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작자 블로그 네이버, 구글에서 베베헤븐을 검색하시면 상세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작성자 : 율마

항목
병원,

조리원 제공
직접 준비 내용 메모

수유브라, 수유나시 취향에 따라 골라 챙기기

팬티 제왕시 잘 늘어나서 입고 벗기 쉽고, 상처 건들지 않는 제품

내의 겨울 산모의 경우

압박스타킹 다리가 많이 붓는 경우

임부용 레깅스 조리원복 안에 입는용

양말 계절에 따라 수면양말, 면양말 골고루(발목 덮는 것)

가디건 계절에 따라 얇은, 두꺼운 가디건

오버나이트 생리대 자분, 제왕에 따라 입는형, 패드형 구분 넉넉하게

산모패드 병원에서 제공하기도함

손목보호대 손목 보호 차원

목 수건 목 보호

물컵, 빨대 제왕절개시 구부러지는 빨대 추천

도넛방석, 회음부 스프레이 자연분만시, 병원, 조리원 제공여부 확인

영양제 철분제, 유산균, 비타민 D, 오메가 3

흉터연고 제왕절개 시

방수테이프 제왕절개 시 샤워할 때

퇴원할때 입을 옷 남편이 나중에 가져다줘도 되고, 입원시 입었던 옷도 가능

수면안대 잠자리가 예민한 경우

붓기차 붓기빼는 용

베베헤븐 출산가방 리스트

1. 아래 내용은 분만상황과 조리원 등이 다르므로 최대한 많은 용품을 작성했으며 필요 유무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2. 초산, 경산 그리고 병원과 조리원에 따라 달라지는 용품이 있으므로 확인해보고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3. 분만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용품에 대해 알고 싶다면 포털사이트에 '베베헤븐'을 검색하여 '출산가방 리스트' 글을 참고해주세요.

4. 메모란에는 필요한 내용을 쓰면 되고 더 필요한 제품이 있다면 가장 하단 공란을 활용해주세요.

5. PP젖병은 미세플라스틱 이슈,  PPSU는 젖병소독기 사용시 환경호르몬 이슈가 있습니다. 베베헤븐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세요.

6. 병원과 집이 가깝다면 간단하게 챙기고 추가로 필요한 물품은 남편이 다녀오는 것도 방법입니다.

7. 조리원과 병원에 비치되어있는 제품이 많으니 반드시 병원, 조리원에 확인해보고 준비하세요.

엄마 용품



항목
병원,

조리원 제공
직접 준비 내용 메모

칫솔, 치약, 가글, 치실 병원, 조리원 제공하기도 함

스킨, 로션, 크림 병원, 조리원 제공하기도 함

샴푸, 린스, 바디워시 병원, 조리원 제공하기도 함

바디워시 병원, 조리원 제공하기도 함

폼클렌징 쓰던제품 챙겨오기

튼살크림 출산 후에도 튼살이 생길 수 있음

핸드크림 쓰던제품 챙겨오기

마스크팩

립밤 입술이 건조한 경우

인공눈물 눈이 건조한 경우

물티슈 아기용, 막 쓰는 용

각티슈

마이비데 자분, 제왕 다 좋음

면봉

머리끈

빗

수건 분만 방법에 따라 개수조절(4~5개)

손톱깎이 조리원에 간다면 필요

세탁망 세탁물 분류 조리원따라 제공

화장솜

샤워볼

드라이기 병원, 조리원 제공 여부

세안, 화장품



항목
병원,

조리원 제공
직접 준비 내용 메모

모유저장팩 모유량에 따라 불필요하기도 함

유축기 대부분 조리원에 있음

유축깔대기 사이즈에 맞게 구입(병원, 조리원에서 팔기도 함)

수유패드 공용 제품 쓰기 싫은 경우

비판텐 모유수유 시 상처 치료

분유 원하는 분유가 있는 경우

젖병 PP젖병이 싫거나, 퇴원 후 장거리 이동시 수유타임

유두보호기 일명 쭈쭈젖꼭지, 사람에 따라 달라 필요하지 않을 수 있음

모유촉진차 모유수유 시

찜질팩 모유수유시 유용할 수 있음

항목
병원,

조리원 제공
직접 준비 내용 메모

배냇저고리 병원에서 주기도 함

속싸개 병원에서 주기도 함

겉싸개 병원에서 주기도 함

아기 손수건(가제) 조리원에는 대부분 있음, 병원용 몇 개 챙기기

아기 모자, 손싸개 딸꾹질 등

아기비누 가제수건 빨 때

아기귀저기 원하는 제품이 있는 경우

디데이달력 사진 촬영용

초점책 유일한 신생아 장난감

아기로션 사용하고 싶은 제품이 있는 경우 조리원에 들고감

카시트 아기 퇴원 시

아기 유산균+비타민D 보통 바이오가이아 제품 구입

수유용품

아기 용품



항목
병원,

조리원 제공
직접 준비 내용 메모

가습기 병원, 조리원 제공여부 확인

보호자용 이불 제공하는 곳도 있음

남편 편한 옷 남편이 입고 잘 옷

노트북, 테블릿 있으면 심심하지 않음

멀티탭 필요시

핸드폰 충전기 쓰던거 챙기기

핸드폰 거치대 손목보호를 위함

간식 외출이 어려움, 남편용 햇반, 라면, 김 구비

육아서적 책을 좋아하면 심심할 때

다이어리, 펜 일기 쓰는 경우

옷걸이 수건 등 널어놓기

종이컵

숟가락, 포크, 과도 따로 구입해먹거나 남편 용

마스크, 손세정제 여유있게 챙기기

슬리퍼(실내용) 병원, 조리원에서 제공하기도 함, 발이 붓기 때문에 넉넉하게

슬리퍼(실외용) 조리원, 병원에서 잠시 외출할때 편리

산모수첩

지갑, 카드, 신분증

지퍼백, 위생백

세제, 일회용 수세미 텀블러 닦는 용

기타 용품

mem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