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유법에 관해 정보에 입각한 의사 결정을 내리는 법은 담당 의사 및 공중 보건 
간호사와 상담하십시오. 중요한 사실이 기재된 조언지 #1을 참조하십시오.

아기가 배고플 경우 아래의 
조기 징후를 보입니다: 

•  팔을 젓고 움직임.
•  입을 벌리고 입술로  
쪽쪽 거림.

•  머리를 엄마 쪽으로 향함.
이때가 수유할 좋은 
타이밍입니다.

대부분의 아기는 24시간 
내에 8회 이상 먹습니다.

아기가 많이 굶주린 경우 
아래의 징후를 보입니다: 

•  손을 입 속에 넣음.
•  빨고 핥는 동작.
•  가만히 안절부절 못 함.
•  소리내기.

젖병 수유 시 아기를 
똑바로 세우십시오. 
젖꼭지를 아랫 입술 
아래에 갖다 댄 후 입이 
벌어지기를 기다리십시오. 

젖병을 물건에 지탱시켜 
물리거나 잠자리에 젖병을 
물리지 마십시오. 

아기가 극도로 배고플 경우 
아래의 징후를 보입니다.

•  동요하며 울기.
•  짜증냄.
•  지쳐 잠이 듦.
엄마가 화난 아기를 달래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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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유 데우기

아기 젖병 수유법

분유는 따뜻하거나 차갑게 수유할 수 있습니다. 
분유를 데울 경우 아래와 같이 하십시오:

•  젖병을 따뜻한 물이 담긴 용기에 넣거나 젖병 
보온기 사용.

•  15분 이상 데우지 마십시오.
•  데우는 동안 젖병을 몇 번 흔드십시오.
분유를 전자 레인지에 가열하지 마십시오.

분유가 데워지면 젖병을 흔드십시오.

손목 안 쪽에 분유 몇 방울을 떨어뜨려 분유가 
너무 뜨겁지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약간 따뜻하고 
뜨겁지 않게 느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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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수유법 및 시기에 대한 정보는 소책자 유아 조제 분유 16 ~ 20쪽:  
알아야 할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아기를 등을 손을 
오무려 가볍게 두드려 
트림을 시키십시오. 
다음의 자세를 시도해 
보십시오.

이동 시 분유 관리법
여행하는 경우 분유를 미리 준비하십시오.

젖병을 냉장고나 식히거나 만질 때 차가운 상태로 
가져가십시오. 

수유 시간까지 냉장 아이스박스에 보관하십시오. 

남은 분유는 24시간이 지나면 버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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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림이 필요한 징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을 아치형으로 만들기.
• 기분이 안 좋아지거나 편치 않음.
• 젖병을 입에서 빼냄.
• 젖병 빨기를 늦추거나 멈춤.

스트레스 증상을 보이면 아기에게 
휴식을 취하게 하십시오:

• 입안에서 우유가 새어 나옴.
• 질식 및 구역질.
• 꿀꺽 삼키거나 빠르게 삼킴.
• 꿈틀대거나 젖병을 밀어냄.
• 머리를 멀리 둠.

아기가 배부르다는 징후를 
보이면 수유를 중단십시오. 
다음과 같은 징후를 포함합니다.

• 젖병 빨기를 늦추거나 멈춤.
• 입 다물기.
• 머리를 멀리 둠.
•  젖병이나 수유하는  
사람을 밀쳐 냄.

• 잠이 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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