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를 위한 영양소 지침
보육 시설에서 지내는 동안 귀 자녀는 건강하고 균형잡힌 식사와 간식을 제공받습니다. 음식 또
는 음료를 센터에 보내시려는 경우,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빈도 →

매일

가끔

섭취하지 말아야 할 것

음료

무가당:
2세 이상의 자녀의 경우 물
이나 저지방(1%) 또는 무지
방 우유

채소

익히거나 익히지 않은 모든
야채:
토마토 쥬스 또는 소스,
튀긴 채소, 샐러드 드레싱을
당근, 피망, 토마토, 브로콜리, 100% 채소 쥬스(하루 기준
얹은 채소
오이, 샐러드용 야채, 샐러리, 4oz 이하)
시금치, 비트

과일

모든 신선한 과일:
사과, 오렌지, 배, 바나나, 파
파야, 그레이프푸르트, 키위,
멜론, 과일 혼합 샐러드

유제품

1% 또는 무지방/탈지유, 저지
방 치즈, 저지방 요거트

캔디 토핑을 추가한 요거트

단백질

지방이 적은 단백질 및 고기:
콩, 참치(물에 저장), 견과류,
해조류, 씨드버터(무가당 또
는 무염), 두부, 익힌 달걀, 구
운 닭고기 및 칠면조 고기

고지방/고나트륨을 함유한
고기(살라미, 볼로냐, 핫도그),
베이컨, 튀긴 닭고기/가는 생
선 토막 튀김(피쉬 스틱)

곡물/전분

통곡물:
통밀/콩곡물 빵, 피타, 파스타 정제 (백) 빵 및 곡물, 그레
및 크래커, 오트밀, 현미, 쿠 이엄 크래커, 떡, 프레첼
스쿠스

쿠키, 초콜렛, 그래놀라 바, 마
쉬멜로우, 사탕, 도넛, 시리얼
바, 토스터 페이스트리, 당도
가 높은 시리얼

100% 쥬스(하루 기준 4oz
이하)

100% 쥬스에 들어있는 통
조림 과일, 애플소스(무가
당), 말린 과일(무가당), 과
일 퓌레(무가당)

당분이 함유된 음료나 탄산
음료, 과일 펀지, 가당 과즙
음료, 가당 차

가당 과일맛 "스낵" 및 "납작
한 젤리", 라이트 또는 헤비
시럽이 첨가된 통조림 과일,
과일 시럽

귀 가족의 건강한 생활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nyc.gov/health를 방문하여 "school‐based
nutri on"(학교 기반 영양)을 검색하십시오.

영양소 표기 라벨 확인 방법
식품 표면의 영양소 라벨 및 성분 목록을 참고하여 더 건강한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1. 제공량을 확인하십시오
용기에 나와있는 제공량 및 제공 횟수를
확인하십시오. 이 식품의 경우 총 2회 제공
량(1컵 + 1컵)입니다.
2. 칼로리를 확인하십시오
3. 하루 권장량 %를 확인하십시오
본 정보를 지침으로 삼으십시오.
5% 이하: 낮음.
20% 이상: 높음.
4. 다음 수치는 '낮음'을 유지하십시오.
총 지방
포화 지방
프랜스 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5. 다음 수치는 '높음'을 유지하십시오.
섬유질
미타민 A
비타민 C
칼슘
철분

성분 목록:
식품에 무엇이 함유되었는지에 관한 정보는 성분 목록을 참조하십시오. 식품 제조에 쓰인 양이
많은 성분부터 적은 성분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식품을 선택하십시오.


짧고 간단한 성분 목록이 있는 식품



통곡물이 함유된 식품. 예: 통밀가루

다음과 같은 식품은 피하십시오.


긴 성분 목록이 있는 식품



경화유(트랜스 지방)를 일부 함유한 식품



당류가 성분 목록의 상단에 위치한 식품. 첨가 당류는 일반적으로 설탕, 사탕수수, 자당,
글루코오스, 덱스트로오스, 액상과당, 당밀 및 전화당으로 표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