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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건강 안내서

건강한 음식 및 간식을 위한 조언
자녀에게 평생에 걸친 건강한 습관을 형성하도록 조기에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린이는 하루에 5-6번의 소량 혹은‘미니’영양식이 필요합니다.

이상적인 미니 식사

 • 구운 콩

 • 채소 수프

 • 남은 파스타 혹은 밥

 • 통옥수수

 • 잘 익은 계란

 • 구운 치즈 토스트

 • 집에서 만든 피타 빵 피자

 • 토막으로 자른 신선한 채소

 • 어린이용 사이즈로 자른 신선한 과일

샌드위치 제안

 • 치즈 및 베지마이트

 • 계란 및 양상추

 • 치킨 및 썬 셀러리

 • 사과 및 크림 치즈

 • 치킨 및 아보카도

 • 치즈 및 토마토

 • 참치 및 토마토

 • 치킨, 토마토 및 양상추

아이들은 다양한 것을 좋아합니다. 따라서 항상 똑같은 식빵을 사용하기 보다 롤빵, 베이글, 

머핀, 피타 및 라바쉬 빵을 시도해 봅니다.

자녀가 음식을 먹을 때 놀면서 먹도록 하지 않고 자리에 앉히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주스 

등을 마시면서 돌아 다니게 되면 입 안에 당분을 오랫동안 남아있게 되며 이는 충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지방과 당분 그리고 염분 함유량이 높은 음식을 피합니다. 이는 가족 모두에게 유익합니다.

건강한 저녁 식사 조언

아이들은 건강하고 균형 있는 저녁 식사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단백질 – 소고기, 닭고기, 양고기, 생선, 계란, 콩류 등.

 • 채소 – 다양한 색상의 2-3 종류의 채소를 선택.

 • 탄수화물 – 파스타, 쌀, 국수 혹은 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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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건강 안내서

아래와 같은 건강한 모듬 저녁식사를 시도해 봅니다

 • 닭고기 및 채소 볶음 밥

 • 강판에 간 채소와 저민 고기를 넣은 볼로냐 스파게티

 • 구운 콩과 샐러드를 곁들인 머핀

 • 으깬 감자 및 호박을 곁들인 생선 구이

조언: 자녀가 저녁 식사를 하기에 너무 피곤할 경우 일찍 저녁을 먹게 합니다 (오후 4시경). 

나중에 배가 고플 경우 소량의 건강한 간식을 보통 저녁 식사시간에 줍니다. 이전에 알레르기 

반응이 뚜렷했을 경우, 달걀, 견과류, 조개 및 글루텐을 피합니다.

통역사 서비스

위의 서비스에 연락하기 위한 통역사나 번역이 필요한 경우 통번역 서비스 (TIS)에 13 14 50으로 

연락하십시오.

기타 다중 언어 보건 정보를 원하시면 www.mhcs.health.nsw.gov.au를 방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