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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Korea, delivery of preterm has increased gradually, preterm delivery rate was 6.4% in 1995 and 9.8% in 
200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guidelines for preventing preterm delivery in aspect of health 
factors and food habits. The health factors and dietary habits were compared between preterm delivery group 
and full-term delivery group on to recognize risk factor of delivering premature. The results obtained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 full-term delivery group showed a high rate of professionals and the preterm 
delivery group showed a high rate of the service industry, showing differences in kinds of occupation(p<0.05). 
Heights were higher in full-term delivery group(p<0.05). Among the nutrition supplements, iron supplement 
consumption was the most, period of the intake of iron was significantly longer for the full-term delivery 
group than for the preterm delivery group(p<0.05). Also, prevalence of coffee was higher in preterm delivery 
group(p<0.001). The activity level was higher in full-term delivery group(p<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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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OG(American College of Obstetricians and 
Gynecologist)와 WHO의 발표 자료에 의하면 1980년
대 많은 사람들이 미숙아1) 출생 예방을 위해 수많

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의 미숙아 
출생률은 1980년대 8.9%에 비해 1990년대는 10.2%
로 증가하였으며(1), 2001년에는 미숙아 출산이 
47,600명으로 전체 신생아의 12%를 차지하였다. 우
리나라의 미숙아 출생률도 사회적 변화와 함께 점
차 증가추세에 있어 1995년 6.4%에서 2002년 9.8%
로 증가되었다(2).

미숙아는 대부분 저체중을 동반하고 있으며 신체
적, 생리적 미성숙상태로 체온조절장애, 폐기능 미



1. 조사기간 및 조사대상

연구대상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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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숙아란 재태기간이 37주 미만 또는 최종월경일로부터 259일 미만에 태어난 신생아를 의미한다.
2) 저체중아는 출생시 체중이 2.5k 미만을 의미한다.
3) 극소체중아는 출생시 체중이 1.5kg 미만을 의미한다.

숙으로 인한 호흡곤란증후군, 기침반사의 미약으로 
인한 흡유 및 연하장애, 간기능 미숙으로 인한 황달, 
순환기계 미숙으로 심박동수가 불규칙하며 모세관
의 저항성이 약하여 두 개내 출혈, 폐출혈 등의 문
제에 당면하기 쉽다(3,4).  

미숙아 출산에 관련된 역학적 연구결과들은 임신
부의 생물학적, 행동적, 사회 ․ 문화적 요인이 서로 
복합적으로 기인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5). 또한 
나이, 경제적 수준 같은 인구학적 특성과 과거의 임
신력 그리고 임신부의 기존 질환이나 이번 임신 중
의 합병증세 즉, 전치태반이나 태반조기박리, 양수
의 감염, 자궁의 기형이나 종양, 자궁경관 무력증, 
기타 임신 중 산모의 질환 등이 미숙아를 출산하는
데 중요한 인자들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5,6). 

미숙아는 엄마 배속에서 충분히 자라지 못한 채 
태어나기 때문에 아기 스스로 내 ․ 외적인 환경에 
적응하고 조절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
나, 과학의 발전에 따른 첨단 의료장비, 약제 그리
고 특수영양식품의 개발에 의한 신생아 집중 치료
가 발달(과학적인 기구 발달)함에 따라 저체중아의 
생존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통계를 보
면 1998년 저체중아2)의 출생률이 7.5%로 1990년의 
6.5%에 비해 증가하였고 사망율은 출생 1000명당 
사망 7.1명으로 과거에 비해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
다(7,8). 우리나라의 경우 1996년 저체중아의 출생율
은 6~8%이고 극소체중아3)는 1.1%의 출생율을 보이
고 있으며(9) 극소체중아의 생존율도 1991년 이전 
22.2%에서 1991년 이후 36.4%로 증가하였다(8,10). 
미숙아 및 저체중아의 관리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
용과 높은 사망률 때문에 조기분만은 공중보건 및 
관련의료 분야에서 극복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로 
보인다.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임신부의 건강관리는 
태아와 영아의 성장 발달을 도울 뿐만 아니라 이들 

차세대의 국민이 성인이 되었을 때 만성 질병에 걸
릴 확률을 낮추어 건강한 국민, 건강한 국가 건설의 
틀을 마련하는 기초가 된다. 경제적인 측면이나 건
강 측면에서 검토한 보고들(11,12)을 보면, 이러한 
만성질병의 유병율을 감소시키는 것이 국가 의료비 
절감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지름길이 됨을 알 수 
있다. 

국내외의 임신부를 대상으로 영양소 섭취조사가 
수행되어져 왔고, 이를 근거로 열량, 단백질, 지질, 
일부 무기질과 비타민의 모체 영양상태와 태아 발
달과의 관련성 연구가 시도되어 왔으나, 조기분만한 
임신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아직 활발하지 못
하다. 이에 조기분만군(실험군)과 만기분만군(대조군)
의 건강관련요인과 식습관을 비교하여 조기분만한 
임신부의 식습관을 알아봄으로써 미숙아 출산의 예
방과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2003년 12월부터 2004년 8월까지 서울
에 있는 C병원에서 산전관리를 받고 분만한 임신부
들을 1차 대상자로 선정하였고, 그들 중에서 출산 
후 1주일 이내에 설문조사에 응해준 대상자는 462명
이었다. 설문에 응해준 대상자 중 산모측에 전치태
반이나 태반조기박리, 양수의 감염, 자궁의 기형이
나 종양, 자궁경관 무력증, 기타 임신 중 산모의 질
환, 불임으로 인공시술, 가족력에 미숙아 출산경력, 
그 전에 출생한 아이가 미숙아나 저체중아이거나 
태아가 기형, 다태임신인 경우(6)를 제외한 226명을 
최종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조기분만군은 37주 미만
에 분만한 임신부 61명, 만기분만군은 37주에서   



2. 설문조사

3. 신체적 요인

연구결과 및 고찰

4. 통계처리 

1.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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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주 사이에 분만한 임신부 165명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Ji(13)의 자료를 기
본으로 수정하여, 조사대상 병원에 내원한 20여명의 
산모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 후 설문지 내용
을 보완하였다. 설문조사는 경험이 풍부한 임상영양
사가 조기분만군은 신생아중환자 상담실, 만기분만
군은 입원실에서 조사대상자들의 사전 동의 후 개
별적인 면담을 통해 조사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관한 문항은 연구 대상자의 연령
과 사회경제적 수준을 알기 위한 것으로 가정의 월
수입, 학력, 직업으로 구성하였다.

건강관련 사항에 관한 조사 문항은 임신 중 복용
하는 영양제, 흡연, 알코올 섭취정도, 활동정도, 운
동여부 그리고 스트레스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식습관과 맛에 대한 기호도 조사에 관한 문항에
서 식습관은 식사시간의 규칙성, 아침식사의 규칙성, 
과식정도, 식사속도, 좋아하는 음식, 간식의 빈도, 
외식의 빈도를 측정하였다. 식사의 규칙성은 끼니 
수에 관계없이 식사가 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아보았으며, 아침식사의 규칙성은 아침식사를 하
지 않거나 주 2회 이하 아침식사를 하는 경우 아침
식사를 불규칙적으로 하는 것으로, 주 6회 이상 빠
짐없이 아침식사를 하는 경우 규칙적인 것으로, 주 
3회 이상 5회 이하로 아침식사를 하는 경우는 중정
도로 구분하였다. 식사속도는 한 끼 식사를 끝마치
는 시간이 10분 미만이면 빠른 것으로, 10분 이상 
29분 이하이면 보통, 30분 이상이면 느린 것으로 구
분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임신전의 신장과 체중은 본 조사기
간 전에 산전관리를 위하여 처음 병원에 내원하였
을 때 간호사의 면담에 의해서 작성된 의무기록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기록된 키와 체중을 이용하여 
체질량지수(BMI : body mass index)를 계산하였다.

자료의 처리는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Program을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자를 미숙아를 분만
한 산모와 만삭아를 분만한 산모로 나누어 연속변
수의 경우 평균과 표준편차를, 카테고리 변수의 경
우 응답수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두 군 간의 차이를 
t-test와 chi-square test로 분석하였다.

설문지와 임상기록을 통해 조사한 연구대상 임신부
들의 일반적인 사항은 Table 1과 같다. 연령은 조기분
만군이 30.9세, 만기분만군이 31.8세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에서 대졸 이상의 학력은 조기분만군 
75.4%, 만기분만군 86.4%로 두 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
는 없었다. 본 연구대상자들은 Kim 등(14)의 연구대상
자보다 교육 수준이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가계의 월평균 수입은 조기분만군은 300~399만원
이 32.8%, 만기분만군은 400만원 이상이 43.0%로 두 
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본 연구대상자들의 
월평균 수입은 Kim 등(14)의 100~300만원 결과보다 
더 높았는데, 이는 조사대상병원의 위치가 강남에 위
치하고 있는 것이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
정된다. 

임신중 직업유무에 따른 두 군 간의 유의적인 차이
는 없었으나, 직업을 가진 임신부 중에서 전문직의 비
율이 조기분만군에서 40.6%, 만기분만군 46.0%로 가
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서비스직의 경우
는 조기분만군 18.8%, 정상분만군이 4.0%로 조기분만
군에서 만기분만군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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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
PT (n=61) FT (n=165) P-value

Age(years)

20 - 24 2 ( 3.3) 3 ( 1.8) 0.52281)

25 - 29 18 (29.5) 67 (40.6)

30 - 34 27 (44.3) 66 (40.0)

35 - 39 13 (21.3) 25 (15.2)

> 40 1 ( 1.6) 4 ( 2.4)

Mean± SD 30.9± 3.82) 31.8± 3.9

Education level

High school graduates 15 (24.6) 22 (13.4) 0.1043

College graduates 41 (67.2) 122 (73.9)

Over college graduates 5 ( 8.2) 21 (12.7)

Family Income(10,000won/mon)

< 100 0 ( 0.0) 0 ( 0.0) 0.0758

100-199 8 (13.1) 17 (10.3)

200-299 13 (21.3) 36 (21.8)

300-399 20 (32.8) 38 (23.1)

≥ 400 16 (26.2) 71 (43.0)

Don't know 4 ( 6.6) 3 ( 1.8)

Occupation status

Employed 28 (45.9) 85 (51.5) 0.4537

Unemployed 33 (54.1) 80 (48.5)

Job Professional 13 (40.6) 46 (46.0) 0.0476*

Public employee 9 (28.1) 31 (31.0)

Sales woman 0 ( 0.0) 5 ( 5.0)

Service 6 (18.8) 4 ( 4.0)

Student 1 ( 3.1) 0 ( 0.0)

Others 3 ( 9.4) 14 (14.0)

PT : Preterm delivery group
FT : Full-term delivery group
1) P-value by Chi-square test 
2) Mean ± SD
* p<0.05

(p<0.05). 본 연구에서는 직업의 유무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나, 직업의 종류에서는 만기분만군은 전문직의 
비율이 높고, 조기분만군은 서비스직의 비율이 높게 

Table 2. Anthropometric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PT (n=61) FT (n=165) P-value

Height(cm)  160.7±4.71)   162.3±5.3    0.03772)*

Pre-pregnancy weight(kg)   53.9±5.9    54.9±8.3    0.2984

Pre-pregnancy BMI(kg/㎡)    0.07913)

<  19 12 (19.7) 43 (26.1)

 19 - 22.9  37 (60.6) 99 (60.0)

>  23  12 (19.7) 23 (13.9)

Mean± SD    20.8±2.9    20.9±2.3

PT : Preterm delivery group
FT : Full-term delivery group
1) Mean ±  SD
2) P-value by t-test
3) P-value by Chi-square test
* p<0.05

나타났으므로, 직업과 관련된 미숙아출산과 관련된 
요인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연구대상자들의 임신 전의 신체적 사항은  Table 2
와 같다.

신장은 조기분만군이 160.7±4.7cm, 만기분만군이 
162.3±5.3cm로 만기분만군이 유의적(p<0.05)으로 높게 
나타났다.

임신부의 임신 전 BMI는 조기분만군이 20.8±2.9, 만
기분만군이 20.9±2.3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BMI가 23 
이상인 경우는 조기분만군이 19.7%, 만기분만군이 
13.9%로, 두 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산모의 
임신 전 체중 뿐만 아니라 임신 전 BMI도 임신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데, 임신성 고혈압의 발생에 비만증이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을(13,15) 비추어 볼 때 임신 
전 정상적인 체중유지가 바람직한 임신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임신부들의 임신기간 중 영양보충제 사용에 대한 
내용은 Table 3과 같다.



4. 임신부의 흡연, 음주 및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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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Nutrient supplements use of the subjects N(%)
PT (n=61) FT (n=165) P-value

Use of nutrient supplement
Yes 53 ( 86.9) 148 ( 90.2) 0.46811)

No 8 ( 13.1) 16 (  9.8)
Multivitamin

Yes 13 ( 21.4) 25 ( 15.1) 0.2649
No 48 ( 78.6) 132 ( 84.9)

Frequency of supplement 0.5505
1-3 / wk 4 ( 30.8) 3 ( 11.1)
4-6 / wk 1 (  7.7) 1 (  3.7)
1-3 / day 8 ( 61.5) 21 ( 84.0)

Duration of taking supplement(mon)
5.1 ± 2.22) 4.5 ± 2.1  0.46083)

Vitamin C
Yes 2 (  3.3) 9 (  5.5) 0.4998
No 59 ( 96.7) 156 ( 94.5)

Frequency of supplement 0.2727
1-3 / wk 1 ( 50.0) 2 ( 22.2)
4-6 / wk 0 (  0.0) 1 ( 11.1)
1-3 / day 1 ( 50.0) 6 ( 66.7)

Duration of taking supplement(mon)
6.5 ± 3.5 4.9 ± 2.6 0.4706

Iron
Yes 48 ( 78.7) 142 ( 86.1) 0.1788
No 13 ( 21.3) 23 ( 13.9)

Frequency of supplement 0.9671
1-3 / wk 3 (  6.3) 8 (  5.7)
4-6 / wk 1 (  2.2) 6 (  4.2)
1-3 / day 42 ( 87.5) 128 ( 90.1)

Duration of taking supplement(mon)
3.9 ± 1.0 4.5 ± 1.7 0.049*

Others
Yes 2 (  3.3) 8 (  4.9) 0.6105
No 59 ( 96.7) 157 ( 95.1)

Frequency of supplement 1.0000
1-3 / wk 0 (  0.0) 0 (  0.0)
4-6 / wk 0 (  0.0) 0 (  0.0)
1-3 / day 1 (100.0) 8 (100.0)

Duration of taking supplement(mon)
4.0 ± 0.1 3.8 ± 2.6 0.3875

PT : Preterm delivery group
FT : Full-term delivery group
1) P-value by Chi-square test
2) Mean ±  SD
3) P-value by t-test     
* p<0.05

임신 중 보충제 섭취는 조기분만군 86.9%, 만기분만
군의 90.2%로 나타났다. 영양보충제 섭취에 대해서는 
종류별로는 두 군 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종
합비타민은 조기분만군이, 비타민 C, 철분 그리고 칼
슘제는 만기분만군이 더 많이 섭취하고 있었다. 

철분제의 섭취기간은 조기분만군 3.9±1.0개월, 만기
분만군의 4.5±1.7개월로 만기분만군이 유의적(p<0.05)
으로 오래 섭취하고 있었다. 임신기간 중 철 보충제의 
복용 효과를 보기 위해 실시된 종단적 연구는 모두 임
신기간 중 철 보충제를 섭취한 경우 모체의 철 저장상
태는 분만 후에도 양호하였음을 보고하였다(16).  

Thame 등(17)과 Christian 등(18)은 임신 중 철분 결
핍은 신생아의 건강상태와 관련성이 높다고 하였고, 
Preziosi 등(16)도 철분제를 임신부에게 복용시킨 결과 
신생아 크기가 증가하고 저체중아 출산 위험률이 낮
아졌다고 보고 하였으며, 본 연구 결과에서도 만기분
만군이 미숙아 분만군에 비해 철분보충제를 많이 섭
취하고 있어 임신 중 철분제 보충이 미숙아 출생을 예
방하는데 중요한 인자임을 알 수 있었다. Takimoto 등
(19)은 330명 임신부를 대상으로 철분제 공급 후 빈혈 
발생률을 조사한 결과, 철분제를 복용하면서 육류 등 
골고루 식품을 많이 섭취한 여성이 빈혈의 위험도가 
낮아 보충제 복용과 함께 영양소 섭취의 중요성을 강
조하였다.

임신부들의 흡연, 음주 그리고 커피섭취 습관에 관
한 사항은 Table 4와 같다.

흡연의 경우 임신 전에 흡연을 하였으나 임신동안 
금연한 경우는 조기분만군 11.5%, 만기분만군의 6.1%
로 두 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선진국에서 흡연은 태아의 자궁내 성장지연 현상을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 중의 하나로 보고 있
다(20). 흡연자는 모체의 체중 증가가 적을 경우 위험
률이 비흡연자보다 46% 높다는 보고가 있으며(21), 흡
연자의 저체중아 출산율은 비흡연자에 비해 거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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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moking status, alcohol and coffee drinking during the pregnancy of the subjects N(%)
PT (n=61) FT (n=165) P-value1)

Smoking

Non-smoker 54 (88.5) 155 (93.9) 0.0874

Ex-smoker 7 (11.5) 10 ( 6.1)

Alcohol

1st trimester
(≤13 weeks)

Yes 10 (16.4) 33 (20.0) 0.5398

No 51 (83.6) 132 (80.0)

2nd trimester
(14-26 weeks)

Yes 8 (13.1) 11 ( 6.7) 0.1210

No 53 (86.9) 154 (93.3)

3rd trimester
(≥27 weeks)

Yes 7 (11.5) 16 ( 9.7) 0.6947

No 54 (88.5) 149 (90.3)

Coffee Drinking

 Yes 27 (42.2) 40 (24.2)  0.0074*

No 37 (57.8) 125 (75.7)

Frequency of coffee drinking 0.4759

1-3/wk 11 (40.8) 18 (44.5)

4-6/wk 8 (29.6) 17 (42.5)

1-3/day 8 (29.6) 5 (12.5)

PT : Preterm delivery group
FT : Full-term delivery group
1) P-value by Chi-square test
* p<0.001

가 높다고 한다(20). 또한 흡연중인 임신부는 조산의 
빈도나 자연 유산의 발생율도 비흡연자의 2배 이상이
나 되며 흡연이 불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보고도 
있다(21).

1983년에서 1993년까지 스웨덴의 지역사회 여성 
243,858명을 대상으로 극소 미숙아(32주 이전) 또는 중
등도 미숙아(32에서 36주 사이) 출산 및 흡연습관과 다
음 출산에 있어 극소미숙아 또는 중등도 미숙아 출산
과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이전에 극소 미숙아를 출산
한 것과 흡연습관의 변화 즉 흡연자가 임신중 금연으
로의 생각 변하는 다음 출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
다(22). 본 연구에서도 두 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
었으나, 조기분만군에서 임신 전 흡연이 약 5% 정도 
높게 나타났었다. 조기분만한 산모가 출산 후 다시 흡

연을 시작한다면 다음 출산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으
므로 가임기의 여성은 조기분만의 위험을 줄이기 위
해 반드시 금연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판단되며, 또
한 간접흡연이 심혈관 질환들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
인(22)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임신 중 태아의 간접흡연
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도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음주와 관련하여 임신 2분기와 3분기의 음주경험은 
두 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초기에는 임신을 
인지하지 못한 단계에서 주로 섭취되었고, 중기에서는 
알면서도 소량 즉 3잔 이하는 괜찮다는 생각에 섭취하
고 있었다. 조기분만 대상자 중 3명은 섭취량이 1병 이
상으로 많은 섭취량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임신 기
간 중 다량의 알코올 섭취는 잠재적으로 태아에게 해
로운 영향을 미쳐 염색체 배열 이상을 유발하는데 이
를 태아 알코올 증후군이라고 한다(23). 미국의 태아 
알코올 증후군 발생률은 대략적으로 10,000명 중 1명
이다(24). 그러나 Polygenis 등(25)은 임신 초기 소량의 
알코올 섭취는 태아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고 보고하고 있어, 소량의 알코올 노출에 관한 영향
은 아직은 불확실하다.

임신부들의 커피 섭취실태에서 커피를 섭취하고 있
는 경우는 조기분만군 42.2%, 만기분만군의 24.2%로 
만기분만군보다 조기분만군에서 유의적으로(p<0.001) 
높게 나타났다. Kirsten 등(26)은 임신 중 커피를 전혀 
마시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 임신 중 하루 4~7잔 커피
를 마신 여성들은 80%, 하루 8잔 이상 마신 여성들은 
300%까지 아기를 사산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또 하루 8잔 이상의 커피를 마신 여성들은 커피를 
자제해 마신 임신부에 비해 사산 위험이 220% 높았다. 
임신 중 커피 과잉 섭취가 사산을 불러오는 이유를 확
실히 알 수는 없지만 커피 속의 카페인이 태반에 영양
을 공급하는 혈관을 경색시켜 태아에게 공급되는 산
소량을 줄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론했으며, 하루 5잔 
미만으로 커피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발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기분만군의 섭취률은 유
의적으로 높았지만, 섭취량이 1~2잔으로 Kirsten 등(26)
의 연구결과보다는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었다.



5. 임신부의 활동과 운동정도

6. 스트레스 관련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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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 임신부들의 활동과 운동에 대한 사항은
Table 5와 같다.

임신 중 활동은 보통 정도의 활동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조기분만군 57.3%, 만기분만군의 76.9%로 
조기분만군보다 만기분만군에서 유의적(p<0.005)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Ji(13) 연구에서의 활동정도 보
다는 높게 나타났다. 임신 중 규칙적인 운동은 두 
군 모두 비슷하게 나타났고, 운동종목으로는 걷기, 
기체조, 요가, 수영이 주로 나타났다. 운동시간은 미
숙아 분만군은 78분, 만기분만군은 89분으로 나타났
다. 이는 조상대상자들의 지식정도와 교육정도가 규
칙적인 운동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대상 임신부들의 스트레스 사항은 Table 6과 
같다.

임신 중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매우 심하게 받
는 경우는 조기분만군 26.2%, 만기분만군 22.4%로 
두 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임신중 스트레
스는 미숙아 출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판단된다. Van과 Marcoen(27)은 임신 3~6개월 
사이에 스트레스와 불안을 자주 겪은 여성이 출산
한 아이는 나중에 문제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발
표하였다. 이는 자궁에서 태아가 발달하는 예민한 
시기에 모체에서 특정 정서적 불안요인들이 태아의 
생물학적 시스템에 ‘입력’된다는 이른바 ‘태아 프로
그래밍’ 학설을 입증하는 것으로, 임신여성이 불안
에서 자유롭기는 어렵겠지만 자신이 스트레스를 느
끼면 스트레스호르몬이 태아에 전달된다고 생각하고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나 불안을 유발하는 일을 당
할 때 되도록 침착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스트레스의 원인은 조기분만군의 경우 직장문제
와 가족 ․ 자녀 문제 그리고 임신 우울증 등의 순으
로 나타났고, 만기분만군의 경우 가족 ․ 자녀 문제,

Table 5. Physical activity and exercise status of the subjects
N(%)

PT (n=61) FT (n=165) P-value1)

Physical activity level

Light 22 (36.1) 28 (16.9) 0.0049*

Moderate 35 (57.3) 127 (76.9)

Heavy 4 ( 6.6) 10 ( 6.2)

  Very heavy 0 ( 0.0)   0 ( 0.0)

Regular Exercise

Yes 15 (24.6) 39 (23.9) 0.9177

No 46 (75.4) 124 (76.1)

Duration of exercise(min)

78 ± 312) 89 ± 35  0.26943)

PT : Preterm delivery group
FT : Full-term delivery group
1) P-value by Chi-square test 
2) Mean ±  SD  
3) P-value by t-test
* p<0.005

Table 6. Stress of the subjects N(%)
PT (n=61) FT (n=165) P-value1)

Degree

Very mild 12 (19.7) 26 (15.8) 0.7871

Mild 12 (19.7) 43 (26.2)

Moderate 21 (34.4) 59 (35.8)

Severe 14 (22.9) 34 (20.6)

Very severe 2 ( 3.3) 3 ( 1.8)

Cause

Job 13 (21.3) 44 (26.7) 0.3458

Family 13 (21.3) 46 (27.9)

Economy 1 ( 1.6) 3 ( 1.8)

Depression 5 ( 8.3) 20 (12.1)

Others 29 (47.5) 52 (31.5)

Resolution method

Eat 2 ( 3.3) 14 ( 8.5) 0.0709

Sleep 32 (52.5) 56 (33.9)

Exercise 1 ( 1.6) 13 ( 7.9)

Music 8 (13.1) 34 (20.6)

Others 18 (29.5) 48 (29.1)

PT : Preterm delivery group
FT : Full-term delivery group
1) P-value by Chi-squa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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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식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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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Food habits of the subjects N(%)
PT (n=61) FT (n=165) P-value1)

Meal frequency(times/day)
Once 0 ( 0.0) 1 ( 0.6) 0.5227
Twice 9 (14.8) 22 (13.3)
Three times 43 (70.5) 119 (72.1)
≥ Four times 3 ( 4.9) 15 ( 9.1)
Irregular 6 ( 9.8) 8 ( 4.9)

Eating breakfast(days/week)
Regular(≥6 days) 39 (63.9) 104 (63.0) 0.0653
Sometimes(3-5 days) 13 (21.3) 51 (30.9)
Irregular(≤2 days) 9 (14.8) 10 ( 6.1)

Regularity of meal time
Regular 28 (45.9) 61 (36.9) 0.4749
Sometimes 28 (45.9) 88 (53.4)
Irregular 5 ( 8.2) 16 ( 9.7)

Overeating
Rarely 27 (44.2) 55 (33.3) 0.2020
Sometimes 32 (52.5) 97 (58.8)
Usually 2 ( 3.3) 13 ( 7.9)

Speed of eating
Rapid 11 (18.0) 23 (13.9) 0.6516
Normal 44 (72.1) 122 (73.9)
Slow 6 ( 9.9) 17 (10.4)
Irregular 0 ( 0.0) 3 ( 1.8)

Frequency of snacking(no/d)
≥3 7 (11.5) 18 (10.9) 0.9115

 1-2 37 (60.7) 106 (64.2)
<1 15 (24.6) 34 (20.6)
Never 2 ( 3.3) 7 ( 4.3)

Dinning out
>2/d 1 ( 1.6) 6 ( 3.7) 0.8247
1/d 14 (22.9) 31 (18.8)
>1/wk 33 (54.1) 94 (56.9)
>1/mo 10 (16.5) 29 (17.6)
Never 3 ( 4.9) 5 ( 3.0)

Food Preference
Vegetable 7 (11.5) 20 (12.1) 0.0549
Meat 4 ( 6.6) 28 (16.9)
Fish 7 (11.5) 11 ( 6.7)
Noodle 9 (14.8) 12 ( 7.3)
Snack 5 ( 8.2) 6 ( 3.6)
All kinds of food 29 (47.4) 88 (53.4)

PT : Preterm delivery group
FT : Full-term delivery group
1) P-value by Chi-square test

직장문제, 임신 우울증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스트
레스 해소법은 조기분만군은 잠을 잔다가 52.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음악을 듣는다, 음식을 먹는다 
그리고 운동한다 순으로 나타났고, 만기분만군은 잠
을 잔다가 33.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음악을 듣
는다, 음식을 먹는다, 그리고 운동한다 순으로 나타
나 두 군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연구대상 임신부들의 임신시 식습관에 대한 사항
은 Table 7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임신중 식습관을 보면, 식사빈도는 
조기분만군과 만기분만군에서 비슷하게 나왔으나 
불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조기분만군 9.8%, 만기
분만군 4.9%로, 두 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아침식사의 빈도에서 불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경우
는 조기분만군 21.3%, 만기분만군 30.9%로, ‘거의 먹
지 않는다’ 문항에 대해서는 조기분만군 14.6%, 만
기분만군 6.1%로 두 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
다. Seiga-Riz(28)은 임신여성 2,065명을 대상으로 임
신 중 결식이 신생아의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임신 중 3끼의 규칙적인 식사와 간식 
1회 정도를 섭취한 경우 조산아 출생률은 9~10%였
고, 한 끼 식사만을 섭취하는 임신부의 조산률은 
19%로 나타나 결식으로 인한 영양소 섭취상태의 문
제점을 보고 하였다. Ibrahim과 Forsyth(29)도 임신 
중 결식이 태아의 성장 지연을 초래한다고 보고하
였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두 군 간의 유의적인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조기분만군에서 결식률이 높
고, 불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비율도 높게 나타나 
기존 연구들(28,29)과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우리나라의 미숙아 출생률은 사회적 변화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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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증가하여 1995년 6.4%에서 2002년 9.8%로 높
아졌지만, 미숙아를 분만한 임신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직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조기분만군(<37 weeks, n=61), 만기분만군
(37-42 weeks, n=165)으로 구분하여 두 군 간의 건강
관련요인과 식습관을 비교하여 조기분만한 임신부
의 식습관을 알아봄으로써 미숙아 출산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1. 일반적 특성인 연령은 두 군이 비슷하게 나타났
고, 직업의 유무에 다른 차이는 없었으나, 직업의 
종류에서는 만기분만군은 전문직의 비율이 높고, 
조기분만군은 서비스직의 비율이 높아 두 군 간
에 유의적인(p<0.05) 차이를 나타냈다. 

2. 신체적요인에서는 조기분만군이 160.7±4.7cm, 만
기분만군이 162.3±5.3cm로 만기분만군이 유의적
(p<0.05)으로 높게 나타났다. 

3. 보충제에서는 철분제를 가장 많이 복용하고 있었
으며, 철분제 섭취기간은 조기분만군보다 만기분
만군에서 유의적(p<0.05)으로 길었다. 커피를 마
시는 경우 만기분만군보다 조기분만군에서 유의
적으로(p<0.001) 높게 나타났다. 

4. 임신 중 활동은 보통 정도의 활동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조기분만군 57.4%, 만기분만군의 
76.9%로 조기분만군보다 만기분만군에서 유의적
(p<0.005)으로 높게 나타났다.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선진국대열로 들어서는 문
턱에서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우리사회의 조기출산
이 증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특히 
출산율이 감소하여 국가적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시점에서 건강한 2세는 국가의 미래의 가장 중요한 
재산이라고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기분
만군에서 서비스직의 비율이 높고, 커피를 더 많이 
마시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철분제는 더 짧게 섭
취하였고, 임신 중 활동도 더 낮게 나타나 직업, 커
피, 보충제 섭취 그리고 활동정도와 같은 요소들이 

조기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
다. 따라서 여성의 사회진출이 높아진 현실에서 직
업이 조기분만에 영향을 미치므로 직종에 따라서는 
임신부들의 환경 개선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또
한 조기분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커피의 섭취는 
줄이고, 철분제를 꾸준히 섭취함과 동시에 모든 영
양소의 균형적인 섭취와 적절한 운동도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본 연구에 이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연구과제
에 대해 제언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한 병원에서 분만한 임신부를 
대상자로 선택하여 임상고찰을 하였으므로 고찰결
과를 미숙아와 만삭아를 분만한 모든 임신부의 영
양으로 확대,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미숙
아와 만삭아를 분만한 임신부들의 보다 많은 표본
을 대상으로 다각적으로 접근하여 연구할 것을 제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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