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시 및 증상. 예방 방법. 치료

충혈

출산 후 첫 주에 젖양이 
늘어나면서 유방이 무거워지고 

가득 차는 것은 정상입니다. 모유 

수유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24시간 내에 젖이 찬 유방은 

감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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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안하게:
	따뜻한 샤워로 완화시키고 손으로 젖을 

짭니다.
	수유 후에 젖이 남아있는 느낌이 있는 경

우 손이나 유축기로 젖을 짭니다.
	부종와 통증을 감소시키 위하여 수유 중

간에 유방에 냉찜질 합니다. 
	유선을 막히게 하거나 유선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꽉 끼거나 잘 맞지 않는 

브라는 피하십시요.
	담당 의사에게 진통제에 대해 
문의하십시요.

수유 컨설턴트에게 연락해야 하는 경
우:
l	충혈이 심해지고 24 시간 내에 조치가 완화되지 

않는 경우.

l	아기가 젖을 빨기 힘들거나 수유하는 동안 통증

이 있는 경우.

담당 의사에게 연락해야 하는 경우:
l	유선염 증상이(유방이 빨개지고, 100.6ºF 이상

의 열을 동반한 유방 통증) 있는 경우.

l 아기에 대해 다른 걱정 거리가 있을수도 있습니

다.

표시와 증상
l 유방이 꽉 차고, 딱딱하고, 따뜻하게 됩니다.l	유방 피부가 늘어나고 윤이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l 유두가 커지고 납작해져 아기가 빨기 힘들게 됩니다. l 미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방 방법
l	출산 1 시간 내에 아기에게 수유하십시요.

l	아기가 배고픈 행동을 보이거나 젖을 먹고 싶어 할 때 
수유하십시요.

l	자주 수유하십시요, 24시간 동안 8-12번 수유하십시요. 
밤에도 수유를 건너 뛰지 마십시요!

l	아기가 젖을 잘 빨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요. 
아기가 처음 젖을 빨때 불편함을 느끼지만, 수유를 계속하면 
통증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잘모르는 경우, 지역 수유 
전문가에게 문의하십시요.

l	한쪽 유방 수유가 완전히 끝난 후 다른 한쪽 유방을 
수유하십시요. 아기가 다른 쪽 유방 수유를 거부하는 경우, 
다음 수유 때 먼저 수유하십시요. 

l	 처음 몇주간 공갈 젖꼭지는 주지마십시요.

l	담당의사가 명시하지 않는 한 다른 것은 주지말고 모

 유수유만 하십시요.

l	아기가 젖을 잘 빨지않는 경우 손으로 유축하여 유도하거나 
유축기로 유축하십시요.

l 아기를 유방으로 부터 뗄 경우, 천천히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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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l	수유  전에 젖을 조금 나오게 하여 아기가 빨기 

쉽게합니다. 손으로 짜거나 유축기로 짭니다.

l	수유 전에 따뜻한 수건을 유방에 올려 젖이 잘 

돌도록 합니다.

l	아기가 잘 빨도록 수유하는 동안 유방을 마사

지하여 젖을 잘돌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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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 수유

젖이 찬 유방이 감소하지 
않게되면 유방이 딱딱해지고, 
붓고, 불쾌하게 젖이 차서  
충혈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