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 경고 징후 및 의료 제공자와 상담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세요.

임신 중이라면, 몸에 주의를 기울이고 의료 제공자에게 느낌이 좋지 
않은 상태에 대해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모 관련 응급 경고 
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진료를 받으세요.

임신 중 
신생아도 많은 주의와 돌봄을 필요로 하지만, 자신의 몸을 계속 의식하면서 
돌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출산 후 처음 몇 주 동안 피곤하고 약간의 
통증이 있는 것은 정상이지만 더 심각한 문제의 징후일 수 있는 몇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임신 후 

• 대화 시작에 도움이 되는 이 안내서와 묻고 싶은 추가 질문을 가져가 의사에게 물어보세요.
• 지금 임신 중이거나 1년 내에 임신했었다는 사실을 꼭 말씀하세요.
• 현재 투여 중이거나 최근에 투여한 약이 있으면 의사나 간호사에게 말씀하세요.
• 메모를 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 질문을 하세요.

팁:

산모 관련 응급 경고 징후 
•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최근에 임신을 했습니다. 마지막 월경일/분만일은 ___________이었고 건강에  
심각한 우려가 있어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 저는 ___________ (자세히 기술) 같은  느낌의 ___________ (증상)이 있는데 ___________  
  (시간/일 수)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 제 몸은 제가 잘 아는 데 이는 정상이 아닙니다.

물어볼 질문 예시:
• 이러한 증상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게 할 수 있는 검사가 있습니까?
• 응급실로 가거나 911에 전화하는 것은 어느 시점에 고려해야 합니까?

메모:

대화 시작에 도움이 되는 안내:

이 부분을 절취한 후 아래 안내서를 사용하여 대화를 시작하세요.

이 목록에는 귀하가 느낄 수 있는 모든 증상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느낌이 좋지 않다면,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상담을 받으십시오.

CDC의 경청 캠페인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www.cdc.gov/HearHer 에서 확인하세요.

•  사라지지 않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심해지는 두통 
•  어지러움 또는 기절
•  본인 자신 또는 아기를 해치고 싶다는 생각
•  시력의 변화 
•  화씨 100.4˚(섭씨 38˚) 이상의 발열 
•  손 또는 얼굴의 극심한 부종
•  호흡 곤란 
•  가슴통증 또는 빠르게 뛰는 심장 
•  중증 메스꺼움 및 구토(입덧과는 다름) 

•  사라지지 않는 중증 복통
•  임신 중 태아의 태동이 멈추거나 느려짐
•  임신 중 질 출혈 또는 체액의 누출 
•  임신 후 냄새가 나쁜 심한 질 출혈 또는 체액의 누출 
•  다리의 부종, 발적 또는 통증
•  압도적인 피로감 

CDC의 경청 캠페인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www.cdc.gov/HearHer 에서 확인하세요.

자신의 몸은 자신이 가장 잘 압니다
몸 상태가 평소와 다르거나 

 걱정되는 일을 경험한다면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다음과 같은 경고 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진료를 받으세요. 

www.cdc.gov/HearHer
www.cdc.gov/HearH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