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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기가
계속 울어요...

아기가 제발 울음을 
그치면 좋겠어요."

반드시 
전화 주십시오

우는 것은 아기의 
의사소통 방식입니다.

우는 아기를 달래려면:
인내심을 가지고 아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아 내세요. 다음 방법을 써 보세요:

마음을 진정하세요•
아기를 안으세요•
기저귀를 살피세요•
먹을 것을 주세요•
트림을 시키세요•
젖꼭지나 장난감을 주세요•
아기가 너무 덥거나 춥지 않은지 살•
피세요

그래도 아기가 계속 운다면 다음 방법을 사
용해 보세요:

아기를 조용한 방으로 옮겨 가세요•
아기를 품에 안고 걸어 다니거나 살•
살 어르면서 달래 주세요
아기를 자동차나 유모차에 태워•
산책을 하세요
아기를 아기 그네에 태우세요•

그래도 울음이 그치지 않으면, 해당 병원이
나 의료진에 연락하세요.

아기를 아기 침대에 등을 대도록 눕히세요. 
이제 다른 방으로 가세요. 그리고 잠시 휴식
을 취하세요.

천천히 심호흡을 하세요•
음악을 들으세요•
독서를 하세요•
가벼운 운동를 하세요•
친구나 친척에게 전화를 걸어 이야•
기를 나누세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5분이나 10분 후 다시 아기를 살펴 보세요.

흔들린 아기 증후군

아기나 어린이를 잠깐이라도 흔드는 행동은 다
음과 같은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시력 상실•
정신 지체•
경기(발작)•
뇌성마비•
청력 손상•
마비•
뼈 부러짐•
언어 또는 학습 장애,•
심한 경우 • 사망

아기와 어린이는 몸에 비해 머리가 큽니다. 아
기를 흔들게 되면 머리가 앞뒤로 젖혀집니다. 
그러면 두뇌 속의 혈관과 눈이 파열되어 출혈
이 발생하고 뇌세포가 파괴됩니다. 이런 이유
로 아기나 어린이를 흔들면 심각하고 때로는
영구적인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두뇌 손상을 '흔들린 아기 증후군'이라고 일컫
습니다. 아기를 심하게 흔들면 이 증후군이 발
생하며 이는 심각한 어린이 학대로 간주됩니
다.

반드시
만일 여러분의 아기가 흔들렸다고 
생각된다면...

가까운 병원의 응급실로 바로 가십시오. 
아기가 흔들려서 발생한 손상으로 인해 나타
날 수 있는 징후는 다음과 같습니다:

불규칙한 호흡, 호흡 부전 또는 정지•
매우 심한 짜증•
경기(발작) 또는 구토•
몸의 떨림•
팔과 발의 절뚝거림•
소리에 대해 반응이 없거나 몸에 기운•
이 없음
깨어 있기 힘들어 함•

멈추어-진정하고-도움을 청하세요.

때로는 아기를 아무리 달래려고 해도 울음을 
그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1-800-4A CHILD
(800-4224453)

24시간 운영되는 위기 핫라인 전화에서는 여
러분이 필요로 하는 도움, 정보, 관련 자료, 전
문가 소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는 옐
로우북에서 거주하시는 카운티의 위기 핫라인 
전화번호를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사람을 구하실 때에는 신중
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 팜플렛을 여러분의 아이를 돌보는 모든
분들에게 나누어 주세요.

아기나 어린이를 절대 흔들지 마세요.

추가 정보 
펜실베니아 주 

보건부

1-877-PA HEALTH
(1-877-724-32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