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를 위한 의료 제공자 선택하기
Choosing a Health Care Provider for Your Baby
Before you deliver your baby, you will need
to choose a health care provider for your
baby.

아기를 출산하기 전에 아기를 위한 의료
서비스 제공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Questions to Ask Yourself

자신에게 물어볼 질문

Ask yourself these questions before you
choose:

선택하기 전에 다음 질문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

진료실이나 클리닉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

그들은 내 건강 보험을 인정합니까?

What are the office hours?

•

지불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

How are after hours calls or emergencies
handled?

•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

•

Will they be willing to work with me and
accept my ideas of child care?

근무 시간 외 전화 또는 긴급 상황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

•

Are both well baby and sick child care
available?

그들이 기꺼이 나와 함께 일하고 보육에
대한 나의 아이디어를 받아 들일까요?

•

건강한 아기와 앓는 아기 보육이 모두
가능합니까?

•

Where is the office or clinic located?

•

Do they accept my health insurance?

•

How is payment handled?

•

Choices for Your Baby’s Care
•

Family medicine doctor specializes
in the care of adults and children. The
doctor can provide care for your whole
family.

•

Pediatric doctor (pediatrician)
specializes in the care of children from
birth to age 18 or older.

•

Pediatric nurse practitioner is a
registered nurse with special training in
the care of children. These nurses are
able to prescribe medicine, and they
usually work with do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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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돌보기를 위한 선택
•

가정 의학 의사는 성인과 어린이 치료를
전문으로 합니다. 의사는 전가족을 위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소아과 의사는 출생부터 18 세 이상의
어린이 치료를 전문적으로 합니다.

•

소아과 간호사는 어린이 치료에 대한
특별 훈련을 받은 공인 간호사입니다.
이 간호사들은 약을 처방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의사와 협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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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 with your own health care provider
and check with family and friends for their
recommendations. To find a list of providers
in your area, you can call your local
hospital’s referral line or check their website.
You can also get a list from your health
insurance provider.

자신의 건강 관리 제공자와 상담하고
그들의 권장 사항을 가족 및 친구에게서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의 지역에서 제공자
목록을 찾으려면, 여러분 지역의 병원 추천
라인에 전화하거나 그들의 웹 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또한 건강 보험 제공자로부터
목록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While you are still pregnant, make an
appointment to meet your child’s future
health care provider. This visit will help you
find out answers to many of your questions.
It also gives you time to choose another
provider if this one is not a good fit for you.

여러분이 아직 임신중인 동안에는 귀 자녀의
미래 의료 서비스 제공자를 만날 예약을
하십시오. 이 방문은 여러분의 많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적합하지 않은 경우 다른
제공자를 선택할 시간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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