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유식을 시작하는 시기의 기준은 목을 정확하게 가누고 뒤집기가 가능하며 5초 이상 앉을 수 있을 때,

그리고 숟가락 등을 입에 넣어도 혀로 밀어내는 경우가 적어지고

음식에 관심을 보이는 등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생후 5~6개월이 적당합니다.

아기의 발달에 맞춰 서두르지 말고 진행해 나갑시다.

이유식 시작 이유식 완료

이유식 초기

생후 5~6개월 무렵

이유식 중기

생후 7~8개월 무렵

이유식 후기

생후 9~11개월 무렵

이유식 완료기

생후 12~18개월 무렵

먹는 방법 기준

〇아기의 상태를 살피

며 1일 1회 1스푼씩 시

작한다

〇모유나 분유는 원하

는 만큼 준다

〇1일 2회 먹으며 식사

리듬을 기른다

〇다양한 맛과 식감을

즐길 수 있도록 식품의

종류를 늘려 간다

〇식사 리듬을 중시하

여 1일 3회 먹는 것으로

진행해 나간다

〇식구와 함께 식사하

며 식사에 대한 즐거운

체험을 쌓는다

〇1일 3회의 식사 리듬

을 중시하고 생활 리듬

을 조절한다

〇손으로 집어 먹으며

스스로 먹는 즐거움을
늘린다

조리 형태
부드럽게

으깬 상태

혀로
으깰 수 있는 단단함

잇몸으로

으깰 수 있는 단단함

잇몸으로

씹을 수 있는 단단함

곡류 죽 50~80g 죽 90~진밥 80g 진밥 80~밥 80g

채소ㆍ과일 20~30g 30~40g 40~50g

생선 10~15g 15g 15~20g

또는 육류 10~15g 15g 15~20g

또는 두부 30~40g 45g 50~55g

또는 달걀 노른자 1개~달걀 1/3개 달걀 1/2개 달걀 1/2~2/3개

또는 유제품 50~70g 80g 100g

〇벌꿀은 유아 보툴리누스증 예방을 위해 만 1세 미만의 유아에게 주지 않는다.

〇새로운 식품을 시작할 때는 이유식용 숟가락 1개분부터 시도해 본다.

〇이유식 초기에는 조미료는 필요 없다. 이유식 진행 상황에 맞춰 조미료를 사용할 때는 싱겁게 조리한다.

유치가 자라기 시작한다

~1회당 기준량~

미음부터 시작한다. 으

깬 채소도 시도해 본다.

익숙해지면 으깬 두부

ㆍ흰살 생선ㆍ달걀 노

른자를 시도해 본다.

1세 전후로 앞니가

8개 자란다

후반 무렵에는 어금니

가 자라기 시작한다

입을 다물고 삼키거나

마실 수 있다

혀와 위턱으로

으깰 수 있다

잇몸으로
으깰 수 있다

치아를 쓸 수 있다
섭식 기능
기준

치아 성장 기준

〇위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기준이며 아기의 식욕과 성장ㆍ발달에 따라 조정한다.

일본의이유식 진행 방법 기준

韓国語版

한국어



5~6개월 무렵 7~8개월 무렵 9~11개월 무렵 1세~1세 6개월 무렵

죽

10배 죽.

익숙해질 때까지는 으깬다.

7배 죽. 부드럽게 익힌다면 밥알을

으깨지 않아도 좋다.

5배 죽. 익숙해지면 진밥으로

옮겨간다.

진밥. 익숙해지면 일반적인

밥으로 옮겨간다.

채소

무를 때까지 삶아서 부드럽게 으깬

다.

무를 때까지 삶아서 3~5mm 크기로

자른다.

5~8mm 크기로 잘라서 부드럽게 삶

는다.

1cm 크기로 잘라서 부드럽게 삶는

다.

이유식을 시작하는 시기의 기준은 목을 정확하게 가누고 뒤집기가 가능하며 5초 이상 앉을 수 있을 때,

삶아서 껍질과 뼈를 발라낸 뒤 부드

럽게 으깬다.

삶아서 껍질과 뼈를 발라낸 뒤 잘게

바른다.

삶아서 껍질과 뼈를 발라낸 뒤

5~8mm 크기로 자른다.

삶아서 껍질과 뼈를 발라낸 뒤 한입

크기로 자른다.

① 쌀은 중량을 재어 씻은 뒤 체에 걸러 물기를 빼 둔다.

② 냄비에 넣고 아래 표와 같은 양에 맞춰 물을 넣는다.

③ 20~30분 정도 쌀을 불린다.

④ 센 불에 익히다가 끓어오르면 약한 불로 낮추고
넘치지 않도록 뚜껑을 비스듬히 놓아 50분간 익힌다.

⑤ 불을 끄고 뚜껑을 닫은 뒤 10분간 뜸을 들인다.

10배 죽 7배 죽 5배 죽 진밥

쌀 1/2컵

물 5컵

쌀 1/2컵

물 3컵 반

쌀 1/2컵

물 2컵 반

쌀 1/2컵

물 1컵 반

〇완성된 이유식은 1회분씩 나누어 냉동실에 보관하면 편리합니다.

　냉동 보관한 이유식은 1주일 이내에 사용하도록 합시다.

　사용할 때는 전자레인지 등을 이용해 속까지 골고루 재가열합니다.

참고: ‘수유ㆍ이유 지원 가이드’

   신주쿠구 건강부 2019년 발행

식재료 크기

죽 만드는 법 ~전기밥솥으로밥과함께죽을만드는방법~ 

내열성이좋은용기에죽분량의쌀과물을넣고전기

밥솥중앙에넣은뒤일반취사모드로밥을짓습니다. 

성인용밥과함께지을수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