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황달
아기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아기가 첫 1 주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려면
1. 산부인과 퇴원 전에 아기에게 황달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2. 모유수유 중이면 젖을 잘 먹일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받으세요.
3. 생후 3-5 일 째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진찰을 꼭 받으세요.

다음은 황달에 대해 꼭 알고 계셔야 할 사항입니다.

황달이란 무엇일까요?
황달은 흔히 신생아 피부에서 볼 수 있는 노란색을 말하며 아기의 피 속에 빌리루빈이라는 물질이
많아져 생기는 것입니다.

신생아는 왜 황달이 잘 생기나요?
사람 피 속에는 빌리루빈이 있는데 이는 간에서 제거됩니다. 출생 전에는 엄마의 간이 아기를 대신해서
이 일을 합니다. 아기의 간이 효과적으로 빌리루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며칠이 걸리므로 아기들은
대부분 출생 후 첫 수일 간 황달이 생깁니다.

황달이 생긴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황달이 있는 아기는 대개 피부가 노랗게 보입니다. 황달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햇빛이나
형광등 같은 밝은 빛 아래서 자세히 아기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황달은 빌리루빈 수치가 증가함에 따라
흔히 얼굴에서 시작해서 점차 가슴, 배, 양 팔과 다리로 진행합니다. 눈의 흰 자위도 노랗게 보입니다.
피부가 짙은 아기는 황달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황달이 아기에게 해가 되나요?
대부분은 해롭지 않은 가벼운 황달이지만, 특수한 경우 빌리루빈 수치가 아주 높아져서 뇌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신생아 황달은 주의 깊게 확인하고 빌리루빈 수치가 높아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치료를 해야 합니다.

황달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출생 후 첫 수일 동안 아기에게 황달이 있는 것처럼 보이면 소아청소년과 선생님이 빌리루빈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 혈액 검사를 할 것입니다. 태어난 지 24 시간이 되지 않은 아기에게 황달이 생기면
반드시 빌리루빈 수치를 검사해야 합니다. 만 하루 이후 생긴 황달에 대해 검사를 해야 할 지는 아기가
태어난 후 지난 시간, 황달 정도, 그리고 아기에게 황달이 더 잘 생기거나 확인하기 어려운 요인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모유수유가 황달에 영향을 주나요?
황달은 분유수유아보다 모유수유아에서 더 잘 생기지만, 주로 젖을 잘 먹지 못한 아기들에게서
나타납니다. 모유수유 중이라면 첫 수일 동안 하루에 적어도 8-12 번은 젖을 먹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젖양이 충분히 늘게 되고 빌리루빈 수치를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모유수유하는 데 힘든
점이 있으면 의사나 간호사, 수유상담가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모유는 아기에게 최상의 음식입니다.

산부인과에서 퇴원하면 언제 다시 병원에 가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아기의 빌리루빈 수치가 가장 높을 때인 출생 후 3-5 일째 소아청소년과 선생님께 진찰을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외래 날짜는 퇴원 시기와 그 외 다른 요소에 따라 아기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황달에 더 주의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아기는 빌리루빈 수치가 더 높아질 위험이 있으므로 산부인과 퇴원 후 좀 더 일찍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 사항에 해당된다면 좀 더 빨리 외래 진료를 예약해야 하는지 의사에게 문의하십시오.
•

산부인과 퇴원 전 빌리루빈 수치 증가

•

예정일보다 2 주 이상 일찍 출생

•

출생 후 첫 24 시간 이내에 발생한 황달

•

모유수유가 잘 확립되지 않음

•

진통과 분만 중 두피에 멍이 들거나 피가 난 경우

•

부모나 형제가 빌리루빈 수치가 높아 광선치료를 받았던 경우

어떨 때 곧 병원에 가야 하나요?
•

아기 피부가 더 노래질 때

•

아기의 배, 양 팔과 다리가 노랄 때

•

아기 눈의 흰자위가 노랄 때

•

황달이 있는 아기를 깨우기가 힘들거나 보채고, 젖이나 분유를 잘 먹지 않을 때

위험한 황달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나요?
가벼운 황달은 대개 치료할 필요가 없습니다. 치료가 필요할 때는 아기 옷을 벗긴 후 특수 광선 밑에
두면 빌리루빈 수치가 떨어집니다. 황달은 뇌 손상이 올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낮은 수치에서 치료를
시작합니다. 치료를 하면 황달로 인한 위험한 결과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아기를 햇빛에 쪼이는 것은 황달 치료의 안전한 방법이 아닙니다. 아기를 햇빛에 노출시키면 빌리루빈
수치를 낮추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이는 아기를 완전히 발가벗긴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 집
안에서 벗기면 너무 추워 안전하지 않으며, 햇빛 화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신생아를 밖에서 직사 광선에
노출시켜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황달은 언제쯤 없어지나요?
모유수유아는 흔히 황달이 2-3 주 이상 가기도 합니다. 분유수유아는 대부분 2 주 정도면 사라집니다.
3 주 이상 황달이 지속되면 소아청소년과 선생님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