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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 dois prendre le pouls de votre enfant.
나는 네 아이의 맥박을 봐야 해.

Je dois prendre la tension artérielle de votre enfant.
너의 아이의 혈압을 가져 가야 해.

je dois prendre la température de votre enfant.
나는 너의 아이의 온도를 받아야한다.

Je dois prendre la fréquence respiratoire de votre enfant.
나는 당신의 아이의 호흡 수를 가져 가야합니다.

Je dois  faire une prise de sang à votre enfant.
나는 당신의 아이를 위해 혈액 검사를해야합니다.

Je dois  poser une perfusion à votre enfant.
아이에게 주입해야합니다.

Je dois refaire le pansement.
나는 당신의 아이에게 붕대를 감 으려고합니다.

Je dois faire une piqûre à votre enfant.
나는 아이에게 주사를 주어야한다.

Votre enfant ne doit ni boire ni manger.
귀하의 자녀는 마시거나 먹지 않습니다.

Votre enfant ne doit pas se lever ni s'asseoir.
아이가 일어나거나 앉지 않아야합니다.

Je donne des médicaments à votre enfant
나는 너의 아이에게 약을 준다.

Je donne des antalgiques à votre enfant.
나는 아이들에게 진통제 (진통제)를 준다.

Je donne des antibiotiques à votre enfant.
나는 귀하의 자녀에게 항생제를 제공합니다 (항 감염 약)

Votre enfant va avoir :
귀하의 자녀는 :

une radio une échographie
 엑스선 검사  초음파

un scanner
스캐너

un plâtre un pansement
석고  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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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us devez signer une feuille qui nous autorise à faire les soins de votre enfant.
자녀를 돌볼 수있는 허락을 한 시트에 서명해야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느끼거나 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할 수있게 해주는 시트입니다.

우리 아이는 배고프다. 우리 아이는 목 말라.

Mon enfant a faim. Mon enfant a soif.

우리 아이는 소변을보고 싶어. 우리 아이가 똥을 피고 싶어합니다.

Mon enfant veut uriner. Mon enfant veut déféquer.

우리 아이는 아프다.

Mon enfant a mal.

우리 아이는 뜨겁습니다. 우리 아이는 추워.

Mon enfant a chaud. Mon enfant a froid.

우리 아이가 포기하고 싶어. 우리 아이가 구토했습니다.

Mon enfant a des nausées. Mon enfant a vomi.

우리 아이는 평소보다 더 동요합니다.

Mon enfant est plus agité que d'habitude.

우리 아이는 평소보다 깨어 있습니다.

Mon enfant est moins éveillé que d'hab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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