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교직원 식품안전·영양·식생활 교육
- 음식 궁합 현대에 이르러 건강을 생각하는 웰빙 시대에 따라 먹는 것 또한 건강하게 먹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이 때, 몸
에 좋다고 알려진 식품 위주로 식단을 구성하면 될 것 같지만 꼼꼼하게 잘 따져서 섭취해야 합니다. 같은 식품도
어떻게, 무엇과 섭취하느냐에 따라서 득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몸에 좋은 건강 식품이라도
잘못 섭취하면 독이 될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품들의 궁합이 잘 맞고,
맞지 않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득이 되는 조합 (GOOD)

숙취해소 등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조직이 단단하
게 짜여져 소화가 어렵고, 지방함유율이 낮습니다.
특히 마른 오징어는 생 오징어보다 콜레스테롤 수치
가 높은 단점이 있는데, 이를 보완해 주는 것이 바로
땅콩입니다. 땅콩은 필수아미노산과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하다는 것이 특징인데, 이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
치를 낮추는 역할을 해줍니다. 오징어와 땅콩은 맛과

① 쇠고기 + 해초류 : 쇠고기를 통해 훌륭한 단백질
을 섭취하게 되지만 동시에 육식에 의해 생기는 독소

질감뿐 아니라 영양적으로도 궁합이 잘 맞는 조합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콜레스테롤 때문에 꺼려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럴 때에는 해초류와 함께 섭취하시면 좋습니다. 미
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초류는 혈액을 맑게 해주는 혈
관 청소부 역할을 하며 독소 배출에도 효과적이므로,
쇠고기 섭취로 인해 생기는 몸 속 독소 배출과 콜레
스테롤의 흡수를 막는데 도움을 줍니다.
④ 생선회 + 무 : 생선회에는 우리 몸에 좋은 불포
화지방산인 EPA와 DHA가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산
화가 매우 빨라 몸에 이로운 기능이 상실되고 맙니
다. 이 때 무채와 함께 섭취하면, 무에 함유된 비타
민 C가 항산화제 역할을 하므로 생선 지방의 산화를
방지해줍니다.
② 고구마 + 사과 : 식이섬유가 많은 고구마는 아침
식사대용, 다이어트 식품 등으로 많이 애용됩니다.
그러나 장에 가스가 쉽게 차서 곤란해 하는 분들 많
습니다. 그럴 땐 사과와 함께 섭취하면 가스가 차는
것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사과에 함유된 펜틴
성분이 정장작용(대장기능이 정상적으로 작용 하는
것)을 하여 소화에 도움을 줍니다. 사과는 그냥 먹어
도 좋지만 익혀서 섭취하시면 더 좋습니다.

⑤ 된장 + 부추 : 된장은 과다한 나트륨의 섭취의
우려가 있으며, 비타민 A와 비타민 C가 부족합니다.
이러한 결점을 완벽하게 보완해 주는 것이 바로 부추
입니다. 부추에는 칼륨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는 체내 흡수 과정에서 밖으로 배출될 때 나트륨을
함께 끌고 나가 나트륨이 몸 속에 많이 쌓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비타민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된장

③ 오징어 + 땅콩 : 오징어의 경우, 타우린 성분이
많아 알코올 성분 분해에 도움이 되고 술냄새 저하,

으로 인한 부족한 비타민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2. 독이 되는 조합 (BAD)

③ 삼겹살 X 소주 : 흔히 삼겹살을 먹는 경우, 소주
① 시금치 X 두부 : 시금치와 두부 둘 다 건강에 좋

를 함께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말

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같이

좋은 조합이 아닙니다. 소주는 체온을 높여 지방합성

먹는 것은 그리 좋은 조합이 아닙니다. 시금치에 함

을 촉진시키는데, 이는 지방이 많은 삼겹살과 함께

유된 수산이라는 성분과 두부에 함유된 칼슘이 만나

섭취 시 지방 축적이 배가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

수산칼슘이 생성되는 데, 이는 체내에 축적되어 결석

니라, 육류를 구울 땐 벤조피렌과 같은 발암물질이

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생성되는데, 알코올을 만나면 체내 작용이 2~3배 더
강하게 되어 장내벽을 자극하여 통증을 유발하고, 염
증이나 용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② 빵 X 오렌지주스 : 빵을 먹을 때에는 오렌지주스
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렌지주스의 낮은 산도로
인해 빵 속의 전분을 분해하는 효소인 아밀라아제의

④ 우유 X 홍차 : 홍차 내에 함유된 탄닌이라는 성

기능을 떨어지게 해 빵의 소화를 방해하기 때문입니

분은 소화 기능과 면역력에 좋습니다. 흔히 우유를

다. 빵은 우유와 함께 먹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넣어 밀크티, 홍차라떼로 먹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탄닌은 우유에 함유된 유단백질을 변성시켜 응고되게
하여 탄닌과 유단백질 모두 제 기능을 상실해버리므
로, 레몬을 넣어 마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 생으로 먹으면 좋은 음식

와 항산화제 성분인 비타민 C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분들은 열을 가할 경우, 쉽게 파괴되어
기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황 성분은 위궤
양 방지 및 위 점막 강화의 기능을 하는데 가열할 경
우, 휘발성으로 인해 사라질 수 있습니다.

① 양파 : 양파를 생으로 섭취하면 양파 내 함유된
황화알리 성분을 많이 섭취할 수 있는데, 이는 불안
해소, 신진대사 촉진, 콜레스테롤 억제, 피로해소 등
에 도움이 됩니다. 익혀 먹어야 하는 경우, 기름에
볶는 것은 황화알리 성분이 약해지고 당지수가 높아
지므로 물에 볶아 먹는 것이 좋습니다.
③ 사과 : 사과에는 식이섬유 및 비타민 C가 풍부해
장 운동과 피부 건강에 좋습니다. 또한 펙틴 함량이
풍부해 면역력과 항산화제 역할에 좋은데, 특히 사과
의 껍질에 펙틴이 풍부하므로 껍질째 먹는 것이 좋습
② 양배추 : 양배추에는 항궤양성 성분인 비타민 U

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