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임신부의 산전관리
과체중과 비만 인구의 증가는 선진국을 포함하는 전 세계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로 부각되
고 있다. 비만의 유병율은 미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1년에는 미국의 1/3
의 성인이 과체중이고, 매년 300,000명이 비만과 관련된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임신 전 비만은 임신 중 발생 가능한 합병증의 중요한 위험인자이다. 또한 당뇨, 심장질환, 고
혈압, 뇌졸중, 관절염, 수면 무호흡 등 여러 만성 질환이 비만과 관련이 있고, 자궁내막암, 대장암
등 특정암의 발생을 증가시킨다. 이에 본 장에서는 비만임신부의 관리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고자
한다.

1. 비만의 정의
비만을 정의하는 방법인 체질량지수는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것으로 계산된다. 체질량 지
수의 정상치는 18.5-24.9kg/m2이며, 과체중은 25-29.9kg/m2 그리고 비만은 30kg/m2 이상으로 정
의하고 있다.

그림 1. Chart for estimating body msss index

2. 임신 중 체중증가 및 에너지 대사
임신부와 신생아의 합병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임신 전 체질량 지수를 기준으로 임신 중 적절한
체중 증가 권장량은 아래와 같다.
Table 2. Recommended weight gain for pregnant women (2009 IOM guideline)
Prepregnancy weight classification (BMI)

Recommended weight gain(kg)

Underweight (<18.5)

12.5 to 18

Normal (18.5~24.9)

11.5 to 16

Overweight (25~29.9)

7 to 11.5

Obesity (≥ 30)

5 to 9.1

3. 비만과 관련된 모체합병증

① 수태력 감소와 유산
증가된 인슐린 저항성에 의한 수태력저하가 동반되며, 임신 일분기에서의 반복유산의 위험도를
높인다고 하였다.

② 임신성 당뇨병
비만 임신부에서 임신성 당뇨병의 빈도가 증가한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연구에서 동일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③ 전자간증
임신 전 체질랼 지수가 5-7kg/m2 증가함에 따라 전자간증의 위험도가 두 배가 증가하며 보정
위험도는 매 1kg/m2 상승마다 전자간증의 위험도가 0.54%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④ 제왕절개분만
정상체중군의 제왕절개분만율은 비만의 정도가 심할수록 제왕절개의 빈도가 높아짐을 확인 할
수 있었고, 특히 비만군에서 응급제왕절개술을 시행할 위험이 증가된다.

4. 비만과 관련된 태아 및 신생아 합병증

① 태아 기형
비만 여성에서 태어난 신생아의 합병증 역시 증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BMI가
30kg/m2 이상인 여성에서 분만된 신생아의 신경관 결손의 발생률이 두 배 이상인 것을 확인하였
다. 다른 연구에서는 배꼽탈장, 심기형, 다발성 기형 등이 2~3배 증가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② 주산기 사망
임신부의 비만은 임신 후반기의 원인을 알 수 없은 사산률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 한 연구에서
사산의 위험이 과체중 임신부의 경우 1.5배, 비만임신부는 2.1배 증가하는 것을 발견했다. 최근
스코트랜드에서 시행된 연구에서는 체질량 지수가 35kg/m2이상인 고도비만의 경우 20-25kg/m2
인 정상체중군에 비해 사산률이 네 배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5. 비만임신부의 관리
① 임신전 관리
임신 전 시기는 임신 전 체중이 임신기간 동안의 체중 증가보다 임신과 관련된 합병증과 더 밀
접한 관련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임신 전 체중 감소를 시도하기에 적절하다. 정상체중이 된
후 임신하는 것이 이상적이며, 식이요법, 운동요법, 약물요법 및, 행동 요법 등을 병행하여 체중의
10%정도를 6개월의 기간에 감량하도록 한다. 즉 하루 500~1000칼로리의 섭취를 줄여 일주일에
0.5~1kg정도의 체중을 감량한다. 걷기, 조깅, 계단 오르기 또는 수영 같은 큰 근육을 사용하는 유
산소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도록 권장한다.

② 임신 초기 관리
임신 후 첫 방문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내과적 질환을 확인하기 위해 자세한 병력 청취, 당뇨선
별검사, 혈압측정을 통한 내과적 질환의 유무 및 정도에 대하여 면밀히 파악하여야 하며, 공복혈
당은 70~95mg/mL, 식후 2시간 혈당은 120mg/mL이하를 유지하도록 식이요법과 관련하여 영양

사와 식이상담이 필수적이다. 임신부의 건강 상태에 대한 평가 이후 비만에 의한 합병증 발생 위
험에 대한 상담을 하여 비만의 위험을 인식하도록 한다. 임신 초기 자연 유산이 발생할 위험이
두 배 정도 증가한다는 설명도 하여야 한다.

③ 중기 임신부의 관리
임신 중기에 내과적 합병증이 동반되지 않으면 정상 임신부의 경우와 동일하게 산전관리를 한다.
즉 임신 16~20주 사이에 태아 기형선별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 임신 24주에서 28주 사
이에 당뇨선별검사를 시행한다.

③ 후기 및 진통중인 임신부의 관리
임신 중 고혈압 또는 자간전증의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혈압을 지속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산전진찰과 함께 태아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좋다. 비만임신부에서 거대아 분만의 위험이
높으며, 태아 발육 저하도 당뇨, 고혈압 합병증과 더불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초음파 검사를 이용
해 태아 발육 정도를 점검해야 한다. 진통 중일 때 당뇨가 있을 경우 혈당을 100~120mg/mL 로
유지되도록 조절하여 신생아 저혈당을 예방하여야 하고 인슐린을 사용해온 경우 분만 직후에는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경막외 마취를 시행할 경우 미리 마취과에 의뢰하고 가능하다면 분만진통
초기에 거치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분만 후 혈전증, 폐색전증의 예방을 위하여 조기보행을 적극
권장한다.

④ 분만 후 관리
산욕기에 자궁 내막염, 상처 감염 및 혈전증 등 여러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높으므로, 조기 보
행 독려, 폐 흡입기 사용 및 상처 관리를 통한 지속적인 관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모유 수유는
체중의 감소에 도움이 되므로 독려하는 것이 좋다. 피임 방법에 있어서도 비만 여성은 상당한 어
려움이 있다. 질식 분만 후 난관 결찰술은 수술적 어려움이 있으므로 권장되지 않고, 저용량 경구
피임제는 비만 여성에서 피임 실패율이 높다. Levonorgestrel 함유 자궁 내 장치가 장기적 피임법
으로 적합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