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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영유아 분유 부족 기간 동안 분유를 찾는 가족을 위한 

지침 

업데이트 (2022년 5월 27일) 

● EleCare 제품이 시급히 필요한 부모와 간병인은 의료 전문가 또는 Abbott에 1-800-881-

0876으로 연락하여 추가 정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Abbott은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에게 

제품을 즉시 무료로 배포할 것입니다. 

 

메릴랜드 보건부(MDH)는 분유가 필요한 가족을 위해 다음 사항을 권장합니다. 

● 아기가 특별한 분유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귀하의 아동 의료서비스 제공자는 사용할 수 

있는 비슷한 분유에 대해 조언할 수 있습니다. 

● 귀하가 메릴랜드 WIC 참가자인 경우, 제품을 찾거나 WIC 식품 혜택을 변경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면 해당 지역의 WIC(영어)에 문의하십시오. 

● 메릴랜드 WIC 참가자가 아닌 경우 메릴랜드 WIC 웹사이트(영어)에서 신청 방법을 

알아보거나 현지 WIC 사무실(영어) (또는 전화: 1-800-242-4942)에 연락하여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 유아용 분유를 희석하지 마십시오. 유아용 분유에 여분의 물이나 기타 액체를 첨가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며 심지어 아기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영양 및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수제 분유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집에서 만든 분유에는 종종 아기에게 필요한 중요한 

영양소가 부족합니다. 

● 가능한 다른 브랜드 또는 유형의 분유를 사용하십시오. 대부분의 아기는 매장 브랜드를 

포함하여 사용 가능한 모든 분유로 전환해도 됩니다. 질문이 있는 경우 자녀의 의료서비스 

제공자에게 전화하십시오.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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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분유가 필요한 경우 가족은 소아과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 특정한 특수 분유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돌보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Abbott Nutrition에 1-

800-881-0876으로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분유 정보 및 제품 요청 양식(영어)으로 직접 

제품을 요청해야 합니다. 

 

출산 예정인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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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한 경우 귀하의 OB/GYN에게 유아 모유 수유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 

● 또한, 메릴랜드 WIC 프로그램은 모유 수유 지원과 자원(영어)을 제공합니다. 

● 아기의 어머니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모유를 먹이는 가족은 모유 기증자를 선별하고 모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다른 예방 조치를 취한 출처의 모유만 사용해야 합니다. 

 

제조업체 핫라인 

● Gerber's MyGerber Baby Expert (영어): 전화, 문자, 페이스북 메신저, 웹 채팅 또는 화상 

통화로 영양 또는 수유 컨설턴트에게 연락하면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유사한 분유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화 800-4-GERBER 

● Abbott 소비자 핫라인: 전화 1-800-986-8540 

● Abbott 긴급 제품 요청 라인(영어): 양식을 다운로드(영어) 및 작성하여(영어) 

OBGYN 또는 영아의 소아과 의사에게 긴급 제품 요청을 제출하도록 

요청하십시오. 

● Reckitt 고객 서비스 라인: 전화 1-800 BABY-123 (1-800-222-9123) 

 

모유 수유 리소스 

● 전국 여성 핫라인 (영어): 1-800-994-9662 

● 메릴랜드 모유 수유 연합 (영어) 

● 메릴랜드 WIC 모유 수유 자료 (영어) 

● 국가 WIC 프로그램/미국 농무부 (영어) 

https://wicbreastfeeding.fns.usda.gov/ 

 

자세한 내용은 미국 보건 복지부 (영어) 분유 자료집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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