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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임신 중 우울증에 시달리는 여성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

은 많습니다. 

 

첫 단계는 의료 제공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임신하면 으레 겪을 수 

있는 변화로 우울증을 잘못 알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로는 피곤과 짜증, 수면 장애, 성욕 상실, 식욕 감퇴나 증대, 체

중 증가 등이 있습니다. 에딘버러 산후 우울 척도(Edinburgh Postnatal 

Depression Scale) 설문지를 작성하여 의사나 조산사에게 보여주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간단한 도구를 이용하면 자신이 우울증에 시달리

고 있는지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믿을 만한 사람과 같이 가서 우울증과 치료 방법을 함께 배워도 됩니다. 

 

임신 중 우울증에 걸린 여성은 상담 및/또는 약물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

다. 상담을 하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우울증과 그에 대처하는 방

법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울증이 심하거나 상담으로 증

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의사가 약을 처방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항상 

약물 사용에 따르는 위험과 이점을 따져봅니다. 

 

기억하세요. 치료의 목적은 증상을 줄이고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하여 자신에게 중요한 것들을 할 수 있게 하는 데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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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우울증 
 

우울증은 임신부의 기분, 활동, 생각, 신체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임신 중 우

울증에 걸린 여성의 증상은 다음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루 중 대부분 그리고 거의 매일 기분이 우울하거나 아주 슬프다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난다 

 죄책감 들거나 무가치한 느낌이 든다 

 절망감이나 중압감을 느낀다 

 평소 즐기던 것들에 흥미를 잃는다 

 평소보다 잠을 더 많이 자거나 훨씬 덜 잔다 

 평소보다 더 많이 먹거나 덜 먹는다 

 가족, 친구, 사회적 접촉을 꺼린다 

 뚜렷한 이유가 없이 운다 

 안절부절못한다 

 기운이 별로 없다 

 집중하거나 결정하기가 힘들다 

 두통이나 배앓이, 기타 신체적 증상이 있다 

 나쁜 엄마나 형편없는 엄마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자신이나 아기를 해하는 무서운 생각이 자꾸 떠오른다 

 

우울증은 의사만 진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임신부는 우울증 진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된다 

 이런 증상이 아주 속상하다 

 이런 증상 때문에 일상 생활을 해나가기가 힘들다  

 

산후 우울증(postpartum depression)에 관하여 아마 들어보거나 읽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가까운 친구나 가족 중에 아기를 낳고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임신 중 우울증은 처음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여자가 임신하면 기쁜 나머지 우울증에 걸릴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

니다. 지금은 그런 생각이 사실이 아님을 압니다. 임신 중에 오히려 피곤하고 

슬프며 실제로 우울해질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신한 여성의 8~12%가 우울증에 걸립니다. 다행히도 임신 중 우울증은 치료

가 가능합니다.  
 

임신 기간에 도움을 받는 여성은 아기를 낳고 나서 우울증(산후 우울증)에 걸

릴 가능성이 더 낮습니다.  
 

임신 중 자신의 기분이 어떤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자신과 아

기가 필요한 지원을 확실히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울하면 왜 그렇게 불안한가요? 
 
임신 중 우울증에 걸린 여성 중 많은 사람이 또한 불안해 합니다. 심장 박동

이 빨라지고,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걱정이 태산 같거나 터무니없고, 아기를 

해하는 속상한 생각이나 심상이 떠오르는 것이 불안 증상의 일부 예입니다. 

우울하지도 않은데 불안 증상에 시달리는 때도 있습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모든 증상을 의료 제공자에게 말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뿐 아니라 치료법까지 상의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 우울증은 임신부에게 어떤 영향을 주나요? 
 
임신 중 우울증에 걸린 여성은 산전 진료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진료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잘 자거나 먹지도 못할 수도 있습

니다. 우울증에 따르는 스트레스에 이런 요인이 가중되면 조기 진통, 체중 미

달 아기 같은 의료적 문제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속상한 생각과 절망감을 떨

쳐버리려고 술이나 약물에 손을 대는 임신부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잘

못된 선택을 하면서 성병과 폭력에 노출되는 등 건강이 더 위험해지기도 합

니다. 
 

임신 중 우울증에 걸렸는데 치료를 받지 않으면 대개 악화됩니다. 아기를 낳

고 산후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우울증이 중증이라면 치료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엄마가 아기와 상호 작용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임신 중 우울증을 치료하면 출산 후 우울증(산후 우울증)에 걸릴 위

험이 줄어듭니다. 우울증이 산모와 아기, 가족 중 다른 자녀에게 주는 

부정적인 영향도 줄어듭니다.   
 

 

왜 걸리나요? 
 

임신 중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더 높은 여성들이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원

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에 우울증이나 불안을 경험한 적이 있다 

 가족 중에 우울증이나 불안에 시달린 사람이 있다 

 우울증 약이나 불안 장애 약을 복용하다 임신 전이나 도중에 중단했다 

 가족, 친구, 지역 사회에서 도움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파트너와 가족의 지원 
 

자신이 배운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상의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

다. 그들이 여러 치료 방안의 장단점과 그런 치료 방안을 생활에 조

화시키는 방법을 따져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는 귀를 기울여주고, 안아주며,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요리나 

청소 같은 일상적인 집안일의 부담을 다른 사람과 나눠서 해야 할 수도 있습

니다. 다른 자녀가 있다면 파트너와 가족, 친구에게서 도움을 더 받아야 합니

다.    
 

 

자기 관리 
 

자기 관리는 생활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어 우울증을 덜 수 있는 하나의 방법

입니다. 자기 관리의 기본 단계를 기억하는 쉬운 방법은 “NESTS”라는 영어 단

어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글자마다 자기 관리의 한 영역을 나타냅니다. 

 Nutrition(영양) – 종일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섭취하려고 하십시오.    

 Exercise(운동) – 규칙적으로 운동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기분이 좋아

집니다.  약간의 신체 활동조차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Sleep & Rest(수면과 휴식) – 수면은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에 모두 

대단히 중요합니다.  밤에 잘 자도록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Time for Yourself(자신을 위한 시간) – 하루에 몇 분만이라도 매일 

시간을 내서 자신을 돌보십시오.  

 Support(지원) – 새내기 엄마치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

은 사람은 없습니다. 도움과 정보를 요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보육이라든가 거주지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 정보 같이 실제적인 지원

을 받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신의 장점을 일깨워줄 수 있는 사람

에게서 정서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해당합니다. 

 

누구에게 얘기해야 하나요? 
 

자신이나 파트너 또는 가족에게 위와 같은 증상이 있다고 생각되면 다음 사

람들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또는 산과 의사 

 조산사 

 보건소 간호사 

 정신과 의사 

 공인 심리사 1-800-730-0522 

 공인 임상 상담사 1-800-909-6303 

 퍼시픽 산후 지원 협회(Pacific Postpartum Support Society)(전화 상담 제

공) 604-255-7999 또는 www.postpartum.org  

 

도움이 되는 정보 

 

 BC 생식 정신 건강 프로그램(BC Reproductive Mental Health Program) — 

www.bcmhas.ca(검색: Programs & Services → Reproductive Mental Health) 

임신 및 산후 조리 기간 중 여성의 정신 건강에 관한 광범위한 정보가 

있습니다. 정보 안내지, 워크시트, 에딘버러 산후 우울 척도, 기타 자료를 

발견하시게 됩니다. 새 안내서 Coping with Depression During Pregnancy 

and Following the Birth(임신 중 및 산후 우울증에 대처하기)를 보십시오. 

이것은 임산부와 의료 제공자를 위한 인지 행동 치료 기반 안내서입니

다. 

 BC 정신 건강 중독 정보 협력 단체(BC Partners for Mental Health and Ad-

dictions Information) www.heretohelp.bc.ca를 방문하여 정보 안내지, 토

론 포럼, 우울증, 불안, 정신 건강 문제에 관한 개인 사연 등을 보십시오. 

 거주지 위기 상황 상담 전화(Crisis Line) 이 전화는 위기에 처한 사람들만

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역 서비스에 관한 정보나 단지 대화할 사람이 

필요한 경우에도 연락할 수 있습니다. 괴로운 분은 310-6789(604나 778, 

250 같은 국번이 필요 없습니다)에 하루 24시간 언제든지 전화하세요. BC 

위기 상황 상담 전화와 연결되며, 기다리거나 통화 중인 경우가 없습니

다. 310-6789와 연결된 위기 상담 전화 상담원들은 ‘BC 정신 건강 중독 정

보 협력 단체’에서 정신 건강 문제와 서비스를 다루는 전문 훈련을 받았

습니다. 

 1-800-SUICIDE 자살을 생각 중인 분은 1-800-SUICIDE(1-800-784-2433)에 밤

낮 언제든지 즉시 연락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무료 전화입니다. 

 헬스링크 BC(HealthLink BC)- 811에 전화하거나 www.healthlinkbc.ca를 방

문하여 가족 중 누구를 위해서든 정신 건강 정보를 비롯한 비응급 상황 

건강 정보를 무료로 구하십시오. 811에 연락하면 간호사와 증상을 얘기

하거나, 약에 관한 궁금한 점을 약사와 상의하거나, 건강식에 관해 영양

사의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역 서비스도 130여 개 언어로 제공됩니

다. 청각 장애가 있는 분은 TTY(711)로 연락하십시오. 

 

http://www.bcmhas.ca/
http://www.heretohelp.bc.ca/
http://www.healthlinkbc.c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