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 예정일2, 3 일 즈음에  
건강하게 태어난 아기를 위한 지침

조리대  
또는 식탁

냉장고
별도의  

문이 있는  
냉동실

소형  
냉장고 내  
냉동실1 

냉동  
아이스팩이  
있는 냉각기

온도 범위4 60 ~ 85˚F
(16 ~ 29˚C)

39˚ F
(4˚ C)

24˚ F
 (–4˚ C)

5˚ F 
(–15˚ C)

59˚ F 
(15˚ C)

펌프기로 새로 짠 모유 5시간 5일 5 ~ 6개월 2주 24시간

펌프기로 새로 짠 모유
(고도로 청결한 조건 및 선선한  
온도에서 짠 후 보관)

최대 8시간 최대 8일 8 ~ 12개월 2주 24시간

해동한 모유
(냉동한 적이 있음) 

1 ~ 2시간 24시간
해동한 모유는 
다시 얼리지 
마십시오.

해동한 모유는 
다시 얼리지 
마십시오.

저장 불가

해동한 모유
(짠 모유를 고도로 청결하고 선선한 
온도에서 냉동한 적이 있음)

3 ~ 4시간 24시간
해동한 모유는 
다시 얼리지 
마십시오.

해동한 모유는 
다시 얼리지 
마십시오.

저장 불가

1 공중위생국(Health and Human Services)의 womenshealth.gov 중 “Breastfeeding.”에서 발췌. 2010년 8월 최종 수정. http://www.womenshealth.gov/breastfeeding/.
2 조산이거나 건강에 이상이 있는 아기의 경우, 보관 시간 및 온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건 서비스 제공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3 모유수유위원회(Academy of Breastfeeding Medicine) 조항 제8조. 만기 출산아기를 위한 가정 내 모유 보관 정보(2010).
4 별도 설명이 없을 경우 최고 온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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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모유 보관 지침들이 있습니다.

귀하와 자녀에게 가장 적합한 지침을 WIC 담당자, 개인 상담가 또는 수유 전문가에게 문의하십시오.



모유 수유 결정을 축하드립니다.

모유 보관

❏	 	젖병 및 펌프기는 뜨거운 비눗물이나 식기 세척기로 씻으십시오.

❏	  펌프기를 사용하기 전에 손을 씻으십시오.

❏	 	모유를 보관할 때는 청결한 유리병 또는 BPA가 없는* 플라스틱병에 담은 다음 뚜껑을 확실하게 닫으십시오.

  주 — 모유 냉동을 위해 특수 제작된 보관용 주머니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회용 젖병이나 비닐백에 모유를 
저장하지 마십시오.

*BPA가 없는 병에 관해서는 WIC 담당자 또는 보건국에 문의하십시오.

젖을 펌프기로 짜낸 뒤에는

❏	 	용기에 날짜를 기록하십시오. 보육 담당자에게 모유를 전달할 경우 용기에 자녀의 이름을 기록하십시오.

❏	  모유를 섞을 때에는 용기를 부드럽게 돌리십시오. 모유가 분리되어 보이는 것은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	 	펌프기로 짜낸 모유를 냉장고에 또는 차게 보관하십시오.

  주 — 모유를 냉장고 문칸에 보관하지 마십시오.

모유 냉동에 관한 조언

❏	  모유 냉동 시의 팽창해지는 것을 고려하여 용기 윗부분을 1인치 정도 비워두십시오.

❏	  모유를 냉동실 안쪽에 보관하십시오. 모유를 냉동실 문칸에 보관하지 마십시오.

❏	  펌프기로 새로 짜낸 모유는 냉동한 모유와 섞기 전에 식혀 주십시오.2

모유 해동 및 가열에 관한 조언

❏	 	가장 오래 보관한 모유부터 사용하십시오.

❏	 	모유는 데울 필요가 없습니다. 실온 또는 차가운 상태에서 먹일 수 있습니다.

  주 — 모유를 데울 경우에는 병을 돌려 주십시오(흔들지 마십시오). 손목에 약간 떨어뜨려 모유의 온도를 
확인하십시오. 약간 따뜻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	 	냉동한 모유는 냉장고에 하룻밤 동안 넣어 두거나 흐르는 온수로 녹이십시오. 온수가 담긴 용기 안에 넣어 해동할 
수도 있습니다.

❏	 	절대 전자렌지에 넣지 마십시오. 전자렌지 사용 시 열점이 생겨 아기가 입에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	 	해동한 모유는 24시간 내에 먹이십시오. 해동한 모유를 다시 얼리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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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중위생국(Health and Human Services)의 womenshealth.gov 중 “Breastfeeding.”에서 발췌. 2010년 8월 최종 수정. http://www.womenshealth.gov/breastfeeding/.
2 북미모유은행연합(Human Milk Banking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201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