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좋은 이유

피부 접촉을 안전하게 하는 방법



아기를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부모와 아기가 서로 눈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비스듬히
눕습니다.

•

아기의 얼굴을 한 쪽으로 돌려 숨을
쉽게 쉴 수 있는 자세가 되게 합니다.

•

아기의 코와 입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기와 유대감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아기 돌보기에 점점 자신이 생깁니다



혈압이 내려갑니다



심장 박동이 느려집니다




•

아기의 발을 쪼그리고 손을 아기의
얼굴 가까이로 올립니다.

‘사랑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

아기의 등을 얇은 담요로 덮습니다.

산후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

부모가 깨어 있는 동안 아기가
가능하면 오래 부모의 가슴에 머물러
있게 합니다.

피부 접촉에 관하여 더 알고 싶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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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이저 헬스)
fraserhealth.ca
‘safe skin-to-skin’으로 검색
HealthLinkBC
(헬스링크 BC)
healthlinkbc.ca
‘Baby’s Best Chance’로 검색

또는 이 QR 코드를 스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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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cef UK
(유니세프 UK)
unicef.org.uk/babyfriend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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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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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에게 좋고
부모에게 좋습니다
Good for Baby
Good for You

그리고 엄마에게는
 모유 증가에 도움이 됩니다
산후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맞대고 껴안기
Safe
Skin-to-Skin Cuddling

(주산기 서비스 BC)
perinatalservicesbc.ca

‘skin to skin’으로 검색



안전하게 피부를

Perinatal Service BC

‘Kangaroo Care’로 검색

안전한 피부 접촉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기 담당 간호사에게
물으십시오.

또는 이 QR 코드를 스캔

www.fraserhealth.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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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피부 접촉
– 맨가슴 대 맨가슴 –

이 정보는 의료 제공자의 조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Catalogue # 264101 (June 2019) Korean

To order: patienteduc.fraserhealth.ca

안전하게 피부를 맞대고 껴안는 것이 아기에게 좋은 이유
자연스러운 환경을 조성합니다

뇌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신체 체계가 개선됩니다

모유 수유에 도움이 됩니다

부모와 피부를 맞대는 시간은 모든
아기에게 유익합니다.

출생 시 냄새와 촉감은 중요합니다. 출생 후
첫 2 시간 사이에 뇌는 수많은 연결을
시작하는데 이 연결은 학습과 행동에 평생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모의 촉감과
냄새는 이 같은 연결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아기의 신체 체계 조절에 가장 좋은 방법은
아기를 피부를 맞대고 껴안는 것입니다.

세계 보건 기구(WHO)는 모든 아기가 최초

피부를 맞대고 안겨 있을 때 아기는
− 부모의 심장 박동과 음성을 듣습니다
−

부모의 피부와 모유 냄새를 맡습니다

−

부모의 호흡과 동작을 느낍니다

−

부모의 피부를 만집니다

−

울 가능성이 더 작습니다

전반적으로, 아기가 모태 밖 세상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모의 음성도 아기의 언어 학습에 도움이
됩니다. 피부 접촉은 아기에게 말하고,
노래를 불러주고, 책을 읽어주기에 좋은
시간입니다.
연구 결과, 출생 직후 안전하게 피부를
맞대고 껴안으면
− 아기의 정서가 잘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

부모와 아기 사이에 신뢰가 형성됩니다

−

아기의 자신감이 향상되고 나중에
자라서는 사회관계가 개선됩니다

피부 접촉은 아기의
− 심장 박동 수와 호흡수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모유 수유 이후에도 엄마와 피부를 맞댄 채
그대로 있도록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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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수준 혈당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부 접촉은 아기의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엄마와 피부 접촉을 하면 아기의
체온이 최대 2°C 오르거나 1°C 내려갈 수
있습니다.
또한, 피부 접촉으로 부모의 피부에 있는
좋은 세균에 아기가 노출되는데 이는 아기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기 출생 후 첫 2 시간 동안 계속 피부를
맞대고 있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또한, 다음 24 시간 중 대부분 시간을 아기와
피부를 맞대고 안아주고 그 후에는 가능한
한 오래 안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
접촉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안전한 피부 접촉
– 맨가슴 대 맨가슴 –

아시나요?
아기는 부모와 피부를 맞대고 안겨 있지
않을 때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아기의 몸이 체온과 심장 박동
수를 조절하기 어려워집니다.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면 아기의 뇌에
해롭습니다.

안전하게 피부를 맞대고 껴안기 Safe Skin-to-Skin Cuddling

아기가 엄마 가까이에서 엄마 냄새를 맡으면
고개를 비벼 젖가슴 찾는 방법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냄새를 맡으면 아기는 거의
아무런 도움 없이 젖을 찾아 물고 빨 수
있습니다.
배고픈 징후
− 고개를 젖가슴 쪽으로 돌리거나
비비며 찾는다
−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 한다
− 손가락이나 피부를 빤다
− 손을 입에 집어넣는다
뒷면으로 ov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