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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채, 고기, 생선을 즐겨 먹게 하는 레시피와 메뉴 아이디어
가 가득!

편식 제로 레시피 50가지. 아이가 먹는 힘을 기

르려면? 많은 엄마들이 골치 아파하는 문제를 일거에 해결.
매일의 식사가 즐거워지는 레시피를 소개합니다.

＜내용 소개＞
"편식은 왜 일어나는가?" "아이가 먹는 힘을 기르려면?" "아이가 싫어하는 재료는?".......
엄마들이 골치 아파하는 아이의 편식에 대한 의문을 일거에 해결!
음식을 내뱉는다, 던져 버린다 등 놀면서 먹는 것은 아이의 성장단계에서 필요한 것. 아이가
다 순조롭게 성장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아이의 사인을 읽을 포인트가 설명되어 식재료 별 먹
기 쉽게 하는 요령과 조리법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야채, 고기, 생선, 유제품 등의 식품 재료
별 주식, 주채, 부채, 국물 레시피를 다양 풍부하게 소개. 다양한 식재료와 음식을 만나게 하는
것으로 아이를 풍부한 음식 세계로 데려다 주자!

아이가 싫어하는 것 랭킹
■ 1살이 싫어하는 것

■ 2살이 싫어하는 것

1위 야채 56.4%

1위 야채 75.4%

2위 고기 34.1%

2위 고기 24.6%

3위 우유 • 유제품 17.9%

3위 우유 • 유제품 18.0%

4위 물고기 11.2%

4위 물고기 7.8%

5위 기타 15.1%

5위 기타 10.2%

＜저자 소개＞
오타 유리코 (감수)
어린이 성 소아보건부 기술주임. 세이신 여자전문학교 시간강사. 일본치과대학 도쿄단기대학
시간강사. 1983년 도쿄가정대학 가정학부 영양학과 영양사전공 졸업. 어린이 성에서는 "아동
보건 클리닉"에서 영양상담을 하면서 집단지도로 과체중 아동을 위한 교실과 이유식강좌 등의
운영, 지도자 강습회 등의 기획을 담당하고 있다. 연구 테마는 소아비만과 유아식. TV 키즈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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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과 육아잡지 등에서 알기 쉬운 영양지도를 유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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