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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유아용 조제 분유가 부족한 가운데 뉴욕 가정을 위한 자원 지원 계획 

발표  

   

뉴욕주 보건부, 뉴욕주 WIC 참가자들을 포함하여 조제 분유, 기저귀, 유아용품의 보급을 
지속적으로 지원, 계속되는 부족 현상을 적극 모니터링  

   

뉴욕 시민, WIC 혜택 자격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사무소의 챗봇을 통해 뉴욕주 여성, 
영유아 사무소 또는 프리스크린 방문하도록 요구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전국적으로 유아용 조제 분유가 부족한 가운데 뉴욕 

가정을 위한 자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월 17일, 미국 식품의약청은 소비자들에게 

미시간 주 Abbott Nutrition's Sturgis 시설의 특정 분말 유아용 조제 분유 제품을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했고, Abbott은 특정 제품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식품의약청은 미국 시장에 안전한 제품을 들여오고 유아용 및 특수 조제 분유 

제품의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 Abbott과 다른 제조업체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우리의 연방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영유아를 위한 조제 분유가 필요한 뉴욕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할 것입니다." "제 행정부는 모든 신생아들과 어린이들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영양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부모들과 보호자들이 이러한 자원들을 활용하고 그들의 가족을 돌보기 위해 

중요한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보건부는 가정 방문 프로그램과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통해 기저귀, 

조제 분유 및 기타 유아 용품의 보급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뉴욕주 보건부는 

뉴욕주 WIC 프로그램을 관리하여 참가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급망 중단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최근 조제 분유 공급 문제에 비추어, 보건부는 조제 분유 제조사와의 의사소통을 

강화하여 캔의 크기, 공급 및 출하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WIC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조제 분유를 재고로 확보하고 있는 대체 매장을 통해 필요한 조제 분유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조업체들과 조율하여 현지에서 찾을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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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에게 조제 분유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필요 시 뉴욕 WIC 참가자는 

제품을 찾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 현지 기관에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보건부 챗봇인 Wanda를 통해, 뉴욕 시민들은 "개인 WIC 보조"를 통해 직접적이고 접근 

가능한 온라인 내비게이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들의 아기가 WIC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보건부 커미셔너인 Mary T. Bassett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아용 조제 분유 

공급 부족에 대한 보고가 우려되고 있으며, 우리는 뉴욕시의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뉴욕 가정들이 보건부의 권고안을 따를 것을 촉구합니다. 뉴욕 가정은 신생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새로운 조제 분유 제안이 필요할 경우 영유아의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협력해야 하며, 모든 뉴욕 시민들은 지역 뉴욕주 여성, 유아 및 아동 

사무소(New York State Women, Infants and Children Office)를 방문하거나 보건부 

챗봇인 Wanda의 프리스크린을 방문하여 영유아가 WIC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건부는 가족들이 우리의 가장 어린 뉴욕 시민들을 가장 잘 돌보기 

위해 필요한 영양 지원과 자원을 갖도록 확실히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많은 상점들이 고객이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는 조제 분유의 양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가정에는 조제 분유를 비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공급망과 지역사회의 다른 가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보건부는 아기에게 필요한 조제 분유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가족들은 다음을 

수행하도록 권고합니다.  

  

 산부인과 의사나 신생아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무실 내에 

샘플이 있는지 또는 영유아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영양학적으로 

유사한 가게에서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유사한 조제식을 제안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신생아의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권장하는 경우 다른 브랜드 또는 형태의 

조제 분유로 바꾸십시오.  

 지역 뉴욕주 여성, 유아 및 아동 사무소에 연락하거나 부서의 챗봇인 

Wanda의 프리스크린을 방문하여 신생아가 WIC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WIC를 보유한 가정은 뉴욕주 여성, 유아 및 아동 사무소 공급업체 

사이트 를 방문하여 조제 분유를 재고로 확보하고 있을 수 있는 WIC 승인 

판매업체 목록을 찾아야 합니다.  

 조제 분유를 판매하는 소규모 가게와 약국을 방문하십시오. 조제 분유를 

재고로 확보하고 있는지 먼저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옵션을 찾아보되, 잘 알려진 유통업체와 약국에서만 

주문하십시오. 소셜 미디어 사이트, 온라인 경매 또는 해외에서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조제 분유를 온라인으로 구입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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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리콜되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로트 코드를 확인하십시오.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는 한 리콜되지 않은 조제 분유를 버리지 마십시오.  

 조제 분유 제조업체의 준비 및 보관 지침을 반드시 따르십시오.  

 유아에게 갓난아기용 조제 분유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조제 분유를 물에 적시거나 집에서 유아용 분유를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임산부들은 아기에게 모유를 먹이는 것에 대해 서비스 제공자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뉴욕주 WIC 프로그램은 또한 새로운 가족들에게 모유수유 

지원과 자원을 제공합니다. 아기 엄마가 아닌 다른 공급원에서 아기에게 

인간 우유를 먹이는 가정은 우유 기증자를 선별하고 우유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다른 예방 조치를 취한 공급원에서 나온 우유만 사용해야 

합니다.  

  

보건부는 가정에서 조제 분유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FDA의 권고 사항을 공유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간병인이 자녀의 건강 관리 제공자와 협력하여 영양 공급 관행 

변경에 대한 권장 사항을 제공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가정들이 조제 분유에 대한 대체 공급원을 찾고 있는 가운데, 뉴욕주 

소비자보호국은 모들에게 이 상황을 이용하려고 할 수 있는 온라인 사기와 비양심적인 

판매자들을 주의하라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보건부는 계속해서 상황을 주시하고 뉴욕 가정과 공개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입니다. 자세한 정보, 지원 및 WIC 자격에 대해 알아보려면 뉴욕주 여성, 유아 및 

아동 사무소 또는 Wanda를 통한 프리스크린을 방문하십시오.  

  

간병인들은 또한 여기에서 FDA의 최신 정보를 읽을 수 있습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similacrecall.com%2Fus%2Fen%2Fproduct-lookup.html&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cbbc33dcefed46e4b7ff08da344373b8%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879761583266535%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zAQ5nP3EH9D7CcwhzOeXiyQECckfOPbCPYud7axDOQQ%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fda.gov%2Ffood%2Falerts-advisories-safety-information%2Ffda-advises-parents-and-caregivers-not-make-or-feed-homemade-infant-formula-infants&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cbbc33dcefed46e4b7ff08da344373b8%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879761583266535%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NAE%2BMqdi%2FdbacfA5gSzYCM5xBjThEPXAgWZI%2FwgwSMI%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health.ny.gov%2Fprevention%2Fnutrition%2Fwic%2Fbreastfeeding%2F%23%3A~%3Atext%3DWelcome%2520to%2520WIC!-%2CWelcome%2520to%2520WIC!%2Cfoods%2520especially%2520for%2520breastfeeding%2520mothers.&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cbbc33dcefed46e4b7ff08da344373b8%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879761583266535%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k4AYTSYSAbD3Mx%2BRYQ8UYXljZpahzf90j1PhkP6DqXU%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health.ny.gov%2Fprevention%2Fnutrition%2Fwic%2Fbreastfeeding%2F%23%3A~%3Atext%3DWelcome%2520to%2520WIC!-%2CWelcome%2520to%2520WIC!%2Cfoods%2520especially%2520for%2520breastfeeding%2520mothers.&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cbbc33dcefed46e4b7ff08da344373b8%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879761583266535%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k4AYTSYSAbD3Mx%2BRYQ8UYXljZpahzf90j1PhkP6DqXU%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fda.gov%2Ffood%2Falerts-advisories-safety-information%2Ffda-advises-parents-and-caregivers-not-make-or-feed-homemade-infant-formula-infants&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cbbc33dcefed46e4b7ff08da344373b8%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879761583266535%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NAE%2BMqdi%2FdbacfA5gSzYCM5xBjThEPXAgWZI%2FwgwSMI%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dos.ny.gov%2Fnews%2Fconsumer-alert-nys-division-consumer-protection-offers-guidance-parents-during-baby-formula&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cbbc33dcefed46e4b7ff08da344373b8%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879761583266535%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KvA1ctqDsYOc5PXd399z6PLPcKuPgXPUc2cmvS63qtk%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health.ny.gov%2Fprevention%2Fnutrition%2Fwic%2Flocal_agencies.htm&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cbbc33dcefed46e4b7ff08da344373b8%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879761583266535%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Nxx%2BEXZugCq021PplFE4JtpK5XYEWqU%2FvRar8eKvd1w%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health.ny.gov%2Fprevention%2Fnutrition%2Fwic%2Flocal_agencies.htm&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cbbc33dcefed46e4b7ff08da344373b8%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879761583266535%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Nxx%2BEXZugCq021PplFE4JtpK5XYEWqU%2FvRar8eKvd1w%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health.ny.gov%2Fprevention%2Fnutrition%2Fwic%2Flocal_agencies.htm&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cbbc33dcefed46e4b7ff08da344373b8%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879761583266535%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Nxx%2BEXZugCq021PplFE4JtpK5XYEWqU%2FvRar8eKvd1w%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fda.gov%2Fnews-events%2Fpress-announcements%2Ffda-takes-important-steps-improve-supply-infant-and-specialty-formula-products&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cbbc33dcefed46e4b7ff08da344373b8%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879761583266535%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2F0W7h3Kn7rx6qJZeeAIPqgeUCfqFozXUQ3yq4OTdIjk%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3A%2F%2Fwww.governor.ny.gov%2F&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cbbc33dcefed46e4b7ff08da344373b8%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879761583266535%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2F9jkoqwVx58aJHB%2B2vGfp9BCDUSX2YvVWaCUC97QKIA%3D&reserved=0
mailto:press.office@exec.ny.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