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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지침서 사용 방법
임신 기간 동안의 임산부와 태아
제1기(1-13주)
태아의 심장, 폐 및 다른 장기들이 발달하고 함께
활동을 시작합니다. 13주째가 되면 태반이 형성
되어 태아에게 필요한 모든 산소 및 영양소를 공

수 있습니다. 각 기간은 신체에 새

 심한 피곤을 느끼는 것은 정상이므로 자주 휴

로운 느낌, 경험 및 변화를 가져옵

식을 취하십시오.
 메스꺼움도 자주 일어납니다. 소량의 식사를

지원단체를 찾는 요령

계에 따라서 자라갑니다. 의사 또는
다른 어머니들에게 앞으로 있을 변

토스트, 밥 또는 두부를 먹어 보십시오. 몇 개

화에 관해 문의하십시오.

의 크래커를 침대 곁에 놓아 두었다가 아침에
잠에서 깨었을 때 드십시오. 닭국물, 된장국,

 출혈을 하거나, 반점이 생기거나, 심한 경련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즉시 의사에게 전화하십시

N 여러분의 지역에 있는 한인 지원단체를 찾으시

오.

유지를 위필요한 엽, 칼슘, 있습니다. 이런 비타
민은 드럭 스토어에서 구.   
  
    

체를 참조하십시오.

이 때가 되면 태아가 움직이는 것을 느끼기 시작
합니다. 또한 태아의 촉각, 미각 및 청각도 발달
합니다. 26주째가 되면 태아는 엄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때가 되면 힘이 나는 것을 느끼고 활동하는

임산부가 해야 할 일

것이 즐거워집니다.
 발을 잘 받쳐주는 굽이 낮은 신발을 신으십시

오. 무거운 것을 들지 마십시오. 그러면 허리

분만 준비

의 통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출산, 모유 먹이기, 신생아 돌보기 또는 유아 CPR

(심폐소생술) 강좌에 등록하십시오.
 

   를 참고하십시오.

 매일 스트레치를 하십시오.
 등을 대고 눕거나 엎드리지 말고, 옆으로 누워

 태아를 분만할 병원을 방문하십시오.
 해산의 징후에 관해 알아두십시오.

서 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무릎 사이에 베

여 출생 후에 스스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엄마
는 매일 태아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태아

약 1 파운드씩 증가합니다.
 분만을 할 때까지 활동을 하는 여성들도 있고

활동을 줄이고 휴식을 많이 취하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등을 대고 눕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등을 대

고 누으면 태아에게 공급되는 혈액의 양이 줄

다. 다리를 가능한 한 높은 위치에 놓아야 합니
다. 압박 지지 스타킹을 신으십시오.

이 심하면 의사에게 연락하십시오.
 임신한 후 37주가 되지 않았더라도 다음과 같

하십시오:
• 자궁이 수축하는 경우.
• 골반에 압박감을 느끼는 경우.
• 출혈이 시작되거나 질에서 체액이 분비되
는 경우.

무료 전화번호

개인 정보의 비밀 유지

800, 866, 877 또는 888로 시작되는 모든 전화

전화를 걸면 이름, 전화번호, 주소, 수입, 이민 신

번호는 무료입니다. 전화를 걸 때 요금을 내지 않

분, 연령 또는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알려 달라는

습니다.

요청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를
신청할 때까지는 이러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지원단체에 전화를 거는 요령

없습니다. 지금은 단지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할
뿐이라고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우편으로 자료를

N 영어를 잘 못하시면 한국말을 하는 사람을 바

꾸어 달라고 말씀하십시오.
N 질문 리스트를 만드십시오.

N 정부 웹사이트는 주소가 “.gov”로 끝납니다.

받고 싶으시면 주소를 알려 주어야 하나, 소셜 시
큐리티 번호는 알려 주지 마십시오.
전화를 걸었을 때 “서비스의 질을 점검하기 위

대학 웹사이트의 주소는 “.edu”로 끝납니다.
이러한 웹사이트들이 정보를 찾기에 적합한 곳
입니다.

난청이거나 농인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N 필요한 경우, 보통 특수한 전화 장치를 무료

로 받을 수 있습니다. California Telephone
Access Program(캘리포니아 전화 접속 프로
그램, 1-800-806-1191)으로 전화하거나
www.ddtp.org를 방문하십시오.
N 버튼이 크거나 소리가 크게 들리는 전화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N 농인이거나 난청이거나 언어 장애가 있는 사

해” 전화를 모니터한다는 메시지가 나오는 경

람은 문자 전화(TTY)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전화를 걸 때 도움을 줄

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원단체의 감독자가 전

TTY는 영어로 입력된 단어들을 전화선을 통

수 있는 사람을 옆에 대기시키는 것이 좋습니

화를 건 사람이 아닌 담당 직원의 서비스를 점검

해서 다른 TTY로 전송합니다.

다.

하기 위해 통화 내용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

N 특별한 지원을 받기를 원하거나 영어로 말하는

N 서비스를 받기 위해 전화를 걸면 대부분 긴 전

합니다.

전화를 끊지 말고 계속 기다리거나 “0”번을
누르십시오.
N 오래 기다리거나 전화를 여러 번 걸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속 전화를 거십시오.
N 상담을 한 직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두

어야 합니다.
N 단호한 태도를 취하십시오. 무엇이 필요한지

말하고 알고 싶은 모든 것을 물어 보십시오.

N California Relay Service(캘리포니아 중계 서

비스)는 전화와 TTY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서
로 통화하는 것을 도와 줍니다. 7-1-1으로

화 메시지가 나옵니다. 직원과 통화를 하려면

전화 통역사가 필요한 경우
일부 단체에서는 전화 상담에 도움을 받기 위해
통역사를 고용합니다. 이 서비스는 고객에게 무
료로 제공됩니다. 또한 전화를 거는 사람도 통역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서비
스 요금이 분 당으로 부과됩니다. 1-800-5285888로 Language Line(언어 전화)에 전화하시
면 됩니다. 이 회사에서는 요금 청구와 관련된 정
보를 물어 본 후에 통역사가 전화 통화에 참여하
여 도와 드립니다.

4

로 연결하는 링크를 제공합니다.

 체중이 갑자기 많이 늘거나 몸이 붓거나 두통

은 조산의 징후가 있으면 즉시 의사에게 연락



십시오. 대부분의 웹사이트들은 다른 웹사이트

어듭니다.

다.

용하고 있는지 물어 보십시오.

N 이 지침서에 기재된 웹사이트에서부터 시작하

 정맥류가 있는 경우에는 왼쪽으로 누워야 합니

개를 끼우면 더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습니

N 친구, 이웃, 직장 동료에게 어떤 지원단체를 이

인터넷에서 정보 찾기

제3기(27주-출산)
태아의 뇌는 계속 발달합니다. 폐도 계속 발달하

는 체중이 매주 약 ½ 파운드 늘고 엄마의 체중은

제2기(14-26주)

려면 120 페이지에 있는 지역별 한인 지원단

십시오.

니다. 그리고 태아는 여러 발육 단

하루에 5-6번 먹도록 노력하십시오. 크래커,

생강차 또는 레몬수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N 116 페이지에 있는 주 전체 지원단체를 참조하

임 신 기간은 세 부분으로 나눌

급합니다.

전화하십시오. 서비스는 영어로 제공되며, 한
국어로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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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를 위해 필요한 엽산, 칼슘, 철분 및 기타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런 비타민은 드럭
스토어에서 구.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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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임산부가 해야 할 일
임신 계획
N 의사에게 임신할 계획이라는 것을 알려 주십시오.
N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건강 문제가 있는 경우,

의사가 그러한 증상을 잘 관리하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하면 임신 기간 동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N 건강에 좋은 음식을 드십시오.

XX 페이지를 참고

하십시오.
N 늦어도 임신하기 한 달 전부터 임산부용 비타민을

드십시오.

임 신 기간은 경이와 변화의 시기
입니다. 기쁨과 흥분, 그리고 걱정
되는 마음을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

가족 계획
N 모유를 먹이는 경우에도 출산 직후에 다시 임신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람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또한 자신
과 자라나는 태아를 잘 돌보기를 바

N 아이를 바로 또 갖고 싶지 않다면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피임 방법을 의사와

유지를 위해 필요한 엽산, 칼슘, 철분 및 기
타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런 비타민다. 이

랍니다.

런 비타민다. 이런 비타민은 드럭 스토어에서

임신부 자신 돌보기

임산부용 비타민의 복용

구.

Wayne feels the baby move.

상담하십시오.
N 아직 부모가 될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또 아이를

낳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또는 여러 가지 피임 방법에 관해 조언해 주는 임

N 임신한 것을 즐겁게 여기십시오.

신 카운슬러와 상담하십시오.
N 피임 서비스를 받거나 임신 카운슬러와 상담하려

면 Family

Planning (1-800-942-1054)으로 전화

하십시오. 이러한 서비스는 요금이 저렴하고 비밀

N 매일 쉬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피곤을 느끼는

것은 정상입니다.

이 보장됩니다.

N 스트레스를 받거나 느낌이 좋지 않으면 의사와 상

담하십시오. XX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XX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N 어떤 이유로라도 아기를 포기하여야 하는 경우에

는 출산 후 3일 안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기
에게 이름을 지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Safe Arms

(1-877-272-3327)로 전화하십시오.

로 태어난 아기를 더 잘 돌볼 수 있습니다.
N 태아와 대화를 자주 하고 노래도 들려 주십시

어 있습니다. 이런 비타민은 드럭 스토어에서 구
입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의사에게 요청하여 처방
을 받으십시오.

삼가해야 할 일
담배를 피워서는 안되고 다른 사람들이 피우는

오. 태중에 있는 아기일지라도 엄마의 목소리

담배 연기도 맡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술을 마

를 압니다.

시거나 불법 마약을 사용하면 안됩니다. 이런 일

N 가능한 한 빨리 의사의 진찰을 받으십시오.
N 차를 타고 갈 때에는 안전 벨트를 하되 어깨띠

는 배 위에 두르고 허리 벨트는 그 아래에 두
르십시오.
N 직장에서 휴가를 얻거나 주정부가 제공하는 장

애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 보십시오.

88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6

해 필요한 엽산, 칼슘, 철분 및 기타 영양소가 들

N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러면 새

문제가 있는 경우

N 가정 폭력을 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N 임신의 신비함을 가족과 함께 나누십시오.

임산부용 비타민에는 임산부의 건강 유지를 위

들을 하면 아기를 조산하거나 아기에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88 및 88 페이지
를 참고하십시오.

4AKE 0RENATAL 6ITAMINS

0

REGNANCY IS A TIME OF WONDER

AND CHANGE 3HARE YOUR JOY AND
EXCITEMENT AND YOUR CONCERNS
WITH THOSE YOU LOVE !ND REMEMBER
WHEN YOU TAKE GOOD CARE OF
YOURSELF YOU ARE TAKING CARE OF
YOUR DEVELOPING BABY TOO

*Ài>Ì>ÊÛÌ>ÃÊ >ÛiÊvVÊ>V`]Ê
V>VÕ]ÊÀÊ>`ÊÌ iÀÊÕÌÀiÌÃÊÞÕÊ
ii`ÊvÀÊ>Ê i>Ì ÞÊ«Ài}>VÞ°Ê9ÕÊ
V>Ê}iÌÊÌ iÊ>ÌÊ>Ê`ÀÕ}ÊÃÌÀi°Ê"ÀÊ>ÃÊ
ÞÕÀÊ`VÌÀÊÌÊ«ÀiÃVÀLiÊÌ i°Ê`Ê
Ì>ÊÌÊÞÕÀÊ`VÌÀÊ>LÕÌÊ>ÞÊ iÀLÃÊÀÊ
iÃiÊi`ViÃÊÞÕÊÌ>i°

4().'3Ê 9ÕÊ >Ê Ê
Planning a Pregnancy?

4HINGS TO !VOID
Û`ÊÃ}Ê>`ÊÌ iÀÊ«i«i½ÃÊ
Ãi°Ê`Ê>Û`Ê`À}ÊÀÊÕÃ}Ê
i}>Ê`ÀÕ}Ã°Ê/ iÃiÊÌ }ÃÊV>ÊV>ÕÃiÊ
ÞÕÀÊL>LÞÊÌÊLiÊLÀÊÌÊi>ÀÞÊÀÊÜÌ Ê
ÃiÀÕÃÊ«ÀLiÃ°ÊvÊÞÕÊii`Ê i«ÊÌÊ
ÃÌ«]ÊÃiiÊ«>}iÃÊÊ>`Ê

N

Tell your doctor that you want to
get pregnant.

N

If you have a health problem like diabetes
or high blood pressure, your doctor can
help you manage it. This will help you have
a healthy pregnancy.

N

Eat a healthy diet. See page 87.

N

Start taking prenatal vitamins at least a
month before you get pregnant.
Family Planning

4AKE #ARE OF 9OURSELF
N

/>iÊÌiÊÌÊiÞÊLi}Ê«Ài}>Ì°Ê

N

/>iÊÌiÊÌÊÀiÃÌÊi>V Ê`>Þ°ÊÌÊÃÊ
À>ÊÌÊLiÊÌÀi`°Ê

N

iÌÊÌ iÀÃÊ i«ÊÞÕ°Ê/ iÊÀiÊÞÕÊ
>ÀiÊV>Ài`ÊvÀÊÜ]ÊÌ iÊLiÌÌiÀÊÞÕÊ
V>ÊV>ÀiÊvÀÊÞÕÀÊiÜLÀ°

N

/>Ê>`ÊÃ}ÊÌÊÞÕÀÊL>LÞ°Ê ÛiÊ
LivÀiÊLÀÌ ÊÞÕÀÊL>LÞÊV>Ê i>ÀÊÞÕ°

N

-iiÊÞÕÀÊ`VÌÀÊ>ÃÊÃÊ>ÃÊÞÕÊV>°

N

7 iÊÞÕÊ>ÀiÊÊ>ÊV>À]Ê«ÕÌÊÌ iÊÃi>ÌÊ
LiÌÊÃ Õ`iÀÊÃÌÀ>«Ê>LÛiÊÞÕÀÊLiÞÊ
>`ÊÌ iÊ>«ÊLiÌÊLiÜÊÌ°

N

`ÊÕÌÊvÊÞÕÊV>ÊÌ>iÊÌiÊvvÊ
vÀÊÜÀÊÀÊ}iÌÊÃÌ>ÌiÊ`Ã>LÌÞ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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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You can become pregnant again soon after
giving birth, even if you are breastfeeding.

N

If you do not want to have another
baby right away, ask your doctor about
birth control you can use while you
are breastfeeding.

N

If you feel you are not ready to be a parent
or have another baby, talk to your doctor.
Or talk to a pregnancy counselor who can
tell you about all your choices.

N

To get birth control services or talk to a
pregnancy counselor, call Family Planning
(1-800-942-1054). Services are low-cost
and private.
Problems?

N

If you are stressed or feeling bad, talk to
your doctor. See page 103.

N

If there is violence at home, see page 109.

N

If a woman needs to give her baby up for
any reason, she can do this during the first
3 days after birth. She does not have to give
her name. Call Safe Arms (1-877-272-3327).

유지를 위해 필요한 엽산, 칼슘, 철분 및 기타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런 비타민은 드럭

Childbirth classes are a good way for
both parents to get ready for the birth and
meet other parents.
스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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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되기

Pregnanc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