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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산모의 정신건강은 산모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정신 및 신체적
건강과 새로 태어난 아기의 지능과 성격, 정서 및 행동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출산후의 부모들은 새로 태어난 아기
와 자신들이 부모가 된 것에 대한 기대감과 뿌듯함, 아기의 안녕을 걱정했
던 것에 대한 안도감 등에 부풀어 있을 수도 있지만, 많은 산모들이 아기
의 양육에 대한 불안감, 예전의 자신의 모습으로 되돌아 갈 수 없다는 절
망감, 우울감 등의 산후우울정서를 경험하기도 한다.
우울정서를 경험하게 되는 양육초기의 부모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경
우 산모의 우울정서는 깊어지고 아기는 물론 남편과 자녀들 및 가족들의
정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 결과 남편의 우울정서, 가정불
화, 태어난 아기를 비롯한 아이들의 발달이상이나 문제행동 등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사회적인 문제로 이어져서 출산율의
저하와 이혼율의 증가로 나타나게 된다.
이와 같이 산모와 태어난 아기, 그리고 가족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산후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학적인 접근도 중요
하지만 교육적 개입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 그러나 산욕기의 산모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 외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산후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울증이 유발될 수 있는 과정을
이해하고 산모들 개개인에게 심리 개입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이 좋으나
이 역시 다수의 산모들을 위한 교육방법으로는 용이한 일이 아니다.
따라서 차선의 방법으로 산후우울증의 예방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정보
책자를 이용하여 산모와 남편이 함께 읽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출산후의 재택 정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근거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산모들의 산후우울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책자를 통한 조기부
모교육을 실시하였다. 산후우울증의 조기 평가에 가장 적기인 출생후 3-8
주에 아기의 예방접종을 위해 의료기관을 찾는 아기엄마들에게 에딘버러
산후우울척도 (EPDS) 검사를 실시하였고, 산후우울증 평가기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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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DS≥10)인 아기엄마와 그 남편들을 대상으로 책자를 통한 조기부모교
육을 실시하여 산후우울정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교육의 효과는 매우 고무적이어서 교육을 받지 못한 비교 군에 비해
교육을 받은 실험군의 EPDS 점수가 월등하게 호전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심층인터뷰에서도 비교 군에 비해 실험군 산모들은 뚜렷이 호전되는 질적
변화를 보여주었고 특히 남편들의 지지가 월등하게 좋았으며 부부간의 대
화와 이해가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로 부부간의 갈등이 산후 우울정서를 유발하고 지속시키는 중
요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EPDS 점수가 10 이상인 산모들을 대상으
로 갈등대처방안척도 II 검사를 실시한 후 책자를 통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후 EPDS 재검사를 실시하여 교육효과를 분석하고 산모들의 갈등대처
방안유형과 EPDS 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교육후 척도가 10
이하로 낮아지는 산모들에 비해 여전히 척도가 10 이상인 산모들의 경우
이들은 교육전부터 척도가 높았던 것을 알 수 있었다.
부부간에 갈등이 있을 때 EPDS 척도가 높은 산모들은 갈등대처방안의
유형으로 회피의 유형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성적 대처와 행
동 및 감정표출의 대처방안을 많이 사용할수록 EPDS 척도가 낮았다.
조기부모교육을 위한 교육책자는 산후우울증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며, 산후우울증에 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적절한 인
지행동요법을 교육내용에 우선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산후우울정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주위의 도움, 특히 남편의 지지
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사회적 지지, 부부간의 갈등에 대처하는 기술 및 부
모역할하기에 관한 내용도 함께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의 효과가 없는 중증 산후우울증인 경우에는 전문가의 상담과 치
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도 반드시 주지시켜주어야 한다.
교육책자를 통한 부모교육 이외에도 인터넷을 통한 교육, 산후도우미
들을 위한 교육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도 추진되어야 한다.
주요어 : 산후우울증, 조기 부모교육, 갈등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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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산모의 정신건강은 산모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정신 및 신체적
건강과 새로 태어난 아기의 지능과 성격, 정서 및 행동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Chaudron, 2003; Craig, 2003;
Crockenberg, 2003). 출산은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신비한 체험이며 어머
니로서의 역할변화 등 여성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생물학적, 사회
심리학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출산에 따르는 산모의 신체적인
변화 못지않게 정서적인 변화에도 주위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임신중의 태교나 산모의 육체적인 건강, 유아기의 조기교육 등
에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면서도 산욕기의 산모의 정신적인 건강의 중요성
은 간과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출산을 앞두고 예비 부모들은 다양한 생각과 상상을 거치면서 부모가
될 준비를 하게 된다. 예쁜 아기를 맞이하게 되는 가장 행복한 부모가 되
는 상상에서부터 아기의 안녕을 걱정하고 부모됨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
히는 불안감과 우울정서까지, 예비부모들의 정서변화는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태어난 아기는 어떤 아기일지, 자신들은 장차 어떤 부모가 될
지에 관한 이미지를 형성해 가면서 출산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출산에 이르기까지 계속 형성해 왔던 이러한 이미지들은 아기
의 출생이라는 현실에 접하면서 조정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고 초기양육기
의 부모는 다양한 정서변화를 겪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 시기의 부모들
은 새로 태어난 아기와 자신들이 부모가 된 것에 대한 기쁨과 뿌듯함, 아
기의 안녕을 걱정했던 것에 대한 안도감 등에 부풀어 있을 수도 있지만
많은 산모들이 아기의 양육에 대한 불안감, 예전의 자신의 모습으로 되돌
아 갈 수 없다는 절망감, 우울감 등의 산후우울정서를 경험하기도 한다
(Galinsky, 1987; Placksin, 2000).
이렇게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되는 양육초기의 부모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 산모의 우울정서는 깊어지고 이는 남편의 우울정서 및 부
부갈등으로 이어지게 되며 결과적으로 아기와의 애착형성 등, 부모역할하
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결국 이들은 경도 혹은 중등도의 기분 부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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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불안 장애, 주요우울장애 등의 다양한 산후 우울정서를 나타내는 고위
험군의 부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산모와 남편들을 위해 예방적인
조치가 가능한 조기에 취해지는 것이 좋다( Crockenberg, 2003).
선행 질적연구(Dennis, 2006)에서 보고되었듯이 많은 산모들이 산후
우울증에 대한 간단한 정보만 알고 있었더라도 우울증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호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산모와 남편들의
우울정서변화가 산후 우울증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조기 부모교육의 차원
에서 이들을 지지해 주고 관리해 주는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
우울증 환자의 2/3 는 여자가 차지하고 있으며 산후에 특히 증가한다
(Altshuler, et al, 2001). 산후 우울증에 관한 연구는 유럽과 호주 등에서
특히 활발히 진행되어 왔는데 최근 수년간 미국에서도 관심이 고조되어
2007 년 10 월 15 일에 주산기 산모와 아기를 위한 정신건강법인 “The
Melanie Blocker Stokes Postpartum Depression Research and Care
Act”가 미국 하원을 통과하여 앞으로 상원의 MOTHERS Act 와 함께 산
후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지지, 교육, 연구, 관리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PSI, 2007). 그러나 우리나라는 산후 우울증의 예방을 위한 연구나
교육 등에 관한 한 요원한 실정이다.
산후 우울증은 산후에 유발할 수 있는 비정신병적인 우울증으로 불안
감과 죄의식에 사로잡히고 수면장애가 심해지거나 쉽게 피로해지고 예민
해져서 산모는 물론 가족들에게도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데에 지장을 주게
되는 정서적 장애이다(Bennett, 2003; Blum, 2003). 발현율은 연구마다 차
이가 있어서 평균 약 10-25%로 보고되고 있다. 산후 우울증은 그대로 방
치하는 경우 만성적인 우울증으로 지속되는 경우가 많고 회복되더라도 다
시 임신하는 경우 재발하기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Bernazzani, 2003).
산모의 우울증은 태어난 아기나 남편, 다른 자녀들 및 가족들의 정서
적인 안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가정불화는 물론 아동들의
발달이상이나 문제행동 등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Beck, 2006).
태어난 아기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바람직한 삶을 위해서는 인지적 지능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능과 사
회적 지능이 균형 있게 발달되어야 하는데 생후 초기부터 엄마와의 상호
작용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이러한 지능영역들의 발달에 부조화가 올 수
있기 때문이다(Beck, 1998).
산후 우울증이 있는 산모는 우울증이 없는 부부에 비해 부부갈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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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많은 문제로 결혼생활에 적응을 잘 못하며, 남편 역시 결혼 만족도가
낮고 배우자에 관한 친밀도도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Zelkowitz &
Milet, 1996). 남편의 지지가 산후 우울증으로부터 회복하는 데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Brockington, 2004)에서 이러한 부부간의 갈등은 우울증이
계속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산후 우울증을 앓는 산모의 남편의 약 24-50%에서도 역시 우울정서
를 보이게 되어(Goodman, 2004) 부부간의 갈등은 배가 될 수 있어서 결
과적으로 우울증이 지속되고, 임신과 출산을 기피하게 되어 이혼율의 증가
와 저출산율의 큰 원인이 될 수도 있다(Currie, 2004).
이와 같이 산모와 태어난 아기, 그리고 가족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산후 우울증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학적인 접근
도 중요하지만 교육적 개입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Barlow2003; Shaw
et al, 2007).
그러나 산후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언제 하는 것이 효과적
인가 하는 것에 대한 연구결과는 연구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Webster
(2003)와 Lumley(2001)는 산전에 이루어지는 예방교육은 효과가 없었다
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Elliott 등은 산후 우울증에 대한 정보제공과 부모
역할하기 등에 대한 교육을 임신중에 고위험군의 임부들에게 시행한 결과
산후 우울증의 발현율을 감소시킬 수 있었으며 특히 초산모에게 더 효과
적이었다고 보고하였다(Heh, 2003, 재인용).
Shaw 등(2007)은 22 개의 연구문헌을 분석한 결과 출산후의 정보교
육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Dennis 등(2006)도
많은 산모들이 출산후에 우울증이 올 수 있다는 것만 알았더라도 훨씬 더
이겨내기가 수월했을 것이라고 호소하였으며, 산후 우울증에 대한 지식부
족이 우울증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가장 중요한 방해요인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는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산모가 필요로 하는 내용의
수준과 정도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는데, 가장 좋은 교육
내용은 자신만이 유독 산후 우울증에 걸린 것이 아니라는 것과 산후 우울
증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며, 그 정도의 사실을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Heh(2003) 등은 우울증으로 평가된 산모들에게 출산후 6 주에 산후우
울증에 관한 정보교육책자를 우편으로 보내어 읽게하고 6 주후에 다시 산
후우울척도(EPDS)를 검사하였다. 그 결과 교육책자를 받아보지 못한 비교
군 산모들에 비해 EPDS 척도가 유의하게 감소한 것을 보고하고 교육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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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한 정보교육도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산후우울정서에 관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
고 있는 곳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건소나 산부인과병원,
문화센터 등에서는 임부들을 위해 태교나 분만에 관한 산전교육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도 원아들의 부모들을 위한 부
모교육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출산한 산모들을 위한 산욕기의 교육
은 교육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산후조리원에서도 신체적인 산후조리나
몸매관리, 요가, 수유방법 등에 관한 교육에 주로 치우칠 뿐 정서적인 문
제에 관한 교육은 미미한 수준이며, 대학병원이나 대형종합병원의 산후클
리닉과 대형 조리원의 홈페이지에서도 소극적으로 다루고 있을 정도이다.
이와 같이 산후우울정서가 산모나 아기 및 가족들에게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에 비해 이에 대한 예방적인 조치에 관한 한 적극적인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문화적인 특성상 산욕기, 특히 삼칠일 이전에 산모들이 외
출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없다.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
를 표출하는 것이 금기시 되어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이기 때문에, 본인
자신도 자신의 부정적인 정서가 출산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기가
쉽지 않다. 산모 자신이 자각하더라도 이러한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이 수
월하지 않고 솔직히 표현할 경우 자신과 아기에게 좋지 않은 결과가 올
것이라는 우려에 이를 감추는 경우가 많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
은 더욱 희박해진다(Brockington, 2004).
산후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산모에서 우울증이 유발
될 수 있는 과정을 이해하고 즐거운 활동을 늘려가도록 하며 부정적인 자
동적 사고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효율적인 대처 행동을 배울 수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조현주, 2003). 그러나 한국의 문화
적 정서상 산욕기의 산모들 개개인에게 이러한 심리 개입 프로그램을 적
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차선의 방법으로 산후우울증의 예방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정보
책자를 이용하여 산모와 남편이 함께 읽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출산후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근거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산모 자신이나 남편과 아이들
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산후 우울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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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교육책자를 통한 조기부모교육을 실시하여 그 효과를 보고자 하였다.
먼저 산후 우울증의 조기 평가에 가장 적기인 출생후 3-8 주에 아기의 예
방접종을 위해 의료기관을 찾는 아기엄마들에게 에딘버러산후우울척도
(EPDS) 검사를 실시하여 점수가 산후우울증 평가기준 이상(EPDS≥10)인
아기엄마와 그 남편들을 실험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우리
나라의 실정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책자를 통한 교육방법으로 출산후 조
기부모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이 산후우울정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후속연구로 부부간의 갈등이 산후 우울정서를 유발하고 지속시
키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선행연구결과(Dennis, 2006)에 근거해
서 EPDS 점수가 10 이상인 산모들을 대상으로 갈등대처방안척도 II 검사를
실시한 후 책자를 통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후 산모들에게 EPDS 재검
사를 실시하여 교육효과를 분석하고 산모들의 갈등대처방안유형과 EPDS
와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실험결과들을 토대로 교육책자를 통한 부모교육의 효과와 제한
점 등을 확인하고, 산모의 갈등대처방안의 유형이 산후우울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그 의미를 추정해낸 후 그 결과들을 산후 우울증 예방을
위한 후속 부모교육프로그램의 개발시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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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문제

먼저 실험 1 의 양적연구에서는 산후 우울증의 예방을 위한 내용을 담
은 교육책자를 이용하여 산모와 남편에게 재택교육을 한 후 산모의 에딘
버러산후우울척도(EPDS)와 설문지조사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실험 1 의 양적연구의 연구문제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 정보책자를 통한 조기 부모교육이 산모의 우울정서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질적연구로는 실험 1 의 교육 후에 산모와 남편에게 심층인터뷰를 실
시하여 EPDS 재검사 점수가 9 이하인 산모들과 점수가 10 이상인 산모와
남편 부부들에게 나타나는 질적 변화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문제
2 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2 : 교육 후 산모와 남편에게 나타나는 정서적 변화는 어떠한가?

실험 2 에서는 부부간의 갈등이 산후 우울증의 유발요인이며 동시에
산후 우울증에서 회복하는 데 방해가 되는 요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
로, 산모에게 갈등대처방안척도 II 검사를 실시하여 산모의 갈등대처방안유
형과 EPDS 척도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문제 3 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3 : 산모들의 갈등대처방안유형과 산후우울정서와의 관계는 어떠
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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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가. 산후우울증
산모들의 정서변화 중 우울정서는 아기의 양육에 대한 불안감, 예전의
자신의 모습으로 되돌아 갈 수 없다는 절망감, 자신감과 흥미의 감소, 무
력감, 피로 등의 증세로 나타나며 많은 경우 정상적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불안감 혹은 산후우울기분장애에서 보이는 우울정서변화이지만 심한 경우
는 산후우울증이나 산후정신병 등에 의한 경우일 수 있다(Buist, 2003;
Crockenberg, 2003).
산후우울증은 출산후에 우울정서를 보이는 대표적인 정서장애이다. 대
개 산후 4 주를 전후로 발병하지만 출산 후 수 일 이내 혹은 수개월 후에
도 발생할 수 있는 우울증으로, 경한 또는 중등도의 기분 부전장애, 주요
우울장애 등으로 다양하게 발현된다. 증세로는 기쁨이나 흥미의 상실, 위
축되고 슬픈 기분, 불쾌감, 흥분, 민감성, 불안, 불면증, 기면증, 집중능력
의 저하, 기억력 저하, 식욕부진, 자주 울고 싶어지며, 쉽게 당황하고, 희망
이 없고 무가치하다고 느끼는 등의 우울증의 증세를 나타낸다. 이에 더하
여 아기를 낳아서 기쁜 반면 싫어하기도하는 불일치의 경험을 하기도 하
며, 아기들의 안녕을 걱정하는 강박관념이나 부모 역할에 대한 걱정이나
자신이나 아기가 죽을 것 같은 느낌, 아기를 해치고 싶은 느낌, 자살 충동
등의 증세가 있다. 적절히 예방하고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적인 우울증으로
이행할 수 있고 드물게 심각한 산후정신병으로 이행할 수도 있다(Blum,
2003).
검사척도에 의한 산후우울증의 발현율은 국가나 민족, 평가대상, 평가
기준 등에 따라 달라서 서구의 경우 평균 10-15%로 보고되고 있으며, 우
리나라에서 시행된 연구로는 한귀원(2004), 김재원(2005), 조현주(2003)등
이 시행한 연구에서 각각 6-8 주의 산모들의 15.6%, 23%, 22.4-41.2%에
서 척도의 기준점수 이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EPDS 점수가 10 이상인 경우를 산후우울증의 위험이
있는 고위험군 산모의 기준으로 삼고 이들을 대상으로 산후우울증의 예방
을 위한 부모교육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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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기 부모교육
넓게는 부모역할의 6 단계중 1 단계인 ‘부모상을 형성해가는 단계(임신
기)’와 2 단계인 출산후 약 2 년간의 ‘양육단계’, 그리고 3 단계인 4, 5 세까
지의 훈육단계의 부모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의미하며, 좁게는 주
로 출산후의 초기 부모들을 위한 교육을 칭한다.
초기 부모들을 위한 교육으로는 특히 산후우울정서를 보이는 산모들
에 관한 교육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왜냐하면 1 단계에서 2 단계를 거
치면서 출산전에 형성해 왔던 생명의 탄생과 아기 그리고 자신이 부모가
된다는 것에 대한 이미지와 출산후에 직면하게 되는 현실적인 이미지를
비교하고 부모로서의 정체감에 회의와 혼돈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결
과적으로 산모와 남편에게 우울정서변화가 오기 쉽고 이러한 부정적인 정
서는 태어난 아기와 형제자매들에게도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
어서(Galinsky, 1987) 이 시기의 부모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출산후의 산모와 남편을 위한 조기 부모교육의 내용으로는 산후정서
관리와 건강관리, 부모-아기 상호작용 기술, 애착형성, 아기양육 등의 부모
역할하기 및 부부간의 갈등에 대처하는 기술에 관한 내용 등이 있으며
(Placksin, 2000), 부모교육의 형식으로는 개별교육, 집단교육, 책자를 통
한 교육, 인터넷을 통한 교육, 부모참여, 부모지지, 역할극, 견학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김현주 등, 2002).
우리나라에서는 부모역할 단계의 1 단계와 3 단계이상의 부모교육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2 단계, 특히 출산 후의 산모와 남편
들을 위한 부모교육은 교육의 사각지대나 다름이 없다.
본 연구에서는 2 단계 중 출산후 초기 양육단계의 산모와 남편을 대상
으로 책자를 통한 재택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산후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한
정보전달과 산후우울정서에서 회복하기 위한 인지행동요법을 포함하는 내
용을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다. 부부 갈등대처방안
출산 후에 우울정서변화를 보이는 산모들 중에는 양육스트레스, 사회
적지지의 결핍 등에 의해 부부간의 갈등이 증가할 수 있다. 특히 산후우울
정서가 있는 산모들은 부부간의 갈등에 대처하는 방안에 문제가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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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승휘, 1998).
부부간의 문제나 갈등에 직면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대처방안은
연구자에 따라 여러가지로 구분된다. 이성적 대처, 폭력, 회피, 건설적 혹
은 파괴적 싸움, 위협과 복종, 감정표출, 체념, 선택적 무시, 문제중심 접근
과 감정중심 접근, 능동적 대처, 수동적 대처, 내적 대처, 외적 대처, 합리
화와 부정, 회피와 억압, 외부도움요청, 적극적 행동 등으로 다양한 유형의
방안이 있다(최규련, 1994).
본 연구에서는 산모에게만 부부갈등대처방안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갈
등대처방안척도 II (conflict Tactics Scales II: CTS II)의 아내용(김유숙 외,
2003)을 사용하였으며 이 척도의 하위유형으로는 외부도움 요청, 종교에
의 의지, 이성적 대처, 감정 및 행동표출, 회피의 다섯가지 유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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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먼저 출산후에 나타날 수 있는 산후 우울정서장애 중에서
산후우울증을 중심으로 감별해야 할 정서장애들에 관해 간략하게 고찰하고,
산후우울증의 원인과 위험요인 및 평가방법에 관해 고찰하려 한다. 그리고
부모교육의 차원에서 산후우울증의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어머니
의 산후 우울정서가 아이들의 발달과 성장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
과 산모의 우울정서가 남편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아버지의 산후우울정
서가 아이들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부정적인 영향들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방
안들을 교육적 접근의 차원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출산후 산모에게 나타날 수 있는 우울정서장애

가. 산후우울기분장애(postpartum blues, baby blues)
산후우울기분장애는 대다수의 산모들이 경험하기 때문에 정신장애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는 가장 경한 형태의 우울증으로서 baby blues,
postpartum blues(maternal blues) 라고도 한다. 분만 후 1 주일 이내의
임산부에서 많게는 약 85%에서 경험하며, 자기 제어적이어서 이 자체는
대부분 증상들이 경하거나 증상이 생긴 후 약 48-72 시간째에 가장 심하
고 3 주 이내에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회복된다. 주요 증상으로는 쉽게
울거나, 불안, 초조, 불면증, 급격한 감정의 변화 혹은 감정이 고조될 수
있다. 약물치료는 필요하지 않으며 산모와 가족에 대한 교육과 심리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증상이 지속하거나 정도가 심해지면 산후 우울증의 초기
증상일 수가 있으므로 다음 단계의 정신질환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Brockington,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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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후우울증(postpartum depression)
산후 우울증은 산후우울기분장애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지만 좀 더 늦
게 시작되고, 좀 더 심한 형태로 나타나는 우울증으로서 통상적으로 ‘산후
우울증’이라면 이 경우를 일컫는다. 대개 산후 4 주를 전후로 시작하지만
드물게는 출산 후 수 일 이내 혹은 수개월 후에도 발생할 수 있다. 약
50%의 산후우울증 산모들은 임신 중이나 임신 이전에 이미 우울증세를
경험한다(Chaudron, 2003).
증세로는 경한 또는 중등도의 기분 부전장애, 주요우울장애 등으로 다
양하게 발현된다. 산모들은 아기를 낳아서 기쁘면서도 싫어하기도하는 불
일치의 경험을 하기도 하며, 아기들의 안녕을 걱정하는 강박관념에 사로잡
히기도 하고 부모 노릇을 잘 할 수 있을까 걱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
한 느낌을 표현하지 않고 감추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
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위축되고 슬픈 기분, 불쾌감, 흥분 혹은 쾌감
(Heron et al, 2005), 과도한 민감성, 불안, 불면증, 기면증, 집중능력의 저
하, 기억력저하, 자주 울고 싶어지며, 식욕부진, 쉽게 당황하고, 희망이 없
고 무가치하다고 느끼며, 자신이나 아기가 죽을 것 같은 느낌을 갖기도 하
고, 아기를 해치거나 자살 충동(Craig, 2003)을 느끼기도 한다.
산후우울증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연구에 따라서는 일반적인 우울증에 비해 비교적 잘 치유된다는 보고도
있다(Chaudron, 2003). 대개 발병 3-6 개월 후면 증상들이 호전되나 약
30.6%에서 2 년 넘게 지속된다고 보고되어 있으며 적절히 예방하고 치료
하지 않으면 만성적인 우울증으로 이행할 수 있다(Horowitz, 2004).

다. 산후정신병(postpartum psychosis)
산후 정신병은 드물지만 가장 심각한 종류로 약 0.1-0.2 % 의 빈도로
발생하며 매우 심각한 상태이므로 입원과 약물치료를 필요로 한다. 대개
산후 3-14 일 이내에 갑자기 발생하며 거의 대부분이 산후 첫 3 개월 이
내에 발병한다. 특징적으로 환자는 피로, 불면, 안절부절, 금식, 심한 울음
등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진다. 의심이 많아지고 혼돈되고 말의 조리가 없어
지고 비이성적이 되며, 아기의 건강과 안녕에 대하여 강박적으로 걱정할
수 있다. 망상과 환상, 환각을 경험하고 일상 생활 기능이 저해된다(이정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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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환자는 아기 돌보기를 원치 않거나 아기나 자신 또는 모두를 해치
고 싶은 느낌을 가질 수 있다. 실제로 환자의 5-14%가 자살을 저지르고
(Lindahl, et al, 2005) 4%가 유아를 살해하였다는 연구결과(Spinelli, et al,
2004)도 있다. 산후 정신병은 정신과적인 응급 질환이므로 전문적인 치료
를 받아야 한다. 산후 정신병과 조울증의 과거력 및 가족력, 초산인 경우
등에 산후정신병의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Epperson, 1999).

2. 산후 우울정서의 원인 및 위험 요인
산후 우울정서의 원인으로는 어떤 단일한 원인보다는 생물학적, 심리
적, 사회적 요소들이 서로 얽혀져서 일어난다고 보고 있다(Kruckman,
2004).
생물학적 요인으로는 유전적 요인, 신경전달물질의 이상, 시상하부-뇌
하수체-부신 축(HPA axis)과 serotonin 계의 상호작용의 이상(Jonana,
2005), 여성 호르몬인 estrogen 과 progesterone 의 급격한 변화(Payne,
2003; Perheentupa, 2004), 갑상선 기능 장애(Wier & Farley, 2006), 산
후의 혈중 인슐린 저하(Chen, 2006), 제왕절개수술로 분만했을 때(Lobel,
2006), 미숙아 출산, 산모나 아기의 분만 후유증, 임신 전 심한 월경전기
증후군의 경험, 불임의 병력, 기분장애의 개인 및 가족력, 산모나 그 가족
의 정신과적 병력 등이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정신병력을 가진 산모
의 경우 25-45%에서 산욕기에 우울증이 발생한다고 한다(NcCoy, et al,
2006).
심리사회적 원인으로는 낮은 교육 수준, 미혼모, 원치 않은 임신, 아기
의 건강이나 기질 등의 문제로 육아에 어려움이 많을 때(Crockenberg,
2003; Drewett, 2004), 불만족스러운 결혼 생활, 부부관계가 좋지 않을 경
우, 엄마의 낮은 자존감이나 성폭행 경험, 알코올이나 약물중독 경험, 산전
클리닉에 대한 무관심, 낮은 사회 경제적 수준(Dearing, 2004), 배우자, 가
족 혹은 친지들의 도움의 결핍, 짧은 모유수유기간, 임신중의 스트레스 등
이 유발 요소가 될 수 있다(Beck,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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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머니의 산후 우울정서와 아이들의 발달과 성장
거의 모든 성격이론가들이 인생초기의 경험이 성격형성에 지대한 영
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Freud 는 아동기 때 형성된 성격은 변하지 않는
다는 결정론적인 입장을 취하고 특히 구강기 동안 엄마가 아기의 욕구에
충분히 반응하지 않은 경우 유아는 지나친 비관론, 적의성, 공격성의 성격
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Adler 는 영, 유아기의 부모의 양육
태만은 아동을 열등감 콤플렉스에 빠지게 하여 열등감의 노예로 전락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Sullivan 은 엄마의 양육태만으로 아기의 안전 욕구와
신체적 친밀감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아기는 불안에 빠지게 되
어 성격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믿었다. Cattell 은 상처 받기
쉬움, 적대감, 우울감을 특징으로 하는 과민성 나르시즘은 유아기 때 엄마
와의 좋지 못한 관계가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Erikson 은 엄마
가 자신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지 않거나 거부적이고 무뚝뚝하고 일관성이
없으면 세상에 대해 불신의 태도를 발달시켜서 나중에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의심이 많고 두려워하며 늘 걱정하는 사람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대상관계이론(object relations theory)은 초기 애착(attachment)의 정도에
따라 건강한 자아(self)발달이 결정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형성되었으며,
Klein, Winnicott, Mahler, Kohut, Hartmann, kernberg 등은 아이가 인생
초기에 갖는 부모와의 관계가 성격형성에 미치는 중요성을 강조하였다(노
안영, 2003).
지능발달 역시 인생초기의 엄마와의 상호작용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다. 지능은 영, 유아기와 아동기 때 급속히 발달한다. 두뇌의 내적 잠재력
을 충분히 사용하고 지속적으로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가능한 풍부하고 다
양하며 자극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수적인데 단지 풍
부한 환경을 보기만 하기보다는 직접 만지고 상호작용하는 경우에 큰 효
과를 가져온다(홍순정, 1999). 동물실험에서도 풍부한 환경에서 다양한 경
험을 하면서 자란 쥐의 뇌의 무게가 그렇지 못한 환경에서 자란 쥐보다
더 무거웠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사이언티픽아메리칸, 2005).
아기들의 언어 발달은 아기의 신체적 성장과 발달이나 신경계의 성숙
도 중요하지만 아기가 갖게 되는 상호작용의 경험, 즉 아기 주변에서 사용
하는 성인들, 특히 엄마의 언어를 듣거나 자기자신의 말소리를 듣는 것이
큰 영향을 미친다. 아기의 울음에 반응을 잘 해 주는 엄마들의 아기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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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을 잘 해주지 않은 엄마들의 아기들보다 음성과 비음성적 행동에서
보다 더 의사소통적이므로 엄마와의 상호작용 대상으로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할 수 밖에 없다(정은주, 정진, 1996).
엄마의 산후우울정서가 아이들의 발달과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이와 같은 이론적 배경들을 증명해주고 있다. Beck 등
(1998)과 Leiferman 등 (2002)은 산후우울정서가 있는 엄마들은 아기들을
양육해야 한다는 중압감에 시달리며 죄의식, 비합리적인 사고, 상실감이나
분노 등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 아이들과 상호작용 하는 수가 많다고 보고
하였다. 그들은 마치 로보트 같이 행동하며 아기들의 표현에 반응을 제대
로 하지 못하고, 아이들의 기질을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아이들
과의 관계에서도 많은 갈등을 겪으며 과다흡연, 아이들의 복약 소홀, 승차
시 안전띠 안 매주기 등 부모역할에 대해서도 소홀하다고 보고하였다.
엄마가 우울정서가 있는 경우의 아이들의 stress hormone 수치는 정
상군에 비해 훨씬 높으며(Lupien, 2000), 전두엽에 이상이 올 수 있고
(Dawson, 1999), 산전과 산후의 우울증 엄마들의 아기들에서 성장이 지연
되고 장염과 호흡기 감염율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Rahman, 2004).
아기들은 수면장애를 갖는 경우가 많고 영아기에 지속적인 울음, 수면장애,
수유장애가 있는 경우 8-10 세가 되었을 때 과잉행동이나 학습장애가 증
가하는 것이 관찰되었다(Wolke, 2002).
산후우울정서가 있는 엄마의 아기들은 생후 18 개월 때 아기발달검사,
음성적 상호작용과 놀이에서의 상호작용이 정상군에 비해 낮았으며 대상
개념 과제에서도 잘 수행하지 못했고 불안정 애착발달이 많았다(McMahon,
et al,2006). 아기들이 3, 5, 8 세가 되었을 때까지 종단적으로 조사한 결과
문제행동의 발현율이 증가하였고(Gray, 2004), 우울증의 정도가 심하고 만
성적으로 지속될수록 언어발달과 문제행동과의 상관은 증가하였다
(Brennan, 2000).
Kaplan(1999)은 아기들은 우울정서가 있는 엄마들의 목소리에는 반응
을 별로 하지 않으며 우울정서가 있는 엄마들의 목소리는 아기들에게 학
습과 주의집중을 촉진하지 못한다고 보고하였고 어려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은 학동기에 학교생활이나 행동에 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크다
고 주장하였다. Rudolph(2003)는 언어장애가 있는 아이들의 엄마들은 우
울 척도가 비교적 높으므로 언어발달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대할 때는
엄마들의 정신건강을 확인하여야 하며, 아기들의 언어지체를 미연에 방지
하기 위해 엄마들의 우울정서의 유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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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Sohr-Preston 등(2006)은 산후우울정서가 아기들의 초기 인지, 언어발
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하기
위해 조기에 부모역할하기에 관한 기술 등을 교육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 Hay(1995)도 출산후 3 개월에 우울정서가 있었던 엄마의 아이들이 11
세가 되었을 때의 IQ 가 의미 있게 낮은 것을 관찰하고 영아기의 부정적
인 경험은 10 년 후의 인지능력이나 학습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을 입증하였다. Galler(2000)는 산후우울정서가 있는 산모들은 모유수유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부적절한 수유는 아기의 사회성 발달을 지연시킨다고
추정하였다.

4. 산모의 산후 우울정서가 남편에게 미치는 영향
가. 남편의 산후 우울정서
산후에는 산모뿐만 아니라 남편도 우울정서를 갖게되는 것은 잘 알려
진 사실이다(Davey, 2006; Ramchandani, 2005). 연구에따라 24-50%에서
남편에게도 우울증이 오는 것으로 되어있으나(Goodman, 2004) 남편들의
우울증에 대한 연구는 별로 많지 않다. 남편도 새로 아기가 탄생한다는 사
실이 산모 못지않게 신비한 경험이기 때문에 긴장되고 불안해지게 되는데
산모에게 산후우울증이 오는 경우 이러한 정서적인 긴장과 불안은 더욱
배가되는 것은 당연하다.
Merchant 등(1995)은 산후우울증과 결혼 만족도는 상관이 있다고 보
고하였고, Zelkowitz 와 Milet(1996)도 출산 후 6-9 주에 산모가 산후우울
정서를 경험하는 부부와 산후 우울정서를 경험하지 않은 부부에게 정신건
강과 결혼관계의 질을 조사한 결과 우울증이 있는 산모는 우울증이 없는
부부에 비해 부부갈등과 아이들의 양육에 더욱 많은 문제를 경험하는 등
결혼생활에 적응을 잘 못했으며 남편 역시 결혼 만족도가 낮고 배우자에
관한 친밀도도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배우자의 지지는 산모의 산후우정서의 발현과 지속에 큰 요인이 되므
로 남편에게도 우울정서가 있는 경우 산모가 산후우울정서에서 벗어나기
는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에 산모의 산후우울정서가 의심될 때는 남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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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정서 여부도 검사하여 부부에게 같이 심리적인 개입을 해주거나 치료
를 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Tammentie, 2004). 부부가 같이 우울정서에
빠졌을 때는 부부갈등이 심해져서 이는 가정불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
혼율의 증가와 출산율의 저하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
다(Goodman, 2004).

나. 아버지의 산후 우울정서가 아이들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산모가 산후우울정서가 있을 때는 엄마의 역할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
에 아이들에게 정서적 혹은 행동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는 것은 잘 알
려진 사실이나(Chaudron, 2004), 아버지에게 산후에 우울정서가 있을 경
우 아이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관해서는 최근에 와서야 연구가
진행되는 등 관심을 끌기 시작하였다(Ramchandani, 2005).
Beck(1998)은 산후우울정서가 있는 어머니에게서 아이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보호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
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아버지에게도 산후우울정서가 있는 경우 아이들
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사춘기의 아이들의 아
버지가 우울증을 갖고 있을 때 아이들에게 문제행동 등의 정신병리현상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인생 초기(산욕기)인 어린 나이에 아버지에게
우울증이 있는 경우 아이들의 발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산욕기에 부모가 우울증이 있는 경우 아이들을 대할 때 민감하게 반
응을 하지 못하는 등 부모역할의 질이 떨어지게 되어 아이들의 발달에 지
장이 올 수 있다는 것은 쉽게 추정해 볼 수 있다. Ramchandani 등(2005)
은 13351 명의 산모들과 12884 명의 남편들, 그리고 그들의 아이들을 42
개월간 추적 관찰하여 산모와 남편의 우울정서가 아이들의 정서와 행동발
달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하였다. 출산후 8 주에 시행한 EPDS 검사에서 산
모는 10%에서, 남편은 4%에서 척도가 12 이상으로 주요우울증으로 평가
되었고, 42 개월 후의 아이들의 행동, 정서발달 평가척도(Rutter preschool
scales) 검사 결과 유의하게 문제행동과 정서적 문제가 증가하는 것을 관
찰하였다. 특히 아버지가 우울정서가 있는 경우 남아에서 더 뚜렷하게 문
제행동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아버지는 딸보다는 아들과 더 밀접한 상호작
용을 하게 되는 이유일 것이라고 저자들은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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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후 우울정서의 심리평가
산후우울증은 기분저하, 기쁨이나 흥미의 상실, 수면장애(불면증 혹은
새우잠이나 수면과다), 체중감소, 기력상실, 흥분 혹은 정신운동지체, 무가
치감 혹은 부적절한 죄의식, 집중력 감소 혹은 우유부단, 죽음이나 자살에
관한 잦은 생각 등의 증세 중에서 5 가지 이상의 증세(이 중 흥미나 기쁨
의 상실과 우울기분 중 하나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가 거의 매일,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2 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진단을 내릴 수 있다
(Wisner et al, 2002).
우울증세가 있는 모든 산모들에게는 자세한 과거병력에 관한 질문과
진찰을 시행하고 갑상선 홀몬검사와 빈혈, 혈청전해질검사 및 혈당 등도
시행해야 한다.
산후우울증의 발현빈도는 국가마다 차이가 많으며 검사 방법, 진단 기
준, 진단 시기와 검사 대상인 산모들의 특성구분 등에 따라 차이가 많다.
Halbreich 등(2006)은 산후우울증의 발현빈도를 다룬 143 개의 연구문헌
을 분석하였는데 발현빈도는 거의 0%에서 60%까지 연구마다 다양한 결
과를 보고하고 있다. 서구에서는 평균적으로는 약 10-15%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국가마다 차이가 커서 Singapore, Malta, Malaysia,
Austria, Denmark 등에서는 산후우울증에 대한 보고가 매우 적었던 반면
Brazil, Guyana, Costa Rica, Italy, Chile, South Africa, Taiwan, 한국에서
는 매우 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검사방법으로는 산전에 시행할 수 있는 검사로는 Antenatal
screening for risk factors (Webster, 2003), 산후검사로는 Edinburgh
Postnatal depression scale(EPDS)(Cox, 1987)이 가장 널리 사용되며, 이
외에도 일반적인 건강 질문지, Demographic questionaire, Postpartum
Depression Prediction Inventory(PDPI), Postpartum depression
screening scale(PDSS) (Hanna 2004) 등이 있으며 남편이 산모의 산후우
울증 여부에 관한 검사문항에 대답하게 하는 자기보고 방법으로 EPDSP(A partner-rating scale of postpartum depression: the Edinburgh
Postnatal Depression Scale)가 있다(Moran, 2006).
자기보고질문지에서 유의한 점수를 나타낸 경우(EPDS 점수 10 이상)나
자신을 해치고 싶었던 생각을 했던 경우에는 산모의 과거력, 성격, 가정
환경, 임신과정, 배우자나 아이들, 다른 가족들과의 관계, 우울증을 유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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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요인들, 보호자의 유무 등에 관해 자세한 인터뷰를 시행한다. 특
별한 증세가 없이 점수가 borderline(5-9)일 경우에는 2-4 주 후에 다시
검사를 시행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다(Wisner et al, 2002).

6. 산후우울증의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심리적 개입
산후우울증은 일반적인 우울증에 비해 비교적 잘 호전된다는 보고도
있고(Chaudron, 2003) 대개 발병 3-6 개월 후면 증상들이 호전되기도 하
나 약 1/3 정도에서는 2 년 넘게 지속되기도 하며(Horowitz, 2004) 그대
로 방치하는 경우 만성적인 우울증으로 지속되는 경우가 많고 회복되더라
도 다시 임신하는 경우 재발하기가 쉽다(Bernazzani, 2003).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심리적 개입과 치료는 매우 중요하다. 대처방안으
로는 주로 우울증세와 우울증을 일으키게 된 요인들 그리고 산후 우울정
서가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들을 감소시키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 및
심리적 개입을 하며 우울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한다.

가. 조기 부모교육 및 심리적 개입
많은 연구에서 출산 직후에 산후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나
심리적 개입을 받은 산모들은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감소하고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데에도 매우 긍정적인 예방 및 치료 효과를 갖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 특히 아이들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들을 미연에 예방하
기 위해서 조기부모교육의 차원에서 출산 후에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산
모와 남편에게 산후우울증에 관한 정보교육이나 부모역할하기에 관한 교
육을 실시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 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영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근래에 와서 육아기의 초기에 특히 초보 부모
들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들이 활발히 진행되어 오고 있는데 Barlow
등(2004)은 우울정서, 불안, 자존감 저하 등의 심리사회적 문제들을 내포
하고 있는 엄마들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총 17 편의 연구논문
들을 메타분석한 결과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형식에 상관없이 매우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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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보였다고 보고하고 부모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1) 조기부모교육의 시기
산후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한 조기부모교육을 언제 실시하는 것이 좋
은가에 관해서는 연구에 따라 결과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 Lumley(2001)
와 Webster(2003)는 출산전 임신 기간동안에 실시하는 예방교육은 효과
가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Dennis(2005)도 총 7697 명의 위험군 산모들에
대한 15 편의 산후우울증의 예방에 관한 연구를 분석하고 산전의 교육보다
는 산후의 전문적인 심층교육이 매우 효과적이었으며 집단교육보다는 개
별적인 심리교육이 더 효과적이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고위험군의 경
우에는 심리교육만으로는 산후우울증 산모들을 지지하기 힘들며 전문적인
가료를 받아야 좋아진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Craig(2003)는 임신부들에게 아기들의 발달의 중요성을 알게
하는 교육을 실시해서 산후우울증에 의한 아기의 발달장애를 예방해야 한
다는 주장을 하였다. Buist(2003)도 출산전과 직후에 긍정적인 부모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산모와 아기의 정신건강을 위해 바람직한 조
기부모교육이 될 수있다고 보고하였다.
Buist 등(2007)은 1309 명의 산모들을 임신기간 중에 교육책자를 주
어 임신중의 정서건강과 초기부모역할하기에 관한 교육을 받은 군과 책자
를 받지 않은 군간에 출산후 산후우울척도를 검사한 결과를 비교하였는데
교육을 받은 군에서 산후우울 척도가 유의하게 낮은 것을 보고하였다. 교
육을 받은 군의 산모들은 산후우울정서를 보이는 주인공에 관한 비디오를
시청한 후 주인공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울증에 관한 도움을 받아야 한
다고 대답하는 등 산후우울증에 관한 지식의 수준이 비교군에 비해 월등
히 높은 것을 관찰하였다. 실험군 산모들 중 척도가 높은 산모들은 비교군
산모들에 비해 자신의 산후우울증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서 스스로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유의하게 높았다. EPDS 척도가 높지 않은 산모들의 경우
에는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비교군에 비해 더 높지는 않았지만 교육책자
에 대한 관심과 만족도가 높았다는 것을 보고하고 산후우울증 예방을 위
한 조기부모교육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산모의 우울정서가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들을 최소화하기 위
해서는 위험 요인이 있는 산모들은 물론 겉으로 증세가 나타나지 않는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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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들도 심리검사를 통해 우울정서의 여부를 조기에 평가하고 적절한 교육
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조기부모교육의 방법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산모가 처해있는 환경과
상황, 위험 요인, 우울정서의 정도 등에 따라 접근하는 교육방법에 차이를
둘 필요가 있다.
유럽이나 미국등의 선진국과는 달리 사회적인 여건이 개별교육이나 면
대면 상담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책자를 통한 교육방법이 다수의 산모들에
게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좋은 방법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검사척도
가 높지 않은 일반 산모들의 경우에는 개별 교육이 아니더라도 교육책자
등을 통해 다수의 산모들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매우 좋은 교육효과를
볼 수 있다(Epperson, 1999).
Heh(2003)는 출산후 4 주에 500 명의 산모들에게 산후우울증 검사
(EPDS)를 우편으로 실시하고 이중 EPDS 점수가 10 이상인 70 명의 산모
들에게 산후우울증에 대한 정보책자를 우편으로 보내어 출산 3 개월 째에
다시 검사를 시행한 결과 수치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그
결과 우편을 통한 정보교육은 방문상담교육등에 비해 비용면으로도 훨씬
경제적이고 다수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고도 효과적
인 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교육책자를 통한 교육은 우울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Buist 등(2007)의 연구에 참여한 산모들 중
척도(EPDS)가 13 이상인 경우에는 교육을 받지 않은 군과 비교해서 교육
의 효과가 큰 차이가 없었는데 그러한 결과를 근거로 연구자들은 우울정
도가 심한 경우는 교육책자만으로는 효과를 볼 수 없고 척도가 높은 경우
에는 더욱 전문적인 상담 및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와 같이 산모들을 교육할 때는 산모의 우울정도, 산모가 갖고 있는
지식의 수준이나 믿음, 산모들이 원하는 교육의 방법이나 도움의 내용들을
파악하고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Dennis 등(2006)은 1966 년부터
2005 년까지 산후우울증 산모들의 도움 요청과 도움을 호소하는 데 방해
가 되는 요인들, 산모들이 원하는 심리요법 등에 대해 질적 연구한 논문들
을 분석하고 산모들은 자신의 솔직한 정서를 표출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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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보고하였다. 그 이유
로 산후우울증에 대한 정보부족과 잘못된 믿음들, 보건요원들의 수동적인
태도 등을 들고 있었으며 산모들이 원하는 심리개입 방법으로는 무엇보다
도 우선으로 자신을 비판하지 않고 이야기를 잘 들어줄 수 있는 대화요법
을 선호한다고 보고하였다.
Ugarizza(2006)는 16 명의 산모들에게 1 주에 1 시간씩 총 10 주간 산
후우울증에 관한 정보교육, 긴장완화기술교육, 인지적 재구성 등에 관한
집단교육을 실시하여 매우 좋은 효과를 보았으며, 교육에 방해가 되는 요
인으로 태어난 아기를 돌보아야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산모들을 위한 교
육이 좋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교육받는 동안 아기를 돌볼 수 있는 도
움을 주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산후우울증을 앓았던 경험자와의 정보공유 및 대화 등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Shaw(2006)는 1995 년부터 2005 년까
지의 연구논문들을 분석하고 위험 요인이 있는 가정인 경우 같은 산후 우
울정서를 경험하는 동료 산모와 경험담을 주고 받고 방문요원으로부터 사
례에 관한 설명을 들으면서 교육을 받은 산모들에게서 매우 좋은 효과를
보았다고 보고하였다.
선진국에서는 소규모의 집단교육이나 개별 방문교육이 많이 이루어지
고 있다. Barlow 등(2003)은 위험군 산모들을 위한 26 개의 조기부모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문헌들을 분석하고 산모들을 소그룹을 대상으로 조
기부모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보고하고 심리사
회적인 위험 요인이 있는 산모일수록 산모가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을 조
사하여 이를 참고하여 교육 및 심리개입의 방법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보
고하였다. Blum(2003)은 정신치료보다는 좀 더 경한 정도의 심리적 지지
요법으로 병원에서의 전문 심리상담이나 공중보건 간호사, health visitor,
직업상담사 들에 의한 심리교육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보고 하였으나 재정
적인 부담이 큰 만큼 여건이 성숙되지 못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은
요원한 실정이다.
Armstrong 등(1999)은 특히 위험 요인이 있는 가정의 경우 방문요원들
의 교육을 통해 부모역할기술의 향상, 엄마-아기 상호작용, 특히 아기와의
안정애착 등이 매우 호전된 것을 보고하였다. Horowitz(2001)도 위험군
산모들에게 아기에게 장난감 젖꼭지를 물리는 대신 아기를 안고 얼굴을
쳐다보면서 상호작용하는 법을 가르치는 등 아기-엄마 상호작용에 관한
인지행동요법을 내용으로 하는 방문 상담교육을 실시하고 비디오 촬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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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방법으로 질적연구를 실시하고 염마역할을 가르치기 위한 잘 훈련된
방문상담교육은 매우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다. Chabrol 등 (2002)도 위험
요인이 있는 산모 258 명을 대상으로 1 주 1 회씩 8 주간 인지행동 요법과
아기 다루는 기술을 가르치기 위한 방문교육을 실시하였는데 비교군에 비
해 매우 효과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보고하였다.
방문교육 상담자들의 질적 수준도 매우 중요해서 이들을 지속적으로
교육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Ingadottir 등(2006)은 방문상담자들에게
web 을 통해 교육을 시키고 이들이 산후우울증척도가 높은 위험군 산모들
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방문교
육상담자들의 교육을 관리하는 기관의 자질도 중요해서 책임있는 교육기
관에서 관장하여야 한다. 최근 몇 년간 TV 나 라디오의 부모교육 프로그
램, 교육학자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저서나 양육관련 잡지, 인터넷 사이트
를 통한 교육과 상담, 파견방문교육자들을 위한 교육 등 다양한 경로를 통
해서 정보들을 습득하기가 수월해 졌으나 올바르지 않은 정보를 습득할
가능성이 있어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Summers, 2005).
산모가 산후우울증에서 쉽게 벗어나기 위해서는 가족, 특히 남편의 지
지가 절대적이므로 산모뿐만 아니라 부모교육의 차원에서 남편들에 대한
교육에도 비중을두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책자의 내용에 남편에 대
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Goodman(2004)은 산모의 산후우울증은 기
존의 아이들이나 산모의 남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남편들에게
도 약 24-50%에서 우울증이 온다고 보고하고 산모를 교육할 때는 가족에
대한 배려도 협조를 구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Davey(2006)는 우울증 척도가 높은 13 명의 남편들에게 비구조화된
열린 대화를 통한 모임을 1 주에 2 시간씩 총 8 주에 걸쳐 실시하고 질적
관찰을 통한 연구를 하였는데 남편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서 회기를 다시
연장하고 모임의 수를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남편들은 산모들에 관해
공포, 혼돈, 우려 등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었고 현실을 받아들이기에는 너
무 갈등이 심하고 분노, 절망감 등으로 매우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었다. 8
주간의 회기가 끝나고 남편들은 매우 고무된 정서를 피력하였으며 그들의
우울척도는 매우 호전되었다. 특히 동료들끼리의 대화는 우울증에서 벗어
나는 데에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출산후 우울정서를 가진 산모들과 남편들을 위한 부모교육의
유형으로는 산모가 갖고 있는 위험 요인, 가정 환경, 산모의 지식 수준, 남
편의 산후우울정서의 유무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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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이 부자유스러운 산모의 입장을 고려해서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 산모들
의 경우 전문교육기관에서 관장하는 집단교육보다는 가정방문을 통한 부
모상담이나 전화상담, 인터넷을 통한 교육, 책자를 통한 부모지지 정보교
육 등이 효율적인 것이라고 할 수있다.

3) 조기부모교육의 내용
가) 긍정적 존중과 공감적 이해
산후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한 조기부모교육의 내용으로는 먼저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산모와의 라포형성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산모중심적
인 교육내용, 즉 산모의 정서를 긍정적으로 존중하고 공감하며 진솔하게
대하는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이러한 자세를 견지하면서 산후우울증에 관
한 정보를 제공하고, 산모가 취해야 할 인지행동요법, 아기와의 상호작용
이나 애착형성 등의 부모역할하기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와 더불어
자연 및 대체요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며 우울정서가 심할 경우
에는 전문가에 의한 전문상담이나 전문치료를 받아야 할 곳과의 연락 방
법 등을 가르쳐주는 것 등이 포함된다(Barlow, 2003; Buist, 2003).
나) 정확한 정보 알려주기
산후우울정서에 관한 교육 내용 중 정보부분은 매우 중요하다. 산후 우
울정서를 보이는 산모들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Dennis, 2006) 대부분의 경우 자신이 그렇게 느끼는 것은 자신이 나쁜
엄마이기 때문이라는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정서를 표출할 경우 자
신과 아기에게 불리한 상황이 일어날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
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후우울증의 증상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원인은
무엇이며 산후우울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산모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우울 정서의 정도가 심할 경우 취할 방법이나 연
락 할 곳 등에 관해 자세하고 친절한 정보를 알려주어야 한다. 대부분의
교육을 받은 산모들이 후에 자신이 산후우울증에 관해서 좀 더 잘 알고
있었더라면, 그리고 산후우울증은 어느 누구에게도 올 수 있다는 것을 알
기만 했더라도 훨씬 수월했을 것이라고 호소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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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산후우울정서는 매우 흔하게 발현되는 정서이며 산모의 잘못에 의해
발현되는 것이 아니며 직업이나 지적 수준 등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이 발
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도록 도와 주는 내용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 인지행동요법
인지행동요법으로는 우울증의 자동적 사고인 인지삼제의 인지적 오류를
시정해주고 산모들의 역기능적 신념을 바로 잡아주는 내용(권석만, 2003)
에 준해서 교육내용을 구성한다. 첫째, 산모가 자신에 관해 갖는 부정적인
생각들, 특히 “나는 나쁜 엄마다”, “나는 엄마로서, 아내로서 실패작이다”,
등의 부정적 생각들을 혼잣말(self talk)이나 자기주장기술 등을 통하여 수
정하도록 교육한다. 둘째, 산모들이 미래에 관해 갖는 전형적인 부정적 사
고인 “아기가 죽을지도 모른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을 다른 사람
들이 알면 나는 정신병원으로 실려갈 것이고 아기와 헤어지게 될 것이다”
등의 생각이 전혀 근거가 없는 생각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방향으로
교육한다. 셋째, 이러한 산모의 사고 방식이 얼마나 부정적이고 비합리적
인지 또 이러한 생각이 자신의 적응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인
식하게 해주고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더욱 긍정
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으로 변화시켜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용으로
구성한다(Bennett, 2003).
라) 남편과 가족의 역할
교육의 내용에는 남편과 가족들의 역할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야 한다.
Zelkowitz 등(1996)은 산후우울증을 경험하는 부부와 경험하지 않은 부부
의 정신건강과 결혼만족도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산후우울증을 경험하는
산모의 남편은 결혼 만족도가 낮고 배우자에 대해 친밀감이 낮아서 결과
적으로 부부간의 갈등이 많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산후우울증의
위험 요인으로는 낮은 결혼만족도, 배우자지지의 결핍, 부부간의 갈등, 자
존감의 상실 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산모가 우울정서에서 벗
어나기 위해서는 남편의 지지가 절대적이며 이는 남편은 피해자이면서 동
시에 산모가 산후우울정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협력
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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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부모역할하기
부모역할하기에 대한 내용은 산모의 우울정서가 어느 정도 호전되었
을 경우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되지만 아기와의 눈맞춤, 아기 맛사지 등 아
기와의 상호작용은 자주 하게 하는 것 자체가 아기의 발달에도 좋고 산모
의 우울 정서를 감소시키는 데에 큰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어서 초기에 시작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되어있다.
여러 연구에서 아기와의 상호작용, 애착형성 등의 부모역할하기에 관
한 교육내용으로 산후 초기에 단기, 혹은 장기간의 교육을 실시하여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Murray 등(2003)은 193 명의
위험군 산모들을 일반적인 산후도움을 받은 집단, 비지시적인 상담집단,
산모와 아기의 상호작용과 아기와의 애착형성 등의 부모역할하기에 관한
인지행동교육집단 등으로 나누어 심리교육을 한 결과 모든 집단에서 매우
큰 효과를 보았다고 보고하였다. Chen 등(2006)도 EPDS 척도가 10 이상
인 산모들에게 모성역할, 산후관리, 부부간의 의사소통기술, 가사계획 등에
관해 교육을 실시한 후 검사한 우울척도에서 매우 좋은 효과를 보았다고
보고하고 출산후의 교육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바) 이완요법, 자연적 대체요법
산후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한 정보교육과 인지행동요법에 병행하여 이
완요법이나 원예요법, 향기요법 등 자연적인 대체요법을 같이 실시하는 것
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Univ. of Michigan, 10/19/2007).
Honey 등(2002)은 EPDS 점수가 10 이상인 산모들에게 1 주에 1 회 두 시
간씩 8 주간의 정보교육과 인지행동요법에 이완법을 병행해서 심리교육을
실시하고 척도가 크게 호전된 결과를 얻었다고 보고하였다.

4) 산모의 우울정서 파악
교육의 시기, 방법, 내용 등도 중요하지만 바람직한 교육의 효과를 얻
기 위해서는 산모의 우울 정서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
다. Yamashida 등(2000)은 우울증을 보이는 산모 88 명을 인터뷰하고
SADS, EPDS, Maternity blue scale, RDC(Research Diagnostic 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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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실시하였는데 임상적으로 산후우울증이 뚜렷하였는데 EPDS 척도는 전
원 12 이하이었다고 보고하였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결과를 일본의 산모들
은 자신의 정서를 표출하는데에 매우 폐쇄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산후우울증의 위험군 여부를 평가하는 데에 일본의 경우는
EPDS 의 기준점을 8/9 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산모나 남편이 솔직하게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지 않으면 교육 대상을
선정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으며 산모나 남편 모두 수동적인 성격인 경우에
는 특히 산모들이 자신들의 부정적인 정서를 쉽게 표출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정보를 습득하려고 노력하는 경우도 많지 않다. 따라서
산모와 남편의 정서를 솔직하게 표출할 수 있도록 교육상담요원은 이들과
의 라포형성에 주력하여야 한다(Dennis, 2006).

나. 부부 갈등 대처 방안
산모의 우울증은 자신만의 고통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울증으로
인해 아이들을 적절하게 양육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부부간의 갈등, 가정
불화 등에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기 힘든 것이 더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우울증이 있는 경우 이성적으로 갈등에 대처하지 못하거나 마
음의 여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대인관계는 더욱 악화되고 우울증에서 더
헤어나기가 어렵게 된다(Bennett, 2003).

1) 부부갈등의 요인
산후우울증을 유발하는 요인으로는 산모 자신의 통제 소재, 선행하는
정서적 문제들, 사회적 지지의 부족, 양육 스트레스, 영아의 기질, 자기 양
육 효능감의 부족, 갈등에 대처하는 부적절한 방식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모든 요인들은 동시에 부부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Beck,
1995).
우울증 환자의 대인관계 특성을 보면, 스킨쉽에 대한 욕구와 대인관계
분노가 정상군에 비해 높으며, 자기보고 결혼만족도 검사에서 결혼생활 불
만족이 더 크고, 배우자에게 속마음을 잘 털어놓지 못하며, 배우자와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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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상호작용이 더 낮은 반면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권정혜, 2002). 뿐만 아니라 우울한 산모들은 자기 가치감에 대
해 강한 의심을 가지기 때문에 타인에게 자꾸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 위
안을 받으려고 노력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주위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들
에게 애정과 관심을 보이게 되지만 점차적으로 불편감을 느끼게 되어 우
울한 사람들을 멀리하고 피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대인관계가 줄어들고 자
기 패배적인 행동을 수정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된다. 결국 우울증은 만성
화되고 특히 남편으로부터 충분한 정서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자
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자존감이 낮아져 우울증은 더 악화되는 것으로
되어있다(조현주, 2003).
최규련(1994)은 부인이 남편보다 유의하게 갈등을 더 많이 지각하고
동일한 결혼생활을 하는 남편과 부인이라도 그에 대한 지각과 기대등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산후에 우울증이 있을 때는 이러한 역기
능적 특성이 증가한다. 하은혜 등(1999)의 연구에서는 부인이 특히 갈등을
많이 지각하여 양육스트레스, 부모역할 지각, 부부관계 적응 등 자녀와의
관계 및 부부관계의 어려움이 임상적 우울집단은 물론 준임상우울집단에
서도 유의한 차이없이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2) 부부갈등대처기술 교육
산후우울증 산모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내적요인인 통제소재나 선행적
인 정서적 문제, 자기효능감의 부족, 부적절한 갈등대처방식과, 외적요인인
사회적 지지의 결핍과 양육 스트레스 등으로 갈등이 배가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우울증 산모에게 갈등대처기술을 교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갈등에 대처하는 기술등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산후 우울정서를 일으
키는 핵심 요인들을 찾아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구
성하는 것이 좋다(Beck, 2006). 특히 산후우울증이 있는 경우에는 산모들
의 급격한 행동변화를 강조하기 보다는 이해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견지하
면서 부정적인 사고를 수정해 가도록 유도하고 이와 병행해서 갈등에 대
처하는 기술을 습득하게 하는 것이 좋다(Brockington, 2004).
갈등에 대처하는 기술을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산모들의 갈등대처방안
의 유형을 알고 접근하는 것이 좋다. 최해림(2000)은 부부갈등의 지각정도
가 높을수록 이성적대처를 적게 사용하고 행동 및 감정표출, 회피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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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방안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정보인(2005)은 부부갈등이
많을수록 외부도움 요청, 감정 및 행동표출, 회피의 대처방안을 주로 사용
하고 갈등이 적을수록 이성적 대처 갈등방안을 사용한다고 보고하였다. 따
라서 갈등이 많은 부부일수록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
다.
장문선(2003)은 우울집단에서 정상집단에 비해 전반적 결혼만족도, 상
호건설적 의사소통 수준이 유의미하게 낮았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우울
증이 있는 산모는 갈등대처방안이 부적절할 수 있어서 남편과의 의사소통
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갈등에 대처할 때에 무엇을 중심으로 대처하는가에 따라서도 우울증
의 발현율은 달라질 수 있다. 같은 정도의 스트레스가 주어졌을 때는 정서
중심 대처를 하는 산모보다 문제중심 대처를 하는 산모에게 산후우울증의
발현율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Terry, 1996). 즉 이성적인 대처는
갈등상황에서 자신의 정서를 더 잘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부부치료
우울증 치료에 관한 연구들은 우울증을 경험하는 상당수가 부부 갈등
을 경험하고 있고 부부 갈등으로 인해 부부 치료를 받는 절반 이상이 우
울증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울증 치료에 부부 치료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전통적인 행동적 부부치료는 부부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해 부부에게 긍정적인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도록 하는데 초
점을 두어 왔지만 이러한 접근은 부부 갈등이 심할 경우에는 적용하기 어
려우므로 부부의 행동의 변화뿐만 아니라 부부의 서로 다른 특징을 수용
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 되었다(조현
주, 2003). 그러나 우리 나라의 문화적 특성상 부부 갈등이 심한 경우, 특
히 출산 후에 부부가 치료에 동참하기란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다.

4) 사회적 지지
양육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산후우울증 산모들에게 양육에서 오는 스
트레스를 매번 이성적으로 대처하도록 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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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갈등대처기술의 교육과 더불어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줄 수 있는 사
회적인 지지는 특히 중요하다.
이승휘(1998)는 105 명의 우울척도가 높은 산모들을 대상으로 우울척
도와 영아기질척도, 부모양육스트레스 목록표, 대처방식척도를 사용하여
검사한 결과 우울척도와 양육스트레스간에 의미있는 정적관계가 있는 것
을 관찰하였다. 따라서 산모의 우울정서가 심한 동안에는 가능한 도움을
주어서 양육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 주는 것을 고
려해야 한다. 특히 부부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양육스트레스는 임상적 우
울집단과 준 임상우울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기 때문에 고 우울증
집단이나 준 임상우울집단에 대한 교육이 똑 같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는 배우자의 지지와 협조가 절대적이다(하은혜, 1999).

5) 지식과 정보제공, 부모역할하기와 의사소통기술 교육
출산후의 부부갈등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출산하기 전에 아기의 양
육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부모역할하기와 의사소통기술을 가르
치는 산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도 한다(Buist, 2007). 조현주(2003)는
임신기에 예방을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산후우울증의 위험요인이 있는 임
신부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출산하기 전에 예방적인 개입을
한 뒤 분석한 결과 이러한 개입이 산후우울증의 발현을 감소시키고 예방
효과를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다. 우울정도가 심한 산모들을 위한 대처 방안
우울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정보교육이나 심리적 개입만으로는 호전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Dennis, 2005) 아기를 해치는 등의 위험한 사고가 발생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Spinelli, 2004) 이러한 경우에는 정신치료 및 약물
요법 등의 전문적인 가료를 요한다.
출산한 엄마들은 비교적 약물요법에 부정적이어서 다양한 방법의 정
신치료요법을 선호한다(Blum, 2003). 정신분석치료, 인지행동치료, 엄마아기 상호작용훈련, 사회정서적발달 지지요법 등을 중심으로 하는 입원치

29

료(verbeek, 2004) 및 외래에서 치료할 수 있는 프로그램(Kersting, 2003),
집단치료(Ugarriza, 2004) 등이 있다. Luders(2001)는 증세가 심한 경우에
는 아기를 해칠 위험이 있으므로 철저한 감시를 통해 낮병동에서 아기들
과 같이 동반치료를 시행하여 아기와의 애착장애나 아기의 발달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미리 예방할 수도 있다고 보고하였다.
약물요법으로는 nefazodone, dexepin, fluoxetine 을 제외한 항우울제
(Tricyclic antidepressants, Lithium, 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s)가 일반적으로 수유 후에 조심해서 복용하면 비교적 안전하다.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홀몬요법으로 17 β-oestradiol patch 가 효과
적이며 (Wisner, 2002), 여성홀몬에 효과가 없는 경우 testosterone 이 효
과적이라는 연구보고도 있다(Studd, J & Panay, N., 2004).
이 외에도 정신치료와 약물요법과 병행해서 음악치료와 미술치료 등
을 실시할 경우 효과가 증가하는 산모들도 있다(Univ. of Michigan,
10/19/2007). 엄마역할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아기의 사진을 자주 보
여주거나 아기 마사지를 하면 우울증세가 많이 호전될 수 있으며 아기들
과의 애착형성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Glover 2002,
Onozawa, 2001), 산모의 근육이완 훈련, 운동요법 등은 긴장완화에 도움
을 줄 수 있다(Univ. of Michigan, 10/19/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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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산후우울증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책자 작성

산후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한 부모교육은 아기들의 예방접종을 위해
의료기관을 찾는 산모와 남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Ginott 의 인본
주의 부모교육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김현주 외, 2002) 심리상담가와 부모
교육자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교육의 방법은 산모들이 외출이 부자유스럽고 산후우울정서에 관한
교육을 공개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 있다는 점과
현실적으로 다수의 산모들을 면대면이나 집단으로 상담교육을 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Shaw, 2006), 부모교육 방법 중 소책자를 통한 재
택교육의 방법을 택하기로 하고 상담과 대화의 형식을 취한 내용을 담은
정보책자를 작성하였다. 즉 책 자체가 상담자가 되어 출산한 산모와 남편
을 대상으로 마주 앉아서 대화하고 교육하고 상담한다는 느낌을 가질수
있도록 질문이나 설명, 권고, 강조 등의 형식을 취한 대화의 표현 기법으
로 문장을 구성하였다. 인본주의 부모교육이론에 근거하여 산모들을 포용
하는 공감적 이해, 무조건적이고 긍정적인 존중, 진솔함을 표현하려 했으
며 피드백이 없는 일방적인 교육이라는 점 때문에 지시적인 내용이 많을
수 밖에 없었지만 가능한 산모중심적인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책자의 내용은 산후우울증과 부모교육에 관한 참고문헌들(Bennett &
Indman, 2003; Placksin, 2000)과 The Association for Postnatal Illness
(APNI), Postpartum Support International (PSI), The National Women’s
Health Information Center (www.hhs.gov)의 정보자료중 산모들에게 직접
적으로 관계되는 내용중에서 우리나라 산모들이 처한 현실에 바람직하다
고 생각되는 내용들을 발췌하여 번안하고 소책자를 작성하였다. 면대면 교
육이 주로 6-10 주의 교육기간 동안 정보교육, 인지행동요법, 부모역할하
기 등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것에 비해 본 연구에서의 교육은 4-6 주간
의 책자를 통한 일방적인 재택교육이고 피드백이 없다는 점 때문에 교육
내용 구성에 관해서는 산모가 처해있는 특수한 상황 등은 고려할 수 없었
다. 따라서 교육내용은 산후우울정서를 갖는 모든 산모들이 일반적으로 반
드시 알아야 할 내용으로만 국한하였다.
책자의 내용은 PSI 의 coordinator 2 명과 한 명의 정신과 의사의 자
문을 받았고 영문 참고문헌과 영문 web site 에서 발췌한 내용임을 감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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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번역의 오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한국어와 영어를 모국어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재영 교포의 감수를 받았다. (부록 7 참조)

1. 교육책자의 내용 구성
산후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내용의 큰 틀은 우울증의 생물학적
이론, 행동주의적 이론, 인지적 이론 등에 입각하여 내용을 구성하였으며
우울증의 인지이론을 근거로 우울증의 자동적 사고인 인지삼제의 인지적
오류를 시정해주고 산모들의 역기능적 신념을 바로 잡아주는 내용(권석만,
2003)으로 교육내용을 구성하였다. 즉 산모의 사고 방식이 얼마나 부정적
이고 비합리적인지 또 이러한 생각이 자신의 적응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
향을 주는지 인식하게 해주고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같은 상황에 처했
을 때 더욱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으로 변화시켜 행동할 수 있도록 도
와주는 내용들을 위주로(Bennett, 2003) 하였다. 책자의 내용은 면대면 교
육이 아닌 피드백이 없는 재택교육인 점, 그리고 산모들이 당장은 자신의
정서를 관리하고 산후우울정서에서 벗어나는 문제가 시급한 것으로 사료
되어 산후우울증에 관한 정보와 인지행동요법적인 내용을 위주로 발췌하
여 구성하였다. 개별 상담이 없이 책자를 집에 가서 읽게하는 재택교육의
방식을 취하게 되므로 산모가 처해 있을 수도 있는 특별한 상황의 가능성
을 염두에 두어 본 연구에서는 남편의 역할에 관한 내용은 책자에 포함시
키지 않기로 하였다.

가. 긍정적 존중과 공감적 이해 및 진솔함
Rogers 는 내담자와의 성장촉진적 관계를 위해서 상담자가 지녀야 할
중요한 세가지 자세는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 공감적 이해, 진솔함이라
고 하였다. 이러한 인본주의 심리학에 바탕한 산모중심적 교육을 강조하
기 위해 책 내용의 서두는 산모가 스스로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기 전에
자신을 포용하고 공감해 주는 곳이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할 수 있도록 산
모의 심정을 충분히 공감한다는 것을 표현하였다. 즉, 산모가 처한 상황을
상담자가 다 이해하고 있지만 확인하기 위해 질문한다는 느낌을 갖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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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많이 힘드시지요? “ 라는 말로 시작해서 산모가 최근에 느낄 수 있
는 모든 산후우울정서의 증세를 하나, 하나 짚어가면서 확인하고 질문하는
대화의 형식으로 이어나갔다.

나. 산후우울증의 원인과 증세 및 역학에 관한 정확한 정보 알려주기
Beck 에 의해 제시된 인지적 이론에 의하면 우울한 사람들은 상실이
나 실패라는 편향된 주제에 집착하여 자신의 경험을 비관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서 역기능적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권석만, 2003,
재인용). 특히 산후우울증의 위험군에 속하는 산모들은 자신은 실패작이고
모든 것은 자신의 잘못에 의한 것이라는 자책감에 쌓여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역기능적 신념을 바로 잡아주기 위하여 산후우울증의 정의와
원인, 증세와 역학에 대해 결연한 문구로 강조하여 설명하였다. 즉 간단,
명료하게 산후우울증이 어떤 것인지, 원인은 무엇인지에 관해 설명하고 산
모 개인에게 특별한 원인이 있어서 나타나는 증세가 아니라는 것과 산후
우울증은 산모의 잘못으로 생긴 것이 아니며 산후에 일어날 수 있는 홀몬
이상에 의한 것이며 어느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증세에 관한 내용에 관해서는 산모에게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증세와
산모가 느낄 수 있는 기분에 대해 설명하여 산모로 하여금 자신은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며 자신과 똑 같은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도
록 하였다.
산모가 잘못 알고 있는 지식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산모의 사고 방
식이나 지식들이 얼마나 부정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옳지 않는 것인지 또
이러한 생각이나 믿음이 엄마의 역할을 수행하는데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
향을 주는지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다. 산모가 반드시 믿어야 할 사실들 : 절망에서 희망으로
산후우울증 산모들이 흔하게 갖는 정서가 절망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스트레스-취약성 모델을 수용하여 Abramson 과 그의 동료들에 의
해 발전된 우울증의 절망감이론으로 산모의 산후우울증을 설명한다면 출
산에 대해 높은 가치를 부여해 온 결과에 대한 절망감과 무력감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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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다. 이러한 절망감을 희망으로 대치하기 위하여 산모가 반드시
믿어야 할 사실들과 산모가 혼자 잘못 알고 고민하고 있을 모든 가능한
인지적 오류의 내용들을 사실대로 설명하고 바로 잡아주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즉 우울증 교육 방법의 하나인 긍정적인 혼잣말(self talk)을
반복하게 하여 반드시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권석
만, 2003, 재인용).
산후우울증이 있는 산모들은 자신이 아기를 낳은 것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신은 나쁜 엄마라는 필요 이상의 죄의식
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다(Blum, 2003). 이러한 현실왜곡적인 부정적
사고를 보다 합리적인 사고로 대체할 수 있도록 산후우울증은 산모가 잘
못해서 생긴 것이 아니며 일시적으로 아기 양육에 전념하기가 어려운 상
황일 뿐이지 나쁜 엄마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시켜주고 열심히 노력하면
틀림없이 회복되는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강조하였다. 특히 산후우울증이
있는 산모들은 자신이 아기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히
는 경우가 많아서 이러한 죄의식이 우울증으로부터의 회복에 장애가 되므
로 아기 돌보기에 대한 산모의 편견을 수정해 주고 주위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Kersting,
2003).

라. 산모가 해야 할 일들 : 행동 수정
Lewinsohn 이 제시한 것처럼 사회적 기술이 부족한 산모가 특히 우울
증에 걸릴 가능성이 많고 회복하기도 어렵기 때문에(권석만, 2003, 재인
용) 우울증의 행동수정요법인 사회적 기술을 장려하도록 하였다. 즉, 의사
표현기술과 자기표현기술 및 자기주장기술을 통해 산모가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고 당당하게 바라고 요구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설명
하고 자신감을 북돋는 방향으로 유도하였다. 우울증은 사회적지지가 결핍
되었을 때 특히 잘 유발되기 때문에 산욕기는 특수한 상황이고 다른 사람
의 도움을 받거나 쉬고 싶을 때 쉬어도 엄마로서의 역할을 방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였고, 자신이 힘든 것을 감추고 무리하는 경우 오히
려 산모와 아기에게 더 좋지 않은 결과가 온다는 것을 인식시켰다. 자신이
바라는 대로 요구하고 행동하는 것이 산모의 회복과 아기의 양육을 위해
더 나은 것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산모 자신의 육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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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을 위해서 영양 섭취와 적당한 운동 및 휴식을 취하는 것이 산모의
정서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였다.
우울한 산모들은 자기 가치감에 대해 강한 의심을 가지기 때문에 타
인에게 자꾸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 위안을 받으려고 노력하는데 이 때
남편으로부터 충분한 정서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자신을 부정적으
로 평가하고 자존감이 낮아져 우울증은 더 악화되는 것으로 되어있다(조현
주, 2003). 이러한 우울증의 대인관계적인 특성에 근거하여 남편이나 가족,
친지들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내용으로 구
성하였다. 그러나 산모의 부모나 친지, 친구들이 산모의 기분을 전환시키
기 위해 협조하는 중에 주변 사람들의 조언이 오히려 산모에게 더 스트레
스를 줄 수 있으므로, 산모가 원하지 않는 조언을 들을 때에는 솔직하게
자신의 기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식시켰다
(Dennis, 2005).
출산 후에는 모유수유나 산모의 신체적 회복을 위해 주위에서 강요하
는 음식이나 취해야 하는 행동들이 많으나 산후우울정서가 있는 경우에는
아무리 산후에 좋은 음식이라도 산모의 불안감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음식
등을 피하고 산모가 원하는 취미생활이나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였다
(Lumley, 2001).

마. 잘못된 정보 바로 잡아주기
산모들은 임신 중이나 출산 후에 주위에서 여러 정보들을 접하게 되고
그 중에는 잘못된 정보도 있을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산모 자신이 잘 못
알고 있게 되는 경우도 많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잘못된 지식들이 산
후우울정서에서 벗어나는 데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Dennis, 2006)을
강조하기 위해 산모가 잘 못 알고 있거나 잘못된 정보를 접하고 불안해하
고 죄의식을 갖지 않도록 질문과 답변의 형식을 취하여 잘못된 생각을 고
칠 수 있도록 하였다.

바. 중증 산후우울증에서 벗어나기
교육책자의 마지막 내용은 이상과 같은 노력을 다 해도 산후우울증에

35

서 벗어나기 힘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도록 하였다. Buist(2007)는
우울증척도가 높은 고위험군의 산모일수록 교육적인 효과는 크지 않았고
치료적 접근이 효과적이었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따라서 척도가 높
거나 증세가 심하거나 계속될 경우 전문가와 상의 하에 전문적인 상담을
받거나 산모와 아기에게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약물을 선택해서 복용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Brockington, 2004).

2. 교육책자의 디자인 및 제본
산후우울정서를 갖는 산모들에게 책을 읽게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Bennett, 2003). 따라서 가능한 한 산모의 관심을 끌기 위해 교육
책자의 크기, 색상, 표지그림, 활자의 크기 및 모양, 문단 크기 등 디자인
에 특별한 관심을 두었다.
본 교육책자는 책의 제목을 “우리 엄마 활짝 웃게 해주세요” 로 하고
책자의 크기는 15x20cm 으로 하여 한 손으로도 쉽게 들고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책 제목의 글자색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초록색으로 하였고
어린이를 상징하는 노랑색의 해바라기 꽃 속에서 활짝 웃는 아기가 기어
나오는 그림으로 겉표지를 장식하였다. 책자의 속표지들은 파스텔 색조의
꽃잎들과 아기와 엄마 그림 등으로 바탕을 장식하였고 책 내용의 글자색
들도 초록과 파랑, 검정색으로 적절히 배합하여 흥미를 유도하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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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실험

1. 연구 방법
가. 연구 대상
1) 실험 1
서울 시내 1 개 보건소에 출산후 3-6 주에 예방접종을 위해 방문하는
산모들 중 재태기간이 37-42 주이고 출생시 아기 체중이 2.3 Kg 이상으로
분만시 특별한 합병증이 없었으며 출산전에 정신질환이나 특별한 과거병
력이 없었고 산전과 산후에 합병증이 없었던 만 20 - 40 세의 산모들과 인
터뷰에 응한 남편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실험 2
서울 시내 1 개 소아과의원에 출산후 3- 8 주에 내원하는 산모들 중
재태기간이 37-42 주이고 출생시 아기 체중이 2.3 Kg 이상으로 분만시 특
별한 합병증이 없었으며 출산전에 정신질환이나 특별한 과거병력이 없었
고 산전과 산후에 합병증이 없었던 만 20-40 세의 산모들을 대상으로 하
였다.

나. 연구 도구

1) 총산모 대상 인구학적 자료조사 (1A)
보건소를 방문한 총 233 명의 산모와 소아과를 방문한 총 366 명의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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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연령(년), 방문 당시의 아기의 연령(일), 아기의 체중(Kg), 아기의 성
별, 출산순위, 분만방법, 수유방법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부록 1
참고)

2) 한국어판 에딘버러 산후우울척도
EPDS(Edinburgh Postnatal Depression Scale) 는 Cox 등(1987)이 개
발한 척도로 대다수의 산후우울증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척도이다. 10
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고 각 문항에 대해 제시된 4 가지의 반응(각 반응의
점수는 0-3 점) 중에 최근 1 주일동안 산모가 느끼는 가장 가까운 반응을
답하게 하는 검사로 척도가 높을수록 우울증세의 정도가 심한 것을 나타
낸다. 문항이 10 개 밖에 되지 않아서 검사에 걸리는 시간이 절약되고 채
점이 용이하며 산후우울증에 대한 민감성과 특수성이 높은 것으로 되어있
어서 많은 연구에서 BDI 에 비해 산후우울증을 평가하는데 더 유용한 것
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인 우울증의 검사도구인 BDI 도 좋은 검사도구
이긴 하나, 산후우울증을 진단 평가해야 할 경우 산후에 정상적으로 나타
날 수 있는 증상에 의해 점수가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 반면, 준임상적
인 수준의 산후우울증은 발견해 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다수
의 연구에서 EPDS 검사 척도를 사용하고 있다(affonso, 2000; Epperson,
1999).
한귀원 등(2004)이 실시한 EPDS 의 한국어판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
사 결과는 산후우울증 산모군과 비교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P<0.001), 우울증 평가의 기준점은 9.5 로 제시하였다(민감성, 특이성, 양
성예측치는 각각 100, 78.4, 46.0%). 주요우울증의 최상절단점은 12.5(100,
90.5, 45.8%)이었다. EPDS 의 총점은 BDI 와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r=0.80, p<0.01).
본 연구에서의 한국어판 에딘버러 산후우울척도의 신뢰도계수
(Cronbach α)는 0.9509 로 매우 신뢰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부록 2 참고)

3) 실험군, 비교군 대상 인구학적자료 조사
EPDS 점수가 10 이상인 산모들에게 실시한 인구학적자료조사와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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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조사의 첫 페이지는 “본 검사는 산후우울증에 관한 검사로 연구 이외에
는 절대로 이용되지 않으며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는 내용의 설명이 있
는 검사동의서로 되어 있으며, 산모가 원하는 경우에만 날인을 하고 검사
에 응하게 하였고 전화인터뷰에 응하는 것을 산모가 원할 경우 산모와 남
편의 개인휴대전화번호를 적게 하였다.
인구학적자료의 내용은 실험군과 비교군 각 산모의 임신의 계획성 여
부, 산모의 학력, 경제적 수준, 산모의 직업, 산후조리를 한 곳, 산후도우미
의 종류, 직장인인 경우 앞으로 직장 일을 계속 할 것인가, 음주, 흡연 여
부, 가족구조, 가족구조에 대한 만족도, 만족을 안하는 경우 원하는 내용
등을 조사하였다. (부록 3 참고)

4) 설문지조사 (실험전, 실험후)
설문지의 질문 내용은 실험군과 비교군 산모들의 정서상태를 좀 더
자세히 알아 보기 위해 연구자가 작성한 것으로 출산후 우울정서를 보이는
산모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 질적연구들에서 수집된 산모들의 우울증과 관
련된 공통적인 호소 내용들(Ugarriza, 2002; Hall, 2006; Dennis, 2006;
Tammentie, 2004)중 산후우울증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하는 방해요인들,
특히 양육스트레스, 사회적지지의 부족, 자기효능감의 부족 등의 부부갈등
요인과 남편의 산후우울증에 관한 연구결과(Davey, 2006)들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작성한 도구이다. 내용구성은 ① 산모가 느끼는 전반적인 기분,
② 아기를 돌볼때의 산모의 기분, ③ 산모가 생각하는 출산후의 남편의 전
반적인 기분, ④ 산모가 생각하는 아기 돌볼 때의 남편의 협조 정도, ⑤
산모가 우울할 때 남편의 배려정도, ⑥ 집안일에 대한 산모의 생각, ⑦ 아
기양육에 대한 자신감(걱정), ⑧ 자신만의 생활에 대한 걱정, ⑨ 다음 임신
에 대한 생각, ⑩ 울적할 때 대화하고 싶은 생각, ⑪ 대화하고 싶은 상대,
⑫ 울적할 때 어떤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는지, ⑬ 남편이 어떻게 해 주기
를 바라는지, ⑭다른 가족들의 생각은 어떤지 등에 관한 14 개의 문항으로
실험전과 실험후에 2 회 조사하였다. 실험군 산모들의 경우 실험후에 시행
한 설문지에는 ⑫교육책자에 대한 질문으로 교육책자는 어떻게 읽기 시작
했고 ⑬ 누구와 읽었으며 ⑭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⑮ 우울할 때 주위
에서 어떤 도움을 주기를 원하는지, 남편이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지, 다
른 가족들의 생각은 어떤지 등에 관한 문항들이 추가되었다. 각 문항은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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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부터 ⑩번까지는 5 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고 ⑪ 번부터 ⑭번까지는
5 지선다형, ⑭번부터는 주관식 문항이며 ①번부터 ⑩번까지는 점수가 높
을수록 부정적인 정서를 의미한다. (부록 4, 부록 5 참고)

5) 조기부모교육용 정보교육책자
연구자가 참고자료들의 내용을 발췌하여 작성한 “우리 엄마 활짝 웃
게 해주세요” 를 실험군 산모들을 위한 교육책자로 활용하였고 척도가 9
이하인 산모들과 비교군 산모들에게는 실험군에게 나누어 준 “우리 엄마
활짝 웃게 해주세요” 와 겉표지는 거의 같고 제목만 다르게 만든 아기들
의 지능개발을 위한 책자인 “우리아기 지혜롭고 건강하여라”를 나누어 주
었다. (부록 7 참고).

6) 심층 인터뷰
심층인터뷰는 EPDS 검사나 설문지조사와 같은 객관식 문항에 대한 산
모들의 응답은 진솔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우울정서를 발견할 수 없는 경
우가 많다는 연구결과(Yamashida, 2000)에 근거하여, 설문지의 문항 구성
내용을 위주로 인터뷰내용을 구성하였다. 즉, 산후우울정서를 지속시키고
우울정서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하는 방해요인들 중 부부갈등의 요인이 될
수도 있는 사회적 지지의 부족, 양육스트레스, 자신감의 결여 등에 관한
질문범주와 남편의 산후우울정서의 여부를 알기 위한 질문범주 등으로 구
성하여 반 구조화된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실험 1 의 교육후 재검사 시에 실험군 산모들 중 EPDS 척도가 9 이하
로 낮아진 23 명의 산모들과 재검사 척도가 10 이상인 5 쌍의 부부(산모와
남편), 그리고 척도가 10 이상인 7 쌍의 비교군 부부의 동의하에 전화 인
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절차의 심층인터뷰 부분 참고).

7) 갈등대처방안척도 II (Conflict Tactics Scales II: CTS II)
가족간의 갈등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측정하는 척도로 McCubbin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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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on, Olson 이 개발한 가족대처전략척도(F-Cope)와 FolkMan 과
Lazarus 의 척도, 송말희의 척도 등을 참고로 최규련(1994)이 제작한 척
도(김유숙 등. 2003) 중 아내용(총 25 문항)을 사용하였다. 외부도움 요청,
신앙에의 의지, 이성적 대처, 감정 및 행동표출, 회피의 다섯 측면을 측정
하는 것으로 5 점 likert 척도로 각 항목에 대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대
처방안을 많이 사용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5 개의 하위척
도의 Cronbach’s α 가 0.58-0.82 이었다. (부록 6 참고).

다. 연구 절차
실험 1 과 실험 2 의 연구방법 도형은 그림 1 과 같다.

1) 실험 1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보건소의 공식적인 허락을 받았고 보건소장 및
연구에 참여할 모성상담실장과 연구에 관한 상세한 회의를 하였다.
연구모형은 연구의 각 단계가 이전의 단계에서 생성된 결과와 개념적
전개 및 제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순차적 통합모형 연구방법
(Sequential mixed model research method)을 취하여(Tashakkori, et al.
염시창역, 2001) 실험 1 이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실시된 한국어판 EPDS 검사에 관한 신뢰도검사에서 신뢰
도계수(Cronbach α)는 0.9509 로 매우 신뢰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 1 의 1 단계에서는 양적연구가 시행되었고 2 단계에서의 자료수
집 결과 심층 인터뷰의 대상(EPDS 재검사 척도가 10 이상인 실험군 산모
부부와 비교군 산모부부, 9 이하인 실험군 산모)이 선별되어 3 단계로 심층
인터뷰가 실시되었고 4 단계의 분석과 추론 결과 실험 1 의 결과에 대한
의미를 도출하였다.
가) 단계 1 : 양적 연구
(1) 실시자 “가”(연구의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보조원)는 산후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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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1

실험 2

(2006.8.4-2007.2.7)

(2006.10.25-2007.9.18)

출산 후 3-6주의
보건소방문 산모(N=233)

출산 후 3-8주의
소아과방문 산모(N=366)

ß

ß

1차 검사
EPDS + 인구학적 자료

1차검사
EPDS + 인구학적 자료

ß
EPDS

≥

10

EPDS

≥

10

EPDS

≥

10

짝수일 방문 산모
실험군(N=37)
인적사항 조사+
산후우울증설문지A

홀수일 방문 산모
비교군(N=39)
인적사항 조사+
산후우울증설문지A

ß

ß

ß

교육
산후우울증 교육책자

교육
지능발달 교육책자

교육
산후우울증 교육책자

ß

ß

ß

4-6주 후 2차 검사
EPDS+
산후우울증설문지B
(N=35)

4-6주 후 2차 검사
EPDS+
산후우울증설문지A
(N=37)

4-6주 후 2차 검사
EPDS
(N=107)

ß

ß
심층인터뷰

갈등대처방안척도II 조사

ß

ß

심층인터뷰
EPDS<10 산모 23명
EPDS≥10 부부 5쌍

실험군(N=113)

EPDS

EPDS
<10(N=90)

≥10(N=17)

EPDS ≥10 부부 7쌍
갈등대처방안유형비교

ß
결과분석+추론

결과분석+추론

〔그림 1〕 연구방법 도형

42

주 후에 BCG 접종 및 2 차 간염예방접종을 위해 방문하는 총 233 명
의 산모들에게 허락을 받은 후에 인구학적자료조사와 에딘버러산후우
울증척도(EPDS) 검사를 시행하였다.
(2) 실시자 “나”(보건소 모성실장)는 검사지를 채점하고 EPDS 점수가
10 이상인 산모들 중 짝수일에 검사를 받은 37 명의 산모들 (실험군)
에게는 인구학적자료(2A-1)와 설문지(2A-2)조사를 실시하고 “우리
엄마 활작 웃게해 주세요” 책자를 주어 집에서 남편과 같이 읽도록
하였고 홀수일에 검사를 받은 39 명의 산모들(비교군)에게는 인구학적
자료와 설문지조사를 실시하고 “우리 아기 지혜롭고 건강하여라” 책
자를 주어 집에서 읽게하였다.
(3) 실시자 “가”는 재검사를 할 수없었던 2 명을 제외한 35 명의 실험군
산모들과 역시 재검사를 하지 못한 2 명을 제외한 37 명의 비교군 산
모들에게 4-6 주후 (1 차 디피티와 소아마비 접종시) 다시 EPDS 검사
와 설문지조사를 실시하였다.
(4) 실시자 “가”에게는 연구 내용에 관해서는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
(5) 실험군용 책자인 “우리 엄마 활짝 웃게 해주세요”와 비교군과
EPDS 점수가 10 이하인 모든 산모들에게 나누어 준 “우리 아기 지혜
롭고 건강하여라”는 산모들이 실험 여부를 알 수 없도록 겉표지를 책
제목과 색갈만 약간 다르게 해서 모든 산모들이 같은 종류의 책을 받
은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하였고, 실험군과 비교군은 각각 다른 요일
(짝수와 홀수일)에 검사를 받고 책자를 받아 갔기 때문에 자신들이 받
아 가는 책자가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없도록 하였다.
(6) 재검사 실시후 모든 비교군 산모들에게도 실험군 산모들이 받았던
산후우울증 교육책자인 “우리 엄마 활짝 웃게 해주세요” 책자를 주어
읽어보도록 하였다.
(7) 재검사 점수가 9 미만이라도 9 에 근접한 경우에는 상담자(보건소 모
성실장)가 교육책자에 관해 설명하고 남편과 같이 다시 잘 읽어보도록
설명하고 유의해야 할 증세에 관해 설명하고 증세가 계속될 경우 다
시 내원하거나 전문 상담을 받도록 조언하였다.

나) 단계 2 : 양적자료수집 및 분석
모든 산모들의 1, 2 차 EPDS 점수 및 산모의 연령, 검사 당시 아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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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아기의 성별, 출생시 아기 체중, 출생순위, 수유방법, 분만방법 등의
인구학적 자료와 실험전과 실험후의 설문지조사 내용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결과를 통계분석하였다. 총 233 명 산모들의 인구학적자료는 회
귀분석과 t-검정 및 ANOVA 로 통계분석하였고 교육전과 교육후의 실험군
과 비교 군의 EPDS 척도비교 및 교육효과분석은 반복측정분산분석으로 통
계분석하였으며 산후우울증 설문지조사자료는 t-검정과 Chi 제곱검정으로
분석하였다.

다) 단계 3 : 심층 인터뷰
심층 인터뷰는 설문지조사 결과를 통해 추정된 산모들의 정서에 관해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 실시되었다. Yamashida 등(2000)은 우울증을 보
이는 산모 88 명을 인터뷰하고 SADS, EPDS, Maternity blue scale,
RDC(Research Diagnostic Criteria)를 실시하였는데 임상적으로 산후우울
증이 뚜렷하였는데도 EPDS 척도는 전원 12 이하이었다고 보고하였다. 연
구자들은 이러한 결과를 일본의 산모들은 자신의 정서를 표출하는데에 매
우 폐쇄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산후우울증을 평가하
는 데에 일본의 경우는 EPDS 척도의 절단점을 8/9 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EPDS 검사결과와 실제로 산모들이
호소하는 정서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보기 위해 심층인터뷰를 실시하
였다. 인터뷰는 실험군 산모 35 명 중 EPDS 재검사점수가 9 이하인 23 명
의 산모들과 척도가 10 이상인 5 쌍의 산모와 남편, 그리고 비교군 산모들
중에서 재검사 점수가 10 이상인 산모들 중 인터뷰에 응한 7 쌍의 산모와
남편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방법(박도순, 2003)의 전화 인터뷰로 실시되
었다.
자발적 참여의 원리와 비밀 보장의 원리(박도순, 2003)에 의거하여 산
모들과 남편들에게서 인터뷰에 응하겠다는 허락을 받은 후에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문제에 대해 당사자들의 동의를 구하려 했으나 처음 동의를 구
하였던 세 명의 산모들이 완강히 거부하였다. 다른 산모들도 산후우울정서
가 있는 경우 녹음의 응낙 여부를 묻는 것으로 인해 인터뷰 자체가 무산
될 가능성이 높고 인터뷰가 성사되더라도 진솔한 통화가 불가능할 것이라
는 판단하에 심사 숙고 끝에 녹음과정을 생략하기로 하였다. 이는 인터뷰
의 목적이 재검사에서도 점수가 여전히 높은 산모들에게 지속적인 가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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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유하고 통화내용에서 산후우울정서가 지속되게 하고 조기부모교육의 효
과를 감소시키는 요인을 발견해 내는 데에 있었으므로 인터뷰 자체가 무
산되는 것보다는 차선의 방법을 택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더
좋을 것이라는 연구자의 판단에 의한 것이었다. 통화는 연구자 한 명과 이
루어졌으며 녹음 과정 없이 가능한 한 속기로 모든 내용을 축약하여 기록
해야 했기 때문에 스피커 폰을 이용하여 두 명의 간호사가 동석하여 통화
내용을 컴퓨터타자로 기록하였고 인터뷰가 끝난 직후 통화 내용을 연구자
와 함께 확인하고 재구성하였다.
통화는 먼저 산모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반구조화된 방법으로
사전에 작성된 11 개 범주의 문항(실험군의 경우는 교육책자에 관한 문항
등 4 개가 추가되어 15 개)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① 출산 후의 산모의 전
반적인 기분과 ② 아기를 돌 볼 때의 산모의 기분, 남편의 산후우울증 여
부를 추정하기 위한 질문으로 ③ 산모가 생각하는 출산 후의 남편의 전반
적인 기분. 산모가 남편에게 가지고 있는 불만의 정도 등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으로 ④ 산모가 느끼는 아기 돌 볼 때의 남편의 협조 정도와 ⑤ 산모
가 우울할 때 산모가 느끼는 남편의 배려 정도, ⑥ 집안 일에 대한 산모의
생각, ⑦ 아기 양육에 대한 산모의 생각, ⑧ 산모자신만의 생활에 대한 생
각, ⑨ 차후 임신에 대한 산모의 생각, ⑩ 산모가 울적할 때 대화하고 싶
은 마음의 여부 및 ⑪ 대화하고 싶은 상대, ⑫ 산후우울증에 관한 사전 지
식 여부, ⑬ 산모가 우울했을 때 어떤 도움을 받았으면 좋았을 것으로 생
각되는지, ⑭ 교육책자는 누구와 같이 읽었으며 ⑮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
는지 등에 관해 질문하였다.
산모와의 인터뷰가 끝난 후에 산모의 허락을 얻어 남편과의 통화가
이루어졌다. 산모가 언급한 내용 중 연구자의 판단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남편에게 말해도 되는 지 산모의 동의를 얻었고 산모의 생각에 대
한 남편의 생각, 그리고 남편의 정서상태 파악과 출산과 관계되는 전반적
인 의견을 청취하였다.

라) 단계 4 : 분석과 추론
전체 연구대상 산모들의 인구학적 자료 및 EPDS 검사척도 등의 양적
연구 결과들을 분석하였고 질적연구결과인 전화 인터뷰 내용이 질문 범주
에 따라 분석되었다. 교육후에도 척도가 9 이하로 낮아지지 않은 실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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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들의 경우 산모 자신의 환경이나 생물생리학적인 원인도 있겠지만 설
문지조사 내용과 전화 인터뷰 내용을 분석한 결과 출산이라는 요인이외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사소통방법, 갈등해결방법 등에 문제가 있을 것으
로 추정되었다.

2) 실험 2
산후우울정서가 있는 산모들은 우울정서 자체만으로도 의사소통과 갈
등에 대처하는 방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EPDS 점수가 10 이상인
산모들이 평소(출산이나 임신 전)에 부부간의 갈등에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검사하여 산모의 갈등대처방안의 유형과 산후우울정서와의 관계를 알아보
고 의미있는 결과가 나올 경우 이를 추후의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험 2 를 실시하였다.

가) 단계 1 : 양적연구
산후 3-8 주 후에 소아과에 내원한 366 명의 아기의 엄마(산모)들에게
산후우울증검사 (EPDS)와 인구학적자료 조사를 시행하였다.
산모들 중 EPDS 점수가 10 이상인 113 명의 산모들에게는 갈등대처
방안척도 II(CTS II)검사를 시행하고 산후우울증 예방교육책자인 “우리 엄
마 활짝 웃게 해주세요” 를 주어 집에서 남편이나 가족과 같이 읽도록 하
였다. 실험군 산모들 중 내원하지 않아서 재검사를 못한 6 명을 제외한
107 명의 산모들에게 4-6 주 후 접종 등을 위해 다시 내원하였을 때
EPDS 재검사를 시행하였다.

나) 단계 2 : 양적자료수집 및 조작
총 366 명의 전체 연구대상 산모들의 연령, 아기연령, 아기성별, 출생
순위, 수유방법, 분만방법, 출생시 체중, EPDS 척도와 전체 연구대상 산모
들 중 EPDS 척도가 10 이상인 산모 113 명에게 시행한 갈등대처방안척도
II, 그리고 이들에게 산후우울증 예방교육책자를 주어 정보교육을 한 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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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할 수 없었던 6 명을 제외한 107 명에게 시행한 EPDS 재검사 결
과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아기성별, 출생순위, 분만방법, 수유방법
등의 인구학적 자료는 t 검정과 ANOVA 로, 갈등대처방안척도 II 와 EPDS
척도와의 관계는 중다회귀분석으로 통계분석하였다.

다) 단계 3 : 분석과 추론
단계 2 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통계분석하고 추론하여 의미를 도출해내
고 실험 1, 2 에서 시행한 정보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보강, 수정해야 할 내
용 등에 관해 정리하고 차후의 산후우울증 산모들을 위한 정보교육의 내
용과 방향에 대해 고찰하였다.

라. 연구 기간

1) 실험 1
보건소를 방문하는 총 연구대상 산모들에게 실시하는 1 차 산후우울증
척도검사는 2006 년 8 월 4 일부터 2006 년 12 월 31 일까지 계속되었고,
실험군과 비교군을 대상으로 하는 책자를 통한 재택교육과 4-6 주후에 실
시하는 2 차검사(재검사)는 2007 년 2 월 7 일에 완료하였다.
2) 실험 2
총 산모를 대상으로 1 차 EPDS 검사가 2006 년 10 월 25 일부터
2007 년 8 월 11 일까지 계속되었고 이 중 1 차 EPDS 검사 채점결과
EPDS 점수가 10 이상인 113 명의 산모들을 대상으로 갈등대처방안척도 II
검사가 실시되었다. 113 명의 EPDS 점수가 10 이상인 산모들을 대상으로
정보교육을 실시한 후 4-6 주 후에 행하는 2 차 EPDS 검사(재검사)는 총
113 명의 산후우울증 산모들 중 재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6 명을 제외한
107 명만이 2007 년 9 월 18 일에 실험을 완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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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결과 및 논의

가. 실험 1

1) 총 산모들과 아기들의 인구학적 자료
과거 정신질환의 병력이 없고 산전, 산후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만
20-40 세의 총 233 명의 산모들과 아기들이 1 차 조사연구에 참여하였다.
산모의 연령을 비롯한 각종 인적사항과 최초 내원시에 우울증 정도를 측
정하기 위한 EPDS 검사를 실시하였다. 1 차 조사에 참여한 산모들의 인구
학적 정보는 다음과 같다.
산모들의 평균 연령은 30.82 세(SD = 4.13), 아기의 평균 연령은 29.11 일
(SD = 4.95), 내원했을 당시의 아기 제충은 평균 3.26kg(SD = .36), EPDS 척도
의 평균은 7.63 점(SD = 4.51)이었다. 아기의 성별은 남아인 경우가
51.1%(119 명), 여아인 경우가 48.9%(114 명)으로 거의 동률이었다. 출생순위
는 첫째 아기인 경우가 54.1%(126 명)로 가장 많았고, 둘째 아이인 경우가
35.2%(82 명), 셋째 아이인 경우가 9.9%(23 명), 넷째 아이 그리고 다섯째 아
이인 경우가 각각 0.4%(1 명)씩으로 초산이 54.1%, 경산이 45.9%이었다. 수
유방법은 모유수유만 하는 산모가 53.6%(125 명)로 가장 많았고, 우유만 수
유하는 경우가 7.7%(18 명), 혼합수유 하는 경우가 38.6%(90 명)으로 나타났
다. 분만방법은 자연분만으로 출산 한 경우가 73.4%(171 명), 제왕절개로 분
만한 경우가 26.2%(61 명)이었다(표 1 참고).

2) 총 산모들의 EPDS 평균 및 점수가 10 이상인 산모의 비율
총 산모들의 평균 EPDS 점수는 7.63(SD=4.51)이었다. 이 중 점수가
10 이상인 산모들이 총 76 명으로 점수가 10 이상을 산후우울증으로 평가
할 경우 발현율은 32.6%이었다. Cox 등(1987)은 자신들이 개발한 EPDS
점수의 cut-off 를 주요우울증의 경우 12/13 으로 하였고 한귀원(2004)도
12/13 으로 한 것에 준하면 본 실험 1 에서 EPDS 점수가 13 이상인 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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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총 76 명중 33(14.2%)명이었으며 16 이상인 경우도 13 명(5.6%)이었다.
인구학적 정보가 EPDS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보기 위해 회귀분석, t검정과 ANOVA 를 실시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초산모와 우유수유모, 제왕
절개분만모에서 산후우울증이 증가한다는 연구보고가 있었지만 본 연구에
서는 인구학적 자료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표 2 참고).

<표 1> 실험 1 : 총산모, 실험군, 비교군의 인구학적 자료의 기술통계비교 1

대 상 자

총산모(N=233)

실험군(N=35)

비교군(N=37)

산모 연령 (년)

30.82 (± 4.13)

31.11 (± 4.36)

31.27 (± 3.59)

아기 연령 (일)

29.11 (± 4.95)

27.89 (± 5.02)

28.41 (± 3.74)

3.26 (± .36)

3.27 (± .33)

3.3 (± .31)

남 아

119

20 (57.1%)

18 (48.6%)

여 아

114

15 (42.9%)

19 (51.4%)

자연분만

171 (73.4%)

26 (74.3%)

27 (73.0%)

제왕절개

61 (26.6%)

9 (25.7%)

10 (24.3%)

모 유

125 (53.6%)

19 (54.3%)

20 (54.1%)

우 유

18 (7.7%)

2 (5.7%)

4 (10.8%)

혼합수유

90 (38.6%)

14 (40.0%)

13 (35.1%)

첫 째

126 (54.1%)

18 (51.4%)

20 (54.1%)

둘 째

82 (35.2%)

13 (37.1%)

14 (37.8%)

셋 째

23 (9.9%)

4 (11.4%)

2 (5.4%)

다섯째

1 (0.4%)

-

1 (2.7%)

출생시 체중(kg)
성 별

분만방법

수유방법

출생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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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실험 1 : 총산모의 인구학적 자료가 EPDS 에 미치는 영향
평균±sd

Exp(B)

p

df

95%신뢰구간

산모연령(yr)

30.8±4.13

1.010

.881

1

.874-1.171

아기연령(d)

29.1±4.95

1.005

.939

1

.876-1.153

아기체중(kg)

3.26 ± .36

.113

.077

1

.025-1.208

N=233

EPDS
평균
성별

sd

남 (N=119)

8.01

4.78

여 (N=114)

7.23
7.68

4.18
4.76

7.56
7.56
7.80

4.21
4.19
5.32

7.49
8.89
7.57

4.17
4.88
4.87

출생 초산 (N=126)
순위 경산 (N=107)
분만 자연분만(N=172)
방법 제왕절개 (N=61)
모유 (N=175)
수유
우유 (N=18)
방법
혼합 (N=90)

t

F

p

df

1.324

.187

231

.205

.838

231

-.356

.722

231

.772

.463

B.G: 2
W.G: 230
Total: 232

3) 교육전 실험군과 비교군 산모들과 아기들의 인구학적 자료 비교
총산모 233 명 중 EPDS 점수가 10 이상인 연구대상 산모는 76 명이었
는데 이중 4 명은 재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연구에서 제외되었다. 연구에
참여한 72 명의 평균 연령은 31.2 세(SD=3.956)이었으며 23 세부터 39 세
까지 분포하고 있었다. 아기들의 연령은 최초 보건소에 내원했을 때를 기
준으로 하였으며 평균 28.15 일(SD=4.385)이었고 출생시 체중은 평균
3.28kg(SD = .32)으로 2.5kg 부터 3.98kg 까지 분포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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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 조사 대상 총 산모와 EPDS 점수가 10 이상인 실험군과 비교군
산모들의 인구학적 자료의 기술통계는 <표 1>, <표 3>와 같다.
실험군과 비교군의 인구학적 자료의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
석과 ANOVA 를 실시하였다. 산모의 평균연령은 실험군이 31.1 세, 비교
군이 31.27 세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아기의 연령도 각각
27.89 일, 28.41 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아기의 체중도 각
각 3.27Kg, 3.3Kg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분만방법에서는 자연분만은 실험군이 26 명, 비교 군은 28 명이었고,
제왕절개수술에 의한 분만은 실험군 9 명, 비교군 9 명으로 통계적으로 차
이가 없었으며, 수유방법도 실험군에서 모유수유가 19 명 우유수유가 2 명,
혼합수유가 14 명이었고 비교군에서는 각각 20 명, 4 명, 13 명으로 통계적
으로 차이가 없었으며 출생순위는 실험군에서 초산은 18 명, 경산은 17 명
이었고 비교군은 각각 20 명과 17 명으로 역시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실험군과 비교 군의 인구학적자료의 기술통계는 <표 1>과 <표 3>에,
실험군과 비교군의 인구학적 자료의 동질성 검증에 관한 비교분석은 <표
4>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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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실험군, 비교군의 인구학적 자료특성 기술통계비교 2
실험군(N=35)

비교군(N=37)

사례수

백분비

사례수

백분비

계획된 임신

22

63%

25

68%

계획에 없었던 임신

13

37%

12

32%

임신구분

0%

상

경제수준

0%

중

28

80%

30

81%

하

7

20%

7

19%

고졸

20

57%

23

62%

대졸

15

43%

14

38%

시부모님과

5

14%

4

11%

0%

1

3%

산모학력

가족구조

지금의 가족
구조 만족여부

친정부모와
분가

30

86%

32

86%

예

30

86%

30

81%

아니오

5

14%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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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 실험군과 비교군의 인구학적 자료의 동질성 비교분석
N=72

df

Beta

R2

F

p

X2

산모연령

1

-0.154

0.01

1.71

0.195

아기연령

1

-0.168

0.014

2.024

0.159

아기체중

1

0.113

0.001

0.001

0.345

아기성별

1

0.436

0.511

분만방법

1

4.57

0.066

수유방법

2

10124

0.331

출생순위

3

2.805

0.056

산모학력

1

0.664

0.188

경제수준

1

0.908

0.013

임신계획

1

0.675

0.176

4) 실험군과 비교군의 교육효과의 차이 분석
총 1 차 조사대상 산모 233 명의 평균 EPDS 점수는 7.63 ± 4.51 이었
고 척도가 10 이상인 연구대상산모(실험군 + 비교 군) 72 명의 평균 점수
는 12.72 ± 3.045 이었다(표 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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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실험 1 : 총 산모와 연구대상 산모의 EPDS 평균(표준편차) 비교

대상자 (명)
교육 전 EPDS 점수

총 산모

실험군 + 비교군

233

72

7.63 (4.51)

12.72(3.045)

주.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은 것임

EPDS 점수의 교육전 및 교육후의 시간경과에 따른 차이가 실험군과
비교군간에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험군과 비교군을 피
험자간 요인(between-subjects factor)으로 하고 시간(사전/사후)을 피험
자내 변인(within-subjects factor)으로 하여 반복측정 변량분석(repeated
measure ANOVA)을 실시하였다. 각 조건의 평균을 산출하여 <표 6>에
제시하였고 반복측정 변량분석의 분석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6 > 집단(실험군/비교군)과 시간(교육전/교육후)에 따른
EPDS 점수 평균(표준편차)
교육전

교육후

실험군 (N=35)

12.77(3.21)

5.97(3.15)

비교군 (N=37)

12.68(2.93)

9.03(4.03)

주.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은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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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 집단 (실험군/비교군) 과 시간 (교육전/교육후) 에 따른
EPDS 점수 변량분석결과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집단

78.785

1

78.785

4.729*

오차

1166.208

70

16.66

시간

981.81

1

981.81

166.806

시간 X 집단

89.31

1

89.31

15.173

오차

412.016

70

5.886

변량원
피험자 간

피험자 내
**

**

* p < .05 **p < .01

표 6, 7 의 결과에서 보듯이 교육후의 EPDS 점수가 실험군과 비교군간
에 차이가 있는 가를 검증한 결과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피험자내에서도 교육전 검사와 교육후검사의 시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
게 나타났다. 또한, 집단과 시간의 상호작용 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EPDS 점수의 시간에 따른 차이가 실험군과 비교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집단과 시간의 상호작용효과를 그림으
로 도식화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에서 나타났듯이 비록 실험군에 비해 EPDS 점수의 감소 정도가
적기는 하지만 교육을 받지 않은 비교군도 시간경과에 따라 점수가 감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산후우울증은 약 1/3 에서는 시간경과에 따라
자연히 호전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육전과 교육후의 실험군과 비교 군의 EPDS 점수의 차이분석을 위해
t 검정을 실시하였다. 교육전의 실험군의 EPSD 점수 평균은 12.77 점
(SD=3.21), 비교군의 EPDS 점수 평균은 12.68 점(SD=2.93)이었으며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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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70) = .13, p> .05). 그러나
교육후의 실험군의 EPDS 점수 평균은 5.97 점(SD=3.15), 비교 군의
EPDS 점수 평균은 9.03 점(SD=4.0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t(70) = -3.575, p< .05). 이 결과는 <표 8> 에 제시하였다.

〔그림 2〕집단(실험군/비교군)과 시간(교육전/교육후)에 따른 EPDS 점수 평균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볼 때, 실험군과 비교군 모두 교육 후에
EPDS 점수가 낮아지는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실험군
의 점수 변화가 비교군의 점수 변화보다 훨씬 많았다. 이는 시간적 변화에
따라 우울 정도가 자연적으로 호전될 수는 있으나, 산후우울증에 관한 교
육책자를 읽은 결과로 우울 정도가 훨씬 더 낮아졌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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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 실험군과 비교군의 교육전과 교육후의 EPDS 평균 비교
실험군 (N=35)

비교군 (N=37)

Total (N=72)

교육전

12.77 (3.21)

12.68 (2.93)

t(70)= .13

교육후

5.97 (3.15)

9.03 (4.03)

t(70)= -3.575*

t

t(34)=13.04*

t(36)=5.95*

* P < .05

5) 교육전과 교육후의 실험군과 비교군의 설문지조사 결과 비교 분석

설문지 질문 내용은 실험군과 비교군 산모들의 정서상태를 좀 더 자
세히 알아 보기 위해 연구자가 작성한 것으로 출산후 산모의 전반적인 기
분, 아기를 돌볼 때의 산모의 기분, 산모가 생각하는 출산후의 남편의 전
반적인 기분, 아기 돌볼 때의 남편의 협조 정도, 산모가 우울할 때 남편의
배려정도, 집안일에 대한 산모의 생각, 아기양육에 대한 자신감(걱정), 자
신만의 생활에 대한 걱정, 다음 임신에 대한 생각, 울적할 때 대화하고 싶
은 생각, 대화하고 싶은 상대 등에 관한 11 개의 5 지선다 문항으로 실험
전과 실험후에 2 회 조사하였다.
실험군 산모들의 경우 실험후에 시행한 설문지에는 교육책자에 대한
질문으로 교육책자는 어떻게 읽기 시작했고 누구와 읽었으며 얼마나 도움
이 되었는지에 관한 문항들과 산후우울증에 대한 사전 지식 여부와 산모
가 어떤 도움을 받았으면 좋았을지에 관한 문항이 추가되었다.
교육전에 실시된 설문지자료 조사결과는 t-검정결과로는 교육전의 실
험군과 비교 군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교육후에도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실험군과 비교 군 모두 교육전과 교
육후의 결과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호전을 보였다. Chi 제곱 분석결과에
서도 교육전과 교육후에 실험군과 비교 군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 그러나 교육후에는 실험군은 교육전에 비해 9 번째 문항인 “다
음에 또 임신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를 제외하고는 모든 문항에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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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 반면(p=< .01), 비교 군은 교육후
에 4 번째 문항인 “아기를 돌볼 때 아기 아빠가 많이 협조해 주십니까?”
에서 교육전과 교육후에 긍정적인 차이가 없었고 9 번째 문항인 “다음에
또 임신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에서도 차이가 없었으며 그 외에서는
모든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그러나 교육후
에 실시된 실험군과 비교군의 설문지조사결과 비교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보면 교육전과 교육후의 변화분석에서 4 번째
문항인 “아기를 돌 볼 때 아기 아빠가 많이 협조해 주십니까?”에서 실험
군의 경우는 유의한 긍정적 차이를 보인 반면 비교 군에서는 긍정적인 변
화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교육의 효과로 실험군 남편들의 협조가 긍
정적으로 변화하였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6) 심층 전화 인터뷰 내용 분석
인터뷰에 응한 산모는 실험군 산모 35 명 중 재검사 척도가 9 이하인
산모 23 명과 재검사 척도가 10 이상인 5 쌍의 실험군 산모와 남편, 재검
사 척도가 10 이상인 7 쌍의 비교군 산모와 남편이었다.
심층 인터뷰의 질문 내용은 설문지의 문항내용을 위주로 실험군에서
는 15 가지, 비교군에서는 11 가지의 범주로 미리 분류하였고 실제 전화
통화상에서는 개방형 질문과 폐쇄형 질문이 혼합된 반 구조화된 형식(박도
순, 2003)으로 진행되었다.
심층 전화인터뷰 내용은 질문의 범주에 따른 분류체계방식과 사례추출
방식으로 분석하였고 질문의 범주에 따라 큰 주제를 도출해 내고 주제의
세부내용에 따른 산모와 남편들의 호소 중 의미 있는 부분들을 주로 정리,
발췌해서 기술하였고 생생한 체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석, 즉 이해를 추
구할 수 있도록 인터뷰 내용을 직접화법으로 해석과 연이어서 기술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조용환, 1999; 김영천, 이용숙, 1999).
산모와의 인터뷰가 끝난 후에 산모의 허락을 받은 후 남편과 전화 인
터뷰를 시행하였다. 남편에게도 산모와 같은 내용의 질문방법으로 전화인
터뷰가 실시되었고 산모와의 통화내용 중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내용을 포함해서 남편의 관점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들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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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되었다.
이렇게 실시된 전화인터뷰에서 재검사척도가 10 이상인 군과 9 이하인
군간에 산모들과 남편들의 정서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문항마다 하나의 범주화된 주제를 구성할 수 있었는데, EPDS 척도가 높은
산모부부 군과 척도가 낮은 산모 군에게 똑 같은 질문을 하였을 때 인터
뷰 대상들의 응답에 따라 질문 범주에서 생성된 주제의 성격에 차이가 있
었다. 그 차이는 그들의 EPDS 척도의 차이보다 더 현격하게 느껴졌는데
특히 척도가 높은 산모부부들의 경우, 부부간의 의사소통, 갈등이나 문제
를 해결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소견들이 산후우
울증이 지속되게 하고 교육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각 산모와 남편들의 성명은 익명으로 처리하였다. 성명대신 코드로 대
신하여 실험군 산모는 실-번호로, 이들 산모의 남편은 실 2-번호, 비교군
산모들은 비-번호, 비교군 산모의 남편은 비 2-번호로 기술하였고 자료분
석이 끝난 후 성명 기록을 폐기하였다.

가) 교육후 실험군 산모들 중 EPDS 재검사척도가 9 이하인 산모들과의
전화인터뷰 내용 분석
EPDS 척도가 9 이하로 낮아진 실험군의 산모들의 경우 전반적인 기분
이나 아기에 대한 느낌, 남편의 배려, 양육에 대한 자신감, 자신만의 생활
에 대한 생각 등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정서변화를 보이고 있었고 이는
설문지 결과의 교육전, 후의 변화된 내용과 일치하였다. 인터뷰에 응한 모
든 실험군 산모 23 명 중 22 명에서 교육책자가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답
변했고 특히 남편들이 더 도움이 된 것을 강조하였다고 했다. 좀 더 일찍
그런 정보를 접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었으며 23 명 중 21 명에서 남편들과 같이 책자를 읽은 것으로 나타났다.
척도가 9 이하로 감소된 산모들 중에서도 척도가 9 에 근접할수록 우울정서
의 증세를 호소하고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경계선상의 EPD 척도(5 -9 점)
인 경우에도 추후 추적관찰과 예방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Cox,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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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모의 전반적인 정서 상태 : 산후우울정서에서 벗어나기
척도가 계속 10 이상인 산모들에 비해 9 이하인 산모들은 정서상태가
매우 안정되고 호전된 것을 확실하게 표현하고 있었으며 산후우울정서에
서 벗어나는 모습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었다.
아주 좋아요. 한동안 참 불안하고 잠도 잘 안오고 애기가 낑낑대기만 해도
걱정이 되었었는데 이젠 뱃장도 늘고 여유도 생겼어요. (실-9)
이제 첫아들을 낳은 것이 실감나요. 주위에서 좋아하시니까 저도 좋구요.
첨엔 다들 좋아하는것도 보기 싫었었어요. 특히 시어머니가 친구분들한테
자랑하고 하시는 것도 보기 싫었구요. 이제 내가 저 아이를 책임져야 하는
구나 하는 생각만 자꾸 들고요. 근데 도대체 왜 그렇게 심술궂은 생각만 하
고 못되게 굴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반성 많이 하고 있는 중이예요.
(실-3)
산후조리원에서 2 주있다 왔는데 그곳에서는 많이들 도와주고 옆에서 같이
애기 낳은 엄마들이 있으니까 좀 나았는데 집에와서는 왜 그렇게 불안하고
걱정이 되던지. 첫째도 아닌데.. 책에서 좋아질꺼라고 안심하라고 해서… 정
말 안심이 되더라구요. 첫 째 때는 몰랐었는데… 이번엔 왜 그런게 걸렸을
까요. 첫 째 때 알았으면 마음 여유를 갖고 지냈을텐데… (실-10)
아기를 낳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어요. 애기 낳고 어떻게 두 달
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잘 생각이 안 나요. 하루 종일 답답한 거 참다가
애기 아빠 오면 붙들고 툭하면 신경질 내고…

근데 요즘은 제가 기분이

많이 좋아진 것 같다고 남편이 이제 좀 살겠대요. (실-24)

외모의 변화에 대한 불만과 수유시 통증 등의 신체적인 원인이 줄어들면
서 산후우울정서에서도 점차 벗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거울을 들여다보면 팅팅 부은 얼굴만 보게 되는게 너무 싫었구요. 왜 그렇
게 젖몸살이 심했는지… 이젠 사뭇 좋아요. (실-2)
보건소 선생님께 젖마사지 하는 법 배우고나서부터 덜 아프니까 살 것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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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어요. 그런거 좀 미리 다 배워둘 걸 그랬어요. 괜히 고생만 했지요. 전엔
너무 젖이 아파서 애기가 자꾸 아프게 빨면 참 싫어서 애기가 미울때도 있
었어요. (실-5)

산모의 정서는 그대로 남편에게 전이되어서 남편도 산후우울정서로 같이
고생하다가 서서히 벗어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아직 가끔 짜증이 날 때도 있지만 전에 비하면 남편 말에 의하면 천국이래
요. 전에는 집에 오면 하도 힘들게 해서 어쩌다 이렇게 애기를 빨리 가져서
이렇게 고생하나 하고 멋 모르고 애기 가진 걸 후회했었대요.

전 잘 생각

이 안 나는데 매일같이 신경질이었대요. 하루 종일 애기랑 젖 때문에 싱갱
이질 하고… 그 땐 그냥 쉬고 싶은 마음 밖에는 없더라구요. 보건소 실장님
한테 받은 책을 읽고 남편이 꼭 젖만 먹이는 게 다 좋은 게 아니라고 우겨
서 우유를 같이 먹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살 것 같아요.
담에 다시 젖을 주로 먹이니까 젖도 잘 나오고..

몸이 좀 편해진

그래서 이번에 알게 된

것이 …. 너무 뭐든지 억지로 자꾸 하려는 게 다 좋은게 아니라는 거… (실
-25)
어른들은 아들 낳았다고 좋아하는데 저는 왠지 자꾸만 속이 상하고 울고
싶어졌었어요. 애기가 젖을 잘 빨지 못하는 게 속 상했고… 어른들은 젖이
잘 나와야한다고 자꾸 이상한 약만 먹으라고 하시고… 정말 짜증났어요. 남
편은 저보다 더 기운 빠진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좀 기운이 회복되니까 남
편도 좀 나아지는 것 같아요. (실-20)

바깥 출입이 자유로워지면서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외모에 대한 불만도
점차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무지 기운이 없고 매사에 의욕이 없었어요. 꼭 집에 붙들려서 감옥살이
하는 것 같았구요.

애기 낳으면 날씬해질줄 알았는데 하나도 줄어들지 않

은 것 같아서 속도 상했고… 근데 이젠 마음의 여유가 생겼어요. 점점 살도
빠지겠죠. (실-8)

아들 선호 사상에 힘들어 하던 산모가 산후우울정서에서 벗어나는 상황
을 생생하게 피력하고 있었다.

61

또 딸이어서 많이들 실망했었어요.

저도 기운 빠졌었고… 첫째, 둘째 때도

없었던 젖몸살까지 겹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냥 만사가 귀찮았었는

데… 그러면서도 애기를 보고 있으면 미안하기도 하고..
이 있겠어요.

애기가 무슨 잘못

보건소에서 받아온 책을 보면서 내가 그런 것이 딸을 낳아

서 그런 것 보다는 산후우울증이라 그런 거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러고나
니까 애기한테 좀 덜 미안해지데요. (실-30)
그동안 그렇게 바라던 아들이었는데 왜 그렇게 기운이 없고 힘들었는지…
아마 허탈해서 그랬나봐요. (실-33)

남편의 위로와 배려는 산모가 산후우울정서에서 벗어나는 가장 중요한
지름길이 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그 동안 왠지 불안하고 하루 종일 애기 젖 먹이고 우유 먹이고 하다 보면
정신 없이 하루가 가곤 해서 자꾸만 나는 이대로 주저 않는 것 아닌가 하
고 가끔 서럽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책을 보니까 많이들 그렇다면서요? 그
래서 애기 보면서 마음을 잡으려고 애를 썼어요. 남편이 많이 도와줬지요.
여자는 아기엄마가 됨으로써 완전해진다나요… 아기 기르는 것도 자기가
많이 도와줄 테니까 아무 걱정 말랬어요. (실-16)

아기 양육에 대한 사전 지식의 부족이 산후우울정서를 배가시키는 중요
한 요인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전엔 툭하면 울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기가 젖 안 빨고 울면
왜 우는지 몰라서 저도 같이 울곤 했어요. 밤을 꼴딱 샐 때도 많았고..
여기 비씨지 맞으러 왔다가 설명 듣고 많이 안심이 되었어요. 여름인데 갓
난아기라고 너무 덥게 하면 아기가 젖을 잘 안빨 수 있다고 좀 시원하게
하고 빨리래요. 그래서 집에 가서 그렇게 하니까 정말 안 울고 잘 빨았어요.
(실-21)

산후우울증 예방을 위한 정보교육의 효과가 주위의 배려를 통해 배가되
면서 산모와 남편은 서서히 산후우울정서에서 회복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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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심하고 남편도 한심하고 애기도 한심하고…

근데 이젠 마음을 다

시 먹었더니 잠이 잘 와요. 보건소에서 책을 주셨는데 저는 안 읽었었는데
남편하고 시부모님들이 읽으시고 저한테 설명해 주셨어요. 젖도 안 먹여도
된다고 하시고 애기를 우유 먹이시겠다고 하셔서 제가 젖도 같이 먹이겠다
고 했어요. 이상하죠? 전엔 젖 먹이는게 참 싫었는데 우유 먹이시겠다고 하
시니까 그때서야 젖을 먹이고 싶어지는거 있죠. (실-19)
요즘은 꼭 공주가 된 기분이예요. 모두들 좋아하시고… 제가 아기 낳고 첨
에 도무지 기운도 없고. 비시지 맞으러 갔다가 책을 주셔서 받아 왔는데 그
냥 탁자위에 놓고는 저는 읽을 생각을 안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읽고는 어
머님께 전화하고. 저한테 갑자기 대우를 해 주는 거예요. 싫지는 않더라구
요. 그러더니 저보고도 그 책을 읽으라고 해서 읽었어요.

왠지 기운 빠지

고 하던 것이 그 이후로는 싹 없어졌어요. 아마 대우받고 싶어서 그랬었나
봐요. (실-33)

그러나 EPDS 척도가 10 미안이라도 10 에 근접할수록 산후우울정서
는 뚜렷이 나타나고 있었으며 동시에 남편들의 정서도 우울한 것으로 산
모들은 피력하고 있었다.
그저 그래요. 좀 기운이 펄펄 나면 좋겠어요. 다른 건 다 할 만한데 기운이
없어요. 남편은 애도 안 낳았는데 자기도 자꾸 맥이 빠진대요. 친정엄마는
제가 몸이 약해서 그렇다고 젖은 먹이지 말고 다 우유로 먹이라는데… 그
런데 기운이 자꾸 없으니까 힘들어요. (실-32)

(2) 아기 돌보기에 대한 산모의 정서 : 아기와의 애착과 죄책감
산후우울정서에서 회복하는 가장 첫 징후는 아기에게 대한 긍정적인 정
서변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감이 다소간 남아 있는 산모들을 포함해서
모든 산모에서 아기에 대한 정서는 매우 좋아진 것으로 보였다.
아기가 젖을 빨 때 어쩜 그렇게 예쁜지 몰라요.. 왜 전엔 그걸 못 느꼈는지
전엔 아기가 젖꼭지를 빨때마다 어찌나 아픈지 막 신경질이 났었어요.
그 때 그랬던 것이 참 미안해요. (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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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라고 다들 그래서 아들인줄 알고 있었다가 딸이라고 해서 얼마나 실
망했었는지 몰라요. 남편이랑 시어머니도 섭섭해 하는 눈치였고… 내가 아
들 낳으려고 결혼해서 이러고 있나 하고 생각하니까 참 한심해서 정말 짜
증났었어요. 어머니랑 남편도 미웠고… 근데 이젠 아기한테 참 미안해지고
그래서 더 예뻐요. (실-13)
제가 아들을 낳았구나 하는걸 실감하고 있어요 그 동안 철 없는 엄마 노릇
한 거 애기한테 참 미안해요. 애기한테 정말 미안해요. (실-25)

그러나 척도가 10 에 근접한 산모에서는 아기에게 대한 정서도 여전히
불안해 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쁠때도 있고 짜증날 때도 있구요.

이제 직장나가면 아기 맡길 거 생각하

니까 좀 한심하기도 하고. 어차피 제가 낮에 기르지 못할꺼라 지금이라도
잘 봐줘야할텐데 참 힘드네요. (실-32)

(3) 남편의 전반적인 정서에 대한 산모의 인식 : 행복해진 남편들
일반적으로 산모들은 우울정서가 심할 때는 남편에 대해 고까운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우울감에서 벗어나면서 남편의 기분을 이해하고 같이 공감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사실 그 사람 내가 그 동안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내 눈치보느라 아
들 낳은 것 내놓고 좋아하지도 못했어요. 친구들한테 한턱내는 것도 저 몰
래 하기도 했고.. 그 땐 왜 그런 것도 미웠던지…하지만 요즘은 안그래요.
들어내놓고 좋아해요. 저도 좋구요. (실-3)
사실 제 기분이 그 동안 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맘 놓고 좋아하지
도 못했어요. 다들 아기가 아빠를 닮았다고 하면 좋아하곤 했는데 그런 모
습조차 어찌나 얄밉던지…

도대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맘 놓

고 좋아하는거 있죠. (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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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DS 점수가 9 이하이어도 10 에 근접한 산모들 중 여전히 우울감을 표
현하고 있는 산모의 경우, 남편도 역시 여전히 우울증세가 같이 있는 것같
았다.
내가 그동안 기분이 별로 여서 그런지 남편도 기분이 별로인 것 같았어요.
나 때문에 남편도 재미없게 지낸다 생각하면 미안하기도해요. 하지만 제 마
음이 맘대로 되지가 않을 때가 많아요. (실-5)

남아선호사상 때문에 우울했던 산모들은 그 기분을 그대로 남편한테 반영
하고 있었다.
남편은 첨에 딸이라고 하니까 무척 실망하는 표정이 뚜렸했어요. 그 때 그
모습이 생각날 때마다 남편이 미워요. 요즘은 그래도 자기도 미안했는지 퇴
근하면 아기보고 예쁘다고하고 그래요. (실-13)
첨에 힘들어죽겠는데 그래도 젖을 먹여야한다고 고집부려서 어찌나 미웠던
지… 아들 낳았다고 무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첨엔 그러는것도 참 미웠

어요. 요즘은 제가 좀 봐주니까 맘 놓고 좋아하네요. (실-21)

남편의 의기소침해진 모습을 보면서 마음 상해하는 산모들도 있었다.
아이가 둘이 되니까 많이 어깨가 무거운가 봐요. 가끔 베란다에 나가서 담
배 필 때 보면 좀 안됐다싶어요. (실-14)

(4) 남편의 협조 및 배려에 대한 산모의 인식 : 고마운 남편
척도가 높은 군에 비해 낮은 산모들의 남편들은 아기를 양육하는 데에도
협조를 아끼지 않는 것이 특징이었다. 특히 산모들이 우울증세가 심할 때
남편들이 잘 인내하고 협조해 준 것을 매우 감사해 하고 있었다.
많이 도와주려고 애써요.. 전에는 도와주려고 하는 것조차 왠지 밉데요. 자
기 아이를 위해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되어서요. 얼마전까지만 해도 남편이
옆에 다가오는 것도 싫었어요. 잘해주려고 하는것도 싫고.. 그냥 혼자있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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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었지요. 지금 생각하면 참 미안해요. 제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아서 …
(실-8)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그동안 제가 짜증 많이 낸 것 같은데 잘 참아준 것
같아요. 얼마전까지만 해도 젖몸살로 온 몸이 아프니까 남편도 밉고 모든게
귀찮았었는데 저는 잘 생각이 안나는데 다들 그러는데 남편이 참 힘들었을
꺼래요. 저를 많이 생각해준 것 같긴한데.. (실-16)

부모 역할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탓에 협조와 배려를 하려고 해도
잘 안된다고 호소하는 산모도 있었다.
아기 돌볼때는 와서 도와주려고 애쓰는 것 같긴한데 서로 다 서투르니까
뭘 해야할 지를 몰라서 쩔쩔 매곤 해요. (실-5)
아기 다루기가 겁이 나는 것만 아니면 아마 다 자기가 하려고 할꺼예요.
요즘 뭘 어째야 할지 몰라서 제가 좀 짜증내면 안절부절 못하는 것 같긴하
지만… (실-12)

남편의 배려도 중요하지만 큰 아이들의 역할도 산후우울정서에서 벗어나
는 데에 일조를 하고 있었다.
제가 또 딸 낳았다고 미안해하니까 딸부자가 훨씬 더 잘 산다고 웃기도 하
고. 많이 배려해줘요. 정신차려서 열심히 살아야지요. 첫째가 제법 큰 애처
럼 엄마 도와준다고 하는거 보면서 그동안 심술 많이 낸 것 많이 반성했어
요. (실-30)

EPDS 점수가 10 이하라도 10 에 근접해 있는 산모는 여전히 우울증세를
보이고 있었고 남편 역시 우울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었다.
도와 줄 시간도 없어요. 제가 우울한 거 알기나 하는지… (실-32)
회사일이 바쁘니까 집에와도 피곤해하고.

별로 협조해줄 형편이 아니예요.

저보다 더 우울해하니까 뭐 배려까지 바랄수도 없지요. (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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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책자를 본 후 산후우울증에 관한 지식을 갖게 되면서 보여주게 된
남편의 배려가 산모의 정서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
었다.
제가 산후우울증이라는 말을 듣고는 받아 온 책을 읽어보더니 다시 더 인
터넷도 찾아보고 설명도 해주고 아주 많이 도와주어요. 처음엔 기다리던 아
들도 낳았는데 왜 그러냐고 이해를 잘 안해주었었는데 책을 읽고나서는 제
생각을 아주 많이 해줘서 얼마나 좋았던지 몰라요. (실-5)

(5) 가사에 대한 산모의 인식 : 가사는 책임이며 의무
가사에 대한 산모들의 생각은 척도의 정도와는 관계없이 대부분 호의적
이지는 않았으나 점수가 9 이하로 낮아진 군에서는 남편의 협조에 고무되
어 있었고 가사노동을 해야할 일로 받아드리는 자세로 안정이 되어가는
것 같았다. 특히 EPDS 점수가 10 에 가깝거나 직장에 나가야 하는 산모
들은 걱정의 도가 좀 더 심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정신없이 뛰어야겠지요. 직장에서 언니집, 언니집에서 아기 데리고
다시 집으로… 생각하면 참 답답해지기는 하지만 요즘은 아기가 예쁘게 굴
어서 다 잊곤해요. 잘 되겠지요 뭐. 언니가 아이들을 길러 봤으니까 언니만
믿어요. (실-24)

(6) 육아에 대한 생각 : 육아 불안
육아에 대해 산모들이 피력한 다소간의 걱정과 불안함, 교육에 대한 걱
정 등은 모든 부모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고민이기 때문에 특이한 사
항으로 고려되어 지지는 않았다. 단지 점수가 높은 군에 비해 어느 정도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이 다른 점이었다.
남편이 저는 젖만 먹이면 된대요. 나머지는 다 자기가 책임진대요… 뻔한
형편인데 큰소리치는 거 알면서도 안심이 되는거 있죠. (실-4)
정신 바짝 차리고 예쁘게 길러야지요. 첨 태어났을 때 대우 안해줬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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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13)
남편이 자꾸 한숨을 쉬니까 저도 덩달아 걱정이 되는거있죠. (실-14)

(7) 자신만의 생활에 대한 걱정 : 여자에서 어머니로
점수가 9 이하인 산모들 조차도 대부분의 산모들(23 명중 19 명)이 자신만

의 생활은 이제 포기해야 한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
나만의 생활이야 이젠 접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실-5)
제 자신만의 생활을 걱정할 여유가 없네요. 직장 일과 아이 기르는 것을 같
이 잘 할 수 있을는지… (실-8)

직장에 나가야 하는 산모들은 직장일에 대한 생각이 저마다 달랐다. 직
장을 집안일과 육아에서 해방되는 곳으로 생각하고 기대를 갖는 경우가
있는 반면, 직장에서 빨리 퇴근해야 하는 것부터 걱정하는 산모도 있었다.
시어머님이 계셔서 덜 하긴 해도 이제 직장에 나가면 칼퇴근해야겠지요. (실
-1)
직장나가면 집안일은 잊을수 있겠지요. (실-32)

자신만의 생활이 없어질 것이라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는 산모가 대부
분인데 반해 자신의 생활을 가지려는 긍적적인 자세를 갖는 산모들도 있
었다.
첨 아기 낳고는 앞으로 내 인생은 끝이다 싶었는데 이젠 생각이 달라졌어
요. 아기 기르면서 틈틈이하고 싶은 일 해봐야지요. (실-4)

(8) 다음 임신에 대한 생각 : 출산 기피증
표현은 비교적 강도가 약하긴 했으나 점수가 높은 산모들에서와 같이 9
이하인 산모들도 다음 임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초산모인 경우에도 11 명중 6 명에서 전혀 낳을 생각이 없다고 대답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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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명에서는 현재로서는 전혀 생각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이는 설문지 결과
분석과 일치하였는데 설문지 결과는 교육전이나 교육후에 차이 없이 차후
임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에는 호전을 보이지 않았다.
아휴… 이젠 고만 낳아야죠. (실-1)
좀 더 길러보고 나서 한참 후에나 그 때 봐서 생각할래요. (실-5)
아들을 낳아야 할텐데…

시어머니가 하도 원하시니까… 하지만 당분간은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실-13)
그냥 하나만 기르고 싶은데 … 시어머님은 자꾸 하나 더 낳아야한다고 하
시는데 참 싫어요. (실-16)

(9) 대화의 필요성, 대화하고 싶은 상대 : 갈등 해결하기
점수가 높은 산모들에 비해 9 이하인 산모들은 오히려 울적할 때 대화하
고 싶은 상대로 남편을 생각하는 산모의 수가 23 명 중 14 명으로 비교적
적었다. 산모들이 표현한 이유는 역시 남편에게 자신의 마음을 알리고 싶
지 않아서, 남편이 잘해주는데 내색하는 것이 미안해서, 가까운 사람보다
는 차라리 모르는 사람에게 속 마음을 털어 놓는 것이 편해서, 친구들과
수다 떠는 것이 더 편하고 좋아서, 혼자 있고 싶어서, 등으로 다양하였다.
남편 이외의 대화 상대로는 친구가 가장 많았고 친정식구, 아이들의 순이
었다. 그러나 척도가 10 이상인 군에 비해 남편과의 대화를 원하는 산모가
더 적은 이유는 이미 남편하고는 충분히 대화를 하고 있었던 것이 주된
이유일 것으로 생각되었다.
친구들이랑 수다떨고 싶어요. 남편한테는 울적한 것을 보이고 싶지 않거든
요. (실-1)
남편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실-2)
정말 우울할 땐 혼자있고 싶더라구요. 근데 요즘은 별로 그럴일도 없지만
생기면 남편한테 전화해요. 그럼 다 받아줘요. (실-3)
가끔 울적할 때도 있는데 남편한테 내색하기는 좀 미안해요. 너무 잘 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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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얼마전까지만 해도 아무하고도 말을 하고싶지 않았었는데 이젠 수다
도 떨고싶어지고 그러네요. (실-5)
누군가에게 막 하소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상하게 가까운 사람보다는
잘 모르는 사람한테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이 더 쉬울것같아요. (실-8)
한참 울적할 때는 대화고 뭐고 그냥 만사가 귀찮았었어요. 혼자있고 싶었고.
지금도 가끔 그래요. (실-12)
남편하고 술 마시는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전엔 안그랬었는데. 그 방법이 좋
겠다고 남편이 생각해냈어요. (실-24)
울적할 때는 그냥 다 싫더라구요. 남편도 싫고.
차라리 엄마나 언니. (실-19)

(10) 교육책자에 대한 의견 : 조기 부모교육의 효과
한 명을 제외한 모든 산모들에게서 교육책자는 매우 도움이 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산모보다는 남편들이 더 교육책자의 도움을 크게 느끼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외에도 친정식구 등 다른 친지들이 책 읽기를 격
려해 준 것이 큰 도움이 된 것 같았다. 교육책자가 도움이 되었느냐는 질
문에 “별로..” 라고 답변한 한 명의 EPDS 척도는 9 이었고 이 산모는 다
른 질문들에 대한 답변도 산후우울정서를 어느 정도 나타내고 있었다.
첨엔 혼자 읽다가 남편이 보고 같이 읽기 시작했어요. 저보다는 남편이 아
주 좋아했어요.. 아주 큰 도움이었다고요. (실-4)
집에와서 남편이랑 같이 읽었어요. 아주 큰 도움이 되었어요. 첫째 때에도
첨에 참 애먹었었는데 아마 그 때도 산후우울증이었던 것 같아요. (실-10)
혼자 읽었어요. 보건소에서는 남편하고 같이 보랬는데 왠지 싫더라구요…
(실-13)
저보다는 남편에게 많이 도움이 된것같아요 남편은 책이 너무 고맙다고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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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요. (실-21)
남편이랑 같이 읽었어요. 책 덕을 톡톡이 봤어요. 저는 첨에 별로 와닿지가
않았는데 남편이 참 많이 도움을 받고는 저를 많이 가르쳐줬어요. (실-24)
아주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책이 아니었으면 정말 맨날 울고 지냈을꺼예요.
(실-25)
어쩜 꼭 제 이야기 같거든요.

이젠 정신차려야지…. 읽어봤는데 느낀 것이

많아요. 책에 쓰여 있는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실-20)
저혼자 읽다가 남편한테 보여줬는데 아주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짜증내고
싶어도 아기 한번 쳐다보고 맘 다스리고요. (실-22)

(11) 산후우울증 예방을 위한 조기교육의 필요성 : 교육의 중요성
산모들은 자신들이 가졌던 증세들이 산후우울정서 때문이라면 가능하
면 주위에서 자신들을 무조건 이해해주고 아기 돌보기나 모유수유하는 방
법 등을 도와줄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무조건 제 기분을 우선은 이해해 주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아요. (실-2)
그냥 좀 내버려두고 무조건 이해해주었으면 좋겠더라구요. (실-3)
보건소에서 검사할 때까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아기가 젖을 잘못
빨고 저도 너무 잠을 못자서 힘든 걸로 생각했지요. (실-5)

대부분의 산모들이 산후우울증에 관해서 사전에 알고 있지 못했고 미리
알았더라면 훨씬 좋았을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었고 고등학교
가정시간에서의 교육이나 남편들을 위한 교육 등 구체적인 방법을 언급하
는 산모도 있었다.
보건소에서 검사할 때 첨 들었고 이 책을 보면서 알게 되었어요. 이번에 보
니까 나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빨리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아요. (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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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책 읽고나서 다들 신경 써주는걸 보면 좀 미리
알았더라면 남편이랑 주위에서 좀 더 이해해줄 수 있었을텐데.. (실-8)
태교도 열심히 했고 산후조리에 관한 것도 미리미리 알아봤었는데 산후우
울증같은건 신경도 안쓰고 있었어요. (실-12)
사실 남편이 제일 이해를 해 주어야한다고 생각해요. 임신을 하게되면 남편
들한테 그런 걸 가르쳐주는 곳 같은데가 있으면 좋을것같아요. (실-13)
고등학교때 가정시간 같은 시간에 그런 것도 가르쳐주는 것이 좋을 것 같
아요. 임신 등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는데…(실-14)
아기 낳기 전에 산부인과 다닐 때 아기 낳으면 그럴수가 있다고 왜 가르쳐
주시지 않았을까요. (실-21)
무식이 유죄라더니…좀 미리 알았으면 아이들을 그렇게 구박 안했을텐데.
(실-30)
첫애 낳았을 때 이런 책을 받았으면 이번엔 좀 도사가 되었을텐데.

제 친

구들 앞으로 애 낳을 애들 있는데 제가 이 책을 주려고해요. (실-33)

그러나 자신이 우울하다는 사실 자체에도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대답한 산모도 있었는데 EPDS 재검사 점수가 9 인 경우이었다.

나) 교육후 실험군과 비교군 산모들 중 EPDS 재검사 점수가 10 이상인
산모들과 그들의 남편들과의 전화 인터뷰 내용 비교 분석
교육 후 EPDS 재검사 점수가 10 이상인 5 쌍의 실험군 산모부부와 7
쌍의 비교군 산모부부와 전화인터뷰를 실시하였다.
Hall (2004)은 산후우울증의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해 내어 예방하려는
보건요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산모들은 그들의 정서를 솔직하게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이들의 생각과 느낌을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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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총 10 명의 초산모들을 대상으로 현상학적인 질적연구를 시행하였다.
그들은 대체로 자신들의 생각과 느낌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가 어렵다
는 것, 엄마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현실적인 것과 멀었다는 것, 자신은 나
쁜 엄마이고 애착이 잘 안된다는 것, 자신이 우울하고 스스로에게 의심이
가고 가족 중 누군가 죽을 지도 모른다는 느낌 등이 자꾸 드는 것에 죄책
감이 든다는 것들을 주로 호소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도 산모들과 남편들과의 전화인터뷰 내용은 설문지자료
내용에서와 비슷한 내용들을 호소하고 있었다. 실제로 EPDS 검사에서 답
한 내용의 정도에 비해 호소하는 내용들은 더욱 심한 것 같았으며 대부분
의 산모들은 이야기하기를 별로 내켜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질문에 단답형
식으로 대답하거나 “그냥요…” 같이 얼버무리는 답변으로 일관하여 연구
자가 질문내용을 형식을 바꾸어서 캐묻기 해야하는 Schman 의 코딩 기준
C, D, (R)(박도순, 2003)이 자주 표기되었다.
Dennis(2006)는 산후우울증의 위험군 산모들에게 남편과의 갈등, 남
편의 배려 및 지지도에 관한 검사를 한 결과 갈등도는 매우 높았고 지지
도는 낮은 결과를 보고하고 의사소통 기술 등을 늘려갈 수 있도록 교육하
고 산모의 정서를 이해하고 협조하며 아기를 돌보는 데에 적극적으로 참
여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을 산모 및 남편들과의 통화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
한 내용들은 실험 2 의 연구문제의 근거가 되었다.

(1) 산모의 전반적인 정서 상태 : 절실한 사회적 지지와 배려
EPDS 척도에 비해 산모들이나 남편들의 호소는 우울정서의 정도가 더
심한 것으로 표현되고 있었다. 1 차 검사시와 비교해서 점수가 대부분 어느
정도 낮아진 경우들인데도 우울정서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산후우울증 재검사 점수가 10 이상인 5 명의 실험군 산모들은 모두 전
형적인 산후우울정서(Chaudron, 2003)인 불안, 아기들의 안녕을 걱정하는
강박관념, 부모노릇을 잘 할 수있을까 하는 걱정, 불쾌감, 흥분, 예민성, 불
면증 혹은 수면과다, 식욕부진 등의 증세들 중 일부를 호소하였다. 대부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대충 얼버무리거나 간략하게 단답 형식으로만 하려고
해서 연구자가 재차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하는 경우가 많았다. 답변을
별로 내키지않아 하는 경우, 특히 남편에 대한 산모의 생각에 대한 답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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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남편을 통해 설명을 듣고서야 산모의 생각을 재구성할 수 있었
다.
산후우울증의 전형적인 증세가 불면증인데 비해 기면증인 경우들도
있어서 아기를 다루는데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었다.
도무지 기운이 없어요. 이상하게 밥도 참 많이 먹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요. 자꾸만 졸립고… 의자에 앉아서 아기를 젖 먹이다가 잠이 들어서 안고
있던 아기를 떨어뜨릴뻔 했어요. 그 담부턴 의자에 앉지도 못하겠어요. 괜
히 불안해서 전화도 오래 못 받겠고…(실- 6 )

본 연구에서는 남편들의 산후우울증척도를 검사하지는 않았지만
Goodman (2004)의 연구에서 보고된 것처럼 남편들의 정서상태도 산모의
정서에 따라 많이 좌우되어 우울해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총
12 명 중 7 명).
잘 자고 잘 먹는데 항상 기운이 없대요. 며칠전엔 제가 신문보고 있는데 아기가
울어서 보니까 소파에 앉아서 아기 젖을 먹이다가 잠이들어서 아기는 젖꼭지가 입
에서 빠져서 울고 있고 무릎에서 미끌어져서 아기가 떨어지기 일보직전이더라구요.
급히 아기를 잡았는데 그 때까지 안 깨는거 있죠… 큰일날뻔했어요. 집에만 오면
긴장하게 되고 신경이 곤두서게 되요. (실 2-6 )

산모들 중에는 예민해 있는 중에도 특히 자신의 외모에 대해 민감해서
남편의 조언조차도 자신의 외모에 대한 비판으로 받아드리고 있었다.
여전히 기운이 없어요. 잠을 못자서 그런가봐요. 왜 그런지 누가 뭐라면
금방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밥 맛도 별로 없고… (실- 11 )

별 것도 아닌 걸로 툭하면 눈물을 글썽이는거 있죠…

언젠가는 제가 더

우니까 머리를 묶지 그러느냐고 했더니 갑자기 화를 내면서 “애기 낳은
사람이 그럼 몰골이 예쁠 수 있어? “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뜻이 아니
었는데… 도무지 숨도 크게 못 쉬겠어요. 그래서 저녁밥도 대충 밖에서
때우고 들어올 때가 있는데 그러면 그런대로 또 시비를 걸고… 잘해줘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저도 사실 힘들거든요… (실 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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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력 감퇴, 식욕감퇴, 외모의 변화에 대한 우울감 등 전형적인 증세를
보이는 경우 남편들은 더 힘들어하고 있었다.
머리가 무거워요. 늘 골이 띵하고 멍한 것 같아요..

뭘 하려다가도 잘

생각이 안나구요.. 젖 잘 돌게해서 우유를 안 먹여야하는데 도무지 미역
국을 못 먹겠어요. 지겨워요. 자꾸 먹으라고 옆에서 그러는 사람들이 정
말 미울 때가 많아요.. 거울 앞에 서면 내 모습이 왠지 한심해 보이고…
(실-18 )

자기 인생의 황금기는 다 끝났다면서 몸매도 형편없고 얼굴은 기미 투성
이라면서 자기의 모습 때문에 아주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애가 셋이 되
었으니 당연하고…머리도 무겁겠지요. 젖이 많이 안 나온다고 속상해 하
더라구요.

그래서 우유를 같이 먹이고 있는데 제가 젖 잘 돌게 국을 많

이 먹으라고 하면 신경질을 내요. 요즘 어느 장단에 맞추어야할지 눈치
보느라고 일도 손에 안잡히고 저 너무 피곤해요. (실 2-18 )

본 연구에서는 불임으로 아기를 갖지 못하다가 출산한 산모들 중에
EPDS 척도가 10 이상인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조사하지 못하였으나
Fisher 등(2005)은 오랜 불임끝에 출산한 산모에서 산후우울증이 증가한다
고 보고하였다. 본 실험에서도 불임으로 오래 고생한 끝에 아기를 낳았지
만 뚜렷한 산후우울정서를 호소하고 있었다. 기다리던 아들을 낳은 경우에
도 역시 우울정서를 호소하였는데 기다리던 동안 받았던 스트레스에 대한
일종의 반감으로 나타나는 반응인 것 같았으며 이에 따르는 남편들의 우
울감도 이와 비례하고 있었다.
정말 기다리던 아기였는데… 별로 좋은지도 모르겠어요.

허탈하달까…

왜 이렇게 기운이 없는지… 잠 좀 실컷 잤으면 좋겠어요.. 어떨 땐 비몽
사몽간인 것 같아요.. 애 우는 소리가 아주 먼 곳에서 들리는 것 같고…
누가 우나.. 할 때가 있어요…(실-31)

아기가 안생겨서 많이 기다리던 아기인데 다들 좋아하는데 집사람은 낳기
전에는 아들이나 딸이나 다 좋다고 하더니 요즘은 이렇게 힘들게 기다리
다 낳았는데 이왕이면 아들로 태어나지 하고 푸념하곤 해요. 제가 그런
말 하지말라고 야단 치면 한참동안 시무룩해 하고…

저도 처음엔 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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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고 가슴이 벅차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덩달아 기분이 다운되는 느낌이
예요. 의욕도 없어지는 것같고… (실 2-31 )
그저 그래요. 아들낳았다고 다들 야단인데 저는 기분이 별로예요..

다들

좋아하니까 괜히 심통이 나는 거 있죠…잠을 잘 못자서 그런지…짜증이
잘 나구요.. 안그러려고 해도 잘 안되네요. (실-34 )

집에 와도 저는 자꾸만 집사람 눈치를 보게 되요.. 참 예민해져 있는 것
같아요. 아들 낳았다고 한턱들 내라니까 늦게 들어오는 날이 아무래도 몇
번 있었는데 어찌나 짜증을 내던지…

저도 덩달아 요즘은 참 피곤하고

너무 힘들어요. (실 2-34 )

실험군 산모들은 교육책자를 접해 본 탓인지 연구자의 전화인터뷰의
요청에 어느 정도 의미를 두고 반응한 반면, 비교군의 산모들은 교육책자
를 읽지 않은 탓인지 연구자의 새삼스러운 전화 인터뷰 요청에 왜 그런
전화를 하는지 달갑지 않다는 듯 비교적 냉담했고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것
조차 귀찮아하는 산모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경우 아예 대답을 안하거나
처음부터 끝까지 “모르겠어요”, “그냥요”, “그저 그래요”,”생각 안해 봤어
요”, “어떻게 되겠지요” 등으로 대답을 대신하려 하였다.
2 명의 산모들은 연구자가 몇 차례 대답을 독려하면 “그런 건 알아서
뭐하시려구요” 등의 대답으로 인터뷰를 끝내려고 하였다. 그 반면 남편들
은 비교적 인터뷰에 적극적으로 임했으며 직, 간접적으로 도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연구자 : (비 2-4 에게) 아기엄마와 전화하는 동안 내내 참 침체되어 계시
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답하시는 것도 귀찮아하시는 것 같았고요..)

예, 아기낳고 내내 기분이 별로 였어요…

다들 아들 낳았다고 좋아하는

데 별로 좋아하는 기색도 없구요. 도무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허공만 바라볼 때가 많구요.

멍하니

저는 가능한 비위를 맞춰주려고 노력은 하

는데 정말 힘드네요. 제가 어떻게 해야 좋을지 좀 가르쳐 주시겠어요?
(비 2-4)

직장에 나가야 하는 산모들은 육아와 직장일을 병행해야 하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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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걱정이 많았다. 특히 계획된 임신이 아니었던 경우는 더욱 심했다.
담주부터 직장에 나가야해서 참 걱정이예요. 올 해는 정말 이렇게 될 일
이 아니었는데. 어째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겁도 없이 일을 저질렀으니.
머리 속이 너무 복잡해서 밤엔 잠이 안 와요. 낮에는 멍하니 있기가 일수
고. 애를 남한테 맡겨야 하는데. 아직 마땅한 곳을 못 구했어요. 너무 걱
정이예요. (비-14)

경산모의 경우 아이들이 산모의 정서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보다는 오히려 아이들에게서 더 위안을 받는 것같았고 남편 역시 아
이들한테서 큰 위안을 받고 있었다.
항상 피곤해요. 왜 이런지 모르겟어요 밥맛도 없고. 그래도 큰애가 우유
를 컵에 딸아와서 마시라고 주니까 저도 모르게 기분이 풀어지면서 눈물
이 핑 돌더라구요. 덕분에 우유 한 잔 맛있게 마셨어요. 큰애도 엄마가
피곤한 걸 아는지 고 작은 손으로 다리도 주물러 주고. 엄마가 힘들어하
니까 동생 샘 낼 생각도 못하는 것 같아요. 큰애 보고 있으면 둘째도 딸
낳은 걸 속상해하는 것이 미안하지만 그래도 섭섭한 건 어쩔 수 없네요.
(비-6)

큰애가 여자애라 그런지 어찌나 곰상궂게 구는지 그 애 없었으면 요즘 어
떻게 사나 싶어요. 제가 퇴근하면 매달려서 뽀뽀해주고. 요즘 그 놈이 집
사람 몫을 다해요. (비 2-6)

(2) 아기 돌보기 :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육아스트레스
거의 모든 산모들이(12 명 중 11 명) 육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육체적으로 힘든 것뿐만이 아니라 육아 경험이나 지식의 부족에서 오는
두려움이 주 원인으로 보였다. 아기를 낳아서 기쁜 감정도 어느 정도는 살
아나고 있는 것 같았으나 육아에 대한 불안감에 비하여 이러한 기쁜 감정
을 만끽하기에는 부족한 것같았다. 12 명 중 10 명이 모유수유를 하고 있었
는데 이 중 8 명이 수유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나타나 산후우울정서를
배가하고 있었으며 수면 부족인 이유도 7 명에서 있었지만 수유방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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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무지도 원인의 대부분(9 명)을 차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Shakespeare 등 (2004)이 시행한 모유수유에 대한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기운 없을 때 자꾸 울면 정말 짜증이 나요. 누가 조금만 도와주면 정말
좋겠는데.. 첨에 애기 낳았을때는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 땐 덜했는
데 너무 힘들어요. 잠 좀 잤으면.. 근데 막상 잘려면 또 잠이 안와요..
자꾸 걱정만 되고. (실- 6)
아기 다루기가 겁이나요. 아기가 울면 가슴이 막 뛰고 기저귀갈 때 무릎
에서 뚝하고 소리가 나면 기절할 것 같아요..

다리 부러진 줄 알고요..

아기가 아파하지는 않았어도 겁이 나서 소아과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괜찮다고 하셨는데도 또 그 소리가 나면 걱정되어서 가슴이 벌렁거려요.
(실- 11)
그냥 너무나 조심스러워서 항상 겁이 나요. 아기가 울기만해도 어디 아픈
건 아닌가 하고. 젖 먹을 때 골골하고 가래소리가 나서 너무 걱정돼서 병
원에 갔었는데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셨는데도 계속 불안해요. (실-31)
모르는 것 투성이라 제대로 하고 있는건지 걱정이되어서 언제나 긴장이
되요. 아기 걱정에 잠이 안 와요. (비-21)

산후에 주위의 도움이 없는 경우 산후우울증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Kim & Buist, 2005)에서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다소간의 차이는 있
었지만 피로를 호소하는 산모들 거의 대부분이 도움을 원하고 있었으며
경산모의 경우 다른 자녀들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더 힘들
어하고 있어서 이러한 문제들이 산후우울정서를 배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었다.
정신이 없어요… 아기 젖먹이랴…. 큰애들은 난리지요… 특히 둘째가 아
기 젖 먹이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할수 없이 안볼 때만 젖을 먹이고 우
유를 같이 먹이고 있어요. 그랬더니 둘째도 아기 먹다 남은 젖병을 빨고
다니네요. 전쟁도 이런 전쟁이 없어요. 그냥 빨리 커버렸으면 좋겠어요..
언제 자라나 싶고. (실-34)

아이가 셋이되니까 정말 정신이 없더군요…

집에 가도 난리고…제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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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없는 것 같이 느껴져요. 밤에는 큰애는 제가 데리고 자는데 어제밤에
는 큰애 자는걸 보니까 측은해지더라구요. (실 2-34)

연년생인 경우는 특히 더 해서 위의 아이에게 문제행동의 조짐이 보이
는 경우도 있었다.
큰애는 큰애대로, 둘째는 두째대로 힘들게 하네요. 애들이 엄마만 찾으니
…. 둘째는 가리던 오줌까지 질질 싸대고… 내가 어쩌다 이렇게 겁도 없
이 세 아이의 아빠가 되었는지… (실 2-18)

(3) 남편의 정서에 대한 산모의 인식 : 남편의 산후우울정서
우울증을 호소하는 대부분의 산모들 중 7 명이 남편은 기분이 좋은 것
같다고 말하면서 별로 달가와 하지 않고 있었다. 자신만이 힘들다는 것을
은연중에 강조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기분을 남편이 몰라주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정서를 호소하고 있었다. :
처음엔 딸이라고 별로더니 이젠 좀 좋아하네요. 첨에 섭섭해 하던 게 생
각나서 아기가 예쁘다고 안고 어르고 하면 괘씸해 보일 때가 있어요.
(실-6)
그 사람은 늘 좋은 것 같아요. 웃는 얼굴을 보면 어떨 땐 괜시리 밉고 짜
증이 나요. (실-11)

반면 산모가 생각하는 남편의 정서는 실제로는 반대인 경우가 많았다
(7 명). 남편의 표현으로는 산모의 기분을 바꾸어 주기 위해서 즐거운 척
한다고 하였는데 오히려 이러한 점들이 산모들을 더 불쾌하게 만드는 것
같았다.
아기 엄마가 힘들어하니까 저도 집에 가면 바늘 방석이예요. 애써 기분전
환시키려고 우스개 소리도 자꾸 하지만 집사람은 어긋나기만 하네요. 젖
먹이는 것도 힘들어 할 정도예요. 집안은 엉망이고.. 집사람은 저보고 편
하니까 맨날 기분이 좋은가보대요. 저라고 뭐 편하겠어요… (비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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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 엄마가 기분이 안좋을 때 제 기분이 좋을리가 있겠어요? 근데 그사
람은 저보고 뭐가 그렇게 좋으냐고 괜히 시비걸 때가 있어요.

전 기분

맞추느라고 일부러 더 웃고 장난치고 하는데… (실 2-18)
자기는 힘들어 죽겠는데 저는 맨날 기분이 좋다고 툭하면 불평이예요.
제가 웃지않고 가만히 있으면 딸이라서 섭섭하냐.. 왜 골났냐고 따지고…
어느 장단에 맞추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집사람이 보건소에서 받아온
책이 있길래 읽어보니까 산후우울증에 관한 내용이라 Wife 도 그런 건가
하고 이해하려고 노력은 하는데…너무 힘들어요.. 집사람은 고사하고 오히
려 제가 우울증에 걸린 것 같아요. (실 2-31)

반면 남편을 걱정하는 산모들도 있었다. 남편이 우울해질까 걱정되어 자
신의 문제를 남편에게 털어 놓기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었다.
이제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서 그런지 어깨가 무거운가봐요.
저보다 더 울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오히려 눈치보네요. (비-6)

남편들도 우울정서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12 명 중 직접적인 표현이 7
명). 특히 산모의 정서에 비례하여 우울증세를 보이는 것 같았고 아이를
기를 걱정은 산모보다 더 구체적으로 하고 있었다.
애 엄마도 힘들겠지만 요즘은 정말 저도 참 힘들고 피곤해요. 집에가도
쉴수도 없고, 좀 쉬려고하면 도와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사는게 정말
힘드네요.. 그래도 큰애가 있어서 제법 자식노릇을해요.
와서 안겨서 뽀뽀도 해주고… 그래서 자식낳고 사나봐요..
리고 이런 기분에서 벗어나야할텐데…

아빠 아프냐고
정말 정신차

뭘 어떻게 해야할지… (비 2-17)

정말 저는 wife 기분에 따라 제 마음이 하루에도 천번도 더 갈아 앉아요.
저도 성격이 좀 내성적이라…

사실 애가 둘이니까 밖에서 들리는 이야

기들을 생각하면 어깨가 무겁고…(비 2-11)

남편이 울적해 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는 있으나 이를 불쾌하게 생각
하는 산모도 있었는데 남편의 호소는 오히려 산모보다 우울증세가 더 심
해서 산모보다 남편이 더 도움이 필요한 것 같이 느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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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늘 긴장하고 있어서 그런지 그이도 덩달아 예민한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짜증이 자주 나는데 그이는 나보다 더 잘 삐쳐요. (비-21)

애 아빠 되는게 이렇게 힘든건지 몰랐어요. 퇴근하면 집에가도 맘놓고 쉴
수가 없어요. 애는 계속 울어대고… 정말 저도 어디 훌쩍 떠나보고 싶어
요. 근데 그게 맘대로 되나요.

첨엔 아들 낳았다고 한턱내고 난리도 아

니었는데 이젠 너무 피곤하네요. 빨리 좀 안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

직 적응을 못해서 그런거겠지요. 지금 같아서는 애기는 하나로 족할 것
같아요. (비 2-21)

(4) 남편의 협조 및 배려 : 평가절하되는 남편의 도움
Dennis(2006)은 산후우울증이 있는 산모들은 남편의 협조와 배려
를 잘 지각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남편들에게 산모들의 정
서에 반응하는 기술과 아기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등을 사전에
교육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는데 본 연구의 심층인터뷰에서도
이러한 점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산모들은 남편의 협조나 배려를
인정하고는 있었지만(12 명 중 7 명) 남편들의 주장에 비해 평가절하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남편들은 자신들도 힘들어하면서도 산모의 기분을 맞추
어 주기 위해 노력하느라고 이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
었다.
제가 좀 우울하거나 하면 좀 신경을 써주는 것 같긴 한데 뭐 그저 그래요.
(실-6)

그래도 집에 오면 많이 도와줄려고 애써요.. 애엄마 밥 먹게하려고 저 먼
저 먹고는 아기 안고 있구요. 근데 밤에는 못하겠어요. 저는 한번 잠들면
잡아가도 모르니까…

자야지 또 아침에 회사 가지요. 애가 둘이나 되는

데 돈 벌어야쟎아요. 근데 집에 와도 늘 긴장상태니까 잠을 자도 낮에는
멍한 것 같아요. 사실 애 엄마가 짜증내거나 기분이 다운되어있으면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 지를 모르겠어요. 젖먹이가 있으니 외출하자고 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냥 눈치만 볼 때가 많지요. 사실 저도 회사일이 바빠
서 힘들거든요.. 집에 가도 애 엄마가 기운없어 하고 시무룩해있으면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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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무지 기운이 안나요. 언제나 좀 전처럼 좋아질까요? (실 2-6)
아기 기르는데 안도와주면 전 어떻게하라구요. 제가 좀 다운되면 신경은
많이 써주는 편인데… (실-18)

진짜 안 도와주면 저 쫒겨나요.

사실 애가 셋인데 제가 안도울 수가 없

어요. 잘 해줘도 어떨 때는 하도 짜증을 내곤해서 뭘 어떻게 해야할지 모
르겠어요. (실 2-18)

부부간에 의사소통이 잘 안 되어서 서로의 기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힘들어 하는 경우를 호소하기도 하였고 남편들은 자신의 노력을 산모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을 섭섭해 하고 있었다.
사실 첨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화가 날 때도 많았고… 늦게 아이를 낳아
서 그런가 하고 친구들한테 묻기도 했는데 애를 낳으면 다들 예민해진다
길래 그냥 될 수있으면 참았지요. 아기 낳는 거 장난이 아니데요.
(실 2-31)
많이 도와줘요.. 근데 왜 하나도 안 고마운지… 당연히 도와줘야하는거
아닌가요? 근데 사실 제가 많이 짜증냈거든요. 잘 참는 것 같긴해요.
(실-34)

저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있는데 항상 시큰둥해요. 정말 하느라고 하
는데… 애 낳으면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인터넷에서
보고 다른 식구들이랑 모두 도와주려고 애쓰는데 그걸 잘 몰라주는 것
같아요. 그래도 참는거 알긴 아네요. 전 몰라주는 것 같아서 사실 오히려
제가 우울증에 걸릴 것 같더라구요. 정말이예요.

어쩔 땐 집사람보다 내

가 더 힘든데 누가 누굴 신경쓰냐 하고 푸념하게 되요. (실 2-34)

남편들은 도와주고 싶어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른다고 이구동
성으로 호소하고 있었다. 산모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표현하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남편이 다 알아서 해 주기만을 바라고 있었다.
사실 제가 뭘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는건 사실이예요. 뭐 안도와줄려고
그러는건 아닌데.. (비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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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중에는 남편이 자신보다는 아기를 더 생각하는 것에 섭섭해 하는
경우도 있었다. 남편 역시 산모가 아기를 돌보는 것이 못 믿어워서 걱정하
고 있었고 이러한 문제로 의사소통하기보다는 오히려 서로 갈등만 조성하
고 있었다.
도와주기는 커녕 제가 아기를 조심해서 보지 않는다고 저를 좀 안 믿는
것 같아요. 아기 우는데 젖도 안준다고 뭐라고하고.. 너무 참견해서 싫어
요.

아기생각만 하고 제 생각은 별로 안해주는 것같아요. 제 기분같은건

안중에도 없나봐요. (비-13)

사실 참 맘이 안 놓입니다. 아기를 안고 젖을 먹이면서도 자고있어요. 제
대로 먹이는지 회사가서도 불안할 지경이예요. 몇번 아기 젖먹이면서 자
는걸 봐서 그런지…

피곤해하고 힘들어 하는거 이해는 하면서도 너무

그러니까 제가 불안해지고 자꾸 참견하게 되네요. 그러다가 서로 말다툼
하게되고… (비 2-13)

서로의 배려와 협조를 구하면서도 피차 바쁜 것을 걱정하고 뚜렷한 해
결책을 의논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서로의 입장만 주장하는 것으로
갈등을 강화하고 있었다.
맨날 피곤하다면서 별로 도와주지는 않아요. 저는 뭐 안 피곤한가요.
제가 기분이 좀 울적하다고하면 “내가 더 힘들다” 고 금방 맞받아쳐요
(비-17)

(5) 가사에 대한 산모의 인식 : 회피하고 싶은 살림살이
EPDS 점수가 낮아진 산모 4 명을 제외한 모든 산모들이 가사의 어려움
을 토로하고 있었다. 특히 아기를 양육해야 하는 입장에서 가사에 대한 부
담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편에 대한 배려와 도움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었는데 특별히 도움을 받을 곳이 없는 가정의 남편들
은 남편들대로 직장일과 가사일까지 도와야 하는 형편을 힘겨워하고 있었
다. 이는 설문지조사 분석결과 다른 문항들은 교육후에 실험군, 비교군 모
두 유의하게 호전된 것에 비해 가사에 관한 문항은 유의한 호전이 나타나
지 않은 것과 일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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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사사 산후조리가 끝나고 도와주는 손이 줄게되니까 집안이 엉망이
예요.. 저녁밥도 대충 먹고 들어가야지 대우받아요. 오히려 저보고 살림
좀 안도와준다고 섭섭해하는데 저도 뭐 안도와주는거 아닌데….. (실 2-6)
너무 힘들어요.. 정신이 없어요. 살림 제대로 할 생각 못하고 살아요. (실
-18)

집에 오면 저도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 그 사람은 하루 종일 지지고 볶을
테니 더 힘들겠지요. (실 2-18)
이제 애까지 있으니 큰일이예요. 어른들이 어디까지 봐 주실지… 아들을
낳았으면 어른들이 좀 더 봐주실지도 모르는데…

(실 2-31)

그러나 “그래도 살림은 해야지요. 어쩌겠어요”,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가
그리워요. 하지만 내 살림이니까 해야지요” 등으로 비교적 긍정적인 표현
을 하는 산모들도 있었다.

(6) 육아에 대한 생각 : 육아 공포
육아에 대한 걱정은 산모보다는 남편들의 걱정이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
이었다. 산모들은 육아 자체를 걱정하는 경우가 많았고 남편들은 교육비
등 경제적인 문제를 걱정하고 있었다. 특히 경산모의 경우에는 큰 아이들
의 문제행동 발현에 대한 걱정도 있기는 했으나 양육비에 관한 호소가 주
를 이루었다.
애가 둘이니까 회사에 가도 생각이 많아요.

저것들 다 공부시켜야할 것

생각하면… 요즘 신문이나 뉴스에 애들 교육비 얘기만 나오면 가슴이 답
답하지요. (실 2-6)
사실 집사람과 그런 이야기는 자세히 안해봤지만 저도 참 어깨가 무거워
요. 저는 일부러 그런 내색을 집사람 앞에서 안했는데… 집사람도 그 걱
정을 많이 해요. 저는 다 살게 마련이라고 하곤 하는데… (실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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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미리 앞질러서 걱정하지 말자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데 집사람은
걱정이 태산이네요. (실 2-34)
사실 집사람 보고는 왜 벌써부터 그런 걱정하느냐고 했지만 정말 공부시
킬 생각만 하면 정신이 버쩍 나요. (비 2-18)

(7) 자신만의 생활에 대한 인식 : 여자에서 어머니로
거의 전 산모들이 자신만의 생활은 이제는 생각할 여유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각오하고 있었다. 육아를 위해 자신의 생활을 희생하겠다는 바람
직한 생각보다는 비교적 냉소적인 의미로 표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특히 직장에 나가야 하는 산모의 경우는 전업 주부에 비해 걱정이 더 많
았다.
옛날같지는 않을꺼라고 각오는 하고 있지만 왠지 서글퍼요. (실-31)
나만의 생활이요? 사치아닌가요? (실-34)

사실 맞는 말이지요… 아이가 셋이나 되는데… 하지만 늘 마음 한구석엔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제밤에도 주절거리데요… 집사람 친구가 이번
에 박사학위 따고 대학에 강사로 가게 됐는데 애는 시어머니가 길러 준
다고. 자기 생활 하면서 즐기는 게 너무 부럽다고. 하지만 어쩌겠어요.
(실 2-34)
직장일, 집안살림, 애 기르는 것… 정신없을것 같은데 무슨 나만의 생활.
(비-14)

(8) 다음 임신에 대한 인식 : 출산 공포증
출산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산모와 남편들인 탓도 있겠으나 모든 산모와
남편들은 초산과 경산에 관계없이 다음 임신에 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
하고 있었다.
어른들은 아들이 있어야한다고 그러시지요. 그러실때마다 눈치보여요. 아
마 그럴수록 그사람은 더 안 낳는다고 할꺼예요. 안 (실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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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가 없을 때는 아기를 참 갖고 싶었는데 이젠 싫어요. (실-18)
더 낳으라는 건 저보고 죽으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실-34)

12 명 중 3 명에서 “적어도 몇 년은 생각 안할래요”. “당분간은 생각이
없어요”, 나이가 있어서 하나만 낳으려구요” 정도로 부드러운 표현을 한
반면 나머지 산모들은 모두 강하게 차후 임신 계획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었다.

(9) 대화의 필요성, 대화하고 싶은 상대 : 남편과의 대화가 소원
설문지조사에서 실험군 35 명 중 22 명, 비교 군 37 명 중 23 명이 남편
과 대화를 원한 반면 재검사 점수가 10 이상인 산모들 중 대화를 원하는
산모들은 친구와 대화하고 싶다는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남편과의 대
화를 원하고 있었다.
저도 대화 많이 하고 싶은데 사실 시간이 없어요 늦게 퇴근할 때가 많고
또 집에 와도 큰애 봐주고 갖난애는 애엄마가 젖 먹여야하고… 대화라고
해봤자 그냥 하루 일어난 일 같은 일상사… 그러고 보니까 둘만의 대화가
별로 없었네요. (실 2-6)
남편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서로 말이 없는 성격이라서…
(비-6)

잔소리하고 말다툼하면서도 막상 집사람이 어떤 불만이 있을지 심각하게
생각해보지를 않았어요. 그냥 못믿어워서 짜증만 냈지… 집사람도 좀 가
끔씩 쉬도록 기회를 만들어야겠어요. 그래야 저도 기분이 전환될수 있을
지 모르지요. 사실 저도 집사람 출산한 후 내내 긴장의 연속이고 피곤한
건 사실이거든요. 부모가 된다는거 정말 장난이 아니예요.
책은 잘 읽어보고 집사람 마음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께요. (비 2-13)
울적할땐 큰애하고 이야기해요. 이제 겨우 네살인데도 그애랑 이야기하고
있으면 시름을 잊어요.

남편하고 아주 편한 마음으로 많은 이야기를 나

누고싶은데 그게 잘 안되네요. (비-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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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하고 싶을 때…그럴땐 남편한테 전화가 왔으면 싶은데 제가 먼저 하
게되지는 않아요. (비-18)

(10) 교육책자에 대한 인식 : 교육받는 사실에 대한 수치심
교육책자를 받은 실험군 중 비호전 산모 5 명 중 4 명이 책을 혼자 읽었
다고 했고 한명은 처음에는 혼자 읽었다가 나중에 남편도 읽었다고 했다.
산모들은 그 이유를 자기가 그런 책을 읽는 것을 남편이 아는 것이 싫어
서였다고 대답하였다. 이는 척도가 9 이하인 산모들이 대부분(23 명 중 20
명) 남편과 같이 교육책자를 읽은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이러한 소견은
Hall(2006)의 산후우울증 산모들에 관한 질적연구내용에서도 산모들이 자
신들의 부정적인 정서를 다른 사람이 알까봐 표출하지 않으려 한 것과 일
치하였다.
애엄마가 그런 책을 받아왔는지 몰랐어요. 그것도 모르고 도대체 왜 그렇
게 툭하면 짜증내곤 하는지 저도 사실 신경질 날 때가 많았거든요.. 아마
제가 더 화를 많이 냈을지도 몰라요. 제 친구한테 하소연했더니 애기 낳
으면 다들 신경질이 는다더라 하길래 그런 정도로만 알았지요.ㅠ 아휴 참
좀 진작 나한테도 책을 보여줄 것이지…(실 2-6)
책 받아와서 읽은 걸 저는 몰랐어요. 저도 알았다면 그 책을 읽고 도움을
받았을텐데… 사실 산후우울증이 뭔지 잘 모르거든요. 당장 퇴근해서 집
에 가면 꼭 읽어봐야겠네요. (실 2-18)
혼자읽기시작했어요
(연구자 : 왜 남편한테는 읽어보라고 안했나요?)
왠지 자존심이 상했어요.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볼까봐 싫기도 했고… 남
편은 친구들한테 들었다면서 애기 낳으면 예민해진다고 자꾸 아는척하길
래 일부러 안 보여줬어요. (실-31)
그냥 저혼자 읽었어요. 제가 애기 낳고 기분이 별로라는 거 다른 사람이
아는 거 싫었어요.
이번에 검사받으면서 산후우울증이라는 말을 첨 들어봤어요. 정말 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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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면 미리 먹고싶었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저는 그냥 애가 셋이나 되니
까 막막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었지요. 그래도 지금은 훨씬 나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산후우울증이 뭔지도 알았구요
이런 기분에서 아주 좀 벗어나고 싶어요. (실-34)

(11) 산후우울증 예방을 위한 조기교육의 필요성 : 무지와 무관심
대부분의 산모들(12 명 중 9 명)은 산후우울증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었으며 남편들 중에는 뉴스에서 본 것 같긴 하지만 그것이 자신들의 문
제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호소하고 있었다. 산모들이 갖는 증상들은 산
후에 “몸조리가 안되어서” 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시간이 가면
좋아질 것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대답한 남편도 4 명이나 되었다.
실험군 중 재검사 점수가 10 이상인 5 쌍의 산모들과 남편들은 조기교
육의 필요성을 공감은 하고 있었으나 책자가 크게 도움이 되었다는 경우
는 없었고 가장 효과적이었다는 표현이 “조금 도움이 된 것 같기는 한데
…” 이었다. 이는 재검사척도가 9 이하인 산모들 중 1 명을 제외한 22 명에
서 교육책자가 매우 도움이 되었다는 결과에 비해 적은 숫자이었다.
비교군에게는 교육책자를 나누어 주지 못한 탓에 윤리적인 양심상의
문제가 있어서 조기교육의 필요성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교군 중 재검사척도가 여전히 높은 7 쌍의 산모와 남편에게는
적극적으로 질문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재검사가 끝난 후에 실험군에
게 교육자료로 나누어 준 교육책자인 “우리 엄마 활짝 웃게 해주세요” 를
비교군에도 나누어 주었는데 산모 자신들보다는 남편들이 그런 책을 좀
더 미리 알고 있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었다.
그냥 우울증은 아는데… 제가 그런 경우인지 몰랐지요. (실-6)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뉴스 보긴 했는데 저하고는 상관 없는 건줄 알았죠.
(실-11)
산후우울증, 들어본것 같긴했는데 보건소에서 이야기해주실 때까진 그건 생
각도 못했었어요. (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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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재검사점수가 10 이상인 군과 9 이하인 군간의 인터뷰 내용의 차이 분석
심층 전화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것은 막상 인터뷰가 시작되고 연구자
와의 교감이 형성되면서 산모들이 자신들의 EPDS 점수에 비해 호소하는
증세들이 더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검사에 임할 때 산모
가 얼마나 진지하고 솔직하게 검사에 응하는가 하는 것이 제대로 된 평가
에 매우 중요한 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실험 1 에서 교육후 EPDS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실험군 산모들 중에
교육을 받은 후에도 재검사에서 점수가 계속 10 이상인 산모들이 5 명 있
었고 이들 산모들이 비록 교육책자를 잘 읽어보지 않은 점이 원인일 수는
있지만 산우우울정서에서 벗어나기 힘든 다른 내적인 요인이 있을 것이라
는 가정하에 이들의 전화 인터뷰 내용의 차이를 상세히 검토, 분석하였다.
재검사 점수가 9 이하인 산모들의 특징은 첫째, 남편들의 배려와 협조
가 매우 많았다는 점, 둘째, 부부간에 갈등이 있을 때 남편과의 대화가 원
만히 잘 이루어 지고 있었다는 점, 셋째, 교육책자를 남편과 같이 읽었다
는 점 등이었다.
이에 반해 재검사 점수가 10 이상인 산모들의 경우는 남편들 조차도
산후우울정서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산모들을 배려하고 도와줄 여유가 많
지 않았고 부부간에 대화가 적었으며 교육책자도 산모들이 자신의 부정적
인 정서를 남편이 아는 것이 싫어서 남편에게 보여주지 않은 경우가 많았
다.
이와 같이 심층 인터뷰를 계속하면서 확인하게 된 산모와 남편들의 문
제점들 중 산후우울정서의 주 증상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부
부간의 의사소통기술의 문제, 갈등해결방안의 문제 등이 부각되어 EPDS
점수가 10 이상인 산모들의 갈등대처방안유형을 알아 보기 위한 실험 2 가
실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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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험 2

1) 총 산모의 인구학적 자료와 EPDS 평균 및 EPDS>10 인 산모의 비율
산모들의 평균 연령은 30.18 세(SD = 3.64), 아기들의 평균연령은 41.84
일(SD = 5.46), 아기들의 평균 출생시 체중은 3.41kg(SD = .36)으로 나타났다.
총 366 명의 산모들의 평균 EPDS 점수는 7.94±4.21 이었다. 이 중
점수가 10 이상인 산모들이 총 113 명으로 30.9%이었다(표 9 참고).

<표 9> 총 산모와 EPDS 점수가 10 이상인 산모들의 교육 전 EPDS 점수

N

평균

S. D

총 산모 EPDS

366

7.94

4.212

EPDS > 10

113

13.13

2.66

인구학적 자료가 산후우울증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보기위해 출
산순위, 아기의 성별, 분만방법, 수유방법과 EPDS 척도와의 관계를 t 검정
과 ANOVA 로 분석하였다. 이 중 초산모의 EPDS 평균은 8.36±4.3, >10
의 비율은 34%, 경산모의 EPDS 평균은 7.16±3.9, >10 의 비율은 20.5%
로 초산모와 경산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618,
p<.05). 이는 실험 1 에서와 차이가 있었으며 Epperson(1999),
Wisner(2002) 등의 연구에서 초산모에서 산후우울증이 증가한다는 연구결
과들과 일치하였다. 실험 1 과 실험 2 를 합한 결과(N=599)를 카이제곱 검
정과 t 검정을 한 결과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5).
Goldbort(2006)가 동양권에서는 남아선호사상 때문에 딸을 낳는 경우
산후우울증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동양권의 높은 발현율을 설명한 것과 달
리 본 연구에서는 아기들의 성별과 EPDS 가 >10 인 비율과의 관계는 남
아인 경우 29.2%, 여아인 경우 29.3%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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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모유수유아와 우유수유아에서의 EPDS>10 인 비율은 각각 28.5%,
22.2%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Park 등(2004)은 모유수
유 기회가 적은 산모에서 산후우울증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의 결과는 실험 1 에서와 같이 우유수유 산모에서 통계적으로 더
유의하게 증가하는 결과는 보이지 않았다.
분만방법에 따른 EPDS>10 인 산모의 비율은 자연분만이 28.3%, 제왕절
개의 경우가 33.7%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서 실험 1 및
Carter(2006), 김재원 등(200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인구학적 자료가 EPDS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표
10>에 제시하였다.

<표 10> 인구학적자료가 EPDS 에 미치는 영향

성별

남 (N=192)
여 (N=174)

출생
순위

초산 (N=238)

분만
방법

자연분만(N=272)

수유
방법

경산 (N=128)
제왕절개 (N=94)
모유 (N=193)
우유 (N=45)
혼합 (N=128)

EPDS
평균
8.28

4.437

7.57
8.36
7.16

3.926
4.296
3.947

7.83
8.23

3.985
4.847

7.69
3.99
4.48

4.069
3.990
4.482

sd

t

F

p

df

1.611

.108

364

2.618

.009**

364

-.774

.440

364

1.298

.274

B.Gr: 2
W.Gr: 363
Total: 365

** P < . 01

2) 총 산모들 중 EPDS 점수가 10 이상인 산모들(실험군)의 EPDS
평균(교육 실시전) 및 인적사항
총 366 명의 산모들 중 척도가 10 이상인 산모들이 총 113 명으로 척도
가 10 이상을 산후우울증으로 평가할 때 산후우울증의 발현율은 30.9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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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 중 재검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6 명을 제외하고 총 107 명이 실험
2 에 참여하였다. 산모들의 평균 연령은 29.94 세(SD = 3.52), 아기들의 평균
연령은 42.16 일(SD = 5.48), 아기들의 평균 출생시 체중은 3.38kg(SD = .32)으
로 나타났다. 아기의 성별에 따른 비율은 남아인 경우가 56 명으로 전체 아
이의 52.3%를 차지하였고, 여아가 51 명으로 전체 중 47.7%를 차지하였다.
출생순위로는 첫째 아이인 경우가 75.7%(81 명), 둘째 아이인 경우가
21.5%(23 명), 셋째 아이인 경우아 2.8%(3 명)로 나타났다. 수유방법에 따라
분류하였을 때는 모유 수유하는 경우가 51.4%(55 명), 우유 수유가 9.3%(10
명), 혼합수유하는 경우가 39.3%(42 명)로 나타났으며, 분만방법에 따라 살
펴보았을 때는 자연분만이 72.0%(77 명), 제왕절개가 28.0%(30 명)로 나타났
다. (표 17 참고). 이들의 교육전 실시한 EPDS 평균점수는 13.13 점(SD =
2.66)이었다. 실험대상 산모들의 인구학적자료의 일반적 특성은 <표 11>과
같다.

<표 11> 실험대상 산모들의 인구학적자료의 일반적 특성 기술통계
대 상 자
산모 연령 (년)

29.94 세 (SD=3.52)

아기 연령 (일)

42.16 일 (SD=5.48)

출생시 체중 (kg)
성

교육대상(EPDS≥10) 산모(N=107)

별

분만방법

수유방법

출생순위

3.38 Kg (SD= .32)

남 아

56 명 (52.3%)

여 아

51 명 (47.7%)

자연분만

77 명 (72.0%)

제왕절개

30 명 (28.0%)

모 유

55 명 (51.4%)

우 유

10 명

(9.3%)

혼합수유

42 명 (39.3%)

초산

81 명 (71.7%)

경산

26 명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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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모들의 교육전과 교육후의 EPDS 점수의 비교
교육 후의 우울 정도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107 명에 대한 교육 전의 EPDS 점수 평균은 13.13 점
(SD=2.66), 교육 후의 EPDS 점수 평균은 6.49 점(SD = 3.42)으로 현격하게 점
수가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t(106) = 25.59, p < .05).
그러나, 이처럼 점수가 감소하긴 했으나 여전히 EPDS 점수가 10 이상
인 산모는 전체 107 명 중에 17 명이었다. 나머지 90 명의 산모들은 교육 후
4 - 6 주 후의 EPDS 점수가 9 이하로 감소하였다.
재검사 점수가 10 이상인 산모들과 9 이하인 산모들이 처음부터 우울
정도에 차이가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두 집단 간 비교를 위한 t 검증
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9 이하인 집단의 경우 교육 전 EPDS 점수가 평균
12.53 점(SD = 1.95)에서 교육후에 5.33(SD=2.19)로 감소하였고(t=34.04), EPDS
점수가 10 이상인 집단의 경우 교육 전 EPDS 점수가 평균 16.29 점(SD =
3.60)에서 12.59(SD=2.00)으로 감소하였다(t=4.02).
두 군 모두 교육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EPDS 점수가 감소하였으나
교육후에 재검사 점수가 여전히 10 이상인 산모들이 원래부터 우울 정도가
조금 더 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t(105) = 6.24, p < .05). 이는 Buist 등
(2007)이 연구에 참여한 산모들 중 교육전의 점수(EPDS)가 13 이상인 고
위험군의 경우에는 교육을 받은 군에서도 교육을 받지 않은 군에 비해 교
육후의 EPDS 점수가 여전히 기준점수 이상이었다고 보고하고 이러한 고위
험군의 경우에는 교육만으로는 큰 효과가 없고 전문적인 가료를 받아야한
다고 주장한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표 1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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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교육 전, 후의 실험군 산모들의 EPDS 평균 비교분석

대상자

교육 전

교육 후

EPDS 점수

EPDS 점수

t

총실험군 산모

107

13.13 (2.66)

6.49 (3.42)

t(106) = 25.59*

EPDS <10

90

12.53 (1.95)

5.33 (2.19)

t(89) = 34.04*

EPDS≥10

17

16.29 (3.60)

12.59 (2.00)

t(16) = 4.02*

t(105)=6.24*

t(105)=12.7*

t
* p < .05

4) 갈등대처방안척도 결과와 EPDS 와의 관계 비교분석
실험2의 연구문제는 산모의 갈등대처방안유형과 EPDS점수와의 관계
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갈등대처방안척도 II 의 하위요인
과과 EPDS와의 단순상관계수를 산출하여 <표 13>에 제시하였다.

<표 13> 갈등대처방안 하위요인들과 EPDS 와의 상관계수 (r)

EPDS

외부도움
요청

종교에
의지

이성적
대처

행동 및
감정표출

회피

-0.428**

-0.145

-0.503**

-0.54**

0.558**

**p<.01

<표 13> 에서 나타났듯이 갈등대처방안 하위요인들과 EPDS 척도와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외부도움 요청, 종교에 의지, 이성적 대
처, 행동 및 감정 표출과 EPDS 점수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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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다. 반면에, 회피는 EPDS 점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
였다. 즉 부부간의 갈등상황에서 외부도움 요청이나, 종교에의 의지, 이성
적대처, 그리고 행동 및 감정표출 대처방안을 많이 사용할수록 EPDS 점수
가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반대로, 부부간의 갈등상황에서 갈등
을 회피하는 대처방안을 많이 사용할수록 EPDS 점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간 갈등대처방안 하위요인들이 EPDS 점수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
보기 위하여 갈등대처방안 하위요인들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EPDS 를 종속
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방식(stepwise method)을 이용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표 14>에 제시하였다.

<표 14> EPDS 점수에 대한 갈등대처방안 하위요인의 중다회귀분석결과
종속변인

R2

R2 Change

F change

0.34

0.31

0.31

47.47***

행동 및 감정표출

-0.27

0.41

0.1

17.64***

이성적 대처

-0.22

0.44

0.03

5.94*

독립변인
회 피

EPDS

*p<.05

**p<.01

Beta

***p<.001

<표 14>에서 갈등대처방안이 EPDS 척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갈
등대처방안 하위요인들 중 회피는 EPDS 변량의 31%, 행동 및 감정표출은
10%, 그리고 이성적 대처는 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피와 행
동 및 감정표출, 그리고 이성적대처는 모두 함께 EPDS 변량의 총 44%를
설명하였다. 또한, EPDS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갈등대처방안 하위요인들의
Beta 값을 살펴보면 회피(Beta= .34), 행동 및 감정표출(Beta=-.27,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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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성적 대처(Beta=-.22)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부부간 갈등
상황에서 회피를 대처방안으로 많이 사용하면 EPDS 점수가 높아지며, 반
대로 행동 및 감정표출과 이성적 대처를 대처방안으로 많이 사용하면
EPDS 점수가 낮아지게 된다고 해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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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요약 및 결론

본 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ㄱ) 산후의 산모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산후우울정서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1 차적으로는 조기부모교육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자의 논문 주제를 요약하고,
ㄴ) 교육책자를 사용하여 산모와 남편에게 재택교육을 실시한 후 산모들의
에딘버러산후우울척도(EPDS)와 산모 및 남편들의 정서에 미치는 교육적
효과에 대해 검증한 결과를 간략하게 고찰하였으며, ㄷ) 산후우울정서의
요인이면서 동시에 조기부모교육에 방해가 되기도 하는 요인인 산모들의
갈등대처방안유형과 산후우울척도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에 대해 논의하
고, ㄹ) 산후우울정서에 관한 조기 부모교육의 중요성과 부부간의 갈등대
처방안을 교육의 내용에 반영하는 문제에 관해 논의하고, ㅁ)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언 및 본 연구의 제한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요약 및 종합 논의
실험 1 에서는 예방접종을 위해 아기와 함께 보건소를 방문한 출산후
3-6 주가 되는 233 명의 산모들 중 76 명(32.6%)에서 EPDS 척도가 1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실험 2 에서도 소아과에 내원한 출산후 3-8 주의 산
모 366 명 중 113 명(30.9%)이 척도가 10 이상으로 나타나 실험 1 과 실
험 2 를 합하여 총 599 명 중 189 명(31.6%)이 산후우울증의 평가기준점
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산후우울증의 발현율은 국가마다 차이가 많으며 검사 시기와 방법, 진
단 기준, 검사 대상인 산모들의 특성구분 등에 따라 차이가 많아서 서구에
서는 평균적으로는 약 10-15%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국가마다
차이가 커서 0%에서 60%까지 연구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
데(Halbreich 등, 2006), 본 연구에서 나타난 EPDS 점수가 >10 인 산모의
비율은 서울의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결과이기 때문에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실험 1 과 실험 2 를 합하여 약 31.8%로 외국 특히 서구의 통계결
과에 비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실험 1 에서의 심층인터뷰 내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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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서 보인 대로 Kim(2005)의 연구에서와 같이 핵가족화와 산후우울
증에 관한 사전지식의 부족, 산후조리시 도움의 손길이 부족한 점 등이 높
은 발현율을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Affonso(2000)등의 보고에서는 한국은 출산후 4-6 주의 산모 97 명 중
약 37%에서 산후우울증의 평가기준 이상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우
리나라에서 시행된 연구로는 한귀원(2004), 김재원(2005)등이 시행한 연
구에서 각각 6-8 주의 산모들의 15.6%, 23% 에서 평가기준점 이상인 것으
로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조현주(2003)의 연구에서는 출산후 4 주 후에
실시한 BDI 검사척도로 16 이상으로 평가했을 때는 22.4%, BDI 기준척도
를 10 이상으로 했을 때는 41.2%로 보고하였다.
Spinelli(2005)의 연구결과에서와 같이 본 연구자는 실험 전에는 한국
문화의 특징인 남아선호사상 때문에 여아를 출산한 산모들 중에 산후우울
증이 많을 것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자도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의 산
발현율이 높을 것으로 추정하였었는데 연구내용을 분석한 결과 아기의 성
별과 EPDS 척도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없어서 본 연구자의 추정
을 수정하였다.
연구문제 1 에 관해서는 산후우울정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학적인
접근도 중요하지만 일차적으로는 교육학적인 접근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들을 위한 교육책자를 작성하였고 이를 통해 조기부모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양적연구방법 및 질적연구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교육책자를 통한 조기부모교육의 효과를 보기 위해 반복측정분산분석
을 실시한 결과 교육의 순수한 효과가 검증되었다. 산후우울정서는 대체로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호전되기도 하기 때문에 처치를 하지 않은 비
교군의 경우에도 실험전에 비해 EPDS 점수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교군에 비하여 점수의 하락 정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실험군의 결과는 순수한 교육의 효과를 반영하고 있었다. 즉, 시간
적 변화에 따라 비교군에서도 우울 정도가 낮아질 수는 있으나, 실험군에
서는 교육 책자를 읽은 효과에 의해 우울 정도가 훨씬 더 낮아졌음을 시
사한다.
교육후 실험군과 비교 군의 EPDS 변화를 t 검정한 결과에서도 실험
군 산모들의 경우 교육전 EPDS 점수가 12.77 점(SD = 3.21)에서 교육후
5.97 점(SD = 3.15)으로 감소되어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t(34) = 13.04, p < .05), 비교군에서도 실험전 EPDS 점수가 12.68 점(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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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3)에서 실험후 9.03 점(SD = 4.03)으로 감소되어 실험군과 마찬가지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t(36) = 5.95, p < .05). 두 군 모
두 교육전과 교육후에 유의하게 차이를 보였으나 교육전에는 실험군과 비
교 군간에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던 반면 교육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서 실험군에서의 교육의 효과를 시사하고 있었다.
연구문제 2 에 관해서는 조기 부모교육 후 산모와 남편에게 나타난 정
서적 변화들을 전화인터뷰를 통해 확인하였다. 실험군 산모들 중 재검사에
서 척도가 9 이하인 23 명의 산모들과 10 이상인 5 쌍의 산모와 남편들, 그
리고 비교군 중 재검사에서 척도가 10 이상인 7 쌍의 산모와 남편들과 인
터뷰가 이루어졌는데 실험군의 척도가 9 이하인 산모들의 경우 전반적인
기분이나 아기에 대한 느낌, 남편의 배려, 양육에 대한 자신감, 자신만의
생활에 대한 생각 등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정서변화를 보이고 있었다. 그
러나 척도가 10 이상인 산모들에게서는 그와 같은 긍정적인 정서변화는 잠
을 좀 더 잘 잘 수 있게 되었다는 점과 식사를 좀 더 하게 되었다는 것
이외에는 뚜렷이 나타난 것이 없었고 부정적인 정서상태의 정도는 비교군
에서 더 뚜렷하였으며 이러한 부정적인 정서는 자신들의 EPDS 검사 결과
에 비해 오히려 더 심하게 표현되고 있었다. 이는 Hall(2004)의 연구에서
와 같이 산후우울정서를 갖는 산모들은 보건요원들의 검사에 의한 평가에
솔직히 생각이나 느낌을 표출하지 않는다는 점과 일치하였다.
인터뷰에 응한 총 12 명의 남편들 중 7 명의 남편들이 피곤하고 힘들
다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남편들도 직접적인 표현은
하지 않았으나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이러한 호소들은 산
모들에 비해 더 구체적이고 직설적이었다. 이러한 관찰결과는 본 연구에서
는 남편들의 EPDS 척도는 검사하지 않았으나 산후우울증 산모의 남편에서
도 24-50%에서 산후우울증이 올 수 있다는 Goodman(2004)의 연구결과
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산모들이나 남편들 중에는 지치고 힘든 상황에서 아이들에게서 큰 위
로를 받고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교육내용에 아이들의 역할의 중요
성도 포함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실험군 산모들 중 교육후에도 EPDS 점수가 10 이상으로 지속되고 있
는 산모들은 교육책자의 도움에 대해 “조금” “약간”, “별로” 도움이 되었다
고 표현했으나 9 이하로 감소한 산모들은 모든 산모들이 교육책자의 필요
성을 호소하고 있었고 인터뷰에 응한 대다수의 산모들(31 명)이 책자를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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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이전에는 산후우울증에 관해 몰랐으며 그러한 정보를 미리 알 수 있
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대답하고 있었는데 이는 Dennis 등(2006)의 연구
보고와 일치하였다.
재검사 점수가 10 이상인 산모들 대부분에서 남편과의 대화가 부족한
것을 느낄 수가 있었으며 남편들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자
신들의 감정을 남편에게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터뷰 분석결과와 설문지 결과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실험 1
의 결과에 대한 의미를 도출하게 되었다. 즉 실험군 산모들 중 척도가 계
속 10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는 산모들의 경우 부부간 갈등이 있을 때 대처
하는 방안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고(Dennis, 2006), 이러한 요인이
산후우울정서를 지속시키고 조기 부모교육의 효과에 방해요인이 될 수 있
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후속 실험인 실험 2 를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3 에 관한 실험 2 는 EPDS 척도가 10 이상인 산모들에게 교
육을 실시하기 전에 이들의 갈등대처방안척도를 검사하고 산모들의 갈등
대처방안유형과 EPDS 척도와의 관계를 분석하는 실험이었다. 실험 결과
연구문제에서 가정한대로 EPDS 척도가 낮은 산모들과 높은 산모들간에는
갈등에 대처하는 방안의 유형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갈등대처방안척도는 다섯 가지의 갈등대처방안유형을 파악하는 질문
지로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유형, 종교에 의지하는 유형, 이성적으로 대
처하는 유형, 행동 및 감정을 표출하는 유형, 그리고 회피 유형으로 구분되
어 있는데 검사결과 부부간의 갈등 상황에서 이성적 대처와 행동 및 감정
표출의 대처방안을 많이 사용하는 산모들은 EPDS 척도가 낮았고, 반대로
회피를 대처방안으로 많이 사용하는 산모들은 EPDS 척도가 높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 EPDS 척도가 높은 산모들에서 교육효과가 적었
던 이유를 이들이 갈등대처방안으로 회피의 유형을 많이 사용하여 우울정
서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회피하는 산모가 많았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이 실험 1 과 실험 2 의 결과를 통해 중요한 내용들이 확인되어
이를 근거로 산후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한 조기부모교육의 중요성에 관해
논의해 보려한다.
산후우울증은 산후에 유발될 수 있는 비정신병적인 우울증으로 불안감
과 죄의식에 사로 잡히고 수면장애가 심해지거나 쉽게 피로해지고 예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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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서 산모는 물론 가족들에게도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데에 지장을 초래
하게 되는 정서적 장애이다(Bennett, 2003).
산후우울증은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 만성적인 우울증으로 지속되는 경
우가 많아서 Horowitz(2004)의 종단추적연구에 의하면 출산 후 2 년째에
도 약 30.6%에서 산후우울증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후우
울증을 앓는 산모의 남편의 약 24-50%에서도 역시 우울증을 보이게 된다
(Goodman, 2004).
태어난 아기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바람직한 삶을 위해서는 인지적 지능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능과 사
회적 지능이 균형 있게 발달되어야 하는데 생후 초기부터 엄마와의 상호
작용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이러한 지능영역들의 발달에 부조화가 올 수
있기 때문이다(Beck, 1998).
산후우울증이 있는 산모는 갈등에 대처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어 부부
갈등이 심해질 수 있다. 이는 산후우울증을 지속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
며 가정불화로 이어져서 결과적으로 임신과 출산을 기피하게 되어 저 출
산율의 큰 원인이 될 수 있고 이혼율의 증가에도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
다(Currie & Rademacher. 2004).
이와 같이 산모와 태어난 아기, 남편과 가족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산후우울증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학적인 치료
도 중요하지만 산모와 남편을 위한 조기부모교육이 매우 중요하다(Shaw
et al, 2007).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산후우울증에 관한 예방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곳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건소나 산부인과
병원, 문화센터 등에서는 임부들을 위해 태교나 분만에 관한 산전교육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도 어린 자녀들의 부모
를 위한 부모교육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출산한 산모들과 남편들을
위한 산욕기의 부모교육은 교육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대부분의 유명,
대형 조리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에는 신체적인 산후조리, 산후 몸
매관리나 수유방법, 아기맛사지, 아기이름 짓기, 소아과 진찰 등에 관한 교
육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산후우울증 등의 정서적인 문제에 관
해서는 교육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한국은 문화적인 특성상 산욕기, 특히 삼칠일(출생 후 21 일) 이전에
산모들이 외출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없고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를 표출하는 것이 금기시 되어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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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인자신도 자신의 부정적인 정서가 산후우울정서라는 것을 인지
하기가 쉽지 않으며, 산모 자신이 자각하더라도 이러한 감정을 드러내놓고
표현한다는 것이 수월하지 않기 때문에 산후우울증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진다(Hall, 2004).
산후우울증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개개인의 산모에서 우울정서
가 유발될 수 있는 과정을 이해하여야 한다. 즉,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를
탐색하고 현실에 맞게 수정한 후 부부 관계 개선을 위해 효율적인 대처
행동을 교육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조현주, 2003). 그러나
한국의 문화적 정서상 산욕기의 산모들 개개인에게 이러한 심리 개입 프
로그램을 면대면으로 적용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차선의 방법으
로 산후우울증의 예방을 위한 포괄적인 교육적 내용을 담은 정보책자를
이용하여 산모와 남편이 함께 읽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지해
주는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산모들의 산후우울증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교육책자를 작성하고 이를 교재로 하여 산모와 남
편들을 위한 조기부모교육을 실시하고 매우 고무적인 효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교육책자내용의 이론적인 근거는 우울증의 생물
학적 이론, 행동주의적이론, 인지이론 등에 입각 하여 교육책자의 내용을
구성하였다. 즉 우울증의 인지이론에 의거하여 산모에게 자신의 사고 방식
이 얼마나 부정적이고 비합리적인지 또 이러한 생각이 자신의 적응에 얼
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인식하게 도와 주고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
로 동일한 상황에서 보다 더 긍정적이고 발전적, 합리적인 생각으로 변화
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였고 남편이나 가족,
친지들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내용으로 구
성하였다.
이러한 내용의 교육책자를 이용하여 실시한 실험 1 과 실험 2 를 통한
부모교육의 고무적인 결과는 산후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한 조기 부모교육
은 반드시 필요하며 가능한 산욕기가 끝나기 전, 출산 후 6 주 이전에 교
육이 시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WHO 에서도 산욕
기를 출산후 40 일로 인정하고 있어서 거의 대부분의 산모들의 진료를 위
한 첫 출산 후의 의료기관 방문은 관습적으로 출산후 6 주이후에나 이루어
지는데 산모들 중에는 그 이전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산모들을 조기에 교육시키기 위해서도 이러한 관습은 수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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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ejko, 2006).
조기부모교육을 위한 교육책자는 산후우울증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산후우울증에 관한 정보는 매우
중요하다. 산후우울증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다는 사실이 산후우울증의 예
방에 가장 중요한 방해요인인 것으로 인정되고 있으며(Shaw et al., 2007)
많은 경우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내용은 자신만이 유독 산후우울정서를 갖
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산후우울정서는 누구나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
하여 알려주는 것이다(Bennett, 2003).
산후우울증에 관한 출산 후 예방교육을 산모들에게 효과적으로 제공
하기 위해서는 교육에 대해 각 산모가 처해 있는 상황과 산모가 필요로
하는 내용의 수준과 정도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Dennis, et al.,
2006), 각 산모의 특성을 고려해서 정확한 정보제공과 적절한 인지행동요
법을 교육내용에 우선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본 연구의 심층인터뷰에서도 나타났듯이 산후우울정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주위의 도움, 특히 남편의 지지가 절대적이다. 산후우울정서가
있는 경우 산모들은 부부간의 갈등을 대처하는 기술에 문제가 있을 수 있
고 갈등을 더 민감하게 인지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남편도 산후우울정서
를 갖고 있는 경우 부부간의 갈등은 더 심화되기 마련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EPDS 점수가 높은 산모들은 갈등에 대처하는
유형으로 회피형이 많았다. 이러한 갈등대처방안은 산후우울정서에서 벗어
나는데에 방해가 될 뿐 아니라 교육의 효과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산후우울증의 예방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부부간의 갈등에 대처하는 기술도 함께 교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산후우울증에 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인지행동요법, 갈등대처기술에
병행해서 부모역할하기에 관한 내용도 교육에 포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교육책자는 부부간의 갈등에 대처하는 기술과 부
모역할하기에 관한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았으나 추후의 교재 개발시
이러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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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사점 및 제언
가. 높은 산후우울증 발현율과 조기 부모교육의 필요성
본 연구결과에서는 EPDS 척도가 10 이상인 산모의 비율이 30%를 넘
어서고 있다. 이렇게 높은 비율에 비해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산후우
울증에 기울이는 관심은 매우 미미하다.
산모의 우울정서는 산모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울정서로 인해 자
녀를 적절히 양육하고 훈육하지 못하게 되므로 아이들의 발달이나 정상적
인 생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산모가 우울한 경우 남편도 우울정서를
보이는 경우가 24-50%정도에서 있을 수 있으므로 부부갈등 및 가정불화
의 큰 원인이 될 수 있다(Goodman, 2004). 본 연구에서는 남편들의 우울
척도를 검사하지는 않았으나 심층인터뷰에서 나타났듯이 남편들도 우울정
서가 의심되는 증상들을 많이 호소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현실은 산후우울증이 있는 산모가 간혹 자신의 아기를 살
해했다는 보도를 접하게 되면 그 때에만 잠시 매스컴에서 다룰 뿐이고 산
후의 산모들의 정서적 건강에 관한 한 관심의 사각지대나 다름이 없다. 유
아들의 조기교육, 영재교육, 입시교육 등 온 나라가 교육열에 고조되어 있
어도 태교에 이어 계속 되어야 하는 출산후의 산모들을 위한 조기부모교
육에만은 관심이 쏠리지 않는 것은 그 만큼 산모들의 부정적인 정서가 밖
으로 노출되지 않는 탓도 있을 것이다. 한국과 문화적으로 관습적으로 다
른 서구 국가의 산모들도 산후의 부정적인 정서만큼은 표출하지 않는 경
향이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Bennett, 2003; Hall, 2004). 한국은 특히 관습
적으로 산욕기 동안은 산모들의 외출이 자유롭지 못하며 이 기간 동안은
산모들의 행동이나 섭식 등에 제한이 많이 따르게 되어 이중으로 고통을
받게 되기가 쉽다. 더욱이 산모가 산후후유증으로 고생하는 경우나 태어난
아기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 등에는 부정적인 정서는 배가되게 마련이다.
본 연구에서는 산후 직후에 흔히 볼 수 있는 산후우울기분장애는 거
의 사라지고 산후우울증이 가장 많이 발현되는 시기인 산후 3-8 주경 산
모들에게 에딘버러산후우울척도(EPDS) 검사를 실시하여 척도가 10 이상이
되는 산모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가를 검증해 보았다. 실험 1 과 실험
2 를 합한 결과 산후우울증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서구 국가의
연구결과들에 비해 31.8%라는 매우 높은 비율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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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큼 산모들의 산후우울정서가 자라나는 아이들이나 남편 및 가족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지대할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산후우울정서가 남편이나 다른 가족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매우 중요하지만 새로 태어난 아기에게 있어서 엄마의 정서적 건강의 중
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Freud, Erikson, Adler, Sullivan,
Cattell 등 모든 성격이론가들이 아기가 인생초기에 갖는 부모와의 관계가
성격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노안영, 2003; 김경희,
2003). 성격발달뿐만 아니라 지능 및 언어발달은 영유아기에 급속히 발달
하기 때문에 이 때의 엄마와의 상호작용은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Sohr-Priston, 2006), 특히 의사소통기능의 발달은 엄마와의 긍정적인 상
호작용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산모의 정서상태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Kaplan, 1999).
산후우울정서를 갖는 엄마들은 아기들을 양육해야 한다는 중압감에
시달리며 죄의식, 비합리적인 사고, 상실감이나 분노 등으로 가득 찬 상태
에서 아이들과 상호작용 하는 수가 많다(Beck, 1998). 또한 아이들의 기질
을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아이들과의 관계에서도 많은 갈
등을 겪으며 과다 흡연, 과음 등이 증가할 수 있다(Leiferman, 2002). 아
기들은 성장지연, 장염과 호흡기 감염의 증가(Rahman, 2004) 수면장애,
성장기에 과잉행동이나 학습장애가 증가하는 등 아이들에게 장기적으로
올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은 매우 다양하고 심각하다(Wolke, 2002).
이렇게 인생초기의 부정적인 경험은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장기적
으로 영향을 미쳐서 학동기의 인지능력이나 학습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친
다는 사실이 종단적인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 Galler(2004)등은 산후우
울증이 있는 엄마들에게서 자라난 아기들을 추적하여 그들이 만 11-12 세
가 되어 치른 고등학교 입학시험점수를 분석하였는데 아기들의 생후 6 개
월 이하일 때의 수유상황, 신체계측 및 산모의 우울, 불안 척도와 입학시
험 성적과는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즉 신체계측이 낮을수록, 그리고 산모
의 우울, 불안척도가 높을수록 성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아
기들의 신체계측과 수학성적, 산모의 우울불안척도와 영어성적간에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선진국에서는 주산기
의 산모와 남편들을 위한 예방교육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Barlow, et al.,
2007). 특히 이전의 출산후 교육이라는 협의의 관점에서 벗어나 점차 출산
전에 위험요인이 있는 산모들을 미리 확인하여 교육을 시키고 출산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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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필요성이 있는 산모들과 남편들을 대상으로 산후교육을 시키는 넓
은 의미의 주산기교육으로 바뀌고 있다(Austin, 2004).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이 아기의 일생을 좌우할 수도 있는 중대한 부
정적인 영향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산후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한 부모교
육을 조기에 실시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문화
적 특성상 산후의 산모들과 남편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 외출을 한다는 것
은 쉬운 일이 아니다.
선진 국가들과 같이 출산한 산모들이 제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Federal and State policy, 2007)와 달리 한국은 보건 체계상 출산후에 개
별 방문을 통한 산후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아기를 분만하기 위
해 병원에 머무는 시간은 정상 분만인 경우 1-7 일 밖에 되지 않기 때문
에 산모들은 산후우울정서에 관해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다. 산
욕기에는 산모들은 극히 제한된 공간에서 지내게 되며 이 기간동안 정서적
으로 문제가 있더라도 아기를 낳은 엄마라는 입장 때문에 자신의 부정적인
정서를 주위에 피력하는 것은 한국의 문화적 정서상 금기시 되는 것이 일
반적인 현실이다. 또 경제적으로도 모든 산모들이 국가차원의 관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증세가 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적으로 조치를 취하
게 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다.
유아원이나 유치원에서는 원아들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실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이들의 교육과 양육에 도움을 받기가 비교적 쉽다.
그러나 양육시기 초기, 특히 산욕기의 부모들은 자신들의 부모나 친척, 친
지들의 조언을 듣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모역할하기에 관해 전문적인 교
육을 받을 기회가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산욕기의 산모들이나 남편들
의 경우, 특히 첫 아기의 경우에는 경험부족, 정보부족 등으로 새로운 환
경에 대처하는 갈등해결 능력의 부족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Crockenberg, 2003; Tammentie, 2004).
본 연구의 심층인터뷰에서 나타났듯이 산모들은 연구자와 교감이 형성
되면서 자신들의 심정을 더욱 솔직하게 호소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들의 증
세는 EPDS 의 점수에 비해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산모들의 솔
직한 정서가 검사에 반영될 수있도록 검사자는 분위기를 유도하여야 하며
EPDS 점수가 9 이하인 경우에도 다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재 검사를 실
시하여 산후우울정서의 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산모에게 산후우울정서가 있더라도 주위에서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와 같이 분만 후 산모가 첫 외출을 하게 되는 아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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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예방접종 시기(출산 후 약 3-8 주 후)가 평가의 적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아기를 동반하는 산모에게 산후우울척도 검사를 실시하고 조
기 부모교육책자를 나누어 주어 산후우울증에 관한 예방교육을 자연스럽
게 시킬 수 있다면 한국의 문화정서적 특성에도 부합하고 경제적으로도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효과적인 교육을 실시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방접
종클리닉에서 산모들의 산후우울정서의 정도를 평가하고 교육하는 것에
대한 법률적인,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논란도 있을 수 있다(Chaudron,
2007). 그러나 의료종사자들에게 산후우울증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
게 하고 증세가 심한 경우 전문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할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한 교육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산모의 산후우울정서에 이어지는 아기의 발달이상, 아이들의 문제행동
의 증가, 남편의 우울정서, 부부갈등에 의한 가정불화 등은 결국 아이들에
게 평생을 좌우할 수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 뿐만아니라
이혼율의 증가와 출산율의 감소 등과 같이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를 야기
하게 되기 때문에 산후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내용에는 이 모든 내
용들이 포괄적으로 다루어져야하며 이러한 교육은 가능한 조기에 이루어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남편의 산후우울정서, 부부갈등대처방안 및 자녀들의 역할 배려
Dennis(2006)는 산후우울증 산모들에게 남편과의 갈등, 남편의 배려
및 지지도에 관한 검사를 한 결과 갈등도는 매우 높고 지지도는 낮은 것
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출산전에 남편에게 산모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의사소통 기술 등을 늘려갈 수 있도록 교육하고 출산
후에는 산모의 정서를 이해하고 협조하며 아기를 돌보는 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을 산모 및 남편들과의 통화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실험 1
과 실험 2 의 통계결과분석에서 나타났듯이 산모의 갈등대처방안과 부부간
의 의사소통기술은 교육효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산모가 우울정서를 갖는 경우에는 부부간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산후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후우울증 자체에 관한 교
육내용도 중요하지만 부부간의 갈등에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는 방법도 터
득하게 하므로써 교육의 효과를 배가 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부부통합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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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교육(조현주, 2003)에서와 같은 효과를 보기 위해 부부갈등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회적인 기술을 교육내용에 포함시킴으로써 심리적인 개
입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교육내용은 남편의 산후우울정서에 관한 내용에도 많이 할애해야 한
다. 근래에 와서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아버지가 자녀의 양육과 교육
에 깊이 참여하는 가정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 과거의 가부장적 제도
하에서의 엄부의 위치에서 아이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상호작용하
는 자상한 아버지의 위치로 변화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자연히 아
이들의 발달에 아버지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아버지의 산후우울정서는 단순히 폭음하는 경우 등의 부정적인 영향의 범
위를 넘어서서 아이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Ramchandani
등(2005)의 연구에서도 밝혀졌듯이 남편(아버지)의 우울증이 자녀들의 발
달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중요하므로 산모들의 산후우울정서 못지 않게
남편들의 산후우울정서도 조기에 발견하여 아이들의 발달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Davey(2006)은 산후우울증 남편들을 위한 집단심리요법을 시행하였
는데 매우 좋은 효과를 보았으며 특히 비슷한 경험을 가진 동료들과의 경
험담 교환 등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을 예방
교육에도 활용하여 프로그램 개발시 통합시키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더 나아가 본 연구의 심층인터뷰에서 나타났듯이 산모는 아이들의 천
진스러운 말 한마디에도 즐거워질 수 있다. 남편과 친척, 친지들의 지지도
중요하지만 특히 태어난 아기의 형제, 자매의 지지도 유도해 낼 수 있는
등 교육 내용에 아이들의 역할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이들은
산후우울정서의 피해자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쉽게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훌륭하게 담당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다. 조기 부모교육을 위한 교육책자의 활용
본 연구에서는 EPDS 점수가 10 이상인 위험군 산모와 남편들에게 예
방적 차원의 교육을 하여 EPDS 의 재검사결과와 심층면담결과 매우 고무
적인 효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 면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개별 교육이 아닌
피드백이 없는 재택교육이었지만 대부분의 산모들이 책자를 통해 큰 도움
을 받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Dennis 등(2006)의 연구결과에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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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교육전부터 EPDS 척도가 비교적 높아서 주요우울증의 기준에 해당되
었던 산모들 중에는 비록 이들의 재검사결과가 교육전에 비해 호전은 되
었지만 여전히 점수가 10 이상으로 고위험군에 속한 산모들(총 35 명 중
5 명)이 있었다. 이러한 고 위험군의 산모들은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
우로 추정되어 전문가의 상담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산모들에게서는 비교 군에 비해 매우 고무적인 결과
가 나타났기 때문에 책자를 통한 교육은 경제적으로도, 산모의 편의를 위
해서도, 다수의 산모들을 교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산후우울증의 예방을
위해 매우 좋은 교육방법으로 확인되었다.
실험 1 과 실험 2 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산후우울정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남편의 지지와 부부간의 갈등에 대처하는 기술이 절대적으로 필
요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책자에는 산후우울정서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
한 남편의 역할, 갈등대처기술, 아이들의 역할, 가족들의 역할에 대한 내용
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내용들은 산모의 특성에 따라 개별화되
어야 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생략하였다. 그러나 갈등대처
방안의 하위유형에 따른 일반적인 대처기술을 유형화하여 포함시키고 남
편의 지지의 중요성과 아이들의 역할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교육내용에
추가하여 후속연구로 실시해 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 다양한 조기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
Barlow 등(2007)은 산후에 실시된 조기부모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연
구 26 편을 분석하였는데 프로그램의 이론적인 바탕을 기초로 행동적, 인
지-행동적, 다중모형적, 행동-인본적, 합리-정서적 프로그램의 5 그룹으로
나누어 그 효과를 메타분석하고 조기부모교육은 매우 효과적이라고 결론
을 내렸다. 본 연구에서는 산후우울증의 예방을 위해 주로 산후우울증에
대한 정보와 산모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지-행동적인 내용
만을 포함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모델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후속
연구로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근래에 와서 산후조리원에
서 가료를 받고 있는 산모들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모자보건법이
바뀌어서 2005 년 12 월부터는 산후조리원이 자유업에서 신고업으로 바뀌
었고 산후조리간호관리자 교육과정의 개발에 대한 연구(최양자, 2004)도
이루어지는 등 학계의 관심도 서서히 증가하고 있어 고무적이라 할 수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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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루 속히 우리나라의 산후조리원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들을 개발하
여 산후우울증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위해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있게 된
다면(Fisher, et al, 2004) 바람직한 효과를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각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담당하고 있는 산후도우미의 역할도 매우 중
요하다고 할 수있다(Buist, 2003). 특히 우리나라는 가정간호의 차원에서
여러 사회 단체에서 산후도우미를 파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이들의 조언에 산모들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산후도우미들이 받고 있는 산후조리교육과정의 내용에 대
한 재점검과 효율적이고 올바른 교육내용을 위한 교육과정개발도 추진되
어야 한다.
교육의 매체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교육책
자를 통한 부모교육을 실시하였지만 광범위한 교육대상을 고려한다면 인
터넷을 통한 교육이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교육대상과의
피드백이 없이 일방적인 교육에 치우칠 가능성이 많으므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Summers(2005)가 분석한 연구보고에 의하면 산후우울증을 위한 인
터넷 교육 매체 34 곳 중 5 곳만 제대로 된 곳(응답의 75%이상이 올바른
응답인 경우)이었고 11 곳은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을 다루고 있었거
나 오히려 해가 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곳도 있었으며 이중에는 인기
있는 곳으로 알려진 상위 10 곳에 드는 곳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제대로 운영하지 않으면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지만 산후에 외출이 쉽지않은 산모나 남편들을 위해서 인터넷
을 통한 교육을 제대로 올바르게만 운영할 수 있다면 바람직한 교육방법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산후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
한 것은 교육의 효과를 보지 못하는 고위험군의 산모들을 가능한 조기에
발견해서 전문적인 상담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EPDS 척도가 높은 산모들에게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교육의 효과를 볼 수 없었다. 이러한 산모들을 조기에 전문치료를 받게 하
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교육요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관
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Chaudron, 2007).
이상과 같이 태교나 유아들의 조기교육, 영재교육, 입시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들, 특히 처음으로 부모가 되는 초보부모들을 위한 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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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태어난 아기들이 최상의 정서적인 환경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출산후 부모들을 위한 교육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
를 위해 다양한 내용과 형식의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이 절실히 요
구된다.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 산모들과 미혼모(Birkeland, 2005)들에게서 산후우울증이
매우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우리나라도 근래에 와서 미혼모나 어린
산모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에 관한 자료를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둘째, 오랜 불임 끝에 출산한 산모들에게 산후우울증이 증가하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는데(Fisher, et al, 2005) 우리나라도 근래에 와서 불임과
불임치료에 의한 출산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에 관한 자료를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셋째, 남편들의 산후우울증 척도를 검사하지 못하였다.
넷째, 산모들에게 책자를 나누어 줄 때 남편과 같이 읽도록 하였지만
실제로 우울정서가 심한 산모들 중에는 남편에게 책자에 관해 말하지 않
은 산모들이 많았다. 따라서 아기의 어머니, 아버지가 같이 교육받을 수
있게 하려는 조기부모교육의 목적의 의미가 감소되었다.
다섯째, 교육책자의 내용이 산모들만을 위한 내용에 국한되고 남편이
나 아이들의 입장에 관한 고려나 그들의 사회적 지지의 역할에 대한 내용
들을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여섯째, 산후우울증 예방을 위한 조기부모교육의 장기적인 효과를 확
인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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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째, EPDS 재검사 점수가 10 이상인 비교군 산모들에게도 재검사
후 상담을 하고 교육책자를 주어 읽어보게 하였고 고위험군의 산모들은
실험군과 비교군 모두 정신과를 방문하도록 권유하였지만 계속 추적, 관찰
하지 못한 윤리학적인 문제가 있었다.
여덟째, 심층 전화인터뷰에서 처음 몇몇 산모들의 강력한 거부의사로
녹음계획을 포기하게 되어 완전한 객관적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홉째, 심층 전화인터뷰가 연구자 단독으로 이루어졌고 연구자는 대
상 산모에 관해 알고 인터뷰에 임하였기 때문에 그에 의한 바이어스가 없
었다고 단정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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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1. 1A : 총산모 대상 인구학적자료
이 검사는 산후우울증의 예방과 치료연구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
의 비밀은 철저하게 보장됩니다. 원치 않으시는 분은 답을 안하셔도 됩니다.

산모 연령 : (만) (
)세
아기 연령 : (
)일
분만방법 : 자연분만(
)
제왕절개수술(
수유방법 : 모유(
)
우유(
)
혼합(
몇 번째 임신인가요? (
)번 째
몇 번째 아기인가요? (
)째 아기

)
)

과거에 큰 병을 앓으신 적이 있나요?

과거나 현재 정신적인 질환을 앓으신 적이 있나요?

출산 전, 후에 산모나 아기에게 문제가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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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에딘버러 산후우울 척도 (EPDS)
아래 문항들은 최근 일주일 동안 어떻게 느끼고 계신가에 관한 문항들입니다.
각 문항들에는 각각 4 개의 답이 있습니다.
4 개의 답 중에서 자신이 최근 1 주일 동안 느낀 것과 가장 비슷한 답의 번호에 0
표를 하시면 됩니다.
답을 생각하실 때는 누구와도 의논하지 마시고 자신만의 생각을 대답해 주십시요.

(1). 재미있는 장면을 보거나 웃기는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웃으시나요?
3. 전혀 웃게 되지를 않습니다.
2. 확실히 예전과는 달리 잘 웃지 않습니다.
1. 예전보다는 덜 웃는 것 같습니다.
0. 전처럼 똑같이 웃습니다.
(2). 일을 할 때 얼마나 즐거운 마음을 갖게 되나요?
3. 전혀 즐거워 지지를 않습니다.
2. 예전보다는 확실히 즐겁지 않습니다.
1. 예전보다는 덜 즐거운 것 같습니다.
0. 예전처럼 쉽게 즐거워 집니다.
(3) 일이 잘못되면 필요 이상 내 탓이라고 생각되는 정도는?
3. 거의 언제나 늘 내 탓이라고 생각됩니다.
2. 많은 경우 내 탓인 것같이 생각됩니다.
1. 내 탓이라고 생각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0. 전혀 내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4) 이유 없이 불안하고 걱정이 앞서나요?
3. 예, 아주 자주 그렇습니다.
2. 예, 가끔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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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0.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5) 뚜렷한 이유 없이 무섭고 꼭 죽을 것 같은 적이 있었나요?
3. 예,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2. 예, 가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1. 별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0. 전혀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6)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게 될 때 잘 이겨 내십니까?
3. 아니요, 대부분 전혀 견디어 내지를 못했습니다.
2. 아니요, 전과는 달리 잘 견디어 내지를 못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1. 네, 대부분 견디어 냈습니다.
0. 네, 전처럼 언제나 아주 잘 견디어 내고 있습니다.
(7) 요즘 너무 불행하게 느껴져서 잠을 잘 잘 수가 없나요?
3. 예, 거의 늘 잠을 못 이룹니다.
2. 예, 가끔 잠을 못 이룹니다.
1.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0. 아뇨,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8) 요즘 슬프고 비참하게 느껴지나요?
3. 예, 거의 대부분 그렇게 느껴집니다.
2. 자주 그렇게 느낍니다.
1. 별로 그렇게 자주 느끼지 않습니다.
0. 아니요, 전혀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9) 너무 불행하게 느껴져서 자꾸 울게 되나요?
3. 예,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2. 자주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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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0.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0) 자신을 해치고 싶을 때가 있나요?
3. 예, 아주 자주 그렇습니다.
2. 예, 가끔 그렇습니다.
1.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0.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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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인구학적자료조사 : 실험군, 비교군 산모 대상
(2 A-1 )

이 설문은 산모의 산후우울증의 예방과 치료연구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개인의 비밀은 철저하게 보장됩니다. 원하시지 않는 분은 작성
안하셔도 됩니다. (

)안에는 0 표를 하시고, 밑줄 친 곳은 직접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일 : ______년 ___월 ___일

연령 : 만 _____ 세

주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번호 : ________________
엄마 e-mail :
독신 (

휴대전화번호 : 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혼 (

)

학력 : “중졸, 고졸, 대학 중퇴” 등. _________
경제수준: 상( ) 중( ) 하( )
과거에 정신질환을 앓은 적이 있나요?
임신 : 1. 계획된 임신 (
분만 방법 : 자연분만 (

).
)

있다 (

)

없다 (

2.계획하지 않았던 임신 (
제왕절개수술 (

아기생일 : ______년 ___월 ___일.

)
)

)

____째 아기.

아기의 성별 : 남( ), 여( ).
출생시 체중 : ____kg.

130

출생시 아기의 건강 상태 :________________________
수유 방법 :

),

모유(

),

우유(

혼합(모유 + 우유) (

출산전이나 출산후에 산모에게 어려움은 없었나요? 없었다 (

).

) 있었다 (

)

어려움이 있었다면 어떤 문제였나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출산전 직업 : 가정주부( ). 회사원( ). 자영업( ). 학생( ).
기타_____________
전업주부가 아닌 경우, 앞으로 직장 일을 계속 할 것인가요?
예(

),아니요(

)

산후조리를 위해 휴직하시는 기간은? ____달 ___일.
산후조리를 한 곳____________
출산후 산후조리를 해 주신 분은? ______________
산후조리에 만족(

), 불만족(

술은 하십니까? 한다 (
담배는? 피운다 (

).

) 안한다 (

) 안 피운다 (

).

)

가족구조 : 시부모님과 산다( ). 친정부모와 산다( ). 분가( ).
기타_____________
지금의 가족구조에 만족하십니까?_______
아니면 원하시는 것은?________________
출산전이나 후에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있었나요? 있었다_____ 없었다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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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 설문지조사
다음은 최근 1 주일 동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의 답 중에서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답의 번호에 0 표 하십시오.
1. 최근 1 주일 동안의 전반적인 기분은 어떠십니까 ?
1) 아주 좋다 2) 좋은 편이다 3) 그저 그렇다
4) 별로 좋지 않다 5) 아주 좋지 않다
2. 최근 1 주일동안 아기 돌볼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1) 즐겁다

2) 좋은 편이다

3) 그저 그렇다

4) 아기 돌보는 것이 싫을 때가 자주 있다
5) 아기 돌보는 것이 아주 힘들고 싫다
3. 최근 1 주일 동안의 아기 아빠의 기분은 요즘 어떻다고 생각되십니까?
1) 아주 좋다

2) 좋은 편이다

3) 그저 그렇다

4) 별로 좋지 않다 5) 아주 좋지 않다
4. 최근 1 주일 동안 아기를 돌보아야 할 때 아기 아빠가 많이 도와주셨습니까?
1) 많이 도와 준다

2) 도와주는 편이다

4) 별로 도와주지않는다

3) 그저 그렇다

5) 전혀 안 도와준다.

5. 최근 1 주일 동안 당신이 기분이 울적할 때 아기 아빠가 얼마나 배려해 주셨습
니까?
1) 많이 배려해준다

2) 배려해주는 편이다

4) 별로 배려해주지 않는다

3) 그저 그렇다

5) 전혀 관심이 없다.

6. 최근 1 주일 동안 집안 일을 하는 것이 어떻게 느껴지셨습니까 ?
1) 대부분 즐겁게 한다 2) 그런대로 할 만 하다 3) 하기 싫지만 할 수
없이

한다

4)

하기 싫어서 일을 쌓아 놓고 있다.

5) 집안 일 하기가 싫어

서 도망가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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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앞으로 아기를 기를 생각에 걱정이 되십니까?
1) 걱정이 많이 된다

2) 조금 걱정이 된다

4)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

3) 그저 그렇다

5)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8. 앞으로 자신만의 생활이 자유롭지 못할 것에 대한 생각에 걱정이 되십니까?
1) 많이 걱정이 된다

2) 조금 걱정이 된다

4) 별로 걱정되지 않는다

3) 그저 그렇다

5)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9. 다음에 또 임신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1) 아이가 생기는 대로 낳을 생각이다
3) 좀 생각해 봐야겠다

2) 적당한 간격을 두고 낳을 생각이다

4) 현재로서는 낳을 생각이 없다

5) 전혀 다시는 낳

을 생각이 없다
10. 울적할 때 같이 이야기 하고싶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1) 아주 많다

2) 자주 그렇다

4) 별로 그렇지 않다

3) 가끔 그렇다

5) 전혀 그렇지 않다

11. 있다면 누구와 가장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가요? _________________________
12. 산모께서 울적한 기분이 드실 때 기분이 좋아지기 위해 어떤 도움을
면 좋겠습니까?

받았으

자신의 생각을 적어 주십시오.

13. 산모께서 울적한 기분에서 벗어나기 위해 남편께서 어떻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14. 다른 가족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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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설문지조사 (교육후 실험군 용)
질문의 답 중에서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답의 번호에 0 표 하십시오.
1. 최근 1 주일 동안의 전반적인 기분은 어떠십니까 ?
1) 아주 좋다 2) 좋은 편이다 3) 그저 그렇다
4) 별로 좋지 않다 5) 아주 좋지 않다
2. 최근 1 주일동안 아기 돌볼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
1) 즐겁다

2) 좋은 편이다

3) 그저 그렇다

4) 아기 돌보는 것이 싫을 때가 자주 있다

5) 아기 돌보는 것이 아주 힘들

고 싫다
3. 최근 1 주일 동안의 아기 아빠의 기분은 요즘 어떻다고 생각되십니까?
1) 아주 좋다

2) 좋은 편이다

3) 그저 그렇다

4) 별로 좋지 않다 5) 아주 좋지 않다
4. 최근 1 주일 동안에 아기를 돌보아야 할 때 아기 아빠가 많이 도와주셨습니까?
1) 많이 도와 준다

2) 도와주는 편이다

4) 별로 도와주지않는다

3) 그저 그렇다

5) 전혀 안 도와준다.

5. 최근 1 주일 동안 당신이 기분이 울적할 때 아기 아빠가 얼마나 배려해 주셨습
니까?
1) 많이 배려해준다

2) 배려해주는 편이다

4) 별로 배려해주지 않는다

3) 그저 그렇다

5) 전혀 관심이 없다.

6. 최근 1 주일 동안 집안 일을 하는 것이 어떻게 느껴지셨습니까 ?
2) 대부분 즐겁게 한다 2) 그런대로 할 만 하다
3) 하기 싫지만 할 수없이 한다
4) 하기 싫어서 일을 쌓아 놓고 있다.
5) 집안 일 하기가 싫어서 도망가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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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앞으로 아기를 기를 생각에 걱정이 되십니까?
1) 걱정이 많이 된다

2) 조금 걱정이 된다

4)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

3) 그저 그렇다

5)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8. 앞으로 자신만의 생활이 자유롭지 못할 것에 대한 생각에 걱정이 되십니까?
1) 많이 걱정이 된다

2) 조금 걱정이 된다

4) 별로 걱정되지 않는다

3) 그저 그렇다

5)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9. 다음에 또 임신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1) 아이가 생기는 대로 낳을 생각이다 2) 적당한 간격을 두고 낳을 생각이다
3) 좀 생각해 봐야겠다 4) 현재로서는 낳을 생각이 없다
5) 전혀 다시는 낳을 생각이 없다
10. 울적할 때 같이 이야기 하고싶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1) 아주 많다

2) 자주 그렇다

4) 별로 그렇지 않다

3) 가끔 그렇다

5) 전혀 그렇지 않다

11. 있다면 누구와 가장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가요?
1) 남편

2) 친정식구

3) 시댁식구

4) 친구

5) 이웃, 종교인, 기타

12. 처음에 “우리 엄마 활짝 웃게 해주세요” 책자는 어떻게 읽기 시작했나요?
1) 스스로 읽기 시작

2)남편이 권해서

3) 친정식구가 권해서

4) 시댁식구가 권해서 5) 친구나 이웃이 권해서
13. 책자는 혼자만 보셨나요? 아니면 남편이나 다른 가족과 함께 읽었나요?
1) 혼자 읽었다

2) 남편과 같이 읽었다 3) 친정식구와 같이 읽었다

4) 시댁식구와 같이 읽었다 5) 기타 (친구나 이웃)
14. 책자를 읽은 것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된 것 같습니까?
1) 아주 많이

2) 비교적 많이 도움이 되었다

4) 조금 도움이 되었다

3) 보통

5) 전혀 도움이 안 되었다

15. 산모께서 아직도 울적한 기분이 드실 때가 있다면 기분이 좋아지기 위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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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자신의 생각을 적어 주십시오.

16. 산모께서 울적한 기분에서 벗어나기 위해 남편께서 어떻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17. 다른 가족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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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갈등대처방안척도 II
이 검사는 아기들의 정서지능발달을 위한 산모들의 산후우울증 교육에
참고하기 위한 갈등대처방안척도검사입니다.
교육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으며 비밀은 철저하게 보장됩
니다. 원하지 않으시면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1) 가족이나 친척과 상의하거나 조언을 듣는다. (
)
1.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다
2. 거의 그렇게 하지 않는다
3. 보통이다
4. 자주 그러는 편이다
5. 거의 항상 그렇게 한다
2) 전문가나 책을 통해 도움과 정보를 얻는다. (
)
1.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다
2. 거의 그렇게 하지 않는다
3. 보통이다
4. 자주 그러는 편이다
5. 거의 항상 그렇게 한다
3) 친한 친구나 이웃과 상의한다. (
)
1.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다
2. 거의 그렇게 하지 않는다
3. 보통이다
4. 자주 그러는 편이다
5. 거의 항상 그렇게 한다
4) 비슷한 상황의 사람에게 충고와 정보를 얻는다. (
)
1.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다
2. 거의 그렇게 하지 않는다
3. 보통이다
4. 자주 그러는 편이다
5. 거의 항상 그렇게 한다
5) 교회나 성당, 절을 찾는다. (
)
1.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다
2. 거의 그렇게 하지 않는다
3. 보통이다
4. 자주 그러는 편이다
5. 거의 항상 그렇게 한다
6) 성직자에게 도움을 청한다. (
)
1.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다
2. 거의 그렇게 하지 않는다
3. 보통이다
4. 자주 그러는 편이다
5. 거의 항상 그렇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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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에게 기도하는 등 신앙의 힘을 얻는다. (
)
1.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다
2. 거의 그렇게 하지 않는다
3. 보통이다
4. 자주 그러는 편이다
5. 거의 항상 그렇게 한다
8) 종교활동을 통해 도움을 얻는다. (
)
1.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다
2. 거의 그렇게 하지 않는다
3. 보통이다
4. 자주 그러는 편이다
5. 거의 항상 그렇게 한다
9) 문제를 오래 끌지 않고 빨리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
)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거의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자주 그런 편이다
5. 거의 항상 그렇다
10) 문제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
)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거의 그렇지 않다
4. 자주 그런 편이다
5. 거의 항상 그렇다

3. 보통이다

11)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려고 노력한다. (
)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거의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자주 그런 편이다
5. 거의 항상 그렇다
12) 문제를 인생을 살아가는 데 겪어야 할 현실로 생각한다. (
)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거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3. 보통이다
4. 자주 그런 편이다
5. 거의 항상 그렇다
13)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계획하고 실천해 본다. (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거의 그렇지 않다
4. 자주 그런 편이다
5. 거의 항상 그렇다

)
3. 보통이다

14) 배우자와 타협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
)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거의 그렇게 하지 않는다
4. 자주 그런 편이다
5. 거의 항상 그렇다

3. 보통이다

15) 외출, 텔레비전 보기, 운동하기, 일에 열중하는 등의 기분전환을 한다.
(
)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거의 그렇게 하지 않는다
3.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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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주 그런 편이다

5. 거의 항상 그렇다

16) 화가 나면 참지 않고 화를 낸다. (
)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거의 그렇지 않다
4. 자주 그런 편이다
5. 거의 항상 그렇다

3. 보통이다

17) 짜증을 내거나 욕을 한다. (
)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거의 그렇지 않다
4. 자주 그런 편이다
5. 거의 항상 그렇다

3. 보통이다

18)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따로 생활한다. (
)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거의 그렇지 않다
4. 자주 그런 편이다
5. 거의 항상 그렇다

3. 보통이다

19) 큰소리로 싸운다. (
)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거의 그렇지 않다
4. 자주 그런 편이다
5. 거의 항상 그렇다

3. 보통이다

20)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폭력을 사용한다. (
)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거의 그렇지 않다
4. 자주 그런 편이다
5. 거의 항상 그렇다

3. 보통이다

21) 일부러 늦게 귀가한다. (
)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거의 그렇지 않다
4. 자주 그런 편이다
5. 거의 항상 그렇다

3. 보통이다

22) 집안 일을 소홀히 한다. (
)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거의 그렇지 않다
4. 자주 그런 편이다
5. 거의 항상 그렇다

3. 보통이다

23) 성관계를 회피한다. (
1. 전혀 그렇지 않다
4. 자주 그런 편이다

3. 보통이다

)
2. 거의 그렇지 않다
5. 거의 항상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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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술을 마시자고 한다. (
1. 전혀 그렇지 않다
4. 자주 그런 편이다
25) 헤어지자고 말한다. (
1. 전혀 그렇지 않다
4. 자주 그런 편이다

)
2. 거의 그렇지 않다
5. 거의 항상 그렇다

3. 보통이다

)
2. 거의 그렇지 않다
5. 거의 항상 그렇다

26) 잠시 집을 나간다. ( )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거의 그렇지 않다
4. 자주 그런 편이다
5. 거의 항상 그렇다

3. 보통이다

3. 보통이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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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산후우울증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책자

우리 엄마 활짝 웃게 해주세요

요즘 많이 힘드시지요?
아기를 출산하신 후부터 기운이 없고 꼼짝 달싹하기도 싫으신 건 아닌지요?
뚜렷한 이유 없이 우울하고 눈물이 많아지고 식욕도 없고
잠도 잘 못 이루어서 고생하시는 건 아니신가요?
우는 아기 때문에 짜증이 나고, 남편의 사소한 말 한 마디에도 섭섭해지고
울고 싶어지시는 건 아닌가요?
이상과 같은 증세들이 정도 차이는 조금씩 있지만
어느 정도 나타나는 것을 산후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산후우울증이 있을 때는 남편이나 가족들의
따뜻한 위로와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증상이 2 주 이상 계속될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증세는 우리 신체 내의 호르몬 수준에
일시적으로 변화가 생겨서 일어나는 것이므로 아기를 출산한 여성이라면
어느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직업이나 종교, 교육, 사회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의사도, 간호사도, 교수도, 상담자도, 독실한 종교인도,
예외없이 이러한 증세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조금씩 있을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증세들 중
일부 혹은 전부가 나타납니다.
* 자꾸 걱정이 많아지고 불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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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을성이 없어지고 예민해진다.
* 모든 일이 너무 힘들게 느껴진다.
* 무슨 일을 결정해야 할 때 참 힘들다.
* 슬프고 죄책감이 들고 무섭다.
* 자꾸 희망이 없을 것처럼 느껴진다.
* 잠이 잘 오지 않거나 수면 과다인 경우도 있다.
*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자꾸만 몸이 아프다.
* 아기 돌보는 것이 편치 않고 아기를 봐도 별 느낌이 없다.
* 정신 집중이 잘 안된다.
* 아무 흥미도 없고 기쁨도 느낄 수가 없고 성욕도 없다.
* 식욕도 없고 체중이 심하게 줄었거나 오히려 많이 늘었다.

산후우울증을 가진 분들은 다음과 같이 느낄 때가 많습니다.
* 나처럼 이렇게 행복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까
* 나는 정말 외롭다. 아무도 나를 이해 못할꺼야
* 나는 여자로, 아내로, 엄마로도 실패작이다
* 나는 아마도 전처럼은 절대로 될 수 없을꺼야
* 나는 정말 너무 큰 실수를 한 것 같아
* 내 머리가 어떻게 될 것 같아. 미칠 것만 같아

산후우울증으로 고생하고 계시다면
다음과 같은 믿음을 꼭 가지셔야합니다.
* 나는 틀림없이 회복한다.
산후 우울증은 제대로 치료하면 100% 완치됩니다.

* 나 혼자만 이런 증세로 고생하는 것이 아니다.
산모 10 명 중 8 명은 이런 증세를 첫 2 주 동안은 가질 수 있고
10 명 중 약 3 명은 이 증세들이 그 후에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

* 내가 이렇게 느끼는 것은 내 탓이 아니다.
산후에 신체내의 홀몬에 변화가 생겨 그런 것이지 산모 탓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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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좋은 엄마다.
지금 당장은 울적하고 짜증나고 툭하면 눈물을 흘리지만
마음 저 깊은 속에는 모성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아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은 엄마입니다.
잠시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우울한 것뿐입니다.
“나는 회복할 수 있다”는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이러한 기분에서 벗어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노력하십시오
그 동안은 아기를 엄마 대신 다른 사람이 보살펴 주는 것에 대해
전혀 죄책감을 느끼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아기를 위해 엄마가 회복하려고 애쓰는 것은
아기를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니까요.

* 나는 틀림없이 조금씩 좋아진다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것이 당장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노력하고만 있다면
당신은 츨림없이 조금씩 좋아집니다.
노력하는 사람치고 회복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울증에 빠지다 보면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기가
참 힘들긴 하지만 억지로라도 이상과 같은 말을 반복해서 다짐하다
보면 점차 좋아지는 것을 확실하게 느낄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출산 후 신체의 호르몬 상태에 변화가 생겨서
잠시 우울한 것뿐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틀림없이 점차 좋아집니다.
매일, 매일 이상과 같은 다짐을 반복하십시오.

산모가 해야 할 일들
* 당신을 도와 줄 사람을 찾아 보십시오
집안 일들, 아기 돌보기 등, 당신을 도와 줄 수 있고 정신적으로
당신의 마음을 다독여 줄 수 있는 주위의 사람들을 찾아 보십시오.
남편이나 가족들, 친구들, 친척들, 이웃, 친지들, 아무라도 좋습니다.
이들에게 당신의 기분을 이야기 하고 도움을 청하십시오.

* 식사를 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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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사가 귀챦고 우울하고 식욕이 없는데 어떻게 잘 먹느냐고 하시겠지만
제대로 밥상을 차려서 먹는 것이 번거로울 때는 마실 수 있는 것,
즉 농축 요구르트나 우유, 치즈, 미숫가루, 빵이나 케이크, 삶은 계란 등
간편한 것으로 드십시오.
씻어서 쉽게 먹기 좋게 잘라 놓은 과일 등으로
냉장고를 채워놓아 달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카페인 성분이 든 음식은 피하십시오.
식욕이 없더라도 우선 잡수셔야 합니다.
칼로리 섭취가 잘 되어야 산후우울증에서 회복하기가 쉽습니다.

* 적당한 운동을 하십시오.
산후우울증이 있으면 꼼짝하기도 싫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잠깐이라도 가벼운 운동을 하면 훨씬 기분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혼자서 움직이기가 힘들면 주변의 도움을 청하십시오.
과격한 운동은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피하십시오.

* 하루에 한 번쯤은 바깥 공기를 쏘이십시오.
외출이랄 것도 없이 그저 현관 밖으로 나가 바깥 공기를
들이 마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분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집안에서만 웅크리고 있으면 더 기분이 울적해 질 수가 있지요

* 잠을 잘 주무셔야 합니다.
산후우울증에서 하루 속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잠을 잘 자야 합니다.
하루에 5 시간 정도는 방해 받지 않고 잘 수 있어야 합니다.
엄마가 푹 자기 위해서는 젖을 짜서 보관해 놓았다가 밤에는 젖병에
넣어서 먹이거나 밤중에는 한 두번 정도는 우유를 먹이셔도 됩니다.
엄마가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건강한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엄마가 전적으로 꼭 아기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아기 아빠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도움을 청하고
밤에는 가능한 한 푹 자도록 해야 합니다. 낮에 잠깐씩 자는 것도 좋지만
낮잠으로 밤잠을 대신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잠이 오지 않을 때에는
의사와 상의해서 안전한 약을 복용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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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한 휴식을 취하십시오
아기를 돌보지 않고 쉬는 것이 좋은 엄마가 취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 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정말 좋은 엄마는 가능한 한 수시로 충분한 휴식을 취해서
아기를 더 잘 돌볼수 있도록 에너지를 충분히 충전하는 엄마입니다.
남편과 가족들은 엄마가 충분히 쉴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우울증이 너무 심하거나 기운이 없어서 움직이기 힘든 경우에는
귀마개를 하고 옆방으로 옮겨서 편히 쉬거나 혹은 누가 아기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잠시 가 있고 엄마는 집에 남아서 쉬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 아기 돌보기
아기 돌보는 것이 힘들고 기쁘지 않더라도 조금씩 하다 보면
점점 좋아집니다. 당신은 틀림없이 좋아질 테니까 불안해 하지 말고
정말 힘들 때는 다른 사람에게 아기를 돌봐 달라고 부탁하십시오.
당신의 회복을 위해서 하는 당연한 부탁이기 때문에
하나도 미안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
우울하고 불안한 기분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제발 쓸 데없는 걱정 말고
마음좀 안정시켜라” 는 등, 그런 말이 하나도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습
니다. 그러 때는 솔직하게 당신이 듣고 싶은 말을 해 달라고 하십시오
“우리가 도와 줄께”, “이제 점점 기분이 좋아질 꺼야” 등, 등.

* 불안감이 심할 때
커피 등은 가능 한 피하고 적당한 식사를 하도록 하십시오
산후우울증에 대한 정보를 접하는 것이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오히려
더 불안해진다면 TV 나 신문, 책, 잡지, 인터넷 등의 산후우울증에 관한
모든 정보를 멀리 하십시오. TV 나 영화, 만화, 희극 등과 같이 가능한
즐거운 것으로 산모가 원하는 것만 선택해서 보십시오.

* 주변 환경
당신이 좋아하는 쪽으로 선택하십시오.
불안할 때 주위가 너무 밝은 것이 싫으면 조명을 약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안하기보다 주로 우울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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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가 밝은 것이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당신의 취향대로 하십시오.
가족 모임 등에도 가기 싫을 때는 억지로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민해지면 작은 소리에도 예민해질 수 있고 옷의 질감에도 예민해져서
아주 부드러운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당신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잘못된 믿음들은 반드시 고치셔야 합니다.
* 젖을 못 먹이니까 좋은 엄마가 아니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모유를 먹이건 우유를 먹이건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 결정한 것이라면
아기를 위해 가장 잘 한 결정입니다.
상황에 따라 아기에게 모유나 우유를 먹이는 것이지 수유의 종류와 좋은
엄마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엄마의 건강이 아기에게는 가장 중요하니까요.

* 모유수유를 안해서 아기가 애착형성이 잘 안 될 것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유를 먹고 자란 세상의 모든 아기들은 다 애착을 못 느끼겠
네요. 불안하고 우울하거나 젖을 먹일 때 통증을 많이 느끼는 엄마들은
오히려 젖보다 우유를 먹일 때 더 아기들과 애착형성이 잘 될 때가 많습니
다. 젖을 안 먹여도 스킨쉽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엄마의 젖가슴에 아기의 볼을 꼭 대고 자주 안아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 아기가 엄마가 불안하고 우울한 것을 알고 불안해 할 것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기는 당신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답니다.
아기가 우울할 때는 배고프고 춥거나 너무 더울 때, 기저귀가 젖었을 때
등입니다. 엄마가 우울해도 아기를 꼭 안아주거나 얼러주거나 하면 행복
해하지요.

* 애착형성은 출생직후에만 형성된다고요?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입양한 아이들은 하나도 애착형성을 못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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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아이들 중 훌륭하게 성장한 경우를 많이 보셨지요?
당신이 우울해서 출생후 얼마 동안 아기를 잘 돌보지 못했더라도
후에 얼마든지 아기와 좋은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애착이란 오랜 시간에 걸쳐서 형성되는 것이니까요.

산후우울증의 증세가 심할 때
* 산후우울증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까?
남편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당신의 기분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
하십시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의사와 상의를 하고 필요하다면 약
을 복용할 수도 있습니다. 요즈음은 안전한 약이 많이 나와 있어서 아무 걱
정없이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약을 복용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하면 안됩니다. 당신과 아기를 위해 복용하는 것이므로 오히려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하지요.
산후우울증은 틀림없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이므로 반드시 회복한다는 믿음
을 가지고 노력하면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을 얼마든지 단축할 수 있습니다.
자, 힘을 내십시오.
열심히 노력하셔서 하루 속히 회복하시기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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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표 및 그림
<표 1> 실험 1 : 인구학적 자료의 기술통계비교 1

성

대 상 자

총산모(N=233)

실험군(N=35)

비교군(N=37)

산모 연령 (년)

30.82 (± 4.13)

31.11 (± 4.36)

31.27 (± 3.59)

아기 연령 (일)

29.11 (± 4.95)

27.89 (± 5.02)

28.41 (± 3.74)

출생시 체중(kg)

3.26 (± .36)

3.27 (± .33)

3.3 (± .31)

남 아

119

20 (57.1%)

18 (48.6%)

여 아

114

15 (42.9%)

19 (51.4%)

자연분만

171 (73.4%)

26 (74.3%)

27 (73.0%)

제왕절개

61 (26.6%)

9 (25.7%)

10 (24.3%)

모 유

125 (53.6%)

19 (54.3%)

20 (54.1%)

우 유

18 (7.7%)

2 (5.7%)

4 (10.8%)

혼합수유

90 (38.6%)

14 (40.0%)

13 (35.1%)

첫 째

126 (54.1%)

18 (51.4%)

20 (54.1%)

둘 째

82 (35.2%)

13 (37.1%)

14 (37.8%)

셋 째

23 (9.9%)

4 (11.4%)

2 (5.4%)

다섯째

1 (0.4%)

-

1 (2.7%)

별

분만방법

수유방법

출생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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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실험 1 : 총산모의 인구학적 자료가 EPDS 에 미치는 영향
평균±sd

Exp(B)

p

df

95%신뢰구간

산모연령(yr)

30.8±4.13

1.010

.881

1

.874-1.171

아기연령(d)

29.1±4.95

1.005

.939

1

.876-1.153

아기체중(kg)

3.26 ± .36

.113

.077

1

.025-1.208

N=233

EPDS
평균

sd

t

8.01
7.23

4.78
4.18

출생 초산 (N=126)
순위 경산 (N=107)

7.68
7.56

4.76
4.21

분만 자연분만(N=172)
방법 제왕절개 (N=61)
모유 (N=175)
수유
우유 (N=18)
방법
혼합 (N=90)

7.56

4.19

7.80
7.49
8.89

5.32
4.17
4.88

7.57

4.87

성별

남 (N=119)
여 (N=114)

F

p

df

1.324

.187

231

.205

.838

231

-.356

.722

231

.772

.463

B.G: 2
W.G: 230
Total: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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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실험군, 비교군의 인구학적 자료특성 기술통계비교 2
실험군(N=35)

비교군(N=37)

사례수

백분비

사례수

백분비

계획된 임신

22

63%

25

68%

계획에 없었던 임신

13

37%

12

32%

임신구분

0%

상

경제수준

0%

중

28

80%

30

81%

하

7

20%

7

19%

고졸

20

57%

23

62%

대졸

15

43%

14

38%

시부모님과

5

14%

4

11%

0%

1

3%

산모학력

가족구조

지금의 가족
구조 만족여부

친정부모와
분가

30

86%

32

86%

예

30

86%

30

81%

아니오

5

14%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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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 실험군과 비교군의 인구학적 자료의 동질성 비교분석
N=72

df

Beta

R2

F

p

X2

산모연령

1

-0.154

0.01

1.71

0.195

아기연령

1

-0.168

0.014

2.024

0.159

아기체중

1

0.113

0.001

0.001

0.345

아기성별

1

0.436

0.511

분만방법

1

4.57

0.066

수유방법

2

10124

0.331

출생순위

3

2.805

0.056

산모학력

1

0.664

0.188

경제수준

1

0.908

0.013

임신계획

1

0.675

0.176

<표 5> 실험 1 : 총 산모와 연구대상 산모의 EPDS 평균 비교

대상자 (명)
교육 전 EPDS 점수

총 산모

실험군 + 비교군

233

72

7.63 ± 4.51

12.72 ± 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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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 집단(실험군/비교군)과 시간(교육전/교육후)에 따른
EPDS 점수 평균(표준편차)
교육전

교육후

실험군 (N=35)

12.77(3.21)

5.97(3.15)

비교군 (N=37)

12.68(2.93)

9.03(4.03)

주.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은 것임

<표 7 > 집단 (실험군/비교군) 과 시간 (교육전/교육후) 에 따른
EPDS 점수 변량분석결과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집단

78.785

1

78.785

4.729

오차

1166.208

70

16.66

시간

981.81

1

981.81

166.806**

시간 X 집단

89.31

1

89.31

15.173**

오차

412.016

70

5.886

변량원
피험자 간

*

피험자 내

* p < .05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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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 실험군과 비교군의 교육전과 교육후의 EPDS 평균 비교
실험군 (N=35)

비교군 (N=37)

Total (N=72)

교육전

12.77 (3.21)

12.68 (2.93)

t(70)= .13

교육후

5.97 (3.15)

9.03 (4.03)

t(70)= -3.575*

t

t(34)=13.04*

t(36)=5.95*

* P < .05

<표 9> 총 산모와 EPDS 점수가 10 이상인 산모들의 교육 전 EPDS 점수

N

평균

S. D

총 산모 EPDS

366

7.94

4.212

EPDS > 10

113

13.13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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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인구학적자료가 EPDS 에 미치는 영향
EPDS
평균

sd

남 (N=192)

8.28

4.437

여 (N=174)

7.57

3.926

출생
순위

초산 (N=238)

분만
방법

자연분만(N=272)

8.36
7.16
7.83

4.296
3.947
3.985

8.23
7.69

4.847
4.069

3.99
4.48

3.990
4.482

성별

수유
방법

경산 (N=128)
제왕절개 (N=94)
모유 (N=193)
우유 (N=45)
혼합 (N=128)

t

F

p

df

1.611

.108

364

2.618

.009**

364

-.774

.440

364
B.Gr: 2

1.298

.274

W.Gr: 363
Total: 365

** P < . 01

<표 11> 실험대상 산모들의 인구학적자료의 일반적 특성
대 상 자
산모 연령 (년)

29.94 세 (SD=3.52)

아기 연령 (일)

42.16 일 (SD=5.48)

출생시 체중 (kg)
성

교육대상(EPDS≥10) 산모(N=107)

별

분만방법

수유방법

출생순위

3.38 Kg (SD= .32)

남 아

56 명 (52.3%)

여 아

51 명 (47.7%)

자연분만

77 명 (72.0%)

제왕절개

30 명 (28.0%)

모 유

55 명 (51.4%)

우 유

10 명

(9.3%)

혼합수유

42 명 (39.3%)

초산

81 명 (71.7%)

경산

26 명 (28.3%)

154

<표 12> 교육 전, 후의 실험군 산모들의 EPDS 평균 비교분석

대상자

교육 전

교육 후

EPDS 점수

EPDS 점수

t

총실험군 산모

107

13.13 (2.66)

6.49 (3.42)

t(106) = 25.59*

EPDS <10

90

12.53 (1.95)

5.33 (2.19)

t(89) = 34.04*

EPDS≥10

17

16.29 (3.60)

12.59 (2.00)

t(16) = 4.02*

t(105)=6.24*

t(105)=12.7*

t
* p < .05

<표 13> 갈등대처방안 하위요인들과 EPDS 척도와의 상관계수 (r)

EPDS

외부도움
요청

종교에
의지

이성적
대처

행동 및
감정표출

회피

-0.428**

-0.145

-0.503**

-0.54**

0.558**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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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EPDS 점수에 대한 갈등대처방안 하위요인의 중다회귀분석결과
종속변인

R2

R2 Change

F change

0.34

0.31

0.31

47.47***

행동 및 감정표출

-0.27

0.41

0.1

17.64***

이성적 대처

-0.22

0.44

0.03

5.94*

독립변인
회 피

EPDS

*p<.05

**p<.01

Beta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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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1

실험 2

(2006.8.4-2007.2.7)

(2006.10.25-2007.9.18)

출산 후 3-6주의
보건소방문 산모(N=233)

출산 후 3-8주의
소아과방문 산모(N=366)

ß

ß

1차 검사
EPDS + 인구학적 자료

1차검사
EPDS + 인구학적 자료

ß
EPDS

≥

10

EPDS

≥

10

EPDS

≥

10

짝수일 방문 산모
실험군(N=37)
인적사항 조사+
산후우울증설문지A

홀수일 방문 산모
비교군(N=39)
인적사항 조사+
산후우울증설문지A

ß

ß

ß

교육
산후우울증 교육책자

교육
지능발달 교육책자

교육
산후우울증 교육책자

ß

ß

ß

4-6주 후 2차 검사
EPDS+
산후우울증설문지B
(N=35)

4-6주 후 2차 검사
EPDS+
산후우울증설문지A
(N=37)

4-6주 후 2차 검사
EPDS
(N=107)

ß

ß
심층인터뷰

갈등대처방안척도II 조사

ß

ß

심층인터뷰
EPDS<10 산모 23명
EPDS≥10 부부 5쌍

실험군(N=113)

EPDS

EPDS
<10(N=90)

≥10(N=17)

EPDS ≥10 부부 7쌍
갈등대처방안유형비교

ß
결과분석+추론

결과분석+추론

〔그림 1〕 연구방법 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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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집단(실험군/비교군)과 시간(교육전/교육후)에 따른 EPDS 점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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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ental health of mothers who have recently given birth to a child not only
affects the mothers themselves but also their families’ mental and physical health, the
newborn’s intelligence, personality, emotional and behavioral development.
Couples who have just had a baby are fulfilled with happiness and joy merely by
the fact that they have become parents and are relieved to have a healthy baby.
However, mothers also experience depression and anxiety regarding parenting or
frustration about the fact that they can never return to their lifestyle prior to the birth
of the baby.
When parents who experience depression at the early parenting stage are left
alone, the depression of mothers will worsen and negatively affect the baby’s,
husband’s, children’s and entire family’s emotional state.
As a result, it can cause the husband’s depression, familial conflicts, or
developmental abnormalities or problematic behaviors in children.
These familial issues can be expanded to larger social issues leading to decreases
in birth rates or increases in divorces.
To prevent these problems that negatively impact the mother, the newborn and
the family, educational interventions, as well as medical treatments, are crucial.
However, in reality, it is difficult for puerperal mothers to go out and participate
in educational courses.
The best way to prevent postpartum depression is to understand the whole
process that causes the depression and to receive intimate counseling, but this also is
not easy for puerperal mothers.
Therefore, the next best way is to educate oneself at home using a booklet that
contains educational contents regarding postpartum depression prevention and letting
couples read it to deal with the issue together.
Based on these reasons, in this study, we intervened by urging early parental
education through a booklet on postpartum depression prevention.
Mothers who visited medical institutions when babies were 3-8 weeks old for
vaccination were tested on the Edinburgh Postpartum Depression Scale (EPDS). A
booklet for early parental education was distributed to those whose EPDS score was
higher than 10, after which the effect on postpartum depression was analy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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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the education was very encouraging. Results showed that the
treatment group’s depression levels went down after the education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
The interview result also implied that the treatment group’s depression levels
decreased after the education, and they also received better support from husbands
who made more time for conversation and better understanding.
A follow-up study was conducted regarding coping strategies. Since marital
conflicts can cause postpartum depression, we investigated their coping strategies
using Conflict Coping Strategies Test II on mothers who scored higher than 10 on the
EPDS scale, and educated them with the developed booklet.
After they read the booklet, EPDS levels were re-tested, and the effect of the
educatio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coping strategies and EPDS were analyzed.
The analysis result suggested that mothers who still scored higher than 10 on the
EPDS scale initially had very high EPDS scores compared to mothers who showed
improvement after education.
When there were marital conflicts, mothers with high EPDS levels tended to use
‘Avoidance’ as a major coping strategy. Additionally, mothers who used more of
‘Rational Coping’ and ‘Emotional Expression Coping’ showed a lower EPDS.
Educational materials for parental education should cover general information on
postpartum depression and preferably provide the reader with accurate and
appropriate information on cognitive-behavioral therapy.
In order to get over depression, support from others, particularly from the
husband, is very important. Thus, inclusion of content matter such as social support,
coping techniques on marital conflicts, and parenting skills in the booklets should be
encouraged.
It is also very important to encourage mothers with moderate levels of
postpartum depression to receive counsel from therapists or psychiatrists if the
educational benefit is not significant.
Education programs should be more developed by using tools such as the
Internet or participating postpartum helpers.
Keywords: postpartum depression, postnatal depression, early parent education,
conflict coping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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