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 내지 6 개월

●

미국소아과학회는 최초 6개월 동안은 오직 모유만 먹이며 최소한 12개월 이상은 계속 모유를 먹이도록 권장합니다.

과일

야채

100% 주스

곡물 제품

모유 또는 철분
보강 영아 포물러

식품

6 내지 8 개월

8 내지 12 개월

모유 먹이기: 3-5+회 먹이기		

모유 먹이기: 3-4회 먹이기

포물러: 24-32 온스			

포물러: 24-32 온스, 컵으로 제공

아기들은 첫 해에 모유나 철분 보강 영아 포물러를 필요로 합니다.
병은 모유, 포물러 또는 물 전용입니다.
철분 보강 영아 시리얼 또는
영양 첨가 핫 시리얼
(4-6 테이블스푼)
마른 토스트, 작은 크래커 조각
또는 마른 시리얼

철분 보강 영아 시리얼 또는 영양
첨가 핫 시리얼 (4-6 테이블스푼)
빵, 국수, 으깬 쌀, 옥수수 죽 또는
부드러운 토르티야 조각

쌀, 보리 또는 오트밀과 같은 단일 곡물 시리얼을 먹이십시오.
8개월까지는 밀 시리얼을 피하십시오.
100% 살균 과일 또는 야채
주스(최대 4 온스)

100% 살균 과일 또는 야채
주스(최대 4 온스)

주스는 컵으로만 주십시오! 주스 대신에 과일을 통해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WIC는 6개월에 주스 대신에 가게에서 구입한
영아 과일을 제공합니다.
호박, 완두콩, 껍질콩, 당근, 시금치,
고구마 및 브로콜리 등과 같은
가게에서 구입한 영아 채소 또는
물기를 빼거나 퓌레로 만든 요리한
야채(3-4 테이블스푼)

양념을 첨가하지 않고
요리하거나 으깨거나 한 입
크기의 부드러운 조각으로 잘게
다진 야채(3-4 테이블스푼)

바나나, 사과 소스, 복숭아
또는 배 등과 같은 으깬 신선한
과일이나 퓌레로 만든 과일
또는 가게에서 구입한 영아
과일(3-4 테이블스푼)

바나나, 배, 복숭아 및 멜론 등과
같은 물이나 주스에 저장된
통조림 과일 또는 껍질을 벗겨
으깨거나 한 입 크기의 부드러운
조각으로 잘게 다진 신선한
과일(3-4 테이블스푼)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

과일 후식을 피하십시오. 과일에서 씨를 제거하십시오.
잘 조리하고, 양념하지 않은,
거르거나 퓨레로 만들거나
가게에서 구입한 영아 육류 또는
가금류 (1-2 테이블스푼)
계란 노른자위, 으깬 강낭콩,
보통 요구르트.

잘 조리하고 잘게 썰거나 갈은
살코기, 가금류, 생선, 계란
노란자위, 순한 치즈, 보통
요구르트, 카티지 치즈 및 으깬
강낭콩 (1-3 테이블스푼)

영양 보급 팁

목에 걸리기 쉬우므로 피해야 할 음식:

•
•
•
•
•
•
•

생야채 (완두콩, 깍지콩, 셀러리, 당근)
조리한 또는 생 통짜 옥수수
단단한 생과일 조각
통짜 포도, 장과류, 체리, 멜론 볼 또는
체리 토마토
마른 과일 또는 건포도
핫덕, 미트 스틱, 소시지
질기거나 큰 고기 덩어리

•
•
•
•
•
•
•

큰 치즈 조각, 스트링 치즈
땅콩 및 기타 견과 버터
견과
원두콩
하드 캔디 및 젤리빈
마시맬로
팝콘, 감자 칩, 프레츨

생후 12개월까지 피해야 할 기타 음식:

•
•
•
•
•

믹스드 디너, 베이컨, 런치 미트, 핫덕
감자 튀김
크림 야채
퍼딩, 쿠키, 캔디, 케이크
소다, 과일 펀치 및 음료수, 커피 또는 차
상기 음식은 지방 및/또는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고체 음식을 시작할 때 유의해야 할 점:

•

•
•
•
•
•
•
•
•
•
•

소금, 설탕, 추가 지방, 육즙, 케첩 및 향료를 유아용 음식에 추가하지
마십시오.
가게에서 구입하여 병 뚜껑을 연 유아식은 즉시 냉장시키고 48시간
이내에 사용하십시오.
각 식사를 위해 아기가 필요로 하는 분량의 음식만 가열시키십시오.
고체 음식을 먹일 때 작은 접시를 사용하십시오. 병으로부터 직접
먹이지 마십시오.
적은 양으로 시작하십시오. 아기가 계속 배고파하면 음식을 더 줄 수 있습니다.
그릇에 남은 음식은 버리십시오!
아기 음식을 만들 때 믹서기, 체 또는 아기 음식을 가는 기구를 사용하십시오.
씹어서 주는 것은 안전한 음식 제공 방법이 아닙니다.
알레르기 반응 가능성이 있으므로 아기가 1살이 되기까지는 계란 흰자위를
먹이지 마십시오.
아기에게 꿀이나 꿀을 함유하는 음식을 주지 마십시오!
6-8개월까지 매일 4-6 온스의 물을 주십시오.
10-12개월의 나이가 되면 아기는 대부분의 음식을 식탁에서 먹고 스스로
먹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배우는 동안 아기가 어지를 것을 예상하십시오.

참고 사항: 이 지침은 건강하고 만기 출산한 아기의 하루분이며, 실제 한 끼분은 각 아기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유아 급식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위해서는 지역 WIC
사무소나 아기의 의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이 지침은 미농무부의 권장사항이며 http://www.nal.usda.gov/wicworks/Topics/Infant_Feeding_Guide.html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DHSS는 기회 평등/적극 조치 고용주입니다. 서비스는 차별 없이 제공됩니다. 본 간행물의 장애자용 판은 573-751-6204번의 미주리주 보건 및 고령자 복지부에 연락하여 입수하실 수 있습니다.
청각 및 언어 장애 시민 전화 1-800-735-2966. 음성 전화 1-866-735-2460.

●

출산에서 6 개월까지

●

미국소아과학회는 최초 6개월 동안은 오직 모유만 먹이며 최소한 12개월 이상은 계속 모유를 먹이도록 권장합니다.

물

모유 또는 철분
보강 영아 포물러

식품

출산에서 4 개월까지

4 내지 6 개월

영양 보급 팁

모유 먹이기: 수요에 따라
8-12+회 먹이기.

모유 먹이기:
5회 이상 먹이기

아기들은 첫 해에 모유나 철분 보강 영아 포물러를 필요로 합니다. 병은 모유, 포물러 또는 물
전용입니다.

포물러:
0-1개월, 14-24 온스
1-4개월, 22-32 온스

포물러:
26-39 온스

급성장기는 평상시보다 아기들이 모유나 포물러를 더 많이 섭취하는 시기입니다.
급성장기는 일반적으로 다음 시기에 일어납니다.

없음

없음

•
•

2-4주
6주

•
•

3개월
6개월

6개월 경에 고체 음식 도입

아기에게 고체 음식을 먹이는 것은 흥미로운 단계입니다. 고체 음식 섭취는
아기가 6개월이 되기 전까지는 시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기가 준비가
되면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더 일찍 시작하도록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WIC는 6개월이 되기 전에는 아기에게 고체 음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고체 음식 시작시 팁:

4개월이 되기 전에 조기에 고체 음식을 먹이기 시작하면 다음과 같은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

질식 유발.
아기에게 음식 알레르기가 발생될 위험성이 높아짐.
아기가 적정량 미만의 모유나 포물러를 섭취하게 함.

아기가 다음과 같은 동작을 보이면 준비가 된 것입니다.

•
•
•
•
•

혼자 또는 지지를 받고 앉는다.
머리와 목의 움직임을 통제한다.
음식을 볼 때 입을 연다.
스푼을 받기 위해 혀를 낮게 내린다.
음식을 내뱉지 않으며 입안에 가지고 있다가 삼킨다.

•
•

•
•
•

항상 숟가락으로 아기에게 음식을 먹이십시오.
새로운 음식은 한번에 하나만 추가합니다. 또 다른 새 음식을 시도하려면
아기가 적응할 시간을 갖도록 7일을 기다리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아기가 반응을 보일 경우 어느 음식 때문인지 알게 됩니다.
집에서 만든 유아식은 만들기가 쉽고 돈이 절약됩니다. 시금치, 사탕무,
순무, 당근 또는 콜라드 야채로 집에서 만든 음식은 질산염 함량이 높기
때문에 6개월 미만의 아기에게 먹이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아기가 배가 부르면 음식에서 얼굴을 멀리하거나, 입을 다물거나, 음식을
밀치거나 음식을 천천히 먹으므로 잘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가족들이 식사할 때 아기에게 음식을 먹이십시오. 아기도 가족의
일원으로 식사하기를 원합니다.
아기에게 꿀이나 꿀을 함유하는 음식을 주지 마십시오!

아기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지 않는 경우, 이따금씩 그 음식을 계속 먹여야 합니다.
아기의 입맛은 자주 바뀝니다.

첫 번째 음식

숟가락으로 철분 보강 영아 시리얼을 먹이는 것이 아기의 첫 번째 고체
음식을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 모유, 포물러 또는 물과 섞어 1-2 테이블스푼의 영아 시리얼로 시작합니다.
• 각 식사 후에 남은 시리얼은 버려야 합니다.
• 쌀, 보리 또는 귀리와 같은 단일 곡물 영아 시리얼만 제공해야 합니다.
쌀 시리얼이 아기가 가장 소화하기가 쉽습니다. 밀 또는 혼합 곡물 영아
시리얼은 8개월 후에 먹이십시오.

참고 사항: 이 지침은 건강하고 만기 출산한
영아에게 적용되며, 실제 한 끼분은 각 아기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유아 급식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위해서는 지역 WIC 사무소나 아기의
의사에게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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