

육경험이 없는 경우 2.26점으로, 교육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해 생활스트레스가 높았다

(p<.05). 직업, 월수입, 출산횟수, 임신 중 건강문

제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Table 2). 

4.3 고령 초임부와 경임부의 생활스트레스 

차이 

대상자의 생활스트레스는 평균 2.68점이었다. 

경제 및 직업은 1.05점, 주거환경은 .25점, 건강문

제는 .37점, 부부관계는 .18점, 가족갈등은 .32점, 

Total (n=133)
Primigravida group

(n=53)
Multigravida group

(n=80)

Variables n (%) n (%) n (%)

M±SD

Age 36.15±2.01 36.08±2.17 36.19±2.02

Marital status

Married 132 99.2 51 96.2 79 98.8

Single 1 0.8 2 3.8 1 1.3

Education

High school 14 10.5 3 5.7 11 13.8

University 103 77.4 45 84.9 58 72.5

Above graduate 16 12.0 5 9.4 11 13.8

Employment

Yes 62 46.6 27 50.9 35 43.8

No 71 53.4 26 49.1 45 56.3

Monthly income
(10,000 won)

<200 8 6.0 2 3.8 6 7.5

200-400 72 54.1 28 52.8 44 55

≥400 53 39.8 23 43.4 60 37.5

Gravida

　

0 53 39.8 53 100

1 63 47.4 63 78.8

<2 17 12.8 17 21.3

Pregnancy complication

　
Yes 23 17.3 10 18.9 13 16.3

No 110 82.7 43 81.1 67 83.8

Table 1. General and obstetric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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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은 .50점이었다. 부부관계의 경우 경임부가 

초임부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p<.05), 경제 및 직업, 주거환경, 건강문제, 가족

갈등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3). 

    

5. 논 의

본 연구는 35세 이상 고령임부의 생활스트레스

를 파악하여 고령임부의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 다. 고령임부

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의 경우 건강관리실태 위주

의 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이 대부분으로 본 연구결

Variables M±SD t or F p

Marital status 　 　 　

　
Married 2.67±2.42 .682 .496

Single 1

Education

　

High schoola 4.57±3.25 5.260 .006

Universityb 2.41±2.26 a>b

Above graduatec 2.81±1.94

Employment

　
Yes 2.69±2.27 -.041 .967

No 2.68±2.56

Monthly income (10,000 won)

<200 4.13±3.18 2.990 .054

200-400 2.90±2.34

≥400 2.17±2.33

Gravida　

　

0 2.70±2.30 2.740 .068

1 3.00±2.60

<2 1.47±1.48

Pregnancy complication　

　
Yes 3.09±2.79 .876 .383

No 2.60±2.34

Table 2. Life stress according to general and obstetric characteristics
N=133

Variable
Primigravi
da group

Multigravi
da group

t p

Economy 
and 

Occupation
1.17±1.28 .98±1.18 .901 .369

Residential 
environment

.25±.43 .26±.55 -.193 .847

Health 
problem

.38±.69 .36±.68 .123 .902

Marital 
relationship

.06±.23 .26±.61 -2.341 .021

Family 
conflict

.23±.51 .39±.70 -1.440 .152

Isolation .62±.71 .43±.74 1.527 .129

Total 1.90±.10 1.91±.09 -.587 .558

Table 3. Comparison of life stress between 
primigravida and multigravida in advanced 
maternal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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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와 직접비교가 어렵다. 

본 연구의 결과 고령임부의 생활스트레스는 

2.68점(31점 만점)으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동

일한 생활스트레스 도구를 이용한 연구에서는 우

리나라 성인 여성 20-39세, 40-59세의 경우 8.33

점, 13.44점으로 본 연구에 비해 높았다[19]. 본 연

구와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고령임부의 경우 

젊은 임부에 비해 일반적인 스트레스보다는 신체

적인 건강요구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12].

출산 경험에 따른 생활스트레스 차이를 분석한 

결과 초임부는 2.70점, 경임부는 2.68점으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는 

임신후기 임부의 임신스트레스가 임신횟수와 관계

없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20]. 따라

서 고령임부의 경우 임신횟수 여부에 관계없이 모

든 고령임부에게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생활스트레스 중 부부관계에서 고

령 초임부는 경임부보다 스트레스 정도가 유의하

게 낮았다. 이는 부부관계가 친밀하지 않을수록 

결혼만족도, 아이 양육에 대한 부담감, 부부 각자

의 우울감에 부정적인 향을 미친다[21, 22]. 고령 

경임부의 경우 부부관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으

므로, 양육 부담감, 우울에 부정적인 향을 받을

수 있기에 이를 고려하여 산전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6. 결 론

본 연구는 고령임부를 대상으로 생활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로 연구의 

결과, 출산 경험에 따른 부부관계 생활스트레스는 

초임부가 경임부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

았다. 고령임부에서는 임신횟수와 관계없이 생활

스트레스를 산전관리에 포함하여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

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고령 초임부와 경임부 생활스트레스 변인

을 이용한 반복연구를 하여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

한다.

둘째, 고령 초임부와 경임부의 생활스트레스를 

포함한 고령임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효과

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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