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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임부의 신체상과 우울, 배우자지지,

임신 전 체질량지수와의 관계

본 연구는 임부의 신체상(Body image) 정도를 조사하고, 우울, 배우자지지, 임신

전 체질량지수와의 관계를 파악하며 임부의 신체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함으

로써 궁극적으로는 향후 의료진들이 산전 관리를 받는 임부에게 심리, 정서적인 차원

에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시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

이다.

본 연구의 총 참여자는 임부 113명으로 서울 소재 S병원 산부인과 외래에서 62명,

서울 소재 K 개인병원 산부인과에서 50명의 임부를 대상으로 2016년 4월부터 5월까

지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분석이 불가능한 5개의 설문 자료를 제외한

108개 설문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연구 도구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신체상은 Brown 등(2015)이 개발한

Questionnaire examining body image during pregnancy의 사용을 저자에게 허락받아

번역-역 번역의 과정을 거쳐 간호학 교수 1인의 전문가 타당도를 확인하고 임부 5명

의 예비조사를 통해 가독성을 고려하였다. 우울은 Cox, Holden과 Sagovsky(1987)가

개발한 산후우울증 평가척도(Edinburgh Postnatal Depression Scale, EPDS)를 한귀

원, 김명정과 박제민(2004)이 번안한 도구로 측정하였고 배우자지지는 안황란(1985)이

개발한 배우자지지 척도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활용하

여 기술 통계, chi-Square test,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Spearman

rho, 이항 logistic regression,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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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임부의 신체상은 중상위 수준이었다. 전체 신체상 점수는 가능 범위 13-65점에서

평균 42.25±8.67이며 신체상 하부영역 중 출산 후 몸에 대한 예상 점수가 가장 낮

았다. 대상자의 과반수 정도인 45.4%가 우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EPDS

9점 이상), 배우자지지는 가능 점수 범위 20-100점에서 평균 76.43±9.92로 중간 수

준 이상의 점수를 보였다. 임신 전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는 정상체

중 군이 66.7%로 가장 많았고 과체중 이상 군이 20.3%, 저체중 군이 13%였다.

2. 직업이 있는 것보다 휴직상태인 경우가 임신 중 몸에 대한 신체상(p=.015), 임신

중 다이어트(p=.009), 총 신체상 점수(p=.006)가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월수입이 높을수록(p=.008), 임신 2분기보다 3분기에서(p=.042) 출산 후 몸

에 대한 예상 신체상 점수가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계획 임신

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임신 중 몸에 대한 신체상(p=.038)과 총 신체

상 점수(p=.034)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임신 행복도

(r=.381, p=.000)와 임신 수용도(r=.467, p=.000)는 신체상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

다. 우울의 경우 직업 상태(p=.049), 교육 수준(p=.009), 유산 유형(p=.032)과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임신 행복도(r=-.401, p=.000), 임신 수용도(r=-.308,

p=.001)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배우자지지는 초산이 높게 나타났고(p=.000),

자녀수가 적을수록 높았으며(p=.001)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임신 행복

도(r=.383, p=.000), 임신 수용도(r=.190, p=.049)는 배우자지지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3. 임부의 신체상과 우울(r=-.288, p=.003), 배우자지지(r=.366, p=.000)는 유의한 상

관관계를 보였으며 신체상과 임신 전 BMI는 관계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4. 임부의 신체상의 최종 회귀모형은 임신 수용도, 직업 상태, 배우자지지의 3가지

요인으로 구축되었고 설명력(Adj R2) 36.3%로 나타났다.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 결

과 임신 수용도, 직업 상태, 배우자지지 순으로 임부의 신체상에 독립적으로 영향

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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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로 임부의 긍정적인 신체상 확립을 위해 임부가 자연스럽게 임신을

받아들이도록 사회문화적인 배려가 필요하며 휴직과 관련하여 일하는 여성이 임신관

련 사회적인 정책과 제도를 제공받고 있는 지에 대해 고려하여야함을 알 수 있다. 또

한,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임신한 아내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줄 수 있는 배우자지지

방안 마련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핵심어: 임부, 신체상, 우울, 배우자지지, 임신 전 체질량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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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여성에게 임신은 짧은 기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복잡한 변화를 겪는 시기이다

(Clark, Skouteris, Wertheim, Paxton, & Milgrom, 2009; Rocco et al., 2005). 건강한

임신의 주요 요소로서 임부는 몸무게 증가와 체형의 변화를 경험하며(Skouteris, Carr,

Wertheim, Paxton, & Duncombe, 2005), 이는 자신의 신체상(Body iamge)에 대한 재

평가 과정으로 여성으로서의 신체와 모성으로서의 신체에 대한 만족과 불만족이 끊임

없이 부딪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hang et al., 2006; Watson, Fuller-Tyszkiewicz,

Broadbent, & Skouteris, 2015). 임부의 신체상은 사회적으로 구성된 생각(Ideal)에 의

해 끊임없이 만들어지며 임신 중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신체상에 대한 평가가 지속적으

로 변화된다. 또한 여성은 임신의 모든 주기에서 자신의 몸을 조절하며 변화를 겪으

며 정체성을 재정립한다고 하였다(Hodgkinson, Smith, & Wittkowski, 2014). 이와 같

이 임부는 임신기간 동안 복잡하고 다양한 변화를 겪는다.

특히 현 시대의 대중매체 발달과 모바일의 활성화는 임부가 더욱 쉽게 다른 사람

과 자신의 신체에 대한 비교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임부는 신체상에 대한 혼란이

더욱 야기될 수 있다. 임부가 자신의 신체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면 섭식

관련 행동이상을 보일 수 있는데, 임신 중의 섭식관련 행동이상은 저체중아 출산, 미

숙아 출산, 유산, 제왕절개 분만, 난산 위험을 야기할 수 있으며 모아애착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Chang et al., 2006; Mehta, Siega-Riz, & Herring, 2011;

Skouteris et al., 2005). 이렇듯 임부의 신체상에 대한 임부 자신의 재평가는 임부와

태아 양쪽에 건강상의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연구가 필요한 시

점이다.

한편, 여성의 신체상은 여성의 생애 주기에 따라 발달과업이 다르기 때문에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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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특성이 신체상에 영향을 미친다(McKinley, 1999, 2006). 국내 여성의 생애 주기에

따른 신체상관련 연구를 찾아보면 청년기 여성(임은선, 강희영, & 명수지, 2013), 성

인기 여성(손은정, 2011), 폐경기 여성(김정희 & 문현숙, 2006), 노령 여성(이성노 &

이태현, 2014), 부인암, 유방암 여성(김다명 & 조성호, 2015; 박정숙 & 이혜란, 2014)

등 여성의 생애 주기 중 주로 청년기 여성과 성인기 여성, 노년 여성과 여성 질병관

련 연구들에서 여성 신체상이 정신건강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선

행연구들 중 임신관련 연구로는 산욕초기 산모의 산후우울에 자기효능감, 신체상, 가

족지지가 미치는 영향(이지원, 어용숙, & 문은혜, 2015)이 있고 이는 산후 여성만을

초점으로 하여 임부의 신체상에 대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국외에서는 임부의 신체상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임신동안의

신체상 불만족을 야기하는 요인들에 대한 전향적 연구(Skouteris et al., 2005)를 포함

하여 임신 3분기 여성에서의 신체상에 대한 질적 연구(Chang et al., 2006; Watson,

Broadbent, Skouteris, & Fuller-Tyszkiewicz, 2015), 임신 여성과 비 임신 여성의 신

체상에 대한 만족, 불만족에 관한 비교 연구(Fuller-Tyszkiewicz, Skouteris, Watson,

& Hill, 2012; Loth, Bauer, Wall, Berge, & Neumark-Sztainer, 2011), 임신 중 신체상

과 모유수유 지속기간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Brown, Rance, & Warren, 2015; Hauff

& Demerath, 2012) 등이 있다. 그 외 임신 기간 동안의 신체상과 체중증가에 대한

연구(Metha et al., 2011), 신체상에 대한 체계적 고찰(Hodgkinson et al., 2014;

Meireles, Neves, de Carvalho, & Ferreira, 2015; Silveira, Ertel, Dole, &

Chasan-Taber, 2015)을 통해 임부의 신체상과 관련된 주요 변수로 임신 기간, 사회

구성원으로부터의 피드백, 사회적 인식, 배우자의 지지, 우울, 임신 전 체질량지수

(Body mass index, BMI), 체중 증가, 교육 수준, 경제수준 등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주요 변수를 고려하여 국내 임부의

신체상과 우울, 배우자지지, 임신 전 BMI와의 관계를 파악하고 임부의 신체상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여 궁극적으로는 향후 의료진들이 산전 관리를 받는 임부에

게 심리, 정서적인 차원에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

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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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임부의 신체상 정도를 조사하고, 우울, 배우자지지, 임신 전 BMI와의

관계를 파악하며 임부의 신체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임부의 신체상, 우울, 배우자지지, 임신 전 BMI를 파악한다.

2) 임부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체상, 우울, 배우자지지, 임신 전 BMI를 확인한다.

3) 임부의 신체상과 우울, 배우자지지, 임신 전 BMI와의 관계를 파악한다.

4) 임부의 신체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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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1) 신체상

(1) 이론적 정의 :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로서, 자신의 외형적 외모, 태

도와 행동, 인식으로 구성된 하나의 내적 표상을 말한다(Grogan,

2006).

(2) 조작적 정의 : 본 연구에서 Brown 등(2015)이 개발한 도구를 저자가 번역한 도

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상이 좋음을

의미한다.

2) 우울

(1) 이론적 정의 : 임신과 출산을 통해 역할과 활동에 재적응해야 하는 부담과 책

임감으로 이유 없이 자꾸 눈물이 나고 남편이나 가족들의 사소

한 말에 섭섭하여 짜증을 내거나 정서적인 불안정 같은 증상을

말한다(조현주 & 권정혜, 2002).

(2) 조작적 정의 : 본 연구에서는 임신 13주 이상의 임부를 대상으로 J. L. Cox,

Holden과 Sagovsky(1987)가 개발하고 김증임(2006)이 번안한 한

국판 에딘버러 산후우울측정도구(Edinburg Postnatal Depression

Scale, EPDS)를 이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

록 우울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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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우자지지

(1) 이론적 정의 : 가족 구성원으로 구성된 가족체계 내에서 부부의 상호작용을 통

해 배우자의 돌봄, 사랑, 존중을 통한 친밀한 상호작용을 말한다

(강지영 & 서은영, 2015).

(2) 조작적 정의 : 본 연구에서는 안황란(1985)이 개발한 배우자지지행위 척도로

측정한 점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배우자지지가 잘 이루어지고 있

음을 의미한다.

4) 임신 전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1) 이론적 정의 : 체질량지수는 비만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지수이다(대한비만학회 2009).

(2) 조작적 정의 : 본 연구에서는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에서 정의한 BMI 계산법인 체중(kg)/신장(m2)을 이용하여 임부

의 임신 전 체중과 신장을 대입하여 계산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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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문헌고찰

1. 임부의 신체상

신체상이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를 말하며(Grogan, 2006), 자신의

신체에 대한 느낌, 태도, 평가 등을 의미한다. 이는 자신의 신념, 가치, 성격,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의 견해, 사회 문화 등에 영향을 받는다(박소연, 2003). 성인 여성에서

신체상은 생애 주기에 따라 변화하며, 주로 젊은 여성에서는 신체상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며 노년으로 갈수록 신체상 만족도가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Tiggemann &

McCourt, 2013). 여성의 생애 주기 중 임부의 경우 임신으로 인한 신체 변화를 겪게

되는데 이러한 변화에는 임신 2기 이후 평균 약 12.5kg까지의 급격한 체중증가(최형

민, 2010), 복부의 모양변화, 가슴의 크기나 착색, 모양변화, 복부의 튼살 등이 있으며

임부는 이러한 자신의 몸에 대한 변화로부터 자신의 몸에 대해 재평가하게 되는 시기

를 겪게 된다(Chang et al., 2006; Watson, Broadbent, et al., 2015).

임부가 재평가한 자신의 신체상은 산후우울, 모유수유 의도 및 지속기간, 다이어

트 의도, 흡연의도 등에 영향을 미친다(Brown et al., 2015; Duncombe, Wertheim,

Skouteris, Paxton, & Kelly, 2008; Hauff & Demerath, 2012; Silveira et al., 2015;

Sweeney & Fingerhut, 2013). 만약 자신의 신체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

면 섭식관련 행동이상을 보일 수 있는데, 이는 저체중아 출산, 미숙아 출산, 유산, 제

왕절개 분만, 난산의 위험을 증가시키며, 모아애착 형성에 부정적 영향 미칠 수 있다

고 하였다(Chang et al., 2006; Mehta et al., 2011; Skouteris et al., 2005). 선행연구

결과 임부의 신체상에 대한 임부 자신의 평가는 임부와 태아 양쪽에 건강상의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한 중재가 필요하다.

임부의 긍정적인 신체상 형성을 위한 중재를 위해서는 신체상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행연구에서 임부 신체상에 대한 측정은 주로 설문지법을 이용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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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신체상은 개인이 자신에 대한 주관적인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므로 대부분의 연구

가 질적 연구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설문지법에서 주로 신체상 측정에 이용한 도구에

는 Body attitudes questionnaire (BAQ), Body shape questionnaire (BSQ), Body

image assessment for obesity (BIA-O), Body areas satisfaction scale등이 있다. 이

중 가장 많이 쓰인 도구는 BAQ이다. Fuller-Tyszkiewicz 등(2012)의 연구에 의하면

BAQ는 특별한 몸의 변화가 일어나는 임신한 여성의 신체상을 측정하는 데에는 측정

의 오류가 있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하며, 신체상에 대한 불만족은 건강하지 않은 섭식

행동과 다이어트를 유발하게 되어 임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어 임부에게 적

합한 신체상을 평가하는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임부의 신체상에 대한 연구는 주로 국외에서 이루어졌고 국내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또한 국외에서도 특이한 몸의 변화가 일어나는 여성의 임신 기간 중

의 신체상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은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임부의 신

체상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여 이에 대한 사정 및 평가가 명확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

2. 임부의 신체상 관련 요인

임신은 여성의 삶 동안에 체중의 증가에 대한 격려와 기대가 당연시 되는 시기

이며(Mehta et al., 2011), Loth 등(2011)의 연구에 따르면 비 임신 여성에서보다 임신

여성에서 신체상에 대한 만족이 높음을 보여주었다. Meireles 등(2015)의 연구에서는

여성은 임신 기간 중 몸무게 증가에 대한 허용으로 신체상에 대한 만족정도가 좋아지

지만 임신 중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을 때에는 신체상에 대한 불만족이 야기되었다.

따라서 임부의 신체상 관련 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신체상의 평가 및 중재가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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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에 따르면 임부의 신체상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들에는 임신 기간,

사회 구성원으로부터의 피드백, 사회적 인식, 배우자의 지지, 우울, 임신 전 BMI, 체

중 증가, 교육 수준, 경제 수준 등이 있다(Hodgkinson et al., 2014; Mehta et al.,

2011; Meireles et al., 2015; Rauff & Downs, 2011; Silveira et al., 2015; Skouteris et

al., 2005; Watson, Broadbent, et al., 2015). 이 중 공통적인 요소로는 임신 전 BMI,

우울, 사회적 인식이 있다. 선행연구에서 배우자는 임신 전반에 걸쳐 신체상의 변화를

겪는 임부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Watson, Fuller-Tyszkiewicz, et al., 2015), 임부

에게 있어 사회적 인식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지의 가장 중요한 타

인은 배우자이므로 배우자지지는 임부의 신체상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임부의 신체상과 우울, 배우자지지, 임신 전 BMI에 대해

고찰하였다.

1) 신체상과 우울

임신 여성은 짧은 기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복잡한 변화를 겪게 되며 앞으로

의 역할변화에 대한 부담감으로 약 35%∼45%에서 우울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권미경, 2007; 이은주 & 박정숙, 2013). 최근 고령 임부의 증가와 고위험 임신의

증가로 인해 임부의 우울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임부의 우

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주관적 건강상태, 임부의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가

족의지지, 남편의 사랑, 결혼 만족도, 계획임신 여부, 월수입 등이 있다(권미경,

2007; 이은주 & 박정숙, 2013). 그러나 임신한 여성에서 크게 변화되는 신체상은 우

울을 측정한 연구에서 변수로 고려되지 못하였다.

우울과 신체상은 일반인에서도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에 국외에서는 많은 선행연구에서 임부를 대상으로 우울이 신체상과 관련이 있음

을 증명하였다(Hodgkinson et al., 2014; Meireles et al., 2015; Rauff & Downs,

2011; Sweeney & Fingerhut, 2013). 임부의 신체상과 생체심리학적 결과를 직접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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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연구에서는 임부의 신체상은 임부의 임신 중 우울 증상과 깊은 관련이 있

고, 이전 임신 분기는 다음 임신 분기의 신체상과 우울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

다(Rauff & Downs, 2011).

한편, 임신 중 신체상에 대한 불만족은 산후 우울을 예측하는데 깊은 관련이 있

다고 하였다(Sweeney & Fingerhut, 2013). 선행연구에 의하면 산후 정신건강을 위

해 산전 관리에서 임신 3분기의 신체상 만족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며,

Dumcombe 등(2008)의 연구에 의하면 자신의 몸매에 대한 걱정이 가장 심할 때 우

울 증상을 경험하고 다이어트를 하게 되며 흡연에 대한 의도가 증가되어 임신 중

신체상에 대한 평가의 중요성을 증명하였다.

Rauff와 Downs(2011)에 의하면 임신 시 신체상 만족은 임신 중 우울을 방지하

는 비 약물적인 전략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임신 중 우울은 신체상과 밀접한 관

련이 있으며 임신 중의 긍정적인 신체상 확립은 임부의 우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

므로 임부의 신체상과 우울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다.

2) 신체상과 배우자지지

임부의 신체상은 사회적으로 구성된 생각(Ideal)과 사회 구성원의 피드백에 의

해 영향을 받는다(Meireles et al., 2015; Watson, Broadbent, et al., 2015; Watson,

Fuller-Tyszkiewicz, et al., 2015). 임부에게 있어 사회 구성원 중 가장 중요한 타인

은 배우자이다. 배우자는 임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타

인으로 임부와 태아의 안녕을 도모해 줄 수 있는 사회적 지지자이다.

선행연구에서 배우자는 임신 전반에 걸쳐 신체상이 변하는 임부에게 영향을 미

치며 특히 배우자의 지지가 임부의 긍정적인 신체상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

인하였다(Watson, Broadbent, et al., 2015).

이처럼 임부에게 있어 배우자의 지지는 임부의 신체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예상되어 배우자지지를 강화시켜주는 것은 임부의 긍정적인 신체상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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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에 주요한 변수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임부의 배우자지지를 조사하여 임부의

신체상과의 관련성을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다.

3) 신체상과 임신 전 BMI

임부의 임신 전 BMI에 따라 임신 중 권장 체중증가량은 차이가 있다. 임신 중

체중증가량은 여성과 신생아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ACOG Committee

opinion no. 548: weight gain during pregnancy," 2013). 과도한 체중 증가는 산후

몸무게 정체와 관련 있고, 저체중 신생아 출산의 위험성을 높이게 된다. 또한 임신

중 체중증가량은 임부의 신체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국외에서 1,192명의

임신 여성을 대상으로 한 코호트 연구에서는 임신 전 BMI와 신체상, 그리고 임신

중 체중증가량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임신 전 BMI가 저체중, 정상체중 군이었던 임

부는 과체중, 비만 군의 임부보다 임신 기간 동안 권장 체중증가량을 초과할 위험

성이 높았다. 이는 임신 전 체질량지수가 저체중, 정상체중 군의 임부는 임신 기간

동안에도 자신의 신체상에 대해 안정적인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체중증가를 허용하

여 체중이 과하게 증가될 수 있고, 반대로 과체중, 비만 군의 임부는 마른 몸매를

추구하며 자신의 신체상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임신 기간 동안의 체중증가에 대해

경계심을 갖고 있어 권장 체중증가량을 초과할 가능성이 낮아진다(Mehta et al.,

2011). 이렇듯 임신 전 BMI와 신체상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233명의 임신 여성을 대상으로 한 국외연구에서도 임신 전 BMI와 임신 중의

신체상, 모유수유와의 관계에서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Hauff &

Demerath, 2012).

따라서 임신 전 BMI를 고려한 적절한 체중증가량에 대한 교육을 통해 임부의

긍정적인 신체상 확립을 도울 수 있고 나아가 임부와 신생아의 건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그러므로 임부의 신체상과 임신 전 BMI의 관계성을 확인

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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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개념적 기틀

본 연구는 임부의 신체상과 우울, 배우자지지, 임신 전 BMI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Meireles 등(2015)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우울과 임신 전 BMI의 경로를 설정하

였으며 Watson, Broadbent 등(2015)이 제시한 연구결과에 따라 배우자지지의 경로를

설정하였다<그림 1>.

<그림 1> 연구의 개념적 기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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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임부를 대상으로 임부의 신체상과 우울, 배우자지지, 임신 전 BMI와

의 관련성을 규명하고, 임부의 신체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표적모집단은 임부이며, 근접모집단 대상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일 종합병원인 S병원의 산부인과와 개인병원인 K병원에서 산전 관리를 받고 있는 임

부를 대상으로 편의추출 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만 19세 이상의 임부

2) 임신 13주 이상의 임부

3)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

본 연구 대상자의 구체적인 제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임신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치료중인 자

2) 산전 검진 중 생식기에 기형이 있는 자

3) 유전 질환의 가족력이 있는 자

4) 5년 이내 악성 종양의 과거력이 있는 자

5) 정신과 약을 복용 중이거나 정신과 치료 과거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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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자의 수는 통계적 검정력 분석(statistical power analysis)을 위해

G*power를 통해 유의수준(α) 0.05, 검정력(1-β) 0.95, 중간 정도의 효과크기 0.2로 산

출한 최소 표본 수 105명을 기준으로 한다.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최종 표본 수는

12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서울 소재 S 종합병원 산부인과에서 63부, 서울 소재 K 개인병원 산부인과에서

50부, 총 113부를 배부하였다. 설문 응답이 불충분한 5명을 제외하고 S 종합병원에서

61명, K 개인병원에서 47명의 설문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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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도구

본 연구는 임부의 신체상 13문항, 우울 10문항, 배우자지지 20문항의 체크리스트

와 일반적 특성 16문항, 총 59문항의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각

연구도구는 도구 개발자 및 저자의 허락을 받았다.

1) 임부의 신체상

임부의 신체상은 Brown 등(2015)이 개발한 Questionnaire examining body

image during pregnancy를 번역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총 3개의 하부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임신 중의 신체상, 출산 후 신체에 대한 예상, 임신 중

다이어트 영역으로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

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5점 척도로 구성하여 13점에서부터 65점까지의 점수

범위를 가진다. 측정도구는 모두 부정문으로 구성된 도구로 점수는 역환산하였으

며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상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즉 하부영역인 임신 중 신체상

점수가 높을수록, 출산 후 예상 신체상 점수가 높을수록, 임신 중 다이어트 시도가

적을수록 신체상은 좋음을 의미한다. Brown 등(2015)의 연구에서 요인분석을 시

행하였으며 각각 하부영역에서의 Cronbach’s α 는 .729에서 .782이며 임부의 신

체상에 대한 설명력이 58.07%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Brown 등(2015)이 개발한 도구의 사용을 저자에게 허락받아

번역-역 번역의 과정을 거쳐 간호학 교수 1인의 전문가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또

한 임부 5명을 대상으로 한 예비조사를 통해 도구의 가독성을 고려하였고, 예비

조사 결과 원 도구의 After Pregnancy의 번역을 ‘임신 후’에서 ‘출산 후’로 변경하

였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831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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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울

우울은 Cox, Holden & Sagovsky(1987)에 의해 개발된 산후우울증 평가척도

(Edinburgh Postnatal Depression Scale, EPDS)를 한귀원, 김명정과 박제민(2004)

의 연구에서 한국의 실정에 맞게 번안하여 신뢰도와 타당성을 확보한 도구로 측정

하였다. 도구 개발당시에는 EPDS를 산후우울증에 대한 선별검사 목적으로 사용하

였으나 Cox, Murry와 Chapman(1993)은 EPDS를 산후가 아닌 임신 중 우울에 대

한 측정도구로 General Health Questionnaire(GHQ-28), Standardized Psychiatric

Interview (SPI), Social Maladjustment Schedule (SMS)과 비교하여 타당도를 확

보하였다. 국내의 임부관련 연구에서도 임신 중 우울에 대한 측정도구로 EPDS

사용에 대해 Cronbach’s α .85로 도구의 신뢰도를 확보하였다(이명은 & 권영란,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임부의 우울 측정에 EPDS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0문항의 4점 척도이며 각 문항의 점수범위는 0∼3점까지이며 총 점수의 가능

범위는 0∼3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이 심각함을 의미한다. Cox 등(1987)의

연구에서 척도 개발 당시 13점 이상의 산모는 심한 우울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하

였으나 산후우울 증상이 있는 산모를 좀 더 민감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절단값을

내려야한다고 제언하였다.

국내에서는 한귀원, 김명정과 박제민(2004)의 연구에서 EPDS 10점 이상은 정

신과적 평가가 필요하고 13점 이상은 주요 우울증을 주의해야함을 뜻한다고 하였

다. 우리나라와 문화권과 가장 비슷한 일본의 EPDS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에 관

한 연구에서는 절단값을 9점 이상으로 설정하였다(Okano et al., 1996). 산후우울에

대해 아시아 문화권의 연구를 고찰한 결과 일본의 산후우울관련 연구는 대부분

EPDS의 절단값을 9점 이상으로 설정하였다(Klainin & Arthur,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EPDS의 절단값을 9점으로 하여 산후우울 정도를 비교하였다. 한귀원

등(2004)의 연구에서 EPDS의 Cronbach’s α는 .85로 신뢰도를 확보하였으며 본 연

구에서의 Cronbach’s α는 .87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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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우자지지

배우자지지는 임부에 대한 배우자의 지지행위 정도를 측정한 안황란(1985)이

개발한 배우자지지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는 총 20개의 문항으로 각 문항은 1점에

서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20점부터 100점까지의 점수범위를 갖는다. 점수가

높을수록 배우자지지 정도가 좋은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연구 개발당시

Cronbach’s α는 .8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86이었다.

4) 임신 전 BMI

임신 전 BMI는 체중(kg)/신장(m2)으로 측정하였고 WHO에서 아시안 기준으로

정의하는 BMI 기준으로 저체중(18.5kg/m2미만), 정상체중(18.5kg/m2이상, 23.0kg/m2

미만), 과체중 이상(23.0kg/m2이상)의 3개 군으로 나누었다.

5) 일반적 특성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임부의 일반적 특성 중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연령, 결

혼 연령, 직업 상태, 교육 수준, 월수입을 포함하였고 임신관련 특성으로는 임신

분기, 출산 경험, 유산 경험, 유산 유형, 자녀수, 계획임신 여부, 임신시도 기간,

자연임신 여부를 포함하였다(김효경, 2015; 이명은 & 권영란, 2011; 이은주 & 박

정숙, 2013). 또한 대상자의 임신에 대한 태도나 생각을 파악하기 위하여 임신

행복도와 임신 수용도를 0∼10의 시상척도(Visual analogue scale, VAS)로 측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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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수집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해당기관의 임상연구 심의위원회

의 승인(승인번호:2016-03-064)을 받은 후 산부인과 교수와 간호부의 승인 하에 진행

되었다. 자료 조사는 2016년 4월 11일부터 5월 11일까지 종합병원 1곳, 개인병원 1곳

에서 산전 관리를 위해 산부인과 외래를 방문하는 임부에게 접근하여 연구를 소개하

였다. 자료 수집 시 연구자는 서면화된 설명문을 제공하고 연구에 대해 설명한 후 연

구 참여에 구두로 동의한 지원자만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자료 수집 시 대상자

에게 간단한 문진을 통해 연구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인지를 확인하고 자료 수집에 동

의한 대상자에게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제공하였다. 자가 보고식 설문지에는 개인 식

별정보를 포함하지 않도록 하여 개인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고 외래 대기실 중

독립된 공간에서 설문지 작성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작성 완료된 설문지를 수거함

으로써 대상자가 연구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연구자는 설명문을 통해 연구의

목적, 참여 기간, 절차 및 방법, 예상되는 위험 및 이득, 연구 참여에 따른 손실에 대

한 보상, 자유의사에 의한 연구 참여 및 동의 철회, 개인정보에 대해 설명을 하고 연

구 중 연구자와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연구자의 연락처를 제공하였다.

설문지의 총 설문 시간은 약 10～15분이 소요되었다. 설문지는 연구자가 배부하

고 작성된 설문지는 그 자리에서 수거하였다. 설문지 회수 후 답례품으로 수면양말과

취약계층을 위한 임신관련 지지 자원에 대한 안내가 포함되어 있는 리플렛을 제공하

였다<부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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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 목적에 따라 분석

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임부의 일반적인 특성 및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는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를 이용하였다.

2) 대상자 모집 장소에 따른 대상자의 동질성 검정을 위해 chi-square 검정을 이용

하였다.

3) 연구 도구의 신뢰도를 검정하기 위해 Cronbach’s α 값 계수를 산출하였다.

4) 임부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제 변수는 t-test, ANOVA, chi-square test,

Pearson’s correlation, 이항 logistic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5) 제 변수들 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Spearman의 rho를 사용하여 분석

하였다.

6) 임부의 신체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통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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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는 총 108명으로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일

반적 특성 중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평균 연령은 32.47±4.82세였으며, 30대 연령 군

이 2/3 이상이었다. 결혼 연령은 평균 29.46±3.87세였으며, 20대 연령 군과 30대 연령

군이 과반수로 나타났다. 2/3 이상의 대상자가 직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9.4%

가 휴직 상태였다. 휴직상태인 대상자의 학력을 추가로 분석하였을 때 고졸 11.1%,

대졸 19.2%, 대학원 이상이 23.8%로 나타났다. 교육 수준은 대학이상 학력이 대부분

이었으며 대상자의 1/4 이상이 400만원 이상의 월수입을 보였다.

대상자의 임신관련 특성으로 임신 분기는 3분기의 임부가 63%로 더 많았다. 출

산 경험이 없는 군이 67.6%로 2/3정도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이 유산 경험이 없었다.

유산을 경험한 대상자는 총 30명이었으며 이 중 대다수가 자연유산을 경험하였다. 자

녀수는 평균 0.37±0.59명이었으며 대상자의 2/3 이상이 자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1/4 정도가 자녀가 1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반수의 임부가 임신을 계획하였고

계획 임신을 한 임부 중 1/3 이상이 1년 미만의 시도기간을 가졌다. 대부분의 임부가

인공 시술을 받지 않고 자연 임신을 하였다. 임신 행복도는 평균은 8.04±1.76이었으며,

임신 수용도 평균은 6.92±2.53으로 임신 수용도가 행복도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S병원과 K병원의 동질성 검정에서 유산 경험(p=.009)과 유산 유형(p=.011)에서

차이가 나타났고 그 외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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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08)
n (%)

Character Variable Categories
Total

(n=108)
M±SD

S
Hospital
(n=61)

K
Hospital(
n=47)

Homoge
n e i t y -
test(p)

Soci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ge
(years)

<30

30-39

≥40

26(24.1)

72(66.7)

10(9.2)

32.47±4.82 13(21.3)

39(63.9)

9(14.8)

13(27.7)

33(70.2)

1(2.1)

.078

Marriage age
(years)

<30

30-39

≥40

53(49.1)

53(49.1)

2(1.8)

29.46±3.87 25(41.0)

34(55.7)

2(3.3)

28(59.6)

19(40.4)

0(0)

.074

Occupational
status

Yes
No
Taking time off

67(62.1)

20(18.5)

21(19.4)

38(62.3)

13(21.3)

10(16.4)

29(61.7)

7(14.9)

11(23.4)

.532

Education
level

High school

College

≥Graduate

9(8.3)

78(72.3)

21(19.4)

5(8.2)

41(67.2)

15(24.6)

4(8.5)

37(78.7)

6(12.8)

.289

Monthly
income
(10,000won)

0-199
200-399

≥400

15(13.9)
62(57.4)

31(28.7)

9(14.8)
36(59.0)

16(26.2)

6(12.8)
26(55.3)

15(31.9)

.803

Pregnancy
related
characteristics
(1)

Trimester 2nd trimester
3rd trimester

40(37.0)
68(63.0)

20(32.8)
41(67.2)

20(42.6)
27(57.4)

.297

Prior
pregnancy

Yes
No

73(67.6)
35(32.4)

39(63.9)
22(36.1)

34(72.3)
13(27.7)

.355

Experience of
abortion

Yes
No

30(27.8)
78(72.2)

23(37.7)
38(62.3)

7(14.9)
40(85.1)

.009

Type of
abortion

Spontaneous
Artificial
Both

22(73.4)
5(16.6)

3(10)

18(78.3)
4(17.4)

1(4.3)

4(57.1)
1(14.3)

2(28.6)

.011

Number of
children

0

1
≥2

73(67.6)

29(26.9)
6(5.5)

0.37±0.59 39(63.9)

16(26.2)
6(9.9)

34(72.3)

13(27.7)
0(0)

.078

Planned
pregnancy

Yes

No

56(51.9)

52(48.1)

30(49.2)

31(50.8)

26(55.3)

21(44.7)

.527

Pregnancy
attempts

<1year

≥1year
No

41(38.0)

15(13.9)
52(48.1)

21(34.4)

9(14.8)
31(50.8)

20(42.6)

6(12.8)
21(44.6)

.689

Spontaneous
pregnancy

Yes

No

96(88.9)

12(11.1)

55(90.2)

6(9.8)

41(87.2)

6(12.8)

.631

Pregnancy
related
characteristics
(2)

Pregnancy
happiness Possible Score(1-10) 8.04±1.76 .100

Pregnancy
reception Possible Score(1-10) 6.92±2.53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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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Body image of participants

(N=108)

Variable (Items)
Possible
range

Data

range
M±SD

Total Body image (13) 13-65 23-65 42.25±8.67

Pregnancy body image (6)

Prospective postnatal body image (4)

Dieting during pregnancy (3)

6-30

4-20

3-15

9-30

4-20

5-15

19.56±4.60

11.18±3.55

11.51±2.31

2. 대상자의 제 변수

2.1. 대상자의 신체상

대상자의 신체상 정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신체상 총점은 65점 만점에 평균 42.25±8.67로 중간 이상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부영역별로 살펴보면, 임신 중의 몸에 대한 평가하는 항목인 ‘임신 몸에 대한 신

체상’은 6-30점 만점에 19.56±4.60, 출산 후 자신의 몸이 어떻게 보일지에 대한 내

용이 포함된 ‘출산 후 몸에 대한 예상’은 4-20점 만점에 11.18±3.55, 임신 기간 동안

다이어트를 시도하였는가와 관련된 항목인 ‘임신 중 다이어트’는 3-15점 만점에

11.51±2.31로 나타났다. 이는 점수가 높을수록 임신 중 다이어트와 관련된 행위나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음을 뜻한다. 신체상에 대한 하부영역에 대해 점수 비교를 위

해 연구자가 임의로 100점 만점의 환산 점수로 분석해 본 결과 임신 중 다이어트와

관련된 항목이 76.7점의 중상위 점수로 가장 높았고, 임신 몸에 대한 신체상이 65.2

점, 출산 후 몸에 대한 예상에 대한 신체상이 55.9점으로 가장 낮았다.

문항별로 살펴보면 빈도가 가장 높은 문항은 임신 중 다이어트관련 신체상 문

항에서 ‘나는 임신동안 몸무게가 너무 많이 증가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다이어트를

해왔다’가 5점 만점에 평균 4.14±0.85점으로 임신동안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 임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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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rrelations among of body image subdomains

(N=108)

Variable Pregnancy body image
Prospective postnatal body

image

Pregnancy body image

Prospective postnatal

body image
.630**

Dieting during

pregnancy
.428** .397**

**
p<.01

대부분이었다. 반면 빈도가 가장 낮은 문항은 출산 후 몸에 대한 예상 문항 중 ‘나

는 출산 후 몸무게 감량에 대해 걱정이 된다’가 5점 만점에 평균2.51±1.08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 출산 후 몸무게 감량과 관련되어 신체상이 좋지 않음을 알 수 있

다.

신체상 하부영역 3가지의 관계를 파악해 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임신

중 신체상과 출산 후 몸에 대한 예상 신체상은 중간 이상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r=.630, p=.000), 다이어트 관련 항목과 출산 후 몸에 대한 예상관련 신체상은 다른

영역의 상관관계보다 약한 관계성이 확인되었다(r=.397, p=.000). 즉, 임부의 신체상

관련 하부영역은 모두 상관관계가 있으나 영역별로 강한 상관관계와 약한 상관관계

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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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epression of participants

(N=108)

Variable n (%)

Not depressed (<9 points) 59(54.6)

Depressed (≥9 points) 49(45.4)

2.2. 대상자의 우울

대상자의 우울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울은 0-30점 만

점에 평균 8.19±4.48로 나타났다. 점수 분포는 0점에서 19점으로 우울 증상을 전혀

경험하지 않는 대상자도 있었다. 우울하지 않은 군이 54.6%이며 우울 군이 45.4%

로 우울을 겪고 있는 임부의 빈도가 과반수 정도 분포하고 있었다<Table 4>.

2.3. 대상자의 배우자지지

대상자의 배우자지지를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배우자지

지는 가능 점수 범위 20-100점 중 평균 76.43±9.92로 중간 수준 이상의 점수를 보

였다. 점수 분포는 최하점 51점에서 최고점 99점으로 나타났다.

2.4. 대상자의 임신 전 BMI

대상자의 임신 전 BMI는 정상체중 군이 72명(66.7%)으로 가장 많았고 과체중

이상 군이 22명(20.3%), 저체중 군이 14명(13%)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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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제 변수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인구사회학적 특성, 임신관련 특성)에 따른 신체상은

<Table 5>에 제시되어 있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 배우자지지, 임신

전 BMI는 <Table 6>에 제시되어 있다.

3.1. 신체상

대상자의 전체 신체상 점수와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에서 직업 상태에 따라 신체상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5.366, p=.006). Scheffe

test 사후검정 결과 직업이 있는 군보다 휴직 상태인 군에서 신체상 점수가 더 높

게 나타났다<Table 5>.

임신관련 특성에서 임신 행복도(r=.381, p=.000), 임신 수용도(r=.467, p=.000)와

신체상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부록 6>. 또한 계획임신을 한 임부에서 신체상

점수(t=2.146, p=.034)가 더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able 5>. 계획

임신 여부에 따른 임부의 임신 행복도와 수용도를 추가 분석했을 때, 계획임신을

한 임부는 그렇지 않은 임부보다 임신 행복도가 높았고(t=2.509, p=.014), 임신 수용

도와는 차이가 없었다(t=1.462, p=.147).

3.2. 신체상 하부영역 3가지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신체상 하부영역 3가지를 분석한 결과 직

업 상태에 따라 임신 중 몸에 대한 신체상(F=4.372, p=.015)과 임신 중 다이어트

(F=4.900, p=.009)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Scheffe test 사후검정 결과 직업이 있

는 군보다 휴직인 군이 임신 중 몸에 대한 신체상과 임신 중 다이어트 영역에서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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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점수를 보였다. 월수입에 따라 출산 후 몸에 대한 예상 신체상이 차이가 있었다

(F=5.104, p=.008). Scheffe test 사후검정 결과 월수입이 높은 군이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출산 후 몸에 대한 예상 신체상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Table 5>.

대상자의 임신관련 특성에 따른 신체상 하부영역 3가지를 분석한 결과 임신 분

기에 따라 출산 후 몸에 대한 예상 관련 신체상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054,

p=.042). 임신 3분기의 대상자가 임신 2분기의 대상자보다 출산 후 몸에 대한 예상

신체상 점수가 통계적으로 높았다. 계획된 임신일수록 임신 중 몸에 대한 신체상

(t=2.101, p=.038)점수가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able 5>. 대상자의 임신관

련 특성 중 임신 행복도와 임신 수용도를 신체상 하부영역 3가지와 상관분석 하였

을 때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 중 임신 수용도와 임신 중 몸에 대한 신

체상이 가장 높은 상관관계(r=.502, p=.000)를 보였고 임신 수용도와 임신 중 다이

어트(r=.199, p=.039)가 가장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부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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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according to body image
(N=108)

Soci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otal body image

Subdomains

Pregnancy

body image

Prospective postnatal

body image

Dieting during

pregnancy

Category n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Age

(years)

<30

30-39
≥40

26

72
10

41.65±9.54

42.31±8.08
43.40±11.07

.149 .862 19.19±4.72

19.69±4.44
19.60±5.70

.112 .894 10.54±3.71

11.18±3.37
12.80±4.18

1.148 .232 11.92±2.46

11.43±2.30
11.00±1.94

.700 .499

Marriage age

(years)

<30

30-39
≥40

53

53
2

41.38±8.18

43.43±9.05
34.00±7.07

1.690 .189 19.09±4.10

20.28±4.90
13.00±2.82

3.080 .050 10.96±3.46

11.43±3.68
10.00±2.82

.342 .711 11.32±2.26

11.72±2.38
11.00±1.41

.436 .648

Occupational

status

Yesa

Nob

Taking time offc

67

20

21

40.81±8.28

41.50±7.40

47.57±9.30

5.366 .006
a<c

18.99±4.66

18.80±3.20

22.14±4.77

4.372 .015
a<c

10.70±3.32

11.30±3.79

12.57±3.80

2.288 .106 11.12±2.28

11.40±2.13

12.86±2.12

4.900 .009
a<c

Education

level

High school
College

≥Graduate

9
78

21

41.67±8.32
41.86±8.75

43.95±8.71

.500 .608 18.44±4.36
19.62±4.39

19.86±5.52

.311 .734 10.89±4.40
11.01±3.40

11.90±3.76

.550 .579 12.33±2.12
11.23±2.38

12.19±1.91

2.102 .127

Monthly

income

(10,000won)

0-199a

200-399b

≥400c

15
62

31

40.46±10.27
41.51±7.64

44.58±9.57

1.681 .191 19.06±4.06
19.32±4.41

20.29±5.22

.556 .575 10.06±4.92
10.62±2.74

12.80±3.78

5.104 .008
a<c
b<c

11.33±2.69
11.56±2.17

11.48±2.43

.062 .940

a,b,c : Post-Hoc Scheffe test



Table 5.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according to body image(continued)
(N=108)

Pregnancy
related
characteristics
(1)

Total body image

Subdomains

Pregnancy

body image

Prospective postnatal

body image

Dieting during

pregnancy

Category n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Trimester 2nd trimester

3rd trimester

40

68

41.50±8.50

42.69±8.80

-.688 .493 19.95±4.47

19.34±4.68

.666 .507 10.28±3.33

11.71±3.58

-2.054 .042 11.28±2.21

11.65±2.36

-.808 .421

Prior
pregnancy

Yes

No

73
35

41.21±8.85
44.43±7.96

-1.828 .070 18.97±4.79
20.80±3.92

-1.959 .053 10.74±3.39
12.09±3.73

-1.866 .060 11.49±2.51
11.54±1.83

-.116 .908

Experience of
abortion

Yes
No

30
78

42.63±8.49
42.10±8.79

-.284 .777 19.47±4.35
19.60±4.71

.137 .891 11.63±3.67
11.00±3.50

-.829 .409 11.53±2.04
11.50±2.41

-.067 .947

Type of
abortion

Spontaneous

Artificial

Both

22

5
3

43.45±8.87

37.40±5.72
45.33±8.02

.793 .501 20.00±4.40

16.40±3.57
20.66±4.04

.913 .437 12.09±3.61

9.40±1.51
12.00±6.24

1.023 .386 11.36±2.05

11.60±2.17
12.66±2.08

.278 .841

Number of
children

0
1

≥2

73
29

6

41.21±8.85
45.03±8.01

41.50±7.45

2.090 .129 18.97±4.79
21.14±3.98

19.17±3.48

2.387 .097 10.74±3.39
12.17±3.84

11.67±3.44

1.777 .174 11.49±2.51
11.72±1.88

10.67±1.36

.524 .594

Planned
pregnancy

Yes

No

56

52

43.95±8.77

40.42±8.26

2.146 .034 20.45±4.84

18.62±4.15

2.101 .038 11.80±3.66

10.50±3.32

1.931 .056 11.70±2.12

11.31±2.49

.874 .384

Pregnancy
attempts

<1year

≥1year

No

41

15

52

44.29±9.56

43.00±6.27

40.42±8.25

2.411 .095 20.49±5.30

20.33±3.43

18.62±4.15

2.190 .117 11.83±3.97

11.73±2.76

10.5±3.32

1.852 .162 11.98±2.10

10.93±2.05

11.31±2.49

1.519 .224

Spontaneous
pregnancy

Yes

No

96

12

42.53±8.93

40.00±6.05

.953 .343 19.72±4.62

18.33±4.31

.984 .327 11.24±3.67

10.67±2.34

.525 .600 11.57±2.32

11.00±2.17

.810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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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우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의 경우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직업 상태(χ

2=6.039, p=.049), 교육 수준(χ2=9.158, p=.009)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임신 관련 특성에서 유산 유형(χ2=7.872, p=.032)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6>. 우울 군에서 직업 상태는 직업이 있는 군 55.1%, 없는 군

28.6%, 휴직 군 16.3%로 나타났고 교육 수준은 대졸 71.4%, 고졸 16.3%, 대학원 이

상 12.2%로 나타났다. 우울 군에서 유산의 유형은 자연유산 45.4%, 인공유산 36.4%

이며 18.2%가 자연유산과 인공유산을 모두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우울은 임신관련 특성 중 임신 행복도(r=-.401, p=.000), 임신 수용도

(r=-.308, p=.001)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 밖에 45.4%의 대상자가 우울 군으로 분류되어 이에 대한 추가 분석을 시행

했을 때 우울 군은 우울하지 않는 군에 비해 임신 행복도(t=4.289, p=.000), 임신 수

용도(t=3.384, p=.001), 신체상(t=2.987, p=.004), 배우자지지(t=3.186, p=.002)가 낮았

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대상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분석한 결과 39.2%의 설명력으로 유의수준 .10에서 배

우자지지, 직업 상태, 교육 수준, 임신 행복도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부록 7>.

3.4. 배우자지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배우자지지는 임신관련 특성에서 출산 경험

(t=3.754, p=.000), 자녀수(F=7.323,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 출산 경험이 없을수록 배우자지지가 높게 나타나났고, 자녀수의 경우 Scheffe

사후검정 test결과 자녀가 없는 대상자가 자녀가 1명 또는 2명 이상 있는 대상자보

다 배우자지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또한 임신 행복도(r=.383,

p=.000), 임신 수용도(r=.190, p=.049)는 배우자지지와 약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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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임신 전 BMI

본 연구의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신 전 BMI를 파악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대상자의 임신 전 BMI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임신관련 특성에서 모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대상자의 2/3 이상으로 나타난 임신 전 체질량지수 정상 군을 추가로 분석하였

을 때, 임신 전 BMI가 정상인 임부의 임신 주수 대비 체중증가량 추이는 <부록

8>과 같다. 임신 전 BMI가 정상 군인 대상자는 총 72명으로 임신 주수는 13주에서

40주까지로 고루 분포되어있었다. 임신 전 BMI 정상 군에서 평균 체중증가량의 총

합은 9.73±5.61kg로 파악되었고 몸무게 증가의 최소값은 –1.00kg, 최대값은

26.80kg로 나타났다. 주로 임신 기간 약 30주에서 10kg 이상의 체중증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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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according to depression, spouse support, pre-pregnancy BMI

(N=108)

Soci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

Depression Spouse support Pre-pregnancy BMI

Category

<9
Points
(n=59)

n (%)

≥9
Points
(n=49)

n (%)
χ2
(p) M±SD

t or F
(p)

Under
(n=14)

n (%)

Normal
(n=72)

n (%)

≥Over
(n=22)

n (%)
χ2
(p)

Age
(years)

<30
30-39

≥40

26
72

10

15(25.4)
40(67.8)

4(6.8)

11(22.4)
32(65.4)

6(12.2)

1.008
(.686)

77.46±11.68
76.26±9.26

74.90±10.32

.266
(.767)

4(28.6)
10(71.4)

0(0)

18(25.0)
48(66.7)

6(8.3)

4(18.2)
14(63.6)

4(18.2)

3.265
(.512)

Marriage age
(years)

<30

30-39
≥40

53

53
2

28(47.5)

30(50.8)
1(1.7)

25(51.1)

23(46.9)
1(2.0))

0.431
(.923)

76.09±10.32

76.72±9.71
77.50±7.77

.063

(.939)

6(42.9)

8(57.1)
0(0)

37(51.4)

34(47.2)
1(1.4)

10(45.5)

11(50.0)
1(4.5)

2.098

(.725)

Occupational
status

Yes
No
Taking time off

67

20
21

40(67.8)

6(10.2)
13(22.0)

27(55.1)

14(28.6)
8(16.3)

6.039
(.049)

75.82±9.49

75.05±10.90
79.67±10.06

1.451

(.239)

7(50.0)

4(28.6)
3(21.4)

46(63.9)

12(16.7)
14(19.4)

14(63.6)

4(18.2)
4(18.2)

1.624

(.833)

Education
level

High school

College
≥Graduate

9

78
21

1(1.7)

43(72.9)
15(25.4)

8(16.3)

35(71.4)
6(12.2)

9.158
(.009)

76.73±9.71

76.78±9.94
76.76±8.56

.478

(.744)

2(14.3)

9(64.3)
3(21.4)

5(6.9)

54(75.0)
13(18.1)

2(9.1)

15(68.2)
5(22.7)

1.921

(.757)

Monthly
income
(10,000won)

0-199

200-399

≥400

15

62

31

6(10.2)

34(57.6)

19(32.2)

9(18.4)

28(57.1)

12(24.5)

1.851
(.396)

73.33±9.08

76.82±11.11

77.12±7.45

.855

(.428)

3(21.4)

7(50.0)

4(28.6)

8(11.1)

43(59.7)

21(29.2)

4(18.2)

12(54.5)

6(27.3)

1.933

(.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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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according to depression, spouse support, pre-pregnancy BMI(continued)
(N=108)

Pregnancy
related
characteristics
(1) n

Depression Spouse support Pre-pregnancy BMI

Category

<9
Points
(n=59)

n(%)

≥9
Points
(n=49)

n(%)
χ2
(p) M±SD

t or F
(p)

Under
(n=14)

n(%)

Normal
(n=72)

n(%)

≥Over
(n=22)

n(%)
χ2
(p)

Trimester 2nd trimester
3rd trimester

40

68

22(37.3)

37(62.7)

18(36.7)

31(63.3)

.004

(.953)

75.35±11.59

77.06±8.81

-.805

(.424)

6(42.9)

8(57.1)

23(31.9)

49(68.1)

11(50.0)

11(50.0)

2.589

(.274)

Prior
pregnancy

Yes

No

73
35

42(71.2)
17(28.8)

31(63.3)
18(36.7)

.767

(.381)

78.77±8.74
71.54±9.63

3.754

(.000)

8(57.1)
6(42.9)

49(68.1)
23(31.9)

16(72.7)
6(27.3)

.970

(.616)

Experience of
abortion

Yes
No

30
78

19(32.2)
40(67.8)

11(22.4)
38(77.6)

1.270
(.260)

74.97±8.92
76.99±10.27

.948
(.345)

4(28.6)
10(71.4)

21(29.2)
51(70.8)

5(22.7)
17(77.3)

.362
(.900)

Type of
abortion

Spontaneous

Artificial
Both

22

5
3

17(89.4)

1(5.3)
1(5.3)

5(45.4)

4(36.4)
2(18.2)

7.872

(.032)

74.90±8.95

69.60±7.36
84.33±0.57

1.714

(.169)

3(75)

1(25)
0(0)

17(81.0)

3(14.3)
1(4.7)

2(40)

1(20)
2(40)

5.768

(.352)

Number of
children

0a

1b

≥2c

73

29

6

42(71.2)

13(22.0)

4(6.8)

31(63.2)

16(32.7)

2(4.1)

1.718

(.476)

78.77±9.63

72.10±8.55

68.83±10.02

7.323

(.001)

a>b,
a>c

8(57.1)

6(42.9)

0(0)

49(68.1)

17(23.6)

6(8.3)

16(72.7)

6(27.3)

0(0)

3.733

(.398)

Planned
pregnancy

Yes
No

56
52

33(55.9)
26(44.1)

23(46.9)
26(53.1)

.867
(.352)

77.43±10.45
75.35±9.28

1.091
(.278)

5(35.7)
9(64.3)

37(51.4)
35(48.6)

14(63.6)
8(36.4)

.263
(.282)

Pregnancy
attempts

<1year

≥1year

No

41

15

52

25(42.4)

8(13.6)

26(44.0)

16(32.7)

7(14.3)

26(53.0)

1.126

(.569)

78.59±11.27

74.26±7.15

75.35±9.28

1.656

(.196)

3(21.4)

2(14.3)

9(64.3)

27(37.5)

10(13.9)

35(48.6)

11(50.0)

3(13.6)

8(36.4)

3.305

(.517)

Spontaneous
pregnancy

Yes
No

96
12

52(88.1)
7(11.9)

44(89.8)
5(10.2)

.075
(.785)

76.29±10.31
77.50±6.08

-.590
(.562)

14(100)
0(0)

65(90.3)
7(9.7)

17(77.3)
5(22.7)

4.180
(.123)

a,b,c : Post-Hoc Scheff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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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orrelations among the body image, depression, spouse support, and
pre-pregnancy BMI

(N=108)

Variable Body image Depression Spouse support

Depression -.288**

Spouse support .366** -.273**

Pre-pregnancy
BMI

-.164 .143 -.045

*p<.05, *p<.01

4. 제 변수간의 관계

대상자의 신체상과 우울, 배우자지지, 임신 전 BMI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한 결과

는 <Table 7>과 같다. 각 영역별로 살펴보면 신체상은 우울(r=-.288, p=.003), 배우자

지지(r=.366, p=.000)와 약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신체상과

임신 전 BMI와는 통계적으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과 배우자지지

(r=-.273, p=.004)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약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 중 신체상과

배우자지지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r=.366, p=.000).



- 33 -

Table 8. Influencing factors on body image in pregnant women

(N=108)

Variable B SE β t p Partial R

Pregnancy reception 1.486 .270 .435 5.511 .000 .425

Occupational status† 6.222 1.710 .285 3.638 .000 .281

Spouse support .214 .070 .245 3.072 .003 .237

F=21.325, P<.001, R=.617, R2=.381, Adj R2=.363
†Dummy variables(Occupational status: yes=0, no=1, taking time off=2, Monthly income: low=0, 

moderate=1, high=2, Trimester: 2nd trimester=0, 3rd trimester=1, Planned pregnancy: yes=0, 

no=1, Depression: less than 9=0, 9 or more=1).

5. 임부의 신체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임부의 신체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신체상과 유의한 관계

성이 확인된 직업 상태, 월수입, 임신 분기, 계획임신 여부, 임신 행복도, 임신 수용도,

우울, 배우자지지를 변수로 투입하여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최종 회귀

모형은 임신 수용도, 직업 상태, 배우자지지의 3가지 요인으로 구축되었고 설명력(Adj

R2)은 36.3%로 나타났다.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 시행 결과 독립변수들은 다중공선성

의 조건인 공차한계는 0.1이상, 분산팽창요인은 10이하 기준을 충족하였다. 단계적 다

중 회귀분석 결과 임신 수용도, 직업 상태, 배우자지지 순으로 임부의 신체상에 독립

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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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논 의

본 연구는 임부의 신체상과 우울, 배우자지지, 임신 전 BMI와의 관계를 파악하고

임부의 신체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향후 의료진들이

산전 관리를 받는 임부에게 심리, 정서적인 차원에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최근 여성들은 매스컴의 발달로 다른 사람의 외형적인 모습과 자신을 더욱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긍정적인 신체상 형성에 위협받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여자 청소년이나 여대생관련 신체상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임신 전 청소년

부터 부정적 신체상이 형성되어있는 여성들은 임신 후 자신의 신체상에 대한 긍정적

인 변화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임부의 신체상에 대한 관심이 증

가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임부의 신체상 파악을 가능하게 한 국내에서

는 처음 시도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장에서는 연구 주요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1. 임부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는 임부가 산전 관리를 받는 병원의 유형에 따른 대상자의 특이성을 포괄

하기 위해 서울 소재 일개 종합병원과 개인병원 산부인과에서 자료 수집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 임부의 평균 연령은 32.47±4.82세로 2014년 통계청의 인구동향 조사

의 평균 출산 연령인 32.04세와 유사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62.1%가

일하는 여성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관련되어 2012년 통계청자료에 따르면 19∼49세

연령의 여성에서 56.1%가 직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수준

이었다. 본 연구 대상자의 대부분이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보였고 월수입이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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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인 임부가 1/4 이상으로 나타났다. 197명의 임부를 대상으로 한 김혜원과 정연이

(2012)의 연구에서 대학이상 학력자가 90.5%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

고 월수입은 400만원 초과 군이 45.9%로 나타나 본 연구 대상자와는 다소 차이가 있

었다.

임신소모(Pregnancy loss)와 관련된 2012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연령대가 높을

수록 임신소모율은 42.5%까지 높아졌다. 본 연구 대상자의 유산경험 군은 27.8%로 나

타났다. 본 연구 대상자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30대의 통계청 임신소모율 29.8%

와 유사한 결과이다. S 병원의 유산경험 율은 37.7%로 나타났고, K 병원의 유산경험

율은 14.9%로 나타나 대상자 동질성 검정에서 유산 경험(p=.009)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유산 경험이 있을수록 개인병원보다는 종합병원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개인병원을 다니는 임부가 유산경험은 14.9%로 저조하지

만 유산을 경험했을 경우 다양한 종류의 유산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p=.011).

본 연구는 임부의 직업 상태를 유, 무, 휴직의 세 가지 분류로 나누었다. 이는 직

업은 있으나 임신관련으로 휴직상태에 있는 대상자에 대해 정확한 분류를 하고자함

이었다. 고용노동부(www.moel.go.kr)에서는 임신·출산여성 보호를 목적으로 출산 전·

후 휴가 제도를 고지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여성은 임신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 출산 전에도 최소 45일 미리 휴가 기간을 보장받도록 되어있다. 그러므로 일

하는 임신 여성의 직업 상태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 임부의 19.4%가

휴직 기간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012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일하는 여성 중 출산휴가의 제공 여부는 여성의 교육 수준 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중

졸 이하의 교육 수준에서는 출산휴가를 제공받는 경우가 1.1%, 고졸에서는 11.9%, 전

문대졸 이상에서는 60.6%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휴직 상태인 대상자는 고졸

11.1%, 대졸 19.2%, 대학원 이상 23.8%로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임신관련 휴직을 제

공받는 양상이 통계청 자료와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일하는 여성이 임신관

련 사회적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데에는 교육 수준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교육 수준별 여성의 고용형태나 직업군이 상이하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추

측할 수 있어, 일하는 임신 여성에게 제공되고 있는 국가차원의 사회적 제도가 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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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층이나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는 못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따라서 병원을 내원하는 임부 이외에 보건소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산전 관

리를 받는 임부에게도 적절한 지지자원과 지지체계와 관련된 교육 제공에 대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2. 임부의 신체상

본 연구는 임부의 신체상을 측정한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연구이며 임부의

신체상에 적합한 도구를 선택하여 도구의 하부영역별로 비교, 분석하였다는 데에 의

의가 있다. 본 연구 대상자의 신체상 점수는 13-65점의 가능 점수 범위 중 평균

42.25±8.67점으로 중상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부영역 3가지를 보았을 때 임신 중 몸

에 대한 신체상 평균은 19.56±4.60, 출산 후 몸에 대한 예상 신체상 점수가 평균

11.18±3.55, 임신 중 다이어트관련 점수가 평균 11.51±2.31로 나타났다. 문항 수에 따

른 가능 점수 범위 대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 목적으로 연구자가 임의로 항목 별 가능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시 임신 중 다이어트와 관련된 신체상 점수가 76.7점으

로 가장 높았고 임신 중 몸에 대한 신체상이 65.2점, 출산 후 몸에 대한 예상이 55.9

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는 국내 임부는 임신 중에는 다이어트와 관련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아 이 영역의 신체상 점수가 가장 높고 출산 후 내 몸이 어떻게 보일지에 대

한 걱정과 관련된 신체상 점수가 가장 낮음을 알 수 있다.

국내에는 임부를 대상으로 신체상을 조사한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결과비교

는 어려우나 국외 Brown 등(2015)의 연구에서 측정한 결과와 비교했을 때 국외에서

는 국내와 반대로 출산 후 몸에 대한 예상 영역 점수가 가장 높았고, 임신 중 다이어

트 영역 점수가 가장 낮았다. 이는 국외 임부는 임신 중 다이어트에 관심을 갖고 있

으며, 출산 후 자신의 몸이 어떻게 보일지에 대한 신체상에 대해 자신감을 보이는 것

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신체상 하부영역에 대한 상관분석에서 출산 후 몸에 대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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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과 임신 중 다이어트 영역이 가장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는데(r=.397, p=.000) 이는

임신 중 다이어트에 관심을 갖는 정도와 출산 후 몸에 대한 예상 신체상이 가장 관계

성이 적음을 알 수 있다. 즉, 국내 임부에서는 임신 중 다이어트에 대해 관심이 적지

만 출산 후 자신의 몸이 어떻게 보일지에 대한 걱정은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국

내 임부에서 출산 후 자신의 몸이 어떻게 보일지에 대한 걱정에 대해 적극적인 심리

적 지지가 필요함을 시사하며, 국내 임부가 임신 중 다이어트를 시도하는 경우는 외

국의 경우보다 드물지만 외국의 문화가 국내로 유입되는 양상을 고려해볼 때 임부의

임신 중 다이어트관련 신체상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필

요하겠다.

직업이 있는 군보다 현재 휴직인 군에서 임신 중 몸에 대한 신체상과 임신 중 다

이어트와 관련된 신체상 영역의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고, 출산 후 자신의 몸이 어떻

게 보일지에 대한 신체상 영역 점수는 월수입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임신관련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직업군의 임부가 그렇지 않은 임부보다 신체상

이 높음을 알 수 있으며 선행연구 Mehta(2011)의 연구에서 경제 수준이 낮은 임부가

신체상에 대한 불만족을 갖고 있다는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임신 2분기보다 3분기에서 출산 후 몸에 대한 예상과 관련된 신체상 점수

가 더 높았는데, 이는 임신 1,2분기보다 3분기에서 체중증가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는데

도 불구하고 임부는 임신으로 인한 체형의 변화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 때문

에 덜 뚱뚱하다는 느낌을 가져 신체상에 더 만족한다는 연구 결과(Skouteris et al.,

2005)와 일치한다. 따라서 임부의 신체상을 평가할 때 임신 분기별로 임부의 신체상

은 유의한 차이가 있으므로 임신 분기를 변수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임신을 계획한 군이 임신을 계획하지 않은 군보다 총 신체상 점수가 높아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t=2.146, p=.034), 임신을 계획한 군과 계획하지 않은 군

은 임신 행복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059, p=.014). 계획 임신 여부

에 따라 임신 수용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즉, 임신을 계획한 임부는 신체상 점

수와 임신 행복도가 높았지만 임신을 계획했더라도 임신한 자신을 자연스럽게 여기는

임신 수용도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따라서 임신을 계획한 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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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은 군에서 신체상은 임신 행복도와 관련이 있으므로 임신을 계획하지 않은

임부의 긍정적인 심리상태를 도와 자신의 신체상에 만족하며 행복한 임신 기간을 보

낼 수 있도록 지지적 중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상에서 국내 임부에 있어서 신체상과 여러 가지 요인이 관계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직업이 있는 임부 군보다 휴직 상태인 임부가 신체상이 더 높았다. 또한 월수

입과 신체상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 이는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직업군과 월수입이 신체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임신 분기와

계획임신 여부도 신체상과 관련이 있었다. 이로써 임부가 긍정적인 신체상 확립을 통

해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임신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임부의 사회경제적 상태를 살피

고, 임신 휴가관련 사회적 복지제도에 대한 안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임신관

련 특성을 고려하여 임신 분기를 사정하고 계획 임신 여부를 고려하여 임부의 신체상

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3. 임부의 우울

본 연구 대상자의 우울은 EPDS로 측정하였고, 절단값 9점을 기준으로 45.4%가

우울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도구로 절단값을 동일한 기준으로

설정하여 임부의 우울을 측정한 이은주와 박정숙(2013)의 연구에서 전체 임부 중

43.7%가 우울을 경험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산전우울을 197명의 임부를 대상으로 Beck depression Inventory를 이용하여 측

정한 김혜원과 정연이(2012)의 연구에서는 우울 군이 22.8%로 파악되었고, 본 연구와

같은 도구인 EPDS로 임신 중 우울을 측정한 이명은과 권영란(2011)의 연구에서는

EPDS의 절단값을 10점 이상으로 하여 측정하였고 우울 군을 28.9%로 파악하여 본

연구와 차이가 나타났다. EPDS 도구 개발 당시의 절단값인 13점을 기준으로 본 연구

대상자의 우울 군을 다시 분류하여 비교하였을 때 우울 군은 19.4%로 나타나 선행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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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김혜원과 정연이(2012)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나 이명은과 권영란(2011)의

연구와는 다소 차이가 나타났다. 이와 같이 임부의 우울을 측정하는 도구는 여러 가

지가 있으며 EPDS 도구는 개발 당시의 절단값이 높게 정의되어 여러 문헌들에서는

위음성율을 낮추기 위해 절단값을 하향조정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기준점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지 않아 일부 문헌들마다 절단값을 다르게 설정하여 연

구되고 있다. 이는 임부의 우울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므로 반복 연구를 통해

국내 임부의 우울을 측정하는 도구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특히 EPDS 사용 시 절단

값 기준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에서 임부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배우자지지, 직업 상태, 교육

수준, 임신 행복도로 나타났고 이은주와 박정숙(2013)의 연구에서는 임부의 우울에 임

부의 주관적 건강상태, 임신 스트레스, 자아존중감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임부의 우울과 신체상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독립적인 영향 요인

으로 선정되지 않았다. 이는 임부의 신체상 측정 항목 중 출산 후 자신의 몸에 대한

모습을 예상하거나 임신 한 자신의 모습에 대해 배우자나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

는지와 관련된 항목들이 우울보다는 미래의 나에 대한 불확실성 또는 걱정, 다른 사

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불안 또는 긴장과 같은 감정과 연관될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어 임부의 신체상과 관련된 불확실성, 불안 등에 관한 반복 연구의 필요

성이 제기되었다.

4. 임부의 배우자지지

본 연구 대상자의 배우자지지는 20-100점의 가능 점수 범위 중 평균76.43±9.92점

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도구를 사용한 김효경(2015)의 연구에서의 배우자지지 평균

75.2±11.83과 유사한 수준으로 중상위 수준이었다.

본 연구에서 자녀가 없는 대상자가 자녀가 1명 또는 2명 이상인 대상자보다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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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지지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김효경(2015)의 연구에서도 초산이 경산보다 배우자

지지 점수가 높게 나타나 유사함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배우

자가 자녀를 돌보아야하므로 임신한 아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기 힘든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 배우자지지는 임신 행복도와 임신 수용도에서 미약하게 유의한 상관

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김효경(2015)의 연구에서 지각된 임부 스트레스와 배우자지지

가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난 것처럼 임부가 느끼는 배우자지지 정도는 임부 개개인

의 심리사회적 상태와 관계가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배우자지지체계가 부족한 대상

자의 경우 개개인에게 영향력 있는 지지체계를 파악하여 산전 건강관리에 포함시킴으

로써 대상자의 신체상을 높여 건강한 산전 관리를 도모하며, 나아가 임부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5. 임부의 임신 전 BMI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임신 전 BMI는 저체중 군 13%, 정상체중 군 66.7%, 과체

중이상 군 20.3%로 나타났다. 만삭 임부 225명을 대상으로 임신 전 BMI를 변수로 고

려한 최형민(2010)의 연구에서 저체중 군 15.5%, 정상체중 군 58.7%, 과체중 이상 군

25.8%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임신 전 BMI에 따라 임신 분기별 적절한 체중증가량의 범위가 구분된다. 2009년

Institute of Medicine(IOM) 권고안에 따르면 임신 전 BMI가 저체중 또는 정상인 임

부는 임신 2,3분기에서 약 0.45kg/week 증가가 적절한 수준이며 임신 전 BMI가 과체

중 또는 비만인 임부는 임신 2,3분기에서 약 0.22～0.27kg/week 증가가 적절한 수준이

라고 정의하였다(Institute of & National Research Council Committee to Reexamine,

2009).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임부 중 임신 전 BMI가 정상 군인 임부의 체중증가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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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분석하였다<부록 8>. 임신 전 BMI가 정상 군인 대상자에서 임신 주수 대비

체중증가량이 권고 량을 초과한 군이 40.3%로 나타났다. 이는 임신 전 BMI가 정상체

중인 임부는 임신 기간 동안의 몸무게 증가를 제한하지 않아 임신 주수 대비 적정체

중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Mehta 등(201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한편, 중국의 임신 전 BMI와 임신체중증가(Gestational Weight Gain, GWG)관련

연구에서 IOM의 권고에 따른 BMI 기준과 GWG의 기준을 중국의 임부에게 적용하는

것보다 중국인 기준 BMI 기준과 중국 임신 여성의 GWG의 기준을 제안하고 있었으

며 반복 연구를 통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Yang et al., 2015). WHO에

서는 아시안 기준 BMI 범위는 제시하였지만 GWG의 WHO의 권고는 현재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국내의 GWG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IOM 기준을 따르고 있다. 박혜원

등(2012)의 연구에서 2,105명의 임부를 대상으로 후향적 연구를 통해 임신 2,3분기의

체중증가량과 신생아 출생체중의 연관성을 조사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임신 2,3분기의 체중증가량을 2009년 IOM의 권고안을 참고하였다. 이는 중국의 선행

연구(Yang et al., 2015)에서 IOM 권고는 BMI의 범위가 아시안 기준이 아니기 때문

에 GWG 평가 시 과체중과 비만 군의 선별에 주의해야한다는 제언과 차이가 있는 연

구 설계였다.

선행연구 Hill 등(2013)에 따르면 임신 주수 대비 적정수준의 체중증가량은 신체

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하지만 임신 주수대비 적정수준의 체중증가량을 IOM

의 권고에 따르면 중국의 선행연구 결과를 참고해 볼 때 우리나라 임부의 경우에도

과체중, 비만 임부를 선별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추측할 수 있어 우리나라 GWG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임신 전 BMI에 따른 임신 체중증가량의 적정수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신

체상과 비교, 분석한 연구를 함으로서, 임부의 체중과 관련된 신체상에 대한 이해가

명료해 수 있겠다. 이를 통해 임부의 산전 관리에서 개개인의 임신 전 BMI의 범위에

따른 임신 중 적절한 체중증가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적절한 체중관리에 대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으며 나아가 임부의 긍정적인 신체상 확립을 위한 교육과 지지가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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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국내 최초로 임부의 신체상 정도를 조사하고 임부의 신체상과 우울, 배

우자지지, 임신 전 BMI와의 관련성을 규명하며 임부의 신체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는 임부의 특성에 맞는 신체상 측정 도구를 선택하여 저자의 허락을 받아

번역-역 번역의 과정을 거친 후 전문가 타당도와 예비조사를 통해 도구의 타당도를

검증받아 사용하였다. 그 외 임부의 우울, 배우자지지, 임신 전 BMI를 파악하여 임부

의 신체상과의 관련성 및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임부의 산전 관리에 심

리, 정서적 차원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은 병원의 유형에 따른 대상자의 특이성을 포괄하기 위해 서울 소재 종

합병원인 S병원 산부인과, 개인병원인 K산부인과를 방문하는 임부를 대상으로 하였

고, 2016년 4월부터 5월까지 편의 표집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 임부의 총 신체상 점수는 13～65점의 가능 점수 범위에서 42.25±8.67

점으로 중상위 점수로 나타났다. 특히, 직업이 있는 군보다 휴직 상태인 군(p=.015),

임신을 계획한 군(p=.038)에서 더 높은 점수가 나타났다. 우울의 경우 대상자의 과반

수 정도인 45.4%가 우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지지는 20～100점의 가

능 점수 범위에서 76.43±9.92점으로 중상위 점수로 나타났다. 특히 배우자지지는 자녀

가 있는 대상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F=7.323, p=.001). 임신 전

BMI는 정상체중 군이 66.7%로 가장 많았고 과체중 이상 군이 20.3%, 저체중 군이

13%였다.

임부의 신체상은 우울(r=-.288, p=.003), 배우자지지(r=.366, p=.000)와 유의한 상관

관계를 보였으며 임신 전 BMI와는 관계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다중 선형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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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설명력(Adj R2) 36.3%로 임신 수용도, 직업 상태, 배우자지지 순으로 임부의 신

체상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임부의 긍정적인 신체상 확립을 위해 임부가 자연스럽게 본인의

임신을 받아들이도록 사회문화적인 배려가 필요하며 휴직과 관련하여 일하는 여성이

임신관련 사회적인 정책과 제도를 제공받고 있는 지에 대해 고려하여야함을 알 수 있

다. 또한,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임신한 아내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줄 수 있는 배우자

지지 방안 마련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2.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로 임부의 변화하는 신체상을 고려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여성의 산전, 산후의 신체상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종단적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초산, 고학력자가 대부분으로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워

다양한 대상자 군 수집을 통한 반복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임부의 신체상과 불확실성, 불안과 관련된 연구를 제언한다.

넷째, 임부의 우울을 측정하는 도구의 선택 기준과 EPDS의 절단값 기준 설정에 대한

반복 연구를 제언한다.

다섯째, 임부의 임신 전 BMI 대비 임신 체중증가량에 대한 적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

한 연구를 제언한다.

여섯째, 임부의 신체상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중재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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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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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제목 : 임부의 신체상과 우울, 배우자지지, 임신 전 체질량지수와의 관계

본 연구는 임부가 자신의 몸에 대한 생각, 즉 신체상(Body image)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고 추후 임부의 긍정적인 신체상 확립을 위한 간호중재 방안을 모색하

여 임부의 건강증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설문 연구 입니다.  본 연구의 

대상은 2016년 4월부터 5월 사이에 산전 관리를 위해 산부인과 외래를 방문하는 임부 

126명이 될 것입니다.

설문에 참여하시게 될 경우 귀하는 신체상, 배우자 지지정도, 우울, 일반적 사항에 대

한 설문지를 작성하시게 되며, 설문지 작성까지 약 10~15분 정도가 소요될 것입니다. 

설문 문항의 정답은 없으며,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되오니 누락 항

목 없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설문 연구의 참여로 인해 예상되는 위험이나 이득은 없으며 설문 조사를 모두 마

치신 분에게는 감사의 뜻으로 소정의 선물을 보상으로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또한 설문

조사 결과 신체상이나 배우자지지정도, 우울에 취약한 임부들을 위해 이를 완화할 수 있

는 방법과 전문 기관에 대한 정보가 수록된 리플렛을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설문지 작성 도중 그만두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본 설문연구에 

참여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귀하의 선택에 의한 것이며,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도   전혀 

불이익은 없습니다. 귀하가 설문지를 모두 작성한 후 제출하시게 되면 귀하가 연구 참여

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오직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설문 내용에는 귀하

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있지 않으며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연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연구 담당자 : 전영경(010-XXXX-XXXX)

부록 2. 설명문 및 설문지

<피험자 설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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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Questionnaire examining body image during

pregnancy (Brown et al. 2015)

Strongly
disagree Disagree

Neither
agree
nor

disagree

Agree
Strongly
agree

Pregnancy makes me feel less
attractive

I worry that my partner finds me
unattractive during pregnancy

I am worried about the effect of
pregnancy on the appearance of my
breasts

본 연구자는 상기 도구의 사용을 도구 개발자에게 승인을 받아 사용하였다. 도구 개발자의

승인 없이 모든 문항의 공개는 저작권에 위배될 수 있어 원 도구의 일부만 공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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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증례기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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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리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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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08)

Variable
Total

body image

Subdomains

Depression
Spouse
support

Pre-pregnancy
BMIPregnancy

body image

Prospective
postnatal body

image

Dieting during
pregnancy

Pregnancy
happiness .381** .305** .341** .300** -.401** .383** -.125

Pregnancy
reception .467** .502** .361** .199* -.308** .190* -.153

*p<.05, **p<.01

부록 6. Correlations among the pregnancy happiness, pregnancy reception, body

image, subdomains, depression, spouse support, and pre-pregnancy B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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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우울 군 추가 분석

제 변수와 우울하지 않은 군과 우울 군 (N=108)

구분
우울하지 않은 군

M±SD
우울 군
M±SD

t or F p

임신 행복도 8.66±1.50 7.30±1.78 4.289 .000

임신 수용도 7.64±2.27 6.06±2.52 3.384 .001

신체상 44.44±8.72 39.61±7.90 2.987 .004

배우자지지 79.08±9.22 73.22±9.85 3.186 .002

모형   요약

단계 -2 로그 우도

Cox와 Snell의

R-제곱

Nagelkerke R-

제곱

1 111.370a .293 .392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B S.E. Wald

자유

도 유의확률 Exp(B)

1 단계a 신체상 -.029 .037 .626 1 .429 .971

배우자지지 -.047 .028 2.783 1 .095 .954

유산경험 여부†
-.242 .583 .172 1 .678 .785

임신 전
체질량지수 .134 .096 1.960 1 .162 1.144

직업 상태†
4.157 2 .125

직업 상태(1)† 1.367 .674 4.105 1 .043 3.922

직업 상태(2)† .163 .675 .059 1 .809 1.177

교육 수준†
4.521 2 .104

교육 수준(1)† -2.605 1.259 4.281 1 .039 .074

교육 수준(2)† -2.708 1.317 4.231 1 .040 .067

임신 행복도 -.342 .188 3.304 1 .069 .710

임신 수용도 -.076 .126 .364 1 .546 .927

상수항 7.344 3.589 4.187 1 .041 1547.547
†더미 변수(고졸=0, 대졸=1, 대학원이상=2, 직업 상태 유=0, 무=1, 휴직=3, 유산경험 무=0, 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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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주수 대비 체중증가량 수준 빈도 퍼센트

적정수준 이하 17 23.6

적정수준 26 36.1

적정수준 이상 29 40.3

합계 72 100.0

(N=72)

임신 주수
n

평균
체중증가량(kg)

임신 주수
n

평균
체중증가량(kg)

13 3 3.60±1.03 29 1 14.00

14 1 4.00 30 4 11.25±3.77

15 2 2.25±0.35 31 5 12.80±3.34

16 2 2.00±4.24 32 3 7.33±4.04

18 2 6.00±1.41 33 4 12.00±5.41

19 1 3.00 34 2 13.90±5.79

21 4 4.00±2.16 35 5 11.80±4.02

22 3 4.33±2.08 36 1 12.00

23 1 9.00 37 8 13.93±4.10

25 2 5.25±1.76 38 3 14.93±11.42

26 1 1.00 39 5 14.96±2.93

27 1 7.00 40 2 15.00±7.07

28 6 8.90±2.52 합계 72 9.73±5.61

부록 8. 임신 전 체질량지수 정상 군의 임신 주수 대비 체중증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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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ssociation between Body Image and Depression,

Spouse Support, and Pre-pregnancy Body Mass Index in

Pregnant Women

Jeon, Yeong Kyung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is was a descriptive survey study to examine the association between body

image and depression, spouse support, and pre-pregnancy body mass index in

pregnant women and understand the influencing factors on body image. To

ultimately provide basic data for health care provider to improve psychological,

emotional care for pregnant women who receive prenatal care. Participants in the

study were pregnant women, recruited from antenatal care clinics in two hospitals

in Seoul, Korea.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April to May, 2016, and out of 113

questionnaires, 108 were used in the final analysis.

The structured questionnaire consisted of the following: body image was

measured by a questionnaire examining body image during pregnancy(Brown et

al., 2015), which was translated into Korean upon approval of the developers,

through a translation-back translation process. Face validity was checked and the

tool was pilot tested for readability with 5 pregnant women. Depression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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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d the Edinburgh Postnatal Depression Scale (EPDS; Cox, Hoden &

Sagovsky, 1987) translated by Han and colleagues (2004) and spouse support was

measured by Ahn’s (1985) spouse support tool.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chi-square test,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Spearman rho,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21.0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Pregnant women's body image scores were greater than midpoint level. The

average score for body image was 42.25±8.67 points out of a possible range of

13-65 points, and among the subdomains, prospective postnatal body image was

lowest. Nearly half (45.4%) of the pregnant women were depressed (EPDS 9 or

greater) and the average score for spouse support was 76.43±9.92 points from a

possible range of 20-100 points, indicating greater than midpoint level. For

pre-pregnancy body mass index (BMI), most were of normal weight (66.7%),

followed by overweight and greater (20.3%), and underweight (13%).

2. Body image differed by occupational status, i.e., pregnancy body image (p=.015),

dieting during pregnancy (p=.009) and total body image scores (p=.006) were

higher in women who took time off compared to those with current jobs. Better

prospective postnatal body image was related to higher monthly income (p=.008)

and in 3rd trimester women compared to 2nd trimester women (p=.042). Pregnancy

body image (p=.038) and total body image (p=.034) were better in planned

pregnancies than un-planned pregnancies.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body image and pregnancy happiness (r=.381, p=.000), and with pregnancy

reception (r=.467, p=.000). Depression differed by occupational status (p=.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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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al level (p=.009), and type of abortion (p=.032). There were negative

correlations between depression and pregnancy happiness (r=-.401, p=.000), as well

as with pregnancy reception (r=-.308, p=.001). Spouse support was higher in

women who had prior pregnancies (p=.000) and fewer children (p=.001).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pouse support and pregnancy happiness (r=.383,

p=.000), as well as with pregnancy reception (r=.190, p=.049).

3. Body image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depression (r=-.288, p=.003), and

spouse support (r=.366, p=.000) but the correlation between body image and

pre-pregnancy BMI was not significant.

4. According to the results of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significant

variables of body image were pregnancy reception, occupational status, and spouse

support, which had 36.3% explanatory power.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in order to establish a positive image for

pregnant women a supportive sociocultural milieu to facilitate pregnancy reception,

and consideration for working women to ensure they receive sufficient

pregnancy-related social policies and services. Also, for pregnant women with

children, measures to encourage active spouse support could improve pregnant

women’s perceived body image.

Key words: Pregnant women, Body image, Depression, Spouse support, Pre-pregnancy

body mass inde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