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리콜: Abbott 사는 Similac 분말 아기 분유의 리콜을 발표했습니다.
•

Similac 분말 - Advance, Total Comfort, Sensitive, Spit Up

•

Alimentum 분말

리콜 대상에 해당하는 아기 분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로트 번호가 22-37 로 시작하는 제품, 및

•

K8, SH 또는 Z2(이미지 참조) 코드가 포함된 제품, 및

•

유효기간이 2022 년 4 월 또는 그 이후인 제품

분유 로트 번호는 similacrecall.com 에서 확인하세요.
•

리콜 대상 분유를 절대 아기에게 주지 마세요.

•

모든 리콜 대상 분유 캔에 'Do Not Use(사용 불가)'라고 표시하세요. 자세한 아기 분유 교환
또는 대체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안내를 참조하세요.

WIC 분유 옵션
•

유아용 분유 임시 선택 목록 – 사진 포함 유인물(22/03/10) (PDF)

가정에 구입해 둔 리콜 대상 아기 분유를 교환하는 방법:
1. 매장 - 매장으로 반품하기
o

매장마다 제공할 수 있는 대안이 다릅니다.

o

일부 매장의 경우 리콜 대상 아기 분유를 회수하고 교환해주거나, 매장 크레딧 또는
환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매장 크레딧이나 환불금으로
원하는 아기 분유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o

매장에서 아기 분유를 교환해 주지 않을 경우 다음 2 번과 3 번 내용을 참조하세요.

2. Similac 분유 제조사(Abbott) - Abbott 사에 리콜 대상 분유 반품하기
가지고 있는 리콜 대상 아기 분유를 Abbott 사에 직접 반품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www.SimilacRecall.com 또는 전화 1-800-986-8540번으로 신청하세요.
• 웹사이트를 이용할 경우에는 페이지 하단으로 스크롤다운하여 'Check Lot
Number(로트 번호 확인)'를 클릭하세요.
• 리콜 대상 분유 캔의 바닥 부분에 적힌 로트 번호를 입력하세요.
• 리콜 대상 분유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로트 번호가 리콜 대상임을 명시한 드롭다운
양식이 표시됩니다.
• 해당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세요.
• 'Abbott received the return request and to watch your email for a link to get the unique
return label(Abbott 사에 반품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보내드린 이메일에서 고유
반품 라벨을 받을 수 있는 링크를 확인하세요.)'이라고 적힌 팝업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 해당되는 아기 분유를 상자에 포장한 뒤 받은 라벨을 부착하여 이메일에서 제공된
지침에 따라 Abbott 사로 우편 발송하시면 됩니다.
• 체크로 환불 받기까지 최대 4주가 소요됩니다. 해당 환불금으로 무엇이든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WIC 아기 분유 혜택 대체 또는 변경 방법:

1. WIC 클리닉 - 아기 분유 혜택 대체 또는 변경을 위해 WIC 클리닉에 전화로 요청
o

매장에서 구입 가능한 Women, Infants & Children(WIC, 여성, 영아 & 아동) 아기
분유를 확인하세요.

o

필요한 경우 클리닉에 전화해 아기 분유 혜택을 대체하거나 변경하세요.

2. WIC 주 사무소 - 클리닉에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 시부터 오후
5 시 사이에 주 사무소에 전화 1-800-841-1410 번으로 요청
자원:
•

기본 식품 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SNAP,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 및 푸드 뱅크 - ParentHelp123 웹페이지 또는 전화 1-800-322-2588

본 기관은 균등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워싱턴 WIC 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본 문서를 다른 형식으로 요청하려면, 1-800-841-1410 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청각 또는 난청
장애인 고객의 경우, 전화 711(Washington Relay) 또는 이메일(WIC@doh.wa.gov)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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