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유수유, 한쪽만? 양쪽 다?
* 한 달 된 남아입니다. 3.3kg, 50cm로 태어났고, 지금은 3.9kg, 53cm입니다. 한쪽 젖만 10분 정도
빨고 나면 잠들거나 스스로 입을 떼 버립니다. 양쪽 다 물리라고 해서 다른 쪽도 물려 보는데 잠들
어 버려서 힘듭니다. 왼쪽 물리고 2-3시간 후에 오른쪽 물리고 이렇게 한쪽씩 번갈아 수유해도 상
관 없는지요? 몸무게도 많이 안 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여자 아기구요. 출생 시 3kg, 49cm, 생후 62일째인 현재 4.4kg, 56cm 입니다. 몸무게가 더디게
느는 게 전유를 많이 먹는 거 같아서 전유를 좀 짜고 먹였는데요. 이런 경우 한쪽 젖을 20분쯤 먹
였는데도 먹고 나서 짜 보면 젖이 또 나와 다음 번에 마저 먹여서 젖을 비운 다음 반대 쪽을 물리
는 게 맞나요? 젖이 남아 있으면 남은 후유가 먼저 나오다가 전유가 다시 나오나요? 후유를 더 먹
이려면 무조건 전유 짜고 줘야 하나요?

* 남자 아기구요. 3.6kg으로 태어났고 105일째 되는 지금은 6.9kg입니다. 지금까지 한쪽씩만 빠는
데요. 수유 간격이 2시간이었다가 지금은 3~4시간으로 늘어나서 한쪽을 거의 7~8시간마다 빨고 있
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 젖을 안 먹고 7~8시간 고여 있던 젖을 먹는 것 같아서 괜찮은지 여쭤 볼
려구요. 젖이 확 비는 느낌도 안 들고 전유만 빠는 것 같은데 만약 전유만 빨면 변이 묽은지도 알고
싶습니다. 수유 간격이 늘어나면서부터 체중 증가세가 둔화되는 것 같아 걱정됩니다.
* 여자 아기고, 태어날 때 3.1kg, 49cm였고 147일째인 지금은 6.8kg, 64cm입니다. 아기가 처음부
터 한쪽씩만 먹었어요. 바꿔 보려고 해도 잘 안 되네요. 젖양이 충분치 않아 배불리 먹지 않아도 배
가 어느 정도 채워지면 다른 쪽은 안 물려고 하네요. 그래서 4개월이 지나도록 수유 간격도 많이
못 벌렸는데. 한쪽 젖 쉬는 시간이 6시간 이상이라 자주 못 비워서 젖양도 주는 것 같고, 무엇보다
아기 체중이 잘 늘지 않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쉬는 쪽은 유축을 해서 다음 수
유 시 숟가락으로 먹이고 있어요(우유병 안 빨아서). 이런 방법도 괜찮을까요?

위의 두 경우는 한쪽만 먹이면서 잘 자라지 못한 아기들이고, 아래 두 사례는 한쪽만 먹이면서도 체
중 증가가 아주 빠른 아기들입니다. 신생아는 하루에 8-12번, 한 번에 15분 이상 양쪽 젖을 먹이라
고 하던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하는지, 우리 아기는 도저히 양쪽을 다 먹지 않는데 1시간이 걸려
도 억지로 깨워서 양쪽을 꼭 먹여야 하는지?

전유후유 불균형에다 유당 과다라는 것도 있다던데, 한쪽을 완전히 비워야 후유를 먹고, 그래야 변
도 좋아지고, 머리도 좋아지는지? 양쪽을 다 먹여야 하는지, 마지막 후유가 나올 때까지 몇 번이라
도 한쪽을 먹여서 깨끗이 비워야 하는지? 그렇다면 전유를 짜고 후유만 먹이면 어떨까? 아니면 젖
먹이고 나서 후유를 또 짜서 먹여 봐야 하나? 몇 분을 먹이면 전유에서 후유로 넘어갈까? 먹이고
나서 얼마가 지나면 후유가 전유가 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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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 먹이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머리 써서, 계산을 해야 한다면 어디 애 키울 맛이 나겠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모유수유가 확립될 때까지는 가능한 양쪽 젖을 먹이시되, 아기가 배고파할
때 한쪽 젖을 충분히 먹이고, 대충 그쪽 젖이 비워진 것 같으면 반대쪽 젖도 물려 보아 먹고 싶어
하면 먹이고, 배불러서 더 먹지 않으려 하면 안 먹이면 됩니다. 안 먹으려 하다가도 중간에 트림을
시키면 반대쪽 젖을 좀더 먹으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쪽만 먹었거나 두 번째 젖을 거의 안 먹었으
면, 다음 번 수유할 때는 그쪽부터 먹이면 됩니다.
그러나 성장 속도가 느리다면, 아기가 배고파할 때마다 속싸개는 벗기고 시원한 차림으로, 수유자세
와 젖물기를 정확히 하여, 안정된 분위기에서 조용히 젖을 먹일 수 있도록, 전화, 핸드폰, 텔레비전,
라디오 다 끄고 양쪽 젖을 충분히 먹이고, 수유 끝 무렵 잘 삼키지 않고 잠이 들면 손바닥이나 발바
닥을 지압하듯이 지긋이 눌러 주거나, 아래턱과 뺨 부위를 부드럽게 만져 주거나, 미지근한 물에 적
신 거즈 수건으로 얼굴을 닦아 주어 적극적으로 아기를 깨우고, 유방을 골고루 눌러서 젖 흐름을 빠
르게 해 주면서 수유량을 늘려야 하겠습니다.
옆집 아기가 전유후유 불균형이라는 진단으로 처방 받은 수유 방법을 듣고 와서 우리 아기에게 적
용하려는 생각은 말아야 합니다. 아기는 체중이 잘 늘고 있지 않은데, 후유를 먹여야 한다는 엄마의
일념으로, 젖이 차 있는 반대쪽 젖은 아껴 놓고, 한쪽 젖만 주구장창 물리면 아기는 얼마나 괴롭겠
습니까? 반대로 잘 자라고 있는 우리 아기에게 옆집의 옆집 아기가 수유량 부족이라는 진단으로 처
방 받은 수유 방법도 같이 응용해 보려고 하면 그야말로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아기가 커 갈수록, 수유 시간은 짧아지고, 수유 간격은 길어지고, 체중 증가는 느려지는 것이 느려
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한두 번 녹변을 본다거나, 젖을 먹는 아기답게 변이 좀 묽으면 어떻습니까?
아기가 건강하고 잘 자란다면 한쪽을 먹던, 양쪽을 먹던, 복잡하게 전유후유 불균형, 유당과다에 대
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건강하게 잘 자라는지는 주기적으로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받
으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편적인 방식으로, 대충, 적당히, 즐기면서 젖을 먹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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