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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돋움 12 pt)

일반적으로 산부인과 의사들은 임신 중의 체중조절과 분만 시 분만과정의 순조로움을 위하여 The National Research Council and The Institute of Medicine[1]의 지침에 따라 식이요법과 운동을 권장한다. 임신기간 동안 임산부 자신에게 적당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은 임산부의 체중관리는 물론 출산 시 합병증을 감소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2]. 이러한 관점에서 임산부 요가는 근육의 탄력성과 관절의 유연성을 기르는 반복적인 동작으로 임신 중 신체적인 불편감이나 통증을 감소시키고 정서적인 안정을 갖게 할뿐만 아니라 분만 시 통증을 최소화하고 신생아의 건강에도 효과적임이 보고되었다[3,4]. 하지만 이들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요가의 수행이 임산부의 분만과정(예: 분만통증, 분만소요시간 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 연구로써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가 체위가 임산부의 분만소요시간의 단축에 효과적인지를 밝힌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전무한 실정이다. 
한편, 산모들은 분만 자세를 연상하여 출산 전에는 주로 무릎을 벌리는 형태의 박쥐자세(Histupatasana)나 김매기자세가 양호해야 하고 그러한 요가자세가 분만을 용이하게 할 것이라고 피력하는 반면 반대로 무릎을 붙이는 형태의 요가자세인 소머리자세(Comukhasana)를 포함한 학자세, 영웅자세 등의 완성도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무릎을 벌리는 형태의 대표적인 요가 자세인 박쥐자세는 척추의 전·후굴 유연성과 골반내전에 관련된 근육의 탄력성을 강화시키는 반면 무릎을 붙이는 형태의 대표적인 자세인 소머리자세는 골반의 외회전에 관련된 근육의 유연성과 골반주위 근육의 탄력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 더욱이 실제 산모의 분만과정에서 척추의 유연성보다는 골반의 유연성과 근육의 탄력성 증가가 분만소요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나 이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임산부 요가의 기본자세들 중 골반 외회전에 관련된 근육의 유연성 강화를 목적으로 수행되는 대표적인 체위인 소머리체위와 척추 유연성과 골반내전에 관련된 근육의 강화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대표적인 체위인 박쥐체위를 선정하여 임신 16주이상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주당2회(50분/1회), 12주 이상 임산부 요가를 실시한 후 소머리 자세와 박쥐 자세의 수준(상, 중, 하)에 따른 임산부의 분만 소요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부가적으로 분만소요 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체계측 변인과의 상관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방법  (돋움 12 pt)

1. 연구 대상 (돋움 11 pt)
본 연구대상은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 거주하는 임신 16~20주 이상의 인천 M병원 문화센터와 W 문화센터 임산부요가에 등록한 임산부 144명을 대상으로 3개월 이상 일주일에 2회 이상 꾸준히 임산부 요가를 수련한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실험 참여 이전에 모든 대상자에게 연구의 취지 및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Subject characteristics

2. 연구절차 (돋움 11 pt)
1) 운동 처치 (돋움 10 pt)
본 연구에서 실시한 임산부 요가는 고위험군 산모를 제외한 단태아 산모를 대상으로 주당 2회, 1회 50분, 12주 이상 실시하였다. 임산부 요가 참여시 첫 시간 시작 전에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유의사항과 요가 자세법(Asana), 요가호흡법(Pranayama)의 효과를 설명하였다. 또한, 임산부들이 뱃속에 아기를 키우기 위해 필요한 영양분과 하루 적정섭취 칼로리를 인지시켜 규칙적인 운동과 함께 식이조절의 중요성을 주지시키고 요가 시작 전에 체중을 측정하였다.
2) 요가의 특정체위 수준 평가 및 인체 계측 (돋움 10 pt)
임신 주수가 더해감에 따라 산모의 체형 변화를 고려하고 표준화를 위해 측정 조사시점은 34주~36주 사이의 산모를 대상으로 특정요가체위에 대한 수준별 평가를 실시하였다. 소머리체위의 상 수준(Good)은 무릎이 위아래로 그리고 양발이 엉덩이 옆과 바닥에 공간 없이 포개어지며, 상체를 앞으로 숙였을 때 엉덩이가 떨어지지 않는다. 중 수준(Fair)은 무릎이 위아래로 그리고 양발이 엉덩이 옆과 바닥에 공간을 보이면서 포개어지며, 상체를 앞으로 숙였을 때 엉덩이가 떨어진다. 하 수준(Poor)은 무릎이 위아래로 포개어지지 않고 양발이 엉덩이 옆과 바닥에 붙지 않는다. 

Figure 1. a) Comukhasana b) Histupatasana. 

3. 자료처리방법 (돋움 11 pt)
통계적 자료 분석을 위해서 SPSS version 18을 사용하였다. 특정체위별(소머리, 박쥐) 수준(상·중·하) 그리고 소머리 체위와 박쥐체위의 조합(3개 조합: 상-상, 중-중, 하-하 수준)에 따른 분만소요시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각 일원변량분석(One-way between measures ANOVA) 실시하였다. 일원변량분석 후 통계적 차이가 있을 경우, 사후검증으로 Boferroni (수준별)를 이용하여 그 차이를 알아보았다. 통계적 유의수준(α)은 5%로 설정하였으며, 모든 자료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돋움 12 pt)

1. 소머리체위와 박쥐체위의 수준에 따른 분만소요시간 (돋움 11 pt)
체위와 관계없이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N=123)의 평균 분만소요시간은 244.72±206.96분(범위: 20∼1,620분)이었고, 태아의 출생 시 체중은 3.24±.38 kg (범위: 2.17∼ 4.26 kg) 이었다. 

2. 인체계측 변인과 분만소요시간의 상관관계 (돋움 11 pt)
태아의 출생시 체중은산모의 신장, 엉덩이 둘레 및 조사시 체중(출산일 기준 1개월 전)과 각각 정상관(r= .335, p= .003; r= .374, p= .032; r= .357, p= .002)을 보였다. 분만소요시간은 산모의 체중증가량과 정상관(r= .196, p= .035)을 보였으나 소머리체위(r= -.304, p= .001)와 박쥐-소머리체위 조합의 수준(r= -.286, p= .049)이 높을수록 분만소요시간이 각각 짧아지는 역상관을 보였다.

논의 (돋움 12 pt)

1. 소머리체위와 박쥐체위의 수준에 따른 분만소요시간 (돋움 11 pt)
일반적으로 요가는 균형만 아니라 유연성을 개선시키며[5-7], 하지 근력과 근력의 균형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8]. 본 연구결과에서처럼 박쥐체위가 아닌 소머리체위의 수준에 따라 분만소요시간이 짧은 이유는 아마도 첫째, 체위에 따른 고관절의 관절가동범위 차이일 것이다. 

2. 인체계측 변인과 분만소요시간의 상관관계 (돋움 11 pt)
이들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첫째, 낮은 상관을 보였으나 산모의 체중 증가량이 클수록 분만소요시간이 길어짐으로 산모의 체중관리가 중요하며 둘째, 소머리체위를 잘할수록 분만소요시간이 짧아지며 셋째, 비록 낮은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으나 소머리체위가 잘되는 사람은 박쥐체위도 잘 할 가능성이 있으며 넷째, 소머리체위가 잘되는 임산부의 신체적 특성은 키가 크고 엉덩이 둘레가 작거나, BMI와 체중이 적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엉덩이 둘레가 크면 소머리체위가 잘 안되는 반면 체중과 BMI는 더 많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 (돋움 12 pt)

박쥐체위와는 달리 소머리체위를 잘하는 집단(Good group)은 못하는 집단(Poor group)에 비해 분만소요시간이 유의하게 짧아진다. 이와 관련하여 상관관계분석 결과에서도 박쥐체위와는 달리 소머리체위는 분만소요시간과 낮은 역상관(r= -.304, p= .001, n= 123)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소머리체위가 분만소요시간을 줄이는데 다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략히 정리하면 신장과 엉덩이 둘레는 선천적인 요소로 인위적 조작이 힘든 부분이 있지만 요가를 통한 소머리체위의 향상과 임신기간 동안의 체중조절은 임산부의 의지와 노력을 통해 가능하며, 이와 더불어 분만소요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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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Variables
n
Mean±SD
Range
Age (years)
121
31.1±3.2
21.0∼39.0
Height (cm)
120
162.3±4.5
150.0∼173.0
Hip circumstance (cm)
61
97.6±5.4
84.0∼111.0
Prepregnancy Weight (kg)∬
119
53.9±6.9
40.0∼88.0
Postpregnancy weight (kg)
119
64.1±7.7
42.0∼89.0
BMI (kg/m2)
118
24.3±2.8
17.6∼34.8
Values are means and SD. 
∬postpregnancy weight= body weight between from 34 to 36 weeks into pregnanc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