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립 후 7 년간  

(2014/01/31 – 2021/01/31): 

 

 3,478 명의 클라이언트가 TBC 에 입원하여 
2,608 건의 출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중 약 4 분의 1(24%)이 수중 

분만이었습니다. 

 
 분만 중 병원 이송, 또는 출산 클라이언트 

또는 산아의 경우: 

° 41.6%가 첫 출산, 
° 11.9%가 출산 유경험자였습니다 

 
 병원 이송의 가장 일반적인 이유는 느린 분만 

진행 속도, 태변 착색 양수, 출산센터에는 

없는 진통 처치의 필요 등이었습니다. 

 
 센터 입원의 5.8% 또는 총 수송 건수의 

20%에서 클라이언트 또는 산아를 병원으로 

수송하는 데 구급차가 사용되었습니다. 기타 

수송은 개인 차량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제왕절개 분만 비율: 

° 첫 출산 클라이언트의 9.2% 
° 출산 유경험 클라이언트의 1.1% 

  위치 
 

Toronto Birth Centre 는 토론토 다운타운의 

Dundas Street East & Parliament Street 

근처에 있습니다. 

 

 
 

한번 둘러보시겠습니까? 
전화하십시오! 

전화: (416) 366-8080 x 101 

 

 

 

 

 

525 Dundas Street East 

Toronto, ON M5A 2B6 

(416) 366-8080 

www.torontobirthcentre.ca 

 

 

공인조산사 찾아보기: 

온타리오주 조산사협회(College of Midwives of 

Ontario) 웹사이트: www.cmo.on.ca 

 

온타리오주 조산사연합회(Association of Ontario 

Midwives) 웹사이트: www.ontariomidwives.ca  

 (416) 425-9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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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BC의 비전은 임신부, 가정 및 지역사회가 

문화적으로 안전한 출산 돌봄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주요 사실 

 

 

http://www.torontobirthcentre.ca/
http://www.cmo.on.ca/
http://www.ontariomidwives.ca/


출산센터(Birth Centre)란? 
 

 출산센터는 규제를 받는 지역사회 기반 

보건의료 시설로, 병원 밖에서 조산사의 

돌봄을 받으며 출산할 수 있는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출산센터는 저위험 

임신부가 출산하기에 안전한 곳입니다. 

 

 

 TBC 는 워크인 시설이 아닙니다. 

 

 

 TBC 는 보건장기요양부(Ministry of 

Health and Long-Term Care) 인가 

시설로서 동 기관의 재정 지원을 받습니다. 

 

 
 

 

 한 눈으로 보는 Toronto 

Birth Centre(TBC) 

TBC 는 원주민 체계(Indigenous 
Framework)* 내에서 운영되는, 포용적이고 

문화적으로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조산사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별히 설립된 

아름다운 공간입니다.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집 같은 환경을 

제공하는 분만실이 3 개 있습니다. 

도우미들이 모일 수 있는 대형 가족실도 

있습니다. TBC 는 분만에 입회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팬데믹 

중에는 예외). TBC 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주방이 있습니다. 출산센터는 1 년 365 일, 
하루 24 시간 운영됩니다. 

 
누가 내 분만에 입회할 수 

있나/입회하나? 
 

 공인조산사(일반적으로 2 명) 
 

 학생 조산사(조산사 팀과 

상의하십시오) 

 
 여러분 곁에 있기를 바라는 

도우미(출산 유경험자, 원주민 장로, 

지식전승자 등) 

 
 가족(어린이 포함) 

 
 

*TBC의 원주민 체계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Indigenous 

Framework Pamphlet을 읽어보십시오 

  

 

 

 

 

 

 

 

 
 

 
 
 
 
 

 

 

누가 Toronto Birth Centre 를 
이용할 수 있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 TBC 에서의 출산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TBC 소속 공인조산사의 돌봄을 받고 있을 
경우 

 단태 임신이고 태아의 위치가 두위이며 
만기 분만일 경우 

 자격 기준에 부합될 경우 – 조산사와 
상의하십시오 

 

분만 계획이 바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출산센터는 복잡한 문제가 없고 개입의 필요가 

거의 없는 저위험 분만을 위한 시설입니다. 

 
TBC 는 산소, 소독 기구, 지혈제 등, 일반적 비상 

상황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장비를 조산사에게 

제공합니다. 

 
TBC 에는 의사 또는 간호사가 없으며, 

경막외마취, 분만 보조 약물, 제왕절개 등의 

개입은 병원 이송에 의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