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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동안 팬데믹 기간에 달라질 수 있는 건강 관리 방법을 포함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지만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할 사항을 적어두고 의사, 간호사, 조산사, 출산 도우미 등과 상담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산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궁금한 것이 생길 때마다 질문하는 것입니다. 다음 예약 시간에 질문
할 수 있는 질문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맨 아래에 본인의 질문을 추가하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뉴저지
주의 COVID-19 정보 허브 https://covid19.nj.gov/를 방문해 주십시오.

임신하면 COVID-19의 위험이 더 커지나요?

COVID-19의 증상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나에게 이러한 증상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COVID-19에 걸리면 임신, 출산, 아기에게 어떤 영향을 주나요?

임신을 계획하고 있거나 현재 임신 상태일 때 COVID-19 백신 접종을 받아도 안전한가요?

팬데믹 기간에 임산부의 건강 관리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병원이 문을 닫은 후에 문제가 있거나 응급 상황이 생기면

전화를 받아줄 사람이 있나요?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반적인 검진으로 진료실을 방문할 때 다른 사람과 함께 가도 되나요? 응급 진
료 예약에 다른 사람과 함께 가도 되나요?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출산 또는 육아 수업이 있나요?

팬데믹 기간에 나의 출산 장소나 방법에 대한 계획을 변경해야 하나요?

병원이나 출산하려는 장소의 정책은 팬데믹으로 어떻게 바뀌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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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하고 출산하는 동안에도 마스크를 써야 하나요? 출산하는 동안 복도를 걸어다니
는 식으로 움직여도 되나요?

진통과 출산을 하는 동안과 출산한 후에 도와줄 사람 한 명(배우자, 파트너, 가족 또는 
친구)이 옆에 있을 수 있습니다. 출산 도우미도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방문객도 
함께 할 수 있나요?

출산을 하기 전에 COVID-19 검사를 해야 하나요? 저를 도와줄 사람도 COVID-19 
검사를 해야 하나요?

병원 및 진료실 직원은 얼마나 자주 COVID-19 검사를 하나요?

출산하는 동안 도와주는 사람이 끝까지 제 옆에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일단 나갔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올 수 있나요?

현재 치료 방법이 걱정된다면 누구에게 이야기해야 하나요?

팬데믹 기간에 아기에게 모유를 먹여도 안전한가요?

아기를 집에 데려오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집에서 아기나 나의 안전이 걱정된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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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행물은 미국 보건복지부(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의 건강 자원 서비스 행정국
(Health Resources and Services Administration, HRSA)으로부터 총 $10,361,110.00의 지원금에서 일부 지원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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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의료진이 없다면, 커뮤니티 네비게이터 또는 접촉 경로 추적 상담원을 다음에서 찾아 도움을 청하십시오 - https://211.unitedway.org/services/covid19. 
번역본과 TTY 서비스는 다음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 https://www.nj.gov/humanservices/ddhh/services/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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