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을 앞둔 아내를 위해 남편이 할 일 12
1 진통으로 힘겨워하는 아내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병원으로 가는
안전하고 빠른 길을 미리 알아둔다.
밤에 진통이 올 경우를 대비해 병원에 야간 전용 입구가 있는지도 확인한다.
2 임신 10개월에는 언제 어느 때 진통이 와서 병원에 가게 될지 모르니
아내와 함께 출산준비물을 꼼꼼히 챙겨두자. 의료보험증, 산모수첩, 돈,
수건, 출산용 패드와 시계는 잘 싸놓았다가 병원에 갈 때 가져갈 것.
그 밖에 세면도구와 화장품, 목욕수건, 수유용 브래지어, 산욕 팬티, 잠옷,
수유용품 등 입원해 있는 동안 필요한 물건은 큰 가방에 넣어둔다.
3 진통이 시작됐다면 손가락 마디 부분으로 아내의 등을 문질러 요통을
덜어주고 기대어 쉴 수 있도록 팔이나 어깨를 빌려준다.
아내가 진통 중 쪼그려 앉고 싶어 하면 겨드랑이 밑을 받쳐주고 진통이
잠시 가라앉으면 아내를 부축해 걷는다.
4 분만교실에서 호흡 운동을 열심히 연습했다 하더라도
실제 진통이 시작되면 연습한 대로 되지 않는다.
평소에 차분하던 아내도 고래고래 소리 지를 수 있다.
아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뭐든 들어주고 호흡법을 잊어버린 아내에게
호흡법을 상기시킨다. 단 너무 귀찮게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5 출산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신호가 바로 진통 간격이다.
일단 진통이 시작되면 아내는 시계를 볼 정신이 없으니
남편이 계속 시계를 보면서 진통 간격을 적어둘 것.
초산은 5분 간격으로, 두 번째 출산부터는 10분 간격으로 진통 시
바로 병원으로 가야 한다.
6 분만 예정일이란 어디까지나 예정일이지 정확한 날짜가 아니다.
되도록 일찍 귀가하고 항상 연락이 되도록 휴대전화를 곁에 둔다.
7 분만실에 같이 들어가 격려해준다.
단 주저리주저리 쓸데없는 말로 아내를 지치게 하지 않는다.
너무 흥분해서도 안 된다. “조금만 더!”, “힘 줘!” 등
남편이 더 흥분해 소리를 지르면 아내가 집중할 수 없으니
침착한 태도로 틈틈이 땀을 닦아주거나 손을 잡아주자.
8 아이가 나오면 의사 선생님이 보여줄 때 사진을 찍어둔다.
비록 엄마를 닮았는지 아빠를 닮았는지 분간하기 힘들지만
이 사진이 두고두고 웃음을 줄 것이다.
9 신문, 우유, 산후조리원, 도우미 업체 전화번호를 알아놓았다가
아내가 출산하면 예상 퇴원 날짜를 알려줄 것.
병원에는 자연분만일 경우 3일, 제왕절개수술일 경우 5일간 입원한다.
산후조리원까지 가면 2주 이상 집을 비우므로 신문이나 우유 배달을
그 기간 동안 중단해달라고 말한다.
10 산모의 50~80%가 출산 2주에서 늦게는 수개월까지 우울증을 앓는다.
출산 과정에서 생긴 스트레스와 부모 역할에 대한 두려움,
출산 후 호르몬 변화, 신체 변화 등으로 정서가 불안정해 초조하고
눈물이 많아지는 것.
아이만 신경 쓰지 말고 아내에게도 따뜻한 관심을 갖는다.
11 아이가 태어났다는 사실에 들떠 아내에게 위로와 감사의 말을 건네는 것을
잊어버리는 남편이 의외로 많다. 분만실에 들어와 탯줄만 자르지 말고
아내에게 수고했다고 감동의 메시지를 전하고 의료진에게도 고맙다고
확실히 말할 것.
출산 후 병원으로 달려간 경우 아내에게 ‘고마워’, ‘나 없이 많이 힘들었지?’
등 진심 어린 말을 건네야 아내가 서운해하지 않는다.
12 미역국을 끓여 먹인다. 미역국은 아이를 낳고 약해진 산모의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양수로 배출된 수분을 보충하는 데 효과적이다.
아기를 낳은 직후부터 1개월 정도는 꾸준히 미역국을 먹는 것이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