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학생 식품안전·영양·식생활 교육
편식을 고치기 위한 식생활지침
1. 편식이란?

4. 편식을 고치려면?

: 좋아하는 음식만 골라 먹어서 영양적으로 불균형
하고, 발육이나 영양상태가 뒤떨어진 것을 말해요.

가.
나.
다.
라.
마.

2. 편식의 원인은?

맛있다고 한 가지 음식만 먹으면 안돼요
가끔 또래 친구들과 모여서 식사를 해요
여러 가지 식품을 골고루 자주 먹어요
간식은 조금만 먹어요
일주일에 한 종류씩 안 먹던 음식을 먹어봐요.

가. 식품의 맛, 냄새, 혀에 닿을 때의 느낌에 익숙하지
않을 경우
나. 특정 음식을 먹고 구토나 설사와 같은 불쾌한 경험
을 했을 때
다. 부모들에게 편식습관이 있는 경우
라. 먹기 싫은 것을 강제로 먹이는 경우

3. 편식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길까요?

5. 원인별 편식을 고치려면?
편식하는 원인을 알아내고, 가족의 편식을 고쳐야 해요.
고기를 싫어할 때
고기를 골라낼 수 없도록 동그랑땡이나 튀김 또는
채소 무침 위에 뿌려서 주고, 고기 냄새를 없애기
위해 간장, 케찹, 소스 등을 얹어 먹어봐요.
생선을 싫어할 때
생선을 다져 생선까스를 한다든지, 카레가루를 묻혀
생선튀김을 만들어 비린 냄새를 없애줘요.
우유를 싫어할 때
요구르트와 우유를 반반씩 섞어주거나 우유와 달걀을
입혀 프렌치토스트를 만들어 줍니다. 또는 과일, 우유,
떠먹는 요구르트를 적당히 섞어 얼려 주어도 좋아요.
야채를 싫어할 때
야채를 골라내지 못하게 다져서 튀김이나 전을 해서
주고 좋아하는 식품과 섞어 먹여 봐요.
밥을 싫어할 때
먹기 좋게 식혀서 주고 볶음밥, 김밥, 주먹밥 등을
만들어 맛에 변화를 주면 좋아요.

6. 어린이를 위한 식사지침！
★표준체중 알아보기 (신장-100)cm×0.9
가. 아침밥을 먹자
나. 규칙적인 식사를 하자
다. 간식은 적당한 양을 먹자
라. 우유를 매일 마시자
마. 채소와 과일을 매일먹자
바. 짜고 맵게 먹지말자
사. 당이나 지방이 많은 음식은 피하자
아. 바르게 앉아 꼭꼭 씹어 먹자
자. 식사는 즐겁게 하자

어린이를 위한
식생활 지침

음식은 다양하게
골고루

어린이를 위한 식생활 실천지침

-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먹어요.
- 끼니마다 다양한 채소 반찬을 먹어요.
- 생선, 살코기, 콩 제품, 달걀 등 단백질 식품을
매일 한 번 이상 먹어요.
- 우유를 매일 두 컵 정도 마셔요.

많이 움직이고,
먹는 양은 알맞게

식사는 제때에,
싱겁게

- 매일 한 시간 이상 적극적으로 신체활동을 해요.
- 나이에 맞는 키와 몸무게를 알아서, 표준체형을
유지해요.
- TV시청과 컴퓨터게임을 모두 합해서 하루에 두
시간 이내로 제한해요.
- 식사와 간식은 적당한 양을 규칙적으로 먹어요.

- 아침식사는 꼭 먹어요.
- 음식은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요.
- 짠 음식, 단 음식, 기름진 음식을 적게 먹어요.

간식은 안전하고,
슬기롭게

- 간식으로는 신선한 과일과 우유 등을 먹어요.
- 과자나 탄산음료․패스트푸드를 자주 먹지 않아요.
- 불량식품을 구별할 줄 알고 먹지 않으려고 노력
해요.
- 식품의 영양표시와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선택해
요.

식사는 가족과 함께
예의바르게

- 가족과 함께 식사하도록 노력해요.
-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요.
- 음식은 바른 자세로 앉아서 감사한 마음으로 먹
어요.
- 음식은 먹을 만큼 담아서 먹고 남기지 않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