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아돌연사의 위험을

줄이는 방법

영아돌연사증후군이란?

12개월 미만 아기가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았는데 이유를 찾을 수 없을 

때, ‘영아돌연사증후군(Sudden Infant Death Syndrome)’이라고 합

니다. 전날 잠 들 때만 하더라도 건강하던 아기가 다음 날 사망한 상태

로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한밤부터 아침 사이에 발생합니다.

1. 태어난 직후부터 아기를 똑바로 눕혀 재워야 합니다.

2. 잠을 자는 아기의 머리에 아무것도 덮여져 있어서는 안됩니다.

3. 출산 전후에 아기가 담배 연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아돌연사의 위험을 줄일 수 있을까요?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영아돌연사의 위험성이 가장 높은 시기

는 생후 초기 6개월이므로 특히 이 시기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교육자료는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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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아기의 머리에 

아무것도 덮여져 있어서는 안됩니다.

너무 푹신하거나 느슨한 침구는 아기의 머리를 덮을 수도 있습니다. 푹신한 

소파나 침구에서 아기를 재우지 마세요. 아기가 잠을 자는 침구의 바닥(요)은  

단단한 것이 좋습니다. 아기의 얼굴이 쿠션이나 이불에 파묻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아기와 함께 같은 침대 또는 같은 방에서 같은 이불을 사

용하며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아기를 바로 옆에 두고 같이 

자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른의 침구가 아기를 뒤덮거나

벽, 침대 사이에 아기가 끼거나

아기가 침대 밖으로 떨어지거나

깊이 잠 든 어른이나 술에 취한 사람에 의해 눌릴 수 있습니다.

아기가 담배연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담배연기는 아기에게 해롭습니다. 부모가 임신 기간과 출산 이후에 

흡연을 하는 경우, 영아돌연사 위험성은 높아집니다. 엄마가 흡연을 

하면 영아돌연사 위험성이 두 배로 늘어나고, 아버지가 흡연을 해도 

그 위험성은 역시 두 배입니다. 친구나 친척들도 아기 근처에서 흡연

하지 못하게 하세요. 아기가 차에 타고 있을 경우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됩니다. 차 안의 공간이 작아 아기가 담배연기에 많이 노출

됩니다.

태어난 직후부터 아기를 똑바로 눕혀 재웁니다

아기가 천장을 바라보면서 잘 수 있도록 똑바로 눕혀 재웁니다. 옆으

로 눕히거나 엎드려 재우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아기가 엎드려 자는 

경우 토하거나 질식할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옆으로 자던 아

기가 몸을 돌려 엎드린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아기를 똑바로 눕혀 재우는 캠페인

(Back to Sleep Campaign)을 통해 영아돌연사 증후군을 40-70%

나 감소시켰습니다. 

아기가 깨어 있을 때는 누운 자세를 다양하게 바꿔 주어야 합니다. 아

기가 깨어서 어른과 함께 있을 때에는 배를 바닥에 대고 누워서 노는 

것도 안전하고 좋습니다. 아기가 자라면서 몸을 뒤집고 아기 침대 주

위를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도 위로 눕혀서 재우는 것이 좋

기는 하지만, 아기가 자신의 수면자세를 찾도록 돕는 것도 가능합니

다. 생후 6개월을 넘기면 영아돌연사 위험은 낮아집니다.

그래서 아기와 같은 방에서 함께 자되, 같은 침대 또는 같은 이불을 

사용하기보다는 아기와 잠자리를 달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기가 

여럿일 때는 따로 따로 재웁니다. 그리고 몹시 피곤할 때, 술을 마셨

을 때에는 절대로 같은 침대에서 아기와 함께 자지 않도록 합니다. 남

편이 술을 마시고 들어 왔다면 아기 옆에서 자지 않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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