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유 가이드라인

첫 해에는 모유를 먹이거나 철분이 있는 분유를 
먹여 주세요. 첫 6개월 동안에는 모유나 분유가 
제게 필요한 유일한 음식이에요. 

출생부터 생후 4개월까지

하루 24동안 8회~12회 정도 먹고 싶어요. 한 
번에 약 2온스(113g)~3온스(170g) 정도 먹을 
수 있어요.

생후 4개월에서 6개월까지

하루 24동안 6회~8회 정도 먹고 싶어요. 한 
번에 약 4온스(113g)~6온스(170g) 정도 먹을 
수 있어요.

몸과 마음, 정신 모두 튼튼하게 자라고 싶어요. 이렇게 해주면 가장 잘 
자랍니다.

• 저를 들어 안아주세요.

• 웃으며 제게 말을 걸어 주세요.

• 표정과 몸짓으로 "말할" 때 제게 귀 기울여 주세요.

이렇게 도와주세요.

모유가 최고!  
제게는 모유가 완전 식품이에요. 모유에는 제게 필요한 영양소가 아주 
알맞게 들어있어요. 모유는 제 식욕에 따라, 그리고 성장함에 따라 
바뀌어요. 모유는 출생 후 저를 더 빨리 회복하게 도와주고 병에 걸리지 
않게 해줘요.

포만감을 표시할 때까지 수유해 주세요.  
빨기를 멈추고 젖꼭지를 놓으면 배가 부른 거예요. 제가 느긋하고 졸린 
듯이 보일 거예요. 그만 먹고 싶은지는 제가 정할래요. 배가 부른데도 
계속 먹이려고 하면 찡그리고, 몸을 꼬고 발로 찰 거예요.

영양분과 사랑으로... 올바르게 수유해 주세요.

급성장할 때 더 많이 먹어요.
모유를 먹을 경우, 더 오래 또는 더 자주 먹어야 해요. 제가 필요한 만큼 
엄마의 몸도 더 많은 모유를 만들게 돼요. 분유를 먹을 경우, 한 병을 다 
마신 후에도 배고프다는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급성장기에 분유를 모두 
마시고도 계속 배고프다는 행동을 하면 1온스(28g)나 2온스(57g) 정도 
더 주세요.

충분히 먹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루에 6개 이상의 기저귀를 갈게 되면, 제 몸무게가 늘고 잘 자라고 
있다고 의사가 말할 거예요.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살펴 주세요.

• 젖병을 사용하여 수유하는 경우, 젖병에는 짜낸 모유나 분유만 
넣으세요. 저는 물이나 주스를 마실 필요가 없어요. 필요한 수분은 
모두 모유나 분유에서 얻을 수 있으니까요. 달콤한 음료나 탄산음료는 
제게 주지 마세요.

• 수유하거나 제 음식을 만들기 전에 손을 씻어 주세요.

• 분유 라벨에 써 있거나 의사가 지시한 혼합 비율을 따라 주세요. 

• 젖병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데우지 마세요. 액체가 고르지 않게 
가열되어 입에 화상을 입을 수 있어요.

• 분유를 넣은 젖병은 즉시 사용하세요. 

• 수유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나면 젖병에   
남은 분유를 버리세요. 

제 배가 음식에 적응해야 해요. 그래서 배변할 때 게우거나 가스가 
찰 수 있고 끙끙거리고 얼굴이 붉어질 수도 있어요. 그건 아픈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은 제가 자라면서 없어질 거예요.

• 먹을 때 차분해지면 덜 게우고 배가 차면 그만 먹어요.

• 먹을 때 저는 공기도 삼켜요. 공기를 너무 많이 삼키면 트림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트림을 시키려면 그만 먹을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가슴이나 무릎 부분에 제 배를 대 주세요. 가볍게 제 등을 
두드리거나 쓰다듬어 주세요.

• 하루에 1회 이상 배변을 할 거예요. 가끔은 하루나 이틀 정도 
배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변비는 아니에요. 
변비는 대변이 건조하고 딱딱해지는 거라서 배변할 때 아파  
울게 돼요.

게우기...가스...지저분한 기저귀

언제 새로운 음식을 먹을 수 있나요?
저는 모유나 분유를 먹을 때 가장 잘 자라요. 생후 6개월 정도까지는 
다른 음식은 주지 마세요. 제가 새로운 음식을 먹어도 되는지 의사와 
상담하세요. 

새 음식을 먹으려면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해요.

• 앉아서 고개를 잘 들 수 있어요.

• 입을 벌리고 숟가락을 가져가서 먹고 싶다고 표현해요.

• 입을 다물거나 고개를 다른 쪽으로 돌려서 먹고 싶지   
않다는 표현을 해요.

베이비 캐리어나 유아용 좌석에 저를 두지 마세요. 바닥의 담요 
위에 두세요. 제가 기지개를 켜고 발로 차고 팔을 움직이는 
모습을 살펴 보세요. 그렇게 해서 몸을 튼튼하게 만들어요. 

배가 바닥에 닿도록 뒤집어 주세요. 팔로 스스로 몸을 일으키는 
법을 배울 거예요. 저는 뒤집기를 배울 거예요.

저랑 놀아 주세요!저는 당신의 아기예요. 당신은 제게 최고를 주고 싶어 해요.

주의! 꿀을 먹이거나 꿀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이지 마세요! 
심한 식중독에 걸릴 수 있어요.



제가 무얼 할 수 있는지 보세요!

• 건강하려면 건강검진을 받고 주사를 맞아야 해요. 생후 며칠 후, 
그리고 한 달 이내에, 그 다음에는 생후 2개월, 4개월, 6개월에 
병원에 가야 해요.

• 모유 수유를 할 경우 비타민 D 보충제가 필요한지 의사에게 
물어보세요. 생후 6개월이 되면 철분에 대해서도 물어보세요.

• 먹고 난 후 제 입을 깨끗하게 닦아 주세요. 깨끗하고 부드러운 젖은 
천으로 묻은 걸 닦아 주세요.

• 잘 때는 등을 바닥에 대고 눕혀 주세요. 단단한 매트리스를 사용해 
주세요. 베개, 퀼트, 장난감은 침대 바깥에 두세요. 담요나 장난감, 
베개가 제 입을 덮으면 질식할 수 있어요.

• 담배나 다른 모든 연기가 제게 오지 못하게 해 주세요. 연기는 폐를 
상하게 해서 제가 병이 날 수 있어요.

• 목욕시킬 때나 옷 갈아 입힐 때 저를 혼자 두지 마세요.

• 자동차에 탈 때는 유아용 카시트에 앉히고 버클로 잠가 주세요. 
이건 법 규정이에요! 제 시트는 자동차 뒷좌석에 뒤를 향하도록 
설치해 주세요.

건강과 안전 수칙

수유할 때 안아 주세요. 안겨 있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거든요. 제 
얼굴과 눈을 바라보세요. 마주 보는 걸 배울 거예요. 얼굴을 마주 보는 
걸 좋아해요. 웃고 속삭이는 걸 배울 거예요. 

가끔은 배가 부르지 않아도 잠시 쉬었다가 다시 먹어요. 그냥 쉬고 
싶거나 당신과 특별한 시간을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입에 젖을 물고 잠들면 숨이 막히거나 귀앓이를 할 수 있어요.

손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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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관은 평등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워싱턴 주 WIC 영양 보충 프로그램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해, 요청에 따라 이 문서를 다른 형식으로도 제공합니다.  
요청하려면 1-800-841-1410 (TDD/TTY 711)로 전화 주십시오.

저는 당신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배울 준비가 되어 있어요. 행복하고, 사랑받고, 안전하다고 
느낄 때 가장 잘 배워요.

출생부터 생후 3개월까지
제게는 세상이 낯설어요. 무서울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많이 울어요. 
우는 건 당신이 필요하다고 제 방식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제게 오면 울기를 멈추고 진정이 돼요. 당신이 보살펴 준다는 걸 알게 
돼요. 안아 준다고 응석받이가 되는 건 아니에요.

낮과 밤이 어떤 것인지 배워야 해요. 처음에는 2~3시간 자고, 
깨어나서 먹고 다시 잠이 들어요. 밤에 계속 잠자는 걸 배우는 데 3
개월 이상 걸릴 수 있어요. 제가 배우고 있을 때 너무 조급해 하지 
마세요. 저는 당신 목소리를 알아요. 당신을 보고, 당신이 하는 걸 
배우는 게 좋아요. 제게 물건들을 보여주고, 그것에 대해 말해 주세요.

생후 4개월에서 6개월까지
저는 일상에 적응하기 시작해요. 밤에 길게 잠잘 수 있어요. 튼튼해지고 
활동적이 돼요. 

고개를 들 수 있어요. 손으로 물건을 집어 들고 입에 가져갈 수 있어요. 
숨이 막히지는 않는지 제게서 눈길을 떼지 마세요. 제 이름을 말하면 
알아들어요. 옹알이를 해요. 소리 내어 웃을 수 있어요. 까꿍놀이나 
손바닥치기 놀이를 해 주세요.   
제게 책을 읽어 주세요.   
그림이나 사진을   
보여주고 그것이   
무엇인지 말해 주세요.

건강수 유
성 장 

삶

0-6 개월

최초 6개월에 대한 조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