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유 수유는 아기를 위한 자연적인 수유법입니다

모유 수유, 이렇게 하세요

모유가 아기에게 왜 좋은가
 소화·흡수가 빠르고 상시 수유가 가능합니다
 질병으로부터 아기를 보호합니다
 수유 후 구토, 알레르기 발생, 설사가 적습니다

모유 수유가 산모에게 왜 좋은가
 자궁이 정상 크기로 돌아가는 것을 돕습니다
 돈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아기와 함께 편안하게 쉬면서 즐기는 여유를 얻습니다

아기를 가슴 높이까지 올린 다음 가슴을 향하도록 옆으로 눕혀 아기의 배와 엄마의
배가 맞닿게 합니다. 아기의 머리, 목, 등을 팔꿈치와 팔로 지지합니다. 손으로
아기의 엉덩이를 받칩니다.

어떻게 시작하나
초유는 노르스름한 색을 띠며 탁합니다. 이는 분만 후 2~3일이 지나 모유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에 아기를 보호하고 아기에게 영양을 공급합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낮·밤 할 것 없이 거의 2시간 간격으로 자주 수유하십시오. 수유
시에는 양쪽 가슴 모두로 번갈아 먹이십시오.
아기가 만족할 만큼 오랫동안 수유하십시오. 아기가 많이 빨수록 모유량이
늘어납니다.
젖병과 고무젖꼭지를 사용하면 모유량이 줄어듭니다.

다른 손으로 가슴을 잡되, 엄지가
위로,
나머지
손가락이
아래로
향하도록 합니다.
아기가 하품할
때처럼 입을 크게 벌릴 때까지 유두로
아기의 아랫입술을 자극합니다.

아기를 가까이 끌어 당깁니다. 아기의
뺨과 코 끝이 엄마의 가슴에 닿아야
합니다. 아기의 입이 유륜까지 물도록
합니다.

아기는 생후 4~6개월까지는 다른 음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음을 통해 아기가 충분한 양의 모유를 수유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최소한 다섯 개의 소변 기저귀가 나옵니다.
매일 최소한 두 차례의 배변이 있으며, 수유 후 가슴이 말랑말랑해집니다.

아기가 모유를 삼키는 속도가 더뎌지면 다른 쪽 가슴을 물립니다. 수유를
중단하려면 새끼 손가락을 아기의 입 모서리에 갖다댑니다. 그러면 빠는 힘이
적어집니다.

유익한 추가 정보
휴식
•

아기가 잘 때 많이 피곤하면 수유하는 동안 아기를 침대에 함께 누입니다. 아기와 함께
침대에 있을 때는 잠들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액체
•

모유 수유,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모유 수유를 하게 되면 갈증을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매일 물, 주스, 우유를 많이
마십니다. 커피, 차, 카페인이 함유된 소다수 등의 카페인 음료는 제한합니다.

비타민과 미네랄 보충제
•

임신 중 복용하던 비타민과 미네랄 정제를 마저 복용합니다.

의약품
•

모유 수유 중에도 다양한 약물을 복용해도 됩니다. 약물을 복용하기 전, 먼저 의사에게
확인합니다.

약물, 술 및 담배
•

약물, 술, 담배는 아기에게 해롭습니다.

음식
•

모유 수유 중 특정 음식을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신 중 먹던 것과 같은 양질의 음식을
먹습니다.

제왕절개
•

제왕절개로 출산한 경우에도 모유 수유가 가능합니다. 간호사에게 모유 수유를
시작하도록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피임
•

모유 수유는 피임법이 아닙니다. 가족 계획 약속을 지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음껏 사랑을 표현하세요!
•

아기가 배고플 때마다 수유합니다. 자주 아기를 안아 줍니다. 아기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문의사항
•

본 팜플렛은 공중보건재단 WIC 프로그램 및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영양 프로그램의
협조를 얻어 제작되었습니다.

본 팜플렛은 공중보건재단 WIC 프로그램 및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영양 프로그램의 협조를 얻어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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