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 두세요...

아기의 울음과 가스
아기들은 생후 첫 몇 달 동안은 많이 웁니다. 엄마 뱃속에서 나와 바깥 환경에
적응하고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건강한 아기가 하루에 2-3시간씩 우는 것은
정상입니다. 잘 보채고 울던 아기들도 3개월이 지나면 우는 횟수가 훨씬 줄어듭니다.
여기에 몇 가지 알아 두면 좋은 내용을 소개합니다.

아기의 장은 계속 발달하고 있습니다.

생후 1년 동안 아기의 소화기관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모유나 분유를 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하는 것은 그다지 해롭지는 않으나, 이로 인한 불편감 때문에 아기가
울 수도 있습니다. 수유 중이나 수유 후 최소한 30분 동안 아기를 바로 선 자세로
유지하십시오. 그러면 모유나 분유가 역류하지 않고 배에 머무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기들은 가스가 많이 찹니다!

아기들은 빨기, 삼키기, 숨쉬기에 필요한 리듬 감각을 익히기 전까지는 모유나
분유를 먹을 때 공기를 같이 들이마십니다. 또한 모유나 분유가 몸에 맞지 않을
때에도 가스가 차게 됩니다. 아기가 울면 가스로 인해 배가 아프다는 신호입니다.
아기가 울 때 공기를 들이마시기 때문에 울면 다시 가스가 찹니다.

어떤 아기들은 유난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다른 아기들에게는 괜찮은 일에도 예민한 아기들은 울게 됩니다. 소음이나 빛
또는 더러운 기저귀 때문에 울 수 있습니다. 아기들 본래의 기질을 바꿀 수는 없지만,
울음이 너무 심해지기 전에 아기를 달래는 방법을 쓰면 도움이 됩니다.

아기를 달래는 방법
• 아기를 안고 살살 몸을 리듬감 있게 흔들거나
걷기

• 자동차로 드라이브를 하거나 아기
그네에 태우기

• 노리개 젖꼭지

• 말을 걸거나 노래 불러 주기

• 스와들링(아기의 양팔을 양옆에 붙인 상태에서 • 백색 소음(선풍기나 세탁건조기
부드러운 담요로 포근하게 둘러싸는 것)
작동 시 나는 "쉬이이" 소리)

가스 제거하는 방법
• 수유 도중 및 후에, 분유 2-3 온스 분량마다 또는 좌우 유방을 바꿀 때 트림을
시키세요. (아기가 매번 트림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 아기를 눕히고 다리를 자전거 타듯이 움직여 줍니다.
• 손바닥으로 원형을 그리며 부드럽게 아기 배를 마사지합니다.
• 유아용 MYLICON® 드롭스와 같은 가스제거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시에
따라 사용하면 모든 연령의 아기들에게 안전합니다(수유 시 또는 기타 필요할 때
하루 최대 12회 복용 가능).
아기가 울거나 수유 시 아기가 불편감을 느끼는 것에 대해 질문이 있을 경우,
담당의와 상의하세요.
* 지시에 따라 사용하십시오. 하루 12회를 초과하여 복용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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