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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소득 수준에 따른 임신 중기의 임부의 정서(우울, 스트레스, 

긍정, 부정 정서)와 모-태아 애착이 임신 후기의 태아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파악하고자 시행되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임신 중기 임부의 정서와 모-태아 애착이 임신 

후기의 태아 발달에 어떻게 다른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향적 코호트 연구로 진행하였으며, 임신 중기인 16-20주의 임부에게 

인구학적 정보(연령, 가구 소득 및 직업 유무 등)를 수집하고, 16-

20주(T1)와 임신 후기인 33-35주(T2)에 각각 임신 중 우울, 

스트레스, 긍정 및 부정 정서, 모-태아 애착에 대한 설문을 수행하였다. 

또한 임부의 스트레스 수준을 나타내는 생리적 지표로 임부의 혈청 

코티졸 자료를 수집하였다. 태아 발달을 나타내는 지표로 태아 체중과 

두정골 간격을 16-20주(T1)와 33-35주(T2)에 초음파 검사 결과를 

통해 수집하였다.  

첫째로, 임부 정서, 모-태아 애착 및 태아 발달 상태에 대한 조절된 

매개효과분석을 수행함으로서 임부의 정서가 태아 체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모-태아 애착의 매개효과와 가구 소득의 조절 효과가 있는지 

파악하였다. 둘째로, 가구 소득이 조절 효과가 있을 때 모-태아 애착의 

매개효과는 가구 소득의 어느 범위에서 유의미한지 파악하는 Johnson-

neyman의 유의성 영역 분석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유의성 

영역 분석 결과에 따라 가구 소득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t-검정을 

수행하여 집단 간 임부의 정서와 모-태아 애착, 태아 발달 평균을 비교 

분석하였다. 

조절된 매개효과분석 결과에서는 가구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집단(유의성 영역분석 결과 구체적으로 341만원 미만)에서만 모-태아 

애착이 양의 방향의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특히 우울이 모-태아 애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구 소득의 조절효과가 음의 방향으로 

유의하였으며, 이는 다른 요인들이 동일할 때, 가구 소득이 낮을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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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이 모-태아 애착에 미치는 효과를 억제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모-태아 애착의 양의 효과가 감소하여 태아의 체중이 감소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유의성 영역 결과에 따라 341만원 미만 소득 집단과 

341만원 이상 소득 집단 간 임부의 정서와 모-태아 애착, 태아 발달의 

차이를 t-검정 했을 때,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우울 수준이 높았다. 

 종합적으로 추론하면 가구 소득은 임부의 정서, 특히 본 연구에서는 

우울에 조절 효과를 보여 모-태아 애착과 태아 발달에 건강 불균형자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근거로 향후 지역사회 임부와 

태아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가용 자원이 적은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집단에 임부의 정서적 중재가 우선적으로 필요함을 

제언한다.  

 

주요어: 모-태아 상호작용; 정서; 정신적 스트레스; 태아 발달; 임신 

학   번 : 2015-2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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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의 발달은 개인이 경험한 환경에 대한 적응 과정의 결과로 

나타난다(Bronfenbrenner, 1979). 임부는 태아의 환경인 동시에 

임부를 둘러싼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는 존재이다. 여성에게 있어서 

임신은 태아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며, 이는 임부와 태아 간의 

관계 뿐 아니라 가족, 직장, 지역사회 등 더 넓은 의미에서 임부가 

인식하고 경험하는 환경에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임신이라는 새로운 

사건과 그에 따른 환경적 변화에 적응함으로써 임부는 행복감, 우울, 

불안, 양가감정 등 긍정적인 정서와 부정적인 정서를 복합적으로 

느낀다(Wilkinson, 1999). 임부가 느끼는 정서는 생리적, 정신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이는 모-태아 애착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Alhusen, 2008; Condon & Corkindale, 1997), 태아에 대한 애착 

변화는 임부의 건강 행태와 태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Cinar, 

Yalnizoglu Caka, Topal, Uslu Yuvaci, & Erkorkmaz, 2016; Lindgren, 

2001). 우울과 불안은 모-태아 애착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동시에 

높은 우울과 스트레스 수준은 자궁 내 성장 지연(IUGR; Intrauterine 

growth retardation)과의 상관성이 보고되었다(Diego et al., 2006; 

Hompes et al., 2011).  

임부의 정서와 모-태아 애착이 태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는 외부 

환경적 요인을 배제할 수 없으며, 임부가 속한 사회적 계층을 대변하는 

요인 중 하나로 가구 소득은 임부의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영향력 있는 간접적 요인으로 연구된 바 있다(Mahmoodi et al., 2017). 

임신 중 우울, 불안,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 정서들은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을 수록 더 높았으며, 저소득과 관련이 있는 인종 혹은 낮은 

교육 수준의 그룹에서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Bödecs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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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uber & Maxson, 2012). 국가 간 비교 연구에서도 저소득 국가는 

임부의 우울증과 불안의 유병률이 고소득 국가보다 높은 것으로 

추산된다(Atif, Lovell, & Rahman, 2015). 산전 관리와 일차 의료 

시스템의 지속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임신 

결과에 대한 불평등은 아직 남아 있다.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임신 기간 동안 환경 및 심리적 스트레스 요인에 보다 더 노출되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조산, 자궁 내 성장 지연 등의 일부 임신 결과와 관련이 

있다(Kramer, Seguin, Lydon, & Goulet, 2000; Villar & Belizan, 1982). 

태아기를 포함하여 아동의 발달은 누적적으로 진행되는데, 태아기의 

발달 지연은 그 다음 생애주기의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간접적으로는 후에 자본 축적에도 영향을 미쳐 이 역시 다시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Janet Currie & Stabile, 2003). 따라서 사회경제적 

수준과 건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적적이며 양방향으로 건강과 

영향을 주고 받음을 알 수 있으며, 발달 연구에서 종단적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다.  

2000년 이후 임신 중 임부의 스트레스,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와 

조산과 저체중아 출산과 같은 부정적 출산 결과에 관한 연구들은 다수 

발표되었으나(Brüggmann et al., 2017), 모-태아 애착과 행복감과 같은 

긍정 정서가 태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매우 

적다. 특히, 우울과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 정서와 모-태아 애착, 

동시에 태아 발달과의 음의 상관성은 다수 연구를 통해 합일된 

연구결과들이 발표되어 왔으나 모-태아 애착이 태아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알려진 바가 거의 없으며, 각 연구의 결과가 일치하지 않아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단계이다(권미경, 방경숙, 2011; Hompes et al., 

2012; Narita & Maehara, 1993).  

선행 연구들을 통해 판단할 때 사회경제적 수준과 임부 정서, 모-태아 

애착, 태아 발달의 변인들이 각각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을만한 연구 결과들은 있으나 이러한 변인들 간 매커니즘을 

동시에 확인한 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임신 중기의 임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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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임신 후기까지 추적 조사하여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임신 

중기의 임부의 정서가 모-태아 애착을 매개로 하여 임신 후기의 태아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매커니즘을 규명하고자 한다.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임부의 정서적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차이가 실제로 태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는 지역사회의 

산전 관리를 위한 보건의료 자원의 적절한 배분과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가구 소득에 따라 임부의 정서와 모-태아 애착, 

태아 체중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연구 목표 1: 가구 소득에 따라 분류한 두 집단 간 임부의 정서, 모

-태아 애착, 태아 발달에 차이가 있는지 파악한다. 

⚫ 연구 목표 2: 임부의 정서가 태아 체중에 영향을 미칠 때, 모-태아 

애착의 매개효과와 가구 소득에 의한 조절 효과가 나타나는지 파악

한다.  

⚫ 연구 목표 3: 연구 목표 1의 모형이 유의할 때, 가구 소득의 어느 

범위에서 태아 체중에 대해 모-태아 애착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나

타나는지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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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1) 가구 소득 

⚫ 이론적 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은 개인이 속한 사회 계층의 다양한 

측면을 반영하며 전통적으로 개인 수준의 지표는 소득, 교육 및 

직업이 있다(Adler & Ostrove, 1999). 소득, 교육 및 직업은 

사회경제적 수준과 관련된 연구에서 상호교환 가능한 변인으로 자주 

사용되며 각각은 중등도의 상관관계를 보인다(Ostrove & Adler, 

1998).  

⚫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임부의 주관적 응답에 의한 가구 

소득을 말한다.  

 

2) 임부의 정서 

 (1) 임부 우울  

⚫ 이론적 정의: 우울이란 기분 장애로 슬픔을 비롯하여 의기소침, 

비참함, 낙담, 희망 없음, 고통, 비관, 불행감, 죄책감, 공허감 등 

불쾌한 정서상태를 의미한다. 우울은 슬픔의 정서와 가장 관계가 

깊으나 슬픔이 곧 우울은 아니며, 우울 정도에 따라 에너지 감소, 

피로감 증가, 집중력 저하 등이 나타난다(강웅구, 김혜수, 2014). 

산전 우울은 임신 중 시작되는 우울감으로 우리 나라의 경우 20-

40%가 임신 중 우울을 경험하는 것으로 추산된다(장동규, 최세경, 

안세영, 신종철, 2009; 김은숙, 류소연, 2008). 

⚫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Cox, Holden, & Sagovsky (1987)에 

의해 개발된 산후우울증 평가척도 (Edinburg Postnatal Depression 

Scale, EPDS)를 여정희 (2006)가 번안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위험이 높은 것을 말하는데, 보통 

12점 이하는 우울 위험이 없는 것으로 평가하며, 13점 이상은 우울 

위험이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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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임부 스트레스 

⚫ 이론적 정의: 스트레스란 개인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사건과 상황을 위협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Folkman, 

Lazarus, Gruen, & DeLongis, 1986 & DeLongis, 1986). 임신은 

여성으로서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는 즐거운 사건인 동시에 생활 

변화와 생리적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일으킬 수 있는 사건이다. 

임신 스트레스는 임신으로 인한 감정기복과 같은 임부 자신과 

관련된 스트레스, 태아의 신체적 안전과 같은 태아와 관련된 

스트레스, 가족 환경과 관련된 스트레스, 여성의 경제 활동, 사회적 

규범과 같은 사회 환경과 관련된 스트레스의 4가지 영역으로 

설명된다(김영란, 2016).  

⚫ 조작적 정의 

- 임부의 주관적 스트레스 정도는 안황란 (1985)의 임부스트레스 

척도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임부가 지각한 

스트레스가 높음을 말한다.  

- 생리적 지표는 혈청 코티졸 (Serum Cortisol Level)을 활용한다. 

코티졸은 부신에서 분비되는 물질로 스트레스 상황 혹은 투쟁-도피 

반응(Fight or flight reaction)에 관여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으로 

임부의 현재 스트레스 수준을 반영할 수 있다.  

 

 (3) 긍정 정서, 부정 정서 

⚫ 이론적 정의: 임신이라는 경험을 통해 임부는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를 모두 복합적으로 느끼게 된다. 긍정 정서란 행복감, 영감, 

확고함, 활기참 등의 긍정적 정서이며, 부정 정서는 두려움, 

부끄러움, 죄책감, 초조함 등의 부정적 정서를 말한다.  

⚫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임부의 전반적인 정서 상태를 긍정과 

부정으로 나누어 확인하기 위해 Watson, Clark와 Tellegen (1988) 

에 의해 개발된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schedule(PANAS)를 

박홍석과 이정미 (2016)가 수정, 번안한 것으로 측정한 점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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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각 정서의 점수가 높을 수록 해당 정서를 느끼는 정도가 

높음을 말한다. 

 

3) 모-태아 애착  

⚫ 이론적 정의: 모-태아 애착이란 아이가 태어나기 전 임부와 아이 

간의 상호작용이자 임부가 태아에게 가지는 애정과 이러한 행위에 

참여하는 정도를 의미한다(Cranley, 1981b). 긍정적 애착이라함은 

임부가 태아에게 필요한 여러가지 요구들을 이해하고 충족시키는 

행위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 시기의 긍정적 관계는 일생동안 가질 

관계의 패턴이 될 수 있다(Zimerman, 2003).  

⚫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모-태아 애착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Cranley, 1981a)가 개발한 Maternal Fetal Attachment Scale 

(MFAS)을 이경숙 등 (2013)이 수정 번안한 것으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임부와 태아의 애착이 높음을 말한다. 

 

4) 태아 발달  

⚫ 이론적 정의: 태아 발달은 임신 중인 태아의 성장 정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산부인과학에서 복부초음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지표인 

태아 체중, 두정골 간격, 머리 둘레, 대퇴 길이, 복부 둘레로 

평가한다.  

⚫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초음파로 측정한 태아의 체중과 두정골 

간격을 말한다(Campbell, 1969; Woo et al.,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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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문헌 고찰 

 

1. 임부 정서와 모-태아 애착이 태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 

1) 임부 정서와 모-태아 애착 

임부 정서와 모-태아 애착과의 상관성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선행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Honjo et al. (2003)의 연구에서는 태아의 존재를 

인식하거나 모-태아 애착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임신 초-중기의 

임부에게서는 우울과 모-태아 애착 간 유의한 상관성이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임신 중-후기의 임부의 경우 우울은 모-태아 애착과 

음의 상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임부의 정서 상태가 부정적일 

수록 임신에 대한 적응이 어려워지며 결과적으로 태아에 대한 애착 

수준이 감소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Alhusen, 2008; Condon & 

Corkindale, 1997; Hart & McMahon, 2006).  

임부의 스트레스는 임부가 부모로서의 이행과정에서 겪는 자연스러운 

상태일 수 있다. 선행 연구들에서 임부의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모-태아 

애착이 낮으며 태아와의 상호작용 행동, 실제로 태아에게 헌신하는 태도, 

부모로서의 역할 인식 등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강수경, 정미라, 

2012). Hsu와 Chen (2001)의 연구에서는 임부의 스트레스가 

다중회귀분석 결과 모-태아 애착을 예측하는 데 적합한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스트레스와 모-태아 

애착의 부적 상관성 결과를 동일하게 보고하고 있다.  

Anderson, Fleming과 Steiner (1994)는 아이를 돌보는 일과 이에 

대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그리고 임신 후기에 자녀 

양육에 관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욕구가 클수록 임신 중의 긍정 정서가 

높음을 밝혔다. 아이를 돌보는 일을 기대하지 않은 여성의 경우 임신 

중에 더 부정 정서를 느끼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임부가 느끼는 

정서는 임부가 태아에게 가지는 애착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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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부 정서와 태아 발달 

 임신 중 우울감, 산후 우울감이 일반 여성보다 높을 수 있다는 과거 

학설과 달리 최근의 연구에서는 임산부와 비슷한 연령의 임신하지 않은 

여성과 우울증 발병율이 유사하다는 것이 보고되었다(Gaynes et al., 

2005). 그러나 임신 중 스트레스와 우울은 조산, 저체중, 자궁 내 성장 

지연과 관련이 있으며 나아가 출산 후 신생아 건강, 예를 들면 알레르기 

반응(T. S. Cheng et al., 2014) 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방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Flores-Ramos et al., 2013). 

임부의 스트레스와 우울에 관한 최근의 연구를 살펴보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대뇌 피질에서 스트레스 인자를 지각하여 생체에 

위협이 되는지 평가하고, 대응 방법을 선택하는데 때에 따라 우울이나 

불안, 분노와 같은 감정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안종모 et al.). 따라서, 

상황을 위협적으로 인식하는 스트레스 상황이 지속될 경우 슬픔, 불행함 

등의 기분으로 나타나는 우울의 감정 반응이 함께 나타날 수 있다. 만약 

임부에게 나타나는 스트레스가 급성 스트레스 인자인 경우 교감 신경을 

통해 부신 수질을 자극하여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을 분비하고 

이는 심박동수 증가, 호흡 변화, 혈당 변화와 같은 대사를 변화시킬 수 

있다. 만약 스트레스 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 

축이 자극되어 코티졸이 분비된다. 이러한 스트레스에 대한 

신경내분비계 변화는 스트레스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나 지속될 

경우 면역 기능 저하와 질병 발생, 임부의 경우에는 태아의 발달과 

연관이 있다(King et al., 2009; 유지원, 윤창륙, & 안종모, 2007).  

 Diego et al. (2009) 는 자궁 내 성장율과 임부의 우울감, 스트레스 

사이의 상관 관계를 다음과 같은 생리학적 이론을 통해 밝혔다. 임부가 

우울과 스트레스를 겪는 상황에서 모성의 코티졸 수치가 증가하게 되고, 

이는 태반을 통해 10-20%의 코티졸이 통과한다. 일반적으로 임산부의 

코티졸은 정상 성인 여성보다 높으며 임신 말기에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Carr, Parker Jr, Madden, MacDonald, & Porter, 1981; Hom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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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12). 그러나 임부의 부정적 정서로 인해 이를 가중시키는 경우 

코티졸은 태아 시상 하부-뇌하수체-부신 (HPA) 축을 부적절하게 

자극하게 되어, 태아 자율 신경계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하게 된다. 자율 

신경계가 과활성화 된 상태에서 태아는 칼로리 소모가 높아져 자궁 내 

성장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임신 중기에는 높은 코티졸 수치가 

자궁 내 동맥 혈류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조산 및 태아 성장 지연과 

관련이 있다(Bonari et al., 2004; Glover, O’connor, & O’Donnell, 

2010; Hompes et al., 2012; Moawad et al., 2002).  

임부는 임신 중 행복감, 불안, 우울, 양가 감정 등의 복합정서를 

가진다. 임부 행복의 구성 요소 중 하나는 긍정 정서이며(이규리 & 

최현경), C. Y. Cheng과 Pickler (2010)의 연구에서는 비록 긍정 

정서(행복감)와 태아 발달의 직접적 상관관계를 보지는 못하였으나, 

행복감과 임부의 코티졸 수준과의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이는 

긍정 정서가 태아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태아 발육 지연과 조산의 연관성은 예전부터 알려져 왔다. 환자 

대조군 연구에 따르면 임신 35주 이전에 태어난 조산아의 30%에서 

10백분위수 이하의 태아 발육 지연아가 발생했으며, 37주 이후 출산아 

중에서는 4.5%가 발생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Bukowski, Gahn, 

Denning, & Saade, 2001). 이는 자궁 내 스트레스 상황에 따라 태아 

발육 지연이 나타나며 조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Gardosi, 2005).  

 

3) 모-태아 애착과 태아 발달  

 아직까지 국내외 선행 연구에서 모-태아 애착이 태아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며, 서로 다른 결과들을 보여 보다 더 많은 

연구결과의 축적이 필요하다. 권미경과 방경숙 (2011)의 연구에서는 

모-태아 애착 수준과 태아 체중 간 관계의 방향은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Hompes et al. (2012)가 

수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오히려 모-태아 애착 수준이 임신 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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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의 태아 발달에 음의 방향의 미치는 결과를 보였으나 이 통계적 

결과에 대해 납득 가능한 설명을 해내지 못했다. Narita와 Maehara 

(1993)는 고위험 임부와 정상 임부를 모두 포함한 애착 관련 연구에서 

모-태아 애착 수준과 절박 유산, 조산 및 자궁 내 성장 지연의 

상관성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찾지 못하였다.  

모-태아 애착이란 아이가 태어나기 전 임부와 아이 간의 

상호작용이자 임부가 태아에게 가지는 애정과 이러한 행위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하며, 긍정적인 애착을 형성할 수록 임부가 태아에게 필요한 

여러가지 요구들을 이해하고 충족시키는 행위로 나타날 수 

있다(Ainsworth, 1985; Cranley, 1981b; Zimerman, 2003). 실제로 

임부가 인식하는 애착 정도는 애착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는 증거가 

있으며, 태아에 대한 강한 애착은 산전에 태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Condon & Corkindale, 1997). 연구 사례로는 Lindgren 

(2001)의 연구 결과에서 우울은 모-태아 애착에 유의하게 음의 영향을 

보였으며, 모-태아 애착은 임부의 건강행동과 유의한 양의 영향을 

보였다.  또한, 20주 이상의 임부를 대상으로 한 비교 연구 결과로 모-

태아 애착 수준이 높은 임부 그룹은 낮은 임부 그룹에 비해 긍정적 건강 

행동이 높으며, 구체적으로는 임신 중 흡연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Cinar et al., 2016).  

 

2. 가구 소득이 임부와 태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 

 1) 가구 소득과 건강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아질수록 성별, 나이를 막론하고 전반적인 

건강에 불리한 경향이 관찰된다는 것은 사회 과학분야에서 다각적으로 

연구되어 왔다(J. Currie & Rossin-Slater, 2015). 국내에서 수행된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한 연구에서도 대도시 보다 중소도시나 읍, 

면지역에서 지각한 건강 수준과 건강 행태가 좋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비육체 노동군보다 육체 노동군과 실업군, 교육수준과 

소득이 낮은 군에서 같은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사회경제적 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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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개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 수 있다(김창엽, 

2004). 

초기 생애주기에서 사회경제적 수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향후 

일생동안 영향을 미칠 수 있다(Ben-Shlomo & Kuh, 2002). 초기 

생애주기에서 가지게 되는 사회경제적 수준의 차이는 축적적, 잠재적 

건강 효과를 낳을 수 있다. 넓은 의미에서 출생과 아동기의 건강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연속적으로 

향후 청소년기, 성인기, 노인기의 건강과 소득에 동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지연된 노출 효과(lagged exposure)를 고려하여 현재의 

건강 차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이전의 생활 조건을 비교하여 종단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Adler, 2007).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건강 결과가 다른 것은 건강 불평등을 낳을 

수 있으며, 이를 야기하는 요인을 형평성 불균형자(equity stratifiers)라 

한다. 어떠한 불균형자를 선택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건강에 영향을 미

치는 사회경제적 요인을 어떤 형태로 활용하느냐는 전체 연구의 이론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교육수준이나 경제적 수준의 경우 순위 변수 혹은 

연속 변수의 형태를 띄고 있다. 건강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수준이 임계점 모델(threshold model)에 입각하여 어떠한 기준점 이상

이 되어야 한다의 이론을 적용할 것인가, 또는 용량-반응 모델(dose-

response model)을 적용하여 자원이 높을 수록 건강결과가 높아진다는 

가정을 적용할 것인가를 고려하여 연구를 설계해야 한다(Adler & 

Ostrove, 199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임계점 모델을 적용하여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실제 임부의 정서, 모-태아 애착, 태아 발달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이러한 영향이 나타나는 범위가 어느 구간인지 

살펴볼 것이다. 또한, 개인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건강 결과가 결정

되는지 혹은 연결된 타인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함께 영향을 미칠 수 있

는가를 고려해야 하므로 임부가 속한 가구의 소득을 연구의 변수로 선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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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구 소득과 임부 정서 

산전 우울은 임신 중 시작되는 우울감으로 우리 나라의 경우 약 20-

40%가 임신 중 우울을 경험하는 것으로 추산되며(장동규 등, 2009; 

김은숙, 류소연, 2008), 산후 우울의 강력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한다(Faisal-Cury & Menezes, 2012). 산전 우울은 심리사회적 

요인 뿐 아니라 신체 생리적 요인이 작용하는 문제로서 고위험 임신, 

식습관, 수면 상태, 호르몬 분비, 연령, 임신 기간, 산과력, 수입, 계획 

임신 등 다양한 문제가 관련 요인으로 작용하지만(김혜원 & 정연이, 

2010), 특히 가구 소득은 임부의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영향력 있는 간접 요인으로 꼽힌다(Mahmoodi et al., 2017). 우울, 

스트레스는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을 수록 더 높은 경향이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며(Bödecs et al., 2013; Gruber & Maxson, 2012), 

국가 간 연구 결과에서도 임부의 우울, 불안 및 스트레스는 선진국이 

개발 도상국보다 낮은 유병률을 보였다(Atif et al., 2015). 이는 소득 

수준과 주거 상태 등 물질적 자원의 가용 정도가 높을 수록 임부가 

인식하는 모성 역할 긴장과 스트레스가 감소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Morris & Levine Coley, 2004).  

 긍정 정서의 경우 약 6000명의 임산부 패널데이터를 활용한 종단 

연구에서 행복감은 임신 전과 비교하여 임신부터 출산까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출산 후에 임신 전의 행복감 수준으로 

회귀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임신 중 긍정 정서 증가 

패턴은 초임부와 둘째 아이 출산시까지 유효하였으며, 셋째 출산 시에는 

정서적 변화가 미미함을 볼 수 있었다. 이 때, 사회경제적 요인이 

이러한 패턴을 분명히 변화시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직장이 없는 것 

보다 직장이 있을 때, 임부의 교육 수준이 높을 수록 그리고 가구 

소득이 높을 수록 특히 행복감을 느끼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Myrskylä & Margolis,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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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구 소득과 모-태아 애착 

체계적 문헌고찰에 따르면 우울, 불안, 물질 남용은 임부와 태아 

애착을 감소시키는 요인이며, 적절하고 포괄적인 산전 관리와 가족 관계, 

사회적 지지는 모-태아 애착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Alhusen, 2008). 

모-태아 애착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알려진 우울, 불안, 부적절한 

산전 관리는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Alhusen, 

2008). 그러나, 임부의 연령, 경제적 상태 등은 모-태아 애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한 경우도 있었다(Mikhail et al., 1991).  

 

4) 가구 소득과 태아 발달 

 사회인구학적 요인 중 태아와 신생아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요인은 소수 민족, 한부모 가정, 부적절한 산전 관리, 

빈곤,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있다. 보통 이 요인들은 배타적이지 않고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빈곤층에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생활 사건들을 많이 경험하며, 산전 관리 접근성이 떨어지고, 소수 

민족집단이나 한부모 가정에서 이러한 경향이 더 많다(Kramer et al., 

2000; Seguin, Potvin, St-Denis, & Loiselle, 1999).  

 사회경제적 수준은 자궁 내 성장지연(IUGR)과 관련이 있으며 중등도 

자궁 내 성장 지연은 단기적으로 대사성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신생아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경한 자궁 내 성장 지연은 약하지만 장기적인 

신경인지 기능의 손상을 야기할 수 있으며, 성인기의 고혈압이나 당뇨 

발병률과의 연관성도 보고된 바 있다(Kramer et al., 2000). 11개의 

선진국과 25개의 개발 도상국의 저체중아 자료를 사용한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수준이 IUGR의 유병률을 높였으며 개발도상국 대 선진국의 

상대적 위험비가 자궁 내 성장지연의 경우 6.6, 조산의 경우 

2.0이었다(Villar & Belizan, 1982). 부모의 직업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스코틀랜드, 스페인에서 동일하게 어머니가 육체 노동을 하는 경우에 

사무직을 하는 직업보다 IUGR 유병률이 높았다(Rodríguez, Regidor, & 

Gutiérrez-Fisac, 1995; Sanjose, Roman, & Beral,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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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usults of previous studies related to study 

Path 
Direction 

+ - Not Significant 

Depression, 

Stress, Negative 

emotion→ 

Maternal-fetal 

 attachment 

- 1, 4, 12, 16, 19 18 

Positive  

emotion→ 

Maternal-fetal  

attachment 

5 - - 

Household  

income→ 

Maternal-fetal  

attachment 

 - 4, 23 

Household 

income→ 

Depression, 

Stress, Negative 

emotion 

- 6, 7, 15, 18, 25 - 

Household 

income→ 

Positive emotion 

3 - - 

Household 

 income→ 

Fetal  

development 

- 21, 27,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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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 
Direction 

+ - Not Significant 

Maternal-fetal at-

tachment → 

Health practice 

11, 22 - - 

Maternal-fetal at-

tachment → 

Fetal 

development 

- 17 2, 26 

Depression, 

Stress, Negative 

emotion → 

Fetal 

development 

- 
8, 10, 13, 14, 17, 

20, 24, 28 
- 

Positive  

emotion→ 

Fetal  

development 

9 - - 

 

Note: References corresponding to the numbers given in the table are listed in Appendix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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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이론적 배경 

 

1. 이론적 기틀  

임신 중 임부는 태아와 상호 관계를 맺으며 아이와 초기 단계의 애착

을 형성하게 되며 양육 및 애착 행동을 통해 어머니로서의 발달도 점진

적으로 촉진된다. 하나의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관심을 가질 때, 혹은 

그 행동에 관심을 가질 때 상호 관계가 구성된다(Bronfenbrenner, 

1979). 또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여러 측면에서 한 개인이 발

달하면 그 다른 개인도 어떠한 방향으로 발달하게 되며, 이는 개인이 다

른 개인에게 어떠한 애정이나 감정을 가질 때 복잡한 상호 관계와 활동

을 통해 점진적으로 촉진된다.  

임신은 임부와 태아 간의 관계 뿐 아니라 가족, 직장, 지역사회 등 더 

넓은 의미에서 임부가 인식하고 경험하는 환경의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는 가구 소득은 임부가 속한 사회적 계층, 사회경

제적 수준을 대변할 수 있으며 임부에게 영향을 미치는 외부 환경을 달

라지게 할 수 있는 요소이다. 임부의 가구가 속한 사회경제적 수준의 차

이에 따라 임신이라는 새로운 사건과 그에 따른 환경적 변화에 대한 임

부의 경험은 분명 다를 것이다. 이러한 경험은 임신 중 임부의 우울, 불

안, 스트레스, 긍정 및 부정 정서 등의 정서의 차이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임부의 애착 상태와 행동에 영향을 주고 결과적으로 태아의 발달 

상태로서 최종적인 건강의 차이가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매개변인이란 독립변수의 영향을 받으면서 동시에 종속변수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변수를 말하며, 두 변인 사이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변수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경우 임부의 정서가 태아 발달에 영향을 

미칠 때 모-태아 애착의 수준에 따라 태아 발달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

고 이 때 모-태아 애착을 매개변인으로 고려하게 된다. 이 때, 임부의 

정서가 모-태아 애착에 분명히 직접적 영향을 준다는 근거가 있어야 한

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임부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태아 발달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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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나, 동시에 모-태아 애착에도 영향을 미치며 

애착 행동 및 건강 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인 정상 임부의 경우를 예로 들면, 우울의 수준이 높을 

때 태아 발달 수준은 감소하지만 이 때, 모-태아 애착이 높고 낮음에 

따라 태아 발달의 결과가 달라진다면 모-태아 애착이 매개변인일 가능

성이 있다. 따라서, 임부의 정서가 태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임부가 

태아에게 가지는 애착 인식과 돌봄 행위로 매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매개변인으로서의 모-태아 애착에 대한 통계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았

다(Alhusen, 2008; Anderson et al., 1994; Condon & Corkindale, 1997; 

Hart & McMahon, 2006).  

조절변인의 경우 매개변인과 다른 점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대해 

직접적 영향이 없어도 되나, 조절변수의 상태에 따라 독립변수와 종속변

수 사이의 관계가 변화되는 변수를 말한다. 보통 연구의 주요 관심 변수

들 간의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환경적인 요인들을 고려하게 되는데, 

문헌 고찰 결과 가구 소득은 모-태아 애착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는 근

거가 부족하며, 또한 임부의 정서에 영향을 미쳐 모-태아 애착과의 관

계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조절변인으로 고려하였다.   

또한, 발달이라는 것은 시간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 발달에 관련된 

요인들의 축적적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태아 발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는 가구 소득, 임부의 정서와 모-태아 애착은 임신 

중기에 측정하며, 태아 발달은 임신 후기에 측정하여 발달에 미치는 누

적 효과를 확인할 것이다(Bronfenbrenner, 1979; 장희선, 김기현, 

2014).  

따라서 어머니의 정서상태(우울과 스트레스, 긍정 및 부정 정서)가 

모-태아 애착을 매개로 하여 태아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이 때, 가구 

소득의 조절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가설 하에 Figure 1과 같은 개념 

모형을 도출하였다. 이론을 적용함에 있어 이론의 개념과 정의, 본 

연구에서 적용한 조작적 정의는 Table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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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onceptual framework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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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ajor constructs and concepts of study 

Concepts Variables 

Maternal emotions 

⚫ Maternal depression 

⚫ Maternal stress (Serum cortisol level, Self-re-

ported questionnaire) 

⚫ Positive emotion 

⚫ Negative emotion 

Maternal-fetal attachment Maternal-fetal attachment 

Fetal development Fetal weight 

Household income Household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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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가구 소득에 따른 임부의 정서와 모-태아 애착이 태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전향적 코호트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일개 병원에서 임신 안정기인 중기에 해당하는 16-20주 사이의 임부

를 모집하여 임신 후기의 태아 발달을 평가하기 위해 33-35주까지 임

부와 태아를 총 2회 추적 조사하였다. 탈락자를 고려하여 161명을 모집

하였으나 중도 탈락하여 총 124명의 자료가 연구에 사용 가능한 자료였

다. 그 중 3명의 자료는 회귀분석 시 이상값에 해당하여 전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총 121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탈락 사유는 12명은 전원, 2명은 유산, 나머지는 연구 거부에 해당하였

다.  

연구 대상자 선정 기준은 1) 연구에 동의한 자 중에 2) 모-태아 

애착 상태 및 정서 상태 변화가 초산모와 경산모 간 차이가 

있으므로(Myrskylä & Margolis, 2014) 그러한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초산모인 임부를 모집하였으며 3) 기저질환(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갑상선질환)이 없고, 4) 우울증, 불안 등 정신증 진단을 받은 경험이 

없는 임부를 선정하였다. 또한, 제외기준은 1)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 2) 고위험 임부(전치태반, 임신중독증, 

임신성 당뇨, 유산 위험 등이 있는 경우); 3) 32주 이전 조산, 사산, 

유산하는 경우에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3.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IRB No. 

1707/003-004). 연구의 윤리적 수행을 위하여 연구 대상자에게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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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를 받았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3년간 보관후 폐기하기로 한다. 

연구 참여자에게는 자신이 중단하고자 할 때 연구 참여를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연구 대상 기준에 적합한 임부에게 조사 

시점, 조사 방법(혈액 검사 및 자가보고식 설문, 병원 진료 기록 확인), 

연구 기간, 연구의 내용, 참여 시 보상 등에 대하여 자세히 고지하였다. 

수집된 응답 자료는 연구자 이외에는 알 수 없도록 임의의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보관하였다. 개인인적사항과 관련된 정보는 연구 종료 후 바로 

폐기하며, 연구 자료는 생명윤리법과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연구가 종료된 시점부터 5년간 보관 후 전자파일을 삭제하고, 

인쇄파일은 분쇄폐기 처리하기로 한다.  

 

4. 연구 도구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며, 총 2번 

임신 중기인 16-20주 (T1) 과 임신 후기인 33-35주 (T2) 시점에 

동일한 변수를 반복 측정하였다. 인구학적 정보(가구 소득, 임부 나이, 

부모 직업 상태) 는 임신 16-20주 등록 시 조사하며, 임부 우울, 임부 

스트레스, 긍정/부정 정서 상태, 모-태아 애착 상태, 태아 발달 

상태(두정골 간격, 태아 체중)를 2회 반복 측정하여 평가하였다.  

 

1) 가구 소득 및 부모 직업 상태  

  가구 소득과 부모의 직업 유,무는 임신 16-20주 등록 시 조사하며 

개인의 응답에 기초한다.  

 

2) 임부 우울 (Maternal Depression)  

  임부 우울의 측정은 Cox et al. (1987)에 의해 개발된 산후우울증 

평가척도(Edinburg Postnatal Depression Scale, EPDS)를 여정희 

(2006)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번안한 도구의 Cronbach의 α값은 

0.76이었다. EPDS는 산후 우울을 스크리닝하기 위하여 개발된 도구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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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산전/산후 우울을 모두 평가하는데 널리 활용되는 도구이다. 

10문항의 간단한 자가평가 척도이며 문화적 맥락에 상관없이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다. 문항은 각 4점(0=우울하지 않음; 3점=높은 우울감) 

Likert scale로 0~30점 점수 범위를 가진다. 보통 12점 이하는 우울 

위험이 없는 것으로 평가하며, 13점 이상은 우울 위험이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문항의 내용은 이유없는 불안과 걱정, 불행감, 슬픔, 자해 

생각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관성 신뢰도 

Cronbach의 α값은 0.765로 평가되었다.  

 

 3) 임부 스트레스 (Maternal Stress)  

 임부의 스트레스 정도는 주관적 설문과 생리적 지표 2가지를 모두 

사용하였다.  

 

- 임부 스트레스 척도  

안황란 (1985) 의 임부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며 이 도구는 스트레스 

9문항, 임부 자신에 대한 스트레스 11문항, 배우자와 관련된 스트레스 

6문항의 총 26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자기보고식 5점(1점~5점) Likert 

scale로 26점~130점의 점수 범위를 가진다.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의 내용은 태아의 건강과 발달에 대한 

걱정, 분만 후 아이의 양육, 임신 중 신체적 변화, 출산과 관련된 두려움, 

임신 중 건강관리, 배우자와의 관계 변화와 향후 양육 분담 등에 관한 

스트레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개발 시의 Cronbach의 α값은 

0.82이었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관성 신뢰도 Cronbach의 α값은 

0.905이었다. 

 

- 혈청 코티졸 (Serum Cortisol Level)  

코티졸은 부신에서 분비되는 물질로 스트레스 상황 혹은 투쟁-도피 

반응(Fight or flight reaction)에 관여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며 

임부의 스트레스 수준을 반영할 수 있다. 일반 성인의 경우 아침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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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에 코티졸 정상범위는 5-25 μg/dL이나 임신 중에는 증가한다. 

임신 2기(13~26 주) 코티졸 정상 범위는 10 ~42μg/dL이며 임신 

3기(27~40주)는 12~50μg/dL이다(Abbassi-Ghanavati, Greer, & 

Cunningham, 2009). 모든 정맥 혈액 샘플은 임상 검사 당일 

모체로부터 수집되어 병원 검사실에서 방사선 면역 분석법(Radio-

immunoassay)에 의해 처리되며, 측정 단위는 μg/dL이다.  

 

4) 긍정 · 부정 정서(Positive and Negative emotions)  

 Watson et al. (1988) 에 의해 개발된 정서척도(PANAS)를 박홍석과 

이정미 (2016)가 수정,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긍정 정서 10개 문항, 

부정 정서 10개 문항으로 각 5점 척도(0-4점)로 평가한다. 긍정 정서 

총점이 높을수록, 부정 정서 총점이 높을수록 각 정서를 느끼는 정도가 

높다고 판단한다. 개발 시의 Cronbach의 α값은 0.88이었다. 내적 

일관성 신뢰도 Cronbach의 α값은 긍정 문항에서는 0.871, 부정 

문항에서는 0.807이었다.  

 

5) 모-태아 애착 (Maternal-fetal Attachment) 

 Cranley (1981a)에 의해 개발된 Maternal Fetal Attachment Scale 

(MFAS)을 이경숙 등 (2013)이 수정 번안한 것으로 Cranley 

(1981a)의 도구 24문항 중 임신 초기에서 후기까지의 애착을 

측정하기에 적합한 문항 1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도구의 하위 

문항들은 (i) 아이에 대한 기대, (ii) 태아와의 상호작용, (iii) 태아의 

건강을 위한 행위와 헌신 (iv) 태어난 아이에 대한 상상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총점이 높을수록 임부-태아 애착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시의 Cronbach의 α값은 0.91이었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관성 

신뢰도 Cronbach의 α값은 0.798이었다.  

 

 

 



 

 24 

 6) 태아 발달 (Fetal development) 

 

초음파로 측정되어진 태아 체중과 두정골 간격은 태아 발달을 

사정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지표이다(Campbell, 1969). 초음파 검사는 

임신 16-20주와 33-35주에 훈련된 산부인과 전문의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태아체중과 두정골 간격은 복부 탐촉자(probe)를 이용하여 

측정되며 산부인과 의사와 간호사에 의해 기록되었다.  

 

 7) 공변량  

 태아 발달과 관련된 개인적 특성은 공변량으로 간주하여 분석하였다. 

재태 기간과 임부 몸무게 증가분은 선행 연구 결과에 따라 교란변수로 

고려하였다(Siega-Riz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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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tructure of data analysis 

Category Variable 

Dependent 

Variable 
Fetal weight 

Independent 

Variable 

Maternal depression, Maternal stress, Serum cortisol level, Ma-

ternal positive emotion and negative emotion, Interaction term be-

tween depression and household income 

Moderating 

Variable 
Household income 

Mediating 

Variable 
Maternal-fetal attachment 

Covariates 
Mother’s occupational status 

Mother’s weight gain, Gestational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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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 수집 절차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료 조사원을 해당 병원에 두고 

연구 목적, 자료의 구조, 형태, 연구 윤리 등을 교육하여 자료를 

수집하도록 하였다. 임부 16-20주이며 연구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임부를 외래 접수실에서 선별하여 자료 조사원에게 인계하였다. 자료 

조사원은 연구 대상 기준에 적합한 임부에게 조사 시점, 조사 방법(혈액 

검사 및 자가보고식 설문, 병원 진료 기록 확인), 연구의 내용, 참여 시 

보상 등에 대하여 자세히 고지하였다. 혈액 검사의 경우 조사일에 병원 

검사실에서 채혈 후 분석하고, 당일 검사 결과를 자료 조사원에게 

전달하여 기록하였다. 자가 보고식 설문의 경우 자료 조사원의 설명하에 

서면으로 시행되었다.  

 

6. 자료 분석  

연구 집단의 기본 특성과 주요 변수를 설명하기 위하여 빈도, 평균, 

표준편차를 기술하였다. 가구 소득의 결측값(7개)은 부모의 직업 유무와 

종류에 의해, 33-35 주 측정에서 발생한 결측값 BPD(1개)는 태아 

체중과 재태기간으로, 코티졸(4개)은 16-20주에 측정된 코티졸 수치를 

기준으로 한 회귀대체 방법으로 대체되었다.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연구의 주요 변수들 간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는 Appendix 9에 제시하였다.  

 

(1) t-검정  

 비교 분석 시 조절된 매개효과 모형의 유의성 영역 분석에서 도출된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두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실제 연구 단계 상 

후에 수행되었으나 논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의 앞 

부분에 제시하였다. 그리고 두 집단 간 임신 중기인 16-20주(T1)과 

임신 후기인 33-35주(T2)의 임신 주기별 우울, 스트레스, 긍정 및 

부정 정서, 혈청 코티졸, 모-태아 애착, 태아 체중과 두정골 간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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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비교하였다.  

 

(2)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경로분석은 회귀분석을 여러 번 수행하여 변수들 간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다중회귀분석의 확장기법이라 할 수 있다. 경로분석은 

회귀분석에서 하나의 식으로 표현되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관계를 

연구자가 설정하고 검증할 수 있어 인과관계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으로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경로분석은 구조방정식모형을 따르나 

관측변수로 구성된 잠재변수를 활용하는 구조방정식모형과는 달리 관측 

변수로만 구성된 모형의 인과관계를 분석한다.  

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현상을 이루는 변수들 간의 관계를 가정적으로 

그린 이론적 기틀에 따라 개념 모형을 구성하고, 이를 다시 통계 

모형으로 구성한다. 본 분석에서는 Hayes (2017)가 제시한 통계 모형 

중 조건부 과정 분석(Conditional process analysis)에 해당하는 모델을  

검증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Hayes (2017)가 제시한 조건부 과정 분석 

기법은 Baron & Kenny가 제시한 3단계 인과추론을 통해 매개효과를 

논리적으로 예측한다는 점에서 오는 단점을 보완하여, 독립변수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검증을 통해 조절된 매개효과를 하나의 모형으로 

검증하며 간접효과를 정확하게 산출해준다. 조절 효과는 조절변인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독립변수과 종속변수 간 관계의 크기와 방향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매개효과란 매개변인이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일부 혹은 전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한다.  

모형의 적절성은 모형 간 설명력과 유의 수준에 따라 평가하였다. 

회귀 계수의 유의성은 p-value와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으로 평가하였다.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의 경우 Sobel 검정과 달리 간접효과 계수 분포의 

정규성을 가정하지 않아 정확한 추론을 할 수 있으며 검정력이 높아진다. 

모형의 설명력과 계수의 유의성이 낮아 모형에 문제가 있을 경우 분석 

모형을 조정하여 재실행하였다. 분석 시 우울, 가구 소득 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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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중심화(mean-centering)하여 분석하였다. 

 

(3) 조절된 매개효과의 유의성 영역 분석 

Hayes (2017)는 조절분석을 할 경우 조절효과가 있음을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조절효과가 어느 영역에서 유의한지 살펴보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이를 위해 Johnson Neyman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조절효과의 유의성 영역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였다. 

Table 4에는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모델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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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nalytical Models Used for Morderated Mediated Effects Analysis 

Research 

Hypothesis 

Research  

Model 
Statistical model 

1 
Moderated mediation 

model 
Hayes (2017) - Model 8 

2 

Significance region of 

moderated mediation 

effect 

Johnson-Neyman’s signifi-

cance reg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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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연구 결과  

 

1. 연구 대상자의 특성  

 

Table 5에서는 본 연구에 참여한 임부의 특성에 대한 기술 통계량을 

제시하였다.  

임부의 평균 연령은 29.94세(SD=3.78) 이었으며, 최소 20세에서 최

대 42세의 임부가 연구에 참여하였다.  

전체 임부의 가구 소득 평균은 400.09만원(SD=101.80)이었다. 또한, 

연구에 참여한 임부의 가구 소득은 최소 16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이

었다. 연구에 포함된 임부의 68명(56.2%)은 직업이 있었으며, 53명

(43.8%)은 직업이 없었다. 임부의 배우자는 120명(99.2%)으로 대부분

이 직업이 있는 상태였으며, 1명(0.8%)만이 무직 상태였다.  

임부의 평균 체중은 16-20주에 59.76kg이었으며, 33-35주에는 

69.62kg으로 평균적으로 9.86kg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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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Descriptive Statistics of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n = 121)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or M ± SD Range 

Maternal age - 29.94±3.78 20 - 42 

Household income - 400.09±101.80 160 - 600 

Mother’s occupational status 

Employed 68(56.2) - 

Unemployed 53(43.8) - 

Father’s occupational status 

Employed 120(99.2) - 

Unemployed 1(0.8) - 

Gestational age (day) 

T1 113.07±5.73 105 - 140 

T2 239.92±8.06 224 - 243 

Maternal weight (kg) 

T1 59.76±9.01 42 - 88 

T2 69.62±9.49 48 - 92 

Maternal 

weight gain (kg) 
T2 – T1 9.86±3.46 -1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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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Differences between income group on maternal emotion, maternal-fetal attachment and fetal development (n = 121). 

 

Variable 

M ± SD 

t p 

M ± SD 

t p Under 3.41 mil-

lion won (n = 37) 

Above 3.41 

million won 

(n = 84) 

Under 3.41 

million won (n 

= 37) 

Above 3.41 mil-

lion won 

(n = 84) 

T1: 16–20 Weeks T2: 33–35 Weeks 

Depression 7.86±4.32 6.11±3.74 2.27 .025* 6.95±4.14 5.93±3.86 1.31 .194 

Stress 71.14±13.52 66.7±14.91 1.55 .124 66.24±17.24 66.77±18.36 -0.15 .882 

Cortisol 

(µg/dL) 
11.89±4.12 12.72±4.56 -0.95 .345 24.04±6.23 24.1±6.94 -0.05 .962 

Positive emotion 19.14±7.88 20.24±6.64 -7.79 .429 19.65±6.80 20.13±6.97 -0.35 .725 

Negative emotion 7.57±6.51 5.49±4.92 1.74 .088 10.08±7.55 8.36±7.12 1.21 .231 

Maternal-fetal 

attachment 
60.70±8.93 61.30±8.20 -0.36 .721 61.59±9.73 63.08±7.41 -0.92 .358 

Fetal weight (g) 162.24±42.42 160.86±34.36 0.19 .851 2407.3±326.10 2370.5±343.60 0.55 .582 

Biparietal 

diameter (cm) 
3.50±0.32 3.46±0.36 0.52 .602 8.76±0.39 8.72±0.39 0.61 .542 

Note: * p < .05, **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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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 수준별 임부 정서, 모-태아 애착, 태아 발달 비교 분석  

Table 6에서는 유의성 영역 분석에서 도출된 조절된 매개효과가 

나타나는 범위인 341만원을 기준으로 소득 집단을 두 집단으로 

분류하였으며, Table 5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가구 소득 범위는 

16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본 연구에서 빈곤층은 없으므로 논문 해석과 

기술의 편의를 위하여 상대적으로 고소득 집단과 중간 소득 집단으로 

명명하기로 한다. 소득 집단 간 임부의 정서 상태와 모-태아 애착, 태아 

발달 평균에 대한 비교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임신 16-20주에서 우울은 중간 소득 집단에서 7.86±4.32, 고소득 

집단에서 6.11±3.74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중간 소득 집단에서 우울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t=2.27, p<0.05). 스트레스 수준은 중간 소득 

집단이 71.14±13.52, 고소득 집단이 66.7±14.91로 평균값은 고소득 

집단이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긍정 정서(중간 

소득: 19.14±7.88, 고소득: 20.24±6.64), 부정 정서(중간 소득: 

7.57±6.51, 고소득: 5.49±4.92), 모-태아 애착(중간 소득: 

60.7±8.93, 고소득: 61.3±8.2)은 두 소득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임신 33-35주에 측정한 임부의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 우울, 

스트레스, 모-태아 애착 수준은 두 소득 그룹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혈청 코티졸은 임신 16-20주에 측정한 결과로 

두 집단 모두 정상 범위 10–42µg/dL(중간 소득 집단: 11.89µg/dL, 

고소득 집단: 12.72µg/dL)에 있었으며, 임신 33-35 주에 측정한 결과 

역시 정상 범위 12-50µg/dL에 있었다(중간 소득 집단: 24.04µg/dL,  

고소득 집단: 24.1µg/dL).  

임신 16-20주의 태아 체중과 두정골 간격의 평균과 표준 편차는, 

중간소득 집단에서 162.24±42.42g, 3.5±0.32cm이었으며 고소득 

집단에서는 160.86±34.36g, 3.46±0.36cm로 두 집단간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임신 33-35주에 측정한 태아 체중, 두정골 

간격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중간 소득 집단에서 2407.3±326.1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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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0.39cm 이었으며, 고소득 집단에서는 각각 2370.5±343.60g, 

8.72±0.39cm로 두 그룹 간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태아 발달에 관한 세계 보건기구 (WHO)의 종단 데이터에 

따르면, 이 연구에 포함된 전체 자료의 평균 태아 체중과 두정골 간격은 

해당 임신 주수의 정상 범위에 속한다(Kiserud et al., 2018) 

 

3. 태아 체중에 대한 조절된 매개효과 모형 검증 

 본 연구의 이론적 기틀의 개념 모형에 따라 Figure 2와 같이 통계 

모형을 구성하여 검증하였다. 임신 중기의 가구 소득, 임신 중기의 우울, 

스트레스(주관적 설문 및 코티졸), 긍정 정서, 부정 정서는 모-태아 

애착을 매개로하여 임신 후기의 태아 체중에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를 

보인다. 임부의 직업과 체중 증가분, 재태기간은 태아 체중에 대한 

공변량으로 간주된다. 이 때, 가구 소득은 우울에 조절효과가 있음을 

가정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연구에 적합한 경로는 Hayes (2017)가 

제시한 76개의 모형 중 Model 8에 해당하며 조절된 매개효과, 즉 

조건부과정모델을 검증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가설 검토 과정에서 

우울을 제외한 긍정정서, 부정정서, 스트레스, 코티졸 등의 정서 관련 

변수들은 모두 가구 소득과의 조절 효과를 검토하였으나 상호작용항이 

비유의적으로 나타났으므로 조절작용을 가정하지 않는 비조건부모형이 

적절하다. 따라서, 최종 모형에는 제외되었고, 우울과 가구 소득과의 

상호작용항만 투입되었다. 통계 모형은 근간 이론 및 선행 문헌고찰에 

따라 변수와 가설 경로를 구성하였다. 그 중 모형의 통계적 유의성과 각 

경로의 설명력을 기준으로 최종 모델을 구성하였다. 각 경로를 구성한 

근거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는 본문 중 Table 1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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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Statistical model of moderated mediation effect on fetal w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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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Analysis of Moderated Mediating Effect Model on Fetal Weight (n=121) 

Antecedent 

Consequent 

M(Maternal-Fetal Attachment;MFA) Y(Fetal Weight) 

 B SE p 
95% CI 

 B SE p 
95% CI 

LL UL LL UL 

X1(Depression) A1 0.260 0.257 .314 -0.250 0.770 C1’ -1.681 7.356 .820 -16.261 12.898 

M(MFA)  - - - - - B 7.856 2.713 .005** 2.479 13.233 

W(Income) A2 -0.008 0.009 .363 -0.026 0.010 C2’ 0.333 0.256 .197 -0.841 0.175 

X1*W A3 -0.006 0.002 .003** -0.001 -0.002 C3’ 0.033 0.057 .559 -0.079 0.146 

X2(Stress) A4 0.107 0.064 .099 -0.021 0.235 C4’ -0.645 1.855 .972 -3.741 3.611 

X3(Cortisol) A5 0.314 0.170 .067 -0.023 0.651 C5’ -2.898 4.910 .556 -12.628 6.832 

X4(Positive 

Emotion) 
A6 0.458 0.120 <.001** 0.220 0.696 C6’ -4.165 3.641 .255 -11.381 3.050 

X5(Negative 

Emotion) 
A7 -0.484 0.159 .003** -0.799 -0.169 C7’ -0.065 4.708 .981 -9.446 9.217 

Constant i1 45.790 23.724 .056 -1.225 92.806 i2 -5280.974 686.328 <.001** -6641.255 -3920.693 

 =0.199, F=2.739, p=.005** =0.603, F=15.017, p<.001** 

Note 1. SE = Standard Error; CI = Confidence Interval; LL = Lower Limit; UL = Upper Limit.  

Note 2. Depression, MFA, stress, cortisol,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 were measured at T1:16-20 weeks, fetal weight were measured at T2:33-35 weeks. 

Note 3. 95% bias corrected and accelerated confidence intervals reported based on 5000 bootstrap samples.  

Note 4. The following variables were mean centered prior to analysis: Household income, depression. Gestational age, mother’s occupation status and weightgain are 

covariates in the model. 

Note 5.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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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 소득에 의해 조절된 우울과 모-태아 애착의 매개효과  

Table 7은 임부의 정서가 태아 체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모-태아 

애착의 매개효과와, 이 때 우울과 모-태아 애착 간 가구 소득의 조절효

과를 검증한 결과이다. 태아 체중을 종속변수로 하는 X→M→Y에 대한 

모형을 살펴보면, 모형에 k개의 독립변수(  )가 모형에 동시 투

입되는 경우 독립변수( )의 회귀계수 추정치는 다른 k-1개의 독립변수

(  )가 고정되어있을 때 특정 독립변수(  )가 한 

단위 변할 때 매개변수(  )를 통한 종속변수(  )의 추정차이라고 해석

된다. 즉, K개의 X가 M을 추정하고, M이 Y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모델이다. 우울과 모-태아 애착 간 가구 소득의 조절효과를 포함하였을 

때, 임부의 우울, 스트레스, 긍정/부정 정서가 모-태아 애착으로 가는 X

→M 의 모형이 유의 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0.199, 

F=2.739, p<0.01). 또한, 태아 체중에 대한 X→M→Y의 모형은 통계적

으로 유의했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60.3%로 나타냈다( =0.603, 

F=15.017, p<.001).  

긍정정서의 경우 다른 X 변수들이 동일할 때 모-태아 애착에 미치는 

영향이 양의 방향으로 유의하였으며(a6=0.458, p<.001), 부정정서의 경

우 모-태아 애착에 음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a7=-0.484, 

p<.01). 가구 소득, 스트레스, 코티졸이 모-태아 애착에 미치는 독립적 

영향은 부트스트랩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여 유의하지 않았다.  

우울은 가구 소득 변수와의 조절효과를 가정하였고 평균중심화되었으

므로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우울에 대한 직접효과는 가구 소득

이 평균일 때 우울 수준이 한 단위 증가할 때의 모-태아 애착의 차이를 

의미하는데, 이 때 우울의 모-태아 애착에 대한 직접적 효과가 유의하

지 않았다(a1=0.260, p>.05). 그러나, 우울과 가구 소득이 상호작용하

여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여부에 대한 검정 결과, 우울과 가구 소득은 음

의 조절효과를 나타냈으며(a3=-0.006, p<.01), 이는 가구 소득이 한 

단위 증가하는 경우에 우울 수준이 모-태아 애착에 미치는 영향력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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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다. 다시 말하면, 우울이 모-태아 애착에 미치는 영향이 가구 소득

에 의존하며, 음의 계수이므로 우울의 효과는 가구 소득이 증가함에 따

라 우울의 효과는 감소함으로 가구 소득이 우울의 효과를 억제한다는 의

미로 해석할 수 있다.  

우울, 스트레스 등을 모두 포함한 임부의 정서 상태가 태아 체중에 미

치는 영향은 모-태아 애착이 양의 방향으로 매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회귀계수로 파악할 수 있다(b=7.856, p<.01). 그러나 우울과 가구 소득

의 상호작용이 모-태아 애착을 매개로 하였을 때는 태아 체중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a3*b=-0.006*7.856=-0.047, p<.01). 

이는 다른 독립변수들이 동일할 때, 가구 소득이 낮을 수록 우울이 모-

태아 애착에 미치는 효과를 억제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모-태아 애착

의 양의 효과가 감소하여 태아의 체중이 감소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Table 8. Index of moderated mediation effect 

 

Table 8에 제시된 지수는 간접효과와 조절변수의 관계를 수량화한 ‘조

절된 매개지수’가 0이 아닌지에 대한 공식적인 검정이다. X→M→Y의 간

접효과가 W에 의해 조절되는 조건부 간접효과의 전반적인 크기는 -

0.045이며, 이에 관한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은 [-0.106, -0.006]이고 

이는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전반적으로 볼 때 본 모형의 조건부 간접

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Variable Index SE LLCI ULCI 

Income -0.045 0.026 -0.106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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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The Johnson-Neyman technique: Moderated Mediating Effects at a Range of Values of Household Income (n=121) 

Moderator 

(Household income) 

Region of significance of mediation 

Mediating effect SE t p LLCI ULCI 

159.91 1.642 0.516 3.184 0.002 0.620 2.664 

181.91 1.515 0.480 3.160 0.002 0.565 2.466 

203.91 1.389 0.444 3.125 0.002 0.508 2.270 

225.91 1.262 0.411 3.073 0.003 0.448 2.076 

247.91 1.136 0.379 2.999 0.003 0.385 1.886 

269.91 1.009 0.349 2.893 0.005 0.318 1.700 

291.91 0.882 0.322 2.743 0.007 0.245 1.520 

313.91 0.756 0.298 2.534 0.013 0.165 1.346 

335.91 0.629 0.279 2.254 0.026 0.076 1.182 

340.98 0.531 0.268 1.982 0.050 0.000 1.062 

357.91 0.502 0.266 1.892 0.061 -0.024 1.028 

379.91 0.376 0.258 1.456 0.148 -0.136 0.887 

401.91 0.249 0.258 0.967 0.336 -0.261 0.760 

423.91 0.123 0.264 0.464 0.644 -0.401 0.646 

445.91 -0.004 0.277 -0.015 0.988 -0.552 0.544 

467.91 -0.131 0.295 -0.444 0.658 -0.715 0.454 

489.91 -0.257 0.318 -0.810 0.420 -0.887 0.373 

511.91 -0.384 0.344 -1.115 0.267 -1.067 0.299 

533.91 -0.511 0.374 -1.366 0.175 -1.252 0.230 

555.91 -0.637 0.406 -1.571 0.119 -1.441 0.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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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태아 체중에 대한 조절된 매개효과 모형의 유의성 영역  

Table 9의 결과는 Johnson-Neyman이 제시한 조건부 매개효과 

유의성 영역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조절변수인 가구 소득의 전체 구간 

중에서 매개효과가 유의한 영역과 유의하지 않은 영역(유의성 영역)을 

제시한 것이다. Table 9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소득 수준이 낮은 

영역에서는 우울, 스트레스, 긍정/부정 정서 등의 임부 정서 상태가 모-

태아 애착을 경유하여 태아 체중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이러한 매개효과는 가구 소득 수준이 증가하면서 점점 

감소하다가 가구 소득 값이 341만원 이상의 구간에서는 매개효과가 더 

이상 유의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결과를 종합적으로 추론하면, 임부의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군에서(341만원 미만) 임신 중기의 모-태아 애착은 임신 후기의 

태아 체중에 양의 매개효과를 가진다. 소득 수준이 증가할 때 모-태아 

애착의 조건부 간접효과는 음의 방향으로 커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긍정정서의 경우 다른 독립 변수들이 

동일할 때 모-태아 애착에 미치는 영향이 양의 방향으로 유의하였으며, 

부정정서의 경우 모-태아 애착에 음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 

즉, 다른 독립변수들이 동일할 때, 임부의 긍정 정서 수준이 높을수록, 

부정 정서 수준이 낮을수록 모-태아 애착 수준이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임부의 소득수준이 비교적 높은 경우(341만 원 초과)를 

제외하고 모-태아 애착은 태아 체중에 양의 매개효과를 가진다. 이 때, 

임부의 정서 중 우울이 모-태아 애착에 미치는 영향은 임부가 속한 

가구 소득에 의해 음의 방향으로 조절됨을 알 수 있으며 우울과 가구 

소득의 상호작용이 증가할 때 모-태아 애착을 매개로 하여 태아 체중은 

감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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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논의 

 

1. 임부 정서와 모-태아 애착이 태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  

 

인간의 발달은 시간 연속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이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주어진 환경을 경험하면서 나타나는 누적 효과에 대한 

건강 결과로 볼 수 있다(Bronfenbrenner, 1979; 장희선 & 김기현, 

2014). 따라서 이는 종단적 연구만을 통해 타당하게 밝힐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상관관계 분석 결과가 임신 중기 임부의 정서와 모-태아 

애착이 임신 후기의 태아 발달과 상관성을 보인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외를 막론하고 임신 중 태아 발달과 관련하여 임부 

정서 및 모-태아 애착의 누적 효과에 대한 사실은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태아 발달 자료의 희소성과 

종단적 연구의 가치를 고려할 때 주목할 만한 의미가 있다.  

 

1) 우울, 스트레스와 태아 발달 

임신 중 우울에 따른 건강 결과는 조산과 저체중아 출산, 자궁 내 

성장지연, 출생 후에는 신생아 알러지 반응 등에 영향을 주므로 산전 

관리에서 건강 행태에 관한 중재뿐 아니라 정서적 중재는 필수적이다(T. 

S. Cheng et al., 2014; Diego et al., 2006; Gaynes et al., 2005; Hompes 

et al., 2012; Hompes et al., 2011).  

문헌고찰 결과에서는 우울 혹은 스트레스를 겪는 임부의 경우 코티졸 

분비가 가중되어 태아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Diego et al., 2009). 본 연구에서는 평균적으로 임부의 

코티졸의 수준이 정상 범위에 있었으므로 태아 체중에 생리적인 직접 

효과(Table 7: C1~C7, p>.05)를 확인할 수 없었고, 모-태아 애착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만이 유의하였다. 선행 연구와 비교할 때, 우울과 

스트레스가 태아 체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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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실제로 우울을 진단받은 임부를 대상으로 하였고(Burch, 

1982; Désir et al., 1980; Jung et al., 2014), 본 연구는 정상 임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통해 우울 수준을 파악하였다. 따라서, 종합하면 

코티졸 수준이 정상 범위를 벗어날 정도의 우울을 진단 받은 임부 혹은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이 아닌 정상 임부의 경우에는 임부의 정서가 태아 

체중에 직접적인 생리적 영향을 주기 보다는 모-태아 애착 및 돌봄 

행위에 의하여 태아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추론한다.   

 

2) 긍정 및 부정 정서와 태아 발달 

임부의 우울, 스트레스, 부정적인 정서와 코티졸 그리고 태아 

성장과의 부정적 관계를 연구한 연구결과는 많으나, 현재까지 수행한 

연구에서 긍정 정서의 역할은 간과된 경향이 있다. O’Leary, Dockray와 

Hammond (2016)는 현재까지 임부 정서에 관한 연구 경향은 부정적 

영향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나 임신 상태에서는 복합적인 정서를 

가지며, 긍정 정서도 분명히 높음을 밝혔다. 임신 중 어머니가 느끼는 

정서 변화는 하나의 정서로 평가되기 보다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각각 독립적 차원으로 고려되어야 한다(Watson, 1988). 

본 연구의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에서 긍정 정서의 경우 모-태아 

애착에 미치는 영향이 양의 방향으로 유의하였으며, 부정 정서의 경우 

모-태아 애착에 음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Table 7). 한편, 

긍정 및 부정 정서는 직접적으로 태아 발달에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으며, 모-태아 애착을 통한 간접적 효과만을 보였다.  

이는 아이를 돌보는 일과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높을 

수록 임신 중 긍정 정서가 높으며, 아이를 돌보는 일을 기대하지 않으며 

자신의 능력에 대해 자신이 없을 경우 임신 중 부정 정서가 높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Anderson, Fleming & Steiner, 1994). 또한, 

모-태아 애착을 통한 간접적 효과만이 유의하였다는 것은 임부가 실제 

느끼는 긍정 및 부정 정서가 태아와의 긍정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고, 

임부가 태아에게 느끼는 애정과 이러한 행위에 참여하는 정도가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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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부가 태아에게 필요한 요구들을 이해하고 충족하는 행위로 나타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는 태아 건강과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3) 모-태아 애착과 태아 발달  

문헌고찰 결과 구성된 개념 모형에 따르면 모-태아 애착이란 임부가 

태아에게 느끼는 긍정적인 태도와 애착 행위를 의미하며 임부의 정서가 

변화할 때 태아에 대한 임부의 태도와 애착 행위가 변화하여 태아 

체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분석 결과에서도 이 가설은 

지지되었는데, 모-태아 애착은 태아 체중에 유의하게 양의 매개효과를 

보였으므로 모-태아 애착은 가구 소득, 우울, 긍정 및 부정 정서에 

영향을 받는 동시에, 이러한 영향을 태아 발달에 전달하는 매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Table 7). 권미경과 방경숙 (2011)은  

임부의 모-태아 애착 수준과 태아 체중 사이의 관계에 관한 횡단면적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모-태아 애착과 태아 체중은 양의 상관계수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태아 

체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머니의 체중 증가, 직업 유무, 재태 

기간(일수) 등을 보정하고 임신 중기의 임부 정서와 모-태아 애착이 

임신 후기의 태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본 것으로 발달 연구에 있어 

축적적 효과에 대한 결과를 볼 수 있었으므로 의미있는 부분이라 

판단된다.  

 

 2. 가구 소득이 임부의 정서와 태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  

 

개인의 건강은 보건의료시스템 뿐 아니라 생활 양식, 교육 및 사회 

경제적 불평등과 같은 다양하고 복잡한 요소의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에서 소득 수준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 경로를 파악하는 

이유는 조절 불가능한 사회경제적 요인이 변화시키는 다른 조절 가능한 

요인들을 파악하여 중재하기 위함이다(Braveman, Krieger, & Lynch, 

2000; Murray, Gakidou, & Frenk, 1999). 단순히 소득 수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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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에 대한 차이를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건강에 체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중재하는 것은 인구 

단위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부분이다.  

선행 연구에서도 임신 중 어머니의 정신적 건강은 임부 건강과 태아의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소득 수준 및 교육 수준, 사회적 지원, 

가족 관계 및 산전 건강 관리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밝혔다(Mahmoodi et al.,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득 수준을 

임부와 태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건강 불균형자로 

선택하여 그 영향을 보고자 하였으며, 특히 가구 소득이 조절하는 

임부의 정서와 모-태아 애착이 태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매커니즘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Table 8에 

제시된 간접효과와 조절변수의 관계를 수량화한 ‘조절된 매개지수’의 

유의성 판정 결과이다. 모-태아 애착의 매개효과가 가구 소득에 의해 

조절되는 조건부 간접효과의 전반적인 크기는 -0.045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조건부 간접효과가 유의하다는 의미는 서로 

다른 조절변수 즉, 서로 다른 가구 소득을 갖는 임부의 경우 임부의 

정서, 모-태아 애착이 태아 체중에 미치는 효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지표는 이 모형의 전반적인 조절된 

매개효과를 수량화한 지수이므로 개별 조절효과나 개별 매개효과에 대한 

회귀계수의 유의성보다 중요하게 해석해야 한다(Hayes, 2017).  

 

1) 가구 소득과 우울, 스트레스, 긍정 및 부정 정서  

가구 소득은 임부의 우울에 대해 음의 조절 효과를 나타냈다. 다시 말

하면, 가구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우울이 모-태아 애착에 미치는 영향

이 감소한다. 가구 소득이 우울의 효과를 억제한다는 점을 볼 때, 가구 

소득은 임신 중 임부가 겪는 우울감에 완화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

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임부의 우울이 더 높

은 경향이 있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 일관성이 있다(Atif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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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ödecs et al., 2013; Gruber & Maxson, 2012).  

또한, 조절된 매개효과의 유의성 영역 분석 결과 임부의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범위에서(341만원 미만) 모-태아 애착은 임부 정서의 

영향을 태아 체중에 양의 방향으로 전달할 수 있다(Table 9). 가구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범위에서만 우울의 효과를 모-태아 애착이 

매개하여 태아 체중으로 전달하고, 이 구간에서도 가구 소득이 

높아질수록 점점 매개효과는 감소하다가 341만원 이상이 되는 지점에서 

이러한 효과가 사라지는 것이다. 이는 일정 수준 소득 이상이 되면 

우울이 태아 체중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와 이를 매개하는 모-태아 

애착의 효과가 없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341만원은 2017년 대한민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2인 가구의 

중위소득(약 281만원) 대비 121% 수준이다(보건복지부, 2016).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각 국가의 중위소득 대비 50-150%를 중

산층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341만원은 중산층의 범위에 있으나 우리나라 

전체 소득 범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한다. 이 결과는 정상 임신 

상황에서 중산층 임부의 경우 부유층에 비해 임부의 정서와 모-태아 애

착이 태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임부 정서와 모-태

아 애착이 태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름을 알 수 있다.  

 

 2) 가구소득과 모-태아 애착  

본 연구에서는 모-태아 애착의 경우 가구 소득에 따라 두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했을 때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6). 체계적 

문헌고찰에 따르면 모-태아 애착과 가구 소득과의 직접적 상관성을 

보인 연구 결과는 없었으며, 모-태아 애착은 우울과 부적절한 

산전관리와 부적 상관성을 보이는데 이는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이 있었다(Alhusen, 2008). 또한, 임부의 일반적 특성인 연령, 

사회경제적 수준 등은 모-태아 애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한 

개별 연구도 있었다(Mikhail et al., 1991). 본 연구의 조절된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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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에서도 모-태아 애착은 가구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a2=0.03, p>.05), 가구 소득은 임부의 우울의 효과를 

억제하여 모-태아 애착에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고 향후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자면 통

상적으로 사회과학 분야에서 관측변수가 12개 이하일 때 경로 분석을 

위해 필요한 표본 수는 최소 200명으로 추산되나(김정희, 신수진, & 박

진화, 2015) 분석에 활용된 표본수가 121명에 그쳤기 때문에 향후 연구

에서는 표준오차를 줄이고 통계적 검정력을 높이기 위하여 보다 충분한 

연구 참여자를 확보하여 분석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임부의 경우 전원, 

유산 등의 이유로 연구 참여를 지속하기 어려운 이유가 다수 발생하므로 

탈락률을 일반 성인보다 높게 설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득에 따른 건강의 차이는 절대적 빈곤층에서만 국한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닌 사회 계층의 전반에 걸쳐 나타나며,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임부의 정서, 특히 우울은 소득 수준에 의해서 조절될 수 있고 이는 가

용 자원에 따른 체계적인 차이로 볼 수 있다. 본 연구 참여자의 소득 수

준은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인(140만원 미만) 빈곤층에 

해당하는 임부가 없었으므로(보건복지부, 2016) 향후 이러한 소득 계층

을 포함한 연구가 필요하다.  

타 연구에서는 태아 발달이 적절하지 않은가를 판단하는 의미에서 

자궁 내 성장 지연(Intrauterine growth retardation), 태아 성장 

지연(Fetal growth retardation)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기도 

하였다(Levine et al., 2017). 자궁 내 성장 지연은 국가적, 임상적으로 

표준화된 정의가 미비한 상황이나(Bakketeig, 1998), 보통 태아 성장 

지연은 임신 주수 대비 10백분위 이하일 경우 지연으로 평가한다. 

국내에서 시도된 연구를 참고로 하여 태아 성장 지연을 평가해 볼 때,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임신 후기 33-35주에 해당하는 태아 체중의 

10백분위 기준은 1,776g-2,130g에 해당한다. 두정골 간격의 10백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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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은 7.90cm-8.25cm에 해당한다(이재훈 et al., 1994).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하기에는 태아 성장 지연 

사례가 매우 적으며(약 3%의 발생률), 연속형 자료가 가진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 태아의 체중과 두정골 간격은 연속형 변수로 

활용하였다. 따라서, 보다 대규모 연구에서는 태아 성장 지연 사례에 

대한 오즈비 혹은 상대위험비를 통해 비정상 사건에 대한 결론을 

도출해볼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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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임부의 정서가 모-태아 애착을 매개로 하여 태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 그리고 이를 가구 소득이 조절하는 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밝힌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Hayes (2017)가 제시한 조절된 매개효과 모형의 검증 결과 

가구 소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임부 우울에 음의 조절 효과를 보인다. 

우울이 모-태아 애착에 미치는 영향이 가구 소득에 의존하며, 음의 

계수이므로 우울의 효과는 가구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우울의 효과는 

감소함으로 가구 소득이 우울의 효과를 억제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우울과 가구 소득의 상호작용이 모-태아 애착을 매개로 하였을 

때는 태아 체중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독립변수들이 동일할 때, 가구 소득이 낮을 수록 우울이 모-태아 

애착에 미치는 효과를 억제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모-태아 애착의 

양의 효과가 감소하여 태아의 체중이 감소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조절된 매개효과의 유의성 영역 분석 결과 임부의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범위에서(341만원 미만)만 우울이 모-태아 애착을 

매개하여 태아 체중에 영향을 미친다. 결론적으로 임부가 속한 가구의 

소득 범위에 따라 임부 정서와 모-태아 애착이 태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넷째, 긍정정서의 경우 다른 독립 변수들이 동일할 때 모-태아 애착

에 미치는 영향이 양의 방향으로 유의하였으며, 부정정서의 경우 모-태

아 애착에 음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  



 

 49 

임부가 겪는 우울, 스트레스와 태아 발달에 관한 부정적 결과는 현재

까지 연구자들의 주 관심사로서 다수의 연구가 수행되었고 밝혀졌으나 

긍정 정서, 모-태아 애착에 관해서는 현재까지 수행된 연구가 매우 미

미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서 긍정 정서와 모-태아 애착이 태아 

발달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우울, 부정 정서의 영향 못지 않게 태아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수 있어 다시금 그 중요성을 생각

해보게 한다. 또한, 가구 소득은 실제로 우울의 효과를 완화하는 작용을 

하였으며, 실제로 임부가 태아에게 가지는 애착 수준과 돌봄 행위를 통

해 태아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따라서, 가구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집단에서는 정서적 중재가 고소득 집단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본 

연구의 결과가 향후 지역사회 임부와 태아 건강 증진에 필요한 보건의료

자원의 배분 혹은 산전 간호 중재의 근거로 사용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 결과를 활용한 후속 연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빈곤층이 포함되지 못하였으므로 소득 수준별 

적정 표본수를 충분히 확보하여 통계적 검정력을 높일 것을 제언한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자는 정상 임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태아 성장 

지연으로 평가할 만한 사례는 충분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우울증 진단 임부 혹은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임부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 가구 소득, 임부의 정서, 모-태아 애착의 관계를 

파악하는 연구를 수행한다면 실제 생리적인 결과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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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Appendixes) 

 

Appendix 1. IRB 심의결과 통보서 

- 본 연구는 아래의 ‘숲태교 표준모델 개발과 모자건강 향상효과 검증 연구’의 

일환으로 임부의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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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연구참여자 설명서 

 

 

연구참여자 설명서 

 

연구 과제명 : 숲 태교의 모자건강 향상효과 검증 연구 

연구 책임자명 : 이인숙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귀하는 건강한 신체를 가진 첫 아이를 임신한 산모로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숲 태교의 모자건강 향상효과 검증 연구의 비교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산림치유요법을 통한 태교의 모자건강 향상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입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원이자 OO병원 간호사인 OOO 간호사이 

연구에 대해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 될 것이며, 귀하께서는 참여 의사를 결정하기 전에 본 

연구가 왜 수행되는지 그리고 연구의 내용이 무엇과 관련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논해 보십시오. 만일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담당 연구원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1. 이 연구는 왜 실시합니까? 

이 연구의 목적은 산림치유요법을 통한 태교의 모자건강 향상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고 향후 숲 태교를 공공 및 민간의 모자건강관리 

프로그램으로 개발 및 보급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연구입니다.  

 

2.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까? 

임신 안정기인 16주에서 32주 사이의 임부 160여명이 해당 연구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3. 만일 연구에 참여하면 어떤 과정이 진행됩니까? 

본 연구 참여에 동의한 것을 확인한 뒤 다음과 같은 과정이 진행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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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입니다. 

1차 조사는 16주~20주 사이에 산전검사를 위해 병원에 방문했을 때 

시행되며 일반적 특성, 결혼만족도, 태교 인식 정도, 주관적 지표(우울, 

스트레스, 정서, 태아-부모 애착)에 관한 설문지 조사를 시행하고, 산모와 

태아의 건강상태에 대한 의무기록자료를 산모의 동의하에 수집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총 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임신 24주 중간 조사는 임부가 24~28주차에 산전검사를 위하여 병원에 

방문하였을 때 온라인 설문 조사 진행에 대해 안내하고 산모의 동의하에 

수집된 연락처 또는 이메일을 통해 온라인 설문지를 발송한다. 이는 주관적 

지표와 태교 실천정도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시행하고, 산모와 태아의 

건강상태, 혈액 검사 결과를 산모의 동의하에 자료수집할 것입니다. 총 30분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2차 조사는 33~35주 사이에 산전검사를 위해 병원에 방문했을 때 

진행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주관적 지표와 태교 실천정도, 숲 환경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시행하고, 산모의 건강상태, 태아의 건강상태를 산모의 동의하에 

자료를 수집할 것입니다. 총 30분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분만 직후 조사는 분만 직후 시행되며 의무기록을 통해 분만직후 산모의 

건강상태와 신생아 건강상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것입니다.  

3차 조사는 산모가 산후 검사를 위하여 출산 6주~8주후 병원에 방문하였을 

때 온라인 설문 조사 진행에 대해 안내하고 산모의 동의하에 수집된 연락처 

또는 이메일을 통해 온라인 설문지를 발송한다. 설문 조사 내용은 산후 우울 

및 영아기질측정과 영아건강문제, 영아의 성장률(키, 몸무게)에 대한 정보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총 10분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4차 조사는 산모가 분만 6개월 후 병원에 방문하였을 때 온라인 설문 조사 

진행에 대해 안내하고 산모의 동의하에 수집된 연락처 또는 이메일을 통해 

온라인 설문지를 발송한다. 설문 조사 내용은 산후 우울 및 영아기질측정과 

영아건강문제, 영아의 성장률(키, 몸무게)에 대한 정보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총 10분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얻은 정보들은 공동 연구원들에게 공유될 것이나 개인의 신상 

정보는 알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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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참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2017년 7월부터 10월에 1차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고, 이후 임신 24주 중간 

조사는 24~28주차, 2차 조사는 33~35주차에, 분만 직후 조사는 분만 직후, 

3차 조사는 분만 6주~8주차, 4차 조사는 분만 6개월 차에 등록된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5. 참여 도중 그만두어도 됩니까? 

예, 언제든지 어떠한 불이익 없이 참여 도중에 그만 둘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담당 연구원이나 연구 

책임자에게 즉시 말씀해 주십시오. 

 

6. 부작용이나 위험요소는 없습니까? 

연구 참여에 있어서 예상되는 부작용은 없으나 예기치 못한 안전 문제나 

피해 등에 대해서는 금전적 책임과 법적책임은 연구책임자인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이인숙에게 있습니다.  

 

7. 이 연구에 참여시 참여자에게 이득이 있습니까?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이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는 모자건강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숲태교 표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데 도움을 주어 산림치유연구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8. 만일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귀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9. 연구에서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은 보장됩니까?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이인숙 교수(02-OOO-

OOOO)입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이름, 나이, 연락처, 

이메일, 생년월일, 직업 등입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는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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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연구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 외부연구원에게만 접근이 허락되며, 

대상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임의의 아이디(ID)를 부여하여 암호화된 

파일에 별도로 작성하여 별도의 USB에 보관하고, USB는 책임연구원의 

연구실 내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따로 보관될 것입니다. 동의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3년을 보관한 후 폐기할 예정이며, 개인정보자료는 연구 

종료 후 즉시 폐기할 것입니다. 연구 자료의 경우는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에 따라 연구종료로부터 최소 5년 동안 보관됩니다. 저희는 이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는 프로그램 참여요청, 온라인 설문 

조사, 사례비 지급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 될 때 귀하의 이름, 개인 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법이 요구하면 귀하의 개인정보는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 요원, 점검 요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연구 참여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연구 과정 중 귀하의 건강 정보에 대해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귀하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귀하가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동의로 간주될 

것입니다. 

 

10. 이 연구에 참가하면 댓가가 지급됩니까? 

귀하의 연구 참여시 감사의 뜻으로 검사 시마다 2만원의 사례비가 지급될 

것입니다. 

 

11. 연구에 대한 문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 

담당자에게 연락하십시오. 

이름: 김다솜 전화번호: 02-OOO-OOOO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참여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음의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SNUIRB) 전화번호: 02-880-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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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연구원 이 인 숙 전화번호 02-OOO-OOOO 

연구보조원 김 다 솜 전화번호 02-OOO-OOOO 

OO병원 간호사 O O O 전화번호 OOO-OO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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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3. 연구참여자 동의서  

 

동 의 서(참여자 보관용)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습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5. 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 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를 

하는 경우와 보건 당국, 학교 당국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직접적으로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6.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7.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연구 참여가 끝날 

때까지 사본을 보관하겠습니다.  

8. 나는 나의 개인정보(이름, 나이, 연락처, 이메일, 생년월일, 직업 등)가 

수집되는 것을 알고 있으며, 연구에 사용되는 것을 허락합니다.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연구참여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동의서 받은 연구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연구책임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민감 정보 사용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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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4조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개별 동의 

사항에 대하여 귀하의 민감정보(태아 및 산모의 건강상태)에 대한 정보를 

처리(수집,이용 등)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 하십니까? 

 

1. 나는 민감정보 처리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연구참여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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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4. 우울 도구 

 

 

우울 설문지(1차조사:임신   주) 

 

 

본 설문지는 최근 일주일 동안의 귀하의 감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문항들을 읽고, 귀하께서 느끼시는 지난 일주일간의 감정과 가장 

가까운 항목에 ○ 표시해주십시오. 

 

문 항 ① ② ③ ④ 

1 

나는 사물의 

재미있는 면을 

보고 웃을 수 

있었다. 

□ 

예전과 

똑같았다.  

□ 

예전보다 

조금 

줄었다.  

□ 

확실히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  

□ 

전혀 

그렇지 

않았다. 

2 

나는 어떤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렸다. 

□  

예전과 

똑같았다. 

□ 

예전보다 

조금 

줄었다. 

□ 

확실히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 

□ 

전혀 

그렇지 

않았다. 

3 

일이 잘못될 

때면 공연히 

자신을 

탓하였다. 

□ 

대부분 

그랬다. 

□ 

가끔 

그랬다. 

□ 

거의 

그렇지 

않았다. 

□ 

전혀 

그렇지 

않았다. 

4 

나는 특별한 

이유없이 

불안하거나 

걱정스러웠다. 

□ 

전혀 

그렇지 

않았다. 

□ 

거의 

그렇지 

않았다 

□ 

가끔 

그랬다. 

□ 

자주 

그랬다. 

5 

특별한 이유없이 

무섭거나 

안절부절 

못하였다. 

□ 

꽤 자주  

그랬다. 

□ 

가끔  

그랬다. 

□ 

거의 그렇지  

않았다. 

□ 

전혀 

그렇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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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① ② ③ ④ 

6 

요즘 들어 많은 

일들이 힘겹게 

느껴졌다. 

□ 

대부분 

그러하였고, 

일을 전혀 

처리할 수 

없었다. 

□ 

가끔 

그러하였고, 

평소처럼 

일을 

처리하기가 

힘들었다.   

□ 

그렇지 

않았고, 

대개는 일을 

잘 

처리하였다.  

□ 

그렇지 

않았고, 

평소와 

다름없이 

일을 잘 

처리하였다.  

7 

너무 불행하다고 

느껴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 

□ 

대부분 

그랬다. 

□ 

가끔 

그랬다. 

□ 

거의 

그렇지 

않았다. 

□ 

전혀 

그렇지 

않았다. 

8 

슬프거나 

비참하다고 

느꼈다. 

□ 

대부분 

그랬다. 

□ 

가끔  

그랬다. 

□ 

거의 

그렇지 

않았다. 

□ 

전혀 

그렇지 

않았다. 

9 
불행하다고 

느껴서 울었다. 

□ 

대부분 

그랬다. 

□ 

자주 

그랬다. 

□ 

가끔 

그랬다. 

□ 

전혀 

그렇지 

않았다. 

10 

자해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적이 있다. 

□ 

자주 

그랬다. 

□ 

가끔 

그랬다. 

□ 

거의 

그렇지 

않았다. 

□ 

전혀 

그렇지 

않았다. 

총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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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5. 임신 스트레스 도구 

 

 

임신 스트레스 설문지(1차조사:임신   주) 

 

 

본 설문지는 임신기간 중 귀하의 감정과 생각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의 문항들을 읽고, 귀하의 걱정되는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항목에 ○ 표시해주십시오. 

 

문 항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거의 

걱정하지 

않는다 

가끔 

걱정이 

된다 

자주 

걱정이 

된다 

항상 

걱정이 

된다 

1 
태아가 기형일까에 

대하여 
1 2 3 4 5 

2 

태아가 미숙아나 

과숙아가 아닌가에 

대하여 

1 2 3 4 5 

3 

가족의 남아 

선호사상으로 인한 

태어날 아기의 성별에 

대하여 

1 2 3 4 5 

4 

나쁜 태교로 아기에게 

영향이 있지 않을까에 

대하여 

1 2 3 4 5 

5 

태어난 아기가 

못생기거나 지능이 

낮을까에 대하여 

1 2 3 4 5 

6 
분만 이후 아기의 

양육에 대하여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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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거의 

걱정하지 

않는다 

가끔 

걱정이 

된다 

자주 

걱정이 

된다 

항상 

걱정이 

된다 

7 
분만 이후 아기의 

교육에 대하여 
1 2 3 4 5 

8 
분만 이후 아기에 

장래 문제에 대하여 
1 2 3 4 5 

9 

분만 이후 아기에 

대한 부모됨의 책임에 

대하여 

1 2 3 4 5 

10 

임신으로 오는 

신체적인 불편함인 

호흡곤란, 다리의 

부종, 피곤함, 입덧, 

식욕부진에 대하여 

1 2 3 4 5 

11 

임신과 더불어 

나타나는 신경과민, 

신경질, 짜증스러움, 

생활의욕의 감소에 

대하여 

1 2 3 4 5 

12 

분만 시에 경험하게 

될 동통이나 난산, 

개복수술에 대하여 

1 2 3 4 5 

13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대로 못 먹는 

것에 대하여 

1 2 3 4 5 

14 

감기나 기타 질환일 

때 약물을 복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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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거의 

걱정하지 

않는다 

가끔 

걱정이 

된다 

자주 

걱정이 

된다 

항상 

걱정이 

된다 

15 

일상생활에 있어서 

행동과 활동 범위가 

제한되는 것에 대하여 

1 2 3 4 5 

16 

적절한 의상이 없거나 

옷차림이 예쁘지 

않음에 대하여 

1 2 3 4 5 

17 

출산 후 몸매의 

정상적인 회복 

가능성에 대하여 

1 2 3 4 5 

18 
얼굴에 기미가 생기는 

것에 대하여 
1 2 3 4 5 

19 

자녀 양육에 대한 

신체적인 힘듦에 

대하여 

1 2 3 4 5 

20 
가정관리나 가사 일에 

대하여 
1 2 3 4 5 

21 
배우자를 보살피고, 

도와주는 일에 대하여 
1 2 3 4 5 

22 

배우자와의 성 생활이 

태아에게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에 대하여 

1 2 3 4 5 

23 

배우자가 성 생활에 

불만족하여 외도하지 

않을까에 대하여 

1 2 3 4 5 

24 
외모의 변화로 인하여 

배우자의 사랑이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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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거의 

걱정하지 

않는다 

가끔 

걱정이 

된다 

자주 

걱정이 

된다 

항상 

걱정이 

된다 

감소되지 않을까에 

대하여 

25 

배우자와 동반하여 

외출할 때 남편이 

곤란해 하는 것에 

대하여 

1 2 3 4 5 

26 

배우자의 수입으로 

아기양육비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하여 

1 2 3 4 5 

총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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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6. 정서 도구 (PANAS) 
 

PANAS 설문지(1차조사:임신   주) 

 

 

본 설문지는 지금 현재 느끼고 계신 귀하의 감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단어에 해당되는 기분을 지금 현재 느끼는 정도에 따라 해당되는 

곳에 ○ 표시해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보통 

정도로 

그렇다 

많이 

그렇다 

매우  

많이 

그렇다 

1 흥미롭다 0 1 2 3 4 

2 짜증스럽다 0 1 2 3 4 

3 괴롭다 0 1 2 3 4 

4 맑은 정신이다 0 1 2 3 4 

5 신이 난다 0 1 2 3 4 

6 부끄럽다 0 1 2 3 4 

7 화가 난다 0 1 2 3 4 

8 영감을 받는다 0 1 2 3 4 

9 강인하다 0 1 2 3 4 

10 긴장된다 0 1 2 3 4 

11 죄책감이 든다 0 1 2 3 4 

12 확고하다 0 1 2 3 4 

13 겁이 난다 0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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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보통 

정도로 

그렇다 

많이 

그렇다 

매우  

많이 

그렇다 

14 주의 깊다 0 1 2 3 4 

15 적대적이다 0 1 2 3 4 

16 초조하다 0 1 2 3 4 

17 열정적이다 0 1 2 3 4 

18 활기차다 0 1 2 3 4 

19 자랑스럽다 0 1 2 3 4 

20 두렵다 0 1 2 3 4 

총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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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7. 모-태아 애착 도구 

 

 

태아애착 설문지(1차조사:임신   주) 

 

 

본 설문지는 지금 현재 느끼고 계신 귀하의 감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단어에 해당되는 기분을 지금 현재 느끼는 정도에 따라 해당되는 

곳에 ○ 표시해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어쩌다가 

그렇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나는 아기가 어떻게 

생겼을지 보기를 

고대하고 있다. 

1 2 3 4 5 

2 

나는 남자/여자 

아기를 위한 이름을 

결정해 놓았다. 

1 2 3 4 5 

3 

나는 나의 태어나지 

않은 아기에게 이야기 

한다. 

1 2 3 4 5 

4 

나는 나의 아기를 

태명(별칭)으로 

부른다. 

1 2 3 4 5 

5 

나는 아기가 내 

뱃속에서 들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 

1 2 3 4 5 

6 
나는 아기가 내 

뱃속에서 생각하고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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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어쩌다가 

그렇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느낄 수 있는지 

궁금하다. 

7 

나는 아기가 내 

뱃속에서 너무 꽉 

조이지 않을까 

궁금하다 

1 2 3 4 5 

8 

나는 임신으로 인한 

모든 어려움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9 

나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임신하지 

않았으면 하지 않았을 

일들을 한다. 

1 2 3 4 5 

10 

나는 아기를 돕고 

싶어서 포기한 일들이 

있다. 

1 2 3 4 5 

11 

나는 임신으로 못 

생겨진 외모가 

괜찮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12 

나는 내 아기가 좋은 

영양을 섭취하도록 

고기와 야채를 먹는다. 

1 2 3 4 5 

13 

나는 아기에게 

젖먹이는 내 자신을 

상상한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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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어쩌다가 

그렇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4 
나는 아기를 돌보는 

내 모습을 상상한다. 
1 2 3 4 5 

15 

나는 아기를 낳아 

안고 싶어서 기다리기 

어렵다. 

1 2 3 4 5 

16 
나는 아기가 어떻게 

생겼을지 상상해 본다. 
1 2 3 4 5 

총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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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9.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of household income, maternal emotions, maternal-

fetal attachment and fetal development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 Household  

income 
1                                   

2. Depression(T1) 
-.275** 1                                 

3. Stress(T1) 
-.217* .558** 1                               

4. Cortisol(T1) 
.024 -.009 -.026 1                             

5. Positive  

emotion(T1) 
.121 -.358** -.394** -.083 1                           

6. Negative  

emotion(T1) 
-.174 .495** .367** -.090 -.036 1                         

7. Maternal-fetal  

attachment(T1) 
.044 -.060 -.016 .092 .220* -.160 1                       

8. Fetal weight(T1) 
-.002 -.061 -.030 .285** -.015 -.132 .156 1                     

9. BPD(T1) 
-.032 -.053 -.040 .232* .002 -.157 .061 .879** 1                   

10. Depression(T2) 
-.103 .446** .401** -.034 -.125 .293** .063 -.008 -.004 1                 

11. Stress(T2) 
-.101 .403** .645** .023 -.291** .205* -.014 .079 .097 .492** 1               

12. Cortisol(T2) 
-.065 .011 -.052 .344** .054 .068 .065 .010 .033 .094 -.037 1             

13. Positive  

emotion(T2) 
.026 -.091 -.151 -.035 .382** .024 .258** -.169 -.150 -.272** -.374** .034 1           

14. Negative  

emotion(T2) 
-.077 .366** .446** -.136 -.124 .331** .035 -.010 -.001 .564** .515** -.051 .055 1         

15. Maternal-fetal at-

tachment(T2) 
.014 -.016 -.022 -.006 .209* -.029 .481** -.015 -.038 -.103 -.205* .080 .538** -.071 1       

16. Fetal weight(T2) 
-.115 -.100 -.022 -.063 -.055 -.128 .120 -.080 -.120 .038 .001 -.172 .029 .031 -.013 1     

17. BPD(T2) 
-.112 -.028 -.026 .058 -.079 -.170 .225* .026 .041 .077 .027 -.028 .089 .026 .071 .614** 1   

18. Maternal 

weightgain 
-.070 -.008 .065 .001 -.106 -.061 -.058 -.128 -.148 .060 .130 .091 -.053 -.042 .000 .248** .14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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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Jooyoung Yoon, PhD, RN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motions of moth-

ers and fetal development and explores the modifying effect that 

household income has on this relationship. Socio-demographic in-

formation, maternal depression, stress, positive and negative emo-

tions, and maternal-fetal attachment data were collected at 16–20 

weeks of pregnancy. Data on fetal body weight and biparietal diam-

eter indicating fetal development were collected at 33–35 weeks to 

observe the longitudinal effects of mothers’ emotions on fetal devel-

opment. First, the moderated mediated effect analysis results show 

that maternal-fetal attachment of mid-pregnancy has a pos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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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ting effect on fetal weight in late pregnancy. In particular, since 

the moderating effect of household income on depression was neg-

ative, the fetal weight could be reduced by mediating maternal-fetal 

attachment when interaction between depression and household in-

come increased. Secon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significance 

range of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the mediating effect of ma-

ternal-fetal attachmen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range of 

less than 3.41 million won(2,892 USD). Finally, we divided subjects 

into two groups: those with greater than or equal to 341 million won 

and lower than 341 million won. T-test on maternal emotional status 

and fetal development were performed for each group. As a result, 

the level of depression was higher in the relatively low income group. 

These results show that the management of subjective emotion is 

associated with healthy development of the fetus and contributes to 

effective prenatal care. 

 

Keywords : maternal-fetal relations; emotions; psychological stress; 

fetal development; pregnancy 

Student Number : 2015-2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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