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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 1

여러분에게는 자신의 건강과 몸에 관해서 알 권리가 있습니다. 

물어보세요.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으면 의사에게 물어보세요.

몸에 뭔가 달라진 점이 있으면 의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몸이 

아프거나 통증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의사는 여러분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 하고 건강하게 지내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플 때도 의사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의사에게 갈 때 누군가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에게 

말하기가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가더라도 의사는 

여러분과 이야기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 2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

의사에게 가기 전에 물어보고 싶은  

것을 적어서 가면 기억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의사와 친근해 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편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의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과 건강에 대해서 배우는 것을 멈추면 결코 안됩니다. 

더 많은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 곳

NSW Council for Intellectual Disability 
쉬운 영어 안내 책자

(02) 9211 1611 또는

1800 424 065
(시드니 밖에서 전화할 때)

www.nswcid.org.au

 읽어보면 좋은 이 책의 다른 주제

건강하고

건강에 좋은 음식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 3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세요. 그러면 지나치게 

살이 찌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살이 

찌면 몸이 아플 수 있습니다. 살이 찐다는 건 행복하지 않다는 

표시입니다. 건강한 몸무게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세요.

건강에 좋은 음식과 운동은 뼈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나이가 들면 뼈가 약해져서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골다공증이라고 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 4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

많이 움직이십시오. 예를 들면 

승강기를 타지 말고 계단을 

이용하세요.

날마다 운동을 하십시오. 재미있게 

운동하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것을 

하십시오.

직업을 갖는 것, 자원봉사를 하는 

것 또는 친구나 가족과 재미있는 

것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은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날마다 아침 저녁에 양치질을 하십시오.

전동칫솔을 사용하면 더 깨끗이 양치질을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일년에 한 번은 

치과에 가십시오. 이가 튼튼하지 않으면 

몸이 아플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 5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

의사를 만나서 적어도 일년에 한 번은 전체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십시오. 의사가 피검사를 하고 혈압을 재야 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의사는 건강하게 지내는데 도움이 되는 주사  

(예방접종이라고 함)를 맞기 원하는지 물어볼 것입니다. 

자궁경부암의 원인이 되는 HPV 바이러스로부터 젊은 여성들을 

지켜주는 특별한 주사가 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 6

때로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약을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는 

여러분이 왜 그 약을 먹는지 말해줄 것입니다. 의사의 설명이 

이해가 안되면 물어보세요. 의사는 여러분이 먹는 약이 효과를  

내고 있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담배를 피우는 것은 몸에 해롭습니다. 담배는 몸을 

아프게 할 것입니다.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너무 많이 마시지 마십시오. 술을 하루에  

2잔보다 많이 마시는 건 지나칩니다. 날마다 술을 마시면 몸이  

아플 수 있습니다. 

약을 먹는 동안 술을 마시면 몸이 아플 수 있습니다. 의사에게 약 

먹는 것과 술 마시는 것에 관해 이야기해 보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



더 많은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 곳

Health Direct 
여러분은 건강 정보를 줄 수 있는 간호사와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1800 022 222

www.healthdirect.org.au

Scope Healthy Mouths 
쉬운 영어 안내

www.scopevic.org.au

자료 메뉴를 누른 후에 Health 
and Wellbeing을 선택하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 7

 읽어보면 좋은 이 책의 다른 주제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

건강에 좋은 음식 

슬픔과 기쁨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



건강에 좋은 음식 8

여러분은 몸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음식을 골라서 먹을 수 있습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은 맛도 좋습니다. 

몸무게를 줄이려면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해야 합니다. 

날마다 세끼를 먹어야 합니다. 

날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날마다 2 조각의 과일과 5 서브의 야채를 먹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고기, 닭고기, 생선, 콩, 달걀과 같은 단백질 식품을 먹어야 

합니다. 

또 몸에 힘이 나게 해주는 통밀빵과 시리얼 또는 파스타도 먹어야 

합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



건강에 좋은 음식

저지방 우유나 치즈 또는 요구르트 같은 식품을 꼭 드십시오.

물이나 저지방 우유를 마시도록 노력하십시오.

설탕이나 버터가 들어가지 않은 팝콘이나 쌀로 만든 크래커, 

과일, 저지방 요구르트 등과 같이 건강에 좋은 스낵은 먹을 수 

있습니다. 

가끔 초콜릿, 비스킷, 케이크, 청량음료 등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품을 날마다 먹어서는 안됩니다. 이런 식품에는 지방과 설 

탕이 많이 들어있는데 너무 많이 먹으면 몸이 아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런 식품을 먹으면 살이 찝니다. 

지방과 설탕이 들어 있지 않은 식품을 고르도록 노력하십시오.

하루에 차나 커피를 두 세 잔 넘게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 9



건강에 좋은 음식 10

건강에 좋은 음식

건강하게 지내려면 음식을 얼마만큼 먹어야 하는지에 관해 

의사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과 같은 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계획에 따라 

음식을 먹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영양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몸에 좋은 식품 고르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먹는 경우에도 건강에 좋은 음식을 골라서 

먹을 수 있습니다. 

항상 아침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밀로 만든 토스트나 과일, 

시리얼, 국수 혹은 요구르트 등 다양한 식품을 먹어보고, 그 중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알아보세요.



건강에 좋은 음식 11

건강에 좋은 음식

앉아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이나 일일 활동에 

간다면 가끔 점심으로 도시락을 싸가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래의 그림과 같은 식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 12

더 많은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 곳

NSW Council for Intellectual Disability
쉬운 영어 자료

(02) 9211 1611 또는

1800 424 065
(시드니 밖에서 전화할 때)

www.nswcid.org.au

당뇨병 교육/ 몸에 좋은 음식 먹기

당뇨병과 자기 건강관리에 관해 쉽게 읽을 수 있는 
내용이 담긴 퀸스랜드 대학교의 웹사이트.

www.som.uq.edu.au/
research/qcidd
자료로 가십시오

 읽어보면 좋은 이 책의 다른 주제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

건강에 좋은 음식



슬픔과 기쁨 

모든 사람이 때로는 슬프거나 화나거나 또는 염려하게 됩니다. 

이런 기분은 다 정상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치거나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라는 말을 

들으면 겁이 나고 또는 화가 납니다. 

만일 여러분이 항상 슬프거나 두렵거나 화가 나면, 여러분이 믿는 

사람에게 말해서 도움을 받도록 하십시오.

슬픔과 기쁨 13



나이가 들면 몸 속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변화는 

호르몬이라고 하는 화학물질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 호르몬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슬프거나 화가 나거나 염려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우울증이라고 하는 질병이 있습니다. 우울증은 

그냥 슬픈 기분보다 더 심한 것입니다. 우울증이 있으면 자기가 

좋아하던 것도 하기 싫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을 잘 자지 

못하기도 합니다. 

슬픔과 기쁨 

슬픔과 기쁨 14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쉽게 화를 내거나 시무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친구를 만나고 싶어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도 그만둘 것입니다. 

우울증은 흔히 있는 질병이며 이를 도와줄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기분 때문에 밖에 나가는 일 같은 것을 멈추거나,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다면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기분을 나아지게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

친구나 가족, 중재인, 

조력자에게 말하세요. 이 

분들은 기분이 좋아지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돌볼 수 

있는 든든한 친구들을 

만드십시오. 

슬픔과 기쁨 

슬픔과 기쁨 15

운동을 하면 기분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또는 지루하지 않도록 더 

재미있는 일을 하십시오. 



기분을 나아지게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

슬픔과 기쁨 

슬픔과 기쁨 16

차분한 음악을 들으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춤을 추는 것도 좋습니다. 친구를 찾아가거나 애완동물과 놀 수도 

있습니다. 

상담사가 여러분의 기분과 기분을 좋게 하는 방법에 관해서 

말해줄 수 있습니다. 

의사를 만나고 여러분의 기분을 나아지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약을 먹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에게 잘 맞는 약을 찾아내기 위해서 한 가지 

이상의 약을 먹어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슬픔과 기쁨 

더 많은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 곳

The Bridging Project 
이 빅토리아주 웹사이트는 정신건강 문제도 가지고 
있는 지적 장애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www.bridgingproject.org.au

Beyond Blue

국립 우울증 연구회

여러분에게 지적 장애가 있음을 꼭 알려주십시오.

이 웹사이트를 보는 것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300 22 46 36

날마다 24시간 이용 가능

www.beyondblue.org.au

 읽어보면 좋은 이 책의 다른 주제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

상실과 비애 

슬픔과 기쁨 17



사춘기 18

여러분의 몸이 여자 아이의 모습에서 어른과 같은 모습으로 

변하는 때를 사춘기라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성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자 아이들의 사춘기를 축하하는 특별한 

파티를 여는 가정도 있습니다. 

모든 여자 아이는 사춘기를 겪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사춘기가 나타나는 때는 대부분 12살 혹은 13세 전후 인데, 좀더 

일찍 또는 좀더 늦게 올 수도 있습니다. 사춘기는 약 3년 정도 

계속됩니다. 사춘기가 나타나지 않으면 의사에게 가야 합니다. 

남자 아이들도 마찬 가지로 사춘기를 겪습니다. 이것은 남자 

아이들이 더욱 어른처럼 변한다는 뜻입니다. 

사춘기 



사춘기 19

여러분의 몸과 감정에 많은 변화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몸의 주인입니다. 몸에 관한 중요한 규칙은 

여러분의 몸은 자신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원하거나 

그렇게 해도 된다고 말하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몸을 

만질 수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자신의 몸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몸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날마다 목욕을 하거나 샤워를 

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머리를 감아야 합니다. 

겨드랑이에 방취제를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사춘기에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이 믿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십시오. 

사춘기



더 많은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 곳

Family Planning NSW Healthline 
간호사에게 사춘기와 생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에는 이용할 수 있는 안내 자료가 
많습니다. 

책을 빌릴 수 있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소포로 보내줄 것입니다. 

1300 658 886

www.fpnsw.org.au

(02) 8752 4386

사춘기 20

사춘기

 읽어보면 좋은 이 책의 다른 주제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

생리 시작  

성장 



생리가 나타나는 방식

사춘기가 되면 여러분은 생리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질에서 

피가 나오는 것입니다. 생리는 약 5일 정도 계속됩니다. 생리는 

매달 일어납니다. 

생리를 월경이라고도 합니다. 

대부분의 여자 어른들은 생리를 합니다. 

생리를 시작할 때 여러분은 무섭거나 창피하거나, 혹은 신나거나 

행복한 기분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생리는 여러분의 몸이 건강하다는 표시입니다. 

생리를 하지 않으면 몸이 아프다는 표시일 수도 있습니다. 

남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에 생리를 거르면 임신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일 생리를 한달 거르면 의사에게 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생리를 하는 것은 

개인 적인 일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나 의사에게는 

생리에 대해서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생리 시작  

생리 시작 21



생리 시작

생리를 하는 동안 해야 할 일

여러분은 생리를 하는 동안 자신을 돌보는 방법에 대해 배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팬티 안에 붙이는 생리대 사용법을 배울 것입니다. 

이 생리대가 피를 빨아들여서 피가 옷에 묻지 않게 됩니다. 

생리대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맞는 생리대를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생리대를 사용할 만큼 충분히 큰 팬티를 

입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여자들은 피를 흡수하도록 질 속에 넣는 탐폰을 사용합니다. 

 

생리 시작 22



생리 시작

생리 시작 23

생리대와 탐폰이 피를 

흡수했으면 새 것으로 

바꾸어줍니다. 

혼자 있는 장소에서만 

생리대나 탐폰을 새 것으로 

바꿉니다. 

화장실은 혼자 있는 

장소입니다. 

사용한 생리대나 탐폰은 

휴지통에 넣습니다. 

사용한 생리대나 탐폰을 

아무데나 버려두지 마십시오.

사용한 생리대나 탐폰을 

변기에 넣지 마십시오.



생리 시작

생리 시작 24

생리대나 탐폰을 새 것으로 

바꾼 뒤에는 손을 씻으십시오. 

화장실에서 나오기 전에 

옷이 팬티에 끼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생리 시작

생리를 하는 동안 여러분은 평소에 하던 일을 대부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생리를 할 때 배에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병에 걸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생리통이라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이것을 알려야 

합니다. 휴식과 따뜻한 팩 그리고 약이 여러분을 

한결 낫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의사에게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생리하기 전이나 생리를 하는 동안에 슬퍼지거나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것이며 곧 나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간질이 있으면 생리를 하는 동안 발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의사에게 가세요. 

어떤 여자들은 생리를 할 때 심한 통증이나 두통을 느낍니다. 

생리를 멈추는 약이 있습니다. 이 약에 관해서는 의사와 이야기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리에 대해서 더 배우기 위해 빌려볼 수 있는 책과 영화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사람에게 생리에 대해서 이야기 해야 합니다. 

생리 시작 25



생리 시작

 읽어보면 좋은 이 책의 다른 주제

사춘기

성장

더 많은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 곳

Family Planning NSW Healthline 
여러분은 사춘기와 생리에 대해서 간호사와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에 이용할 수 있는 안내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책을 빌릴 수 있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책을 
여러분에게 소포로 부쳐줄 것입니다. 

1300 658 886

www.fpnsw.org.au

(02) 8752 4386

생리 시작 26



학교를 졸업할 준비가 되면 여러분은 인생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더 자립적이 됩니다. 

친구와 활동이 여러분에게 더욱 중요해집니다. 

취직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더 들면 집에서 나가 따로 사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를 혼자서 찾아가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성장

성장 27



친구들과 영화를 보러 가거나 새로운 일일 프로그램 혹은 직업 

등과 같이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담배 피우는 것과 금지된 약을 복용하는 것, 지나치게 

술을 많이 마시는 것은 나쁜 일이고, 여러분을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나쁜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해보고 싶지 않으면,  

싫다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특별한 감정을 느끼는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도 있습니다.  

남자 친구 혹은 여자 친구를 사귀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성장

성장 28



 읽어보면 좋은 이 책의 다른 주제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

생리 시작

사춘기

친밀한 관계와 성관계  

더 많은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 곳

NSW Council for Intellectual Disability
쉬운 영어 안내 자료

(02) 9211 1611 또는

1800 424 065

(시드니 밖에서 전화할 때)

www.nswcid.org.au

성장

성장 29



친밀한 관계와 성관계 30

친밀한 관계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그들은 함께 

있고, 서로 이야기를 하며, 재미있는 일을 함께 합니다. 그들은 

데이트를 하러 나가고, 손을 잡기도 하고, 키스도 할 것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누군가에 대해서 ‘성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고 그 사람이 자기의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가 되어주길 

원합니다. 가끔 그들은 성관계를 갖길 원하거나 다른 성적인 

행위를 함께 하길 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성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성적인 감정에는 짜릿한 느낌, 빠른 심장 박동, 얼굴이 

붉어지는 느낌, 성기의 흥분, 성기가 축축해지는 느낌 등이 

포함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옹과 키스를 좋아합니다. 그것이 성관계는 

아닙니다. 

친밀한 관계와 성관계  



친밀한 관계와 성관계 31

친밀한 관계와 성관계  

법적으로는 16세 이상이고, 두 사람이 서로 원하면 성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성관계는 오직 사적인 장소에서 가져야 합니다. 

문을 닫은 침실은 사적인 장소입니다. 

어떤 여자들은 남자와 성관계 갖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떤 

여자들은 여자와 성관계 갖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떤 여자들은 성관계를 원하지 않지만 ‘성적인 감정’을 느낄 

때 사적인 곳에서 자위하는 것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자위를 

나타내는 다른 말들로는 ‘자기 자신과 놀기’ 혹은 ‘은밀한 곳 

만지기’가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와 성관계 32

좋은 성관계

좋은 성관계는 은밀합니다. 

좋은 성관계는 두 사람이 성관계나 성적인 애무를 하기 원하며 

서로 ‘동의’할 때입니다. 

좋은 성관계는 배려하는 것이며, 즐겁고 안전한 것입니다. 

처음으로 성관계를 갖기로 결정할 때 긴장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는 여러분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들이 여러분에게 성관계를 갖도록 

강요하면 안됩니다. 좋은 성관계는 서두르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와 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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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밀한 관계와 성관계  

나쁜 성관계

나쁜 성관계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성관계 혹은 성적인 애무를 

강요할 때입니다. 강요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 억지로 시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에게 성관계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이 원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은밀한 부위를 만져선 

안됩니다. 

나쁜 성관계는 여러분을 몹시 화가 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싫어요  
그만 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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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밀한 관계와 성관계  

또한 나쁜 성관계는 법이 허용하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과 

성관계를 가질 때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의 조력자 혹은 

간병인이 여러분과 성관계를 갖거나 여러분의 은밀한 부위에 

성적인 애무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의 누군가가 여러분과 성관계를 갖거나 

여러분의 은밀한 부위를 만지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나쁜 성관계는 즐겁지 않습니다. 나쁜 성관계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나쁜 성관계는 잘못된 것입니다. 

나쁜 성관계는 법에 어긋납니다. 

나쁜 성관계에는 ‘아니오’라고 말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에게 나쁜 성관계가 발생하면, 여러분이 믿는 

사람에게 알려서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관계에 대해서 배우십시오

성관계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특별한 책을 읽거나 

여러분이 믿는 사람에게 이야기하거나 특별한 수업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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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 곳

Family Planning NSW Healthline 
여러분은 친밀한 관계와 성관계에 대해서 간호사와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에 이용할 수 있는 안내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책을 빌릴 수 있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책을 
여러분에게 소포로 부쳐줄 것입니다. 

1300 658 886

www.fpnsw.org.au

(02) 8752 4386

NSW Rape Crisis Centre
나쁜 성관계 혹은 강간에 대해서 대화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24시간 전화 및 온라인 서비스.

1800 424 017

www.nswrapecrisis.com.au

 읽어보면 좋은 이 책의 다른 주제

안전한 성관계 

자궁암 검사 

부모가 되려는 결심

친밀한 관계와 성관계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부터 자신을 지키십시오

일단 생리가 시작된 후에 남자와 성관계를 가지면 임신할 수도 

있습니다. 임신이란 여러분이 아기를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성관계는 원하지만 아기를 갖는 것은 원하지 않는 경우, 

자신의 몸을 관리해야 합니다. 의사에게 임신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약 (알약) 복용법, 주사를 맞는 방법 (‘데포 프로베라’

라고함), 혹은 팔에 약을 이식하는 방법  (‘임플라논’이라고 함)

에 대해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피임법이라고 합니다. 

안전한 성관계 

안전한 성관계 36



남편 혹은 남자친구는 콘돔을 착용하고 윤활유를 

사용해야 합니다. 윤활유는 콘돔 위에 바르는 

젤입니다. 윤활유는 성관계를 더 쉽게 가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콘돔과 윤활유는 약국이나 슈퍼마켓에서 살 

수 있습니다. 

안전한 성관계 

안전한 성관계 37

개인용 윤활유

콘돔



임신을 막기 위해 의사가 할 수 있는 수술이 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 수술을 하면 나중에도 

아기를 갖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지적 장애 여성들에게 이 수술을 받게 

하려고 합니다. 여성이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Guardianship Tribunal 에 있는 사람들만 그 수술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아기를 갖지 않는 일에 대해 결정을 잘 하려면 정보를 구해야 

하고, 여러분이 믿는 사람들과 이야기해야 합니다. 

안전한 성관계 

안전한 성관계 38



성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십시오

성관계를 가질 때 성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 병을  

‘성매개감염증 (SIT)’ 혹은 ‘성적으로 옮겨지는 전염병’이라고 

합니다. 

성병에 걸린 사실을 본인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증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붉음 반점이나 가려움, 통증이 있거나 

성기에서 나쁜 냄새가 나는 분비물이 흘러나올 수도 있습니다. 

성병은 약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염려가 되시면 의사에게 

물어보세요.

성관계를 가질 때마다 콘돔을 착용하고 윤활유를 사용하는 것이 

성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그렇게 하면 

성병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전한 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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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윤활유

콘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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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받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십시오

성관계를 가지려면 두 사람이 모두 동의해야 합니다. 여러분이나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경우 성관계를 가지면 안됩니다. 성관계를 

원하지 않으면 ‘아니오’라고 말하세요.

만일 누군가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데 성관계를 하게 하면 

여러분이 믿는 사람에게 그것을 알려야 합니다. 

 

안전한 성관계 

오늘 밤 
성관계를 
원하세요?

아니오, 너무 
피곤해요



더 많은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 곳

Family Planning NSW Healthline 
여러분은 간호사와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에 이용할 수 있는 안내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책을 빌릴 수 있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책을 
여러분에게 소포로 부쳐줄 것입니다. 

1300 658 886

www.fpnsw.org.au

(02) 8752 4386

Guardianship Tribunal 
이 심판소는 자기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결정이 내려지는지 확인합니다. 

여기에는 의료 처치에 관한 결정도 포함됩니다. 

1800 463 928, 또는 

(02) 9556 7600

www.gt.nsw.gov.au

NSW Rape Crisis Centre
나쁜 성관계 혹은 강간에 대해서 대화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24시간 전화 및 온라인 서비스.

1800 424 017

www.nswrapecrisis.com.au

 읽어보면 좋은 이 책의 다른 주제

친밀한 관계와 성관계  

 자궁암 검사

부모가 되려는 결심

안전한 성관계 

안전한 성관계 41



부모가 되려는 결심 42

선택

부모가 되기로 결정하는 것은 중대한 일입니다. 어떤 여성들은 

아기를 낳기 원하고 어떤 여성들은 아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여성들은 아기를 낳기 원하지만 가질 수 없습니다. 

아기를 낳고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보람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엔 무거운 책임도 따릅니다. 

아기를 낳고 키우는 데에는 할 일이 많고 그 일이 힘들 수 있습니다.  

아기를 가지려고 시도하기 전에 부모가 되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생각해 보세요. 아기를 갖는 것은 배우자에게도 

영향을 끼치므로, 배우자와도 함께 이야기 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가족과 친구 그리고 괜찮으면 조력자와도 

함께 이야기 하세요.

 

부모가 되려는 결심     



부모가 되려는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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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는 자라서 아장아장 걷다가, 더 큰 아이로 자라고 다음엔 

십대가 됩니다. 누구나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 

합니다. 지적 장애가 있는 부모는 본인과 아기가 건강하고 

안전하며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서 더 많은 도움이 필요 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되지 않기로 결정해도 여러분은 삶 속에서 아기와 

아이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에게 조카들이 

있거나, 여러분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일이나 자원봉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임신을 했는데 부모가 되고 싶지 않으면 여러분이 

믿는 사람과 의사에게 가능한 한 빨리 말해야 합니다. 그분들이 

여러분의 선택에 대해 여러분과 이야기할 것입니다. 



임신하기 전에 생각해 볼 질문들

•여러분은 아기와 어린이를 좋아합니까?

•이전에 아이들을 돌본 적이 있습니까?

•아기를 낳을 수 있을 만큼 몸이 건강합니까?

•여러분과 아기는 어디에서 살게 됩니까?

•아기를 돌볼 만큼 충분한 돈이 있습니까?

• 충분한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기를 돌보기 위해서 일을 그만두어야 합니까?

•여러분이 아기 돌보는 것을 도와줄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서 장을 보고, 요리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게 됩니까?

•여러분이 쉬어야 하거나 아프게 되면 누가 아기 돌보는 것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과 아기는 낮에 무엇을 하며 지내게 됩니까?

•아기가 걱정되거나 아프면 누구에게 전화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에는 부모를 돕는 서비스로 무엇이 

있습니까?

부모가 되려는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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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유지

임신하기 전에 담배를 끊으십시오. 담배를 피우면 아기의 건강을 

해칠 것입니다. 의사가 담배를 끊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아기 가까이에서, 혹은 여러분이 임신 중일 때 

여러분 가까이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됩니다. 

임신을 시도하고 있거나 임신 중이면 술을 마시지 마십시오. 술을 

마시면 아기가 뱃속에서 자라는 동안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 몸을 건강하고 임신하기 가장 좋은 상태로 

유지할 것입니다. 

부모가 되려는 결심



부모가 되려는 결심 46

임신하기 전에 여러분과 아기의 아빠가 될 사람이 건강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의사에게 가야 합니다. 의사는 몇 

가지 피검사를 하고, 아기에게 도움이 되는 특별한 비타민을 

먹도록 말해줄 것입니다. 

또한 의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남자친구/남편에게 여러분이 

먹고 있는 약에 대해서 이야기 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몇 

가지 주사 (예방접종)를 맞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되려는 결심

어떤 약과 비타민은 뱃속의 아기가 자라는데 해로울 수 있습니다. 

항상 의사에게 여러분이 먹고 있는 모든 약이나 비타민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임신하기 전에 여러분의 약을 바꾸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기가 장애를 갖고 태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의사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검사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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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 곳

Healthy Start For Me and My Baby
학습 장애 임신 여성을 위한 책

이 책을 사야 할 것입니다. 주문서 양식은 이 
웹사이트에 있습니다. 

(02) 9351 9510

www.healthystart.net.au

 읽어보면 좋은 이 책의 다른 주제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

임신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

건강에 좋은 음식

부모가 되려는 결심



해야 할 것

임신 기간에 자기 자신을 평소보다 더 잘 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 가지 뒤섞인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쁘거나 흥분되거나 두렵거나 염려가 될 것입니다. 이런 감정은 

정상적인 것이며 그런 감정들에 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임신 여성들의 모임에 참여할 수 있고 혹은 

여러분이 믿을 수 있고 임신 경험이 있는 다른 여성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에 대해서 가족과 친구들에게 

말하는 것도 좋습니다. 

임신

임신 48

활동적으로 지내며 운동을 하되, 의사와 무엇이 안전한지에 관해 

이야기해 보세요. 어떤 곳에는 임신 여성을 위한 특별 운동 

수업이 있습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을 드십시오. 어떤 

음식은 임신 중에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멀리해야 하는 음식에 관해서 의사와 

이야기해 보세요.

 휴식을 많이 가지세요. 임신했을 때 

피곤을 더 많이 느끼는 것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임신

임신 49



임신

임신 50

어떤 약은 뱃속에서 자라나는 아기에게 대단히 위험합니다. 

여러분이 먹는 약에 대해 의사에게 물어보세요. 의사가 괜찮다고 

말하지 않은 약이나 비타민은 아무것도 먹지 마십시오.

먹고 있는 약이나 비타민이 염려되시면 Mothersafe에 

(02) 9382 6539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담배와 술은 아기에게 해롭습니다. 다른 사람의 담배연기도 

아기에게 해로울 수 있으니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는 곳에 가까이 

있지 않도록 하세요. 의사가 담배 끊는 것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임신

임신 51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

여러분이 임신을 하면 여러분은 의사 혹은 조산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조산사는 임신 여성을 돌보는 간호사입니다. 조산사는 

여러분과 아기가 건강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의사나 조산사는 아기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에는 피검사 혹은 

초음파검사라고 하는 특별한 X 레이 검사 등이 있습니다. 



임신

임신 52

임신을 하면 배워야 할 것이 많은데 의사와 조산사가 여러분을 

도와줄 것입니다. 때때로 기억하고 배워야 할 것이 많아서 

힘들 수 있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질문은 얼마든지 많이 해도 

괜찮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여러분을 도울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여러분의 

감정에 관해 이야기 하고, 아기가 태어날 때를 대비해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병원의 조력자 혹은 조산사가 

사회복지사를 만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 곳

임신에 관한 많은 책이 있습니다. 나와 아기를 위한 건강한 출발 

(Healthy Start for Me and My Baby)은 학습 장애 여성과 그 여성이 

아기를 낳기 전에 돌보아 주는 조산사를 위한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 임신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책 속에 필요한 것을 적어 

넣었다가 진료 받으러 갈 때 그 책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임신

임신 53

더 많은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 곳

Healthy Start For Me and My Baby
학습 장애 임신 여성을 위한 책

이 책을 사야 할 것입니다. 주문서 양식은 이 
웹사이트에 있습니다. 

(02) 9351 9510

www.healthystart.net.au

Mothersafe

먹고 있는 약이나 비타민이 염려되시면 Mothersafe
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02) 9382 6539

 읽어보면 좋은 이 책의 다른 주제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

건강에 좋은 음식

부모가 되려는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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팹 테스트란 무엇인가

팹 테스트는 오직 여자만 합니다. 이 검사는 암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 검사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18세 이상이고 성관계를 가졌으면 팹 테스트를 

받으러 의사에게 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HPV 예방 주사를 맞았어도 성관계를 가졌으면 팹 

테스트를 받아야 합니다 

팹 테스트는 여러분의 질과 자궁경부가 건강한지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질 안쪽과 자궁 경부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봅니다. 

대부분의 여성에게는 팹 테스트가 2년 마다 필요합니다. 달라진 

것이 있으면 조기에 발견됩니다. 이는 치료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만일 달라진 것이 발견되지 않아서 치료받지 못하면 

암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자궁암 검사



팹 테스트를 받을 때 생기는 일

 자궁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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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계원에게 팹 테스트를 받고 싶다고 말하면, 접수계원이 

예약을 잡아줄 것입니다. 

여자 의사를 만나도록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의사에게 갈 때 누군가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만일 먼저 팹 테스트를 한 번 연습해보고 싶으면 의사에게 

이야기 하십시오. 의사는 여러분에게 팹 테스트를 받을 때 생기는 

일들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팹 테스트에 

사용되는 물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팹 테스트처럼 침상에 

누울 수 있습니다. 다음 번에 갈 때에는 실제 팹 테스트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걱정이 되거나 무서운 기분이 들면 의사에게 이야기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든지 의사에게 팹 테스트를 멈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궁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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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를 하고 있으면 팹 테스트를 받지 마십시오.

의사에게 검사를 받으러 들어가기 전에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고 오십시오.



팹 테스트를 받을 때 병원의 침상 위에 누워서 팬티를 벗어야 할 

것입니다. 

팹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의사는 질 안으로 검사 도구를 

집어넣어서 질을 벌린 채로 둡니다.  의사는 질 안쪽과 자궁 

경부가 건강한지 확인하기 위해, 작은 솔을 그 부위에 대어볼 

것입니다. 또한 의사는 질 안쪽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것은 

성적인 접촉이 아닙니다. 

 자궁암 검사

팹 테스트는 15분 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팹 테스트는 받기 불편한 검사이긴 하지만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팹 테스트를 받기 원하는지 여부는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은 순전히 여러분에게 달려있습니다. 

  자궁암 검사 57



더 많은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 곳

Family Planning NSW Healthline 
여러분은 팹 테스트에 대해서 간호사와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에 이용할 수 있는 안내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책을 빌릴 수 있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책을 
여러분에게 소포로 부쳐줄 것입니다. 

1300 658 886

www.fpnsw.org.au

팹 테스트: 쉬운 사실 자료

그림을 덧붙여 쉬운 영어로 쓴 소책자.

www.cddh.monash.org/

 읽어보면 좋은 이 책의 다른 주제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

건강에 좋은 음식

유방 건강

 자궁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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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 건강 59

여러분은 여러분의 유방이 정상적일 때 어떤 모양이며 어떤 

감촉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샤워를 할 때 여러분의 유방을 

살펴보고 만져보아서 뭔가 변한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이 잘 하고 있는지 알아보려면 의사에게 물어보세요.  

일년에 한 번 의사에게 유방 건강 검진을 요청하세요. 

걱정이 되거나, 유방에 뭔가 달라진 것 혹은 덩어리 진 것이 

발견되면 의사에게 가세요. 여러분이 의사에게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더 좋습니다. 유방에 변화가 있으면 유방암과 같은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노인 여성들에게 

유방암은 흔합니다. 유방암은 치료될 수 있습니다. 

유방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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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촬영사진이란 무엇인가

50세가 되면 암일 수도 있는 변화가 있는지 찾아보기 위해 유방 

엑스레이를 찍을 수 있습니다. 이 엑스레이를 유방촬영사진이라고 

합니다. 

만일 가족 중에 유방암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50세가 되기 전에 

유방촬영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이 검사는 적어도 2년에 한 번씩 받습니다. 

유방촬영사진을 찍기 원하는지 여부는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은 순전히 여러분에게 달려있습니다. 

유방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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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 건강

유방촬영사진을 찍을 때 생기는 일

유방촬영사진을 찍으려면 윗옷과 브래지어를 벗어야 합니다. 

엑스레이를 찍는 사람이 여러분의 유방을 엑스레이 기계 위에 

올려 놓을 것입니다. 이것은 성적인 접촉이 아닙니다. 

기계는 차갑게 느껴지고 천천히 유방을 누를 것이며 이것이 약간 

아플 수도 있습니다. 

이 검사는 몇 분 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검사하는 분들이 사진을 

잘 찍도록 여러분은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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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 건강

때로는 엑스레이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아서 초음파 검사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받으려면 윗옷과 브래지어를 벗고 검사대 위에 

눕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하는 사람이 차가운 젤리 같은 것을 

유방 위에 바릅니다. 

검사하는 사람이 금속 막대를 유방 위에 문지릅니다. 이 막대는 

유방 안쪽의 특별한 사진을 찍습니다.  감촉이 부드럽습니다. 

이것은 성적인 접촉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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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 건강

만일 의사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더 많은 

검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검사가 어떤 느낌일지 

의사와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유방촬영사진이 어떤 것인지를 들어보려면 

유방촬영사진을 찍은 경험이 있는 여성과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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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 곳

BreastScreen NSW
유방촬영사진에 대한 정보

132 050 (시내 통화료)

통역 서비스 가능 – 13 14 50으로 

전화

www.bsnsw.org.au 

 읽어보면 좋은 이 책의 다른 주제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

 자궁암 검사

노년기

폐경기

유방 건강



폐경기 65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의 몸에 변화가 생깁니다. 

생리가 변합니다. 생리 양이 많아지거나 줄어들거나, 혹은 

생리를 매달 하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생리가 멈출 

것입니다. 대부분의 여성은 약 50세가 되면 생리가 멈춥니다. 

어떤 여성들의 경우 생리가 더 일찍 멈출 수 있습니다. 생리가 

멈추는 때를 폐경기라고 합니다. 

폐경기는 정상적인 것이고, 아프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생리 관리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리가 멈추면 여러분은 아기를 가질 수 없습니다. 

폐경기



나이가 들면서 여성의 몸에 생기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몸에 열과 땀이 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때로는 ‘

일과성 열감 (hot flush)’을 겪는다고 합니다. 

•기분과 감정이 바뀔 수 있습니다.  많이 울거나 짜증이 날 수 

있습니다. 

•혼란스러워하며,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피부와 머리카락이 건조해질 것입니다. 

•몸이나 얼굴에 털이 더 많이 날 수도 있습니다. 

•질이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성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지만 도움이 되는 특별한 크림이 있습니다. 

•유방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모든 여성이 다 이런 변화를 겪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변화는 멈출 것입니다. 멈추는 데 수개월 혹은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폐경기

폐경기 66



기분을 좋아지게 할 수 있는 일

활동적이 되고, 운동을 하고, 밤에 잠을 많이 자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질 것입니다. 

폐경기

폐경기 67



다른 여성들과 그들이 폐경기를 지날 때 가진 느낌에 대해서 

이야기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폐경기

폐경기 68

여러분의 몸과 감정에 생긴 변화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면 

의사에게 물어보세요.



더 많은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 곳

Family Planning NSW Healthline 
여러분은 폐경기에 대해서 간호사와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에 이용할 수 있는 안내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책을 빌릴 수 있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책을 
여러분에게 소포로 부쳐줄 것입니다. 

1300 658 886

www.fpnsw.org.au

(02) 8752 4386

폐경기

 읽어보면 좋은 이 책의 다른 주제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

노년기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

슬픔과 기쁨 

폐경기 69



건강 검진 

여러분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자신을 잘 돌보아야 합니다. 

의사에게 가서 다음과 같은 검진을 받으세요.

심장. 의사가 혈압을 재고, 몇 가지 피검사도 할 것입니다. 

노년기

노년기 70



노년기

노년기 71

•피. 의사는 피를 뽑아서 그것으로 여러분에게 당뇨가 있는지, 

콜레스테롤 (피 속에 있는 지방질)이 어떤지, 콩팥과 간의 

기능은 어떤지 검사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약을 먹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눈.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안경을 껴야 합니다. 

•듣기.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듣는 것이 힘들어 집니다. 더 잘 듣기 

위해서 보청기를 끼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년기

노년기 72

•뼈. 나이가 들면 뼈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뼈가 너무 

약해지면 부러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골다공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골밀도라고 하는 검사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뼈가 얼마나 튼튼한지 알아보는 뼈의 엑스레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특별한 탁자에 누워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의사가 약간의 피를 뽑고 여러분의 식단과 운동에 대해서 

말해줄 것입니다. 

 의사가 여러분의 뼈를 튼튼히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칼슘과 비타민D를 먹는 것에 대해 이야기 할 수도 있습니다. 

햇볕은 뼈와 근육을 튼튼히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햇볕을 

쬐는 것은 좋지만, 안전도 생각해야 합니다.

햇볕아래에서 안전을 유지하십시오. 항상 모자를 쓰고, 

자외선차단제를 바르고, 긴 소매가 달린 윗옷을 입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피부암을 막는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몸이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비타민D를 만들어 냅니다. 햇볕을 쬐면 비타민D가 만들어집니다. 

햇볕을 얼마나 쬐어야 하는지 의사와 이야기해 보세요. 

햇볕아래에서 안전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노년기

노년기 73

나이가 들면 가끔 소변이 새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요실금이라고 합니다. 요실금은 웃거나, 재채기하거나, 기침할 때 

더 자주 일어납니다. 요실금은 나이가 들거나, 몸무게가 늘어나는 

일부 여성에게 나타납니다. 

소변이 새어나오면 의사에게 가십시오. 의사가 몇 가지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약이나 운동이 있을 것입니다. 소변을 

흡수해주는 특별한 패드를 착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생리대 패드와는 다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패드를 약국이나 슈퍼마켓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1800 33 00 66 번으로 the Continence Foundation
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돌보십시오

하루에 30분씩 운동하십시오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숨이 찰 

때까지 운동을 하세요. 걷기는 좋은 활동입니다.  

만일 오랫동안 운동을 하지 않았다면 먼저 의사에게 가십시오.

노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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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기

건강에 좋은 음식을 드세요.  저지방 우유, 요구르트, 치즈, 

아몬드, 통조림 연어처럼 뼈가 들어 있는 생선 등과 같은 칼슘 

식품을 더 많이 드세요.

잠을 자세요. 밤에 7시간 또는 8시간 동안 주무십시오. 일부 

노인들은 잠을 설치거나 잠자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거나, 따뜻한 우유를 한 잔 마시면 

잠이 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침실에서 텔레비전을 보지 않도록 

하세요. 

활동적으로 지내십시오. 재미 있는 활동을 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도 있습니다. 노인회와 같은 모임에 가입하여 더 많은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꼭 들어맞는 활동을 찾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조력자 혹은 중재자가 여러분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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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기

변화에 적응하기

나이가 들면 사람들은 조금 느려집니다. 예전처럼 많은 것을 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서글플 것입니다. 활동적으로 지내며 가족과 

친구들을 만나면 즐겁게 지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지역사회의 중요한 일원입니다. 

나이가 들면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스스로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자립적으로 인생을 책임진다는 느낌을 갖는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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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기

나이가 들면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 또한 늙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은 슬픔과 외로움을 느끼는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친구나 중재인 혹은 의사와 이야기 

하십시오.

모든 사람은 나이가 들기 때문에, 노인들을 돕는 서비스가 많이 

있습니다. 옷 입기, 요리 혹은 집안청소와 같은 일들이 힘들어 

지면 의사에게 이야기 하십시오. 

나이가 들면 가끔 무언가를 기억해 내기가 힘듭니다. 기억이 나지 

않으면 여러분은 겁이 나거나 화가 나거나 슬퍼질 수도 있습니다. 

의사가 여러분을 도와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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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 곳

NSW Council for Intellectual Disability
안내 자료

다양한 건강 주제에 대한 쉬운 영어 안내 자료

(02) 9211 1611 or

1800 424 065

(시드니 외부에서 통화)

www.nswcid.org.au

The Continence Foundation
오줌이 새어 나오는 경우에 여러분을 도울 수 있습니다. 1800 33 00 66

 읽어보면 좋은 이 책의 다른 주제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

폐경기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

건강에 좋은 음식

상실과 비애

노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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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애란 무엇인가 

비애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나 무엇인가를 상실한 후에 

수개월 동안 계속해서 깊이 슬퍼하는 감정입니다. 

비애는 삶의 일부이지만 대단히 힘들 수 있습니다. 

비애는 여러 가지 이유로 생깁니다. 비애를 느낄 수 있는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거나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이 아프거나 다칠 때 

•새로운 곳으로 이사할 때 

•친구가 멀리 이사 갈 때

•간병인이 떠날 때

•일을 그만둘 때 

•여러분의 애완 동물이  

죽을 때 

상실과 비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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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과 비애

비애의 감정

상실과 비애 80

비애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비애가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많이 울고 싶다. 

•화가 나거나, 무감각해지거나, 충격을 받는다. 

•마치 다른 사람 같아 보인다. 

•자기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다. 

때때로 비애를 느끼는 사람들은 집에 머물기를 좋아하고 밖에 

나가서 평소에 하던 일을 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먹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잠을 더 많이 자거나 더 적게 잘 수도 

있습니다. 



상실과 비애

기분을 좋아지게 하는 것

상실과 비애 81

여러분이 믿는 사람과 여러분의 감정을 이야기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몹시 슬픈 일이 일어난 뒤에는 직장에서 휴가를 추가로 더 

내거나 잠시 쉬는 것도 괜찮습니다. 평소에 하던 일은 계속하지만 

필요할 때는 쉬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기분이 나아질 것입니다. 기분이 나아지는 데 

수개월 혹은 일 년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을 슬프게 했던 일을 잊지는 않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다지 울적해지지 않고도 그 일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실과 비애

상실과 비애 82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마음에 평안을 주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묘지를 방문하는 것, 사진을 보는 것, 그 사람을 

생각나게 하는 특별한 물건을 간직하는 것 등이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나무를 심거나 헤어진 사람의 그림을 

그립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슬프거나 화가 나면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더 많은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 곳

소책자-상실과 비애를 겪고 있는 지적 
장애인 지원

그림이 많고 읽기 쉬운 소책자. Scope사 출간.

www.scopevic.org.au

‘자료’메뉴를 누른 후에 ‘Health 
and Wellbeing’밑에 있는 
소책자를 내려받기 하세요.

Beyond Blue

국립 우울증 연구회

여러분에게 지적 장애가 있음을 꼭 알려주십시오.

안내 자료 28
상실과 비애 및 우울증

이 웹사이트 보는 것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300 22 46 36

날마다 24시간 이용 가능

www.beyondblue.org.au

‘get information’ 메뉴로 가세요.

그 다음에 내려받기 가능한 정보 
자료

안내 자료 번호 28번입니다. 

 읽어보면 좋은 이 책의 다른 주제

슬픔과 기쁨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

상실과 비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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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용한 자료

기타 유용한 자료 84

읽기 쉬운 
자료

여러분의 컴퓨터에서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컴퓨터에서 
비디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의사 및 기타  
보건전문가용

명칭 연락처 설명 안내 자료

Ageing, Disability 
and Home Care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www.dadhc.nsw.gov.au

(02) 8270 2000 

TTY: (02) 8270 2167

정보 및 지원프로그램

이 웹사이트를 볼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기타 유용한 정보

Australian Family 
and Disability 
Studies Research 
Collaboration

www.afdsrc.org 지적 장애가 있는 부모를 
위한 정보.

이 웹사이트를 볼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부모가 되려는 
결심

임신

호주 정부의  
Department of 
Health and Ageing

www.healthyactive.gov.au 건강한 식생활 (배식 분량)
과 운동에 관한 정보.

이 웹사이트를 볼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 

건강에 좋은 음식

Better Health  
빅토리아 주정부

www.betterhealth.vic.gov.au 건강과 의학에 관한 
안내자료.

이 웹사이트를 볼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 

건강에 좋은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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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용한 자료

명칭 연락처 설명 안내 자료

Beyond Blue  
전국 우울증 정책

www.beyondblue.org.au

1300 224 636
24 시간 전화 서비스

정신건강과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에 
관한 정보.

여러분에게 지적 장애가 
있음을 꼭 알려주십시오.

이 웹사이트를 볼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슬픔과 기쁨 

상실과 비애

Breastscreen NSW www.bsnsw.org.au

13 20 50

유방암 검사 받기에 관한 
정보.

이 웹사이트를 볼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유방 건강

Centre for 
Developmental 
Disability Health 
Monash University 
(CDDH Victoria)

www.cddh.monash.org

(03) 9501 2400

지적 장애 여성 (읽기 
쉬움), 간병인 및 의료 
전문가를 위한 다양한 
자료.

실례:

보건의료 환경에서 지적 
장애 여성과의 협력

생리 관리와 지적 장애 
여성 - 일반 보건의 (GP)를 
위한 안내

금연 교육 프로그램

팸 테스트: 지적 장애 
여성을 위한 쉬운 사실 
정보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

건강에 좋은 음식

생리 시작

친밀한 관계와 
성관계  

 자궁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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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용한 자료

명칭 연락처 설명 안내 자료

Centre for Disability 
Studies
(Royal 
Rehabilitation 
Centre Sydney)

www.cds.org.au

(02) 8878 0500

지적 장애 여성 (읽기 
쉬움), 간병인 및 의료 
전문가를 위한 다양한 
자료.

실례:

지적 장애 여성의 보건 
서비스

지적 장애 여성을 위한 
여성 예방 보건 서비스

일반 보건의를 위한 지침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

자궁암 검사 

Clear Thoughts www.clearthoughts.info

‘Mental Health Conditions’  
또는 ‘Possible Treatments’
메뉴로 가세요.

지적 장애 여성 (읽기 
쉬움), 간병인 및 의료 
전문가를 위한 다양한 
정신 건강 정보.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다른 나라 (
영국)에서 온 것입니다. 이 
정보를 여러분의 의사나 
지원자에게 보여주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슬픔과 기쁨 

상실과 비애

Disability 
Discrimination 
Legal Centre

www.ddlcnsw.org.au

(02) 9310 7722

무료 전화: 1800 800 708 
(NSW주 전용)

여러분이 의사나 병원 
혹은 보건 서비스 문제를 
겪었을 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기타 유용한 정보

Easy Health www.easyhealth.org.uk 건강과 성적 특질에 관한 
정보.

비디오와 음성 자료 및 
안내 자료가 있습니다. 

이 정보는 다른 나라  
(영국)에서 온 것입니다.  
이 정보를 여러분의 
의사나 지원자에게 
보여주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

친밀한 관계와 
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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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용한 자료

명칭 연락처 설명 안내 자료

Family Planning 
NSW

www.fpnsw.org.au

FPNSW Healthline
1300 658 886

FPNSW 도서관 
(02) 8752 4386

가족과 근로자를 돕기 
위한 읽기 쉽고 다양한 
안내 자료 및 정보.

성적 특질과 생리 및 
폐경기에 대한 교육자료 
묶음.

여러분은 여성의 
건강문제에 대해 간호사와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대여 가능한 장애 
자료 모음.

사춘기

생리 시작

친밀한 관계와 
성관계  

안전한 성관계 

 자궁암 검사

유방 건강

폐경기

Guardianship 
Tribunal NSW

www.gt.nsw.gov.au

(02) 9556 7600

무료 전화: 1800 463 928

동의에 관한 정보.

법률이 호주 지역마다 
다릅니다. 

기타 유용한 정보

GP Synergy www.GPsynergy.com.au

(02) 9818 4433

GP 워크숍: 건강하게 
살아가는 여성 – 지적 
장애 여성과 함께 일하기.

GP 교육 모듈:

•자료 상자

•DVD Powerpoint   

• 논의 증진을 위한 
프리젠테이션 문서 자료

기타 유용한 정보

Health Care 
Complaints 
Commission

www.hccc.nsw.gov.au

(02) 9219 7444 

무료 전화: 1800 043 159

보건 서비스와 관련된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

Health Direct www.healthdirect.org.au

무료 전화: 
1800 022 222 

건강 정보를 줄 수 있는 
간호사와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고 알려 주시고 뭔가 
이해가 가지 않을 때도 
알려주십시오.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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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용한 자료

명칭 연락처 설명 안내 자료

Health of Wom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편집: Patricia 
Noonan Walsh와 
Tamar Heller

지적 장애 여성의 생식 및 
신체 건강에 관한 책.

기타 유용한 정보

Healthy start for me 
and my baby

www.healthystart.net.au

(02) 9351 9510 

여성이 임신에 대해 배울 
수 있게 도와주는 책.

임신한 지적 장애 여성을 
지원하는 의료인들을 위한 
안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되려는 
결심

임신

IASSID –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Scientific Study 
of Intellectual 
Disabilities

www.iassid.org 지적 장애인을 위한 세계 
보건 지침. 

기타 유용한 정보

Intellectual 
Disabilities & Ill 
Health
편집: O’Hara J., 
McCarthy J., Bouras 
N. Cambridge 
Universal Press 
Cambridge 2010

지적 장애 여성의 건강에 
관한 책.

기타 유용한 정보

Intellectual 
Disability Rights 
Service

www.idrs.org.au

(02) 9318 0144 or 

무료 전화: 1800 666 611 (NSW)

법적인 조언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기타 유용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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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용한 자료

명칭 연락처 설명 안내 자료
지적 장애 여성의 
생리와 피임 관리

www.ranzcog.edu.au

(03) 9417 1699

치료/관리 선택 사항과 
동의 문제를 포함한 호주/
뉴질랜드 공동 성명서.  

사춘기

생리 시작

전국 처방전  
서비스

www.nps.org.au

1300 888 763 
의약품에 관해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에 관한 정보

비디오도 있습니다. 

다른 언어로 된 정보 및 
번역 서비스.

이 웹사이트를 볼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

Norah Fry Research 
Centre

www.bristol.ac.uk/norahfry 동성 관계에 있는 지적 
장애 여성에 관한 비디오 
스토리.

성적 건강 주제에 관한 
정보.

친밀한 관계와 
성관계  

안전한 성관계 

NSW Cervical 
Screening Program

www.csp.nsw.gov.au 팸 테스트에 관한 읽기 
쉬운 정보

 자궁암 검사

NSW Council 
for Intellectual 
Disability

www.nswcid.org.au

(02) 9211 1611 

무료 전화

1800 424 065

중재 및 정보 그룹

건강 주제에 관한 읽기 
쉬운 안내 자료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

노년기

슬픔과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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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용한 자료

명칭 연락처 설명 안내 자료

NSW Government 
Lawlink-
Department 
of Justice and 
Attorney

“The Capacity 
Toolkit”

www.lawlink.nsw.gov.au

‘Community Info’메뉴로 간 
다음‘People with Disabilities’
를 누르세요

(02) 8688 8460 또는   
(02) 8688 7507

TTY: (02) 8688 7733

“The Capacity Toolkit”

개인이 자기 스스로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 
지원과 그 의사결정과정을 
이해하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것에 대한 정보.  

기타 유용한 정보

Ombudsman NSW www.ombo.nsw.gov.au

(02 9286 1000

ADHC및 장애 서비스에 
대한 불만 사항을 
다룹니다. 

기타 유용한 정보

Personal Health 
Record

다른 실례에 대한 
링크가 있는 
NSW Council 
for Intellectual 
Disability 
웹사이트를 
보십시오. 

www.nswcid.org.au

Personal health record  
www.cddh.monash.org
My health record booklet 
www.health.nsw.gov.au

여러분 자신의 개인 
건강 기록, 건강에 대한 
중요 정보를 한 곳에 
보관하시면 의사에게 갈 
때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

독물 정보 센터 13 11 26
하루 24시간

매주 7일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하면 전화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  약을 너무 많이 복용한 
경우 

-  실수로 뭔가를 삼킨 경우

-  벌레나 동물에게 물린 
경우. 

기타 유용한 정보

Queensland Centre 
for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y
(QCIDD)

www.som.uq.edu.au/research/
qcidd/ 

‘자료’메뉴로 가세요. 

지적 장애 여성 (읽기 
쉬움), 간병인 및 의료 
전문가를 위한 다양한 
자료.

실례:

탈민감 요법 프로그램

- 피검사를 받는 방법

- CT 머리 스캔

- 복부 엑스레이

당뇨병 – 핵심설명

생리 키트 관리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

건강에 좋은 음식 

생리 시작



기타 유용한 자료 91

기타 유용한 자료

명칭 연락처 설명 안내 자료

Raising Children 
Network

www.raisingchildren.net.au 육아 주제를 다룬 읽기 
쉬운 자료, 비디오 및 
오디오

부모가 되려는 
결심

Scope www.scopevic.org.au

‘Resources’메뉴로 간 다음 
‘Health and well being’ 을 
누르세요.

(03) 9843 3000

지적 장애 여성 (읽기 
쉬움), 간병인 및 의료 
전문가를 위한 다양한 
자료.

실례:

Supporting People with 
Disabilities Coping with 
GRIEF AND LOSS: 읽기 쉬운 
소책자

Healthy Mouths – 쉬운 
영어 안내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

기타 유용한 정보

지적 장애 성인을 
위한 특별 치과 
서비스

Westmead Centre for Oral Health
(02) 9845 7424 또는

(02) 9845 7423

응급 처치

(02) 9845 7363

Sydney Dental Hospital Surry 
Hills 
(02 ) 9293 3200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

기타 유용한 정보

사춘기/성인을 위한 
지적 장애 전문 
보건 서비스

콩코드병원 재활의학 분과 
1800 556 533

서비스 – 발달 장애인의 
노령화 및 행동 변화 
(ABCD) 클리닉. 재활의학 
의사, 정신과 의사 및 
관련된 의료전문인에 의한 
진단.

해당 지역– 시드니 
남서지역 의료 서비스. 
초기 진단을 위해서는 
NSW주의 다른 지역 
환자도 받습니다. Southern 
Highlands 를 포함하여 
Concord에서 멀리 있는 몇 
개의 클리닉을 운영합니다. 

기타 유용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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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연락처 설명 안내 자료
사춘기/성인을 위한 
전문화된 지적 장애 
보건 서비스

Disability Specialist Unit, 
Burwood

 (02) 9701 6300

서비스 – 재활의학 
전문가에 의한 의료 진단.

해당 지역 – Sydney내륙 
서쪽 교외지역.   

기타 유용한 정보

Kogarah Developmental 
Assessment Service

(02) 9587 2444

서비스 – 의료 진단 
및 신경과, 재활의학과, 
영양학, 유전학을 포함한 
전문 분야 클리닉.

해당 지역 – 남동 
Sydney/Illawarra 지역 의료 
서비스. Kogarah 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 (
특히 Illawarra 지역) 몇 
개의 클리닉을 운영합니다. 

NSW Developmental Disability 
Health Unit, Ryde

(02) 9808 9287

서비스 – 의료 진단, 
심리 진단, 재활의학, 노령 
및 치매 클리닉 그리고 
Down syndrome, Cornelia de 
Lange syndrome 및 Fragile 
X syndrome 환자를 위한 
클리닉.

해당 지역 – NSW 전 
지역의 환자를 받습니다. 
때로는 Ryde에서 멀리 
떨어진 클리닉들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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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연락처 설명 안내 자료
사춘기/성인을 위한 
지적 장애 전문 
보건 서비스

Westmead Hospital

(02) 9845 9710  
(수요일~금요일) 

또는 0438 549 466  
(월요일~금요일) 

서비스 – 일반 의료 
진단, 연하장애, 영양학, 
복합 간질 그리고 레트 
증후군과 다운 증후군 
환자를 위한 클리닉.

해당 지역 – Sydney 
West 지역 의료 서비스. 
또한 NSW 전 지역에서 
의뢰된 환자를 받습니다. 
Wollongong 와 Leura 를 
포함하여 Westmead에서 
멀리 떨어진 몇 개의 
클리닉을 운영합니다. 

기타 유용한 정보

Developmental Disability Clinic, 
Goulburn

(02) 4823 7800

서비스 – 의료 진단

해당 지역 – Goulburn 과 
NSW 남부지역.

The Australian 
Hearing Service

www.hearing.com.au/home

(02) 9412 6800

TTY: (02) 9412 6802

연금수혜자 할인카드 
소지자를 위한 무료 청력 
진단

기타 유용한 정보

The bridging 
project

www.bridgingproject.org.au

안내 자료를  
보시려면 ‘자료’ 
메뉴로 가세요.

정신 건강 주제에 관한 
이해하기 쉬운 정보. 
음성자료와 비디오가 
있습니다. 

기타 유용한 정보

The Royal Children’s 
Hospital Melbourne

www.rch.org.au

‘RCH publications’ 메뉴로 
가세요. 

의료 전문가와 부모를 
위해 직원들이 쓴 간행물:

Bone Health in Young People 
with Disabilities  
2009 

A/Prof M. Zacharin $6.00

Puberty in Young People with 
Disabilities 
2009

 A/Prof M. Zacharin $6.00

사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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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연락처 설명 안내 자료

Therapeutic 
Guidelines- 
Developmental 
Disability

www.tg.org.au 의료 전문가를 위한 발달 
장애 안내서. (회원 가입 
필요)

기타 유용한 정보

Transition Care 
웹사이트

www.health.nsw.gov.au

아래 메뉴를 차례대로 
누르세요.

‘Health Professionals’ 그 다음

‘Greater Metropolitan’ 그 다음

‘Clinical Taskforce’ 그 다음

‘Clinical Network’ 그 다음

‘Transition Care’

(02) 9887 5578

어린이로부터 성인으로 
변하는 시기의 의료 
서비스에 관한 정보.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



본 자료는 일반 보건의 (GP) 워크숍과 공동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이 추가자료 (“Working with 
Wom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의 이용방법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로 

연락하십시오. 이 추가자료는 자료상자, DVD, Powerpoint 프리젠테이션 및 논의 증진을 위한 

부가 문서자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GP Synergy 
Level 1/42-46 Chippen St 
Chippendale 2008 
전화: (02) 9818 4433 
www.GPsynergy.com.au

이 프로젝트에 기금을 제공해준 NSW Department of Health 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가로 전자복사본이 필요하시면 아래의 어느 곳이든 방문하십시오: 

Family Planning NSW www.fpnsw.org.au

GP Synergy www.GPsynergy.com.au

NSW Council for Intellectual Disability www.nswcid.org.au

Centre for Education and Research on Ageing www.cera.usyd.edu.au

Centre for Disability Studies www.cdds.med.usyd.edu.au

Australian Family and Disability Studies  www.afdsrc.org 
Research Collaboration

Ageing Disability and Home Care  www.dadhc.nsw.gov.au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NSW 

NSW Department of Health www.health.nsw.gov.au

책자가 더 필요하시면 아래로 연락하십시오: 

Better Health Centre,  
Publications Warehouse 
PO Box 672 
North Ryde BC, NSW 2113 
전화: (02) 9887 5450 
팩스: (02) 9887 5452



건강하게 살아가는 여성

지적 장애 여성들과 그들의 가족, 의료 서비스 제공자,  

간병인 및 조력자들을 위한 교육자료

건강하게 살아가는 여성

본 교재 시리즈는 지적 장애를 지닌 여성들이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우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 교재를 

교육자료로 이용할 수도 있으며, 이 교재를 읽기 위해서 지원자 

혹은 가족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또한 이 교재는 교육그룹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가르칠 목적으로 어느 부분이든 복제가 가능합니다. 

주제는 16가지 입니다. 이 주제들은 10대 소녀와 성인 여성 그리고 

노인여성을 다룹니다.  

SHPN (PHCP) 1000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