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지
EASTERN HEALTH 산과 서비스
영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시면 직원에게 통역사를 예약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집에서는 13 1450 번으로 전화통역서비스에 연락하세요. 통역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본 정보지가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는지 직원에게 문의하세요.

출산 준비하기
출산을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경험입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머무시는 기간 동안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이스턴 헬스에서는 물리치료, 사회복지, 영양학, 보건심리학 및 당뇨교육, 젊은 여성들을
위한 서비스 등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스턴 헬스는 여러분이 Angliss 또는 Box Hill 병원에 출산하러 오시기 전에 잘 준비하실 수 있도록 본 정보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머지 않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방문객들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면 다음 전화번호로 여러분이 출산하실 병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원 전화번호
ANGLISS 병원 산과 서비스

BOX HILL 병원 산과 서비스

전화: 9764 6111

전화: 9975 6300

출산병동(Birth Suite)으로 연결해달라고 요청하신 후 이 전화번호로 조산사에게 임신 또는 출산과 관련된
조산사에게 임신 또는 출산과 관련된 우려사항에 대해 우려사항, 분만, 진료 예약, 출산교육 클라스 등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 분만 및 진료 예약을 원하실 경우에도 문의하십시오.
이 전화번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찾아 오시는 길
ANGLISS 병원 산과 서비스
Talaskia Road, Upper Ferntree Gully
환자 내려주는

분만이 시작되었거나 오후 9 시가 넘은 경우에는

지점

Albert Street 에 위치한 응급진료부서로 들어오신 후
승강기를 이용하여 3 층에 있는 출산병동(Birth Suite)으로
오십시오. 휠체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접수처에 요청하시면

응급진료부서

됩니다.
클리닉진료를 위해 방문하시는 경우, Talaskia Road 에 위치한
병원정문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계단이나

승강기를

이용하여 3 층으로 오십시오. 병원정문은 주 7 일 오전 7 시오후 9 시 사이에 개방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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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HILL 병원 산과 서비스
8 Arnold Street, Box Hill
분만이

시작된

경우,

Rodgerson

Road

에

위치한

응급진료부서를 통과하여 3 층에 있는 산과병동(Maternity
Services)으로 오십시오 .

응
급
진
료
부
서

클리닉 진료 및 태아 모니터링을 위해 오시는 경우에는
8 Arnold Street 에 있는 빌딩 A 의 정문을 통과하여 승강기를
타고 3 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병원 입구
빌딩 A

환자
내려주는 지점

주차
ANGLISS 병원 산과 서비스

BOX HILL 병원 산과 서비스

병원 앞(Talaskia Road 에 위치)과 응급진료부서(Albert St 에

응급진료부서(Rodgerson

위치) 앞에는 단기주차/응급시 환자를 내려줄 수 있는 주차

단기주차/응급시 환자를 내려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있고, 빌딩 A 입구 앞에는 환자를 내려줄 수 있는

유료주차는 Talaskia Road 에 위치한 공공주차장에 하실 수
있습니다.
병원 주변의 거리 주차시, 카운슬 주차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Road

에

위치)

앞에는

주차공간만 마련되어 있습니다.
유료주차는 빌딩 A 의 지하주차장(Rodgerson Road 에서
진입)에 하실 수 있으며, 이곳에서 3 층으로 올라가는
승강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병원 주변 거리에는 두 시간 주차 가능한 미터기 주차공간이
있으며 동전이나 신용카드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경우에는 병원에 연락해야 합니다
다음 중 한가지라도 발생할 경우, 병원에 연락하셔서 조산사의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혈



조산의 징후일 수도 있는 출산예정일보다 3주 이상 (임신 37주 이전) 미리 발생하는 진통 또는 복통



태아의 움직임이 평소보다 적은 경우



양수가 터지거나 터진 것이 의심될 경우. 질에서 양수가 갑자기 쏟아져 나오거나 천천히 흘러나오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두통 또는 흐리게 보이거나 눈 앞에 점들이 보이는 등의 시력 이상이 있는 경우. 이 현상들은 혈압이 매우 높을
때 나타나는 증세일 수 있습니다.



손, 발, 다리, 얼굴이 갑자기 또는 점점 부어오르는 경우. 이 증세들도 혈압이 매우 높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하거나 지속적인 통증



구토



진통이 시작되어 규칙적인 통증(아랫배 또는 허리에) 때문에 더이상 집에서 편하게 있을 수 없는 경우



여러분 또는 아기에 대한 우려사항이나 걱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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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시 가져올 준비물


Eastern Health 산모기록자료, Medicare 및/또는 의료보험카드를 꼭 가져오십시오.

산모용


출산시 및 산과병동에서 입을 편안한 평상복



세면용품(비누, 샴푸, 치솔, 치약, 방취제)



잠옷



티슈 박스



속옷(팬티와 산모용 브라)



펜



드레싱 가운



베개 (선택사항)



슬리퍼/신발/끈 샌들



핫/콜드팩(밀이 들어간 팩은 사용불가.젤팩 선호)



생리대(산모용)



휴대폰/충전기



수유패드(세탁가능하거나 1회용. 플라스틱이 안감이
아닌 것 )

분만시나 출산 직후에 필요한 용품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미리 가방에 준비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
준비물은 진통시 입을 편안한 잠옷이나 긴 티셔츠 한 벌, 여벌 잠옷이나 파자마 한 벌, 속옷, 세면용품, 생리대, 포도당
사탕, 신생아 옷 한 벌(민소매 내의, 점프수트, 신생아용 속싸개) 등을 포함합니다.
배우자용 (Box Hill 병원만 해당)
Box Hill 병원은 배우자들이 산모와 아기를 도와주기 위해 병원에서 묵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1 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잠옷, 드레싱 가운, 슬리퍼, 세면용품, 수건을 가져오십시오.
신생아 용품
모든 용품들은 미리 세탁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자 및 양말



솜 한 봉지



점프수트 4개



신생아용 목욕비누



민소매 내의 4개



1회용 기저귀



신생아용 속싸개 2개



퇴원시 입힐 옷과 기저귀

추가용품


카메라(선택). 출산시 비디오카메라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귀금속이나 많은 현금은 가져오지 마십시오. 병원은 환자들이 소지한 물품의 분실이나 훼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젖먹이기
병원 조산사들은 산모의 선택에 따라 모유든 분유든 여러분의 아기에게 수유하는 과정을 도와드립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생후 첫 6개월 동안 모유수유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모유수유
상담가들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모유수유는 감염이나 알레르기가 발생할 위험을 감소시키는 등 많은 장점이 있으며, 천식, 당뇨 등이 발병할 확률도
낮아집니다. 분유를 먹이실 경우에는 신생아용 분유를 꼭 병원으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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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유를 사용하실 경우, 다음을 참고하세요:
ANGLISS 병원 산과 서비스

BOX HILL 병원 산과 서비스

개봉하지 않은 신생아용 분유 1 통을 가져오세요.

젖병 2개, 인공젖꼭지, 개봉하지 않은 신생아용 분유 1 통을
가져오세요.

모든 소지품에는 이름을 부착하세요

병원이 제공하는 서비스
전문의(산과전문의,소와과전문의 및 마취전문의)들은 병원의사들의 지원을 받아 24시간 "대기"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립대학병원인 이스턴 헬스는 학생조산원 및 의대생들이 환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흡연 정책
이스턴 헬스의 모든 시설들은 흡연금지구역입니다. 흡연은 병원 전구역에서 금지되어있습니다.

방문시간
ANGLISS 병원 산과 서비스

BOX HILL 병원 산과 서비스

오전 8 시 – 오후 8 시

오전 8 시 – 오후 8 시

퇴원
유아용 카시트
법적으로아기들은 연령에 적합한 카시트나 캡슐을 사용해야 합니다. 퇴원전에 자동차에 유아용 카시트가 올바르게
장착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산사 방문서비스 (가택방문)
퇴원 후에는 출산병원의 조산사가 여러분에게 연락하여 여러분과 아기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가택방문을 예약해
드릴 것입니다. 병원 조산사가 여러분과 아기를 방문한 후에는 여러분의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모자보건소 간호사 (Maternal and Child Health Nurse)를 통해 지속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것입니다.
유용한 팁
다음 팁들을 참고하시면 아기와 함께 퇴원하신 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 1-4주 동안은 가능하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예: 배우자, 친척이나 친구



병원 및 집에서 사용할 아기의 옷/기저귀를 준비해두십시오



분유를 먹이실 계획이면 집에 살균기구들을 준비해두십시오.



아기가 안전하게 잘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십시오. 애완동물이 있다면 아기로부터 떨어진 별도의 공간에 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또는 배우자가 흡연자인 경우, 집밖이나 아기가 자는 공간으로부터 떨어진 곳에서 흡연해야 합니다.
산모를 위한 다양한 정보는 Eastern Health 웹사이트를 참조하세요.
주소: www.easternhealth.org.au/services/maternity-services.

기타 유용한 자료는 다음을 참고하세요

Better Health Channel
Raising Children Network
SIDS and Kids
Australian Breastfeeding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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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betterhealth.vic.gov.au
www.raisingchildren.net.au
www.sidsandkids.org/safe-sleeping/
www.breastfeeding.asn.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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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Eastern Health 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이스턴 헬스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며 법적으로 요구되는 경우에만 귀하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것입니다. 이스턴 헬스는 모든 정보 및 사생활 보호 관련법을 준수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병원직원에게
문의하시거나 웹사이트 www.easternhealth.org.au 를 참조하십시오.
Eastern Health 는 Australian Council on Healthcare Standards 의 인준을 받았습니다.

5 Arnold Street, Box Hill, Victoria 3128
1300 342 255
© Eastern Health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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