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장 이상적인 젖병은?

분유를 수유할 때

준비 단계

젖병과 젖꼭지를 청결하게 합니다

• 젖병, 젖꼭지 및 링을 뜨거운 비눗물에 
담가서 젖병 솔로 닦아 냅니다. 잘 헹굽니다. 

3개월 된 영아:

3개월 된 영아:

• 젖병, 젖꼭지 및 링을 씻은 다음 끓는 물에 5
분 동안 담구거나 식기 세척기의 상단 랙에 
넣어서 세척합니다. 세척 후 식힙니다. 

• 차가운 수돗물이나 병에 들어 있는 물을 사용합니다. 
뜨거운 수돗물에는 납 성분이 함유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물을 1분만 끓입니다. 실온에서 식힙니다.

분유를 섞을 때 안전한 물을 사용하십시오

다음 두 타입이 가장 이상적인 젖병입니다.

• 유리 재질
• 말랑말랑하고 우유빛이 도는 

플라스틱 재질(폴리에틸렌 
또는 폴리프로필렌 재질)

젖병 바닥에 7이나 “PC”(폴리카보네이트)라고 표시된 투명하고 
딱딱한 젖병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낡고 흠집이 생긴 젖병은 
버리십시오.

수유량

아기의 위는 매우 작습니다(아기 주먹 크기 정도). 따라서 소량을 
자주 수유해야 합니다.

• 억지로 끝까지 먹여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위에 탈이 나거나 토하거나 살이 찔 수 
있습니다.

• 아기가 배가 부르면 젖병 빨기를 멈추고 
고개를 돌리거나 잠에 빠집니다.

• 분유를 약간 게우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매번 많은 양의 분유를 게울 경우, 
담당 의사나 WIC 상담가에게 알려 주십시오.

매 회 수유할 양:
0 ~ 2개월:��…………………………… 2 ~ 3 온스
2 ~ 4개월:��…………………………… 3 ~ 4 온스
4 ~ 6개월:��……………………………  4 ~ 6 온스
6 ~ 8개월:��……………………………  6 ~ 8 온스
8 ~ 12개월:��…………………………… 4 ~ 6 온스

아기는 매 회 동일한 양을 먹지는 않습니다.

WIC는 아기에게 필요한 정량을 모두 제공하지는 않으며 특히 6개월 이상 된 
아기의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 자료는 특별한 분유나 치료목적의 분유가 
아닌 일반 분유를 먹는 건강한 정상아에게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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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병을 괴어 놓지 마십시오!

수유하는 방법분유를 섞는 방법

먼저 손을 씻습니다. 분유 깡통 따개가 깨끗한지 확인합니다.

분말 분유

분유 캔을 따기 전에 캔과 플라스틱 뚜껑을 
행주로 닦고 말립니다.
물의 양을 재서 젖병에 먼저 붓습니다. 젖병에 
물 2온스를 부을 때마다 분말 분유를 측량 
스푼(포장되지 않은) 1단계씩 첨가합니다.

젖병을 천천히 흔들거나 저어 줍니다.
수유를 시작하기 전에 분말을 잘 섞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기를 몸에 밀착시킵니다

아기의 상태를 
쾌적하게 해주십시오

• 수유하는 내내 아기를 몸에 밀착시킵니다. 
아기에게는 애정과 스킨십 그리고 관심이 
필요합니다.

• 아기가 젖병을 혼자 잡을 수 있게 되더라도 
아기를 안고 있습니다. 

• 뜨거운 물이 담긴 그릇에 젖병을 담가서 
데운 다음 흔들어 줍니다. 전자 레인지에 
데우지 마십시오! 뜨거운 알갱이가 생겨서 
아기의 입이 데일 수 있습니다.

• 젖꼭지 구멍 크기가 올바른지 

확인하십시오. 젖병을 거꾸로 들었을 때 

일 초당 한 방울 정도 떨어져야 합니다.

• 아기에게 가장 잘 맞는 젖병이나 

젖꼭지를 찾아내야 합니다.

• 아기의 머리가 가슴보다 위로 가도록 
안아야 합니다. 젖꼭지에 우유가 닿도록 
젖병을 기울여야 합니다. 아기가 잠깐씩 
쉬어 가면서 젖병을 빨도록 합니다.

• 수유가 끝날 때마다 트림이 나오게 
합니다. 이렇게 해야 젖병을 빠는 동안 
들이 마신 공기가 빠져 나오게 됩니다.

• 아기를 침대에 누이고 젖병을 받쳐 놓거나 
아기가 혼자 젖병을 빨게 두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아기가 질식하거나 귀에 염증이 
생기거나 치아가 썩을 수 있습니다.

농축 분유

분유 캔을 따기 전에 캔을 흔들어 준 다음 
행주로 닦고 말립니다.
캔의 내용물을 깨끗한 용기에 붓습니다.

캔에 물을 채운 다음 용기에 마저 부어 줍니다.

잘 섞은 다음 젖병에 붓습니다. 
또는 동일한 양의 농축 분유와 물을 젖병에 
넣고 섞어도 됩니다. 

주의:
분유와 동일한 양의 물을 넣으십시오! 물 양이 너무 
많거나 너무 적으면 아기에게 위험합니다! 아기가 
심하게 아프거나 제대로 자라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분유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

• 분말 분유의 경우 서늘하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합니다. 농축 

분유의 경우 혼합한 다음 냉장고에 보관합니다.

• 분유를 섞은 다음 곧바로 수유하거나 냉장 보관합니다. 혼합한 

다음 24시간이 경과한 경우 버립니다.

• 분유를 실온에 1시간 이상 두어서는 안됩니다. 수유한 다음 

젖병에 남은 우유는 버립니다.

• 젖병에는 분유나 모유만 넣으십시오. 시리얼, 이유식, 꿀, 주스 

또는 기타 액상 음료를 젖병에 넣으면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