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산후우울은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주요 건강문제의

하나로 산모는 물론 가족의 삶의 질에까지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며, 우울성향의 증가로 자살로까지 이어져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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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배우자지지가 초산모의 산후우울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융합적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37명의 정상만삭
아를 분만한 초산모와 그들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배우자는 산후관리와 아기돌봄에 대한 교육자료와 함께 3회
의 교육을 받은 후 산후 1주부터 6주까지 산후관리와 아기돌봄을 실천하였다. 산후 1주와 6주에 각각 수집된 자료는 SPSS 
20.0으로 분석하였다. 산후 1주와 6주의 산후우울 유병률은 각각 24.3% 와 0% 였다. 배우자의 지지는 초산모의 산후우울
을 감소시켰고 자기효능감을 증가시켰으며(p<.001), 산후우울에는 산후도우미, 월수입, 산전우울이, 산후 자기효능감에는 
임신 중 입원치료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p<.05). 본 연구결과는 대상자수를 확대하고 대조군을 설정한 후속
연구 후 초산모의 산후우울감소와 자기효능감증진 프로그램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
주제어 : 배우자지지, 초산모, 산후우울, 자기효능감, 융합
Abstract  This study is to find the convergence effect of a spouse’s support on postpartum depression and 
self-efficacy in primipara. The subjects were 37 primipara who gave birth to normal full term babies and their 
spouses. Each spouse supported their mother and baby from the period of postpartum 1st to 6th week after 
finishing three sessions of postpartum mother and baby care using teaching material. The data was collected in 
the 1st and 6th week postpartum and analyzed using SPSS 20.0. The prevalence of postpartum depression in 
the 1st and 6th week were 24.3% and 0% each. The spouses' support lowered mothers' postpartum depression 
and increased self-efficacy(p<.001). And, the factors affecting to mothers’ postpartum depression were 
additional personnel for postpartum management, income and antepartum depression, and to their self-efficacy 
was hospital treatment during pregnancy(p<.05). The results could be used in developing intervention programs 
on lowering primiparas' postpartum depression and increasing their self-efficacy after further studies with wider 
range of subjects and setting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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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한사회적문제의원인이될수있다[1,2]. 대부분의산

모들이출산이당연한기쁨과축복이라는사회적관점으

로 인해 정서적인 어려움을 표현하지 못함에 따라 산후

우울이 발견되지 못함으로 사회적인 관심 및 치료적 중

재의 필요성이 인지되지 않아 방치되기도 한다[3]. 선진

국에서조차산후우울의 50% 정도가발견되지못함에따

라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산후우울은 특히 출

산횟수가 적을수록 발생률이 높았다[4,5].

산모들은산후 2주 이내에우울감을 느끼기시작하는

데 산후우울감을 잘 관리하지 못하게 될 때 산후 6주에

가장 높은 수준의 산후우울을 보이게 된다[6]. 임신 3기

의산모들을대상으로한연구에서사전우울을체크하고

산후 6주에전화나직접대면면담을통해우울을체크한

결과산전 19%, 산후 22%의유병률을보였고, 산후 11∼

18개월의 산후우울 유병률은 27.5%로 나타나 산후우울

이 장기간 지속되어 산모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

따라서대부분의산욕초기산모는출산과정에서받는스

트레스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는 물론 핵가족화

로인한지지체계의부족을경험하며부가되는모성으로

서의 새로운 역할긴장을 감당해내야 한다[7-10].

이러한 상황에서 배우자와의 관계가 산모의 정서 및

정신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대인간 특히

배우자와의 갈등이나 배우자의 지지부족은 산후우울의

원인이된다[11]. 따라서산후관리및아기돌봄의경험이

없는 초산모의 경우 지지체계의 마련이 필요한데, 가장

영향력 있는 사회적지지원 중 배우자의 지지는 급격한

생활환경의 변화에 대해 효과적인 적응을 하도록 돕는

요인이다. 그러므로배우자가산후관리와아기돌봄에적

극참여하여실질적인도움을줄수있도록준비되는것

이 필요하다[12,13].

실제적으로 배우자들은 산후관리와 아기돌봄에 대한

지식부족을 느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지식의 출처는 주변 사람들과 양가

부모또는인터넷이대부분이고, 전문서적이나의료인을

통한경우는거의없는실정이어서산후관리와아기돌봄

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전달 및 배우자

지지의 질 관리가 필요하다[14,15].

산후우울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양육관

련 지식부족의 인지와 낮은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산모의 낮은 자기효능감은 산후피로를 유발

할뿐아니라아기돌봄으로인한스트레스로산후우울을

가중시키게되므로배우자의직접적인도움을통해산모

의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16].

최근 국내외적으로배우자의초산모에대한직접적인

지지중재 후 산후우울과 자기효능감을 측정한 실험연구

가거의없다. 이에본연구는초산모의배우자에게산후

관리와 아기돌봄에 대한 교육 후 배우자의 실천이 산후

우울과 산후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융합적 영향을 파악하

여산욕기초산모의산후우울경감과자기효능감증진에

대한 효과적인 간호중재개발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시도

되었다.

1.2 연구 목적
본연구는분만후초산모에대한배우자의지지가산

모의산후우울과자기효능감에미치는융합적영향을조

사하기 위해 시도되었고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산모와 배우자의 일반적특성을 파악한다.

․배우자의산후관리와아기돌봄실천정도를조사한다.

․산모와 배우자의 일반적특성 중 배우자지지 전 후

산후우울과자기효능감차이에영향을미치는요인

을 파악한다.

․배우자지지 실천이 산후우울과 자기효능감에 미치

는 영향을 파악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연구는배우자지지실천이초산모의산후우울과자

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단일군 전후

원시실험설계이다.

2.2 연구 대상
본연구는 2016년 8월 4일부터 10월 25일까지M시소

재 산·소아과 전문 M병원에서 출산 후 1주 동안 M병원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초산모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였

다. 연구대상자수는 G*Power 3.1.9.2 프로그램을이용하

여 효과크기 0.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로 표본 수를

산출한결과 34명이필요하였으나, 탈락률을고려하여 37

명을대상으로자료를수집하였다. 연구대상자인배우자

와 산후산모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초산모로서 정상만삭아를 분만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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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중 산모에게 신체적, 정서적지지 실천을 하

고자 하는 자

․본 연구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자

․의사소통이가능하고설문의내용을이해하고답할

수 있는 자

․연구에 참여하기로 서면 동의한 자

2.3 연구 도구
본연구의도구는배우자의산후관리와아기돌봄실천

행위와, 배우자와 산모의 일반적특성을 묻는 14문항, 산

후우울 10문항, 자기효능감 15문항의 총 39문항으로 구

성된 설문지로 구성되었다.

∙배우자지지 
배우자는 연구자에 의해 개발되어 산부인과 전문의 1

인, 소아과전문의 1인, 임상전문간호사 3인및간호학교

수 1인의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은 교재로 배우자의 지식

정도에 맞추어 산후 1주 내에 산모 및 아기관리에 대한

40분씩 3회의개별적인직접실습교육을연구자로부터받

고, 산후조리원퇴원시부터산후 6주까지산후관리와아

기돌봄을 실천하였다.

배우자지지 실천도 측정은 Kim의 연구 중 산모의 자

기효능감 측정도구에서 산후관리와 아기돌봄에 필수적

인 13개 요소를 도출하여 산부인과 전문의1인과 소아과

전문의 1인, 임상전문간호사 3인 및 간호학 교수 1인의

내용타당도를검증받은것으로배우자가산욕기동안실

천한 각 항목에 대해 “전혀 수행하지 않음”의 1점부터

“열심히 수행함”의 Likert 4점까지의 척도로 되어 있다

[17].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ɑ는 .94이었다.

∙산후우울
산후우울은 Cox 등에 의해 개발된 자기보고형

EPDS(Edinburgh Postnatal Depression Scale)를 Han 등

이번역하고, Lee 등이사용한산후우울척도로측정하였

다. 이는 지난 일주일 동안의 우울, 불안, 자살사고 등을

묻는 10문항에대해각각 0점부터 30점까지의 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Cox 등에 의하면 총점 9점 이하는 저위험군, 10점 이

상 12점 이하는 위험군, 13점 이상은 산후우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개발당시 원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ɑ는
.87이었고, Lee 등의연구에서는 Cronbach`s ɑ .83이었으

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ɑ는 .86이었다[18-20].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어머니역할수행에대한자신감을측정

하는 Kim이사용한 15문항의자기효능감측정도구를본

연구자가수정보완한 “전혀그렇지않다”의 1점부터 “매

우 그렇다”의 4점까지 Likert 4점 척도의 15문항으로 구

성되었다. Kim의 연구에서 Cronbach`s ɑ는 .90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ɑ는 .91이었다[17].

2.4 자료 수집 방법
자료수집은 2016년 8월 04일부터 10월 25일까지 M시

소재산·소아과전문M병원산후조리원에서이루어졌다.

연구전M병원의실험연구승인을받았고, 배우자와산모

에게연구의목적, 설문지작성요령을충분히설명후협

조를구하였다. 배우자와산모의일반적특성, 산후우울과

자기효능감을산후 1주내에구조화된설문지로측정후

배우자를대상으로산후관리및아기돌봄교육을시행하

였다. 산후조리원 퇴원 후 분만 6주가 되는 시점에 산모

의 산후우울과 자기효능감을 연구자가 전화통화로 질문

후 얻은 답을 설문지에 기입하였다.

2.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자료는 SPSS/WIN 20.0으로다음과같이분석

하였다.

․배우자와산모의일반적특성은실수와백분율, 평균

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배우자지지의 실천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

였다.

․배우자와산모의일반적특성중산후우울과자기효

능감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t-test와

ANOVA 및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배우자지지가 산후우울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

향은 paired t-test로 구하였다.

․배우자지지 실천정도와 산후우울감소 및 자기효능

감증가의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로 구하였다.

2.6 윤리적 고려
본연구에서윤리적고려를위하여 C대학기관윤리심

의위원회(IRB) 심사 승인 후 연구를 시행하였다(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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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B-2016-08-04). 각 대상자에게 제반실험 과정에서

수집된모든내용은연구목적으로만사용할것임을알려

주었고, 동의서에는 자의로 연구에 참여함과, 언제라도

연구참여에대한동의철회, 중단요청가능, 비밀보장에대

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대상자가 연구참여동의서의 내

용을 확인하고 서면으로 동의 후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산모와 배우자의 일반적 특성
산모의 연령은 각각 ‘31∼35세’가 56.8%로 가장 많았

고 평균나이는 33.0세였다. 학력은 ‘대졸이상’이 64.9%였

고, ‘직업있음’이 59.5%였다. 가족월수입은 ‘401만원이상’

이 43.2%였고, 남편이외의 산후조리도우미는 친정어머

니가 51.4%로 가장 많았다. 분만형태는 정상분만이

54.1%이었고, 계획임신이 64.9%이었으며, 임신 중 입원

경험은 27.0%, 산전우울경험은 13.5%였다.

배우자의연령은 ‘31∼35세 이하’가 54.1%, 학력은 ‘대

졸이상’이 51.4%, 직업은회사원이 29.7%로 가장많았다

<Table 1>.

3.2 산모를 위한 배우자지지 실천정도 
산후 1주부터 6주까지배우자지지실천정도의평균은

4점 만점에 3.13점이었다. 실천정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정서적지지가 3.38점이었고, 가장 낮은 항목은 산모식이

로 2.89점이었다<Table 2>.

<Table 2> Degree of spouses’ support for mothers
(N=37)

Categories Variables M±SD

Baby

Bath 3.14±0.67
Umb. cord care 3.14±0.67
Ear care 3.03±0.76
Nail care 2.92±0.83
Nostril care 2.97±0.76
Burping 3.22±0.78
Vaccination 3.24±0.71

Mother

Milk feeding 3.27±0.80
Nursing supplies management 3.35±0.77
Breast care 2.95±0.68
Diet 2.89±0.70
Postpartum care 3.27±0.65
Emotional support 3.38±0.72
Total score 40.76±7.71

Mean of support 3.13±0.59

3.3 배우자지지 전‧후 산후우울과 자기효능감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
산모와배우자의일반적특성중 배우자지지전 후산

후우울에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 시어머니가산후조리

를 도왔던 경우가 친정어머니나 기타 도우미 또는 도우

미가없는경우보다우울경감도가낮았으며(p＝.002), 부

부 월수입은 ‘200만원’ 이하일 때 산후우울 경감도가 높

았고(p＝.047), 산전우울경험이 있는 산모보다 산전우울

경험이 없는 산모의 산후우울 경감도가 더 높았다(p

＝.017)<Table 3>.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37)

Variables Categories n(%)
M
(SD)

Moth
ers

Age (yr) ≤30 8(21.6)
33.0
(3.06)

31∼35 21(56.8)
≥36 8(21.6)

Education High school 7(18.9)
College 6(16.2)
≥University 24(64.9)

Job Yes 22(59.5)
No 15(40.5)

Family income
monthly
(10,000 won)

≤200 2(5.4)
201∼300 10(27.0)
301∼400 9(24.3)
≥401 16(43.2)

Additional
personnel for
postpartum
management

Mother 19(51.4)
Mother in law 2(5.4)
Others 11(29.7)
None 5(13.5)

Delivery type
Vagina 20(54.1)
C-sec 17(45.9)

Planned pregnancy
Yes 24(64.9)
No 13(35.1)

Hospital treatment
during pregnancy

Yes 10(27.0)

No 27(73.0)

Antepartum
depression

Yes 5(13.5)
No 32(86.5)

Spous
es

Age(yr)
≤30 3(8.1)

35.1
(3.93)

31∼35 20(54.1)
≥36 14(37.8)

Education
High school 6(16.2)
College 12(32.4)
≥University 19(51.4)

Job

Official 8(21.6)
Office
worker

11(29.7)

Business 6(16.2)
Profession 7(18.9)
Others 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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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와배우자의일반적특성중 배우자지지전 후자

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임신 중 입원경

험이있었던산모의경우(p＝.030) 자기효능감이더높았

다<Table 3>.

<Table 3> Factors affecting postpartum depression 
and self-efficacy

(N=37)

Variables Categories

Postpartum
Depression

Self-efficacy

F/t
(p)

Dunc
an

F/t
(p)

Dunc
an

Moth
ers

Age (yr)
≤30

1.49
(.239)

0.95
(.399)

31∼35
≥36

Education
High school

1.60
(.216)

0.13
(.878)

College
≥University

Job
Yes -1.32

(.196)
0.36
(.725)No

Additional
personnel for
postpartum
management

Mothera

6.10
(.002)

b<a,c,
d

0.18
(.910)

Mother in
lawb

Othersc

Noned

Income
monthly
(10,000 won)

≤200a

2.94
(.047)

c<a
0.35
(.793)

201∼300b

301∼400c

≥401d

Delivery type
Vagina -1.07

(.292)
-0.44
(.662)C-sec

Planned
pregnancy

Yes -1.19
(.243)

-0.09
(.929)No

Hospitalization
experience
during
pregnancy

Yes
1.07
(.293)

2.27
(.030)No

Antepartum
depression

Yes -2.52
(.017)

0.92
(.365)No

Spou
ses

Age(yr)
≤30

0.74
(.487)

0.19
(.832)

31∼35
≥36

Education
High school

0.38
(.689)

0.39
(.681)

College
≥University

Job

Official

0.55
(.702)

1.38
(.264)

Office worker
Business
Profession
Others

p<.05

3.4 산후우울 평균과 유병률의 변화
산후 1주에 측정된 산후우울의 평균은 8.89점이었고

산후우울의 유병률은 24.3%를 보였다. 산후 6주에는 산

후우울 평균이 3.57점으로 감소되었고 EPDS 13점 이상

인 산모의 EPDS 점수가 모두 12점 이하로 감소되었다

<Table 4>.

<Table 4> Changes in mean scores and prevalence of 
postpartum depression 

(N=37)

Variables

M(SD)
Prevalence
(EPDS1≥13)

n(%)

Postpartum week

1st 6th 1st 6th
Postpartum
depression

8.89
(5.53)

3.57
(3.06)

9
(24.3)

0
(0)

1Edinburgh Postnatal Depression Scale

3.5 배우자지지가 산후우울과 자기효능감에 미치
는 융합적 영향
배우자지지 전후 산후우울과 산후 자기효능감평균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Table 5>.

<Table 5> The effect of spouse’s support on 
           postpartum depression self-efficacy

(N=37)
Before
support

After
support t(p)

M(SD) M(SD)

Postpartum
depression

8.89
(5.53)

3.57
(3.06)

5.12
(<.001)

Self-efficacy
39.51
(8.44)

51.46
(6.05)

-6.99
(<.001)

3.6 배우자지지 실천정도와 산후우울감소 및 자기
효능감증가의 상관관계 
배우자지지실천정도와산후우울감소간및산후우울

감소와 자기효능감 증가 간 상관이 없었고, 배우자지지

실천정도와자기효능감증가간중등도의상관관계가있

었다(r=.707, p=.01)<Table 6>.

<Table 6>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N=37)

Degree of
spouses‘
support

Decreasing value
of postpartum
depression

Increasing
value of
self-efficacy

Degree of
spouses‘ support

1

Decreasing value
of postpartum
depression

.163 1

Increasing value
of self-efficacy

.707 .024 1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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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분만 후 산모는 출산으로 인한 신체적․심리적 스트

레스 및 호르몬의 변화로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한 여성의 사회진출과 핵가족으로의 가족구조변화로

인해 어머니 역할 수행에 대한 자신감과 사회적지지의

부족을경험한다[1]. 이는 산후산모의신체변화및아기

돌봄에 대한 부담감을 가중시키고 자기효능감을 저하시

키며 산후우울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17]. 산

후우울은 모아애착형성을 방해하여 아기돌봄능력을 저

하시키고가족건강에악영향을미치므로, 산후우울을감

소시킬 수 있는 사회적지지가 강조되고 있는데, 사회적

지지원중배우자의지지를통해산후우울을감소시키고

산후 산모의 자기효능감 증진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14,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후 1주부터 6주까지 산모에

대한 배우자의 직접적인 지지실천이 산모의 산후우울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융합적 영향을 조사하였다.

배우자는 산후관리와 아기돌봄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산모의 산후조리원 퇴원시기인 산후 1주경부터 산후

6주까지의 산후조리를 비롯한 산후관리와 아기목욕 등

제반 아기돌봄을 실천하였다. 산후관리 6항목과 아기돌

봄 7항목을 실천 후 자가평가한 평균점수는 4점 만점에

3.13점으로유사한연구가없어비교할수없지만대체로

78.3%를 보여 비교적높은실천도라고 할 수 있다. 실천

정도가가장높은항목은정서적지지가 3.38점으로, 산후

복잡하고힘든상황속에서자칫불안정해질수있는산

모들의 정서상태의 안정을 도모하여 산후우울에 긍정적

인영향을주었을것으로사료된다. 가장낮은항목은산

모식이로 2.89점이었는데, 이는 86.5%의 산모에게 배우

자 이외의 도우미가 있어 산모식이를 담당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산모와 배우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산

후우울경감도에서, 산모와 배우자의 연령이나 교육정도

에 따른 산후우울경감도에는 차이가 없었다. 이는 본 연

구에서처럼 산후우울의경감도를비교한것은아니지만,

20대보다 30대의 산모에서 산후우울이높았다는결과와,

산모의교육정도가높을수록산후우울이높았다는결과,

또는교육정도가낮을수록산후우울이높았다는결과및

배우자의 교육정도가 높은 산모일수록 산후우울이 낮았

다는 연구결과와는 상이한 결과였다[8,14].

또한 본 연구에서 산모의 직업유무에 따른 산후우울

경감도에 차이가 없었다. 이는 직업이 없는 산모들의 산

후우울이높았다는연구결과나분만후 13개월에측정한

산후우울에서직업이있는산모들의경우우울정도가낮

았다는 결과와 다른 결과였다[3,8,14,21]. 배우자의 직업

에 따른 산후우울경감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본 연

구의 대상자와는 지역이나 가정의 정서적 상황이 다를

수 있어 직접 비교할 수 없지만, 결혼이주여성에서 배우

자가 사무직보다는 농업에 종사하는 산모의 산후우울이

높았다는 결과와도 다른 결과로 연구대상자를 달리하고

대상자 수를 확대하여 반복연구 후 결과에 따라 배우자

의 교육정도에 따른 산모의 우울경감을 위한 교육을 재

론할 필요가 있다[22-24].

본 연구에서부부월수입이가장낮은 200만원이하인

집단에서 산후우울경감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047). 본 연구와 같이 산후우울의 경감도를 측정한

연구가 없어 직접 비교할 수 없지만 베트남 이주여성대

상 연구에서 수입이 높은 집단의 산후우울이 높았다는

결과는본연구결과와유사한결과였다[23]. 반면, 월수입

199만원이하의 산모들이 400만원이상의 산모들보다 산

후우울이 높았다는 연구결과와 월수입이 300만원이상으

로높은경우산후우울이유의하게낮았다는연구결과에

서처럼 수입이 높을수록 산후우울이 낮았다는 연구결과

들은본연구와는상반된결과라고할수있어월수입이

나 경제수준에 따른 우울의 차이에 대한 관계규명이 선

행되어야 하겠고 그에 따른 중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15,17,23-25].

본 연구에서 남편 이외의 산후조리도우미에 따라 산

후우울경감도에유의한차이가있었다(p＝.002). 이는남

편이외의산후조리도우미에따라산후우울에차이가있

었다는 연구들과 유사한 결과이다[5,14,21,25]. 본 연구에

서 친정어머니나 그 이외의 도우미 또는 도우미가 없는

경우에서보다 시어머니가 도우미였던 경우 산후우울 경

감도가 유의하게 낮았는데, 이와 유사한 연구가 없어 직

접 비교할 수는 없지만 시어머니와 동거하는 경우 산후

6주에측정한우울이 유의하게 높았다는 연구결과나, 시

어머니가 도우미인 경우 돌봄에 대한 불편함에 따라 산

후우울에차이가있었다는결과와, 결혼이주여성의경우

에서시부모와동거하는경우산후상태불안이높았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라고 볼 수 있어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여임신초기에산후도우미에대한가족간의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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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으로 산후우울경감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7,22,23].

본 연구에서 분만형태나 계획임신 여부에 따른 우울

경감도에는차이가없었다. 이는계획임신이분만전우

울감과 관련이 있고, 계획되지 않은 임신을 한 산모들의

경우산후 6주에측정된우울이높았고계획된임신에서

산후우울이 낮았다는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7,16,25,26]. 또한 본 연구에서 임신 중 입원경험이 있었

던 산모의 비율은 27%로 입덧, 조기진통 및 신우신염으

로 인한 입원이었다고 응답하였고, 입원경험이 산모의

산후우울경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이는

산모의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산후우울이 증가한다는 연

구결과[27]와는 상이한 결과이지만 대상자의 입원 원인

및상태의경중에따라결과가다를수있으므로대상자

수를 증가시켜 반복연구 후 원인에 따른 관계규명이 필

요하겠다.

본 연구에서산전우울을경험한산모보다산전우울을

경험하지 않은 산모에서 우울경감도가 더 높았다(p

＝.017). 이는임신중우울했다고한경우산후우울이높

았으며, 산전우울이있었던산모들에게서산후우울이유

의하게나타났고, 산전우울이산후우울에직접적인영향

을미친다는선행연구와같은맥락의결과로볼수있다

[1,3,5,7,20,23]. 또한 산후우울과 유의한 상관관계의 요인

으로임신기간중불안과정신병력등을들고있어이러

한요인들에대한의학적처치는물론, 산후심한우울을

예방하기위하여임신기간중산전우울을조기에발견하

여 적절한 중재를 시행함이 필요하다[1,19].

본 연구에서 산모와 배우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산

후자기효능감의변화에서, 산욕기동안산모와배우자의

연령에 따른 산후 자기효능감 증가에 유의한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모의 연령이 높을수록 자기

효능감이높았다는연구결과나, 30대의 산모들보다는 20

대의산모들의경우자기효능감이더높아서자기효능감

이 연령과 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와는 다른 결과였다

[14,17].

본 연구에서 산모의 직업유무나, 산모나 배우자의 교

육정도 및 배우자의 직종에 따른 산모의 자기효능감 증

가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가족월수입, 배우자 이외의

산후도우미에 따른 산모의 자기효능감 증가에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산모의 직업이 없을수록 자기효능

감이높았다는연구와는다른결과였다[14]. 또한 제왕절

개분만을한산모보다자연분만을한산모에서자기효능

감이 높았다[17]. 그러나 이 연구결과와는 달리 본 연구

에서는 분만형태에 따른 산모의 자기효능감증가에 유의

한차이가없었다본연구의대상은모두초산모였고산

모들의 자기효능감 점수는 분만 1주에 39.51점이었는데,

같은도구로측정한연구에서산후 6주까지의초산과경

산모 대상의연구결과의 평균 자기효능감점수가 41.8점

인것과비교하면분만 1주의자기효능감점수가낮은것

으로나타났다[17]. 그러나본연구대상자의분만 6주에

측정한 자기효능감은 51.46점으로 더 높은 결과를 보였

다.

본 연구에서 계획임신여부에 따른 자기효능감증가에

차이가 없었지만, 임신 중 입원경험이 있는 대상자의 경

우 산욕기 동안 자기효능감이 유의하게 증가되었다(p

＝.030). 본 연구와유사한연구가없어결과를직접비교

할 수 없지만, 산모의 건강상태가 저하될수록 자기효능

감 점수가 낮았다는 연구결과와는 상이한 결과였다[17].

이는임신합병증으로입원한경우의료진과접하면서다

양한상황에따른정보획득및교육의결과로예측할수

있다. 산모들의 분만 전 임신기간 동안 산후자가관리와

아기돌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으로 자기효능감을 증가

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13.5%의 산모가산전우울이있었다고응

답하였고 산전우울 여부에 따른 산모들의 자기효능감에

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본 연구와 같이 산전우울과

자기효능감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가 없어 직접 비교할

수는 없었지만 산후우울이 높았던 산모들의 자기효능감

이 낮았다는 결과나, 임신 중 불행하다고 느꼈던 산모에

게서 산후우울이 높았고 산후우울과 자기효능감이 음의

상관관계에 있었다는 연구결과들은 산전우울과 자기효

능감에 대한 반복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9,25].

분만 후 산모는 자신의 신체적인 회복을 도모하면서

아기를 돌보아야 하는데, 핵가족화된 현대의 삶에서 의

사소통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결핍은 산후 복합적인 상

황에서산모를당황하게하고불안과긴장을유발시킨다

[14,20]. 반면 배우자가 산욕기 산모를 위해 가사와 육아

를 도와주고 의사소통하며 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산후 피로를 줄여주고 안위를 도모하는데 반해 산

후피로와스트레스의증가는산후우울로이어질수있다

[6,8,12]. 그러므로 사회적지지 중 배우자의 지지가 필요

하며 적극적인 의사소통으로 교감신경계를 안정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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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산모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산후의 복잡한 상황적 특성상 산모에 대한 배우자의

지지를 연구한 실험연구는 거의 없다. 본 연구는 초산모

의 산후우울과 자기효능감에 대한 산후 1주부터 산후 6

주까지의 산욕기동안 배우자의 직접적인 지지실천의 영

향을 조사한 원시실험연구이다.

분만 후 6주까지를 일반적인 산욕기로 정하고 있고,

산후 1주와 산후 6주의우울은높은상관이있으며산후

우울감이잘관리되지못할때산후 6주에는산후우울이

정점에이르게되고산후 6주에측정한사회적지지의결

여는 산후우울과 상관이 있었다[7,26].

본 연구에서 산후 1주에 측정된 산후우울의 평균은

8.89점이었고 배우자의 산모지지 실천 후인 산후 6주에

는 3.57점으로 유의하게 경감되었다(p<.001). 또한, 산후

1주에측정된산후우울의유병률은 24.3% 이었으나배우

자의산모지지실천후인산후 6주에는 EPDS 13점 이상

인 산모의 EPDS 점수가 모두 12점 이하로 감소되었다.

이는배우자의높은정서적지지가산후우울경감에융합

적영향을미친것으로볼수있다. 산후피로와양육스트

레스는 산후우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높은

배우자지지는 산후우울을 경감시키고, 배우자지지가 높

을수록산후우울정도가낮아출산후배우자지지는산후

우울예방에 가장 효과적이다[5,16].

사회적지지의 결여가산후 1주 이내 산모의산후우울

유발가능한예측요인이라는연구결과에서처럼사회적지

지 및 가족지지가 낮을수록 산후우울이 증가하였고, 배

우자와의 의사소통이 많을수록 산후우울이 낮아졌다는

결과는산후우울경감을위한지지의필요성을지적하며,

특히배우자의지지는산후우울에융합적영향을미친다

고 볼 수 있다[24,25,27,28].

또한 본연구에서배우자지지의실천정도는자기효능

감증가와중등도의상관관계를보였고(r=.707, p=.01), 배

우자의산모지지후산모의자기효능감이유의하게증가

되었다(p<.001). 이는 배우자지지가 높을수록 산모의 산

후자기효능감이 증가되었다는 연구결과와 같은 긍정적

인결과로볼수있으며남편의양육참여가높을수록산

모의 자기효능감이 증가되었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

과이다[3,8,14,15].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가 교육받은 산

후관리와 아기돌봄을 실천하면서 산모를 지지한 융합적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임신 전부터 분만 및 산욕기 동안 산모와 아기돌봄의

배우자실천을위한교육은배우자로하여금산모가임신

과분만및양육과정에서느끼고경험할수있는어려움

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것이고 배우자의 지지를 통해

산모의 산후우울을 경감시키고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분만 후 신체적․정서적 변화에 따른 산모

의 자기간호와 아기돌봄의 부담감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산후우울과 산후 자기효능감 저하에 대한 배우자지지의

융합적 효과를 조사하기 위해 2016년 8월 4일부터 10월

25일까지M모아전문병원에서정상만삭아분만후산후

조리원에입원한초산모와배우자를대상으로시행된단

일군 전후 원시실험연구이다.

배우자는 모아전문간호사로부터 3회의 산후관리 및

아기돌봄에대한교육을받고관련교육책자를활용법설

명과함께받아산후관리와아기돌봄을배우자지지로실

천하였다. 산모의산후우울과 자기효능감은분만후 1주

이내와 분만 후 6주에 각각 측정되었다.

산후우울은 Cox 등에 의해 개발되어 Han 등이 번역

한 EPDS(Edinburgh Postnatal Depression Scale)를, 자

기효능감은 Kim이 사용한 15문항의 자기효능감 측정도

구를 본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여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0.0으로 연구목적에 따라

기술통계, Paired t-test와 ANOVA 및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산후관리 6항목과 아기돌봄 7항목을 산욕기 동안

실천 후 자가평가한 평균점수는 4점 만점에 3.13점

으로 78.3%의 실천률을 보였고 정서적 지지가 3.38

점으로 가장 높았다.

․산모의일반적특성에따른산후우울에영향을미치

는 변수는 남편 이외의 산후조리도우미(p＝.002)와

월수입(p＝.047) 및 산전우울 경험이었다(p<.001).

․산모의일반적특성에따른산후자기효능감에영향

을 미치는 변수는 임신 중 입원경험(p＝.030) 이었

다(p<.001).

․산후 1주에 측정된 산모의 산후우울 유병률은

24.3%였고 산후 6주에는 0%로 감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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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지지는 산후우울을 유의하게 감소시켰고,

산모의 자기효능감을 유의하게 증가시켰다(p<.001).

․배우자지지의 실천정도와 자기효능감증가 사이에

중등도의 상관관계가 있었다(r=.707, p=.01).

결론적으로본연구에서배우자의지지는산후우울을

유의하게 낮추었고 산모의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융합적

영향을 보여준다. 이 연구결과는 초산모의 산후우울과

자기효능감관리를위한간호중재개발및효과적인배우

자지지의 교육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대상자 수를 확대

하고 대조군을 설정한 반복연구 시행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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