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３．赤ちゃん・妊婦・授乳婦（ハングル語 ）아기, 임부 ・수유부 리플릿 (한글) 

독립행정법인 국립건강・영양연구소  사단법인 일본영양사회 

번역：공익재단법인 야마토시 국제화협회 등록봉사원 

 

피난생활을 건강하게 지내기 위하여 
 
１．엄마야,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곤란한 일이 있으면 의료・식사 담당직원에세   

상담하여 주십시오. 

 

２．마실 수 있을 때 마다 수분을 
 음료수가 부족하거나 화장실이 모자라서 수분을 참아 

버린 분도 많을 겁니다. 

 임부님과 배 속에 아이의 건강, 애 엄마와 아이의 건강을 생각하고 또는 

모유를 먹히기 위해서라도 음료수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마시는 일이 

중요합니다 ! 

 

３．먹을 수 있을 때 마다 조금씩 만이라도  
 식사 횟수와 한 번에 배급 되는 음식량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 입 

  맛이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먹을 수 있을 때 먹를 수 있는만큼 

  먹도록 하십시오. 

  

４．식량 종류가 늘어나면 비타민을 
 식량의 종류가 늘어나면 주먹밥, 빵 이외로 야채, 과일, 과일쥬스나  

영양강화식품 등을 먹도록 하며 비타민을 보급해 주십시오.  

 

５．아이는 엄마 젖을 먹이면 안심됩니다 
 일시적으로 젖이 나오지 않더라도 아이는 엄마 젖을 먹이면 

  안심하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먹이는 것으로 젖이 다시 나올 수 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하는 점은 됫면을 확인해 보십시오 

 

６．아이와 엄마는 최대한 따뜻하게 
  아이를 담요로 싸거나 안아줘서 

 따뜻하게 해주십시오. 엄마가 안아주면 

 아이는 안심됩니다.     

  임부님은 옷을 여러 벌 껴입도록해서 

 자기자신을 따뜻하게 하는 것으로  

 배 속에 아이과 자기 몸을 챙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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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야 , 너무 무리 하지 마십시오 ! 
가장 소중한 것은 엄마와 아이가 건강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엄마가 비곤해지면 젖이 줄어지거나 일시적으로 나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너무 무리 하지 말고 모자라는 분은 분유를 이용하십시오. 

 

분유 만드는 법 

＜준비물＞ 

・젖병 (없을 때 는 컵, 숟가락 등이라도 괜찮습니다) 

＊사용하기 전에 깨끗히 씻어 주십시오 

  ・단물  우물은    

         급수차가 공급하는 물은 그 날중에 써 주십시오. 

수돗물이 쓸 수 없을 경우 국산 페트병물로. 

   

＜분유 만들기＞ 깨끗한 손으로 

 

 

 

 

 

 

 

 

 

 

이유식은 이러한 방법도 있습니다. 

 

  피난소에서는 아이가 먹는 밥에 대해서도 걱정스러울 겁니다. 

 생후 5 ~ 6 개월 아이에게는 젖과 분유로 대용하고 생후 7 ~ 11 개월 아이에게는 

  밥을 숟가락으로 으깨거나 뜨거운 물을 넣고 죽 처럼 가공해 줍니다. 생후 12 월 

  이상이 되는 아이에게는 밥에 미소시루 국물을 넣고 즉석 국밥을 만들어 봐도 되고 

  잘 익은 삶은 무우나 고구마, 감자 등을 먹여도 됩니다. 

 

                          

       

분유통의 설명에 

따라 필요한 분량의 

분유를 젖병에 담아 

줍니다 

손목에 완성된 

우유를 대보고 

뜨겁지 않으면 

쾐찮습니다 

썩이면 즉시 냉각 

시킵니다 
＊물은 젖병 뚜껑보다 

아래쪽에 대 줍니다 

（出典：How to Prepare Formula for Bottle-Feeding at Home (FAO/WHO) より抜粋・改変）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에게 
공급되는 식사에 포한 되는 국믈(멸치, 

새우 등)이나 수프류(닭얄, 우유 등), 

된장, 강장, 바터(콩) 등에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성분이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의료직원에게 상담해 주십시오. 

＊날것과 덜 익은 음식은 절대로 

먹이지 마십시오.  

＊소금은 가능하는 한 줄입시오 

＊그릇과 수젓은 깨끗히 보관 

하십시오 

× 

화상을 입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한 번 

끓은 물을 젖병에 

따릅니다 

笠岡（坪山）宜代
長方形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