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조산은 임신 20∼37주 기간에 분만이 발생한 것으로 
정의된다[1]. 세계보건기구(WHO) 조사에 따르면 매년 

신생아 약 1,500만 명이 조산아로 태어나고 있으며, 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2]. 한국에서도 조산율은 증가
하고 있는데, 통계청에 의하면 조산율은 지난 10년간 전
체 출산의 4.5%에서 6.5%로 증가하였다. 임신 37주 미
만인 조산은 전체 영아 사망 중 57.9%를 차지하였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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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조산위험이 있어 임신부에게 구체적인 검사가 필요하거나 조산예방을 위한 교육 및 관리가 필요한 
임신부를 선별하는 도구를 개발하기 위함이다. 조산 후 입원 중인 여성과의 면담과 문헌고찰 결과를 바탕으로 개념적 
기틀을 구축하여 예비문항 99개를 작성하였다. 예비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 검정과 예비조사를 통해 75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예비도구가 만들어졌으며, 이에 대한 신뢰도, 타당도, 문항분석을 하여 생의학적 조산위험 선별도구 9개 문항과 
신체심리적 조산위험 선별도구 17문항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도구는 산전관리에서 여성의 조산위험 정도
를 객관적이고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검사한 결과를 수량화하여, 조기에 조산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여성을 선별하는 
도구로 사용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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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to develop a screening tool to identify the pregnant women who are required 
to have a concrete checkup or education about preterm birth. The items for the screening tool were 
drafted from literature review and the result of interviews with women who are hospitalized after 
preterm delivery based on the biopsychosocial framework.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items was 
performed after the content validity and the pilot survey. The screening tool for the risk of preterm 
birth in pregnant women was consisted of two parts. One was consisted of 9-items for the biomedical 
risks and another one was consisted of 17-items for the psycho-physical risks. The screening tool for 
the risk of preterm birth in pregnant women reveals valid and reliable. It could be applied to identify 
the pregnant women who have some risks of preterm bi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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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다시 세분화하면, 28주 미만은 30%, 28주 이상에서 
32주 미만은 20%를 차지하였다[3]. 임신 23∼34주 기간
에 분만한 조산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생존율은 재
태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았고, 출생 후 폐출혈, 신생아호
흡곤란증 등 미숙아 관련 합병증 등으로 사망하였다[4]. 
후기조기분만의 경우에는 신생아 유병률이 7배나 높으
며, 행동 장애 및 6세에서의 낮은 지능지수, 호흡기계 유
병률, 주의력 결핍, 불리한 발달장애 및 학습능력 장애 등
과 연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5,6]. 최근에는 임신 34주
에서 36주에 해당한 후기조기분만 또한 중요하게 다루어
지고 있다. 따라서 임신 기간이 20주 이상에서 37주 미
만인 전체 조산에 대한 예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조산의 원인은 다양하고 복잡하며, 모든 임신부들은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그리고 임상적 요인과 관련된 
조산의 위험요인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7]. 조산의 원
인 및 위험요인들은 자연적인 조기진통(spontaneous 
preterm labor), 조기양막파수 그리고 임신부나 태아의 
내과적 혹은 산과적 적응증 등 대개 세 가지 범주로 구분
할 수 있다[8]. 이 외에도 임신기간 동안의 출혈, 여성의 
생활습관, 유전적인 요인, 감염, 자궁기형 등 여러 가지 요
인들이 조산과 관련이 있다[5]. 이러한 위험요인을 고려해
보면 조산을 위한 예측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산전관리의 목적은 임신 동안 임신부와 태아에게 발생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다. 산과 
간호사는 산전관리 과정에서 처음 방문한 임신부에 대한 
정확한 간호사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조산에 영향을 미치
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위험요인을 정확히 사정하여 
조산예방에 대한 간호가 필요한 임신부를 선별한 후 각 
개인 상황에 맞는 간호중재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불행히도 조산예측을 위한 단일 검사는 없는 실정이지
만 여러 검사를 종합하여 조산예측을 향상시킬 수는 있
다[9]. 

조산위험이 있는 임신부를 예측하거나 조기에 발견하
기 위한 연구는 간호학에서는 보고되지 않았다. 의사들이 
임상경험을 근거로 보고된 것은 조산위험도 점수평가방
법(risk of preterm delivery scoring system, RPD) 
[10], 임상자료를 이용한 PopBayes 방법[11], 자궁경부
나 질 분비물을 채취하여 검사하는 태아섬유결합소(fetal 
fibronectin) 측정 방법[12], 자궁경부길이를 측정하는 
방법[13] 등이 있다. 조산위험도 점수평가방법[10]은 임
신주수가 24주 이상 된 여성이 처음 방문했을 때와 그 
여성의 임신주수가 26∼28주일 때의 RPD 점수를 각각 

측정하여, RPD 점수가 10점 이상이면 조산의 위험이 있
다고 판단하였다. 이 도구는 경산부인 경우 민감도 77%, 
특이도 72%, 예측도 33%를 나타내었고, 초임부인 경우
에는 민감도 31%, 특이도 68%, 예측도 21%를 나타내었
다. 임상자료를 이용한 PopBayes 방법[11]에서는 37주 
이전에 분만한 여성을 대상으로 예측률을 분석한 결과 
민감도 67%, 특이도 85%로 나타났다. 자궁경부나 질 분
비물을 이용하는 태아섬유결합소 측정 방법[12]은 임신 
23∼29주에 무증상 여성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의 분비물
로 태아섬유결합소를 측정하여, 34주 이내의 조산을 예
측한 결과 민감도 50%, 특이도 95%의 결과를 보고하였
다. 자궁경부의 길이를 측정하는 방법[13]에서는 임신 
24∼28주에 단태아를 임신한 여성의 자궁경부길이 절단
점을 25mm 미만으로 한 경우 민감도 28%, 특이도 90%
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측정방법들은 여성의 생의학적 관
련 특성을 포함하고 있으나 생의학적 결과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알려진 심리·사회적 관련 특성 부분은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생의학적 측면에서 접근한 방법
들은 대부분 침습적인 검사이며 검사방법도 복잡하여 임
신부들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다. 

임신부의 심리·사회적 요인과 조산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로는 우울, 스트레스, 불안 등의 심리적 특성을 다룬 
연구[14-21]와 사회경제적 상태, 결혼 상태, 직업적 활동 
그리고 사회적 지지 등과 같은 사회적 특성을 다룬 연구
[24-27] 등이 있다. 심리·사회적 측면에서 조산과 관련된 
위험요인들을 예측한 연구로는 Watson [22]의 Holistic 
Obstetrical Problem Evaluation (HOPE) 이론을 적
용한 연구[23]가 있다. 이 연구는 HOPE 이론의 생물·신
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그리고 인지적 영역에서 구성요
인을 도출하였다. 부정적인 임신결과를 보인 여성을 대상
으로 다중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조산의 
예측률은 민감도 27%, 특이도 96%를 나타내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임신부의 낮은 자존감과 임신에 대한 인식
의 부족이 조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 연구
는 임신부의 생물·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그리고 인지
적 영역을 총체적으로 측정한 연구라고 할 수 있겠으나, 
조산뿐만 아니라 저체중아와 같은 다른 부정적인 임신결
과를 모두 포함하였기 때문에 조산을 위한 예방에만 초점
을 맞춰 조산의 위험요인을 측정하기엔 어려움이 있겠다.

조산은 한 가지 원인보다는 생의학·심리·사회적 특성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현상이다. 따라서 임신
부의 생의학적 측면과 심리·사회적 측면의 조산위험을 
총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고, 시간적, 비용적 측면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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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도구개발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임신부의 생의학적과 심리·사회적 
두 가지 측면에서 조산위험을 사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
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도구는 산전관리
에서 여성의 조산위험 정도를 객관적으로 수량화하여 조
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을 조기에 선별하고, 조
산을 위한 예방 활동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
을 것으로 사료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조산위험이 있어 구체적인 검사가 

필요하거나 조산예방을 위한 교육 및 관리가 필요한 임
신부를 선별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기 위함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조산발생 위험요인을 
사정하여 조산위험이 높은 여성을 선별할 수 있는 도구
를 개발한 후 개발된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정하
기 위한 방법론적 연구이다. 

2.2 연구절차
2.2.1 예비문항 선정
가. 문항도출과 1차 예비문항 선정
Engel [28]의 생물학적·심리적·사회적 모델을 바탕으

로 조산과 관련된 국내·외 문헌을 고찰하고 실제로 조산
한 대상자와 면담을 통해 개념적 기틀을 마련한 후 문항
의 적절성, 가독성 수준,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문항을 도
출하였다. 1차 예비문항은 45문항의 생의학적 위험요인, 
39문항의 신체·심리적 위험요인 그리고 15문항의 사회
적 위험요인으로 총 99개의 1차 예비문항이 선정되었다. 

나. 전문가 내용타당도 검정과 2차 예비문항 선정
전문가 집단은 15년 이상의 임상경력과 조산사 자격

증을 소유한 산부인과 간호사 3인, 산부인과 전문의 3인, 
총 6명으로 구성하였다. 도구의 요인과 문항에 대한 내용
타당도를 검정하기 위해 내용타당도계수(Content 
Validity Index, CV])를 산출하고 문항의 정확성, 간결
성과 모호성에 대한 평가 또한 기록하도록 하였다. CVI 
값이 .80 이상인 문항을 내용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

하였다. 전문가 내용타당도 검정결과 99문항의 1차 예비
문항에서 CVI 값 .80 미만인 22문항이 제거되었고, 남은 
77문항은 전문가 6인, 간호학교수 1인과 심리상담전문
가 1인에게 자문받아 내용을 검토한 후 수정·보완 절차
를 거쳤다. 그 결과 2개의 척도로 나누어 생의학적 조산
위험 선별도구 24문항과 신체·심리·사회적 조산위험 선
별도구 53문항으로 명명하였다.

생의학적 조산위험 선별도구는 ‘예’ 혹은 ‘아니오’의 이
분형 척도이며, 신체·심리·사회적 조산위험 선별도구는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
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
다. 도구의 측정방법은 대상자가 설문지를 읽고 직접 표
기하는 자가보고 형식이다.

2.2.2 예비도구 개발: 예비조사
임신부 30명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선정

된 2차 예비문항의 가독성과 언어가 대상자에게 적합한
지도 평가하였다. 문항에 대한 이해도는 4점 Likert 척도
이며 점수는 최저 77점에서 최고 308점으로 점수가 높
을수록 이해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2차 예비문항에 대
한 이해도는 평균 297.83±1.39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대상자가 대답하기 곤란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문
항이 있었는지 조사하여 수정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생의
학적 조산위험 선별도구 24문항과 신체·심리·사회적 조
산위험 선별도구는 2문항이 제거되어 총 51문항의 예비
도구가 개발되었다.

2.2.3 최종도구 개발: 본조사
가. 연구 대상자 및 자료수집 방법
자료수집은 C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2개 병원에 임신 

20주에서 37주 이전 동안 통상적으로 내원하는 여성 중
에서 편의 추출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5년 10월 26일∼2016년 2월 
26일이다. 연구 대상자는 대상자 수가 너무 많은 경우 신
뢰도가 실제보다 증가할 수 있고, 약 300명의 표본이 도
구개발에 적합하다[29,30]는 근거에 따라 300명으로 정
하였다. 최종 연구대상자는 자료수집 시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33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3 자료 분석방법
2.3.1 타당도 검정
가. 생의학적 조산위험 선별도구의 타당도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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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형 척도인 생의학적 조산위험 선별도구는 집단비
교법, 예측타당도, 준거타당도 검정으로 평가하였다. 

집단비교법을 위해 대상자가 분만한 시점에 임신결과
를 확인하여 조산군과 비조산군 두 집단으로 나누었다. 
이 두 집단 간 차이는 χ2 검정을 하였다. 예측타당도는 
ROC곡선 분석을 하여 민감도와 특이도를 동시에 만족
시키는 최적절단점을 추정하고, ROC곡선 아래영역의 면
적률을 이용하여 정확도를 구하였다. 곡선 아래영역의 면
적률은 1에 가까울수록 변별력이 증가하고, .50에 가까
울수록 종속변수에 대한 변별력이 낮다고 평가하였다. 준
거타당도 검정은 Creasy 등[10]의 조산위험도 점수평가
방법(RPD)을 활용하였다. 이는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상황, 가정과 직장 내 환경, 음주 및 흡연 등
의 생활습관, 과거병력, 임신 합병증, 세균배양검사, 자궁
경부 검사, 신체지수 측정 등을 평가하는 총 40개의 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는 최저 0점에서 최고 143점으
로 점수가 높을수록 조산위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점수가 10점 이상인 경우 자연적 조산위험이 높다고 보
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분만 후 최종 임신결
과를 확인하였다. 임신결과 37주 이전에 조산한 여성의 
임상자료를 분석하여 RPD 점수를 구한 후 생의학적 조
산위험 선별도구와의 상관성을 확인하였다. 

나. 신체·심리·사회적 조산위험 선별도구의 타당도 검정
도구의 타당도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을 시행하기 전 문항편중을 검정하기 위해 문항별 평균, 
표준편차, 왜도, 그리고 첨도를 확인하였다. 왜도 절대값
은 ±2, 첨도 절대값은 ±7보다 크지 않으면 적절한 문항
으로 간주하였다. 문항분석은 문항-총점 상관계수 .30을 
기준으로 하여 .30 미만인 문항은 제거하였다. 문항분석
에서 선정된 문항이 요인분석에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해 
KMO (Kaiser-Meyer-Olkin)와 Bartlett 구형성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검정을 하였다.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이용하여 요인
추출을 하였으며 이때 요인회전방식은 Varimax 회전을 
이용하였다. 요인의 개수는 고유값(eigen value)이 1 이
상, 요인적재량은 .50 이상인 문항을 선정하였고, 요인적
재량의 값이 큰 것을 기준으로 요인을 명명하였다. 

수렴타당도는 조산이 임신 중 스트레스와 연관성이 높
다는 연구결과에 근거하여[31] 임신부의 스트레스 측정
도구와의 상관관계로 평가하였으며 상관계수가 .30 
(p<.05)이상인지 검토하였다. 도구사용에 대한 저자의 허
락은 받았다. 이 도구는 9문항의 태아 관련 스트레스, 6

문항의 배우자 관련 스트레스, 11문항의 임신부 관련 스
트레스로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도구는 5점 Likert 
척도이며, 최저 21점에서 최고 130점으로 점수가 높을
수록 임신부가 지각된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2.3.2 신뢰도 검정
이분형 척도인 생의학적 조산위험 선별도구는 

Cronbach’s alpha의 특별한 케이스인 Kuder-Richardson 
21 (KR 21)을 이용하여 내적일관성을 구하였다. 연속변수인 
신체·심리·사회적 조산위험 선별도구의 내적일관성은 
Cronbach’s α 값으로 구하였다. 

2.4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C시 S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

(IRB No. 1040875-201505-SB-020)을 받은 후 진행
하였다. 설문 전 대상자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서면으
로 연구에 참여를 동의한 자에게만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대상자의 임신결과는 의무기록으로 확인하게 되며 
다른 병원에서 출산하면 전화로 면담자료를 수집하게 된
다는 점을 설명한 후 동의를 얻었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는 총 321명이었다. 평균 연령은 
31.38±3.98세였으며, 결혼 상태는 기혼이 98.8%로 가
장 많았고, 동거는 0.6%, 미혼과 이혼이 각각 0.3%이었
다. 가정 월소득은 200만원∼300만원이 38.6%로 가장 
많았으며, 200만원 미만은 10.9%, 500만원 이상은 
17.8%이었다. 교육수준은 대학교 졸업 이상이 67.6%로 
가장 많았다. 직업은 전업주부가 58.9%로 가장 많았고, 
의료직 9.0%, 사무직 13.1%, 생산직 5.6% 그리고 서비
스업이 3.7%이었다. 임신 전 평균 체질량지수(BMI)는 
25.24±4.20kg/m2, 평균 임신주수는 27.93±5.18주이
었다. Table 1

3.2 타당도 검정
3.2.1 생의학적 조산위험 선별도구 타당도 검정 
조산군과 비조산군의 집단 간 차이는 χ2 검정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인 문항은 
24문항 중 9문항으로 나타났다. 9문항의 총합으로 R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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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선을 분석한 결과 ROC곡선 아래 영역 면적률 AUC값
은 .79이었으며 95% 신뢰구간은 .72~.85로 .50보다 높
게 나와 유의하였다. 점수분포는 최저 0점에서 최고 9점
으로 민감도(sensitivity) 81.4%와 특이도(specificity) 
67.7%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최적 절단점은 0.50이었다. 
그러나 조산한 집단에서 평균점수가 1.59±1.21점으로 
나타나, 절단점을 2점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생의학적 조
산위험이 있는 군을 2점 이상으로 분류하여, 민감도, 특
이도, 양성예측도, 음성예측도, 정확도를 분석한 결과 민
감도 47.1%, 특이도 90.4%, 양성예측도 57.9%, 음성예측
도 86.0% 그리고 정확도는 81.0%로 나타났다. Table 2

준거타당도는 대상자 중 조산한 여성 70명을 대상으
로 생의학적 조산위험 선별도구에 의한 총점과 조산위험 
평가체계에 의한 RPD 총점을 구하여 이들 점수 사이의 
상관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상관계수는 .59 (p<.001)
로 나타나 준거타당도에 의한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PTB occurrence Classification
Preterm n (%) Term n (%)

Cut-off point ≥2 33 (47.1)  24 (9.6)
 <2 37 (52.9)  227 (90.4)

Sensitivity  47.1% 
Specificity  90.4% 

Positive predict  57.9% 
Negative predict  86.0% 

Accuracy  81.0%
PTB.=Preterm birth.

Table 2. Validity of the Biomedical Risk of PTB 
    (N=321)

3.2.2 신체·심리·사회적 조산위험 선별도구의 타당도 
     검정
문항 분석 및 문항-총점 상관관계를 통해 51문항 중 

28문항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28문항이 탐색적 요인분

Variables Categories n % M±SD
Age (yr) 20∼29  96 29.9 31.38±3.98

30∼39 220 68.5
≥40   5  1.6

Marital status Unmarried   1  0.3
Married 317 98.8
Divorced   1  0.3
Cohabited   2  0.6

Monthly income <200  35 10.9
200∼299 124 38.6
300∼399  61 19.0
400∼499  44 13.7
≥500  57 17.8

Education status ≤High school 104 32.4
≥University 217 67.6

Occupation Housewife 189 58.9
Office worker  42 13.1
Service worker  12  3.7
Production worker  18  5.6
Health care provider  29  9.0
Others  31  9.7

Pre-pregnancy BMI (kg/m2) <25 181 56.4 25.24±4.20
25∼30  98 30.5
≥30  41 12.8

Gestation age (wks) 20∼27 155 48.3 27.93±5.18
28∼31  71 22.1
32∼37  95 29.6

BMI.=Body mass index.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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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에 적합한지를 알아본 결과 KMO값은 .91, Bartlett 
구형성 검정에서 χ2 값은 3028.94 (p<.001)로 나타나 
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28문항 중 문항별 공통성이 .40 미만인 11
문항을 제외하여 17문항 2개 요인으로 나타났다. 제1요
인의 고유값은 7.35, 분산설명률은 43.2%, 제2요인의 고
유값은 2.19, 분산설명률은 12.9%로 나타나 2개 요인의 
총 누적 분산설명률은 56.1%로 나타났다. Table 3 

요인분석 후 17문항 중 사회적 요인에 해당된 문항들
이 삭제되어 신체·심리적 조산위험 선별도구로 도구명을 
변경하였다. 하부요인을 검토한 결과, 12문항으로 구성
된 제1요인은 스트레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 불
안, 성격특성 등으로 ‘부정적 정서 반응’으로 명명하였으
며, 5문항으로 구성된 제2요인은 자궁수축 증상으로 ‘부
정적 신체 반응’으로 명명하였다. 

수렴타당도는 임신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로 살펴본 
결과 중정도의 상관성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왔다(r=.63, p<.001) Table 4 즉 17문항으로 구성된 
신체·심리적 조산위험 선별도구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3.3 신뢰도 검정
이분형 척도인 생의학적 조산위험 선별도구는 

Cronbach’s alpha의 특별한 케이스인 KR-21로 평가

하였다. 분석결과 9문항의 Cronbach’s 값은 .40이
고, 신체·심리적 조산위험 선별도구 17문항의 
Cronbach’s   값은 .91로 나타났다.

3.4 최종 도구선정
타당도와 신뢰도 검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된 도구

는 9문항의 생의학적 조산위험 선별도구와 17문항의 신
체·심리적 조산위험 선별도구로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No Item Factor I Factor II
17 I suddenly remember about the event that cause distress. .80 .11
16 I get irritated even at small things. .78 .14
20 I feel anxiety. .78 .14
18 I get angry when I remember about the event that cause distress. .77 .09
15 Be stressed. .77 .19
23 I feel depressed. .77 .17
14 I am very cranky. .76 .12
24 I feel unhappy. .75 .09
13 I worry about everything. .73 .12
28 I am negative to everything. .71 .06
19 I avoid people or places that recall the event that cause distress. .70 .14
22 I feel nervous. .62 .26
6 I have abdominal cramps. .09 .74
8 I have abdominal pain like dysmenorrhea. .19 .71
7 I have pelvic pressure. .07 .71
12 I have the pain that the pelvis is falling down. .17 .70
9 I feel abdominal bloating. .12 .70

Eigen value 7.35 2.19
Explained variance (%) 43.2 12.9
Cumulative variance (%) 43.2 56.1

Table 3. Factor Analysis of the Somatopsychological Risk         (N=321)

Variables FRS HRS PWRS PS
r 

negative emotional 
reaction .54‡ .43‡ .52‡ .61‡

negative physical 
reactions .27‡ .18† .42‡ .37‡

somatopsychological 
risk .54‡ .42‡ .58‡ .63‡

†p=.001; ‡p<.001
FRS.=Fetus-related stress; HRS.=Husband-related stress; PWRS.= 
Pregnant women-related stress; 
PS.= pregnancy stress.

Table 4. Correlation between Somatopsychological Risk 
and Pregnancy Stress      (N=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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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조산은 현재에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조산의 관리는 의학적 처치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의학적 
처치는 조기진통과 같은 증상으로 외래를 방문하거나 혹
은 임신합병증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 제공된다. 

산부인과 간호사는 어떤 요인들이 조산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그 요인들을 파악한 후 조산예방을 위한 교육 
및 간호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임상현장에는 비침습적
인 방법으로 조산의 위험요인을 사정할 수 있는 check 
list나 도구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산과 관련된 위험이 있는 여
성을 선별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였으며, 본 장에서는 
조산 관련 특성 및 도구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출산결과와 관계없이 임신 20∼
37주 기간에 속한 여성으로 하였다. 그 이유는 연구에 참
여한 대상자들이 자료수집 후 조기에 진통이 발생하여, 
조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도 임신기간 동안에 의학적 
관리를 받아 조산을 예방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임신성 고혈압이나 임신성 당뇨 등의 합
병증이 있는 경우 치료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조산을 시도
하는 경우를 포함한 이유도 혈압과 당뇨는 인위적 조산을 
발생시킬 수 있는 행동적 요인과 관련된 위험들을 수정함
으로써 조산을 예방할 수 있으리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도구는 Engel [28]의 생물·심리·사회적 
모델을 바탕으로 도구의 이론적 기틀을 구축하여 그 근거
로 개발하였다. 기존에 보고된 RPD scoring system은 
개념적 기틀 없이 임상기록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10]. 

한편 연구 과정 중 본 도구의 이론적 기틀에서 사회적 
위험요인에 관련된 문항들이 모두 제거되었다. 이것은 연
구에 참여한 임신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있어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는 점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조
산의 경우 사회학적 요인보다는 생의학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과의 관련성이 더 크기 때문일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이 부분에 대한 확인적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도구특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생의학적 조산위험 선별도구에 포함된 요인으로
는 조산기왕력, 보조생식술, 1년 미만의 짧은 터울, 다태
임신, 당뇨 질환, 혈압 질환, 짧은 자궁경부, 조기양막파
수, 임신중기 질출혈 등의 산과력 및 질병 유무이다. 무엇
보다도 터울이 짧은 경우 조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현재 논란이 있지만[32] 본 연구에서 조산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밝힌 것은 의미가 있는 
결과라고 본다. 

둘째, 신체·심리적 조산위험 선별도구는 하부요인으로
는 부정적 정서 반응과 부정적 신체 반응, 2개의 요인으
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1요인 부정적 정서 반응은 총 12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는데, 스트레스 2문항,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3문항, 불안 3문항, 우울 2문항, 성격특성 2문항이다.

2∼3개의 문항으로 스트레스나 불안, 우울을 측정할 
수 있는지에 의문이 들 수 있겠으나, Beck의 21문항 우
울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로 우울증 
환자 80%를 진단한 것에 비해서, “당신은 우울하십니까” 
또는 “당신은 자주 슬프고 우울하십니까”와 같은 하나의 
문항으로 우울증 환자 85.9%를 진단했다는 보고[33,34]
와 비교하면, 본 도구에서 스트레스나 불안 그리고 우울
을 물어보는 문항이 임신한 여성의 정서적인 상태를 충
분하게 반영하리라 사료된다.

한편 문항분석에서 조산과 관련된 음주와 흡연과 같은 
요인들이 삭제되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연구에 참여한 
연구 대상자 321명에서 흡연자가 2명뿐이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다음 연구에서는 흡연하는 임신부를 
충분히 포함한 연구설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음 제2요인 부정적 신체 반응은, ‘I have 
abdominal cramps’, ‘I have abdominal pain like 
dysmenorrhea’, ‘I have pelvic pressure’, ‘I have 
the pain that the pelvis is falling down’, ‘I feel 
abdominal bloating’의 5개 문항이다. 이 문항들은 
ACOG [1]가 보고한 조기진통의 증상인 frequent 
contractions or uterine tightening, dull backache, 
Pelvic or lower abdominal pressure, Increase in 
amount of discharge 등 증상에 포함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여성들은 이러한 증상들이 임신을 유지하는
데 있어 위험요인으로 인식하지 못하여 조산예방 및 치
료해야 하는 시기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36]. 그러므로 
비침습적인 도구를 이용하여 조산위험이 있는 임신부를 
선별한 후 이들에게 필요한 교육 및 간호를 제공하여 여
성 스스로 조산과 관련된 증상을 조기에 깨닫고 인식하
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도구개발의 방법론 측면에서 논의하도록 하
겠다.

본 연구에서 생의학적 조산위험 선별도구의 타당도 분
석으로 질병의 발생 예측률에 사용하는 ROC곡선 분석
과 준거타당도를 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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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곡선 분석결과 AUC값은 .79이었다. 선별 점수를 
2점으로 적용 시 민감도는 47.1%로 특이도는 90.4%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임상현장에서 효과적인 조산을 예측
하는 방법 중 하나인 자궁경부의 길이를 측정하는 방법
의 민감도 28%, 특이도 90%와 비교해볼 때[13], 본 연구
에서 개발된 생의학적 조산위험 선별도구의 민감도는 높
다고 본다. 또한, 높은 수준의 특이도는 조산위험이 낮은 
대상자가 불필요한 검사 및 침습적인 검사를 하지 않도
록 할 수 있으며 여성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두 연구를 두 기관에서만 시행하
여 연구의 제한점이 있으므로 다기관을 대상으로 한 추
후 연구가 필요하다.

또 하나의 타당도 검토는 RPD scoring system [10]
을 이용한 조산위험도와의 상관성으로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RPD 점수와 생의학적 조산위험 선별도구와의 상관
계수는 .59 (p<.01)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나 준거타당도가 검정되었다. 

다음은 신뢰도 평가에 대해 살펴보겠다. 이분형 문항
으로 구성된 생의학적 조산위험 선별도구를 KR-21로 검
정한 결과 Cronbach alpha 값은 .6보다 낮은 .40로 나
타났다. Cronbach alpha 값이 낮은 이유는 본 연구에
서 개발된 생의학적 조산위험 선별도구에는 여성의 산과
력과 질환의 발생 유무를 물어보는 범주형 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기 때문으로 본다. 범주형 문항은 질병 유무나 
특정 위험요인의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특성을 물어보는 
문항으로 내적일관성이 낮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두 번째 도구인 신체심리 조산위험 선별도구는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이용하여 구
성타당도와 수렴타당도로 타당성을 검정하였다. 

도구의 구성타당도는 문항들 모두 요인적재량 값이 관
련 요인들과 .5 이상으로 나타났고, 다른 요인들과는 .3 
미만으로 나타났다. 조산에 대한 설명력은 56.1%로 충분
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도구의 수렴타당도는 안황란[31]의 임신 여성의 스트
레스 도구와의 상관성을 살펴본 결과, 중정도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r=.63, p<.01) 타당도가 있음을 확인하
였다. 

신체·심리적 조산위험 선별도구의 내적일관성 신뢰도
인 Cronbach alpha 값은 .91로 매우 좋은 수준으로 나
타났다. 

산전관리는 여성에게 위험한 요인들을 이른 시기에 발
견하고 간호 및 치료를 제공하는데 가장 큰 공헌을 했다
고 볼 수 있다[36]. 특히 간호사는 산전관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간호사는 여성의 임신 시작부터 분만 
전까지의 모든 기간에서 조산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
인들을 사정하고 조산발생 위험이 있는 여성을 조기에 
선별하여 조산관련 위험요인과 수정할 수 있는 요인들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임신부의 
조산위험 선별도구는 이러한 산전관리에서 조산의 발생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을 비침습적이고 객관적인 방
법으로 수량화하여, 조산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여성을 
조기에 선별하는 도구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조산할 가능성이 있어 정밀한 검사를 받아

야 하거나 조산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관리가 필요한 
여성을 찾아내는데 활용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 도
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정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문헌
고찰과 면담을 통해 조산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정 된 조산위험 선별도구를 개발하였다. 개발
된 조산위험 선별도구는 2개의 척도형 질문지로 구성되
어 있는데, 생의학적 조산위험과 신체·심리적 조산위험을 
측정하는 척도이다. 9개 문항으로 구성된 생의학적 조산
위험 선별도구는 총점 2점 이상이면 조산이 발생할 위험
이 있는 여성으로 선별한다. 신체·심리적 조산위험 선별
도구는 2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2문항의 부정적 
정서 반응, 5문항의 부정적 신체 반응이다. 여성의 신체·
심리적 조산위험에 대한 도구의 설명력은 56.1%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임신부의 조산위험 선별도구는 여
성의 임신 시작부터 분만 전까지의 조산의 발생에 영향
을 줄 수 있는 위험정도를 비침습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수량화하여, 조산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여성을 이
른 시기에 선별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리라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개발된 도구의 구성타당도를 확인

할 수 있는 확인적 요인분석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개발된 도구의 민감도, 특이도, 신뢰도와 타당도 

평가를 위해 다양한 대상자 및 기관에서의 반복적인 연
구를 제언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개발된 도구를 활용하여 임신부의 
조산위험 선별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을 통하여 조산위
험을 낮출 수 있는 후속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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