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유 수유, 아기에게 친근한 방법
나의 이름은 _____이고 나의 목적은 독립적으로 아기에게 수유하는 것입니다.
모유 수유의 장점은 나와 아기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나와 나의 아기에게 의약적으로 안전한 한 이 가이드라인의
지원을 요청합니다. 내가 선텍한 수유 연습에 대해 대답을 할 수 없는 경우 모유 수유 결정을 지지하는 나의 출산
파트너_______ 또는 나의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해당 사항들을 체크하십시요.

□ 독립적인 모유 수유

□ 응급 재왕 절개

나의 목표는 아기에게 독립적인 모유 수유하는
것입니다. 나 또는 출산 파트너에게 말하기 전에
아기에게 어떤 보충제도 먹이지 마십시요.충분한
젖을 아기에게 주기 위해 아기가 유방을 빨아야
합니다.
□ 젖병 또는 공갈 젖꼭지 금지

재왕 절개 수술을 해야하는 경우, 수술이 끝나자
마자 아기와 피부 접촉을 하고싶습니다. 출산 후
얼마 동안 아기를 안을 수 없다면 나의 파트너가
아기와 피부 접촉을 할 수 있게 안도록 하여
하십시요.
□ 모자 동실
아기와 충분한 피부 접촉을 하기 위하여 하루에
24시간 같이 내 방에서 있고싶습니다. 그래서
아기의 수유 신호를 배우고 아기가 처음으로 배가
고플 때 아기에게 수유하고 싶습니다. 어떤
이유로 아기와 같은 방을 쓰지 않는 경우 아기가
손 빨기, 빠는 소리 내기, 급속 안구 움직임, 또는
젖을 찾는 행동 같은 배고픈 신호가 보이자 마자
나에게 데리고 오십시요.
□ 모유 수유 보조
젖을 잘 물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개선이
필요하다면 아기 젖을 빠는 올바른자세를 바꾸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요. 아기의 배고픈 신호를
인식하는 방법과 아기가 젖을 잘 먹고 있는지 아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요.
□ 유축기
아기가 젖을 먹을 수 없거나 의료적 이유로
떨어져야 하는 경우 출산 후 6시간 내에 유축기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입원하는 동안 보다 길게
유축기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또는 이중 전기
유축기가 없는 경우 윅 사무실에 전화하도록
상기시켜 주십시요.
□ 퇴원 가방

아기에게 공갈 젖꼭지를 포함한 인공 젖꼭지 또는
분유, 물, 또는 포도당 물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병을 주지마십시요. 먼저 수유 컨슬턴트 또는
소아과 의사와 유축과 함께 대체 수유 방법에
대하여 의논하겠습니다.
□ 피부와 피부 접촉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아기를 저의 가슴에 올려
주면 좋겠고 적어도 30분 피부 접촉을
하고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일상 신생아 검사를
제가 앉고있는 상태에서 받고싶습니다. 입원하고
있는 동안 아기와 피부 접촉하면서 안고있고
싶습니다. 저와 아기에게 보온이 필요한 경우 한
담요로 덮어주십시요.
□ 첫 시간
출산 후 30분-1시간 이내에 모유 수유 시작을
도와주십시요. 아기가 젖을 먹을 준비가 될 때(예.
젖을 찾음, 입술을 핥음, 등등)가 됬을 때 가능한
한 빨리 아기에게 젖을 먹일 수 있도록 저에게
데려오십시요. 아기가 배가 고픈 조짐이 보이지
않으면 강제로 데려오지 마십시요. 대신에,
아기가 젖을 빨 준비가 될 때까지 아기와
피부접촉을 하고 싶습니다.
□ 일상 검사
내 앞에서 아기 검사를 해주시고 내 방에서 할 수
없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아기를 데리고
가십시요.

분유 또는 홍보물 또는 아기 인공 우유에 관한
마케팅 자료가 들어있는 가방을 주지마십시요.
□ 퇴원 후 모유 수유 지원
아기와 내가 집으로 퇴원한 후 모유 수유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모유 수유 지원 연락처를
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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