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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weight gain during pregnancy based on pre-pregnant Body 
Mass Index, to compare eating habits based on the recommended standards for weight gain presented by the 
Institute of Medicine, and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the weight gain of pregnant women. The subjects were 
grouped into three categories according to the recommended weight gain standards presented by the Institute 
of Medicine: the inadequate group, the adequate group and the excessive group. The excessive group had a 
significantly higher pre-pregnant Body Mass Index than that of the two other groups. Based on a comparison 
of the eating habits and nutrient intake of the women to the recommended standards for weight gain, the ex-
cessive gain group had large meals and ate more frequently outside of the home when compared to the 
pre-pregnancy period. Based on an analysis of correlations between weight gain during pregnancy and diet 
factors, the adequate gain group had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weight gain and a “balanced meal” and had 
negative correlation with “convenience meals”. The excessive gain group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convenience meals” and ha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meal skipping.” All the pregnant women were more 
frequent in the “overeating categories” and all ate more “fruit,” as their weight gain was higher. In particular, 
the excessive gain group was frequently evaluated as “overeating”.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factors af-
fecting weight gain during pregnancy were the Body Mass Index before pregnancy, eating types, and eating 
habits. As the Body Mass Index before pregnancy was higher, the ingestion of a ‘balanced meal’ was less, 
and overeating and gluttony were more frequent. Therefore weight gain was enha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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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임신 중 적절한 체중증가는 임신부의 건강유지와 

정상적인 태아발달을 위하여 필수적이며, 산모의 임

신 합병증과 신생아 체중 및 사망률과 관계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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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및 산모의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임상

적인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Abrams & Selvin 1995). 
임신으로 인한 체중증가는 대부분 자궁, 유방조직의 

증가, 지방축적, 세포 외액과 혈액량의 증가, 태아의 

성장, 양수, 태반의 무게에 기인한다(Park 2000). 임

신 중 체중변화는 임신시기에 따라 다른 생리적인 

변화와 과정에 의해 일어나며 임신 1, 2기 체중의 

증가는 임부의 조직의 증가, 혈액량, 유방조직, 지방

축적에 기인하고, 임신 3기의 체중증가는 태아의 성

장과 관련된다.
임신 중 체중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는 임

신 전 체중, 신장, 인종, 연령, 출산력, 신체활동 등

과 태아체중, 양수 양, 태반무게 등이 알려져 있고

(Creasy 등 1999), 그 중 임신 전 체중과 신장이 체

중증가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보

고되면서 1990년 IOM(Institute of Medicine)에서는 임

신 전 신체질량지수를 고려한 새로운 체중증가 권

고안을 발표하였다. IOM 권고기준에 따라  1993년 

AGOG(American College of Obstericians and Gyneco-
logists)에서도 동일한 안을 체택하여 임신 중 체중증

가에 대한 지침으로 저체중군(BMI＜19.8)인 경우는 

12.5∼18.0 kg, 정상 체중군(19.8≤BMI≤26.0)은 11.5
∼16.0 kg, 과체중군(26.0≤BMI≤29.0)은 7.0∼11.5 
kg, 비만군(BMI＞29.0)은 7 kg 미만의 체중증가를 

권유하였다. 최근 IOM 권고안을 적용한 여러 연구

에서 체중증가가 부족한 경우 조산아 또는 저체중

아 출산과 관련이 있었고 체중증가가 과다한 경우 

과체중아 출생, 제왕절개술 빈도 증가, 산후비만과 

관련이 있다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Parker & 
Abrams(1992)은 IOM에서 제시한 권고기준보다 임신 

중 체중증가가 낮은 경우에 저체중아가 발생할 위

험도가 2배, 체중증가가 많을 경우에 과체중아가 발

생할 위험도가 2배라고 하였고, Hedderson 등(2006)
은 임신 전 체질량지수(BMI)가 정상인 산모군에서 

산모의 체중증가가 8 kg 미만일 때 저체중아 위험

이 2배 조산위험이 1.7배 높았고 체중증가가 14 kg 
이상인 산모에서는 임신성 고혈압의 위험이 3배 높

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또 Brost 등(1997)은 임

신 전 체중과 임신 27∼31주 사이의 체중증가와 체

질량지수의 증가는 제왕절개율의 증가와 관계가 있

다고 하였으며, 제왕절개율의 감소를 위하여 임신 

전 체중과 임신 중 체중증가에 대한 관찰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IOM 권고기준에 의거한 국내 

연구에서 Park(2008)은 제왕절개 위험은 BMI가 정상

체중군이면서 체중증가가 높은 군보다 저체중군이

면서 체중증가가 높은 군에서 더 높았고, 태아발육

지연과 거대아의 위험도는 정상체중군이면서 체중

증가가 낮은 군에서 급격히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Joo 등(2001)의 연구에서는 임신 중에 체중이 적었

던 임신부들에서 저체중아 발생빈도가 높았고, 과체

중아 발생빈도는 임신 중 체중이 많이 증가할수록 

빈도가 높았다고 하였고, Kim 등(2001)은 임신 전 

체중 ＜52.0 kg, 체중증가량 ≥14.9 kg 군과 임신 전 

체중 ≥52.0 kg, 체중증가량 ≥14.9 kg 군에서 신생

아체중이 유의하게 많았다고 보고하면서 임신 전 

체중에 따라서 임신동안 적절한 체중증가가 중요하

다고 하였다.
또한, 임신 중 과도한 체중 증가는 분만 후 비만

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Rooney & Schauberger(2002)
은 540명 코호트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권장된 

체중증가보다 체중이 더 증가하거나 출산 후 6개월 

내에 체중감소에 실패한 경우 8∼10년 후 비만의 

중요한 예측인자라고 보고하였고, Lee(2006)는 출산 

후 체중변화 양상에 관한 연구에서 적절한 수준까

지의 임신 중 체중증가량은 출산 후 과도한 체중증

가량에 영향을 주지 않으나 임신 중 체중증가량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에는 출산 후 많은 양의 체중증

가를 유발하므로 출산 후 체중증가를 예방하기 위

해서는 무엇보다도 임신기 동안 적절한 체중관리가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임신으로 인한 체중변화는 과

거보다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미국의 경우 임신 

중 체중증가가 적정한 산모는 전체산모의 30∼40%
정도에 불과하였고(Olson 2008) 임신 시에 과체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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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38.3%에 달하였다(Althuizen 등 2009). Brown 
등(1986)에 의하면 평균 체중 증가량이 14.8 kg이었

으나, Hopkinson 등(1997)에 의하면 15.9 kg로 증가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임신 중 체중증가에 

관한 Lee 등(1984)의 연구에서는 임신으로 인한 체

중증가량을 평균 11.8 kg으로 보고하였으나 Jeon 등

(1986)은 평균 12.4 kg, Han 등(2001)은 평균 13.5 kg
으로 시간이 갈수록 산모의 평균체중증가는 늘어나

고 있다. 또한 Yoon 등(2004)에 의하면 1999년에 분

만한 산모는 1989년에 분만한 산모에 비하여 임신 

전 체중은 약 3.3 kg, 임신 중 체중은 약 0.8 kg 증

가하였고, 신생아의 체중 또한 약 110 g 증가하였다

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임신 중 체중증가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은 식생활 변화와 임신 중 영양섭취와 관련이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임신이 시작되면서 대부분의 

임신부는 식욕 및 식품기호에 대한 독특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며 메스꺼움이나 구토 등의 입덧증세는 

식품의 선택과 섭취에 영향을 주어 바람직한 섭식

태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게 되고, 그 결과 

영양섭취가 부족하게 되어 모체의 빈혈과 조산, 유

산, 저체중아 출산 등을 초래하게 된다(Kafatos 등 

1989). 반면 임신부는 두 몫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

하는 전통적인 사고로 인하여 모체의 영양섭취가 

지나치게 늘어나면서 과도한 체중증가를 유발시켜 

임신중독증, 임신성 당뇨, 난산, 제왕절개 등의 위험

이 증가하게 된다(Shepard 등 1986).
또한, 임신 전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어 온 식습관

은 단기간에 변화시키기 어렵고, 바쁜 생활로 인한 

결식 증가와 외식 및 가공식품의 섭취 증가 등은 

열량 섭취 부족, 단일 식품의 섭취 편중 등의 영양

불균형의 문제점을 초래한다. 임신부를 대상으로 영

양섭취실태를 조사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임신

부의 상당수가 저체중과 과체중 또는 미량 영양소 

섭취부족 등의 문제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 대구지역 임신부를 대상으로 한 Shin(2000)의 

연구, 서울지역을 대상을 한 Lee(2002)의 연구 결과 

역시 칼슘, 철분의 섭취량이 권장량과 비교해 크게 

부족하게 섭취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최근 Park 등
(2006), Choi(2006)의 연구에서는 칼슘, 철분과 함께 

아연, 엽산의 섭취가 매우 부족하다고 보고하였다. 
임신 중 아연이나 철 등 미량영양소의 결핍은 조산, 
유산, 저체중아 출산 등 임신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hoi 2006; Park 등 2006).
이와 같이 모체와 태아의 양호한 건강상태를 유

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체중증가와 함께 임신 중 

영양상태와 식습관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임신 중 

체중증가량과 임신결과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

루어져 있지만 적절한 체중증가와 관련된 식습관이

나 식이행동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드물다. 본 연

구에서는 임신말기 임신부를 대상으로 임신 전 체

질량지수에 따른 임신 중 체중증가 정도를 파악하

고, IOM에서 권고한 체중증가 기준에 따른 일반특

성 및 식습관의 차이를 비교하여 임신부의 체중증

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내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조사 대상 및 기간

본 연구의 대상은 2009년 7월부터 9월까지 일산

에 있는 H병원으로 정기검진 온 32주 이후 임신부

들로 본 연구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한 후 

자발적 동의하에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 설문에 참

여한 총 135명 중에서 설문과 식이기록 및 임신결

과 데이터가 모두 있고 특별한 질병이 없는 100명
의 건강한 임신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2. 조사 내용 및 방법

1) 설문조사

본 연구에 사용한 설문지는 선행연구 내용을 참

고하여 개발하였고(Yang 1997; Ji 2001; Lee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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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임신부 

2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설문지 내

용을 수정 · 보완하였다. 본 설문지는 산전관리실 

간호사에 의해 임신부가 스스로 설문지를 작성하도

록 한 다음 영양사와 대면 면담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1) 일반적 특징 및 생활습관

연구 대상자의 연령, 직업, 학력, 월평균소득 등 

사회경제적 수준과 출산경험 등 산과적 특성을 조

사하였고, 생활습관에 대해서 운동, 활동수준, 영양

보충제 섭취, 스트레스 등을 조사하였다. 
(2) 임신으로 인한 변화

임신부에게 나타나는 입덧과 입맛 선호도 등의 변

화를 조사하였고, 임신 전과 비교하여 달라진 식행동

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식행동 변화는 임신부의 식이

섭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행동을 위주로 10개 

문항을 구성하였고 7점 척도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3) 식사형태

결식, 균형식, 간편식 등 식사형태에 따른 식사내

용과 외식과 간식의 섭취빈도를 조사하였다. 
(4) 식행동 조사

임신부들의 식행동을 평가하기 위하여 ‘아침결

식’, ‘식사의 규칙성’, ‘과식’, ‘폭식’, ‘식사속도’, ‘편
식’ 등 식습관에 관한 6문항과 ‘곡류, 육류, 야채류, 
과일류, 우유류 등’의 섭취빈도를 묻는 식사균형 11
문항, ‘기름진 음식’, ‘지방 많은 육류’, ‘짠 음식’ 
‘단 간식’, ‘인스턴트 식품’ 등 임신부가 조절해야 

하는 식태도 5문항 등 총 22개 문항으로 구성하였

으며, 각 문항에 대해 7점 Likert 척도를 이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 1점, “매우 그런 편이다” = 7
점으로 측정하고 총점을 계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식습관이 양호하다고 평가하였다. 

2) 신체계측 조사

임신 전 체중과 신장은 처음 진찰 시 자가기술한 

자료에 근거하였고, 임신기간별 체중은 산전 방문 

시 정규적으로 외래에서 측정한 자료를 이용하였으

며, 분만시 체중은 분만을 위해 입원할 당시 측정자

료를 사용하였다. 총 체중증가량은 분만직전 몸무게

에서 임신 전 몸무게를 뺀 증가분을 사용하였다.
임신 전 BMI(body mass index)는 체중/신장2(kg/ 

m2)의 공식을 이용하였고, 신체질량지수에 따른 비

만도 판정은 아시아 성인 비만지침(WHO 2004)에 

의거하여 저체중군(BMI＜18.5 kg/m2), 정상체중군

(18.5≤BMI≤22.9 kg/m2), 과체중군(BMI≥23.0 kg/m2)
으로 분류였다.

3) 식이섭취 조사

면접 당일 24시간 회상법을 이용하여 전날 섭취

한 식이를 조사하였으며 조사당일 섭취량은 식사기

록지를 작성하도록 하여 연속 2일간의 식이조사를 

시행하였다. 조사된 식사내용이 평상식이 아닌 경우

는 다음날의 식사기록을 이용하였다. 식이섭취 조사

는 직접 면담으로 진행되었고, 섭취한 식품이나 음

식의 분량에 대한 기억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 실물

크기의 1회 분량 식품모형을 사용하였다. 조사된 모

든 음식 및 식품의 종류와 양은 한국영양학회의 CAN 
Pro 3.0(Computer Aided Nutritional Analysis Program)
을 이용하여 영양소 섭취량으로 환산하였고, 개인별 

2일간 영양소 섭취량 자료를 평균하여 1일 영양소 

섭취량을 산출하였다. 산출된 1일 영양소 섭취량은 

한국인영양섭취기준(Korea Nutrition Society 2005)에
서 제시한 권장섭취량에 대한 섭취비율을 구하여 

비교하였다.

4) IOM(Institute of Medicine) 권고 기준에 따

른 임신 중 체중증가

임신부의 임신 중 체중증가는 IOM(institute of 
Medicine)에서 제시한 권고안에 의거하여 연구대상

자들을 임신 전 BMI 기준으로 우선 분류한 뒤, 각 

군마다 IOM 권고기준에 따라서 저체중군은 12.5∼
18.0 kg, 정상체중군은 11.5∼16.0 kg, 과체중군은 7.0
∼11.5 kg의 체중증가를 보인 경우에 적정군으로 분

류하였으며, 적정증가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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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pregnant BMI 
(Kg/m2)

IOM recommended weight gain

Low Normal Over

Low ＜18.5   ＜12.5 12.5∼18.0  ＞18.0

Normal 18.5∼22.9   ＜11.5 11.5∼16.0  ＞16.0

Over 23.0∼24.9   ＜ 7.0  7.0∼11.5  ＞11.5

Obesity ≥25.0     − ＜7.0  ＞ 7.0

Table 1. Classification of IOM (Institute of Medicine) recom-
mendations.

Frequency (%)
Age (yr)

  20∼24   4 ( 4.0)1)

  25∼29 30 (30.0)
  30∼34 52 (52.0)
  35∼39 14 (14.0)
  Mean±SD 30.77±3.44
Level of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ed 19 (19.0)
  Upper bachelors degree 81 (81.0)
Income (10,000 won)

  ＜200 18 (18.0)
  200∼300 29 (29.0)
  ≥301 53 (53.0)
Occupation 

  Employed 39 (39.0)
  Unemployed 61 (61.0)
Type of occupation

  Office 22 (56.4)
  Service, sales  4 (10.3)
  Others 13 (33.3)
Experience of delivery

  First childbirth 71 (71.0)
  Multiple childbirth 29 (29.0)
Exercise

  Yes  47 (47.0)1)

  No 53 (53.0)
Level of activity

  Little 13 (13.0)
  Mild 69 (69.0)
  Middle 18 (18.0)
Stress

  Low 38 (38.0)
  Normal 47 (47.0)
  High 13 (13.0)
  Extremely high  2 ( 2.0)
Usage of nutritional supplements

  Yes 85 (85.0)
  No 15 (15.0)
Type of nutritional supplements 
  Iron 80 (88.9)
  Vitamin complex  6 ( 6.7)
  Calcium  2 ( 2.2)
  Folate  2 ( 2.2)
1) N (%)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군, 초과한 경우에는 과도군으로 분류하였다(Table 1).

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조사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
age for Social Science) 12.0 program을 이용하였으며, 
연구대상자를 IOM의 임신 중 체중증가 권고안을 기

준으로 부족군, 적정군, 과도군으로 나눈 후 이들 

군 사이의 각 변수들을 비교 분석하였다. 
1) 일반특성, 생활습관, 식사형태 등에 관한 설문

사항은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고, X2-test를 이용하여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2) 신체계측, 영양소 섭취량, 식행동 점수 등은 

각 조사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세 군 

간의 유의성 검증은 one-way ANOVA test(Scheffe's 
multiple range test)로 분석하였다.

3) 식행동 평가 도구는 Cronbach’s α 계수를 구

하여 설문간의 내적일치도를 확인하였다.
4) 임신부의 체중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

인간의 관련성은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

용하였다.
모든 결과는 P＜0.05에서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결 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 특성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생활습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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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tal (n=100)
IOM recommended weight gain

P-value
Low (n=26) Normal (n=45) Over (n=29)

Pre-pregnant
 women
 BMI (kg/m2) 

Low (＜18.5)  17 (100.0)1) 10 (58.8)  5 (29.4)  2 (11.8)   0.000***2)

Nomal (18.5∼22.9) 66 (100.0) 16 (24.2) 35 (53.0) 15 (22.7)   0.000***

High (≥23.0) 17 (100.0)  0 ( 0.0)  5 (29.4) 12 (70.6)   0.000***

Mean±SD   20.9±2.603)a   19.6±2.17a5)  20.6±2.03a   22.3±3.07b   0.000***4)

Height (cm) 162.1±4.86  161.5±4.07 162.1±5.52 162.9±4.45   0.511

Weight

Pre-pregnant weight (kg)  55.0±7.66   51.2±6.86  54.4±6.82  59.3±7.71   0.000***

20-weeks weight (kg)  59.6±7.80   54.4±6.41  58.7±6.26  65.8±7.09   0.000***

36-weeks weight (kg)  66.9±8.09   60.3±6.43  66.1±5.88  74.1±6.71   0.000***

After delivery weight (kg)  68.6±8.37   61.3±6.59  67.7±5.80  76.5±6.37   0.000***

Total weight gains (kg) 13.56±3.97  10.04±1.55 13.26±2.44 17.18±4.38   0.000***
1) N (%)
2)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ree groups at ***P＜0.001 by X2-test
3) Mean±SD
4)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ree groups at ***P＜0.001 by one way analysis of variances test
5) Mean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at α=0.05 as determined by Scheffe’s 

multiple range test.

Table 3. Distribution and weight-changes based on gestational weight gain.

Table 2에 제시하였다.
전체 임신부의 평균 연령은 30.7±3.4세이며, 20∼24

세 4명(4.0%), 25∼29세 30명(30.0%), 30∼34세 52명
(52.0%), 35∼39세 14명(14.0%)으로 전체적으로 30∼
34세의 연령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대(34.0%)에 

비해 30대(66.0%) 임신부가 많았다. 임신부의 학력은 

대졸 이상인 대상자가 전체의 81.0%를 차지하여 학

력수준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었으며, 월 평균 

가계소득은 300만원 이상인 대상자가 53.0%로 가장 

많았고, 200∼300만원이 29.0%, 200만원 미만이 18.0%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 별 직업을 살펴보면 전체 

대상자의 61.0%가 직업이 없는 전업주부였으며 39.0%
만이 직장인이었고, 가벼운 활동을 하는 사무직이 

56.4%로 가장 높았다. 분만경험은 출산 경험이 없는 

초산부는 71.0%이며, 경산부는 29.0%로 나타나 초산

부의 비율이 높았다. 
전체 임신부 중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임신부는 

47.0%이며, 임신기간 동안 에너지를 소비하는 활동 

정도는 ‘가벼운 활동’이 69.0%로 가장 높게 나타났

다. 임신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전체 임신부의 62.0%
정도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스트레스 정도는 

‘보통이다’가 47.0%로 가장 많았다. 영양보충제 섭취

는 전체 임신부의 85.0%가 복용하고 있었으며 보충

제 종류로는 철분제가 전체 대상자 중 88.9%로 가

장 많았고, 종합비타민제 6.7%, 칼슘제 2.2%, 엽산제 

2.2% 순으로 나타났다. 

2. 임신 중 체중변화

연구대상자의 체중증가에 따른 분포와 신장, 임신 

전 BMI, 총 체중증가량을 비교하여 Table 3에 제시

하였다. 
전체 100명의 임신부를 임신 전 BMI를 기준으로 

구분하였을 때 저체중군(BMI＜18.5)은 17명(17.0%), 
정상체중군(18.5≤BMI≤22.9)은 66명(66.0%), 과체중

군(BMI≥23)은 17명(17.0%)이었으며, IOM에서 권고

한 체중증가 기준에 따라 구분하였을 때 부족군은 

26명(26.0%), 적정군은 45명(45.0%), 과도군은 29명
(29.0%)이었다. 저체중군의 경우 부족군이 10명(58.8%)
으로 가장 많았고, 정상체중군의 경우 적정군이 35
명(53.1%)으로 가장 많았으며, 과체중군의 경우 과도

군이 12명(70.6%)으로 가장 많았다(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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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임신부의 평균 신장은 162.1 cm로 체중증가

에 따른 세 군 간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 임신 전 

BMI를 비교한 결과 부족군은 19.6±2.2 kg/m2, 적정

군 20.6±2.0 kg/m2, 과도군은 22.3±3.1 kg/m2으로 과

도군은 다른 두 군에 비해 임신 전 BMI가 유의적으

로 높았고(P＜0.001) 임신 중 총 체중증가량 역시 부

족군은 10.0±1.6 kg, 적정군은 13.3±2.4 kg, 과도군은 

17.2±4.4 kg으로 과도군에서 유의적으로 많았다(P＜ 

0.001). 

3. 임신 중 체중증가에 따른 특성 비교

1) 임신 중 체중증가에 따른 입덧, 입맛 선호도, 

식행동 변화

임신으로 인해 나타나는 입덧, 입맛 선호도 변화, 
임신 후 식행동의 변화를 임신 중 체중증가에 따라 

비교하여 Table 4에 제시하였다. 
전체 임신부 중 입덧이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74.0%정도였고, 부족군은 입덧으로 인해 식사량이 

줄어든 경우가 75.0%로 적정군 65.8%, 과도군 68.4%
에 비해 높게 나타나 입덧으로 인해 음식섭취에 많

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였다. 반면, 입덧이 없었

다고 응답한 경우는 과도군이 34.5%로 부족군 23.1%
와 적정군 22.2%에 비해 높아 입덧이 경미한 경향

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임신 후 맛에 대한 선호도에 변화가 있다고 응답

한 비율은 부족군은 46.2%, 적정군과 과도군은 각각 

62.2%와 62.1%로 부족군은 다른 두 군에 비해 맛에 

대한 변화가 적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

다. 임신기간 동안 입맛 선호도 변화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임신 초기에는 자극적인 매운맛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고 임신 중기에는 단맛과 기름진 

맛에 대한 선호도가 임신 초기에 비해 증가하며, 임
신 후기에는 단맛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고, 짠맛

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적
정군은 임신 후기에는 단맛 선호도(59.4%)가 세 군 

중 가장 높았고, 임신 중기 이후 기름진 맛에 대한 

선호도(23.1%)가 다른 두 군에 비해 크게 증가하여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1). 반면, 부족군은 임

신 초기에는 매운맛에 대한 선호도(50.0%)가 가장 

높았으나 임신 중기 이후 단맛에 대한 선호도가 계

속 증가하며 임신 후기에는 단맛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과도군은 임신 초기에는 매운맛과 단맛의 

선호가 비슷하였으며 임신 중기에 매운맛에 대한 

선호도(66.4%)가 크게 증가하여 세 군 중 가장 높았

다. 짠맛에 대한 선호도는 부족군과 과도군에서 임

신 초, 중기에 비해 임신 후기에 크게 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 임신부의 식행동은 임신 전과 비교하

여 달라진 점이 없었으나, 체중증가에 따라 유의적

인 차이를 보인 항목을 살펴하면, ‘임신 전보다 식

사량이 늘었다’ 항목에서 부족군(3.8±1.3점)과 과도

군(5.28±1.16점) 사이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고(P＜ 

0.01), ‘임신 전보다 외식을 자주 한다’ 항목에서도 

부족군(3.62±1.47점)과 과도군(5.28±1.25점) 사이에 통

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P＜0.001). 

2) 임신 중 체중증가에 따른 식사형태별 섭취현황

“2일간의 식이섭취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임신 

중 체중증가에 따른 결식률(%)과 균형식, 간편식의 

섭취율(%) 및 외식, 간식 섭취빈도를 비교하여 Table 
5에 제시하였다.

균형식과 간편식은 Kim(2001)의 논문을 참고로 

하여 식사형태를 정의하기 위하여 만든 용어로서 

균형식은 밥과 국, 반찬 2가지 이상 골고루 갖추어

진 식사를 말하며, 간편식은 밥과 한가지 반찬만 먹

는 경우나 김밥, 샌드위치, 햄버거, 라면 등 식사를 

대신하여 간단하게 때우는 식사를 의미한다.
연구대상자의 결식률(%)은 부족군은 5.2%, 적정군

은 13.7%, 과도군은 12.6%로 부족군은 다른 두 군에 

비해 결식률(%)이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나 매 끼니 

거의 결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P＜0.05).
밥과 국, 반찬 등 잘 갖추어진 균형식의 섭취비율

은 세 군 모두 50% 정도에 그쳐 하루 한 끼 이상은 

굶거나 때우는 식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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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M recommended weight gain
P-value

Low (n=26) Normal (n=45) Over (n=29)
Morning sickness
  Yes  20 (76.9)1) 35 (77.8) 19 (65.5)   0.464
  No  6 (23.1) 10 (22.2) 10 (34.5)
Degree of morning sickness   
  Feel nauseous and eat same portion of meal  5 (25.0) 12 (34.3)  6 (31.6)   0.892
  Feel bloated and eat half portion of meal 10 (50.0) 15 (42.8)  7 (36.8)
  Do not eat any food because of vomiting  5 (25.0)  8 (22.9)  6 (31.6)
Change of taste preference
  Yes 12 (46.2) 28 (62.2) 18 (62.1)   0.309
  No 14 (53.8) 17 (37.8) 11 (37.9)

Food 
 preference
 change

The first trimester of pregnancy3)

  Hot  6 (50.0) 15 (50.0)  8 (44.4)   0.456
  Sweet  3 (25.0)  5 (16.7)  6 (33.3)   0.719
  Sour  2 (16.7)  8 (26.7)  2 (11.1)   0.852
  Oily  1 ( 8.3)  1 ( 3.3)  1 ( 5.6)   0.357
  Salty  0 ( 0.0)  1 ( 3.3)  1 ( 5.6)   0.799
The second trimester of pregnancy3)

  Hot  5 (41.7)  6 (23.1) 12 (66.4)   0.421
  Sweet  4 (33.3)  9 (34.6)  3 (16.8)   0.711
  Sour  2 (16.7)  4 (15.4)  1 ( 5.6)   0.573
  Oily  1 ( 8.3)  6 (23.1)  1 ( 5.6)   0.008**2)

  Salty  0 ( 0.0)  1 ( 3.8)  1 ( 5.6)   0.222
The third trimester of pregnancy3)

  Hot  3 (33.3)  5 (15.6)  6 (40.0)   0.399
  Sweet  4 (44.5) 19 (59.4)  6 (40.0)   0.297
  Sour  1 (11.1)  4 (12.5)  0 ( 0.0)   0.159
  Oily  0 ( 0.0)  3 ( 9.4)  1 ( 6.7)   0.328
  Salty  1 (11.1)  1 ( 3.1)  2 (13.3)   0.643

The change of food behavior during pregnancy
  Eat more regularly  4.88±1.554) 4.22±1.79 4.72±1.43   0.206
  Increase meal portion  3.77±1.30a6) 4.36±1.64a 5.28±1.16b   0.001**5)

  Eat more nutritious foods 4.65±1.32 4.42±1.42 4.55±1.45   0.792
  Eat more spicy and other strong-tasting foods 3.77±1.50 3.53±1.32 4.07±1.28   0.263
  Eat more meat and fish 4.19±1.23 4.22±1.44 4.14±1.30   0.966
  Eat more vegetables 4.46±1.24 3.87±1.48 4.24±1.21   0.181
  Eat more sweet foods 3.88±1.58 4.42±1.48 4.24±1.61   0.374
  Eat more soft drinks 2.31±1.15 2.89±1.82 2.90±1.83   0.886
  Eat more snacks 3.92±1.46 4.11±1.58 3.83±1.69   0.739
  Eat more away from home 3.62±1.47 4.33±1.62 5.28±1.25   0.000***
1) N (%)
2)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ree group at **P＜0.01 by X2-test
3) Multiple response
4) Mean±SD 
5)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ree group at **P＜0.01, ***P＜0.001 by one way analysis of variances test 
6) Mean with superscripts with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at α=0.05 as determined by Scheffe's multiple range 

test.

Table 4. Morning sickness, food preference and food behavior change during pregnancy by IOM recommended weight 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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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M recommended weight gain
P-value

Low (n=26) Normal (n=45) Over (n=29)
Skipping meal numbers/2 days    0.31±0.541)b3)  0.82±0.77a   0.76±0.83ab   0.017*2)

(%) 5.2 13.7 12.6
Balanced meal numbers/2 days 3.19±1.13 2.76±1.33 3.00±1.10 0.335
(%) 53.2 45.9 50.0
Convenience meal numbers/2 days 2.50±1.20 2.42±1.35 2.24±1.24 0.740
(%) 41.6 40.4 37.4
Meal size
  ＜1 serving size  17 (65.4)4) 24 (53.3) 12 (41.4) 0.092
  1 serving size  9 (34.6) 19 (42.2) 12 (41.4)
  ＞1 serving size  0 ( 0.0)  2 ( 4.5)  5 (17.2)
Meal composition
  Mainly side dish 10 (38.5) 15 (33.3) 10 (34.5) 0.945
  Well balanced 10 (38.5) 16 (35.6)  9 (31.1)
  Mainly fish and meat  3 (11.5)  8 (17.8)  7 (24.1)
  Mainly vegitables  3 (11.5)  6 (13.3)  3 (10.3)
Frequent cooking method 0.295
  Stir fry 13 (50.0) 21 (46.8) 17 (58.7)
  Grill  3 (11.5)  9 (20.0)  2 ( 6.9)
  Na-mul  5 (19.3)  9 (20.0)  2 ( 6.9)
  Salad  4 (15.4)  2 ( 4.4)  2 ( 6.9)
  Stew  1 ( 3.8)  1 ( 2.2)  3 (10.3)
  Fry  0 ( 0.0)  2 ( 4.4)  3 (10.3)
  Jeon  0 ( 0.0)  1 ( 2.2)  0 ( 0.0)
Type of convenience food
  Rice and one side dish  3 (11.5)  4 ( 8.9) 12 (41.4)    0.001**5)

  Toast, sandwich  2 ( 7.7) 10 (22.3)  5 (17.2)
  Noodles (jajangmyeon)  2 ( 7.7) 10 (22.3)  2 ( 6.9)
  Cereal and milk  3 (11.5)  6 (13.3)  2 ( 6.9)
  Ramen  1 ( 3.8)  5 (11.1)  4 (13.8)
  Kim bap  3 (11.5)  2 ( 4.4)  4 (13.8)
  Noodles (udon)  4 (15.5)  2 ( 4.4)  0 ( 0.0)
  Etc.  8 (30.8)  6 (13.3)  0 ( 0.0)
Eating away from home
  1∼2 days/month  6 (23.1)  9 (20.0)  3 (10.3) 0.360
  1∼2 days/week 14 (53.8) 23 (51.1) 11 (37.9)
  3∼7 days/week  6 (23.1) 13 (28.9) 15 (51.8)
Eating between meals
  Rarely  0 ( 0.0)  0 ( 0.0)  1 ( 3.4) 0.453
  1＞/day 10 (38.5) 18 (40.0) 11 (37.9)
  1∼2/day 13 (50.0) 23 (51.1) 17 (58.6)
  3＜/day  3 (11.5)  4 ( 8.9)  0 ( 0.0)
1) Mean±SD
2)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ree group at *P＜0.05 by one way analysis of variances test 
3) Mean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at a α=0.05 as determined by Scheffe's 

multiple range test.
4) N (%)
5)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ree group at **P＜0.01 by X2-test

Table 5. Weight gain and type of meal by IOM recommended weight gain of pregnant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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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 식사내용을 살펴보면 한 끼 밥의 양은 전체적

으로 1공기 정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공
기 미만 섭취하는 경우는 부족군(65.4%)이 적정군

(53.3%)과 과도군(41.4%)에 비해 가장 많은 반면, 1
공기 이상 섭취하는 경우는 과도군(17.2%)이 다른 

두 군(0%, 4.5%)에 비해 많아 과도군은 밥의 섭취양

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과 김치 외에 주로 

즐겨먹는 반찬 구성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밑반찬

위주로 먹는 경우와 어육류반찬(고기, 생선, 계란 

등)과 야채반찬(무침, 나물, 쌈 등)을 골고루 먹는 

경우가 비슷하게 조사되었고, 각 군 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반찬 조리 시 자주 사용하는 조리방

법을 비교하면, 부족군의 경우 볶음(50.0%) 다음으로 

나물(19.3%), 생채, 샐러드(15.4%), 구이(11.5%), 찜

(3.8%) 순으로 기름을 이용하지 않는 조리방법을 주

로 사용한 반면, 과도군의 경우는 볶음(58.7%), 튀김

(10.3%) 등 주로 기름을 이용한 조리방법을 자주 사

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두 군 간 차이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끼니를 대신하여 즐겨먹는 간편식의 종류로는 과

도군은 밥과 한가지 반찬 41.4%을, 부족군은 국수류

(우동, 칼국수)를 주로 먹었고(15.4%), 적정군은 토스

트, 샌드위치 및 면류를 각각 22.3%로 자주 먹은 것

으로 나타나 끼니를 때우는 식사의 종류는 각 군 

간 다른 양상을 보였다. 
외식의 섭취 빈도는 적정군과 부족군은 주 1∼2

회가 가장 많았으나, 과도군의 경우 주 3회 이상의 

비율이 더 높아 과도군은 다른 두 군에 비해 외식

을 많이 하는 경향을 보였다.
간식 섭취 빈도는 하루 1∼2회가 가장 많았고, 하

루 3회 이상 먹는 비율은 부족군(7.0%)이 적정군

(11.5%)과 과도군(8.9%)에 비해 가장 많아 부족군은 

간식섭취가 많은 경향을 보였다.

4. 임신 중 체중증가에 따른 식행동 평가

임신 중 체중증가에 따른 임신부의 식행동을 평

가한 결과를 Table 6에 제시하였다. 
과도군의 경우 ‘스트레스로 음식을 폭식하는 편

이다(P＜0.001)’, ‘과식을 자주하는 편이다(P＜0.01)’ 
항목에서는 다른 두 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은 점

수를 보였고, ‘과일 1개 이상 또는 100% 과일 쥬스

를 매일 1잔 이상 먹는다(P＜0.05)’ 항목에서는 유의

적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내 체중증가가 많은 과도

군은 ‘과식’과 ‘폭식’을 자주 하고 ‘과일 섭취’가 많

은 경향을 보였다. 반면, 부족군의 경우 ‘튀김, 전, 
볶음요리를 매일 1끼 이상 먹는다(P＜0.05)’에서 다

른 두 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여 ‘기
름진 음식’을 적게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행동 총점을 비교하면 부족군 95.8점, 적정군 

95.2점, 과도군 90.5점으로 과도군의 총점이 가장 낮

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식행

동 점수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식사의 규칙성’, ‘식
사속도’, ‘과식’, ‘폭식’ 등을 조사한 식습관점수는 

부족군 29.2점, 적정군 26.8점, 과도군은 23.1점으로 

과도군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P＜0.01) 과도군의 

식습관이 매우 불량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곡류, 
육류, 야채류, 과일류, 우유류 등’의 섭취빈도를 묻

는 식사균형 점수는 적정군 45.4점, 과도군 45.5점에 

비해 부족군 42.0점으로 유의적이지는 않지만 가장 

낮게 나타나 체중증가가 적은 부족군의 식사내용이 

부실한 경향이 있었다. 기름진 음식 섭취, 염분섭취, 
인스턴트 식품 섭취, 단 음식 섭취 등 임신부가 조

절해야 하는 식태도 점수는 세 군 간 유의적인 차

이는 없었다.

5. 임신 중 체중증가에 따른 영양소 섭취 상태 

임신 중 체중증가에 따른 각 영양소 섭취량을 한

국인영양섭취기준 대비 섭취율과 비교한 결과를 

Table 7에 제시하였다.
전체 임신부의 평균 1일 에너지 섭취량을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에서 제시한 나이와 임신주기를 고려

한 에너지 필요추정량과 비교하면 부족군은 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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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M recommended weight gain
P-value

Low (n=26) Normal (n=45) Over (n=29)

Food behavior

  Have breakfast everyday    5.27±2.011)   4.62±2.01   4.28±1.77   0.165

  Have 3 meals regularly   4.54±1.77   4.27±1.88   3.79±1.59   0.287

  Overeat frequentlyⓇ     4.73±1.11a3)   4.31±1.25a   3.41±1.42b   0.001**2)

  Overeat cause of stressⓇ    5.85±1.15a   4.69±1.57a   3.93±1.73b   0.000***

  Slow eating habit   4.46±1.17  4.24±1.55  3.90±1.29   0.313

  Eat balanced foods not picky   4.38±1.76  4.64±1.66   3.83±1.67   0.133

  Total    29.23±4.098a  26.77±5.33a  23.13±5.54b   0.001**

Food balance

  Try to eat various foods   4.46±1.67  4.44±1.45  4.17±1.41   0.703

  Have whole rye bread or whole grained rice every 3 times per day   3.96±1.94  3.60±1.78  3.90±1.67   0.660

  Have lean meat or eggs more than 2 times per day   2.96±1.39  3.11±1.40  3.52±1.12   0.265

  Have external blue-colored fish every 1 or 2 in a week   3.15±1.71  3.73±1.78  3.38±1.56   0.365

  Have soy beans foods (tofu, beans etc.) everyday   3.23±1.50  3.58±1.51  3.41±1.42   0.636

  Have Kimchi over than 2 times per day   4.50±1.63  5.13±1.59  5.38±1.37   0.098

  Have green vegetable (spinach, soy leaf, etc.) with meals over than
   2 times every day   3.23±1.36  3.62±1.19  3.41±1.35   0.456

  Have yellowish green vegetable (carrots, silk squash, etc.) with meals
   over than 2 times every day    2.96±1.37  3.38±1.30  3.34±1.20   0.393

  Have sea weed (laver, sea mustard, etc.) everyday   3.27±1.40  3.56±1.39  3.48±1.29   0.694

  Have fruit or a cup of 100% fruit juice more than one time everyday   5.46±1.63a   5.98±1.25ab   6.34±0.67b   0.033*

  Have milk or dairy drinks more than 2 cups everyday  4.85±1.69  5.31±1.42  5.21±1.34   0.436

  Total 42.03±11.7 45.44±9.24 45.55±7.66   0.195

Food attitude

  Eat the fried or stir-fried food everyday over the one serving sizeⓇ  5.04±1.11  4.22±1.56 4.14±1.38   0.033*

  Eat more for the fatty meats (etc. bacon, a lib, eel)Ⓡ  5.19±1.23  4.51±1.39 4.62±1.39   0.117

  Usually add the table salt or souce to food in generallyⓇ  5.19±1.55  5.47±1.29 4.79±1.39   0.132

  Have a lot of snack such as ice-cream, cake, cookies, and soft drinkⓇ  3.81±1.69  3.42±1.45 3.55±1.32   0.576

  Have instant food or fastfood more than 3 times in a weekⓇ  5.27±1.45  5.36±1.46 4.72±1.41   0.171

  Total 24.50±4.90 22.97±3.62 21.82±4.19   0.063

Sum of total  95.77±15.63  95.20±14.49 90.52±14.04   0.319
1) Mean±SE
2)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ree group at *P＜0.05, **P＜0.01, ***P＜0.001 by one way analysis of variances test
3) Mean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at α=0.05 as determined by Scheffe's 

multiple range test

Table 6. Weight gain and food behavior index during pregnancy by IOM recommended weight gain.

적정군은 83.6%, 과도군은 81.0%로 나타나 세 군 모

두 권장량에 비해 부족하게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단백질 섭취량은 세 군 모두 권장량을 상위하여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섭취에 대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섭

취비율을 한국인을 위한 식사지침에서 제시하는 55
∼70% : 7∼20% : 15∼25%와 비교하면(Korea Nutr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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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ght gain during pregnancy (kg)

Total Low Normal Over

Skipping meal   0.0261) −0.133   0.116 −0.389*

Balanced meal −0.024 −0.241   0.307* −0.227

Convenience meal   0.007   0.287 −0.369*   0.461*

Eating between meal −0.012   0.286   0.231 −0.113

Eating away from home   0.134   0.101 −0.116   0.037
1)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P＜0.05

Table 8. Correlation between weight gain and eating habit dur-
ing pregnancy.

Nutrients
IOM recommended weight gain

P-valueLow
(n=26)

Normal
(n=45)

Over
(n=29)

Energy (kcal)  83.6±15.71)  83.6±21.6  81.0±20.6 0.841

Protein (g) 112.4±25.2 114.6±36.7 108.8±35.3 0.767

Fat (g)  Adequate2)  Excessive  Excessive 0.107

Carbohydrate (g)  Deficient  Deficient  Deficient 0.138

Fiber (g)  76.6±20.1  76.9±25.5  68.9±18.8 0.284

Ca  63.7±22.5  63.5±25.4  67.0±32.2 0.840

P (mg) 166.0±41.2 164.1±53.2 162.9±51.5 0.974

Fe  74.1±74.9  58.6±19.0  58.5±21.1 0.267

Zn  92.5±30.9  91.3±32.3  88.2±27.8 0.859

Na 208.7±56.7 202.6±56.7 206.4±69.5 0.914

K  66.9±18.8  65.1±20.5  62.8±21.1 0.754

Vit.A 141.0±83.1 114.1±70.4 149.0±154.1 0.324

Vit.E 188.9±65.2 159.0±69.7 169.7±96.6 0.297

Vit.B1 112.2±51.8 114.5±58.3 105.8±45.7 0.787

Vit.B2  94.6±29.6  96.9±40.6  94.8±34.6 0.957

Niacin  99.4±26.0 103.8±38.1  98.0±34.8 0.748

Vit.B6 105.0±35.8 110.4±42.1 104.4±33.2 0.759

Folic acid  51.0±17.8  44.8±16.7  44.1±16.4 0.248

Vit.C 111.5±53.4 101.4±48.2  99.2±45.4 0.608
1) Mean±SE
2) Acceptable Macronutrients Distribution Ranges (AMDR) (carbo-

hydrate : 65%, protein : 15%, fat : 20%)

Table 7. Weight gain and nutrients intake during pregnancy by 
IOM recommended weight gain.

Society 2005) 적정군과 과도군은 지방으로부터 에너

지 공급 비율이 권장비율보다 높은 수준이었고, 탄

수화물의 섭취는 세 군 모두 낮은 수준이었다. 식이

섬유소 섭취량은 세 군 모두 권장량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으며 특히 과도군은 다른 두 군에 비해 섭

취량이 적은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는 않았다. 
비타민과 무기질 중 한국인영양섭취기준보다 부

족하게 섭취한 영양소는 칼슘, 철분, 아연, 칼륨, 비

타민 B2, 엽산이었고, 특히 철분, 아연, 칼륨, 엽산의 

경우 과도군의 섭취율이 가장 낮게 나타나 과도군

은 다른 두 군에 비해 미량영양소 섭취가 불량한 

경향을 보였다. 반면 한국인영양섭취기준의 100% 
이상 섭취하는 영양소는 세 군 모두 나트륨, 인, 비

타민A, 비타민E, 비타민B1, 비타민B6로 나타났다.

6. 임신 중 체중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식이요인

임신 중 체중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식이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식사형태, 식습관, 영양소 섭취량과 

체중증가와의 상관관계를 각 군별로 제시하였다.

1) 체중증가와 식사형태와의 상관관계

임신 중 체중증가와 식사형태와의 관련성을 Table 
8에 나타내었다. 

적정군은 임신 중 체중증가와 ‘균형식’ 사이에 유

의적인 양의 상관관계(r=0.307, P＜0.05)가 있었으며 

‘간편식’과는 음의 상관관계(r=−0.369, P＜0.05)가 

있었다. 반면, 과도군은 ‘간편식’과 양의 상관관계(r= 
0.461, P＜0.05)를 보였고 ‘결식’과는 음의 상관관계

(r=−0.389, P＜0.05)를 나타내었다. 

2) 체중증가와 식행동과의 상관관계

임신 중 체중증가와 식행동과의 관련성을 Table 9
에 나타내었다. 

임신부의 식행동 중 ‘과식’과 ‘폭식’을 자주 할수

록, ‘과일 섭취’가 많을수록 체중이 유의적으로 증가

하는 경향을 보였으며(P＜0.05), 특히 과도군은 ‘과
식을 자주 하는 편이다’(r=0.465, P＜0.05)에서 유의

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과식이 체중증가에 영향

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튀김, 전, 볶음요리를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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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ght gain during pregnancy (kg)

Total Low Normal Over

Have breakfast everyday −0.0921) 0.018 0.203 −0.130

Have 3 meals regularly −0.067 0.020 0.213 −0.089

Overeat frequently 0.410** −0.018 0.047 0.465*

Overeat cause of stress 0.357** −0.302 −0.003 0.304

Slow eating habit −0.076 0.131 0.201 0.159

Eat balanced foods not picky −0.031 −0.063 0.059 0.170

Try to eat various foods −0.099 −0.265 0.033 −0.093

Have whole rye bread or whole grained rice every 3 times per day 0.072 −0.264 0.229 0.137

Have lean meat or eggs more than 2 times per day 0.144 −0.082 0.236 −0.088

Have external blue-colored fish every 1 or 2 in a week −0.017 −0.028 0.024 −0.155

Have soy beans foods (tofu, beans etc.) everyday 0.004 −0.003 0.089 −0.151

Have Kimchi over than 2 times per day 0.120 0.043 −0.068 −0.007

Have green vegetable (spinach, soy leaf, etc.) with meals over than 2 times every day 0.103 −0.058 0.170 0.115

Have yellowish green vegetable (carrots, silk squash, etc.) with meals over than
 2 times every day 0.070 −0.012 0.173 −0.154

Have sea weed (laver, sea mustard, etc.) everyday −0.010 0.132 0.098 −0.289

Have fruit or a cup of 100% fruit juice more than one time everyday 0.234* 0.084 0.235 −0.076

Have milk or dairy drinks more than 2 cups everyday 0.140 0.179 0.177 0.066

Eat the fried or stir-fried food everyday over the one serving size −0.047 −0.006 −0.206 −0.445*

Eat more for the fatty meats (etc. bacon, a lib, eel) 0.072 −0.052 −0.205 0.123

Usually add the table salt or souce to food in generally −0.025 0.166 −0.350* −0.121

Have a lot of snack such as ice-cream, cake, cookies, and soft drink 0.054 0.252 0.083 −0.124

Have instant food or fastfood more than 3 times in a week 0.135 0.178 0.058 0.002
1)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P＜0.05,  **P＜0.01

Table 9. Correlation between weight gain and eating habit during pregnancy.

일 1끼 이상 먹는 편이다’(r=−0.445, P＜0.05)와 ‘음
식을 먹을 때 소금이나 간장을 더 첨가하는 경우가 

많다’(r=−0.350, P＜0.05)는 과도군과 적정군에서 각

각 임신 중 체중 증가량과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

었다.

3) 체중증가와 식사형태, 식행동, 영양소 섭취량

과의 상관관계

체중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식이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식사형태, 식행동, 영양소 섭취와 임신 중 체

중증가와 상관관계를 조사하여 Table 10에 제시하였

다. 식사형태는 결식, 균형식, 간편식의 횟수를 이용

하였고, 식행동은 식습관, 식사균형, 식태도 점수를, 
영양소 섭취는 열량, 당질, 지질, 단백질 등의 열량 

영양소섭취량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임신 중 체중증가와 식사형태, 영양소섭취 간에는 

유의한 상관성이 없었으나, 식행동 점수와는 유의적

인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식행동 점수가 낮을수록 

체중이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사형태(균형식, 결식, 간편식)와 영양소섭취량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균형식은 모든 열량영양

소와 각각 양의 상관관계(P＜0.01)를 보인 반면 결식

은 열량(r=−0.328, P＜0.01), 당질(r=−0.349, P＜0.01), 
단백질(r=−0.267, P＜0.01)과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



112 | 임신 중 체중증가와 식습관

Weight gain Skipping meal Balanced meal Convenience meal Food behavior 
index

Food balance 
index

Food attitude 
index

Skipping meal 0.0261)

Balanced meal −0.024 −0.237*

Convenience meal 0.007 −0.373** −0.813**

Food behavior index −0.291** −0.378** 0.286** −0.047

Food balance index 0.109 −0.083 0.260** −0.198* 0.467**

Food attitude index −0.064 −0.068 0.081 −0.037 0.352** 0.113

Calorie 0.025 −0.328** 0.451** −0.235* 0.181 0.199* −0.172

Carbohydrate 0.057 −0.349** 0.335** −0.111 0.143 0.135 −0.149

Protein 0.031 −0.267** 0.532** −0.348** 0.275** 0.257** −0.056

Fat −0.042 −0.144 0.363** −0.260** 0.143 0.199* −0.170
1)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P＜0.05, **P＜0.01

Table 10. Correlation between weight gain and type of meal, eating habit, nutrients intake during pregnancy.

냈고, 간편식은 열량(r=−0.235, P＜0.05), 단백질(r=
−0.348, P＜0.01), 지질(r=−0.260, P＜0.01)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식사형태와 식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균형식

과 식습관 점수(r=0.268, P＜0.01), 식사균형 점수

(r=0.260, P＜0.01)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고, 간편식과 식사균형 점수는 음의 

상관관계(r=−0.198, P＜0.05)를 나타내었다. 
또한, 식행동(식습관 점수, 식사 균형점수 및 식

태도 점수)과 영양소섭취량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식습관 점수는 단백질 섭취량과 양의 상관관계

(r=0.275, P＜0.01)를 이루었다. 식사균형 점수는 열

량(r=0.199, P＜0.05), 단백질(r=0.257, P＜0.01), 지질

(r=0.199, P＜0.05)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식태

도 점수는 영양소 섭취량과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고 찰

1990년 IOM(Institute of Medicine)에서는 임신 전 

신체질량지수에 근거한 적정수준의 임신 중 체중증

가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태아를 보호하고 모체

의 장기적인 건강을 도모하며 출생시 신생아 체중

과 산후 적정 체중과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IOM 권고안에 따른 체중증가를 비교한 

Kim 등(2005)의 연구에서 임신 전 BMI가 적정군에 

속할수록 IOM 권고체중에 속하는 비율이 높은 반

면, 저체중군은 IOM 권고체중에 미달하는 비율이, 
과체중군에서는 IOM 권고체중을 초과하는 비율이 

유의하게 높다고 하였고, Han 등(2001)의 연구에서 

과체중 산모군에서는 평균 체중증가가 12.3 kg으로 

권고안보다 많았다는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전

체 임신부의 분포를 임신 전 BMI에 따른 체중증가 

권고기준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저체중군의 경

우 부족군이 두 군에 비해 가장 많았고, 정상체중군

의 경우 적정군이 가장 많았으며, 과체중군의 경우 

과도군이 다른 두 군에 비해 가장 많아 같은 결과

를 보였다.
임신 중 체중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 

임신초기에 나타나는 입덧은 구토, 메스꺼움, 구역

질, 식욕부진, 음식에 대한 기호변화 등의 증상으로 

인해 식이섭취에 영향을 미치는데, 입덧에 관한 

Lee(2001)의 연구에서 저체중군은 임신 초기 입덧이 

심하였고 임신 중 체중증가가 적은 결과를 보인다

고 하였고, Sun(2007)의 연구에서는 입덧이 경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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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연령, 임신 전 체중, 임신 전 체질량지수가 높

은 경향이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Choi 등(2003)
은 입덧으로 식욕을 상실하여 음식을 잘 먹지 못했

고 그 결과 간식의 섭취횟수가 증가하였다고 보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과도군이 입덧이 경미한 경

향을 보였고, 부족군은 입덧으로 인해 식사량이 줄

고 간식의 섭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식은 

세끼의 식사에서 충분하지 못한 에너지와 영양소를 

보충하기 위해 먹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간

식의 섭취는 다음의 식사의 불규칙을 유발하여 영

양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간식을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

된다(Hong & Kim 2002).
또 임신 후 맛에 대한 기호도 변화는 세 군 모두 

임신 초기에는 자극적인 매운맛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고 임신 중기에는 단맛과 기름진 맛에 대한 

선호도가 임신 초기에 비해 증가하며, 임신 후기에

는 단맛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고, 짠맛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Bowen(1992)의 연구에서 임신 1분기에는 임신 2분기

보다 달지 않은 것, 짜지 않은 것을 좋아하고 그 이

후에는 단맛, 짠맛을 좋아한다고 하였고 Tepper & 
Seldner(1999)은 식품선호(food craving)는 임신 중기

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후에는 감소하는데 단 음식

에 대한 선호도는 임신 2분기에 가장 높고, 짠 음식

에 대한 선호도는 임신 3분기에 가장 높다고 보고

한 결과와 일치하였다.
임신부의 식사형태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Seiga- 

Riz 등(2001)은 임신 중 결식이 신생아의 건강상태

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임신 중 3끼 규칙적

인 식사와 간식 1회 정도를 섭취한 경우 조산아 출

생률은 9∼10%였고, 한 끼 식사만을 섭취하는 임신

부의 조산율은 19%로 보고하였고, Lee & Chang 
(2008)의 연구에서는 조기분만군은 정상분만군에 비

해 결식률이 높고 불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결식으로 인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

다. 본 연구 결과 부족군은 다른 두 군에 비해 결식

률(%)이 낮게 나타나 임신여성의 결식횟수는 비만

도가 높을수록 증가한다고 보고한 Lee(2001)의 연구

와 일치하였다. 
임신 중 체중증가와 식사형태와의 상관관계를 살

펴본 결과 적정군은 ‘균형식’의 섭취가 많을수록, 과
도군은 ‘간편식’의 섭취가 많을수록 체중증가에 영

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되었고, 영양소섭취량과의 상

관관계에서는 밥, 국, 반찬 등으로 구성된 균형식의 

섭취가 많을수록 영양소의 섭취량도 증가하고 식사

를 굶거나 때우는 경우 영양소 섭취가 부족해지는 

것으로 나타나 임신부의 식사형태가 영양소섭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식사

형태와 식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균형식의 섭

취가 많을수록 식습관이 양호하고 식사구성도 균형

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식사를 자주 때우는 경우 식

사구성이 불균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임신부 식사

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다양한 식품군을 선택하고 

동일 식품군 내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섭취

하면 특히, 비타민, 무기질 및 기타 다른 미량 영양

소가 제공되어 식사가 개선되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Krebs-Smith 등 1987), 다양한 식품섭취는 한 가지 

영양소의 과잉이나 결핍의 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

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는 매끼 규칙적이고 다양

한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Lee 2002). 
임신부의 식행동 조사 결과 ‘과식’, ‘폭식’ 등을 

조사한 식습관점수는 과도군이 가장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고, ‘곡류, 육류, 야채류, 과일류, 우유류 섭취

빈도’를 묻는 식사균형 점수는 부족군이 가장 낮게 

나타나 부족군은 식사내용이 부실한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임신 중 체중증가와의 상

관관계에서 ‘과식’과 ‘폭식’을 자주 할수록, ‘과일 섭

취’가 많을수록 체중이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과도군은 ‘과식’이 체중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국민건강 · 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나라 여성의 경우 칼슘, 철, 칼륨, 비타민C, 리보플

라빈 등의 영양소 섭취가 부족하고, 단백질, 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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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륨 등은 과잉되게 섭취하고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임신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Lee 2002; Lee 2005; 
Bang 2009)에서도 칼슘, 철분, 엽산, 아연 등의 섭취

는 부족하고, 인, 나트륨, 비타민A, 비타민E 등은 과

잉되게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

와 비슷하였다. 또 비만도에 따른 영양소 섭취실태

를 조사한 Lee(2001)의 연구에서는 비타민C, 비타민

A, 비타민E, 섬유소, 엽산은 과체중군에서 가장 낮

은 섭취량을 보여 임신부들의 식생활 개선을 위해

서는 균형잡힌 식사를 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본 

연구 결과 임신 중 체중증가와 영양소 섭취량과는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보이지 않았는데, Park 등

(2006)의 연구에서 산모의 임신말기 식사 중 열량, 
단백질, 지질 섭취와 임신 중 체중증가 사이에는 어

떤 유의적인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한 

결과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임신부의 체중증가는 임신 

전반에 걸쳐 증가되는데 반해 영양소섭취는 임신말

기만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총 체중증가와의 상관성

을 살펴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Park 등 2006), 영양

소 분석 시 2일간의 식이자료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임신부의 평소식사를 반영하는데 문제가 있었다. 따
라서 체중증가와 관련한 영양소 분석을 위해서는 

임신시기별 식이섭취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 외 

영양 보충제 복용과 관련된 영양소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IOM 권고기준은 미국여성을 대상으로 만들어

진 것이므로 우리나라 임신부의 임신 전의 BMI에 

따라 권장되는 임신 중 체중 증가에 대한 권고안 

마련을 위한 심층연구가 요구된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일산에 소재한 병원에 정기검진 온 임

신후기 임신부를 대상으로 임신부의 체중증가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내고자 임신 중 체중증가

에 따른 일반특성 및 식습관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전체 연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30.7±3.4세이고, 

대졸 이상인 대상자가 전체의 81%를 차지하였으

며, 월 평균 가계소득은 300만원 이상인 대상자

가 53%로 가장 많았다. 전체 임신부의 61%가 전

업주부였으며, 초산부는 71%, 경산부는 29%로 초

산부의 비율이 높았다. 연구대상자 중 운동을 규

칙적으로 하는 임신부는 47%였고, 임신부의 활동

정도는 대부분 가벼운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임신으로 인한 스트레스 정도는 ‘보통이다’
가 가장 많았다. 영양보충제 섭취는 전체 연구대

상자의 85%가 복용하고 있었으며, 보충제 종류로

는 철분제가 가장 많았다. 
2. 전체 연구대상자를 임신 전 BMI에 따른 IOM에

서 권고한 체중증가 기준에 의거하여 부족군, 적

정군, 과도군으로 구분하였으며, 임신 전 BMI가 

클수록 체중증가가 권고기준에 비해 유의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전체 연구대상

자의 임신 전 BMI는 20.9±2.60 kg/m2이었으며, 과
도군은 임신 전 BMI가 다른 두 군에 비해 유의

적으로 크게 나타났다(P＜0.001). 임신 기간 중 

체중변화를 살펴보면, 과도군은 임신 전 체중, 20
주 체중, 36주 체중, 분만 체중이 다른 두 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많았고(P＜0.001), 총 체중증가

량 역시 부족군은 10.04±1.55 kg, 적정군은 13.26± 
2.44 kg, 과도군은 17.18±4.38 kg으로 각 군 간 유

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01). 
3. 임신으로 인한 입덧은 각 군 간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고, 맛에 대한 선호도는 적정군은 임신중기 

기름진 맛에 대한 선호도가 다른 두 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1). 임신 전과 

비교한 식행동 변화에서 과도군은 임신 후 식사

량이 늘어나고 외식을 더 자주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P＜0.01). 
4. 2일간의 식이조사에서 평균 결식률(%)은 부족군

이 다른 두 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결식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한 끼 밥의 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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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군이 다른 두 군에 비해 많은 경향을 보였고, 
자주 즐겨먹은 간편식의 종류로는 과도군은 ‘밥
과 한가지 반찬’, 부족군은 ‘국수류(우동, 칼국

수)’, 적정군은 ‘면류(짜장면, 스파게티)’로 각 군

간 다른 차이를 보였다(P＜0.01). 외식의 횟수는 

과도군이 다른 두 군에 비해 자주 하는 경향이 

있었다.
5. 임신부의 식행동을 평가한 결과, 과도군은 식습

관 점수가 세 군 중 가장 낮고, ‘과식’과 ‘폭식’을 

자주 하며 과일 섭취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P
＜0.05). 부족군은 튀김이나 전 등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P＜0.05).
6. 1일 평균 에너지 섭취량은 세 군 모두 권장량에 

비해 부족하게 섭취하고 있었고, 탄수화물 : 단백

질 : 지방의 섭취비율은 적정군과 과도군에서 지

방의 섭취비율이 권장비율보다 높게 나타났고, 
탄수화물 섭취비율은 세 군 모두 낮게 나타났다. 
비타민과 무기질 중 한국인영양섭취기준보다 부

족하게 섭취한 영양소는 칼슘, 철분, 아연, 칼륨, 
비타민 B2, 엽산이었고, 100% 이상 섭취하는 영

양소는 세 군 모두 나트륨, 인, 비타민A, 비타민

E, 비타민B1, 비타민B6, 비타민C로 나타났다. 
7. 임신 중 체중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식이요인 분

석결과, 적정군은 임신 중 체중증가와 ‘균형식’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간편식’과는 음

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과도군은 ‘간편식’과는 양

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결식’과는 음의 상관관계

를 나타내었다. 임신 중 체중증가와 식행동 간에

는 임신부의 체중증가가 많을수록 ‘과식’과 ‘폭
식’을 자주 하고, ‘과일섭취’가 많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특히 과도군은 ‘과식’을 자주 하고 ‘기름

진 음식’을 덜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 중 체

중증가와 영양소 섭취량은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임신 중 체중증가와 식사형태, 
식행동, 열량 영양소 섭취량과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임신 중 체중증가와 식사형태, 영양소섭취 

간에는 유의한 상관성이 없었으나, 식행동 점수

와는 유의적인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 결과 임신 중 체중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임신 전 BMI와 식사형태, 식습관 등으로 임

신 전 BMI가 클수록, ‘간편식’의 섭취가 많고 ‘균형

식’의 섭취가 적을수록, ‘과식’과 ‘폭식’을 자주 할수

록 권고기준에 비해 체중증가가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임신부들의 적절한 체중관리를 위해서는 

밥, 국, 반찬으로 구성된 한식을 기반으로 하는 균

형식의 섭취를 늘릴 수 있는 식사지도와 함께 임신

부를 위한 보다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식사지침을 

개발하고 이것을 산전교육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

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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