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유 방법

●현재는 ‘알레르겐 제거 분유’ 또는 
‘펩티드 분유’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바꾸실 때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용하시기 전 아기의 체질 및 건강상태에 
따라 의사, 약사, 조산사, 보건사, 간호사, 
관리영양사, 영양사 등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봉지의 개봉구를 절취한 다음 일러스트면을 
손으로 잡고 소독한 젖병에 필요량만큼 
큐브를 넣습니다.

①절취한 봉투의 개봉구 
측면을 가볍게 펴줍니다. 
(개봉 구가  접혀있 으면  
내용물이 잘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봉투 측면을 잡는 것이 
아 니 라  일러스 트면을 
잡 고  수 직 방 향 으 로 
넣으면 내용물이 쉽게 
나옵니다.

※ 큐브 1개로 만들 수 있는 수유량은 40ml입니다.

펩티드 분유를 사용 중이신 경우

●스푼은 통에서 꺼내어 깨끗이 
닦은 후 다른 용기에 보관하여 
주십시오.
●보관 시에는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뚜껑을 확실하게 닫아 주십시오.
●습기가 많은 곳이나 화기 근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보관하지 마십시오.
●통은 반드시 양손으로 잡아 사용하십시오.
●개봉 후 1개월 이내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큐브를 녹이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먹이지 마십시오.
● 남 은  큐 브 는  봉 지 를  
접어서 클립 등으로 밀봉한 
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습기 가  많 은  곳 이 나  화기  근처 ,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보관하지 마십시오. 
또한 냉장고에도 보관하지 마십시오.
●개봉 후 1주일 이내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과립형’에 관하여

한번 끓여서 식힌 물(호호에미 70℃ 이상, 
스텝 50℃ 정도)을 필요 조유량의 2/3 정도 
넣고 젖병 마개를 닫은 후 원을 그리듯이 
잘 흔들어서 녹입니다. 그리고 남은 온수를 
조유량에 맞춰 넣습니다. (조유량은 거품 
아래를 눈금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젖병이 뜨거워지므로 화상을 입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하십시오. 또한 어린이 
곁에서는 조유하지 마십시오.

※ ‘메이지 호호에미’는 후생노동성 지도 하에 
‘유아용 조제분유의 조유, 보존 및 취급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70℃ 이상의 온수로 
조유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젖병마개를 닫고 가볍게 흔든 후 찬물에 담그는 
등의 방법으로 체온과 비슷한 온도로 식혀 
주십시오. 팔 안쪽에 한 두 방울 떨어뜨려 온도를 
확인합니다.따뜻하게 느껴지는 40℃ 정도가 
적당합니다.
　 반드시 체온 정도로 식히신 후 먹이시기 
바랍니다.

아기와 눈을 맞추면서 애정을 가지고 
분유를 먹입니다. 다 먹이신 후에는 
트림을 시켜 주십시오. 

찬물로 식히고 반드시 온도를 확인합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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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시 주의사항

분유를 계량합니다.

포인트

finish！

따뜻한 물을 넣고 분유를 녹입니다.

분유를 먹입니다.

청결 정확 안전

‘라쿠라쿠 큐브’에 관하여

조유 전에 반드시 
손을 씻습니다.

용기는 깨끗이 씻은 
후 소독해서 

사용하십시오.

큐브를 필요량만 사용합니다.
과립형의 경우는 통에 

들어있는 스푼으로 
정확하게 

계량합니다.

1회분씩 조유하고
먹다 남긴 우유는
아기에게 먹이지 

마십시오.



아기의 성장을 도와주는 라쿠라쿠 큐브

※ 라쿠라쿠 큐브는 과립형의 ‘메이지 호호에미’, ‘메이지 스텝’과 동일한 영양성분입니다.

※후생노동성 ‘일본인 식사섭취기준(2010년판)’ 권장량(1~3세)에 대한 비율

(하루에 ‘메이지 스텝’을 400ml 음용한 경우)

※
모유에 들어있는 아

라키돈산(ARA)과

DHA를 함유.

큐브 타입 분유는
전세계에서 오직 하나뿐입니다.

특허취득(특허 제4062357호)큐브 타입 분유는
전세계에서 오직 하나뿐입니다.

특허취득(특허 제4062357호)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손쉽게!

장기보존이 가능하여 비상시에도 안심.

  ‘라쿠라쿠 큐브’는
비축용으로도 안성맞춤!

장기보존이 가능하여 비상시에도 안심.

  ‘라쿠라쿠 큐브’는
비축용으로도 안성맞춤!

전세계 단 하나뿐인 큐브 타입

●아이를 남에게 맡길 때도 큐브 타입이라 조유가 

간편해서 안심할 수 있어요!

●모유수유를 하고 있지만 호호에미는 소량포장이기 

때문에 필요한 때 필요한 양만큼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해요!

●분유타기는 항상 제 담당이었는데 큐브 덕분에 

남편도 도와줄 수 있게 되었어요!

엄마의 목소리

감기로 힘들 때, 외출 시,
다른 사람에게 아이를 맡길 때

모유와의 병용도 OK!
감기로 힘들 때, 외출 시,
다른 사람에게 아이를 맡길 때

모유와의 병용도 OK!

가족들(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도 손쉽게 조유가 가능!

분유타기에 서툰

초보엄마도 걱정 끝!
가족들(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도 손쉽게 조유가 가능!

분유타기에 서툰

초보엄마도 걱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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넣은 

개수를 한 

눈에 바로!

개봉하지 

않으면 최장 

1년 6개월 동안 

보존 가능!

스푼계량이 

불필요! 

흘릴 걱정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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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돌까지는첫돌까지는
모유 대신 분유

3세경까지3세경까지
영양보충 분유

철분과 칼슘을 

100% 보충!

only on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