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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 부모를
위한 조언
최선의 유아기 양육

모든 아동은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삶을 시작할 권리가 있습니다.
출생 전부터 만 6세까지의 유아기는 아동의 건강한 발달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기는 아동의 뇌와 신체가 급격하게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건강한 아기는 유년기, 청소년기 및 성인기에도 건강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삶에서 유아기는 매우 흥미진진한 시기입니다. 여러분의
아기는 여러분과 그 주변 세상에 대해 배웁니다.
여러분의 아기에게 여러분은 최고의 스승입니다. 여러분이 아기를 돌보고,
아기와 대화를 나누며 함께 노는 방식은 여러분의 자녀가 배우며 성장하는
과정에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유아기의 경험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가장 유익한 것입니다.
다음은 여러분의 아기가 태어난 첫 해에 여러분이 아기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몇 가지 권장안입니다:
• 아
 기는 안아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수시로 아기를 어루만지고
안아주십시오.
• 아기가 울면 달래주십시오.
• 배
 가 고플 때, 졸릴 때, 또는 여러분과 놀고 싶을 때 아기가 보내는
신호를 익히십시오.
• 모
 유는 처음 6개월간 아기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제공합니다.
수유는 아기와의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아기에게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로 말하십시오.
• 아
 기에게 말을 하고 주변 사물에 대해 이야기해주십시오. 여러분이
아기에게 말을 하고, 함께 놀고, 아기를 가르치고 사랑하는 방식은
아기의 성장과 학습에 도움이 됩니다.
• 아
 기가 안전하게 주변 사물을 익힐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러 가지
감촉, 색깔, 소리, 냄새 등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 여
 러분의 모국어로 된 것을 포함하여, 그림책을 보여주고 간단한
이야기를 읽어주십시오. 이때도 아기를 어루만지며 예뻐해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 아
 기는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아기와 함께 재미있게
놀고, 놀이를 하고, 노래를 불러주고, 함께 음악을 연주하고 춤을
추십시오.
• 여
 러분 자신을 돌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쉴 수 있도록,
믿는 친구나 가족에게 아기를 봐달라고 부탁하십시오.

거주지 관내 온타리오 유아센터(Ontario Early Years Centre)를 방문하면 유아를
키우는 다른 부모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기를 위한
여러 가지 육아 및 지역사회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온타리오 유아센터를 찾아보려면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www.ontario.ca/earlyyears.

온라인 및 지역사회 자원
Ministry of Children and Youth Services: www.ontario.ca/earlychildhood
• 자
 녀의 발달과 온타리오 주정부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Ministry of Health and Long-Term Care: www.ontario.ca/vaccines
• 온
 타리오 주의 무료 예방접종 프로그램과 자녀를 위한 예방접종 계획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Ministry of Education: www.ontario.ca/childcare
• 여
 러분이 직장에 복귀할 경우에는 탁아 서비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필요에 가장 적합한 탁아 서비스를 여기 온라인 상에서
찾아보십시오.

Telehealth Ontario: 무료 전화 1-866-797-0000
• 연
 중무휴, 하루 24시간 공인간호사에 의해 비밀리에 무료로 제공되는 보건
조언, 모유 수유 지원 또는 일반 안내 서비스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Ontario Early Years Centres: www.ontario.ca/earlyyears
• 만
 6세 이하 아동, 그 부모 및 보육자가 놀이, 공작, 음악 서클 등 각종
프로그램 및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자유 출입 센터입니다.

Nipissing District Developmental Screen: www.ndds.ca
• 자
 녀의 건강한 발달을 관찰하고 돕는 데 유용한, 만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발달 정보를 제공합니다.

Ontario 211: 전화: 211, 웹사이트: www.211ontario.ca
• 연
 중무휴, 하루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지역사회
서비스 및 사회 서비스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와
연계해줍니다. 150여 개 언어로 전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anadian Paediatric Society:
www.caringforkids.cps.ca
• 캐
 나다의 소아과 의사들이 부모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