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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한국판 어머니됨에 대한 
역기능적 태도 척도(AToM)의 타당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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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Sockol's Attitudes 
Towards Motherhood Scale (AToM).  
Method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534 pregnant women. The factor structur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AToM scale were examined, and SPSS 23.0 and Mplus 7.4 were used for all data 
analyses.          
Results: The results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vealed that 12-items were composed of 3-factor 
structure (beliefs related to others’ judgments, beliefs related to maternal responsibility, beliefs related to 
maternal role idealization). The 12-items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correlations among items and the 
reliability coefficient was .86. The results of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howed that the 3-factor 
model and the factor loadings were found to be appropriate. Validity analysis showed that general 
dysfunctional attitudes, pregnancy stress, happiness, and AToM had significant correlations, so criterion 
validity were verified.  
Conclus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discussed the application of the AToM scale and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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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임신이란 여성의 삶을 크게 바꾸는 인생의 중요한 사건으로, 

이때 여성은 한 개인에서 어머니로서의 정체성 변화를 경험한

다.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은 단순히 생득적인 것이 아니고 문

화적, 개인적 경험에 의해 학습되어지고 어머니란 가치에 대

한 인식과 태도 등으로 발달되는 것으로(Page, Combs-Orme, 

& Cain, 2007), 국외에서는 ‘motherhood’, ‘mothering’ 등으로 표

현하고, 국내에서는 ‘어머니됨’으로 번역하여 사용한다. 최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결혼과 출산을 개인

의 선택권으로 인식하면서(Y. R. Kim, 2009),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으로 어머니됨에 대한 태도나 인식과 관련된 연구가 활발

히 진행되고 있다. 어머니됨에 대한 태도는 자녀를 임신한 순

간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이 태도가 임신기와 출산 이후 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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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정서적 상태뿐만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에까지 중요한 영

향을 준다(E. H. Kim, Rhee, Lee, Kim, & Doh, 2017).

특히 어머니됨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 경우 임산부의 스

트레스와 우울 및 불안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Sockol, 

Epperson, & Barber, 2014), 이는 출산 후 아이와의 애착이나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Woolhouse, Gartland, Perlen, 

Donath, & Brown, 2014) 이후 아이 발달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여성은 이러한 어머니됨 과정에서 임신과 양육에 관

련된 상황들을 특정한 방식의 인지적 틀에 맞추어 해석하고 

행동하면서 적응하려고 하는데, 이는 사람들이 모든 상황을 

해석할 때 특정한 인지적 틀에 맞추어 해석하고 행동한다는 

인지이론(Beck, Blackwell, & Clair Jr, 1985)과도 일치한다. 임신

기란 많은 신체적 . 환경적 변화로 인하여 스트레스에 노출되

는 상황으로, 이 시기 어머니됨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같이 

스트레스에 취약한 인지적 편향성을 가진 임산부들은 더욱 부

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Church, Brechman-Toussaint, 

& Hine, 2005). 즉 어머니됨에 대한 인지적 틀이 편향적이고, 

역기능적으로 형성되면 임신기의 스트레스 상황을 더욱 부정

적으로 받아들일 것이고, 그에 따른 스트레스와 정서적 불편

감은 더욱 커진다. 선행연구에서는 이를 ‘어머니됨에 대한 역

기능적 태도’로 명명하였는데, 이는 “어머니는 반드시 어떠해

야한다.”, “좋은 어머니/나쁜 어머니는 어떠하다.” 등과 같은 

어머니됨에 대한 강박적이고 편향적인 인식을 말한다(Sockol 

et al., 2014). 즉 어머니의 역할, 책임, 그에 대한 타인의 평가와 

기대 등과 같이 어머니됨에 초점이 맞추어져있는 인지적 태도

를 뜻한다(Sockol et al., 2014). 구체적으로 어머니됨에 대한 역

기능적 태도의 의미를 살펴보면, “내가 실수하면 사람들이 내

가 나쁜 엄마라고 생각할 것이다.”, “내가 아이를 사랑한다면 

나는 항상 아이와 함께 있고 싶어해야한다.” 등과 같이 항상 

완벽히 아이를 보호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할 것이고, 자신 또한 어머니가 될 자격이 없어지는 것이

라는 믿음과 그에 대한 자신의 평가가 포함되어 있다(Sockol et 

al., 2014).

외국에서는 이러한 어머니됨에 대한 역기능적 태도가 산후

우울을 예측하는 핵심적인 인지적 특징이라고 알려져 관련연

구가 최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임신기 어머니됨

에 대한 역기능적 태도가 출산 후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Sockol & Battle, 2015). 또한 어머니

됨에 대한 역기능적 태도는 어머니로서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게 하고, 이는 어머니로서의 능력에 대한 불안한 

생각을 반복적으로 하게하여 궁극적으로 기분이 나빠지게 만

든다(Fonseca, Monteiro, & Canavarro, 2018). Fonseca 등(2018)

은 이 과정을 경험회피로 설명하고 있는데, 어머니됨에 대한 

역기능적 태도는 불안감을 불러오는 상황이나 경험을 의식적

으로 회피하게 만들어서 즉각적으로는 정서적 불편감을 피할 

수 있도록 하지만, 궁극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기회를 박탈하

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심리적 불편감을 더욱 증가시킨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어머니됨에 대한 역기능적 태도가 강한 임

산부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자신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할지 등 걱정이 커서 임신기 스트

레스가 높아진다(Phillips, Sharpe, Matthey, & Charles, 2010). 또

한 양육에 대한 방법을 주변 사람들에게 배워야하는데, 타인

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잘못된 신념으로 인해 주변에서 도움을 적절히 받지 못하고

(Sockol et al., 2014), 양육을 올바르게 수행할 기회를 잃어서 자

녀양육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해진다. 따라서 어머니됨에 대한 

역기능적 태도는 여성의 심리적 측면에 악영향을 미치고, 출

산 이후에 우울이나 불안감, 정서적 고통 등을 증가시킬 수 있

으므로 역기능적 태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연구와 개입이 필요

하다.

어머니됨에 대한 역기능적 태도의 측정도구는 현재 국내

에는 전무한 실정이고, 국외를 중심으로 개발되었다. 국외에

서 흔히 쓰는 도구에는 Maternal Attitudes Questionnaire (MAQ; 

Warner, Appleby, Whitton, & Faragher, 1997), Pregnancy Related 

Beliefs Questionnaire (PRBQ; Moorhead, Owens, & Scott, 2003), 

Attitudes Towards Motherhood Scale (AToM; Sockol et al., 2014) 

등이 있다. 이 중 가장 많이 쓰이는 도구로는 PRBQ가 있는데, 

개발과정에서 너무 작은 샘플사이즈를 사용하였고, 54개라는 

많은 문항 수, 요인분석을 따로 하지 않아서 하위요인이 없다

는 등의 문제를 지니고 있다. 또한 문항 내용이 어머니의 역할

에 대한 기대, 몸의 변화에 대한 인식 등 ‘기대’와 ‘인식’만을 주

로 다루었다. MAQ는 출산 이후 어머니를 대상으로 개발한 것

으로, 임산부를 대상으로 이 척도를 사용한 연구(Sockol, 2008)

에서 신뢰도가 낮게 나타나 임산부를 대상으로 사용하기는 적

절하지 않다고 보여진다. 또한 이 척도의 하위요인은 어머니

됨에 대한 기대, 어머니로서의 자신에 대한 기대, 역할 갈등으

로 인한 기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처럼 기존 척도들은 

어머니됨에 대한 기대를 주로 측정하는데, 기대는 실제로 아

이를 출산했을 때의 상황이 자신이 예측한 것과 다를 경우에

만 산후우울과 정서적 불편감에 영향을 미치고, 부정적인 기

대를 했었는데 실제 출산 후의 상황이 기대보다 좋다면 오히

려 산후우울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임신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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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인 기대가 무조건적으로 산후우울을 예측한다고 볼 수 

없다(Thomason, Flynn, Himle, & Volling, 2015). 따라서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문항 내용에 단순

한 기대가 아니라 어머니됨에 대한 신념과 그에 따른 자신의 

평가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AToM은 다른 척도들과 차별화되었다

고 볼 수 있다. AToM척도는 어머니됨에 대한 태도를 측정한 

것으로 어떠한 것에 대해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정도를 평

가함으로써 표현되는 심리적 경향성으로 정의된다(Eagly & 

Chaiken, 2007). AToM척도는 이러한 태도의 관점에서 어머니

됨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신념에 따라 자신을 평가하는 영역

까지 모두 포괄하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Sockol 등(2014)은 완

벽주의나 타인에 대한 과도한 의존 등을 평가하는 ‘일반적인 

역기능적 태도’ 척도를 어머니됨에 대한 내용으로 수정하고, 

“나는 내 아이를 돌보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를 “나는 내 

아이를 돌보는 데 어려움이 없어야만 한다.”로 수정하여 어머

니됨에 대한 단순한 기대를 신념과 태도에 대한 문항으로 수

정하였다. 또한 임산부와 만 2세 이하의 아이를 가진 어머니

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총 62개 문항을 구성하였

고, 이후 타당화 분석을 통해 최종 12개 문항으로 척도를 개

발하였다. 이 척도는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대한 믿음(beliefs 

related to others’ judgments), 어머니의 책임에 대한 믿음(beliefs 

related to maternal responsibility), 어머니의 역할 이상에 대한 

믿음(beliefs related to maternal role idealization)의 3개 하위요인

으로 구성되어있다.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대한 믿음은 “내가 

실수하면 사람들은 내가 나쁜 엄마라고 생각할 것이다.”와 같

이 타인이 자신의 어머니됨을 이분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는 

믿음을 의미하고, 어머니의 책임에 대한 믿음은 “내가 아이를 

사랑한다면 나는 항상 아이와 함께 있고 싶어해야한다.”와 같

이 어머니라면 가져야 할 완벽주의적인 행동에 대한 믿음을 

뜻하며, 어머니의 역할 이상에 대한 믿음은 “엄마가 된 것에 

대해 실망하는 것은 잘못이다.”, “내가 엄마가 되는 것에 실패

하면, 나는 한 인간으로서 실패한 것이다.”와 같이 어머니됨에 

대해 긍정적인 정서와 평가를 가져야만 한다는 믿음을 의미한

다. 즉 AToM척도는 다른 척도에 비해 산후에 생기는 여러 정

서적 문제들로 연결되는 임산부들의 인지적 취약성을 보다 더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임산부들

의 정서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어머니됨에 대한 역기능

적 태도를 측정할 수 있는 AToM 척도에 대한 타당화 연구를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AToM 척도의 준거타당도 검증을 위해서 

어머니됨에 대한 태도와 상관이 높게 밝혀진 변인이면서 정

서적인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일반적인 역기능적 태도와 임

신기 스트레스, 행복감을 준거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일반적

인 역기능적 태도란 내재화 문제를 가진 이들의 인지적 특징

으로 대표되는 것으로, 완벽주의적이고 타인의 평가에 민감

하며, 타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인지적 신념 및 태도를 의

미한다(Beck, 1972). 이런 태도를 지닌 이들의 인지적 틀은 부

적절한 자아상과 현재 및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실패 

등에 편향적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de Graaf, Roelofs, & 

Huibers, 2009).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인지적 특성과 임신기 

어머니됨에 대한 역기능적 태도가 동일한 인지적 편향을 기

저로 하기 때문에 두 변인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

다(Fonseca et al., 2018). 또한 AToM에서 측정하고 있는 어머

니됨에 대한 완벽주의적이고 자기평가적인 태도는 완벽한 어

머니가 되어야한다는 강박관념을 갖게 만드는데(Sockol et al., 

2014), 이는 임산부로 하여금 태아의 현재 상태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임산부 자신의 상태에 대한 스트레스를 증폭시킬 수 

있다. 임신이라는 스트레스 요인은 그 자체로 스트레스로 다

가오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의 특정한 인지적 신념에 

따라서 정서적 고통이 달라지므로(Milgrom, Martin, & Negri, 

1999), 같은 임신상태라도 역기능적인 태도를 지닌 임산부에

게는 더 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어 어머니됨에 대한 역기

능적 태도와 임신기 스트레스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으리라 

예측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됨에 대한 역기능적 태도

는 임산부의 행복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편향된 인지

적 틀로 인해 자신과 세상의 부정적인 면에 집중하여 스트레

스 상황을 더 크게 받아들이고(de Graaf et al., 2009), 그로 인한 

우울 및 불안과 같은 정서적 불편감이 궁극적으로 개인의 행

복감을 낮출 것이다(Church et al., 2005).

국외에서는 이미 어머니됨에 대한 역기능적 태도가 산후우

울과 정서적 고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고, 

산후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편향을 바꾸려는 인지치료

적 개입을 통해서 산후우울의 발병과 진행을 늦추려는 시도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Dimidjian et al., 2016). 하지만 국내에는 

어머니됨에 대한 역기능적 태도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전

무한 실정으로 국내에서도 관련 척도의 타당화연구를 진행하

여 어머니됨의 태도를 측정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

가 있다. 즉 역기능적 태도의 측정을 통해 산후우울에 인지적 

취약성을 지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임신기부터 출산 이후까지 

정서적으로 건강하기 위해 예방적 차원의 인지적 개입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항분석과 탐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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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분석을 통해 한국 임산부에게 적합한 요인구조를 확인하

고, 확인적 요인분석, 신뢰도 검증을 통해 탐색된 요인구조 모

형의 적합도를 분석하며 준거타당도를 검증해 AToM 척도를 

한국판으로 타당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타당화 

연구를 통해 임산부 및 영아기 어머니의 정신 건강 개선에서

의 적용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연구문제 1

한국판 어머니됨에 대한 역기능적 태도 척도(AToM)의 신뢰

도와 타당도는 어떠한가? 

1-1. 한국판 어머니됨에 대한 역기능적 태도 척도(AToM)의 

문항분석 결과는 어떠한가?

1-2. 한국판 어머니됨에 대한 역기능적 태도 척도(AToM)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는 어떠한가?

1-3. 한국판 어머니됨에 대한 역기능적 태도 척도(AToM)의 

신뢰도는 어떠한가?

1-4. 한국판 어머니됨에 대한 역기능적 태도 척도(AToM)

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어떠한가?

1-5. 한국판 어머니됨에 대한 역기능적 태도 척도(AToM)의 

준거타당도는 어떠한가?

Methods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 서울 · 경기 지역 자치구의 임산부교육에 참가

한 임산부 534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자녀수가 어

머니됨에 대한 태도나 임신기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첫째아를 가진 임산부

만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

인분석을 다른 표본으로 하기 위하여 표본을 1, 2로 나누어 조

사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징은 Table 1에 제시

되었다. 연구대상 연령은 30세 미만이 1차 표본과 2차 표본 각

각 38명(14.2%), 54명(20.2%), 30세 이상에서 40세 미만이 219

명(82.0), 208명(77.9%), 40세 이상이 10명(3.7%), 3명(1.1%)

으로 두 표본 모두 대다수가 30대였고, 최종학력은 고졸이 각

각 41명(15.4%), 32명(12.0%), 대졸이 145명(54.3%), 185명

(69.3%), 대학원졸이 80명(30.0%), 50명(18.7%)로 모든 표본

에서 대졸이 가장 많았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300만원 미만

이 각각 27명(10.1%), 26명(9.7%), 300만원 이상에서 400만원 

미만이 40명(15.0%), 60명(22.5%), 400만원 이상에서 500만

원 미만이 58명(21.7%), 39명(14.6%), 500만원 이상에서 600

만원 미만이 51명(19.1%), 47명(17.6%), 600만원 이상이 89

명(33.3%), 91명(34.1%)으로 나타났고, 취업여부는 취업자가 

각각 129명(48.3%), 122명(45.7%), 육아휴직중인 자가 52명

(19.5%), 54명(20.2%), 비취업자가 86명(32.2%), 89명(33.3%)

이었다. 임신주수는 10주 미만이 2명(0.7%), 5명(1.9%), 10주 

이상 20주 미만이 36명(13.5%), 42명(15.7%), 20주 이상 30주 

미만이 115명(43.1%), 118명(44.2%), 30주 이상 40주 미만이 

113명(42.3%), 100명(37.5%)이다.

측정도구
 

어머니됨에 대한 역기능적 태도

AToM은 어머니됨에 대한 역기능적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Sockol 등(2014)이 개발한 척도이다. 이 척도는 3개의 하위요

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대한 믿음’ 4

문항, ‘어머니의 책임에 대한 믿음’ 4문항, ‘어머니의 역할 이상

에 대한 믿음’ 4문항의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른 사

람들의 판단에 대한 믿음은 “아이가 울면 사람들은 내가 아이

를 적절히 돌볼 수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와 같은 문항들로 

구성되어있고, 어머니의 책임에 대한 믿음은 “나는 내 아이에

게 더 헌신적이어야 한다.”와 같은 문항, 어머니의 역할 이상

에 대한 믿음은 “내 아이에 대해 복합적인 감정을 갖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와 같은 문항들로 구성되어있다. 이와 같이 문

항의 내용이 역기능적인 태도를 표현하는 것이라서 의미의 정

확한 표현을 위하여 한국판으로 번역할 때 어머니됨에 대한 

역기능적 태도라고 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6점)로 6점 Likert척도로 되어있고, 점수가 높을

수록 어머니됨에 대한 역기능적인 태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Sockol 등(2014)의 연구에서 신뢰도계수는 전체가 .81이었고, 

하위요인은 .74∼.82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계수는 전체

가 .86,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대한 믿음은 .87, 어머니의 책임

에 대한 믿음은 .82, 어머니의 역할 이상에 대한 믿음은 .7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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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역기능적 태도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역기능적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de 

Graaf 등(2009)이 개발한 Dysfunctional Attitudes in the General 

Population (DAGP) 척도를 연구자가 직접 번역하여 사용하였

다. 이 척도는 두 개의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완벽주

의/수행평가’ 11문항, ‘의존’ 6문항의 총 17개의 문항으로 구성

되어있다. 완벽주의/수행평가는 “만약 잘생기고, 똑똑하며, 부

유하고 창의적이지 않다면 행복하기 어렵다.”와 같이 완벽함

에 대한 강박적 사고를 의미하는 문항으로 구성되고, 의존은 

“중요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나에게 매우 두

려운 일이다.”와 같이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며 타인의 인정을 

과도하게 추구하는 내용들의 문항들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

은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의 7점 Likert 척도

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일반적인 역기능

적 신념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de Graaf 등(2009)의 연구

에서 전체 신뢰도 계수는 .90이며, 완벽주의/  수행평가는 .81, 

의존은 .91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전체 신뢰도 계수는 .92

이며, 완벽주의/수행평가와 의존 모두 .90으로 나타났다.

  

임신기 스트레스

임산부의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서 Ahn (1983)이 개발한 

임신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3가지 하위요인

으로 ‘태아와 관련된 스트레스’ 9문항, ‘배우자와 관련된 스트

레스’ 6문항, ‘임부와 관련된 스트레스’ 11문항의 총 26문항으

로 이루어져있다. 태아와 관련된 스트레스에는 “아기가 태어

나면 잘 양육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와 같은 문항, 배우자와 

관련된 스트레스는 “남편의 수입으로 아기 양육비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와 같은 문항, 임부와 관련된 스

트레스는 “분만 시에 경험하게 될 동통이나 난산, 수술 때문에 

걱정이 된다.”와 같은 문항들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전혀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ariable
 Frequency (%)

1st sample 2nd sample
Age 21–29 age 38 (  14.2) 54 (  20.2)

30–39 age 219 (  82.0) 208 (  77.9)
Over the age of 40 10 (    3.7) 3 (    1.1)

Academic background High school 41 (  15.4) 32 (  12.0)
University 145 (  54.3) 185 (  69.3)
Postgraduate school 80 (  30.0) 50 (  18.7)

Monthly household income Less than 300 (10,000 won) 27 (  10.1) 26 (    9.7)
300–399 40 (  15.0) 60 (  22.5)
400–499 58 (  21.7) 39 (  14.6)
500–599 51 (  19.1) 47 (  17.6)
More than 600 89 (  33.3) 91 (  34.1)

Employment status Employment 129 (  48.3) 122 (  45.7)
Unemployment 52 (  19.5) 54 (  20.2)
Parental leave 86 (  32.2) 89 (  33.3)

Gestational age (weeks) Less than 10 2 (    0.7) 5 (    1.9)
10–19 36 (  13.5) 42 (  15.7)
20–29 115 (  43.1) 118 (  44.2)
30–40 113 (  42.3) 100 (  37.5)

Total 267 (100.0) 267 (100.0)
Note. some differences in the total number of cases ex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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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

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임산부가 느끼는 임신기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Ahn (1983)의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계수

는 .84였고, 본 연구의 전체 신뢰도계수는 .91, 태아와 관련된 

스트레스는 .85, 배우자와 관련된 스트레스는 .78, 임부와 관

련된 스트레스는 .86으로 나타났다.

행복감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Hills와 Argyle (2002)의 The Oxford 

Happiness Questionnaire (OHQ) 척도를 Choi (2002)가 한국어

로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삶의 만족도, 긍정정서

에 대한 강도와 빈도,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부정정서의 부재 

등을 포함한 문항들로 구성되어있다. 본 척도는 단일요인으

로 총 29문항이고, “나는 대부분의 것들이 재밌다.”, “나는 다

른 사람들에 대해 대단한 관심이 있다.”와 같은 문항들로 구성

되어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6점)

의 6점 Likert척도로 되어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

은 것으로 해석된다. Choi (2002)의 연구에서의 신뢰도계수는 

.92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계수도 .92로 나타났다.

연구절차

AToM의 타당화 연구를 위해 발달심리학과 유아교육을 전공

하고 해외체류 경험이 있는 연구자가 번역하고 영어전공 교수 

1인이 수정하여 1차 번역본을 완성하고, 영어전공 교수가 1차 

번역본과 원문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부적합하

다고 판단된 문항들을 찾아내고 영어전공 교수와 협의하여 번

역-역번역 과정을 거쳐 최종 번역을 마쳤다. 번역과정에서 역

번역된 검사지와 원문을 대조하면서 문항의 의미를 왜곡하지 

않도록 수정작업이 이루어졌으며, 최종 번역된 문항내용에 대

해서 임산부 관련 연구경험이 많은 교수 2인으로부터 내용타

당도를 확인받았다. 이 과정에서 AToM 척도가 어머니됨에 대

한 ‘역기능적인’ 태도에 초점이 맞추어진 도구이기 때문에 한

국어로 번역할 때 보다 의미를 정확히 하기 위하여 어머니됨

에 대한 역기능적 태도로 번역하기로 결정하였다. 문항이해도

를 확인하기 위해 2018년 7월에 45명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예

비조사를 실시하였고, 문항이해도 평균이 5점 만점에 4점 이

상으로 문항이해도에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본 조사는 2018년 8월부터 12월까지 G대학이 주최하는 서

울 . 경기지역의 임산부 교육에 참여한 임산부를 대상으로 실

시하였다. 설문지는 서울 . 경기의 총 21개 자치구의 보건소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배부하였으며, 교육효과 방지를 위해 

교육이 시작되기 전에 실시하였다. 임산부에게 연구의 취지

를 설명하여 연구 참여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았다. 총 

551부를 수거하였으나 불성실하게 대답한 17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534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분석

먼저 총 534개의 케이스를 전후 반분법으로 나누어 1차 표본

인 267개로 문항분석,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

하였고, 2차 표본인 267개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하였으며, 전

체 표본인 534개를 대상으로 준거타당도를 분석하였다. 자료

는 통계 프로그램 SPSS 23.0과 M-plus 7.4 (Muthén & Muthén, 

2015)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모형의 적합성은 X2 검증과 표

본 크기의 영향을 덜 받는 CFI, TLI와 RMSEA, SRMR을 사용

하여 검증하였다. CFI와 TLI는 .90이상이면, SRMR과 RMSEA

는 .08 이하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본다(Kline, 2015). 

신뢰도 검증을 위해 문항내적합치도(Cronbach’s α)와 반분신

뢰도값을 산출하였고, 준거타당도를 보기 위하여 어머니됨의 

역기능적 신념의 관련 변인인 일반적 역기능적 신념, 행복감, 

임신기 스트레스 척도와의 Pearson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Results

문항분석

어머니됨에 대한 역기능적 태도 문항들의 적절성을 확인하

기 위해 문항분석을 실시하였다. 문항분석 과정은 2단계를 거

쳤다. 첫째는 기술통계분석을 통해서 각 문항의 평균과 왜도 

및 첨도를 산출해서 극단적인 평균 값을 가진 것이 없는지, 정

규성을 위배하는 왜도, 첨도 값이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6점 

척도로 구성된 검사에서 문항평균이 1.5점 이하이거나 5.5점 

이상인 문항을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Frisbie & Ebel, 

1972). 왜도는 3 이상, 첨도는 10이상일 때 정규성을 위배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둘째, 문항-총점 간 상관과 문항 간 상관을 

산출하여 문항의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문항-총점 간 상관은 

.3 이하, 문항 간 상관은 .7 이상을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으로 보았다(Frisbie & Ebel, 1972). 문항분석의 결과는 Table 2

에 나타나있다. 위의 기준들로 문항의 적절성을 검토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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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의 평균이 1.5점 이하이거나 5.5점 이상인 문항이 없었고, 

또한 문항-총점 상관이 .3이하이거나 문항 간 상관이 .7 이상

인 문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문항 제거 없이 본 문

항 그대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문항의 평균

은 1.79∼3.47점으로 나타났고, 문항-총점 간 상관은 .58∼.68, 

문항 간 상관은 .14∼.65로 나타나 기준에 위배되는 값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탐색적 요인분석

어머니됨에 대한 역기능적 태도 척도의 구성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1차 표본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구형성 검정을 위해 Kaiser-Meyer-Olkin (KMO)와 Bartlett 

검정을 실시하였는데, KMO 적합성 지수는 .849, Bartlett 검정 

결과는 χ2 (66) = 1404.401, p < .001로 요인분석을 하기에 적

합한 자료로 확인되었다. 요인분석방법으로는 주축요인추출

(principal axis analysis) 방식과 사각회전법인 프로맥스(promax)

를 사용하였다. 요인수 결정을 위해 아이겐값과 누적분산비

율이 55-65%가 되는 지점을 살펴보고, 스크리 검정(scree test) 

결과도 확인하였다(Costello & Osborne, 2005). 본 연구에서는 

요인수를 지정하지 않고 요인분석을 하면 아이겐값이 1을 넘

는 것이 3요인으로 추출되고, 3요인까지의 누적분산비율이 

60%를 넘었으며, 스크리 검정 또한 4요인 앞에서 급격하게 꺾

여 원척도와 마찬가지로 3요인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Figure 1). 또한 평행선 분석(parallel analysis)을 실시해 보다 정

확한 요인수를 결정하였다. 평행선 분석은 원자료의 아이겐

값과 무선자료의 아이겐값을 비교하는 기법으로(Horn, 1965), 

보다 정확한 요인수를 결정하도록 돕는다(Hayton, Allen, & 

Scarpello, 2004). 평행분석 결과, 요인의 실제 고유값이 평행

분석으로 추출한 95백분위 고유값보다 작아지는 지점이 4번

째 요인으로 나타나 요인의 수는 3개로 설정하였다. 이후 요인

수를 3개로 지정하고 프로맥스 회전 요인분석을 다시 실시하

였고, 분석결과 3요인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1의 초

기 아이겐값은 4.80로 전체 변량의 40.03%를, 요인 2의 초기 

아이겐값은 1.97로 전체 변량의 16.48%를 설명하였으며, 요

인 3의 초기 아이겐값은 1.26로 전체 변량의 10.51%로 나타났

다. 프로맥스 회전을 한 후의 아이겐값은 요인 1은 3.66, 요인 

2는 3.40, 요인 3은 3.48로 나타났다. 구조행렬의 아이겐값과 

요인부하량 산출 결과는 Table 3에 나타나있다. 요인부하량의 

적절성을 살펴보면 모든 문항의 요인부하량이 .40보다 크게 

Table 2
Correlations Among AToM Items and Descriptive Statistics

 1 2 3 4 5 6 7 8 9 10 11 12
Item1 —

Item2 .65** —

Item3 .60** .60** —

Item4 .59** .53** .63** —

Item5 .21** .16** .19** .25** —

Item6 .26** .24** .24** .24** .64** —

Item7 .19** .14* .19** .22** .54** .54** —

Item8 .19** .14* .19** .21** .52** .47** .46** —

Item9 .22** .27** .20** .19** .28** .34** .30** .33** —

Item10 .29** .31** .25** .38** .34** .33** .33** .33** .45** —

Item11 .18** .21** .17** .21** .33** .30** .33** .28** .57** .63** —

Item12 .39** .42** .38** .41** .25** .29** .27** .18** .35** .48** .41** —

Total .63** .62** .60** .62** .64** .66** .62** .58** .62** .68** .62** .62**
M 2.45 2.73 2.35 1.79 2.95 3.42 3.25 3.16 3.47 2.17 2.98 1.83
SD 1.25 1.29 1.17 .95 1.24 1.19 1.45 1.29 1.44 1.13 1.32 1.06
Skewness .45 .24 .56 1.13 .21 -.48 .02 -.03 -.13 .80 .32 1.20
Kurtosis -.94 -.96 -.49 .69 -.44 -.37 -.92 -.68 -.81 .20 -.45 .66
Note. N = 267.
*p < .05. **p < .01.



Kim and Kang   144

나타나서 적절성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loyd & 

Widaman, 1995).

각 요인에 포함된 문항들을 살펴보면, 요인1은 원척도와 마

찬가지로 1-4번 문항이 추출되었으며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요인2도 원척도

와 마찬가지로 문항 5-8번 문항이 추출되어 어머니의 책임에 

대한 믿음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고, 요인3 또한 원척도와 

마찬가지로 문항 9-12번 문항이 추출되어 어머니의 역할 이상

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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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cree chart.

Table 3
Factor Loading and Reliability

Factor Item Factor loading
Beliefs related to others’ 
judgments

1. If I make a mistake, people will think I am a bad mother. .87 .26 .30
2. People will probably think less of me if I make parenting mistakes. .85 .20 .35
3. If my baby is crying, people will think I cannot care for him/her properly. .83 .26 .27
4. Seeking help with my baby from other people makes me feel incompetent. .80 .29 .34

Beliefs related to
maternal responsibility

5. If I love my baby, I should want to be with him/her all the time. .26 .85 .37
6. I should feel more devoted to my baby. .31 .82 .39
7. I am the only person who can keep my baby safe. .21 .78 .40
8. Good mothers always put their baby’s needs first. .21 .74 .35

Beliefs related to 
maternal role idealization

9. It is wrong to feel disappointed by motherhood. .26 .38 .77
10. It is wrong to have mixed feelings about my baby. .38 .41 .82
11. Negative feelings towards my baby are wrong. .23 .40 .88
12. If I fail at motherhood, then I am a failure as a person. .54 .28 .65

Initial eigenvalue 4.80 1.97 1.26
Rotated eigenvalue 3.66 3.40 3.48
95%tile eigenvalue 1.91 1.79 1.16
Variance (%) 40.03 16.48 10.51
Cumulative variance (%) 56.51 67.03
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86 .81 .78
Half-split reliability .80 .80 .83
Note. N =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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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분석

문항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확인된 12개의 문항에 

대해 1차 표본을 이용해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

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12개 문항 전체에 대한 내적합치도

(Cronbach’s α)는 .86으로 좋은 신뢰도를 나타냈으며, 각 요인

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요인 1이 .86이고, 요인 2가 

.81, 요인 3은 .78로 모두 우수한 신뢰도를 보여 각 하위요인과 

모든 문항들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개념임을 확인하였다. 반

분 신뢰도 또한 요인 1은 .80, 요인 2는 .80, 요인 3은 .83로 우

수한 신뢰도를 보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문항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검증된 원척도와 동일

한 12개의 문항에 대해 2차 표본을 이용해서 확인적 요인분

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모델의 적합도 평가를 위해 사용된 지

수는 다음과 같다. 먼저 χ2의 값은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므

로,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표본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모

형의 간명성을 고려하여 CFI, TLI와 SRMR, RMSEA를 이용

하였다(Bentler & Bonett, 1980). 3요인 모형의 확인적 요인분

석 결과를 보면(χ2 = 126.221; df = 51, N = 267, p < .001), CFI는 

.93, TLI는 .91로 나타나 좋은 적합도를 보였고, SRMR은 .05, 

Table 4 
The Model Fit Index of 3-Factor Final Model

χ2 df CFI TLI SRMR RMSEA (90% C.I.)
Model 126.22***  51 .93 .91 .05 .07 (.05~.09)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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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Standardized estimate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Note. N = 267.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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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SEA는 .07로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다. 따라서 문항분석과 

탐색적 확인분석을 통해 도출해낸 AToM척도의 3요인 모형 

및 해당 문항들은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확인적 요인분

석 결과 모형의 적합도는 Table 4와 같고, AToM 척도의 요인구

조를 Figure 2에 제시하였다. 3요인 구조의 요인부하량을 살펴

보면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대한 믿음이 .59~.82, 어머니의 책

임에 대한 믿음이 .63~.82, 어머니의 역할 이상에 대한 믿음이 

.57~.68로 모두 .40 이상의 값을 보여 적절한 문항들로 검증되

었다(Floyd & Widaman, 1995).

준거타당도 검증

한국판 AToM 척도의 준거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1, 2차 표

본을 모두 이용해서 어머니됨에 대한 역기능적 태도와 이론적

으로 관련성을 갖는 일반적인 역기능적 태도, 임신기 스트레

스와 행복감과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Table 5

에 제시하였다. AToM 전체는 일반적인 역기능적 태도 전체(r 
= .56, p < .001)와 완벽주의(r = .57, p < .001), 의존(r = .42, p < 

.001) 하위 모두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임신기 스트레

스(r = .38, p < .001)의 태아관련 스트레스(r = .34, p < .001), 배

우자 관련 스트레스(r = .40, p < .001), 임부관련 스트레스(r = 

.23, p < .001) 모두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또한 행

복감과는 어머니의 책임에 대한 믿음을 제외한 요인들과 유

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rs = -.14~-.33, p < .01). 행복감과 어

머니의 책임에 대한 믿음에서는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았으

나, 행복감과 AToM 전체 문항의 상관이 유의하게 나타났고 

다른 요인 간의 상관 또한 모두 유의하였다. 준거타당도의 경

우 일부 요인에서 상관이 낮게 나타나도 그 요인이 빠지면 구

성개념의 의미가 변할 수 있고, 다른 타당도의 결과가 양호하

다면 해당 변수를 제외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Woo, 

2012) 어머니됨에 대한 역기능적 태도인 AToM 척도의 준거타

당성이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Discussion

본 연구에서는 Sockol 등(2014)이 개발한 어머니됨에 대한 역

기능적 태도(AToM) 척도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임산부를 대상

으로 타당화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임산부 267명을 1차 표본으로 하여 문항분석과 탐색

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문항분석의 기준에 걸리는 문항

이 하나도 없었고, 탐색적 요인분석결과도 본 척도와 마찬가

지로 최종 12문항과 3요인 구조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판 AToM 척도는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대한 믿음(4

문항), 어머니의 책임에 대한 믿음(4문항), 어머니의 역할 이

상에 대한 믿음(4문항)의 3요인 구조로 나타났다. AToM 척도

는 2014년도에 개발된 것으로 아직 다른 나라에서의 타당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현재는 포르투갈에

서 진행된 타당화 연구(Costa, Rodrigues, Canavarro, & Fonseca, 

Table 5
Correlations with Criterion-Related Scales

Variable 1 2 3 4 5 6 7 8 9 10 11 12
AToM 1. Total —            

2. Others’ judgments .75*** —           
3. Maternal responsibility .79*** .35*** —          
4. Maternal role idealization .81*** .44*** .49*** —         

GDA 5. Total .56*** .61*** .33*** .39*** —        
6. Perfectionism .57*** .61*** .33*** .41*** .93*** —        
7. Dependency .42*** .46*** .26*** .27*** .87*** .64*** —      

Stress 8. Total .38*** .43*** .23*** .23*** .47*** .44*** .41*** —     
9. About fetal .34*** .42*** .20*** .19*** .45*** .43*** .38*** .83*** —    
10. About spouse .40*** .37*** .29*** .27*** .41*** .39*** .35*** .71*** .51*** —   
11. About pregnant women .23*** .28*** .11** .15*** .31*** .29*** .29*** .85*** .51*** .41*** —  

12. Happiness -.22*** -.33*** -.06 -.14** -.40*** -.42*** -.30*** -.47*** -.41*** -.39*** -.36*** —
Note. N = 534.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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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 유일한데, 이 연구에서는 문항 12번(“내가 엄마가 되

는 것에 실패하면, 나는 한 인간으로서 실패한 것이다.”)이 요

인 3(어머니의 역할 이상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요인 2(어머

니의 책임에 대한 믿음)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나서 원척도 

및 본 연구결과와 다소 다른 결과를 보였다. 어머니의 책임에 

대한 믿음 요인은 어머니의 행동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

고, 어머니의 역할 이상에 대한 믿음 요인은 어머니됨에 대한 

임산부 자신의 정서적 평가를 강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

를 볼 때, Costa 등(2018)은 12번 문항의 차이를 연구대상자의 

대부분이 직장인으로서 사회적으로 상위층에 속하는 여성들

이기 때문으로 보았다. 즉 사회적으로 성공한 여성일수록 어

머니가 되는 것을 정서적인 만족감의 측면으로 보기보다, 여

성의 의무와 책임으로 보는 관점이 더 강하기 때문에 문항 12

번이 요인3이 아닌 요인2에 속하게 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취업중인 자와 미취업자가 각각 

50%로 원척도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요인구조를 가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처럼 동일한 도구일지라도 대상자의 특성 및 

나라의 사회문화적 배경의 차이로 인해 최종 추출된 문항이 

다를 수 있다(Golbasi, Ucar, & Tugut, 2015). 따라서 추후 연구

에서는 대상자의 나라, 취업유무, 임신한 자녀의 출생순위 등

과 같은 특성에 따른 차이를 보고, 그에 따른 타당화 연구를 진

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확인적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통해 AToM 척도의 

3요인 구조의 적합성과 신뢰도 지수를 살펴본 결과, 3요인 모

형의 적합도(χ2 = 126.221; df = 51, N = 267, p < .001)는 CFI .93, 

TLI .91로 나타나 좋은 적합도를 보였고, RMSEA도 .07 (90% 

신뢰구간: .58~.09)로 양호하였으며, SRMR도 .05로 적절한 

적합도를 보였다(Bentler & Bonett, 1980). 최종척도에 대한 내

적합치도(Cronbach’s α)는 .86으로 좋은 신뢰도를 나타냈으며, 

각 요인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대한 믿음 .86, 어머니의 책임에 대한 믿음 .81, 어머니의 역할 

이상에 대한 믿음 .78로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분신뢰도 

또한 각 하위요인이 .80, .80, .83로 우수한 값으로 나타나 전체

적으로 높은 신뢰도를 가진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타당화한 ‘한국판 어머니됨에 대한 역기능적 태도’ 

척도가 신뢰할 수 있는 척도임을 알 수 있다.

셋째, AToM 척도의 준거타당도를 검증하고자 선행연구와 

이론적 관련성을 갖는 일반적인 역기능적 신념, 임신기 스트

레스, 행복감과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AToM과 일반

적인 역기능적 신념의 상관을 살펴보면, 모든 하위요인 간에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Fonseca 

et al., 2018)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완벽주의적이고 타인의 평

가에 민감하며 타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등의 특징을 가

진 이들은 기본적으로 자신과 미래,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

식을 가지고 있고, 완벽하지 않으면 실패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의 편향된 태도를 지닌다(de Graaf et al., 2009). 이는 임신기

에 어머니됨에 대한 인식에 똑같이 적용되어 어머니됨에 대

해서도 완벽함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타인이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란 잘못된 신념으로 이어진다. 이러

한 역기능적인 태도들은 우울과 불안 등과 같은 내재화 장애

와 깊은 상관관계를 보이므로(Halvorsen, Wang, Eisemann, & 

Waterloo, 2010) 정서적 건강을 위해서 이러한 인지적인 편향

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AToM의 

하위요인과 임신기 스트레스의 모든 하위요인들이 유의한 정

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됨에 대한 완벽주

의적이고 이상적인 태도가 높으면 임신기에 느끼는 태아와 자

신 및 배우자에 대한 걱정으로 인한 스트레스 또한 높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어머니됨에 대한 역기능적 태도를 지닌 이들은 

회피나 부정, 신체화 등과 같은 성숙하지 못한 스트레스 대처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Milgrom & Beatrice, 2003), 이런 태도

를 지닌 이들에게서 임신기 스트레스는 더욱 높을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됨에 대한 역기능적 태도와 

행복감에서는 어머니의 책임에 대한 믿음 요인만을 제외한 모

든 하위요인에서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즉 자신의 양

육방식과 아이를 대하는 행동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신이 완벽하지 않으면 다른 이들이 자

신을 비난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개인의 삶에 대한 전반적

인 행복감이 낮아질 수 있음을 말해준다. 이는 관련 선행연구

와 일치하는 결과로, 타인의 평가에 대한 잘못된 믿음은 대인

관계에서의 어려움을 가져오고, 우울 및 불안, 성격장애 등 다

양한 심리적 문제와 관련이 있어서 궁극적으로 개인의 행복감

과 주관적 안녕감을 떨어뜨린다(Ha & Jang, 2011). 특히 이러

한 완벽주의 성향의 사람들은 의미 있는 타인으로부터 인정

과 사랑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커서 타인의 높은 기준에 도달

하려고 노력하나, 이는 가시적인 확인이 불가능하고 스스로가 

통제할 수도 없기 때문에 결국 좌절과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일으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Hur, 

2004). 반면 어머니의 책임에 대한 믿음 요인과 행복감과는 유

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대상자가 임산부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해당 하위요인의 문항 내용들은 주로 아이

가 태어난 후에 자신이 아이에게 헌신해야한다는 내용들로 이

루어져있다. 이는 출산 후에 실제로 아이에게 헌신하지 못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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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임신기에는 아직 그런 

상황이 나타나기 이전 시기로 그로 인한 불안과 걱정은 있겠

지만 개인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까지는 없는 것으로 보인

다. 이를 제외한 AToM 척도와 이론적으로 관련이 있는 모든 

준거 변인들과의 상관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므로 한국판 어머

니됨에 대한 역기능적 태도의 준거타당도가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말한 결과를 통해 나타난 본 연구의 시사점과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됨에 대한 역기능적 태도(AToM) 척

도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한국의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타당화 

연구를 실시하여 우수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였다는 것

에 의의가 있다. 최근 한국 사회는 타인의 평가에 매우 민감하

고 체면을 중시하며, 경쟁에 대한 스트레스가 큰 특성을 보이

는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어머니됨에 대해서도 타인의 평

가를 극도로 신경 쓰고, 완벽해야한다는 역기능적인 태도가 

부모의 양육신념 및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한

국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기의 어머니됨에 대한 태도를 측

정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타당화한 

AToM 척도를 활용해 임상, 심리, 간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

련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고, 어머니됨에 대한 역기능적 

태도가 강한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산후우울을 예방할 수 있는 

치료나 개입을 할 때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본 연구

대상이 임산부인 만큼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산후우울 예방교

육을 개발할 때, 본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임산부의 어머니됨

에 대한 역기능적 태도를 알아보고 보다 순기능적인 태도로 

변화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준거타

당도 검증을 통해 어머니됨에 대한 역기능적 태도가 일반적인 

역기능적 태도와 임신기 스트레스, 그리고 행복감과 유의한 

상관이 있다는 것을 밝혔는데, 이는 어머니됨에 대한 태도와 

다른 심리적 요인과의 관련성을 밝히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

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제한점을 토대로 후

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대상자

는 서울 . 경기지역의 임산부 교육에 참여한 임산부들만을 대

상으로 한 것으로 사회인구학적 배경이 다양하지 않고, 특히 

자발적으로 임산부 교육에 참석한 사람들이므로 이 결과를 일

반화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

양한 사회인구학적 배경을 가지고, 양육과 교육에 대한 관심

수준이 다양한 예비부모를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AToM 척도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개발된 것이지

만 어머니됨에 대한 역기능적 태도는 출산 후에도 지속되어 

어머니의 정신건강과 아이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출산 이후의 어머니됨에 대한 역기능적 태도

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의 개발과 타당화 연구 또한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횡단연구로 임신기 동안 어머니의 역기능적 

태도를 측정하였으나, 추후연구에서는 산전 AToM 척도점수

가 출산 후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연구가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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