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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구토와 설사(Vomiting and Diarrhea in Children) 

구토 또는 토하기는 위에 자극적인 것이 

들어오면 이를 제거하려는 정상적인 위의 

반응입니다. 아이에게 구토와 함께 설사 

및/또는 열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구토는 

대개 1~2 일간 지속되며 저절로 

사라집니다. 

설사는 아이가 대변을 자주 보고 이런 

대변이 묽거나 액체인 경우입니다. 

설사는 대개 2~3 일 지속되지만, 

10 일까지 갈 수 있습니다. 

구토와 설사는 탈수(dehydration)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심각할 수 있습니다. 탈수는 몸이 수분, 염분, 무기질을 

잃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녀를 집에서 돌보는 방법(How to care for your child at home) 

세균 확산을 방지하세요(Prevent the spread of germs) 

• 더러워진 기저귀를 다룬 후 음식을 만지기 전에 손을
씻습니다.

• 아이가 변기를 사용한 후 음식을 만지기 전에 손 씻는
것을 돕습니다.

아이가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게 하세요 
(Keep your child hydrated) 

아이가 구토 및/또는 설사를 하면 집에서 쉽게 돌볼 수 

있습니다. 목표는 아이에게 수분을 잘 공급하는 것입니다. 

만 6 개월 미만 자녀의 체내 수분을 유지하려면 
(To keep a child less than 6 months hydrated) 

• 아기에게 평소 음식(모유나 분유)을 계속 먹입니다.

먹이는 시간을 짧게 하고 더 자주 먹입니다.

• 아기에게 물을 주지 마세요. 물을 주면 혈중 염분과
당분 수치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만 6 개월 이상 자녀의 체내 수분을 유지하려면 
(To keep a child 6 months or older hydrated) 

• 아이에게 소량의 마실 것을 자주 줍니다(구토할 때도).

다량의 수분을 한꺼번에 섭취하면 설사나 구토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다음 표는 아이의 나이를

기준으로 마실 것을 주시는 지침입니다.

나이 용량 횟수 

만 6~11 개월 5mL(1 찻숟가락) 

5 분마다 만 1~5 세 10mL(2 찻숟가락
) 

만 6 세 이상 15mL(3 찻숟가락
) 

• Pedialyte(페디얼라이트)나 Gastrolyte(개스트롤라이트)가
최고의 음료입니다. 아이가 이 맛을 좋아하지 않으면
과일 주스에 물을 섞어 주셔도 됩니다(예: 사과 주스
½컵, 물 ½컵).

• 아이에게 게토레이나 쿨에이드(Kool-Aid), 탄산음료,

기타 단 음료를 주지 마세요. 설탕이 많이 든 음료는

설사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 아이가 구토를 멈추고 24 시간이 지날 때까지 우유를
주지 마세요. 아이가 여전히 설사를 해도 우유를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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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셔도 됩니다. 아플 때 우유의 당분을 소화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구토가 멈추고 6~8 시간이 지나면 음식을 주기 시작하셔도 

됩니다. 

• 아이에게 소화가 잘 되는 식품(Pabulum(패뷸럼: 

유아용 시리얼), 크래커, 밥, 맨토스트, 맨국수, 으깬 

감자)을 소량 먹입니다. 

• 아이가 계속 설사를 해도 고형식을 주기 시작하셔도 

됩니다. 

아이를 쉬게 하세요(Let your child rest) 

• 조용한 활동과 수면은 아이의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 아이가 잘 때는 한 시간마다 깨워 마실 것을 줍니다. 

아이의 피부를 관리해주세요(Care for your child’s skin) 

설사를 하면 아이의 엉덩이가 빨개지고 헐 수 있습니다. 

• 더러워진 기저귀를 즉시 갈아줍니다. 

• 아이가 대변을 보면 매번 엉덩이를 물이나 아기 

물휴지로 부드럽게 닦아줍니다. 

• 기저귀 발진 크림이나 연고는 피부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심한 기저귀 발진을 치료하려면 아연 

함유 크림을 찾으세요. 

의료적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 경우 
(When to get medical help) 

아이가 다음과 같은 탈수 징후를 보이면 가정의나 전문 

간호사에게 가세요. 

- 8 시간 동안 소변(오줌)을 안 봄 – 즉, 기저귀가 

8 시간 넘게 마른 상태라는 뜻입니다. 

- 우는데 눈물이 나지 않음 

- 입술이나 혀, 입이 마름 

- 나른해 하거나, 졸리거나, 이상하게 조용함 

- 머리 위의 부드러운 부위(숫구멍)가 움푹 들어감 - 

아기의 경우 

또한, 아이가 다음 중 어느 징후라도 보이면 가정의나 전문 

간호사에게 가세요. 

• 아이의 대변에 피가 있거나 대변이 새까맣게 보임 

• 아이의 토사물이 녹색, 노란색 또는 빨간색임 

• 해열제를 먹여도 38.5°C(101.3°F)가 넘는 열이 48 시간 

넘게 지속됨 

• 아이가 24 시간 넘게 계속 토함 

• 아이가 4 일 넘게 설사를 함 

• 아이가 배가 아프다고 하고 활동하면 더 악화됨. 

아기는 비명을 지르고 다리를 배로 웅크리기도 

합니다. 

언제든지 질문이 있으시면(Anytime you have questions) 

• 가정의나 전문 간호사에게 문의하세요. 

• 프레이저 헬스 가상 진료팀에 연락하여 간호사와 

전화나 실시간 채팅으로 문의하세요. 

연중무휴 오전 10 시~오후 10 시 이용 가능 

전화: 1-800-314-0999  

채팅: fraserhealth.ca/virtualcare 

• HealthLinkBC 에 연락하여 간호사에게 문의하세요. 

130 개 언어로 이용 가능합니다. 

하루 24 시간, 주 7 일 개설 

전화: 8-1-1(7-1-1 TTY) 

온라인 정보: HealthLinkBC.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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