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소:   Level 1, Building B, 
207 Pacific Highway, 
St Leonards NSW 2065

우편:  PO Box 97,  
St Leonards NSW 1590

전화:   (02) 9432 8250
팩스:   (02) 8088 4770
이메일:  admin@snhn.org.au

문의하기

주 장소 진료 사항
< 10주 GP • 임신 확인

• 정기 혈액 및 소변 검사
GP에게 1차 산전 클리닉 방문
때필요한 병리학 검사 결과서의
하드카피를 요청

• 필요할 경우 초음파 검사
• 예약 클리닉 연락

11~13.6주 
초음파 

초음파 • 목투명대 검사 + 생화학 검사

11.5~14주 GP • 목투명대 검사와 모든 결과 검토
• 독감 예방접종

14주 예약 클리닉 • 1차 병원 산전 클리닉 방문 
조산사 동반. GP가 제공한 병리학 
검사 결과서 지참

16주 산전 클리닉 • 병원 산전 클리닉 방문 또는 기록 
검토

18~19 주 초음파 • 형태 초음파

20주 GP • 초음파 결과 확인
• 정기 검진 방문

24주 GP • 정기 검진 방문. 경구 글루코스와
FBC 및 RH D 검사 요청서 받기. 검사
결과는 28주차 클리닉 방문 때 필요

• 조기분만 징후 상담

28주 산전 
클리닉

• 정기 검진 방문
• Rh 음성인 경우 Rh D 면역 글로불린

예방접종

31주 GP • 정기 검진 방문
• 백일해 예방접종

34주 GP • 정기 검진 방문

36주치 산전 
클리닉

• 정기 검진 방문(Rh 음성인 경우
면역 글로불린 예방접종)

• B군 연쇄상구균에 대한 질 면봉검사
• 분만 징후 상담 + 출산 계획

38주 및
39주

GP • 정기 검진 방문(39주차 방문은 두
번째
임신부터 태아를 위해 선택)

40주 산전
클리닉

• 41주차 산전 클리닉 방문 준비 및
상담 - 유도 분만

41주 산전
클리닉

• 정기 검진 방문 + 태아 상태 평가 +
유도 분만 계획

출산 후
최대
6주까지

GP • 병원에서 제공한 분만 / 산욕
요약 보고서 검토

• 산모 상태 평가
• 신생아 상태 평가

일반의(GP) 전화 :

산전 관리 검진 예약처: 

혼스비 쿠링가이 9477 9254

노던 비치 - 맨리 9976 9727

노던 비치 - 모나 베일 9998 0712

로얄 노스 쇼어 9463 2378

라이드 9858 7549

산전 클리닉 전화:

GP 협진식
산전 관리 

www.snhn.org.au

임산부와 가족의
건강 관리를 위한

올바른 선택

SAC 접촉부

시드니 노스 일차 보건 네트워크는 PHN 프로그램에 따라  
호주 정부에서 재정을 지원합니다.

참고: 병원 클리닉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본 일정표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임신 검진과 
검사 일정표

GP Shared Antenatal Care - Korean



GP 협진식 산전 관리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GP 협진식 산전 관리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따릅니다:
• 대부분의 산전 관리 진료 일정은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임산부에게 편리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병원의 전문 간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GP 협진식 산전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담당 의사의 진료소와 병원의 산전 
클리닉이 진단과 검사를 함께 공유합니다.

GP 협진식 산전 관리를 어떻게 
선택합니까?
임신 사실을 알게 되는 즉시 의사에게 
원하는 산전 관리 방식을 알려주십시오. 
GP 협진식 산전 관리를 선택하는 
경우에도 출산은 가까운 병원에서 해야 
하며 임신이 확인되는 즉시 (마지막 
생리기간 이후 6~8주) 출산 병원을 
예약해야 합니다.

산전 관리 기록 
카드는 무엇입니까?
GP 협진식 산전 관리를 
시작할 때 담당 의사가 
임산부에게 노란색 산전 관리 기록 
카드를 줄 것입니다. 임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가 카드에 
기록되므로 병원 산전 클리닉과  의사를 
방문할 때는 항상 이 카드를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신생아와 산모의 일반 검진
담당 의사는 신생아에게 필요한 
대부분의 정기 검진과 예방접종을 
제공할 것입니다. GP 협진식 산전 
관리는 산모와 신생아가 향후 
필요한 의료요구에 대비하여 
담당 의사와 좋은 관계를 
맺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협진식  산전 관리 안내

협진식 GP산전 관리
입문 

GP 협진식 산전 관리란 무엇입니까?
GP 협진식 산전 관리(GP Shared 
Antenatal Care)는 일반의(GP)와 
가까운 공립병원이 임신 진단과 검사를 
공유합니다.

GP 협진식 산전 관리는 어떤 경우에 
적합합니까?
임산부에게 합병증이 없고 산부인과 관련 
병력이 없는 경우 GP 협진식 산전 관리가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담당 의사나 병원 산전 클리닉에서 
해당 임산부에게 적합한지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협진식 산전 관리에 관해 문의 사항이 
있거나 임신 기간 중 도움이 필요하시면, 
병원 산전 클리닉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혼스비 쿠링가이 9477 9254

노던 비치 - 맨리 9976 9727

노던 비치 - 모나 베일 9998 0712

로얄 노스 쇼어 9463 2377

라이드 9858 7549

협진식 산전 관리 도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