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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전 국민 의료보험에 따라 우리나라 임부의 산전관리 수진율

이 1985년의 83.4%였으나 2000년 100%로 증가되었다(김승권, 

조애저, 이상식, 김유경과 송인주, 2000). 이에 따라, 임부들이 

임신 초기부터 전반기에 걸쳐 상당한 수준의 건강관리를 받고 

있으며, 다양한 임부교육을 통해 그들의 임신 관련 자가관리 

지식도 높아졌다. 

이같이 산전관리율이 세계 으뜸 수준으로 100%임에도 불구

하고 조기진통으로 인한 조산율은 1995년 4.25%, 1998년 

6.98%에서 2000년 8.25%, 2003년에는 10.03%까지 크게 증가

하였다(구윤희, 2005). 미국의 조산율도 1980년에 8.9%였으나 

2000년에는 11.6%로 증가되어 세계적으로도 조산율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Morrison 등, 2004). 따라서 

앞으로도 조기진통 발생건수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 

Russell 등(2007)은 미국의 경우 미숙아 출생에 따른 관리 비

용이 전체 신생아 건강관리 비용의 47%를 차지, 즉 58억 달러

를 차지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통하여 신생아 건

강 관리비용의 상당액이 모아의 건강증진이나 예방에 투자되지 

못하고 미숙아 출생에 따른 관리 비용으로 소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조기진통 임부의 자궁수축을 억제하여 재태기간을 

연장시킨다면, 궁극적으로 조산을 예방하여 모아합병증을 감소

시키는 동시에 국가 건강관리 비용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할 것

으로 본다. 

현재 자궁수축 억제를 위해 대부분의 조기진통 임부에게 

Ritodrine hydrochloride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가적으

로 자궁수축을 이완시키는 보완적 방법은 없는가? 라는 간호문

제가 제기된다. 

현재까지 인간의 근긴장을 완화시키는 방법에는 심호흡, 점

진적 근육이완요법, 자가훈련법 및 명상법 등이 있지만 그 중

에 복식호흡은 가장 쉬우면서도 전통이 깊은 이완요법이다(김

기석과 송윤헌, 1993; Janke, 1999). 심정언(2005)은 복식호흡 

후 조기진통 임부의 혈압과 맥박이 감소되고, 피부온도가 상승

하는 경향을 보고함으로써, 복식호흡의 이완효과를 보여주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Janke(1999)는 평균 임신 28주

되는 임부 107명 중 실험군 44명을 대상으로 5분간 복식호흡

을 훈련시키어 출산 시까지 자가 복식호흡을 격려한 결과 임신

주수가 길어지고 신생아 체중이 유의하게 컸다는 보고를 함으

로써 복식호흡의 조기진통 완화 가능성을 추정하게 하였다. 이

는 복부증대로 인하여 횡격막 압박을 받아 얕은 흉식 호흡에 

치우치는 임부를 이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서 복식호흡의 유

용성이 설명된 결과라고 해석된다. 

한편 중재방안으로서 어느 정도의 복식호흡이 조기진통에 효

과를 유도할 수 있는 최적의 수준인가? 라는 문제에 관하여는 

심정언(2005)의 연구과정에서 3단계의 실험적 중재결과를 비교

한 후 1회의 중재모드로 25회 복식호흡을 하되 1회의 복식호흡 

소요 단위는 12초로 설정함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상의 

고찰을 통하여 25회의 복식호흡이 조기진통 임부의 자궁근섬유

를 이완시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추정을 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자궁근육 이완을 위하여 복식호흡을 적

용한다면 임부의 불안 완화와 함께 자궁수축 빈도는 감소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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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라는 연구문제가 제기되었다.

복식호흡을 통해 임부의 불안 및 자궁수축 빈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면, 현 약물요법의 보완적 간호중재로서 복식호흡의 타

당성이 설명되어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2. 연구 목적

복식호흡이 조기진통 임부의 불안과 자궁수축 빈도를 감소시

키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함이다.

3. 연구 가설

1) 실험군의 복식호흡 후 심리적 불안 정도는 복식호흡 전보

다 감소할 것이다.

2) 실험군의 복식호흡 후 생리적 불안 정도는 복식호흡 전보

다 감소할 것이다.

부가설 1. 실험군의 복식호흡 후 혈압은 복식호흡 전보다 

낮아질 것이다. 

부가설 2. 실험군의 복식호흡 후 맥박은 복식호흡 전보다 

낮아질 것이다. 

부가설 3. 실험군의 복식호흡 후 말초 피부온도는 복식호

흡 전보다 올라갈 것이다.

3) 복식호흡을 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자궁수축 빈도는 차이

가 있을 것이다. 

4. 용어정의

1) 복식호흡

배근육을 폈다 다시 오므렸다 함으로써 횡격막의 신축에 의

하여 흉곽이 확대되고, 횡격막이 수축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횡격막의 운동이 주가 되는 호흡이다. 복압이 생기는 점에서 

복식호흡이라고 하고 흉곽 운동이 주가 되는 흉식호흡에 대응

하는 말이다(지제근, 2004).

본 연구에서는 심정언(2005)이 개발한 복식호흡 프로토콜에 

따라 대상자는 침상에 앙와위로 누운 상태에서, 코를 통해 천천

히 셋을 셀 때까지 흡입하면서 횡격막이 공기가 들어갈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배를 바깥으로 내밀도록 한다. 천천히 셋을 셀 때

까지 흡입상태를 유지하였다가 천천히 여섯을 셀 때까지 "휴" 소

리를 내면서 입을 통해 숨을 내쉬며 배를 넣는 것을 의미한다. 

2) 조기진통

임신 제20주에서 37주 사이에 5~8분 간격으로 규칙적인 자궁

수축이 있으면서, 자궁 경부의 점진적인 변화, 자궁 경부의 2cm

이상의 개대, 자궁 경부의 80% 이상의 소실의 세 가지 항목 중 

한 가지 이상을 포함하고 있을 때를 말한다(Cunningham 등, 

2001).

본 연구에서는 임신 20~37주 사이의 임부에게서 매 10분마

다 30초 이상의 자궁 수축과 자궁 경부의 변화를 동반할 때를 

의미한다(대한산부인과학회, 1997).

3) 불안

인간존재의 기본 요소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심리적 요구가 

충족되지 못할 때 야기되는 것으로 생긴 두려움을 포함한 심리

적 반응과 이때 나타나는 생리적 반응을 말한다(Gift, & 

Cahill, 1993).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불안은 Cline, Herman, Shaw와 

Morton(1992)의 Visual Analogue Scale(VAS)를 통해 측정된 

점수를 말하며, 생리적 불안은 교감신경 흥분으로 나타나는 혈

압, 맥박 및 말초 피부온도 변화로 측정되는 값을 의미한다. 

Ⅱ. 문헌고찰

1. 조기진통 임부의 불안과 자궁수축

조기진통이란 임신 20~37주 기간에 매 10분마다 30초 이상

의 자궁수축이 자궁 경부 변화와 함께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는

데(American College of Obstetricians and Gynecologists, 

1995), 조기진통을 일으키는 요인과 조기진통 사이의 병태생리

학적 경로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고, 그 추정요인이 다

발성이므로 조기진통의 원인치료는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치료 목적은 자궁수축의 강도와 빈도를 줄여, 분만의 

시기를 최대한 연장시키는데 있다. 

조기진통은 조산아 출산을 초래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조산은 

태아의 선천성 기형을 제외한 신생아 사망의 60~80%를 차지

한다(Robert, 2002).

이는 다양한 합병증 때문인데 구체적으로 미숙아는 단기적

으로는 호흡저하증후군, 괴사성 장염, 패혈증, 동맥관 개존증, 

심실 내 출혈 등을 경험하고, 장기적으로는 뇌성마비, 정신지

체, 망막병변, 뇌손상(Goldenberg, 2002; Wood, Marlow, 

Costeloe, Gibson, & Wilkinson, 2000) 등으로 고통 받는다. 

이같이 다양한 합병증이 치료되었다고 하더라도 후유증으로 인

하여 미숙아의 75%가 출생 이후 성장과정에서 신경발달 장애

를 겪게 되고, 이에 따른 어머니와 가족이 미숙아 때문에 겪게 

되는 스트레스와 경제적 부담은 수량화 할 수 없을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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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rison 등, 2004). 

조기진통 임부 치료를 위해 진통완화제, 부신피질 호르몬, 

항생제 투여를 하는데, 이 같은 치료 이후에도 조기진통이 계

속되면, 수액공급, 침상안정, 진통완화제의 지속적 투여와 함께 

진통을 감시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대한산부인과학회(1997)는 

소개하고 있다. 

이중 현재 가장 사용빈도가 높고 미국의 FDA가 인정하여 

세계 공통적으로 처방되고 있는 조기진통 완화제인 Ritodrine 

hydrochloride는 β-adrenergic receptor에 결합되어 자궁의 평

활근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Ritodrine hydrochloride

가 조기진통을 24~48시간 연장시키는 효과는 인정되지만 근본

적으로 조기 출산을 얼마나 지연시키는가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Robert, 2002). 이는 실제로 대조군을 두어 실험 결과를 제시

하는 데 윤리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조기진통 

임부의 자궁수축을 억제하기 위해 쓰이고 있는 Atosiban은 

oxytocin analog로서 부분적으로 투여되고는 있으나, 현재 개

발 중인 단계로 공인된 수준은 아니다. 

문덕희(2006)는 만삭 임부에 비해 조기진통 임부의 피로, 불

안, 스트레스의 평균 점수가 1.5배 높았다고 하였다. 조기진통 

임부는 출산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을 느끼며 이는 

생리적 지표인 혈압, 맥박 및 말초 피부온도로 설명되고, 심리

적 불안 정도는 VAS(Visual Analogue Scale)로 설명된다. 조

기진통 임부의 불안과 조기진통은 상호 악순환적 관계를 이루

므로 불안 감소를 위한 중재가 필요하다. 

현재 자궁수축 억제를 위해 대부분의 조기진통 임부에게 

Ritodrine hydrochloride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가적으

로 자궁수축을 이완시키거나 불안을 완화시키는 보완적 방법은 

없는가? 라는 간호문제가 제기된다. 

2. 복식호흡

현재까지 인간의 근긴장을 완화시키는 방법에는 심호흡, 점

진적 근육이완요법, 자가훈련법 및 명상법 등이 있지만 그 중

에 복식호흡은 가장 쉬우면서도 전통이 깊은 이완요법이다(김

기석과 송윤헌, 1993; Janke, 1999). 이완 훈련은 스트레스와 

관련된 질환에 있어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사용되어져 왔다. 

“싸우거나 혹은 도망가는” 반응을 행동으로 취하는데 준비된 

이후에, 이완 반응은 항상성을 유지시키는 균형을 제공한다. 

이완 반응의 활성화는 심박동수, 혈압, 호흡수, 산소 소비량, 

근골격계 긴장 그리고 혈액 내 젖산 수준의 감소를 나타낸다. 

이완 반응과 관련하여 알파 뇌파의 생산, 이산화탄소 제거, 

그리고 자연 살생 세포의 생산으로 말초의 혈액량은 증가한다

(Seaward, 1994). 이완요법이 생리적으로 어떻게 동통을 감소

시키는지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이완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교감신

경의 흥분을 잠재우며 불안으로부터 빠져나와 의식적으로 기분전

환을 할 수 있게 해준다(김기석과 송윤헌, 1993). Benson(1975)

은 이완이 교감신경계의 각성을 감소시키고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켜서 혈관이완을 일으키고 카테콜라민의 방출을 감소

시킨다고 하였다. 

복식호흡은 횡격막 호흡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가장 효과적으

로 산소와 탄산가스를 교환하는 방법이며, 동시에 이완을 증진

시키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Benson, Kotch, & Crassweller, 

1977). 호흡치료의 작용기전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은 코호흡의 

진정효과와 횡격막 운동에 의한 미주신경 자극과 부교감신경계 

기능강화로 설명되고 있다. 우선 코호흡의 진정효과는 코로 들

이마신 공기는 가온과 가습의 작용으로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호흡치료의 특수한 지시사항은 코로 숨을 들

이마시는 것이다. 이는 비도로 흐르는 공기의 움직임이 신경 

말단을 자극하고 이러한 자극이 신경계의 진정효과가 있는 것

으로 보고 있다. 또한,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횡격막을 움직이

면 미주신경을 자극하면서 부교감 신경이 지배적이 되어 진정

작용이 있다고 하나 아직 그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호흡치료의 작용기전에 대한 최근의 관점은 이산화탄소(CO2)

의 변화와 인지적 변화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CO2의 관점이 가장 지배적이다. CO2의 농도가 너무 높으면 고

탄산증(hypercapnia)이 일어나며 이는 이완반응과 중요한 관계

가 있다. 불충분한 호흡은 CO2의 농도가 증가되므로 저환기

(hypoventilation)가 나타난다. 저환기는 동맥의 CO2 수준을 

상승시켜 고탄산증을 일으킨다. 몇 초간의 호흡 정지(5~10초)

와 저환기를 일으키는 얕고 느린 호흡은 경미한 고탄산증(mild 

hypercapnia)을 일으키는 두 가지의 흔한 예이다. 처음에는 CO2

가 너무 빨리 증가한다. 경미한 고탄산증(mild hypercapnia)은 

약 10%정도의 CO2증가로도 일어날 수 있다. 이때 중추신경계

와 말초신경계에서는 신체적 변화가 나타난다. 즉, 서맥, 심박

동률 감소, 말초혈관의 이완, 위액분비 자극, 피질활동 억제, 

경미한 졸리움 등이 나타나며 이러한 상태는 정상적으로 깨어

있는 의식에서 수면과 같은 졸리운 상태로 변화될 때 나타난

다. 인지적 관점은 인지적 전환(cognitive diversion)과 인지적 

재구성(cognitive restructuring)의 두 가지 모형이 있다. 인지

적 전환 관점은 근심, 걱정, 분노 등과 같은 부정적인 사고로

부터 관심을 다른 데로 전환시킴으로써 일시적으로 불안을 감

소시킬 수 있다는 견해이고, 인지적 재구성은 증상 예측과 증

상에 대한 인지적 신념 또는 속성에 초점을 두었다. 호흡치료

는 즉각적인 안도감을 제공하며 안도감은 미래의 각성과 증상

을 예방할 수 있다는 인지적 재구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이평숙,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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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 복식호흡이 부교감 신경계를 자극하여 이완반응을 일

으켰다는 결과를 생리통 여성을 대상으로 김금순, 이소우, 최

명애와 이명선(1999)은 보고하였다. 나아가 Janke(1999)는 평

균 임신 28주되는 임부 107명 중 실험군 44명을 대상으로 5

분간 복식호흡을 시키고 출산 시까지 자가 복식호흡을 격려한 

결과 임신주수가 길어지고 신생아 체중이 유의하게 컸다는 보

고를 하였다. 또한, Bacon과 Pappen(1985)은 횡격막 호흡이 

말초 체온을 증가시키는 데에 효율적이라고 보고하였다. 그리

고 심정언(2005)은 복식호흡 후 조기진통 임부의 혈압과 맥박

이 감소되고, 피부온도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고함으로써, 복

식호흡의 이완효과를 보여주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상의 문헌 고찰을 통해, 복식호흡이 긴장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인 간호중재이며, 복식호흡이 조기진통 임부의 자궁수

축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가 현재까지 없었음을 확

인 할 수 있었다. 만약, 복식호흡을 통해, 조기진통 임부의 불

안과 자궁수축 빈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면, 임상에서 간호사

가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간호중재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결과적으로 조산율을 낮춤으로써 신생아 이환

률이나 사망률 감소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조기진통 임부에게 복식호흡 중재를 적용하여 불

안과 자궁수축 빈도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하여 원시실

험설계와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시차 유사 실험설계를 병합한 

예비연구이다<표 1>. 

<표 1> 연구진행표

요인

대조군(30명) 실험군(5명)

사전

조사

사후

조사

사전

조사

실험

처치

사후

조사

일반적 특성 ○ ○

산과적 특성 ○ ○

자궁수축 빈도 ○ ○ ○ ○

심리적 불안(VAS) ○ ○

생리적 불안

 (혈압, 맥박, 말초 피부온도)
○ ○

복식호흡 ○

2. 연구대상

실험군은 5명, 대조군은 30명으로 하여 아래의 대상자 선정 

기준에 맞는 대상자 전수로 하였다. 

<대상자 선정 기준>

1. 임신 20~37주 이내의 조기진통으로 분만실에 입원한 임부

2. 진통억제제로 Ritodrine hydrochloride를 투여 받는 자

3.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

4. 합병증이 없는 자

3. 연구도구

1) 심리적 불안

심리적 불안은 Cline 등(1992)의 시각적 상사척도(Visual 

Analogue Scale: VAS)를 통해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왼쪽 끝

에 0cm ‘전혀 불안하지 않다’ 오른쪽 끝에 10cm ‘매우 불안하

다’ 라고 적혀 있는 수평선상에 대상자가 느끼는 불안의 정도를 

표시하도록 하는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2) 생리적 불안

(1) 혈압과 맥박

자동 혈압계를 이용하여, 복식호흡 전·후에 대상자가 침대

에 앙와위로 누워있는 상태에서 혈압과 맥박을 측정하였다. 

(2) 말초 피부온도

말초 피부온도는 피부온도계(Model SC911, China)를 이용하

여, 대상자의 네 번째 손가락 끝에 피부온도계를 감아 복식호

흡 전·후에 측정한 화씨값(℉)이었다. 

3) 자궁수축 빈도

자궁수축 빈도는 Tocodynamometer(자궁수축 변환기)로 측정

하였다. 

4. 실험처치-복식호흡

복식호흡 중재자는 훈련된 연구자 1명이 일관성 있게 실시하

였다. 심정언(2005)이 개발한 복식호흡 프로토콜에 따라 조기

진통으로 입원한 임부를 대상으로 자궁수축이 시작되는 시점에 

복식호흡 25회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총 5분이 소요되었다. 

즉, 1분당 흡기, 참기, 호기에 12초 소요되어 1분당 5회, 5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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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복식호흡 시작 시점

<표 2> 복식호흡 양식

경과시간(초) 3 6 12 15 18 24 27 30 36 39 42 48 51 54 60

소요시간(초) 3 3 6 3 3 6 3 3 6 3 3 6 3 3 6

호흡주기 흡기 참기 호기 흡기 참기 호기 흡기 참기 호기 흡기 참기 호기 흡기 참기 호기

총 25회 실시하였다. 대상자는 침상에 앙와위로 누운 상태에

서, 코를 통해 천천히 셋을 셀 때까지 흡입하면서 횡격막이 공

기가 들어 갈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배를 바깥으로 내밀도록 

하였다. 천천히 셋을 셀 때까지 흡입상태를 유지하였다가 천천

히 여섯을 셀 때까지 "휴" 소리를 내면서 입을 통해 숨을 내쉬

며 배를 넣는 것을 복식호흡 1회(12초 소요)로 하였다. 이때 실

험군은 복식호흡 25회를 한 세트로 하루에 3세트씩 3일 실시하

도록 하였다[그림 1], <표 2>. 

5. 자료수집 기간 및 방법

1) 2006년 1월 21일부터 2006년 3월 31일까지 S병원에 조기

진통으로 입원한 임부 중 대상자 선정 조건에 부합하는 

자에게 연구자는 연구목적과 의의를 설명한 후 연구 참여

에 동의한 5명의 실험군을 대상으로 일반적·산과적 특성

을 조사하였다. 

2) 불안 측정은 실험군을 대상으로 하였다. 심리적 불안 측

정 자료는 개인당 하루에 1회씩 3일간 3회, 즉 5명에게서 

15개, 생리적 불안 측정 자료는 개인당 하루에 3회씩 3일

간 9회, 즉 5명에게서 45개 측정되었다. 복식호흡 전·후

에 피부 온도계로 말초 피부온도를 측정하였고, 자동 혈

압계로 혈압과 맥박을 측정하였다. 심리적 불안은 VAS를 

통해 측정하였다. 

3) 자궁수축 빈도(횟수)는 Tocodynamometer(자궁수축 변환기)

를 통하여 측정하였으며, 실험군이 조기진통으로 입원한 시

점부터 복식호흡 시행과 Ritodrine hydrochloride투여 전

까지, 복식호흡 시행과 Ritodrine hydrochloride투여 후부

터 출산 시점까지 총 자궁수축 발생 건수를 기록하였다.

4) 2005년 1월 2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동병원에서 

조기진통으로 입원한 임부 중 대상자 선정 조건에 부합하

는 자 30명을 대조군으로 하였다. 후향적 조사방법으로 

의무기록 및 간호기록을 통해 일반적·산과적 특성과 자

궁수축 빈도(횟수)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6. 자료분석 방법

자료는 SPSS win 12.0 program으로 통계처리 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산과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

하였다. 

2)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과 산과적 특성은 t-test, 

x2-test로 분석하였다. 

3) 실험군의 복식호흡 전·후 불안 차이는 paired t-test로 

분석하였다. 

4) 실험군과 대조군간의 자궁수축 빈도(횟수) 차이는 t-test

로 분석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산과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증

실험군의 연령은 평균 32.2세, 대조군은 평균 31세이었다. 

대졸 이상의 학력에 실험군 100.0%, 대조군 83.3%가 주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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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단위)

복식호흡 전 
(f1=15)

복식호흡 후 
(f2=15)  t p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VAS(0~10점) 6.38±1.50 5.56±0.63 3.11 .01*

* p<.05

<표 4> 실험군의 복식호흡 전 ․ 후 심리적 불안의 차이
 (F=30)

특성 (단위) 구  분
실험군

(n=5)

대조군

(n=30)
t or x2 p

연령(세) 평균±표준편차 32.2±3.1 31.0±3.3 0.78 .44

학력
고졸 이하

대졸 이상

0(  0.0)

5(100.0)

 5(16.7)

25(83.3)
0.97 .32

입원 당시 

임신 기간(일)
평균±표준편차 205.2±30.6 192.9±35.3 0.73 .47

만삭 분만 경험
있음

없음

1( 20.0)

4( 80.0)

 8(26.7)

22(73.3)
0.10 .75

조산 경험
있음

없음

0(  0.0)

5(100.0)

 2( 6.7)

28(93.3)
0.35 .55

유산 경험
있음

없음

1( 20.0)

4( 80.0)

10(33.3)

20(66.7)
0.35 .55

<표 3>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산과적 특성 관련 동질성 검증
인수(%)

포하였다. 실험군의 입원 당시 임신 기간은 평균 205.2일, 대

조군은 평균 192.9일이었다.

만삭 분만 경험이 없는 경우에 실험군 80.0%, 대조군 73.3%

가 주로 분포하였으며, 실험군 모두는 이전 조산 경험이 없었

으나, 대조군은 6.7%가 이전 조산 경험이 있었고, 93.3%가 없

었다. 또한, 유산 경험이 없는 경우에 실험군 80.0%, 대조군 

66.7%가 주로 분포하였다. 

이상의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산과적 특성에서는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집단은 동질성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표 3>.

2. 가설검증

1) 실험군의 복식호흡 후 심리적 불안 정도는 복식호흡 전보다 

감소할 것이다.

본 가설 검증을 위한 자료는 관찰 수 15건으로서 5명에게 각

각 3회씩 관찰한 자료다. 실험군의 심리적 불안의 관찰 수가 15

건으로 제한된 이유는 심리적 불안은 하루 3회씩 적용된 복식호

흡 처치 전․후마다 측정한 가변성이 크다고 본 생리적 불안과는 

달라서 시간 때별 변화를 측정하기 어려웠고, 윤리적 문제 발생

의 소지가 우려되어 1회/일만 자료 수집하였기 때문이다.

복식호흡이 실험군의 심리적 불안 정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

증한 결과는 <표 4>과 같았다.

가설 “실험군의 복식호흡 후 심리적 불안 정도는 복식호흡 

전보다 감소할 것이다.”는 복식호흡 전 VAS는 평균 6.38
1.50점이었으나, 복식호흡 후 평균 5.560.63점으로 평균 

0.82점 감소하였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본 가설은 지지되었다(t=3.11, p=.01). 

2) 실험군의 복식호흡 후 생리적 불안 정도는 복식호흡 전보다 

감소할 것이다.

부가설 1. 실험군의 복식호흡 후 혈압은 복식호흡 전보다 낮

아질 것이다. 

부가설 2. 실험군의 복식호흡 후 맥박은 복식호흡 전보다 낮

아질 것이다. 

부가설 3. 실험군의 복식호흡 후 말초 피부온도는 복식호흡 

전보다 올라갈 것이다.

본 가설 검증을 위한 자료는 관찰 수 45건이었는데, 이는 3회

/일 적용된 복식호흡 처치 전․후에 각각 측정하여 1인당 3회씩

×3일 즉 9건이고, 전체 실험 참여자가 5명이었으므로, 관찰수 

총 45건이었다.

복식호흡이 실험군의 생리적 불안 정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

증한 결과는 <표 5>와 같았다.

부가설 1, 2, 3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가설 1. “실험군의 복식호흡 후 혈압은 복식호흡 전보다 

낮아질 것이다.”는 복식호흡 전 실험군의 수축기 혈압은 평균 

118.51±12.76mmHg에서, 복식호흡 후 평균 118.44±12.22mmHg

으로, 이완기 혈압은 평균 62.44±8.28mmHg에서 61.69±8.99mmHg

으로 나타났다. 복식호흡 전과 비교하여 복식호흡 후 수축기 혈

압은 평균 0.07mmHg, 이완기 혈압은 평균 0.75mmHg 낮아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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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단위)

복식호흡 전

(f1=45)

복식호흡 후

(f2=45)  t p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수축기 혈압(mmHg) 118.51±12.76 118.44±12.22 0.04 .97

이완기 혈압(mmHg) 62.44±8.28 61.69±8.99 0.50 .62

맥박(회/분) 100.00±16.23 97.76±15.01 1.28 .21

말초 피부온도(℉) 94.42±1.22 95.06±0.88 -5.98    .00***

*** p<.001

<표 5> 실험군의 복식호흡 전 ․ 후 생리적 불안의 차이
 (F=90)

구분

(단위)
특성

실험군

(n1=5)

대조군

(n2=30) t p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자궁수축 

빈도

(회)

복식호흡(Ritodrine hydrochloride 투여)* 전 빈도 129.20±104.23 73.43±60.73 1.16 .30

복식호흡(Ritodrine hydrochloride 투여)* 후 빈도 99.40±44.42 177.83±175.05 -2.08  .04*

복식호흡(Ritodrine hydrochloride 투여)* 전․후 빈도 차이 29.80±100.86 -104.40±148.20 1.94 .06

* 실험군: 복식호흡+Ritodrine hydrochloride투여, 대조군: Ritodrine hydrochloride투여, * p<.05

<표 6> 실험군과 대조군의 자궁수축 빈도 차이
(n=35)

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부가설 1은 지

지되지 않았다. 

부가설 2. “실험군의 복식호흡 후 맥박은 복식호흡 전보

다 낮아질 것이다.”는 복식호흡 전 실험군의 맥박수는 평균 

100.00±16.23회/분이었으며, 복식호흡 후 맥박수는 평균 

97.76±15.01회/분으로 나타나 평균 2.24회/분 낮아졌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부가설 2는 지지되

지 않았다.

부가설 3. “실험군의 복식호흡 후 말초 피부온도는 복식호

흡 전보다 올라갈 것이다.”는 복식호흡 전 실험군의 말초 피부

온도는 평균 94.42±1.22 ℉에서, 복식호흡 후 평균 

95.06±0.88 ℉으로 평균 0.64 ℉ 상승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t=-5.98, p=.00). 따라서 부가설 3은 지지

되었다. 

3) 복식호흡을 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자궁수축 빈도는 차이

가 있을 것이다.

복식호흡을 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자궁수축 빈도 차이를 검

증한 결과는 <표 6>과 같았다.

실험군의 복식호흡 시행과 Ritodrine hydrochloride투여 후 

자궁수축 빈도는 복식호흡 시행과 Ritodrine hydrochloride투

여 전 자궁수축 빈도에 비해 평균 29.80±100.86회 감소하였

고, 대조군의 Ritodrine hydrochloride투여 후 자궁수축 빈도

는 Ritodrine hydrochloride투여 전 자궁수축 빈도에 비해 오

히려 평균 104.40±148.20회 증가하였다. 그러나 두 군의 자궁

수축 빈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본 가

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Ⅴ. 논    의

1. 복식호흡이 조기진통 임부의 불안에 미치는 

효과

복식호흡이 조기진통 임부의 불안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불안을 심리적 불안과 생리적 불안으로 구분하여 측정하

였다. 심리적 불안은 VAS를 통해 측정되었고, 복식호흡 후 실

험군의 심리적 불안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

인 할 수 있었다. 이는 조기진통 임부에게 복식호흡을 적용하

여 불안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한 심정언(2005)과 산부들에게 

호흡조절을 시켜 불안이 감소되었다는 한혜실(1988)의 연구 결

과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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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적 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혈압, 맥박 그리고 말초 피부

온도를 측정하였다. 복식호흡 전과 비교하여 복식호흡 후 실험

군의 수축기 혈압은 평균 0.07mmHg, 이완기 혈압은 평균 

0.75mmHg 낮아졌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또한, 

맥박도 복식호흡 전과 비교하여 복식호흡 후 평균 2.24회/분 

낮아졌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메타분석을 통

하여 이완요법이 불안과 혈압 하강에 유용한 중재임을 설명한 

김희승, 송혜향과 최소은(2000)과 심정언(2005)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실험군 5명은 복식호흡 전에 이미 정상 혈압과 맥

박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

만, 복식호흡(약물투여) 후 혈압과 맥박의 약간의 감소를 확인

할 수 있었던 것이라 사료된다. 

복식호흡 후 실험군의 말초 피부온도는 평균 0.64 ℉로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상승하였고, 이는 복식호흡이 말초 피부온도를 

증가시킨다고 보고한 Bacon과 Poppen(1985)과 biofeedback에 

의한 피부온도 상승을 확인한 윤영창과 황익근(1984)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복식호흡이 심리적 불안 감소뿐만 아니

라 생리적 불안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5명의 실험군을 대상으로 불안을 측정한 

결과이기 때문에 일반화의 어려움이 있으며, 추후에 다수를 대

상으로 하는 반복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조기진통 

임부의 복식호흡이 체내 산소 순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에 관한 생리적 평가가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이는 산소포화도

를 측정함으로써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2. 복식호흡이 조기진통 임부의 자궁수축 빈도에 

미치는 효과

복식호흡이 자궁수축 빈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

가 없었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고자 한다. 실

제 임상에서는 자궁수축 변환기에 그려진 자궁수축의 강도보다

는 임부가 느낀 자궁수축 빈도와 자궁수축 변환기에 의해 그려

진 자궁수축 빈도에 더 의미를 두고 자궁수축 및 조기진통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복식호흡이 조기진통 임부의 

자궁수축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조기

진통 임부의 자궁수축 빈도(횟수)를 조사하였다. 

실험군은 입원하여 조기진통을 진단받고, Ritodrine hydrochloride

를 투여받기 시작한 시점부터 복식호흡을 교육받았고, 3일간 복

식호흡을 시행하였다. 대조군은 조기진통을 진단받고, Ritodrine 

hydrochloride를 투여 받았으며, 복식호흡을 교육받거나 시행

하지는 않았다. 실험군의 자궁수축 빈도 측정을 위해 연구자는 

입원 시점부터 복식호흡 시행과 Ritodrine hydrochloride투여 

후 자궁수축 빈도는 복식호흡 시행과 Ritodrine hydrochloride

투여 후부터 출산 시점까지 총 자궁수축 발생 건수를 기록하

였고, 대조군의 자궁수축 빈도 측정은 후향적 조사방법으로 

의무기록 및 간호기록을 참고하여, 입원 시점부터 Ritodrine 

hydrochloride투여 전까지, Ritodrine hydrochloride투여 후부

터 출산 시점까지 총 자궁수축 발생 건수를 기록하였다. 

실험군의 시점부터 복식호흡  시행과 Ritodrine hydrochloride

투여 전까지, 복식호흡 시행과 Ritodrine hydrochloride투여 

전보다 평균 29.80회 감소하였으나, 대조군의 Ritodrine 

hydrochloride투여 후 자궁수축 빈도는 Ritodrine hydrochloride

투여 전보다 오히려 평균 104.40회 증가하였다. 두 군의 자궁

수축 빈도의 차이는 평균 134.20회였다. 복식호흡을 한 실험

군의 자궁수축 빈도는 대조군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복식호흡의 자궁근육 이완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결과로 사료된다. 

실험군은 자궁수축이 시작되는 시점에 복식호흡 25회를 실시

하도록 하였으며, 총 5분이 소요되었다. 앞선 심정언(2005)의 

연구에서 25회 복식호흡이 조기진통 임부의 불안 감소에 효과

가 있음이 입증되었고,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복식호흡이 조

기진통 임부의 불안 감소를 통한 자궁 근육 이완의 지표인 자

궁수축 빈도 감소에는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시도되었다. 실제로 복식호흡을 임상에 적용하는데 있어 유용

성 및 그 효과성을 고려하여, 연구자는 복식호흡 25회를 한 세

트로 하루에 3세트씩 3일 실시하도록 중재에 대한 양식을 정형

화하였다. 추후 더 많은 조기진통 임부를 대상으로 자궁수축 

빈도에 관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또한 조기진통 

임부의 자궁수축 억제를 위한 복식호흡 protocol 개발이 필요

하리라 사료된다.

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조기진통 임부에게 복식호흡 중재를 적용

하여 불안 감소와 함께 자궁수축 빈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

안으로서 복식호흡의 유용성을 설명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설계는 원시실험설계와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시

차 유사 실험설계를 병합한 예비연구로서, 이를 위한 연구대상

자는 실험군 5명, 대조군 30명으로 총 35명이었다. 실험군은 

2006년 1월 21일부터 2006년 3월 31일까지 S병원에 조기진통



임상간호연구 13(3), 2007년 12월

- 39 -

으로 입원한 임부 중 대상자 선정 조건에 맞는 참여 가능자 전

수로 하였고, 대조군은 후향적 조사방법으로 2005년 1월 2일부

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동병원에서 조기진통으로 입원한 임

부 중 선정 조건에 맞는 대상자 전수로 하였다.

실험처치는 심정언(2005)이 개발한 복식호흡 프로토콜에 따

라 조기진통으로 입원한 임부를 대상으로 자궁수축이 시작되는 

시점에 복식호흡 25회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총 5분이 소요

되었다. 즉, 1분당 흡기, 참기, 호기에 12초 소요되어 1분당 5

회, 25회 총 5분간 실시하였다. 대상자는 침상에 앙와위로 누

운 상태에서, 코를 통해 천천히 셋을 셀 때까지 흡입하면서 횡

격막이 공기가 들어 갈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배를 바깥으로 

내밀도록 하였다. 천천히 셋을 셀 때까지 흡입상태를 유지하였

다가 천천히 여섯을 셀 때까지 "휴"소리를 내면서 입을 통해 숨

을 내쉬며 배를 넣는 것을 복식호흡 1회(12초 소요)로 하였다. 

이때 실험군은 복식호흡 25회를 한 세트로 하루에 3세트씩 3일 

실시하도록 하였다. 

불안은 실험군을 대상으로 측정하였다. 심리적 불안은 복식

호흡 전·후 VAS(Visual Analogue Scale)를 통해 측정하였고, 

생리적 불안은 피부 온도계를 네 번째 손가락의 끝에 감아 말

초 피부온도(℉)를 측정, 자동 혈압계를 이용하여 혈압과 맥박

을 측정하였다. 

자궁수축 빈도(횟수)는 Tocodynamometer(자궁수축 변환기)

를 통하여 측정하였으며, 실험군은 조기진통으로 입원한 시점부

터 복식호흡 시행과 Ritodrine hydrochloride투여 전까지, 복식

호흡 시행과 Ritodrine hydrochloride투여 후부터 출산 시점까

지 총 자궁수축 발생 건수를 기록하였다. 대조군은 의무기록 및 

간호기록을 참조하여, 조기진통으로 입원한 시점부터 Ritodrine 

hydrochloride투여 전까지, Ritodrine hydrochloride투여 후부

터 출산 시점까지 총 자궁수축 발생 건수를 기록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win 12.0 program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산과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

하였고,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산과적 특성의 분석은 

t-test, x2-test로 분석하였다. 실험군의 복식호흡 전·후 불

안의 차이는 paired t-test로 분석하였고, 실험군․대조군간의 

자궁수축 빈도(횟수) 차이는 t-test를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산과적 특성으로 연령, 학력, 

입원 당시 임신기간, 산과력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가설 “실험군의 복식호흡 후 심리적 불안 정도는 복식호

흡 전보다 감소할 것이다.”는 복식호흡 전 VAS는 평균 

6.381.50점이었으나, 복식호흡 후 평균 5.560.63점으

로 평균 0.82점 감소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3.11, p=.01). 

3) 가설 “실험군의 복식호흡 후 생리적 불안 정도는 복식호흡 

전보다 감소할 것이다.”의 부가설 1. “실험군의 복식호흡 

후 혈압은 복식호흡 전보다 낮아질 것이다.”는 복식호흡 

전 실험군의 수축기 혈압은 평균 118.51±12.76mmHg에

서, 복식호흡 후 평균 118.44±12.22mmHg으로, 이완기 

혈압은 평균 62.44±8.28mmHg에서 61.69±8.99mmHg

으로 나타났다. 복식호흡 후 수축기 혈압은 복식호흡 전

보다 평균 0.07mmHg 낮아졌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는 않았다(t=0.04, p=.97). 또한, 복식호흡 후 이완기 혈

압은 복식호흡 전보다 평균 0.75mmHg 낮아졌으나,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t=0.50, p=.62). 

   부가설 2. “실험군의 복식호흡 후 맥박은 복식호흡 전  

보다 낮아질 것이다.”는 복식호흡 전 실험군의 맥박수  

는 평균 100.00±16.23회/분이었으며, 복식호흡 후 맥  

박수는 평균 97.76±15.01회/분으로 나타나 평균 2.24회

/분 낮아졌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1.28, p=.21). 

   부가설 3. “실험군의 복식호흡 후 말초 피부온도는 복식  

호흡 전보다 올라갈 것이다.”는 복식호흡 전 실험군의 말  

초 피부온도는 평균 94.42±1.22 ℉에서, 복식호흡 후 평  

균 95.06±0.88 ℉으로 평균 0.64 ℉ 상승하였으며,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5.98, p=.00). 

4) 가설 “복식호흡을 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자궁수축 빈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실험군의 복식호흡 시행과 

Ritodrine hydrochloride투여 후 자궁수축 빈도는 복식호

흡 시행과 Ritodrine hydrochloride투여 전 자궁수축 빈도에 비

해 평균 29.80±100.86회 감소하였고, 대조군의 Ritodrine 

hydrochloride투여 후 자궁수축 빈도는 Ritodrine 

hydrochloride투여 전 자궁수축 빈도에 비해 오히려 평균 

104.40±148.20회 증가하였다. 두 군의 자궁수축 빈도 차이

는 평균 134.20회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1.94, p=.06). 

조기 진통 임부의 복식호흡이 심리적 불안 감소와 더불어 생

리적 불안을 나타내는 지표 중 말초 피부온도를 높임으로써, 

이완 반응을 촉진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자궁수축 빈도가 감소되는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자궁근육 이완에 긍정적인 효과로 

고려되어진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조기진통 임부를 위한 보

완적인 방법인 복식호흡이라는 간호 중재를 임상에 적용하는데 

있어 유용성 및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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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1) 조기진통 임부 수가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 복식호흡을 

적용한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2) 조기진통 임부의 복식호흡과 산소 포화도의 관계 규명 연

구를 제언한다. 

3) 조기진통 임부의 자궁수축 억제를 위한 복식호흡 protocol 

개발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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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Abdominal Breathing on Preterm Labor Anxiety and 
Frequency of Uterine Cont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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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pilot study was aimed to examine the effect of abdominal breathing on the frequency of uterine 

contraction and anxiety of pregnant women with preterm labor. This study utilized pre-experimental design and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post test quasi-experimental design. Method: Subjects were 35 women in total; 5 in 

experimental group and 30 in control group. Following the protocol by Shim Joung-Ohn(2005), pregnant women who 

were admitted to the hospital for preterm labor were assigned to the experimental group. They were instructed to 

perform abdominal breathing 25 times at the start of uterine contraction, which took 5 minutes. Three sets of 5-minutes 

abdominal breathing(25 times) were performed daily for three days. Before and after the abdominal breathing of the 

experimental group, Visual Analogue Scale was employed in order to assess the psychological anxiety level of the 

experimental group. Blood pressure, pulse, and skin temperature were measured to obtain data on the physical anxiety 

level. Frequencies of uterine contraction were collected using tocodynamometer. For the women in the control group, 

nursing and medical records were reviewe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program. Results: After 

abdominal breathing,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ecline in the psychological anxiety level of the experimental 

group(t=3.11, p=.01). With regard to the physical anxiety level,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rop was detected in blood 

pressure and pulse, skin temperature rose significantly(t=-5.98, p=.00).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reduction in 

the frequency of uterine contraction(t=1.94, p=.06). Conclusion: The findings of the study confirmed that abdominal 

breathing reduced the psychological anxiety of pregnant women with preterm labor and raised their skin temperature, 

one of the indicators of relaxation response. Besides, the frequency of uterine contraction tended to decrease, although 

the degree of the decrease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s suggests that abdominal breathing has a positive effect 

on uterine muscle relaxation.

Key words : Abdominal breathing, Preterm labor, Anxiety, Uterine cont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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