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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mediating effect of family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traits 
and postpartum depression by using 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ediation Model (APIMeM). Methods: 
Participants were 197 married couples within one year of childbirth. The APIMeM using path analysis was used to 
determin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personality and family relationships on postpartum depression between wives 
and husbands in AMOS 22.0. Results: Data showed an actor effect suggesting that the higher the neuroticism level 
in wives, the higher the postpartum depression level. In husbands, data indicated an actor effect suggesting that the 
higher the neuroticism level in husbands, the higher the postpartum depression level; however, neither wives nor 
husbands showed a partner effect. Data showed an actor effect suggesting that the higher the family relationship level 
for both wives and husbands, the lower the postpartum depression level; however, neither wives nor husbands showed 
a partner effect. Data showed a mediating effect of neuroticism in wives on postpartum depression through the family 
relationship. Conclusion: The study results indicate that, to prevent postpartum depressi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nursing intervention program for couples that can improve the personalities and family relationship of cou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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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부모가 된다는 것은 인생의 중요한 전환기에 속하며, 이 과

정은 기쁨과 보람뿐만 아니라 역할에 한 책임, 정신적 ․ 신체

적 변화와 같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시기이다[1,2]. 이 시기의 

역할 전환과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처하지 못해 발생하는 산

모의 정신질환은 산모는 물론 부부관계 및 자녀의 성장발달에

도 영향을 미치며, 가족 전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초래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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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와 배우자의 신경증이 가족관계를 매개로 산후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매개 모형의 적용 

다[2]. 출산 후 발생하는 산후우울은 산후우울감(Postpartum 

blues)과 산후우울증(Postpartum Depression, PPD)으로 나

누어지며, 산후우울감은 출산 후 2~4일 내에 시작되어 2주 이

내에 자연 완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슬프고 우울한 기분을 의미

한다[3]. 반면, 산후우울증(Postpartum Depression, PPD)은 

기분증상이 임신기간 중이나 출산 후 4주 이내에 발병하는 주

요우울장애(Major Depressive Disorder, MDD)로 분류하며, 

우울, 불안, 불면, 죄책감, 자살경향성 등의 증상이 2주 이상 지

속될 때 진단된다[4]. 산후우울증은 게 출산 후 4~6주에 시작

되어 길게는 1년까지 지속될 수 있으며, 우울한 기분을 느끼는 

것에서부터 자살 또는 영아 살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증상

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1,3]. 그러나 다양한 양상으

로 나타나는 증상 때문에 스스로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

생되며, 출산 후 생리적 변화로 혼돈 하거나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침묵하는 경우가 많다[5]. 실제로, 산후우울증을 겪던 20

 여성이 생후 7개월 된 딸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건이 발생

하는 등 치료없이 방치될 경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까지 

생기면서 사회적 문제로 두되고 있다[6]. 

산후우울증의 해외 평균 유병률은 출산 후 1년 이내 여성의 

약 13%, 남성의 평균 8%로 나타났다[1]. 2012-2016년 국내 산

후우울증 유병률은 1.43%로 해외 평균보다 낮지만, 기혼여성

의 31.7%가 산후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충동을 느끼고, 이들 중 

2%는 실제로 자살 시도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7]. 그러나 산

후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은 사람은 전체의 2.6%로 나타나, 산

후우울증 및 관리에 한 인식 개선과 함께[8], 조기에 산후우

울증을 예방하기 위한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3]. 

산후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한 선행연구결과, 결

혼만족도[7], 산전우울[8], 사회적 지지[9], 양육 스트레스[10], 

신경증, 성실성, 위험회피 등의 성격특성[3,10] 등이 영향요인

으로 나타났다. 그중 신경증은 기분변화가 심하고, 스트레스와 

새로운 역할 변화에 한 적응력이 낮아 산후우울을 예측하는 

성격특성으로 확인되었다[10]. 그러나 부분의 기존 연구에

서는 개인을 상으로 산후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

하는데 제한점이 있으며, 부부를 단위로 부부의 상호의존성 안

에서 개인 뿐만 아니라 상 방의 산후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 검증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스트레스 교차전이 이

론(Cross-over stress)에 따르면[11], 부부는 상호의존성 안에

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부부관계

에서 한 사람이 스트레스에 영향을 받으면, 다른 구성원에게 스

트레스 반응을 일으킨다고 하였다. 또한, 가족 내 한 사람의 변

화는 가족 내 또 다른 가족구성원은 물론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는 가족체계이론에 근거한 선행연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12]. 따라서, 임신과 출산 과정이 부부가 함께 

겪어가는 경험임을 고려해 볼 때, 산후우울은 산모와 배우자 

모두에게 역동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부부간의 상호

의존적 특성을 고려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부 연구의 경우 쌍 자료의 수집이 어렵고, 모든 변수들이 

서로 상호의존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회귀분석으로 분석할 경

우 모든 변수들이 상호 독립적이라는 가정이 지켜지지 않아 분

석결과의 타당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13]. 따라서, 부부를 단위

로 부부의 상호의존성을 가정하여 산모와 배우자의 산후우울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기-상 방 상호의존 매개 모형(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ediation Model [APIMeM])을 바탕으

로 산모와 배우자의 산후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효과(actor 

effect)와 상 방 효과(partner effect)를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개인의 성격특성 중 신경증이 높은 개인의 우울이 높

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14,15], 부부의 신경증적 성격특성이 

산후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해 분석한 연구는 미미하다. 또

한, 개인의 신경증적 성격특성은 가족구성원 개개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아니라[14], 가족체계적 관점에서 우울

을 유발하는 부부의 신경증적 성격특성은 가족관계에 부정적

인 영향을 줄 수 있다[12]. 선행연구에 따르면, 가족관계는 산

후우울의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가족 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임

신, 출산 및 스트레스가 많은 생활사건 등을 처할 수 있는 능

력이 향상되어 우울 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9]. 이에, 

가족관계를 매개로 산후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

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PIMeM을 적용

하여 산모와 배우자의 신경증적 성격특성과 가족관계, 산후우

울간의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을 검증하고, 산모와 배

우자의 신경증적 성격특성이 가족관계를 매개로 산후우울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 방 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

과는 산후우울을 예방하는 간호중재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

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산모와 배우자의 신경증이 산후우울에 미

치는 자기효과와 상 방 효과를 확인하고, 가족관계를 매개로 

산모와 배우자의 신경증이 산후우울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

방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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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념적 기틀 및 가설적 모형

본 연구에서는 산모와 배우자의 신경증이 가족관계를 매개

로 산후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자기-상 방 상

호의존 매개 모형(APIMeM])에 근거하여[16], 개념적 기틀을 

구성하였다. 이 모형은 인관계에서 한 사람의 생각, 감정 또

는 행동이 다른 사람의 생각, 감정 또는 행동에 영향을 미칠 

때, 이 관계는 상호의존성이 있다고 가정하며, 영향을 주는 정도

에 의해 측정되는 자기-상 방 상호의존성 모형(Actor 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PIM])[13]을 확장한 모형이다. 

즉, 연인이나 부부, 부모-자녀 등과 같이 상호의존성이 존재할 

것으로 기 되는 짝 관계(dyad relationship) 사람들의 양방

향 간 영향력을 평가하고 매개효과를 파악하는 분석방법을 의

미한다. 또한, 자료의 비독립성(non-independence)을 가정하

기 때문에 분석 단위는 커플이 되며, 이때 자신의 어떤 행동이

나 정서가 자신에게 미치는 효과를 자기효과, 자신의 행동 또

는 정서가 상 방에게 미치는 효과를 상 방 효과라고 정의한

다. 신경증은 개인의 우울 뿐 아니라, 가족관계에도 영향을 미

친다[14,15]. 더 나아가 가족관계는 부부의 산후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9,17], 본 연구에서는 신경증이 가족관

계를 매개로 산후우울로 가는 자기효과, 상 방효과, 매개효과 

경로를 추가하여 개념적 기틀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산모와 배우자의 신경증을 독립변수, 가족관계를 매개변수, 산

후우울을 종속 변수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산모와 배우자의 신경증이 가족관계를 매개로 산

후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해 가설적 모형을 구성하였다.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출산 후 1년 이내 산모와 배우자의 신경증이 가족

관계를 매개로 산후우울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 방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구조모형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상자는 출산 후 1년 이내의 산모와 배우자로, S

시 소재 상급종합병원 1곳의 산부인과 외래 및 병동과 J시 소재 

산후조리원 2곳에서 산모와 배우자를 편의 표집(convenience 

sampling)하였다. 상자 선정기준은 1) 출산 후 1년 이내, 2) 

만 20세 이상~만 49세 이하, 3) 법률혼 및 사실혼 관계에 해당하

는 산모와 배우자이다. 출산 후 1년 이내의 기준은, 산후우울증

의 발병이 일반적으로 산후 첫 10일 이후에 시작되어, 산후 1년

까지도 지속된다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였다[1,3]. 상자 제외 

기준으로는 1) 산모와 배우자 모두가 연구참여에 동의하지 않

는 경우, 2) 산후 합병증을 동반하여 연구참여가 어려운 상태, 

3) 연구의 내용을 적절히 이해하고 수행할 수 없는 산모와 배우

자는 연구 상에서 제외하였다.

210쌍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204쌍이 회수되어 98%의 회수

율을 보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한 응답(한쪽 배우자

만 응답한 3쌍, 부분적으로 응답한 4쌍)을 보인 7쌍을 제외한 

총 197쌍(산모 197명과 배우자 197명, 총 394명)의 자료가 최

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경로 분석의 경우 상자 표본의 크기

는 추정되는 모수의 5~10배가 최소 권장 수준이며, 이상적인 

권장 크기는 150~400명 정도[18]로 본 연구는 권장 수준을 충

족하였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도구는 원개발자와 한국어 번역판 

도구 표준화 연구자에게 승인을 받아 사용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성별, 연령, 학력, 직업 등과 관련

된 1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상자의 분만 및 육아 관련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하위항목으로 산과력, 유산 경험, 출산 

후 기간, 양육 참여 시간, 양육 참여 만족도 등과 관련된 18문항

을 포함하여 총 3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 성격특성 신경증 도구

본 연구에서 신경증은 Rammstedt와 John [19]이 개발하고 

Kim 등[20]이 검증한 단축형 한국판 성격 5요인 척도(Big Five 

Inventory-Korean version-10 [BFI-K-10])로 측정하였다. 단

축형 한국판 성격 5요인 척도(BFI-K-10)는 Big Five Inventory 

(BFI) 44문항의 요인분석을 통하여, 성격 5요인을 광범위하면

서도 특정하게 표하는 2문항을 선별하고, 신뢰도와 타당도

를 검증하여 10문항으로 개발되었다[19]. 또한, 단축형 한국판 

성격 5요인 척도(BFI-K-10)는 Big Five Inventory (BFI)와 모

든 성격요인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며, 각 성격요인의 2

문항이 성격 5요인의 특성을 측정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20]. 이에, 본 연구에서는 10문항의 단축형 한국판 성격 5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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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척도(BFI-K-10) 중 신경증을 표하는 2문항만 사용하였다

[20].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항상 그렇다(5점)’으로 측정된다. 점수 범위는 최저 1점부터 

최고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신경증이 강함을 의미한다. 

Kim 등[20]의 연구에서 신경증의 신뢰도 Cronbach’s ⍺는 .71

이었고, 본 연구에서 산모의 신경증은 Cronbach’s ⍺는 .68, 배

우자의 신경증은 Cronbach’s ⍺는 .63이었다.

3) 가족관계

본 연구에서 가족관계는 Kim 등[21]이 개발한 가족관계 사

정 척도(Family Relationship Assessment Scale, FRAS)로 측

정하였다. 가족관계 사정 척도(FRAS)는 총 3개의 하위요인 가

족 지지(5문항), 가족 불화(5문항), 가족 연 감(5문항)과 관련

되어 있는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각 문항별 1점에서 5점까지 점수가 부여된다. 점수범위

는 최저 15점부터 최고 7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한 가족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Kim 등[21]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는 .89였고, 본 연구에서 산모

는 Cronbach’s ⍺는 .93, 배우자는 Cronbach’s ⍺는 .94였다.

4) 산후우울

본 연구에서 산후우울은 Cox 등[22]이 개발하고 Kim 등[23]

이 번안하고 표준화한 한국판 출산 후 우울증 척도(Korean 

version Edinburgh Postpartum Depression Scale, K-EPDS)

로 측정하였다.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4

점 Likert 척도로 각 문항별로 0점에서 3점까지 점수가 부여

된다. 점수범위는 최저 0~3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산후우

울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는 .87이었고, Kim 등[23]의 연구에서 Cron-

bach’s ⍺는 .84였으며, 본 연구에서 산모는 Cronbach’s ⍺는 

.90, 배우자 Cronbach’s ⍺는 .86이었다.

4. 자료수집

본 연구는 연구 상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하여 연구자 소속 

X 학교의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IRB No. 201910-0035- 

01)과 XX병원 임상연구심의위원회(IRB)의 승인(IRB No. 2019- 

0752)을 받은 후 2019년 10월 10일에 시작하여 12월 6일에 완

료되었다. 자료수집은 S시 소재 상급종합병원 1곳과 J시 소재 

산후조리원 2곳의 기관장에게 사전 허락을 받고 진행하였다. 

연구자가 직접 산부인과 외래와 병동, 산후조리원에 방문하여,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 등을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연구참여를 

원하는 산모와 배우자에게 서면 동의서를 받은 후 진행하였다. 

연구 상자에게 자료의 익명 보장과 언제든지 연구참여 철회

가 가능함을 설명하였고, 연구 설명문과 동의서 1부는 상자

에게 제공하였다. 자료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상자가 직접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부부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산모와 배우자를 구분하였다. 또한, 부

부가 서로 의논하거나 소통하지 않도록 설명하였으며, 외래에

서는 독립된 공간인 진료 전 상담실, 병동과 산후조리원에서는 

병실과 휴게공간에서 각각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작성 후 그 자

리에서 바로 수거하였으며, 설문지 작성에는 15-20분 정도 소

요되었다. 

5.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7.0과 AMOS/ 

WI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산모와 배우자의 일반적 특성과 연구변수들의 서술적 통

계는 SPSS의 기술통계를 이용하였다. 자료의 정규성 검

증을 위해 왜도(<2)와 첨도(<7)를 확인하였고, AMOS를 

이용하여 다변량 정규성을 확인하였다[24]. 도구의 신뢰

도는 Cronbach’s ⍺계수로 확인하였다.

 산모와 배우자의 신경증, 가족관계, 산후우울의 상관관계 

및 다중공선성은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

석하였다. 산모와 배우자의 신경증, 가족관계, 산후우울

의 상호의존성을 검증하기 위해 급내 상관계수(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ICC)를 산출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에 앞서 각 잠재변수를 구성하는 관

측변수가 동일한 구성 개념을 측정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였다. 구성타당도(construct validity)는 

각 요인 부하량 값이 .50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수렴

타당도(convergent validity)의 평가 기준은 개념신뢰도

(Composite construct Relibility, CCR) .70 이상, 평균분

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값이 .50 이

상으로 하였다. 판별타당도는 서로 다른 잠재변수 각각의 

평균분산추출값(AVE)이 잠재변수 간 상관계수의 제곱값 

보다 크면 구성개념에 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

여 각 도구에 한 타당성을 검증하였다[25]. 마지막으로 

모형의 적합도는 Chi-square (x2), Comparative Fit Index 

(CFI), Turker-Lewis Index (TLI), Root Mean Squ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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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ror of Approximation (RMSEA)로 확인하였다. 각 적

합도 지수의 판단기준은 CFI, GFI, NFI, TLI≥0.9, RMSEA, 

RMR은 .05 이하일 때 적합한 모형인 것으로 해석한다[16]. 

 AMOS의 구조방정식모형으로 가설적 모형을 측정하였

다. 산모와 배우자의 자기효과와 상 방효과의 상 적 크

기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각 경로

에 한 등가제약모형을 설정하여 x2 test를 실시하였다. 

최 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을 이용하였

으며, x2과 CFI, Goodness of Fit Index (GFI), Normed 

Fit Index (NFI), RMSEA, Root Mean Square Residual 

(RMR)로 검증을 실시하였다. 

 산모와 배우자의 가족관계의 매개효과를 측정하기 위하

여, 팬텀변인(phantom variable)을 설정한 후 Bootstrap-

ing 방법을 사용하여 변인들의 개별 직접 효과와 간접 효

과, 총 효과를 확인하였다. Bootstraping 절차는 5,000개

의 표본을 생성하여 만들어진 분포의 95%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을 때, ⍺는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연 구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구 상

자는 총 394명(산모 197명, 배우자 197명)이며, 평균 연령은 산

모 32.62세, 배우자 34.92세로 나타났다. 직업은 산모의 43.1%

가 전업주부, 배우자는 회사원 및 공무원이 62.9%로 가장 많았

다. 출산 후 기간은 2개월이 35%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은 5개

월로 나타났다. 양육 참여 시간을 살펴보면, 평일 24시간 기준 

산모 20.90시간, 배우자 3.42시간이었고, 주말 24시간 기준 산

모 19.14시간, 배우자 11.31시간으로 차이를 보였다. 

2. 산모와 배우자의 신경증, 가족관계, 산후우울의 상호

의존성

산모와 배우자의 신경증, 가족관계 및 산후우울의 정도와 연

구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상호의존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먼저, 각 변인들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모와 배우자의 급내상관(ICC) 분

석결과, 산모와 배우자의 가족관계는 61%(ICC=.61, p<.001), 

가족지지는 89%(ICC=.89, p<.001), 가족연 감은 83% (ICC= 

.83, p<.001), 가족갈등은 86%(ICC=.86, p<.001), 산후우울

은 44% (ICC=.44, p<.001)로 상호의존성이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나타났다.

3. 측정모형의 검증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변수들이 해당 잠재변인을 잘 설명하

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산모와 배우자의 신경증, 가족관계, 산

후우울에 한 측정 모형을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x2=122.07 

(p<.001), df=76, CFI=.97, TLI=.96, RMSEA=.05로 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기준에 충족되었다.

4. 산모와 배우자의 신경증, 가족관계가 산후우울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

산모와 배우자의 신경증, 가족관계가 산후우울에 미치는 자

기효과와 상 방 효과를 경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3, Figure 1

과 같다. 모형적합도는 x2=113.08(p<.001), df=75, CFI=.98, 

GFI=.93, NFI=.94, RMSEA=.05, RMR=.04으로 만족되었다. 

다중상관가중치(Squared Multiple Correlation, SMC)는 

내생변수의 변량이 외생변수에 의하여 설명되는 정도를 의미

하며, 신경증에 의해 설명되는 산후우울은 산모와 배우자 각각 

22.0%, 24.6%, 가족관계에 의해 설명되는 산후우울은 산모와 

배우자 각각 9.6%, 33.5%로 나타났다. 

신경증이 산후우울에 미치는 자기효과를 확인한 결과, 산모

의 신경증(β=.27, p<.001)과 배우자의 신경증(β=.20, p<.01) 

모두 산후우울에 미치는 자기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상

방 효과를 분석한 결과 산모와 배우자 모두 신경증이 산후우울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족관계가 산후우울에 미치는 자기효과를 분석

한 결과 산모의 가족관계(β=-.57, p<.001)와 배우자의 가족관

계(β=-.40, p<.001) 모두 산후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으나, 상 방 효과는 산모와 배우자 모두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등가제약 모형을 설정하여 기저모형과의 x2값의 차이검증을 

통해 자기 효과(a=a’)와 상 방 효과(b=b’)의 크기를 확인한 결

과는 Table 4와 같다. 산모와 배우자의 신경증이 산후우울에 미

치는 자기효과와 상 방효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산모와 배우자의 가족관계가 산후우울에 미치는 자기효과

(x2differences=7.38, p=.01)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산모

의 가족관계가 산모의 산후우울에 미치는 자기효과보다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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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N=394)

Characteristics Categories
Wives (n=197) Husbands (n=197)

n (%) or M±SD n (%) or M±SD

Age (year) 32.62±3.42 34.92 34.92±3.63

Educational level ＜ College 
≥College

15 (7.6)
182 (92.4)

14 (7.1)
183 (92.9)

Job Housewife
Office workers
Professions
Other

 85 (43.1)
 40 (20.3)

65 (33)
 7 (3.6)

-
124 (62.9)
 38 (19.3)
 35 (17.8)

Family form Couple 
Couple and children
Other

 2 (1.0)
183 (92.9)
12 (6.1)

Marital period (year) 3.82±2.62

Postpartum period (month) 5.16±3.02

Number of children (person) ≤1
≥2

130 (66.0)
 67 (34.0)

Weekday rear period (24 hour) ＜ 3
≥3
＜ 21
≥21

-
-

102 (51.8)
 95 (48.2)

 80 (40.6)
117 (59.4)

-
-

Weekend rear period (24 hour) ＜ 11
≥11
＜ 19
≥19

-
-

 74 (37.6)
123 (62.4)

108 (54.8)
 89 (45.2)

-
-

Parenting help Partner
Babysitter
Other
None

 66 (33.5)
 33 (16.8)
 79 (40.1)
19 (9.6)

 69 (35.0)
 28 (14.2)
 85 (43.1)
15 (7.6)

Parenting assistant satisfaction Satisfaction
Neutral
Dissatisfaction

 74 (37.6)
 80 (40.6)
 43 (21.8)

123 (62.4)
 62 (31.5)
12 (6.1)

Family support satisfaction Satisfaction
Neutral
Dissatisfaction

100 (50.8)
 74 (37.6)
 23 (11.7)

133 (67.5)
 53 (26.9)
11 (5.6)

자의 가족관계가 배우자의 산후우울에 미치는 자기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상 방 효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5. 산모와 배우자의 신경증과 산후우울간의 관계에서 

가족관계의 매개효과

산모와 배우자의 신경증이 산후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에서 가족관계의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간접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매개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x2=113.08 (p<.001), 

df=75, CFI=.98, GFI=.93, NFI=.94, RMSEA=.05, RMR=.04

로 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기준에 충족되었다. 간접 경로를 살

펴보면, 산모의 신경증은 산모의 가족관계를 매개로 산모의 산

후우울에 미치는 간접적인 자기효과 B=.09(.02~.17)가 있었으

며, Bootstrapping 검증 결과 유의확률이 p=.05 미만으로 간

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논 의

본 연구는 출산 후 1년 이내의 산모와 배우자를 상으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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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earson’s Correlations,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Skewness and Kurtosis, and t-test Results for Study Variables
(N=394)

Variables 1 2 3 4 5 6

1. Wife's postpartum depression 1.00

2. Wife's family relationship -.55** 1.00

3.Wife's neuroticism .46** -.19** 1.00

4. Husband's postpartum depression .17* -.18* .10 1.00

5. Husband's family relationship -.15* .36** -.05 -.29** 1.00

6. Husband's neuroticism -.05 -.09 -.09 .41** -.20** 1.00

Variables
Wives (n=197) Husbands (n=197)

ICC p
M±SD Min Max Skewness Kurtosis M±SD Min Max Skewness Kurtosis

Neuroticism 3.45±0.82 1.00 5.00 -0.42 .03 2.74±0.88 1.00 5.00 0.13 -0.52 -.19 .887

Family relationship 3.85±0.68 2.00 5.00 -0.55 -.15 4.05±0.71 1.00 5.00 -1.14 2.48 .61 .001

 Family support 3.98±0.73 2.00 5.00 -0.60 -.18 4.04±0.75 1.00 5.00 -0.99 1.69 .89 .001

 Family togetherness 3.64±0.87 1.00 5.00 -0.39 -.40 3.66±0.88 1.00 5.00 -0.31 -0.56 .83 .001

 Family conflicts 3.86±0.94 1.00 5.00 -0.63 -.27 4.13±0.79 1.00 5.00 -1.16 1.57 .86 .001

Postpartum depression 1.27±0.62 0.00 3.00 -0.02 -.74 0.77±0.52 0.00 2.00 0.55 -0.26 .44 .001

*p＜.05, **p＜.01; Max=Maximum; Min=Minimum.

호의존적 관계에서 신경증이 가족관계를 매개로 산후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상 방 상호의존 매개 모형(APIMeM)에 

근거하여 분석하였고,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토 로 논의를 제

시하면 다음과 같다.

산모와 배우자의 자기효과와 상 방효과를 분석하기에 앞

서 급내 상관계수(ICC)를 통해 신경증, 가족관계, 산후우울의 

부부 상호의존성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연구변수에서 

유사성이 존재하였으며, 산후우울은 산모와 배우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유사성은 중년기 부

부를 상으로 우울의 상호의존성이 높게 나왔다는 선행연구

의 결과[26]와 맥을 같이한다. 이는 부부가 가족 내에서 상호간

에 접한 관계를 맺고[14], 강한 애착을 형성하여, 우울을 유

발할 수 있는 특성을 서로가 공유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

된다[14,26,27]. 한편, 출산 후 1년 이내의 부부를 상으로 신

경증 및 가족관계의 유사성을 연구한 선행연구가 없어서 본 연

구의 결과는 부부의 유사성 연구를 확장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모와 배우자의 신경증이 산후우울에 미치

는 자기효과와 상 방효과를 확인하였으며, 산모와 배우자의 

신경증이 산후우울에 모두 자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경증적 성향이 강할수록 심리적 고통과 우울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15]의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분노, 좌절, 슬픔 등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의 총체로 표현되는 

신경증적 성향이 강한 사람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여, 스트레

스 수준이 높고, 지나치게 근심걱정을 하기 때문에 산후우울에 

취약한 것으로 해석된다[10,15]. 

한편, 신경증은 배우자의 산후우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

방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개인의 높은 신경증에서 

유발되는 부정적인 감정이 배우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

다는 선행연구[11]의 결과와 상반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

러한 해석들을 뒷받침하는 출산 후 1년 이내의 부부를 상으

로 한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는 제한점

이 있다. 또한, 본 연구 상자의 평균 결혼 기간이 3.8년임을 고

려할 때, 중년 ․ 노년 부부에 비해 부부가 함께한 시간이 상 적

으로 짧아 서로의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28]. 후속연

구에서는 상자의 범위를 확 하여 결혼 연차와 부부의 친

도, 함께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부부의 성격특성이 산후우울

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것을 제언한다. 한편, 산모와 배우자 

모두 높은 신경증이 산후우울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부부 교육이나 부부 상담시 스트레스 및 

건강관리방법 등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겠다. 

다음으로 산모와 배우자 모두 가족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산



 Vol. 30 No. 4, 2021 407

산모와 배우자의 신경증이 가족관계를 매개로 산후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매개 모형의 적용 

Table 3. Total, Direct, and Indirect Effects in the APIMeM (N=394)

Effect coefficients for final model Estimate S.E β CR p SMC

W's neuroticism → W's PPD  .22 .05 .27 4.57 .001 .22

W's neuroticism → W's family relationship -.12 .05 -.19 -2.54 .011

W's family relationship → W's PPD -.75 .10 -.57 -7.27 .001 .09

H's neuroticism → H's PPD .11 .04 .20 2.66 .008 .24

H's neuroticism → H's family relationship -.22 .05 -.37 -4.85 .001

H's family relationship → H's PPD -.38 .09 -.40 -4.24 .001 .33

Path coefficient of APIMeM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W's neuroticism
→
→

W's family relationship
W's PPD

-.12 (-.23∽-.02), p=.018  
.09 (.02∽.17), p=.017

W's family relationship → W's PPD -.75 (-.94∽-.57), p＜.001

W's neuroticism
→
→

W's family relationship
H's PPD

-.12 (-.23∽-.02), p=.018  
.00 (-.02∽.03), p=.866

W's family relationship → H's PPD -.01 (-.19∽.19), p=.904

W's neuroticism
→
→

H's family relationship
W's PPD

-.07 (-.15∽.04), p=.211  
-.01 (-.05∽.01), p=.279

H's family relationship → W's PPD .10 (-.11∽.37), p=.379

W's neuroticism
→
→

H's family relationship
H's PPD

-.07 (-.15∽.04), p=.211  
.00 (-.00∽.01), p=.439

H's family relationship → H's PPD -.38 (-.60∽-.20), p＜.001

H's neuroticism
→
→

W's family relationship
W's PPD

-.05 (-.14∽.04), p=.232  
.04 (-.04∽.11), p=.221

W's family relationship → W's PPD -.75 (-.94∽-.57), p＜.001

H's neuroticism
→
→

W's family relationship
H's PPD

-.05 (-.14∽.04), p=.232  
.00 (-.01∽.02), p=.708

W's family relationship → H's PPD -.01 (-.19∽.19), p.904

H's neuroticism
→
→

H's family relationship
W's PPD

-.22 (-.34∽-.11), p＜.001  
-.02 (-.09∽.02), p=.306

H's family relationship → W's PPD .10 (-.11∽.37), p=.379

H's neuroticism
→
→

H's family relationship
H's PPD

-.22 (-.34∽-.11), p＜.001  
.00 (-.02∽.03), p=.612

H's family relationship → H's PPD -.38 (-.60∽-.20), p＜.001

CR=Critical ratio; H's=Husband's; PPD=Postpartum depression; S.E=Standard error;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 W's=Wife's.

후우울 수준이 낮아지는 자기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가족의 

지지수준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등의 긍정적인 

심리가 강화되고, 부정적인 요인인 피로 및 우울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의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17]. 또한, 더 

높은 수준의 가족지지를 요구하거나 도움에 한 만족도가 낮

을 때, 산후우울 수준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29]와 유사하다. 

이는, 가족관계에 만족하는 산모와 배우자 모두 신체 적, 정신

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함으로서 산후우울 수준이 낮아

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산모와 배우자의 가족관계는 산후우울에 상 방 효과

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산모의 건강한 가족관계가 배우자의 

산후우울을 낮추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우자의 가족관계 또한 산모의 산후우울에 영향을 미치지 않

았다. 이는 결혼 초기에는 부부간의 애정 수준이 높아 시가 혹

은 처가와의 가족관계에서 경험하는 일보다는 부부 간의 관계

에서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선행연구로 설명할 수 있다[30]. 

뿐만 아니라, 부부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육아

휴직 기간이 자녀 1명당 1년 이내 임을 고려하였을 때, 출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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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x2 Differences Test between the Basic Model and Equivalent Constraint Model (N=394)

Model Path section CFI GFI NFI TLI RMSEA
x2 differences 

x2 (p)

Basic model .99 .93 .98 .97 .05

Actor effect equivalent
constraint 1 (a=a')

W's neuroticism → W's PPD
H's neuroticism → H's PPD

.98 .93 .98 .97 .05 2.71 (.100)

Partner effect equivalent 
constraint 2 (b=b')

W's neuroticism → H's PPD
H's neuroticism → W's PPD

.98 .93 .98 .97 .05 0.58 (.446)

Actor effect equivalent 
constraint 1 (a=a')

W's neuroticism → W's F.R
H's neuroticism → H's F.R

.98 .93 .98 .97 .05 2.55 (.110)

Partner effect equivalent 
constraint 2 (b=b')

W's neuroticism → H's F.R
H's neuroticism → W's F.R

.98 .93 .98 .97 .05 0.05 (.813)

Actor effect equivalent 
constraint 1 (a=a')

W's F.R → W's PPD
H's F.R → H's PPD

.97 .93 .97 .96 .06 7.38 (.007)

Partner effect equivalent 
constraint 2 (b=b')

W's F.R → H's PPD
H's F.R → W's PPD

.98 .93 .98 .97 .05 0.64 (.422)

W's PPD
equivalent constraint

W's neuroticism
W's family relationship
H's neuroticism
H's family relationship

.92 .89 .88 .90 .09 93.14 (＜.001)

H's PPD
equivalent constraint

W's neuroticism
W's family relationship
H's neuroticism
H's family relationship

.95 .91 .91 .93 .07 56.49 (＜.001)

FR=Family relationship; H's=Husband' s; PPD=Postpartum depression; W's=Wife's.

*p＜.5; **p＜.01; ***p＜.001; H's=Husband's; PPD=Postpartum depression; W's=Wife's.
Standardized path estimates are reported. Standard errors are in parentheses. Dotted lines represent non-significant paths.

Figure 1. Fin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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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내의 산모와 배우자는 부모 역할에 해 준비하고 적응

하며, 자녀의 양육에 온전히 집중하는 시기로 볼 수 있다[1,2]. 

즉, 부부에서 부모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결혼 전의 가족관계 

보다는 새로 형성된 가족 내에서 부부가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

함으로서, 부부 중심의 가족 결속력이 강화되어 다른 원가족의 

영향은 상 적으로 약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출산 후 기간

에 따라 가족관계가 변화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후속연구에서

는 출산 후 2년, 3년 등 기간을 확 하고, 가족모임의 횟수 및 빈

도 등을 확인하여 가족관계가 산후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하는 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마지막으로, 구조모형에서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산모의 

신경증이 산모의 가족관계를 매개로 산모의 산후우울에 미치

는 자기효과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산

모의 신경증이 높고, 가족관계가 역기능적일수록 산모의 산후

우울이 높게 나타났다. 여기에서 역기능적인 가족관계란 가족

의 지지와 친 함이 낮고, 갈등이 잦은 가족을 의미하며[21], 

출산 후 부부만으로 자녀를 돌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친정 어

머니의 도움을 많이 받는 한국의 가족문화를 감안하였을 때, 

신경증적 성격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가족관계가 역기능적일

수록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쉽게 우울해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원가족 안에서 정서적 지

지를 받고 친 감을 느끼는 건강한 가족관계를 유지할 때, 비

록 산모가 감정 기복이 잦고, 부정적인 감정을 쉽게 경험하는 

신경증적 성격특성을 가지고 있더라도[15], 원가족 내에서 심

리적 안정감을 느끼면서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

울감을 완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산모의 신

경증을 낮출 수 있는 스트레스 관리나 마음챙김 프로그램 안에 

부부 및 가족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추가되어 산후우

울 예방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나아가, 산후우울을 보다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가족을 상으로 임신 

전부터 출산 후까지 예방 차원의 교육과 지속적인 관리가 동반

되어야 할 것이다[7]. 

결 론

본 연구는 출산 후 1년 이내의 산모와 배우자를 상으로 신

경증이 가족관계를 매개로 산후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상

방 상호의존 매개 모형(APIMeM)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개인을 단위로 분석하였던 산후우울 선행연구의 한

계를 극복하고, 분석 단위로 쌍을 다루었을 뿐 아니라, 부부의 

상호의존성 안에서 내적요인으로 성격특성까지 확 하여 자

기효과와 상 방 효과, 매개효과를 파악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정적인 감정에 취약한 신경

증적 성격특성을 소유한 부부를 상으로 인지를 재구조화하

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신

경증적 성격특성을 보이는 산모와 배우자에게 부정적인 감정

과 사고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킴으로서 출산 후에 경험하는 스

트레스에 한 처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출산 후 부부가 경험하게 되는 육아와 가사부담 등 새로운 역할

을 수용하고, 가족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서로를 지지하

고 격려하는 부부 프로그램 개발이 산후우울 예방에 필요하다

고 제언한다. 더불어, 본 연구는 S시와 J시 일부 지역에서 편의 

표집하여 조사하였다는 지역적 한계점을 지니며, 연구 상자

를 출산 후 1년 이내의 부부로 제한하였기에 본 연구결과를 해

석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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