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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영양 관련 질문(출생부터 4 개월까지) 
 
 

  
 

  

 

 
  
 다음 질문에 대한 답에 동그라미하거나 답변을 기재해 주십시오. 

 

1.  아기에게 모유를 수유하는 경우, 
 

     24 시간 동안(밤낮 구분 없이) 몇 차례 수유하십니까?           

     아기가 한 번에 모유를 먹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모유 수유는 잘 되는 편입니까?     (잘 되지 않는다) 1            2        3  4          5 (잘 된다) 

     집에 분유가 있습니까?          예     아니요  

 

2. 아기에게 분유를 수유하는 경우, 

     아기가 먹는 분유 브랜드는 무엇입니까?            

     어떤 종류입니까?              분말  액상   농축       

     분유를 어떻게 타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한 번에 분유를 몇 온스씩 만드십니까?            

     아기가 한 번에 먹는 분유는 몇 온스 입니까?           

     24 시간 동안 분유를 몇 차례 수유 하셨습니까?           

     분유 수유는 잘 되는 편입니까?    (잘 되지 않는다)  1  2     3  4          5 (잘 된다) 

3.   아기가 분유병을 사용하는 경우, 

     아기가 주로 마시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침대         유모차         자동차 시트       누군가의 팔에 안겨서       유아용 의자           

     기타                

  

     다음 중 아기가 분유병으로 무엇을 마십니까? 

     아무것도 안 마심   미음      모유  

     시리얼    주스      소다 

     분유     레모네이드     커피 

     물     게토레이     차 

     설탕물    쿨에이드 또는 펀치    만자니야/캐모마일 차 

     꿀물     Jello 물      페디알레이트 

     카로 시럽을 탄 물   우유(무지방, 저지방, 전유, 저유당)  기타     
 
           

                        뒷장으로  

 

 

 

 

 

 

 

 

For Staff Use Only: 

Date:      WIC Staff Name:                 
 

WIC I.D. #:        Baby’s:   Length_____________________ Weight     
 

Immunization Assessment:  

DTaP doses needed by this age:                       Check (√) current IZ status below for all infants: 

3 mo. 5 mo.  
__UTD __Not UTD (Ref. & Ed. given) __No IZ Card __N/A 

1 2  
 

If baby was enrolled by phone, update ‘Presence at certification’ in ISIS _____Completed  _____N/A  

 

아기 이름:  
 

 

 

생년월일: 

엄마의 나이: 19 세 이하  20 세 이상 
 

 

본 서류를 작성하신 분의 성함을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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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중 아기가 먹는 음식은?   
 

      아직 음식 안 먹음                                        육류     유아용 후식 
 

      유아용 시리얼: 쌀, 귀리, 보리 또는 혼합          계란 노른자            기타    
  

      야채/육류 식사                                  계란 흰자            
    

      야채                                         계란        
 

      과일    

5. 아기의 다음 예약은 언제입니까?             
 

6. 다음 중 아기에게 투여하는 의약품은?      없음           비타민            불소            철분제    
         

    약           기타              
 

7.  아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질환은?     없음         알레르기           변비           설사           배앓이     
                   

     기타                
 

8.  지난 24시간 동안 (밤낮 구분 없이) 아기의 소변 기저귀를 몇 차례 갈았습니까?      
  

 대변 기저귀는 몇 차례 갈았습니까?            
 

9. 아기의 대변 상태에 해당하는 것에 동그라미 하십시오.    
 

      되직함        단단함 & 딱딱함                  부드러움                   묽직함          기타      
 

10. 아기가 언제 먹으려고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기가 언제 배가 부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1. 아기가 빨거나 삼키는 데 어려움을 보입니까? (먹이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예               아니요 
 

12. 아기가 너무 많이 울어서 걱정입니까?                예              아니요 
 

13.  아기가 충분히 자지 않거나 너무 많이 자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까?              예              아니요 
 

14. 집에서 귀하를 도와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15. 오늘 WIC 상담자와 이야기하고 싶은 영양 및 건강 문제는 무엇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