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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량도 중요합니다!

l 변비, 설사, 복통과 토함
l 천식, 알레르기 및 습진
l 귀 감염, 감기 및 폐렴
l	SIDS(영아 돌연사 증후군)
l	비만 및 당뇨병

l	어린이 암

l	빠른 임신 체중 감량
l	암과 당뇨병로 부터 보호 증가
l 비용 절감; 연간 분유비 1,500 불
l	산후 우울증 위험성 감소
l	출산 후 빠른 회복
l 분유 준비나 병 세척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

문에 시간 절약

질문과 답
질문: 왜 윅은 분유를 제공합니까?

답: 윅은 모유 수유를 권장하지만 필요하면 분유
를 제공합니다. 윅은 모유가 아기에게 가장 좋
은 음식이라는 것을 알고있고 당신의 모유 수
유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모
유 수유를 하는 엄마와 아기는 매달 윅으로 

부터 더 많은 식품들을 제공받습니다.

질문: 모유와 분유를 같이 먹일 경우 아기가 둘 
다의 최고의 이점을 섭취할 수 있습니까? 

답: 모유에 아기가 튼튼하고 건강하게(그래프를 
보고 비교) 도와주는 성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유는 아기가 아프지 않도록 
예방하는 면역 보호 성분이 없습니다. 또한, 
분유를 추가하게 되면 아기에게 모유 적게 

먹이게 되어 젖량이 감소되게 될 것입니다. 

질문: 퇴원할 때 분유를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

까?

답: 분유 회사는 무료 샘플을 제공하여 여성들

이 자신들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장려하게 하

기위한 것입니다.  모유 수유를 하기 때문에 

분유가 필요하지 않다고 병원에게 알려주십시

요.

모유 수유를 하는 아기는 더 적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유 수유를 하는 엄마는:

미국 학회 소아과는 
l	아기는 생후 6개월 까지는 모유만 먹어야 하고 1살 까지 또는 

1살 이상은 모유와 함께 적절한 단단한 음식을 섭취하도록 권
장합니다.

l	아기는 생 후 즉시 엄마와 피부 접촉을 해야합니다. 모유 수유 

시작에 도움이 됩니다. 

h e a l t h . m o . g o v / w i c

는 중요합니다

모유는 아기에게 필요한 좋은 것들이 있는 
완벽한 음식입니다.

분유 수유는 돈이 들어갑니다. 
윅(WIC)은 보충 식품 프로그
램이고 아기가 필요한 모든 분
유를 제공하지않습니다. 실제 
분유 비용은 아기의 건강비용, 
의사와 아기에 대해 이야기 하
는 비용, 그리고 일로 부터 떨
어져 아픈 아기와 함께 보내는 
시간비용 입니다.

분유는 가격은 무엇인가요?

모유

  분유

Minerals
Prebiotics *
Probiotics *

Vitamins

Fat

DHA/ARA

Carbohydrates

Protein

Water

Enzymes
Growth Factors

Prebiotics
Probiotics

Anti-Cancer (HAMLET)

Disease Fighting

Stem Cells

모든 분유는 생균제와 프
리바이오틱을 포함하지 않
습니다. 
그래픽은 켈리포니아 주 윅 
프로그램에 의해 개발되었
습니다.

모유 수유

항체

항암제(햄릿)

성장 인자

효소

질병과 싸우는 줄기 세포

호르몬

항 바이러스

항 알레르기

항 기생충

생균제

프리바이오틱스

미네랄

비타민

지방

DHA/ARA

탄수화물

단백질

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