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학생 식품안전·영양·식생활 교육
건강한 간식 고르는 똑똑한 어린이.
1. 건강한 간식을 똑똑하게 고르자.
<콜라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과자나 음료수, 아이스크림 등에
는 뚱뚱하게 만드는 설탕이 많고 우리 몸에 필요한 영
양소는 적은 경우가 많아요.
게다가 우리 몸에 해로운 여러 물질들이 들어있기 때
문에 똑똑하게 잘 골라 먹어야 해요.

2. 어린이가 좋아하는 간식의 영양성분

>

콜라에는 많은 양의 설탕이 들어가 있어서 살이 찔 수
있고 다른 영양소는 없기 때문에 건강에 좋지 않아요.
캐러멜 색소는 콜라를 검은색으로 만들기 위해 첨가되
었고, 인산은 콜라가 상큼한 맛을 내게 하지만 뼈를 약
하게 하기 때문에 콜라를 많이 마시면 튼튼해질 수 없
어요.

<아이스크림
<우유

>

>

어린이는 하루에 우유 2컵을 마실 때 튼튼한 어린이가
될 수 있어요. 우유 2컵을 마시면 하루 동안 먹어야 할
칼슘의 반을 섭취할 수 있어 꼭 챙겨 먹어야 할 간식이
에요.

아이스크림에는 우리를 뚱뚱하게 만드는 포화지방과 콜
레스테롤이 많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스크림이 맛있게
느껴지도록 건강에 매우 나쁜 합성착향료와 합성색소도
많이 들어 있어서 자주 먹으면 안돼요.

3. 똑똑한 어린이의 식품첨가물 공부❤
<햄버거 세트

>
식품첨가물은 과자, 아이스크림, 사탕, 음료수 등식품의
맛과 향을 좋게 하기 위해 인공적으로 첨가된 물질이에요.
식품첨가물은 우리의 건강을 좋지 않게 하기 때문에 먹지
않는 것이 좋답니다.
유화제

-물과 기름을 섞어 주는 유화제

햄버거 세트에는 어린이가 하루에 먹을 열량의 절반이나 아이스크림에 들어가는 지방과 물을 잘 섞이지 않아요.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감자튀김 대신 샐러드나 구운 감 그래서 유화제를 넣어 잘 섞이게 하지요. 하지만 유화제
자를 먹고, 콜라 대신 우유나 물을 먹는 게 건강에 좋답 는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고, 피부와 콩팥을 아프게 해
니다. 한 끼를 햄버거로 먹었다면 나머지 끼니는 다양한 요.
영양소가 들어 있는 열량이 적은 음식을 먹어야 해요.
합성 착색료

<피자와 콜라

>

-타르로 만든 합성 착색료

우리가 자주 먹는 알록달록한 사탕이나 아이스크림에는
옷감에 색을 입히는 타르로 만든 합성 착색료가 쓰이고
있어요. 타르 색소는 뇌에 나쁜 영향을 주고 알레르기, 천
식, 암을 일으킬 수 있어요. 화려한 색깔의 간식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아요.
합성 착향료

-코와 입을 속이는 합성 착향료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피자에는 짠맛을 내는 나트륨이 정 딸기맛 사탕에는 딸기가 들어가지 않아요. 딸기향을 내
말 많이 들어있어요. 또 건강에 좋지 않은 포화지방도 엄 는 합성 착향료 덕분에 딸기향이 나는 것이지요. 합성 착
청 많답니다. 그래서 피자를 먹을 때는 2조각을 넘지 않 향료는 비만과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어요.
게 먹고 피자와 함께 먹었던 콜라 대신 이제는 물을 마셔
서 건강을 지키는 어린이가 되어야 해요.

<라면

>

트랜스 지방

-바삭한 과자에 많은 트랜스 지방

지방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에요. 그러나 트랜스
지방은 달라요. 우리 몸에 아주 해롭답니다. 피가 흐르는
혈관 벽에 쌓여서 피가 잘 흐르지 못하게 하지요. 트랜스
지방은 바삭바삭한 빵, 과자, 튀김에 매우 많아요. 또 어
린이들이 좋아하는 초콜릿에도 많답니다.

콜라 라면에는 몸에 좋지 않은 지방과 나트륨이 많고 열
량은 높지만 몸에 좋은 성분은 거의 없어요. 안 먹는 것
이 좋지만 먹고 싶을 땐 나트륨이 많은 국물은 마시지 않
는게 좋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