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 8oz 의 분유 준비 방법:

1일 및 2일차 3일 및 4일차 5일 및 6일차 7일차

분말 분유
캔 크기에 따라 다음 단계를 
진행하려면 새로운 분유가  
6~10캔 정도 필요합니다.

혼합
물 8oz

+
이전 분유 3 숟가락 

+ 
새로운 분유 1 숟가락

혼합
물 8oz

+
이전 분유 2 숟가락 

+ 
새로운 분유 2 숟가락

혼합
물 8oz

+
이전 분유 1 숟가락  

+ 
새로운 분유 3 숟가락 

새로운 분유 
캔에 적힌 

지침을 따라 
분유를 

준비하세요. 

액상 농축 분유
다음 단계를 진행하려면 캔 크기에 

따라 새로운 분유가 1~2캔 정도 
필요합니다.

새로운 분유 용기에 제공되는 계량 
스푼을 사용하세요.

혼합
물 4oz

+
이전 분유 3oz 

+ 
새로운 분유 1oz 

혼합
물 4oz

+
이전 분유 2oz 

+ 
새로운 분유 2oz

혼합
물 4oz

+
이전 분유 1oz

+ 
새로운 분유 3oz

새로운 분유 
캔에 적힌 

지침을 따라 
분유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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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를 다른 형식으로 요청하려면 
1-800-841-1410로 전화하십시오. 청각 장애가 
있는 고객은 전화 711(Washington Relay) 또는 
이메일 WIC@doh.wa.gov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영아 분유 바꾸기

1 새로운 분유 수유
영아에게 새로운 분유를 수유해 보고 잘 먹는지 확인합니다. 이전에 
새로운 분유를 시도했지만 잘 먹지 않았던 경우 해당 분유를 다시 
수유해 보세요. 아기가 성장하면서 미각도 변합니다.

2 순차적으로 새로운 분유 혼합 수유
처음에는 현재 먹이는 분유에 새로운 분유를 소량 첨가합니다. 
매일 새로운 분유의 첨가량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아기가 다른 맛에 
익숙해지도록 합니다. 일주일 후면 아기는 새로운 분유에 익숙해질 
것입니다. 새로운 분유를 순차적으로 수유하려면 아래 지침을 따르세요.

대부분의 건강한 영아는 
어떤 분유든 먹을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 표준 분유에서 다른 표준 분유로 변경하는 
경우 더욱 빠르게 바꿀 수 있습니다. 

 • 1~3일 동안 두 가지 분유를 50 대 50으로 
혼합해서 먹입니다.

 • 분유를 바꾸는 데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유 바꾸기 단계를 따르세요. 

 • 다음 단계는 영아가 치료 분유에서 다른 
분유로 바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질문이나 우려 사항은 Special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WIC, 여성, 영아 및 아동을 
위한 특별 보충영양 프로) 직원에게 
문의하세요. 

준비 후
준비된 분유 보관 방법:
 • 이 지침을 따르면  아기의 1회 수유량보다 
많은 분유를 만들게 됩니다. 먹이기 전에 
준비된 분유를 2~4oz 젖병에 소분해 
둡니다. 

 • 준비된 분말 분유는 냉장고에 최대  
24시간까지 보관할 수 있습니다.

 • 준비된 농축 또는 액상 분유는 냉장고에 
최대 48시간까지 보관할 수 있습니다.

분유 바꾸기 단계: 

또는

961-149-WIC-Formula-Chang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