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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쌍태아 산모의 산후 우울과 건강관리 요구도

본 연구는 쌍태아 산모의 제반 특성과 산후 우울을 파악하고 건강관리 요구

도를 탐색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자료 수집은 2017년 9월부터 2018년 5

월까지 경기도 소재의 1개 병원에서 쌍태아를 출산한 산모를 대상으로 출산 

3일째와 4주째, 2번의 측정시점을 가지고 설문지를 이용하였고, 2차 시점에서 

심층적으로 건강관리 요구도를 알아보기 위한 전화인터뷰를 추가하였다. 1차 

시점에서 총 13부의 설문응답을 받았으나 신생아 사망이 발생한 산모 1명의 

자료를 제외하여 총 12명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IBM Statistics 23.0 program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Mann-Whitney U test,  

Kruskal-wallis test, Wilcoxon signed-rank test, McNemar Test를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34.20±3.53세였으며, 37⁺⁰ 이전에 출산한 대상자

가 83.4% 였다. 대상자 중 50%는 보조생식 의료기술을 통해 쌍태아 임신을 

하였고, 출산 방법은 질식분만 41.7%, 제왕절개수술 58.3%로 나타났다. 75%

의 대상자는 임신동안 합병증을 경험하였으며, 그 중 88.8%가 조기 진통을 

경험하였다. 대상자의 83.3%가 임부교실에 참여하지 않았고, 모든 배우자가 

임부교실에 참여하지 않았다. 피로의 경우 1차 시점에서 10점 만점 시 평균 

5.25±1.96점으로 83.3%가 피로를 가졌으며, 2차 시점에서 평균은 

9.08±1.40점으로 모든 대상자가 피로를 가진 상태였다. 대상자의 50%가 전

문가의 조언(의사, 간호사, 기타전문가 등)을 매우 신뢰하는 것으로 응답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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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상자의 66.7%는 쌍태아 임신, 출산에 대한 정보를 본인의 상황에 맞지 

않아서 찾기 어렵다고 하였고, 쌍태아 산모의 건강 정보에 대해 58.3%가 만

족하였으나, 쌍태아의 건강 정보의 경우 66.7%가 불만족하였다. 

2. 1차 시점에서 산후 우울의 평균은 30점 만점에 6.92±4.12점이었고, 2차 

시점에서 평균은 10.75±6.40점이었다. 그 중 1차 시점에서 33.3%, 2차 시점

에서 66.7% 대상자가 산후 우울로 나타났다. 

3. 대상자의 산후 우울은 쌍태아 중 둘째가 남자인 경우보다 여자인 경우 1

차 시점에서 높았고(Z= -2.122, p=.034), 가족지지에 따라 1차 시점의 산후 

우울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χ²= 7.820, p= .02). 사후 검정 결과 가족 지지

에 대해 매우 만족하는 경우보다 약간 만족하는 경우 산후 우울이 높았다(Z= 

-2.569, p=.006).

4. 대상자의 건강관리 요구도는 모든 시점에서 쌍태아 산모의 건강관리보다 

쌍태아 건강관리에 대해 높게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2차 시점에서 필요한 

건강관리 요구도 선택이 현저히 감소하였다. 쌍둥이 육아관련 지원 서비스의 

경우 1차 시점과 2차 시점 각각 83.3% 대상자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상의 결과는 쌍태아 산모에 대한 효과적인 산후 우울과 피로에 대한 중재

와 쌍태아 산모와 쌍태아의 건강관리 요구도에 맞춤화된 중재 개발이 필요함

을 보인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들은 추후 쌍태아 산모들을 대상으로 맞춤화된 간호 프

로그램 개발을 제공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핵심되는 말 : 쌍태아 산모, 산후 우울, 건강관리 요구도



- 1 -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017년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통계청, 2018), 인구의 현상유지를 위해 

필요한 대체수준(replacement level)인 2.1명에 비해 낮은 수치이다. 또한 

2005년 역대 최저출산율 이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보건 정책을 시행함으로

써 2012년 1.30명까지 상승을 보였었으나 다시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으며, 

가임기 여성의 수 역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출산 잠재력의 저하로 인한 중, 

장기적 출생아의 절대 규모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낮아진 이유에는 고용불안정, 높은 주거비용, 양육비 

부담 등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해 심화된 만혼과 비혼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되고 있다(이삼식, 2016). 이에 첫 자녀 출산 시 모의 평균연령 

역시 2010년 30.1세로 처음으로 30세를 넘긴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으며(통계청, 2017), 배란유도제의 사용,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등 보조생식 의

료기술을 통한 임신의 증가로 쌍태아 분만 역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역대 최

저출산율이었던 2005년의 전국 쌍태아 출생은 4,651쌍이었으며, 2016년 전

국 쌍태아 출생은 7,573쌍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통계청, 2018). 이러한 출

산 연령의 고령화와 보조생식 의료기술의 확대는 앞으로 쌍태아 출생을 더욱 

증가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여성의 삶에 있어서 특별하고 의미 있는 사건인 임신에서부터 분만 후 산욕

기까지의 오랜 기간 동안 여성은 행복감, 안정감, 성취감 등 긍정적 정서 뿐 

아니라 스트레스, 불안, 우울, 분노, 무기력, 절망 등 부정적 정서까지 다양한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Beck, 2002). 분만 직후 산욕 초기 산모의 신체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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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적으로 부정적인 상태는 신생아를 돌볼 수 있는 능력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여성의 일상 기능적 측면에 중요한 부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

해는 매우 중요하다(Hutton et al., 2015; Saurel-Cubizolles et al., 2000).

하지만 쌍태아의 경우 단태아에 비하여 제왕절개 수술 빈도율이 높으며, 산

모 측면에 있어 양수과다, 조기진통, 조기분만, 빈혈, 임신성 고혈압 또는 임

신성 당뇨와 같은 임신 합병증이나 산후 출혈 발생율이 높다(Costello-Harris 

et al, 2015; Helmerhorst et al., 2004; Katz et al., 2002; Luke et al., 

2017). 그리고 신생아 측면에 있어 자궁 내 성장지연, 선천성 기형, 저체중아 

출산, 신생아 합병증, 신생아 사망률 및 유병율 위험이 높아 신생아 집중 치료

를 받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와 관련된 평균 병원비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Getahun et al., 2004; Harvey et al, 2014; Helmerhorst et al., 

2004; Katz et al., 2002; Lemos et al., 2013; Luke et al., 2017Michaluk 

et al., 2013; Vilska et al., 2009). 이러한 경우 예기치 못하게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 입원하여 치료함에 따라 분만 즉시 산모와 신생아가 떨어져 지냄으

로 인하여 산모는 분리감, 상실감, 불안, 불확실성, 아이에 대한 미안함과 죄

책감, 낯설음 등 다양한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쌍태아

를 돌보는 산모는 단태아를 돌보는 산모보다 일반적으로 더 많은 피로감과 수

면 부족, 소진감, 시간 부족, 재정적 어려움, 육아에 대한 어려움으로 고통 받

게 되며, 이는 쌍태아 산모에게 큰 스트레스 원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피로의 

경우 산후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며(Barrett et al., 

2013; Bozoky & Corwin, 2002; Corwin et al, 2005), 이러한 영향들로 인

해 단태아 산모에 비해 쌍태아 산모는 불안과 산후 우울이 더 높은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Choi et al., 2009; Hutton et al., 2015; Jahangiri et al., 

2011; Tendaiset et al., 2016; Vilska et al., 2009). 

산모의 산후 정서적 상태는 신생아 양육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영향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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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단순히 산모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모성과 신생아의 건강을 통해 인구

의 질 향상을 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산후 우울에 더 높은 수준으

로 노출되어 있는 쌍태아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 정신건강에 대한 심층적인 연

구가 필요하나 현재 국내의 쌍태아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아직까지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출산 후 산모의 피로는 산후 우울의 주요 요인 중 하나이나 

쌍태아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 우울과 피로의 관계를 파악하는 선행 연구가 없

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쌍태아 산모에게 제공되는 간호는 

단태아 산모에게 기존부터 수행되어온 일반적인 간호 이외의 쌍태아 산모에게 

맞는 개별적 간호가 필요하다. 단태아 산모보다 쌍태아 산모가 더 취약한 불

안, 피로, 영양, 모유수유나 산후우울과 관련된 정보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쌍

태아 산모가 필요로 하는 건강 정보를 충족시키지 못한 채 단태아 산모와 동

일한 간호 서비스가 제공됨으로써 전문적인 건강 정보 획득의 기회를 보장받

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쌍태아 산모들은 그들에게 취약하거나 직접적

으로 필요로 하는 건강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

넷을 이용한 일반적 건강 정보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쌍태아 산모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원하는 정보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쌍태아 산모를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 심리사회적 특성, 건

강정보 관련특성과 산후 우울을 확인하고, 산욕기동안 건강관리 요구도에 대

해 파악함으로써 앞으로 쌍태아 산모를 위해 맞춤화된 간호 프로그램 개발을 

제공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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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쌍태아 산모의 산후 우울을 확인하고, 건강관리 요구도를 

파악함으로써 쌍태아 산모에게 맞춤화된 간호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쌍태아 산모의 일반적 특성(인구학적, 출산 관련), 심리사회적, 건강정보 관

련 특성을 파악한다.

‧ 쌍태아 산모의 산후 우울을 파악한다. 

‧ 쌍태아 산모의 제반 특성에 따른 산후 우울을 확인한다. 

‧ 쌍태아 산모의 건강관리 요구도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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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용어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산후 우울

- 이론적 정의: 산후 우울(Postpartum Depression)이란 주요 우울장애의 진

단적 범주와 구별되는 비 정신적 우울장애로 빠르면 출산 후 4주 이내부터 시

작되며 출산 후 1년 이내 언제든지 발생 가능한 우울증상을 의미한다(Beck, 

1993).

-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산후 우울은 Cox, Holden & Sagovsky(1987)이 

개발한 산후 우울 평가 척도(Edinburgh Postnatal Depression Scale, EPDS)

를 Kim(2006)이 번안한 한국판 에딘버러 산후우울 측정도구로 측정한 점수로  

9점 이상의 경우를 말한다. 

2) 건강관리 요구도

- 이론적 정의: 건강관리 요구(Health care needs)란 신체적, 발달적, 행동적 

또는 정서적적 상태에 대한 위험이 증가하거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와 관

련된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McPherson, 1998).

-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건강관리 요구는 산욕기동안 산모가 필요로 하는 

건강관리 요구로서 선행 연구와 문헌고찰을 통하여 작성된 설문 항목으로 파

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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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쌍태아 산모의 산후우울

산후 우울(Postpartum depression, PPD)은 출산 후 산모에게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정신 건강 문제이다(Tahirkheli et al., 2014). 미국 정신의학회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PA)의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DSM) 기준에 따르면 PPD는 출산 후 4주 이내

에 증상이 발병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러나 실제 50%에서는 분만 전에 시

작되므로 이를 총괄하여 “주산기 발병”(“with peripartum onset”)이라는 포

괄적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3-6% 여성에서 수

주 혹은 수개월 이내에 주요 우울장애가 발병한다고 하였으며 임상증상으로는 

우울한 기분, 즐거움의 감소, 불면증, 체중 감소 또는 체중 증가, 정신적 초조

감, 기력 소모, 죄책감, 자존감과 자신감 감소, 집중력 저하, 자살 충동 등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APA, 2013).

PPD의 빈도는 측정에 사용되는 도구나 시기 및 인구 특성에 따라 전 세계

적으로 5%에서 25%까지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으며(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 2005), 미국의 질병관리본부(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에 따르면 미국의 PPD 유병률은 11.5%로 보

고되었다(Ko et al., 2017). 국내의 경우 PPD의 정확한 유병률은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질병관리본부 국가정보포털(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KCDC)에 따르면 출산 후 85%에 달하는 여성들이 일시적으로 우울

감을 경험하여 2주 이내에 호전되지만 그 중 10-20% 산모들은 PPD를 경험

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또한 2016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서 출산 후 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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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에 기분 증상이 발병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유병률을 조사한 결과 9.8%로 

보고되었다(보건복지부, 2016). 그러나 2015년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PPD 진단 혹은 상담경험이 있음으로 응답한 사람은 2.6%

에 불과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즉 국내의 경우, 실제 출산 후 PPD

의 공식적인 유병률 파악이 부족할뿐더러 PPD 증상을 경험하였음에도 적극적

인 건강관리를 받는 산모의 수는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쌍태아의 출생 증가는 임신 시 산모 연령의 증가와 보조 생식 기술의 사용 

증가로 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Barrett et al., 2013; Cooke, 2012; 

Getahun et al., 2014; Klock, 2004; Mathews & MacDorman, 2011; 

Salihu et al., 2003; Wenze, 2015). 우리나라 산모의 출산연령 역시 점점 증

가하고 있으며, 쌍태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의 연령 역시 증가하고 있다. 2005

년 1.08명 이후로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5세에

서 39세 사이의 산모에게서 출생된 쌍태아 이상의 신생아 수는 1,251명에서 

2016년 5,164명으로 급속하게 증가되었다(통계청, 2016).

미국 CDC의 국가 통계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쌍태아 출생률은 1,000명 

당 33.4명으로 나타났다. 1980년 1,000명 당 18.9명에서 2009년 33.2명으로 

증가한 이후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33명 정도의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1980년부터 2009년까지 쌍태아 출생률은 76%로 급격하게 상승하였음을 보

여준다(미국 국가통계보고서, 2018).

쌍태아를 출산하는 것은 육체적, 정서적으로 다양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한다(Ooki, 2008). 특히 쌍태아 출산으로 인해 여러 명의 신생아를 동시에 양

육해야 하는 독특한 요구를 경험하는 쌍태아 산모의 경우 산욕기 동안 높은 

수준의 양육 스트레스를 초래할 수 있고, 단태아를 출산한 산모와 비교하여 

불안과 피로, 불면, 산후 우울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arrick‐Sen et al., 

2014; Choi et al., 2009; Damato, 2004; Hutton et al., 2015; Prino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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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16; Sheard et al., 2007; Vilska et al., 2009). 

지금까지 쌍태아 출산과 관련하여 나타날 수 있는 의학적인 문제들은 많이 

연구되어 왔으나, 산후 우울과 같은 심리적 및 사회적 문제에 대한 쌍태아 출

산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들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Choi et al., 

2009; Halbreich, 2005; Klock, 2004). Sheard 등(2007)의 연구에서 쌍태아 

산모의 경우 단태아 산모에 비해 산후 우울 위험이 3배 증가하였으며, Choi 

등(2009)의 연구에서 단태아 산모와 비교하였을 때 쌍태아 산모의 경우 산후 

우울 증상은 43%가 더 높았음을 보고하였다. Prino 등(2016)이 쌍태아를 임

신한 29명의 산모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임신 6개월에 EPDS 9점 

이상을 가진 산후 우울 경계 산모는 10.3%였고 출산 후 3개월에는 31%로 증

가하였으며, 특히 13점 이상을 가진 산후 우울 산모는 그 중 10.3%로 나타났

다. 또한 부모의 불안과 우울 증상은 양육 스트레스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에서 2011년까지 25개국에서 쌍태아를 질식분

만과 제왕절개술을 통해 출산한 산모를 비교하기 위해 출산 후 3개월이 된 시

점에 수행된 연구에서는 질식분만 산모와 제왕절개술 산모 사이에 PPD가 유

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EPDS 10점 이상을 가진 산후 우울 경계 산모는 각각 

37.20%와 38.60%로 나타났다. 특히 EPDS 12점 이상의 산후 우울 산모는 

각각 14.01%와 14.79%로 나타났다(Hutton et al., 2015). 

이상의 문헌 고찰 결과를 종합해볼 때 쌍태아 산모의 경우 단태아에 비하여 

동시에 신생아를 양육함으로써 다양한 스트레스에 노출되기 쉬우며, PPD에 

취약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국외의 쌍태아 산모의 연구에 비하여 국내의 경

우 심각한 저출산 현상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고령 임신과 보조 생식 

기술의 사용 증가로 인하여 쌍태아 출산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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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쌍태아 산모의 건강관리 요구도

WHO는 출산 후 산욕기 시기는 산모와 신생아의 삶에서 중요한 단계임을 

강조하며 출산 후 6주 기간인 산후 관리를 위한 권장 사항을 밝혔으며, 여기

에는 산모와 신생아 관리, 산모와 신생아의 문제 또는 합병증 진단, 신생아 위

험 신호, 모유수유, 신생아 제대 관리, 심리적 지원, 상담, 철분 및 엽산 보충, 

예방적 항생제 사용, 생리학적 변화, 건강문제 관련 교육 등이 포함되어있다

(WHO, 2013). 

산욕기는 모성으로 전환하는데 있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시기로서 

그들의 요구와 관심사에 기초한 관리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산모의 요

구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Almalik, 2017). Listening to Mothers Ⅲ 

Survey는 출산한 여성들의 경험과 관점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를 통해 그들의 

선호도를 비교하고 격차를 확인함으로서 증거기반 치료를 제공하고 출산 정책

과 교육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였다(Declercq et al., 

2014). 그 외 많은 연구에서도 산모의 요구와 관심사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Aber & Fawcett, 2013; Fahey & Shenassa, 2013). 

이러한 연구를 통해 산모가 필요로 하는 요구에 맞는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서 산후 합병증을 줄이고 산모와 신생아의 안녕을 증진시킬 수 있

으며, 산후 우울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Almalik, 2017; Howell et 

al., 2014).

산욕기 동안 산모의 요구와 관심사는 신체적 또는 정서적 증상, 신생아 돌

봄, 모유수유, 생활습관 관리, 적응, 모성 역할, 산후 우울, 안전, 수면 관리 등

과 관련된다(Gazmararian et al., 2014; Kanotra et al., 2007; Martin et 

al., 2014; Sword et al., 2012; Walker et al., 2015). 단태아 산모를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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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산욕기 동안 산모의 요구도와 관련된 연구 결과, 산모 관리와 신생아 관리

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었다. 산모와 관련된 요구도는 회음부 및 제왕절개 상

처 관리, 모유 수유 관리 방법,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할 위험 증상, 수유 시 

주의해야 할 약물, 신생아와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는 방법, 영양관리, 산후 우

울 관리, 산후 조리방법, 몸매 및 운동관리 등이 있었으며 신생아와 관련된 요

구도는 신생아 응급처치, 신생아 감염관리, 안전관리, 병원을 방문해야 할 증

상, 예방점종, 질식 예방법, 수면 관리, 정서적 안정방법, 성장발달 평가 등이 

있었다(김경원 외., 2013; 양미숙 외., 2003; 양영옥 외., 2003; 조결자 외., 

2000; 주은경 외., 2015, Bookari et al., 2017; Ohlendorf et al., 2012; 

Slomian et al., 2017). 

쌍태아 산모를 대상으로 출산 후 요구도와 관련된 선행 연구는 거의 이루어

지지 않았으나 쌍태아 가정이 필요로 하는 요구와 현재 제공되는 지원은 일치

하지 않으며, 정확한 정보를 받는데 어려움을 가지므로 쌍태아 산모가 필요로 

하는 특수한 요구에 대한 전문가의 관심과 이해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Costello-Harris et al., 2015; Harvey et al., 2014). 또한 쌍태아 가정일 

경우 쌍태아가 받을 수 있는 특정 지원 서비스, 육아 자조그룹에 대한 서비스

가 필요하다고 하였다(Costello-Harris et al., 2015; Jenkins & Coker, 

2010).

국내의 경우 전통적으로 산후 조리는 어머니가 도와주며 그들의 경험적 지

식을 전달해주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시대에 비하여 쌍태아 

출산이 증가한 현재 시점에서 이와 관련된 산욕기 관리 및 육아 내용은 어머

니에게도 생소하며 많은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쌍태아 산모에 있어 적합한 

선행모델이 부족하므로 자신의 산욕기 관리와 쌍태아 육아관련 지식에 대해 

부족함을 느끼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쌍태아 산모들의 건강관리 요구도를 충

족시키기 위해서 우선 쌍태아 산모와 신생아들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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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쌍태아 산모들의 의학적인 특성뿐 아니라 그들의 감정에 대한 정서

적 특성과 함께 동시에 쌍태아를 육아해야하면서 발생되는 환경적인 특성 및 

발달적 특성까지 다방면적으로 그들을 이해함으로서 전문적인 양질의 간호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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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쌍태아 산모의 특성(일반적 특성, 심리사회적 특성, 건강정보 관련 

특성)에 따른 산후 우울을 파악하고 쌍태아 산모의 건강관리 요구도를 탐색하

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출산 3일째와 출산 4주째, 2번의 측정시점으로 이루

어졌다. 1차 자료 수집은 출산 3일째 연구자가 대상자를 직접 만나 연구에 대

해 설명하고 대상자의 특성, 산후 우울, 건강관리 요구도에 대한 설문지와 전

자의무기록 열람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2차 자료 수집은 출산 4주째 휴대폰

으로 링크된 설문지를 통해 심리사회적 특성 중 피로, 산후 우울과 건강관리 

요구도를 재측정하고, 건강관리 요구도와 관련하여 전화인터뷰를 추가하였다.

측정 시기 별 자료수집 내용은 다음과 같다(Figur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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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Postpartum 3rd day Postpartum 4th week

Twin birth M 1 M 2

M1: Postpartum Depression, Health care Needs, General characteristics, 

Psycho-social factors(Happiness, Spousal support, Family support, Fatigue),

Health Information factors

(Self-reported paper Survey / EMR)

M2: Postpartum Depression, Health care Needs, Fatigue

(Mobile Survey + Telephone interview)

Figure 1. Data collection by measur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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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 G시에 위치한 OO병원에서 쌍태아를 출산한 산모를 대상

으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를 수락한 대상자들을 편의 표집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구체적인 선정기준과 제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선정 기준

- 만 19세 이상의 쌍태아를 출산한 산모

- 건강에 문제가 없는 산모

- 언어적 의사소통이 명확하게 가능한 산모

-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산모

2) 제외기준

- 산전 진찰에서 신생아의 선천성 질환 또는 기형 진단을 받은 경우

- 임신 전 우울증 진단을 받았던 산모

경기도 G시에 위치한 OO병원에서 2017년 9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쌍태아

를 분만 한 산모 13명을 대상으로 출산 3일째 총 13부의 설문응답을 받았으

나 2차 자료 수집을 위한 시점인 출산 4주 이전에 신생아 사망이 발생한 산

모 1명의 수집된 자료를 제외하여 총 12명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Figur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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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luded 

N=1 Baby’s death < 4weeks

Assessed for 

eligibility (N=13) 

Analyzed (N=12)

Figure 2. Flowchart of participant s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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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도구

본 연구는 대상자의 제반 특성(인구학적 특성, 출산관련 특성, 심리사회적 

특성, 건강정보 관련 특성), 산후 우울과 건강관리 요구도를 측정하기 위한 자

가보고형의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설문지는 산후 우울 10문항, 쌍태

아 산모 건강관리 요구도 17문항, 쌍태아 건강관리 요구도 12문항, 심리사회

적 특성 13문항, 건강정보 관련 특성 5문항, 인구학적 특성 4문항, 출산관련 

특성 4문항, 총 6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1) 산후 우울(PPD) 

본 연구에서 산후 우울을 측정하기 위하여 Cox, Holden & 

Sagovsky(1987)이 개발한 산후우울 평가 척도(Edinburgh Postnatal 

Depression Scale, EPDS)를 Kim(2006)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

구는 우울감 7문항, 인지불안 3문항의 하위영역으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서술적 자가 평정 측정도구로서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0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3점까지 4점 척도로 이루어져 지난 한 주 동안 대상자가 느낌 

감정과 가장 가까운 곳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도구의 총 점수 범위는 0점에서 3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산후 우울이 높

은 것을 의미한다. 측정 점수 13점 이상의 산모는 심한 우울을 경험할 수 있

다고 하였으나 산후우울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산모를 민감하게 진단하기 위해

서는 절단 값을 낮게 측정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Han 외(2004)와 Kim 

외(2006)의 국내 연구결과에서는 9점 이상에서 정신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하

였으며 아시아 문화권의 산후 우울 연구를 고찰한 결과 대다수에서 EPDS의 

절단 값을 9점 이상으로 설정하였다(Klainin & Arthur, 2009). 이에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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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선행 연구 결과에 따라서 절단 점을 9점으로 설정하여 9점 이상의 경

우 산후 우울 산모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의 1차 자료수집에서는 출산 후부터 3일 동안 대상자가 느낀 감정

과 가장 가까운 정도를 측정하였으며, 2차 자료수집에서는 최근 한 주 동안 

느꼈던 감정을 토대로 가장 가까운 정도를 측정하였다. 

측정도구 개발 당시 연구에서 Cronbach’s α=.87이었으며(Cox et al, 1987), 

한국판 도구를 사용한 Kim(2006)의 연구에서 Cronbach’s α=.84로 내적일관

성이 높았으며, Mills(1999)의 산후우울 불안 체크리스트(Postnatal 

depression & Anxiety symptom check list)와 상관성을 검증한 결과 r=.70

으로 수렴타당도가 확인되었다(Kim, 2006).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85로 내적일관성이 높았다.

2) 건강관리 요구도

산욕기 산모의 건강관리 요구도를 위하여 2000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발표된 국내외 논문을 대상으로 ‘Postpartum information needs’, 

‘Postpartum educational needs’, ‘Postpartum health care needs’, ‘산욕기 

요구도’, ‘산후 요구도’를 주요단어로 문헌 고찰하였다. 그 결과 총 8편의 연구

와 문헌을 통하여 산모와 관련된 건강관리 요구도 17항목과 신생아와 관련된 

건강관리 요구도 12항목으로 총 29항목을 추출하여 구성하였다(김경원 외., 

2013; 양미숙 외., 2003; 양영옥 외., 2003; 조결자 외., 2000; 주은경 외., 

2015, Bookari et al., 2017; Ohlendorf et al., 2012; Slomian et al., 

2017).

구성된 문항을 이용하여 1차 자료수집에서는 출산 후 4주째에 예상되는 건

강관리 요구도를 조사하였으며, 2차 자료수집에서는 출산 후 4주 째 건강관리 

요구도를 답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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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구학적 특성

대상자의 제반특성 중 인구학적 특성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총 4문항으로 

구성하여 교육수준, 직업 상태, 월 수입, 가족 형태를 포함하였다. 또한 연령, 

결혼상태, 종교는 의무기록을 통해 수집하였다.

4) 출산 관련 특성

출산 관련 특성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총 4문항으로 구성하여 임신 계획, 

규칙적 산전 진찰, 분만 경험 만족 수준, 임부교실 참여유무를 포함하였다. 

또한 출산력, 출생 주수, 신생아 체중, 신생아 성별, 보조생식 의료기술 사

용, 분만방법, 1시간 이내 모유수유 시도, 모유수유 교육 유무, 신생아 입실형

태, 임신동안 합병증(임신성 고혈압, 임신성 당뇨, 조기진통 등), 쌍태아 수유

방법, 11문항은 의무기록을 통해 수집하였다.

5) 심리사회적 특성

심리적 특성은 산후 행복, 피로의 정도, 남편과 가족의 지지를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 산후 행복은 ‘매우 불행하다’의 1에서 ‘매우 행복하다’의 10

으로 이루어진 시상척도(Visual Analogue Scale, VAS)로 측정하였다. 

피로의 경우 Chalder(1993)가 개발한 The Chalder Fatigue Scale(CFQ 

11)을 Korea Nurses' Health Study에서 ‘do you have less strength in 

your muscles?’ 항목을 제외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10문항의 도구를 이용

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전신홍반성 루푸스, 쇼그렌 증후군, 류마티스 관

절염, 건선성 관절염, 섬유근육통, 수근관 증후군, 만성 피로 증후군 및 만성 

통증에서 피로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되었으며, 간편하게 피로의 정도를 측

정할 수 있는 도구로 평가되고 있다. CFQ는 신체적 피로 6문항, 심리적 피로 

4문항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서술적 자가 평정 측정도구로서 각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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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에서 ‘대단히 그렇다’ 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채점하

는 방법은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0점에서 3점까지 4점 척도로 측정할 경우 

총 점수 범위는 0점에서 3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현재 피로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를 0점, ‘조금 그렇다’, 

‘대단히 그렇다’를 1점으로 하여 측정할 경우 총 점수 범위는 0점에서 10점으

로 4점 이상인 경우 피로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1차 자료수집에서는 출산 후부터 3일 동안 대상자가 느낀 피로의 정도를 

측정하였으며, 2차 자료수집에서는 출산 후 지난 1달 동안 느꼈던 피로의 정

도를 측정하였다(Chalder et al., 1993).

Chalder 등(1993) 측정도구 개발 당시 연구에서 Cronbach’s α=.89-.90이

었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3이었다.

남편과 가족지지의 경우 ‘매우 만족’, ‘약간 만족’,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

족’으로 구성하여 확인하였다.

6) 건강정보 관련 특성

건강정보 관련 특성은 2016 Health Information National Trends Survey 

U.S의 ‘Looking For Health Information' 설문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자료유

형, 자료의 신뢰수준, 정보 획득이 어려운 이유, 산후 쌍태아 산모와 쌍태아의 

정보 만족도의 총 5문항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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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수집방법 및 절차

본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은 경기도에 위치한 OO병원의 기관생명윤리심의 

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에 심의를 의뢰하여 승인을 받은 후

(IRB No. 2017-09-009) 2017년 9월 중순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40주에 

걸쳐 이루어졌다.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진료과에 연구자가 연구에 대해 설명

하고 허가를 받은 후 쌍태아를 출산하기 위해 분만실에 내원한 산모에게 연구 

참여 홍보물을 안내하였다. 연구 참여에 관심을 표하는 대상자에게 선정 기준

과 배제기준을 확인하고 연구 참여에 적합한 대상자에게 설명문을 이용하여 

연구목적을 설명한 후 자발적 의사에 의한 참여방법에 대한 설명과 연구 참여 

도중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언제라도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집된 자료는 폐기될 것임을 설명하였다. 단, 1차 자료수집 완료 후 2차 자

료수집 중 참여중단이나 동의철회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전까지 수집된 자료는 

본 연구에 사용될 수 있지만 더 이상 새로운 연구 정보를 수집하지 않을 것과 

이미 지급된 사례품은 반환할 필요가 없음에 대해 안내하였다. 또한 연구 대

상자의 익명성, 사생활 및 비밀보장에 대한 내용과 수집된 모든 자료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과 잠금장치가 있는 파일 캐비닛에 보관하며 연구 관련 

자료는 관련법에 따라 3년간 안전하게 보관 후 소각방법으로 완전히 폐기된

다는 내용의 연구 참여 동의서를 안내한 후 자발적 사전 동의한 연구 지원자

에게만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서면을 통한 사전 동의를 얻을 시 1차 자

료 수집 시 일반적 정보와 출산관련 정보는 불필요한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하

여 의무 기록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는 내용과 2차 자료 수집 시점에서는 휴

대폰으로 링크된 설문지 발송 예정이라는 것, 전화 인터뷰 및 사례품 지급을 

위해 개인정보(휴대폰 번호) 활용과 전화 인터뷰 시 녹음에 대한 동의를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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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얻었다. 이와 관련하여 전화 인터뷰 시 쌍태아 산모의 건강관리 요구도에 

대하여 정확한 분석을 위해 연구 목적으로만 녹음을 하며 주요 내용은 메모 

할 것임을 설명하고 수집된 개인정보는 사례품 지급 직후 폐기할 것을 설명하

였다. 

서면 동의를 받은 후 1차 설문지와 사례품으로 15,000원 상당의 쌍태아 양

말을 함께 배부하며 설문지 작성 소요 시간은 10분 이내일 것임을 안내하였

다. 대상자가 병실에서 자유롭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작성하고, 자율적으로 제

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병동에 미리 마련된 설문지 수거함을 통해 설문지를 

수거하였다. 

2차 자료수집은 출산 후 4주 째 심리사회적 특성 중 피로와 산후 우울, 건

강관리 요구도 파악을 위해 2차 설문지를 휴대폰으로 링크를 발송하였다.   

전화 인터뷰는 통상적으로 5분에 걸쳐 병원 퇴원 후 모든 대상자에게 이루

어지는 퇴원 전화 방문 서비스의 연장에서 본 연구에 사전 동의한 대상자에 

한하여 이루어졌다. 

이후 설문지 작성을 마친 대상자에게는 출산 4주 째 현재 도움이 필요하다

고 표기한 건강관리 요구도 항목을 집중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본 연구자가 작

성이 완료된 24시간 이내에 전화를 이용하는 구조화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전화 인터뷰 시작 전 녹음 동의에 대해 재확인 하였다.

전화 인터뷰에 이용한 구체적 질문은 다음과 같다<Table 1>. 먼저 ‘출산 후 

4주째인 현재 어떻게 지내셨나요?’라는 개방형 질문을 통해 자연스러운 대화

를 시작하여 보다 친근한 상황에서 산모의 출산 후 배경 환경에 대해 이해하

고자 하였다. 이후 ‘(체크한 항목)에 대해서 어떤 도움이 필요하셨나요?’, ‘(체

크한 항목)에 대해서 더 자세히 이야기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등의 질문을 

통해 필요를 느낀 건강관리 요구도 중 작은 영역의 문제나 감정에 초점을 맞

추어 집중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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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ephone interview Questions

개방형 질문 출산 후 4주째인 현재 어떤 것들이 필요하셨나요?

쌍태아 산모 건강관리 요구도, 

쌍태아  건강관리 요구도 

2개의 영역 중 

체크한 항목에 대한 질문

(체크한 항목)에 대해서 어떤 도움이 필요하셨나요?

(체크한 항목)에 대해서 더 자세히 이야기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인터뷰 시간은 최소 3분에서 최대 18분 30초로 평균 10분 23초 소요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인터뷰 내용의 주요 내용은 메모를 하였고 녹음을 통한 전화 

인터뷰 자료 수집이 끝난 즉시 연구자가 녹음 내용을 들으며 대상자의 언어 

그대로 필사하여 자료를 조직하였다.

2차 설문과 전화 인터뷰를 마친 후 종료 시에는 대상자에게 연구 참여에 대

한 소정의 답례품으로 5,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였다.

<Table 1> Telephone interview questions

5. 자료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3.0 program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

이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및 각 특성들의 기술통계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

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였다.

2)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산후 우울과 변화는 Mann-Whitney U test와 

Kruskal-wallis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산후 우울의 변화는 McNemar Test, 피로의 변화는 Wilcoxon 

signed-rank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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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특성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총 12명으로 인구학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대상

자 평균 연령은 33.50±3.53세로, 최소 연령은 25세, 최대 연령은 39세였다. 

종교는 무교가 83.3%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수준은 대학교 졸업이 50.0%, 대

학원 졸업이 16.7%로 대부분이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

났다. 

직업상태의 경우 임신이나 출산을 계기로 사직한 경우 33.3%, 출산 휴가 

이후 복직할 계획 33.3%로 나타나 대부분의 대상자가 임신 이전에 직업을 가

지고 있었다(66.7%). 대상자 전원이 결혼한 상태와 부부만 거주한다고 응답하

였으며, 월 수입의 경우 250-349만원이 33.3%로 가장 큰 비율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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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Category M±SD or N(%)

Age(year) 33.5±3.53 (min 25. max 39)

≤30 2(16.7)

31-34 5(41.7)

≥35 5(41.7)

Education level High school 4(33.3)

College 6(50.0)

≥Graduate 2(16.7)

Religion None 10(83.3)

Christianity 2(16.7)

Occupational

status

Housewife 4(33.3)

Resignation due to pregnancy 2(16.7)

Resignation due to Delivery 2(16.7)

Reinstatement planed after maternity leave 4(33.3)

Marital status Married 12(100.0)

Monthly income 

(10,000won)

≤249 2(16.7)

250-349 4(33.3)

350-449 3(25.0)

≥450 3(25.0)

Family type Nuclear family 12(100.0)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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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출산관련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3>.

대상자들은 초산모가 58.3%, 경산모가 41.7%로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

었다. 평균 재태 기간은 34⁺¹±3⁺⁰으로 나타났으며, 37⁺⁰ 이전에 출산한 대상

자가 83.4%로 대부분의 대상자가 조기 출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쌍태아들

의 출생체중 또한 조기 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에 따라 첫째와 둘째 신생아 

모두 2,290gm 이하로 출산하는 경우가 2,300gm 이상으로 출산하는 경우보

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째의 경우 첫째에 비해 2,290gm 이하로 태어

나는 경우가 더 많았다(각각 58.3%, 75.0%). 대상자는 동일한 비율에서 자연

임신(50.0%)과 보조생식 의료기술(50.0%)을 사용하여 쌍태아를 출산하였으

며, 보조생식 의료기술을 사용한 6명 중 1명은 인공수정, 5명은 체외수정으로 

쌍태아를 출산하였다. 분만방법으로는 질식분만과 제왕절개수술을 통한 분만

이 각각 41.7%와 58.3%로 큰 차이 없이 출산을 하였다. 12쌍의 쌍태아들 중 

1명을 제외한 23명의 신생아들은 NICU에 입실하여 집중치료를 받았으며, 

83.3%의 산모가 임신을 계획하였고 75%의 산모가 임신동안 합병증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임신동안 경험한 합병증으로는 조기진통이 88.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전자간증 22.2%, 흉막 삼출, 자궁경관무력증, 조

기 양막파열 각각 11.1%로 나타났다. 분만 경험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만족’ 

41.7%, ‘약간 만족’ 33.3%로 응답하여 과반수이상이 본인의 분만 경험에 대

해 만족하였다. 임부교실은 83.3%, 모유수유 교육은 91.7%의 대상자에서 참

여하지 않았으며 특히 임부교실에 참여한 배우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0.0%). 

2차 자료수집 시점 시 12쌍의 신생아들 중 8쌍은 퇴원하여 산모와 함께 거

주 중이었다(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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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Category M±SD or N(%)

Number of prior child 0 7(58.3)

1 5(41.7)

Gestational age

(weeks)

34⁺¹±3⁺⁰ (min 28⁺². max 37⁺²)
≤31⁺⁶ 2(16.7)

32⁺⁰-33⁺⁶ 2(16.7)

34⁺⁰-36⁺⁶ 6(50.0)

≥37⁺⁰ 2(16.7)

1st
 Baby’s weight

(gm)

2,095±653.56 (min 960. max 3,160)

≤2,290 7(58.3)

≥2,300 5(41.7)

2nd Baby’s weight

(gm)

1,999±537.71 (min 980. max 2,780)

≤2,290 9(75.0)

≥2,300 3(25.0)

1st
 Baby’s gender Male 9(75.0)

Female 3(25.0)

2nd Baby’s gender Male 7(58.3)

Female 5(41.7)

Using ART Yes 6(50.0)

No 6(50.0)

Delivery method Vaginal birth 5(41.7)

Cesarean section 7(58.3)

Breast feeding 

within 1hr

Yes 1(8.3)

No 11(91.7)

1st
 Baby’s admission 

type

NICU 12(100.0)

NUR 0(0.0)

2nd Baby’s admission 

type

NICU 11(91.7)

NUR 1(8.3)

<Table 3> Parity factors of the participants

(N=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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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Category M±SD or N(%)

Plan for pregnancy Planned 10(83.3)

Non-planned 2(16.7)

Regular ANC Yes 11(91.7)

No 1(8.3)

Complications during 
pregnancy

No 3(25.0)

Yes† 9(75.0)

Preterm labor  8(88.8)

Pre-eclampsia 2(22.2)

Pleural effusion 1(11.1)

Incompetent Internal Os of Cervix 1(11.1)

Premature rupture of membranes 1(11.1)

Satisfaction with 
birth experience

Very satisfied 5(41.7)

Satisfied 4(33.3)

Dissatisfied 2(16.7)

Very dissatisfied 1(8.3)

Participation in maternity
classes(Mother)

Yes 2(16.7)

No 10(83.3)

Participation in maternity
classes(Husband)

Yes 0(0.0)

No 12(100.0)

Receiving breast feeding
education

Yes 1(8.3)

No 11(91.7)

† multiple response

ART: assistive reproductive technology
NICU: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NUR: Nursery room
ANC: Antenatal care

2) 대상자의 심리사회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심리사회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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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Category M±SD or N(%)

Happiness 7.42±1.50 (min 4. max 10)

1-4 1(8.3)

5-7 5(41.7)

8-10 6(50.0)

Spousal support Very satisfied 7(58.3)

Satisfied 5(41.7)

Dissatisfied 0(0.0)

Very dissatisfied 0(0.0)

Family support Very satisfied 7(58.3)

Satisfied 4(33.3)

Dissatisfied 1(8.3)

Very dissatisfied 0(0.0)

Fatigue at 
3

rd
 day

5.25±1.96 (min 2. max 9)

0-3(No fatigue) 2(16.4)

4-10(fatigue) 10(83.3)

Fatigue at 
4

th
 week

 9.08±1.40 (min 6. max 10)

0-3(No fatigue) 0(0.0)

4-10(fatigue) 12(100.0)

대상자들의 산후 행복은 10점 만점 중 평균 7.42±1.50점으로 중상 수준으

로 나타났으며, 11명의 대상자가 출산 후 3일 째 본인의 행복 정도를 중간 값

인 5점 이상으로 응답하였다. 출산에 대한 배우자의 지지에 대해서 58.3%가 

‘매우 만족’, 41.7%가 ‘약간 만족’으로 응답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가족 지지에 대해서는 1명의 대상자가 ‘약간 불만족’으로 응

답하여 배우자 지지보다 가족지지 만족 정도가 다소 낮게 나타났다.

<Table 4> Psycho-social factors of the participants

(N=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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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시점에서 피로의 경우 10점 기준 시 평균 5.25±1.96점으로 나타났고, 

원 도구의 피로 기준점수인 4점 이상인 대상자는 83.3%로 나타났다. 한편 2

차 시점에서 피로의 평균은 9.08±1.40점으로 모든 대상자가 피로를 가진 것

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두 시점에서 피로의 평균차이를 분석 한 결과 2차 

시점의 피로가 1차 시점보다 큰 경우(양의 순위)의 평균 순위는 6.50이였으

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Z= -3.074, P= .002). 

피로의 하위 문항별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가능 점수 1점에서 30점으로 재 

측정하였다<Table 5>. 

그 결과 1차 시점의 피로 평균은 14.75±3.70점으로 나타났으며, 2차 시점 

평균은 21.25±3.67점으로 증가하였다. 신체적 피로의 평균은 1차 시점에서 

10.17±2.48점(min 7, max 14),  2차 시점에서 14.00±1.48점(min 12, max 

17)으로 변화하였으며(Z= -2.692, p= .007), 심리적 피로의 평균은 1차 시점

에서 4.58±2.35점(min 0, max 7),  2차 시점에서 7.25±2.70점(min 0, max 

10)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Z= -2.769, p= .006). 하위 문항의 경우 1차 시점에서 ‘잠이 오거나 졸립니

까?’와 ‘피로로 인해 문제가 있습니까?’ 문항에서 각각 평균 2.00±0.85점, 

1.92±0.29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말할 때 헛말이 

나오기도 합니까?’ 문항에서 평균 1.00±0.74로 가장 낮은 수준을 가진 것으

로 나타났다. 2차 시점에는 모든 문항에서 평균점수가 상승하였으며, ‘더 많은 

휴식이 필요합니까?’ 문항의 평균이 2.67±0.4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위 문항 중에서 신체적 피로 중 잠이 오거나 졸린 경우(Z= -2.714, p= 

.007), 피로로 인해 문제가 있는 경우(Z= -2.414, p= .016), 더 많은 휴식이 

필요한 경우(Z= -2.640, p= .008)와 심리적 피로 중 명료하게 생각나는데 문

제가 있는 경우(Z= -2.271, p= .023), 집중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Z= 

-2.165, p= .030), 말할 때 헛말이 나오는 경우(Z=-2.714, p=.007) 항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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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3

rd
 day 4

th
 week

Z p
M±SD M±SD

Physical fatigue 10.17±2.48 14.00±1.48 -2.692 .007*

Do you feel sleepy or drowsy? 2.00±0.85 2.33±0.49 -2.714 .007*

Do you have problems with tiredness? 1.92±0.29 2.50±0.52 -2.414 .016*

Do you need to rest more? 1.67±0.65 2.67±0.49 -2.640 .008*

Do you feel weak? 1.58±0.79 2.25±0.45 -1.897 .058

Are you lacking in energy? 1.58±0.90 2.17±0.39 -1.811 .070

Do you have problems starting things? 1.42±0.79 2.08±0.52 -1.000 .317

Psychological fatigue 4.58±2.35 7.25±2.70 -2.769 .006*

How is your memory? 1.33±0.78 1.83±0.84 -1.730 .084

Do you have problems thinking clearly? 1.17±0.72 1.83±0.72 -2.271 .023*

Do you have difficulty concentrating? 1.08±0.79 1.75±0.75 -2.165 .030*

Do you make slips of the tongue when speaking? 1.00±0.74 1.83±0.72 -2.714 .007*

변화에서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able 5> Mean rank fatigue of the participants

(N=12)

3) 대상자의 건강정보 관련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건강정보 관련 특성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들의 전수는 쌍태아 임신, 출산에 대한 정보를 찾을 때 포털 사이트 

커뮤니티(카페, Blog, 지식in 등)를 통해 가장 많은 정보를 얻었으며(100%), 

텔레비전, 라디오와 같은 미디어매체를 통한 정보는 얻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0.0%)<Table 6>. 참고하는 자료 유형의 신뢰정도는 전문가의 조언(의사, 

간호사, 기타전문가 등)에서 참고한 정보에 대해 50% 대상자가 ‘매우 신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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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응답하였으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에서 제공되는 정보에 

대해서 50% 대상자가 ‘거의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였다. 그 외 대부분 

자료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약간 신뢰한다’고 응답하였다<Table 7>.

쌍태아 임신, 출산에 대한 정보를 찾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내 상황에 맞

지 않아서’라고 66.7%의 대상자가 응답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

음으로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서’가 41.7%로 높게 나타났다.

쌍태아 산모의 건강정보에 대해서 58.3%가 ‘약간 만족’으로 큰 비중을 차지

하였다. 반면에 쌍태아 건강정보 만족도는 58.3%에서 ‘약간 불만족’, 8.3%에

서 ‘매우 불만족’으로 응답하여 과반수이상이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쌍태

아 산모의 건강정보에 비해 쌍태아 건강정보에 대해 더 불만족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 쌍태아 산모의 건강정보와 쌍태아 건강정보 만족도 모두 매우 만족하

는 대상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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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N(%)

Internet portal site community(cafe, Blog, Knowledge iN, etc) 12(100.0)

Advice of experts(Doctors, nurses and other health care provider) 8(66.7)

Family, friends or co-workers 6(50.0)

Health web site
5(41.7)

Brochures, pamphlets, etc

Health magazines, newspapers or books 4(33.3)

Social media(facebook, instagram, etc) 1(8.3)

television, radio 0(0.0)

　
Strongly 
agree
N(%)

Agree
N(%)

Disagree
N(%)

Strongly 
disagree

N(%)

Health magazines, newspapers or books 2(16.7) 10(83.3) 0(0.0) 0(0.0)

television, radio 2(16.7) 10(83.3) 0(0.0) 0(0.0)

Health web site 2(16.7) 10(83.3) 0(0.0) 0(0.0)

Social media 0(0.0) 6(50.0) 6(50.0) 0(0.0)

Internet portal site community 2(16.7) 9(75.0) 1(8.3) 0(0.0)

Family, friends or co-workers 2(16.7) 7(58.3) 3(25.0) 0(0.0)

Advice of experts 6(50.0) 6(50.0) 0(0.0) 0(0.0)

Brochures, pamphlets, etc 4(33.3) 8(66.7) 0(0.0) 0(0.0)

<Table 6> Most frequently used types of health information rank

(N=12)

† multiple response

<Table 7> Degree of trust in health information type

(N=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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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partum 4th week (M±SD, 10.75±6.40)

Postpartum 3rd day

(M±SD, 6.92±4.12) <9(No) 9≤(Yes) Total

<9(No) 4(33.3) 4(33.3)　 8(66.7)

9≤(Yes) 0(0.00) 4(33.3) 4(33.3)

Total 4(33.3) 8(66.7) 12(100.0)

2. 대상자의 산후 우울 

본 연구 대상자의 산후 우울은 다음과 같다<Table 8>.

1차 시점의 산후 우울 평균은 6.92±4.12점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9점 이

상의 산후 우울 산모는 4명(33.3%)로 나타났다. 2차 시점에서 산후우울 평균

은 10.75±6.40점으로 나타났으며, 9점 이상의 산후 우울 산모는 8명(66.7%)

으로 변화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 .125).

두 시점 사이 산후 우울의 변화는 평균 3.83±5.41점으로 나타났으며, 최소

값 –3점에서 최대값 13점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Figure 3). 1차 시점에서 9

점 미만의 산후 우울 정도가 낮은 대상자가 2/3를 차지한 반면(66.7%) 2차 

시점에는 66.7%가 PPD로 확인되었다. 점수의 변화가 없거나 점수가 감소한 

33.3%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3.3%의 대

상자는 출산 3일째와 4주째 산후 우울 수준 변화가 8점 이하에서 9점 이상으

로 나타나 출산 4주째 PPD로 변화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9점 이상에서 8

점 이하로 감소한 대상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8> PPD at postpartum 3rd day and 4th week

 Unit: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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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Change of PPD between postpartum 3rd day and 4th week 

(N=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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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의 제반특성에 따른 산후 우울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산후 우울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산후 우울은 다음과 같다<Table 9>.

대상자 연령에 따른 산후 우울은 30세 이하일 때 출산 후 3일째와 출산 후 

4주째, 각각 12.00±2.83점, 13.50±3.54점으로 다른 연령에 비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교육 수준의 경우 대학원을 졸업한 대상자는 1차 시점에서 

13.50±0.71점, 출2차 시점에서 14.00±4.24점으로 산후 우울이 가장 높았다. 

연령이 35세 이상인 경우, 직업 상태 중 주부인 경우, 월 수입 450만원 이상 

산모에서 산후 우울 점수가 가장 높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두 시점의 산후 우울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산후 우울의 변화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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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Category
postpartum 3

rd
 day postpartum 4

th 
week Z 

or 
χ²

p
M±SD Z or χ² p M±SD Z or χ² p

Age
(year)

≤30 12.00±2.83 4.058 .131 13.50±3.54 .548 .760 .868 .648

31-34 5.40±4.62 8.80±7.36

≥35 6.40±2.70 11.60±6.77

Education
level

High school 5.50±4.20 4.697 .096 8.75±8.96 .872 .646 1.678 .432

College 5.67±2.42 11.00±5.55

≥Graduate 13.50±0.71 14.00±4.24

Religion None 6.70±3.86 -.108 .914 11.10±5.92 -.109 .914 -.862 .388

Christianity 8.00±7.07 9.00±11.31

Occupational 
status

Housewife 7.75±2.63 3.610 .307 14.00±3.56 1.036 .793 3.137 .371

Resignation  due 
to pregnancy 10.00±5.66 9.00±2.83

Resignation  due 
to Delivery 8.00±7.07 9.00±11.31

Reinstatement 
planed after 
maternity leave

4.00±2.94 9.25±8.42

Monthly 
income 
(10,000
won)

≤249 12.00±2.83 4.235 .120 13.50±3.54 2.189 .335 3.545 .170

250-349 5.75±3.30 10.50±7.90

350-449 5.33±3.22 4.33±4.16

≥450 6.67±5.51 15.67±1.53

<Table 9> Differences of PPD by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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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관련 특성에 따른 산후 우울은 다음과 같다<Table 10>. 

출산관련 특성에 따라 2차 시점 산후 우울은 모든 항목에서 1차 시점 산후 

우울 평균 점수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첫 번째 임신인 경우, 32

주 미만과 37주 이상인 경우, 보조생식 의료기술 사용한 경우, 임신동안 합병

증이 없었던 경우에서 산후 우울 점수가 높게 증가하였다.

둘째 신생아 성별에 따른 출산 3일째 산후 우울의 경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Z= -2.122, p= .034) 여자인 경우 산후 우울은 평균 순위 

9.10, 평균 점수 10.00±3.39점으로 남자인 경우 평균 순위 4.64, 평균 점수 

4.71±3.15점보다 유의하게 더 높았다. 이를 일란성과 이란성으로 나누어 추

가 분석한 결과 일란성인 경우 1차 시점에서 산후 우울 평균 점수는 

6.38±4.37점, 2차 시점에서 11.63±6.84점으로 상승하였으며, 이란성인 경우 

1차 시점에서 8.00±3.92점(Z= -.770, p= .442), 2차 시점에서 9.00±5.89로 

나타났으나(Z= -.515, p= .607) 이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출산관련 특성 중 보조생식 의료기술을 사용한 경우 산후 우울 변화에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Z= 2.169, p= .030) 그 외 항목에서는 유의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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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Category
postpartum 3

rd
 day postpartum 4

th 
week Z or 

χ² p
M±SD Z or χ² p M±SD Z or χ² p

Number of

prior child

0 6.29±4.27 -.735 .463 11.86±6.01 -.574 .566 -1.304 .192

1 7.80±4.21 9.20±7.29

Gestational

age(weeks)

≤31⁺⁶ 8.50±6.36 1.390 .707 15.50±2.12 1.375 .711 3.112 .375

32⁺⁰-33⁺⁶ 5.50±6.36 8.50±10.61

34⁺⁰-36⁺⁶ 7.67±3.93 9.67±6.77

≥37⁺⁰ 4.50±2.12 11.50±6.36

1st Baby’s

weight(gm)

≤2,290 7.86±4.95 -1.061 .289 10.14±6.23 -.574 .566 -1.059 .289

≥2,300 5.60±2.51 11.60±7.27

2nd Baby’s

weight(gm)

≤2,290 6.67±4.74 -.558 .577 10.67±7.02 -.093 .926 -.093 .926

≥2,300 7.67±1.53 11.00±5.29

1st Baby’s

gender

Male 9.66±3.94 -.836 .403 10.89±6.62 -.093 .926 -1.113 .266

Female 8.67±5.03 10.33±7.02

2nd Baby’s

gender

Male 4.71±3.15 -2.122 .034* 9.71±7.61 -.739 .460 -.733 .463

Female 10.00±3.39 12.20±4.60

Using ART Yes 6.33±2.42 -.322 .747 13.33±4.32 -1.214 .225 -2.169 .030*

No 7.50±5.54 8.17±7.44

Delivery 

method

Vaginal birth 7.20±4.76 -.245 .807 10.80±8.08 -.410 .682 -.081 .935

Cesarean section 6.71±3.99 10.71±5.62

Complications
during 
pregnancy

No 5.67±2.52 -.651 .515 13.33±5.51 -.747 .455 -1.484 .138

Yes 7.33±4.58 9.89±6.74

Satisfaction 
with birth 
experience

Very satisfied 5.80±3.49 .997 .802 8.80±7.36 .745 .862 2.243 .524

Satisfied 8.50±4.51 13.25±3.86

Dissatisfied 8.00±7.07 9.00±11.31

Very dissatisfied 4.00 14.00

<Table 10> Differences of PPD by parity factors

(N=12)

ART: assistive reproductive technology



- 39 -

2) 대상자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따른 산후 우울

심리사회적 특성에 따른 산후 우울은 다음과 같다<Table 11>. 

모든 항목에서 1차 시점보다 2차 시점의 산후 우울 평균 점수가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으며 산후행복, 남편지지, 1차 시점의 피로에 따라 각 시점의 산

후 우울을 확인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가족 지지에 따른 1차 

시점의 산후 우울 평균 순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χ²= 7.820, 

p= .020). 가족지지 항목 중 ‘매우 만족’ 평균 순위는 4.07, ‘약간 만족’ 평균 

순위는 9.63, ‘약간 불만족’ 평균 순위는 11.0으로 나타났으며, 사후 분석 결

과 산후 우울의 평균 순위는 가족 지지에 대해 ‘약간 만족’이 ‘매우 만족’ 에 

비해 높았다(Z= -2.569, p= .006). 하지만 심리사회적 특성에 따른 산후 우

울의 변화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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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Category

postpartum 3
rd

 day postpartum 4
th
 week

Z or 
χ² p

M±SD Z or χ² p M±SD Z or χ² p

Happiness 1-4 13.00 2.377 .123 17.00 1.077 .299 .255 .614

5-7 5.00±2.37 11.33±0.34

8-10 8.00±4.85 8.80±5.50

Spousal

support

Very satisfied 5.43±4.04 2.939 .086 10.43±7.30 .027 .870 1.122 .289

Satisfied 9.00±3.61 11.20±5.68

Dissatisfied 0 0

Very dissatisfied 0 0

Family
support

Very satisfied(a) 4.14±2.27 7.820
(b>a)

.020* 8.43±7.12 2.898 .235 .263 .877

Satisfied(b) 10.25±2.63 13.25±3.86

Dissatisfied(c) 13.00 17.00

Very dissatisfied(d) 0 0

Fatigue

3
rd
 day

0-3(No fatigue) 7.50±9.19 0.000 1.000 6.00±0.07 1.426 .232 -1.617 .106

4-10(fatigue) 6.80±3.36 11.70±6.20

<Table 11> Differences of PPD by psycho-social factors

(N=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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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자의 건강관리 요구도 

1차 시점에서 향후 4주째 예상하는 건강관리 요구도는 <Table 12>와 같으

며, 2차 시점인 출산 4주째 실제 경험하는 건강관리 요구도는 <Table 13>에 

제시되었다. 

1차 시점에서 대상자의 91.7%는 쌍태아 산모의 건강관리 요구도 항목 중 

‘아기와 정서적 유대 강화 방법’이 출산 후 한 달 시점에서 필요할 것으로 가

장 높게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산욕기동안 피해야 할 약물’ 83.3%, ‘회음

부 및 제왕절개 상처 관리 방법’과 ‘유방울혈과 젖몸살 관리 방법’이 75.0%로 

높게 나타났다. 쌍태아의 건강관리 요구도 항목 중 ‘신생아 성장과 발달 평가’

와 ‘신생아의 정서적 안정’은 대상자 전수(100%)에서 출산 후 한 달 시점 시 

필요할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신생아 응급 처치 방법’, ‘신생아 감염 관리 방

법’, ‘병원에 방문해야할 신생아 증상’, ‘신생아 질식 예방법’, ‘신생아 질병 시 

신호나 증상’ 항목은 91.7%에서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1차 시점에서 쌍태

아 산모의 건강관리 요구도 항목은 평균 6.59명이 필요가 예상된다고 응답한 

것에 비해 쌍태아 건강관리 요구도 항목은 평균 10.33명이 필요할 것으로 높

게 응답하였다.

2차 시점에서 쌍태아 산모의 건강관리 요구도 항목의 경우 ‘아기와 정서적 

유대 강화 방법’과 ‘부모 역할 준비’가 가장 높게 응답하였으나 41.7%에 그쳤

으며, 쌍태아의 건강관리 요구도 항목에서는 83.3%가 ‘쌍둥이 육아 관련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2차 시점에서 쌍태아 산모와 쌍

태아 건강관리 요구도 항목의 평균은 각각 1.53명과 4.08명이 필요할 것으로 

응답하여 전반적으로 1차 시점의 건강관리 요구도보다 2차 시점에서 필요한 

건강관리 요구도 선택이 현저히 감소하였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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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3rd day

N(%)

아기와 정서적 유대 강화 방법 11(91.7)

산욕기동안 피해야 할 약물 10(83.3)

회음부 및 제왕절개 상처 관리 방법 9(75.0)

유방울혈과 젖몸살 관리 방법 9(75.0)

적절한 산후 조리방법과 적용방법 8(66.7)

산후 영양 관리 방법 8(66.7)

산후 체중 관리 방법 7(58.3)

부모 역할 준비 7(58.3)

병원에 방문해야할 산욕기 증상 6(50.0)

산후우울 관리 6(50.0)

산후 청결 관리 방법 6(50.0)

산후 실금 관리 방법 5(41.7)

산후 빈혈 관리 방법 5(41.7)

산후 성 생활과 피임 5(41.7)

산후 변비 관리 방법 4(33.3)

사회 활동 복귀 시기 4(33.3)

산후 여가 활동 2(16.7)

신생아 성장과 발달 평가 12(100.0)

신생아의 정서적 안정 12(100.0)

신생아 응급 처치 방법 11(91.7)

신생아 감염 관리 방법 11(91.7)

병원에 방문해야할 신생아 증상 11(91.7)

신생아 질식 예방법 11(91.7)

신생아 질병 시 신호나 증상 11(91.7)

신생아 수면 관리 방법 10(83.3)

쌍둥이 육아관련 지원서비스 10(83.3)

모아애착 증진 방법 9(75.0)

신생아 예방접종 시기와 방법 8(66.7)

쌍둥이 육아 자조그룹 안내 8(66.7)

<Table 12> Expected health care needs for one month later among 

participants at 3rd day

(N=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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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4

th
 week

N(%)

아기와 정서적 유대 강화 방법 7(58.3)

부모 역할 준비 5(41.7)

적절한 산후 조리방법과 적용방법 4(33.3)

산후 체중 관리 방법 3(25.0)

산후 실금 관리 방법 2(16.7)

산후 여가 활동 2(16.7)

회음부 및 제왕절개 상처 관리 방법 1(8.3)

유방울혈과 젖몸살 관리 방법 1(8.3)

산후우울 관리 1(8.3)

산후 청결 관리 방법 1(8.3)

산후 빈혈 관리 방법 1(8.3)

산후 변비 관리 방법 1(8.3)

사회 활동 복귀 시기 1(8.3)

산욕기동안 피해야 할 약물 0(0.0)

병원에 방문해야할 산욕기 증상 0(0.0)

산후 성 생활과 피임 0(0.0)

쌍둥이 육아관련 지원서비스 10(83.3)

신생아 성장과 발달 평가 9(75.0)

신생아 수면 관리 방법 6(50.0)

신생아 감염 관리 방법 5(41.7)

신생아 질병 시 신호나 증상 5(41.7)

쌍둥이 육아 자조그룹 안내 5(41.7)

신생아의 정서적 안정 4(33.3)

병원에 방문해야할 신생아 증상 4(33.3)

신생아 응급 처치 방법 3(25.0)

신생아 질식 예방법 3(25.0)

모아애착 증진 방법 3(25.0)

신생아 예방접종 시기와 방법 3(25.0)

<Table 13> Participants' health care needs at 4th week

(N=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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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High priority maternal health 

care needs based on 4 weeks: 3rd day 

expectations and 4th week experience

Figure 5. High priority twins health 

care needs based on 4 weeks: 3rd day 

expectations and 4th week experience

또한 각 시점에서 응답한 건강관리 요구도 변화를 살펴보면 쌍태아 산모의 

건강관리 요구도에서 적게는 5명에서 많게는 10명까지 응답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욕기동안 피해야 할 약물’의 경우 1차 시점에서 응답한 대

상자는 10명으로 나타났으나(83.3%) 2차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없었다. 쌍태아 건강관리 요구도 항목에서는 최소 5명에서 최대 9명의 응답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4, 5). 하지만 ‘쌍둥이 육아관련 지원 서비스’ 

항목의 경우 각 시점에서 83.3%의 대상자가 높은 수준으로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N=12)                              (N=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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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태아 산모의 건강관리 요구도를 심층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진행된 전화 

인터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쌍태아 산모들의 건강관리 요구도는 ‘쌍태아 산모 건강관리 요구도’와 ‘쌍태

아 건강관리 요구도’의 2개의 범주로 설명되었으며, 이하 7개의 주제로 분류

할 수 있었다.

1) 쌍태아 산모의 신체적 회복

“건강을 유지하면서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데 생각보다 영양적으로 섭취가 어렵더

라구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할지, 모유수유든, 출산한 산모

의 건강상태에 어떤 음식이 좋은지 등,, 사람들이 몸조리하라고 너무 많은 고열량

의 음식을 주면 다이어트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삼가게 되잖아요. 또 그

렇게 되면 영양에 불균형이 초래되니깐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되지 제가 무

지한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이 생각했던 것 보다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

어요.” (참여자 2)

“지금은 두 명 다 90%가 거의 분유라고 봐야 해요. 한명이라도 모유를 주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되더라구요. 간식도 안되요. 한 방울 정도? 모유수유와 관련해

서도 쌍둥이다 보니깐 힘든 것 같아요. 제 친구도 그러더라구요. 한명인데도 생각

보다 유축 하는 시간부터, 모유를 주는게 정말 힘들다고.” (참여자 8) 

2) 쌍태아 산모의 정서적 적응

“당연히 애기들 키우다보니까 정신적으로든지 신체적으로든지 못하니깐 도움이 

필요해서 체크했어요. 쌍둥이다 보니깐 한명을 케어하고 나면 쉬어야하는데 또 

다른 한명이 보채고 그러면 또 못 쉬고 신체적으로 아기들한테 투자를 해야 하니



- 46 -

깐 더 힘들고. 또 동시에 같이 아기들을 봐야하니깐 정신적으로 라든지 몸이 가

만히 있지 않고 몸이 더 힘들다고 느껴지더라구요. 한명이면 더 편했을텐데 두 

명을 같이 키워야하니깐 이게 정신적으로 쉴 틈이 없구나 생각이 들면서 스트레

스를 받으면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껴졌던 것 같아요. 시간이 갈수록 더 피

곤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유시간도 그렇고 한명 먹이고 나면 쉬어

야하는데 반복적으로 해야 하니깐 두 번을. 그러니깐 더 힘든 것 같아요.” (참여

자 3)

“집에서 아기를 보고 있으니깐 어떤 시기에 산후 조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

느 시기까지 내가 조심을 해야 하는지, 아기를 같이 보고 있으니깐 100% 제가 

산후 조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최소한 내가 어느 부분까

지, 어느 정도까지 조심을 해야 하는지에 관련된 부분들이 필요했어요.” (참여자 

6) 

“처음에 퇴원 후 바로 아이들과 함께 조리원 들어갔을 때 그때 심적 변화가 크게 

왔었어요.. 초기부터 산후 우울이 왔었어요. 주변 제 또래 친구들이 한 달 전에 

출산한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미리 먼저 정보나 그런 상황들을 많이 들었어요. 

이게 시작도 하기 전에 이런 것을 들으니깐 더 오히려 힘이 되는게 아니라 겁이 

나고 무섭더라구요. 그래서 초기부터 산후 우울이 왔었어요. 막상 현실로 다가오

니깐 내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나 달랐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아

닌 것 같은 생각에 힘든 거예요. 조리원에서 아이랑 같이 모자동실에 같이 있지 

않았어요. 근데 목욕하는 거나 분유 준비하거나 그런 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밖으

로 나왔는데 막상 그거부터 시작이 갑자기 닥친거죠. 거기서 너무 편하게 있다가 

배우지 않고 공부를 안 하고 나오니깐. 산후 우울이 호르몬의 변화라고도 하는데 

그것도 그거지만 그 상황이. 그 쌍둥이를 엄마 혼자서 케어 해야 한다는 그 상황

이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호르몬의 영향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것을 몸도 성치 않은 상태에서 잘 해내야한다는 막중함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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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마음이 들어요. 특히 출산하고 2주 후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하다가 그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지금은 느껴져요. 상황까지 더 겹쳐지게 되면 더

욱 이렇게 마음이 요동치는 것 같아요.” (참여자 5)

3) 모아관계

“부모의 역할이 책이나 교육을 통해서는 많이 안아 줘야하고 항상 돌봐 줘야하고 

이러한 위주로 공부를 하고 지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안아주면 손 탄

다. 버릇 나빠진다. 이렇게 현실과 책 사이에서 괴리감이 엄청 크고, 안아 주는게 

맞다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주위에서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 있어요. 

불신이 막 쌓이는 거예요. 아이와의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주위의 

경험자들의 조언을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로서 내가 심약하구나. 어떤 

중심을 가지고, 교육 철학을 가지고 물고 나가는 것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요. 쌍둥이다보니깐 선택의 여지가 많이 없어요. 공평하게 해주고 싶지만 그게 불

가능하고 똑같이 아기도 처음, 나도 처음인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출발 시점에서 

출발을 해서 과연 이게 내가 어른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부모의 역할을 맞게 하

고 있는지 고민이 되었어요.” (참여자 10)

“아기들이 처음 제가 이제 낳아서 양육을 하는 건데 아기들의 싸인이나 그런 것

들을 미리 알 수 있었으면, 지금 아기가 배고픈 상황인지, 아니면 졸려서 그러한 

싸인을 보내는 것인지를 엄마가 쫌 잘 알면 아기도 정서적으로 더욱 편할 것이고 

엄마도 만족도가 있을 것 같아요.” (참여자 5)

“막연한 거죠, 부모로서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이것을 잘할 수 있을까? 

엄마로서도 불안 불안한 마음이죠. 남편은 너무나 아이들을 좋아하고 있어요. 하

지만 남편은 회사에 갔다가 오고, 저는 하루 24시간을 보는 거라서 이제는 도우

미 이모님도 떠나가시고 저 혼자 봐야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냥 두려운거죠.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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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를 해서 아이가 아프면 어떡하지. 내가 이 아이들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러

한 막연한 두려움이 들어요.” (참여자 9)

4) 쌍태아 산모 질병관리

“회복 속도나 이런 것이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게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부

어있는 것들 때문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서.. 제가 느끼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그때마다 제가 병원에 갈 수 없으니깐 자세한 관리가 필

요하다고 느꼈어요.” (참여자 6)

5) 쌍태아 육아

 

“출산 전에는 태교에만 집중을 하고 육아에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았던 것 같아

요. 그리고 쌍둥이는 미숙아가 많잖아요. 그러니깐 이른둥이 같은 경우에는 몸무

게도 많이 작고, 약한 면도 많고 그러니깐 단태아와 같은 기준으로 가는 건지, 병

원에서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거지만 얘네가 잘 크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병원에서 이른둥이에 대한 책자를 받아서 알고는 있는데 쌍둥이의 같은 경우에는 

한명은 괜찮고 한명은 약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병원 다닐 때 보면 어떤 부분

은 아직 덜 발달되어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단태아 같은 경우에는 만삭

에 맞춰서 나오거나 정말로 빠른 아이들은 한 달 정도 더 빨리 나오는 경우가 있

는데 쌍둥이들은 37주가 만삭이라고 할 정도로 거의가 빨리 나오잖아요. 쌍둥이 

같은 경우는 주수보다 빨리 커서 나온다고는 하지만 출산하고서 얘네가 잘 크고 

있는지 정말 애매하더라구요. 왜냐하면 단태아 같은 경우는 태어나서 얼마만큼 

자라고 이러한 것들이 정확하게 있는데 얘네같은 경우에는 잘 크고 있는 것인가 

병원에 다니면서 체크를 하지만 몸무게 같은 경우도 출발선이 다르니깐 좀 애매

하다..라는 경우에 대해 너무 무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여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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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태아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 하나에게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먹고 자고 

싸고 놀고 이게 가능한데 쌍둥이는 걔네들이 수유시간을 조절하려고 해도 한명 

먹으면 시간이 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명이 깨고, 한명이 짜증을 내면 다

른 한명도 같이 짜증을 내고, 아무리 어려도 이런게 있더라구요.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한명에게 집중하기 어려워요. 엄마는 한명인데 쪼개서 해주다보니깐 얘네

가 사랑을 반만 받는 건 아닐까. 둘이어도 한명이 컨디션이 안 좋으면 그 한명에

게 더 집중 해야되기 때문에 얘한테도 미안하고 또 다음번에는 반복 되는거예요. 

계속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게 애들한테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까

봐..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구요.” (참여자 12)

“수면은 저녁에 잠을 안자니깐.. 계속 배앓이를 하는 것 같고, 꼭 낮에 괜찮다가 

저녁에 너무 많이 울더라구요. 남자애가 여자애보다 조금 크게 태어나서 여자애

가.. 근데 이게 돌아가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깐 처음에 남자애가 크게 태어

났는데 남자애가 유난히 더 예민하고 그런 것 같아요. 아직까지 봤을 때에는, 보

면 작은 소리에도 더 귀가 좀 밝아요 벌써. 그래서 더 예민하고 겁이 많은 것 같

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 아이가 그렇고 나서 조금 순해졌다 싶을 때 저녁에 

잠잔다 싶으면 인제 여자애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자애가 하던 행동을 

여자애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조금 독특하더라구요. 그러니깐 저녁에 안자고 

이런 것 때문에..” (참여자 1)

“평소에는 괜찮은데 아기가 쌍둥이다 보니깐 아무래도 한 아이일 때 보다 비교가 

되더라구요. 둘의 다른 점이.. 이 아이는 안 그런데 이 아이는 왜 그러지? 또, 많

이 울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깐 많이 당황스럽고 그런 게 많이 왔었어

요.“ (참여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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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쌍태아 질병관리

“질병 같은 경우는 황달 같은 경우는 육안으로도 이게 황달인가 이렇게 알고 있

었는데 그 밖에도 너무 많은 것들이 있더라구요. 예를 들어 탯줄 같은 경우도 잘 

말려주면 된다고 해서 잘 말려줬는데 나중에 보니깐 이상한 부분이 있는거예요. 

그래서 가니깐 관리가 잘 안 되서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듣거나 조심할 부분이 아

주 많더라구요. 또 사전에 교육받았던 것 말고도 열 같은 경우도 올라갔다 내려

갔다에 대해 갈피를 못잡고, 열이 나면 반드시 병원에 간다. 이정도만 알고 있으

니깐 헷갈리더라구요.” (참여자 7)

7) 특정 서비스

“쌍태아랑 단태아랑 이야깃거리 자체가 달라요. 모임이 있는 분들이랑 이야기하

면 단태아 분들하고 쌍둥이 엄마들하고 이야기가 아예 달라요. 큰방과 작은방의 

차이? 방은 방인데 쓰임이 다른 방처럼 이야깃거리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쌍둥

이들끼리만 통하는 이야기 세계가 있어서 쌍둥이들만 겪는 애로사항도 있고, 기

쁨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했었을 때 쌍둥이 엄마들은 

이렇게 해야해요. 이렇게 했으니 좋았어요. 라며 도움이 되는데요. 제가 단태아 

엄마였어도 그건 왜 그렇게 해야하지? 그게 왜 안될까? 그게 뭐 어렵지? 라고 생

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쌍둥이 육아들을 하는 분들이랑 모임이 있으면 좋

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참여자 7)

“요즘 같은 경우는 핵가족이 많기 때문에 보통 대부분 친정어머니나 시부모님이 

봐주시는 경우가 많겠지만 생각보다 독박육아가 엄청 많더라구요. 그런 경우에 

한 아이가 아플 때에는 진짜 난감하더라구요. 예를 들어 조금 컸을 때에는 하나

를 엎고 하나를 안고 가면 되는데 너무 신생아 때에는 너무 힘들더라구요. 이렇

게 들쳐 엎고 가도 한명은 응급실을 가도 다른 한명은 데리고 있어야하니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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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응급적인 상황에서 돌봄 서비스라든지 이

런 것이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가 아파도 갈 수 없

는 상황이 참 많더라구요.” (참여자 2)

“쌍둥이 엄마들에 대한 케어도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몸이 망가질대로 망

가져서, 무릎에 물이 차고 막.. 지금 저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분만하고 골반도 

많이 안 좋았었는데 지금은 무릎에도 물이 많이 차서 오늘도 병원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그런 산모에 대한 케어도 필요할 것 같고,, 정서적인 것이든, 육체적인 것

이든.. 우리 아가들 쌍둥이 같은 경우 일반 단태아 아이들이랑 다른 것들이 무엇

이고 어떻게 아이들을 잘 양육해야하는지 이러한 정보들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

이 있었으면 해요. 출산하면 이러한 교육조차도 듣기 어려워서 인터넷으로만 많

이 배우니깐 출산하기 전에 그러한 것들에 대한 정보들이 더욱 많이 노출이 되었

으면 좋겠어요.” (참여자 4)

“생각보다 너무 모르는게 많은 것 같은거예요. 막상 닥치니깐.. 예를 들어서 얘네

들이 먹고서 배앓이라던지,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공부한게 하나도 없으니깐 너무 

모르는게 많은 거예요. 특히나 쌍둥이니깐, 계속 인터넷을 많이 찾아보게 되더라

구요. 블로그나 사람들이 실제로 겪었던 일들 이런 것 들을.. 그런 것에 대한 정

보가 많이 없고 그래서 아이의 건강과 관련해서 그런게 많이 필요했어요. 한명의 

아이보다 쌍둥이 아이에 대한 정보가 많이 찾기 힘들었어요.” (참여자 8)

전화 인터뷰 결과 쌍태아 산모의 건강관리 요구도는 지식과 정보의 부족, 

모유수유 어려움, 정신적, 신체적 피로, 산후 우울, 모성 역할 부족 등을 토로

하였으며 쌍태아의 건강관리 요구도는 육아관련 지식과 정보의 부족, 불안함, 

두려움, 당황감, 미안함 등을 호소하였다. 특히 대상자들은 동시에 쌍태아를 

육아해야하는 특이적인 상황으로 인해 모유수유량이 부족하여 모유수유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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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으며, 끊임없이 쌍둥이들을 육아함으로 인해 신체뿐 아니라 정신적 피로

와 스트레스가 상당하며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고 하였다. 육아를 하면서도 

쌍태아에게 공평한 돌봄과 애정을 주고 싶으나 상황적으로 그렇지 못함으로 

인한 미안함과 당황스러움 등의 감정을 갖게 되며, 역할에 대한 혼돈과 막중

함을 느끼고, 산후 우울을 느낀다고 언급한 대상자도 있었다. 또한 쌍태아의 

경우 단태아의 성장 발달과 다를 뿐 아니라 두 명의 신생아 사이에서도 성장 

발달의 차이가 존재하며 쌍태아 육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부분이 많으나 인

터넷에 의존하여 정보를 얻을 수밖에 없으며, 인터넷에도 쌍태아에 대한 정보

가 부족하고 찾기 어려우므로 더 많은 정보 노출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특정 

서비스와 관련하여 단태아를 출산한 산모와 쌍태아를 출산한 산모 사이 경험

이 다르므로 쌍태아 산모 육아모임과 쌍태아 돌봄과 산모 돌봄 서비스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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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본 연구는 고령 임신과 보조 생식 기술의 사용 증가로 인하여 급격하게 증

가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연구가 매우 부족한 쌍태아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 우

울과 건강관리 요구도를 파악한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출산 3일째와 4주째, 

2번의 측정시점에서 산후 우울의 변화와 건강관리 요구도를 확인함으로써 궁

극적으로 쌍태아 산모에게 맞춤화된 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

고자 처음으로 시도한 연구이다. 

1. 쌍태아 산모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쌍태아 산모의 평균 연령은 33.50±3.53세로 나타나 2016년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에서 보고된 모의 평균 출산 연령인 32.40세 보다 높

은 것으로 확인되었다(통계청, 2016). 이는 단태아 산모를 제외한 쌍태아 산

모만을 대상으로 연구하였기 때문에 평균 출산 연령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임신 37주 미만에 일어나는 조기분만은 2005년 미국 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에서 이를 세분화하여 34⁺⁰부터 36⁺⁶ 
사이의 조산을 후기 조기분만(late preterm birth), 32⁺⁰부터 33⁺⁶ 사이의 조

산을 중등도 조기분만(moderate preterm birth), 32⁺⁰ 미만의 조산을 초조기

분만(very preterm birth) 그리고 28⁺⁰ 미만의 조산을 극조기분만(extremely 

preterm birth)으로 분류하였다(Raju, 2006). 본 연구에서 평균 재태 기간은 

34⁺¹±3⁺⁰으로 83.4% 산모에서 37⁺⁰주 이전에 조기 출산하였으며, 3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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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산모 5명(41.7%)의 경우 모두 37⁺⁰주 이전에 조기 출산을 한 것으로 나타

났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쌍태아의 경우 비교적 임신 유지 기간이 짧으며

(Chauhan et al., 2010; Malmstrom & Biale, 1990), 약 57%에서 조기 출산

을 하며 상당수에서 32주 이후에 조기 출산이 발생한다고 하였다(Chauhan et 

al., 2010). 국내의 경우에도 2016년 인구동향조사에서 쌍태아 이상 출생 중 

62.10%가 37주 이전에 조기 출산하였다(통계청, 2016). 앞선 선행연구 결과

와 비교하여 본 연구에서 더 높은 비율로 조기 출산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83.4%) 이는 국내 병원 전수를 대상으로 연구한 것이 아니므로 병원의 특성 

또는 병원의 환경, 쌍태아 산모의 병원 선택 선호도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쌍태아 임신은 보조 생식 기술의 사용으로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Cooke, 2012; Getahun et al., 2014; Mathews & MacDorman, 2011; 

Wenze, 2015), 본 연구에서 보조생식 의료기술을 사용한 대상자는 50%로 자

연 임신을 통한 쌍태아 출산 비율과 차이가 없었다. 또한 단태아 임신보다 제

왕절개수술 비율이 높다는 선행연구(Hutton et al., 2015; Lemos et al., 

2013)와는 다르게 본 연구에서 질식분만(41.7%)과 제왕절개수술 분만

(58.3%)의 비율은 큰 차이가 없었다. 국내의 경우 28주-30주에 태어난 경우 

신생아집중치료실 평균 재원 일수는 약 70일, 34주 전후로는 약 20일, 35주 

이후에는 5일 미만으로 알려져 있다(대한산부인과학회, 2016). 본 연구 결과 

1차 시점에서 12쌍의 신생아 중 1명을 제외한 23명이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실하였으나 이후 2차 시점에서 치료를 유지중인 신생아는 34⁺⁰ 이전에 출

산한 4쌍의 쌍태아들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차이는 의료진 또는 병원의 선

호도, 치료의 우선순위 또는 환경적 요인 등 다양한 변수가 작용한 것으로 생

각된다.

본 연구에서 임신동안 합병증은 입원하여 치료가 필요한 경우만을 포함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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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대상자의 75%는 1개 이상의 합병증이 있었으며 9명 중 8명(88.8%)의 

산모가 임신 중 조기진통으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전자

간증(22.2%), 흉막 삼출(11.1%), 자궁경관무력증(11.1%), 조기 양막파열

(11.1%)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쌍태아 임부에서 양수과다, 

조기진통, 조기분만, 빈혈, 임신성 고혈압 또는 임신성 당뇨와 같은 임신 합병

증 발생율이 높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Costello-Harris et al, 2015; 

Helmerhorst et al., 2004; Katz et al., 2002; Lemos et al., 2013; Luke 

et al., 2017). 쌍태아 산모의 경우 임신동안 다양한 합병증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입원치료까지 필요로 하는 고위험 임부의 확률이 높다(Prino, 2016). 

또한 쌍태아를 분만한 이후에도 모유량의 부족, 쌍태아 양육으로 인한 시간 

부족, 정신건강의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모유수유 유지에 어려움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Flidel-Rimon et al., 2002; 2006; Ooki, 2008), 신생

아를 동시에 양육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배우자의 적극적인 양육 

참여가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상자들은 임부교실과 모유수유 교육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각각 83.3%, 91.7%), 배우자의 경우 전수

에서 임부교실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단태아 

산모들과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아닌 쌍태아 산

모들에게 적합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을 대상으로 실제 필요로 하는 건강관리가 무엇인지 요구도 파

악이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개발된 프로그램을 입원기간 동안에도 배우

자와 함께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심리사회적 특성 중 피로의 경우 두 시점에서 두 가지 방법으로 측정하였

다. 1차 시점에서 피로를 느낀 산모는 83.3%에서 나타났으나 2차 시점에서 

모든 산모가 피로를 느낀다고 보고하였다(100.0%). 이는 출산 후 3개월이 지

난 쌍태아 산모들의 76%에서 피로가 있다고 보고된 선행연구 결과보다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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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으며(Hutton et al., 2015), 이를 통해 쌍태아 산모에게 피로에 대한 적

극적인 중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Fatigue Scale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므로 

반복연구를 통해 쌍태아 산모에게 적합한 피로 측정도구를 선별하고 이를 적

용하여 조기에 피로를 중재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건강정보 관련 특성 결과들을 통해 쌍태아 임신, 출산과 관련된 

정보를 포털 사이트 커뮤니티에 의존하여 얻고 있으며(100%), 정보의 양과 

질에 대한 만족의 정도가 높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그렇기에 그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올바른 정보의 개발과 제공이 중요하다. 또한 직접 의료인과의 만남

을 통해 건강정보를 얻던 과거와는 달리 인터넷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

지 않은 채 건강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 또한 다양해졌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 결과 건강정보 유형의 신뢰가 가장 높게 나타난 전문가의 조언(의사, 

간호사, 기타전문가 등)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공할 수 있는 개선방향이 필

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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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쌍태아 산모의 산후 우울 

  

본 연구 대상자의 1차 시점에서 산후 우울 평균 점수는 6.92±4.12점이었으

며 EPDS 9점 이상의 산후 우울 산모는 33.3%로 나타났다. 이후 2차 시점의 

산후우울은 평균 10.75±6.40점으로 증가하였고 66.7% 산모가 산후 우울로 

확인되었다. 국내에서는 쌍태아 산모를 대상으로 하는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

적인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동일한 EPDS를 사용하여 국내 단태아 

산모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선행 연구 결과 출산 후 일주일 이내 산후 우울 평

균 점수는 6.09±4.59점으로 나타났으며(이지원 외, 2015), 출산 후 4주째 시

점에서 산후 우울 평균 점수는 7.64±4.77점으로 보고되었다(이은주 & 박정

숙, 2015). 이렇듯 단태아 산모에서 출산 4주 시점까지 산후 우울이 증가하는 

경향이 보고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국내 단태아 산모의 산후 우울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보다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쌍태아 산모

를 대상으로 산후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본 연구는 

국내 선행연구와 직접적으로 결과를 비교하기에 제한적이다. 또한 쌍태아 산

모를 대상으로 본 연구와 동일한 측정도구를 사용한 국외 선행연구에 따르면 

출산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산후 우울은 Hutton 외(2015) 연구에서 37%, 

Prino 외(2016) 연구에서 31%의 대상자에게서 보고되었다. 그 외 쌍태아 산

모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 결과 산후 1-4년이 지난 시점에서 

22.9%(Ellison et al, 2005), 6개월-4년 사이 19%(Roca de Bes et al, 

2009)가 산후 우울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국외 쌍태아 산모 선행 연구와 비교 

시 산후 우울 측정 시기와 차이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 산후 우울 평균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차 시점에서 산후 우울이 없었으나 2차 시점

에서 산후 우울로 급격하게 점수의 상승을 보인 4명의 대상자의 경우 전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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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산모로 보조생식 의료기술을 사용하였고, 출산 3일째 행복은 8점 이상으로 

높았으나 출산 4주째 피로가 10점 만점 중 모두 9점 이상으로 높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쌍태아 산모의 출산 후 3일째와 4주째인 산욕기 초

기 시점의 자료를 제공하였으나 국외 문헌을 고려하면 산후 우울은 장기화 될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산욕기 초기의 산후 우울에 대해 예방 차원의 지원을 

통한 지속적인 관심과 개입이 요구된다. 또한 급격한 점수 변화를 보이는 산

후 우울에 취약한 대상자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그 원인을 파악하고 영향요인

을 규명하는 추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높은 조기출산 발생률, 수면 부족, 사회적 격리 및 쌍태아들의 지속적인 양

육 요구 등 특수한 상황은 쌍태아 산모에 있어 산후 우울을 유발하는 요소이

다(Beck, 2002). 국내의 경우 단태아 산모의 산후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과 관련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측정 시기에 차이

가 존재하나 산후 우울은 분만 유형(고효정 외, 2010), 가족지지(이은주 & 박

정숙, 2015; 이지원 외, 2015), 산후 피로도와 수면의 질(김미은 외, 2014), 

어머니 됨 만족도와 삶에 대한 만족도(이선옥 외, 2010), 모성정체성(정연이 

& 김혜원, 2014), 양육 스트레스(이은주 & 박정숙, 2015), 자기효능감(이지

원 외, 2015) 등 다양한 요인이 산후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 쌍태아 산모 연구 또한 측정도구와 측정 시기에 차이가 있어 직접적으로 

결과를 비교하기 어려우나 어머니 됨, 사회지지와 부부적응도(Sockol & 

Battle, 2015), 애착(Ohoka et al., 2014), 불안, 부부관계 만족도, 정서적 건

강, 양육스트레스, 피로 등에 따라 산후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Vilska et al, 2009; Carrick‐Sen et al, 2014; Hutton et al., 2015; 

Prino et al., 2016). 본 연구 결과 가족지지에 따른 1차 시점 산후 우울만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Z= -2.122, p= .034), 산후 우울 변화의 경우 보조생

식 의료기술 사용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Z= -2.169, p= .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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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소수의 쌍태아 산모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이기 때문에 해

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으나 쌍태아 산모의 산후 우울 현황을 파악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더 많은 대상자를 확보한 추후 연

구를 통해 쌍태아 산모에게 특징적으로 산후 우울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요

소를 밝힐 필요가 있다. 

3. 쌍태아 산모의 건강관리 요구도

  

국외 선행 연구에 따르면 산욕 초기동안 산모는 회음부 관리, 신생아 양육, 

모유수유, 신체적 또는 정서적 증상 등에 관심을 갖는다고 하였다(Almalik, 

2017; Gazmararian et al., 2014; Martin et al., 2014). 국내에서 산후조리

원을 퇴원하는 산모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선행 연구 결과에서 교육요구도가 

높은 항목은 질병 시 신호나 증상, 신생아 성장발달, 질식 관리법 등으로 나타

났으며(조결자 외., 2000), 신생아 퇴원 시와 출산 한 달 후 시점에서 간호교

육 요구도를 비교한 선행 연구 결과 신생아 이상증세, 질병관리 영역에서 한 

달 후 시점에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필요하다고 보고되었다(심규숙 외., 

2002). 또한 신생아 퇴원 시 응답한 간호교육 요구도보다 한 달 후 시점에서 

요구도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본 연구와 유사함을 보였다(심규

숙 외., 2002; 최선정 & 권미경, 2000). 이는 약 한 달이 지나는 동안 산모가 

필요로 하는 요구와 관련된 정보를 찾거나, 육아를 하는 동안 경험을 통해 얻

어진 지식으로 감소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쌍태아의 경우 임신 유지 기간

이 비교적 짧아(Chauhan et al., 2010; Malmstrom & Biale, 1990) 상당수

에서 조기에 출산하지만(Chauhan et al., 2010) 비슷한 시기에 출산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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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태아를 가정에서 육아하는 시기나 경험의 차이가 존재한다. 하지만 쌍태아 

산모를 대상으로 건강관리 요구도를 확인한 선행 연구는 찾기 힘들기 때문에  

단태아 산모와 직접적인 차이를 비교하기 어렵다. 본 연구 결과 단태아 산모

의 교육 요구도에서 높게 나타났던 ‘신생아 성장 발달 평가’보다 ‘쌍둥이 육아

관련 지원 서비스’에 대한 필요가 2차 시점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며(83.3%), 

‘신생아 질식 예방법’(25.0%)과 ‘신생아 질병 시 신호나 증상’(41.7%)은 단태

아 연구보다 낮은 수준에서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차이를 보였다. 이는 본 연

구에서 쌍태아를 출산한 산모를 대상으로 건강관리 요구도를 확인하였기 때문

에 단태아를 출산한 산모를 대상으로 보고된 선행 연구와 유사하지 않는 것으

로 사료되며 이는 각 산모의 건강관리 요구도에 차이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쌍태아 산모들의 생활을 통해 심층적으로 건

강관리 요구에 대해 확인하였다. “단태아와 같은 기준으로 가는 건지...(생략). 쌍

둥이의 같은 경우에는 한명은 괜찮고 한명은 약하고...(생략). 쌍둥이들은 37주가 만삭

이라고 할 정도로.” 와 같은 진술문을 통해 쌍태아의 특수한 상황이 존재하나 

이에 대한 혼란이 있으며 건강관리 요구도에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대상

자들은 전화인터뷰를 통하여 “동시에 같이 아기들을 봐야하니깐...(생략). 한명이면 

더 편했을텐데 두 명을 같이 키워야하니깐 이게 정신적으로 쉴 틈이 없구나.” 와 같

은 진술문을 통해 쌍태아 육아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피로와 스트레스를 느

끼며, 산후 우울 감정을 느낀다고 언급하였다.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한명에게 

집중하기 어려워요. 엄마는 한명인데 쪼개서 해주다보니깐 얘네가 사랑을 반만 받는 

건 아닐까.” 와 같이 쌍태아들에게 동등하게 애정과 돌봄을 줄 수 없음에 대하

여 모성 역할에 대한 어려움을 언급하였고, 죄책감, 미안함과 당황함 등 부정

적인 감정으로 표현하였다. 쌍태아 육아를 하면서 인터넷에 의존하여 정보를 

습득하며 정보의 노출이 적음으로 인한 어려움을 갖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따

라서 쌍태아 산모의 특수한 요구를 중심으로 임신 초기부터 중재가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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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전문화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을 적극적으로 도모해야 할 것이

다.

국외 쌍태아 부모의 요구와 관련된 선행 연구 결과 쌍태아가 받을 수 있는 

특정 지원 서비스, 육아 자조그룹에 대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Jenkins & Coker, 2010; Costello-Harris et al., 2015) 본 연구에서도 ‘쌍

둥이 육아관련 지원서비스’ 항목의 경우 1차 시점(83.3%)과 2차 시점(83.3%) 

모두 높은 수준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선행 연구와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전화인터뷰에서 “쌍태아랑 단태아랑 이야깃거리 자체가 달라요...

(생략). 쌍둥이들끼리만 통하는 이야기 세계가 있어서 쌍둥이들만 겪는 애로사항도 있

고, 기쁨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서.” 와 같은 진술문은 쌍태아 산모 육아 모임을 

통한 정보 또는 경험 공유, 쌍태아 산모의 신체적 정신적 돌봄 서비스와 쌍태

아 돌봄 서비스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는 국내에서도 실제적인 서비스

가 필요함을 알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적 관심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

하며 다양한 지역사회의 지원을 통해 쌍태아 산모와 쌍태아의 신체 및 정신적 

건강을 도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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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쌍태아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 우울과 건강관리 요구도를 확인한 

서술적 조사연구로 쌍태아 산모의 산후 우울과 건강관리 요구도를 파악하기 

위해 처음으로 시도된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궁극적으로 쌍태아 산모에게 맞

춤화된 간호 중재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쌍태아 산모의 제반특성과 산후 우울, 건강관리 요구도를 파악하

기 위해 처음으로 시도된 연구로서 소수의 대상자를 통해 확인하였기에 본 연

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양적인 분석을 보완하고 대

상자의 건강관리 요구도를 심층적이고 포괄적으로 알아보기 위한 전화 인터뷰

를 추가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산후 우울 평균 점수는 출산 후 3일째보다 4주째 더 높

아졌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선행 연구에서 보고

된 산후 우울보다 본 연구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차 시점에서 산

후 우울 대상자는 33.3%였으나, 2차 시점에서 산후 우울 대상자는 66.7%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조기에 산후 우울을 선별하여 악화되기 이전에 효과적

인 처치를 받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대상자의 출산 후 3일째와 4주째 산후 우울과 피로의 평균차이 분석을 한 

결과 산후 우울의 경우 평균 순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

나, 피로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4주째 대상자 전

수에서 피로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기에 쌍태아 산모를 대상으로 피로와 산후 

우울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추후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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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제반 특성에 따른 산후 우울을 확인한 결과 둘째 신생아 성별과 

가족지지 항목에서 출산 3일째 산후 우울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Z= -2.122, p= .034), 산후 우울 변화는 보조생식 의료기

술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Z= -2.169, p= .030). 이는 산후 우울에 취약하

다고 알려진 쌍태아 산모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개입을 필요함을 시사한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경우 대상

자 수가 제한적이므로 방향성을 가지고 해석하거나 임상적으로 의미를 부여하

는데 주의가 필요하다.

건강관리 요구도의 경우 출산 3일째 필요할 것이라고 응답한 항목에 비해 

출산 4주째 필요하다고 응답한 항목이 현저히 감소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쌍

태아 산모들에게 취약하고 필요로 느끼는 건강관리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교육을 개발하고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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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국내에서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쌍태아 산모의 산후 우울, 건강관리 요구도 실태를 파악하고 그들의 특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대상자 수를 확보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적절한 시기에 쌍태아 산모의 산후 우울과 피로를 감소시키고 건강관리 

요구도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쌍태아 산모의 취약성과 특수한 요구에 맞춤화된 

간호중재가 필요하다. 특히 출산하기 이전부터 다양한 합병증에 노출되어 고

위험 임부의 확률이 높아 입원치료를 요하는 쌍태아 산모와 배우자를 대상으

로 산전 시기부터 산욕기까지 주기와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조기 교육 프로그램 제공이 우선되어야 한다.

3) 쌍태아 산모의 특수한 상황이 고려된 정보의 보완과 다양한 정보 접근방

법의 개발이 필요하며 쌍태아 산모들의 애로사항이나 육아 관련 정보를 상호

교환할 수 있는 자조모임이나 특정 서비스를 확대하여 제공함으로써 피로와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쌍태아 모성 역할의 적응을 도모함으로써 산후 우울

을 예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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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자용 설명서

1. 연구과제명 : 쌍태아 산모의 특성에 따른 산후 우울수준과 건강관리 요구도

2. 연구 실시기관 및 연구책임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분만실 이은지

3. 개요

이 연구는 쌍태아 산모의 특성에 따른 산후 우울수준의 변화를 확인하고, 산욕기동안 

산후 우울을 포함한 건강관리 요구도에 대해 파악하기 위한 석사 학위 연구입니다. 귀하

는 임신 전 우울증 진단을 받지 않았으며 산전 진찰동안 신생아의 선천성 질환 또는 기

형을 진단받지 않고 쌍태아를 출산하였기에 본 연구에 참여하도록 권유 받았습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될 것이며 귀하께서는 연구에 

참여 의사를 결정하기에 앞서 이 연구가 왜 수행되고 귀하의 정보가 어떻게 사용될지, 연

구가 어떤 것을 포함하고 있는 지와 가능한 이점, 위험, 불편함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

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다음의 설명을 신중하고 주의 깊게 읽으시

기 바라며 필요하시면 귀하의 주치의 또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모르는 용어나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있으시면 담당 연구진행자에게 설명을 요청하십시

오. 언제든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이 연구의 참여에 동의하시면 귀하께서는 

본인이 서명한 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의 사본 1부를 받게 될 것입니다.

4.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이 연구는 쌍태아 산모의 특성에 따른 산후 우울수준의 변화를 확인하고, 산욕기동안 

산후 우울을 포함한 건강관리 요구도에 대해 파악함으로써 실제 쌍태아 산모의 건강관리 

요구도에 기반한 간호중재와 전문적인 건강 정보 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하

고자 합니다. 

이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쌍태아 산모의 제반 특성(인구학적, 출산 관련, 심리사회적, 건강정보 관련 특성)과 산후

우울 수준을 파악한다. 

‧ 쌍태아 산모의 제반 특성에 따른 산후 우울수준의 변화를 확인한다. 

‧ 쌍태아 산모의 건강관리 요구도를 파악한다. 

5. 연구 방법에 관한 설명

이 연구는 2017년 9월 중순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15주에 걸쳐 수행될 예정입니다.

연구 참여는 2번의 시점으로 이루어지며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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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차 자료수집

연구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시면 출산 후 3일 째에 대상자의 제반 특성과 산후 우울로 

구성된 설문지와 건강관리 요구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시게 됩니다. 설문지는 약 10분 

이내로 소요될 예정이며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작성 후 미리 마련된 설문지 수거

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불필요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귀하의 동의하에 일반적 정보와 

출산관련 정보는 의무 기록을 통해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한 개인정보(휴대폰 번호) 사용

을 허락해주신다면 2차 자료 수집을 위한 휴대폰으로 링크된 설문지 발송과 전화 인터뷰 

및 사례품 지급을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며 사례품 지급 직후 폐기할 것입니다.

b. 2차 자료수집

출산 후 4주 째 심리사회적 요인 중 피로와 산후우울 수준, 건강관리 요구도 파악을 위

해 설문지와 체크리스트를 휴대폰으로 링크를 보내드리고 약 15분 정도 전화인터뷰를 진

행할 것입니다. 전화를 통한 인터뷰는 통상적으로 5분에 걸쳐 이루어지는 병원 퇴원 후 

모든 대상자에게 이루어지는 퇴원 전화 서비스의 연장으로서 이루어질 것이며 인터뷰의 

내용은 대상자의 사전 동의와 전화 인터뷰 시 재확인 후 쌍태아 산모의 건강관리 요구도

에 대하여 정확한 분석을 위하여 녹음을 하며 주요 내용은 메모를 할 것입니다. 

6. 대상자에게 예견되는 부작용, 위험 및 불편함

본 연구는 설문조사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쌍태아 산모의 제반 특성에 따른 산후우울 

변화와 건강관리 요구도에 대해 파악하기 위한 조사로서 신체적인 부작용이나 위험은 없

습니다. 하지만 설문조사와 전화 인터뷰에 참여하시면서 약간의 부담, 피로나 피곤을 느

끼실 수 있으므로 설문조사는 편안한 시간에 자유롭게 작성 후 자율적으로 수거함에 넣

어주시면 되시며, 전화 인터뷰는 필요 시 다른 날에 이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7. 대상자에게 예견되는 이득 및 비용

본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직접적인 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얻은 정보는 

현재 단태아와 쌍태아 산모 구분 없이 이루어지는 간호에서 벗어나 쌍태아 산모에게 적

합하고 효과적인 간호중재와 교육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

입니다. 

8. 연구 관련 새로운 정보의 지속적 제공

본 연구에 참여하신 분에게는 원하실 경우 연구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 산후 우울 수준이 높을 경우,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리며, 

필요 시 병원 진료를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또한 산후 건강관리 요구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경우, 미리 안내된 연구 책임자의 유선연락을 통해 연구책임자와 직접 대상자가 원하는 시간에 

전화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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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금전적 지급

본 연구의 1차 자료 수집을 위한 설문조사를 마친 후 연구 참여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쌍태아의 양말 2쌍을 드립니다.

이후 2차 자료 수집을 위한 휴대폰에 링크된 설문지와 전화 인터뷰를 모두 마치신 후 

연구 참여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모바일 상품권을 보상으로 드립니다.

10. 피해 발생시 대상자 보상 (의료적 치료 / 보상)

본 연구 참여로 인해서 직접적인 부작용이나 위험 또는 피해 발생은 없습니다.

11. 비밀 보장 및 허용 범위

본 연구 수행을 위하여 의무열람을 통해 대상자의 개인정보(연령, 연락처 등)와 출산 

관련 정보(출산력, 출생 주수, 분만 방법 등)가 수집되며 해당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별도의 코드번호로 관리되고, 수집된 자료는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장에 보관하며 

전자파일의 경우 본 연구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암호화하여 보관합니다. 귀하의 자료 및 

파일은 3년간 안전하게 보관 후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에 따라 복구할 수 없도록 소

각방법으로 완전히 폐기됩니다. 또한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은 비밀로 보장될 것이

며, 연구 결과가 출판될 경우 대상자의 신원은 비밀상태로 유지될 것입니다. 또한 대상자

의 개인 정보는 제 3자에게 제공되는 일 없이 본 연구 목적에만 이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정보가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귀하의 신원은 철저히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12. 자발적 참여

본 연구에 참여하시는 것은 귀하에게 달려있습니다. 귀하는 자유롭게 본 연구에 참여하

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고 또한 연구 도중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라도 참여를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도에 그만 두시더라도 귀하에게 어떠

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13. 참여중단/동의철회 시 자료사용 유무

연구 참여 도중 참여중단/동의철회를 하시는 경우, 이전까지 수집된 자료는 완전히 폐

기될 것이나 단, 1차 자료수집 완료 후 2차 자료수집 중 참여중단/동의철회를 하시는 경

우에는 이전까지 수집된 자료는 사용될 수 있으나 더 이상 새로운 연구 정보를 수집하지 

않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이미 지급된 사례품은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14. 연구 관련 문의사항 담당 연락처

1) 본 연구의 참여와 관련하여 문의, 염려, 불만 사항이 있거나 혹은 본 연구로 인해 상

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본 연구 책임자와 상의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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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담당자 성명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분만실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석사과정생 이은지

                    연락처(☎)                >

2) 또한 귀하는 연구 대상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해 병원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로

도 연락하여 상의하여 주십시오.

  - 연구진에 의해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은 문의, 염려, 불만사항이 있는 경우

  - 연구진과 접촉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

  - 연구진 외의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은 경우

  - 연구 대상자로서의 권리에 관해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 본 연구에 관한 정보를 얻고자 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연락처(☎) 031-900-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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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자 성명: 서명: 서명일:

연구자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자)

성명: 이은지 서명: 서명일:

동 의 서  

연구제목: 쌍태아 산모의 특성에 따른 산후우울 수준과 건강관리 요구도

1. 나는 본 연구의 설명문을 읽었으며 담당 연구자와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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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이 허용

    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5. 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 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를 하는 경우와 보건 당

국, 학교 당국 및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직접적으로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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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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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관하겠습니다. 

8. 나는 출산 후 4주 째 전화 인터뷰가 병원 퇴원 후 모든 대상자에게 이루어지는 퇴원 전

화 서비스의 연장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쌍태아 산모의 건강관리 요구

도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녹음이 진행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9. 나는 출산 후 4주째 전화를 이용한 자료수집과 답례품을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의 개

인정보로서 연락처가 제공됨을 이해했으며, 본 연구 참여에 대한 사례품 지급 직후 나의 

개인정보가 완전히 폐기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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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출산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쌍태아 산모의 제반 특성(인구학적 특성, 출산관련 특성, 심리사회적 특성, 

건강정보 관련 특성)과 산후 우울수준의 변화와 건강관리 요구도를 파악하여 산모의 산후 

우울감을 해소시키고 쌍태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전문적인 건강 정보 제공을 활성

화하고 앞으로 쌍태아 임부를 위해 맞춤화된 간호중재와 간호 프로그램 개발과 제공하기 

위하여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위해 작성된 설문지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오직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

다. 설문지 작성까지는 약 10분 이내로 소요될 것입니다. 설문조사 도중 원하지 않으실 

경우 언제라도 참여를 중단하실 수 있습니다. 옳고 그른 대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누

락항목 없이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협조해 주심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출산의 기쁨과 함

께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분만실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석사과정

이은지 올림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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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은 귀하의 이번 출산 후 어떤 기분이 드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각 문항의 답을 선택할 때에는 오늘의 기분이 아니라 출산 후부터 최근까지 느꼈던 감정

을 토대로 가장 가깝다고 느껴지는 해당란에 (√)표해 주십시오.

1. 나는 웃을 수 있었고, 사물의 재미있고 흥

미로운 면을 발견할 수 있었다.

① 예전과 똑같았다.

② 예전보다 조금 줄었다.

③ 확실히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

④ 전혀 그렇지 않았다.

2. 나는 어떤 것을 좋은 마음으로 기다렸다.

① 예전과 똑같았다.

② 예전보다 조금 줄었다.

③ 확실히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

④ 전혀 그렇지 않았다.

3. 나는 어떤 일의 결과에 대하여 필요 

이상으로 나를 탓했다.

① 전혀 그렇지 않았다.

② 거의 그렇지 않았다.

③ 그런 편이었다.

④ 거의 항상 그랬다.

4. 나는 특별한 이유 없이 뭔가에 대하여 

불안해하거나 걱정한 적이 있었다.

① 전혀 그렇지 않았다.

② 거의 그렇지 않았다.

③ 그런 편이었다.

④ 거의 항상 그랬다.

5. 나는 특별한 이유 없이 두려움이나 

공포감을 느낀 적이 있었다.

① 상당히 자주 그랬다.

② 가끔 그랬다.

③ 그다지 그렇지 않았다.

④ 전혀 그렇지 않았다.

6. 여러 가지 일들이 나를 짓누르는 것처럼 

느껴졌었다.

① 그래서 일을 전혀 감당할 수 없었다.

② 가끔 그래서 평소처럼 일을 감당할 수 

없었다.

③ 대부분의 일을 잘 감당할 정도였다.

④ 평소처럼 일을 잘 감당하였다.

7. 나는 불행하다는 생각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① 전혀 그렇지 않았다.

② 거의 그렇지 않았다.

③ 그런 편이었다.

④ 거의 항상 그랬다.

8. 나는 슬프고 비참하다고 느꼈다.

① 전혀 그렇지 않았다.

② 그다지 그렇지 않았다.

③ 가끔 그랬다.

④ 대부분 그랬다.

9. 나는 불행하다고 느껴 울었다.

① 전혀 그렇지 않았다.

② 그다지 그렇지 않았다.

③ 가끔 그랬다.

④ 대부분 그랬다.

10. 나는 내 자신의 몸을 해롭게 하고 싶은 

충동이 들었다.

① 자주 그랬다.

② 가끔 그랬다.

③ 거의 그런 적이 없었다.

④ 전혀 그렇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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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에 대해 도움 받고 싶을 것이다.” 예 아니오

1 회음부 및 제왕절개 상처 관리 방법

2 유방울혈과 젖몸살 관리 방법

3 병원에 방문해야할 산욕기 증상

4 산후우울 관리

5 산욕기동안 피해야 할 약물

6 적절한 산후 조리방법과 적용방법

7 아기와 정서적 유대 강화 방법

8 산후 청결 관리 방법

9 산후 여가 활동

10 산후 체중 관리 방법

11 산후 변비 관리 방법

12 산후 실금 관리 방법

13 산후 영양 관리 방법

14 산후 빈혈 관리 방법

15 산후 성 생활과 피임

16 부모 역할 준비

17 사회 활동 복귀 시기

18 신생아 예방접종 시기와 방법

19 신생아 성장과 발달 평가

20 신생아 응급 처치 방법

21 신생아 감염 관리 방법

22 병원에 방문해야할 신생아 증상

23 신생아 질식 예방법

24 신생아의 정서적 안정

25 신생아 수면 관리 방법

26 신생아 질병 시 신호나 증상

27 모아애착 증진 방법

28 쌍둥이 육아 자조그룹 안내

29 쌍둥이 육아 관련 지원 서비스 

30 기타(구체적으로                                                          )

2. 다음의 각 문항을 읽어보시고 출산 후 한 달 시점에서 예상되는 내용의 해당란에 

(√)표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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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은 귀하의 출산 관련 특성입니다. 다음의 각 문항을 읽어보시고 해당란에 (√)표 

또는 “직접 응답” 해 주십시오.

1. 귀하는 이번 임신을 계획했습니까?

① 예(  )  ② 아니오(  ) 

2. 귀하는 이번 임신동안 산전 진찰을 규칙적으로 받으셨습니까?

① 예(  )  ② 아니오(  ) 

3. 귀하는 이번 분만경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  ② 약간 만족(  )  ③ 약간 불만족(  )  ④ 매우 불만족(  ) 

4. 이번 임신동안 임부교실에 참여하셨습니까?

 (본인) ① 예(  )  ② 아니오(  )

 (남편) ① 예(  )  ②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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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대단히 

그렇다

피로로 인해 문제가 있습니까?

더 많은 휴식이 필요합니까?

잠이 오거나 졸립니까?

일을 시작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기운이 없습니까?

허약하다고 느끼십니까?

집중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명료하게 생각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말할 때 헛말이 나오기도 합니까?

기억력이 저하됩니까?

4. 다음은 귀하의 심리사회적 특성입니다. 다음의 각 문항을 읽어보시고 해당란에 (√)표 

또는 “직접 응답” 해 주십시오.

1. 출산 후 귀하의 현재 느낌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숫자에 응답해 

주십시오.

 

2. 이번 출산에 대한 남편의 지지(도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  ② 약간 만족(  )  ③ 약간 불만족(  )  ④ 매우 불만족(  ) 

3. 이번 출산에 대한 가족(시부모 포함)의 지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  ② 약간 만족(  )  ③ 약간 불만족(  )  ④ 매우 불만족(  ) 

4. 출산 후부터 최근까지 귀하가 느꼈던 피로의 정도는 어떻습니까?



- 89 -

매우

신뢰한다

약간 

신뢰한다

거의 

신뢰하지 

않는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① 건강관련 도서, 신문, 잡지

② 텔레비전, 라디오

③ 전문 인터넷 사이트

④ SNS

⑤ 포털 사이트 커뮤니티

⑥ 주변 사람들

⑦ 전문가의 조언

⑧ 병원에 있는 안내문이나 책자

⑨ 기타(                       )

5. 다음은 귀하의 건강정보 관련 특성입니다. 다음의 각 문항을 읽어보시고 해당란에 (√)

표 또는 “직접 응답” 해 주십시오.

1. 귀하는 쌍둥이 임신, 출산에 대한 정보를 찾을 때 참고한 자료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모두 고르세요)

① 건강관련 도서, 신문, 잡지(  )         ② 텔레비전, 라디오(  )  

③ 전문 인터넷 사이트(  )               ④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   

⑤ 포털 사이트 커뮤니티(카페, 블로그, 지식 in 등)(  )       

⑥ 주변 사람들(부모, 친구, 동료, 이웃, 친척 등)(  ) 

⑦ 전문가의 조언(의사, 간호사, 기타 전문가 등)(  ) 

⑧ 병원에 있는 안내문이나 책자(  ) 

⑨ 기타(                         )

2. 다음은 쌍둥이 임신, 출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 또는 자료 유형을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귀하는 다음 자료 유형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3. 다음은 쌍둥이 임신, 출산 관련 정보를 찾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귀하의 

상황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① 접근하기 어려워서(  )                  ② 정보가 너무 많아서(  )              

③ 정보가 정확하기 않아서(  )             ④ 내 상황에 맞지 않아서(  )

⑤ 최신 정보가 아니라서(  )               ⑥ 전문용어가 많아서(  )

⑦ 비용부담이 커서(  )

4. 출산 후 쌍둥이 산모의 건강관리에 대해 얼마나 충분하게 정보를 얻으셨습니까?

① 매우 만족(  )  ② 약간 만족(  )  ③ 약간 불만족(  )  ④ 매우 불만족(  ) 

5. 출산 후 쌍둥이의 건강관리에 대해 얼마나 충분하게 정보를 얻으셨습니까?

① 매우 만족(  )  ② 약간 만족(  )  ③ 약간 불만족(  )  ④ 매우 불만족(  ) 



- 90 -

6. 다음은 귀하의 인구학적 특성입니다. 다음의 각 문항을 읽어보시고 해당란에 (√)표 또

는 “직접 응답” 해 주십시오.

1. 귀하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① 중졸이하(  )  ② 고졸(  )  ③ 전문대졸(  )   ④ 대졸(  )   ⑤ 대학원졸(   )  

2. 귀하의 직업 상태는 어떠합니까? ( )

① 전업주부(  )       ② 임신을 계기로 사직(  )      ③ 출산을 계기로 사직(  )  

④ 산후휴가 후 복직 예정(  )            ⑤ 육아휴직 후 복직 예정(  )

3. 귀하 가정의 한 달 총 수입은 얼마입니까? (상여금 포함한 월평균 수입)

① 150만원 미만(  )                    ② 150만원 이상∼250만원 미만(  )

③ 250만원 이상~350만원 미만(  )      ④ 350만원 이상∼450만원 미만(  )

⑤ 450이상(  )

4. 현재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형태는 무엇입니까?

① 부부만 거주(  )                      ② 친정부모님과 거주(  )  

③ 시부모님과 거주(  )                  ④ 친척과 거주(   )  

⑤ 기타(                  )

- 감 사 합 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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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ostpartum depression and Health care needs among 
Twin-birth mothers

                                                        Lee, Eun Ji
                                                        Dep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is a descriptive survey study that identified various 

characteristics and postpartum depression of mothers who gave birth to twins, 

and investigated their health care needs. Following IRB approval, data were 

collected on mothers who gave birth to twins at a hospital located in 

Gyonggi-do from September 2017 to May 2018. A self-report survey was 

conducted on the third postnatal day paper survey and at the fourth postnatal 

week mobile survey and an additional phone interview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ir health care needs in depth at the second data collection. A total 

of 12 out of 13 questionnaire responses returned at the first data collection 

were used for analysis due to the elimination of one questionnaire response 

because of the death of a newborn.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Mann-Whitney U test, Kruskal-Wallis test, Wilcoxon 

signed-rank test and McNemar Test using an IBM Statistics 23.0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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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in findings were as follows.

1. The average age of the participants was 34.20± .53 years, and 83.4% of 

them gave birth before 37⁺⁰ weeks of pregnancy. Fifty percent of the 

participants had twin pregnancies through infertility treatments, and 41.7% had 

vaginal delivery while 58.3% had a Caesarean section. Pregnancy 

complications were experienced by 75% of the participants, and 88.8% of 

them experienced preterm labor. The majority of the participants(83.3%) did 

not participate in prenatal classes, and none of their spouses participated in 

them. In the case of fatigue, 83.3% of the participants were fatigued with the 

average score of 5.25±1.96 out of 10 points at the first data collection, and 

by the fourth week postpartum, all participants were fatigued with an average 
score of 9.08±1.40 points. Fifty percent of the participants responded that they 
highly trusted the advice of experts(doctors, nurses, and other professionals). 
Many participants(66.7%) stated that information on twin pregnancy and delivery 
was difficult to find because their situations were different; 58.3% were satisfied 
with health information for twin-birth mothers, but 66.7% were dissatisfied with 
health information for twins.

2. The average score of postpartum depression at the first data collection 

was 6.92±4.12 out of 30 points, and the average score at the second data 

collection was 10.75±6.40. Postpartum depression was found in 33.3% and 

66.7% of the participants at the first and second data collection, respectively. 

3. Postpartum depression of the participants was higher (Z= −2.122, p= .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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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the second child of the twin was female than when it was male at the 

first data collection, and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in the level of 

depression depending on family support at the first data collection (χ²= 7.820, 

p= .02). Post-hoc analysis showed that postpartum depression was high when 

the participants were mildly satisfied with family support than when they were 

highly satisfied (Z= −2.569, p= .006).

4. In terms of health care needs of the participants, they responded that 

health care is more necessary for twins than for twin-pregnancy patients at 

all points, but at the second data collection were markedly reduced. In the 

case of support services related to twin child care, 83.3% of participants 

responded that support services are necessary at the both data collection 

points.  

These findings underscore the importance of developing effective interventions 

for postpartum depression and fatigue among twin-pregnancy patients and 

interventions tailored to the health care needs of twin-pregnancy patients and 

twins.

The major findings of the present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twin 

pregnancy patient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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