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기 안기. 젖 물리기. 치료 및 예방 방법

모유 수유하는 
동안 유두 통증

일
부 여성들은 모유 수유를 할 때 유두 민감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로 1-2주 후에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매우 고통스러운 유두는 정상이 아닙니다. 

유두 통증의 원인은 아기가 젖을 잘못 빨 때 

생깁니다.

이런 경우 담당 의사나 수유 컨설턴트에게 도움을 
받으십시요:

l	붉은기, 통증 또는 쓰라림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

l 수유 동안 또는 수유 후에 유두가 따갑거나 가려운 경우

l 손상된 부분에서 나오는 유출물

l 무기력함, 두통, 메스꺼움, 통증, 오한 또는 101도 이상의 
열 같은 감염의 징후가 있을 경우

h e a l t h . m o . g o v/ l i v i n g / f a m i l i e s / w i c

치료 및 예방 방법
l	통증이 덜한 유방 부터 수유합니다

l	아기가 배고픈 행동 즉 손이나 손까락 빨기, 

입술 때리기,하품( 울기 시작하면 늦음)을  하

자마자 수유합니다.

l	아기를 여러 자세로 들어주십시요. 유두를 

빠를 방향을 바꾸어 줍니다.

l	수유가 끝나면 젖을 유두에 남겨 마르게 하

여주십시요. 남은 젖이 유두에 보호막이 되어 

치유에 도움이 됩니다.

l	유두 치유를 위해 정제 라놀린을 발라줍니

다. 이것은 아기가 젖을 빨기 전에 씻을 필요

가 없습니다. 유방에 비누나 로션을 바르지 마

십시요.

l	잘 맞는 브라를 착용하십시요. 축축해지면 

브라 페드를 교체하십시요.

l	가장 중요한 것- 다른 자세들을 시도하여 제

일 편한 자세를 찾으십시요. 불 확실하거나 고

통이 있는 경우 도움을 받으십시요.

l	필요하다면 유방을 부드럽게 하고 꽉찬 유방

을 완하하기 위하여 손으로 유축 또는 유축기

를 사용하십시요.

아기 젖 물기
l	아기가 유두에 밀착하도록 아기의 코가 유두에 닿도록 자세를 합니다.

l	아기의 입은 “ 크게 하품 하는” 모양으로 아기의 입안에 유두가 최대한 많이 들어가도
록 합니다.

l	아기의 턱은 유방에 단단히 
눌려야합니다.아기 안기

l 편한 자세로 안거나 누울 때 필요에 따라 몸과 
팔을 지지하기 위해 배개를 사용합니다.

l	아기가 엄마를 향하도록 뒤로 기대고 앉습니다. 아
기의 머리가 돌아가 있으면 안됩니다

l 더 편한 자세는 반 경사 자세로 앉는 것입니다.아기
의 배를 엄마 몸쪽으로 가까이 합니다.

l 필요하다면 유방을 잡아주십시요. 반 경사 자세는 
유방을 잡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l	유방이 당기지 않도록 아기를 가까이 들어주십이
요. 유방에서 아기를 때기 전에 손가락으로 빠는 
것을 중지시킵니다.

l	가능한 많은 휴식 및 아기와 피부 접촉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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