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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주는

상

장
엄마

위 사람은
순간부터

년 월 일, 임신을 확인한
년

월

일(

일)까지

태중의 아기를 생각하며 어려움을 잘
극복하였기에, 아낌없이 칭찬을 받아
마땅하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년

월

일

Certificate of

Recognition
Mother’s name
This award is given for taking good care
of the baby and dealing with difficulties
from the moment she found out she
was pregnant, _________________, to
________________ (for_____ days)

Date_______________

임신부 정보
임신부 이름

생년월일

년

월

일

병원 이름
태명
등록번호
분만횟수/
분만방법

회/ 자연분만(

), 제왕절개(

최종
월경시작일

년

월

일

분만예정일

년

월

일

구분

수령일자

보건소명

), 기타(

)

배부자명

엽산제 /
철분제 수령

기타
기록사항

※ 지역 보건소에서는 임신부에게 엽산제 및 철분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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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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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Information
and Mother’s
Rec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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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Mother
Date of birth

Medical institution

Prenatal
nickname

Registration
number
The number of
previous pregnancies
/childbirth delivery
option

times/Natural birth (

), C-section (

), Others (

)

The start date of
the last menstrual
period
Pregnancy due date

Type

Date of
receipt

Name of
community
health center

Name of
provider

Receipt of
folic acid / iron
supplements

Other comments

※ Community health centers provide pregnant women with folic acid and iron supplements.
For more information, contact your local community health center.
Basic Information and Mother’s Rec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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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날 아기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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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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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rds

알록달록
컬러링을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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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ies to Tell my Baby
Date ______________ To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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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 the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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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건강상태
신장
체질량
지수

cm
kg/㎡
*체질량지수=체중/신장제곱(㎡)

임신 전
체중
혈액형

고혈압

심장 질환

당뇨

신장 질환

간염

갑상선
질환

결핵

수술력

kg
A , B , O , AB ,
Rh (+, -)

병력

음주
흡연

음주여부

예 □ 아니오 □

흡연여부

예 □ 아니오 □

* 이전 임신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산부인과 의사와 꼭 상의하세요.

특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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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건강상태

관계 :

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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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의
혈액형

상태 :

년

월

일

Height

Body mass
index (BMI)

cm
kg/m2
*BMI = weight/the square of
height (m2)

Pre-pregnancy
weight

Blood type

Hypertension

Cardiac
disorder

Diabetes

Kidney disease

Hepatitis

Thyroid disease

Tuberculosis

Operation
history

Basic Information and Mother’s
Records

Health Information of
Mother
kg
A,B,O,
AB
Rh (+, -)

Medical
history

Drinking and
smoking

Do you
drink?

Yes □ No □

Do you smoke?

Yes □ No □

* If you had any problems with your previous pregnancy, consult your
ob/gyn..

Special note

Health status
of guardian

Relationship:
Health status:

Blood type

Written on
(YYYY/MM/
DD)

Basic Information and Mother’s Rec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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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정기진찰
정기 진찰의 목적 및 내용
목적

태아의 발육 및
상태 체크

임신부
건강 체크

임신 중
의문사항 해결

임신 및 분만과정
안내로 안정감 회복

내용

혈압 및 체중
측정

소변검사
(당뇨, 단백뇨,
염증, 혈뇨 측정)

부종 정도
관찰

태아심음
측정

주의사항 안내,
각 시기마다
필요한 검사 병행

임신 중 진찰이 필요한 신호
임신 중 다음과 같이 위험 신호가 있을 때는 꼭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16

□ 하혈이 있을 때

□ 배가 아플 때

□ 체중이 갑자기 증가할 때

□ 구토가 계속될 때

□ 소변을 보기가 힘들 때

□ 맑은 물 같은 질 분비물이 흐를 때

□ 부종이 심할 때

□ 두통이 있거나 시야가 흐릴 때

□ 설사가 하루 이상 계속 될 때

□ 태동이 감소한다고 느껴질 때

□ 열이 있거나 오한이 있을 때

□ 기타 이상 증상이 있을 때

Mom's Hand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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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natal Care Checkups
The purpose and items of prenatal care check-ups
Purpose

To check mother’s health

To check fetal
development
and condition

To resolve questions during pregnancy

Items

Blood pressure and
weight

Urine test (diabetes, proteinuria,
inflammation,
hematuria)

Observation
of edema

Fetal heart
tone

To stay relieved
by receiving
information on
pregnancy and
labor

Instructions for
precautions and
required tests
for each stage

Signs that you need to see a doctor during pregnancy
You should see a doctor if you have any of the following symptoms during pregnancy

Bloody discharge
Rapid weight gain
Difficulty passing urine
Severe edema
Diarrhea lasting for more than a day
Fever or chills

Stomach pains
Continuous vomiting
Watery vaginal discharge
Headache or blurred vision
Decrease in your baby's movement
Other abnormal symptoms

Basic Information and Mother’s Rec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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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초기 기본검사
항목
혈액형검사

의 미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과다 출혈 시 수혈이 필요하고,
Rh 음성 시 태아 용혈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혈액검사

빈혈 유무를 체크하여 철분제의 보충시기를 결정합니다.

풍진검사
(항원, 항체)

풍진에 대한 면역이 없을 시(항체가 없는 경우)
임신초기에 감염되면 심각한 기형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B형 간염검사
(항원, 항체)

모체가 B형 간염 보균 시 신생아에게 수직 감염 위험이 높아
분만 후 신생아 감염예방이 필요합니다.

매독검사

임신부가 매독에 감염되어 있을 경우 신생아가 선천성 매독에 걸려
기형 및 유산 등의 가능성이 있으며, 임신부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소변검사

단백뇨, 당뇨, 방광염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AIDS검사

임신부가 AIDS 감염 시 태아에게 수직 감염 위험이 높습니다.

자궁경부암검사

구강 진료
(권고)

정기적인 자궁경부암 검진이 필요합니다.
호르몬 변화와 면역반응의 변화로 잇몸병 발생 확률이
높아지고, 잇몸병을 치료하지 않는 경우
조산과 같은 산과적 합병증 유발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강진료를
통한 조기치료 및 예방이 필요합니다.

※ 기본검사 결과는 임신 중 검사 소견(15쪽)에 기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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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Blood group test

General blood test
Rubella test (antigen,
antibody)
Hepatitis B test
(antigen, antibody)

Syphilis test

Basic Information and Mother’s
Records

Basic tests in early
pregnancy
Details
Transfusions are necessary when you have lost a lot of blood
during pregnancy or after delivery. If your blood type is Rh
negative, your baby may get hemolytic disease.
Check for anemia to determine when to supplement iron.
If you are not immune to rubella (do not have antibodies against
rubella) and infected with it in early pregnancy, it can lead to
severe congenital anomalies.
If the mother has hepatitis B, there is a high risk of vertical
transmission to the baby; prevention of neonatal infection is
necessary after delivery.
If the mother is infected with syphilis, the newborn may have
congenital syphilis, and the possibility of congenital anomalies and
miscarriage exists. The mother needs treatment.

Urine test

Check for proteinuria, diabetes, cystitis, etc.

AIDS test

If the mother is HIV positive, there is a high risk of vertical
transmission to the baby.

Cervical cancer
screening

Regular cervical cancer screening is required.

Dental treatment
(recommended)

Due to changes in hormones and immune responses, the mother
is highly likely to have gum disease. If it is not treated properly,
obstetric complications such as premature birth can occur. Early
treatment and prevention through dental treatment are required.

※ Record your test results on “Test Findings during Pregnancy” (p. 15).

Basic Information and Mother’s Rec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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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간 중 검사정보
항목

초음파 검사

검사 적기

의미

임신 초기
임신 중기

착상된 위치, 임신주수 및 분만 예정일을 판단합니다.
태아 크기 및 태아 심박동 여부 체크, 자궁경부길이 체크, 정밀
초음파를 시행합니다.
태아 크기, 위치, 태반 및 양수량을 체크합니다.

임신 말기

태아 염색체 이상의 위험도가 높은 임신부를 선별하여
융모막융모생검 및 양수검사 등의 확진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형아 선별 검사

태아 신경관 결손의 위험도가 높은 임신부의 경우 정밀
초음파 검사를 철저히 시행받아야 하며 양수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더블마커검사,
임신 10~13주 다운증후군 등의 염색체 이상 선별검사를 실행합니다.
태아 목 투명대 검사
2) NIPT 검사
임신 12~22주
*비급여

다운증후군, 에드워드증후군 등의 염색체 이상 정밀 혈액
검사를 합니다.
*임신초기에 검사를 시행한 경우, 임신 중기에 태아신경관 결손
선별을 위한 임산부 혈청 *AFP검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3) 쿼드검사(2차검사) 임신 16~18주 신경관 결손 및 다운증후군 등의 염색체 이상 선별검사를 합니다.
1차와 2차 검사를 통합한 신경관 결손과 염색체 이상
선별검사를 합니다.

4) 통합적 선별검사

임신 11~16주

태아 염색체 검사
1) 융모막융모생검
2) 양수검사
*비급여

기형아 선별검사에서 태아염색체 이상의 위험도가 높거나
임신 10~13주
태아염색체 검사의 적응증이 있는 경우 시행합니다.
임신 16~18주
드물지만 검사로 인한 유산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정밀초음파검사

임신 20~24주 태아의 외관 및 주요 내부 장기의 이상이나 기형을 진단합니다.

임신성 당뇨검사

임신 24~28주

임신부의 당뇨가 조절되지 않을 경우 거대아로 인한 난산 및
태아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AFP 검사 : 간암표지자로, 태아신경관 결손의 위험도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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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Ultrasound

Exam period
Early pregnancy
Mid pregnancy
Late pregnancy

Screening for
congenital
anomalies
1) ) Double
marker test
and nuchal
translucency
screening

Basic Information and Mother’s
Records

Examinations during
pregnancy
Details
 etermines the site of implantation, pregnancy weeks, and
D
due date.
Measures fetal size, heart rate and cervical length and
performs precision ultrasound screening.
Checks the fetal size and location, placenta, and amniotic
fluid.
Performs chorionic villus sampling and amniotic fluid
analysis for pregnant women with a high risk of fetal
chromosomal abnormalities.
Pregnant women with a high risk of neural tube defects in
the fetus should receive precision ultrasonography and may
require amniotic fluid analysis.

10-13 weeks

Performs screening for chromosomal abnormalities including
Downs Syndrome.

2) NIPT
* nonpayment
item

12-22 weeks

Performs blood screening tests for chromosomal
abnormalities including Downs Syndrome and Edwards
Syndrome.
* If the test was done during early pregnancy, maternal serum
*AFP screening should be conducted for neural tube defects
in the baby.

3) Quad screen
(second
trimester
screen)

16-18 weeks

Performs screening for neural tube defects and chromosomal
abnormalities including Downs Syndrome.

4) Integrated
prenatal
screening

11-16 weeks

Performs integrated (first and second trimester) screening for
neural tube defects and chromosomal abnormalities

Fetal chromosome
testing
1) Chorionic
villus sampling
2) Amniotic fluid
analysis
* nonpayment item

10-13 weeks
16-18 weeks

Required when there is a high risk of fetal chromosomal
abnormalities or indications.
In rare cases, there is a risk of miscarriage due to the testing.

Precision
ultrasonography

20-24 weeks

Diagnoses abnormalities in the appearance and major
internal organs of the baby.

Screening for
gestational
diabetes

24-28 weeks

Uncontrolled diabetes in pregnant women can lead to
difficult delivery due to a large baby and have adverse
effects on the health of the baby.

※ AFP screening is a liver cancer marker and is related to the increase in the risk
of fetal neural tube defects.
Basic Information and Mother’s Rec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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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검사 적기

의미

태동검사
(태아안녕검사)

1) 진통 시
2) 고위험임신부
3) 임신말기
주기적으로

태아의 심장박동 양상을 전자 감시장치로 기록하여
태아건강을 평가하고, 동시에 자궁수축의 간격, 강도를
간접적으로 평가합니다.

임신부가 특정
질환의 고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바이러스 및 원충검사 (TORCH), C형간염 바이러스 검사,
간기능검사, 신장기능검사, 갑상선기능검사, 성병검사
(임질, 클라미디아 등), B군연쇄상구균검사 등을
시행합니다.

*1회 급여

기타검사
*비급여

참고사항
◎ 정상 임신이 확인될 때까지 또는 고위험 임신부인 경우,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진료간격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초
 음파검사는 임신부와 태아의 상태에 따라 필요 시 마다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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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stress test
(checking on your
baby's health)
*one-time payment

Other tests
*non-payment

Exam period

Basic Information and Mother’s
Records

Items

Details

1) During contractions
2) High-risk pregnant women
3) Late pregnancy
Regularly

The baby's heart rate is recorded with
an electronic monitoring device to
evaluate fetal health, and at the same
time, the interval and intensity of uterine
contractions are indirectly evaluated.

When the mother is considered to be
in the high-risk group of a specific
disease

Performs virus and TORCH screen; hepatitis
C testing; liver, kidney and thyroid function
tests; STD testing (gonorrhea, chlamydia,
etc.), group B streptococcus screening.

Other참고사항
Information
◎U
 ntil a normal pregnancy is confirmed or if you are in a high-risk group, the frequency of examinations may be increased if deemed necessary by your doctor.
◎U
 ltrasound is performed whenever necessary depending on you and your baby’s
condition.

Basic Information and Mother’s Rec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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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검사소견
시기

항 목
혈액형 검사
일반혈액 검사
백혈구, 적혈구 용적,
혈색소, 혈소판
풍진 검사
lgG, lgM

임
신
초
기
ㆍ
임
신
말
기

B형 간염 검사
HBsAg, HBsAb
매독 검사
VDRL
소변 검사
단백뇨, 당뇨
현미경소견
(백혈구, 세균)
AIDS 검사
HIV Ab
자궁경부암 검사

11~20주

기형아 선별검사
염색체 기형
신경관결손

20~24주 정밀초음파
24~28주 임신성 당뇨
필요 시

태동검사

전 시기

구강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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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

월

일

월

일

A , B , O , AB , Rh (+, -)

월

일

Period

Item
Blood type test

Early and late
pregnancy

Date

Date

Date

Basic Information and Mother’s
Records

Test Findings during
Pregnancy
Date

A , B , O , AB , Rh (+, -)

General blood test
White blood cells, red
blood cell volume,
hemoglobin, and
platelets
Rubella test
lgG, lgM
Hepatitis B test
HBsAg, HBsAb
Syphilis test
VDRL
Urine test
Proteinuria, diabetes
Microscopic findings
(White blood cells,
bacteria)
AIDS test
HIV Ab
Cervical cancer screening

11-20 weeks

Screening test for birth
defects
Chromosome
abnormalities
Neural tube defects

20-24 weeks

Precision ultrasonography

24-28 weeks

Gestational diabetes

When necessary
Throughout
pregnancy

Non-stress test
Dental treatment
Basic Information and Mother’s Rec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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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진찰 소견
년
임신주수

월
체중
kg

진찰의사 :

일
혈압

소변검사

/

/
/ 주의사항 :

기록하고 싶은 이야기(일기)

다음 진찰 시 문의사항

아기의 초음파 사진을
붙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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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무게

태아심음
(회/분)

다음 방문일

Basic Information and Mother’s
Records

Findings of Regular
Check-ups
Date ___________________
Pregnancy
week

Weight
kg

Your doctor:

Blood
pressure

Urine
test

/

/

The weight
of the baby

Fetal heart tone
(times/min)

Next visit

/ Note:

Records (Journal)

Questions for the next visit

Put the ultrasound image of your baby

Basic Information and Mother’s Rec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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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ings of Regular
Check-ups
Date ___________________
Pregnancy
week

Weight
kg

Your doctor:

Blood
pressure

Urine
test

/

/

The weight
of the baby

/ Note:

Records (Journal)

Questions for the next visit

Put the ultrasound image of your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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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tal heart tone
(times/min)

Next visit

Basic Information and M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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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ings of Regular
Check-ups
Date ___________________
Pregnancy
week

Weight
kg

Your doctor:

Blood
pressure

Urine
test

/

/

The weight
of the baby

Fetal heart tone
(times/min)

Next visit

/ Note:

Records (Journal)

Questions for the next visit

Put the ultrasound image of your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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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ings of Regular
Check-ups
Date ___________________
Pregnancy
week

Weight
kg

Your doctor:

Blood
pressure

Urine
test

/

/

The weight
of the baby

/ Note:

Records (Journal)

Questions for the next visit

Put the ultrasound image of your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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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tal heart tone
(times/min)

Next visit

Basic Information and M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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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ings of Regular
Check-ups
Date ___________________
Pregnancy
week

Weight
kg

Your doctor:

Blood
pressure

Urine
test

/

/

The weight
of the baby

Fetal heart tone
(times/min)

Next visit

/ Note:

Records (Journal)

Questions for the next visit

Put the ultrasound image of your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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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ings of Regular
Check-ups
Date ___________________
Pregnancy
week

Weight
kg

Your doctor:

Blood
pressure

Urine
test

/

/

The weight
of the baby

/ Note:

Records (Journal)

Questions for the next visit

Put the ultrasound image of your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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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tal heart tone
(times/min)

Next vi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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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ings of Regular
Check-ups
Date ___________________
Pregnancy
week

Weight
kg

Your doctor:

Blood
pressure

Urine
test

/

/

The weight
of the baby

Fetal heart tone
(times/min)

Next visit

/ Note:

Records (Journal)

Questions for the next visit

Put the ultrasound image of your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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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ings of Reg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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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___________________
Pregnancy
week

Weight
kg

Your doctor:

Blood
pressure

Urine
test

/

/

The weight
of the baby

/ Note:

Records (Journal)

Questions for the next visit

Put the ultrasound image of your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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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tal heart tone
(times/min)

Next vi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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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ings of Regular
Check-ups
Date ___________________
Pregnancy
week

Weight
kg

Your doctor:

Blood
pressure

Urine
test

/

/

The weight
of the baby

Fetal heart tone
(times/min)

Next visit

/ Note:

Records (Journal)

Questions for the next visit

Put the ultrasound image of your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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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ings of Regular
Check-ups
Date ___________________
Pregnancy
week

Weight
kg

Your doctor:

Blood
pressure

Urine
test

/

/

The weight
of the baby

/ Note:

Records (Journal)

Questions for the next visit

Put the ultrasound image of your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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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tal heart tone
(times/min)

Next vi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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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ings of Regular
Check-ups
Date ___________________
Pregnancy
week

Weight
kg

Your doctor:

Blood
pressure

Urine
test

/

/

The weight
of the baby

Fetal heart tone
(times/min)

Next visit

/ Note:

Records (Journal)

Questions for the next visit

Put the ultrasound image of your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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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ings of Regular
Check-ups
Date ___________________
Pregnancy
week

Weight
kg

Your doctor:

Blood
pressure

Urine
test

/

/

The weight
of the baby

/ Note:

Records (Journal)

Questions for the next visit

Put the ultrasound image of your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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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tal heart tone
(times/min)

Next vi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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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ings of Regular
Check-ups
Date ___________________
Pregnancy
week

Weight
kg

Your doctor:

Blood
pressure

Urine
test

/

/

The weight
of the baby

Fetal heart tone
(times/min)

Next visit

/ Note:

Records (Journal)

Questions for the next visit

Put the ultrasound image of your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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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gnancy by Stage

Pregnancy by Stage

Fetal Development by Week
Early Pregnancy (1-14 weeks)
Twin Pregnancy
Mid Pregnancy (15-28 weeks)
Late Pregnancy (29-40 weeks)
Emergencies during Pregnancy
Medications during Pregnancy

Pregnancy by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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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주수별 태아의 성장

6주

8주

9주

11주

12주

17주

20주

26주

28주

※ 태아의 크기(무게) 및 발육과정은 다음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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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tal Development
by Week

6

8

weeks

9

weeks

Pregnancy by Stage

weeks

11

weeks

20

weeks

12

weeks

26

weeks

17

weeks

28

weeks

※ Refer to the next page for the size (weight) and development of a fetus.
Pregnancy by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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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초기(1~14주)
임신주수별 정보(초기)

태아의 성장
임신 1~2주차
난자와 정자가 만나 수정되어 자궁 안으로 들어와 착상되는 시기
• 태아의 발육 수정이 되는 것은 최종 월경일의 첫날부터 약 2주 후.
수정란은 즉시 분열증식을 시작하여 58세포를 가진 배반포(blastocyst)가
5개의 배아(embryo)로 형성되고 세포로 분화합니다.

임신 3~5주차
• 태아 신장
0.3cm
• 아기집
1cm
• 태아의 발육	심혈관계가 형성되어 심박동이 측정됩니다.
신경판이 접히면서 신경관을 형성하며 사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임신 6~8주차
• 태아 신장

0.9cm ~ 2.2cm

• 태아의 발육	신경관이 닫히고 초음파로 심박동이 측정됩니다. 팔꿈치가 접히고
손가락과 발가락, 외이가 형성되며, 윗입술이 완성됩니다.

임신 12~13주차
• 태아 신장
5 ~ 6cm
• 태아의 발육	생식기가 구분되기 시작하고 자발적인 움직임과 소변을 생성하며
초음파에서 호흡운동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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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ly Pregnancy
(1-14 weeks)
Fetal Growth

Information on
pregnancy by week
(early stage)

3-5 weeks

• Fetal height
• Gestational
sac
• Fetal
development

0.3cm
1cm
The cardiovascular system is formed and the heart rate is measured.
As the neural plate collapses, a neural tube is formed and the limbs
begin to develop.

6-8 weeks
• Fetal height
• Fetal
development

0.9cm ~ 2.2cm
The neural tube is closed, and the heartbeat is measured by ultrasound.
The elbows are folded, fingers, toes, and the outer ears are formed, and
the upper lip is completed.

12-13 weeks
• Fetal height
• Fetal
development

5 ~ 6cm
Genitals form, and the fetus can move and urinate. Ultrasound begins to
show breathing movements.

Pregnancy by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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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weeks
Egg and sperm meet, fertilize, and enter the womb
• Fetal
Fertilization occurs about two weeks after the first day of your last
development period
The fertilized egg begins to divide immediately so that a blastocyst with
58 cells is formed into 5 embryos and dissociated into cells.

모체의 변화
• 유방의 변화	통증이나 저린 증상을 경험하게 되고, 2개월 이후에는 커지고 피하
정맥이 보입니다. 유두는 커지고 색소가 침착되며 진하고 노란색의
초유가 짜지기도 하나 유두 자극에 따른 자궁수축이 발생하므로 유즙을
짜지 않도록 합니다. 유방의 크기와 모유생성량은 관계가 없습니다.
• 심혈관계 변화

수축기, 이완기 혈압이 감소하고 맥박은 10회 정도 빨라집니다.

• 장운동 변화

 신 후 증가하는 호르몬에 의해 위의 수축력과 운동성이 모두 감소
임
하며 특히 위/식도 괄약근의 긴장도를 감소시켜 속쓰림이 흔하게 발생
합니다. 또한 변비의 빈도가 증가합니다.

• 간담도 변화

저류된 담즙산염으로 임신 가려움증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 근육, 뼈와 관절 변화 골반뼈 관절의 유동성이 증가하여 이완하기도 하며 허리통증과
같은 불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
• 입덧/오심, 구토	구역질과 구토는 산모의 75%정도가 경험하는데, 보통 임신 1~2개월
부터 4개월까지 지속되며, 심할 경우 탈수현상, 전해질 및 산 염기의
불균형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공복 시 증상이 더 심하므로 조금씩
자주 먹어야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 질 출혈	임신초기에 착상혈로 소량의 질 출혈이 있을 수 있고, 유산이나 비정상
임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복통과 동반된 질 출혈
이나 다량의 질 출혈은 반드시 병원에 가야합니다.
• 태아기형 예방

 신 한 달 전부터 엽산을 복용하고 임신 중 흡연이나 음주는 피해야
임
합니다. 다른 약물 섭취에 대해서도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예방접종/인플루엔자(독감)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권장합니다.
* 임신부는 MMR, 수두 등 생백신 접종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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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east changes

You will experience pain or burning in your breasts. After 2 months, they
become larger and you will see subcutaneous veins. Nipples become larger
and pigmented, and thick and yellow colostrum may be expressed. However,
do not remove it, because uterine contraction can occur due to nipple
stimulation. There is no correlation between the size of your breasts and the
amount of breast milk.

• Cardiovascular
changes

The systolic and diastolic blood pressure is reduced, and the heart beats about
10 beats per minute faster.

• Changes in bowel
movement

Both the contractility and motility of your stomach are reduced by hormones
increased after pregnancy. In particular, heartburn occurs frequently due to
the decrease in tension in the stomach/esophageal sphincter. In addition, the
frequency of constipation increases.

• Changes in
hepatobiliary

Retention of bile acids and salts can cause itching during pregnancy

• Changes in muscles, bones
and joints

Pregnancy by Stage

Maternal Changes

The mobility of the pelvic joints increases, and they even relax,
causing discomfort such as back pain.

Health Care during Pregnancy
• Morning
sickness/nausea,
vomiting

• Vaginal bleeding

• Prevention
of congenital
anomalies

Nausea and vomiting are experienced by about 75% of mothers. They usually
last from 1-2 months to 4 months of pregnancy, and you can even experience
dehydration or electrolyte and acid base imbalances. As symptoms get worse
on an empty stomach, eating little and often can help relieve the symptoms.
During early pregnancy, you may see a small amount of vaginal bleeding due
to implantation bleeding. In this case, you need to go see a doctor to check
for any possibility of miscarriage or abnormal pregnancy. If you have vaginal
bleeding accompanied by abdominal pain or a large amount of vaginal
bleeding, you must go to a doctor.
You should start taking folic acid a month before pregnancy and avoid
smoking or drinking alcohol. Special care should be taken with other
medications.

• Immunization/influenza (flu) Recommended regardless of the number of weeks pregnant.
* Pregnant women are not allowed to receive live vaccines such as MMR and varicella.

Pregnancy by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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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정보
• 엽산섭취	태아의 신경관 결손증 뿐만 아니라 무뇌아, 언청이, 심장기형 등을 예방하고
태아의 성장과 성숙에 도움이 됩니다.
- 필요시기 : 최소한 임신 전 1개월~임신 초기 3개월까지(일부 전문가들은 임신 전 3개월
부터 임신 전 기간, 분만 후 3개월까지 권고하기도 합니다)
- 필요량 : 단태아 0.4mg/1일, 다태아 : 1mg/1일
* 신경관결손의 임신과거력이 있거나, 당뇨, 간질약 복용 산모 : 임신 전 3개월~임신 14주
까지: 4-5mg/1일, 임신 14주~임신 전 기간 및 분만 후 6주까지 1mg/1일
- 엽산이 풍부한 음식 : 브로콜리, 양배추, 시금치, 오렌지, 키위 등

• 철분섭취	철 결핍성 빈혈이 있는 경우 철분보충이 필요하나 정상인 경우 철분섭취는
입덧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임신 5개월부터 철분을 섭취합니다.
• 무기질과 비타민 섭취

철, 아연, 셀레늄, 비타민 A, B6, C, D 등의 과도한 섭취는 독성
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체중관리	임신 전기간 동안 저체중인 경우(BMI<18.5) 12.5~18kg, 정상체중인 경우
11.5-16kg, 과체중인 경우(BMI 25-29.9) 7~11.5kg, 비만인 경우(BMI 30
이상) 5~9kg 증량을 권장합니다.

생활수칙
• 외출	임신부는 건강한 성인에 비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취약하여 조산과
저체중아 출산의 위험이 있으므로 외출 시에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권장합니다.
• 식생활	임신 중 다이어트는 태아에게 위험하므로 권장하지 않으며 식사는 규칙
적으로 합니다. 짠 음식은 피하며, 우유나 유제품을 매일 3컵 이상 마시고,
다양한 음식(고기, 생선, 채소, 과일)을 매일 섭취합니다.
	대부분의 해산물에는 수은이 존재하므로 비교적 고농도로 함유된 상어,
황새치, 고등어, 옥돔과 같은 물고기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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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trition during Pregnancy
• Intake of folic
acid

It prevents neural tube defects as well as anencephaly, cleft palate, and
congenital heart defects in the baby and promotes the growth and maturation
of the baby.

• Intake of iron

If you have iron deficiency anemia, you should take iron. If you do not, take
it from five months, as iron can make nausea worse.

• Intake of
minerals and
vitamins

Excessive intake of iron, zinc, selenium, and vitamins A, B6, C, and D can
be toxic.

• Weight
management

You need to increase your weight by 12.5-18 kg, if you are underweight
(BMI<18.5); by 11.5-16 kg, if normal weight; by 7-11.5 kg, if overweight
(BMI 25-29.9); and by 5-9 kg, if obese (BMI over 30) throughout the
pregnancy.

Pregnancy by Stage

- When to take it: F
 rom at least one month before pregnancy to three-months into the pregnancy
(Some experts recommend from three months before pregnancy, throughout the
pregnancy, to three months after delivery)
- How much to take: 0.4 mg/day for a single-baby pregnancy, 1 mg/day for multifetal pregnancy
* Mother who was pregnant with a baby with neural tube defects or who takes diabetes or epilepsy
medications : From three months before pregnancy up to 14 weeks: 4-5 mg/day, From 14 weeks,
throughout the pregnancy to six weeks after delivery: 1 mg/day
- Foods rich in folic acid: broccoli, cabbage, spinach, oranges, kiwis, etc.

Lifestyle
• Outing

As pregnant women are more vulnerable to air pollution such as fine dust
than healthy adults, there is a risk of preterm birth and low birthweight. It is
recommended to wear a mask when going out.

• Diet

Going on a diet during pregnancy is not recommended, since it is dangerous
for the baby. Eat regularly. Avoid salty foods, drink at least three cups of milk
or dairy products every day, and consume a variety of food groups (meat, fish,
vegetables, and fruits).
Since most seafood is contaminated by mercury, you should avoid eating
fish containing higher concentrations of mercury including shark, swordfish,
mackerel, and red tilefish.

Pregnancy by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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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	임신 전반기 동안 운동은 해롭지 않습니다. 중심을
잡는 운동이나 관절에 무리가 가는 운동은 근골격계
손상을 발생시키며 지속적으로 똑바로 누워있는
운동, 무리한 운동, 극한 온도에서의 운동은 피해야
합니다.
• 성생활	욕구가 생겼을 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하나
유산의 위험이 있거나, 성교 도중 하복부 통증,
피가 비친다면 즉시 중단하고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사우나, 열탕목욕	임신 초기에 섭씨 38.9도 이상의 욕탕에 노출될 경우 유산이나
신경관결손의 위험도가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 카페인

 신부도 하루 150~200mg(2~3잔 정도)의 카페인 섭취가 가능
임
하지만,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자궁 수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음주

 신 중 음주는 태아알콜증후군(Fetal Alcohol Syndrome)으로
임
정신지체, 성장장애, 안면기형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약간의 음주도
학령기에 학습장애와 ADHD(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 흡연

 연은 태아기형, 저체중아, 태반조기박리, 영아돌연사를 유발할 수
흡
있으며, 태아의 신경발달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가족 중에 흡연자가
있으면 간접흡연이 됩니다.

• 약물	X선 투시, 약물복용 등은 태아에 영향을 미치므로 산부인과 전문의와
상의합니다.
• 일상	임신 초기의 과격한 일이나 운동, 여행 등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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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rcise is not harmful throughout the
pregnancy. Core exercises or exercises that put
stress on the joints can lead to musculoskeletal
injuries. You should also avoid exercises that
involve constant lying on the floor or extreme
temperatures, as well as excessive exercises.

• Sex life

You can have sex if you have sexual desire.
However, if there is a risk of miscarriage
or if you have pain in the lower abdomen
or bleeding during sexual intercourse, you
should immediately stop and relax.

Pregnancy by Stage

• Exercise

Precautions
• Sauna and hot
baths

According to research, a risk of miscarriage or neural tube defects increases
when a pregnant woman takes a bath hotter than 38.9 degrees Celsius in early
pregnancy.

• Caffeine

Pregnant women can consume 150-200 mg (2-3 cups) of caffeine per day, but
excessive caffeine intake can cause uterine contractions.

• Drinking

Drinking during pregnancy can cause a range of disabilities known as fetal
alcohol syndrome including mental retardation, growth disorders, and facial
anomalies. Even a little alcohol can lead to learning disabilities and ADHD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in the baby during school age.

• Smoking

Smoking can cause fetal malformations, low birthweight, early placental
abruption, and sudden infant death and affect fetal nerve development. Furthermore, if there is a smoker in the family, the baby is exposed to secondhand smoke.

• Medications

X-ray fluoroscopy, medications, etc. affect the baby; consult your ob/gyn.

• Daily life

In the early stages of pregnancy, you should be more careful with strenuous
activities, exercise, travel, etc.

Pregnancy by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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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임신

검사
단태아 임신에 비해 특별한 추가 검사는 없지만, 다태아의 성장이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해
임신 후기에 태아 상태를 더 자주 확인해야 합니다.

식이요법
단태아 임신부의 경우 일반 여성보다 300kcal를 더 섭취해야 하고, 다태아 임신의 경우
단태아 임신부에 비해 300kcal를 더 섭취해야 합니다. 단태아 임신보다 입덧이 심할 수
있어 증상 완화를 위해 소량씩 자주 섭취해야 합니다. 또한 철분 요구량도 2배로 증가하며,
엽산은 1mg 정도 섭취해야 합니다. 그 외 칼슘, 마그네슘, 아연과 비타민 C, D와 E의 보충도
권장합니다.

생활가이드
단태아 임신에 비해 여러 가지 합병증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산전관리가 중요
합니다. 체중 증가 범위는 정상 체중인 경우 16.8~24.5kg, 과체중인 경우(BMI 25~29.9)
14.1~24.5kg, 비만인 경우(BMI 30 이상) 11.4~19.1kg 증량을 권장합니다.

다태아 임신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 조산, 저체중아 출산 가능성
- 임신성 당뇨, 고혈압, 임신 중독증
- 빈혈, 정맥류, 임신소양증
- 양수량 이상
- 염색체 이상 등의 기형
- 유산, 자궁 내 태아 사망, 신생아 사망
- 산후출혈, 산후 우울증, 산모 사망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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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in Pregnancy

Tests

There are no extra tests compared to a single-baby pregnancy, but the health of fetuses
in multi-baby pregnancies should be checked more often in late pregnancy to ensure that
they are growing properly.
Pregnancy by Stage

Diet
Single-baby pregnant women should consume 300 kcal more than non-pregnant women,
and multifetal pregnant women should consume 300 kcal more than single-baby pregnant
women. As morning sickness can be more severe in multifetal mothers than single-baby
mothers, they need to eat little and often to relieve symptoms. Their iron consumption
should be doubled, and the recommended intake of folic acid is about 1 mg. Intake of
calcium, magnesium, zinc, and vitamins C, D and E is also recommended.

Lifestyle
Prenatal care is important because multifetal pregnancy is more likely to cause different
complications than a single-baby pregnancy. Weight gain is recommended to be 16.824.5 kg for normal weight, 14.1-24.5 kg for overweight (BMI 25-29.9), and 11.4-19.1 kg
for obese mothers (BMI over 30).

Common complications associated with multiples
- p reterm birth and low birthweight
- g estational diabetes, high blood
pressure, and preeclampsia
- a nemia, varicose veins, and Pruritic
Urticarial Papules and Plaques of
Pregnancy (PUPPP)
- a bnormal amount of amniotic fluid
- malformations such as chromosomal
abnormalities
-m
 iscarriage, stillbirth, and neonatal
death
- p ostpartum hemorrhage, postpartum
depression, and increase in maternal
mortality

Pregnancy by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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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기(15~28주)
임신주수별 정보(중기)

태아의 성장
임신 17~20주차
• 신장/체중
약 20~25cm, 약 300g
• 태아의 발육	태아의 모양은 완전히 사람의 형체이지만 머리가 큰 불균형 상태이며
태동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임신 21~24주차
• 신장/체중
약 28~30cm, 약 650g
• 태아의 발육	두 발을 확실히 볼 수 있게 되고, 움직이는 동작 뿐 아니라 복잡한 생리
기능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빨기, 자궁 안 소리 듣기가 가능합니다.

임신 25~28주차
• 신장/체중
약 35cm, 약 1000g
• 태아의 발육	머리는 아래를 향하기 시작하고, 시각과 청각, 빛의 자극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모체의 변화
임신 16~20주차
• 잠을 잘 이루기 힘들고 자주 깨며, 밤 수면이 짧아져 수면의 효율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궁이 커지면서 방광 압박으로 소변을 자주 봅니다.

임신 24~28주차
• 혈액의 적혈구 양 증가에 비해서 혈장 양의
증가가 많기 때문에 생리적 빈혈이 발생하며
자궁의 불규칙적인 수축이 일어납니다.
• 자궁근종이 있는 경우나 우측 요관 확장에
의한 우측 하복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
 신 초기와 말기의 모든 변화가 중기에도
발생하므로 임신 초기와 말기의 모체의
변화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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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 Pregnancy
(15-28 weeks)
Fetal Growth

Information on
pregnancy by week
(mid stage)

About 20-25 cm, about 300g

• Fetal
development

The fetus is a recognizable human being, but the head is much bigger than
the rest of its body. You can feel your baby's movements.

21-24 weeks
• Height/
weight

About 20-25 cm, about 300g

• Fetal
development

You will see both feet clearly, and the baby starts to show complex
physiological functions as well as movements. They also can suck and
hear sound in the womb.

25-28 weeks
• Height/
weight

About 35 cm, about 1000 g

• Fetal
development

The baby starts to turn their head down and respond to visual, auditory,
and light stimuli.

Maternal Changes
16-20 weeks
• You will experience difficulty sleeping well and wake up often; your sleep efficiency
may decrease because of reduced sleep at night. Your uterus enlarges and begins to push
on your bladder; you will find yourself running to the bathroom more often than usual.

24-28 weeks
• Physiological anemia occurs as plasma
increases more than red blood cells. Irregular
uterine contractions occur.
• You may have pain in the lower right
abdomen due to uterine myoma or dilation
of the right ureter.
*S
 ince all the changes in early and late
pregnancy can occur in the mid-pregnancy
period, refer to the maternal changes
during the early and late pregnancy.

Pregnancy by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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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 weeks
• Height/
weight

건강정보
• 치질	자궁이 커져 직장정맥이 눌리면서 생기는 증상으로 통증을 동반하는 경우 국소
마취연고 및 좌욕, 대변 연화제를 사용하여 완화 시킬 수 있습니다. 증상이 심할
때는 외과 진찰이 필요합니다.
• 변비	배변 습관이 불규칙해 질 수 있으므로 적절한 운동과 함께 충분한 수분과 식이
섬유가 많은 김치, 미나리, 시금치 등의 음식물 섭취가 필요합니다.
• 정맥류	임신이 진행됨에 따라 정맥류가 발생ㆍ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용 혈전예방
스타킹의 사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영양정보
• 철분과 칼슘	생리적 빈혈이 발생하므로 모체 내에 철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철 보충이 필요한데 ferrous sulfate 325mg(황산철), ferrous
gluconate 325mg(글루콘산철) 및 ferrous fumarate 325mg(푸르
마산철)의 철분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태아 골격형성을 위해 모체로부터의 칼슘 필요량이 증가하여 모체
장내 칼슘 흡수율이 2배로 증가되므로 충분한 칼슘섭취가 필요합니다.
• 영양관리	추가적으로 1일 340kcal의 열량을 섭취, 단백질은 1일 15g 추가
섭취가 필요합니다. 철을 제외한 무기질과 비타민은 균형 있는
식사를 통해 대개 섭취되므로 추가로 복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 오메가 3 : 	태아 지능발달에 도움을 주고, 조산과 임신 중독증을 낮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DHA는 뇌신경계 발달에 필요한 성분으로 임신 시
필요량은 300mg입니다.
• 체중관리

체중이 1개월에 1kg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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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비타민

오메가 3

Health Care during Pregnancy

• Constipation
• Varicose
veins

It happens when your uterus enlarges and the rectal vein is compressed.
If you have pain, it can be relieved with local anesthetics, sitz baths,
and stool softener. When symptoms are severe, receive surgical
consultation.
Your bowel habits may become irregular. Do proper exercise, eat foods
loaded with fiber such as kimchi, water celery, and spinach, and drink
sufficient water.
As pregnancy progresses, varicose veins may develop and worsen.
Consider using medical compression stockings to prevent thrombosis.

Nutrition during Pregnancy
• Iron and
calcium

• Nutrition
management

You need to take iron supplements to maintain a normal iron level
against physiological anemia. You can take ferrous sulfate (iron sulfate)
325 mg, ferrous gluconate 325 mg, or ferrous fumarate 325 mg.
As your baby needs to take calcium from your body to build their
skeleton, calcium absorption in your intestines doubles. You need to
take a sufficient amount of calcium.
You need to consume an extra 340 kcal of calories and an extra 15
g of protein every day. Minerals except iron and vitamins are usually
consumed through a balanced diet; you do not need to take other
supplements.

*Omega 3 : According to research, omega 3 helps you have an intelligent baby and
lowers preterm birth and preeclampsia. DHA is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of the brain and nervous system, and you need to take 300
mg of DHA during pregnancy.
• Weight
management

Be careful not to gain more than 1 kg per month.

Iron

Multivitamins

Omega 3

Pregnancy by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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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morrhoids

생활수칙
• 일상	일시적인 저혈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앉거나 누워있다가 갑자기 일어나지
않도록 하며 오랫동안 서 있거나 돌아다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몸을 자주 움직여 허리와 등의 통증, 부종을 예방하도록 합니다.
• 통증	요통이 있는 경우 긴장을 줄여주거나, 허리를 받쳐주는 거들을 착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정도가 심한 경우 전문의 진찰을 요합니다.
• 여행	건강한 임신부라면 가벼운 여행은 가능하나, 평소 자궁수축이 있거나 고위험
임신부는 장거리 여행 전 담당의사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 성생활	삽입이 너무 깊지 않도록 조절하고, 임신부의 배를 압박하지 않도록 합니다.
안정된 시기이지만 관계 중에 태동이 격렬해진다면 주의가 필요하며 특히,
성관계 후 출혈이 있는 경우 병원 진료를 요합니다.

주의사항
• 꼭 치료가 요구되는 치아는 담당의사 또는 치과의사와 상담 후 치료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 무리한 운동이나 힘든 일은 피하여 조산에 주의를 요합니다.
• X선 투시, 약물복용 등은 산부인과 전문의와 상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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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style

• Pain

As temporary hypotension may occur, be careful not to stand up quickly after sitting or lying down. Be careful not to stand or move around
for a long time.
Move your body often to prevent back pain and swelling.
If you have back pain, it may be helpful to reduce tension or wear a
back support. If your pain is severe, consult a doctor.

• Travel

Healthy pregnant women can travel as long as they feel comfortable.
However, if you often experience uterine contractions or if you are in a
high-risk group, consult your doctor before long-distance travel.

• Sex life

Avoid deep penetration, and your belly should not be pressured.
Although you are in a stable stage, care should be taken if the baby
moves a lot during intercourse. If you see bleeding after sex, go to your
doctor.

Precautions
• It is recommended that teeth that require treatment be treated after consulting your
doctor or dentist.
• Avoid excessive exercise or hard work to prevent preterm birth.
• Consult your ob/gyn for X-ray fluoroscopy or medications.

Pregnancy by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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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ily life

임신 말기(29~40주)
임신주수별 정보(말기)

태아의 성장
임신 29~32주차
• 신장/체중 약 40cm, 약 1600g
• 태아의 발육 신체는 거의 10개월의 태아와 같으나 피하지방은 아직 부족합니다.

임신 33~36주차
• 신장/체중 약 45cm, 약 2300~2600g
• 태아의 발육 전신의 균형이 성숙한 태아의 모습이나 10개월 말의 태아에 비해 신장과
체중이 약간 미달됩니다.

임신 37~40주차
• 신장/체중 약 50cm, 약 3000g
• 태아의 발육 모체 밖에서 성장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성숙합니다.

모체의 변화
• 심혈관계 변화	태반과 태아에 필요한 영양분과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몸의
수분이 50%정도 증가합니다. 똑바로 누워있는 자세는 자궁이 정맥을
압박하여 다리에서 오는 순환이 감소하게 되고, 대혈관을 10% 정도
압박하여 갑자기 숨이 차고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누워있을 때는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합니다(누운자세 저혈압 증후군).
• 피부변화	복부, 유방 또는 허벅지의 피부에 붉고 약간 함몰된 줄무늬가 흔히
관찰되며 이는 임신선(striae gravidarum)이라고 합니다. 색소 침착이
증가되어 복부피부 정중선에 흑색선(linea nigra)이 생기기도 하고
얼굴과 목에 다양한 크기의 불규칙한 갈색 반인 임신기미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 호흡기 변화	자궁이 커지면서 횡격막이 상승되고 폐 용적이 줄어드는 변화가 있지만
폐의 활동량은 임신 전과 비슷하게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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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 Pregnancy
(29-40 weeks)
Fetal Growth

Information on
pregnancy by week
(late stage)

29-32 weeks
About 40 cm, about 1600 g
The fetus almost looks like a 10-month-old baby, but the subcutaneous
fat still needs to be further developed.

33-36 weeks
• Height/
Weight
• Fetal
development

About 45 cm, about 2300-2600 g
The body proportion is pretty balanced, but their height and weight are
slightly below those of a 10-month-old baby.

37-40 weeks
• Height/
Weight
• Fetal
development

About 50 cm, about 3000 g
The baby is mature enough to survive in the outside world.

Maternal Changes
• Cardiovascular The water content in your body increases by about 50% to provide
changes
enough nutrients and oxygen to the placenta and fetus. In the position
of lying on your back, the uterus compresses the veins, reducing blood
circulation from the legs, and the great arteries by about 10%, causing
sudden shortness of breath and dizziness. When lying down, lie on
your side (supine hypotension syndrome).
• Changes in
skin

Slightly indented red streaks are often observed on the skin of the abdomen, breasts, or thighs, which is called the striae gravidarum. Due
to increased pigmentation, you may get a black line running through
the center of your belly (linea nigra) and irregular brown freckles of
various sizes on the face and neck.

• Changes
in the
respiratory
system

As the uterus enlarges, the diaphragm is gradually displaced upwards
and total lung capacity is reduced. However, the activity in the lungs
remains similar to the pre-pregnancy levels.

Pregnancy by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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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ight/
Weight
• Fetal
development

• 비뇨기계 변화	빈뇨와 야뇨를 경험하며 정상적으로 소변에 당이 검출되나 일단 요당이
확인되면 당뇨가 아닌지 의심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궁이 커져
주로 우측 요관을 압박하게 되므로 임신부의 50%이상에서 요실금을
경험합니다.
• 위장운동 변화	증가된 호르몬으로 장운동이 감소하고 위/식도 괄약근이 느슨해져
소화불량이나 속쓰림이 흔하게 발생합니다.
• 눈의 변화	부종으로 각막의 두께가 증가하여 콘택트렌즈를 사용하는데 불편할 수
있고 두 눈을 일시적으로 조절하는데 불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 근육, 뼈와 관절 변화 관절 유동성이 증가하여 이 시기에 더 증상이 심해질 수 있으며
팔의 통증, 저림과 쇠약 등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 기타 변화	수면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억력 감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일시
적이고 출산 후 대부분 회복됩니다. 여성호르몬의 증가로 질분비물이
증가하는데, 질감염과 잘 구분해야 하며 정확한 것은 의료진과 상의해야
합니다.

건강정보
• 예방접종
• Tdap(백일해) 27~36주 권장, 태아의 면역력을 위해 매 임신 시마다 접종하며 아이와
접촉할 가족도 1회 접종을 권장합니다.
* 접종 전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 임신부는 MMR, 수두 등 생백신 접종을 금합니다.

영양정보
• 열량섭취는 1일 450kcal, 단백질은 1일 30g을 추가적으로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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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nges in
the urinary
system

You will experience frequent urination and urination at night. There
is normally sugar in your urine during pregnancy. Once it is found,
however, you should take extra caution. More than 50% of pregnant
women have incontinence, as the uterus enlarges and compresses the
right ureter.

• Changes in
the eyes

The thickness of the cornea increases due to edema, making contact
lenses harder to tolerate and your eyes feel more sensitive.

• Changes in
muscles, bones and
joints
• Other
changes

The mobility of the pelvic joints increases; you may experience
more severe symptoms during this period including pain, numbness, and weakness in the arms.

Sleep disturbances may occur. You may experience memory loss, but
this is temporary and you will have total recall again after childbirth.
Vaginal discharge increases due to an increase in female hormones.
You need to make sure whether or not it is vaginitis and consult your
doctor for more details.

Health Care during Pregnancy
• Immunization
Recommended during 27-36 weeks of your pregnancy. For the immunity of your baby, receive the vaccine for each pregnancy, and family
members who will be in contact with the baby are also recommended
to get vaccinated.
* Consult a doctor before vaccination.
*P
 regnant women are not allowed to receive live vaccines such as MMR and varicella.

• Tdap
(pertussis)

Nutrition during Pregnancy
• Consume an extra 450 kcal of calories and an extra 30 g of protein every day.

Pregnancy by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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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nges in the With increased hormones, your bowel movements slow down and the
gastrointestinal stomach/esophageal sphincter muscle becomes weak, causing indigestion or heartburn.
system

생활수칙
• 식생활 여러 번에 걸쳐 조금씩 자주 먹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합니다.
• 일상	적당한 운동을 하며, 순간적으로 힘이 들어가는 동작이나 진동은 피하고 배가
뭉치면 바로 누워 휴식을 권장합니다.
• 호흡법 출산 시 도움이 되는 호흡법을 연습합니다.(P54 참고)
• 성생활	임신 말기는 태반박리 등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임신부의 복부가 압박되거나
충격을 줄 수 있는 체위는 금지해야 하며 특히 조산의 위험, 전치태반이 있거나
임신 36주 이후에는 성관계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 조산의 징후에 유의하며 출산 전 징후를 미리 알아둡니다.
- 조산의 원인 : 조기 양막파수, 임신중독증, 모체의 피로 및 건강이상 등
• 규칙적인 진통이 오면 주변 가족들에게 알리고 출산에 대비합니다.
-지
 나친 긴장과 불안은 임산부나 태아에게 모두 좋지 않으므로 마음의 안정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 목욕 시 균형을 잡지 못하여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X선 투시, 약물복용 등은 산부인과 전문의와 상의합니다.

병원갈 때 준비물
• 출산이 임박하면 허둥대지 않도록 병원에 가져갈 짐을 미리 확인하고 챙겨둡니다.
- 산모용 : 임산부수첩, 가벼운 옷, 속옷, 산모용 패드, 세면도구(치약, 칫솔, 수건 등)
- 아기용 : 배냇저고리, 속싸개, 겉싸개, 기저귀, 기저귀 커버, 손수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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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t little and often and consume a variety of food groups.

• Daily life

Exercise moderately, avoid movements that require instant strength,
and lie down as soon as your stomach feels tight.

• Breathing

Practice breathing techniques for labor (See p. 54).

• Sex life

During your late pregnancy, positions that can put pressure or stress on
your belly should not be tried due to a risk of placental abruption. Sex
is not recommended, if you have a risk of preterm birth or placenta
previa or are beyond 36 weeks of pregnancy.

Pregnancy by Stage

Lifestyle
• Diet

Precautions
• Be aware of and watch for signs of preterm birth.
- Causes of preterm birth: premature rupture of membranes, preeclampsia, maternal
fatigue and health problems, etc.
• If you have regular contractions, call your family members and prepare for childbirth.
- Being too nervous or anxious is not good for you and your baby; try to relax.
• When bathing, you may lose balance and fall or slip.
• Consult your ob/gyn for X-ray fluoroscopy or medications.

Packing for the hospital
• Pack everything in advance so that you will be prepared before you go into the hospital.
- For you: Mom’s Handbook, light clothes, underwear, maternity pads, toiletries (toothpaste, toothbrush, towel, etc.)
- For your baby: side snap shirts, receiving blankets, swaddlers, diapers, diaper covers,
handkerchiefs etc.

Pregnancy by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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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징후
• 이슬이 비침	출산이 임박하면 이슬이 비칩니다. 자궁 경부가 열리기 시작하면서
경부를 막고 있던 조직과 혈액, 분비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갈색 혈흔
이나 선홍색 혈이 비치는데, 양이 많지 않아서 간혹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 깊게 보도록 합니다.
• 규칙적인 진통	가진통은 배가 불규칙하게 당기는 통증입니다. 생리통과 같은 통증으로
생기다가 잦아들고 다시 생기는 등 불규칙적입니다. 그러나 규칙적인
간격으로 일정하게 진통이 오면 분만이 임박했다는 뜻이므로 병원으로
갑니다.
• 양수가 터짐	갑자기 질에서 따뜻한 물이 나온다면 양수가 파수된 것입니다. 양수가
파수된 경우에는 현재 진통유무에 상관없이 깨끗한 거즈나 위생 패드를
댄 다음 즉시 병원으로 갑니다.

66

Mom's Handbook

• You have a
bloody mucus
discharge
(show).

If labor is imminent, you will have bloody discharge. As your cervix
begins to open, the tissue, blood and discharge that were blocking the
cervix come out. You will have brownish or reddish bloody discharge
but in a small amount; some mothers do not even recognize it. Be sure
to pay close attention to it.

• Regular
contractions

False labor is irregular uterine contractions. It feels like menstrual
cramps and is off and on. On the other hand, true labor is when contractions are at regular intervals.

• Your water
breaks

When your water breaks, you may feel a big rush of warm water. If
this happens, put on a sanitary pad for protection and go to the hospital
immediately, regardless of contractions.

Pregnancy by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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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s of Labor

임신 중 응급상황
갑자기 출혈이 발생한 경우
임신 초기 점액이 섞인 소량의 출혈이 있으나 색이 옅으며 양이 적고 곧 멈춘 경우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고 집에서 안정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하복통이 심해지거나
적은 양이라도 출혈이 계속되고, 패드를 흠뻑 적실만큼 양이 많다면 바로 병원을 방문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출혈과 함께 진통, 배뭉침이 있다면 조산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즉시 병원에 가야합니다.

양수가 터졌을 경우
만삭(37주 이상)에 양수가 파수 되었다면, 바로 분만 준비를 해서 병원에 가야 합니다.
금식하고, 샤워를 하지 말고, 패드를 착용한 상태로 가면 됩니다.
서있는 자세보다는 옆으로 누운 자세로 이동하도록 합니다. 만삭이 아닌 경우 대학병원
등의 상급병원으로 가는 것이 좋으며, 다니던 병원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갑자기 복통이 심할 경우
임신부는 임신 초기부터 말기까지 불규칙한 자궁 수축에 따른 하복부 통증을 경험하게
되는데 출혈과 함께 배가 아프다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또 음식을 잘못 먹었거나
너무 무리한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복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복통이 지속된다면 병원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심하게 넘어진 경우
태아는 양수에 둘러싸여 있어 가볍게 넘어지거나 부딪혀도 방어벽 역할을 하기 때문
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태반이 충격에 의해 자궁에서 떨어질 수 있
으므로 하루 종일 태동이 느껴지지 않고 통증이 있거나 타박상이 심하다면 즉시 병원
에 가야합니다.

갑자기 배가 뭉치는 경우
임신 중 무리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경우 일시적으로 배가 뭉치는 경우가 있는
데, 이때는 좌측으로 누운 상태에서 최대한 안정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삭이 아닌 상태에서 가진통인지 진진통인지 구분이 되지 않거나 통증이 지속된다면
즉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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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ergencies during
Pregnancy
Sudden bleeding

Your water breaks
If your water breaks in the last month of pregnancy (over 37 weeks), you should
go to the hospital immediately. Do not eat or shower, just put on a pad. Go to the
hospital in a lying-down position on your side rather than standing. If you are
not in the last month of pregnancy, go to a tertiary hospital such as a university
hospital and contact your doctor for help

Sudden abdominal pain
Pregnant women experience pain in the lower abdomen due to irregular uterine
contractions from early to late pregnancy. If you have abdominal pain as well as
bleeding, you should go to the hospital immediately.You may have a temporary
stomachache if you had tainted food or tired yourself out. Go to a doctor if
abdominal pain persists.

Hard falls
You do not have to worry much, because your baby is surrounded by amniotic
fluid that acts as a barrier when you fall or hit in your stomach.
However, the placenta may come away from the womb. If you do not feel your
baby moving throughout the day, have pain, or have severe bruises, you should
go to the hospital immediately.

Sudden stomach tightening
If you tire yourself out or get stressed during pregnancy, you may have stomach
tightening temporarily. In this case, rest as much as possible lying on your left side.
If you are not in the last month of pregnancy and it is difficult to tell whether it is
false or true labor or if the pain persists, go to the hospital immediately and get an
examination.

Pregnancy by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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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you had a small amount of bleeding mixed with mucus but it stopped soon in
early pregnancy, you do not need to worry about it, and it is better to rest at home.
However, if your lower abdominal pain is severe, light bleeding continues, or
bleeding is heavy enough to soak a pad, you should go to the hospital right away
to get examined. Particularly, if you have contractions and stomach tightening
along with bleeding, there is a risk of preterm birth; you should go to the hospital
immediately.

화상을 입었을 경우
가벼운 화상일 경우 흐르는 찬물로 열기를 식힌 후 얼음찜질을 합니다. 화상연고제
중엔 임신부에게 금기되는 것이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와 상담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화
상이 심한 경우에는 흐르는 찬물로 씻어내고 그 위에 옷을 입었다면 옷을 탈의한 후 거
즈나 깨끗한 천으로 화상 부위를 감싸고 즉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습니다.

운전 중 사고가 났을 경우
사고가 크게 나서 다른 부위까지 검사가 필요하다면 대학병원으로 이동하여 전체적인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사전에 임신부임을 꼭 알려서 태아에 영향을 주는
진료를 차단 내지 선별해야 합니다. 가벼운 접촉 사고의 경우에도 병원을 방문해 사전에
임신부임을 알리고 초음파를 보거나 태동 검사 등을 진행합니다.

오한과 열이 심하게 날 경우
임신 5~10주 사이에 열이 38.9도 이상일 때는 고열이 태아 기형의 원인이 될 수도 있
습니다. 이런 경우 몸을 시원하게 하고 물수건을 적셔서 목뒤, 겨드랑이, 얼굴 등을 문질
러 줄 수 있습니다. 발열의 원인에 따라, 감기약, 인플루엔자 약물 등을 태아에게 안전
한 약인지 의사와 상의한 후, 처방받아 복용합니다.

질 분비물 색깔이 이상할 경우
임신 중에는 분비물이 많아지기 때문
에 질염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간
지럽고, 냄새나는 증상이 계속될 경우 간
과하지 말고 의사에게 진찰을 받도록 합니
다. 만삭이 되면(37주 이상) 분비물에 조
금 끈끈한 점액질 피가 섞여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이슬(Show)이 비치는 것으로 분
만의 전조증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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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ns and scalds
For minor burns and scalds, hold the area under cool running water and put an
ice pack on it. Since some topical ointments for burns can cause serious effects,
consult your doctor before using one. If the burn is severe, wash it with cool
running water; if you are wearing clothes, remove the clothes, cover the area
with gauze or a clean cloth, and go to a doctor immediately.

If you get injured severely and need to get other areas examined, go to a
university hospital for a general check-up. Remember to let them know that you
are pregnant in advance to avoid any treatments that can affect your baby. Even
for a fender bender, go to a hospital, let them know that you are pregnant, and
get an ultrasound or non-stress tests done.

Severe chills and fever
If you have a fever higher than 38.9 °C during 5-10 weeks of pregnancy, it may
cause fetal malformations. In this case, reduce your body heat by rubbing the
back of your neck, armpits, and face with a wet towel. Consult your doctor and
take prescribed cold or flu medicine that is safe for your baby.

Abnormal color of vaginal discharge
During pregnancy, you are highly likely to have vaginitis because of increased
vaginal discharge. If itching and burning in your vulva persist, do not hesitate to
go see a doctor. In the last month of pregnancy (beyond 37 weeks), you may have
vaginal discharge with sticky mucus and
blood. This is called discharge and is one
of the signs of true labor.

Pregnancy by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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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 accidents

임신 중 약물복용
대개 임신 사실을 알기까지 적어도 4주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신
사실을 알기 전에 복용했던 약이나 평상시처럼 했던 행동이, 태아에게 어떤 영향을
주지나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약물로 인해 아기가 잘못 된다면 유산의 형태로 나타나며 기형의 가능성은 극히
적습니다.
그러나 임신 초기의 약물 복용으로 인해 의심되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산부인과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주치의 권고에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감기약
감기약 중 일부는 기형을 유발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동물
실험의 결과인데, 동물 실험에서는 보통 사람이 복용하는 양의 수백 배나 되는 양을
한 번에 투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신을 인지하지 못한 1주일 정도 복용한 감기약은
대체로 태아의 기형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정 약물의 경우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 산부인과 전문의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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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tions during
Pregnancy
It usually takes at least four weeks before you realize you are pregnant. For this reason, some mothers-to-be worry if they have done something wrong to their baby by
taking medications or doing some activities as usual.

However, if you are still worried about some medications you took during your early
pregnancy, consult your doctor and follow their instructions.

Cold medicines
It has been reported that some cold medicines can cause fetal malformations. However, it was mostly the results of animal experiments where the research subjects are
administered hundreds of times more doses than the usual dose for humans. Therefore,
cold medicines taken for about a week without recognizing pregnancy usually do not
cause fetal malformations. However, some medications do cause some problems. It is
recommended to consult your ob/gyn.
Pregnancy by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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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the baby is affected by medications, it can lead to miscarriage; the chances of fetal
malformations are minimal.

변비약
심하게 설사를 하지 않았다면 괜찮습니다. 변비약은 간혹 임신 중에도 사용하므로 걱정
할 필요는 없지만, 약 복용 후 설사를 했다면 일단 조심해야 합니다. 심한 설사는 전해질
불균형과 탈수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장약
위장약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소화제나 위산제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
다. 단, 위궤양이나 십이지장 궤양의 약은 기형유발에 대한 뚜렷한 자료가 없으므로 장기
간 복용하고 있었다면 의사 및 산부인과 전문의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제
상습적으로 복용하지 않았다면 괜찮습니다. 1주일에 한 번 정도 복용했다거나 2~3일
동안 복용한 양으로는 태아의 신경계에 영향을 주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6주가 넘어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상습적으로 복용한 경우라면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경안정제
신경계에 작용하는 약은 되도록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동물 실험에서는 기형
과 연관이 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신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
서 장기간 복용한 경우 전문의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멀미약
신경안정제의 일종인 멀미약에도 기형을 유발하는 성분이 들어 있으므로 유의하
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여행 중에 한 번 정도 먹은 것으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
니다.

피로회복제
피로회복을 위한 드링크제에는 알코올 같은 성분의 흥분제가 소량 들어있지만, 피로
회복제 그 자체에는 기형을 유발하는 성분이 없으므로 습관성으로 마신 경우가 아니라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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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ipation medications
It is okay if you have not had severe diarrhea. You do not need to worry, as
constipation medications are sometimes used during pregnancy. If you had diarrhea
after taking the medication, however, you should be careful. Severe diarrhea can
cause electrolyte imbalance and dehydration.

There are several types of gastrointestinal medications. Medicines for digestion or
acid reflux do not cause serious problems. However, there is no definite data on the
effect of medicines for gastric or duodenal ulcer on fetal malformations. Consult your
doctor and ob/gyn, if you have been taking such medicines for a long time.

Sleeping pills
It is okay if you have not taken sleeping pills on a regular basis. Taking sleeping
pills once or 2-3 days a week rarely affects your baby's nervous system. However,
if you found out that you were pregnant after six weeks or have taken sleeping pills
regularly, consult your doctor.

Tranquilizers
It is not recommended to take medications that act on the nervous system,
since animal experiments have revealed that such medications can cause fetal
malformations. Consult your doctor, if you have taken tranquilizers for a long time
without being aware of pregnancy.

Motion sickness pills
As a type of tranquilizer, motion sickness medications also contain ingredients that
cause fetal malformations. However, you do not need to worry about the pills you
took during your previous vacation.

Energy drinks
Although energy drinks contain a small amount of alcohol-like stimulants, they do
not have any ingredients that cause fetal malformations. You do not need to worry
unless you have been drinking such drinks on a regular basis.

Pregnancy by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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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strointestinal medications

비타민영양제
문제될 것 없습니다. 비타민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지용성 비타민 A, D의 과잉섭
취이므로 종합비타민 영양제 복용으로는 비타민 A, D가 과잉될 염려는 없습니다. 하지
만 성분을 확인하지 않은 채 여러 영양제를 동시에 먹는 경우 비타민 A의 과다복용으
로 태아의 기형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약
꽃가루로 인한 알레르기성 비염을 치료하기 위한 약 중에는 항히스타민제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물 실험 결과 항히스타민제 일부가 기형을 유발할 수 있음이 밝혀져
있지만, 현재 사용되고 있는 약의 대부분은 기형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진통제
진통제 중에는 아스피린 계통의 약이 사용된 것이 있는데, 이 약은 동물 실험에서 기형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기형 유발성에 대한 보고는 없었습니다.

약물복용에 대한 상담방법
•온
 라인 상담

한국마더세이프 (www.mothersafe.or.kr)

•전
 화 상담

1588-7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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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더세이프
상담센터

Vitamin supplements
There is nothing to worry about. Although excessive intake of fat-soluble vitamins
A and D can cause problems, taking multivitamin supplements will not have such
problems. However, taking multiple supplements without checking the ingredients
can lead to overdose of vitamin A and cause fetal malformations.

A lot of medications for pollen allergic rhinitis contain antihistamines. According to
animal experiments, some antihistamines can cause fetal malformations. However,
most of the medications currently on the market do not have such side effects.

Painkillers
Animal research has found that some aspirin-based painkillers cause malformations.
However, there have been no reports of such side effects in humans.

Counselling on Medications
• Via online
Korean Mothersafe Professional Counseling Center
(www.mothersafe.or.kr)
• Via phone

Korean Mothersafe
Professional Counseling
Center

1588-7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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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이후

Breathing for Labor
Natural Childbirth
C-section (Cesarean Section)

Childbirth Delivery Options

Childbirth Delivery
Options

출산 호흡법

구분
• 1회 진통시간 : 20~30초
• 진통 간격 : 5~10분

준비기

• 자궁구의 벌어진 정도 : 0~3cm
• 전체 진통시간 : 약 8~9시간

• 1회 진통시간 : 40~60초
• 진통 간격 : 2~4분
• 자궁구의 벌어진 정도 : 4~7cm

극기

• 전체 진통시간 : 약 3-4시간

• 진통이 시작되면 크게, 천천히
호흡합니다.
• 코로 천천히 들이쉬고 입으로
내뱉는 복식호흡을 하고 통증이
멈추면 심호흡을 합니다.

• 얕게 입으로 들이쉰 후 입으로
내뱉습니다.
• 진통이 점점 심해지면 호흡도
빨리 합니다.
• 진통이 가장 심할 때는 1초
간격으로 숨을 들이쉬고
내뱉습니다.

• 1회 진통시간 : 60~90초
• 자궁구의 벌어진 정도 : 10cm

만출기

호흡법

• 분만대에서 배에 힘을 주라는
신호를 주면 우선 두 번 크게
심호흡합니다.

• 전체 진통시간 : 초산부 1~2시간
경산부 1.5~1시간 •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가
일시적으로 멈춘 후 가능한 한
길게 항문 쪽으로 변을 보듯이
힘을 길게 줍니다.
• 한 번 진통에 두 번 정도 힘주기를
할 수 있습니다.
• 태아 머리가 나오면 그 후엔 힘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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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thing for Labor

Initial phase

Active phase

Expulsion
phase

Breathing

• Each contraction
20~30 seconds
• Contraction interval :
5~10 minutes
• Cervical dilation : 0~3cm
• Total contraction time:
About 8~9 hours

• When contractions begin,
breathe deeply and slowly.
• Breathe in slowly through your
nose and breathe out through
your mouth. If contractions stop,
take a deep breath.

• Each contraction :
40~60 seconds
• Contraction interval :
2~4 minutes
• Cervical dilation : 4~7cm
• Total contraction time:
About 3~4 hours

• Inhale lightly and then exhale
through your mouth.
• Breathe faster as your
contraction intensifies.
• When contraction peaks, inhale
and exhale every second.

• Each contraction :
60~90 seconds
• Cervical dilation : 10cm
• Total contraction time:
primiparas 1-2 hours
multiparas 1-1.5 hours

• When the medical staff tells you
to push, take two deep breaths.
• After taking a deep breath and
temporarily stopping, push
as if you're having a bowel
movement.
• You can give two pushes per
contraction.
• Once the baby's head is out, you
can stop pushing.

Childbirth Delivery Options

81

Childbirth Delivery Options

Details

자연분만
자연분만이란?
규칙적인 진통의 시작부터 태반이 만출되는 과정까지, 수술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적인
방법으로 엄마의 질을 통해 아기를 낳는 것을 말합니다. 진통 및 분만에 소요되는 시간은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초산부

평균 9시간
(길게는 18.5시간)

경산부

평균 6시간
(길게는 13.5시간)

자연분만의 과정

분만 1기

규칙적인 진통이 시작되어
자궁입구가 다 열릴 때까지
분만 제 1기는 자궁입구가 3cm까지 열리는 잠복기(평균 8시간),
이후 10cm까지 모두 열리는 활성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시기
에는 진통횟수가 잦아지고 통증이 점점 심해집니다. 이 시기에
관장, 내진을 시행하며 긴장을 풀고 의료진의 지시를 따릅니다.
무통마취를 할 경우, 이 시기의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분만 2기

자궁입구가 다 열린 후부터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자궁입구가 다 열리게 되면 아기는 산도를 내려오게 됩니다. 아기의
머리가 좁은 산도를 내려오도록 도와주기 위해 산모는 힘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초산부의 경우는 평균 50분, 경산부는 평균
20분 정도 걸리지만, 산모마다 편차가 다양합니다. 역시 무통
마취에 의해 이 시기가 길어질 수 있으며, 아기의 머리가 밖에서
보일 정도가 되면 분만실로 이동하여 분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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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al Childbirth
What is natural childbirth?
Natural childbirth means that a mother gives birth to a baby through her vagina from
the onset of regular contractions to the placental expulsion in a natural way without
any surgery. There may be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time required for contractions
and labor.
primiparas

Average 9 hours

(18.5 hours at longest)

multiparas

Average 6 hours

(13.5 hours at longest)

First stage of
labor

Second stage
of labor

From regular contractions to
the cervix opening enough to let the baby through
The first stage of labor can be divided into latent and active
phases. Dilation goes to 3 cm (8 hours on average) during the
latent phase and to 10 cm during the active phase. During this
stage, contractions occur more frequently, and the pain gets
worse. An enema and examinations are performed. The mother
needs to relax and follow the medical staff's instructions. With
anesthesia, this stage can be longer.

From the cervix opening enough to let the baby
through to the delivery of the baby
When the entrance of the uterus is opened, the baby comes
down through the birth canal. To help the baby come down the
narrow passage, the mother begins to push. It takes 50 minutes
on average for primiparas and 20 minutes for multiparas, but
it varies individually. This stage may require longer time due
to anesthesia as well. When the baby's head is seen from the
outside, the mother is moved to a delivery room.

Childbirth Delivery O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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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cess of a Natural Birth

분만 3기

아기가 태어난 후
태반이 나올 때까지
아기가 태어난 후에는 5~10분 전후로 태반이 나옵니다. 태반은
대부분 저절로 자궁벽에서 떨어져 나오게 되며 자궁은 수축하게
됩니다. 이후 이상이 없으면 회음절개 부위를 봉합합니다. 자궁
수축제를 계속 투여하면서 자궁수축 상태를 확인합니다.

자궁이 수축하는 시기

분만 4기
임신 중 커졌던 자궁이 수축하면서 원래 크기로 돌아옵니다. 이때
‘훗배앓이’라는 진통이 오며 초산모보다 경산모가 더 오래 갑니다.
통증이 심하거나 출혈이 많은지 확인합니다.

84

Mom's Handbook

Fourth stage
of labor

The placenta comes out around 5-10 minutes after childbirth.
Usually, the placenta comes off the wall of the uterus by itself,
and the uterus contracts. If there is no abnormality, the incised
perineal skin is sutured. The uterine contraction is checked
while administering a uterine contraction agent.

The period when the uterus contracts
The uterus contracts and returns to its original size. At this time,
“after pain” occurs, which is longer in multiparas than primiparas. It is checked if the mother has severe pain or blee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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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d stage
of labor

From the delivery of the baby
to placental expulsion

제왕절개
제왕절개란?
임신부의 배를 절개한 후 자궁을 일부 절개하고 절개 부위를 통해 태아를 꺼내는 수술을
말합니다.

제왕절개술이 요구되는 상황
• 선행 제왕절개술, 자궁근종제거술 등 자궁수술의 병력으로
자궁파열 위험이 있는 경우
• 난산으로 인한 분만 진행 부전
• 태아의 위치 이상, 다태아, 거대태아
• 태아곤란증, 전치태반
• 태아의 안녕이 위협받는 경우
• 산도의 기계적 폐쇄, 이전 회음부 열상력
• 단순헤르페스바이러스(HSV),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등 성매개성 감염
• 산모의 심장, 폐 등 내과적 질환
• 비정상적 분만 진행(담당의의 판단에 따름)
• 산모의 요구

제왕절개술 시 마취
• 제왕절개술 시 전신마취 혹은 척추마취를 하게 됩니다.
• 마취 방법은 산모와 태아의 상태에 따라 마취전문의와 상의해서 결정합니다.
• 척추마취
* 산모가 의식이 있어 태아의 출생을 분만과 동시에 알 수 있습니다. 위 내용물 폐흡인
및 기관 삽관 시 부작용을 줄일 수 있으나 산모의 불편감은 완전히 막을 수 없고,
저혈압, 두통 및 신경성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전신마취
* 척추마취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저혈압, 저혈량증 등) 시행할 수 있으나 태아의
위 내용물 폐흡인이나 태아의 호흡 억제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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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ection
What is C-Section?
A C-section refers to the delivery of a baby through a surgical opening where the
belly and some part of the uterus are cut and the baby is taken out through the
mother’s abdomen.

• there is a risk of uterine rupture due to a history of uterine surgery, such as a previous C-section and uterine myomectomy
• your labor is slow and hard or stops completely
• your baby is in a breech position, you have multiples, or your baby is very large
• your baby is in distress or you have placenta previa
• your baby's health is in danger
• your birth canal is nearly closed or you have perineal lacerations
• you have a 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 such as Herpes Simplex Virus (HSV) or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
• you have medical conditions in the heart, lungs, etc.
• your labor inexplicably stalls (decided by your doctor)
• you want to have a C-section

Pain management for C-sections
• During a C-section, you will be given general anesthesia or spinal anesthesia.
• The anesthesia method is decided by consulting the anesthesiologist according to the
condition of the mother and baby.
• Spinal anesthesia
* You are conscious so that you can embrace the moment when you first meet your
baby. Pulmonary aspiration and the side effects of intubation may be reduced, but
the discomfort cannot be completely prevented. You may have hypotension, headache, and neurological complications.
• General anesthesia
* General anesthesia can be given if spinal anesthesia is not appropriate for the mother because of hypotension, hypovolemia, etc. It may involve a risk of pulmonary
aspiration or respiratory depression in the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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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ections are required when

제왕절개의 과정
• 체모를 면도하고 수술 부위를 소독한 후, 도뇨관을 연결합니다.
• 척추 마취를 하고 포를 덮습니다.(전신마취는 포를 덮은 후 시행)
• 복벽을 절개하는데 보통 팬티 라인 아래쪽 가로절개를 시행합니다.
• 자궁벽을 절개한 후 아기의 머리를 확인하고 양수를 흡입합니다.
• 자궁벽을 벌려 태아를 꺼낸 후 탯줄을 분리합니다.
• 태반을 꺼내고 수술부위를 봉합하는데, 피부 안쪽은 녹는 실을 사용합니다.
• 피부를 꿰맨 실은 녹지 않는 실로 폐쇄드레싱을 한 후 퇴원 날 제거합니다.

합병증
• 신생아 호흡 곤란증, 요통, 감염, 출혈 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 자연분만보다 심신의 회복이 느리고 초유가 천천히 나오며 두 번째 이상 수술 시 자궁
파열, 다음 임신 시 전치태반 가능성 증가, 부정출혈, 자궁 절개 부위 임신, 골반 장기
유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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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a C-section is performed
• Your pubic hair is removed, the surgical site is disinfected, and a urinary catheter is
connected.
• You are given spinal anesthesia and covered with surgical drapes (General anesthesia
is given after covering the mother with surgical drapes).
• An incision is made in the abdominal wall, which is usually horizontal across the
pelvis, below the bikini line.
• After making an incision into the uterus, the baby's head is checked, and the amniotic
fluid is sucked out.
• Your new baby will be removed from your uterus, and the umbilical cord is cut.
• The placenta is removed, and the surgical site is closed; dissolvable sutures are used
on the inside of the body.
• Undissolvable sutures are used on the outside of the skin for which dressings are
applied. They are removed on the discharge day.

Childbirth Delivery O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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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ications

• Breathing problems in your baby, back pain, infection, and bleeding.
• It usually takes longer to recover from a c-section than from a vaginal birth. Colostrum
is produced slowly. If you have more than two C-sections, you may have uterine rupture, an increased chance of placenta previa in the next pregnancy, abnormal bleeding,
pregnancy at incision site, and pelvic adhesions.

90

Mom's Handbook

After Childbirth

After Childbirth

The Characteristics of Puerperium Period
Postpartum Care
Postpartum Nutrition
Pre- and Postpartum 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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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욕기의 특징
산욕기란?
분만이 끝나고 임신과 분만으로 인해 생긴 신체의 변화가 차차 임신 전 상태로 돌아가는
과정을 말하며 산후 약 6주의 기간을 말합니다.

산욕기의 특징
자궁의 수축
분만 후 2~3일은 자궁이 아랫배에서 단단한 공같이 만져지며, 이따금 수축이 옵니다.
산후통(훗배앓이)이라고 해서 심한 경우에는 진통제를 써서 완화시킬 수 있으며, 3~4일
후에는 대개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약 6주 후에는 자궁이 작아져서 정상 크기가 됩니다.
오로
산욕 중 처음 며칠은 혈액과 같은 분비물이 나오고 3~4일 후부터는 차차 양이 적어집니다.
이후 옅어진 분비물이 10일 후에는 차차 노랗게 변화되는 오로가 3~4주간 흐르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 없이 계속 선홍색의 혈액과 같거나 냄새가 나고 양이 많은 경우 병원을
방문해서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산욕기에 주의할 점
다음과 같은 산욕기 이상소견이 있으면 즉시 산부인과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 다량의 선홍색 질출혈이 있을 때
□ 고열이 있을 때
□ 아랫배의 심한 복통이 있을 때
□ 유방이 딱딱해지고 통증이 심할 때
□ 회음절개부의 심한 통증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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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aracteristics of
Puerperium Period
What is puerperium period?

It refers to the process where the changes in your body caused by pregnancy and
childbirth gradually return to the non-pregnant conditions after delivery. The period
is about six weeks after the delivery.

The characteristics of puerperium period
Uterine involution
You will feel something hard like a ball in the belly, and your uterus occasionally
contracts 2-3 days after delivery. This is called postpartum pain (after pain) and
severe pain can be relieved with pain killers. It usually lasts for 3-4 days. After about
six weeks, your uterus will shrink and return to its nonpregnant size.
Lochia
During the first few days of the puerperium period, your vagina discharges some
fluid including blood. The amount gradually decreases after 3-4 days. After 10 days,
the thinned fluid gradually turns yellow and lochia is discharged for 3-4 weeks. If
you continuously experience the discharge of a high volume of red (blood-like),
odoriferous fluid without such change, visit your doctor for medical examinations.

Precautions to take during the puerperium period
If you have any of the following symptoms during the puerperium period, you should
see your gynecologist immediately
After Childbirth

□ a large amount of bright red
vaginal bleeding

□ a high fever
□ severe abdominal pain
□ hard and painful breasts
□ severe pain in the perineal incision

After Childbi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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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의 성생활과 월경 및 피임
성생활은 상처가 다 아물어 통증이 없고 분비물이 그친 후부터 가능하며, 대개 산후 6주
후에 성생활을 다시 시작합니다. 본인이 불편감이 없고 욕구가 있다면 산후 2주후 부터도
가능합니다.
월경의 회복은 수유를 하는 경우엔 매우 다양하며, 대개 분만 후 2~18개월 내에 돌아
옵니다. 수유를 하지 않으면 분만 후 6~8주 내에 월경을 합니다. 배란은 수유를 하는
경우 늦게 회복되나 수유 중에도 임신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만 후 바로 임신을
원하지 않으면 의사와 상의하여 피임을 해야 합니다.
피임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장단점을 파악하여 부부 간의 여러 조건에
합당한 피임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산후 피임법
•수유를 할 경우에는 피임약을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수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산 후 2~3주 후부터 피임약 복용을 시작합니다.
•자궁 내 장치는 분만했을 경우라면 6~8주 후가 적당합니다.

유방과 젖 분비
출산 후 초유가 분비되는데, 여기에는 “lgA”라는 면역성분이 있어 신생아를 장내병원균
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초유는 임신 5개월경부터 생성되고 분만 즈음에는 젖 분비가 원활해져 빠르면 임신
말기, 보통은 분만 1~2일 후부터 손으로 짜면 젖이 나옵니다. 분만 후 되도록 빨리 아기
에게 젖을 물리는 것이 좋으며, 유방의 상태를 확인하여 손이나 유축기를 이용해 젖을
짜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지 못해서 전신에 열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젖몸살이
라고 합니다.
또한 유선 조직에 염증이 일어나는 유선염이 발생할 수 있는데, 대개 출산 후 3~4주 후에
유방 통증 및 발적 소견과 함께 단단해지며 오한, 열 등의 증상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94

Mom's Handbook

Postpartum sex life, menstruation, and contraception

You can have sex after the wound has healed so that you have no more pain and no more
vaginal discharge. It is recommended to wait to have sex until six weeks after delivery.
However, if you do not have pain and have sexual desire, you can have sex two weeks
after birth.
The return of your menstrual cycle varies greatly when you breastfeed, but it usually
takes about 2-18 months after delivery. Without lactation, your period will start within
6-8 weeks after delivery. Ovulation recovers late when breastfeeding, but it is possible to
become pregnant during lactation. Therefore, if you do not want to get pregnant right after
childbirth, you should talk to your doctor about birth control.
There are different methods of contraception. You need to understand their pros and cons
and choose a suitable method for you and your partner.

* Postpartum contraception
• It is not recommended to take birth control pills when breastfeeding.
• If you are not breastfeeding, start to take birth control pills 2-3 weeks after
delivery.
• An intrauterine device can be considered 6-8 weeks after delivery.

Breast and lactation

Colostrum is produced around five months of pregnancy, and lactation is facilitated
at the time of delivery so that you can express breast milk by hand at the end of
pregnancy at earliest and usually 1-2 days after delivery. It is recommended to
breastfeed your baby as soon as possible after delivery. You may need to express
breast milk by hand or with a pump, otherwise your whole body will experience a
fever, which is called breast engorgement.
In addition, you may have mastitis, an infection of the breast tissue. It mostly occurs
3-4 weeks after childbirth and involves hardening and redness of breasts, chills, and
fever. If you show symptoms, you should see a doctor.

After Childbi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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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ed after childbirth, colostrum contains an immune component called “lgA” to
protect your newborn baby from intestinal pathogens.

조기보행
분만 후 몇 시간 만에 산모를 걷게 하면 기분전환에 좋으며, 방광 및 장의 합병증을 줄일
수 있고 정맥 및 폐 혈전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모가 분만 후 처음 걷게 될 때는
현기증으로 인해 넘어질 수도 있으므로 꼭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합니다.

방광 및 장의 관리
분만 후 소변보기가 어려운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분만 후 4시간 이내에 배뇨를 하
지 못하면 도뇨관을 삽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방법으로 처치를 받으면 대개 곧 소변
을 잘 보게 됩니다.
때때로 분만 후 가스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분만 전 관장을 철저히 해서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 보행 및 식사로 변비는 쉽게 해결되며,
심할 경우 대변 연화제를 복용하면 도움이 되므로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외음부의 관리
처음 24시간에는 얼음찜질을 함으로써 부종의 완화를 보일 수 있으며 그 후에는 따뜻한
물로 좌욕을 해서 회음절개부분의 통증을 덜 수 있습니다. 합병증이 없는 경우 분만 후
탕에 들어갈 수 있으나 대중탕의 경우 산욕기 동안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상처부위의 통증은 수일 내에 없어지며, 3주 후에는 완전히 소실됩니다. 계속 아프거나
붓고 단단해지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산후 좌욕 요령
뜨거운 물을 담은 대야에 대퇴부, 둔부, 하복부를 담군 뒤 항문이나 그 주위 피
부를 청결하게 유지해 피부의 혈행을 촉진합니다. 좌욕은 염증을 막아주며 산후통, 요
통, 관절통에 좋으므로 매회 10분씩 하루 2~3회 시행하며, 오로가 끝날 때까지(4~6주)
합니다.

퇴원 후 산후 진찰
산후 진찰은 분만 후 4~8주 사이가 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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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king after childbirth

Walking a few hours after delivery is good for refreshing and can reduce bladder
and intestinal complications as well as venous and pulmonary thrombosis. However,
when you walk for the first time after childbirth, accompanied by your guardian to
prevent from falling due to dizziness.

Bladder and bowel management

Sometimes it can be difficult to urinate after delivery. If you do not urinate within
4 hours after delivery, a catheter may be inserted. In this way, you will be able to
urinate soon.
You may also have difficulty getting rid of postpartum gas. This can be temporal and
because of a thorough enema before delivery. Therefore, constipation is easily solved
by starting walking early and eating. In severe cases, taking stool softeners can help.

Vaginal care

In the first 24 hours, cool the area with crushed ice to relieve swelling. Later,
you can relieve the pain of the perineal incision by taking a sitz bath with warm
water. If there are no complications, you can take a bath after delivery, but it is not
recommended to go to public baths during the puerperium period.
The pain in the wound disappears within a few days and goes away completely after
three weeks. If you still have pain or the wound gets swollen and hard even after
three weeks, you should visit your doctor immediately.
Sit down on a sitz bath bowl filled with hot water so that your thighs, buttocks,
and lower abdomen are covered with water, and keep the skin around the anus and
surroundings clean to promote blood circulation. Sitz baths prevent inflammation
and are good for postpartum pain, back pain, and joint pain. Take a sitz bath 2-3
times a day for 10 minutes each, until the vaginal discharge ends (4-6 weeks).

Postpartum check-ups after discharge
It is suitable to have a postpartum check-up between 4-8 weeks after delivery

After Childbi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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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s to have a postpartum sitz bath

산후 몸조리

산후 운동

임신 이전의 상태로 몸을 추스리는 것을 ‘산후 몸조리' 라고 합니다.
몸조리 기간은 대개 분만 후 6주~8주 정도 걸리지만 사람에 따라 길게는 6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몸조리 할 때는 건강을 회복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충분한 수면과 안정
아기를 낳은 후 출산의 고통을 거친 산모는 정신과 육체가 모두 탈진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충분한 수면과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산모에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하며 주위 사람들은 산모의 정서적 안정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산후 목욕
자연분만 후에는 샤워가 가능하나 제왕절개 시에는 봉합사를 제거한 다음 날부터 샤워가
가능합니다. 통 목욕은 분만 일주일 후부터 할 수 있으나, 출산 후에는 질이나 조직이
약해져 있어서 목욕을 할 경우 박테리아가 침투하기가 쉽습니다. 특히 산후 염증이 심한
경우라면 3~6개월 정도는 아예 입욕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제품 사용
공기가 통하지 않는 옷은 박테리아 번식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속옷은 모두 면제품을
사용하고, 팬티스타킹이나 패드 등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리한 운동 자제
몸에 충격이 가는 점프나 갑자기 움직이는 동작은 신체에 무리를 주고 등이나 관절
부분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으로 변형이 온 신체가 원래의 상태로 회복
하기까지 보통 6개월 정도가 걸리므로 출산 후 6개월까지는 무리한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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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partum Care

Postpartum exercise

Healing your body and returning it to a pre-pregnancy condition is called “postpartum care.”
It usually takes 6-8 weeks after delivery, but it can take as long as six months depending
on the person. For postpartum care, you should focus on restoring your health and preventing disease.

Sufficient sleep and stability

As a mother suffers from childbirth and is physically and mentally exhausted after
delivery, it is absolutely necessary for her to have sufficient sleep and achieve
stability. The mother should be provided with a place to rest comfortably, and her
friends and family should pay special attention to her emotional stability.
You can take a shower after natural childbirth. If you had a C-section, however, you
should wait until the next day when the sutures are removed. You can also take a
bath one week after delivery. However, your vagina or tissue is weak after birth, so
it is easy for bacteria to penetrate while you are taking a bath. It is recommended
to avoid bathing at all for 3-6 months, especially if you have severe postpartum
inflammation.

Use of cotton products

It is recommended to wear underwear made with cotton and avoid non-breathable
fabric as it can trap in harmful bacteria. It is also good to avoid pantyhose and pads.

Refraining from excessive exercise

Jumps or sudden movements that shock your muscles can damage your body and
be dangerous to the back or joints. It is recommended that you do not exercise
excessively until six months after birth, since it usually takes about six months for
the body to return to a pre-pregnancy condition.
After Childbi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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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partum bath

산후 영양관리
산후 적합한 영양섭취 방법
• 출산 후 약해진 몸을 보충하기 위해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먹어야 합니다.
이 시기에 자칫 영양이 부족하면 빈혈이나 골다공증 등의 증세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 수유부는 일반여성의 1일 열량 권장량 2000kcal에 추가하여 400kcal가 더 필요
합니다.
• 고단백 음식(계란, 두부, 콩, 고기 등)과 철분이 많이 함유된 음식(살코기, 간, 시금치,
콩 등)을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철분 흡수를 돕기 위한 비타민 C가 풍부한 음식을
먹도록 합니다.

산후 피해야 할 음식
• 홍차나 커피 등은 철분 흡수를 방해하므로 산욕기 중에는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산후에는 치아가 들뜨고 약해져 있으므로 딱딱하거나 질긴 음식은 먹지 않도록 하며
너무 찬 음식, 자극이 강한 음식도 피하도록 합니다.
산후 1일 열량 권장량 = 2000kcal + 400k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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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 적합한 영양섭취

산후 피해야 할 음식

고단백 음식 : 계란, 두부, 콩, 고기 등

철분 흡수를 저해하는 음식 : 홍차나 커피 등

철분이 함유된 음식 : 살코기, 간, 시금치, 콩 등

딱딱하거나 질긴 음식

철분 흡수를 돕기 위한 비타민 C가 풍부한 음식
: 야채나 과일(레몬, 오렌지, 사과 등)

너무 찬 음식 : 아이스크림 등
자극이 강한 음식 : 매운음식, 짠 음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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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partum nutrition
Postpartum diet

• You need to eat nutritious foods to replenish your body after childbirth. If you do
not eat properly during this period, you may suffer from anemia, osteoporosis, etc.
• N ursing mothers need to consume an extra 400 kcal, in addition to the
recommended daily calorie of 2000 kcal for ordinary women.
• It is recommended to eat high protein foods (eggs, tofu, soybeans, meat, etc.),
foods loaded with iron (lean meat, liver, spinach, soybeans, etc.), and foods rich in
vitamin C to enhance iron absorption.

Foods to avoid after childbirth
• Refrain from black tea or coffee during the postpartum period, as they impair iron
absorption.
• Since your teeth are a bit loose and weak after childbirth, do not eat hard or tough
foods and avoid foods that are too cold or those that irritate your stomach.
Recommended daily calorie intake after childbirth = 2000kcal + 400kcal
Avoid

High protein foods: eggs, tofu, soybeans, meat,
etc.

Foods that impair iron absorption: black tea,
coffee, etc.

Foods high in iron: lean meat, liver, spinach,
soybeans, etc.

Hard or tough foods

Foods rich in vitamin C to enhance iron
absorption : vegetables and fruits (lemons,
oranges, apples, etc.)

Foods too cold: ice cream, etc.
Foods that irritate your stomach: spicy, salty
food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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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 우울증
산전후 우울증이란, 임신중 그리고 출산 직후에 나타나는 산모의 우울증을 말합니다. 증상은
기분이 가라앉아 자꾸 눈물만 나고 자신이 무가치하게 느껴지며 불안, 초조하여 잠시도
편안히 있을 수 없습니다. 잠도 잘 안 오고 식욕도 없고 계속 부정적인 생각만 들어 심하면
자살까지 생각하게 되고, 출산한 아이를 돌보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산전 및 산후우울증의 증상은 여러 가지이며 개인마다 증상이 다양합니다. 임산부를 평가
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가와의 임상면담이며, 추가로 의학적 검사, 임상심리검사
등 여러 가지 검사를 시행하여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최근 임신 또는 출산을 하셨다면 오늘을 포함해 지난 7일 동안 자신의 감정 상태에 대하여
점검해 보세요.
답변
번호

문항

평소처럼
그랬다

평소보다
다소 덜했다

이전보다
전혀
확실히 덜했다 그렇지 못했다

1

나는 웃을 수 있었고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다

0

1

2

3

2

일상의 즐거움에 기대가 되었다

0

1

2

3

전혀 그렇지
않았다

거의 그렇지
않았다

때때로
그랬다

자주 그랬다

3

나는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불필요하게 나 자신을 책망했다

0

1

2

3

4

나는 특별한 이유 없이 근심하거나
걱정했다

0

1

2

3

5

나는 특별한 이유 없이 두려움이나
공포를 느꼈다

0

1

2

3

6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처리할
일들이 쌓여만 왔다

0

1

2

3

7

수면을 취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서
힘들었다

0

1

2

3

8

나는 슬프거나 불행하다고 느꼈다

0

1

2

3

9

너무나 불행한 기분이 들어 울었다

0

1

2

3

10

나 자신에게 해를 가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0

1

2

3

[출처] 에딘버러 산모 우울감 척도 (Cox J, Holden J, and Sagovsky R,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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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 and postpartum
depression
Pre- and postpartum depression is the depression of a mother during pregnancy and immediately after childbirth. The symptoms are being depressed, constant crying, and feeling worthless, anxious, and irritated so that they do not feel comfortable even for a short
time. They do not sleep well, lose appetite, and keep thinking negative thoughts. They
even think of suicide and have trouble taking care of their baby.
There are a range of symptoms for pre- and postpartum depression, and each person has
different symptom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assessing pregnant women is clinical interviews with specialists. In addition, various medical or clinical psychological tests can
be performed to establish an accurate diagnosis and appropriate treatment plans.
If you are pregnant or have recently had a baby, check your feelings for the past seven
days including today.
Answers
No.

Questions

1
2

Not quite so
much now

Definitely not
so much now

Not at all

I have been able to laugh and see the
funny side of things.

0

1

2

3

I have looked forward with
enjoyment to things

0

1

2

3

No, never

Not very often

Yes, some of
the time

Yes, most of
the time

3

I have blamed myself unnecessarily
when things went wrong

0

1

2

3

4

I have been anxious or worried for no
good reason

0

1

2

3

5

I have felt scared or panicky for no
very good reason

0

1

2

3

6

Things have been getting on top of
me

0

1

2

3

7

I have been so unhappy that I have
had difficulty sleeping

0

1

2

3

8

I have felt sad or miserable

0

1

2

3

9

I have been so unhappy that I have
been crying

0

1

2

3

10

The thought of harming myself has
occurred to me

0

1

2

3

After Childbirth

As much as I
always could

[Source] Edinburgh Postnatal Depression Scale (Cox J, Holden J, and Sagovsky R, 1987)

After Childbi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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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점

점

검사결과 0~9점 (정상), 10점 이상 (상담 필요)
상담방법
•온
 라인 상담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

•대
 면상담(내소, 방문) 중앙난임우울증 상담센터(nmc22762276.or.kr)
구분

운영기관

주소

대표전화

중앙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시 중구 을지로 245 국립중앙의료원 본관 2층

02-2276-2276

인천권역

가천대 길병원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길 14 길병원여성센터 1층

032-460-3269

대구권역

경북대학교병원

대구시 중구 달구벌대로 2167 울화빌딩 7층

053-261-3375

전남권역

현대여성아동병원

전남 순천시 장선배기 1길 8 현대여성아동병원 3층

061-901-1234

아이사랑 상담실

중앙난임우울증
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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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score
0-9: Normal, Over 10: Counselling recommended
How to get counselling
• Online counselling

 hild Care (www.childcare.go.kr)/ Counselling with mental health
C
professionals

• Face-to-face counselling (visit)
Central Infertility and Depression Counseling Center (nmc22762276.or.kr)
Operated by

Address

Contact number

Central

National Medical Center

The 2nd floor of the National Medical Center Main Building, 245, Eulji-ro,
Jung-gu, Seoul, Republic of Korea

02-2276-2276

Incheon area

Gachon University Gil
Hospital

The 1st floor of the Gil Hospital Women's Center, 14, Namdong-daero
774beon-gil, Namdong-gu, Incheon, Republic of Korea

032-460-3269

Daegu area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The 7th floor of Ulhwa Building, 2167, Dalgubeol-daero, Jung-gu, Daegu,
Republic of Korea

053-261-3375

Jeollanamdo
area

Hyundai Women’s &
Children’s Hospital

The 3rd floor of Hyundai Women’s & Children’s Hospital, 8, Jangseonbaegi
1-gil, Suncheon-si, Jeollanam-do, Republic of Korea

061-901-1234

After Childbirth

Child Care Counselling
Center

Central Infertility and
Depression Counseling
Center

After Childbirth

105

106

Mom's Handbook

Government
Programs

Government Programs

Support for Pregnancy and Childbirth
Childcare Support
Support for Work and Life Balance

Government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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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사업 안내
임신 · 출산 지원
2020년 1월 기준
지원사업

대상

주요내용

신청장소

임신·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1인당 60만원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다태아 40만원 추가, 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국민건강보험공단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 의료급여수급권자
: 시군구청, 주민센터

만18세 이하 청소년 산모

1인당 120만원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엽산제·철분제
지원

영양플러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출산비용 지원

의료기관외 출산시
출산비 지급

보건소 등록 임산부

엽산제 : 임신 전부터 3개월까지
(최대 3개월분)
철분제 : 임신 5개월~분만전까지 지원
(최대 5개월분)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홈페이지

보건소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
임산부와 영유아(만6세미만)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식품 제공

보건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고위험임산부 입원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90% 지원

보건소

출산한(출산예정 포함)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급여) 및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1인당 70만원 지원

의료기관 외에서 출산한 임산부 출산비 25만원 지원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 기준 중위소득은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으로 판정하며, 자세한 내용은 임산부 주소지
기준 관할 보건소에 문의 바랍니다.
※ 그 외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은 관할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상기 지원정책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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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Programs
Support for Pregnancy and Childbirth
Projects

Details

Where to apply

Health insurance
subscribers and dependents
who have been confirmed
to be pregnant or have
given birth

KRW 600K per person
(extra KRW 400K for Multifetal
pregnancy, extra 200K for obstetrically
underserved areas)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BC Card
Lotte Card
Samsung Card
※Medical benefit
recipients: municipal
governments and
community service
centers

Teenage mothers less than
18 years old

KRW 1.2 million per person

Social Service
e-Voucher webpage

Provision of folic
acid and iron
supplements

Pregnant women registered
with their local community
health center

Folic acid: F
 rom before pregnancy 3
months
(For up to 3 months)
Iron supplements: F
 rom the 5th month
of pregnancy to
before childbirth
(For up to 5 months)

Community health
centers

Nutrition Plus

Pregnant women and infants
(younger than 6 years of age)
with malnutrition risk factors
from families whose income
is at or below 80% of the
standard median income

Provides nutrition education and
counseling and supplementary foods

Community health
centers

Support of
medical expenses
for high-risk
pregnant women

Pregnant women who are
from families whose income
is at or below 180% of the
standard median income
and hospitalized after being
diagnosed with the top 19
high-risk pregnancy disorders

Provides 90% of the co-payment and
non-payment of the medical expenses
for high-risk pregnancy

Community health
centers

Support of
childbirth
expenses for
beneficiarie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Beneficiarie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living, medical, housing
benefits) who have (or are
expected to) given birth
and those who are eligible
for emergency welfare
assistance

KRW 700K per person

Community service
centers

Women who gave birth at
home

KRW 250K

Support of
medical expenses
for pregnancy and
childbirth

Provision of
expenses for
home-birth

Beneficiaries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 The standard median income is determined with the total co-payment of the health insurance premium for the family members
including the mother and spouse. For detailed information, contact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in your jurisdiction.
※ For other supports from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contact your municipal government or community service
center. Local projects may different from the supports mentioned above.

Government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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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of Jan 2020

육아 지원
2020년 1월 기준
지원사업

대상

주요내용

신청장소

검사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신생아
환아지원 : 만 19세 미만 모든 환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및
특수식이 지원

보건소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난청검사비 및 보청기 지원

보건소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 가정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장애인, 미혼모 등)으로
보건소에 문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및
서비스 지원
출산일 이후 30일까지 신청 가능,
서비스가격, 본인 부담금 상이

보건소
복지로 홈페이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기저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장애인 가구, 다자녀 가구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등으로 한정

구매비용 지원
(기저귀) 월 64,000원
(기저귀+조제분유)
월 150,000원

보건소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

아동 1인당 월10만원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아동

월 24만원~47만원 지원

취학전 만 86개월 미만 가정양육아동

월 10~20만원의 가정양육수당 지급

유치원에 다니는
만 3세~5세아(지원기간: 3년간)

※ 지원규모(1인당 매 월)
<국·공립유치원>
- 유아학비 6만원
- 방과후과정비 5만원
<사립유치원>
- 유아학비 24만원
- 방과후과정비 7만원

(시간제) 만3개월~12세 이하 아동
(영아종일제) 만3개월~ 36개월 이하 아동

전국 지정기관에서
아이돌보미 파견

만 12세 이하 어린이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참조

17종 백신
무료 접종

보건소
위탁의료기관

생후 4개월~71개월 영유아

건강검진 7회 및
구강검진 3회 지원

건강검진기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아동수당 지원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유아학비 지원
(누리과정)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국가예방접종

영유아 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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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아이돌봄 홈페이지
주민센터

Childcare Support
As of Jan 2020
Projects

Beneficiaries

Congenital metabolic
disorder screening and
care

Screening: Newborns from families whose
income is at or below 180% of the standard
median income
Care: any patients younger than 19 years of
age

Provides costs for screening and
special diets

Community health
centers

Support for congenital
hearing loss screening
and hearing aids

Families whose income is at or below 180%
of the standard median income

Provides costs for screening and
hearing aids

Community health
centers

Medical cost support
for premature
babies and children
with congenital
abnormalities

Premature babies and children with congenital
abnormalities from families whose income
is at or below 180% of the standard median
income

Medical cost support for premature
babies and children with congenital
abnormalities

Community health
centers

Health care services for
mothers and newborns

Families that have recently had a new baby
and whose total health care co-payment is
at or below 100% of the standard median
income
*Exceptions: The disabled and single mothers.
Contact your local community health center
for more information

Provides mothers and newborns
with health caregivers and relevant
services
Application available for 30 days
after childbirth. Service cost and copayment vary according to service.

Community health
centers
Bokjiro webpage

Provision of infant
formula and diapers
for low-income families

Diapers: For a child younger than 2 years of
age from families eligible for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ingle-parent families,
near-poverty households, families with
disabled persons, and families with multiple
children.
- Infant formula: Limited to those who are
provided with diapers AND the mother is not
able to breastfeed the baby due to illness or
death

Provides costs for purchasing:
- Diapers: KRW 64K/month
- Diapers + infant formula: KRW
150K/month

Community health
centers
Community
service centers
Bokjiro webpage

All children younger than 7 years of age

KRW 100K/month per child

Child care benefit

0 to 5 years children going to daycares

KRW 240K-470K/month

Child home care
allowance

Pre-school children younger than 86 months
of age who are educated at home

KRW 100K-200K/month

Preschool tuition
support (Nuri
Curriculum)

Children 3-5 years of age going to pre-schools
(provided for 3 years)

※ Subsidy (monthly, per child)
<Governmental and national preschools>
- KRW 60K for tuition
- KRW 50K for after-school
activities
<Private preschools>
- KRW 240K for tuition
- KRW 70K for after-school
activities

Community
service centers
Bokjiro webpage

Child care service

- Part-time: Children aged between 3 months
and 12 years
- Full-time: Children aged between 3 and 36
months

Designated institutions across the
nation allocate child caregivers

Child Care
webpage
Community
service centers

Children younger than 12 years old
*See the Vaccination Assistance webpage

17 types of vaccines
Free vaccinations

Infants and children aged from 4 to 71 months

Provides 7 sessions of medical exams
and 3 sessions of dental exams

National immunization
Health exams for
infants and children

Where to apply

Community
service centers
Bokjiro webpage

Community health
centers
Entrusted medical
institutions
Medical exam
institutions

Government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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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 benefit

Details

일‧ 가정 양립 지원
2020년 1월 기준
지원사업

대상

주요내용

신청장소
해당기업
(별도 지원 없음)
해당기업
(별도 지원 없음)

태아검진시간 허용

임신 근로자

임신한 근로자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 허용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 근로자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급여

여성 근로자
(휴가 종료일 기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휴가기간 중 통상임금의 100% 부여

고용센터

유산·사산휴가급여

여성 근로자
(휴가 종료일 기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휴가기간 중 통상임금의 100% 부여

고용센터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 취업여성

월 50만원씩 3회의
출산급여 지원

고용센터

수유시간 허용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

1일 2회 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
허용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 근로자
(휴가 종료일 기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내용 : 최대 10일
급여 : 최초 5일분 지원 (최대 382,770원)

고용센터

육아휴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
(휴직 개시일 기준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연속 30일 이상
육아휴직자)

내용 : 최대 1년 사용 가능
급여 : 첫 3개월-월 통상임금의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나머지 기간(최대 9개월)
- 월 통상임금의 50%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

고용센터

같은 자녀에 대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자

두 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 지원

고용센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
(단축 개시일 기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연속 30일 이상 육아휴직자)

내용 :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급여 : 매주 최초 5시간 단축 분
-월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원, 하한 50만원),
나머지 단축시간분-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50만원)를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

고용센터

가족돌봄휴직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

연간 최장 90일
(1회 30일 이상 사용)

해당 기업
(별도 지원 없음)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

연간 최장 10일
(1일 단위로 사용, 가족돌봄휴가기간은
가족돌봄휴직기간에 포함)

해당 기업
(별도 지원 없음)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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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업
(별도 지원 없음)

Support for Work and Life Balance
As of Jan 2020
Beneficiaries

Details

Where to apply

Paid leave for prenatal
diagnosis

Pregnant employees

Provides pregnant employees with paid leave
for regular check-ups

The Company of
the beneficiaries (no
additional support)

Reduced working hours
for pregnant employees

Employees in their 1-12 weeks of
pregnancy and later 36 weeks of
pregnancy

Works 2 hours less a day

The Company of
the beneficiaries (no
additional support)

Pre and post-natal
payment

Female workers whose unit period of
employment insurance is over 180 days
based on the last day of leave

100% of the ordinary income is provided
during leave

Employment
Insurance Center

Payment for miscarriage
and stillbirth leave

Female workers whose unit period of
employment insurance is over 180 days
based on the last day of leave

100% of the ordinary income is provided
during leave

Employment
Insurance Center

Maternity payment for
those not covered by
employment insurance

Women employed without employment
insurance: special employment, selfemployed, etc.

Childbirth benefit of KRW 500K is provided
per month, 3 times

Employment
Insurance Center

Break time for nursing
mothers

Female workers with children younger
than 1 year of age

Nursing time more than 30 minutes is provided
twice a day

Paternity leave

Male employees whose spouse has
given birth and whose unit period of
employment insurance is over 180 days
as of the last day of the insurance.

Period: up to 10 days
Payment: for the initial 5 days (up to KRW
382,770)

Employment
Insurance Center

Maternity leave

Employees with children under 8 years
of age or Grade 2 (Employees whose
unit period of employment insurance
is over 180 days or those on maternity
leave for more than 30 consecutive
days based on the first day of leave)

Period: up to 1 year
Payment: 8 0% of monthly ordinary income for
the first 3 months (maximum KRW
1.5 million and minimum KRW
700K), and 50% of monthly ordinary
income for the remaining period (up
to 9 months, maximum KRW 1.2
million and minimum KRW 700K)

Employment
Insurance Center

Incentives for paternity
leave

Employees on 2nd paternity leave for
the same child

100% of monthly ordinary income of the
beneficiary for the first 3 months (maximum
KRW 2.5 million)

Employment
Insurance Center

Reduced working hours
for childcare

Employees with children under 8 years
of age or Grade 2 (Employees whose
unit period of employment insurance
is over 180 days or those on maternity
leave for more than 30 consecutive
days based on the first day of reduced
working hours)

Working hours: 15-35 hours per week
Payment: f or the first 5 reduced working hours
each week
- 100% of monthly ordinary income
(maximum KRW 2 million and
minimum KRW 500K),
For the rest reduced working hours:
80% of monthly ordinary income
(maximum KRW 1.5 million and
minimum KRW 500K) is provided
in proportion to the reduced working
hours

Employment
Insurance Center

Home-care leave

Employees whose family members
need care due to illness, accident, or
old age

Maximum 90 days per year
(More than 30 days at a time)

The Company of
the beneficiaries (no
additional support)

Home-care holidays

Employees whose family members
need care due to illness, accident, or
old age

Maximum 10 days per year
(Used on a daily basis. The period of homecare holidays is counted as part of home-care
leave)

The Company of
the beneficiaries (no
additional support)

The Company of the
beneficiaries
(no additional support)

Government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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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Programs

Projects

전문가 상담서비스 제공
- 상담방법
상담구분

상담방법

온라인

아이사랑사이트(www.childcare.go.kr), 아이사랑 앱
온라인 상담실 이용

전화

☎ 1644-7373 *온라인 예약 가능

대면

직접 대면상담 *온라인 예약 가능
(2020. 7. 시행)

- 상담내용
구분

의료
상담

심리
상담

사회적
상담

상담 세부내용

성 건강

피임, 월경, 성매개감염증, 임신중절 관련 합병증 등

임신

임신여부 확인, 임신 전후 검사 내용 및 체크방법 등

출산

분만예정일 및 분만과 관련된 체크사항, 출산 전·후 관리 등

육아

미숙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아, 영유아 시력·청력·예방접종 등
영유아건강, 모유수유·이유식·연령별 육아 및 양육방법 등

임신전

임신전 심리적 갈등, 임신중절 관련 정보(인공임신중절 허용범위 안내) 및 중절로
인한 심리적인 문제 등에 대한 정서적 지지

임신·출산

산전후우울, 임신·출산 중 겪게 되는 심리적 갈등 등

육아

양육스트레스, 부모·자녀간의 갈등, 가족 갈등 등

정보

임신중절· 임신·출산·육아 관련 정보

정책

정부 및 지자체 지원정책 등

기관연계

관련 전문 기관 서비스 정보제공 및 연계 등

※ 의료·심리상담 중 일부 서비스는 2020. 7. 부터 시행

Тяжелая
заботаisоdifficult
ребенке, когда
одна
Childcare
alone,
Надежная
забота
о ребенке,
когда вместе
but
easier
together

The Korea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Call Center 129 or
+82-44-202-3396/+82-2-2639-2865

Expert consulting services are provided
- Consulting methods
How to get a consultation
Online

The Child Care website (www.childcare.go.kr), Child Care app
Online consulting chat

Telephone

☎ 1644-7373 *Online appointment available

Face-to-face

In-person consultation * Online appointment available
(Available from Jul 2020)

- Consulting content
Details

Medical consultation

Sexual health
Pregnancy
Childbirth
Childcare

Psychological
consultation

Pre-pregnancy

Contraception, menstruation, 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s,
complications related to abortion, etc.
Pregnancy check, the details and methods of pre-pregnancy tests,
etc.
Due date and things to check related to delivery, pre- and postnatal
care, etc.
Premature birth, children with congenital metabolic disorders, the
vision, hearing, and immunization of infants, etc.
Infant health, breastfeeding, solid food, childcare and parenting,
etc.
Pre-pregnancy psychological state, information on abortion
(restrictions on artificial abortion), and emotional support for postabortion traumatic stress

Social consultation

Pregnancy and
childbirth

Postpartum depression, psychological state during pregnancy and
childbirth, etc.

Childcare

Parenting stress, conflict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family
conflict, etc.

Information

Information on abortion, pregnancy, childbirth, and childcare

Policy

Support and programs by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Related institutions

Provision of information on related specialized institutions and
referring to them, etc.

※ Some medical and psychological consulting services will start from July 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