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코로나19/COVID-19) 와 임신
이 자료는 COVID-19 건강 지식 프로젝트와 하버드 보건 출판사의 협동 작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임신중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나요?
임산부가 COVID-19 (코로나
19) 에 걸릴 확률이 더 높거나
걸렸을 경우 증상이 더 심한가
요?

아직 임산부가 COVID-19에 걸릴 확률이 더 높은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임산부는 코로나19에 관련된 합병증이 나타
날 경우가 더 많아 고위험군에 속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임산
부는 보통 정도의 감기나 약한 독감 같은 증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신 중 COVID-19에 감염되면
태아에게 이상이 생길 수 있나
요?

아직 코로나19가 태아나 임산부에게 정확히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 (사스, 메르스)사
례를 보면 유산의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임신 초
기 (임신 3개월 이내)에 고열이 있을 경우 태아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임신 중에 COVID-19감염에되
면, 자궁내 수직감염의 가능성
이 있을까요?

현재까지는 아직 자궁내 수직감염 증거가 없습니다. 만약 코로나
19에 걸렸다면, 출산 후 아이에게 전염이 안 되도록 조심해야 합
니다 (예: 손 잘씻기).

제가 임산부라면 어떻게
COVID-19에 걸리는 것을 예방
할 수 있나요?

임산부라도 COVID-19 예방은 다른 사람들과 같습니
다. CDC 지침을 참고 하십시오.

병원에서 저와 저의 아이를 돌
봐 줄 수 있는 충분한 의사들이
있나요?

네. 병원에서는 산모와 아이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느끼는 불안감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현 사태가 많은 임산부들에게 특별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런 시기에불안감을 진정시킬 수 있는 지침들이 있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는 지금,
출산 전 체크를 위해 산부인과를
정기적으로 방문해야 하나요?

담당 산부인과의사와 통화 해서 상의 하십시오.
지금 현재 병원의 상황이나 당신의 병력, 임신 주
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병원 내에서의 COVID-19의 감염
을 피하기 위해서 집에서 출산을
해야 할까요?

지금 병원이 위험한 곳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병원에는 산모와 신
생아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엄격한 지침이 있습니다. 집에서 출
산을 하는 것은 산모와 아이 모두에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
려되는 사항이 있다면 산부인과 의사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만약 앞으로 몇달 안에 임신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의사와 같이 상의 하십시오. 특히 COVID-19 감염이 확진되었거나 감염 가능성이 있다면 정상적
인 치료와 검진이 가능할 때까지 임신을 늦추는 것을 권장합니다.
▪ 임신을 막고 싶다면 피임약이 충분히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만약 본인 또는 배우자의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된다면 가까운 신체 접촉이 전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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