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교직원 식품안전·영양·식생활 교육
음식물쓰레기
1. 음식물쓰레기의 정의
음식물쓰레기란 식품의 생산 · 유통 · 가공 ·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농 · 수 · 축산물 쓰레기와 먹고
남은 음식찌꺼기 등을 말합니다. 푸짐한 상차림과 국물 음식으로 특정 지어지는 우리의 음식문화와 인구
의 증가, 생활여건의 향상, 식생활의 고급화 등 음식물 낭비요인의 증가로 인해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음
식물 쓰레기가 전체 쓰레기 발생량의 28%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최근 쓰레기 중에서도 가장 처리가 곤
란한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환경문제에서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2.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과 원인
국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하루 1만 4천여톤(2010년 기준), 국민 1인당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은 0.28kg(2010년 기준)으로 프랑스 0.16kg, 스웨덴 0.086kg 등 선진국에 비해 많은 편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주요 증가원인으로는 푸짐한 상차림과 국물음식을 즐기는 음식문화, 인구증가, 생활수준의 향상,
식생활의 고급화 등으로 전체 쓰레기 발생량의 28.7%를 차지합니다.

3. 알뜰살뜰 노하우! 식재료 줄이기

가. 일주일 단위로 식단 구성
- 집에서 식사하는 식구와 횟수를 파악해 일주일 단위로 메뉴를 정해 식재료 구매
※ 주말이나 휴일은 외식이 많아 5일치 식단 구성이 적당
나. 장보기 전 필요한 품목을 메모
- 장보기 전 냉장고에 있는 식재료를 확인하여 필요한 품목을 메모
※ 충동구매 방지
다. 낱개 포장 제품 구입
- 가족 구성원이 적은 가정에서는 소량 판매 제품 구매
※ 가정에서 폐기하는 식재료가 10%를 차지
라. 반가공 • 깔끔포장된 식재료 구매
- 감자, 배추 등 깔끔히 손질된 제품이나 반 가공된 제품을 구매
※ 조리 전 쓰레기 감소
마. 제철에 나오는 근거리 생산 식재료 구매
※ 제철 식재료 구매는 신선한 제품과 환경을 보호하는 활동
바. 식재료별 보관법 파악
- 채소는 세워 보관하고, 곡식은 페트병에 보관하면 쌀벌레가 생기지 않으며, 과일은 개별 포장으로
신선도를 유지한다.

4. 교사와 학생이 함께하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가. 포상제도 실시
학급마다 잔반이 얼마 남지 않았는지를 체크하여 아이들에게 스티커를 주는 방법입니다. 스티커를 반
별로 모아 잔반 줄이기 목표량에 도달한 반에게는 포상으로 건강한 간식을 주면 좋습니다.
나. 화분 길러보기
대부분의 급식 잔반은 야채 먹는 것을 기피하는 것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릴 적부터 동물을 키
워본 사람은 동물에 대한 거부감이 없듯이 작은 정원이나 화분에 몇 가지 야채를 키워 보는 것이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자신이 직접 키워 본 야채를 먹어본다면 훨씬 교육적으로 도움이 될 것입
니다.
다. 가정통신문 배부
가정통신문 배부를 통해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자원낭비,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방
안을 함께 모색하면 좋답니다.
라. 도전미션 주기
아이들은 그냥 “먹어보자”고 말하는 것 보다 오늘의 도전미션을 주고 “도전~”하고 구호를 외치면서 먹
어보면, 꼭 자기가 도전미션을 성공한 것 같아 더 흥미를 느낍니다. 오늘 반찬 중 버섯구이가 있었는데
요. 버섯의 향을 싫어하는 유아들이 많아서 먹기 힘들어했습니다. 그때 “오늘 우리 반은 버섯구이에 도
전~”하고 구호를 외치면 아이들이 도전미션에 성공하기 위해 버섯은 물론이고 다른 반찬들도 싹싹 비우
게 됩니다. “도전~”하고 친구들과 다같이 외치는 구호 한마디로도 잔반이 확 줄어든답니다.
마. EM을 활용한 음식물 퇴비화 교육
음식물 생쓰레기 퇴비화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이 도움이 되며 퇴비를 텃밭이나 정원 등에 사용하면 식물
이나 작물 등을 재배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EM(Effective Microorganisms)는

남은 음식물 발효 등에

활용하는데 생쓰레기 퇴비화 과정을 아이들이 그 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할 수 있는데요. 음식물 생쓰레
기 퇴비화통에 EM을 넣게 되면 발효가 진행되는데 미생물들이 이것을 먹고 발효하면서 겉면이 살짝 뜨
거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 가정에서 EM을 활용해 음식물 퇴비화 실천과 가정
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