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보건소
긴급한 상황이면 가정의나 조산사, 811 또는 911에 전화하여 즉시 도움을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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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 유아 및 청소년 프로그램 제공.
fraserhealth.ca/parenting

다음과 같은 경우 가정의나 조산사 또는 HealthLink BC(811)에 연락하십시오.

공공보건 간호사는 종합병원 간호사, 의사, 조산사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산모와 아기를 최대한
정성껏 보살펴 드립니다.

산모가
• 질에서 선홍색 피가 나오거나 휴식을 해도 출혈량이 줄지 않는다

공공보건 간호사는 산모가 아기와 퇴원하면
1~2일 후에 댁으로 전화를 드립니다.
조산사의
공공보건
공공보건
보건소로

• “루니” 동전보다 더 큰 핏덩어리가 나온다
• 오한이 나거나 38°C가 넘는 열이 난다

보살핌을 받고 있는 산모에게는
간호사가 전화하지 않지만, 산모가
간호사에게 전화하거나 거주지
오시는 것은 환영합니다.

간호사는 다음을 묻습니다
• 산모의 건강
• 아기의 건강
• 아기가 젖이나 분유를 잘 먹고 있는지
• 산모가 집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지
• 가정의나 조산사를 만날 예약이 되어 있는지
• 산모에게 궁금한 점이나 우려 사항이 있는지

• 현기증이 난다
• 소변을 볼 때 아프거나 쓰라리다
• 유두나 유방이 아프다
• 제왕절개 부위가 아프거나 붓거나 빨갛다

공공보건 간호사는 산모의
거주지 보건소에서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 산모의 상태가 어떤지 살피고 대화합니다.
• 산모가 아기에게 젖이나 분유를 먹이는
것을 도와줍니다.
• 아기의 체중과 키를 잽니다.

간호사는 건강상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산모와 아기의 가정 및 교통편을
이용하기 어려운 가정을 방문합니다.

처음부터 모유 수유로 시작을 잘하기…
• 아기는 24시간에 최소한 8번 젖을 먹어야 합니다.
• 아기가 젖을 먹을 때마다 젖을 삼키는 소리가 들립니다.
• 생후 2일째 – 아기는 최소한 대변 1회, 소변 2회를 봅니다.
• 생후 3일째 – 아기는 최소한 대변 2회, 소변 3회를 봅니다.
• 산모의 유방은 수유 전에는 팽만하고 수유 후에는 부드러워집니다.

처음 며칠간 아기가 젖을 먹고 대소변을 본 내용을 기록하십시오.
공공보건 간호사는 아기가 생후 6주가 될 때까지 요일에 관계없이 산모의 모유 수유를
돕습니다. 모유 수유 지원 서비스는 신생아가 아닌 아기의 엄마에게도 정규 근무 시간 중
제공됩니다.
모유 수유에 별도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는 분은 거주지 보건소의 공공보건
간호사에게 연락하십시오.

기억하세요…아기가 태어난 지 약 1주일 후에 가정의나
조산사를 만나도록 예약하십시오.

• 음부 통증이 가라앉지 않는다
• 종아리나 다리가 빨갛거나 아프다
• 우울하거나 불안하다
• 자신이나 아기를 해할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든다
아기가
• 열이 난다
• 너무 잠이 와 하루에 8번도 먹지 못한다
• 몸, 팔, 다리의 피부가 노랗다(황달)
• 호흡에 문제가 있다

부모에게 도움이 되는 도서 및 서비스
• Baby’s Best Chance(베이비즈 베스트 챈스): 부모의 임신 및 아기 돌보기 안내서
• Toddler’s First Steps(토들러즈 퍼스트 스텝스): 생후 6~36개월 아기의 최상의 양육
기회 안내서
무료 책자는 다음 웹사이트를 보십시오:

healthyfamiliesbc.ca/parenting

‘Tools and Resources’를 보십시오(오른쪽 메뉴 상자). ‘Key Resources’를 누르십시오.
• HealthLink BC(헬스링크 BC)
HealthLink BC에 연락하여 간호사와 통화하며 비위급상황 건강 정보와 도움말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하루 24시간, 연중무휴로 제공됩니다. 통역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811에 전화하거나 다음 웹사이트를 보십시오: www.healthlinkbc.ca

• Fraser Health(프레이저 헬스 - 프레이저 의료공단)
웹사이트: fraserhealth.ca/parent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