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엄마를 위한 밤부베베 출산 준비 가이드
카테고리

손수건

제품명

사용기간

* 전제품은 사계절용이며, 여름 전용은 솔솔 참조

필요수량

거즈손수건(오리지널, 디자인)
~만 5세

40~50개

~36개월

20~30개

슈룸 방수 기저귀 커버 (S/M/L)

~26개월

3~4개

속싸개 (크림/달강달강)

~6개월

2개

아기헤아림 (오리지널/똑똑, 반짝, 동글/거즈)

이불패드로
1개
사용 시
~만 7세

배냇저고리 (크림/질라아비/솔솔)

~2개월

엠보손수건
천기저귀
*세트 참조

천기저귀커버
속싸개

겉싸개
*대형 사이즈

사각 기저귀
날개 기저귀

아기모자 (크림/도리도리)
손싸개 (크림/곤지곤지/솔솔)
신생아
의류

3~4벌
2개

~6개월

2개

발싸개 (크림/섬마섬마)

2개

턱받이 (크림/아기편한)

2개

내의 (크림/업비업비)

~24개월

3~4벌

우주복 (크림/지암지암/솔솔)

1벌

바디슈트 (크림/작작궁작작궁/솔솔)

1벌

톡톡 목욕타올 (화이트) / 비치타올

2개

톡톡 엄마편한 목욕타올

1개

톡톡 아기포켓후드타올

1개

타올/목욕용품
톡톡 버블핸드

수유용품

임산부용품

~만 7세

톡톡 세면타올

3개

톡톡 고리타올 / 톡톡 미니타올

5개

엄마턱받이

~만 7세

2개

토닥트림패드(똑똑, 반짝, 동글)

~12개월

2개

수유토시 (똑똑, 반짝, 동글)

~24개월

2개

수유패드-2개 1세트

수유기간

2세트

임산부 팬티라이너 5장

1세트

아랑아랑 아빠티

임신
~출산 후
지속사용

올인원 밤부 침받이 세트-2개 1세트

~24개월

2세트

거즈블랭킷 (똑똑, 반짝, 동글/불아불아)
외출용품

2개

2벌

2개

항균지퍼백 (밑면형 45장/혼합형 50장)

1세트
~만 7세

솜사탕 양면 스카프빕 (손수건빕)

2개

멀티클립

2개

엄마곁에 신생아 이불세트 (낮잠이불겸용)

1세트

아기 스르륵 패드&베개세트

~만 7세

엄마랑 스르륵 패드&베개 세트
침구류

짱구베개

1세트
~6개월

짱구베개 커버

세탁용품

1세트

1개
2~3개

라지방수요 (똑똑, 반짝, 동글)

~36개월

2~3개

미니방수요 (똑똑, 반짝, 동글)

~36개월

2개

무형광 세탁망 (아기사랑5종세트)

1세트
제한없음

촉촉 아기 세탁비누 / 순한 세탁비누
Copyright ⓒ www.bamboo-bebe.com all right reserved

2개

체크 포인트









수유, 이유식 후 입안과 입주변을 청결하게 관리하는데 사용
잦은 사용으로 얇고 부드러운 거즈 원단을 선택하고 다량 준비 필요
기저귀 교체 시 엉덩이를 닦거나 목욕 시 사용, 턱받이나 스카프빕처럼 사용가능
여러 색상으로 구성되어 있어 용도별 구분하여 사용 가능
일회용의 화학물질 걱정없이 아기 피부의 자생력을 키우는 데 도움
청결한 사용을 위해 세탁이 편하고 빠른 건조가 가능한 소재 선택
[사각] 여러 형태로 접어 사용가능, 속싸개, 목욕타올 등 사용 가능
[날개] 접지 않고 바로 사용 가능하며 날개를 펼치면 빠른 건조 가능




















커버는 기저귀를 고정해주는 역할로 아기 개월에 맞게 착용
커버를 크게 사용하는 경우 대소변이 샐 수 있음 (신생아 사이즈 S추천)
방수력, 배와 허벅지 밴딩처리, 안전한 벨크로 필수체크
생후 낯선 환경에서 아기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해 사용
몸전체를 감싸주는 것으로 부드럽고 약간의 신축성 있는 소재 추천
예방접종, 검진 등으로 잦은 외출 시 아기를 바로 감싸 이동하기 편리
외출용 점프슈트처럼 팔과 다리를 끼울 필요가 없어 편함
접기가 편하고 안고 있을 때 놓치지 않도록 손걸이 기능이 있는 것을 선택
아기 머리보호를 위해 후드부분이 잘 고정되는 것을 선택
대형사이즈로 아기 성장 후에도 이불패드로 사용가능
아기가 처음입는 옷으로 부드럽고 땀흡수가 좋은 제품을 준비
신생아기 연약한 피부를 위해 끈형으로 제작된 것을 사용
외출 시 직사광선이나 추운 날 체온 보호를 위해 사용
귀까지 잘 감싸주는 크기와 쉽게 벗겨지지 않도록 끈이 있는 것을 선택
아기가 손톱/발톱으로 얼굴이나 몸을 긁는 것을 방지
물고 빠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전한 소재로 준비
세탁 시 번갈아 사용해야하므로 2개 이상 준비
배냇저고리에 손싸개가 달려있는 경우를 감안하여 수량 준비

















수유, 이유식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며 넉넉한 사이즈로 준비
잦은 사용으로 목부분에 자극이 없도록 부드럽고 가벼운 소재 선택
배냇저고리가 금방 작아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음
상의와 하의가 분리된 내의류가 가장 많이 사용됨
외출, 움직임이 많은 경우 일체형의 우주복, 바디슈트가 편함
기저귀 교체 시 내의류는 바지를 벗겨서 우주복, 바디슈트는 스냅을 풀러서 사용
목욕 후 아기 몸 전체를 감쌀 수 있는 큰 사이즈가 좋음
속싸개, 이불 등 사용도가 높아 화이트, 비치타올(블루&그린) 2가지로 준비
앞치마 형태의 목욕타올로 엄마가 착용하여 옷이 젖는 것을 방지
목욕 후 아기를 빠르고 안전하게 감싸 수 있어 목욕이 서툰 초보엄빠에게 강추
목욕 후 포켓에 손을 넣어 아기 몸 구석구석 꼼꼼히 닦아 줄 수 있음
후드로 아기 머리를 보호할 수 있으며 아기 성장 후 비치타올로 사용 가능
쉽게 벗겨지지 않는 것을 선택하고, 스폰지처럼 부서지거나 곰팡이가 생기는 것은 피함
아빠와 함께 사용하기 위해 큰 사이즈가 좋음
부드러운 타올 소재로 거품이 잘 나는 것을 선택하는것이 좋음




























간단한 세안, 손닦을 때 사용하면 좋음
아기 성장 후 온가족 세면 타올로 사용하기에 좋음
작은 사이즈로 아기 엉덩이 닦아주는 데 사용하거나 접어서 신생아 베개로 사용 가능
고리타올의 경우 고리와 네임택이 있어 어린이집 사용 수건으로 좋음
아기를 안을 때 자주 사용하며 부드럽고 포근한 소재 선택 중요
아기 토와 침으로부터 엄마옷을 보호, 아기 성장 후 세안 시 목에 둘러 사용가능
아기 트름 시 어깨에 걸쳐 사용하며 큰 사이즈로 아빠도 사용가능
직사각형으로 아기 베개커버, 배덮개, 외출 시 깔개로 사용가능
수유 시 엄마팔과 아기 머리가 밀착하며 생기는 땀을 흡수하는데 필요
수유 동안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포근하고 부드러운 소재가 좋음
모유가 새지 않도록 도와주며 하루에 2~3번 정도 교체함 (개인차가 있음)
일회용의 화학성분 걱정없는 안전한 소재로 세탁과 건조가 용이한 것이 좋음
부드러운 촉감을 엄마가 미리 경험해볼 수 있어 임신기 예민해지기 쉬운 피부보호를 위해 좋음
대나무섬유를 사용하여 위생적이고 계속 사용가능해 경제적임
아빠와의 애착형성을 위해 사용하며 손수건, 분유 등을 넣는 주머니가 있는 것이 좋음
임신 중 예민해지기 쉬운 임산부도 미리 구매하여 사용하면 좋음
아기띠 어깨끈 부분을 아기가 자주 빨기 때문에 커버가 필수
뒤보기 시 얼굴을 비비는 가슴팍 커버, 앞보기 시 몸판 윗부분 커버가 동시에 되는 올인원 선택
땀이 많은 아기의 가벼운 이불로 사용하기 좋음
외출 시 유모차 햇빛가리개, 무릎 덥개 등으로 사용
외출 시 아기 용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것으로 인증 확인 후 구매
사이즈별로 구비하여 용도별로 사용하면 편리함
외출 시 찬바람을 막아 목을 보호하는 데 좋음
부드러운 거즈를 사용하여 턱받이로도 사용 가능
노리개, 치발기, 인형 등 아기물건의 분실 방지를 위해 사용
손수건을 걸면 턱받이로 블랭킷을 걸면 외출 시 워머처럼 사용 가능

 포근하고 부드러운 촉감으로 숙면에 도움을 주는 것을 선택
 땀흡수가 잘 되는 소재로 선택
 애착인형이 함께 제공되는 것으로 선택하면 분리불안해소에 도움이 됨










피부가 예민해지는 임산부 시기부터 부드러운 패드와 베개 준비
모유수유 및 수면 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컬러 선택
아기 뒷통수를 예쁘게 잡아주고 숙면에 도움을 줌
땀흡수에 좋은 소재 선택
자주 빨기 힘든 베개를 쾌적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별도 커버 사용
세탁이 용이하면서도 밀리지 않는 베개 사이즈와 딱 맞는 것으로 준비
아기의 소변이 침구에 새는 것을 막는 데 사용
기저귀 교체 시 가장 많이 사용하며 함께 부착된 딸랑이로 아기의 움직임을 줄여 교체가 쉬움
라지사이즈는 실내에서 요 전체를 커버, 미니사이즈는 외출 시 사용






형광증백제로부터 아기 옷과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아기 전용 세탁망 사용
다양한 사이즈를 구비하여 용도별로 사용하면 좋음
손빨래가 많은 아기옷의 경우 유해 성분이 없는 순한 아기 전용 비누로 세탁
모유 자국, 배변, 음식물 등은 아기 세탁비누를 사용하면 쉽게 제거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