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작
q 모유 펌프 키트를 사용하여 펌핑하기 전 손을 먼저 씻으십시오.

q 병과 펌핑 용품들을 뜨거운 비눗물이나 식기세척기로 세척하십시오. 펌프에 대한 세척 
안내를 따르십시오.

q 모유를 깨끗한 유리 또는 BPA 소재가 없는 플라스틱 병(밀폐 뚜껑이 있는)에 
보관하십시오.

펌핑을 마친 후
q 용기에 날짜를 표기하십시오.

q 탁아시설에 모유를 맡기는 경우, 아기 이름을 표기하십시오. 이 모유 보관 안내서를 
탁아시설 및 아기를 돌보는 사람에게 제공하십시오.

q 모유를 펌프한 후 냉장 보관하거나 시원하게 두십시오.

q 모유는 냉장고 문쪽이 아니라 안쪽 깊숙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q 펌핑한 모유를 가지고 짧은 거리를 이동할 경우, 얼음이나 얼린 쿨러 팩이 들어 있는 보냉 
쿨러 백에 용기를 넣으십시오.

모유를 얼리는 방법
q 모유는 약 2-4 온스 정도의 소량 단위로 얼리십시오.

q 모유가 얼면 팽창하므로 용기 상단에 1인치 정도 여유를 남기십시오.

q 모유를 냉동고의 안쪽 깊숙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냉동고 문의 선반에 보관하지 마십시오.

q 방금 펌핑한 모유를 얼리려 한다면, 먼저 식히십시오.

모유를 해동하는 방법
q 가장 오래된 모유부터 해동하십시오.

q 냉장고에서 밤새 또는 따뜻한 흐르는 물로, 또는 따뜻한 물이 담긴 용기에서 
해동하십시오.

q 따뜻한 물로 해동한 모유는 1시간 이내에 사용하십시오.

q 냉장고에서 해동한 모유는 1일(24시간) 이내에 사용하십시오.

q 해동한 모유는 절대 다시 얼리지 마십시오.

보관된 모유 먹이기
q 용기를 천천히 돌려서 모유를 섞습니다. 모유가 분리되는 것은 정상입니다.

q 모유를 절대 전자렌지에 데우지 마십시오. 전자레인지를 사용할 경우 영양소가 파괴되고, 
뜨거운 부분이 생겨 아기의 입에 화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q 모유는 데울 필요가 없습니다. 모유는 상온이나 차갑게 해서 먹여도 괜찮습니다.

q 모유를 따뜻하게 해서 먹이고 싶으면, 따뜻한 물그릇에 병을 넣거나 따뜻한 흐르는 물에 
두십시오. 일부를 손목에 떨어뜨려 모유의 온도를 테스트하십시오. 살짝 따뜻해야 합니다.

q 아기에게 다 먹인 후 1-2시간 이내에 병에 남은 모유를 버리십시오.

모유 펌핑, 보관  및  수유하기

* BPA 소재가 없는 병에 관해서는 WIC 직원이나 보건부에 문의하십시오.

주
얼린 모유를 보관하는 데 BPA 
소재가 없는 플라스틱이나 유리 
용기를 권장합니다. 이러한 
용기에서는 모유가 손상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단기 보관을 
위해서는 특별한 모유 보관 백을 

사용하십시오.

힘내세요!



DOH 961-1136  October 2017  Korean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이 문서를 다른 형태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요청을 제출하려면, 1-800-841-1410 (TDD/TTY 711)으로 전화하세요.

건강한 만삭 아기들을 위한 WIC 모유 보관 안내

아기가 아프거나 조산한 경우 의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이 안내서는 가정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기를 위해 
엄마가 펌핑한 모유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