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스퇴르 아이생각 이유식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유식을 이용하시면서 간혹 식재료의 일부를 이물로 오인하여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 문의가 접수되는 식재료들을 정리하여 안내 드리오니, 안심하고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재료 이물 오인 안내

파스퇴르 아이생각
원칙대로 올곧게 만든 무균 이유식

식재료의 일부분을 이물로 오인하는 경우 

이물로 오인되는 제품 사진

물성

한 겨울에는 이유식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냉해에 의한 물성변화가 일어나, 덩어리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 경우 제품에 이상이 있거나 섭취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안심하고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다듬은 브로콜리

입고된 소고기

이물로 오인된 이유식 제품 사진

채소

우리 아이 이유식을 만들 때에는 단계별로 3mm~10mm 정도로 재료를 작게 잘라 사용합니다. 작게 잘린 

야채의 초록색 표면이나 붉은색 당근 조각 등 알록달록한 야채조각들이 이물질로 오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양소가 풍부한 야채이니 안심하고 먹여주세요.

아이들의 단백질 섭취를 위해 빠질 수 없는 원료인 소고기. 간혹 오래 조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붉은 색이  

도는 육류를 보신 적이 있나요? 고기와 질산염을 포함한 채소를 함께 요리했을 경우 미오글로빈과  

질산염, 아질산염이 반응하면서 특유의 짙은 분홍색을 띠게 됩니다. 이 부분이 덜 익은 소고기나 핏물 

등으로 오해를 받기로 하는데요. 아이생각에 들어가는 소고기는 무항생제 한우만을 사용하고 있
으며, 1차 볶음 공정, 2차 가열 배합, 3차 멸균 공정을 거치기 때문에 안심하고 이용하셔도 좋습
니다. 

소고기



식재료의 일부분을 이물로 오인하는 경우 식재료의 일부분을 이물로 오인하는 경우 

쌀겨쌀

이물로 오인된 이유식 제품 사진

쌀눈

쌀

잡곡

이유식의 주원료인 쌀. 아이생각에서는 이유식 단계에 맞춰 쌀을 직접 분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쌀은 

크게 쌀겨, 백미, 쌀눈으로 나뉘는데요, 쌀겨과 쌀눈에 쌀 대부분의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쌀겨는 

갈색의 긴 모양을 하고 있어 간혹 짧은 눈썹, 검은 이물로 오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유식은 쌀이  

퍼진 상태로 조리가 되다보니 쌀겨 부분이 날파리, 벌레 등으로 오인되는 경우도 있답니다. 아이생각에서
는 국내산 유기농 쌀만 사용하고 있으며 쌀알 하나하나 까다롭게 육안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안심 
하고 섭취하셔도 좋습니다. 또 이유식에 하얗고 꺼끌꺼끌한 식감을 내는 하얀 반점들은 이물이 아닌  
쌀에서 가장 많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 쌀눈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입고된 고구마 다듬은 고구마 입고된 감자

감자

고구마

사과

아이생각에서는 비타민과 식이섬유이 풍부한 다양한 과일과 야채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부는 껍질을 벗겨낸 뒤 조리 중 공기와 접촉되면서 자연스럽게 갈변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를 검은 이물, 

갈색 이물로 오해받는 경우가 있으나 이물이 아니니 안심하고 이용해 주세요.

입고된 청경채 입고된 근대 입고된 시금치

잎채소

아이생각에서는 청경채, 알배추, 양배추, 근대, 시금치 등 성장에 필수적인 영양소가 다량 함유되어 
있는 다양한 잎채소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꼼꼼한 원료 선별과 손질을 거치면서 질기고 큰  
섬유질 부위는 모두 제거한 뒤 사용하고 있으나, 채소를 잘게 절단, 분쇄하는 과정에서 여린 잎채소의  

줄기나 잎파리에서 기인한 작은 섬유질이 얇은 실, 비닐, 끈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물이 

아닌 채소의 일부분이므로 안심하고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곡물의 왕 귀리부터 슈퍼푸드 렌틸콩, 흑미, 조 등 아이생각에서는 다양한 잡곡을 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검정색, 밤색, 적색 등을 띄고 있는 곡물의 일부분이 이물, 곡물 껍질, 벌레 등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물이 아닌 몸에 좋은 잡곡, 안심하고 먹여주세요. 

백미

쌀눈

쌀겨

입고된 버섯 다듬은 버섯 이물로 오인된 이유식 제품 사진

버섯

향긋한 향과 쫄깃한 식감으로 사랑받는 식재료 버섯. 버섯은 풍부한 식이섬유와 비타민을 함유하고 있어 
이유식 식단에 꼭 필요한 채소 중 하나입니다. 간혹 새송이버섯의 머리 부분이나 양송이버섯의 주름 
부분이 검은 이물로 오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버섯의 일부분이니 안심하고 먹여 

주세요.

흑미 조

이물로 오인된 이유식 제품 사진

렌틸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