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처
AUBURN
시간: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전화: 02 8759 3535
자동응답서비스: 02 8759 3396
BLACKTOWN

시간: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화: 02 9881 8000번으로 전화하여 7555번으로 교
환을 요청하십시오.
자동응답서비스: 02 9881 8529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가
장 가까운 병원의
응급실로 바로
가거나 000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조산사 가정방문 서비스
산모와 아기를 위해
가정에서 제공하는 전문
조산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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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슬란 (Auslan)을 포함한 무료 통역사 서비스가 하
루 24시간 주7일 제공되며 비밀을 보장합니다. 통역
사가 필요하신 경우 직원에게 요청하십시오.
케어러는 다른 사람에게 케어 및 도움을 무급으로
제공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케어러는 가족이나, 친
구, 이웃도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케어러일 경우
직원에게 알려주십시오.
모든 의료시설 및 부지는 100% 흡연금지구역입니
다.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Quitline전화 137 848 또는
www.icanquit.com.au
병원 내 주차장을 유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해 이 브로슈어
에 대한 의견을 환영합니다.
의견 보내실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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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사 가정방문 서비스는 근무시간 후
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지원 및 자문 서비스 기관
연락처가 필요한 경우 아기의 개인
건강 기록부 (Personal Health Record)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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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TMEAD
시간: 오전 8시부터 오후 8분까지
전화: 0419 255 898
자동응답서비스: 02 9845 9133

산모가 출산 후 집에
돌아오면 조산사가 아동과 가족 보건
서비스를 포함한 지원 서비스에 관해
조언해 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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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 서부 지역 보건 서비스 지역 내에
거주하는 산모와 아기를 위해서 경험 많은
정식 조산사들로 구성된 지원팀이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출산 후에 지속적인 도움을 받으며 가정으로
가능한 한 빨리 돌아오는 것이 산모와
아기를 위한 최선의 조치인 것으로 입증되어
있습니다.

누가 조산사 가정방문 서비
스를 받을 수 있나요?
모든 산모들이 이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
니다. 조산사가 산모와 아기의 상태를 검진
해 드립니다.
시드니 서부 지역 밖에 거주하는 산모들은
해당 지역 보건 서비스 프로그램을 소개받
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집에 돌아갈 수
있나요?
어떤 산모들은 산후 병동에서 짧게 체류한 후
바로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제왕 절개 수술을 한 산모들의 경우, 48
시간 내에 퇴원 요청을 하면 의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어떤 서비스가 제공됩니까?
산모의 가정에서 조산사가 산모와 아기의 상
태를 살피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각 가정의 상황에 맞추어 조산사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가족들과 함께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조산사는 지원과 정보를 제공하여 산모와
가족들이 산모와 아기에게 필요한 적절한
관리 방안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이 서비스는 언제 이용할 수
있나요?
조산사 가정방문 서비스는 주 7일 제공됩니다.
여기에는 전화를 통한 사후 점검이나
가정방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정방문은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
실시하며, 보통 30-45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일반적으로
약속시간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개별적 요구 사항들은 조산사 방문 시
산모, 가족들과 협력해서 평가해 볼 것입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조산사에게 사는 곳 또는 퇴원 후 머무를 곳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반드시 알려 주십시오.
방문 예정일에 집에 없을 경우에는 조산사에게
알려 주십시오 (뒷장의 서비스 연락처에 관한
세부사항을 참조하십시오).
우리가 집을 찾아 가는 것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릴 것입니다. 집을 찾아가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면 서비스 기관에 알려
주십시오.

조산사를 위한 안전 규칙
흡연을 삼가고 동물이나 무기류에 대해 안전
조치를 취하여 방문 가정이 조산사들이
일하기에 안전한 환경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조산사들은 병원 정책상*가정방문 시 신발을
벗지 못합니다. 이점이 문화나 종교적인
면에서 문제가 된다면 알려 주십시오. 다른
대안을 의논할 수 있습니다.

서류 관리
퇴원 시 조산사에게 전달해야 할 병원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서류들은
아기의 개인 건강 기록부 안에 보관하여
두십시오.

서비스 이용료가 있습니까?
조산사 가정방문 서비스는 메디케어 카드
소지자에게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메디케어
카드가 없는 고객의 경우에는 매 방문과
통역 및 병리와 같은 관련 서비스에 대해
별도 비용이 청구될 것입니다.
*2013 년 7월부 시드니 서부 지역 건강
서비스 정책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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