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학생 식품안전·영양·식생활 교육
음식도 서로 짝꿍이 있어요.
<돼지고기와 표고버섯

1. 음식궁합이란?

>

돼지고기에는 각종 성인병을 발생시키는 콜레스테롤이
많아요. 표고버섯의 섬유질은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방
음식 중에도 함께 먹으면 건강에 좋아 궁합이 좋다고 하
지하고 수치를 낮춰 주기 때문에 함께 먹으면 굉장히
는 환상의 짝꿍이 있고 오히려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짝 좋아요.
꿍이 있답니다.
<바나나와 우유
>

2. 환상의 짝꿍❤
<된장과 부추

>

된장은 우리나라 대표 발효음식으로 건강에 참 좋은데
나트륨이 너무 많아 비타민A와 비타민C를 부족하게 해요.

우유에는 키를 쑥쑥 자라게 하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많
아요. 바나나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우리 몸으로 잘 흡
수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우유만 먹는 것보다 바
나나를 같이 먹으면 키가 더 잘 자랄 수 있어요.
<고등어와 무

>

부추의 칼륨은 이런 된장의 나트륨을 배출시켜 준답니다.
<소고기와 배

>

고등어에는 머리를 맑고 좋게 하는 DHA가 풍부해요.
무에는 비타민C가 많은데 DHA가 파괴되는 것을 막아
배에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물질이 많아요. 이것은 소고 주기 때문에 함꼐 먹으면 좋답니다. 고등어조림에 항상
무가 들어가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랍니다.
기의 단백질을 분해하여 고기를 더 연하게 한답니다.

3. 함께 먹으면 안좋은 궁합✖
<토마토와 설탕

<감과 게

>

>

게는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으로 맛도 좋지만 식중독
균이 번식하기 쉬워요. 감의 탄닌이라는 성분이 게와
만나게 되면 배가 아프게 되고 식중독에 걸릴 수 있기
토마토가 다른 채소나 과일에 비해 단맛이 없어서 설탕
때문에 둘을 함께 먹는 것은 피해야 해요.
을 뿌려 먹기도 하는데 이는 좋지 않아요. 설탕이 토마토
에 있는 비타민이 우리 몸으로 흡수되기 전에 없애버리기
<오렌지 주스와 빵

때문이에요.

<당근과 오이

>

오이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한데 당근에는 비타민C를 파

아침에 간단한 식사나 간식으로 오렌지 주스와 빵을
먹기도 하지만 이 두 조합은 소화가 잘 되지 않게 하기
때문에 좋지 않은 짝꿍이랍니다.

괴하는 물질이 들어 있어서 함께 먹으면 우리 몸으로 비

✌

3. 생으로 먹으면 좋은 음식

타민 C가 흡수되지 않아요.

오이
<미역과 파

>
양파

양상추
견과류
사과
미역에는 칼슘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파는 미역의
칼슘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함께
먹으면 좋지 않답니다. 파가 들어간 미역국은 본적이 없
는 이유도 이 때문이에요.

>

깻잎

오이에 풍부한 비타민 C는 열에 의해
파괴 돼요.
양파는 생으로 먹으면 좀 맵지만 생으
로 먹었을 때 훨씬 건강에 좋아요.
양상추에 풍부한 비타민 C와 엽록소는
열에 의해 파괴 돼요.
견과류를 요리하면 나쁜 영양소는 늘어
나고 좋은 영양소는 줄어들 수 있어요.
사과는 껍질에 영양소가 많아 껍질 채
로 먹는 것이 좋아요.
깻잎에도 엽록소가 있는데 엽록소는 양
상추와 마찬가지로 열에 약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