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학부모 식품안전·영양·식생활 교육
올바른 식품 고르기

1. 안전 식품구매 하는 방법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정부는 식품위생법을 제정하고 각종 인증마크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각기 다른 형태로 운영되고 있던 인증제도 마크를 하나로 단일화 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했다. 기존 마크 및 포장재는 향후 2년간 병행하여 사용 가능하며 인증제도별로 다양한
형태의 마크를 국새모양의 초록색 사각마크로 단일화 하여 소비자가 보다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 다양한 인증
1)친환경농산물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산·축산·임업 부산물의 재활용을 통해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생산한
농축산물을 말한다.
유기농산물이란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에 부여한다.
무농약 농산물이란이란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1/3 이하로 사용한 농산물에 부여한다.
2)
가공식품산업표준인증은 식품 및 서비스의 표준을 제정,
보급함으로써 가공식품의 품질과 서비스 향상, 생산기술의
혁신을 도모한다. 소비자는 우수한 가공식품 또는 식품관련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3)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인증(HACCP)은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
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규명하고, 식
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과학적인 위생관리체계다.

2. 식품 고를 때 중요한 포인트
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재료의 이름과 원산지, 영양 성분이 표시되어있는 영양 성분 표와 원재료명
표시를 확인해야한다.

영양성분 표에서는 열량과 들어 있는 영양소를 확인할 수 있다.

원재료명 에서는 어떤 식품 첨가물이 들어갔는지를 알 수 있다.

3. 가공식품의 진실
1) MSG(화학 조미료) 무첨가 제품
식품에는 들어가는 원재료와 첨가물을 모두 표시해야 하지만, 00시즈닝, 00양념분말 같은 혼합 원료는 성분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MSG가 들어 있어도 표시하지 않으니 알 수가 없으며 MSG 대신 다른 화학조미료를 넣을 수도 있다.
또한 성분 표시에 향미 증진제가 있으면 그것은 화학조미료인 MSG가 들어 있다는 뜻이다.
2) 트랜스 지방 0그램 과자
트랜스 지방 0그램 과자라 해도 트랜스 지방이 들어 있을 수 있다. 1회 섭취량에 든 트랜스 지방이 0.2그램이 안 될 경우는 0그램으로
표시해도 되기 때문에 트랜스 지방이 0.19그램 들어 있어도 0그램이라고 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공 경화유, 쇼트닝, 마가린 등이 들
어간 제품은 구매하지 않는게 좋다.
3) 웰빙 과자의 진실
웰빙 과자는 합성 첨가물을 넣지 않고, 천연 재료로 만들어서 몸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웰빙 과자에 든 포화지방과 나트륨의
양은 보통 과자보다 더 많거나 비슷하다.

4. 올바르지 못한 식품
1)라면 한그릇
라면에는 지방과 나트륨이 많고, 열량은 높지만, 몸에 좋은 영양 성분이
거의 없다. 안 먹는 게 좋지만, 먹고 싶을 땐 면을 끓는 물에 데쳐서 먹는
것이 좋으며 국물에는 나트륨이 많으므로 국물은 마시지 않는 게 좋다.

2)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은 열량이 높아서 한 개만 먹어도 밥 한 공기의 열량과 같다. 포
화지방과 콜레스테롤도 많아서 비만해질 수 있으며 합성 착향료, 합성 색소
도 많이 들어 있어서 몸에 좋지 않다.

3)과자
과자에 많은 트랜스 지방은 우리 몸 해로운 트랜스 지방은 피가 흐르는
혈관 벽에 쌓여서 피가 잘 흐르지 못하게 한다. 트랜스 지방은 바삭바삭
한 빵, 과자, 튀김, 초콜릿 등에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