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 © 2022 Korean Society of Women Health Nursing

http://kjwhn.org338

Original Article
pISSN 2287-1640 · eISSN 2093-7695
Korean J Women Health Nurs 2022;28(4):338-347
https://doi.org/10.4069/kjwhn.2022.12.16

Received: August 26, 2022
Revised: December 14, 2022
Accepted: December 16, 2022

Corresponding author: 
Euna Park 
Department of Nursing, Pukyong 
National University, 45 Yongso-ro, 
Nam-gu, Busan 48513, Korea
Tel: +82-51-629-5785 
E-mail: soundness@pknu.ac.kr

This article is based on the master’s 
thesis of the first author (Da-In 
Kang) from Pukyong National 
University.

고위험 임부의 태교실천, 자존감 및 사회적 지지가 모아애착에 
영향을 미치는가?: 횡단적 조사 연구

강다인, 박은아

부경대학교 간호학과

Do taegyo practices,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affect 
maternal-fetal attachment in high-risk pregnant women?  
A cross-sectional survey
Da-In Kang, Euna Park

Department of Nursing, Pukyong National University, Busan, Korea

Purpose: The incidence of high-risk pregnancies is increasing in Korea as the birth age increases 
due to late marriage. Maternal-fetal attachment is an important factor that affects children even after 
childbirth, but it is difficult for high-risk pregnant women to form maternal-fetal attachment. The 
current study aimed to explore whether taegyo practice (i.e., pregnant women’s efforts for fetal good 
growth and development),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influenced the degree of maternal-fetal 
attachment in women with high-risk pregnancies.
Methods: The participants included 226 pregnant Korean women at ≥20 gestational weeks, hospi-
talized with 15 high-risk pregnancy conditions as defin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Recruitment via convenience sampling was done at four sites in Busan, Korea. Surveys were distrib-
uted and collected from February 1 to 28, 2022. Data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descriptive sta-
tistics, the t-test, one-factor analysis of variance,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Results: On average, participants were 33.97±4.23 years of age and at 31.65±6.23 gestational weeks. 
Preterm labor (35.4%) and gestational diabetes (21.0%) were the most common high-risk condi-
tions. Maternal-fetal attachment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taegyo practice (r=.70, p<.001), 
self-esteem (r=.53, p<.001), and social support (r=.53, p<.001), all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Tae-
gyo practice (β=.50, p<.001) and social support (β=.17, p=.030) explained 53% of variance in ma-
ternal-fetal attachment in women with high-risk pregnancies.
Conclusion: Nurses caring for women with high-risk pregnancies during hospitalization can use 
these findings by promoting taegyo practice and enhancing social support to increase maternal-fetal 
attac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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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여성의 인생에서 임신과 출산은 중요한 사건이며, 임신과 출산 시

기는 임부에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가장 변화가 심한 시기

이다. 특히 정상 임신이 아닌 고위험 임신인 경우에는 임부나 태아

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고[1] 신체적, 정신적 긴장으로 여

러가지 정서적인 문제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2] 고위험 임신에 대한 

관리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21년 초산모의 평균 출산 연령은 33.4세로, 1990년 25.9세, 

2010년 30.1세와 비교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인구 

1,000명 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가임기 여성의 연령별 출산율에

서 30–34세 76.1명, 35–39세 43.5명으로 30대의 출산율이 가장 높

게 나타난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3]. 이와 같은 연령별 출산

율의 변화로 난임과 관련된 시술의 발달과 함께 보조생식술을 이용

한 임신이 늘어나게 되면서 다태아 임신 및 고위험 임신의 발생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4]. 고위험 임신을 진단받은 임부의 

수는 2009년 27,223명에서 2020년 139,476명으로 약 10년 동안 5
배 이상 급증하였다[5]. 이와 관련하여 2015년, 정부에서 3대 고위

험 임부를 대상으로 시작한 의료비 지원사업이 점차 확대되어 

2019년 하반기부터는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 조기파열 등의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6], 병원에서는 모아애착을 향상시킬 수 있는 출산 교실 운

영 등과 같은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정상 임부에 초점을 두고 실시

하는 경우가 많아 고위험 임부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실정이다.

모아애착은 출산 전 모아관계의 출발점으로 임부와 태아가 정서

적인 유대감을 가지는 행위이다[7]. 고위험 임부는 정상 임부에 비

해 임신 기간 동안 태아와 자신의 안녕을 예측하기 힘든 상태이므

로 걱정·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되며[8], 

이로 인해 모아애착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9]. 임

신 중 모아애착의 형성은 출산 후 자녀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10], 모체의 모아애착이 낮은 경우 영아는 까다로운 성격을 가지는 

경우가 많고, 수면과 적응 행동 발달에도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

한 체계적 문헌고찰[11]을 고려하면 자녀의 심리적, 신체적인 발달

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그 중요성이 매우 높다.

임부의 모아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태교실천이 포

함된다[12]. 태교실천이란 태아를 인식하고 최적의 성장발달을 달

성하기 위한 출산까지의 임부의 노력을 의미한다[13]. 우리나라에

서 태교실천은 임부가 마음을 안정하고 출산을 기다리며 정성을 다

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여기고 있다[14]. 태교실천은 태아에 대한 존

중과 사랑에서부터 시작되며[15], 올바른 태교를 실천하기 위해서

는 양질의 임신 생활을 통한 임부 자신의 행복이 바탕이 되어야 한

다[2]. 하지만 고위험 임부는 장기간의 입원 생활이나 치료와 관련

된 활동 제한 등으로 자신의 임신 과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행복감

을 가지기 어려울 수 있고[16], 현재 상태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

[17] 태교실천 정도에 영향을 주어 태아와의 애착 형성에 저해요소

로 작용할 수 있다[12].

자존감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정도로[18], 태

아와의 애착 형성[19,20] 및 어머니로서의 역할 인식에[19] 중요한 

요인이 된다. 임부의 자존감이 높을수록 임신과 출산의 어려움을 

더 잘 극복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1]. 그러나 고위험 임부를 대상

으로 자존감 정도를 확인한 국내 연구는 미비한 상태이다.

임부에 대한 사회적 지지는 자존감을 높여주는 역할과 함께 임신 

및 분만과 관련된 충격을 완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12].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

켜 주는 행위로, 개인이 대인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 자원

이다[22].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임부의 불안이 감소되고[23], 신

체적, 정신적인 안녕감이 높아지며[22], 조산 발생률이 낮아진다

[24]. 또한 태아와의 애착이 향상될 수 있으며[25], 모아애착의 강도

와 빈도 및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26] 측면에서 볼 때 고위험 임부

에 대한 사회적 지지는 그 요구도가 더 높을 수 있다.

지금까지 모아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련된 선행 연구는 

주로 정상 임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임부의 태교실천 정도

Summary statement
• What is already known about this topic?

In normal pregnant women, practicing taegyo, higher self-esteem, and greater social support have been associated with higher 
maternal-fetal attachment. However, studies on women with high-risk pregnancies are lacking.

• What this paper adds
The score of maternal-fetal attachment in this study was above the midpoint, and taegyo practices and social support had posi-
tive effects on high-risk pregnant women’s maternal-fetal attachment.

• Implications for practice, education, and/or policy
Nurses can take an active role in encouraging taegyo practices and strengthening social support for hospitalized women with 
high-risk pregnancies, which can enhance maternal-fetal attac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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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높을수록[10],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27], 자존감이 높을수록

[20] 모아애착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고위험 임부의 

모아애착에 관한 연구는 조기진통 임부[28], 불임 치료 임부[29], 유

산을 경험한 임부[30], 임신성 당뇨병 임부[31] 등과 같이 일부 고위

험 임부에 집중되어 있고, 국가에서 지정한 다양한 고위험 임신 질

환을 진단받은 임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위험 임부가 임신 과정에서 겪게 되는 모

아애착, 태교실천, 자존감, 사회적 지지 정도와 이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모아애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고위험 임

부를 위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방향 제시와 간호 

중재 개발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Methods

Ethics statement: This study was approved by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of Pukyong National University (1041386-
202201-HR-4-02). Informed consent was obtained from the 
participants.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고위험 임신을 진단받은 임부의 모아애착 및 태교실천, 

자존감, 사회적 지지 정도와 이들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모아

애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횡단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는 STROBE 보고지침[32]에 따라 기술하였다.

연구 대상

본 연구 대상자는 부산에 소재한 1개의 2차 의료기관과 3개의 1차 

의료기관인 여성병원을 포함한 총 4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고위

험 임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고위험 임신을 진단받은 임부를 대상

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인 참여로 연구에 동의한 

자로 한정하여 편의 표집하였다.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15대 고위험 

임신 질환[6]을 진단받고 입원한 임부, 임신 20주 이상의 임부, 연

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한 임부이며, 초기에 

국가에서 지정한 고위험 임신 질환이 모두 포함되도록 계획하였으

나 의료진의 판단 하에 상태가 위중하고 응급 분만이 예상된다고 

판단된 양수과다증, 신질환, 태반조기박리와 산욕기 관련 진단명인 

분만관련 출혈 등의 4대 고위험 임신질환은 제외하여 다음과 같은 

15대 고위험 임신을 진단받은 임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기진통, 

임신성 당뇨병, 양막의 조기파열, 다태 임신, 임신과 구토, 전치태

반, 자궁 경부 무력증, 고혈압, 절박유산,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

환, 분만 전 출혈, 양수과소증, 중증 임신중독증, 자궁 내 성장제한, 

심부전. 제외기준은 자가보고에 따라 정신질환을 진단받거나 향정

신성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임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임부, 

의료진의 판단 하에 상태가 위중하거나 응급 분만이 예상되는 고위

험 임부로 하였다. 연구 대상자 수는 G-power 3.1.9.7 program을 

이용하였고, 효과 크기는 선행 연구[30]에 근거하여 .15 (중간 크

기), 유의수준 α=.05, 검정력 .80으로 예측변수 14개(일반적 특성 6
개, 산과적 특성 5개 및 태교실천, 자존감, 사회적 지지)를 투입하였

을 때 필요한 대상자 수는 194명이었다. 탈락률 15%를 고려하여 총 

230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누락된 문항이 있거나 불성

실한 응답을 한 설문지 4부를 제외한 226명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

에 사용하였다.

연구 도구

모아애착

본 연구에서 모아애착은 Cranley [33]가 개발한 모아애착도구(Ma-
ternal-Fetal Attachment Scale)를 Kim [34]이 수정·번안한 도구를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24개 문항으로 자신과 태

아의 구별 3문항, 태아와의 상호작용 5문항, 역할 수용 4문항, 태아

의 특성과 의도에 대한 추측 6문항, 자기 헌신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구의 척도는 4점 Likert 척도이며(‘전혀 안 했다’ 1점, ‘항상 

그랬다’ 4점), 점수 범위는 24–96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모아애착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 신뢰도 Cronbach’s α는 

.85, Kim [34]의 연구에서는 .89, 본 연구에서는 .96이었다.

태교실천

본 연구에서 태교실천은 Choi와 Kim [35]이 임부를 대상으로 개발

한 태교실천 도구를 Kim [34]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37문항으로 권장행위 19문항과 금기

행위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구의 척도는 5점 Likert 척도이

며(태교 권장행위를 ‘전혀 하지 않는다’ 1점, ‘항상 한다’ 5점; 태교 

금기행위를 ‘전혀 하지 않는다’ 1점, ‘항상 금한다’ 5점), 점수 범위

는 37–18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태교실천 정도가 높은 것을 의

미한다. 금기행위를 묻는 질문 중에는 개인에 따라서 임신 기간 동

안에 접할 기회가 없는 행위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TV, 라디오, 비

디오 등을 통한 간접 경험이나 만약 그러한 상황을 접할 경우를 가

정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개발 당시 도구 신뢰도 Cronbach’s α는 

.96, Kim의 [34] 연구에서는 .89였고, 본 연구에서는 .90이었다.

자존감

본 연구에서 자존감은 Rosenberg [36]가 개발한 자존감 척도

(Rosenberg Self-Esteem Scale)를 Lee와 Won [37]이 번안한 도구를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10문항으로 긍정적인 5
문항, 부정적인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 5, 8, 9, 10번은 역채

점 문항이다. 도구의 척도는 5점 Likert 척도이며(‘전혀 그렇지 않

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 점수 범위는 10–50점으로 점수가 높을

수록 자존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 신뢰도 C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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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h’s α는 .93, Lee와 Won [37]의 연구에서는 .89이었고, 본 연구

에서는 .83이었다.

사회적 지지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Park [38]이 40문항으로 개발한 사회적 

지지 척도를 Song [39]이 25문항으로 수정하였고, 이를 Lee와 Park 

[40]이 임부를 대상으로 수정한 도구를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25문항으로 정서적 지지 8문항, 정보적 지지 5문항, 

물질적 지지 6문항, 평가적 지지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구의 

척도는 Likert 5점 척도이며(‘모두 그렇지 않다’ 1점, ‘모두 그렇다’ 

5점), 점수 범위는 25점–12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산전 사회적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 신뢰도 Cronbach’s α는 

.94, Song [39]의 연구에서는 .95, Lee와 Park [40]의 연구에서는 

.9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9였다.

일반적 특성 및 산과적 특성

임부의 일반적 특성은 연령, 교육 정도, 종교, 직업, 결혼 만족도, 

스스로 느끼는 건강상태 등의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부의 산

과적 특성은 분만 예정일과 임신 주수, 계획 임신 여부, 임신 방법, 

임신 횟수, 해당하는 고위험 임신 분류 등의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22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부산에 소재한 1개의 

종합병원과 3개의 여성병원의 병원 진료과 및 간호부를 방문하여 

본 연구의 목적 및 참여 방법을 설명하고 자료 수집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였다. 자료 수집 시 연구자가 해당 병원의 분만실 및 병동을 

방문하여 모집 공고문을 게시하였고, 연구에 관심 있는 임부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

에게 서면동의서를 받고 자기 보고식 설문지를 배부한 후 밀봉 봉

투로 즉시 회수하였다. 연구자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설문지에 대

한 의문이 있는 경우 연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설문지의 작성 시간

은 약 15–20분 정도 소요되었고, 설문지 회수 시 대상자에게 소정

의 선물을 지급하였다.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for Windows ver. 
25.0 (IBM Corp., Armonk, NY,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고위험 임부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

편차의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고위험 임부의 태교실천, 자존감, 

사회적 지지 및 모아애착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

로 분석하였고, 고위험 임부의 특성에 따른 모아애착의 차이는 독

립표본 t검정, 일원분산분석, 사후 검정 분석은 Scheffé test로 분석

하였다. 고위험 임부의 태교실천, 자존감, 사회적 지지 및 모아애착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으며, 고위

험 임부의 모아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위계

적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Results

고위험 임부의 일반적 특성 및 산과적 특성에 따른 모아애착 차이

고위험 임부의 연령은 35세 미만이 127명(56.2%), 35세 이상이 99
명(43.8%)이었으며, 평균 33.97±4.23세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졸

이 166명(73.5%), 종교는 ‘무’인 경우가 144명(63.7%), 직업은 ‘유’

인 경우가 144명(63.7%), 결혼 만족도는 만족하는 경우가 183명

(81.0%), 건강상태는 보통이 136명(60.2%)이었다.

고위험 임부의 평균 임신 주수는 31.65±6.23주로 29주 이상이 

148명(65.5%)이었다. 계획 임신 여부는 ‘예’인 경우가 146명

(64.6%), 임신 방법은 자연임신이 159명(70.4%), 고위험 임부의 임

신 횟수는 첫 번째가 144명(63.7%)으로 가장 많았다. 고위험 임부

의 진단명은 복수 응답이었으며, 조기진통 125명(35.4%), 임신성 

당뇨병 74명(21.0%), 양막의 조기파열 20명(5.7%), 다태 임신 19명

(5.4%), 임신과 구토 18명(5.1%), 전치태반 17명(4.8%), 자궁 경부 

무력증 14명(4.0%), 고혈압 14명(4.0%), 절박유산 12명(3.4%),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11명(3.1%), 분만 전 출혈 11명(3.1%), 양수

과소증 7명(2.0%), 중증 임신중독증 4명(1.1%), 자궁 내 성장 제한 

4명(1.1%), 심부전 3명(0.8%) 순으로 많았다(Table 1).

본 연구에서 고위험 임부의 모아애착은 결혼만족도(F=31.78, 

p< .001), 건강상태(F=12.61, p< .001), 계획 임신 여부(t=2.98, 

p=.003)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계획 임신 여부는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모아애착이 높았다. 이를 Scheffé test로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에서 결혼만족도는 ‘만족’이 ‘보통’과 ‘불만족’인 경우

보다(F=31.78, p< .001), 건강상태는 ‘좋음’과 ‘보통’이 ‘나쁨’보다

(F=12.61, p< .001) 태아 애착이 높았다(Table 1).

고위험 임부의 모아애착과 태교실천, 자존감, 사회적 지지의 정도

본 연구에서 고위험 임부의 모아애착은 76.64±14.82으로 중등도 

이상 수준이었다. 태교실천 136.47±15.18점, 자존감 35.50±5.90
점으로 중등도 이상 수준이었으며, 사회적 지지는 102.61±22.94
점으로 높은 편이었다(Table 2).

고위험 임부의 모아애착, 태교실천, 자존감, 사회적 지지 간의 상

관관계

본 연구에서 고위험 임부의 모아애착은 태교실천(r=.70, p< .001), 

자존감(r=.53, p< .001), 사회적 지지(r=.53, p< .001) 모두와 통계

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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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fferences in maternal-fetal attachment according to general and obstetric characteristics (N=226)

Characteristic Categories n (%)
Maternal-fetal attachment

Mean±SD t/F p†

Age (year) <35 127 (56.2) 74.87±15.55 0.26 .793
≥35 99 (43.8) 74.34±13.90

Education ≤High school 35 (15.5) 70.09±17.99 2.09 .126
University 166 (73.5) 75.67±14.33
≥Graduate school 25 (11.0) 74.12±12.26

Religion Yes 82 (36.3) 73.60±14.74 –0.80 .427
No 144 (63.7) 75.23±14.88

Employment Yes 144 (63.7) 73.83±14.57 –1.08 .281
No 82 (36.3) 76.05±15.24

Marriage satisfaction Satisfieda 183 (81.0) 77.98±12.48 31.78 < .001
Moderateb 38 (16.8) 61.16±16.52 (a>b,c)
Unsatisfiedc 5 (2.2) 54.60±2.19

Physical condition Gooda 52 (23.0) 79.92±11.88 12.61 < .001
Moderateb 136 (60.2) 75.30±14.85 (a,b>c)
Poorc 38 (16.8) 65.03±14.19

Gestational age (week) <29 78 (34.5) 72.78±16.77 –1.37 .172
≥29 148 (65.5) 75.61±13.64

Planned pregnancy Yes 146 (64.6) 76.90±13.44 2.98 .003
No 80 (35.4) 70.51±16.36

Method of pregnancy Naturally 159 (70.4) 75.38±14.80 1.17 .244
Infertility procedures 67 (29.6) 72.87±14.84

Number of pregnancies First 144 (63.7) 74.18±15.09 –0.61 .541
≥Second 82 (36.3) 75.44±14.40

†Scheffé test.

Table 2. Scores for maternal-fetal attachment, taegyo practices,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N=226)

Variable Mean±SD Possible range Data range
Maternal-fetal attachment 74.64±14.82 24–96 34–96
Practice of taegyo 136.47±15.18 37–185 97–178
Self-esteem 35.50±5.90 10–50 21–50
Social support 102.61±22.94 25–125 42–125

Table 3. Correlations among maternal-fetal attachment, taegyo practices,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attachment (N=226)

Variable
r (p)

Maternal-fetal attachment Practice of taegyo Self-esteem
Maternal-fetal attachment 1
Practice of taegyo .70 (< .001) 1
Self-esteem .53 (< .001) .58 (< .001) 1
Social support .60 (< .001) .60 (< .001) .69 (< .001)

고위험 임부의 모아애착에 대한 영향요인

고위험 임부의 모아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한 조

건을 확보하기 위해 종속변수의 자기 상관과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

선성을 Dubin-Watson 지수와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
tor, VIF)를 이용하여 검토했다. 그 결과 Dubin-Watson 지수는 

1.726으로 2에 가까워 자기상관이 없었으며, VIF는 1.076–2.743으

로 10 이하이므로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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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1에는 모아애착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일반적 특성 중 결혼 

만족도와 건강상태, 산과적 특성 중 계획 임신을 투입하였고, 모델 

2에는 모아애착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태교실천, 자존감, 사회

적 지지를 투입하여 모아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이중 결

혼 만족도, 건강상태, 계획 임신은 가변수(dummy variables)로 처리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델 1의 설명력은 24%였고,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다(F=14.90, p< .001). 결혼만족도가 보통(β=–.36, 

p< .001)이거나 불만족(β=–.17, p=.005)인 경우 만족하는 경우보

다 모아애착이 낮았으며, 건강상태가 ‘나쁨’이 ‘좋음’보다 모아애착

이 낮았다(β=–.19, p=.016).

모델 2의 설명력은 53%로 모델 1에 비해 29% 증가하였으며,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F =46.28, p < .001). 태교실천(β =.50, 

p< .001)과 사회적 지지(β=.17, p=.030)가 높을수록 모아애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Discussion

본 연구에서 고위험 임부의 모아애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

는 태교실천이었다. 이는 정상 임부를 대상으로 모아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12]에서 태교실천이 가장 큰 영향을 미

치는 변수로 나타난 것과 일치하는 결과로, 태교실천 관련 과학적, 

실증적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태교실천의 필요성을 확보하여

야 할 것이다. 또한 의료인은 고위험 임신 질환에 대한 관리와 함께 

태교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태교실천을 고위험 임부의 건강관

리체계 내로 통합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재 태교실천 

프로그램은 주로 정상 임부를 대상으로 체험 중심 산전 프로그램

[41], 태교 운동 프로그램[42] 등과 같이 특정 장소에서 활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형태이다. 고위험 임부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

는 경우가 많으므로, 여러 가지 교육매체 중 접근성과 편의성이 뛰

어난 스마트폰을 통해 침상에서 유튜브나 어플리케이션 등을 활용

한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두 번째로 모아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회적 지지인 것으

로 나타났다. 높은 사회적 지지를 경험하는 임부는 모아애착 행위

를 더 많이 하게 되나[43], 사회적 지지가 낮은 임부는 모아애착의 

질이 낮고, 태아에 대한 생각을 적게 할 가능성이 있다[26]. 배우자

를 포함한 가족, 사회, 의료인은 고위험 임부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

로 임신 과정에 함께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격려하고 고위험 임부

가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지지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모아

애착을 높이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입원 기간 

중 의료인의 고위험 임부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제공과 함께 고위

험 임부들이 서로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고 교류할 수 있는 인터넷 

기반 모임이 만들어진다면 또 다른 사회적 지지 체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고위험 임부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출산을 준비

하며 모아애착을 증진할 수 있도록 가족, 사회 및 의료인을 포함한 

포괄적인 연계를 통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고위험 임부의 모아애착은 평균 76.64점으로, 정상 

임부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44]에서의 평균 83.28점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고위험 임신의 경우 임신의 진행이나 결과

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태아에 대한 애착 형성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고[17], 장기간 입원이 필요한 고위험 임부는 신체적인 불편감과 

스트레스가 높아져 모아애착이 감소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28]. 특

히 입원한 고위험 임부의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본 연구 기간 중 전

세계적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의 유행으로 임부들

이 감염 위험에 대한 우려와 함께 감염병 예방과 보호에 대한 지식

Table 4. Factors affecting maternal-fetal attachment (N=226)

Variable Categories
Model 1 Model 2

B β SE T (p) B β SE t (p)

(Constant) 3.24 .09 34.51 (< .001) –0.44 .32 –1.35 (.179)
Marriage satisfaction† Moderate –0.59 –.36 .10 –5.68 (< .001) –0.11 –.07 .10 –1.15 (.253)

Unsatisfied –0.73 –.17 .26 –2.83 (.005) –0.15 –.04 .21 –.70 (.487)
Physical condition† Moderate –0.07 –.06 .09 –.80 (.425) 0.01 –.01 .07 .12 (.908)

Poor –0.31 –.19 .13 –2.43 (.016) –0.04 –.03 .10 –.43 (.669)
Planned pregnancy† Yes 0.13 .10 .08 1.63 (.104) 0.06 .05 .06 1.04 (.301)
Practice of taegyo 0.76 .50 .09 8.32 (< .001)
Self-esteem 0.08 .08 .07 1.15 (.252)
Social support 0.11 .17 .05 2.18 (.030)

F (p) 14.90 (< .001) 46.28 (< .001)
R2 .25 .54
Adjusted R2 .24 .53
∆R2 (p) .29 (< .001)

†The reference groups were marriage satisfaction (satisfied), physical condition (good), and planned pregnanc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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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조치, 심리상담 등의 요구도가 높아진 점[45]을 고려한다면 외부

적, 환경적 요인과 관련된 고위험 임부의 모아애착의 변화에 대한 

추가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중등도 이상으로 확인된 태교실천(평균 136.47점)은 정상 

임부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12]의 평균 138.74와 유사한 수준이

었다. 그러나 고위험 임부의 경우 정상 임부보다 임신 유지 및 경과 

관찰을 위해 침상 안정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태교보다는 TV 시

청이나 인터넷 사용 등에 주로 집중하게 되어[16] 태교실천의 정도

가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침상 안정 상태의 고위험 임부를 

주대상자로 하는 태교실천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자존감은 평균 35.50점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

한 정상 임부 대상 국내 연구[20]에서의 37.15과 유사한 수준이나, 

이란에서 정상 임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46]에서의 환산 점수인 

42.65점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차이는 국가 간의 문

화적 차이와 관련된 것으로 생각된다. 고위험 임부의 경우 태아에 

대한 걱정과 입원으로 인한 가족과의 분리, 경제적인 부담감 등으

로 인해 자신의 상황을 위기로 인식하여 정서적 피로와 우울감을 

느낄 수 있어[47] 자존감이 저하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입원 중의 피로, 우울감에 대한 중재가 필요하며, 여성의 자존

감 향상을 위해 집단 독서치료 등이 도움이 되었다는 연구[48]를 통

해 볼 때, 고위험 임부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독서 활동 등을 고

려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확인된 사회적 지지(평균 10.61점)는 정상 임

부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40]에서의 평균 98.58점보다 높은 수

준을 보였다. 이는 고위험 임신을 진단받은 임부는 불안과 공포, 타

인의 비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조산 및 기형에 대한 두려움 등을 

경험하지만 의료인의 보살핌과 고위험 임신 질환에 대한 상세한 지

침 제공, 대화 등을 통해 자신의 불안의 원인을 명확히 하고 긴장감

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연구를 고려할 때[49] 본 연구의 대상자가 

입원 중에 다양한 지원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COVID-19의 유행 지속으로 입원 상태에 있는 고위험 임부는 면회

가 제한되면서 배우자나 가족의 지지에 변화가 발생한 측면도 있으

므로, 향후 연구는 입원기간에 따른 사회적 지지 정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고위험 임부의 일반적 특성과 산과적 특성에 따른 

모아애착의 차이는 결혼 만족도, 건강상태, 계획 임신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결혼 만족도에 따른 모아애착을 살펴

보면, 결혼에 대해 만족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모아애

착이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정상 임부를 대상으로 모아애착 영

향요인을 파악한 연구에서 결혼 적응도가 높을수록 모아애착이 높

고[20], 배우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좋은 결혼 관계를 유지할 때 

결혼 생활의 만족감과 안정감을 느껴 임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

고 모아애착도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50]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모아애착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부의 결혼 만족도를 향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건강상태에 따른 모아애착은 임부의 건강상태가 보통 수준 이상

일 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정상 임부를 대상으로 모아애착 영향요

인을 분석한 연구[51]에서 현재 건강상태가 높다고 인식한 임부의 

모아애착이 높았던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고위험 임부의 

건강상태는 모아애착 형성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52] 

고위험 임부를 조기 발견하기 위한 예방적인 검사와 지속적인 관리

가 필요할 것이다.

계획 임신 여부에 따른 모아애착은 계획 임신을 한 경우가 그렇

지 않은 경우보다 점수가 더 높았다. 이는 임산부 교육에 참여한 임

부를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12]와 조기진통 임부를 대상으로 시행

한 연구[35]에서 계획된 임신이 계획되지 않은 임신보다 더 높은 모

아애착 점수를 보인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가임

기 여성과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계획 임신과 산전관리의 중요성을 

인지시키고 교육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고위험 임부의 모아애착과 사회적 지지, 자존감, 태

교실천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두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는

데, 이는 사회적 지지, 자존감, 태교실천이 높을수록 모아애착이 높

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정상 임부를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증가할수록 모아애착이 증가하였으며[51], 

자존감이 증가할수록 모아애착이 함께 증가하였고[20], 유산을 경

험한 임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 태교실천이 높아질

수록 모아애착이 높아지는 결과를 통해서도[30] 확인할 수 있다. 따

라서 입원 중인 고위험 임부의 사회적 지지를 강화하기 위해 임신 

과정에 배우자 및 가족 등이 함께 참여하도록 하고, 자존감 증진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며, 입원 중에도 적극적인 태교실천을 할 

수 있도록 고위험 임부를 대상으로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인 태교실

천 프로그램 적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 마련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조사 지역이 국한되어 있으며 3차 의료기관이 제외된 

점, 입원 기간을 따로 고려하지 않은 점, 고위험 임신 질환별 표본 

수에 차이가 있는 점 등의 제한이 있어 확대 해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러나 모아애착과 관련된 대부분의 선행 연구가 일부 고위험 

임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본 연구는 15대 고위험 임신질환을 

다양하게 포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향후 다양한 지역의 

상급 종합병원에 입원한 고위험 임부를 대상으로 입원 기간을 파악

하고, 본 연구에서 현실적 여건에 따라 4대 고위험 임신 질환이 제

외되었던 것을 고려하여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별 표본 수 확보를 

통한 모아애착에 관한 지속적인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더하여 임상

에서는 고위험 임신을 진단받고 입원한 임부들을 대상으로 태교실

천과 사회적 지지를 통해 모아애착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편

의성을 고려한 태교실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상호 정서적 교류가 

가능하도록 병원 내 고위험 임부 자조모임 구성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계적 회귀분석 시 1단계에서 유의하

였던 결혼 만족도와 건강상태가 2단계에서는 모아애착에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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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2단계에서 투입된 태교실

천, 자존감, 사회적 지지와 1단계에서 유의했던 결혼 만족도, 건강

상태 간의 매개효과[53]의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는 향후 결혼만족

도, 건강상태와 모아애착의 관계에서 태교실천, 자존감, 사회적 지

지의 매개효과를 검정하는 연구를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입원 중인 20주 이후 고위험 임부의 모아애착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은 태교실천과 사회적 지지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모아애착에 53%의 설명력이 있었다. 고위험 임부를 돌보는 간호사

는 입원 중인 고위험 임부의 태교실천과 사회적 지지를 높일 수 있

는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접근성을 높인 입원 중 간호중재 개

발이 필요하다.

ORCID

Da-In Kang, https://orcid.org/0000-0003-0987-8349
Euna Park, https://orcid.org/0000-0003-1416-3591

Authors’ contributions

Conceptualization, Methodology: Da-In Kang, Euna Park; Data 
curation, Formal analysis, Investigation: Da-In Kang; Supervi-
sion: Euna Park; Writing–original draft: Da-In Kang; Writing–
review & editing: Euna Park.

Conflict of interest

The authors declared no conflict of interest

Funding

None.

Data availability

Please contact the corresponding author for data availability.

Acknowledgments

None.

References 

1. Korean Society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Classification 
of high risk pregnancy [Internet]. Seoul: Author; 2017 [cited 

https://doi.org/10.4069/kjwhn.2022.12.16
https://doi.org/10.22802/jksbtp.2019.25.2.117
https://doi.org/10.22802/jksbtp.2019.25.2.117
https://doi.org/10.22802/jksbtp.2019.25.2.117
https://doi.org/10.22802/jksbtp.2019.25.2.117
https://doi.org/10.22802/jksbtp.2019.25.2.117
https://doi.org/10.5124/jkma.2016.59.7.487
https://doi.org/10.5124/jkma.2016.59.7.487
https://doi.org/10.5124/jkma.2016.59.7.487
https://doi.org/10.21896/jksmch.2014.18.1.86
https://doi.org/10.21896/jksmch.2014.18.1.86
https://doi.org/10.21896/jksmch.2014.18.1.86
https://doi.org/10.21896/jksmch.2014.18.1.86
https://doi.org/10.21896/jksmch.2014.18.1.86
https://doi.org/10.16978/ecec.2017.12.2.010
https://doi.org/10.16978/ecec.2017.12.2.010
https://doi.org/10.16978/ecec.2017.12.2.010
https://doi.org/10.16978/ecec.2017.12.2.010
https://doi.org/10.16978/ecec.2017.12.2.010
https://doi.org/10.1007/s10995-016-2138-2
https://doi.org/10.1007/s10995-016-2138-2


https://doi.org/10.4069/kjwhn.2022.12.16

Kang DI and Park E • Maternal-fetal attachment in high-risk pregnancy

346

tal outcomes: a systematic review. Matern Child Health J. 
2017;21(3):540-553. https://doi.org/10.1007/s10995-016-
2138-2

12. Yu M, Kim MO. The contribution of maternal-fetal attach-
ment: taegyo, maternal fatigue and social support during 
pregnancy. Child Health Nurs Res. 2014;20(4):247-254. 
https://doi.org/10.4094/chnr.2014.20.4.247

13. Park SB. Foetal education as primordial type of psychological 
attachment [master’s thesis]. Ulsan: Ulsan University; 2015. 88 
p.

14. Kim BH. The educational characteristics and topology of pre-
natal education. Korean J Child Educ. 2012;21(3):169-180.

15. Kim M. Relationship between pregnant stress and taegyo 
practice of pregnant women with gestational diabetes: based 
on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J Wellness. 
2017;12(1):399-408. https://doi.org/10.21097/ksw.2017. 
02.12.1.399

16. Kim S, Cha C. Bed rest experience among high-risk primi-
gravida. J Qual Res. 2018;19(1):1-12. https://doi.org/10.222 
84/qr.2018.19.1.1

17. Wilhelm LA, Alves CN, Demori CC, da Silva SC, Meincke 
SM, Ressel LB. Feelings of women who experienced a high-
risk pregnancy: a descriptive study. Online Braz J Nurs. 2015; 
14(3):284-293. https://doi.org/10.17665/1676-4285.20155206

18. Stoodley BH.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Am So-
ciol Rev. 1966;31(1):125-126. https://doi.org/10.2307/209 
1308

19. Mercer RT. A theoretical framework for studying factors that 
impact on the maternal role. Nurs Res. 1981;30(2):73-77. 
https://doi.org/10.1097/00006199-198103000-00003

20. Lee SA, Lee SH. Factors influencing maternal-fetal attach-
ment among pregnant women. J Korea Acad-Ind Coop Soc. 
2015;16(3):2020-2028. https://doi.org/10.5762/KAIS.2015. 
16.3.2020

21. Maçola L, do Vale IN, Carmona EV. Assessment of self-es-
teem in pregnant women using Rosenberg’s Self-Esteem 
Scale. Rev Esc Enferm USP. 2010;44(3):570-577. https://doi.
org/10.1590/s0080-62342010000300004

22. Park SY. Effects of collective art therapy on pregnancy stress 
and fetal attachment in pregnant women [master’s thesis]. 
Seoul: Myongji University; 2019. 75 p. 

23. Clements AD, Fletcher TR, Childress LD, Montgomery RA, 
Bailey BA. Social support, religious commitment, and de-
pressive symptoms in pregnant and postpartum women. J 

Reprod Infant Psychol. 2016;34(3):247-259. https://doi.org/1
0.1080/02646838.2016.1152626

24. Nylen KJ, O’Hara MW, Engeldinger J. Perceived social sup-
port interacts with prenatal depression to predict birth out-
comes. J Behav Med. 2013;36(4):427-440. https://doi.
org/10.1007/s10865-012-9436-y

25. Kwon SH, Lee SH. Relationships among expectant mothers’ 
prenatal attachment, spousal support, and parenting efficacy. 
J Fam Better Life. 2013;31(5):65-77. https://doi.org/10.7466/
JKHMA.2013.31.5.065

26. Hopkins J, Miller JL, Butler K, Gibson L, Hedrick L, Boyle 
DA. The relation between social support, anxiety and distress 
symptoms and maternal fetal attachment. J Reprod Infant 
Psychol. 2018;36(4):381-392. https://doi.org/10.1080/026468
38.2018.1466385

27. Kim HK. Factors influencing the maternal-fetal attachment of 
single mother [master’s thesis]. Seoul: Seoul National Univer-
sity; 2015. 75 p.

28. Hwang RH.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fetal attachment 
and state anxiety of pregnant women in the preterm labor. 
Korean J Women Health Nurs. 2013;19(3):142-152. https://
doi.org/10.4069/kjwhn.2013.19.3.142

29. Kim M. Stress, depression, and fetal attachment in pregnant 
women having infertility treatments. Korean J Women 
Health Nurs. 2014;20(2):163-172. https://doi.org/10.4069/
kjwhn.2014.20.2.163

30. Kim B, Sung MH. Impact of anxiety, social support, and tae-
gyo practice on maternal-fetal attachment in pregnant wom-
en having an abortion. Korean J Women Health Nurs. 2019; 
25(2):182-193. https://doi.org/10.4069/kjwhn.2019.25.2.182

31. Lee SM, Park HJ. Relationship among emotional clarity, ma-
ternal identity, and fetal attachment in pregnant women with 
gestational diabetes mellitus. Korean J Women Health Nurs. 
2017;23(2):99-108. https://doi.org/10.4069/kjwhn.2017. 
23.2.99

32. STROBE. Strobe checklists: cross-sectional studies [Internet]. 
Switzerland: Author; 2022 [cited 2022 Dec 13]. Available 
from: https://www.strobe-statement.org/

33. Cranley MS. Development of a tool for the measurement of 
maternal attachment during pregnancy. Nurs Res. 1981; 
30(5):281-284. https://doi.org/10.1097/00006199-198109000-
00008

34. Kim GY. Effects on maternal-infant attachment by the taegyo 
perspective prenatal class [master’s thesis]. Seoul: Yonsei Uni-

https://doi.org/10.4069/kjwhn.2022.12.16
https://doi.org/10.1007/s10995-016-2138-2
https://doi.org/10.1007/s10995-016-2138-2
https://doi.org/10.1007/s10995-016-2138-2
https://doi.org/10.4094/chnr.2014.20.4.247
https://doi.org/10.4094/chnr.2014.20.4.247
https://doi.org/10.4094/chnr.2014.20.4.247
https://doi.org/10.4094/chnr.2014.20.4.247
https://doi.org/10.21097/ksw.2017.02.12.1.399
https://doi.org/10.21097/ksw.2017.02.12.1.399
https://doi.org/10.21097/ksw.2017.02.12.1.399
https://doi.org/10.21097/ksw.2017.02.12.1.399
https://doi.org/10.21097/ksw.2017.02.12.1.399
https://doi.org/10.22284/qr.2018.19.1.1
https://doi.org/10.22284/qr.2018.19.1.1
https://doi.org/10.22284/qr.2018.19.1.1
https://doi.org/10.17665/1676-4285.20155206
https://doi.org/10.17665/1676-4285.20155206
https://doi.org/10.17665/1676-4285.20155206
https://doi.org/10.17665/1676-4285.20155206
https://doi.org/10.2307/2091308
https://doi.org/10.2307/2091308
https://doi.org/10.2307/2091308
https://doi.org/10.1097/00006199-198103000-00003
https://doi.org/10.1097/00006199-198103000-00003
https://doi.org/10.1097/00006199-198103000-00003
https://doi.org/10.5762/KAIS.2015.16.3.2020
https://doi.org/10.5762/KAIS.2015.16.3.2020
https://doi.org/10.5762/KAIS.2015.16.3.2020
https://doi.org/10.5762/KAIS.2015.16.3.2020
https://doi.org/10.1590/s0080-62342010000300004
https://doi.org/10.1590/s0080-62342010000300004
https://doi.org/10.1590/s0080-62342010000300004
https://doi.org/10.1590/s0080-62342010000300004
https://doi.org/10.1080/02646838.2016.1152626
https://doi.org/10.1080/02646838.2016.1152626
https://doi.org/10.1080/02646838.2016.1152626
https://doi.org/10.1080/02646838.2016.1152626
https://doi.org/10.1080/02646838.2016.1152626
https://doi.org/10.1007/s10865-012-9436-y
https://doi.org/10.1007/s10865-012-9436-y
https://doi.org/10.1007/s10865-012-9436-y
https://doi.org/10.1007/s10865-012-9436-y
https://doi.org/10.7466/JKHMA.2013.31.5.065
https://doi.org/10.7466/JKHMA.2013.31.5.065
https://doi.org/10.7466/JKHMA.2013.31.5.065
https://doi.org/10.7466/JKHMA.2013.31.5.065
https://doi.org/10.1080/02646838.2018.1466385
https://doi.org/10.1080/02646838.2018.1466385
https://doi.org/10.1080/02646838.2018.1466385
https://doi.org/10.1080/02646838.2018.1466385
https://doi.org/10.1080/02646838.2018.1466385
https://doi.org/10.4069/kjwhn.2013.19.3.142
https://doi.org/10.4069/kjwhn.2013.19.3.142
https://doi.org/10.4069/kjwhn.2013.19.3.142
https://doi.org/10.4069/kjwhn.2013.19.3.142
https://doi.org/10.4069/kjwhn.2014.20.2.163
https://doi.org/10.4069/kjwhn.2014.20.2.163
https://doi.org/10.4069/kjwhn.2014.20.2.163
https://doi.org/10.4069/kjwhn.2014.20.2.163
https://doi.org/10.4069/kjwhn.2019.25.2.182
https://doi.org/10.4069/kjwhn.2019.25.2.182
https://doi.org/10.4069/kjwhn.2019.25.2.182
https://doi.org/10.4069/kjwhn.2019.25.2.182
https://doi.org/10.4069/kjwhn.2017.23.2.99
https://doi.org/10.4069/kjwhn.2017.23.2.99
https://doi.org/10.4069/kjwhn.2017.23.2.99
https://doi.org/10.4069/kjwhn.2017.23.2.99
https://doi.org/10.4069/kjwhn.2017.23.2.99
https://doi.org/10.1097/00006199-198109000-00008
https://doi.org/10.1097/00006199-198109000-00008
https://doi.org/10.1097/00006199-198109000-00008
https://doi.org/10.1097/00006199-198109000-00008


Korean J Women Health Nurs 2022;28(4):338-347

https://doi.org/10.4069/kjwhn.2022.12.16 347

versity; 2000. 63 p.
35. Choi YS, Kim HO. A survey on the practice of Taekyo among 

childbearing couples. J Korean Acad Women Health Nurs. 
1995;1(2):153-173.

36. Rosenberg M.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
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326 p.

37. Lee HJ, Won HT. Self-concepts and paranoid tendency. Psy-
chol Sci. 1995;4(2):15-29.

38. Park JW. Study to development a scale of social support [mas-
ter’s thesis]. Seoul: Yonsei University; 1985. 127 p.

39. Song JM.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parents’ perception 
of children’s behavior in parenting stress situations [master’s 
thesis]. Seoul: Sookmyung Women’s University; 1992. 68 p.

40. Lee EJ, Park JS. Development of a prediction model for post-
partum depression: based on the mediation effect of antepar-
tum depression. J Korean Acad Nurs. 2015;45(2):211-220. 
https://doi.org/10.4040/jkan.2015.45.2.211

41. Park M, Lee S. Effects of an experience-focused prenatal pro-
gram on stress, anxiety, childbirth confidence, and mater-
nal-fetal attachment on women in their first pregnancy. Ko-
rean J Women Health Nurs. 2018;24(2):126-137. https://doi.
org/10.4069/kjwhn.2018.24.2.126

42. Park JG, Nam SW. The effect of prenatal exercise programs 
on the fetal attachment of pregnant women. Korean J Sport. 
2016;14(4):57-66.

43. Lee SH, Jung EJ. Factors influencing maternal-fetal attach-
ment among advanced maternal age: anxiety, spousal sup-
port. AJMAHS. 2017;7(1):661-671. https://doi.org/10.35873/
ajmahs.2017.7.1.059

44. Kang SK, Chung MR. The relationship between pregnant 
woman’s stress, temperament and maternal-fetal attachment. 
Korean J Hum Ecol. 2012;21(2):213-223. https://doi.
org/10.5934/KJHE.2012.21.2.213

45. Du L, Gu YB, Cui MQ, Li WX, Wang J, Zhu LP, et al. Investi-
gation on demands for antenatal care services among 2 002 
pregnant women during the epidemic of COVID-19 in 

Shanghai. Zhonghua Fu Chan Ke Za Zhi. 2020;55(3):160-
165. https://doi.org/10.3760/cma.j.cn112141-20200218- 
00112

46. Ghelichkhani S, Ghalandari L, Chavoshi Y, Momeni M, Moa-
fi F. Evaluation of women’s self-esteem during pregnancy and 
factors affecting it. Health Dev J. 2021;10(1):56-63. https://
doi.org/10.22062/JHAD.2021.91586

47. Jae HY, Chung IS, Jung SW. The mediating effects of the de-
pression, anxie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emperament 
and character and maternal-fetal attachment in high-risk 
pregnant women. J Korean Soc Biol Ther Psychiatry. 2019; 
25(2):127-137. https://doi.org/10.22802/jksbtp.2019.25.2

48. Kim SN. Spirituality and self-esteem in middle-aged women.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2013;22(2):128-
136. https://doi.org/10.12934/jkpmhn.2013.22.2.128

49. Oliveira DD, Mandú ET. Women with high-risk pregnancy: 
experiences and perceptions of needs and care. Esc Anna 
Nery Rev Enferm. 2015;19(1):93-101. https://doi.org/10. 
5935/1414-8145.20150013

50. Chung MR, Kang SK, Lee HJ. The relationship between mar-
ital quality and parent-fetal attachment by pregnant couples. 
J Korean Home Econ Assoc. 2012;50(4):51-61. https://doi.
org/10.6115/khea.2012.50.4.051

51. Jo AR, Noh Y. Effects of pregnancy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maternal-fetal attachment in pregnant women. Crisisono-
my. 2022;18(4):161-172. https://doi.org/10.14251/crisisono-
my.2022.18.4.161

52. Heo JM, Kim MJ, Gim WS. The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stress in the relationships among mindfulness, self-compas-
sion, and maternal-fetal attachment. Korean J Stress Res. 2017; 
25(4):286-293. https://doi.org/10.17547/kjsr.2017.25.4.286

53. Baron RM, Kenny DA.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
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
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 Pers Soc Psychol. 
1986;51(6):1173-1182. https://doi.org/10.1037//0022-
3514.51.6.1173

https://doi.org/10.4069/kjwhn.2022.12.16
https://doi.org/10.1515/9781400876136
https://doi.org/10.1515/9781400876136
https://doi.org/10.4040/jkan.2015.45.2.211
https://doi.org/10.4040/jkan.2015.45.2.211
https://doi.org/10.4040/jkan.2015.45.2.211
https://doi.org/10.4040/jkan.2015.45.2.211
https://doi.org/10.4069/kjwhn.2018.24.2.126
https://doi.org/10.4069/kjwhn.2018.24.2.126
https://doi.org/10.4069/kjwhn.2018.24.2.126
https://doi.org/10.4069/kjwhn.2018.24.2.126
https://doi.org/10.4069/kjwhn.2018.24.2.126
https://doi.org/10.35873/ajmahs.2017.7.1.059
https://doi.org/10.35873/ajmahs.2017.7.1.059
https://doi.org/10.35873/ajmahs.2017.7.1.059
https://doi.org/10.35873/ajmahs.2017.7.1.059
https://doi.org/10.5934/KJHE.2012.21.2.213
https://doi.org/10.5934/KJHE.2012.21.2.213
https://doi.org/10.5934/KJHE.2012.21.2.213
https://doi.org/10.5934/KJHE.2012.21.2.213
https://doi.org/10.3760/cma.j.cn112141-20200218-00112
https://doi.org/10.3760/cma.j.cn112141-20200218-00112
https://doi.org/10.3760/cma.j.cn112141-20200218-00112
https://doi.org/10.3760/cma.j.cn112141-20200218-00112
https://doi.org/10.3760/cma.j.cn112141-20200218-00112
https://doi.org/10.3760/cma.j.cn112141-20200218-00112
https://doi.org/10.22062/JHAD.2021.91586
https://doi.org/10.22062/JHAD.2021.91586
https://doi.org/10.22062/JHAD.2021.91586
https://doi.org/10.22062/JHAD.2021.91586
https://doi.org/10.22802/jksbtp.2019.25.2
https://doi.org/10.22802/jksbtp.2019.25.2
https://doi.org/10.22802/jksbtp.2019.25.2
https://doi.org/10.22802/jksbtp.2019.25.2
https://doi.org/10.22802/jksbtp.2019.25.2
https://doi.org/10.12934/jkpmhn.2013.22.2.128
https://doi.org/10.12934/jkpmhn.2013.22.2.128
https://doi.org/10.12934/jkpmhn.2013.22.2.128
https://doi.org/10.5935/1414-8145.20150013
https://doi.org/10.5935/1414-8145.20150013
https://doi.org/10.5935/1414-8145.20150013
https://doi.org/10.5935/1414-8145.20150013
https://doi.org/10.6115/khea.2012.50.4.051
https://doi.org/10.6115/khea.2012.50.4.051
https://doi.org/10.6115/khea.2012.50.4.051
https://doi.org/10.6115/khea.2012.50.4.051
https://doi.org/10.14251/crisisonomy.2022.18.4.161
https://doi.org/10.14251/crisisonomy.2022.18.4.161
https://doi.org/10.14251/crisisonomy.2022.18.4.161
https://doi.org/10.14251/crisisonomy.2022.18.4.161
https://doi.org/10.17547/kjsr.2017.25.4.286
https://doi.org/10.17547/kjsr.2017.25.4.286
https://doi.org/10.17547/kjsr.2017.25.4.286
https://doi.org/10.17547/kjsr.2017.25.4.286
https://doi.org/10.1037//0022-3514.51.6.1173
https://doi.org/10.1037//0022-3514.51.6.1173
https://doi.org/10.1037//0022-3514.51.6.1173
https://doi.org/10.1037//0022-3514.51.6.1173
https://doi.org/10.1037//0022-3514.51.6.1173

	Introduction
	Methods
	연구 설계
	연구 대상
	연구 도구
	자료수집
	자료분석 방법

	Results
	고위험 임부의 일반적 특성 및 산과적 특성에 따른 모아애착 차이 
	고위험 임부의 모아애착과 태교실천, 자존감, 사회적 지지의 정도 
	고위험 임부의 모아애착, 태교실천, 자존감, 사회적 지지 간의 상관관계
	고위험 임부의 모아애착에 대한 영향요인

	Discussion
	ORCID
	Authors’ contributions
	Conflict of interest
	Funding
	Data availability
	Acknowledgments
	Referen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