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으로 병을 돌려 조입니다. 분말 덩어리가 사라질때까지 
젖병을 흔드십시오.

흐르는 냉수나 찬 물을 받아 
냉각하십시오. 재빨리 젖병을 
식히십시오. 분유의 온도가 
체온이나 실온으로 내려가면 
분유를 수유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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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 용기에 나와 있는 설명에 
따라 적절한 수만큼 퍼 
넣으십시오. 

분말 국자를 캔 안에 넣고 
분말로 채웁니다. 분말을 꾹 
누르지 마십시오. 멸균된 칼로 
여분의 분말을 깎아 내십시오.

멸균된 물에 분말을 
추가하십시오.

4

유아용 분유 분말은 멸균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올바르게 분유를 타지 않으면 박테리아 
감염의 위험이 높습니다. 수유법에 관해 정보에 입각한 의사 결정을 내리는 법은 담당 의사 
및 공중 보건 간호사와 상담하십시오. 중요한 사실이 기재된 조언지 #1을 참조하십시오.

비누와 물로 손과 부엌 
카운터를 닦으십시오.

살균시킨 모든 수유 도구 준비 
완료 (조언지 #2 참조).

물 멸균하기 

물을 2분간 끓이십시오. 어떤 
종류의 물이 안전한지 조언지 
#2를 참조하십시오. 

섭씨 70도 이상의 온도의 물로 
분유를 조제하십시오 (끓인 물 
1리터는 30분 후 섭씨 70도로 
식습니다).

건강한 아기의 경우 즉각 분유 
수유를 하는 한, 상온으로 식힌 
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캔 용기에 나와 있는 
유통기한을 확인하십시오.

살균된 젖병에 멸균된 물을 
필요한 만큼 붓습니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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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살균된 집게로 젖꼭지, 캡 및 
링을 집어 병에 끼웁니다.

섭씨  
70도  
이상

매번 수유 시 신선한 병을 준비하고 즉시 수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따뜻하거나 뜨거운 물로 
젖병에 분유를 탄 경우 흐르는 냉수나 찬 물을 받아 
냉각하십시오. 젖병을 식힌 후 냉장고에 보관하고 
24시간 이내에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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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간 후

아기의 수유 징후에 따라 
수유하십시오 (조언지  
#6 참조).

아기가 남긴 액상 분유는  
2시간 후 버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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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아기를 위한 분말 분유 준비법#5

2019

1

조언지

2 분

아기 수유법 및 시기에 대한  

정보는 다음을 보십시오.

•  소책자 유아 조제 분유  
16 ~ 20쪽: 알아야 할 사항.

• 조언지 #6.

유아용 조제 분유는 리콜  

조치 될 수 있습니다.  

리콜 정보는 캐나다 보건국 웹 사이트  
www.healthycanadians.gc.ca/recall-alert-rappel-
avis/index-eng.php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원 단체:

테리아

(Korean)

https://resources.beststart.org/wp-content/uploads/2019/08/B43-KO.pdf
https://resources.beststart.org/wp-content/uploads/2019/08/B44-KO.pdf
https://resources.beststart.org/wp-content/uploads/2019/08/B44-KO.pdf
https://resources.beststart.org/wp-content/uploads/2019/08/B44-KO.pdf
https://resources.beststart.org/wp-content/uploads/2019/06/B48-KO.pdf
https://resources.beststart.org/wp-content/uploads/2019/06/B48-KO.pdf
https://resources.beststart.org/wp-content/uploads/2019/06/B48-KO.pdf
https://resources.beststart.org/wp-content/uploads/2018/12/B19-KO-1.pdf
https://resources.beststart.org/wp-content/uploads/2018/12/B19-KO-1.pdf
http://www.healthycanadians.gc.ca/recall-alert-rappel-avis/index-eng.php
http://www.healthycanadians.gc.ca/recall-alert-rappel-avis/index-eng.ph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