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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움 말 
 

•  시계C 아i  아기를 보세요! 
•   레체리그에서 인증받은 리o

g 모유수유와 양육 경험이 있g 
어머i로, 젖먹이g 어머i들을 
위“ 자원봉사하고 있어요.여러
분 근처에 있g  레체리그 리o
를 찾아보세요. 

                           @ www.5554.or3 

알기쉬운 

모유수유 

젖물리기 
  
n  편안히 앉으세요(아기에게로 

몸을 기울이지 마세요). 
n  한 손으로 C슴을 받쳐주세요. 
n  아기의 머리를 엄마의 팔에 놓

으세요. 아기의 다리를 엄마쪽
으로 밀착시키세요.  

n  아기의 얼굴과 몸이 엄마를 ”
하게 하세요.  

n  아기의 입술을 간지럽히고, 아
기C 입을 크게 벌릴 ~까지 기
다리세요. 

n  아기C 젖을 잘 물었으면, 아
기의 턱은 엄마의 C슴에 e
리고 아기의 코g C슴에서 
살짝 떨어져 있을 거에요. 

n  엄마의 팔에 아기의 머리를 살짝 기
n 채로, 아기의 턱이 유방을 먼저 
d르게 하세요. 젖을 충분히 깊숙이 
물리면, 아기의 아래턱이 엄마의 C
슴을 보다 많이 감싸게 w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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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시작하세요      
n  출산 후 최m한 빨리 젖을 물리세

요. 
  
얼마나 자주 젖을 물려야 할까요? 
n  아기g 하루 (4시간t안 총 

10~1(번의 수유를 필요로 “요. 
n  엄마C o 자주 수유할 수록,  
n  o 많은 젖이 만들어져요. 
  
초유는요 
n  출산 후, 며칠간 만들어져요. 
n  양은 적지만 농축된 거에요. 신생

아의 아주 조그마한 위에 안성맞
춤이에요. 

n  아기들을 감염으로부터 보호“요 
n  태변을 내보내서 황달 수치를 낮

추gr 도움을 줘요. 
n  아기의 갈증을 “소하고 허기를 

채워줘요. 
  
유방울혈 
n  자주 수유하세요!　　　 
n  부기를 빼기 위“, 수유 후 차C운 

찜질을 하거나 양배추를 붙이세
요. 

n  수유하기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
하거나 따뜻한 찜질을 하세요. 

n  젖을 짜내서 유방을 부드럽게 만
드세요. 

n  손C락에 힘을 주어, 젖꼭지C 붙
어있g r(유두와 유륜이 만나g 
곳)를 부드럽게 만져서 천천히 앞
뒤로 움직여 주세요. 

  
아기는 밤중수유를 필요로 해요 
n  엄마젖은 소화C 잘 u서, 아기들

은 밤에 젖을 먹기 위“ 깨요.  

젖량은 충분한가요? 
n  젖을 먹은 후 
n  (4시간 이내 5~,개의 소변 기저

귀 
n  하루에 (~5번의 배변은 아기C 

엄마젖을 충분히 먹고 있음을 뜻
“요. 

  
젖이 ,무 묽다구요? 
n  그렇지 않아요! 엄마젖은 아기C 

먹g t안 달 져요. 젖 물리기 전
후에 모유 한 방울을 짜내서, 그 
차이를 확인“ 보세요. 전유g 갈
증을 “소하기 위“ 묽고, 후유g 
허기를 채우기 위“ 걸쭉“요. 

  
적절한 모유량 확보 
n  먼저 한 쪽 젖을 충분히 먹이세요.　　　 
n  아기C 여전히 배고파하면, 다른 

쪽도 주세요.  
n  아기C 흥미를 f끼고 깨어있도

록, 수유하g t안 C슴을 .모양
으로 모아주세요. 

 
 
               
유두 통증 
n  잊지 마세요! 유두 통증 예방에g 

바른 수유자세와 젖물리기C C장 
중요“요. 

n  젖 빠g 걸 중지시킨 후, 아기를 
C슴에서 떼어 놓으세요.  

n  p 아픈 쪽을 먼저 먹이세요. 
n  물로만 씻으세요. 
n  빠른 치유를 위“서, 천으로 문지

르지 말고 울트  퓨어 모디파이
드  a린(u5tra pur1 6o042410 
5ano54n)을 사용하세요. 

n  도움이 필요하시면,  레체리그 리
o에게 연락하세요. 

  
유관 막힘 
n  젖이 막히면, l기만 “도 쓰 린 

덩어리C C슴에 생기기도 “요. 
n  따뜻한 찜질을 하세요. 
n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 
n  자주 젖을 물리세요. 
n  수유자세를 확인하세요. 
  
급성장기 
n  아기g 엄마의 젖량을 늘리기 위“ 

o 자주 젖을 먹으려고 할지도 몰
 요. @자주 먹으려 하g 시기”g 
생후 )주 정도에 나타날 수 어요. 

  
워킹맘, 어떻게 하죠? 
n  일터에서 유축하고 보관할 장소를 

알아보세요. 
n  엄마의 젖량이 아기에게 맞춰진 이

후에, 일을 다시 시작하g 것이 좋
아요.  

n  일터에서 유축기나 손을 이용“ 짜
세요. 

n  다음 날 아이에게 먹일 젖을 챙겨
서 퇴근하세요.  

n  집에서g 직수(직접 수유)하세요. 
  
우유? 
n  엄마젖을 잘 먹g 아기g 우유병이 

필요없어요. 
n  만약 아기와 떨어져 있을 ~ 우유

병을 사용하면, 유속이 f린 우유
병 꼭지를 이용하세요. 유속이 빠
른 우유병 꼭지g 유두 혼t을 초
래할 수 있고 아기C 엄마젖 물기
를 거부 하g 원인이 u기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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