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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기간에는 아기 용품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출산하기 전에 필요한 용품과 
물건을 구입하면 아기를 맞이할 준비를 미리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사회 단체, 의료 제
공자 진료실, 지역 헬스 허브(Regional Health Hubs) 및 보험회사에서는 자격을 갖춘 개인
에게 이러한 용품을 무료로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담당 의사, 간호사, 
조산사, 출산 도우미와 필요한 용품과 구입처에 대해 상담하십시오. New Jersey 주 COVID-19 
정보 허브 https://covid19.nj.gov/를 방문해 주십시오.

준비를 시작할 때 필요한 용품의 점검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모를 위해 그리고 신생아를 가정에서 돌보는 데 도움이 되는 기타 리소스가 필요할 수 있습
니다. 담당 의사, 간호사, 조산사, 출산 도우미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몇 가지 주제는 다음
과 같습니다. 

• 가장 일반적인 성인 및 아기의 COVID-19 증상 목록을 검토합니다. COVID-19에 감염되
었어도 아무런 증상이 없을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하십시오. 증상이 있다면 담당 의사나 
간호사에게 즉시 알리십시오.

• 산후 경고 징후를 검토하여 지속되는 두통 또는 화씨 100.4° 이상의 고열과 같이 출산 
후 증상이 다른 심각한 질병의 징후인지 확인하십시오. 이러한 증상 중에서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담당 의사나 간호사에게 즉시 알리십시오.

• 기분 장애 및 불안증에 대해 알아보고 이러한 증상 중에서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담
당 의사나 간호사에게 알리십시오. Postpartum Support International NJ에서 
제공하는 지원 그룹인 산모와 아기를 위한 건강 콘소시엄, NJ 북부 및 NJ 남부 지
역 또는 지역 병원이 제공하는 지원 그룹에 참여하십시오. 

COVID-19 팬데믹 기간의 임신: 
임신 전후에 필요할 수 있는 용품과 리소스

아기용 물수건  

기저귀 

수유 패드 및 유두 크림(모유 수유를 

하는 경우) 

유축기 

보관용 젖병(유축기를 사용하는경우) 

분유 및 젖병(짜낸 모유나분유를 수유

할 경우) 

마스크

손 소독제 또는 비누  

페리 보틀(아래를 씻을 때               

쓰는 용기) 

위생 용품(예: 생리대) 

대변 연화제 

체온계(성인용 및 아기용) 

혈압계(커프스 형태, 가정에서          

혈압을 측정할 경우) 

혈압계용 배터리

https://covid19.nj.gov/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symptoms-testing/symptoms.htm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index.html?CDC_AA_refVal=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groups/families-children.html
https://www.lamaze.org/Giving-Birth-with-Confidence/GBWC-Post/do-you-know-these-deadly-post-birth-warning-signs
https://nj.gov/health/fhs/maternalchild/mentalhealth/about-disorders/
https://psichapters.com/nj/
https://www.partnershipmch.org/programs/ppd/
https://www.snjpc.org/what-we-do/for-families/postpartum-wellness-initiative/pwi.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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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에서 하는 혈압 또는 체온 측정 방법에 대해 알아두십시오. 

• 임신 27주(임신 후기)부터 가정에서 태동 횟수를 측정하는 방법을 알아 두십시오.

• 아기의 기저귀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
아두어 충분한 양을 수유하고 있는
지 확인하십시오. 

• Back to Sleep 권장사항을 검토하여 
아기의 안전한 수면 수칙을 준수하십
시오. 

• 가정에서 모유 수유를 하는 데 도움
이 필요하다면 간호사 또는 수유 상
담사 에게 연락하십시오. 일부 서비
스는 무료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산모 또는 모유 수유 온라인 지원 그룹에 참여하십시오. 준비를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될 지원 그룹은 다음과 같습니다. ZipMilk(NJ 북부, NJ 중부, NJ 남부). 

• 피임 옵션에 대해 고려하십시오. 임신 기간의 마지막 4주 동안에는 담당 의사나 간호
사와 적절한 피임법에 대해 상담하십시오.

• 회복, 모유 수유, 유방통, 도움 요청 시기 판단, 피임 등과 같은 주제에 대한 정보는  
New Mom Health 및 Sister Song을 참조해 주십시오.

• 팬데믹으로 인한 스트레스 및 우울증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및 NJ 2-1-1의 리소스
를 활용하여 관리하십시오.

• 푸드 뱅크 위치, 긴급 주거 및 재정 지원 등에 대한 정보는 New Jersey 리소스 가이드 
를 참조하십시오. 

이 발행물은 미국 보건복지부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 산하 건강 자원 서비스 행정국
(Health Resources and Services Administration, HRSA)의 총 규모 $10,361,110.00 지원금에서 일부 지원을 받
고 있습니다. 발행물에 포함된 내용은 해당 저자(들)가 작성한 것이며 HRSA, HHS 또는 미국 정부의 공식적
인 견해 또는 보증 내용이 아닙니다. 

담당 의료진이 없다면, 커뮤니티 네비게이터 또는 접촉 경로 추적 상담원을 https://211.unitedway.org/services/covid19
에서 찾아 도움을 청하십시오.  
번역본과 TTY 서비스는 https://www.nj.gov/humanservices/ddhh/services/caption/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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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reaternewarkhcc.org/patient-education-materials
https://countthekicks.org
https://www.greaternewarkhcc.org/patient-education-materials
https://safetosleep.nichd.nih.gov
https://www.nursefamilypartnership.org/first-time-moms/
https://www.zipmilk.org
https://www.zipmilk.org
https://www.zipmilk.org
https://www.zipmilk.org
https://www.zipmilk.org
https://www.partnershipmch.org/programs/support-group/
https://cjfhc.org/upcoming-educational-programs-2/
https://www.snjpc.org/what-we-do/for-providers/postpartum-wellness-initiative-for-south-jersey-test.html
https://www.bedsider.org/es/birth-control?show_locale_confirmation=true
https://newmomhealth.com
https://www.sistersong.net/events
https://www.cdc.gov/mentalhealth/stress-coping/cope-with-stress/index.html?CDC_AA_refVal=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daily-life-coping/managing-stress-anxiety.html
https://www.nj211.org/covid-19-and-mental-health
https://61e720d5-96ee-4948-97a7-064ba19e83f6.filesusr.com/ugd/8ca7d9_96e063ee6aa34ddea6b2569647db59dc.pdf
https://www.nj.gov/health/?utm_source=Newsletter&utm_medium=MailChimp&utm_campaign=NJDOH%20website
https://www.hrsa.gov/?utm_source=Newsletter&utm_medium=MailChimp&utm_campaign=HRSA%20website
https://www.hrsa.gov/?utm_source=Newsletter&utm_medium=MailChimp&utm_campaign=HRSA%20website
https://www.hrsa.gov/?utm_source=Newsletter&utm_medium=MailChimp&utm_campaign=HRSA%20website
https://www.hrsa.gov/?utm_source=Newsletter&utm_medium=MailChimp&utm_campaign=HRSA%20website
https://www.hrsa.gov/?utm_source=Newsletter&utm_medium=MailChimp&utm_campaign=HRSA%20website
https://www.hrsa.gov/?utm_source=Newsletter&utm_medium=MailChimp&utm_campaign=HRSA%20website
https://211.unitedway.org/services/covid19
https://www.nj.gov/humanservices/ddhh/services/caption/
http://bit.ly/GovHRSA
http://bit.ly/GovNJDO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