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교직원 식품안전·영양·식생활 교육
- 올바른 식품 선택 건강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올바른 식품을 고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식품이라도 그
식품의 상태가 좋지 않거나 잘못된 보관 방법을 행할 경우,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식품을 올바르게
취하는 것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올바른 식품의 선택>
① 식품표시 살펴보기 : 식품표시는 식품의 제품명,

자신이 섭취할 1회 제공량 횟수를 곱하여 총
탄수화물 섭취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표시된

원료명, 유통기한, 보존방법, 영양성분 등 식품의

탄수화물 함량은 전분, 식이섬유, 당류가 모두

선택 및 구매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줍니다. 주로

포함된 총량입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으로

5) 단백질 : 1회 제공량당 단백질 양에 자신이

식품의 포장지나 포장용기에 표시되어 있는

섭취할 1회 제공량 횟수를 곱하여 총 단백질

영양성분표시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섭취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영양성분표시에는 1회 제공량당 열량과 영양성분들의

6) 지방 : 1회 제공량당 지방의 양에 자신이 섭취할

함유량 및 %영양소 기준치가 적혀있으므로 영양

1회 제공량 횟수를 곱하여 총 지방 섭취량을 계산할

정보를 확인하여 식품 선택 및 구매하는 데 도움이

수 있습니다. 표시된 지방 함량은 포화지방,

됩니다.

불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이 포함된
총량입니다.
7) 그 외 나트륨, 칼슘과 같은 무기질 및 비타민
함량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② 식품 인증마크 : 식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
소비자들에게 바르고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종류의 인증 마크들이 있습니다.

1) 1회 제공량 : 총 제공량은 포장 내 전체

1) HACCP : 식품의 원재료 생산에서 부터

내용물의 중량이고, 1회 제공량은 보통 1회 섭취에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적당한 양을 말합니다. 영양성분은 1회 제공량을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소가 해당식품에

기준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자신이 섭취한 영양소의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위생관리

양을 알 수 있습니다.

시스템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12월에

2) 영양소기준치 : 일반인이 하루에 섭취해야 할

도입하였습니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영양소들의 양을 정해 놓은 것으로, 구입한 제품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부르며, 통상

%영양소기준치를 살펴보면 각각의 영양소 함량을 알

`해썹`이라고 부릅니다. 2002년부터 의무적용으로

수 있다.

확대되고 있으며, 이 마크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3) 열량 : 1회 제공량당 열량에 자신이 섭취할 1회

품목은 비가열 음료, 빙과류, 냉동 수산 식품,

제공량 횟수를 곱하여 총 섭취 열량을 계산할 수

냉동식품, 어묵류, 배추김치이며 2020년까지 과자,

있습니다.

사탕, 빵. 떡류, 초콜릿, 소시지, 음료, 즉석식품,

4) 탄수화물 : 1회 제공량당 탄수화물(당질) 양에

국수, 분유 등이 의무 적용 식품 대상입니다.

3) 전통식품 품질마크 : 국내산 농수산물을
주원재료로 사용하여 제고, 가공, 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 향, 색을 내는 우수한 전통식품에 대하여
2) 친환경 인증 마크 : 정부가 친환경 인증 제도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마크입니다. 주로 한과,

하에서 친환경으로 인정받은 농산물, 축산물,

약주, 메주, 청국장 등에 부착되며 인증 받은

수산물에 부여하는 인증 표시로 농림축산식품부와

제품에는 연 2회 시판 조사와 연 1회 현장조사를

해양수산부에 의해 부여되는 마크입니다.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관리하게됩니다.

친환경 농축산물은 종류와 생산과정에 따라 유기
농산물,

유기 축산물, 무농약 농산물, 무항생제

축산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유기농`은 유기
농축산물, `무농약`은 무농약 농산물, `무항생제`는
무항생제 축산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수산물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과 관할하며,
유기 수산물, 무항생제 수산물,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을 인증합니다.
이 외에도 유기 가공식품이 있는데, 유기농 인증을

4) GMP : 우수건강기능식품을 인증하는 마크로,
식품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증하교 원료의

받은 원재료를 사용한 가공식품으로, 농축산물인지

입고부터 출고까지

품질관리 전반에 지켜야 하는

수산물인지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필요 요건을 규정한 업체만 인정해 부여하고

나누어 관할합니다.

있습니다. 2007년부터 전반적으로 시행을 시작하여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 식품 구매 시 Tip

‧ 장보기를 마치면, 바로 귀가해 식품을 냉장고에
보관하고, 장을 본 반대의 순서로 냉장에 넣습니다.
‧ 샌드위치, 김밥, 떡볶이 등의 즉석식품은 구매 후
바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 안전한 식품 고르기
‧ 점포 내부가 청결하고 정리가 잘 되어 안전에
신뢰가 가는 곳에서 구입합니다.
‧ 캔이나 용기 등의 포장이 파손되거나 움푹 들어간
것은 오염의 위험이 있으니 피합니다.
‧ 종류가 다른 식품을 취급할 때에는 도구를 나눠
쓰는 지 확인합니다.
‧ 달걀은 용기에 담긴 것을 구입하고, 금이 가거나

‧ 생활잡화 쇼핑을 먼저한 후, 식품구매를 나중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선식품은 실온에서 1시간이 지나면 세균수가
급속히 증가하므로 1시간 이내에 모든 구매를
마치도록 계획을 짜야합니다.

오염된 것을 피합니다.
‧ 뚜껑 없이 판매하는 조리 식품은 사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 육류, 생선 등의 즙액이 다른 식품에 옮겨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