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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임신기간은 임신으로 인한 체중증가와 태아의 성장

과 발달이 이루어지는 기간으로 에너지와 양소의 

소모가 많아지는 기간이다. 게다가 임신으로 인한 입

덧과 탈수, 변비, 부적절한 체중증가로 인해 양결

핍이 되기 쉬운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 기간

은 생애주기 중에서 무엇을 먹는가에 가장 민감한 기

간이며 양학적인 중재가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하다. 임신부들은 이 기간동안 새로운 생

명을 낳고 키운다는 사명감에 가득 차서 병원을 방문

하므로 어려운 행동의 변화도 힘껏 수용할 태세가 되

어 있다. 이 기간 동안 양상담을 통해 잘못된 평소

의 양습관을 교정한다면 임신부의 건강뿐만 아니

라 태아의 현재와 미래의 건강에도 향을 미칠 수 

있고, 유발된 행동변화를 통해 비만, 골다공증, 당뇨, 

심혈관계 질환 등 만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식습

관을 마련하여 건강한 중년과 노년을 준비하는데 도

움을 줄 수 있다.

    1. 산전 진찰에 포함되어야 할 양평가의 내용
1)

  매 번의 방문 시 일반적인 산전진찰과 함께 양평

가를 같이 실시한다. 양평가를 위해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가능하면 임신을 준비하고 있

는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임신 전에 양평가를 실시

하여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여성을 선별하여 중재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1) 과거 병력, 산과력, 생활습관과 사회심리학적인 

병력: 동반질환(감염병, 당뇨병, 페닐케톤요증, 고혈

압, 신장병, 식욕부진, 이상식욕항진증 등)을 확인하

고 카페인 섭취량, 약물복용력, 흡연력, 음주력 등의 

생활습관에 대한 설문을 한다. 복용하고 있는 약물을 

문진하는데 치료의약품 뿐만 아니라 건강보조식품, 

양보충제, 약초제, 허브제품, 한약 등에 관해서도 

질문하고 이러한 약물복용이 임신결과에 미칠 수 있

는 향에 대해 상담한다.

  산과력으로 물어보아야 할 내용은 과거 임신 시 체

중증가 패턴, 임신간격, 입덧과 구토, 과거 임신결과, 

임신성당뇨와 임신성고혈압의 과거력, 피임방법 등

이다. 사회심리적인 환경도 임신부의 양섭취에 

향을 줄 수 있으므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여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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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가 받고 있는 사회적, 직업적, 경제적인, 감정

적 스트레스, 가족 내 지지 정도, 임신에 대한 느낌, 

현재 업무량과 가족 내 책임 등이 포함된다.

  2) 식이 평가: 면담과 설문지를 이용하여 임신부

의 식이 평가를 실시한다. 식이 평가에 포함해야 할 

내용은 식욕, 식사패턴, 결식 횟수, 간식 횟수와 종

류, 종교와 문화적 전통에 따른 식습관, 채식주의, 선

호음식과 혐오음식, 이상식이습관, 카페인 섭취량, 

다이어트 식품, 술, 담배, 약품, 약초와 한약, 비타민/

무기질보충제, 마약사용 여부 등이다. 식사습관은 식

사일지와 음식섭취빈도설문을 이용해 평가할 수 있

다. 의사는 환자가 작성한 식사일지와 음식섭취빈도

표를 보고 식품군 중 섭취가 부족한 군은 없는가, 전

체적으로 양소 섭취가 양호한가, 고칼로리 식품을 

많이 먹지는 않는가 등을 확인하고 식습관에 대한 상

담을 실시한다.

  3) 신체 검사: 임신 전 체중과 체질량지수를 확인

하여 이를 기준으로 체중과 체중변화가 적절한 가를 

판단한다. 매 방문마다 체중변화를 측정하여 기록

한다.

  4) 임상검사: 양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임상검사

로 혈색소치와 헤마토크릿을 검사하고, 철분결핍이 

의심되면 페리틴을 같이 측정한다.

    2. 임신 시 체중증가

  식사제한을 하지 않은 임신부의 경우는 임신기간 

중 대략 12.5 kg의 체중증가가 있다. 체중증가의 내

역을 보면 태아, 태반, 양수, 자궁의 증대, 모체혈액

량의 증가, 유방의 발육, 세포외액의 증가로 9 kg이 

증가하고, 나머지 3.5 kg은 모체의 지방축적에 의한

다. 임신 전반부의 증가는 대부분이 임신부의 체중증

가에 의하며, 후반부의 체중증가는 태아성장에 의한 

증가이다. 임신 8주부터 20주까지는 평균 주당 0.7 lb 

(0.32 kg)의 체중증가가 있고, 20 주부터 출산까지는 

주당 평균 1 lb (0.45 kg)의 체중이 증가한다.
2)

  1,100명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에서 임신 전기

간 중 체중증가는 13.9 kg이라는 보고가 있고
3) 규모

는 작지만 임신기간별로 체중증가를 관찰한 연구에

서 195명을 대상으로 하여 임신기간 중 평균체중증

가가 13.6 kg이며, 임신 1, 2, 3기 각각에 3.1 kg, 6.1 

kg, 6.3 kg이라는 보고와
4) 147명을 대상으로 평균체

중 증가가 14.2 kg, 1, 2, 3기 각각에 0.9 kg, 3.3 kg, 

10.0 kg이라는 보고가 있다.
5)

  1) 임신기간 중 체중증가가 임신결과에 미치는 

향: 정상적인 임신결과를 보인 산모 사이에도 체중증

가의 차이가 커서 체중증가로 임신결과를 예측하기에

는 민감도와 특이도가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고
6,7), 체

중증가에 대해서 무작위대조연구를 하는 것이 불가

능하기 때문에, 체중 증가량과 임신결과의 인과관계

에 대한 정확한 추론은 되어있지 않다.

  관찰연구에 의하면 임신 시 체중증가가 너무 크면 

재태령에 비해 큰 태아(large-for-gestational age)의 

출산이 증가하여 제왕절개의 위험이 증가하고
8) Witter 

등은 Johns Hopkins 병원에서 출산한 4,000명의 임신

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임신부 체중증가 1 kg

당, 제왕절개술을 받을 OR이 4% 정도 증가한다고 보

고하 고, 이 경우 태아의 체중을 보정하여도 임신부

의 체중증가가 많으면 제왕절개의 위험이 증가한다고 

하 다.
9)
 특히, 체중증가가 16 kg을 넘으면 4,500 g 이

상의 과체중아가 급격하게 증가한다.10) 반대로 체중

증가가 적으면 재태령에 비해 적은 태아(small-for- 

gestational age), 조산아
11)
와 저체중아

10)
의 출산이 

증가한다.

  그림 1에는 Johnson J 등이 3,200여 명의 플로리다 

거주 여성을 대상으로 임신기간 중 체중증가와 출생

Figure 1. Incidence of low and high birth weight by 

pregnancy weight gain in 33,809 normal 

weight women. Adapted from reference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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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 제왕절개율을 비교한 연구결과가 제시되어 있

다.12) 체중증가가 16 kg 이내에서는 체중증가에 따

른 과체중아와 제왕절개율 증가가 통계적으로 의미

를 지니지 않지만, 체중증가가 16 kg을 넘게 되면 통

계적으로 의미 있게 결과변수의 발생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체중증가 양상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임신 2기의 체중증가가 태아체중증가에 중요하다는 

보고가 많은데
13,14)

 Abrams B 등은 1기, 2기, 3기 별

로 체중증가가 1 kg 더 커질수록 신생아의 체중이 18 

g, 33 g, 17 g씩 증가하여, 임신 2기의 체중증가가 

태아성장과 가장 관련이 강하다는 보고를 하 다.
13)
 

반면, 조산아를 결과변수로 본 논문들에서는 임신 3

기의 체중증가가 적을 경우, 조산아의 위험이 50∼

100%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11,15)

  2) 임신 시 권장되는 체중증가: 1990년 National 

Academy of Science의 Institute of Medicine (IOM)는 

임신 전 체질량지수에 따른 임신 시 권장되는 체중증

가에 대한 지침을 발표하 다.
16)
 미국산부인과학회

와 우리나라 산부인과 학회에서도 이 지침을 받아들

이고 있다(표 1). 지침에 따르면 정상임신 중 권장되

는 체중증가는 체질량지수가 19.8 kg/m
2 
미만인 저

체중 임신부의 경우는 12.5∼18 kg, 체질량지수 19.8 

kg/m
2 이상에서 26 kg/m2 이하의 정상체중의 경우

는 11.5∼16 kg, 체질량지수가 26 kg/m
2 
이상에서 

29 kg/m2 
미만의 과체중의 경우는 7∼11.5 kg의 체중

증가가 권장되며 체질량지수 29 kg/m
2 
이상의 비만의 

경우는 7 kg 이하의 체중증가가 권장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권고가 일반적인 것은 아니어서 

IOM의 권고량이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어 과체중아

를 증가시켜 제왕절개율을 증가시킨다는 우려와 권

유하는 체중증가가 임신결과에 미치는 편익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17,18) 체질

량지수가 정상인 경우 체중증가가 7∼11.5 kg이 적

당하다는 주장도 있어18)
 많은 단체에서 IOM의 권고

를 받아들이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권장 체중증가

량에 대한 일치를 보이고 있지는 못하다.

  체중증가 목표를 설정할 때 임신부의 신장도 고려

해야 하는데 가령 신장이 작은 여성의 경우는 체중증

가 목표를 정상 체중증가 범위 중 낮은 쪽으로 맞추

어 주는 것이 좋다.
2)

  최근에는 임신 전 체중도 임신결과에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Cnattingius S 등은 167,750

명의 임산부를 관찰하여 체질량지수가 증가할수록 

재태령에 비해 작은 태아의 출산은 감소하지만, 후기

태아사망위험도의 경우는 임신 전 체질량지수가 20 

kg/m
2 이하인 경우와 비교하여 20 kg/m2에서 24.9 

kg/m
2
인 경우에서 2.2배, 25 kg/m

2
에서 29.9 kg/m

2

인 경우는 3.2배, 30 kg/m2 이상의 경우는 4.3배 증가

한다고 하 다.
19) Deckelbaum R 등도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경우는 주요기관 기형아의 출생위험이 30∼

40% 높아지며, 임신과 관련된 합병증으로 입원할 확

률이 4배 증가하며, 주산기 사망률도 높아진다고 하

여
20)
 임신기간 중 적절한 체중증가와 함께 임신 전 

정상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임신결과에 향을 미치

는 중요한 요인임을 제안하 다.

  3) 임신 중 적절한 체중증가를 위한 중재 방법
1): 

임신 중 적절한 체중증가를 위한 중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신 전 체중에 대한 정보를 얻어 임신 전 

체질량지수를 계산한다. 가능하다면 임신 전 체중변

화도 기록으로 남겨둔다.

  둘째, 첫 방문 시 키와 체중을 표준화된 방법으로 

측정하고, 임신 전 체질량지수를 기본으로 적절한 체

중 증가량과 증가속도를 결정한다.

  셋째, 적절한 체중증가의 중요성을 교육한다.

  넷째, 매번 산전검사를 위해 병원을 방문할 때마다 

체중을 측정하고 권장체중과 비교하여 체중증가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Table 1. Recommended weight gain during pregnancy
ꠧꠧꠧꠧꠧꠧꠧꠧꠧꠧꠧꠧꠧꠧꠧꠧꠧꠧꠧꠧꠧꠧꠧꠧꠧꠧꠧꠧꠧꠧꠧꠧꠧꠧꠧꠧꠧꠧꠧꠧꠧꠧꠧꠧꠧ
Prepregnancy Optimal weight gain
BMI (kg/m2) during pregnancy (kg)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9.8 12.5∼18

19.8 to 26.0 11.5∼16

26.0 to 29.0     7∼11.5

＞29.0  ＜7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Information from Institute of Medicine. Nutrition during 
pregnancy and lactation: an implementation guide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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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째, 체중증가가 비정상적일 경우는 식사와 활

동량, 위장관계 증상 여부를 상담하고 양학적인 중

재의 필요성을 고려한다.

  여섯째, 필요한 경우, 양사의 양상담을 받도록 

한다. 특히 산모가 인슐린의존성당뇨병, 임신성 당

뇨, 고혈압, 만성신장질환, 흡수장애, 입덧이 심한 경

우는 특수 치료식 처방을 위해서 양사에게 의뢰하

는 것이 좋다.

    3. 임신부의 양요구량

  특정 임신시기에 특정 양소의 부족은 임신결과를 

나쁘게 할 수도 있다. 임신초기에는 기관형성이 이루

어지고, 중기에는 뇌의 성장과 발달이, 후기에는 지

방조직, 근육, 췌장세포가 증가한다. 통제된 연구의 

부족으로 현재의 양권장량은 임신시기별로 다르

게 책정되어 있지는 않다. 개개인마다 양상태가 다

르고, 의료 접근도와 음식가용성이 다르며, 활동량에

도 차이가 있고, 먹고 있는 양보충제의 종류와 양

도 다양하지만 이러한 요소를 모두 고려한 양권장

량이 마련되어있지는 않다. 표 2에 제시되어 있는 임

신부의 양권장량은 한국 양학회 7차 개정에 따른 

것이다. 대부분의 권장량이 그렇듯이 개개인의 맞는 

권장량이라기보다는 역학적인 목적으로 인구집단의 

양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마련된 도구라는 점을 염

두해 둘 필요가 있다.

  1) 임신부의 양 권장량: 임신기간 중 권장량 증

가가 많은 양소는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이다. 단

백질 권장량은 30%, 엽산은 100%, 칼슘과 인, 철분

은 각각 50% 증가한다.

  (1) 에너지; 적절한 에너지의 섭취는 전체 에너지 

균형을 위해서도 중요하고 에너지섭취가 부적절하

면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 에너

지대사를 위해 분해되어 균형이 깨지게 된다.
2)

  ① 임신기간 중 소모량과 권장량; 임신 중 에너지

필요량의 증가는 임신 중 체중 증가량 12.5 kg과 신

생아의 체중인 3.3 kg을 기준으로 추정하여 40주간

의 임신기간 동안 80,000 kcal (WHO,1985) 정도이

다.21) 태아와 태반 자궁확장, 양수 혈액량 증가 등에 

사용되는 에너지가 36,000 kcal이며, 모체와 태아의 

지방저장량이 36,000 kcal, 새로 증가한 조직을 유지

하기 위한 에너지량이 5,000 kcal 정도이다.
22) 실제로 

임신기간 중 사용되는 에너지량은 국가의 경제수준

에 따라 차이가 커서 스웨덴 임신부의 경우는 평균 

125,000 kcal인 반면, Gambia의 경우는 -7,000 kcal이

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태아부속물의 에너지

량에는 큰 차이가 없으며, 주로 차이 나는 부분은 모

체의 지방저장량과 임신으로 새로 생성된 조직 유지

를 위한 에너지량이다.
22)
 사람의 경우는 다른 포유동

물보다 유난히 긴 재태기간과 느린 성장으로 인해 단

위시간당 양필요량 변화가 적고, 외부에서 유입되

는 에너지량의 변화에 따라 임신기간 중 대사율이 변

화하고 모체의 지방저장량이 변화하여 유입되는 에

너지량의 변화에 적응하는 metabolic plasticity를 가

지고 있어, 한계상황에서도 태아성장에 미치는 향

을 최소화하여 태아성장을 유지하려고 하는 보상기

전이 작용한다.
22,23)

  미국의 경우는 임신기간을 3분기로 나누어서 심한 

입덧으로 인한 식이장애, 양실조로 양소 저장이 

부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분기에는 에너지섭취증

가를 권유하지 않고 있고, 2분기와 3분기에 300 kcal

를 추가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표 2. 한국인 임신부의 양권장량
ꠧꠧꠧꠧꠧꠧꠧꠧꠧꠧꠧꠧꠧꠧꠧꠧꠧꠧꠧꠧꠧꠧꠧꠧꠧꠧꠧꠧꠧꠧꠧꠧꠧꠧꠧꠧꠧꠧꠧꠧꠧꠧꠧꠧꠧ

20∼49세 임신 임신
양소 단위

여성 전반기 후반기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에너지 kcal 2,000 +150 +350

단백질 g 55 +15 +15

비타민 A μgRE 700 +0 +100

비타민 D μg 5 +5 +5

비타민 E mg α-TE 10 +0 +2

비타민 C mg 70 +15 +15

비타민 B1 mg 1.0 +0.3 +0.4

비타민 B2 mg 1.2 +0.3 +0.4

나이아신 mg NE 13 +1 +2

비타민 B6 mg 1.4 +0.5 +0.5

엽산 μg 250 +250 +250

칼슘 mg 700 +300 +300

인 mg 700 +300 +300

철 mg 16 +4 +8

아연 mg 10 +3 +3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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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를 대상으로 연구된 임상실험은 없고, 유경희 

등이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3.31 kg의 평균체중신생

아를 출산하고 평균 체중증가가 14.2 kg인 147명의 

우리나라 임신부의 1일 평균섭취량이 1기, 2기, 3기 

각각에서 1,716 kcal, 1,937 kcal, 2,216 kcal라고 하

다.
5)
 한국 양학회는 임신기를 전반기와 후반기

로 양분하여 임신 전반기에는 하루에 약 150 kcal를, 

후반기에는 350 kcal를 더 섭취해야 한다고 권장하고 

있다.
24)

  ② 중재의 필요성; 많은 관찰연구와 비무작위 연구

에서는 에너지와 단백질 보충이 임신부의 체중증가

와 태아성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Kramer는 2001년 Cochrane Review에서는 잘 통제된 

13개의 임상실험을 메타분석하여, 임신기간 중 bal-

anced protein/energy supplementation을 실시한 경우 

임신부의 체중이 대조군보다 주당 17 g (95% CI, 5∼

29) 더 증가하 고, 신생아의 체중도 25 g (95% CI, 

4∼55) 더 증가하 으며, 재태령에 비해 작은 태아

(small for gestational age)의 출생도 감소(OR 0.64, 

95% CI, 0.53∼0.78)하 다고 보고하 다. 하지만 

에너지보충을 통한 태아와 산모의 체중증가가 태아

와 신생아 사망위험을 감소시키는가에 대한 근거는 

아직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25)

  에너지섭취 중재에 대한 비판의 큰 축은 증가된 에

너지 섭취로 인해 페쇄분만이 증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이다. 경제적인 궁핍이 심하고 산과를 쉽게 이용

할 수 없는 사회에서 신장 1.5 m 이하의 임신부에서 

양보충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26) Ceesay 

등은 Gambia에서 1,450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5년간

의 무작위대조연구를 통해 고열량 비스킷을 통한 

양학적인 중재를 하여 태아체중이 평균 136 g 증가하

고 저체중아의 출산위험이 0.61 (95% CI, 0.47∼

0.79, P＜.001)로 감소하여도 출생아의 두위 증가는 

3.1 mm에 그쳤고(p＜.01) 산과적인 합병증이 증가

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여 반론을 제기하 다.
27)

  ③ 양상담; 권장량이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신

체활동량과 기초대사율에 따라 개인 차이가 심하므

로 임신 중 체중증가가 적당하다면 식욕에 따라 음식

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신부에게 권장되는 에너지 증가량인 하루 150∼

350 kcal의 증가는 생각만큼 많은 양이 아니다. 음식

을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생크림케익 한 조각, 피자 

2/3쪽, 제크크래커 반통, 크쉐이크 한잔, 사과 2개, 

생선초밥 1/2인분으로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라는 

사실을 주지시켜 불필요한 에너지 과잉섭취로 인한 

체중증가를 주의시켜야 한다. 증가된 에너지 섭취

량을 무엇으로 더 먹어주는가도 중요하여 과자나 

초코렛보다는 우유와 과일, 살코기 등을 더 먹는 것

이 좋다.

  (2) 단백질

  ① 임신기간 중 소모량과 권장량; 임신기간 중 총 

1 kg 정도의 단백질이 체내에 축적된다. WHO는 단

백질 양으로 1기, 2기, 3기 동안 하루 0.63 g, 3.31 g, 

5.75 g이 축적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에 신

생아 출생체중의 변동폭인 30%를 가산하고 식이단

백질의 조직단백질로의 전환 효율 70%를 가정하여 

1기, 2기, 3기 동안 하루 1.2 g, 6.1 g, 10.7 g이 더 

필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1) 한국인의 양권장

량에서는 우리나라 가구의 식단의 식이단백질 생체

이용효율인 83%를 감안하고, 안전력을 감안하여 비

임신기보다 15 g을 더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

다.
24)
 이는 비임신부의 일일 권장량인 55 g보다 30%

정도 증가한 값이다. 동물실험에 따르면 임신초기에 

비교적 많은 양의 단백질이 저장되다가 후반기에 동

원되므로 임신 전 기간 중에 단백질 섭취를 증가시킬 

것을 권장하고 있다.
24)

  ② 중재의 근거; 고단백질 보충이 임신결과에 미치

는 향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Kramer 등은 총에

너지의 25% 이상을 단백질로 섭취하는 고단백질 보

충에 대한 2개 연구의 1,076명에 대한 메타분석을 실

시하여 임신부의 주간 체중증가 폭은 대조군보다 컸

지만 통계적인 의미는 없었으며, 오히려 대조군보다 

출생체중이 58.4 g 낮다고 보고하 다.
28) 고단백질 

보충에 대한 메타분석은 2개의 연구 중 대부분의 연

구대상을 포함하고 있는 하렘 연구의 결과를 따른 결

과를 보 는데
29) Rush 등의 하렘연구에서는 고단백

질 보충군에서 조산아의 출산위험과 아사망률이 

증가하고, 37주까지 태아성장이 지체되는 것으로 보

고하고 있다.

  ③ 양상담; 비임신시기와 마찬가지로 육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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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계란, 치즈, 닭고기, 생선 등의 필수아미노산이 

많은 동물성단백질을 총단백질 섭취의 1/3 이상 섭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당불내증이 있는 성인을 

제외하고는 우유와 유제품이 임신부와 수유부에서 

단백질과 칼슘을 공급하는 좋은 급원이다. 임신 중 

단백질섭취가 과잉되면 오히려 미숙아의 발생빈도

를 높이고 태아사망률을 증가시키는 가능성이 제기

되고 있어 총열량의 25%를 넘는 단백질 섭취는 삼가

는 것이 좋다.

  (3) 철분

  ① 임신기간 중 소모량과 권장량; 임신기간 중 총

철분 필요량은 800 mg 정도로 태아와 태반에 필요한 

양이 300 mg이고, 모체의 혈색소증가에 필요한 양이 

약 500 mg이다.
2) 철은 생리적인 요구량이 높아지면 

흡수율이 증가하는데 임신이 되면 10주부터 모체의 

철분흡수율이 매우 증가하여 증가한 요구량을 충족시

키는 데 도움을 준다. 철분은 흡수율이 낮아 10% 정도

로 추정되는데 Whittaker 등은 임신말기에는 철분흡수

율이 비임신부의 3∼4배 정도로 증가한다고 보고하

다.
30) 한국인 임신부의 철흡수율은 평균 14.2%로 추

정된다.
31) 한국인의 경우는 비임신부의 일일권장량 

16 mg에다, 일일 철분필요량과 흡수율, 개인적인 차

이를 고려하여, 임신전반기에는 4 mg (총량 20 mg), 

후반기에는 8 mg (총량 24 mg)을 더 섭취할 것은 

권장하고 있다.
24)
 임신초기에는 생리로 인한 소실이 

없어져 증가된 필요량을 보상해 주므로 필요량 증가

가 적지만, 후반기에는 철분필요량이 급격히 증가하

게 된다. 필요한 철분을 모두 음식물로 보충하려면 

식사량을 늘어나서 에너지의 과다가 초래되므로, 임

신기간에는 보충제로 철분을 보충해야 한다. 우리나

라 임신부의 철분 섭취량은 1일 19.4 mg으로 권장량

의 69.2% 정도이고, 대부분(93.5%)의 철분을 비햄

철로 섭취하고 있어 철분이용률이 낮다.
5)

  ② 중재의 근거; 관찰연구에 의하면 임신부의 빈혈

이 심할수록 재태기간이 짧아지고, 조산아와 저체중

아의 출산이 증가한다.
1,32) 출산 시 헤모 로빈 농도

가 낮으면 산모의 저산소증과 심부전의 위험이 증가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2) 경하거나 중 정도의 빈

혈의 경우는 임신부의 사망률이 증가하지 않지만, 헤

모 모빈 농도 7∼8 g/dl 이하의 심한 빈혈의 경우는 

사망률이 증가한다. 한편, 모체의 기저질환으로 인해 

혈장량의 증가가 충분하지 않아 헤모 로빈의 농도

가 높게 측정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혈색소농도가 정상이어도 저체중아, 조산아, 주산기 

사망 등의 합병증이 증가하므로 헤모 로빈 농도만

으로 철분 양상태를 판단할 수는 없다.
1,32)

  Mohomed K 등은 철분보충에 대한 12개의 무작위

대조연구를 메타분석하여 철분보충으로 임신말기의 

헤모 로빈 농도가 10∼10.5 g/dl 이하인 산모의 수

를 줄일 수 있지만, 임신결과에 미치는 향은 확인

할 수 없었다고 하 다.33) 메타분석 대상이 된 연구 

중 가장 규모가 큰 다기관 연구인 Hemminki 등의 연

구는 2999명의 임산부를 연구대상으로 하 는데 철

분보충군에서 제왕절개율과 출산 후 수혈을 받는 비

율이 적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34)

  ③ 양상담; 명확한 이득에 대한 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들어서 U.S. Preventive Service Task Force 에

서는 철분보충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

만
80)
, 철분은 모체저장량이 적으며, 철분보충을 해준

다고 해도 산소공급에 필요한 이상으로 모체의 헤모

로빈 농도가 증가하지는 않으며
32), 임신부를 빈혈로 

만들어서 출산을 하게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미국과
2)
 

국내35) 산과학교과서에서는 임신후반기부터 ferrous 

gluconate, ferrous sulfate, ferrous fumarate 등의 철염 

형태로 하루 30 mg 철분을 보충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다. 표 3에는 국내시판 중인 철분제재의 철분함량

이 제시되어 있다. 3가 철의 흡수율은 2가 철의 1/3

으로 추정되고 있다. 임신부의 체격이 크거나, 다태

아 임신, 지금까지 철분보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

은 경우, 헤모 로빈농도가 정상 이하인 경우는 하루 

60∼100 mg을 섭취하고, 확연한 빈혈이 있는 경우는 

치료 용량인 200 mg을 나누어서 먹는다.
1,2,35)

 임신초

기에는 철분의 필요량 증가가 적기 때문에 별도로 보

충할 필요가 없고, 철분 복용으로 오히려 구토가 심

해질 수 있다. 비타민/무기질 혼합제의 경우는 칼슘

과 마그네슘이 철분흡수를 억제하므로 철염 제제를 

단독으로 복용하는 것이 좋다. 임신기간 중 자주 먹

게 되는 제산제도 철분과 같이 투여하면 철분흡수를 

억제하기 때문에 같이 복용하지 않는다. 철은 다른 

양소(특히, 아연)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식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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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복용하는 것이 좋다. 규칙적인 복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주지시킨다.
1,2)

  식품에 함유된 철은 헤모 로빈과 마이오 로빈

에 결합되어 있는 철분인 헴철과 유리상태로 존재하

는 비헴철이 있다. 헴철은 흡수율이 40% 정도로 높

으며 육류 특히 붉은 고기류에 많이 함유되어 있고, 

같이 먹는 식품의 향을 받지 않는데 반해, 비헴철

은 채소와 곡류 등 식물성 식품에 함유된 철분이 해

당되며 비타민 C와 고단백질 식품에 의해 흡수율이 

높아지고, 무산증이 있는 경우와 탄닌, 피틴산 등에 

의해 흡수율이 저하된다. 단, 달걀과 우유의 철분은 

비헴철이다.
36)

  (4) 칼슘

  ① 임신기간 중 소모량과 권장량; 임신을 하면 약 

30 g의 칼슘이 체내에 저장되며 그중 28 g 정도는 

태아에게, 1 g은 태반에 모체에 1 g 저장된다. 이 정

도의 칼슘은 모체가 가지고 있는 칼슘의 2.5%에 불

과하며 대부분의 칼슘이 모체의 골격계 내에 저장되

어 있으므로 쉽게 유리되어 태아성장에 이용될 수 있

다.
2) 이론적으로는 임신과 수유기간 중에 칼슘섭취

가 부족하면 모체의 골 도가 감소하고 모유의 칼슘

함량이 감소하며 태아의 골격성장에 장애가 생길 것

으로 추정되지만 실제로 이를 검증하는 근거는 없다. 

모체골격내의 칼슘이 유리되어 태아에게 전해지므

로 임신기간 중에는 골 도가 감소하지만 이러한 변

화는 칼슘섭취량과 무관하며, 임신과 수유가 끝나게 

되면 골 도가 임신 전 수준으로 되돌아온다.
37,38) 논

란이 있기는 하지만 골 도는 임신횟수나 수유기간

과 관련이 없다. 이는 아마도 임신과 수유로 칼슘요구

량이 증가하면 칼슘의 흡수, 대사, 분비의 변화가 생

겨 증가한 요구량을 충족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38,39)

  한국 양학회에서 권장하는 비임신 여성의 칼슘

권장량은 700 mg인데, 국민건강 양조사에 의한 우

리나라 여성의 칼슘섭취량인 1일 500 mg은 권장량

의 70% 정도로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40) 임신기에는 

1일 160 mg 정도의 칼슘이 태아에게 이동되어 축적

되며 여기에 임신부의 소변칼슘배출량 139 mg과 피

부를 통한 소실량 23 mg, 임신에 의한 체내 칼슘 축

적량인 160 mg을 합하고 칼슘흡수율 40%와 임신부

의 개별적인 차이를 고려한 안전율 20%를 감안하여 

임신부의 칼슘필요량을 전후반기 모두 1,000 mg으로 

책정하 다.
24) 한 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 임신부의 

실제 임신기간 중 칼슘섭취량은 627 mg으로 권장량

의 62.7% 정도이다.5)

  ② 중재의 근거; 2001년 Atallah AN 등은 11개의 

칼슘보충에 대한 무작위대조연구를 메타분석하여 

칼슘보충군에서 대조군보다 고혈압의 발생이 적고

(RR 0.81, 95% CI 0.74∼0.89), 전자간증의 발생이 

적은 것으로 보고하 다(RR 0.68, 95% CI 0.57∼

0.82). 이러한 보호효과는 임신성고혈압의 발생위험

이 높은 산모(RR 0.45)와 식이 칼슘섭취량이 적은 

산모(RR 0.49)에서 더 컸다. 칼슘보충이 전체대상자

표 3. 국내 시판되고 있는 철분 제제
ꠧꠧꠧꠧꠧꠧꠧꠧꠧꠧꠧꠧꠧꠧꠧꠧꠧꠧꠧꠧꠧꠧꠧꠧꠧꠧꠧꠧꠧꠧꠧꠧꠧꠧꠧꠧꠧꠧꠧꠧꠧꠧꠧꠧꠧꠧꠧꠧꠧꠧꠧꠧꠧꠧꠧꠧꠧꠧꠧꠧꠧꠧꠧꠧꠧꠧꠧꠧꠧꠧꠧꠧꠧꠧꠧꠧꠧꠧꠧꠧꠧꠧꠧꠧꠧꠧꠧꠧꠧꠧꠧꠧꠧꠧ
상품명 제조원  성분 철원소 함량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볼그란액 종근당 Sodium ferric gluconate Fe+++로써 62 mg

헤모큐액 대웅제약 Iron protein succinylate 800 mg/15 ml Fe+++로써 40 mg 

Ferric hydroxide-polymaltose 
훼럼포라 중외제약 Fe+++로써 100 mg

  complex 357 mg, folate 0.35 mg

훼로바-유 서방정 부광약품 Dried ferrous sulfate 256 mg Fe
++로써 80 mg

Ferric hydroxide-polymaltose 
훼럼메이트액 중외제약 Fe

+++로써 100 mg
  complex 357 mg/5 ml

Fe glycine sulfate 531 mg, folic acid
헤모콘틴 서방정 먼디파마 Fe

++로써 100 mg
  0.5 mg, vit B6 HCl 5 mg

헤모골드정 안국약품 Carbonyl iron 51 mg Fe
++로써 50 mg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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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조산아 출산을 감소시키는 효과는 없었지만 

임신성고혈압의 위험도가 높은 하부집단에서는 RR

이 0.42 (95% CI, 0.23∼0.78)로 감소하 다. 하지만 

사산이나 퇴원 전 사망률을 감소시키지 못하 다.41) 

칼슘보충한 산모에서 출생한 태아를 아동기까지 추

적한 Belizan 등은 모체의 칼슘 보충이 장기적으로 아

동의 신체 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없다고 보고하

다.42)

  ③ 양상담; 칼슘은 우유와 유제품, 뼈째 먹는 생

선, 짙푸른 채소에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으며 해조

류, 두류, 곡류, 채소류에도 들어 있다. 일상적으로 

먹는 밥과 김치에는 칼슘이 많이 들어있지 않고, 시

금치와 같은 녹색채소는 칼슘함량이 많아도 같이 들

어있는 옥살산에 의해 흡수율이 떨어지므로 실제로 

이러한 음식물에서 얻어지는 칼슘은 많지 않다. 일상

적인 식사에서 섭취되는 칼슘량은 1일 500 mg 정도

로 추정되므로
40) 멸치나 뱅어포와 같은 뼈째 먹는 생

선과 우유, 유제품의 섭취량을 물어보아 임신부의 하

루 칼슘섭취량을 추정할 수 있다. 임신부의 섭취량이 

1일 권장량인 1,000 mg보다 적다면 모자라는 만큼의 

칼슘은 우유과 유제품, 특히 저지방 유제품의 섭취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충족하도록 권유한다. 표 4에는 

식품의 칼슘함량이 제시되어 있다. 제시되어 있는 것

처럼 우유와 유제품은 칼슘함량도 높고 체내이용률

도 높은 질이 좋은 칼슘급원이다.
24) 
유당불내증이 있

는 여성은 치즈나 요구르트로 칼슘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임신성고혈압의 위험이 높은 여성이나, 식이칼슘 

섭취량은 적은 여성의 경우는 칼슘보충제가 도움된

다.
41)

  (5) 아연

  ① 임신기간 중 소모량과 권장량; 아연은 단백질과 

핵산 대사에 관여하고, 호르몬의 활성화와 면역기능

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성장과 생식, 미각과 시각

기능 등 다양한 조절기능을 수행하다.24)

  전세계적으로 임신부의 83%가 충분한 아연 섭취

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43) 우리나라의 

아연 양상태는 전국규모로는 연구되어 있지 않으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사례 연구에 의하면 일일 8 mg 

정도 섭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4) 기초자료의 부

족으로 아연에 대해서는 미국과 일본의 권장량을 그

대로 사용하고 있다. 임신으로 인한 아연의 추가 필

요량은 약 100 mg으로 추정되므로
45)
 아연의 흡수율

을 20%로 하고, 임신기간 중 하루 3 mg의 아연을 추

가로 섭취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24) 한 보고에 의하

면 우리나라 임신부의 아연섭취량은 평균 6.6 mg으

로 권장량의 44.1%이다.
5)

  ② 중재의 근거; 동물실험에서는 아연 겹핍이 출산

을 지연시키며, 출혈을 증가시키고, 태아의 운동발

달, 행동양상에 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사람

에서는 전자간증, 조기파수, 조산, 태아성장지연, 선

천성기형이 아연결핍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되고 

있지만,
46) 관찰 연구에서는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

표 4. 식품 100 g 당 칼슘함량24)

ꠧꠧꠧꠧꠧꠧꠧꠧꠧꠧꠧꠧꠧꠧꠧꠧꠧꠧꠧꠧꠧꠧꠧꠧꠧꠧꠧꠧꠧꠧꠧꠧꠧꠧꠧꠧꠧꠧꠧꠧꠧꠧꠧꠧꠧ
식품 어림치 함량(mg)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우유 1/2컵 100

고형요구르트 1/2컵 131

야쿠르트 1/2컵 120

아이스크림콘 1스푼 130

치즈 5장 613

순두부 1/2컵 120

두부 1/4모 181

뱅어포 7장 1056

중멸치 1 1/4컵 1290

생물미역 153

말린 물미역 1072

생다시마 103

말린 다시마 708

동태 소 2토막 233

홍어 소 2토막 305

참치 소 2토막 235

참게 중 1마리 359

대하 4마리 234

꽁치통조림 2/3컵 277

정어리 통조림 2/3컵 241

깨소금 1컵 1223

고추잎 생것 2컵 364

무말량이 불려서 3 1/3컵 368

돌나물 익혀서 1/2컵 258

들깻잎 잎넓이 10 cm, 40장 215

케일 잎넓이 30 cm, 2장 181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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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아연보충에 대한 무작위대조연구 중 아연결핍이 

없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상군에서 이루어진 연구들

은 주로 의미 없는 연구결과를 나타냈고, 아연결핍이 

있거나 아연결핍 위험도가 높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에서는 아연보충이 저체중아, 성장부전, 

조산아의 감소에 도움을 준다는 보고가 많다.
47,48) 하

지만 아연보충에 대한 5개의 무작위대조연구에 대한 

1998년도 Cochrane 메타분석에서는 임신 시의 정규

적인 아연보충이 임신성고혈압 조기진통, 조기파수, 

모성감염, 출혈, 주산기 사망률 등의 임신결과에 

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49)
 최근에는 

아연과 신경발달, 감염, 면역에 대한 연구보고들이 

나오고 있다.
46)

  ③ 양상담; 아연의 주요공급원은 패류(특히 굴), 

육류, 간, 가금류, 우유류 등의 동물성식품이다. 곡류

와 채소류는 아연의 함량도 낮고 아연의 흡수율도 낮

다.
24) 음식물로 들어온 철분의 경우는 아연의 흡수를 

감소시키지 않지만, 하루 60 mg 이상의 철분보충제

를 섭취하는 경우는 아연의 흡수를 방해하여 아연혈

중농도가 감소한다.
50)

  현재까지는 임신부의 식사에 아연을 보충하는 것

이 좋을지 나쁠 지에 대한 명백한 근거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임신기간 중 정규적 아연보충

은 권유되지 않는다.

  (6) 나트륨

  ① 임신기간 중 소모량과 권장량; 나트륨의 평형을 

유지하기 위한 일일 나트륨 필요량은 75∼250 mg 정

도로 극히 적어서 섭취부족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조리를 위한 가염과정에서 첨가되는 소금으로 충분

한 양의 나트륨이 섭취되므로 임신 시 권장량이 따로 

책정되어 있지 않다.
2,24)

  ② 중재의 근거; 저염식이 권고에 대한 2개의 무작

위 대조연구(603명)를 메타분석한 결과, 임신성고혈

압을 포함한 임신결과에 향을 주지 못하 다.51) 

하지만 두 연구 모두 연구대상자 수가 너무 적어 근

거를 제공하기에는 불충분하다.

  ③ 양상담; 임신기간 중 염분의 섭취를 제한할 

필요는 없으나, 고혈압 환자와 같이 민감한 환자는 

주의를 요해야 한다. 염분섭취와 관련된 질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신기간 중의 식염섭취는 개인의 

기호에 따르는 것이 좋다.
51)

  (7) 비타민 D; 비타민 D는 자외선 조사로 생합성 

될 수 있으므로 필요량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아, 나

라마다 권장량이 0∼5μg으로 다양하게 설정되어 있

다. 우리나라 성인의 경우는 일광노출시간을 고려하

여 권장량을 5μg으로 하고 있고, 임신부의 경우는 칼

슘 균형을 위해 5μg을 더 섭취할 것을 권장한다.24)

  생체 내에서도 합성되기 때문에 무작위대조연구

는 많지 않다. 2개의 연구가 확인되었는데 한 연구에

서는 중재군에서 대조군보다 임신부의 체중증가가 

많고, 저체중아 발생이 적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고, 

한 연구에서는 보충군에서 오히려 출생체중이 더 낮

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52)

비타민 D 함유식품은 흔하지 않아서 생선의 간유, 기

름진 생선, 난황, 마가린, 강화식품 등이다. 최근 우

리나라에서는 비타민 D를 첨가한 우유가 판매되고 

있다.
24)

  (8) 비타민 A

  ① 임신기간 중 소모량과 권장량; 비타민 A는 신체

총량의 90% 이상이 간에 저장되어 있으며, 정상 여

성의 총 체내 비타민 A 함유량 209 mg에 비해, 태아

소모량 18 mg은 모체저장량의 9%로 임신기간 동안 

비타민 A의 섭취량을 더 증가시킬 필요는 없지만 임

신부의 안전을 고려하여 임신초기에는 비임신부와 

같은 700 RE를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고, 임신후

반부에는 100 RE 증가한 800 RE을 권장하고 있다.
24)

  ② 중재의 근거; 비타민 A 결핍과 감염위험 증가

의 관련성을 보고한 연구가 많다. 임신 중반기와 출

산 후까지 혈액 비타민 A의 농도가 낮은 여성의 경우 

산욕기 감염의 위험이 높아지며 야맹증을 가진 임신

부의 경우는 비뇨생식계 감염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관찰연구가 있고
53), 무작위대조연구로는 West 등이 

네팔에서 44,646명의 임신부를 대상으로 3.5년간 비

타민 A 7,000μg RE와 베타카로틴 7,000μg RE, 위

약을 투여하여 이 중 연구기간에 출산을 한 20,119명

의 모성사망률을 비교하 는데, 비타민 A군에서는 

위약군과 비교하여 40%, 베타카로틴 군에서는 49%

의 사망률 감소가 있었다고 보고하 다.
54)
 비타민 A

가 점막의 견고함을 증가시키고 sIg A와 중성구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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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증가시키고, 감염 시에는 면역증강제로서 자연살

상세포와 항체형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55)

  비타민 A는 과잉섭취로 인한 독성의 가능성도 제

시되고 있는데, 동물실험에서는 비타민 A 섭취과잉

로 인한 기형 발생이 보고되었고, 사람에서는 과거 

30년간 20개 정도의 기형발생이 증례보고되었다. 환

자대조군연구에서는 10,000 IU (3000 RE)까지는 섭

취량과 태아기형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56)
, 전

향적 연구에서는 10,000 IU 이상의 섭취가 태아기형

의 위험을 480% (95% CI, 2.2∼10.5) 증가시키는 것

으로 보고하고 있다.
57)

  ③ 양상담; 한국인에서 식품으로 섭취하는 비타

민 A가 많기 때문에 비타민 A 보충제가 따로 필요하

지 않다. 임신 중 비타민 A섭취 과잉으로 기형아의 

출산가능성이 있으므로 임신 중 정규적인 비타민 A

복용은 권장되지 않는다. 반면 비타민 A의 전구체인 

베타카로틴은 과잉으로 공급하여도 독성효과가 거

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58)
, 양제에 

첨가된 비타민 A는 베타카로틴의 형태로 첨가해 주

는 경우가 많다. 임신한 여성의 경우는 여드름치료에

도 레티놀 함유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비타민 A가 많은 식품은 간과 생선간유, 전지분유, 

계란 등이며 전구체인 베타카로틴의 경우는 당근과 

시금치와 같은 녹황색채소와 해조류에도 많이 함유

되어 있다.
24)

  (9) 수용성비타민; 수용성비타민은 능동적으로 

태반을 통과하므로 태아의 농도가 모체농도보다 높

다. 비타민 B1, B2, 나이아신은 열량대사에 관여하는 

비타민으로 임신 중 열량섭취량이 증가함에 따라 섭

취량을 늘려야 한다. B6는 단백질대사에 관여하므로 

태아성장을 위해서도 요구량이 증가하며 특히 단백

질 섭취량이 많은 임신부에서 요구량이 더 높다. 임

신기 권장량은 하루 1.9 mg이다.
24) Cochrane review 

메타분석에서 비타민 B6가 임신 시의 입덧을 완화시

키는 데 효과적이라고 보고하 다.
59)

  임신 시 비타민 C의 권장량은 70 mg에서 85 mg으

로 증가하지만 일상적인 식사를 하는 경우에는 부족

하지 않다. 감기를 예방하기 위해 1 g의 비타민 C를 

섭취하는 경우가 많은 데 효과가 검증되어 있지 않

고, 임신 중에는 유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임신 시 과량의 비타민 C를 보충하면 태아가 

높은 수준의 비타민 비타민 C에 적응하게 되어 출생 

후 정상수준을 섭취하더라도 괴혈병 등의 결핍증상

을 보일 수 있으므로 지나친 보충은 피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다량의 비타민 C 섭취는 비타민 B12의 흡

수와 대사를 방해한다.
1)

  (10) 엽산

  ① 임신기간 중 권장량과 소모량; 한국인의 경우는 

엽산권장량을 설정한 근거자료가 거의 없기 때문에 

WHO/FAO의 권장량 400μg과 건강여성의 경우 하

루 200∼250μg의 엽산섭취에서 균형이 이루어진다

는 Sauberlich의 평형연구
60)의 결과를 절충하여 하루 

250μg를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고, 임신기에는 태

아조직의 성장과 모체혈액량 증가에 의해 엽산필요

량이 증가하므로 WHO/FAO의 권유에 따라 250μg

을 더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24)

  엽산보충의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지만 

신경관이 닫히기 전인 첫 4주까지의 기간이 중요하

므로 우리나라와는 달리 외국의 대부분의 권고에서

는 임신 전부터 엽산보충을 해주는 것이 좋다는 의견

이 지배적이다.
61)

  ② 중재의 근거; 엽산보충에 대한 5개의 무작위대

조연구를 메타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엽산보충을 하

여 만삭저체중아의 출산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OR 

0.60, 95% CI 0.37∼0.97) 보고가 있지만 방법론적인 

비판이 많고
62)
, 조산아 출산을 결과변수로 한 4개 연

구에 대한 메타분석에서도 조산아 출산의 위험도를 

낮추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63)
, 모성결과

변수를 비교한 6개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에서는 출

산 전 빈혈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OR 

0.73, 95% CI 0.66∼0.80).
64)
 결론적으로 엽산 보충

으로 임신부의 빈혈을 감소시킬 수 있지만, 다른 임

신결과에 미치는 향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리

기에는 이르다.

  반면, 엽산과 신경관 결손의 관계는 이미 잘 확립

되어 있어서 엽산의 길항제인 aminopterin이 인간의 

기형유발물질로 신경관결손을 유발하는 것으로 추

정되고 있다. 임신 전 엽산을 보충하면 태아의 신경

관결손발생이 5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여러 무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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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조연구에서 증명되었다.65-68) Locksmith GJ 등은 

메타분석은 아니지만 엽산과 신경관결손에 대한 55

개의 논문을 분석하여 임신전과 임신초기의 엽산

양 상태가 중요하므로 모든 가임여성에서 0.4 mg의 

엽산을 섭취할 것을 권장하 다.
69) 이에 대해서는 

CDC도 같은 입장이다.

  ③ 양상담; 엽산이 많이 들어 있는 식품으로는 

간, 푸른잎 채소, 콩류, 이스트, 과일 특히 감귤류 등

이다, 미국인의 경우는 매일 마시는 오렌지주스가 엽

산의 주요급원이 된다. 일상 생활에서 많이 섭취하는 

식품이기는 하지만 엽산은 조리나 가공, 저장 중 파

괴되기 쉬워, 일부 논문에 의하면 우리나라 가임여성

과 엽산보충을 하고 있지 않은 임신부의 엽산섭취량

은 권장량의 50% 정도로 낮게 보고되고 있다.
4,70,71) 

그러므로 임신기간 중 철분과 함께 엽산보충제의 섭

취가 권장되고 있다.

  보충제를 처방 받아 구입하고도 실제로 복용하지 

않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엽산을 강화한 

시리얼, 빵, 쌀, 파스타 등으로 엽산섭취 증가를 유도

하고 있다.
2)

  (11) 알코올; 알코올은 정확하게 말해서는 양소

라고 할 수는 없고 기호식품에 해당된다. 모체가 흡

수한 알코올은 태반을 통해 태아에게 전달되어 모체

의 혈중 알코올농도의 대략 95%가 태아혈중알코올 

농도로 나타나는데, 모체와는 달리 태아는 알코올을 

빨리 분해시키는 능력이 발달해 있지 않다.
72)

  알코올은 강력한 기형유발 물질이다. 알코올을 과

다하게 섭취하면 태아알코올증후군의 위험성이 높

아진다. 태아알코올증후군의 주요증상은 출생 전 또

는 후의 성장지연, 두개골과 두뇌의 기형, 중추신경

계의 이상, 행동 및 지능장애, 학습능력 장애이다. 이

들은 특징적인 안모를 가지는데 안검렬의 위축, 얇은 

윗입술, 안면의 입체감 감소 등을 들 수 있다.
72) 미국

에서는 매 1,000명의 출생당 0.5∼2명이 태아알코올

증후군을 가지고 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73), 

우리나라에서는 증례보고 형식으로 몇 케이스가 보

고된 정도이다.

  주당 14잔 이상부터 위험도가 증가한다는 보고가 

많지만
74-76)

 주당 7잔 정도의 가벼운 음주에도 태아

알코올 증후군 발생이 보고되고 있다. 음주량을 적게 

보고하는 경향과 음주와 관련된 양, 환경 등의 혼

동변수에 의해 어느 정도의 음주량이 안전한가에 대

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자주 마시지 않아도 1회 만

의 폭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임신 초기에 노출될

수록 위험도가 증가한다.
77) 통제된 연구는 아니지만 

임신기간 중 음주량을 줄일 경우 태아알코올증후군

의 발생이 감소된다는 보고가 있다.
78,79)

  ① 상담; 확실한 안전음주량은 알려져 있지 않지

만 작은 양의 알코올도 분화하고 있는 태아의 기관에

는 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효과

는 임신 1기가 가장 심하므로 임신부와 임신을 준비

하는 여성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80)
 금주 후

에는 음주에 의한 악 향이 사라지는 것으로 추정된

다.
2) 음주를 하는 임신부는 음주로 인해 다른 음식물

을 섭취할 기회가 줄어들고, 엽산, 마그네슘, 아연 등

의 양소의 흡수와 사용이 방해를 받으므로 비타/

미네랄보충제를 복용하는 것이 좋다. 물론 미네랄보

충제를 권유하는 것보다 금주하도록 하는 것이 더 중

요하다.
1)

  (12) 카페인; 동물실험에서는 돌연변이 유발물질

의 작용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81), 인

간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카페인섭취와 태아기

형은 관련이 없다고 알려져 있다.
2) 환자대조군연구

와 코호트연구 12개의 논문에 대한 메타분석한 연구

에서는 42,988명의 임신부의 자료를 합하여 일일 150 

mg 이하 섭취군에 비교하여 150 mg 이상 섭취군에서 

자연유산에 대한 OR이 1.36 (95% CI, 1.29∼1.45), 저

체중아 출산에 대한 64,268명의 메타분석에서는 OR

이 1.51 (95% CI, 1.39∼1.63)이었다.
82)
 한편, Santos 

등은 카페인섭취와 임신결과에 대한 26개의 논문을 

메타분석하고 카페인 섭취량이 많은 집단에서 출생체

중이 낮은 것으로 보고하고, 연구들이 서로 차이가 너

무 심해 메타분석 결과를 믿기도 어려운 형편이고 좀

더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 다.
83)

  ① 양상담; 1980년대 FDA는 동물실험에 대한 

자료를 근거로 임신한 여성에서 커피, 홍차 등으로 

섭취하게 되는 카페인의 양을 제한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어느 정도의 양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커피로 

따져서 하루 3잔 이상부터 7잔까지 의견이 다양하

다.
84) 소량의 카페인섭취가 임신결과에 악 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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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다는 증거는 없지만 가능한 최소로 섭취하는 것이 

좋겠다. 카페인은 커피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흔

히 마시는 콜라, 녹차, 코코아, 초코렛 등에도 함유되

어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키는 것이 좋다(표 5).

  (13) 흡연; 우리나라 성인 여성의 평균흡연율은 

5∼6% 정도로 서양여성에 비해 낮고40)
 임신기간 중 

흡연율에 대한 보고는 없으나 서양여성의 15%
86)에 

비해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관찰연구에 의하면 흡연은 자궁외 임신을 1.5∼2.5

배 증가시키며, 조기파수의 위험을 2∼5배 증가시키

며, 태반조기박리의 위험을 1.4∼2.4배 증가시키고, 

전치태반의 위험을 1.5∼3.0배 증가시키며 자연유산

의 위험을 약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반면 임신성고혈압에 대해서는 보호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추정된다. 태아에 미치는 향에 대해서는 조

산의 위험을 1.2∼2.0배 증가시키는데 이러한 효과는 

흡연량이 많을수록 크다. 반면 임신 중 금연시기가 빠

를수록 위험도의 증가는 낮다. 흡연은 사산의 위험을 

증가(OR 1,1∼1,6)시키고, 신생아사망률과 주산기사

망률을 증가시킨다.
87) 메타분석에서는 임신기간 중 

흡연이 SIDS (Sudden Infant Death Syndrome)의 위험

을 3배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88)
 비흡연

산모와 흡연산모에서 태어난 신생아의 체중은 평균 

250 mg 차이가 나며 흡연에 의한 체중감소는 흡연양

이 많을수록, 임신부의 연령이 높을수록 커지는데 임

신 1기 중 금연을 하면 체중감소를 막을 수 있는 반

면, 임신 후반기 흡연이 특히 체중감소가 컸다. 하지

만, 임신부 흡연이 생존 신생아의 기형위험을 증가시

킨다는 보고는 없다.
87)

  임신 중 금연을 위한 중재에 대한 5개의 보고서를 

메타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금연을 하는 경우 출생체

중이 증가하고, 만삭 저체중아의 출생이 감소(OR 

0.80, 95% CI 0.65∼0.98)한다.
62)

   ① 상담; 흡연과 관련된 임신결과의 위험도 증가

는 대부분이 양반응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가능한 

임신기간 중 금연하는 것이 좋고, 흡연임신부의 경우

는 가능한 빨리 금연하는 것이 좋다.

  2) 비타민과 무기질 보충제에 대한 지침: 많은 수

의 임신부가 늘어난 임신 중 양요구량에 흡족하는 

충분한 양의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타민

과 미네랄 보충제를 권유하는 의사도 많다.
89)
 하지만 

적절한 체중증가가 이루어지는 임신부에서 철분과 

엽산을 제외하고는 비타민과 무기질 보충제가 따로 

필요하지 않다. 단, 양결핍의 위험이 있는 다음과 

같은 경우는 비타민/무기질 보충제를 먹는 것이 좋

다.
1)

  -다태아 임신

  -임신이 잦은 경우

  -흡연산모

  -입덧이 심한 경우

  -식이장애가 있는 경우

  -저체중과 비만 임신부

  -청소년임신부

  -음주와 마약사용 임신부

  -채식주의자인 임신부

결      론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로는 임신기의 양이 임신

결과에 미치는 향은 제한적이다. 하지만 근거가 없

다고 해서 임신기간 중 양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

는 아니다. 최근에는 임신의 결과변수가 ‘기형이 없

는 정상 체중아의 출생'에서 출생 이후 ‘성인이 된 후

의 나중 삶'으로 옮겨가고 있어, 임신기간 중에 양

이 ‘나중 삶'에까지 향을 미친다는 연구 보고들이 

Table 5. Caffeine content of common beverage85)

ꠧꠧꠧꠧꠧꠧꠧꠧꠧꠧꠧꠧꠧꠧꠧꠧꠧꠧꠧꠧꠧꠧꠧꠧꠧꠧꠧꠧꠧꠧꠧꠧꠧꠧꠧꠧꠧꠧꠧꠧꠧꠧꠧꠧꠧ
Beverage Mg of caffeine per serving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Instant coffee  60 (1 cup) 

Drip coffee 105 (1 cup)

Flavored coffee 25∼75 (1 cup)

Espresso coffee  50 (1 cup)

Decaffeinated coffee  2∼5 (1 cup)

Green tea 25 (1 cup)

Instant tea 25∼35 (1 cup)

Cola 35∼50 (1 cup)

Chocolate 10∼20 (30 gram)

Cocoa power 10 (1-tablespoon)

Chocolate milk 10 (1 glass)

Chocolate icecream  2 (1/2cup)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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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고 있다. Godfey 등은 25,000명의 국 중년 성

인을 관찰하여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당뇨병 등의 

많은 만성질환의 발생이 태아기와 아기의 양결

핍에 향을 받는다고 보고하고, 출생 시 체중이 정

상이고 선천성기형이 없어도 잠복기를 지나 성인이 

된 후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 다.
90)
 Gambia는 

빈궁기와 추수기의 가용한 식품의 양과 질의 차이가 

큰 지역으로 이 지역 성인 중 양식이 부족한 계절에 

태어난 성인은 추수기에 태어난 성인보다 감염성 질

환에 의한 조기사망위험이 11배(P＜.00009) 높은 것

으로 나타나, 자궁내 양부족이 태아 면역기관 발달

에 향을 준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91)
 이러한 

보고들이 아니더라도 양부족 상황에서 적절한 

양을 획득하기 위한 태아의 사투와 이를 위한 모체와 

태아의 생리적인 적응에 대해 고려하면 임신을 준비

하는 여성과 임신여성에게는 양균형을 맞춘 충분

한 식사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2000년도 Cochrane Revew에 의하면 임신부에게 

양상담을 함으로써 임신부의 에너지와 단백질섭

취를 증가시킬 수 있지만, 태아와 아, 임신부의 건

강에 미치는 향은 확인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92)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신기간에서 무엇을 먹

어야 하는가는 임신부와 그 가족들의 커다란 관심사

이고, 우리 가정의들은 그러한 질문에 올바른 답을 

줄 수 있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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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임상 퀴즈에 응답해서 60% 이상 득점하시는 회원에게는 대한가정의학회 학술회원 평점 4점을 드립니다. 임상 퀴즈에 

답하셔서 응답지를 대한가정의학회 사무처로 보내주십시오. 정답은 다음 호에 게재됩니다(팩스: 365-0997, E-mail: 

kafm@hitel.net).

  1. 임신부에서 안전한 음주량은 어느 정도인가?

가) 무음주 나) 주당 7잔 이하 다) 주당 14잔 이하

라) 주당 21잔 이하 마) 주당 28잔 이하

  2. 임신기간 중 일반적인 식사로 섭취가 불충분하여 보충제의 복용이 필요한 양소를 모두 고르시오.

      가. 철분 나. 단백질 다. 엽산 라. 비타민 C 마. 아연

가) 가, 다 나) 나, 라 다) 가, 나, 다

라) 마 마) 가. 나, 다. 라, 마

제23권 제5호 임상퀴즈의 정답은 809쪽에 있습니다.

제23권 제6호 응답지  (임신부의 영양상담)

의사면허번호 전문의 번호 소속 지회

성        명 연락처(전화) 연락처(E-mail)

퀴 즈

번 호

1.

2.

3.

4.

5.

가) 나) 다) 라) 마)

가) 나) 다) 라) 마)

가) 나) 다) 라) 마)

가) 나) 다) 라) 마)

가) 나) 다) 라) 마)

임 상 퀴 즈 임신부의 영양상담

절     취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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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다음 중 비타민 미네랄의 보충제가 필요한 경우는?

가) 다태아 임신

나) 입덧이 심한 경우

다) 흡연 산모

라) 채식주의자인 임신부

마) 모두 맞다.

  4. 다음 중 철분에 대한 양교육 중 틀린 내용을 고르시오.

가) 임신초기에는 철분보충제를 복용하지 않아도 좋다.

나) 우유와 계란, 고기류에 들어 있는 철분은 헴철로 흡수율이 높다.

다) 채소와 곡류에도 철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비헴철로 흡수율이 낮다.

라) 다른 양소의 흡수를 방해하므로 식간에 복용하는 것이 좋다.

마) 제산제와 같이 먹으면 흡수율이 떨어진다.

  5. 정상 임신에서 임신중 권장되는 적절한 체중증가량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가) 임신전 체질량지수 나) 임신전 체중 다) 태아의 체중

라) 임신전 체지방량 마) 산모의 신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