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교직원 식품안전·영양·식생활 교육
카페인 줄이기
1. 고카페인 음료란?
고카페인 음료는 카페인이 많이 들어 있는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해당됩니다. 고카페인
함유식품이란 카페인을 인위적으로 첨가하였거나 카페인을 함유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으로 카페인 함량이 ml당 0.15mg 이상 함유한 액체식품을 말합니다.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대부분의 에너지 음료는 카페인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고카페인 음료에 해당됩니다.

2. 한국인 카페인 1일 섭취기준
식품의약안전처에 따르면 성인의 경우 1일 400mg 이하로 하루 1~2잔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커피뿐 아니라 각종 음료, 초콜릿 등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어서 과다 섭취할 수 있어요. 때문에
카페인 함유량을 잘 확인하고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➀ 성인 - 400mg 이하
➁ 임산부 - 300mg 이하
③ 어린이, 청소년 - 체중 kg당 2.5mg 이하 (18kg=45mg 이하)

3. 1회 제공량 당 평균 카페인 함량
제품명
커피믹스 1개
캔커피 1개
콜라 1캔
초콜릿 30g
초콜릿우유
커피우유
초콜릿과자

카페인 함량(mg)
68
74
23
16
3.48
47
2.2

제품명
초콜릿도넛
커피도넛
초콜릿아이스크림
커피맛빙과류
커피맛아이스크림
초콜릿케이크
커피케이크

카페인 함량(mg)
4.0
6.6
9.7
28.81
33.0
6.4
35.5

4. 카페인, 너무 많이 섭취하면?
카페인은 적정량을 섭취하면건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하지만 다량 섭취할 경우 식욕감퇴,
불안, 불면, 과민, 복통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고, 카페인을 섭취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중독 증상과 금단현상까지 일어날 수 있어요. 또한 카페인은 각종 질병과도 연관이 있어요. 다량 섭취
시 체내 칼슘이 떨어져 골다공증이나 빈혈을 일으킬 수 있고, 위산 분비량을 늘려 위궤양이나 위염을 조
장하기도 해요. 고혈압이나 심장질환과도 연관이 깊고요.

5. 카페인 중독에서 탈출하려면?

가. 커피를 줄여보아요.
일일 권장량을 지켜서 마셔보는 건 어떨까요? 캔커피(175ml)에는 74mg, 커피믹스(12g)에는 69mg의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러니 자판기 커피는 하루 2잔, 인스턴트커피는 하루 3잔 이상 마시지
않는다면 적정한 섭취가 될거예요. 졸음을 쫓기 위해 무언가 마셔야만 한다면 커피를 대체할 음료를
마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차나 물,또는 상큼한 과일주스로 피곤함을 해소해보는 것도 좋아요.
나. 커피, 이렇게 마셔 봐요.
꼭 커피를 마셔야 한다면 마시는 방법을 바꿔 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 커피를 마실 때 최대한 연하게
희석한 다음 마시거나 카페인이 비교적 적게 함유된 ‘디카페인 커피’를 고르는 것도 좋아요. 디저트로
커피를 즐길 때에는 식후에 바로 마시기보다는 우유를 한 잔 마신 뒤 커피를 마시면 위를 보호할 수
있어요. 반대로 공복 때 커피를 마실 때에는 위산 분비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중화하는 성분을 지닌
우유나 치즈를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다. 불필요한 카페인 섭취 피하기
카페인은 앞서 말씀 드렸듯이 커피 이외의 음식물에도 들어있어요. 음식을 먹을 때도 카페인의 양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 불필요한 카페인 섭취를 줄이면 좋겠죠?

6. 카페인 중독 자가진단!
자신의 평소 카페인 습관을 되돌아보며 해당되는 문항에 체크(˅) 해보세요.

[결과]4가지 증세 중 3개에 해당되면 카페인 중독증이라 판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