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학생 식품안전·영양·식생활 교육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자!!
1. 음식물 쓰레기가 생기는 이유?

4. 음식물쓰레기 처리

2.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것?

5. 음식물 쓰레기가 없어지려면

식사 할 때 음식을 자신의 양만큼 적당히 담아
음식물이 남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오렌지껍질이 분해되려면=6개월이 지나야 거의

3. 하루동안 음식물 쓰레기의양

분해 할 수 있어요

-우유의 경우 정화시키려면=오염원의 15000배의
물이 필요해요

-찌개나 국의 경우 정화시키려면=오염원의
7200배의 물이 필요해요

6. 음식물 쓰레기를 태울 수 없는 이유
물기가 많고 가스가 발생하여 폭발의 위험이 있어요
8톤 트럭 약 1,885대(15,075t정도)
전체생활쓰레기의 35%이상을 차지해요
한국인 한 명당 제공되는 하루 식품 공급량의
34% = 음식물쓰레기

7. 음식물쓰레기가 지구에 미치는

10. 나는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에요!

영향

달걀 등 알 껍데기는 사료나

환경 오염(토양오염, 수질오염, 악취)

퇴비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대부분이 매립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이

일반쓰레기에요.

부패되면서
생기는 악취, 공해, 소음, 수질과 토양오염 등에

달걀 껍데기

물로 헹궈 잘게 부숴서 버려
요.

의해 지구 내에서 동, 식물체가 살기 힘들게 되요.
양파·옥수수의

껍질,

쪽파·대

파·미나리의 뿌리 등은 모두
일반쓰레기에요
채소 껍질

영양분과 수분이 없는 마른 껍
질은 일반쓰레기로 버려요.
포화 지방산이 다량 함유되어
사료나 퇴비화 하기 적절하지

8. 음식물 쓰레기가 일으키는 질병
부패된 음식물에서 생긴 각종 유해 미생물에

않아 잘 말려 일반쓰레기로 버
비계·내장

려요.

노출되어 전염병에 감염되기 쉬워요.
장류, 고춧가루, 소금이 묻은

ex)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간염 등

음식은 헹군 후 물기를 제거하
면 음식물 쓰레기로 버릴 수
있어요.
장류

단 된장, 고추장 등의 장류는
일반쓰레기로 버려야해요.
호두, 밤 같은 견과류의 껍데

9.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

기, 복숭아, 자두 등 핵과류의

조리 전 식품구입
계획을 세워서 알맞게 만들어요.

씨는 모두 일반쓰레기로 분류
과일씨,견과류

해 버려요.
종이나 헝겊으로 포장된 1회용

음식은 적정량을 덜어서 먹어요.

티백,

원두커피,

한양찌꺼기

모두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해
음식점에서 먹고 남은 음식은
포장해서 와요
큰 용기는 작은 용기로 바꾸어 요리는
적정량만 한다.

티백, 커피

요.

11. 버려지는 음식물 다시 활용해요!
파 뿌리나 양파 껍질은 흙과 이물질을
깨끗하게 씻어 국물 요리에 육수를 내
면 깊은 맛이 나고 좋아요!
귤, 오렌지, 사과, 감 등의 과일 껍질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 물을 꼭 짜서

은 깨끗하게 씻어 잘 말리면 차로 우

버리거나, 화초용 거름으로 사용한다.

려먹을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