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럭무럭 자라고 있어요!
컵으로 마시는 법을 배웠을 때
신기하고 재미있었어요. 이제
컵을 알게 되었으니 첫돌 즈음이면
컵으로 우유를 마실 수 있겠죠.
아직은 어린 것처럼 보이겠지만,
단단한 음식에 관심을 보이면
이제 때가 되었음을 알게 되실
거에요. 도움과 연습이 필요해요.
제가 배워 나갈 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얘기해 주세요.
다음과 같은 경우 컵을 사용할 수
있어요.
• 숟가락으로 음식을 먹기 시작해요.
• 유아용 식탁의자에 앉을 수 있어요.
• 엄마 유리컵에 손이 닿아요. 저도 크고 싶어요!

아기 치아
내 치아는 잘 먹고 잘 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컵에는 물, 모유나 포뮬라만 넣어서 주세요.

이제 버틀 사용은 그만, 첫돌이 되었으니까!
첫돌 즈음이 되면, 버틀을 이제 그만 사용할 때가 된겁니다.
이러한 전환에 엄마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버틀을 이제 그만
사용하게 할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 중
괜찮아 보이는 두 가지랍니다.
아이디어 1:
• 내 버틀에는 액체를 좀 적게 주고 컵에는 액체를 좀 더 주세요.
예를 들어, 제가 보통 6온스를 마신다면, 버틀에는 4온스만
주세요.
• 며칠 동안 버틀에는 적게 컵에는 많게 주고, 이러한 전환을
계속하세요.
아이디어 ２:
• 하루에 버틀 량 한 번을 빼고, 그 대신 컵으로 주세요.
온전히 컵만을 사용할 때까지 며칠씩 계속해 주세요.
• 마지막에는 잠잘 때만 버틀을 사용하게 해 주세요.
저를 도와주실 수 있는 방법:
• 엄마가 저의 모델이에요! 테이블에서 컵으로 먹고 싶어요.
• 버틀을 보이지 않게 치워 주세요. 보이지 않으면, 달라고 할
마음이 줄어든답니다.
• 크게 성장하는 것에 대해 얘기해 주세요. 저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얘기해 주세요.
• 밖에 나갈 때, 내 책이나 작은 장난감을 가져가 주세요.
배가 고프거나 목이 마를 경우를 위해 건강한 간식과 컵을
싸주세요.

컵으로 마실
때가 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그리고
밤에 잠자기 전 항상 제
치아를 깨끗이 닦아 주세요.
잇몸과 치아를 깨끗이 닦아
건강하게 해주면 치아가 잘
나올 수 있답니다.
침대에 놓을 때 포옹과 키스를
해주세요. 낮시간을 위해 제
버틀과 컵을 보관해 주세요.
버틀이나 컵을 물고 자는 것은
저와 제 치아의 건강에 좋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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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컵으로 마시는 법을
배울 수 있어요!

컵으로 마시면
• 제 치아에 좋아요.
• 귓병에 걸리는 일이 줄어들어요.
•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게 해줘요.

다음과 같이 컵으로 조금씩 마시도록
연습을 시켜 주세요.
• 제 유아용 식탁의자에 앉히거나, 엄마의 무릎 위에 앉혀
주세요.
• 제가 기분이 좋고 편안하며 너무 배고프지 않을 때로
연습시간을 정해 주세요.
• 몇 입 정도의 음식을 준 다음 컵으로 한 두 모금을 마시게
해주세요.
• 계속해서 식사시간 내내 음식을 주고 컵으로 마시게 해주세요.
• 저를 돌보는 분들에게도 제가 컵으로 마시는 법을 배우고
있다고 말해서 그분들도 저를 도와 연습시킬 수 있게 해주세요.

계속해 주세요.
처음에 제가 컵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계속 시도해 주세요. 컵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데 몇 주가 걸릴지도 몰라요. 제가 편안하고
재미있어 하는 시간에 식사를 하게 해주시면, 새로운 것을 더 잘
시도해볼 수도 있어요.

인내심을 가지세요.
컵을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컵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새롭고 특별한
시간이에요.
컵으로 마시는 법을 배울 때 도움이 필요해요. 제가 6 개월 정도
되면 모유, 포뮬라 또는 물을 컵에 넣어 주세요.

처음에는 지저분해질 수도 있지만 제가 마시는 동안 저를 위해
컵을 들어주세요 . 연습이 많이 필요하니, 제가 배우는 동안
인내심을 가져 주세요.
제 숟가락으로 음식을 먹게 해주시고, 컵으로 마시게 해주시며,
중간 중간 잠깐씩 쉬고, 배가 부르면 그만 먹게 해주시면, 제가
평생 좋은 먹는 습관을 배우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더 자라거나 유아가 되었을 때 잠자리를
위한 팁이에요.
제가 9~10개월이 되면, 버틀을 줄이고 대신 컵을 주세요.
첫돌 즈음에는, 잠자리에 들 때, 물이 들은 컵과 버틀 대신
간식을 주세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버틀과 함께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에요.
이 때 버틀에서 컵으로 바꾸는 것은 맨 마지막에 해주세요.
다음은 버틀 대신에 해줄 수 있는 것들이에요.
다음과 같이 해주면 편안해질 수 있어요.

• 뚜껑이 없는 컵으로 바꾸기 전까지 뚜껑이 있는 조그만
플라스틱 컵이 도움이 될 수 있답니다. 컵에 주둥이가 있다면,
단단한 플라스틱 주둥이가 가장 좋아요.

• 제가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담요와 함께
잠들기, 하지만 12개월 이상 되었을
경우에만요.

• 마개나 빨대용 꼭지가 없는 컵을 찾아 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버틀에서 빨아 마시는 대신 컵으로 마시는 방법을 더 잘 배울
수 있답니다.

• 제게 들려주는 엄마의 이야기

• 소량의 물, 모유 또는 포뮬라를 컵에 넣어 시작해 주세요. 제가
컵을 잘 사용하게 되면 더 많이 주세요.
• 가족과 함께 간식 및 식사시간에 테이블에 앉아 컵을 사용하는
장면이 재미있을 것 같아요.

• 음악이나 노래 불러주기. 엄마가 제게
노래를 불러줄 때 좋아요 .
• 등을 부드럽게 문질러주기
• 흔들거나 안아주기.

모유 수유는 계속해 주세요.
저에게 모유 수유를 하고 계시면, 계속해 주세요! 이 특별한 시간도
좋아한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