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산모는 정상 체중에 해당하므로 권장 증가 체중에 의하면 총 임신 기간 동안 11.5~15㎏의 몸무게 증가를 

목표로 관리하면 된다. 임신 중 체중 증가의 분포는 정상 체중 기준으로 대개 모체의 지방 조직에 2~4㎏, 자궁, 

유방에 3㎏, 혈액량 증가가 2㎏, 태아, 태반, 양수가 5㎏을 차지하게 된다. 분만 이후에 몸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충분한 운동과 수유를 하지 않았을 때 지방조직에 남아 있던 2~4㎏가 축적될 수 있으므로, 산후에도 체중 관

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신 중 체중 증가의 정상 범위는 어떻게 계산할까?

BMI 계산법 BMI 지수 = 체중 (㎏) ÷ 키의 제곱

정상체중 

18.5 ≤ BMI <23.0

저체중             

BMI <18.5

과체중

23.0 ≤ BMI  < 25.0

비만

25.0 ≤ BMI

권장 증가 체중 ·저체중: 12.5∼18㎏  ·정상체중: 11.5∼15㎏  ·과체중: 7∼11.5㎏  ·비만: 7㎏ 미만

예) 임신 전 체중 56㎏, 키 160㎝인 산모의 BMI 지수는 56÷(1.6 ×1.6)=21.875이다. 

네 가지 분류에서 본인이 해당하는 군을 찾아보자. 

운동은 많이 할수록 좋다?

미국산부인과학회에서는 ‘건강한 임신부는 중등도의 운동을 주중 매일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날에 30분 이상 시행

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 특히 임신성 당뇨로 진단된 임신부의 경우 음식 조절과 함께 보조적인 치료의 한 방침으

로 운동치료가 권장된다.

운동은 하루 중 선선한 시간에 통기 및 환기가 잘 되는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땀의 증발이 용이한 편안한 복장

을 착용해야 한다. 임산부는 기초 체온이 올라가 있어 땀을 통한 수분 손실이 많아지므로 운동 전, 중, 후에 충분한 수

분을 섭취해야 한다. 

겨울에는 너무 추운 곳에서 운동을 하면 자궁 근육 수축이 더 쉽게 올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선선한 정도의 온도에

서 편안함을 느끼는 정도의 길이와 강도로 운동을 시행하는 것이 좋다. 반대로 여름에는 운동 중 열 질환의 초기 증세

인 두통, 구욕(Nausea), 현기증(Dizziness), 무력감, 무감각(Apathy) 등을 빨리 파악하여야 하고 열 질환의 증세를 잘 

알고 있는 동반자와 함께 운동하는 것이 좋다. 

임신부 운동, 수영이 좋다?

권장 운동은 체중이 부가되지 않는 운동으로 사이클, 수영, 팔 운동 등이 있으나 임산부는 면역력 저하로 질염이 쉽

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영은 주의해서 시행해야 한다. 걷기(산책)는 중간에 잠깐씩 벤치에 앉는 등의 휴식을 취하면

서 하는 것이 좋으며, 운동 시간은 30분 이내가 적당하다. 

운동을 하는 도중 질 출혈, 호흡곤란, 어지럼증, 두통, 흉통, 근무력감, 장딴지 통증, 심한 부종, 조기 산통, 태동 감

소, 양수 파수 등의 증상이 생기면 즉각 운동을 멈추어야 하고 증상이 지속되면 병원을 찾아야 한다. 

임신 중 체중 정상 범위의 진실
임신 기간 중 점차적인 체중 증가는 정상적인 태아의 성장발달과 성공적인 모유수유를 위한 

모체측의 저장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다. 그러면 정상적인 임신부의 체중은 얼마가 

정상일까? 일반적으로 임신 중에 권장되는 체중 증가는 임신 전 체중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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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와 진실

The 건강하게 글.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산부인과 김수미 교수

전문진료분야. 산과, 고위험임신, 입체 정밀초음파, 일반부인과 질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