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중 영양관리 어떻게 할까? 

임신기의 영양관리는 모체뿐만 아니라 태아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올바른 식습관 및 

철저한 영양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임산부의 균형있는 식단관리와 더불어 충분한 영양소의 

공급은 본인의 건강과 태아의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임산부를 위한 기본적인 식사지침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영양적으로 균형있는 식사를 섭취한다.  – 편식을 하지 않고 모든 음식군을 골고루 

섭취하며,  하루에 세끼를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그리고 초코렛,케이크, 

탄산음료등 단순당 및 당질의 과다한 섭취는 비만 및 임신성 당뇨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과다한 섭취를 제한한다. 

2. 식품첨가물이 포함되어 있는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의 섭취를 제한하며, 채소나 

과일에 남아있는 농약등을 충분히 씻어서 섭취하도록 한다. 

3. 과다한 염분의 섭취는 신장기능이 저하되기 쉽고, 임신후기에 임신 중독증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 

4. 태아의 골조직 형성 및 산모에게 필요한 칼슘을 충분이 섭취한다. – 칼슘이 많이 함유된 

우유 및 유제품, 멸치, 뱅어포, 굴 및 해조류들을 많이 먹는다. 

5. 철분이 함유된 식품, 특히 간, 동물성 단백질, 계란 노른자, 굴, 바지락, 해조류, 버섯, 

콩류등을 많이 섭취하여 빈혈을 예방한다. 

6. 임신한 후에 주로 많이 나타나는 결핍 중의 하나로 엽산결핍이 있는데 이는 유산, 조산, 

저체중아 출산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엽산이 함유된 식품 즉 상추, 시금치, 배추, 부추, 

쑥갓, 콩, 두부, 된장, 고추장 그리고 김치류를 충분히 섭취한다. 

임신중 영양관리를 위한 정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입덧이 심하다. – 소량씩 자주 식사한다.  탄수화물 즉 비스킷, 토스트 등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계절과일이나 차가운 아이스크림 및 차갑게 조리한 음식이 도움이 될수 있다.   

2. 변비가 심하다. – 하루 8-9 컵정도의 수분을 섭취한다.  허용된 범위 안에서 규칙적으로 

운동한다.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한다. 

3. 소화가 안된다. – 자극적인 음식이나 과식을 피한다.  안정된 분위기에서 소량씩 자주 

식사한다.  야식을 삼가한다. 



4. 카페인 섭취 – 임산부의 1 일 카페인 적당량은 약 300 – 400mg 정도이다. (참고로 

초코렛과 콜라에도 카페인이 들어있다.)  지나친 카페인의 섭취는 위궤양, 빈혈, 

수분손실등과 더불어 태아에게 스트레스를 초래할 수 있다. 

5. 술, 담배를 피한다. – 임신중 음주를 한 임산부에게서 “태아 알코올 증후군”이라는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는 아기들이 있는데 이런 아기들은 성장발육부진, 정신장애, 안구, 

코, 심장, 중추신경계에 이상을 보일 수 있다.  또한 담배를 피우면 담배중의 일산화탄소, 

니코틴 및 기타 유해물질이 태반을 통한 산소의 이동을 저해하여 “저산소증”을 

유발함으로 저체중아가 태어날 수 있다. 

 

 최근 뉴질랜드의 오클랜드지역보건부(Auckland District Health Board) 와 오클랜드 

대학의 건강 시스템 연구소 (Auckland University Health Systems) 는 건강한 아기, 건강한 

미래 (Healthy Babies and Healthy Futures) 라는 취지하에 임산부로부터 영유아의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각종 서비스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본 아시안 커뮤니티 서비스 

트러스트 (ACST) 에서도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베트남 엄마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중에 한국인 임산부를 위한 한글로된 

임신과 영양관련 문자정보보내기가 그 중 하나이다.  이 서비스는 기관에 등록한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며, 만약 본인이 문자정보 받는 것의 중지를 윈한다면, 언제든지 

중지할 수 있다.   주변에 관심이 있는 임산부나 가족이 있다면  ACST 로 연락하면, 좀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570 9099 & info@acst.org.n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