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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부의 운동현황과 운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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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rcise Patterns and Factors Affecting Exercise Duration in Pregnant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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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xercise patterns and the factors affecting exercise duration in pregnant
women. Methods: The survey was conducted to assess walking and exercise duration in 146 pregnant participants, who live in
Gyeongsang area. Data was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and regression using the SPSS Win 23.0 program. Results: The average age of the participants was 31 years, and more than 87% of them were primigravida. The differences in the mean
walking duration, the daily exercise duration, and the exercise days of participants before and during pregnancy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but the exercise duration during pregnancy was decreased compared to that before pregnancy. The factors affecting
weekly exercise duration were diagnosis of gestational diabetes mellitus, concern about weight gain during pregnancy, and monthly
income.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development of an educational program to teach proper exercise practices
during pregnancy is recommended.
Key Words: Pregnant women, Exercise, Health
국문주요어: 임부, 여성, 운동, 건강

서 론

여성의 결혼 연령이 점차 늦어지고 있으며 이는 고연령 임신으로 이
어지고 있다[2]. 고연령 임신은 유산의 빈도가 높고 조기진통 또는

1. 연구의 필요성

조산 등의 고위험 임신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임부의 불안도가 높

2016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7명으로 세계 평균

아 신체활동과 운동보다는 안정을 취하려는 경향이 크다[3].

2.5명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다[1]. 더욱이 최근 들어 여성들 사

그러나 임신 중 규칙적인 운동은 임부의 혈액순환을 돕고 몸의

이에서 비혼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결혼을 포함한 출산에 대하

유연성을 유지시키며 태아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향상시킬 뿐만

여 여성이 손해 보는 것이라는 부정적인 영향이 만연화되어 있다.

아니라 임신성 당뇨병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다[4]. 임신성 당뇨병

이러한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함께 사회적, 경제적 요인으로

은 당뇨에 대한 과거력이 없는 상태에서 임신 24-28주 사이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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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구당부하 검사를 통해 진단되는 것으로, 우리나라 임신성
당뇨병 유병률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지난 9년간 5.8배가 증가

첫째, 임부의 일반적 특성 및 임신 전과 임신 기간 동안의 운동현
황을 파악한다.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산 후에도 제2형 당뇨병 발생의 위험을

둘째, 임부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운동현황의 차이를 분석한다.

높이는 요인이 되는데, 임신성 당뇨병을 진단받지 않은 여성에 비해

셋째, 임부의 일주일 평균 운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한다.

제2형 당뇨병의 위험이 7.4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5]. 또한 임신

연구 방법

성 당뇨병의 위험 인자는 제2형 당뇨병과 유사하지만 여성의 과체
중과 운동부족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운동이 무
엇보다도 임신성 당뇨병과 제2형 당뇨병으로의 이환을 예방하기 위
한 도구로 인식되고 있다[6].
운동(exercise)과 신체적 활동(physical activity)에 대한 용어는 보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임부를 대상으로 운동현황과 그들의 일주일 평균 운
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편적으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신체적 활동이란 골격근의
수축으로 인해 에너지 소비가 일어나는 움직임으로 정의되고 있으

2. 연구 대상

며 운동은 체력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시행되는 일련의 신체활동을

본 연구의 대상은 경상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임부를 임의 표

의미한다[7]. 미국 산부인과학회(American College of Obstetrician

출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표본수는 G*Power version 3.1.2를 사용하

and Gynecologists, ACOG)에 의하면 출혈이나 조기진통이 없는 임

여 계산하였으며[11], 선형회귀분석 방법으로 효과크기(f2) = .08, 유

부의 경우 하루 20분 이상, 적어도 일주일에 150분 이상의 운동이

의수준(α) = .05, 검정력(1-β) = .95, 예측요인 10으로 하였을 때, 총 표

필요함을 권고하고 있다[4]. 우리나라 임산부를 위한 운동가이드에

본수는 118명이 산출되었으나, 본 연구 참여 희망자를 포함한 총

서도 일주일에 150분 이상의 운동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임신 기

146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간 중의 적절한 양의 운동은 임신 중에 받는 스트레스와 불안 및 우
울증으로부터 벗어나 안정된 심리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며

3. 연구 도구

분만에 걸리는 시간과 분만통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제시하

1) 일반적 특성

고 있다[8]. 특히, 임신성 당뇨병 임부를 대상으로 한 외국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연령, 임신기간, 산과력, 임신성 당뇨병

는 수영, 저강도의 에어로빅, 심장 귀환 혈액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유무, 당뇨병 가족력 유무, 임신 중 체중증가 정도, 임신 기간 동안

변형된 요가와 필라테스, 근력강화 운동 등 대상자에 맞는 다양한

체중증가에 대한 염려 여부, 임신 기간 동안 시행한 운동의 종류, 흡

운동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효과에 대하여 긍

연과 음주 유무, 직업 유무, 교육수준, 월수입과 임신 전 체질량지수

정적임을 보고하고 있다[9].

(body mass index, BMI) 그리고 지각하고 있는 건강상태를 조사하였

반면에 현재까지 우리나라 임부를 대상으로 운동을 조사한 연

다. 체질량지수는 세계보건기구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대한비만학

구는 산전교실을 중심으로 요가와 필라테스 중재 효과[10]가 소개

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12]에 따라 19 kg/m2 미만, 19-22.9 kg/m2,

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임부의 운동현황을 조사한 연구는 미비한

23 kg/m2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지각하고 있는 건강상태는 현재의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임부의 운동 실천율 또는 평균 운

건강상태를 주관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

동시간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연구결과는 전무한 실정이다.

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하고 있는 건강상태가 좋음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임부를 대상으로 임신 전과 임신 기간 동안
의 운동현황을 파악하고 그들의 일주일 평균 운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조사함으로써 임부의 운동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2) 운동현황

임부의 운동현황은 국민건강영양조사[13]와 임산부 운동 가이드
라인[8]을 토대로 임신 전과 임신 기간 동안의 하루 평균 걷는 시간,
하루 평균 운동시간 및 일주일 평균 운동일수로 작성하였다. 임부

2. 연구 목적

의 일주일 평균 운동시간은 일주일 평균 운동일수와 하루 평균 운

본 연구는 임부를 대상으로 대상자의 운동현황의 차이를 살펴

동시간을 곱하여 일주일 평균 운동시간으로 산정하였다. 또한 임신

보고, 운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

기간에 따른 신체적 변화와 신체적 활동의 차이가 있음에 따라 임

한 구체적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신 기간을 임신 1기(임신 13주 이하), 임신 2기(임신 14주에서 28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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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기(임신 29주 이상)로 분류하여 임신 전과 임신 기간의 운동

(2.1%)이었다. 임신 전 체질량지수는 19 kg/m2 미만이 10명(6.8%), 19-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는 2인의 여성전문병원 간호부장의 자문을

22.9 kg/m2가 102명(70.0%), 23 kg/m2 이상이 34명(23.2%)이었으며, 임

통해 수정, 보완되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α= .91이었다.

신 기간 동안 체중의 변화는 5 kg 감소부터 28 kg 증가까지 범위가
컸고 임신 기간 동안 체중증가에 대하여 염려하고 있는 대상자는
63명(43.2%)이었다. 대상자가지각하고 있는 주관적 건강상태는 5점

4.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은 경상도에 소재하고 있는 2개의 여성전문병원에 산전
진찰을 위하여 내원하는 임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구조화된 설문

기준으로 평균 2.34 ± 0.75점 이었으며 임신 기간 동안 시행한 운동
의 종류로는 걷기가 70명(47.9%)으로 가장 많았다(Table 1).

지를 통해 이루어졌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17년 5-6월이었으며, 모
두 146명이 참여하였고 수집된 모든 자료는 분석에 포함하였다.

2. 임부의 임신 전과 임신 기간 운동현황

대상자의 임신 전과 임신 기간 동안의 하루 평균 걷는 시간, 하루
평균 운동시간 및 일주일 평균 운동일수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본

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3.0 (Chicago, IL, USA) 프로그램을 이

연구 대상자의 하루 평균 걷는 시간, 하루 평균 운동 시간 및 일주일

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

평균 운동일수의 범위는 차이가 컸으며, 임신 전에 비하여 하루 평

차, 범위로 제시하였으며, 본 연구의 변수인 운동현황은 평균과 표

균 걷는 시간과 하루 평균 운동시간은 임신 1기, 2기, 3기 대상자 모

준편차, 범위로, 임신 전과 임신 기간 동안의 운동현황의 차이는

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계적으로는 임신 1기 대상

paired t-test로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하루 평균 걷는 시

자의 하루 평균 운동시간만이 유의성을 보였다(t=2.31, p = .028).

간, 하루 평균 운동시간 및 일주일 평균 운동일수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e

3. 임부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운동현황 차이

test로 검정하였다. 대상자의 일주일 평균 운동시간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신 중 운동현황의 차이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Linear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였다. 통

는 Table 3과 같다. 고연령 임신을 기준으로 하는 35세 이상의 임부

계적 검정 시 유의수준은 p < .05로 하였다.

보다 35세 미만 임부의 하루 평균 운동시간(t=2.72, p = .007)과 일주
일 평균 운동일수(t=2.60, p = .010)가 유의하게 많았다. 임신 1기, 2기,
3기에서의 하루 평균 운동시간(F =2.87, p = .006)과 일주일 평균 운

6.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주된 내용이 임부의 운동현황과 관련된 것으로 위험

동일수(F =3.70, p = .027)가 통계적인 유의성을 보였고, 임신성 당뇨

성은 전혀 없지만 대상자가 취약층인 임부임에 따라 대상자를 보호

병 진단(t = -2.23, p = .027), 임신 중 체중증가에 대한 염려(t =1.50,

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였다.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p = .012) 그리고 월수입에 따라 하루 평균 운동시간(F =3.18, p = .026)

원칙으로 하였으며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 내용과 방법을 설명하고

에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임신 1기, 2기, 3기에서 증가된 몸무게의

연구자의 신분을 밝힌 동의서를 나누어주어 연구 참여를 허락한

평균을 기준으로 하여 1 kg 이하, 2-12 kg 증가, 13 kg 이상 증가로 분

자만을 연구 대상자에 포함시켰다. 설문조사를 통해 얻어진 자료는

류한 대상자의 하루 평균 걷는 시간(F = 4.06, p = .019), 하루 평균 운

연구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

동시간(F = 5.39, p = .006) 및 일주일 평균 운동일수(F = 4.49, p = .013)

을 노출하지 않도록 익명으로 한다는 점과 대상자가 원하면 언제든

모두에서 통계적인 유의성이 나타났다. 그러나 대상자가 지각하고

지 철회할 수 있음을 알렸다. 본 연구는 연구자가 소속한 대학의 연

있는 건강상태의 평균점수 2.34점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비교한 결

구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았다(1041078-201704-HRSB-06501).

과에 따른 운동현황에는 차이점이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 결과

4. 임부의 일주일 평균 운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임부의 일주일 평균 운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1. 임부의 일반적 특성

위하여 먼저 다변량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유의한 변수만 입력하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만 30.96 ± 4.53세이었고, 임신 1기 16명

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참조변수(reference)는 35세 미만

(11.0%), 임신 2기 64명(43.8%), 임신 3기 66명(45.2%)이었다. 초임부가

연령, 임신 1기, 초임부, 임신성 당뇨병 진단을 받지 않음, 임신 기간

90명(61.6%)이었으며 현재 임신성 당뇨병을 진단받은 대상자는 3명

동안 체중증가 1 kg 이하, 임신 기간 동안 체중증가에 대한 염려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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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 = 146)

Categories

Characteristics

Age (years)

< 35
≥ 35
First trimester
Second trimester
Third trimester
First
Second
Third
No
Yes
No
Yes
< 19
19-23
> 23
First trimester
Second trimester
Third trimester
Mean
First trimester
Second trimester
Third trimester
Mean
No
Yes
No
Yes
No
Yes
No
Yes
High school
College
More than university
< 2,000,000
2,000,000-3,000,000
> 3,000,000
Walking
Yoga
Swimming
Not classified

Gestational age
Number of pregnancy
GDM status
Family history of DM
BMI of pre-pregnancy (kg/m2)
Weight change after pregnancy (kg)

Perceived health status

Smoking experience
Drinking experience
Concern about weight gain
Occupation
Educational level
Monthly income (won)

Exercise type on pregnancy

n (%)

Mean ± SD

Range

115 (78.8)
31 (21.2)
16 (11.0)
64 (43.8)
66 (45.2)
90 (61.6)
41 (28.1)
15 (10.3)
143 (97.9)
3 (2.1)
126 (86.3)
20 (13.7)
10 (6.8)
102 (70.0)
34 (23.2)

30.96 ± 4.53

21-42

27.52 ± 9.45

10-40

21.46 ± 2.93

14-32

0.93 ± 2.50
6.14 ± 0.04
12.15 ± 5.00
8.74 ± 6.00
2.42 ± 0.74
2.42 ± 0.74
2.31 ± 0.74
2.34 ± 0.75

-5-4
-3-16
-1-28
-5-28
1-4
1-4
1-4
1-4

132 (90.4)
14 (9.6)
62 (42.5)
84 (57.5)
83 (56.8)
63 (43.2)
75 (51.4)
71 (48.6)
30 (20.5)
104 (71.3)
12 (8.2)
75 (51.4)
53 (36.3)
18 (12.3)
70 (47.9)
29 (19.9)
4 (2.7)
43 (29.5)

GDM = Gestational diabetes melllitus; DM = Diabetes mellitus; BMI = Body mass index.

Table 2. Exercise Status of the Participants 
Pre-pregnancy

Variables
First trimester

Second trimester

Third trimester

(N = 146)

Walking duration per day (minute)
Exercise duration per day (minute)
Number of exercise per week (day)
Walking duration per day (minute)
Exercise duration per day (minute)
Number of exercise per week (day)
Walking duration per day (minute)
Exercise duration per day (minute)
Number of exercise per week (day)

On pregnancy

Mean ± SD

Range

Mean ± SD

Range

63.24 ± 80.24
36.05 ± 38.76
1.64 ± 1.89
72.54 ± 123.83
200.37 ± 108.44
2.16 ± 2.13
57.35 ± 49.47
38.69 ± 46.95
2.09 ± 2.24

10-600
0-120
0-7
10-600
0-720
0-7
10-300
0-240
0-7

27.78 ± 19.60
20.00 ± 30.23
1.26 ± 1.98
38.00 ± 41.74
26.15 ± 39.43
1.59 ± 1.96
48.72 ± 33.67
35.24 ± 38.81
2.19 ± 2.18

10-60
0-120
0-7
10-180
0-180
0-7
10-120
0-180
0-7

t

p

1.81
2.31
0.99
1.84
1.08
1.48
1.74
0.74
-0.34

.080
.028*
.332
.073
.289
.146
.085
.459
.783

*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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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fferences of Exercise Status by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Walking duration per day (minute)

Characteristics
Age (years)
Gestational age

Number of pregnancy

GDM status
Family history of DM
BMI of pre-pregnancy

Weight change after
pregnancy (kg)
Perceived health status
Smoking experience
Drinking experience
Concern about
weight gain
Occupation
Educational level

Monthly income (won)

(N = 146)

Mean ± SD
< 35
≥ 35
First trimester
Second trimester
Third trimester
First
Second
Third
No
Yes
No
Yes
< 19
19-23
> 23
≤1
2-12
≥ 13
≤ 2.34
> 2.34
No
Yes
No
Yes
No
Yes
No
Yes
High school
College
More than university
< 2,000,000
2,000,000-3,000,000
> 3,000,000

46.53 ± 34.11
36.37 ± 41.55
29.36 ± 22.24
39.45 ± 42.28
48.71 ± 33.64
45.29 ± 37.91
47.24 ± 28.46
46.02 ± 45.23
43.65 ± 34.24
80.08 ± 91.72
44.84 ± 34.22
41.26 ± 46.15
6.67 ± 11.51
44.49 ± 35.62
45.65 ± 34.43
25.39 ± 21.55a
41.64 ± 34.39b
53.71 ± 38.63b
45.34 ± 36.41
42.56 ± 35.53
49.52 ± 20.67
30.01 ± 1.49
45.83 ± 33.91
75.04 ± 21.24
43.02 ± 35.31
45.99 ± 36.93
43.00 ± 33.03
39.15 ± 32.11
70.02 ± 45.81
53.34 ± 44.38
43.00 ± 34.22
39.54 ± 35.31
52.38 ± 39.53
50.01 ± 31.85

t/F (p)
1.41 (.160)
2.39 (.095)

2.21 (.113)

-1.75 (.082)
0.42 (.676)
1.17 (.183)

4.06 (.019*)
(a < b)†
0.47 (.637)
-0.92 (.378)
1.21 (.230)
0.48 (.635)
-0.39(.702)
1.99 (.119)

1.18 (.319)

Exercise duration per day (minute)
Mean ± SD
35.81 ± 40.73
14.99 ± 25.38
10.30 ± 21.62
28.02 ± 40.25
35.20 ± 38.81
24.88 ± 37.63
20.05 ± 32.01
47.06 ± 47.71
30.28 ± 36.90
80.00 ± 91.71
31.83 ± 38.91
28.04 ± 38.31
0.00 ± 0.00
29.23 ± 35.31
31.71 ± 34.32
11.24 ± 21.81
24.91 ± 32.35
41.31 ± 38.95
1.79 ± 2.06
1.94 ± 2.14
15.41 ± 2.88
36.51 ± 34.26
33.54 ± 38.22
45.01 ± 63.64
27.81 ± 33.45
36.13 ± 44.97
36.75 ± 41.62
24.50 ± 37.51
60.02 ± 60.02
25.41 ± 34.12
31.83 ± 40.62
22.34 ± 31.15
40.83 ± 48.57
44.09 ± 39.21

Number of exercise per week (days)

t/F (p)
2.72 (.007*)
2.87 (.006*)

2.41 (.033*)

-2.23 (.027*)
0.41 (.686)
1.10 (.335)

5.39 (.006*)

-0.43 (.667)
-1.13 (.279)
0.42 (.678)
1.50 (.012*)
-0.86 (.397)
0.76 (.517)

3.18 (.026*)

Mean ± SD

t/F (p)

2.10 ± 2.20
1.03 ± 1.39
0.74 ± 1.45a
1.71 ± 1.98a
2.19 ± 2.18b
0.51 ± 1.31
0.34 ± 0.93
0.73 ± 1.91
1.83 ± 2.08
2.67 ± 2.52
1.89 ± 2.11
1.60 ± 1.96
0.00 ± 0.00
1.81 ± 2.12
2.33 ± 2.28
0.72 ± 1.80
1.74 ± 1.99
2.51 ± 2.25
33.23 ± 40.91
28.14 ± 35.14
2.47 ± 1.66
1.25 ± 3.82
2.14 ± 2.05
3.50 ± 4.95
1.86 ± 2.21
1.81 ± 1.83
1.73 ± 1.81
1.18 ± 1.47
4.00 ± 3.61
2.11 ± 2.41
1.74 ± 2.02
1.59 ± 2.09
2.07 ± 2.06
1.90 ± 1.76

2.60 (.010*)
3.70 (.027*)
(a < b)†
1.67 (.093)

-0.69 (.494)
0.57 (.570)
1.77 (.174)

4.49 (.013*)

0.77 (.443)
-1.38 (.192)
0.96 (.341)
-0.11 (.909)
-0.90 (.371)
1.35 (.261)

0.78 (.507)

*p< .05; †Scheffé test (means with the same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GDM = Gestational diabetes mellitus; DM = Diabetes mellitus; BMI = Body mass index.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n Exercise Duration 

(N = 146)
Exercise duration per week (minute)

Variables
(Constant)
GDM status (ref. = no GDM)
Concern about weight gain (ref. = no concern)
Monthly income (won) (ref. = < 2,000,000)
2,000,000-3,000,000
> 3,000,000
F (p)
Adj. R2

B

SE

t

125.23
448.44
105.81

218.54
113.62
36.51

0.57
3.95
2.90

< .001
< .001
.005

29.90
53.12

20.80
21.14

1.44
2.52

.015
.013

p

3.16 ( < .001)
.393

GDM = Gestational diabetes mellitus; ref. = Reference.

음, 월수입 200만원 미만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 임

뇨병 진단, 임신 중 체중증가에 대한 염려 및 월수입으로 나타났으

부의 일주일 평균 운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임신성 당

며 모델의 설명력은 39.3%이었다(F =3.16, p < .001) (Table 4).

www.bionursingjournal.or.kr

https://doi.org/10.7586/jkbns.2017.19.4.258

263

임부의 운동현황과 운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논 의

것으로 밝혀졌다[7]. 따라서 산과적 합병증이 없는 임부의 경우 하
루 30분 정도 빠르게 걷기 등의 중등도 강도의 운동이 권고되고 있

본 연구는 임부를 대상으로 운동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하여

으며 적어도 일주일을 기준으로 150분 이상 시행하는 것을 지침으

안내하고 있는 권고지침[4,8]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임부의 운동현

로 제시하고 있다[4,8]. 그러나 본 연구 대상자의 경우 임신 전 일주

황을 조사하고 그들의 일주일 평균 운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일 평균 운동일수는 2일 이하였으며 임신 기간 동안 하루 평균 운동

파악하였다.

시간 또한 임신 전보다 감소하여 평균 27분으로 나타나 임부의 운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임부의 평균 연령은 31세로 대상자 대다

동 기준 권고안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본 연구 대상자가 주

수가 초임부임을 고려한다면, 첫 출산 연령이 평균 31.8세로 점차 평

로 선호하는 운동 종류는 걷기가 가장 많았으나 운동의 효과 측면

균 출산 연령이 높아져 가는 우리나라의 현실[1]을 반영한 결과임을

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의 강도와 지속시간이라는 선행연구 결

알 수 있다. 이러한 평균 출산 연령의 상승은 임신성 고혈압, 임신성

과[16]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임부의 걷기에 대한 효과 평가가 이루어

당뇨병 등의 고위험 임신으로 이어지고 있으며[3] 이 중 임신성 당뇨

져야 할 것이다.

병의 경우는 다음 임신 시에도 임신성 당뇨병뿐만 아니라 출산 후

또한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는 임부를 대상으로 운동의 이점과

에도 제2형 당뇨병으로 이환될 확률이 매우 높다[14]. 본 연구에서

효과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임신 주수에 따른 운동프

임신성 당뇨병을 진단받은 대상자는 2%에 불과하였으나 우리나라

로그램 개발과 적용을 포함한 골반저 근육 강화 운동 등의 효과 크

임신성 당뇨병 유병률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지난 9년간 5.8배

기에 대한 연구 결과[17,18]가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의 연구 결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5]. 임신성 당뇨병은 임신성 당뇨병을 진

과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임부 대상 운동 연구는 미비하기

단받지 않은 여성에 비하여 출산 후에도 제2형 당뇨병 위험이 7.4배

때문에 무엇보다 임부를 대상으로 다양한 운동프로그램의 적용과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여성의 과체중과 운동부족의 영향요인

그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뿐만 아

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14].

니라 대상자의 하루 평균 걷는 시간, 하루 평균 운동 시간 및 일주일

본 연구에서 임신 전 과체중의 지표인 체질량지수 23 kg/m 이상

평균 운동 일수에 있어 임신 전과 임신 기간 동안 평균 시간 차이에

대상자는 23.2%이었으며. 대상자 70%가 임신 전 체질량지수 19-22.9

통계적인 유의성이 적게 나타났는데, 이는 대상자 개인에 따른 편차

kg/m 을 나타냈다. 체질량지수는 비만도를 측정하는 데 보편적으

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며 실질적으로 가임기 여성의 임신

로 사용되는 지표로서 특히, 임신 전 체질량지수는 임부의 임신 기

전 운동시간 또한 부족하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는 질병관

간 동안 체중 증가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고

리본부가 제시한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인식 조사결과[19]에서 우

있다[15]. 과체중과 비만 기준을 제시하는 체질량지수는 국가와 관

리나라 여성의 규칙적인 운동 실천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

련 단체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현재 세계보건기구 아시아 태평양

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2

2

지역과 대한비만학회에서는 23 kg/m2 이상의 체질량지수를 과체중

본 연구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운동현황은 연령, 임신 기수, 임신

으로 진단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성인에서 비만관련 질환 증가

성 당뇨병 진단, 산과력, 임신 기간 동안 체중증가와 체중증가에 대

가 25 kg/m2를 기점으로 1.5배에서 2배 증가하는 데 근거를 두고 있

한 염려 및 월수입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연

다[12]. 이를 토대로 볼 때, 임신 전 체질량지수가 정상범위인 대상자

령에 있어서는 35세 이상 고연령 대상자의 하루 평균 운동시간과

에게 규칙적인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고, 특히 과체중 대

일주일 평균 운동일수가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고령 임부일수록 임

상자에게는 임신 기간 동안 적합한 운동중재가 필요함을 유추할

신 기간 동안 활동적인 운동은 피해야하고 땀을 흘리는 운동은 임

수 있다. 더욱이 본 연구 대상자인 임부의 임신 기간 동안 평균 체중

부와 태아에게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연구결과[20]와 일맥상통하였

증가의 범위는 5 kg 감소부터 28 kg 증가까지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났

다. 또한 임부는 임신 기간 동안 운동의 이미지로 요가 체조, 스트레

는데, 체질량지수 23 kg/m 미만 임부의 경우에서도 임신기간 동안

칭, 발레 등을 떠올리며 안정적인 운동만을 생각한다고 제시되고

체중증가가 12kg 이상을 넘지 않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

있는데[20], Colberg등 [21] 의 연구에서는 요가와 같은 경도의 운동

으므로[15] 운동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은 혈당과 지질을 낮추는 데 효과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

2

운동은 체력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시행하는 일련의 신체활동으

였다. 임신 기수의 특성에 있어서는 임신 기수가 증가할수록 하루

로서 당뇨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오래전부터 처방되어 왔으며 심

평균 운동시간과 일주일 평균 운동일수가 증가하였는데 유산이나

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낮추고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데 효과가 큰

조산 등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도모하고 또 임신 3기에 출산을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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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는 임부의 보편적인 특성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에서 임신성 당

인용하여 보도한 신문[25]에 의하면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평균 총

뇨병을 진단받은 임부가 임신성 당뇨병을 진단받지 않은 임부에 비

진료비는 18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7년 시점에서

해 하루 평균 운동시간이 많았지만 일주일 평균 운동일수는 차이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다면 현재 임신과 출산 비용은 더 많이 요구

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 대상자 중 임신성 당뇨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임부 대상 운동 습관의 형성을 위해서는

병을 진단받은 대상자의 수가 적어 연구결과에 유의성을 나타내지

경제적으로 비용적인 측면이 반드시 고려되어져야 할 것이며 임부

못한 것으로 예측된다.

의 접근 용이성 또한 숙고되어진 운동프로그램의 적용이 필요함을

한편, 임신 기간 동안 체중 증가가 클수록 하루 평균 걷는 시간,

시사하고 있다.

하루 평균 운동시간 및 일주일 평균 운동일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임부 대상으로 운동의 중요

나타났으며 임신 중 체중증가에 대한 염려를 하는 임부의 하루 평

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올바른 운동습관을 기를 수 있는 교

균 운동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여성

육의 필요성과 대상자들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고 비용대비 효율

의 체중조절 의지는 개인의 건강이나 신체에 대한 관심도에 의해

적인 다양한 운동 중재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영향을 받으며 신체 관심도가 높은 여성일수록 건강행위를 선택하
는데 긍정적이라고 제시한 선행연구결과[22]와 동일한 것이다. 그러

결 론

나 본 연구 대상자의 임신 전 체질량지수는 임신 중 운동현황에 영
향을 주지 않았는데 이는 임신 전 과체중이 출산 후 여성의 체중조

본 연구는 경상도 소재 여성전문병원에 내원한 임부를 대상으로

절 의지와 동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23]와는 일치하지 않

운동현황을 조사하고 그들의 일주일 평균 운동시간에 미치는 영향

았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출산 후 여성은 임신 전 체중상태로 돌아

요인을 규명하였다. 대상자의 임신 전과 임신 기간 동안의 하루 평균

가려는 의지가 큰 반면에 임신 중 여성은 안전한 출산과정에 대한

걷는 시간, 하루 평균 운동 시간 및 일주일 평균 운동일수의 차이를

기대가 크기 때문에 출산 후 여성과 임신 중 여성의 체중조절 중재

알아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나타내지 않았지만 임신 전에 비

효과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본 연구 대상자의

하여 임신 기간 동안 운동시간은 감소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일주

임신 전 체질량지수가 그들의 운동현황에 차이를 주지 않았을 가

일 평균 운동시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임신성 당뇨병 진단, 임신

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임부의 임신 전 체질량지수가 고려되어야 하

기간 동안 체중증가에 대한 염려 및 월수입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겠지만 그보다 임신 전 과정동안의 운동이 필요하다는 인식 방향

임부를 대상으로 운동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교육과 중재 프로그램

전환이 필요하며 운동습관의 일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이

의 적용 그리고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경상도 지역의 임부를 대상으로 하였기에 연구 결과

일주일 150분 이상 운동을 권고하는 임부 운동 지침[4,8]에 근거

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으나 임부의 운동현황과 운동시간

하여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하루 평균 운동시간과 일주일 평균

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하였다는 점과 임부 대상 운동 프로그램

운동일수를 계산하여 대상자의 일주일 평균 운동시간을 산정한

개발 필요성에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후 이들의 운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 분
석 결과, 임신성 당뇨병 진단, 체중증가에 대한 염려 그리고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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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미치는 주요한 영향요인일 뿐만 아니라 건강증진행위, 삶의 질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임부를 대상으로 하는 운동방법은 홈트레이
닝 동영상 프로그램과 병원에서 배부하는 책자 등에서 안내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임부의 참여도가 낮으며[8] 전문 운동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임부 요가, 임부 필라테스 및 임부 체조 등의 비용은 일
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피트니스 비용보다 높다[24]. 2007년 국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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