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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배경: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가임기 여성의 과체중, 비만이 증가하고 있다. 정상 체중인 여성에 비해 비만 여
성에서 제왕절개 분만의 위험이 2배 정도 높다. 그러나 산모의 임신전 체중이 분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가 제한되어 있어 이런 위험이 증가하는 요인은 알려져 있지 않다. 이 연구의 목적은 초산이며, 단태 임신인
산모의 분만진행 양상에 임신 전 과체중, 비만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방법: 1990년에서 2007년 모 종합병원 산부인과에서 만삭으로 출산한 406명의 초산부 외래 및 입원기록지를 기
초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산모의 체질량지수는 WHO (Asia-Pacific Region)와 대한비만학회 권고안에 따라 정상
2
2
2
2
체중군(18.5 kg/m ≤ body mass index[BMI] < 23.0 kg/m ), 과체중군(23.0 kg/m ≤ BMI < 25.0 kg/m ), 그리고

비만군(BMI ≥ 25.0 kg/m2)으로 나누었다. 분만 평균 시간은 개대되는 경부의 지름(cm)을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임신 전 산모의 체질량지수가 분만평균시간에 미치는 영향과 분만 형태, 마취방법 및 분만 시 태아의 응급상황에
대한 영향을 주는지 조사하였다.
결과: 산모의 신장, 분만 유도, 양막 파수, oxytocin 사용, 마취 방법, 산모의 몸무게 증가, 그리고 신생아 크기를
보정한 후 비만군과 과체중군 모두에서 정상 체중군에 비해 경부 확장이 4~10 cm되는데 걸리는 평균시간이 유의
하게 길었다(각각 12.6, 10.73 그리고 4.4시간). 과체중군에서 자궁 경부 개대는 4~8 cm 개대 되는데에서 분만시간
이 지연되었고(P = 0.022), 비만군에서는 5~9 cm 개대되는데에서 분만이 지연되었다(P = 0.002).
결론: 정상체중군과 비교해 보면 과체중군과 비만군에서 분만지연은 경부 확장 8 cm되기 전 유의하게 지연되었
다. 가임기 여성에서 과체중, 비만으로 인하여 분만 진행이 지연될 수 있으며 체질량지수로 분만진행의 지연을 미
리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중심단어: 비만, 과체중, 분만

서

임신하지 않은 여성의 약 22%가 과체중(Body Mass Index:

론

2
2
BMI 25~29.9 kg/m )이고, 22%가 비만(BMI ≥ 30 kg/m )

최근 비만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가임기 여성

으로 조사되었다.1)

에서도 과체중과 비만이 늘어가고 있다. 미국에서 18~49세

우리나라도 경제 수준의 향상, 식생활의 서구화, 운동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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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등으로 비만의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다. 1998년 국민건

상으로 하였다. 대상자는 총 406명으로 정상 체중 325명 과

강영양조사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여성에서

체중 30명 비만 49명이었다.

2

2

2
산모의 임신 전 체질량지수는 정상 체중(18.5 kg/m ≤

BMI 25 kg/m 이상은 26.5%, BMI 30 kg/m 이상은 3.0%
로 조사되었다.2)

BMI < 23.0 kg/m2), 과체중(23.0 kg/m2 ≤ BMI < 25.0

부모가 비만인 자녀의 29~30%에서 비만이 생길 정도로3)

2
2
2)
kg/m ), 그리고 비만(BMI ≥ 25.0 kg/m )으로 분류하였다.

부모의 비만은 자녀의 비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4,5) 자

2. 방법

녀의 비만 유병률 증가 외에도 과체중과 비만은 임신 중 임
신성 고혈압, 전자간증, 마취와 관련된 위험인자, 수술을 해

임신 전 체중과 신장은 입원 또는 외래 기록지에서 얻었

야하는 경우와 같은 임신 시 합병증이 증가하며 산모나 출

다. 임신동안 산모의 총 체중 증가는 마지막 산전 방문당시

생아의 사망률 증가와도 연관이 있다.4-7) 비만은 임신성 당

체중에서 임신 전 체중을 빼서 구했다. 다양한 변수를 분석

4)

뇨와도 연관이 있으며 , 임신성 당뇨로 인하여 자연유산, 신

할 목적으로 지속적인 순수한 체중 증가(총 체중 증가에서

생아 저혈당,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 사산과 같은 주산기

신생아의 출생체중을 뺀 몸무게)측정은 산모와 신생아 체중

4,5,8)

위험요소를 증가시킨다.

비만은 출산 시 oxytocin 투여

분만 진행의 지연 합병증과도 연관이 있으며, 태아의 거구
3,9)

각각의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 신생아 출생 체중도 포함했
다.

24)

산모의 나이는 출산 시 나이로 하였다. 단태임신에서

일부 연

적절한 총 체중증가는 정상체중(11.5~16 kg), 과체중(7~11.5

구에 따르면 정상체중 여성에 비해 비만한 여성에서 제왕절

kg), 비만(< 7 kg)으로 하였다.25) 경부 확장은 내진(vaginal

증, 태아 질식, 난산의 위험 요인이 되기도 한다.
10-17)

이런 변화에도

exam)으로 얻었고, cm로 나타내었다. 이 값을 자궁경부가

불구하고 과체중, 비만 여성과 정상 체중 여성과의 분만 진

개대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여 분만의 평균기간으로

행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나타내었다. 그 외에 입원 기록지를 통하여 분만중 특징으

개율이 2배 정도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

임신 전 체질량지수가 높을수록 임신 중 체중증가의 중
18-20)

로 처음 자궁경부 개대 정도(cm), 자궁수축, 분만의 시작형

1990년 IOM

태, 유도 분만 시 약재(prostaglandin, oxytocin)의 사용, 양

(Institute of Medicine)에서 임신 전 체질량지수를 고려한

막 파열, 마취 방법을 조사하였고, 분만 후 특징으로 출산

요성이 감소한다는 보고들이 나오면서

임신 시 권장되는 체중증가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21)

이러한

권고안은 미국산부인과학회와 우리나라 산부인과 학회에서

형태, 응급제왕절개를 시행했던 원인, 신생아 체중, 제태기
간을 조사하였다.

도 받아들이고 있다. 권고안에 따르면 정상 체질량지수군

3. 통계처리

여성의 경우 임신기간 동안 총 11.4~15.9 kg의 체중증가를
권유하고 있다. 체질량지수가 낮은 경우 총 12.5~18 kg 체

산모의 임신 전 체중이 분만 진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중증가를 권유하고, 제 2~3기 동안 매 4주에 2.0 kg의 체중

보기 위해 먼저 산모의 다양한 기저 특성들을 비교했고, 산

증가를 권유하고 있다.

모의 임신 전 BMI로 분류했다. 자료처리는 SPSS 15.0

국내 논문으로 임신 전 체질량지수와 임신 중 체중 증가에

version window를 이용하여 정상 분포와 연속 변수를 보기

관한 보고와 임신 중 체중증가와 신생아 체중에 관한 보고

위해 평균과 표준 편차값을 계산했고, ANOVA를 시행하여

및 임신 전 체질량지수와 임신 중 체중 증가와 신생아 체중

통계적 유의성을 알아 보았다. 범주형 자료를 비교하기 위

을 고려한 연구도 많았으나 임신 전 체중이 분만 진행 형태

2
해, 백분율을 계산했고, χ -test를 하였다. P 값은 0.05 이하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임상적 연구가 불충분하며, 산전 체중

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보았다.

과 분만 진행과의 상관관계가 명확히 밝혀진 연구는 없었
22,23)

다.

결

따라서 단태임신, 초산부의 분만 진행에 있어서 임신

전 산모의 과체중과 비만이 분만 진행 속도 및 분만 형태에

과

1. 산전 체질량지수에 따른 초산부의 기본적 특징.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번 연구를 통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산모의 평균 나이는 정상체중인 여성은 28.81 ± 2.63세
비만 여성은 30.60 ± 3.57세 과체중 여성은 28.90 ± 3.26세

대상 및 방법

로 평균 연령의 차이는 없었다. 과체중(157.87 ± 5.9)과 비

1. 대상

만(159.16 ± 5.3)인 여성에 비해 정상 체중(161.16 ± 5.2)인

이 연구 자료는 임신 27~42주이고, 1990년에서 2007년

여성의 신장이 유의하게 컸으며, 임신 전 과체중인 여성에

사이에 모 대학교병원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여성 중 출산

서 정상 체중인 여성에 비해 임신동안 부적절한 체중 증가

시 16세 이상, 초산부, 단태임신, 임신 전 체질량지수가

가 많았다(60%, 25%, P = 0.000).그러나 비만인 여성에서

2

18.5 kg/m 이상, 출산 전 병원진료 기록이 있는 산모를 대

부적절한 체중증가를 보인 산모는 없었다. 단태임신에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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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한 총 체중증가의 기준은 정상체중에서는 11.5~16 kg, 과

0.8)이 과체중(1.27 ± 0.67)과 비만인(1.14 ± 0.73) 여성에

체중에서는 7~11.5 kg, 비만에서는 7 kg 이하의 증가를 적

비해 약 0.2 cm 이상 경부가 확장된 상태였다(P = 0.037).

25)

절한 체중증가로 정하였다.

(Table 1)

자궁수축의 유무 및 규칙성, 자궁경부 개대 방법으로 프로스

2. 산전 체질량지수에 따른 초산부의 분만 시 특징
입원 시 경부 확장정도에 있어서 정상체중인 여성(1.43 ±

타글란딘(Prostaglandin) 사용과 분만 시 옥시토신(Oxytocin)
의 투여, 양막 파열의 방법, 마취 방법 등 분만 진행 시 특징
에 대한 영향에 있어서 정상체중인 여성과 과체중, 비만인

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of nulliparous women according to their prepregnancy body mass index
Normal (BMI)
n = 325
52.73 ± 4.89
161.16 ± 5.2

Overweight (BMI)
n = 30
59.55 ± 4.31
157.87 ± 5.9

Obese (BMI)
n = 49
68.97 ± 7.69
159.16 ± 5.3

Maternal Prepregnancy Body Weight (kg)
Maternal height (cm)
Maternal age
< 25
15 (4.6)
0 (0.0)
4 (8.1)
25~29
192 (59.1)
10 (33.3)
24 (49.0)
≧ 30
118 (36.3)
20 (66.7)
21 (42.9)
Mean ± SD
28.81 ± 2.63
30.60 ± 3.57
28.90 ± 3.26
Weight gain during pregnancy
Excessive
81 (24.9)
18 (60.0)
0 (0.0)
Inadequate/adequate
244 (75.1)
12 (40.0)
49 (100.0)
Mean ± SD
14.35 ± 4.02
13.94 ± 4.58
12.19 ± 4.54
BMI, body mass index; SD, standard deviation.
Data are presented as n (%) or mean ± standard deviation (ANOVA or χ2 test). Information was not available for all

P
0.000
0.000
0.325

0.000

covariates.

Table 2. Intrapartum characteristics of nulliparous women, according to their prepregnancy body mass index
Normal (BMI)
Overweight (BMI)
Obese (BMI)
P
n = 325
n = 30
n = 49
Cervical dilation at admission(cm)
1.43 ± 0.8
1.27 ± 0.67
1.14 ± 0.73
0.037
Contractions present at admission
0.141
Yes, regular
78 (23.9)
4 (13.3)
6 (12.2)
Yes, but irregular
119 (36.4)
11 (36.7)
14 (28.6)
No
126 (38.5)
15 (50.0)
29 (59.2)
Unknown
4 (1.2)
0 (0.0)
0 (0.0)
Labor onset
0.66
Spontaneous
123 (37.6)
12 (40.0)
24 (49.0)
Induction without cervical ripening
33 (10.1)
2 (6.7)
4 (8.2)
Induction with cervical ripening
171 (52.3)
16 (53.3)
21 (42.9)
Method of cervical ripening
received Prostaglandins
0.08
Yes
271 (82.9)
24 (80.0)
34 (69.4)
No
56 (17.1)
6 (20.0)
15 (30.6)
Received oxytocin
0.58
Yes
161 (49.2)
14 (46.7)
28 (57.1)
No
166 (50.8)
16 (53.3)
21 (42.9)
Method of membrane rupture
0.453
Spontaneous
143 (43.7)
11 (36.7)
16 (32.7)
Artificial
174 (53.2)
19 (63.3)
31 (63.3)
Undetermined
10 (3.1)
0 (0.0)
2 (4.1)
Method of Anesthesia
0.000
2 (0.6)
0 (0.0)
0 (0.0)
No
250 (76.5)
15 (50.0)
13 (26.5)
L/A
30 (9.2)
2 (6.7)
17 (34.7)
S/A
20 (6.1)
2 (6.7)
0 (0.0)
E/A
25 (7.6)
11 (36.7)
19 (38.8)
G/A
BMI, body mass index; SD, standard deviation.
L/A, local anesthesia; S/A, spinal anesthesia; E/A, epidural anesthesia; G/A, genal anesthesia.
2
Data are presented as n(%) or median (10th, 90th percentiles) (χ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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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비교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또한 분만 시

만 비율은 정상체중 여성(18%)에 비해 과체중 여성(43%)과

작(labor onset)과 oxytocin 투여, 양막파수 방법에 있어 정

비만 여성(69%)이 유의하게 높았다(P < 0.05). 비만과 과체

상체중, 과체중, 비만한 여성 사이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중 산모의 응급제왕 절개술이 필요했던 원인으로는 분만 시

분만 시 마취 방법에 있어서는 정상체중인 여성에서 국소 마

대부분이 머리골반 불균형(cephalopelvic disproportion), 이

취(Local anesthesia) (77%), 척추 마취(Spinal anesthesia)

상태위(Malpresentation), 분만유도실패(Failed induction),

(9%), 전신 마취(General anesthesia) (8%)로 국소 마취에

난산과 태아절박가사(fetal distress)였으며, 응급 제왕절개술

의한 마취방법이 많았으며, 과체중인 여성에서는 국소 마취

은 분만 1기에 이루어졌다. 신생아 체중은 정상체중 여성

(50%), 척추 마취(7%), 전신 마취(37%), 비만인 여성에서는

(3,110 ± 510 g)과 비만여성(3,073 ± 685 g)의 신생아에 비

전신 마취(39%), 척추 마취(35%), 국소 마취(27%)로 마취

해 과체중 여성 (3,406 ± 497 g)에서 300~400 g 정도 더 많

방법에 있어 정상체중 산모에서 국소 마취법이 유의하게 많

았다(P = 0.012). 제태기간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3).

았었다(P < 0.05) (Table 2).

3. 산전 체질량지수에 따른 초산부의 출산 결과

4. 산전 체질량지수에 따른 자연분만 초산부의
자궁 경부 확장 시간

자연 분만율은 정상체중 산모(70%)가 과체중(43%)과 비

전체 406명의 대상자중 응급제왕절개술을 시행했던 대상

만 산모(31%)에 비해 높았고(P < 0.05), 응급 제왕절개 분

자를 제외하고 299명의 산모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다. 산모

Table 3. Pregnancy outcomes of nulliparous women according to their prepregnancy body mass index
Normal (BMI)
Overweight (BMI)
Obese (BMI)
n = 325
n = 30
n = 49
Method of delivery
Spontaneous vaginal
230 (70.3)
13 (43.3)
15 (30.6)
Instrument-assisted vaginal
39 (11.9)
4 (13.3)
0 (0.0)
Primary emergent cesarean
58 (17.7)
13 (43.3)
34 (69.4)
Indications for primary emergent Cesarean
delivery
4 (30.8)
6 (17.6)
CPD
8 (13.8)
9 (26.5)
Failure to progress
19 (32.8)
2 (15.4)
9 (26.5)
Malpresentation
5 (8.6)
0 (0.0)
2 (5.9)
7 (12.1)
1 (7.7)
Fetal distress
0 (0.0)
0 (0.0)
2 (5.9)
Placental abruption
0 (0.0)
0 (0.0)
Placental previa
2 (3.4)
4 (11.8)
Failed induction
11 (19.0)
4 (30.8)
6 (10.3)
2 (15.4)
6 (5.9)
Other factors
3110 ± 510
3406 ± 497
3073 ± 685
Infant birth weight (g)
274 ± 14.6
278 ± 9.4
270 ± 16.6
Gestational age at delivery (wk)
BMI, body mass index; CPD, cephalopelvic disproportion.
Data are presented as n(%) or means ± standard deviation (ANOVA or χ2 test).

P
0.000

0.146

0.012
0.085

Table 4. Adjusted median duration of time elapsed (hours) in labor for each centimeter of cervical dilation for
nulliparous women with a vaginal delivery, according to their prepregnancy body mass index
Normal (BMI)
Overweight (BMI)
Obese (BMI)
Cervical dilation
P
n = 267
n = 17
n = 15
from 4 to 10 cm
4.40
12.60
10.73
0.000
from 3 to 4 cm
2.47
1.28
5.14
0.000
from 4 to 5 cm
1.54
5.23
1.83
0.000
from 5 to 6 cm
0.78
4.08
1.79
0.000
from 6 to 7 cm
0.45
1.05
3.98
0.000
from 7 to 8 cm
0.36
0.59
1.34
0.000
from 8 to 9 cm
0.36
0.47
0.78
0.003
from 9 to 10 cm
0.21
0.41
0.32
0.037
BMI, body mass index.
An interval-censored regression model with a log normal distribution was fitted to adjust for maternal height, membrane rupture,
epidural analgesia, timing of epidural analgesia placement, labor induction, oxytocin use, net maternal weight gain, and fetal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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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장, 순수 체중 증가, 분만 유도, 양막파수, 옥시토신 사

타났다. 그러나 이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과체중과

용 그리고 신생아 크기를 조절한 후에 체질량지수에 따라서

비만 여성 골반에 지방 축적을 알아보는 장골위 피부 두겹

자궁경부가 4~10 cm까지 열리는데 걸리는 시간은 과체중

두께 측정과 자궁 경부 개대 시간을 함께 측정한 연구가 필

군에서 12.6시간으로 가장 길었고, 비만군은 10.73시간으로

요하다.

정상 체중군(4.4시간)보다 6시간 이상 길었다(P < 0.05). 따

과체중, 비만 여성에서 정상 체중 여성보다 제왕절개를

라서 과체중과 비만여성이 정상체중 여성 보다 분만진행 시

더 자주 하였는데, 이는 선택의 편향(selection bias)을 줄이

간이 지연되었다. 자궁 경부 개대가 1 cm씩 증가하는 시간

기 위해 선택 변수를 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체중과 비

비교에서 과체중 여성에서 분만 시간이 더 길어진 것은 대

만 여성 모두에서 연장된 분만으로 인해 제왕절개율이 높았

부분이 자궁경부가 4~6 cm되는 동안 시간의 증가로 분만

음을 배제하진 못할 것이다. 의사의 제한된 지식도 분만 진

진행자체가 느려졌으며 이에 비해 비만여성에서 분만 시간

행에 영향을 주어 제왕 절개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이 증가한 것은 자궁경부가 3~8 cm되는 동안이었다(Table

이 연구 결과가 주어진 소집단에서 나온, 무선오차(random

4).

error)의 결과일수도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런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는 몇 가지 의의가

고

있다. 과체중, 비만 여성의 분만에 관한 여러 특성을 연구한

찰

자료가 없었는데 이 연구에서는 산모의 임신 전 체중과 만
비만한 여성의 임신에 대한 이전의 연구들은 분만에서

기, 초산부의 분만 진행 형태 사이의 관계를 다양한 특성으

몇몇 특징들의 빈도를 간단히 보고하거나, 분만 기간에 대

로 나누어 자세히 기술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상 체중,

16,22,26,27)

한 연구들 이었다.

그러나 최근 산과 진료에서 잠정

과체중, 비만 여성에서 산과적 중재 빈도에 있어서의 차이

적인 변수를 조정한 후 분만 진행에 대한 산모의 과체중과

점을 비교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자궁경부가 개대 되는데

비만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번 연구의 결과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여 과체중과 비만 여성이 정상인 여성

비만한 여성이 비만하지 않은 여성보다 분만 1기 동안 부적

과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된 것이다.

16)

절한 자궁수축을 더 자주 보였다는 것 과 임신 전 체질량

최근 가임기 여성에서 과체중, 비만이 늘어나고 있는 점

27)

지수가 증가함에 따라 임신 중 체중증가가 작아진다는 것은

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 전향적 연구를 통하여 추가적인 산

이전의 연구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비만 여성에서

과적 시술을 시행하기 전에 산모의 분만 진행 양상을 임신

분만 유도와 확대술(augmentation)동안 더 자주 oxytocin을

전 체질량지수로 미리 예측하여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16,22,23,27)

맞았다는 것은

임신 전 체질량지수가 증가함에 따

라 신생아 체중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23)

oxytocin사용량은

ABSTRACT

산모의 몸무게와 관계없이 비슷하게 투여되었으며 투여 횟
수가 늘어났는데 그것은 약자체, 또는 약의 수용체가 산모

Background: Observational studies show that obese

의 체질량지수에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가

women have up to a 2-fold increased risk for a cesarean

설을 확증하기 위해서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

delivery compared with normal-weight women. However,

자궁 경부 확대가 8 cm되기 전까지의 분만진행은 과체중

it is unclear what factors may contribute to this elevated

과 비만한 여성에서 정상 체중 여성보다 유의하게 느렸다.

risk.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몇몇 연구에서 이런 현상이 과체중, 비만 여성의 골반 내 연

of maternal overweight and obesity on the pattern of labor

조직의 축척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하는데, 이와 동반해서

progression in nulliparous women with a singleton,

더 큰 신생아가 태어나기 위해 분만이 더 길어지고, 수축이

pregnancy.

16,22,28)

장골 위 피

Methods: We analyzed data from 406 nulliparous

부 두겹 두께(suprailiac skinfold thickness)를 측정한 연구

women with a pregnancy that visited in department of

에서 임신 기간 동안, 특히 비만 여성에서, 주변부 보다는

Obstetrics & Gynecology, College of Medicine, University

더 강하게 일어나는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29-31)

, 산

of Dong-A from 1990 to 2007. The median duration of

모의 골반에 축적된 연조직이 산도를 좁혀서 분만시간을 연

labor by each centimeter of cervical dilation was

장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번 연구에서 산도가 좁아져 분만

2
computed for normal-weight (18.5 kg/m ≤ body mass

시간이 연장된 것과 같이 산모의 신장, 임신 동안의 체중 증

2
2
index[BMI] < 23 kg/m ), overweight (23 kg/m ≤ BMI <

가, 신생아 크기와 같은 요소들을 포함시켜 이 요소들을 조

25 kg/m2), and obese (BMI ≥ 25.0 kg/m2) women and

정한 후 측정한 분만 시간 측정에서 자궁 경부 개대가 8 cm

used as a measurement of labor progression.

중심부에 지방이 더 많이 축적된다고 보고하였으며

되기까지 시간이 길어져서 분만시간이 지연되는 결과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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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ction, membrane rupture, oxytocin use, method of

1):943-51.

anesthesia, net maternal weight gain, and fetal size, the

10. Young TK, Woodmansee B. Factors that are

median duration of labor from 4 to 10 cm was

associated with cesarean delivery in a large private

significantly longer for both overweight and obese

practice: the importance of prepregnancy body mass

women, compared with normal-weigh women(12.6, 10.73,

index and weight gain. Am J Obstet Gynecol

and 4.4 hours, respectively). For overweight women, the

2002;187(2):312-20.

prolongation was concentrated around 4~8 cm, whereas

11. Shepard MJ, Saftlas AF, Leo-Summers L, Bracken

for obese women, the prolongation was concentrated

MB. Maternal anthropometric factors and risk of

around 5~9 cm.

primary cesarean delivery. Am J Public Health

Conclusion: Given that the prevalence of overweight

1998;88(10):1534-8.

and obesity is increasing among women of childbearing

12. Kaiser PS, Kirby RS. Obesity as a risk factor for

age, it is critical to consider differences in labor

cesarean in a low risk population. Obstet Gynecol

progression by maternal

prepregnancy BMI before

additional interventions are performed.

2001;97(1):39-43.
13. Crane SS, Wojtowycz MA, Dye TD, Aubry RH, Artal
R. Association between pre-pregnancy obesity and the

Key words: Obesity, Overweight, Labor

risk of cesarean delivery. Obstet Gynecol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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