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질을 앓는 엄마의 육아 문제
(Parenting Concerns For The Mother With Epilepsy)
임신 중인데 발작 장애를 걱정하고 있다.
있다 어떻게 내 아이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키나?
지키나
간질은 사람마다 다르게 영향을 준다. 어떤 부모들은 아기에게 안전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삶에 몇몇
변화가 필요할 수도 있다. 다른 부모들은 거의 변화가 필요 없다. 당신의 발작 양상과 특별한 위험이나
당신에게 생길 수도 있는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 다음 당신에게 해결책이 되게
생활양식을 조정하라. 모든 부모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은 문제를 숙고해야 한다. 간질
환자에게는 고려해야 할 요인이 더 있을 것이다.
임신 중과 출산 후에 아기를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당신 자신을 잘 돌보는 것이다.
충분히 자고, 잘 먹고, 정기적으로 운동하고 처방된 항경련제를 복용하라. 신경과 전문의와 부인과
전문의/산과 전문의와 긴밀히 연락하고 생활방식의 필요한 조정에 대해 의논하라.
내 발작 양상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지 어떻게 아나?
아나
이것은 당신의 발작 양상과 빈도에 달려 있다. 발작 중 쓰러지는가? 의식을 잃는가? 전조가 있나? 하고
스스로 물어 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일부 여성 간질환자는 임신 중 발작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임신 중 항경련제의 농도가 변화하거나 감소해 발작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출산 후 약물 혈중 약물
농도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부작용의 가능성을 높힌다. 이 요인들로 인해 출산 후 첫 몇 달
동안 의사가 혈중 약물 농도를 좀 더 자주 확인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수유하고 싶은데 안전한가?
안전한가
대부분의 여성 간질환자에게 수유는 안전한 선택이다. 모든 항경련제는 모유에서 소량이 발견되지만,
이것이 일반적으로 아기에게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페노바비탈이나 프리미돈(마이졸린)을 복용하는
일부 여성은 아기가 너무 졸려 하거나 짜증을 내는 것을 알아챌 수 있다. 이게 중대한 문제이면 의사나
소아과 의사에게 보충적 우유병 수유에 대해 문의하라. 수유는 당신에게 더 많은 부담이 될 것이고
특히 밤에 수면 시간이 줄어든다. 우유병으로 먹이거나 수유와 우유병을 함께 쓰는 등 당신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찾기 위해 가능한 방법들을 찾아봐라.
어머니가 잠시 동안 같이 계시겠다고 했지만 나는 가족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않다 혼자서 해 낼 수
있을까?
있을까
출산은 어느 여성에게나 엄청난 사건이다! 그것은 당신의 삶을 바꾸고 처음 몇 주 동안 대응하기 힘든
것처럼 여겨진다. 모든 엄마가 잠을 설치고, 일거리가 늘고 호르몬에 변화가 있는데, 여성
간질환자에게는 이들 요인이 발작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식구나 친구가 아이를 같이
돌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야 당신이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아이를 돌보는 최상의 길은 자신을 잘
돌보는 것이다.
나는 발작 중 종종 쓰러지는데 내가 수유 중 발작을 하면 어쩌나?
어쩌나
안락한 의자나 등을 잘 받치고 침대에서 수유하라. 또는 바닥에서 패드 위에 앉아 수유하라. 밤에 당신
침대 옆에 아이를 데리고 있고 침대에서 수유하라. 병으로 먹이면 가족이 돕게 하라-한 사람이 아이를
안고 다른 사람이 병을 잡을 수 있다. 당신 혼자라면, 아이를 부엌으로 데리고 가지 말고 젖병을
준비하고 가져 오는 동안 요람에 뉘어 놓아라. 아이가 커지면 수유 시 항상 아이를 높은 의자나 유아
의자에 끈으로 묶어라.

기저귀를 채우는 제일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무엇인가
신생아를 옷 입히거나 기저귀를 채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패드를 깐 바닥에 앉히는 것이다. 기저귀
가는 탁자는 그만큼 안전하지 않지만 사용한다면 아기를 안전하게 끈으로 확실히 묶도록 하라. 계단을
오르는 횟수를 줄이기 위해 집 각 층에 기저귀와 유아 용품을 놓아 두어라.
내가 어떻게 안전하게 아이를 목욕시킬 수 있나?
있나
욕조를 쓴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게 타당하다. 혼자라면 다른 통에 물을 받아 스폰지로
바닥에서 씻겨라.
아기를 옆에 데리고 있기를 원하지만 종종 발작을 하는데 어떡하면 좋을까?
좋을까
집에서 아기를 안고 다니는 대신에 접이식 휴대용 유모차를 써라. 장난감과 아기용품들을 집의 여러
곳에 두어 필요할 때 바로 쓸 수 있게 하라. 당신이 혼자서 아기를 돌볼 때 놀이울이나 다른 막아 놓은
곳을 아기가 자고 놀 수 있는 안전한 장소로 써라.
위험할 수 있는 집안 일이 있나?
있나
요리할 때 아이를 안지 마라. 발작이 잦다면, 혼자 있을 때 전자레인지를 써라. 다른 사람이 곁에 있을
때까지 다림질이나 다른 위험할 수 있는 활동을 미뤄라.
아기가 걸기 시작하면 내가 발작을 할 때 어떻게 아이를 안전하게 지키나?
지키나
집에서의 어린이 안전에 관해 부모에게 조언을 주는 많은 어린이 돌보기 책이 있다. 이것이 바닥에
앉아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처럼 세상을 보도록 도와준다. 더 고려해야 할 요소는 당신이 발작을 할
때의 상황과 발작의 빈도이다. 당신이 의식이 혼란스럽거나 의식을 잃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 잠시라도
생각해 봐라.
발작 중 의식을 잃는다면 바깥 문을 잠그고 아기가 다칠 수 있는 곳(부엌이나 욕실)의 문을 닫아라.
계단에 안전문을 달고 전기 콘센트를 덮개로 씌우고 서랍이나 캐비넷(특히 약, 날카로운 물건이나
위험한 물질을 보관하는 곳)에 어린이 안전 걸쇠를 걸어라. 집 안팎에 당신이 아기하고만 있으면서
발작을 할 때 아기가 안전할 수 있는 막아놓은 놀이 공간을 고려하라. 아기 배변 연습을 시킬 때 변기
위에 어린이 보조의자를 놓지 말고 유아용 변기 의자를 써라. 아기가 화장실에 있을 때마다 변기가
덮여 있고 캐비닛과 서랍이 잠겨 있나 확인하라.
내가 발작을 할 때 아기가 걸어서 가버리는 것을 어떻게 막나?
막나
혼란스럽거나 의식이 없어지는 발작을 한다면 유모차, 어린이 안전 벨트나 아이가 가까이에 있게 묶는
손목 끈을 집 안팎에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라. 이것이 당신이 발작을 하고 아무도 거기 없을 때
아이가 다른 데로 가버리는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아이에게 내 간질에 대해 어떻게 말해야 하나?
하나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단어로 당신의 병을 설명하라. 발작 사이에 당신이 건강하고
정상적이라는 것을 알게 하라. 아이가 나이가 들면 발작을 대비한 훈련을- 발작 응급처치와 어떻게
도움을 구하는지를 연습- 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고 느끼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아이가 발작을
무서워하면 발작에 대해 이야기하고 정직하게 질문에 답해라. 더 많은 정보를 의사나 간호사에게
요청하라.

에 기재된 글락소 웰컴이 후원한 2009 년 Neurology Report Supplement 에서 허가를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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