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유수유

궁금해여! 엄마젖 먹이기
제왕절개시 모유수유

모유수유 물론 가능합니다. 엄마가 마취에서 깨어나면 주위의 도움으로 아기에게 젖을 물려 보세요. 수술부위의 통증으로 처음에는 누워 수유하는게 좋지요.
엄마에게 투여되는 항생제나 진통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암미젖과 감기약

엄마젖 수유 중 금기가 되는 약물은 항암제,방사선동위원소등 극히 일부입니다. 대부분의 감기약은 괜찮습니다. 엄마가 감기에 걸렸어도 엄마젖을 계속 먹이
셔야 합니다.
편평유두,함몰유두

젖을 먹이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기가 입에 젖꼭지만 무는 것이 아니라 젖꼭지 주위의 유륜까지 물기 때문입니다. 유두가 편형하거나 들어간 분
들은 산전에 절대로 유두를 잡아 빼거나 돌리지 마세요. 자궁수축으로 조기 분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젖 부족

엄마젖은 아기가 빨면 빨수록 많이 생성됩니다. 따라서 분유를 먹느라 엄마젖을 그만큼 덜 빨게 되면 자연히 엄마젖은 줄어듭니다. 젖이 모자란 것 같다는 생
각이 들수록 자주 엄마젖을 빨리세요.
직장엄마의 엄마젖 먹이기
젖을 짤 만한 장소를 미리 생각해두고 젖을 짤 때는 심호흡을 하고 편안한 마음가짐으로 근무 시간 중 최소한 2~3회 착유 합니다. 출근 직전과 퇴근 후에는
아기에게 직접 젖을 물리는 것이 좋습니다. 착유한 젖은 냉장보관 했다가 퇴근 후 해동 중탕하여 젖병에 넣어 먹이지 말고 컵으로 먹이는 것이 좋습니다.
초유의 신비
초유는 분만후 7일간 분비되는 끈끈한 노란색의 젖
초유의 단백질은 쉽게 소화 흡수 됨
면역기능이 풍부하여 질병 저항력 높임
장운동을 촉진시켜 태변 배출 도움
황달예방
엄마젖의 장점
아기

신선하고 경제적인 영양 덩어리
돌연사증후군 예방
각종 질병예방
알레르기 걸릴 확률 감소
IQ,EQ 발달에 탁월
식도암 예방
중이염, 충치, 비만 예방
성인병 예방
엄마

산후 회복에 도움
다이어트 효과
자궁암과 난소암 예방
우울증 예방
자연 피임 효과
외출시 수유 준비물 간편
경제적 비용 감소
외출시 엄마젖 먹이기 3단계
주의사항
- 유두만 잡고 짜면 안돼요!
- 유방을 손가락이나 주먹으로 마구 쥐어 짜도 안돼요!
1단계 : 젖짜기(엄마손으로 직접 짜는게 최고!)

유륜의 위, 아래에 엄지와 검지 손가락을 대고 등쪽을 향해 누르세요.(대략1~2cm)
압박을 가한지 수 분이 지나면 처음에는 방울져서 나오다가 흐르기 시작하면서 뿜어져 나와요.
젖이 더이상 안나올 경우, 유륜의 다른 부분을 눌러 주면서 같은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세요.
2단계 : 짜낸 젖 보관하기

짜낸젖은 상온에서 4시간 이상 두면 상하기 때문에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좋아요.
- 냉장보관: 3일까지 보관가능(3~4˚c)
- 냉동보관: 3개월까지 보관가능
아이가 한번에 먹을 분량을 넣을 수 있는 팩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냉장고에 젖을 보관할 때는 표면에 날짜와 시간을 기록해 두고 오래된 것부터 꺼내 먹이세요

3단계: 보관한 젖 먹이기

엄마젖에 포함된 면역물질은 고온에서 쉽게 파괴되므로 중탕해서 먹입니다.
냉장 보관한 젖 : 따뜻한 물에 중탕해서 먹입니다.
냉동 보관한 젖 : 냉장실로 옮겨 해동시킨 뒤 먹이기 직전에 찬물에 담근 후 따뜻한 물로 옮겨 중탕하여 잘 흔들어 먹입니다.
유방마시지
유방마사지는 유방에서 생성된 젖이 잘 돌아 나올 수 있도록 젖샘과 젖관을 젖꼬지 쪽으로 비벼 훑어 주는 것입니다.젖이 잘 나오게 하여 아기가 젖 빠는 것
을 도와주며, 젖 분비량을 늘리고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엄마 젖 먹이기 성공을 위해
출산 후 젖이 나오지 않더라도 엄마 젖을 바로 물려야 합니다.
아기가 젖꼭지만 물지 않고 유륜전체가 아기의 입에 들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젖먹이는 시간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기가 원할 때는 언제라도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생후 6개월까지는 모유만 먹여도 됩니다.그러나 4~6개월부터는 철분이 포함된 고형식과 함께 모유수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엄마 젖은 언제까지?(두 돌 혹은 그 이후까지 아기가 원할때까지 먹입니다-WHO권고사항)
먹는 양이나 횟수가 줄어들면 자연스레 젖도 줄고 끊어집니다. 밤중수유도 아기가 스스로 끊을 때까지 먹입니다. 젖의 성분은 생후 2년이 되어도 변하지 않
습니다. 오히려 일년이 지나면 면역성분이 증가합니다.
젖을 먹이면서 6개월부터는 철분 음식을 비롯하여 음식을 골고루 먹여야 합니다.
젖의 성분은 변하지 않지만 아기가 필요로 하는 영양분이 다양해져서 반드시 고형식을 먹여야 합니다.
문의
영암군보건소 방문보건팀 : ☎ 061-470-6538
홍보팜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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