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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1. 연구의 필요성 

의료기술의 발달과 산전관리 교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조기진통과 조산의 

빈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1,2]. 현재 우리나라의 조산율은 2007년에는 5.2%, 2010
년 5.9%, 2017년 7.6%로 10년 만에 1.5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3]. 조기진통이 진행되

어 임신 20주에서 임신 37주 사이에 분만한 경우를 조산이라고 말한다[4]. 조산의 주 

원인인 조기진통은 임신 3기의 흔한 합병증이며 전체 임신의 6∼15%를 차지할 정도

로 높고, 자궁경부와 자궁수축을 동반하게 된다[4]. 이러한 조기진통의 원인은 이전의 

조산, 이전 임신 2-3기의 유산, 산모의 나이, 영양 상태, 다태임신, 자궁내 감염, 자궁

경부 기형, 자궁경부 손상, 내과적 질환, 스트레스 등의 임부 측 요인과 다태아, 양수 

To evaluate the effects of abdominal breathing relaxation therapy on anxiety, stress, 
pain for pregnant women with preterm labor pain. Electronic databases, including 
PubMed, OVID MEDLINE, RISS, Google Scholar and Korean databases and were 
searched through April 2021. 401 studies were identified; 5 were suitable for me-
ta-analysis. Cochrane’s risk of bias tool and the R version 3.5.2 (Meta-analysis with 
R) program were used. The authors performed a meta-analysis of 5 trials that met 
eligibility criteria. Two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RCTs) and three non-RCTs 
examined a total of 533 pregnant women with preterm labor pain patients who re-
ceived breathing relaxation therapy were compared with those who received control 
or usual care (no intervention). The findings in this study indicate that effect size of 
breathing relaxation therapy for anxiety was Hedges’ g = -0.93 (95% CI: -1.46 to 
-0.41), as indicated by a “large effect size” and the effect size of stress was Hedges’ g 
= -0.59 (95% CI: 0.22 to 0.95) as indicated by a “moderate effect size”. The effect size 
of BP was Hedges’ g = -1.03 (95% CI: -1.43 to -0.63), as indicated by a “large effect 
size”. Overall, abdominal breathing relaxation therapy had beneficial effects on anxi-
ety, stress and BP, and i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meta-subgroup analyses 
by approach type, intervention duration had a significant effect. These results indi-
cate that abdominal breathing may be an effective nursing intervention for pregnant 
women with preterm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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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증, 태반이상, 태아 기형 등의 태아측 요인이 있다[5]. 이처럼 

조기진통의 발생 추정요인이 다양하고, 조기진통에 대해 많은 연구

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확한 원인은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6,7].  
현재 조기진통 임부의 일반적인 관리로는 임신기간 연장을 위하

여 병원에 입원하여 침상안정을 취하면서 필요에 따라 진통억제제

(tocolytic drug)를 투여 받는다[4]. 이 과정에서 조기진통 임부들은 

가족들과 분리되어 낯선 병원 환경에 적응해야 하고, 절대안정으로 

인하여 활동이 제한되며, 조산의 가능성 및 태아의 안녕에 대한 염

려 등으로 불안, 스트레스, 신체적 불편감 및 피로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8-10]. 불안을 느끼게 되면 자율신경계인 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카테콜아민의 방출이 증가되어 말초혈관이 수

축되고 혈압과 맥박이 증가하는 생리적 반응을 야기하게 된다[11]. 
그러므로 조기진통 임부가 병원에서 진통억제제를 치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지속되는 불안 및 스트레스는 임부나 태아에게 위험요인

으로 작용될 수 있다[9,11]. 따라서 간호사는 조기진통 임부의 원인 

및 위험요소를 조기 확인하고, 침상안정과 약물요법으로 자궁수축

활동을 억제하도록 하는 신체적 간호뿐만 아니라, 심리적 불안으로 

발생되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 정서적 지지와 간호를 해야 

한다[9,12,13]. 
간호중재로서 이완요법은 불안, 스트레스와 관련된 정신적 신체

적 장애의 치료에 자주 사용되어왔으며, 조기진통 임부의 불안 및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조기진통 임부의 간호중재는 입원중 조기진통 완화를 위해 투여되

는 약물 등의 의학적 치료 외에도 불안,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하

여 복식호흡[14-16], 음악요법[17-19], 이완요법[20-22]과 같은 다

양한 프로그램이 국내외 수행되었다. 

이완요법에는 복식호흡, 음악요법, 점진적 근육이완요법, 자가

훈련법, 명상법 등이[14-19,23-25] 있으며 그 중에 복식호흡은 전

통적인 이완요법[25]으로 일명 횡격막 호흡이라고도 한다. 이는 가

장 효과적으로 산소와 탄산가스를 교환시키며 동시에 이완을 증진

시키는 방법이다[20] 그러나 이완요법으로 가장 쉽게 적용되고 있

는 복식호흡이 조기진통 임부의 불안 및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기 위

한 여러 연구들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다양한 이완 

중재방법을 적용한 개별 연구들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조기진통 

임부 대상의 복식호흡을 적용한 이완요법의 프로그램의 효과나 전

략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된 연구가 없어 조기진통 임부의 간호중

재에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목적은 조기진통 임부 대상의 복식호흡을 적용한 이완요

법 프로그램의 선행연구들에 대하여 주요 연구방법과 결과를 체계

적으로 고찰함으로써, 간호중재의 최근 경향을 파악하고, 메타분석

을 통한 효율적 간호중재 방안 모색 및 기초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조기진통 임부에게 미치는 임상

적 가능성 및 효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Materials and Methods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조기진통 임부의 복식호흡을 적용한 이완요법 프로그

램이 불안, 스트레스, 혈압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중재논문에 대

한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 문헌을 선정하기 위하여 PICO(Popula-
tion, Intervention, Comparison, Outcome) 기준에 의거하여 국내

외 연구논문을 검색하였다.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2021년 4월까지

의 조기진통 임부 대상으로 제공된 복식호흡을 적용한 이완요법 프

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한 국외, 국내 연구를 적용하였다. 분석대상 

문헌은 PICO에 따라 대상자(P)는 조기진통을 진단받은 임부, 중재

(I)는 복식호흡을 적용한 이완요법, 비교집단(C)으로는 복식호흡을 

적용한 이완요법을 제공받지 않은 집단, 중재결과(O)로는 불안, 스

트레스, 혈압으로 하였다. 연구설계로는 무작위 대조군 연구

(RCTs)와 비무작위 대조군 연구(NRCTs)로 실험군과 대조군의 효

과크기를 산출하는데 필요한 통계수치(평균, 표준편차)를 보고한 

연구에 한정하여 선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효과 분석에 포함

된 문헌의 선택기준은 첫째 조기진통을 진단받은 임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 둘째 실험군에게 복식호흡을 적용한 이완요법 프로그램이 

제공된 연구, 셋째 대조군에게 일상적인 간호(usual care) 또는 보존

적 치료(conservative Tx.)가 적용된 연구, 넷째 복식호흡을 적용한 

이완요법의 효과(불안, 스트레스, 혈압)가 하나 이상 제시된 연구로 

검토하였으며, 문헌의 배제기준은 첫째 RCTs 또는 NRCTs 가 아

닌 경우, 둘째 대조군이 없는 경우, 셋째 복식호흡을 적용한 이완요

법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 넷째 회색문헌(gray literature)
인 경우와 peer review 되지 않은 경우로 하였다.  

3. 문헌 검색 및 선정기준 

본 연구의 문헌검색과 선정 전 과정은 PRISMA(Preferred Re-
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is)의 체계

적 문헌고찰 흐름도에 의거하여 수행하였다[26]. 조기진통 임부를 

대상으로 다양한 복식호흡을 적용한 이완요법이 제공된 연구를 찾

기 위해 인터넷을 활용한 국내, 외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였

으며, 문헌검색 시 검색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2021년 04월까지

로 진행하였다. 

문헌검색 전 국외 데이터베이스로는 Ovid MEDLINE과 미국 국

립의학도서관의 PubMed를 사용하였으며, Medical Subject Head-
ing (MeSH) Database를 통해 조기진통, 조기진통 임부, 조산,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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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프로그램, 간호중재 등이 표현되는 MeSH 용어와 유의어, 관

련 용어를 확인하였다. 검색어로는 ((preterm* OR labor* OR preg-
nant*) AND (nursing education* OR nursing information*OR 

nursing intervention* OR evaluation* OR education* OR pro-
gram*))을 조합하여 검색하였다. 국내 데이터베이스로서 학술연구

정보서비스(RISS), Google Scholar을 사용하여 출판 및 완성된 학

술지 및 학위논문을 검색하였으며, 일부 문헌은 수기검색을 통해 

추가하였다. 국내문헌 데이터베이스는 MeSH 검색 기능이 없으므

로 검색의 특이도를 위해 ‘프로그램’과 ‘중재’에서 검색어를 도출하

여 검색하였다. 핵심질문의 구성요소인 연구대상자(P)와 중재(I)로
부터 주요 검색어를 도출하여 검색전략을 구성하였다. 검색된 연구

논문은 문헌관리프로그램(EndNote X9)을 이용하여 정리하였다. 

4. 문헌의 질 평가 

문헌의 질 평가를 위해 2개의 도구가 사용되었으며, RCTs에 대

해서는 Cochrane Collaboration의 Risk of bias (RoB) 도구로 평가

하였고, NRCTs에 대해서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National Evi-
dence-based Healthcare Collaborating Agency)의 Risk of bias as-
sessment tool for non-randomized study (RoBANS) 도구를 사용

하여 문헌의 질 평가를 실시하였다[27]. RoB 평가도구 문항은 무작

위 배정순서 생성, 배정순서 은폐, 연구 참여자, 연구자에 대한 눈

가림, 결과평가에 대한 눈가림, 불충분한 결과자료, 선택적 보고 및 

그 외 삐뚤림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RoBANS 평가도구 문항은 대

상군 비교가능성, 대상군 선정, 교란변수, 노출 측정, 평가자의 눈

가림, 결과평가, 불완전한 결과자료, 선택적 결과 보고로 포함되어 

있다. 이 도구들은 각 문항에 대하여 낮음, 높음, 불확실로 평가하

도록 되어있다. 

5. 자료분석 방법 

총 5편의 연구는 R version 3.5.1(Meta-analysis with R)과 

RevMann 5.3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메타분석의 대상 측정값이 

연속형 변수인 경우, 분석 시 실험군과 대조군간 평균 차이(mean 

difference)로 기술하였고, 종속변수가 다른 경우를 비교하기 위해 

효과크기는 교정된 표준화 평균 효과크기(corrected standardized 

mean difference), 즉 Hedges’ g를 산출하였고, 95% 신뢰수준(con-
fidence intervals, CI)을 계산하였다[28-30]. 각 효과크기의 가중치

(weight)는 분산의 역수(inverse of variance)를 이용하였다. 평균효

과 크기는 각 연구의 연구방법, 표본, 중재방법, 평가도구 등이 서

로 다양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임의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
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효과크기의 이질성은 Q값과, Q값의 유

의확률, 실제 분산비율(I2)로 제시하였다. 이질성(heterogeneity)의 

정도는 전체 분산 중 실제 분산이 차지하는 비율인 I2가 25.0% 이

하이면 이질성이 낮은 것으로, 25.0% 초과 75.0% 이하는 중간정도

의 이질성이 있는 것으로, 75% 이상은 이질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

다[31]. 따라서 실제 분산비율이 50% 이상이고, Q값의 유의확률이 

0.10보다 작을 경우 효과크기의 이질성은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31]. 전체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출판 비뚤림 위험

(publication bias)은 깔대기 그림(funnel plot) 으로 검토하였다. 

Results 

1. 자료선정 

문헌 검색결과 관련 논문 총 245편이 검색되었고, 문헌을 컴퓨

터 검색 기능을 활용한 데이터 중복 논문 29편을 제외하여 총 216
편이 도출되었으며, 이 중 문헌을 제목, 연도, 저자, 학위논문 중심

으로 일일이 대조하여 문헌과 초록 중심으로 연구 대상, 중재 및 연

구설계의 제외 기준 적용하여 선정기준에 충족되지 문헌 203편을 

제외하여 13편이 추출되었다. 13편의 초록을 검토한 결과 대상자

가 아닌 경우 1편, 학위논문 3편, 수치가 보고되지 않은 연구 3편, 

질적 연구 1편을 제외하여 총 8편을 제외한 5편의 연구가 선택되었

다. 최종 선정기준에 부합한 5편 즉, RCTs 2편, NRCTs 3편이 본 

연구에 분석대상이 되었다(Fig. 1).  

2. 질 평가 결과 

최종 5편의 연구 중 RCTs는 2편[22,32]으로, 2편의 모든 문헌에

서 연구주제는 명확하였고,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사가 이루

어졌으며, 측정도구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된 것을 사용하였

다. 분석 시에는 적절한 통계방법을 사용하였고, 탈락률은 20% 미

만이었으며, 무작위배정순서 생성 및 배정순서 은폐의 비뚤림 위험

은 2편의 무작위 연구 모두 비뚤림 위험 ‘낮음’으로 평가하였다. 

NRCTs는 3편[14,16,21]으로, 3편의 모든 문헌에서 연구주제가 명

확하였으며,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확보,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보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중 무작위배정순서 생성에서 ‘높음’

은 1편으로 평가하였고, 배정순서 은폐의 비뚤림 위험 ‘높음’은 1
편으로 평가하였다. 그 외 문항에서는 모두 비뚤림 위험 ‘낮음’ 이

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선택문헌 5편의 전체 질 평가 결과 비뚤림 

위험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다(Fig. 2). 

3. 연구의 일반적 특성 

최종 분석대상인 RCTs 2편의 연구가 메타분석에 포함되었고 최

종 선택된 문헌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도별 분포는 

2009-2010년 3편, 2011-2019년 2편이 출판되었다. 복식호흡을 

적용한 이완요법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의 대상자수는 총 

293명이었고, 대조군의 경우 대상자수는 총 240명의 분포를 보였

다. 본 연구의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32.09 ± 4.13세로 나타났다. 

중재유형은 복식호흡법을 이용한 이완방법이 대부분으로 정보

제공법, 심상중심을 함께 병행하여 교육한 방법 2편이었다. 중재의 

효과 측정시기로는 3일 후 2편으로 가장 많았고, 1일, 2일, 5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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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분만 후 각 1편으로 측정하였다. 중재빈도는 1일 3회 3일 동안 

시행한 경우가 2편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 3편은 1일 1∼2회, 3∼
5일간 적용하였다. 중재적용시간은 2편은 1회 5분씩 하루 3회 적

용하였으며 나머지 3편은 7∼40분씩 평균 하루 3-5회 적용하였다. 

중재방법은 입원병실에서 일대일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며, 중재의 

효과로는 모든 문헌에서 불안을 측정하였다. 효과 측정변수는 심리

적 불안 반응(STAI, BAI, VAS-A)과 생리적 불안 반응(BP, BT, 

FHR), 조기진통 스트레스 측정도구를 통하여 연구에 따라 1∼6개
까지 다양하게 측정되었다. 

4. 복식호흡을 적용한 이완요법의 효과 비교 

본 연구는 조기진통 임부 대상의 복식 호흡 이완요법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불안(n = 5), 스트레스(n = 4), 혈압(n = 3)을 

두 집단의 표준화된 평균차이(Hedges' g)로 검토하였다(Fig. 3). 

1) 불안 

복식호흡 이완요법 중재에 대하여 결과변수별로 분석한 결과 불

안의 경우 표준화된 평균 효과크기 Hedges' g는 -0.93(95% CI: 
-1.46; -0.41)로 나타나 큰 효과가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 < 0.01). 문헌의 동질성 검증결과 Q = 22.80(p < 

0.0001)로 유의하여 이질성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I2 = 82%). 

본 연구에서 복식호흡 이완요법 중재의 전체 이질성이 I2 = 

82%(Q = 22.80, p < 0.0001)로 나타나 연구 간 효과크기가 서로 

다른 배경, 즉 효과크기의 이질성에 대한 탐색적 설명이 필요하다

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중재방법, 중재시간, 중재기간을 조절변수

(moderators)로 한 메타 ANOVA를 실시하였다(Table 2). 
중재방법을 조절변수로 하여 분석한 결과 복식호흡군과 복식호

흡외 다른 중재를 병행한 군 간의 Q값은 Qb = 0.57(df = 1, p = 

0.448)로 나타나 중재방법 간의 효과크기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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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low diagram of study screening.

Random sequence generation (selection bias)

Allocation concealment (selection bias)

Blinding of participants and personnel (performance bias)

Blinding of outcome assessment (detection bias)

Incomplete outcome data (attrition bias)

Selective reporting (reporting bias)

0%

Low risk of bias Unclear risk of bias High risk of bias

25% 50% 75% 100%

Fig. 2. Summary of risk of bias in overall trial.



43

계명의대학술지 제40권 1호 2021

http://www.e-kmj.org

Keimyung Med J

Table 1. Table caption

Author, Year  
[Reference No] Design

Participants Intervention Outcome Instrument
Age(year) Total (n)

Program Time/Session/Duration Variable NameExp. (Mean±SD)/
Con. (Mean±SD)

Exp.(n)/ 
Con.(n)

Chang, 2009 [16] NRCT 31.50±3.9 46 Gye's 5min/once/1days Anxiety VAS-A
31.40±3.5 26/20 1:1 BP BP

Choi, 2010 [21] NRCT 31.70±3.3 55 Abdominal relaxation 7min/2 times Anxiety stress STAI
32.20±3.50 29/26 (14min/1days) /5days BP VAS-A

1:1 Stress of preterm labor
Yu, 2010 [14] NRCT 29.61±4.46 60 Mason's 5min/3 times Anxiety stress STAI

29.64±5.43 30/30 (15min/1days) /3days Stress of preterm labor
1:1

Chuang, 2011 [22] RCT 31.72±4.45 129 Abdominal relaxation 13min/5time/6 days Anxiety stress VAS-S
30.39±4.29 68/61 (1,2,4,8,12,16weeks)

Kao, 2019 [33] RCT 32.83±4.07 243 Abdominal relaxation 10min/ 3time/2days Anxiety BAI
33.10±4.21 140/103 (admission/2weeks)

Exp, Experimental group; Cont, Control group; RCT,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BP, Blood pressure; VAS-A, Visual analog scale-anxiety; BAI, Beck 
anxiety inventory; VAS-S, Visual analog scale-stress; STAI, State trait anxiety inventory.

Fig. 3. Forest plots of the effects of relaxation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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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ffect of moderator variable

Category Subgroup k Hedge`g
95% CI

I2 Qb (p)
Lower limit Upper limit

Type of intervention Abdominal relaxation 2 -0.61 -1.80 0.579 88.6% 0.57(.448)
Other 3 -1.14 -1.86 -0.42 85.1%

Intervention 15min below 3 -0.99 -2.00 0.01 88% 0.06(.001)
time More than 15min 2 -0.85 -1.46 -0.24 75%
Intervention duration Less than 5days 2 -0.61 -1.80 -0.57 88.6% 0.57(.448)

More than 5days 3 -1.14 -1.86 -0.42 85.1%

CI, Confidence interval; Qb, Q-value between subgroups; k, Number of studies.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재시간을 조절변수로 하여 분석한 결과 15분 미만 집단과 15
분 이상 집단 간의 Q값은 Qb = 0.06(df = 1, p = 0.001)로 나타나 

중재시간 간의 효과크기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 15분 미만 집단의 효과크기(Hedges' g)가 -0.99(95% CI: 
-2.00, 0.01)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15분 

이상 집단 경우 -0.85(95% CI: -1.46, -0.24)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중재기간을 조절변수로 하여 분석한 결과 5일 미만 집단과 5일 

이상 집단 간의 Q값은 Qb = 0.57(df = 1, p = 0.448)로 나타나 중

재기간 간의 효과크기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2) 스트레스 

복식호흡 이완요법 중재에 대하여 결과변수별로 분석한 결과 스

트레스의 경우 표준화된 평균 효과크기 Hedges' g는 0.59(95% CI: 
0.22, 0.95)로 나타나 효과가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

났다(p = 0.001). 또한 문헌의 동질성 검증결과 Q = 6.76(p = 

0.0799)로 이질성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I2 = 55.6%). 

3) 혈압 

복식호흡 이완요법 중재에 대하여 결과변수별로 분석한 결과 혈

압의 경우 표준화된 평균 효과크기 Hedges' g는 -1.03(95% CI: 
-1.43, -0.63)로 나타나 큰 효과가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 = 0.008). 또한 문헌의 동질성 검증결과 Q = 2.74(p = 

0.2541)로 이질성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I2 = 27.0%). 

5. 출판 편의 검정 

본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출판 비뚤림 분석(publica-
tion bias analysis)에서 일반적으로 권장되고 있는 funnel plot 분석을 

통해 시각적으로 확인하였다(Fig. 4). 본 연구에서는 funnel plot이 대

칭축을 기준으로 좌우대칭을 이루지 않아 출판 비뚤림이 의심되어 

trim-and-fill 방법을 통하여 재분석하였다[31]. 1개의 효과크기가 채

워졌으며, 보정된 평균 효과크기는 -0.73(95% CI: -1.27, -0.19)로 

산출되어 관찰된 평균 효과크기 0.93보다 평균 효과크기가 감소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보정된 평균 효과크기의 95% 신뢰구간이 

-1.27에서 -0.19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으므로 전

체 연구결과에 영향을 줄 오류는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다. 

Discussion 

1. 논의 

본 연구는 조기진통 임부 대상으로 복식호흡 이완요법 프로그램

의 효과를 5편의 문헌을 토대로 체계적으로 고찰하였으며, 불안, 

스트레스, 혈압 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재유형은 복식호흡법을 이용한 이완방법이 대부분으로 정보

제공법, 심상중심을 함께 병행하여 교육한 방법 2편이었다. 중재를 

제공은 병원에 입원한 조기진통 임부를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 대

부분 1:1로 이루어졌다. 또한 중재빈도는 1일 3회 3일 동안 시행한 

경우가 2편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 3편은 1일 1∼2회, 3∼5일간 

적용하였으며, 적용시간은 1회 5분 적용한 경우가 2편 나머지 3편
은 7∼40분으로 적용하였다. 중재의 효과로는 모든 문헌에서 불안

을 측정하였다. 심리적 불안을 측정하기 위하여 상태불안 측정도구 

(SAI)나 시상척도(VAS-A)을 사용하였으며, 생리적 불안으로 측정

하기 혈압, 맥박, 말초 피부온도, 태아심박동수를 사용하였다. 스트

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조기진통 임부 스트레스 측정도구와 시상

척도(VAS-A)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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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문헌의 이질성이 높아 세부그룹 분석을 수행하였

다. 중재기간을 세부그룹 분석한 결과, 입원일로부터 5일간 중재 

적용하는 방법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기 진통 

임부의 증상이 완화되는 시기가 5일 이후이므로 중재법을 입원일

로부터 5일간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보고한 연구[21]와는 상반

되는 결과이다. Yu와 Song[14]에 따르면, 연속된 3일간의 복식호흡

중재가 조기진통 임부의 불안과 스트레스, 그리고 진통억제제 투여

량 감소에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고, Yang 등[17]이 중국에서 시행

한 연구에서도 음악요법을 적용한 이완요법을 연속된 3일 동안 적

용한 결과 조기진통 임부의 불안감과 스트레스 감소에 기여하는 것

으로 보고하였다. 이완요법은 교감신경계 흥분과 관련된 질환에서 

치료적, 예방적으로 유용하고, 대상자의 개별적 상황에 따라 스스

로 적용이 가능함으로써 효과성이 높다. 중재적용 시기는 조기진통 

임부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체적, 정서적 상태에 따른 간호요구를 

파악하여 중재기간 및 시기를 체계적으로 모색함으로써 보다 향상

된 질적 간호 수행을 기대할 수 있다. 

중재시간을 세부그룹 분석한 결과, 하루에 15분 이상 복식호흡

을 이용한 이완요법을 적용하는 방법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Shim[32]의 연구에서 조기진통 임부의 복식호흡 적용 시 1회 중재

방법으로 25회 약 5분간 적용 시 대상자들이 긴장이 완화됨을 발견

하여 복식호흡 단위를 5분으로 고정시켜 중재하였다. 호흡중재의 

작용기전의 하나로 인지적 전환(cognitive diversion)과 인지적 재구

성(cognitive restructuring)은 부정적인 사고부터 관심을 다른 데로 

전환시킴으로써 일시적으로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15]. 복식호흡은 긴장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며, 대상자가 스스

로 적용할 수 있으며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는다[32]. 그러나 조기

진통 임부는 자궁수축 및 복합적인 간호요구를 가진 대상자로 통합

적인 중재가 필요하다. Kao 등[33]의 연구에서는 정보제공과 함께 

복식호흡을 통한 이완요법을 하루에 10분씩 3회-5회로 총 30-40
분을 진행하여 조기진통 임부에서 불안 점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

났는데, 이는 조기진통 임부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함께 제공함으

로써 유의하게 나타난 것이라 사료된다. 

이상으로 조기진통 임부를 위한 복식호흡을 적용한 이완요법의 

효과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 한 결과, 복식호흡을 이

용한 이완요법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불안, 스트레스, 혈압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

만 본 연구에서는 조기진통 임부의 복식호흡을 적용한 이완요법 논

문의 수가 적어 효과크기를 분석하기에 충분하지 못하였으며, 분석

에 포함된 논문의 다수가 NRCTs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거

나 확대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조

기진통 임부의 이완요법 효과를 검증하는 RCTs가 더 누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임상현장 중 주산기 이환율과 사망률의 가장 큰 원인

이 되며 조산의 발생원인이 되고 있는 조기진통 임부를 대상으로 

복식호흡을 적용한 이완요법 프로그램 효과를 검토하였다. 조기진

통 임부의 복식호흡을 이용한 이완요법 프로그램 효과를 중재방

법, 중재 시간, 중재기간 등으로 효과를 비교검토 하였으므로 조기

진통 임부 간호 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

구에 포함된 대부분의 문헌이 NRCTs로 중재효과를 일반화하는 데

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잘 설계된 RCTs의 누적

이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이완요법 중재프로그램 교육의 효과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조기진통 임부는 정상 임부에 비해 높은 불안과 더 많은 스트레

스원을 가지며, 임신으로 인한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조산 가능성, 

태아 안녕에 대한 염려 등으로 급격한 심리적 변화가 나타난다

[10]. 여러 선행연구에서도 조기진통 임부가 정상 임부보다 불안 

및 스트레스 정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임부의 

산전 스트레스는 조산 발생과도 높은 연관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9,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기진통 임부를 대상으로 복식호흡

을 이용한 이완요법 프로그램의 효과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세부

적인 정보를 제시함으로써, 임상현장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

을 것이라 사료된다. 이는 간호사들이 임상현장에서 조기진통 임부

의 이완요법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때 효율적인 개입방안을 선택

할 수 있게 도와주며. 더불어 조기진통 임부의 긍정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조기진통 임부의 복식호흡을 이용한 이완요법 프로그

램 효과를 메타분석을 통해 통합적으로 평가하였다. 총 5편의 문헌

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복식호흡을 이용한 이완요법 프로그램은 불

안 g = -0.93, 스트레스 g = 0.59, 혈압 g = -1.0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켰다. 본 연구를 통해 복식호흡을 이용한 이완요법 

프로그램을 적용한 조기진통 임부의 불안, 스트레스, 혈압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1일 중재 시 15분 이상의 교육이 효과적

인 것으로 나타나 추후 임상현장에서 조기진통 임부를 대상으로 이

완요법 제공 시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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