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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 개월 아기 Your	Baby	at	6	months	
본양식을 작성하시고 공중 보건 간호사에게 제출하십시오.	

	

부모/보호자 이름:	Parent/Guardian	Name:	
	

아기 이름:	Baby’s	Name:	
	

아기 생일:	Baby’s	Date	of	Birth:	
	

체중:																																																그램	
Today’s	Weight:																																		grams																													
신장:																																																센티미터	
Today’s	Length:																																cm																			

	

v 부모를 위한 자료: 6-12 개월 영유아의 건강한 식습관  
	 	 	
아기의 건강 Healthy	Baby		 예 

Yes	
아니오	
No	

귀하의 아기에게 모유수유를 하십니까? 
Does	your	baby	breastfeed?	 □	 □	
귀하의 아기에게 분유를 먹이십니까? 
Does	your	baby	drink	infant	formula?	 □	 □	
귀하께서는 아기에게 매일 비타민 D 보충제를 

먹이십니까?		
Does	your	baby	have	a	Vitamin	D	supplement	daily? 

□	 □	

귀하의 아기는 철분이 풍부한 고기, 콩, 유아용 

시리얼 등 이유식을 먹습니까? 
Does	your	baby	eat	foods	with	lots	of	iron,	like	meat,	
beans	or	infant	cereal?	

□	 □	

귀하의 아기는 으깬 음식이나 다진 음식이나 

먹습니까? 
Does	your	baby	eat	mashed	or	minced	foods?	

□	 □	

귀하의 아기는 가족들과 같이 식사합니까? 
Does	your	baby	eat	with	the	family	at	mealtimes?	 □	 □	
귀하께서는 매일 두번씩 유아용 불소함유 

치약으로 아기의 치아를 닦아 주십니까? 
Does	your	baby	have	his/her	teeth	brushed	2	times	a	day	
with	fluoride	toothpaste?	

□	 □	

 

생후 6 개월 아기	–건강	팁들	
Your	Baby	at	6	months	-	Health	Tips	
	
건강한 수유	
• 모유는 생후 만 2 세까지의 아기에게 최상의 음식입니다.	

• 모유수유를 하는 아기와 모유-분유 혼합수유를 하는 아기에게는 매일 

400IU 의 비타민 D 를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분유 수유만을 하는 

아기에게는 비타민 D 를 보충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 아기의 식사시간을 가족 식사시간과 같이 맞춰주고 아기와 같이 

식사합니다. 	 
• 아기에게 다지거나 잘게 자른 고기, 콩, 아기 시리얼 등 철분이 풍분한 

음식을 최소한 하루 두번으로 먹여 줍니다.	

• 아이가 음식의 다양한 맛과 감촉을 경험할 수 있도록 덩어리진 음식, 

부드러운 음식이나 다진 음식 등 다양한 음식을 먹여 줍니다. 	
• 아기가 식사할 때 항상 아기와 같이 있어 줍니다.	

• 아이가 배고프거나 배부르면 신호를 보냅니다. 아기가 얼마만큼 

먹을지를 스스로 결정하게 하십시오. 아기가 몸무게가 늘거나 잘 크고 

있으면 아기가 충분히 잘 먹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아기에게 두껑 없는 일반 컵으로 물을 먹여 줍니다.	
•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배포된 자료 ‘6-12 개월 영유아의 건강한 

식습관’을 참고하십시오. 	
	

건강한 미소	
• 아기의 이가 나게 되면 충치를 유발하는 충치균을 예방하기 위해 매일 

두번씩 쌀알 크기 정도의 불소함유 치약으로 아기의 치아를 닦아 줍니다.	

• 아기에게 우유병을 물려서 재우는 경우라면 순수한 물만 담아서 먹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안고 물을 먹겨 줍니다.   

아기의 안전	
• 외출할 때 아기를 차량 뒷면을 향하도록 설치한 카시트에 앉혀야 

합니다.자동차 뒷자리 가운데 좌석이 제일 안전한 자리입니다.	

• 공중 보건 간호사에게 금연에 관한 도움을 구하고 집안과 자동차 안에 

담배 연기 없도록 하십시오. 

• 아기가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한 집안 환경을 

만드십시오.	<아기의 첫걸음>(Toddlers	First	Steps)이나 프레이저 보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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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시작’(Best	Beginnings)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안전한 집안 환경을 

만드는 다양한 방법을 배우십시오.	
	
건강한 성장	
• 아기의 청력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만약 아기가 소리에 반응을 안 

보인다면 해당 지역의 공공 보건 시설에 연락하면 무료 청료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아기는 그림책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놀이 시간에 아기가 

소리를 내도록 격려해 주십시오. ‘앉으세요’, ‘우유’와 같이 짧은 

문장이나 어휘를 사용하는 것은 아기의 학습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 아기가 생후 3개월 이내 눈을 이리저리 움직이거나 내사시로 보이는 

것은 흔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가족 중에 안과 질환이 있거나 아기의 

시력이 우려가 된다면 아기 만 3 살 되기 전 혹은 가능한 한 일찍 안과 

검진을 받게 하십시오.	

• 아기가 기어다니고 자유롭게 놀 수 있도록 충분한 놀이시간과 공간을 

제공해 주시고 놀이시간에 아기의 안전을 지켜 주십시오. 엎드려 노는 

것은 아기의 발달에 도움이 되고 편평한 머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텔레비전, 스마트폰, 컴퓨터와 기타 영상 시청 활동은 만 2 세 이하의 

아기에게 권장하지 않습니다.	

유용한 정보	

• 8-1-1 에 전화하시면 간호사나 영양사에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웹사이트 주소:	 Bestbeginnings.fraserhealth.ca	
	 Healthyfamiliesbc.ca	

	
	
	
	
	
	
	
	
	

생후 6 개월 아기 Your	Baby	at	6	months	
	 	 	

아기의 안전 Safe	Baby	 예 

Yes	
아니오	
No	

귀하의 아기를 항상 차량 뒷면을 향하도록 설치한 

카시트에 앉히십니까? 
Is	your	baby	placed	in	a	rear	facing	car	seat	in	the	car?	

□	 □	
귀하가 방을 나갈 때 아기를 안전한 곳에 두십니까? 
Is	your	baby	in	a	safe	place	when	you	leave	the	room?	 □	 □	
귀하의 아기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과 같이 시간을 

보냅니까? 
Is	your	baby	spending	time	with	anyone	who	smokes?	

□	 □	
	

	 	 	

아기의 성장과 발달 Growth	and	Development	 예 

Yes	
아니오	
No	

귀하의 아기는 바로 누운 상태에서 뒤집거나 엎드린 

상태에서 뒤집습니까? 
Does	your	baby	roll	from	his/her	back	to	their	tummy	or	from	
their	tummy	to	their	back?	

□	 □	
귀하의 아기는 보조를 받아 등을 펴서 앉을 수 

있습니까? 
Does	your	baby	sit	up	with	a	straight	back	with	support?	

□	 □	
귀하의 아기는 옹알이(마, 따, 빠)를 합니까? 
Does	your	baby	babble	(ma,	da,	ba)?	 □	 □	
아기 이름을 부르면 아이가 반응을 합니까? 
Does	your	baby	respond	to	their	name?	 □	 □	
귀하의 아기는 사람이나 좋아하는 장난감에 관심을 

보입니까?	
Does	your	baby	show	an	interest	in	people	and	favourite	toys?	

□	 □	
귀하의 아기는 새로운 소리나 재미있는 소리에 

고개를 돌입니까?	
Does	your	baby	turn	toward	new	or	interesting	sounds?	

□	 □	
귀하의 아기는 물체를 볼 때 두 눈을 동시에 움직여  

물체를 주시합니까? 
Does	your	baby	move	his/her	eyes	together	and	appear	to	see	
straight	when	looking	at	objects?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