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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저를 성장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에

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저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선한 영향

력을 미칠 수 있는 연구자로 성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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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임신성 당뇨병을 경험한 여성을 위한 심리사회적 지지 중재

: 체계적 문헌고찰

본 연구는 임신성 당뇨병을 경험한 여성을 위한 심리사회적 지지 중재의 내

용과 영향을 분석하고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한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

이다. 연구 수행은 코크란 연합 (Cochrane collaboration)의 중재법에 대한 체

계적 문헌고찰 지침인 Cochrane Handbook for Systematic Reviews 5.1.0에

따라 실시하였고, 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es (PRISMA)의 체계적 문헌고찰 보고 지침에 따라 수행하고 연

구를 기술하였다.

서울 소재 Y 상급종합병원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 면제 승인을 받은 후

(Y-2020-0130), 국내·외 총 9개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문헌을 대상으로 문헌 검색, 문헌 선정, 문헌의 질 평가, 자

료 추출 과정에 따라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임신성 당뇨병을 경험

한 여성에 대한 심리사회적 지지 중재 프로그램의 평가에 선택된 문헌은 총

14편이었고,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에서 임신성 당뇨병을 경험한 여성에 대한 심리사회적 지지 중재

프로그램의 평가에 선택된 총 14편 중 2015년 이후에 출판된 문헌은 11편

(78.6%), 2010년 이후부터 2015년 이전에 출판된 문헌은 3편(21.4%)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 연구는 5편, 국외 연구는 9편으로 국가별로 세부적

으로 살펴보면, 한국에서 연구된 논문이 5편(35.7%)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이란에서 4편(28.6%), 터키, 네덜란드, 영국, 호주, 아일랜드에서 각

각 1편(7.1%)씩 출판되었다. 연구대상자 수는 총 1,331명으로 연구대상자

수가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논문이 9편(64.3%)으로 가장 많았으며, 100명

이상인 논문이 3편(21.4%), 50명 미만인 논문이 2편(13,3%)이었다. 연구 설

계로는 무작위 대조군 실험연구가 7편(50.0%), 유사실험 연구 전후 설계가

7편(50.0%)이었다. 임신성 당뇨병을 진단 받은 임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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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10편(71.4%)이었고, 임신성 당뇨병 과거력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는 4편(28.6%)이었다.

2. 문헌의 질 평가 결과, 무작위 대조군 실험연구 7편은 선택 비뚤림과 탈락

비뚤림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고, 실행 비뚤림, 결과 확인 비

뚤림, 보고 비뚤림 영역에서는 전반적으로 비뚤림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되

었다. 비무작위 연구 7편은 선택 비뚤림, 실행 비뚤림, 탈락 비뚤림은 전반

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고, 평가자의 눈가림이 부적절 하거나 평가자

의 눈가림이 확인이 되지 않아 확인 비뚤림이 가능성이 있었고, 선택적 결

과 보고 여부 확인이 어려운 6편의 연구에서 보고 비뚤림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되었다.

3. 심리사회적 지지 중재의 목적은 자가 관리를 위한 동기부여, 이완,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등 4개의 범주로 이 중 정보적 지지가 12편으로 가장

많았고, 자가관리를 위한 동기부여는 11편, 이완 4편, 정서적 지지 4편 순

으로 확인되었다.

중재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해보면 정보적 지지를 목적으로 제공된 중재

12편 중 식이습관 관리가 8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임신성 당뇨병 관련 정

보제공 6편, 제 2형 당뇨병 예방 6편, 스트레스 관리 5편, 산후관리 5편, 운

동습관 관리 3편, 혈당관리 3편, 체중관리 3편, 당뇨병 관련 정보제공 3편,

인슐린 요법 2편, 교육용 앱 사용 방법 설명 2편, 수면관리 1편 순으로 나

타났다. 자가 관리를 위한 동기 부여를 목적으로 제공된 중재 11편 중 건

강행동 실천 강화가 10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임신성 당뇨병 자가관리를

위한 목표 설정 7편, 혈당 모니터링 5편, 식이습관 모니터링 4편, 운동습관

모니터링 4편, 체중관리 모니터링 1편, 임신성 당뇨병 여성의 산후관리 모

니터링 1편, 스트레스 관리 모니터링 1편 순으로 나타났다. 이완을 목적으

로 제공된 중재 4편은 호흡 운동이 3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밖에 지압

요법 1편, 요가 운동 1편, 태교 1편 등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지지를 목적

으로 실시된 4편의 중재는 소그룹 모임에서 의견 교환 및 지지를 이용한

3편 외에 긍정적인 감정 증진, 자가관리 실천 의지를 표현하도록 격려, 감

정 표현을 하도록 격려를 적용한 것이 각각 1편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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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임신성 당뇨병, 심리사회적 지지, 심리적 지지, 사회적 지지,

체계적 문헌고찰

4. 임신성 당뇨병 여성의 심리사회적 지지 중재의 유효성을 행위적 변수, 심

리사회적 변수, 생리적 변수로 나누어서 평가하였다. 행위적 변수의 변화는

14편 중 7편의 문헌에서 보고하고 있었고, 자가관리 행동 변화가 주요 변

수로 보고되었다. 심리사회적 변수의 변화는 모든 문헌에서 보고하고 있었

고, 우울, 불안, 자기 효능감, 스트레스 등을 주요 변수로 보고되었다. 생리

적 변수의 변화는 10편의 문헌에서 보고하고 있었고, 공복혈당, 당화혈색

소, 식후 2시간 혈당 등이 주요 변수로 보고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임신성 당뇨병 여성을 위한 중재 설계 시 정보적

지지 및 자가관리를 위한 동기부여를 강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고, 건

강행동 변화 실천 과정에서 발생하는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의 정서적 변화

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이완 및 정서적 지지를 포함하는 심리사회적 지지 중재

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임신성 당뇨병 중재 프로그램 내용으로 1) 정보적 지지(식이습관 관리,

임신성 당뇨병 관련 정보제공, 제 2형 당뇨병 예방, 스트레스 관리, 산후관리,

운동습관 관리, 혈당관리, 체중관리, 당뇨병 관련 정보제공), 2) 자가관리를

위한 동기부여 (건강행동 실천 강화, 임신성 당뇨병 자가관리를 위한 목표

설정, 혈당 모니터링, 식이습관 모니터링, 운동습관 모니터링), 3) 이완(호흡

운동), 4) 정서적 지지(소그룹 모임에서 의견 교환 및 지지) 등을 고려하고

최종적으로는 건강행동 변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임신성 당뇨병

여성의 공복혈당, 당화혈색소, 식후 혈당 등의 결과변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임신성 당뇨병 임산부가 산과와 내분비과 진료를

받는 상황에서 통합적 관리와 교량 역할을 하는 전문간호사를 통해

심리사회적 지지 중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 및 복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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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임신성 당뇨병(gestational diabetes mellitus)은 임신 중 가장 흔한 의학적

합병증으로 태아가 성장을 하는데 필요한 태반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됨에 따

라 임신 중 처음 발견된 당뇨병 또는 내당능 장애로 정의한다(American

Diabetes Association; ADA, 2010). 임신 시기에 분비되는 에스트로겐

(estrogen), 프로게스테론(progesterone), 프로락틴(prolactin), 태반 호르몬

(placental hormone)등의 호르몬 대사의 변화(Jang&Kwon, 2013)와 음식 섭취

량 증가와 신체활동 수준 감소로 인해 체중이 증가되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

진 결과로 볼 수 있다(Ozuguz et al., 2011). 임신 1분기에 당뇨병 진단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임신 전 당뇨병(pregestational diabetes)으로 진단하고, 임신 2

분기 또는 3분기에 처음 발견되고, 당뇨병 진단기준을 충족하지는 않는 경우

에는 임신성 당뇨병으로 진단한다(International Association of Diabetes and

Pregnancy Study Groups; IADPSG, 2010).

전 세계적으로 임신성 당뇨병의 유병율은 임부의 3-14%로 보고되고 있다

(ADA, 2018).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임신성 당뇨병의 유병률은 1990년대에

1.7-3.9%로 낮은 수치였으나(Jang et al., 1995), 2007년 이후로 1-2%씩 지속

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에 10.5%로 보고되었다(Korea Diabetes Association;

KDA, 2013).

임신성 당뇨병은 산과 합병증과 주산기 태아 사망률에 큰 영향을 미치고,

분만 후 신생아 저혈당증, 호흡곤란 증후군, 비만, 당뇨병 및 두뇌 발달 저하

등 다양한 건강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다(Cunningham et al. 2010). 임신성

당뇨병의 기왕력이 있는 경우 다음 임신 시에 임신성 당뇨병으로 진단될 확률

이 30-50% 증가되고(Shah, 2011), 제 2형 당뇨병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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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0%에 이르기 때문에(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2011),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자가관리를 증진시키는

전략이 요구된다(ADA, 2010).

임신성 당뇨병 임부는 진단과 동시에 임신성 당뇨병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

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해야하는 복잡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Park,

2012). 임신성 당뇨병을 진단 받은 임부들은 임신이 가져오는 심리사회적 변

화로 인한 스트레스 이외에도 임신성 당뇨병이 임부와 태아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염려로 정상 임부에 비해 더 큰 스트레스, 우울감을

느끼게 되어 자가 관리 실천이 어렵고, 이로 인해 혈당조절이 잘 되지 않는다

(Katon et al., 2011). 임부와 아기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와 함께 치료

요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스트레스와 불안을 경험하기도 한다

(Lydon, 2012). 임신성 당뇨병을 경험한 산후여성은 체중관리, 영양관리, 운동,

모유수유, 혈당 검사 이행 등 지속적인 자가 관리가 필요하다(ADA, 2017). 그

러나, 산후 관리 필요성에 대한 지식적 정보가 없고 이러한 노력이 향후 건강

증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건강 신념이 부족하기 때문에 임신성

당뇨병에 대한 자가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Lee, 2016), 시간 부족, 육아 문제 등으로 인해 자가관리를 실천하는데 어려

움을 겪고 있다(Kaiser, 2016).

위와 같이, 임신성 당뇨병 여성은 다양한 심리적 변화를 경험하고, 사회적

지지의 부족으로 자가관리 실천의 어려움을 경험한다. 이에, 임신성 당뇨병 여

성이 지속적으로 자가관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심리사회적 지지 중재가 제공

될 필요가 있다. 임신성 당뇨병 임부 및 산후여성의 요구도를 반영하고, 임신

과 당뇨 관리라는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한 심리사회적 지지가 포함된 간호 중

재가 제공된다면 임부 및 태아의 건강, 더 나아가서는 제 2형 당뇨병 예방이

라는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임신성 당뇨병

을 경험한 여성에 대한 심리사회적 지지 중재의 내용 및 영향을 분석하고 유

효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3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임신성 당뇨병을 경험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심리사회적 지지

중재의 내용 및 영향을 분석하고 유효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임신성 당뇨병 교육프로그램 중재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3. 용어의 정의

1) 임신성 당뇨병을 경험한 여성

(1) 이론적 정의

임신성 당뇨병은 임신 2분기 혹은 3분기에 처음 발견되었으나 당뇨병 진단

기준을 만족하지는 않는 당 대사 장애로 진단한다(IADPSG, 2010).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임신성 당뇨병을 경험한 여성은 임신 2분기 또는 3분기에 1

단계 접근법1)으로 75g경구당부하검사 또는 2단계 접근법2)으로 100g 경구당

부하검사를 실시하거나 Australian Diabetes in Pregnancy Society(ADIPS)의

1) 1단계 접근법: 임신 24-28주에 공복 상태로 75g 경구당부하검사를 시행하여, 공복 혈장포도

당 92mg/dL 이상, 1시간 혈장포도당 180mg/dL 이상, 2시간 혈장포도당 153mg/dL 이상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할 경우 임신성 당뇨병으로 진단한다(IADPSG, 2010).

2) 2단계 접근법: 임신 24-28주에 공복과 상관없이 선별검사인 50g 경구당부하검사를 시행

하여 혈장포도당 140mg/dL 이상인 경우 양성으로 판정하고, 다음 방문 시 공복 상태로

100g 경구당부하검사를 시행하여, 공복 혈장포도당 95mg/dL 이상, 1 시간 혈장포도당

180mg/dL 이상, 2 시간 혈장포도당 155mg/dL 이상, 2 시간 혈장포도당 140mg/dL 중 둘

이상을 만족할 경우 임신성당뇨병으로 진단한다(Carpenter,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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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3)에 따라 임신성 당뇨병 진단을 받은 여성으로 하였다. 임신성 당

뇨병 임부와 산모, 그리고 출산 5년 이내의 여성을 포함하여 설정하였다.

2) 심리사회적 지지 중재

(1) 이론적 정의

심리사회적 지지는 심리적인 지지와 사회적 지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개인

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및 기능 능력에 영향을 미치도록 지지하는 것이다

(Woodward&Kath, 2015). 임신성 당뇨병 여성의 심리적인 지지 전략으로 자

가관리를 실천하도록 동기부여를 활용하거나(Kaptein, 2015), 불안, 우울증 등

의 심리적 변화를 극복하기 위해 이완요법 및 지압 치료 등과 같은 이완기술

요법 등을 고려할 수 있다(Gerogianni, 2019). 사회적 지지는 한 개인이 대인

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자원이며, 정서적 공감으로 정서를 표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존중과 사랑을 표현하여 정서를 편안하게 하는 정서적

지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정보나 충고를 주는 정보적 지지 등이 포함되

고(Cohen&Hoberman, 1983), 개인이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잘 대처하고 극복

하여 변화에 적응을 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유희정, 2012).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심리사회적 지지 중재는 자가 관리를 위한 동기부여, 이완, 정

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등의 심리사회적 지지를 2회 이상 또는 30분 이상 실

시한 경우로 정의한다.

3) 임신 26-28주에 공복과 상관없이 선별검사인 50 g 경구당부하검사를 시행 하여 혈장포도당

7.8 mmol/L 이상이거나 75 g 경구당부하검사를 시행 하여 8.0 mmol/L 이상인 경우 양성

으로 판정하고, 다음 방문 시 공복 상태로 75g 경구당부하검사를 시행하여, 공복혈장포도당

5.5 mmol/L 이상이거나 2시간 혈장포도당 8.0 mmol/L 이상인 경우 임신성당뇨병으로 진단

한다(Hoffman,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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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임신성 당뇨병을 경험한 여성을 위한 심리사회적 지지 중재의

내용과 영향을 분석하고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한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이다.

연구 수행은 코크란 연합(Cochrane collaboration)의 중재법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지침인 Cochrane Handbook for Systematic Reviews 5.1.0 (Higgins

& Green, 2011)에 따라 실시하며, 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es (PRISMA)의 체계적 문헌고찰 보고 지침

(Moher et al., 2015)에 따라 수행하고 연구를 기술하였다.

서울 소재 Y 상급종합병원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에서 면제 승인을 받은 후(Y-2020-0130)<부록 1>, 국내·외 온라인 데

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학술지에 게재된 문헌을 대상으로 문헌 검색, 문헌 선

정, 문헌의 질 평가, 자료 추출 과정에 따라 연구를 실시하였다. 문헌 선정과

문헌의 질 평가 시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2명의 연구자(본 연구자와 체계적

문헌고찰 전문성이 있는 보조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의견이 일

치하지 않을 경우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

2. 문헌 검색

국내·외 총 9개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

된 문헌을 검색하였다. 국외 데이터베이스는 COSI (core, standard, ideal) 모

델에 근거하여(Bidwell& Jensen, 2003), Ovid-MEDLINE, Cochrane Library,

Ovid-EMBASE, Cumulative Index for Nursing Allied Health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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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NAHL), PsycINFO에서 검색을 실시하고, 국내 데이터베이스는 국가과학기

술정보센터 (National Discovery for Science Leaders, NDSL), KoreaMed, 한

국교육학술정보원 (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RISS), 한국학술정

보 (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KISS)에서 검색을 실시하였

다.

문헌 검색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2020년 8월 10일 Ovid-MEDLINE 데이터

베이스에서 gestational diabetes mellitus, psychosocial support, psychological

support, social support등 주요어(keyword)의 MESH (Medical Subject

Headings) term을 확인하고, MESH와 TIAB (title, abstract)으로 제한하여 간

략검색을 시행하였다. 검색된 문헌 75편을 토대로 평가 질문 PICO

(Population, Intervention, Comparison, Outcome)를 확인하고 검색어를 선정하

였다. 위의 검색전략을 바탕으로 국내·외 총 9개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되는 고급검색 기능을 활용하여 검색하였다. MESH나 EMTREE (Emtree

for subject headings)등의 통제어와 주요어(keyword)의 TI (title), AB

(abstract), SU (subject)등으로 제한하여 검색식을 선정하였다.

국외 데이터베이스는 ‘diabetes, gestational’, ‘gestational diabetes mellitus’,

‘GDM’와 ‘psychosocial support systems’, ‘psychosocial support’,

‘psychological support’, ‘social support’, ‘stress’, ‘anxiety’, ‘depression’ 등의

키워드를 조합하여 검색하였고, 국내 데이터베이스는 ‘임신성 당뇨’와 ‘심리사

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 ‘심리적 지지’, ‘스트레스’, ‘불안’, ‘우울’ 등의 키워드

를 조합하여 검색하였다. 선정된 문헌의 참고문헌을 검토하는 수기검색도 시

행하였다. 논문의 게재 연도는 제한을 하지 않았으며, 문헌 선택을 위한 최종

검색은 2020년 9월 22일에 수행하였다<부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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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핵심질문과 문헌 선택 및 배제 기준

1) PICO-SD

¡ 연구대상(Participants): 임신 2분기 혹은 3분기에 임신성 당뇨병 진단 검사

를 통해 처음 임신성 당뇨병으로 진단된 임산부 및 임신성 당뇨병 과거력

이 있는 출산 5년 이내의 여성. 임신성 당뇨병 진단을 받은 여성의 경우

제 2형 당뇨병 발생률이 현저하게 증가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상

자의 범위를 출산 5년 이내의 여성까지 확장하여 설정함.

¡ 중재(Intervention): 2회 이상 또는 30분 이상의 심리사회적 지지(자가 관리

를 위한 동기부여, 이완,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가 포함된 중재 및 교육

프로그램

¡ 비교 중재(Comparisons): 심리사회적 지지 중재를 제공하지 않고 일반적으

로 시행되는 처치(usual care) 또는 무중재

¡ 결과(Outcomes)

· 행위적 변수: 자가관리 행동 변화, 건강한 식이습관 실천, 건강한 신체활

동 실천

· 심리사회적 변수: 자기 효능감, 태아 애착, 모성정체성, 심리적 고통, 스

트레스, 우울, 불안, 긍정적 정신건강, 변화 동기, 행동 계기, 건강 행동의

방해 요인, 건강 관련 삶의 질, 사회적 지지, 인지된 감수성, 인지된 심각

성, 인지된 유익성, 인지된 장애성, 제 2형 당뇨병 위험 인식

· 생리적 변수: 공복혈당(fasting plasma glucose, FPG), 식후 1시간 혈당

(1hr postprandial glucose, PC 1hr), 식후 2시간 혈당(2hr postprandial

glucose, PC 2hr), 당화혈색소(glycated hemoglobin, HbA1c), 75g 경구포도

당부하검사(75gram oral glucose tolerance test, 75g OGTT), 당화알부민

(glycated albumin), 인슐린 저항성(insulin resistance, IR), 수축기 혈압

(systolic blood pressure, SBP), 이완기 혈압(diastolic blood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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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P), 중성 지방(triglyceride, TG), 저밀도 지방단백질(low density

lipoprotein, LDL), 고밀도 지방단백질(high density lipoprotein, HDL), 총

콜레스테롤(total cholesterol, T.chol), 출산 후 체중, 출산 후 체질량 지수,

출산 후 허리둘레, 체중감소

¡ 연구유형(Study Design): 대조군이 있는 무작위 또는 비무작위 실험연구

2) 문헌 선택 기준

본 연구에서는 PICO-SD에 근거하여 ‘임신성 당뇨병을 경험한 여성을 대상

으로 한 연구’, ‘심리사회적 지지가 포함된 중재 및 프로그램 연구’, ‘중재의 유

효성이 보고된 연구’, ‘영어나 한국어로 출판된 연구‘, ‘동료심사가 이루어진 연

구’ 등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문헌으로 선정하였다.

3) 문헌 배제 기준

본 연구에서는 ‘원저(original article)가 아닌 연구(editorial, review, letter

and opinion pieces etc)’, ‘회색문헌(thesis, congress, conference material,

abstract, etc)’, ‘임신성 당뇨병을 경험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아닌 경

우’, ‘심리사회적 지지가 포함된 중재 및 프로그램 연구가 아닌 경우’, ‘질적 연

구’, ‘사례 연구(case study)’, ‘중재의 유효성이 보고되지 않은 연구’, ‘영어나

한국어로 출판되지 않은 연구’는 선택 문헌에서 배제하였다.

4. 문헌 선정

국내·외 총 9개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서 1,801편의 문헌이 검색되었고,

참고문헌을 검토하는 수기검색으로 2편의 문헌이 추가되어, 최종적으로 총

1,803편의 문헌을 확인하였다. EndNote X9와 수작업으로 중복 문헌을 제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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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EndNote X9 프로그램에서 확인된 문헌을 상기 배제기준에 따른 문헌을

배제하였다.

1차 선정과정에서는 제목과 초록을 확인하여 문헌의 선택 또는 배제 여부를

결정하였고, 2차 선정과정에서는 1차 선정과정에서 선택된 문헌의 원문(full

text)을 확인하여 포함 및 배제 여부를 결정하였다. 문헌 선정 과정에서 일관

성을 확보하기 위해 2명의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는 논의하여 합의된 의견을 도출하였다. 총 929편의 문헌 중 915편

을 배제한 후, 14편의 문헌을 최종 문헌으로 선택하였다<Figure 1>.

< Figure 1> PRISMA flow chart for the literature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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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헌의 질 평가

최종적으로 선택되는 문헌에 대한 질 평가는 무작위 대조군 실험연구의 경

우에는 Cochrane의 Risk of Bias (RoB)를 사용하고(Higgins, J. P., & Green,

S., 2011), 비무작위 연구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임상연구문헌 분

류도구 및 비무작위 연구의 비뚤림위험 평가도구 지침(2013)에서 제시된 Risk

of Bias Assessment tool for Non- randomized Studies (RoBANS) 2.0으로

평가하였다.

RoB는 무작위 대조군 실험연구에 대한 질평가로 7개 영역(무작위 배정 순

서의 적절성, 배정순서 은폐의 적절성, 참여자·연구자의 눈가림, 평가자의 눈

가림, 불완전한 결과 처리, 선택적 결과 보고, 기타 타당도를 위협하는 다른

잠재적 위험)을 평가하였다. RoBANS 2.0은 비무작위 중재 연구의 질 평가 도

구로 8개 영역(대상군 비교가능성, 대상군 선정, 교란변수, 노출측정, 평가자의

눈가림, 결과 평가, 불완전한 자료, 선택적 결과 보고)를 평가하였다.

RoB 와 RoBANS 2.0 도구의 각 영역은 비뚤림(bias) 위험이 ‘낮음(low risk),

높음(high risk), 불확실(unclear)의 세 가지로 판정하며, 2명의 연구자가 각각

독립적으로 수행 후 평가 결과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 연구자간 논의 후 재평

가를 통해 합의된 의견을 도출하였다.

6. 자료 추출

국내·외 총 9개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최종적으로 선택된 14편의 문헌의 자료

분석은 정성적 분석(qualitative analysis)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선택된 문헌들

의 연구 설계와 연구 결과가 다양하여 메타분석은 시행하지 않았다. 자료추출

은 저자명, 논문게재연도, 연구수행 국가, 연구 설계, 연구 대상, 대상자 수, 중

재 시간 및 횟수, 중재 방법, 종속변수, 측정도구, 중재의 내용, 중재의 유효성

(행위적 변수, 심리사회적 변수, 생리적 변수)으로 나누어 자료를 추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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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체계적 문헌고찰 대상 문헌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임신성 당뇨병을 경험한 여성에 대한 심리사회적 중재

프로그램의 평가에 선택된 총 14편 중 2015년 이후에 출판된 문헌은 11편

(78.6%)[1-11], 2010년 이후부터 2015년 이전에 출판된 문헌은 3편(21.4%)

[12-14]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 연구는 5편, 국외 연구는 9편으로 국가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에서 연구된 논문이 5편(35.7%)[9,11-14]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이란에서 4편(28.6%)[4-5,8,10], 나머지는 터키[1], 네덜란드[2], 영국[3],

호주[6], 아일랜드[7]에서 각각 1편(7.1%)씩 출판되었다.

연구대상자 수는 총 1,331명으로 연구대상자 수가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논문이 9편(64.3%)[1-2,4-5,7-8,11-12,14]으로 가장 많았으며, 100명 이상인

논문이 3편(21.4%) [3,6,10], 50명 미만인 논문이 2편(13,3%)[9,13]이었다.

연구 설계로는 무작위 대조군 실험연구가 7편(50.0%)[1-7], 유사실험 연구

전후설계가 7편(50.0%)[8-14]이었다. 임신성 당뇨병 임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가 10편(71.4%)[1,3-5,8-10,12-14]이었고, 임신성 당뇨병 과거력이 있는 여

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는 4편(28.6%)[2,6-7,11]이었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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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First
author
(year)

Country
Study
design

Population

Sample
size (n= )

Intervention Measurements

Exp Con
Exp

(Contents, Sessions, Methods)
Con

Dependent variables
(Measurement)

Measurement
time

[1]
Fiskin
(2018)

Turkey RCT

Pregnant
women with
GDM (IUP
24-28wks)

30 30

·Diaphragmatic breathing exercises
·Pregnant women were informed about
how to perform diaphragmatic breathing
exercises by researchers and perform
this for 5 min every morning (face to
face & booklet)
·30days

Standard care
and no other
treatment (talk
about pregnancy
twice a month)

1)Prenatal attachment: PAI
(21 items)
2)Depression, Anxiety,
Stress: DASS (42 items)

·Pretest and
post-test (15
days/30days of
intervention)

[2] Jelsma
(2018)

Netherlands RCT

Women with
a history of
GDM(6 to 48
months after
delivery) and
BMI≥25
kg/m

29 30

·Diabetes prevention program
(behavioural lifestyle intervention)
·A lifestyle counsellor with dietetics
qualifications conducted counselling
sessions: 1 hour*2 times (face to
face)
·A lifestyle counsellor contacted
participants to discuss their progress
and encouraged reaching the goals
set earlier: 5 times (telephone)
·Encourage and inform women about
healthy lifestyles and diabetes
prevention
: 5 times (SMS), 4 times (post card)

No intervention
(individualized
physical activity
and diet advice
after the
follow-up
measurement)

1)Barriers for physical
activity (11 items) and diet
(9 items)
2)Social support for physical
activity (5 items) and diet
(4 items)
3)Self efficacy for physical
activity (9 items) and diet
(8 items)
1-3): Self-administrated
questionnaire

·Pretest and
post-test
(6months later)

[3] Draffin
(2017)

United
Kingdom
(multi-
center)

RCT
Pregnant
women with
GDM

75 67

·A 46 min educational DVD
(individual)
·Giving informations about
gestational diabetes and advice on
GDM management
·Encouraging positive health
behaviors and promoting positive
feelings

Usual care only

1) Anxiety: STAI
2) Glycemic control: PC 1hr
3) Prenatal stress: PDQ
4) Emotional adjustment to
diabetes: ADS
5) Self-efficacy: DES
6) Knowledge of GDM
: short questionnaire
7) Risk perception: RPS-DD

·Pretest and
post-test
(2weeks after
intervention/
6–8 weeks
post-delivery)

[4] Zaheri
(2017)

Iran
(two
health
centers)

RCT

Pregnant
women with
GDM, stress
score >15

40 40

·Cognitive-behavioral stress
management training (CBT)
·A combination of relaxation and
cognitive-behavioral techniques
: 2 hours*6 times (group)
·3 weeks

No intervention
1) Depression, Anxiety and
Stress: DASS-42

2) Glycemic control: FPG

·Pretest and
post-test
(2weeks after
the last
session)

<Table 1> Characteristics of Selected Studies (N=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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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First
author
(year)

Country Study
design Population

Sample
size (n= ) Intervention Measurements

Exp Con
Exp

(Contents, Sessions, Methods)
Con Dependent variables

(Measurement)
Measurement

time

[5]
Bastani
(2016)

Iran RCT
Pregnant
women
with GDM

28 29

·Nurse-provided acupressure
·Acupressure at the true point on
dorsal part of the forearms
: 3 min*3 times*2 (individual)
·2 days

Acupressure at
the false point on
dorsal part of the
forearms
(individual)
·3min*3times*2
·2 days

1)Maternal anxiety: MAQ
2)Severity of anxiety: VASA

·Pretest and
post-test

[6]
O'Reilly
(2016)

Australia
(multi-
center)

RCT

Women
with a
history of
GDM
within their
first
postnatal
year

206 228

·Diabetes Prevention Program
(MAGDA-DPP)
·DPP overview, T2DM risk
assessment, goal setting with
participant: 1 time (face to face)
·Understanding diabetes and
diabetes risk factors, knowledge
and skill, review of personalised
goals and group longer-term goal
setting: 5 times (group)
·Review of progress and
longer-term goal setting
: 2 times (telephone)

Usual care

1)Diabetes risk: weight,
waist circumference, FPG
2)Lifestyle modification goals
: fat, saturated fat, fibre intake,
physical activity, reduction in
body weight
3)Depressive symptoms: PHQ-9
4)Cardiovascular disease risk
factors: OGTT (PC2hr), SBP,
DBP, T.chol, TG, LDL, HDL

·Pretest and
post-test
(3months/12
months after
intervention)

[7]
O'Dea
(2015)

Ireland
Mixed
methods
RCT

Women
with a
history of
GDM in the
past 1–3
years and
abnormal
glucose
tolerance

16 20

·MyAction Lifestyle Intervention
Program
·Program includes an initial
individualised assessment,
one-hour group exercise, group
education seminar, one-to-one
motivational interview and
individual goal setting with a
specialist nurse, physiotherapist,
or dietician
·2.5 hour*12 times (face to face
& group)
·12 weeks

Standard care
(educational
pamphlets&
routine follow-up)

1)Glucose function: FPG, PC2hr, IR
2)Lipid profile: TG, HDL, LDL,
T.chol
3)Weight and waist circumference:
weight , BMI, waist circumference
4)Physical activity and diet: total
exercise per week, estimated MET
max. mediterranean diet score
5)Mood (positive mental health,
psychological distress, depression,
anxiety, stress): SF-36, DASS-21
6)Cognition (perceived social
support, motivation to change,
exercise self-efficacy, diet
self-efficacy)
7)Wellbeing (general health, quality
of life): SLAN

·Pretest and
post-test
·one-year
follow-up

<Table 1> Characteristics of Selected Studies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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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First
author
(year)

Country
Study
design

Population

Sample size
(n= )

Intervention Measurements

Exp Con
Exp

(Contents, Sessions, Methods)
Con

Dependent variables
(Measurement)

Measurement
time

[8]
Ghaderi
(2019)

Iran NRCT

Pregnant
women with
GDM(IUP
22-32wks)

44 43

·Smartphone-based education
·GDM informations, GDM management
method, postpartum management method,
type 2 diabetes mellitus prevention.
·Monitored the number of log-ins and the
duration of using the application.

Usual care(routine
education only)

Type 2 diabetes risk
perception: RPS-DD

·Pretest and
post-test (6wks
after the
intervention)

[9]
Kim
(2019)

Korea NRCT

Pregnant
women with
GDM(IUP
24-28wks)

22 22

·Web-based program+one session of
nutrition
·The experimental group filled out an
on-line health diary once a week, logging
daily FBS and number of steps taken;
Researcher reviewed the participants’
dietary and exercise habits once a week
for 20-30 min per session and conducted
web-based individual education.
·20-30 min*12 times every week

One session of
nutrition

1)Self-care: Gu(1996)'s
Self-care behaviors
2)Anxiety: STAI
3)Depression: SDS
4)Glycemic control:
HbA1C, Glycated albumin,
FPG, PC1hr

·Pretest and
post-test
(after the
12weeks
intervention)

[10]
Mohebbi
(2019)

Iran
(multi-
center)

NRCT
Pregnant
women with
GDM

55 55

·Self-management education and a
routine GDM education program
·Basic information regarding GDM facts,
figures and self-management based on
HBM constructs
: 35–40 min*4 times (group)

Only the routine
clinic-based
education program

1)Perceived susceptibility,
Severity, Barriers, Benefits,
Self-efficacy, Cues to
action
2)Self-management
1-2 tool) 28 items in HBM
3)Blood glucose: HbA1c

·Pretest and
post-test
(3months and
6months after
intervention)

[11]
Jeon
(2018)

Korea NRCT

Postpartum
women with
GDM

30 32

·Postnatal Care Program
·Outline and management method of
postpartum GDM
: 20 min*1 time (booklet and video)
·Practice of postpartum GDM Management
: 5 min*3 times (telephone)

Provide video after
the follow-up
measurement

·Self-efficacy:
Paek(1997)'s Self-Efficacy
tool
·Self-management:
Kim(2011)'s
Self-Management tool
·Glycemic control: 75g
OGTT

·Pretest and
post-test(12
weeks post
-delivery)

<Table 1> Characteristics of Selected Studies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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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First

author

(year)

Country
Study

design
Population

Sample

size (n= )
Intervention Measurements

Exp Con
Exp

(Contents, Sessions, Methods)
Con

Dependent variables

(Measurement)

Measurement

time

[12]
Ko
(2014)

Korea NRCT

Pregnant
women with
GDM
(IUP 24wks)

34 34

·Coaching Program on Comprehensive Lifestyle Modification
·Education about GDMmanagement: 30 min*4 times (group)
·Small group coaching consisted of four steps based on
GROWmodel (setting a goal, identifying the reality,
identifying obstacles and searching for alternatives, and
confirming the will to practice)
: 30-60 min*4 times (small group)
·1:1 individual coaching: 20 min*4 times (telephone)
·4 weeks

Usual care
(Provide
diabetes
education
after the
follow-up
measurement)

1)Knowledge of GDM
2)Self-care behavior
3)Depression
1-3tool) Questionnaires
4)Glycemic control
: FPG, HbA1c

·Pretest and
post-test
·FPG, HbA1c
(12wks after
pretest)

[13]
Baek
(2013)

Korea NRCT

Pregnant
women with
GDM (IUP
24-28wks)

19 18

·Case Management Program
·National standards for diabetes self-management education
and Bandura's self-efficacy resources of performance
accomplishment, vicarious experience, verbal persuasion, and
emotional arousal (1 face-to-face interview & 5 telephone)
·2 weeks

Usual care
(one
individual
education
only)

1)Self efficacy
:Self-care behaviors
(1994)
2)Depression
:BDI (1974)
3)Anxiety: BAI (1988)

·Pretest and
post-test

[14]
Kim
(2013)

Korea NRCT

Pregnant
women with
GDM(IUP
24-30wks)

28 27

·Integrated Self-Management Program
·Introduction of GDM, emotional support, taekyo, checking
self-management, abdominal breathing, care & prevention of
diabetes in the postpartum period
: 1 hour*3 times (small group & booklet)
·Checking self-management, abdominal breathing, SMBG
: 10-15 min*2 times (telephone&booklet)
·5 weeks

Usual care
(Provide
booklet)

1)Self-management:
Self-management
tool(1996)
2)Glycemic control:
:PC2hr, HbA1c
3)Maternal identity:
Maternal identity
tool(1996)

·Pretest and
post-test

<Table 1> Characteristics of Selected Studies (continued)

1) ADS: Appraisal of diabetes scale 2) BAI: Beck anxiety inventory 3) BDI: Beck depression inventory 4) BMI: Body mass index 5) DASS-42: Depression anxiety stress scale (42 items)

6)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7) DES: Diabetes empowerment scale 8) DVD: Digital video disc 9) FPG: Fasting plasma glucose 10) GDM: Gestational diabete mellitus

11) HbA1c: Hemoglobin A1c 12) HBM: Health belief model 13) HDL: High density lipoprotein 14) IR: Insulin resistance 15) IUP: Intra uterine pregnancy 16) LDL: Low density lipoprotein

17) MAQ: Maternal anxiety questionnaire 18) METmax: Maximal metabolic equivalent 19) NRCT: Non-randomized controlled trial 20) OGTT: Oral glucose tolerance test

21) PAI: Prenatal Attachment Inventory 22) PC 2hr: 2hr postprandial glucose 23) PDQ: Prenatal distress questionnaire 24) PHQ-9: Patient health questionnaire (9 items)

25) RCT: Randomized controlled trial 26) RPS-DD: Risk perception survey for developing diabetes 27) SBP: Systolic blood pressure 28) SDS: Self-rating depression scale

29) SF-36: Short-form health survey (36 items) 30) SLAN: Irish Survey of Lifestyle, Attitudes, and Nutrition 31) SMS: Short Message Service 32) STAI: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33) T.chol: Total cholesterol 34) T2DM: Type 2 diabetes mellitus 35) TG: Triglycerides 36) VASA: Visual analogue scale for the severity of anx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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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헌의 질 평가 결과

문헌의 질 평가 결과, 무작위 대조군 실험연구 7편 중 5편(71.4%)[1-4,6]은

무작위 배정이 잘 이루어졌고, 2편(28.6%)[5,7]은 무작위 배정이 되었다고

언급되어 있으나, 그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배정 순서 은폐를 보고한

연구는 4편(57.1%)[2,4,6,7]으로 전반적으로 선택 비뚤림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연구의 참여자와 연구자에 대한 눈가림이 잘 이루어져 있는

연구는 2편(28.6%)[5,6]으로 5편(71.4%)[1-4,7]의 연구에서 눈가림이 이루어

지지 않았거나 확인이 불가하였다. 결과 평가자에 대한 눈가림이 잘 이루어져

있는 연구는 2편(28.6%)[4,6]뿐으로 전반적으로 결과 확인 비뚤림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되었다. 1편(14.3%)[7]에서 응답률이 72%로 낮은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6편(85.6%)[1-6]에서 탈락 비뚤림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선택적

결과를 보고한 연구는 1편(14.3%)[6]이고, 나머지 6편(85.6%)[1-5,7]은 사전에

계획된 대로 보고 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으며, 타당도를 위협하는 다른

잠재적 비뚤림도 확인이 어려워 평가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선택된 문헌은 전반적으로 비뚤림 위험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Figure 2>.

비무작위 연구 7편 중 6편(85.6%)[8-9,11-14]은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이

확보되었고, 7편 모두 전향적 연구이며, 3편(42.9%)[8-9,11]에서 학습 효과에

대한 교란 변수를 보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추적관찰 기간을 보고하여 선택

비뚤림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의무기록 등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확인하고 2회 이상 측정을 모두 만족하는 4편(57.1%)[9-10,12,14]의

연구에서 (중재)노출 측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실행 비뚤림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평가자의 눈가림 영역에서 평가자의 눈가림이 잘 이루어진

연구는 1편(14.3%)[10]이고, 결과평가 영역에서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된

도구를 사용하여 결과 평가가 이루어진 연구는 6편(85.6%)[8-10,12-14]으로

평가되었다. 불완전한 결과 자료를 제시하였는지 확인이 어려운 연구가

2편(28.6%)[9-10]으로 전반적으로 탈락 비뚤림 가능성이 낮았다. 임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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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Fiskin(2018) + ? - ? + ? ?

Jesma(2018) + + ? ? + ? ?

Draffin(2017) + ? ? - + ? ?

Zaheri(2017) + + ? + + ? ?

Bastani(2016) ? ? + ? + ? ?

O·Reilly(2016) + + + + + - ?

O' Dea(2015) ? + ? ? - ? ?

(+)=Low; (-)=High; (?)=Unclear.

1. Random sequence generation(selection bias)

2. Allocation concealment(selection bias)

3. Blinding of participants and personnel(perfomance bias)

4. Blinding of the outcome assessment(detection bias),

5. Incomplete outcome data(attrition bias)

6. Selective reporting(reporting bias)

7. Other bias

당뇨병 연구에서 주로 보고할 것으로 예상되는 당화혈색소, 공복혈당, 식후

혈당 등의 결과 변수를 보고한 연구가 1편(14.3%)[9], 선택적 결과 보고 여부

확인이 어려운 연구는 6편(85.6%)[8,10-14]으로 보고 비뚤림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되었다<Figure 3>

< Figure 2 > Risk of bias graph for randomized controlled studies ( n=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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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Ghaderi(2019) + + + - ? + + ?

Kim(2019) + + + + - + ? +

Mohebbi(2019) ? + - + + + ? ?

Jeon(2018) + + + - - - + ?

Ko(2014) + + ? + - + + ?

Baek(2013) + + ? - - + + ?

Kim(2013) + + ? + - + + ?
(+)=Low; (-)=High; (?)=Unclear

1. Comparison possibility of participants

2. Selection of participants

3. Confounding variables

4. Intervention measurement

5. Blinding of the outcome assessments

6. Outcome evaluation

7. Incomplete outcome data

8. Selective outcome reporting

< Figure 3 > Risk of bias graph for non-randomized controlled studies ( n=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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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성 당뇨병 여성의 심리사회적 지지 중재의 내용

임신성 당뇨병을 진단 받은 임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 10편 중 생활 습

관(식이습관, 운동습관, 스트레스 관리, 혈당 자가 모니터링)변화를 촉진시키는

프로그램 연구가 7편(70.0%)[3,8-10,12-14]으로 주를 이루었고, 그 밖에

횡격막 호흡 운동을 통한 심리적 지지 중재 연구[1], 인지행동요법 (cognitive

behavioral stress management: CBT)을 적용한 스트레스 중재 연구[4],

지압을 통한 불안 감소 중재 연구[5]가 각각 1편(10.0%)씩 있었다<Table 1>.

임신성 당뇨병 과거력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 4편은 당뇨예방

프로그램으로 체질량 지수가 25kg/m2 이상이고 임신성 당뇨병 병력이 있는

여성을 위한 생활습관 중재[2], 최근 1년 이내 임신성 당뇨병을 진단 받은

여성을 위한 생활습관 중재[6], 임신성 당뇨병의 과거력이 있고 당뇨병

전단계로 진단받은 여성을 위한 생활습관 중재[7], 임신성 당뇨병을 진단받은

후 출산을 한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산후관리프로그램[11] 등으로 확인

되었다<Table 1>.

선택된 문헌 14편을 대상으로 중재 수준을 분석한 결과, 개인 중재가 13편

(92.9%)[1-3,5-14], 5-15명 규모의 그룹 중재가 6편(42.9%)[4,6-7,10,12,14]으로

나타났다. 중재 방법으로는 전화 중재 6편(42.9%)[2,6,11-14], 면대면(face to

face)중재가 6편(42.9%)[1-2,5-7,13], 소책자를 사용한 중재 3편(21.4%)

[1,11,14], 비디오 중재가 2편(14.3%)[3,11], 스마트폰 기반 중재 1편(7.1%)[8],

웹기반 중재 1편(7.1%)[9], 문자 및 엽서 발송을 통한 중재 1편(7.1%)[2]으로

나타났다. 2개 이상의 방법으로 중재를 실시한 문헌은 9편(64.3%)[1-2,6-7,

10-14]으로 확인되었다<Table 1>.

중재 빈도는 1-10회인 경우가 7편(50.0%)[3-4,6,10-11,13-14]으로 가장

많았고, 10-20회 6편(42.9%)[2,5,7-9,12], 20회 이상이 1편(7.1%)[1]으로

확인되었다. 중재 시간은 2-4시간이 4편(28.6%)[1-2,10,14]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분∼2시간으로 중재를 제공한 문헌이 3편(21.4%)[3,5,11], 4-10시간이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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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9,12], 10시간 이상이 2편(14.3%)[4,7]이고, 중재 시간을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은 문헌은 3편(21.4%)[6,8,13]으로 확인되었다<Table 1>.

중재 내용은 중재의 목적에 따라 4개의 범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선택된 문헌들에서 실시된 중재의 목적은 자가 관리를 위한 동기 부여, 이완,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등으로 나눌 수 있었다. 이 중 정보적 지지가

12편(85.7%)[2-4,6-14]으로 가장 많았고, 자가관리를 위한 동기부여는 11편

(78.6%)[2-4,6-7,9-14], 이완 4편(28.6%)[1,5,12,14], 정서적 지지 4편(28.6%)

[3,12-14] 순으로 확인되었다.

중재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해보면 정보적 지지를 목적으로 제공된 중재

12편 중 식이습관 관리가 8편[2-3,6-9,12,14]으로 가장 많았으며, 임신성

당뇨병 관련 정보제공 6편[3,8,10,12-14], 제 2형 당뇨병 예방 6편

[3,6,8,11-12,14], 스트레스 관리 5편 [4,6,8,11,14], 산후관리 5편[6,8,11-12,14],

운동습관 관리 3편[7-8,14], 혈당관리 3편[3,8,14], 체중관리 3편[3,8,14], 당뇨병

관련 정보제공 3편[6,8,11], 인슐린 요법 2편[3,8], 교육용 앱 사용 방법 설명

2편[8-9], 수면관리 1편[6] 순으로 나타났다. 자가 관리를 위한 동기 부여를

목적으로 제공된 중재 11편 중 건강행동 실천 강화가 10편[2-3,6-7,9-14]으로

가장 많았으며, 임신성 당뇨병 자가관리를 위한 목표 설정 7편

[2,6-7,9-10,12-13], 혈당 모니터링 5편[9-10,12-14], 식이습관 모니터링 4편

[9-10,12,14], 운동습관 모니터링 4편[9-10,12,14], 체중관리 모니터링 1편[9],

임신성 당뇨병 여성의 산후관리 모니터링 1편[11], 스트레스 관리 모니터링

1편[14] 순으로 나타났다. 이완을 목적으로 제공된 중재 4편은 호흡 운동이

3편[1,12,14]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밖에 지압요법 1편[5], 요가 운동 1편[12],

태교 1편[14] 등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지지를 목적으로 실시되는 4편의

중재는 소그룹 모임에서 의견 교환 및 지지를 이용한 3편[1,12,14] 외에

긍정적인 감정 증진[3], 자가관리 실천 의지를 표현하도록 격려[12] 또는 감정

표현을 하도록 격려[13]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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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of
intervention Contents

Randomized Controlled Trial Non-Randomized Controlled Trial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Fiskin
(2018)

*Jelsma
(2018)

Draffin
(2017)

Zaheri
(2017)

Bastani
(2016)

*O'Reilly
(2016)

*O'Dea
(2015)

Ghaderi
(2019)

Kim
(2019)

*Mohebbi
(2019)

*Jeon
(2018)

*Ko
(2014)

*Baek
(2013)

*Kim
(2013)

Encouraging
motivation

Set a goal for management v v v v v v v

Checking diet management v v v v

Checking exercise management v v v v

Checking glucose monitoring v v v v v

Checking weight management v

Checking postpartum GDM management v

Checking stress management v

Enhancing positive health behaviours v v v v v v v v v v

Relaxation

Practice breathing v v v

Taekyo v

Practice yoga v

Nurse-provided acupressure to reduce anxiety v

Emotional
support

Sharing opinions and support each other (small
group) v v

Encouragement expressing willingness to self
manage v

Encouragement expressing emotions v

Promoting positive feelings towards outcomes for
woman and her baby v

Informational
support

Give information about gestational diabetes v v v v v v

Give information about diabetes v v v

Diet management v v v v v v v v

Exercise management v v v

Stress management v v v v v

Blood sugar management v v v

Weight management v v v

Good sleep hygiene v

Insulin therapy v v

Postpartum period management (diet, exercise, stress,
weight management after delivery, breast feeding) v v v v v

Prevention of type 2 diabetes v v v v v v

Explain how to use educational application v v

<Table 2> Contents of interventions  

1) * : 2개 이상의 중재 방법으로 중재를 실시한 연구 {예시: Jelsma(2018)의 연구 중재방법: face to face, telephone, short message service(SMS), post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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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성 당뇨병 여성의 심리사회적 지지 중재의 유효성

임신성 당뇨병 여성의 심리사회적 지지 중재의 유효성은 문헌에서 시행된 중

재의 결과를 1)행위적 변수, 2)심리사회적 변수, 3)생리적 변수로 범주화하여

평가하였다.

1) 행위적 변수

행위적 변수는 자가관리 행동 변화[9-12,14], 건강한 식이습관 실천[6-7], 건

강한 신체활동 실천[6-7] 등을 결과 변수로 보고 있었다.

심리사회적 중재 후 행위적 변수의 변화는 14편 중 7편의 문헌에서 보고하고

있었고, 자가관리 행동 변화를 변수로 다룬 5편[9-12,14]의 연구 중 4편의 연

구[9-10,12,14]에서 자가관리 행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건강

한 식이습관 실천과 건강한 신체활동 실천을 2차 결과로 제시한 2편의 연구

[6-7]에서는 결과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변화하지 않았다<Table 3>.

2) 심리사회적 변수

심리사회적 변수는 우울[1,4,6-7,9,12-13], 불안[1,3-5,7,9,13], 자기 효능감

[2-3,7,10-11,13], 스트레스[1,3-4,7], 사회적 지지[2,7], 제2형 당뇨병 위험 인식

[3,8], 태아 애착[1], 건강 행동의 방해 요인[2], 심리적 고통[7], 긍정적 정신건

강[7], 변화 동기[7], 건강 관련 삶의 질[7], 행동계기[10], 인지된 감수성[10],

인지된 심각성[10], 인지된 유익성[10], 인지된 장애성[10], 모성정체성[14] 등을

결과 변수로 보고 있었다.

심리사회적 중재 후 심리사회적 변수의 변화는 모든 문헌에서 보고하고 있

었고, 우울, 불안, 자기 효능감, 스트레스 등이 주요 변수로 보고되었다. 우울

을 변수로 다룬 7편[1,4,6-7,9,12-13]의 연구 중 4편[1,4,12-13]에서 우울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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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였고, 3편의 연구[6-7,9]에서는 우울의 변화가 없

었다. 불안을 변수로 다룬 7편[1,3-5,7,9,13]의 연구 중 5편[1,4-5,9,13]에서 불안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였고, 2편의 연구[3,7]에서는 불안의 변화가

없었다. 자기효능감을 변수로 다룬 6편의 연구[2-3,7,10-11,13]중 4편

[2,10-11,13]에서 중재 후 자기효능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고, 1

편[7]은 식이습관 자기효능감은 증가하였으나 운동습관 자기효능감은 변화가

없었으며, 1편[3]은 자기효능감의 변화가 없었다. 스트레스를 변수로 다룬 4편

[1,3,4,7]의 연구 중 3편[1,4,7]에서는 스트레스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

하였고, 1편[3]의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변화가 없었다<Table 3>.

3) 생리적 변수

생리적 변수는 공복 혈당[4,6-7,9,12], 당화혈색소[9-10,12,14], 식후 2시간 혈

당[6-7,14], 식후 1시간 혈당[3,9], 중성지방[6-7], 저밀도 지방단백질[6-7], 고밀

도 지방단백질[6-7], 총 콜레스테롤[6-7], 출산 후 체중[6-7], 출산 후 허리둘

레[6-7], 수축기 혈압[6], 이완기 혈압[6], 체중 감소[6], 출산 후 체질량 지수

[7], 인슐린 저항성[7], 당화알부민[9], 75g 경구당부하검사[11] 등을 결과 변수

로 보고 있었다.

심리사회적 중재 후 생리적 변수의 변화는 10편의 문헌에서 보고하고 있었

고, 공복혈당, 당화혈색소, 식후 2시간 혈당 등이 주요 변수로 보고되었다. 공

복혈당을 변수로 다룬 5편의 연구[4,6-7,9,12] 중 3편의 연구[4,6,12]에서 중재

후 공복혈당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였고, 2편의 연구[7,9]에서는 공

복혈당의 변화가 없었다. 당화혈색소를 변수로 다룬 4편[9-10,12,14] 중 3편의

연구[9-10,12]에서 당화혈색소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였고, 1편의 연

구[14]에서는 당화혈색소의 변화가 없었다. 식후 2시간 혈당을 변수로 다룬 3

편의 연구[6-7,14] 중 2편의 연구[7,14]에서 식후 2시간 혈당이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게 감소하였고, 1편의 연구[6]에서는 변화가 없었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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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Author
(year) Behavioral variable Psychosocial variables Physiological variable

[1] Fiskin
(2018) Prenatal attachment↑*, Depression↓*, Anxiety↓*, Stress↓*

[2] Jelsma
(2018)

Barriers for physical activity and diet ↓*
Social support for physical activity and diet ↑*
Self- efficacy for physical activity and diet ↑*

[3] Draffin
(2017)

1°: Anxiety(-)
2°: Prenatal stress(-), Self-efficacy(-),
Knowledge of GDM(-), Risk perception(-)

1°: Postprandial breakfast glucose↓*

[4] Zaheri
(2017) 1°: Psychological stress (Depression, Anxiety, Stress)↓* 2°: FPG↓*

[5] Bastani
(2016) Maternal anxiety↓*, Severity of anxiety↓*

[6] O'Reilly
(2016)

2°: Lifestyle modification goals(-) 2°: Depressive symptoms(-)

1°: <3months> Weight↓*, Waist circumference↓*, FPG↓*
<12 months> Weight(-), Waist circumference↓* FPG↓*

2°: Reduction in body weight, Cardiovascular disease risk factors
{HDL↓*,LDL↓*,T.col↓*,TG(-), PC2hr(-), SBP(-), DBP(-)}

[7] O'Dea
(2015)

2°: Physical activity and diet(-)

2°: Mood {Positive mental health(-), psychological distress(-),
Depression(-), anxiety(-), stress↓*}, Cognition {Perceived social support(-),
Motivation to change(-), Exercise self-efficacy(-), diet self-efficacy↑*},
Wellbeing {Quality of life↑*}

1°: FPG(-)
2°: PC2hr↓*, IR(-), Lipid profile {HDL(-), LDL(-),TG(-),T.chol(-)}, Weight(-),
BMI(-), Waist circumference(-),

[8] Ghaderi
(2019)

1°: Risk perception of type II diabetes ↑*
2°: Risk perception of type II diabetes ↑*

[9] Kim
(2019)

Self-care behaviors
(regular daily blood glucose test)↑* Anxiety↓*, Depression(-) HbA1C↓*, Glycated albumin(-), FPG(-), PC1hr(-)

[10] Mohebbi(2019)
<3months> Self-management↑*
<6months> Self-management↑*

<3months> Perceived Severity↑*,
<6months> Perceived susceptibility↑*, Severity↑*, Benefits↑*,
Barriers↓*, Self-efficacy↑*, Cues to action↑*

<6months> HbA1c↓*

[11] Jeon
(2018) Self-management(-) Self-efficacy↑* 75g OGTT(-)

[12] Ko
(2014) Self-care behavior↑* Depression↓*

FPG↓*,
HbA1C↓*

[13] Baek
(2013) Self-efficacy↑*, Depression↓*, Anxiety ↓*

[14] Kim
(2013) Self-management ↑* Maternal identity↑* PC2hr↓*, HbA1c(-)

<Table 3> Outcomes of Interventions (N=14)

1) BMI: Body mass index 2)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3) FPG: Fasting plasma glucose 4) GDM: Gestational diabete mellitus 5) HbA1c: Hemoglobin A1c 6) HDL: High density lipoprotein

7) IR: Insulin resistance 8) LDL: Low density lipoprotein 9) OGTT: Oral glucose tolerance test 10) PC 1hr: 1hr postprandial glucose 11) PC 2hr: 2hr postprandial glucose

12) SBP: Systolic blood pressure 13) T.chol: Total cholesterol 14) TG: Triglycer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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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본 연구는 임신성 당뇨병을 경험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심리사회적 중재의

내용 및 영향을 분석하고 유효성을 평가하고자 수행되었다. 검색 과정에서

1,801의 문헌에서 중복 문헌을 제거한 후 문헌 선택의 기준에 따라 문헌 선정

을 실시하였고, 최종적으로 14편의 연구가 선택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임신

성 당뇨병을 경험한 여성을 위한 심리사회적 지지 중재 연구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선택된 14편의 문헌 중 2015년 이후에 출판된 문헌은 11편

(78.6%)으로 임신성 당뇨병 여성을 위한 심리사회적 지지 중재 연구의 필요성

을 인식하고 최근에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주로 한국(35.7%)과 이란(28.6%)에서 연구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임신성 당뇨병 관리에서 사회 문화적 요인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Youssef

Wazqar, 2012), 다양한 국가에서 사회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심리사회적 지지

중재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선택된 14개의 문헌 중 연

구대상자 수가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논문이 9편(64.3%)으로 가장 많았고,

연구 설계는 무작위 대조군 실험연구가 7편(50.0%), 유사실험 연구 전후설계

가 7편(50.0%)으로 확인되었으나 다기관에서 중재가 이루어진 연구는 4편 뿐

이었다. 심리사회적 지지 중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 앞으로 잘 설계된

무작위 대조군 실험연구를 실시하고,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다기관, 다국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문헌의 질 평가 결과, 무작위 대조군 실험연구 7편은 선택 비뚤림과 탈락

비뚤림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고, 실행 비뚤림, 결과 확인 비

뚤림, 보고 비뚤림 영역에서는 전반적으로 비뚤림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

되었다. 비무작위 연구 7편은 선택 비뚤림, 실행 비뚤림, 탈락 비뚤림은 전반

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고, 평가자의 눈가림이 부적절 하거나 평가자의

눈가림이 확인이 되지 않아 확인 비뚤림이 가능성이 있었고, 선택적 결

과 보고 여부 확인이 어려운 6편의 연구에서 보고 비뚤림 가능성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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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되었다. 향후 중재 개발 연구에서는 연구의 참여자와 연구자, 평가자에

대한 눈가림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행 비뚤림과 결과 확인 비뚤림 위험이

높지 않도록 하고, 보고 비뚤림의 위험을 확인하여 잘 설계된 연구를 진행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임신성 당뇨병을 진단 받은 임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가 10편(71.4%)으

로 주를 이루었고, 이 중 7편은 임신성 당뇨병 임부의 생활습관(식이습관, 운

동습관, 스트레스 관리, 혈당 자가 모니터링)변화를 촉진시키는 프로그램 적용

연구였다. 임신성 당뇨병 과거력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 4편은

체질량 지수가 25kg/m2 이상이고 임신성 당뇨병 병력이 있는 여성을 위한 생

활습관 중재, 최근 1년 이내 임신성 당뇨병을 진단 받은 여성을 위한 생활습

관 중재, 임신성 당뇨병의 과거력이 있고 당뇨병 전단계로 진단받은 여성을

위한 생활습관 중재, 임신성 당뇨병을 진단받은 후 출산을 한 여성을 위한 산

후 관리 프로그램으로 주로 2형 당뇨병 발생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실시되었

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대부분의 연구가 임신성 당뇨병을 경험한 여성의 생활

습관을 변화시키는 것을 초점으로 하고 있었다. 임신성 당뇨병을 진단받은 임

부는 정상 혈당을 유지하고 있는 임부보다 제 2형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7 배

더 높기 때문에(Bellamy, 2009), 임신성 당뇨병을 진단받은 임부에게 임신기간

동안 생활습관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중재를 제공할 뿐 아니라 산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제 2형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임신성 당뇨병과 제 2형 당뇨병의 유병률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

하고 있는 추세이고(International Diabetes Federation; IDF, 2015), 건강과 경

제적 복지에 대한 국가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Cefalu, 2014), 심리사회적 지

지 중재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임신성 당뇨병을 경험한 여성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중재 수준을 분석한 결과, 개인 중재가 13편(92.9%), 5-15명 규모의 그룹 중

재가 6편(42.9%)이고, 개인 중재와 그룹 중재가 함께 이루어진 연구가 5편

(35.7%)으로 확인되었다. 중재 방법으로는 전화 중재(42.9%)와 면대면 중재



27

(42.9%)가 주를 이루었고, 2개 이상의 방법으로 중재를 실시한 문헌이 9편

(64.3%)으로 확인되었다. 일대일 코칭은 개인의 요구와 수준에 맞는 조언을

받을 수 있어 효과적으로 지식 습득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Armstrong,

2013), 소그룹 모임과 전화 상담은 대상자에게 자가관리에 대한 동기 부여와

자가관리를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Kim, 2003), 이를 활용하여 동기

부여를 하고 필요에 따라 다양한 중재들이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소그룹 모임은 10명 이상일 경우 개인의 학습요구를 충족시키

기 어려워 5-10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며(Park, 2010), 학습자를 자극

할 수 있어 환자의 이해도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동영상을 제공하거나

(Kim et al., 2013), 접근성, 경제성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 폰을 활

용한(Ghaderi, 2019) 정보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이 고려되며, 이완 및 정서적

지지를 할 수 있는 중재 방법을 추가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재 빈도는 주로 1-10회(7편, 50.0%), 10-20회(6편, 42.9%)였으며, 총 중재

소요시간은 2-4시간(4편, 28.6%) 또는 30분-2시간(3편, 21.4%)으로 제한적

이었다. 특히 건강행동 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제시한 4편의

연구[9,10,12,14]에서 중재 빈도는 4-12회, 중재 시간은 1회 20-60분, 총

2.3-7.3시간으로 확인되었다. 임신성 당뇨병 관리에서 건강행동 변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중재 제공이 중요하고, 적정 수준 이상의 시간이 요구

되므로 최소한 4회 이상, 1회에 20분 이상, 총 2.3시간 이상을 확보하여

중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고려하는 것이 건강행동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프로그램 중재 연구 시 중재 빈도나 중재 시간을

정확하게 보고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효과를 파악하고 향후 연구를 설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심리사회적 중재 프로그램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중재의 목적은 정보적

지지, 자가관리를 위한 동기부여가 주를 이루었고, 이완 및 정서적 지지는

일부에서만 활용되고 있었다. 교육의 수준이 낮고 건강에 대한 지식 수준이

낮아 임신성 당뇨병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면, 임신성 당뇨병에 대한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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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실천이 어려울 수 있고(Carolan, 2010), 지속적인 동기부여는 임신성

당뇨병 자가관리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Carolan, 2013). 따라서, 임신성

당뇨병에 대한 지식의 부족을 경험하는 대상자들에게 정보적 지지와 함께

여성의 동기 부여 강화 전략이 필요하나, 임신성 당뇨병 진단과 관련된

두려움, 태아의 건강에 대한 걱정, 제 2형 당뇨병 발생 가능성과 발병에 대한

두려움(Hjelm et al., 2008)을 고려할 때, 정서적 지지, 이완 등을 포함한

심리사회적 지지 중재가 더욱 적극적으로 요구된다.

선택된 중재의 내용은 1) 정보적 지지(식이습관 관리, 임신성 당뇨병 관련

정보제공, 제 2형 당뇨병 예방, 스트레스 관리, 산후관리, 운동습관 관리,

혈당관리, 체중관리, 당뇨병 관련 정보제공), 2) 자가관리를 위한 동기부여

(건강행동 실천 강화, 임신성 당뇨병 자가관리를 위한 목표 설정, 혈당

모니터링, 식이습관 모니터링, 운동습관 모니터링), 3) 이완(호흡 운동), 4)

정서적 지지(소그룹 모임에서 의견 교환 및 지지) 등이 주를 이루었다.

프로그램 설계 시 위와 같은 중재 내용을 고려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중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심리사회적 지지 중재가 영향을 미치는 행위적 변수로 자가관리 행동

변화를 주요 결과 변수로 보고 있었다. 임신성 당뇨병 자가관리는 식이, 운동,

스트레스 관리 및 자가혈당 모니터링 등을 스스로 판단하며 실천하는 것을

의미 하는데(Kim, 2013), 임신성 당뇨병 진단이 건강한 행동 변화의 동기로

작용하여, 생활 습관의 변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Kaptein, 2015) 간호사로서

지속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임신성 당뇨병

여성에게 배우자와 가족의 적극적인 역할은 자가관리를 촉진할 수 있으므로

(Carolan et al, 2012),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중재 연구들도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심리사회적 변수는 우울, 불안, 자기 효능감, 스트레스 등이 주요 변수로

보고되었다. 임신성 당뇨병 임부는 우울을 느끼는 정도가 정상 임부와

비교하여 3.78배 정도로 높고, 임신성 당뇨병 합병증 발생 가능성에 대한



29

부담감으로 우울과 불안이 더욱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고(Byrn & Penckofer,

2015), 불안 증상은 당뇨병 위험을 크게 증가시킨다(Hasan et al., 2013).

자기효능감은 원하는 결과를 얻는 데 필요한 행동을 잘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지각 또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으로(Bandura, 1977), 임신성

당뇨병에서 자가 관리를 수행하고 자기 통제를 하는데 중요한 결정 요인이고,

치료의 순응, 혈당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Bastani, 2010). 그러므로,

임신성 당뇨병 여성의 자가관리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자기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중재를 시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Neufeld, 2014). 임부의 높은

심리적 스트레스는 정서적인 변화, 어머니로서의 역할 수행, 태아 애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강수경, 2012), 임신성 당뇨병 임산부에게

심리사회적 지지 중재를 적용하여 임신성 당뇨병 진단과 건강행동 변화를

실천하면서 느끼는 우울, 불안,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전략이 요구된다.

생리적 변수 중에서도 공복혈당, 당화혈색소, 식후 2시간 혈당 등이 주요

변수로 보고되었다. 임신 중 혈당조절의 목표는 임신 전 당뇨병과 임신성

당뇨병 모두에서 공복혈당 95 mg/dL, 식후 1시간 혈당 140 mg/dL 또는 식후

2시간 혈당 120 mg/dL 미만으로 한다(ADA, 2018). 당화혈색소는 임신

1분기에는 6.0-6.5%미만, 임신 2-3분기에는 6.0%미만을 목표로 하되,

저혈당의 위험을 고려하여 개별적인 목표를 세워서 관리한다(Maresh et al.

2015). 임신성 당뇨병 임부가 105mg/dL 이상의 공복 고혈당이 지속되면 자궁

내 태아 사망, 거대아, 신생아 저혈당, 외상, 황달, 임부 고혈압, 자간전증,

제왕절개 분만, 유도 분만과 같은 중증 주산기 합병증 발생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KDA, 2005). 임신 중 식후 혈당은 거대아 발생의 신생아 결과

(neonatal outcomes)와 매우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Cunningham

et al., 2010), 공복혈당, 당화혈색소, 식후 2시간 혈당 등의 생리적 변수를

주요 결과 변수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임신성 당뇨병을

진단받은 여성의 경우 제 2형 당뇨병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35-60%에 이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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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CDC, 2011), 출산 6-12주 후 75g 경구당부하검사를 실시하여 당뇨병

전단계 또는 제 2형 당뇨병이 발병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검사 결과

정상으로 판정되었을 경우 매년 당뇨병 선별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ADA,

2018). 그러므로 산후여성을 대상으로 한 중재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생리적

결과 변수로 75g 경구당부하검사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임신성 당뇨병을 진단 받은 임부의 경우, 내과와 산과로 분리되어 관리됨에

따라 혼란스러움을 느낄 수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스트레스, 불안 등이

가중될 수 있다. 또한, 임신성 당뇨병 임부는 출산 후에도 제2형 당뇨병에

대한 위험성으로 인해 우울, 불안, 두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임신성

당뇨병을 경험한 여성들의 심리사회적, 행위적, 생리적 결과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내과에서 이루어지고

일회성 당뇨교육으로는 임신성 당뇨병 여성의 건강행동 변화가 어렵기

때문에, 내과와 산과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관리와 함께 심리사회적 지지

중재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임상 현장에서는 거대아,

저혈당증, 호흡곤란 증후군 등 태아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불안, 출산에

대한 두려움, 제 2형 당뇨병에 대한 위험성 인식으로 불안을 호소하는 임신성

당뇨병 여성을 위해 내과와 산과가 함께 협력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임신성 당뇨병 임산부를 관리하고 두 진료과 간의 협력을 촉진할

전문 간호사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출판된 문헌만을 선정하였기 때문에, 다른 언어로 출판된 문헌을 분석하지 못

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둘째, 선택된 문헌의 대부분이 한국과 이란에서 이루

어졌고, 주로 단일 기관에서 이루어졌으며, 질 평가 결과 실행 비뚤림, 결과

확인 비뚤림, 보고 비뚤림 영역이 높은 것이 확인되어 중재의 효과성을 일반

화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의의는 첫째, 임신성 당뇨병을 경험한 여성에 대한 심리사회적

중재의 내용과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임상현장에서 심리사회적인 부분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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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간호를 실천할 수 있고, 중재의 유효성을 평가하여 간호 현장에서 더욱 효

과적인 중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는 임신성 당뇨병 여성의 건강관리에 도움

이 될 수 있고, 제 2형 당뇨병 예방을 위한 건강행동을 실천하도록 하여 그들

에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지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둘째, 임신성

당뇨병 여성에게 심리사회적 지지 중재가 포함된 포괄적이고 다양한 연구가

진행될 것이라 기대한다. 이는 임신성 당뇨병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제2형 당

뇨병 예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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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임신성 당뇨병을 경험한 여성을 위한 심리사회적 지지 중재의 체

계적 문헌고찰 연구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선택된 문헌 14편 중 임신성 당뇨병을 진단 받은 임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가 10편으로 주를 이루었고, 이 중 7편은 임신성 당뇨병 임부의 생활습관

(식이습관, 운동습관, 스트레스 관리, 혈당 자가 모니터링)변화를 촉진시키는

프로그램 적용 연구였다. 또한, 임신성 당뇨병 과거력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 4편은 체질량 지수가 25kg/m2 이상이고 임신성 당뇨병 병력이

있는 여성을 위한 생활습관 중재, 최근 1년 이내 임신성 당뇨병을 진단 받은

여성을 위한 생활습관 중재, 임신성 당뇨병의 과거력이 있고 당뇨병 전단계로

진단받은 여성을 위한 생활습관 중재, 임신성 당뇨병을 진단받은 후 출산을

한 여성을 위한 산후 관리 프로그램으로 주로 2형 당뇨병 발생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대부분의 연구가 임신성 당뇨병을

경험한 여성의 생활습관을 변화시키는 것을 초점으로 하고 있었으나 정보적

지지, 자가관리를 위한 동기부여가 압도적이었고, 이완 및 정서적 지지는 극히

일부에서만 활용되고 있었다. 임신성 당뇨병 여성이 건강행동 변화 실천을 위

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자가관리 과정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중재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에, 임신성 당뇨병 여성

을 위한 중재 설계 시 정보적 지지 및 자가관리를 위한 동기부여를 강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할 뿐 아니라, 건강행동 변화 실천 과정에서 발생하는 우

울, 불안, 스트레스 등의 정서적 변화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이완 및 정서적 지

지를 포함하는 심리사회적 지지 중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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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성 당뇨병 중재 프로그램 내용으로 1) 정보적 지지(식이습관 관리,

임신성 당뇨병 관련 정보제공, 제 2형 당뇨병 예방, 스트레스 관리, 산후관리,

운동습관 관리, 혈당관리, 체중관리, 당뇨병 관련 정보제공), 2) 자가관리를

위한 동기부여(건강행동 실천 강화, 임신성 당뇨병 자가관리를 위한 목표

설정, 혈당 모니터링, 식이습관 모니터링, 운동습관 모니터링), 3) 이완(호흡

운동), 4) 정서적 지지(소그룹 모임에서 의견 교환 및 지지) 등을 고려하고

최종적으로는 건강행동 변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임신성 당뇨병

여성의 공복혈당, 당화혈색소, 식후 혈당 등의 결과변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임신성 당뇨병 임산부가 산과와 내분비과 진료를

받는 상황에서 통합적 관리와 교량 역할을 하는 전문간호사를 통해

심리사회적 지지 중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 및 복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제언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임신성 당뇨병 여성들이 지

속적인 건강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정보적 지지, 자가관리를 위한 동기부여

를 강화하고, 이완 및 정서적 지지를 포함한 심리사회적 지지 중재 개발이 필

요하다. 임신성 당뇨병을 경험한 여성을 대상으로 내과와 산부인과를 아우르

는 통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고, 심리사회적 지지가 포함된 중재를 임신

시기뿐만 아니라 출산 후에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제 2형 당뇨병을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문 간호사의 역

할이 강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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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심의 결과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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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bases No. Search term Results

Ovid-MEDLINE

1
"Diabetes, Gestational"[Mesh] OR gestational diabetes mellitus

[TIAB] OR GDM[TIAB]

210

2

"Psychosocial Support Systems"[Mesh] Psychosocial

Support[TIAB]OR Psychosocial Supporter[TIAB] OR

Psychosocial Supporters[TIAB] OR Psychosocial

Supportive[TIAB])

3

"Social Support"[Mesh]OR Social Support[TIAB]OR Social

Supports[TIAB] OR Social Supporter[TIAB]OR Social

Supporters[TIAB] OR Social Supportive[TIAB]

4

"Psychosocial Support Systems"[Mesh]OR Psychological

Support[TIAB]OR Psychological Supports[TIAB] OR

Psychological Supporter[TIAB]OR Psychological

Supporters[TIAB] OR Psychological Supportive[TIAB]

5

("Emotions"[Mesh]OR emotional[TIAB])OR("Stress,

Psychological" [Mesh] OR stress[TIAB]) OR ("Anxiety" [Mesh]

OR anxiety[TIAB]) OR("Depression"[Mesh]OR

depression[TIAB])

6

("Methods"[MeSH] OR Intervention[TIAB]) OR

("Education"[MeSH] OR Education[TIAB]OR Program [TIAB])

OR ("Disease Management"[Mesh] OR Management [TIAB])

7 1 AND (2 OR 3 OR 4 OR 5) AND 6

Cochrane

Library

1

MeSH descriptor: [Diabetes, Gestational] explode all trees OR

(gestational diabetes mellitus):ti,ab,kw OR (gestational

diabetes):ti,ab,kw OR (GDM):ti,ab,kw

229

2

MeSH descriptor: [Psychosocial Support Systems] explode all

trees OR (psychosocial support):ti,ab,kw OR MeSH descriptor:

[Social Support] explode all trees OR (social support):ti,ab,kw

OR (psychological support):ti,ab,kw OR (emotional

support):ti,ab,kw OR MeSH descriptor: [Emotions] explode all

trees OR MeSH descriptor: [Stress, Psychological] explode all

trees OR (stress):ti,ab,kw OR MeSH descriptor: [Anxiety]

explode all trees OR (Anxiety):ti,ab,kw OR MeSH descriptor:

[Depression] explode all trees OR (Depression):ti,ab,kw

3

MeSH descriptor: [Methods] explode all trees

OR (intervention):ti,ab,kw OR MeSH descriptor: [Education]

explode all trees OR (education):ti,ab,kw OR MeSH descriptor:

[Program] explode all trees OR (program):ti,ab,kw

OR MeSH descriptor: [Disease Management] explode all trees

OR (management):ti,ab,kw

4 1 AND 2 AND 3

부록 2. 문헌 검색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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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bases No. Search term Results

Ovid- EMBASE

1
'pregnancy diabetes mellitus'/exp OR 'pregnancy diabetes

mellitus':ab,ti

926

2

('psychosocial care'/exp OR 'psychosocial care':ab,ti) OR('social

support'/exp OR 'social support':ab,ti) OR('psychological

support'/exp OR 'psychological support':ab,ti) OR ('emotional

support'/exp OR 'emotional support':ab,ti) OR ('emotion'/exp

OR 'emotion':ab,ti) OR ('stress'/exp OR 'stress':ab,ti) OR

('mental stress'/exp OR 'mental stress':ab,ti) OR ('anxiety'/exp

OR 'anxiety':ab,ti) OR ('depression'/exp OR 'depression':ab,ti)

3

('intervention'/exp OR 'intervention':ab,ti)OR ('education'/exp

OR 'education':ab,ti) OR ('program'/exp OR 'program':ab,ti)

OR ('disease management'/exp OR 'disease management':ab,ti)

OR ('management'/exp OR 'management':ab,ti)

4 1 AND 2 AND 3

CINAHL

1

(TI diabetes, gestational OR AB diabetes, gestational OR SU

diabetes, gestational) OR (TI gestational diabetes mellitus OR

AB gestational diabetes mellitus OR SU gestational diabetes

mellitus) OR (TI gestational diabetes OR AB gestational

diabetes OR SU gestational diabetes) OR (TI diabetes mellitus

in pregnancy OR AB diabetes mellitus in pregnancy OR SU

diabetes mellitus in pregnancy) OR (TI GDM OR AB GDM OR

SU GDM)

2172

(TI psychosocial support systems OR AB psychosocial support

systems OR SU psychosocial support systems) OR (TI

psychosocial support OR AB psychosocial support OR SU

psychosocial support) OR (TI psycho-social support OR AB

psycho-social support OR SU psycho-social support) OR (TI

social support OR AB social support OR SU social support)

OR (TI psychological support OR AB psychological support OR

SU psychological support) OR (TI emotional support OR AB

emotional support OR SU emotional support) OR (TI emotions

OR AB emotions OR SU emotions) OR (TI stress,

psychological OR AB stress, psychological OR SU stress,

psychological) OR (TI stress OR AB stress OR SU stress) OR

(TI anxiety OR AB anxiety OR SU anxiety) OR(TI depression

OR AB depression OR SU depression)

3

(TI intervention OR AB intervention OR SU intervention) OR

(TI program OR AB program OR SU program) OR (TI

education OR AB education OR SU education)OR (TI disease

management OR AB disease management OR SU disease

management) OR (TI management OR AB management OR

SU management)

4 1 AND 2 AND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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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bases No. Search term Results

PsycINFO
1

((ti(diabetes, gestational) OR ab(diabetes, gestational) OR

su(diabetes, gestational)) OR (ti(gestational diabetes mellitus)

OR ab(gestational diabetes mellitus) OR su(gestational

diabetes mellitus)) OR (ti(GDM) OR ab(GDM) OR su(GDM)))

AND ((ti(Psychosocial Support Systems) OR ab(Psychosocial

Support Systems) OR su(Psychosocial Support Systems)) OR

(ti(Psychosocial support) OR ab(Psychosocial support) OR

su(psychosocial support)) OR (ti(social support) OR ab(social

support) OR su(social support)) OR (ti(psychological support)

OR ab(psychological support) OR su(psychological support))

OR (ti(emotional support) OR ab(emotional support) OR

su(emotional support)) OR (ti(emotions) OR ab(emotions) OR

su(emotions)) OR (ti(stress, psychological) OR ab(stress,

psychological) OR su(stress, psychological)) OR (ti(stress) OR

ab(stress) OR su(stress))OR (ti(anxiety) OR ab(anxiety) OR

su(anxiety)) OR (ti(depression) OR ab(depression) OR

su(depression))) AND ((ti(Intervention) OR ab(Intervention)

OR su(Intervention)) OR(ti(program) OR ab(program) OR

su(program)) OR(ti(education) OR ab(education) OR

su(education)) OR(ti(Disease Management) OR ab(Disease

Management) OR su(Disease Management))

OR(ti(Management) OR ab(Management) OR

su(Management)))

71

NDSL

국

문

검

색

1 임신성당뇨

3
2

심리사회적 지지 | 심리적 지지 | 사회적 지지 | 정서적 지지 |

스트레스 | 불안 | 우울

3 중재 | 교육 | 프로그램 | 관리

4 1 AND 2 AND 3

영

문

검

색

1 diabetes, gestational | gestational diabetes mellitus | GDM

48

2

psychosocial support systems | psychosocial support | social

support | psychological support | emotional support |

emotions | stress, psychological | stress | anxiety | depression

3
intervention | education | program | disease management |

management

4 1 AND 2 AND 3

KoreaMed

1
(diabetes, gestational[All]) OR (gestational diabetes mellitus

[All])OR (GDM[All])

0
2

(psychosocial support systems[All]) OR (psychosocial

support[All]) OR (social support[All]) OR (psychological

support[All]) OR (emotional support[All]) OR

(emotions[All])OR (stress, psychological[All]) OR (stress[All])

OR (Anxiety[All]) OR (depression[All])

3
(intervention[All]) OR (program[All]) OR (education[All]) OR

(disease management[All]) OR (management[All])

4 1 AND 2 AND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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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bases No. Search term Results

RISS

국

문

검

색

1 1.임신성당뇨

20
2

2.심리사회적 지지 | 심리적 지지 | 사회적 지지 | 정서적 지지 |

스트레스 | 불안 | 우울

3 3.중재 | 교육 | 프로그램 | 관리

4 1 AND 2 AND 3

영

문

검

색

1 diabetes, gestational | gestational diabetes mellitus | GDM

11

2

psychosocial support systems | psychosocial support | social

support | psychological support | emotional support | emotions

| stress, psychological | stress | anxiety | depression

3
intervention | education | program | disease management |

management

4 1 AND 2 AND 3

KISS

국

문

검

색

1

임신성당뇨 AND 심리사회적 지지 0건

임신성당뇨 AND 심리적 지지 0건

임신성당뇨 AND 사회적 지지 0건

임신성당뇨 AND 정서적 지지 0건

임신성당뇨 AND 스트레스 1건

임신성당뇨 AND 불안 1건

임신성당뇨 AND 우울 1건

3

영

문

검

색

2

diabetes, gestational AND psychosocial support systems 0건

diabetes, gestational AND psychosocial support 0건

diabetes, gestational AND social support 0건

diabetes, gestational AND psychological support 1건

diabetes, gestational AND emotional support 1건

diabetes, gestational AND emotions 2건

diabetes, gestational AND stress, psychological 1건

diabetes, gestational AND stress 28건

diabetes, gestational AND anxiety 1건

diabetes, gestational AND depression 4건

gestational diabetes mellitus AND psychosocial support

systems 0건

gestational diabetes mellitus AND psychosocial support 0건

gestational diabetes mellitus AND social support 0건

gestational diabetes mellitus AND psychological support 0건

gestational diabetes mellitus AND emotional support 1건

gestational diabetes mellitus AND emotions 2건

gestational diabetes mellitus AND stress, psychological 1건

gestational diabetes mellitus AND stress 16건

gestational diabetes mellitus AND anxiety 1건

gestational diabetes mellitus AND depression 4건

63

Total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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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Author

(year)
Country Population Diagnostic Criteria Theoretical framework

Ethical

Considerations
Conflict Of Interest

*[1] Fiskin
(2018)

Turkey
Pregnant women with GDM

(IUP 24-28wks)

Carpenter criteria

100g glucose tolerance test*
Not described IRB approval

No conflict of

Interest(COI) stated

[2] Jelsma
(2018)

Netherlands
Women with a history of GDM

and BMI ≥25 kg/m

ADIPS Criteria

75g glucose tolerance test

Rosal(2001)'s Patient‐centred

counselling model.
IRB approval No COI stated

[3]
Draffin
(2017)

United

Kingdom
Pregnant women with GDM

IADPSG criteria

75g glucose tolerance test
Not described IRB approval No COI stated

*[4]
Zaheri
(2017) Iran

Pregnant women with GDM and

stress score >15

IADPSG criteria

75g glucose tolerance test*

Antoni(2007)'s Cognitive behavioral

stress management
IRB approval No COI stated

*[5] Bastani
(2016)

Iran
Pregnant women with GDM

(Insulin therapy)

Not described

(personal communications

3times. but, no answer)

Not described IRB approval No COI stated

[6]
O'Reilly
(2016) Australia

Women with a history of GDM

within their first postnatal year

ADIPS Criteria

75g glucose tolerance test
Not described IRB approval Not described

[7] O'Dea
(2015)

Ireland

Women with a history of GDM

in the past 1–3 years and

abnormal glucose tolerance

IADPSG criteria

75g glucose tolerance test
Not described IRB approval No COI stated

*[8] Ghaderi
(2019) Iran

Pregnant women with GDM

(IUP 22-32wks)

Carpenter/IADPSG criteria*

(diagnosis reported in

patient file)

Not describedd IRB approval No COI stated

*[9]
Kim
(2019) Korea

Pregnant women with GDM

(IUP 24-28wks)

Carpenter criteria

100g glucose tolerance test*
Not described IRB approval No COI stated

[10]
Mohebbi

(2019)
Iran Pregnant women with GDM

No concerns about clinical

diagnostic criteria(diagnosed

GDM by physicians)

HBM(Health Belief Model) IRB approval No COI stated

*[11]
Jeon

(2018)
Korea Postpartum women with GDM

Carpenter criteria

100g glucose tolerance test*
HBM(Health Belief Model) IRB approval No COI stated

[12]
Ko

(2014)
Korea

Pregnant women with GDM

(IUP 24wks)

IADPSG criteria

75g glucose tolerance test

Whitemore(2009)'s GROW(Goal-

Reality-Options-Will) Coaching model
IRB approval Not described

[13] Baek
(2013) Korea

Pregnant women with GDM

(IUP 24-28wks)

Carpenter criteria

100g glucose tolerance test
Bandura(1977)'s Self-efficacy IRB approval Not described

[14]
Kim

(2013)
Korea

Pregnant women with GDM

(IUP 24-30wks)

Carpenter criteria

100g glucose tolerance test

Cox(1982)'s IMCHB(Interaction Model

of Client Health Behavior)
IRB approval Not described

부록 3. Additional Explanation of Selected Studies (N=14)

1) ADIPS: Australian Diabetes in Pregnancy Society 2) IADPSG: International Associationof Diabetes and Pregnancy Study Group 3) *: Contact the author to ask for diagnostic 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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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sychosocial Support Interventions for Women with

Gestational Diabetes Mellitus: A Systematic Review

Jung, Seul Gi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Background: Gestational diabetes mellitus (GDM) can negatively affect the

woman and fetus during pregnancy, and postpartum development of type 2

diabetes mellitus (DM) is also possible. Women with GDM experience

various psychological changes and have difficulties in self-management due

to lack of psychosocial support. For positive maternal-fetal outcomes, the

needs of the pregnant woman should be confirmed and supportive

interventions that consider the complex situation of pregnancy and diabetes

management are required.

Purpose: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content and impact of

psychosocial interventions for women with GDM, and to evaluate their

effectiveness.

Methods: This study employed a systematic review (SR) design. The

following databases were searched without limiting time periods: PubMed

(Ovid-Medline), Cochrane Library, Ovid- EMBASE, CINAHL, PsycINFO,

NDSL, Koreamed, RISS, and KISS. Keywords such as "diabetes,

gestational", "psychosocial support systems", "psychosocial support",

"psychological support", "social support", "stress", "anxiety", "depression"

were used. Following search of the literature, processes of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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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ion, literature quality evaluation, and data extraction were conducted.

Two investigators selected and independently reviewed articles according to

the predefined inclusion and exclusion criteria. The quality of the articles

was evaluated using the ROB 1.0 and RoBANS 2.0 checklist. In this study,

a total of 14 articles on psychosocial intervention programs for women

with GDM were selected and reviewed.

Results: Psychosocial support interventions were provided for the purpose

of 1) informational support, 2) self-management motivation, 3) relaxation,

and 4) emotional support. For informational support, teaching sessions

included GDM and DM information, how to manage diet, exercise, stress,

blood sugar, and weight, as well as postpartum management and

prevention of type 2 DM. Psychosocial support interventions targeted

self-management motivation by setting a goal for management while

checking diet and exercise management, glucose monitoring, and enhancing

positive health behaviours. Practicing breathing and/or meditation was

used; and sharing opinions and support was done for emotional support.

Half (n=7) of the selected studies reported behavioral change, mostly in the

form of self-care changes. Psychosocial supportive interventions to women

with GDM were found to reduce depression, anxiety, and stress, and

improve self-efficacy. Ten of the 14 selected studies identified physiological

changes in parameters such as fasting blood sugar, glycated hemoglobin,

and 2hr postprandial glucose.

Conclusion: This SR identified that psychosocial supportive interventions

can positively affect self-care behaviors and lifestyle changes in women

with GDM, that can further influence physiological parameters during

pregnancy and following childbirth. Psychosocial supportive interventions

are essential for women with GDM to practice health behavior change and

more emotional support and relaxation measures need to be actively

incorporated. Nurses can play a pivotal role in integrative managemen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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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streamline the care that GDM women receive during pregancy and

following birth, especially by providing guidance through psychosocial

support interventi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