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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과 출산 후 걷기 강도에 따른 운동 및 회복 반응

윤소미1, 손윤선2, 황은진1, 이윤빈1, 황봉연1, 이대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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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규칙적인 운동은 일반인은 물론 전 연령층과 특정 질환을 가진 사

람들에게도 권장된다[1]. 임신부 역시 운동을 통하여 임신부와 태아에

게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적극적으로 추천된다[2-4]. 국

내에서는 과거 임신부의 활동을 위험하게 생각하여 신체활동 및 운동

과 같은 몸을 움직이는 행동이 많이 제한되었지만[5], 최근 연구들에

서는 운동이 임신부의 분만 자신감이나 산후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 

요인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고, 체력상승 및 출산 후 비만의 감소 등 신

체적 요소가 개선된다고 발표되었다[6,7]. 이와 더불어 임신성 당뇨

(gestational diabetes) 관리와 전자간증(pre-eclampsia)과 같은 임신성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운동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국내에서도 임

신부의 운동참여를 권장하고 태교의 일환으로 운동 프로그램이나 임

신부들에게 권장되는 구체적인 운동법도 제안되고 있다[8-10]. 국외 연

구들은 이미 임신부 운동의 효과에 대한 보고가 다양한 측면으로 제

시되었다. 근골격계 통증 및 부종 감소, 기준 이상의 체중 증가를 예방

하고 임신으로 오는 합병증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분만 

시간 단축과 출산 후 회복에 도움이 되며 산모의 스트레스 해소와 더

불어 태아에게도 스트레스 내성을 강화해주기 때문에 임신부들에게 

운동은 더욱 권장되고 있다[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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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o examine the influence of the walking exercise intensity during pregnancy and postpartum on physiological and per-
ceived exertion responses.

METHODS: Nine participants walked on a treadmill at 3, 5, and 6 km/h for 10 minutes followed by resting for 10 minutes after each 
speed. During exercise and resting, heart rate (HR), oxygen uptake (VO2), and perceived exertion (RPE) were measured.

RESULTS: During pregnancy, HR at 5 and 6 km/h walking and the recovery HR from walking was higher at 3, 5, and 6 km/h than 
postpartum (p<.05). VO2 during pregnancy was higher than postpartum at 3 and 5 km/h walking (p<.05, p<.01). During pregnancy, 
RPE at 5 and 6 km/h walking was higher than postpartum (p<.001). Three pregnant women, due to abdominal cramp during walking 
at 6 km/h, no statistical comparisons in VO2 and RPE were adequate. During pregnancy, HR was higher as the exercise intensity 
increased, and the recovery was delayed. VO2 of pregnant women was higher during exercise than postpartum.

CONCLUSIONS: Since pregnancy changes many aspects of physiological and physical status, long term and systemic longitudinal 
studies providing objective index are warra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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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들은 출산 후 6주에서 8주의 산욕기에 많은 생리적, 형태적 

변화를 거치는데 이 시기에도 운동이 권장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개인에 차이는 있지만, 본인이 운동을 시작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 

출산 직후나 며칠이 지난 이후부터 운동을 시작할 수 있으며 의학적

으로 문제가 없는 산모일 경우 간단한 운동부터 시작하여 점차 강도

를 높여 주당 150분의 중등도 운동이 제안되기도 한다. 선행 연구에서 

회복기 운동은 복부 근육 강화와 에너지 소비 향상, 산후우울증 예방 

및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고, 심혈관 건강 증진과 체중감소 효과

가 있고,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음이 발표되었다[15,16]. 

이처럼 임신 중 및 출산 후에도 운동의 긍정적인 측면과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 활발한 임상 연구들이 증가되고 있

다. 비체중 부하 운동인 고정식 자전거나 수영을 포함하여 임신부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걷기와 함께[10,17,18] 최근 연구에서는 근력 운동

의 긍정적 효과도 증명되면서 다양한 운동프로그램이 제안되고 있다

[19]. 

임신부들의 운동은 공통으로 중강도 안의 범위에 수행되도록 권장

된다. Society of Obstetricians and Gynaecologists of Canada (SOGC)와 

Canadian Society for Exercise Physiology (CSEP)에서는 30-39세 기준으

로 임신부들의 심박수를 130-145 bpm으로 제안한다[20]. 또한 ACSM 

[1] 에서는 3-6 METs의 범위인 최대산소섭취량의 40-60%의 강도 및 

운동 자각도(Rating of Perceived Exertion, RPE)에서 6-20단계의 범위 

중 12-14단계인 중강도 운동의 범위를 추천하고 있다. 하지만 임신부들

은 일반인과 다르게 운동 강도가 높아질수록 회복이 느리며, 힘들게 

인식할 수 있다. 더불어 운동 수행 시 배뭉침이나 요통, 부종과 같은 증

상을 포함하여 개인에 따라 생리적인 반응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

므로 주의 깊게 관찰되어야 한다[10].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 후 임신

부들의 생리적, 신체적 반응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며, 한국 여

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더욱 찾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임신 중에 권장되는 걷기 운동을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트레드밀의 속도를 정하여 알맞은 중강도 

운동의 접근을 하였다. 또한 동일한 대상자들이 임신 중과 출산 후에 

나타나는 운동 및 회복기의 신체적 반응과 운동자각인지도를 비교하

여, 한국인 임신부들에게 적당한 운동 강도를 제안하고, 운동이 유발

할 수 있는 이상증세에 관한 객관적 지표와 적합한 운동지침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 대상자들은 서울, 경기에 거주하는 11명의 임신 중 여성으

로 선정하였다. 이 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거부의사를 밝힌 2명을 제외

한 9명이 출산 후 사후 연구까지 참여하였다. 임신 중 대상자들은 연구 

취약 군에 속하므로 윤리적 절차에 맞추어 진행되었다. 연구윤리 교육

과정을 이수한 연구자만 실험에 참여하였으며, 피험자에게 연구목적

과 절차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연구 참가동의서에 서명을 한 대

상자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험자의 안전을 위하여 임신 합병증

이 없고 건강상 문제가 없으며 실험 전 주치의에게 운동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은 23-32주차의 중 ·후기에 접어든 임신부들을 대상으로 선

정하였다. 또한 ACOG [21]의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절대 금기와 상대 

금기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자들로 선정하였다. 위험 요소를 최소

로 하기 위하여 대상자들의 임신부 기록카드를 통하여 임신 전과 병원 

방문 시마다 기록된 체중으로 임신 전 대상자들의 체질량지수는 21.55 

(± 2.10) kg/m2로 정상 체중 범위에 포함되었으며, Institute of Medicine 

[22]에서 임신부들에게 권장되는 체중증가의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

하였다. 이후 임신 중 참여하였던 대상자들이 출산하고 완전히 회복된 

18-24개월 사이에 같은 측정을 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신체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 연구절차 

이 연구의 모든 피험자는 임신 중 1회, 출산 후 회복기가 완전히 지

난 18-24개월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반복 측정하였다. Fig. 1과 같이 피

Table 1. Subject characteristics

Variables Pregnancy Postparturm

Age (yr) 31.0±0.5 32.9±.8**
Height (cm) 163.6±3.7 163.4±3.8
Weight (kg) 68.9±6.7 60.68±7.48*
Body mass index (kg/m2) 25.8±2.8 22.7±3.2*
Resting systolic blood pressure (mmHg) 107.9±10.8 115.7±7.7
Resting diastolic blood pressure (mmHg) 62.8±9.3 65.9±7.9
Resting heart rate (bpm) 79.3±5.6 72.7±10.6
Resting oxygen uptake (mL/kg/min) 4.5±1.2 3.5±.3*
Breast circumference (cm) 96.3±5.9 90.9±7.6
Waist circumference (cm) 94.8±6.2 73.2±6.9**
Hip circumference (cm) 101.6±4.5 96.1±5.95*
Pregnant period (week) 27.8±4.3
Pre-pregnancy body mass index (kg/m2) 21.6±2.1

Values are means and SD.      
*p<.05; **p<.01.

Fig. 1. Treadmill walking and recovery of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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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자들은 트레드밀에서 10분씩 세 가지 강도의 걷기(3, 5, 6 km/h)를 수

행하였으며 운동 종료 후 최초 10분의 휴식 기간 동안 변인들이 측정

되었다. 순서에 따른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피험자들의 걷기 강도

의 순서는 무작위로 배정되었으며, 10분의 회복 이후 실험 전 측정한 

안정 시 심박수와 산소섭취량으로 돌아오는 것을 완전한 회복으로 간

주하였다. 심박수와 산소섭취량 측정을 위해 심박수 측정기(Polar, Fin-

land)와 가스호흡 분석기(k4b2, Italy)를 착용하였으며 운동자각도는 

6-20의 척도로 이루어진 Borg scale을 사용하였다. 또한 걷기 속도의 설

정은 3-6 METs 중강도 걷기 운동으로 제안하는 5-7 km/h (3-4 mph)를 

적용하였으며[16,23]. 저강도 비교를 위하여 3 km/h를 추가하였다. 2명

의 건강한 임신부가 2-3차례에 걸친 파일럿 테스트를 통하였고, 5 km/h

의 속도에서 심박수와 운동자각의 기준이 ACSM [1]에서 제안하는 저

강도에 미치는 경우가 발생하여 6 km/h의 걷기 속도를 추가로 정하였

다. 각각의 속도에서 걷기를 진행하는 10분과 회복 초기 10분 동안 심

박수, 산소섭취량, 운동자각도를 측정하였으며 추가로 임신부는 신체

적 상태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배뭉침 정도를 파악하

였다. 더불어 ACOG [21]에서 권고한 운동 중 중지사항에 관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하였다. 특히 운동 중에 이상 증

세가 느껴질 때 손을 들어 운동을 중단할 수 있고, 연구자에게 바로 알

려야 함을 거듭 당부하였다.

3. 자료처리방법 

이 연구에서는 임신부의 걷기 운동 강도와 심박수, 산소섭취량, 운

동자각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SPSS 통계패키지 ver. 18.0을 이용하였

다. 정규성 검정(Shapiro-Wilk)을 통해 연구결과가 정규분포를 따름을 

확인하였고(p>.05), 모수 검정 방법인 대응표본 t-검정(paired samples 

t-test)을 이용하여 임신 중과 출산 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피험자의 

모든 측정항목은 평균(Mean)과 표준편차(SD)로 제시하였고, 통계적 

유의수준은 p< .05로 하였다. 

연구결과 

이 연구는 11명의 중 ·후기에 해당하는 임신부들이 출산 전에 연구

에 참여하였다. 이 중 출산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측정에 대한 거절 의

사를 밝혀 2명이 사후 측정에 참여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을 제외한 9

명의 피험자가 출산 후 사전과 동일한 연구에 참여하였다. 이 연구는 

트레드밀에서 3, 5, 6 km/h의 세 가지 강도로 10분씩 걷고 휴식 동안 생

리학적 반응을 살피고 있다. 그러나 임신부의 걷기 측정 중 6 km/h에

서 3명의 임신부가 배뭉침을 호소하며 진행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히

고 중단하게 되어 이들의 데이터를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그러므로 최

종 분석에는 걷기 운동 시 3 km/h, 5 km/h에서는 9명, 6 km/h는 총 6명

의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회복 시에는 6 km/h에서 중지한 3명의 임신

부도 중지한 시점에서 10분의 회복시간을 갖고 동일하게 측정하였다. 

결과는 각각의 운동 단계에서 심박수와 산소섭취량, 운동자각도로 구

별하여 나타내었으며 Table 2와 같다.

가장 낮은 강도인 3 km/h에서 트레드밀 걷기는 임신 중인 그룹이 회

복 시 심박수가 유의하게 더 높았고(p< .05), 산소섭취량은 운동 시에 

유의하게 높았다(p< .05). 운동자각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2. The result of exercise and recovery     

Variables Pregnancy Postparturm p

Resting HR (bpm)  79.3±5.6  72.7±10.6 .145
Resting VO2 (mL/kg/min)  4.5±1.2  3.5±0.3 .060
3 km/h HR (bpm)

  
VO2 (mL/kg/min) 
  
RPE 

EX
REC
EX
REC
EX

103.5±8.4
 88.5±4.9

 119.7±10.1
 4.9±0.6
 8.6±2.3

 94.5±12.8
 77.7±11.6

108.0±12.2
 4.6±0.8
 7.3±1.1

.067
 .025*
 .018*
.355
.235

5 km/h HR (bpm)
  
VO2 (mL/kg/min)
  
RPE

EX
REC
EX
REC
EX

 119.7±10.1
 95.1±6.9
 15.7±1.1

 5.4±0.6
 12.2±0.7

108.0±12.2
 83.3±13.0
13.8±1.0

5.3±0.8
9.5±1.6

 .018**
 .029*
 .008**
.622
 .000***

6 km/h HR (bpm)
  
VO2 (mL/kg/min)
  
RPE

EX
REC
EX
REC
EX

 135.1±12.6
101.7±9.7
 19.0±1.6

 6.2±0.6
 14.2±0.8

122.8±14.7
89.2±13.0
17.8±1.9

5.7±0.7
12.1±1.1

 .039*
 .024*
.198
.134
 .000***

Values are means and SD. 
EX, Exercise; REC, Recovery.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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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km/h는 임신 중 운동 시에 심박수, 산소섭취량이 모두 높게 증가 

하였고(p< .05, p< .01), 같은 강도에서 더 힘들게 느껴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났다(p< .001). 회복 시에도 임신부들은 심박수의 회복이 느리게 나

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지만(p< .05), 산소섭취량에서는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 가장 높은 운동 강도인 6 km/h에서는 임신 중의 피험

자들이 트레드밀에서 걷는 중에 배뭉침으로 인하여 중지한 3명을 제

외한 결과이다. 임신 중에 같은 강도에서 운동 시 심박수는 높게 상승

하고 회복이 느렸으며(p< .05), 운동자각도 결과, 더 힘들게 느껴 유의

한 차이를 나타냈다(p< .001). 산소섭취량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다.

논 의 

이 연구는 임신 중, 및 출산 이후 두 차례에 걸쳐 3, 5, 6 km/h의 서로 

다른 운동 강도에서 트레드밀 걷기 운동을 수행하였을 때, 운동 및 회

복 시의 반응을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임신과 출산에 따른 운동 반응

을 관찰하고 임신부들에게 추천될 수 있는 걷기 운동 강도를 검증하

는 종단적 연구이다. 

여성 9명이 임신 중 ·후기 및 출산 후 완전히 회복된 후 각각 한 차례

씩 총 2회에 걸쳐 측정하였다. 세 속도에서 10분 동안 트레드밀 걷기 운

동을 수행하였고, 각 단계에서 걸을 때와 운동종료 후 초기 회복시간

을 갖는 10분 동안 심박수, 산소섭취량, 운동자각을 측정하였다. 임신 

중일 경우, 배뭉침 정도를 추가로 확인하였으며 이외에 다른 신체적 반

응이 나타나면 금기 사항인지 확인하고 나타나는 현상에 대하여 기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임신 중의 심박수가 출산 후보다 운동 시 5, 6 km/h의 

속도로 걸을 때와 회복 시 3, 5, 6 km/h의 모든 단계에서 유의하게 높았

다. 선행연구에서는 임신부는 안정 시 심박수가 10-15 bpm 높게 나타

난다고 하였다[10,24,25]. 본 연구의 안정 시 심박수를 살펴보면 임신 중

일 경우 약간 높은 경향을 보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운동 강도가 높아질수록 임신부는 심박수가 일반인에 비해 높

게 상승하고, 운동 후 회복 시에 심박수의 회복이 느리게 나타나 임신

부들에게 운동 후 충분한 회복시간이 필요하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

였다[10].

임신 중과 출산 후의 산소섭취량에 대한 반응은 이 연구에서 운동 

중에 3 km/h, 임신 중일 경우 5 km/h에 산소섭취량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회복 시에는 모든 단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선행 연구에서는 안정 시 산소섭취량의 경우 상대적 수치(mL·kg-

1·min-1)는 임신부의 경우 유지되거나 약간 증가한다고 하였다[26]. 이 

연구에서는 안정 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지

만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운동 시 산소섭취량에 관한 결

과는 임신부가 운동 시는 산소섭취량이 높다고 하여 본 연구와 일치

한 결과를 나타냈다[27]. 하지만 운동 시 산소섭취량에는 유의한 차이

가 없었던 선행연구도 있으므로[28] 추후 좀 더 세밀한 연구가 필요한 

부분으로 사료된다. 

3, 5 km/h에서 운동 시 산소섭취량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6 km/

h는 차이가 없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운동수행을 하지 못한 임

신부들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사료된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운동수행을 한 임신 중 대상자들 운동자각의 

반응은 5 km/h, 6 km/h 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운동 강도가 높아

질수록 임신부들은 더 힘들게 느낀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였다[10]. 

서론에서 언급한 임신부들의 중강도 운동의 기준은 본 연구에 참여

한 대상자의 임신 중 나이가 31.00 ± 0.5로 비교하였을 때 SOGC & 

CSEP [20]에서 130-145 bpm의 심박수를 제안하고, 3-6 METs의 범위인 

최대산소섭취량의 40-60%의 강도와 12-14단계의 운동자각도를 추천

하고 있다[1]. 본 연구에 따른 결과로 볼 때, 임신부들에게 트레드밀에

서 6 km/h의 속도가 빠를 수 있다고 인식되지만 중등도의 범위 안에 

속하는 결과로 강도가 높아져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강도이면 가

능함을 보여준다. 단, 임신부들에게는 중등도의 운동 범위를 나타낼 

수 있는 심박수, 산소섭취량, 대사당량 등의 변인들뿐 아니라 개인의 

인지적인 요소 및 신체의 반응에 따른 접근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피험자의 측정 결과 임신 중과 출산 후의 수축기 혈압(Systolic Blood 

Pressure, SBP)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임

신 중의 혈압은 평균 107.9 ±10.8로 출산 후의 혈압인 115.7±7.7보다 낮

은 경향을 나타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임신 2분기 중간에 이르면 동

맥압이 5-10 mmHg 감소하는데 이는 자궁 혈관과 태반의 순환이 증가

되고 주로 피부와 신장의 혈관 저항이 감소되어 일어나는 결과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제자리를 찾는다고 하여 본연구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16]. 이에 관한 연구도 대상자 수가 부족함으로 명확한 근거를 

찾기 힘들었다. 그러므로 추후 구체적 연구를 통한 접근이 필요할 것

으로 생각된다. 

본 실험 중 경도의 배뭉침이나 부종, 허리 통증과 같은 증상을 느끼

는 대상자들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본인들의 의사표현에 따라 계속적

으로 진행하였고, 6 km/h에서 3명은 배뭉침으로 역시 본인의 의사 표

현에 따라 중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중강도에서 배뭉침으로 중단을 한 

대상자들의 특성을 비교해 보았으나, 신체활동습관이나 임신주수, 체

중과 관련된 요소 및 컨디션이 다른 대상자들과 비교하여 유의한 차

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추후 운동을 중단하게 만드는 요인들과 관련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신부들은 강도가 높아져

도 스스로 운동가능 여부를 조절할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본 

연구에 참여한 임신부들 역시 스스로 운동 가능 여부를 인지할 수 있



http://www.ksep-es.org252 |  Somi Yun, et al.  •  Pregnancy Exercise  

Vol.26, No.4, November 2017: 248-253

었기 때문에 건강한 임신부들은 중등도 운동 강도가 가능함을 시사

한다[15]. 본 연구는 동일한 대상자가 임신 중과 출산 후에 반복 측정하

여 서로 다른 운동 강도에 따른 운동 시 및 운동 후 회복 시의 심박수

와 산소섭취량, 운동자각도에 대한 생리학적 반응을 살펴보았다. 더불

어 임신부에게 추천되는 운동 강도와 운동 시 나타날 수 있는 배뭉침

과 같은 이상 증세의 언급과 동일 한 대상자가 임신 중과 출산 후의 운

동반응에 대하여 비교된 의미 있는 연구이다. 하지만 임신부들의 운동 

수준 평가나 이상 증세에 이용될 수 있는 객관적 지표가 부족하고 대

상자들의 수가 많지 않으므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

의 대상자들은 임신 중에 사전 측정이 종료되고, 출산 후 18-24개월에 

사후검사가 진행되었다. 피험자들은 출산 후 고강도 운동에 참여하지

는 않았으나, 정기적인 운동 참여 유무에 따른 운동 능력 향상 또는 운

동 기능 개선에 보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양 섭취 유무는 확

인하지 못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임산부들의 신체활동 참여 및 영양

섭취변화 등을 포함한 추적 연구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선행 연구에서 언급된 운동이 출산 시간의 경감과 회복을 도와준다는 

Gaston & Cramp [2]의 내용을 토대로 신체활동 및 운동의 경험에 따

른 출산 속도와 회복에 대한 생리학적 근거를 찾는 연구와 함께 임신 

전과 후, 출산 후에 대한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된다면 임신

부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 근거에 따른 운동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임신 중 대상자들의 심박수는 5, 6 km/h 속도의 걷기 운동과 3, 5, 6 

km/h로 운동을 마친 후의 회복 시에 높았으며, 산소섭취량은 3, 5 km/h

로 운동 시 높았다. 운동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심박수의 상승이 높아

지고 회복이 느렸고, 운동을 더욱 힘들게 느꼈다. 또한, 임신부는 본인

이 운동의 지속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ACSM의 가이드라인

과 일치하게 본인이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의사 표시를 하고 중지하였

다. 임신 중에도 중등도 운동을 수행한 대상자들은 출산 후 회복기가 

충분히 지난 후와 심박수의 상승과 회복을 제외하고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출산을 겪은 대상자들은 기능적인 면에서는 임신 중과 

확실히 구분되며 이는 일반인들의 운동 수행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임신 중에도 수행이 가능하다면 트레드밀에서 5-6 km/h 정도의 중강

도 운동이 권장되지만 심박수, 산소섭취량, 대사당량 등의 변인들뿐 

아니라 개인의 인지적인 요소 및 신체의 반응에 따른 접근이 추가 되

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임신부의 주수의 세분화를 포함한 임신 전·

후, 출산 후에 대하여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종단 연구와 함께 임신부들

의 권장 지침 내에서 운동 수준 평가나 이상 증세에 이용될 수 있는 객

관적 지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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