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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임신성 당뇨(Gestational Diabetes Mellitus, GDM)는 임신 24주 후

에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임신 중 처음 발견되는 고혈당증을 말하

며, 전 세계적으로 출산여성의 약 16%가 당뇨병 환자이며 이 중 약 

85%가 임신성 당뇨인 것으로 보고 있다[1]. 임신성 당뇨의 원인에 대

해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으나 임신성 당뇨의 유병률이 

산모의 연령이 높아지면 급격히 증가하여 45세 이상의 고령 산모 집

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국내 고령 산모의 출산율이 계속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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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에 따라 임신성 당뇨 유병률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2]. 산모가 

임신성 당뇨인 경우 과체중이나 거대아를 분만할 가능성이 높아 

난산과 제왕절개 분만, 조산, 태아사망 등의 분만 합병증이 높아질 

뿐 아니라, 분만 후 고혈압, 심질환, 제2형 당뇨의 유병 가능성이 높

다[1-3].  또한, 임신성 당뇨는 주산기 태아에게도 영향을 미쳐 임신

성 당뇨 산모의 신생아는 저혈당, 고빌리루빈혈증, 적혈구증가증 등

의 발생이 증가하며, 이후 성장하면서 비만, 당뇨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4]. 임신성 당뇨가 여성과 아동의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낮추기 위해 식이요법, 운동 등의 중재가 필요한데, 모유수

유는 임신성 당뇨 여성과 아동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건강행위이다[5]. 

모유는 영아의 균형 잡힌 성장과 발달에 가장 유익한 모체의 영

양원으로, 세계보건기구와 유엔아동기금에서는 출생 후 최소 6개

월 동안 완전 모유수유를 권장하고 있다[6]. 출생 직후부터 생후 6개

월까지 모유만 먹인 비율을 완전 모유수유율이라 하며, 국내 선행 

연구에서 조사된 완전 모유수유율은 생후 1개월에 54.0%, 생후 6개

월에 9.4%로 매우 낮다[7]. 모유는 산모의 저장된 기질에서 합성되어 

혈장 포도당 농도를 낮춤으로써 체중조절 및 혈당 조절에 영향을 

주며 제2형 당뇨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3,7]. 또한, 

임신성 당뇨 산모의 모유수유를 받은 아동에게 있어 성인 이후 비

만이 될 확률을 낮추는 등 영양학적, 면역학적, 심리적 장점을 가진

다[8]. 이와 같은 장점이 분명함에도 임신성 당뇨 산모가 정상 산모

에 비해 모유수유율이 낮고 모유수유 기간이 짧은 편이다[9].

임신성 당뇨 산모의 출산초기 모유수유 이행에 영향을 주는 요

인으로 알려진 여러 가지 문화 사회적, 생리학적 요인 중에서도 분

만과 출산이후 모체의 신체적 변화가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

다. 과체중아나 거대아 출산으로 인한 난산, 제왕절개 수술과 연관

된 신체적 불편감[10]뿐 아니라 유선발달의 지연으로 인한 유즙생

성 부족[11] 등 모체의 신체적 변화가 출산초기 모유수유를 시작하

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이다.

산모가 초기 모유생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각하면, 아기에게 필

요한 영양 공급에 제한이 된다고 생각하여 모유수유를 중지할 우

려가 있으므로[12], 출산모유수유 초기 이행은 중요하다. 임신성 당

뇨 산모를 비롯한 고위험산모의 경우, 모유수유 이행과 지속적 유

지를 위해 출산 초기 충분한 모유 생성 여부가 중요하므로, 모체의 

모유생성 및 분비를 나타내는 지표로 모유 나트륨(Na) 농도나 Na 

칼륨(K)의 비율이 활용될 수 있다[13,14]. 모유 내 Na 농도는 유즙 생

성이 부족하거나 유즙배출에 장애가 있을 경우 그 농도가 높아지

고 반대로 유축이 왕성하게 되면 그 농도가 낮아져 모유분비량을 

대체하여 간접적으로 측정해볼 수 있는 생리학적 지표이다[15]. 칼

슘(Ca)은 뼈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모유 내 농도가 낮으면 유아 구

루병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마그네슘(Mg)도 

뼈의 구조적 구성 요소이며 300개 이상의 필수 대사반응에 관여하

는 무기질이며, 인(P)은 세포막의 구조적 구성 요소로 다양한 생물

학적 과정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16], Ca, Mg, P과 같은 

무기질들의 임신성 당뇨 산모 모유 내 농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

는 실정이다. 

모유수유의 이행에 있어 Na 농도를 비롯한 모유의 무기질 농도

는 임신성 당뇨 등 고위험산모에게 있어 유즙분비 활성화 상태를 

인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로써 활용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모유 무기질 수치에 관한 연구는 정상산모를 대상으로만 이루어지

거나 초산모, 미숙아 등 일부 집단에 한해 각각 분리되어 연구[17]가 

이루어져 왔다. 정상산모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결과 가운데 모

유생성량을 유추 가능한 모유 성분과 산모가 지각하는 모유생성 

만족감 간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아[13], 실제 유즙분비가 충분함에

도 불구하고 산모는 모유분비가 적다고 인지할 수 있다고 나타났

다. 모유 내 Na 농도의 변화양상과 관련하여 모유 외 분유섭취량, 산

모가 지각한 스트레스, 분만형태 등 관련 요인 등에 관하여 상관관

계를 규명하는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모유수유 생성이 늦어져 모유수유를 중단하는 비율이 높다고 

알려진 임신성 당뇨에게 있어[11], Na 농도를 측정하고, 다른 무기질 

농도를 정상산모와 비교하는 연구를 시도해봄으로써 모유수유 이

행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볼 수 있을 것이다. 모유는 분만

후 5일, 15일을 기점으로 각각 초유(5일 이내), 이행유(5일-15일), 성

숙유(15일 이후)로 분류되며[18] 각 시기마다 주요 성분이 변화됨에 

따라 무기질 성분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19]. 기존의 연구

는 임신성 당뇨가 있는 산모와 그렇지 않은 산모의 모유성분을 한

시적으로 비교하는 연구[20,21]는 상당히 이루어진 반면에, 이러한 

영향을 반영하여, Na을 비롯한 무기질 농도의 변화를 시계열적으

로 모니터링함으로써 그 양상을 확인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

한 생화학적 지표를 통해 임신성 당뇨를 진단받은 산모와 그렇지 

않은 산모 간 모유생성과 모유수유 이행 등을 비교해봄으로써 추

후 임신성 당뇨 산모를 비롯한 고위험 임신을 대상으로 하는 모유

수유 이행프로그램을 촉진하는 데 있어, 실증적 자료를 제공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GDM을 가진 산모와 건강한 산모 간의 모유의 

무기질을 비교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GDM을 가진 산모와 건강한 산모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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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GDM을 가진 산모와 건강한 산모의 모유 무기질을 비교 분

석한다. 

셋째, GDM을 가진 산모와 건강한 산모의 분만 후 5일째, 14일째 

모유 무기질 농도의 시간에 따른 집단 간 변화를 추정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GDM을 가진 산모와 건강한 산모의 모유 무기질 농도

의 차이를 확인하고, 시간에 따른 집단 간 변화를 추정하기 위한 단

기 전향적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 선정기준은 만 20-49세의 여성으로 출산 후 2

주 이상 모유 수유를 지속한 자들로, 이 기간 동안 모유수유를 중

단한 경우에는 연구에서 제외되었다. 임신성 당뇨 외 다른 기저질

환을 가지고 있는 자도 제외하였다. 참여자들은 연구의 목적과 방

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모유 샘플 제공을 약속하였으며, 

서면동의서를 작성하였다. 

두 집단의 2회 반복 측정을 위한 대상자의 수는 효과크기 .25, 유

의수준 .05, 검정력을 .80으로 하여 G*power프로그램 3.1.9.2를 적용

하였을 때 집단당 34명이었다. 탈락률을 고려하여 연구집단당 40명

을 목표로 자료수집을 시작하였으나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 확

산으로 인해 의료기관과 산후조리원의 접근이 어려워, 최종 본 연

구의 참여자는 임신성 당뇨를 가진 여성 30명과 같은 기간 출산 후 

모유수유를 하는 건강한 여성 30명이었다.

3. 연구 변수 

1) 모유 무기질

GDM 집단과 건강한 산모의 모유 무기질로는 Na, K, Ca, Mg, P을 

측정하였고, 무기질 농도는 Na과 K의 경우 mmol/L로, Ca, Mg, P은 

mg/dL로 분석하였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GDM 집단과 건강한 산모의 일반적 특성은 설문지를 이용한 참

여자들의 자가보고로 수집되었다. 연령, 교육수준(대졸 미만과 이

상), 직업유무,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를 이용하였다. 출

산과 관련된 특성은 출산 방법(자연분만과 제왕절개)과 제태 기간

(주)으로, 모유수유와 관련된 특성은 추가적인 인공유의 횟수와 양

(cc/day), 그리고 산모들이 현재 모유수유로 인해 느끼는 불편감을 0

점에서 100점 사이의 점수로 자가 보고한 모유수유와 관련된 스트

레스가 조사되었다. 

 

4. 자료수집

연구 참여자 모집을 위하여 C도의 2개 시 4개 산부인과 외래와 2

개 모유수유 클리닉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공고문을 게시하였으며, 

연구 참여 의사가 있음을 의료진과 모유수유 클리닉 직원에게 알

린 대상자에게는 출산 전 미리 전화로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하였다. 연구 참여 과정에 대해 설명을 받은 후 연구 참여 의

사를 밝힌 대상자들은, 출산 후 연구팀에 출산 사실을 알렸으며, 연

구자들은 출산 후 2일째 또는 3일째 되는 날에 참여자들이 산후조

리를 하고 있는 산후조리원이나 자택을 방문하여 모유 수집과 보관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모유를 수집할 용기를 제공하였다. 참여자들

은 5일째와 14일째에 아기에게 모유수유를 하기 직전 또는 모유 마

사지를 시행한 이후 모유 3 cc를 용기에 받아 냉장보관하였고, 연구

원이 방문하여 수거한 뒤 24시간 이내 임상검사기관(한국임상의학

연구소, 서울)에 의뢰하여 모유 무기질 농도를 분석하였다. 자료수

집 기간은 2020년 5월 25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였다.

5. 자료 분석

통계 분석 방법은 IBM SPSS statistics 26.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

이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였다. 

2)  GDM 집단과 건강한 산모 집단의 시간에 따른 무기질 농도의 

변화는 일반화추정방정식(generalized estimate equation)을 이

용하여 추정하였다. 

3)  GDM 집단과 건강한 산모 집단의 시간에 따른 무기질 농도의 

차이는 paired t-test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4)  GDM 집단과 건강한 산모 집단의 시점별 무기질 농도의 차이

는 independent t-test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자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윤리심의위원회 

(1041231-200429-HR-110-2)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되었다. 연구의 모

든 절차는 헬싱키 선언에 따라 수행되었으며, 설문 시작 전 연구의 

목적과 참여 방법에 대한 설명, 대상자의 권리와 비밀 보장, 연구 참

여의 철회 가능성에 대해 고지 후 모든 참가자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았다. 수집된 자료는 익명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연구 이외의 목

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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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출산관련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증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중 GDM 집단의 평균 연령은 32.56 ±

7.12세였으며, 건강한 산모 집단은 31.17± 3.67세로 두 집단 간에 차이

는 없었다. 학력은 두 집단 모두에서 대졸 이상이 80% 이상을 차지

하였으며, 직업을 가진 비율도 두 집단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GDM 집단 36.7% vs. 건강한 산모 집단 30.0%). GDM 집단과 건강한 

산모 집단의 BMI는 각각 26.04 ± 3.04와 25.06 ± 2.63으로 확인되었으

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출산 관련 특성에서는 GDM 집단에서 제왕절개가 16.7% 많았으

며, 제태 기간은 약 3일 정도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이들은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또한, 모유수유 관련 특성

에서는 GDM 집단이 추가 인공유를 약 10 cc/day 더 사용하고 있었

으나, 횟수는 건강한 산모 집단에 비해 0.5회 더 적은 것으로 확인되

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모유수유와 관련된 스트레스에서

는 GDM 집단이 건강한 산모 집단보다 약 13점 높은 스트레스를 보

고하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2.26, p= .028). 

GDM 집단과 건강한 산모 집단 간의 특성을 확인한 결과, 두 그

룹 간에는 모유수유 관련 스트레스의 차이는 있었지만, 일반적 특

성과 출산관련 특성, 모유수유와 관련된 특성의 모든 변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즉, 모유의 무기질 차이를 비교

하기 위한 두 그룹은 모유수유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제외하고 동

질성이 확인되었다(Table 1). 

2. 시간에 따른 두 집단 간 모유 무기질 농도의 변화 

시간의 변화에 따른 두 집단 간의 모유 무기질 농도의 변화 차이

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반화추정방정식을 적용하였으며, 이를 위해 

두 집단의 동질성 검정에서 차이를 보였던 모유수유 관련 스트레스 

변수를 투입하여 조정하였다(Tabel 2). 그 결과, Na은 집단 간(Wild 

χ2 = 4.35, p= .037)과 시점(Wild χ2 =21.59, p< .001)에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였으나, 집단과 시간의 상호작용은 보이지 않았다. Ca 

역시 집단 간(Wild χ2 =1.77, p= .018)과 시점(Wild χ2 =19.09 p< .001)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집단과 시간의 상호작용은 

보이지 않았다. Mg은 시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Wild χ2 =  

18.12, p< .001), 집단과 시간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였다(Wild χ2 =5.04, 

p= .025). 반면, K와 P은 시점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확인

하였다(Wild χ2 =7.10, p= .008; Wild χ2 =7.73, p= .005). 

두 집단의 모유 내 무기질의 농도를 출산 후 5일째, 14일째에 측정

하여, 시점 별, 집단 간 농도의 차이를 각각 분석하였다(Table 3).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무기질은 Na, Ca, P이었

다(p< .05). Na은 분만 후 14일째에 두 그룹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t=2.19, p= .033), 건강한 산모 그룹의 농도가 유의하게 

낮았다. Ca과 P은 분만 후 5일째 두 그룹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

며(t= -2.90, p= .005; t=2.08, p= .042), Ca은 건강한 산모에서 약 4 mg/

dL가 더 높았고, P은 GDM 산모에서 약 1 mg/dL 더 높았다.

시점에 따른 집단 내 변화를 보면 다음과 같다. Na의 경우는 

GDM 집단과 건강한 산모 집단 모두에서 14일째 농도가 5일째에 비

하여 각각 9 mmol/L, 13 mmol/L 감소하였으며 이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3.23, p= .003; t= 5.46, p< .001). Ca은 GDM 집단에서 

Table 1. Homogeneity of Demographic and Birth-related Characteristics between Groups 

Characteristics
GDM mother (n = 30) Healthy mother (n = 30)

t or χ2 p
M ± SD or n (%) M ± SD or n (%)

Age (yr) 32.56 ± 7.12 31.17 ± 3.67 0.93 .354
Education level

< College /University 4 (13.3) 6 (20.0) 0.12 .729
≥ College /University 26 (86.7) 24 (80.0)     

Employ status
Yes 11 (36.7) 9 (30.0) 0.08 .784
No 19 (63.3) 21 (70.0)     

Body mass index (Kg/m2) 26.04 ± 3.04 25.06 ± 2.63 1.33 .190
Delivery methods

Vaginal delivery 13 (43.3) 18 (60.0) 1.07 .301
Cesarean section 17 (56.7) 12 (40.0)     

Gestational period 37.93 ± 1.22 38.20 ± 0.96 -0.94 .351
Additional artificial formula (cc/day) 235.23 ± 577.23 222.55 ± 181.04 0.10 .918
Number of artificial formula 4.54 ± 2.80 4.94 ± 2.90 -0.50 .622
Self assessed breastfeeding-related stress (Total score 100) 51.97 ± 19.77 39.00 ± 24.44 2.26 .028

GDM = Gestational diabetes melli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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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 mg/dL가 감소하였고(t=2.45, p=.021), 건강한 산모 집단에서는 

약 4 mg/dL가 감소하였다(t= 4.27, p< .001). Mg과 P은 건강한 산모 집

단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보였는데, Mg은 약 1.1 mg/dL

감소하였고(t = 4.50, p<.001), P은 1.5 mg/dL 증가하였다(t =-3.28, 

p=.003). 반면 K은 두 집단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보이

지 않았다.

논  의

본 연구는 GDM을 가진 산모와 건강한 산모를 대상으로 시점에 

따른 그룹 간 모유 무기질 농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도되

었다. 본 연구의 결과 그룹 간 차이를 보인 무기질은 Na과 Ca였으며, 

Na, K, Ca, Mg, P은 출산 후 5일째와 14일째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여 

시점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유 무기질 중 Na

은 두 집단 모두에서 출산 후 5일째가 14일째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2009년 국내 44명의 건강한 산모를 대상으로 유방 마

사지가 모유 Na 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선행연구 결과와 비

교하였을 때, 산후 3-4일째보다 9-10일째의 Na량이 감소하였음을 

보고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22]. 일반적으로 모유의 

Na 농도와 K 농도는 출산 후 3-4일째가 되면 두 가지 모두 출산 직후

보다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모세혈관에서의 삼투압에 의해 모

유량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23], 정상 이상으

로 증가된 Na은 모유량 분비 지연 및 모유량 감소로 인한 모유수유 

중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4]. 

또한, 집단 간 비교에서는 GDM을 가진 산모의 Na은 출산 후 5일

째와 14일째 두 번 모두 건강한 산모의 모유 Na보다 수치가 높았다. 

시간의 경과에 따른 GDM을 가진 산모와 건강한 산모의 Na의 변화

량 역시 단위와 측정 방법에서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건강한 산모 

집단에서 더욱 크게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모유 Na의 양을 정

상 수준에 대해 선행연구에서는 16 mmol/L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본 연구의 참여자들의 Na 수준은 두 그룹 모두 정

상보다 높고, GDM을 가진 산모 집단의 모유 Na은 매우 높은 수준

Table 2. Changes in Mineral Concentration between Groups over Time

Variables
Constant Group Time Group*Time

Wild χ2 p Wild χ2 p Wild χ2 p Wild χ2 p

Na 72.28 < .001 4.35 .037 21.59 < .001 0.07 .786
K 382.33 < .001 3.58 .058 7.10 .008 0.10 .318
Ca 332.82 < .001 1.77 .018 19.09 < .001 0.05 .830
Mg 75.42 < .001 1.01 .315 18.12 < .001 5.04 .025
P 47.34 < .001 0.34 .561 7.73 .005 0.11 .736

Na = Sodium; K = potassium; Ca = calcium; Mg = magnesium; P = phosphorus.
Self-assessed breastfeeding-related stress controlled.

Table 3. Comparison of Mineral Concentration on the 5th and 14th Day of Delivery

Variables Group
The 5th day The 14th day

t p
M ± SD M ± SD

Na (mmol/L) GDM mother 33.43 ± 18.18 24.21 ± 12.54 3.23 .003
  Healthy mother 31.70 ± 14.35 18.50 ± 6.74 5.46 < .001
  t (p) 0.41 (.683) 2.19 (.033)     
K (mmol/L) GDM mother 15.59 ± 3.91 15.61 ± 2.68 -0.15 .878
  Healthy mother 15.81 ± 3.10 14.37 ± 2.54 1.95 .061
  t (p) -0.24 (.810) 1.82 (.075)     
Ca (mg/dL) GDM mother 23.31 ± 4.82 20.81 ± 7.12 2.45 .021
  Healthy mother 27.14 ± 5.40 23.53 ± 5.06 4.27 < .001
  t (p) -2.90 (.005) -1.70 (.095)     
Mg (mg/dL) GDM mother 3.70 ± 2.09 3.75 ± 1.47 -0.42 .682
  Healthy mother 4.46 ± 0.92 3.31 ± 1.18 4.50 < .001
  t (p) -1.82 (.076) 1.28 (.208)     
P (mg/dL) GDM mother 4.13 ± 1.90 5.12 ± 4.70 -1.09 .283
  Healthy mother 3.15 ± 1.75 4.69 ± 2.27 -3.28 .003
  t (p) 2.08 (.042) 0.45 (.655)     

Na = Sodium; K = potassium; Ca = calcium; Mg = magnesium; P = phosphorus; GDM = Gestational Diabetes Melli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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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알 수 있다[22,24]. 현재까지 Na과 모유수유에 대해 합의된 이

론은 없지만, 이러한 현상에 대해 모유의 생성원리와 Na과의 관계

를 설명한 선행연구에서는 모유 수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유즙이 유관에 축적됨으로써 유방 울혈과 함께 Na의 수치가 

상승하여 모유의 생성량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23]. 또한, 정상

적인 모유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초유에서 성숙유로 전환되며 짠

맛이 감소하고, 쓴맛과 신맛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모

체의 유방 울혈로 인한 유방염은 Na의 감소를 방해하여 높은 농도

의 Na을 유지시킴으로써 짠맛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모유 흡입량을 

줄이는데 영향을 미친다고도 하였다[25]. 2009-2010년 모유량이 부

족하다고 인식되는 252명의 캐나다 산모들을 대상으로 모유량 부

족 원인에 대해 연구한 선행연구에서는 산모의 임신성 당뇨가 모유 

Na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빠른 모유 수유는 상승된 모유 Na의 수

치 감소에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강조하였다[17]. 또한, 유방마사지는 

모유량을 증가시키고, Na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

져 있다[17,22]. 그러므로 건강한 산모들과는 달리 Na이 높은 GDM 

산모들의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유방마사지의 개발이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 Na과 함께 집단 간, 시점 간 모두에서 차이를 보인 

무기질은 Ca이다. Ca은 건강한 집단에서 출산 후 5일째와 14일째 모

두 GDM을 가진 산모의 모유보다 높게 확인되었다. Ca는 골격과 치

아를 구성하는데 99%가 사용되며, 1%가 근육과 혈장의 구성에 영

향을 미침으로써 영아의 신체 성장 발육에 필수적인 무기질이다

[25]. 20명의 GDM 산모와 20명의 당뇨 전 단계 산모가 참여하여 조

절되지 않은 당뇨병이 신생아의 저칼슘혈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선행 연구 결과, GDM을 가진 산모의 약 15%, 당뇨 전 단계 산모

의 신생아는 35%가 출생 후 48시간 이내에 신생아 저칼슘혈증이 발

생하였다[26]. Ca은 영아의 신체 발생에 중요한 영양소이므로, 영아

의 성장 발달을 위하여 GDM 산모의 혈당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는 조절되지 않는 당뇨로서 신생아에게 저칼슘혈증을 유

발할 수 있는 경계가 되는 수치로서 HbA1c 6%를 제시하였다[26]. 본 

연구에서는 GDM 산모를 선정하는 데 있어 산모들에 의해 자가보

고된 내용을 토대로 하였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당뇨병과 

관련된 임상적 수치로서 HbA1c, 공복혈당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

으며, 당뇨 조절 및 GDM 예방을 위한 운동과 식이 조절 등의 산전

관리가 무엇보다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 Mg은 시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집단과 시간

의 상호작용도 유의하였으며, K과 P은 시점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결과를 보였다. Mg은 골조직의 구성 요소이며 신체의 필수적인 

생리반응에 관여하는 중요한 무기질로 알려져 있다[16]. Mg은 수유 

기간에 따라 감소하는 것이 정상 과정으로 알려져 있으며, 무기질 

보충제를 투여한 여성 30명과 플라시보를 투여받은 여성 27명의 모

유 무기질을 분석한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무기질 보충제의 섭

취량과 모유 무기질 사이에는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모유 무

기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30].  임신성 당

뇨 산모와 건강한 산모의 모유 내 Mg의 농도에 대한 선행연구가 없

어, 비교하기가 어려우나, 건강한 산모 집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Mg 농도가 낮아졌으나 임신성 당뇨 산모 집단에서는 시간이 지남

에 따라 Mg 농도가 높아진 것에 대하여 추후 반복 연구를 통해 다

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GDM 그룹에서 건강한 산모보다 14일에 Na 농도는 높고, 

Ca 농도가 낮은 것은 모유수유 시작 시점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

각된다. GDM 집단의 산모들은 56.7%가 제왕절개로 분만을 하였고, 

건강한 산모들은 60.0%가 자연분만을 경험하였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제왕절개로 분만한 산모는 고통으로 인해 빠르게 모유수유

를 할 수 없으며[27], 2009년 국내 22개 병원의 1,225명 산모들을 대

상으로 분만 후 모유 수유가 시작된 시간을 분석한 결과, 제왕절개

를 받은 산모는 분만 후 30분 이내에 모유수유를 시작하지 않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28]. 또한, 모유수유를 시작하더라도 산모가 회복

되는 기간 동안 병원에서 인공유를 사용함으로써 모유 수유의 가

능성이 낮다고 보고하였다[29]. 그러므로, 출산 후 5일째와 14일째의 

시점이 건강한 산모에게는 정상적인 모유의 전환 과정이 일어나는 

시점일 수 있으나, 제왕절개술을 받아 모유수유를 늦게 시작한 

GDM 산모들에게는 이행유에서 성숙유로의 전환도 지연될 수 있

음을 추론할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제왕절개 분만을 한 GDM 

산모들과 정상질분만 산모 간 일정 시간의 변화에 따른 모유 무기

질을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적정 대상자 수

는 그룹별 34명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자료 수집이 원활하지 

않아 원래 목표 대상자 수보다 적은 3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로 

인하여 설명력이 낮아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추후 연구에서는 충

분한 대상자를 확보하여 반복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또한, 본 연구

에서는 GDM 산모와 건강한 산모들의 모유수유와 관련된 특성으

로 추가적인 인공유 사용의 횟수와 양, 모유 수유와 관련된 스트레

스를 확인하였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신생아의 특성과 함께 모유의 

양, 신생아에게 수유된 횟수 등을 함께 조사하는 연구가 시행될 필

요성이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산모들의 자가보고에 의해 GDM 산모

를 구분하였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임상 수치들을 활용하

여 GDM 산모와 건강한 산모를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 출산 후 14일째에 두 집단 모두에서 모유 Na의 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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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mmol/L 이상이었다. 또한, 무기질 성분 중 Mg은 Na, Ca과는 달리 

집단별, 시점별 차이를 보이지는 않지만, 집단과 시간의 상호관계를 

보인다는 것이다. Mg은 건강한 산모 집단에서는 5일째보다 14일째

에서 수치가 감소하였지만, GDM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는 않지만 약간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시간의 경

과에 따라 더욱 증가할 수 있다. 현재 본 연구는 GDM 산모들의 혈

당 조절을 위한 약물 또는 모유 수유와 관련된 보충제의 투여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 추후 연구에서는 지속적인 Na과 Mg의 변화 패턴

을 확인하기 위하여 모유의 성분이 변화하는 여러 시점에서의 모유

성분을 측정하는 반복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GDM 산모들과 건강한 산모들 간 모유 무기질

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결  론

본 연구의 결과, 모유의 무기질 농도는 분만 5일째에서 14일째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변화하였으며, GDM 산모와 건강한 산모 두 

그룹 간에 Na은 분만 후 14일째에, Ca과 P은 분만 후 5일째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Mg과 P은 건강한 산모에서 분만 5일째

와 14일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농도 차이를 보였다. Na, Ca과 P

의 차이는 혈당이 높은 GDM의 영향으로 인한 모유의 생성과 관련

이 있으므로, GDM 산모들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산전 

혈당 관리 및 산후 유방마사지 등의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

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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