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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 Health (NSW 보건부)
와 Australian Red Cross 
Lifeblood Service (호주 적십자 
생명혈액 서비스)는 NSW의 취약한 
아기에게 친모의 모유를 수유할 
수 없는 경우 최상의 안전한 대체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저온 살균된 기증자 모유 (PDHM)는 귀중한 
자원이기에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가장 
작거나 가장 아픈 아기에게만 사용됩니다. 너무 
일찍 태어나 장이나 심장에 문제가 있거나 기타 
심각한 문제가 있는 아기들도 해당됩니다.

친모의 모유는 취약한 아기에게 최상의 
영양입니다. 하지만 일부 산모의 경우에는 아기가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신생아 중환자실) (NICU)에 있는 초기 몇 주 
동안 적절한 양의 모유를 수유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아기가 적격 
기준을 충족하면 저온 살균된 기증 모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유에 대한 모유의 이점
모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아기를 위한 최상의 
영양을 지원합니다.

•  분유보다 소화가 더 용이함

•  장을 코팅하고 보호하며 Necrotising
Enterocolitis (괴사성 장염) (NEC)으로 알려진
심각한 장 질환의 위험이나 심각성을 감소시킴

•  일부 심각한 감염으로부터 보호

•  모유에는 분유에 첨가할 수 없는 많은 성분들이
함유됨

•  아기에게 최적의 성장과 장기적인 두뇌 발달
제공.

모유가 아기에게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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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가 저온 살균된 기증자 모유를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을까요?
아기가 받을 자격이 있는 동안에 아기의 의사가 
저온 살균된 기증자 모유를 주문할 것입니다. 
엄마가 아기에게 필요한 만큼 모유 수유를 할 수 
있게 되면, 기증자 모유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엄마의 모유 수유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더 이상 고위험 상황이 아니라면 
약 34 주 후에 분유로 전환할 것입니다.

모유가 필요한 모든 아기에게 충분한 저온 
살균된 기증자 모유가 항상 있을까요?
때때로 더 많은 아기가 가능한 양 이상의 기증자 
모유를 필요로 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기증자 
모유는 가장 작고 가장 아픈 아기에게 제공됩니다. 
이것이 귀하의 아기를 위한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알려 드릴 것입니다.

저온 살균이 모유를 변형시키나요?
엄마의 모유는 아기를 위해 특별히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기증자 모유를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저온 살균할 때 몇 가지가 
손실됩니다. 그러나 분유에는 없고 아기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많은 요소들이 여전히 
함유되어 있습니다.

누가 모유를 기부하나요?
기증자 모유는 한 엄마가 다른 엄마에게 주는 
관대한 선물입니다. 자신의 아기에게 수유한 후에 
여분의 모유를 기증하거나, NICU에 있는 자신의 
아기를 위해 유축해서 냉동시킨 모유를 아기가 
퇴원할 때 기증할 수도 있습니다. 아기를 잃은 
산모가 아기를 기리는 방법으로서 그리고 다른 
아기에게 건강한 삶을 위한 최고의 기회를 주기 
위해 계속 모유를 유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증자 우유는 얼마나 안전한가요?
기증 신청자는 인터뷰와 혈액 검사를 거쳐 모유의 
안전성을 확인 받은 후에만 모유를 기증할 수 
있습니다. https://www.lifeblood.com.au/milk
에서 기부 절차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기증자 모유는 해로운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해 저온 살균됩니다. 감염 위험은 
미미하지만 영(0)으로 줄일 수는 없습니다. 
Australian Red Cross Lifeblood Service 
Milk Bank (호주 적십자 생명혈액 서비스 우유 
은행)는 NSW Health 및 NSW Food Authority 
(NSW 식품청) 안전 및 감염 지침을 준수합니다. 
전세계적으로 모유 은행이 수십 년 동안 운영 
되는 동안에 적절하게 저온 살균된 기증자 모유로 
인해 감염 질환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발표된 적은 
없습니다.

모유를 기부하는 기증자들에게 돈을 
지불합니까?
아니요. 기증자는 모유 기부에 대해 돈을 받지 
않습니다.

나의 아기에게 모유를 기증한 사람을 내가 알 
수 있나요?
아니요. 우리는 모유 기증자와 수혜자 모두에 
대해 엄격한 기밀을 유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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