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으로 하는 유축이 도움이 될 때

손으로 유축

많은 여성들이 손으로 짜내는 유축이 가끔 

젖을 짜야할 때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초유가 충분히 나오지 않는 출산 

후 몇일 동안은 유축기를 사용하여 유축하는 것 

보다 손으로 짜내는 것이 더 쉽습니다. 모유 양이 

증가할 수록 손으로 유축하는 것이 

제일 쉽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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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유가 잘 돌게 
하는 법
l	휴식과 아기를 생각하십시요.
l	아기와 함께있지 않다면 아기의 사진을 보십시요.
l	유방에 따뜻한 찜질을 하십시요.

l	아기가 생후 3-5일 될때 충혈된 유방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샤워하는 동안 유방에 뜨거운 물을 흐르게 하면 좋습니다.

손으로 유축하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l	젖을 빨지 않는 아기에게 모유를 제공.

l	젖이 찬 유방이 차거나 충혈된 유방을 완화.

l	졸린 아기를 깨우거나 젖을 물기 힘들어 하는 아기를 달래기 
위해 우유 몇 방울을 제공합니다.

l	막힌 유선 완화를 돕기 위해.

l	아픈 유두를 문질러 모유를 제공하기 위해.

l	젖이 찬 유방을 아기가 잘 빨도록 유방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l	수유나 유축 후 젖을 완전히 비워 모유량을 늘리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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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축하는 법
l 손을 깨끗하게 씻고 젖을 받을 주둥이가 
넓은 용기를 준비하십시요.

l	시작하려면, 젖이 유방 아래쪽 으로 잘 모
이고 돌도록 짧은 시간 동안 천천히 마사지 
합니다.  

l	유방 한쪽에 엄지를 올리고 2-3개 손가락
을 다른 쪽에 올린다(유두 위로 1-2 인치).

l 가슴 안 쪽으로 유방을 천천히 누른다.

l	엄지와 손가락을  함께 누른다.

l	놓았다 누르다 반복합니다. 젖이 나오면 용
기에 받습니다.

l 젖이 도는 것이 멈추면 유두 주위 다른 위
치로 엄지와 손가락을 교대로 반복하여 젖
이 나오도록 하십시요. 

l	같은 방법으로 다른 쪽 유방을 유축하십시
요.

l	유축이 끝나면 깨끗한 병이나 저장 용기에 
따릅니다.

l	신생아에게 모유를 공급하기 위하여  매일 8-12번 수유 
또는 유축을 해야합니다.

l	손 유축은 연습을 통해 점점 쉬워지고 아프지 않게 됩니
다.

l	손 유축의 비결은 적합한 손가락의 자세를 찾는 것입니
다.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자세를 찾을 때까지 노력합시
요. 

l	모유량이 늘어나면 양쪽 유방을 옮겨가면서 유축하십시
요. 각 유방을 2-3회 유축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모
유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l 모유 공급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수유 컨설턴트나 모유 
수유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요.

기억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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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수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