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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STORY 현장플러스

기다림의 미(味)학! 서양 산적 브리스킷 만들기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커지면서 ‘슬로푸드’가 재조명 받고 있다. 패스트푸드와 반대
되는 의미의 슬로푸드는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 오랜 시간 동안 음식을 만들어 숙성·발효 과정을 거
친 것이 특징이다.

신상식 기자

서울시는 지난 1월 25일 슬로푸드의 우수성과 가치를 시민에게 알기기 위해 ‘서양 산적 브리스킷 만
나기’라는 주제로 쿠킹클래스를 개최했다. 10여 명의 시민이 참가한 쿠킹클래스 현장을 찾았다. 

오랜 역사를 지닌 서양 대표 슬로푸드 ‘브리스킷’ 
이날 행사 주제로 선정된 브리스킷은 서양 대표 슬로푸드인 바비큐의 한 종류다. 소의 차돌양지에 
럽(rub·바비큐 양념)을 발라 6시간 이상 익혀낸 브리스킷은 가정집과 캠핑장에서 누구나 만들어 먹
을 수 있다.    

맛좋은 브리스킷 만들기의 핵심은 ‘불’과 ‘시간’

행사는 브리스킷 만들기 강의 → 질의응답 → 시식 순으로 진행됐다. 강의를 진행한 현은주 바비큐 전
문가는 섬세한 불 조절과 정확한 시간 계산이 브리스킷 만들기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사는 최상의 맛을 내기 위한 브리스킷 만들기 레시피를 공개했다. 고기는 1㎏ 기준 121도에서 
1시간 30분 조리한 다음, 고기 한가운데 온도가 93도가 될 때까지 추가로 2시간가량 익히는 것이다. 

이후 중앙 온도가 93도에 도달했다면 그릴이나 오븐에서 꺼내 10분 정도 고기를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육즙이 차츰 고기 전체로 퍼져 육즙이 덜 빠지고, 촉촉해지기 때문이다.

브리스킷을 만들기 위해서는 캠핑장의 경우 동그랗고 빨간 ‘웨버그릴(Weber Grill)’ 등의 직화구이 
도구를 사용하면 되고 가정에서는 오븐을 쓰면 된다. 하지만 오븐으로는 나무를 태워 나오는 연기
로 스모크(smoke) 향을 입히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4 서울식품안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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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에 맛과 향을 더하는 ‘훈연칩’

현은주 전문가는 ‘훈연칩’의 기능과 사용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고기의 맛과 향을 더해주는 훈연칩은 물에 30분 정도 담궈둔 후 숯 
위에 올려 사용하면 된다. 훈연칩에서는 사과나무, 벚나무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그중 참나무는 향이 좋고 진한 베이컨 풍미를 느낄 수 
있어 소비자에게 가장 인기가 좋다. 

훈연칩을 고를 때는 단단한 나무를 잘 말린 것이 좋다. 수분이 많으
면 잘 타지 않고 그을음만 많이 나기 때문이다. 참고로 조리 시 훈연
칩을 너무 많이 넣으면 고기에 매운맛이나 쓴맛이 날 수도 있다. 

쫄깃한 식감과 풍부한 육즙이 인상적인 
브리스킷 

강의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브리스킷 조리 
시 주의 할 사항에 대해 궁금해 했다. 이에 대해 강연자는 200도 이
상의 온도에서 고기를 굽게 되면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는 참가자들이 브리스킷을 시식하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강사가 직접 조리한 브리스킷은 고기결과 수직이 되도록 잘려져 있
었다. 실제 이렇게 잘려진 브리스킷은 고기의 힘줄이 끊어져 식감이 
더욱 부드러워진다. 

서울시에서는 금번 진행된 브리스킷 만들기 행사를 비롯해 중국, 태국 등 다양한 국가의 음식을 
직접 만들고 맛볼 수 있는 ‘가나다 밥상’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가치를 나누고 다양한 밥
을 짓는다’는 뜻의 이 행사는 2월 27일까지 진행되며 참가신청은 네이버 예약 사이트(https://
booking.naver.com)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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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STORY 숨겨진 음식이야기

건강과 이재의 소망을 담다. 떡국

설날이면 가족이 모여 떡국을 먹으며 소원을 빌고 덕담을 나누는 것이 우리네 전통이다. 지금도 설
날이면 으레 떡국을 끓이지만 예전에는 설날에 떡국을 먹지 않으면 무슨 큰일이라도 나는 줄 알았
던 모양이다.

설은 가까이 다가오는데 어린 것에게 떡국 한 그릇 먹일 수 없는 형편이었다. 아이에게 떡국 한 숟가락
이라도 먹이고 싶어 전당포 문이 닫히기 전에 떡 사고 간장 사서 설날 아침 준비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빨아서 다듬어놓은 옥양목 치마 한 벌을 전당포에 맡겼다. “이십 전이라도 주시오” 이 말을 들은 전당
포 주인이 “치마를 어디에 쓰겠느냐”고 말하면서도 치마를 놓고 가라며 삼십 전을 내주었다.

일제강점기인 1927년의 신문 기사다.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인정이 살아 있음에 놀라고, 설날이라고 기
를 쓰며 떡국 한 그릇이라도 먹이려고 쓰는 모정에 감동한다. 

설날에는 왜 반드시 떡국을 먹어야 할까? 육당 최남선은 떡국이 먼 옛날부터 하늘에 제사를 지낸 후 
복을 빌며 먹는 음식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월 초하루인 설날은 태양이 부활하는 날로 천지만물이 
새롭게 태어나는 날이다. 양의 기운이 돋아나 만물이 되살아나는 날, 질병을 예방하고 장수를 빌며 한 
해 동안의 평안과 풍요를 기원하면서 먹던 음식이 바로 떡국이라는 것이다. 

윤덕노 음식평론가

너무 추상적이라서 선뜻 마음에 와 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떡국에 도대체 어떤 소원을 담았을까? 떡국 
재료인 가래떡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것이 있다.

가래떡은 다른 떡과 달리 끊어지지 않게 길게 늘여 만든다. 《동국세시기》에서는 “설날이면 멥쌀가
루를 쪄서 커다란 목판 위에 다 놓고 떡메로 무수히 내리쳐 길게 늘여서 만든다”고 했는데 굳이 힘들
게 무수히 내리치는 수고를 하면서까지 떡을 길게 만든 것은 가래떡에 장수와 재복의 소원을 담았기 
때문이다. 국수를 장수의 상징으로 여겼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떡국에는 부자 되게 해달라는 소망도 담겨 있다. 가래떡은 굵고 길다. 그래서 떡국을 끓이려면 떡을 썰
어야 하는데, 흥미롭게도 옛 문헌에서는 하나같이 가래떡을 동전 모양으로 썬다고 표현했다. 

《동국세시기》에서는 “동전처럼 얇고 가늘게 썰어 소고기나 꿩고기를 넣은 후 후춧가루로 양념을 한 
후에 먹는데 이를 떡국이라고 부른다”고 했다. 《동국세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한양의 세시 풍속을 
기록한 《열양세시기》에서도 섣달 그믐날이면 가래떡을 엽전 모양으로 가늘게 썬 후 설날 떡국을 끓
여서 식구 숫자대로 한 그릇씩 먹는다고 했다. 

물론 《동국세시기》나 《열양세시기》에서 떡을 동전 모양으로 썬다고 표현한 것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물론이고 다른 나라에서도 새해 첫날 먹는 음식은 대부분 돈과 관련이 있다. 

예컨대 우리도 중부 이북에서는 설날에 떡국과 함께 만두를 먹는데 중국도 춘절에는 만두를 먹는다. 
그런데 춘절에 먹는 만두는 평소의 교자만두, 혹은 포자만두와는 생김새가 다르다. 우리처럼 만두 양
끝을 둥글게 말아서 붙인다. 원보(元寶)라는 옛날 중국 은자를 본떠서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돈 모
양으로 빚은 만두를 먹으며 집안에 재물이 넘치기를 비는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모자라 부잣집에서
는 금, 은을 넣고 만두를 빚는데 금과 은이 들어간 만두를 먹은 사람은 일 년 동안 운수 대통한다고 
믿었다. 

일본도 마찬가지였다. 숙종 때 통신사로 일본을 다녀온 신유한이 《해유록》에 일본 떡도 우리의 권무
병(拳拇餠)과 닮았다고 적었다. 권무병은 엄지손가락처럼 생긴 떡이라는 뜻으로 가래떡을 권무병이
라고 했으니 엽전의 모양을 형상화한 것이 아닌가 싶다. 일본 사람들 역시 새해 떡국을 먹으며 부자 되
기를 소원한 것이다. 동양뿐 아니라 서양에서도 비슷한 풍속이 있다. 프랑스와 그리스 등 일부 유럽 국
가에도 새해에 동전을 숨긴 케이크를 나누어 먹는 전통이 있다. 케이크를 먹다가 동전을 씹는 사람은 
한 해 동안 운수가 대통한다고 믿었으니 동서양의 풍속이 닮은 꼴이다.

떡국에는 이렇게 가래떡처럼 길게 오래 살게 해달라는 장수의 소망과 부자 되게 해달라는 소원이 담겨 
있다. 꿈은 이뤄진다고 했으니 떡국을 먹으며 한 해 건강과 이재의 꿈을 다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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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STORY 생생리포트

청소년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청소년 눈높이 건강포럼’ 현장

서울시와 질병관리본부가 조사한 ‘서울시 청소년 건강행태’에 따르면 12년 8.8%였던 청소년 비
만율은 13.5%로 증가했다. 식습관 역시 나빠져 지난해 기준 주 3회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율은 
21.2%, 주5일 이상 아침식사 결식률은 31.7%로 늘었다. 이에 반해 주 3일 이상 격렬한 신체활동 
15년 40%에서 38.1%로 줄었다. 

청소년기 비만은 성인비만으로 대부분 이어진다. 또한 학교생활에서는 학습과 친구관계 형성에서
도 부적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방이 시급하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지난 1월 25일 청소년 
건강행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청소년 눈높이 건강포럼’을 개최했다. 

신상식 기자

공부에 치여…수면 부족해… 청소년이 생각한 비만의 원인은?

이번 포럼의 특징은 정책의 대상인 청소년이 직접 참여, 자신들이 생각하는 비만의 원인을 이야기
한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이 포럼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청소년 비만 예방 정책에 반영한
다고 한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시에 거주중인 150여 명의 청소년과 건강 분야 전문가가 참여했다. 

포럼은 크게 두 개의 토론으로 나눠져 진행됐다. 제1토론에서는 청소년이 생각하는 건강의 이상과 
현실을 주제로 토론이 벌어졌다. 각자가 생각하는 건강한 이미지를 생각하고, 자신의 일상과 비교해 
현재 자신의 평소 식생활 및 비만의 원인을 도출해내는 것이 목적이었다. 

150명의 청소년은 미리 짜여진 조별로 나눠져 먼저 학교, 학원, 취미, 운동, 식사, 수면으로 나눠진 
카테고리별로 자신의 일상을 소개했다. 이 토론에서 대다수의 학생이 급식 등을 통해 삼시세끼는 
다 챙기나 패스트푸드, 편의점 음식 등 영양이 불균형적인 식사를 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밥 먹을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이 꼽혔다. 공부로 인해 식사 시간을 제한받다보니 
자연스럽게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선호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시중에서 판매되는 음식이 
맛있으며, 쉽게 사먹을 수 있다는 점도 영양 불균형적인 식사를 하는 원인으로 꼽혔다. 이외에도 운동
부족, 부족한 수면시간 등이 자신의 일상에서 식습관 및 비만에 영양을 주는 원인으로 꼽혔다.

서울시는 청소년들이 발굴‧수립한 건강정책을 실행하고 
‘청소년 건강리더’를 모집‧양성한다. 
청소년 건강지원협의체와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 청소년 비만예방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을 개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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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눈으로 바라본 비만 극복 방안은?

제1토론이 끝난 후 이어서 ‘청소년이 만드는 비만극복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제2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서는 각 조마다 ▲고열량 저영양 음식 ▲스트레스와 우울증 ▲운동부족 ▲불규칙한 식습관 
▲사회인식 이라는 비만의 원인을 선정, 각 원인이 발생하게 된 이유를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
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결과 대부분의 참가자는 대학 입시, 미디어에서 양산된 왜곡된 이미지를 각 비만 원인의 이유
로 선정했다. 입시라는 장벽과 동시에 외모에 관심이 많은 시기 때문이라는 의견이다. 두 원인을 한
꺼번에 개선하기 위해 비만 학생과 정상 체중 학생의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개설해 비만 학생은 체
중 감량을, 정상 체중 학생에게는 생활기록부 가점을 주자는 방안도 제시됐다.

음식에 대한 참가자들의 생각도 다양했다. 고열량 저영양 음식을 찾는 원인으로는 자극적인 맛, 저
렴한 가격, 스트레스 해소 등이 꼽혔다. 또한 시간에 쫒겨 빠르게 먹는 습관, 잘 알려지지 않은 식습
관의 중요성 역시 문제원인으로 도출됐다.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는 비만 예방 정책 추진

이번 포럼은 서울시가 올 한 해 추진하는 청소년 비만예방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개
발의 일환으로 열렸다. 시는 지난 11일 미국 블룸버그 자선재단(Bloomberg Philanthropies), 세계
보건기구(WHO), 미국의 국제보건기구인 Vital Strategies와 손잡고 올 한 해 청소년 비만예방과 건
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포럼 이외에도 서울시는 청소년들이 발굴‧수립한 건강정책을 실행하고 홍보할 ‘청소년 건강리더’
를 모집‧양성한다. 또한 청소년 건강지원협의체와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는 등 청소년의 눈높이
에 맞춰 청소년 비만예방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을 개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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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음식 알고 보면 

‘열량폭탄’

떡국 (1대접) 463kcal 
만두1개씩 추가될 때마다 +100kcal

갈비찜 1인분(5토막) 700kcal 조리방법에 
따라 900kcal에 육발할 수 있음

잡채 작은접시 200kcal 

애호박전 1인분(약 3개) 200kcal

동그랑땡 1인분(약 5개) 155kcal

동태전 1인분(약 8조각) 247kcal

꼬치산적 1인분(약3개) 582kcal

식혜 수정과 1컵 130kcal

약과 1개 172kcal 

칼로리로 보는 

칼로리�줄이는�방법
1.돼지고기는�양념보다�삶아서�편육으로�먹기
2.튀길�때는�그릇을�뜨겁게�달군�후�재료를�넣기
3.튀김, 구이�요리�대신�조림, 찜�요리를�중심으로
4.육류나�채소를�미리�살짝�데친�후�볶으면�기름�흡수를�줄일�수�있다.
5.갈비나�쇠고기�무국은�고기의�기름을�제거한�후�살코기를�이용
6.삼색나물이나�잡채에�넣는�참기름의�양은�줄여서�사용
7.볶음요리를�할�때는�센불로�단시간에�볶아�기름이�많이�흡수되지�않도록�한다.
8.식은�전이나�튀김을�데울때에는�기름을�넣어�팬에�데우지�않고�전자레인지에�데운다.
9.볶음�요리는�기름을�적게하고�수분(물)을�이용해�조리한다.

‘설 음식’

줄넘기 70분자전거타기 30분

달리기 30분 달리기 25분

스쿼트 25분 영화관람�람80분

계단오르기 25분 계단오르기 80분

노래 60분 파워워킹 40분 쇼핑 80분

팔벌려뛰기 70분

수다7시간

155kcal 700kcal 582kcal

200kcal 247kcal 130kcal

200kcal 463kcal 172k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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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음식’

줄넘기 70분자전거타기 30분

달리기 30분 달리기 25분

스쿼트 25분 영화관람�람80분

계단오르기 25분 계단오르기 80분

노래 60분 파워워킹 40분 쇼핑 80분

팔벌려뛰기 70분

수다7시간

155kcal 700kcal 582kcal

200kcal 247kcal 130kcal

200kcal 463kcal 172kcal



16 17서울식품안전뉴스 2018. 01

설의 절식, 떡과 만두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

세시음식은 시식과 절식으로 나는다. 시식(時食)은 계절 음식, 절식(節食)은 절기에 먹는 음식을 뜻
한다. 민족 명절인 설의 대표적인 절식이자 겨울 시식이 바로 떡국과 만둣국이다. 이제는 사시사철 
먹을 수 있지만 설 명절이 되면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떡국과 만둣국, 오늘은 그 떡과 만두에 대한 
진실과 거짓을 알아보기로 하자.

이한승 (신라대학교 바이오산업학부 식품공학전공)

1. 가래떡이 쫄깃한 이유는 첨가물 때문이다? 

아니다. 방금 만든 가래떡이 쫄깃한 이유는 떡메로 치거나 반죽기를 통해 조직을 뭉치게 만들기 때문
이다. 우리나라 떡은 시루에 찐 찐떡, 떡메로 쳐서 만드는 친떡, 기름에 지져서 먹는 지진떡, 끓는 물에 
삶아 건진 삶은 떡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추석에 주로 먹는 송편은 찐떡, 빈대떡은 녹두를 원료로 기름
에 지진떡, 가래떡은 고두밥을 지은 후 떡메로 쳐서 만드는 친떡에 해당한다. 

요즘엔 가래떡을 기계로 뽑아내지만 떡메로 치거나 기계로 뽑아내는 가래떡은 쌀 속의 전분 조직이 
뭉쳐서 더 쫄깃해지는 특성이 생긴다. 빵반죽기에 쌀가루나 고두밥을 넣고 오래 반죽해서 가래떡 모
양으로 만들어도 비슷한 식감을 낼 수 있다. 소금을 조금 더 첨가하면 더욱 쫄깃해진다. 밀가루에 소
금을 넣고 반죽하면 글루텐을 형성시켜서 면이 쫄깃해지는 것과 비슷한 원리다. 

2. 만두는 중국음식, 교자는 일본음식인가?

만두는 한중일 3국에서 모두 즐겨먹는 식품이지만 중국에서 유래했고 중국인들이 가장 자주 먹는 음
식이다. 만두와 유사한 음식은 동아시아국가로부터 시작해서 폴란드와 러시아 등 유럽에도 있는데 
만두가 세계적으로 퍼진 것은 징기스칸과 몽골제국 때문이라는 것이 정설이라고 한다.  

가끔 만두는 중국, 교자는 일본 만두,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중국에서의 만두는 소를 
넣지 않고 찐 떡이나 팥앙금이 들어간 찐빵류를 뜻하고,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밀가루로 만든 만두피 
안에 소를 넣은 것은 교자(餃子), 훈둔(餛飩), 포자(包子)라고 부든다. 중국음식점에서 부추잡채 등을 
시킬 때 함께 나오는 흰색 찐빵말이가 중국에서의 만두고, 우리가 먹는 군만두는 교자에 해당한다.  

FOOD & JOY 진실 혹은 거짓

3. 만두는 추운 지방에서 주로 먹었다?

만두는 겨울 음식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는데 우리나라와 중국의 경우 만두는 주로 추운 지방에
서 만들어 먹었다. 아마도 이는 추운 겨울엔 미생물에 의한 변패가 적어서 오래 보관이 가능하기 때
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더운 지역에선 쌀을 더 많이 키우고 밀은 좀 더 추운 곳에서 키웠던 것도 
원인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만두가 유명한 곳은 북한 지방이다. 냉면에 평양식, 함흥식이 있듯이 
만두도 평양만두와 개성만두가 양대산맥을 이루고 있다.  

일반적으로 평양만두는 만두피가 두껍고 투박하며 김치 대신 배추를 사용하고 고기 등을 많이 넣어
서 크게 빚는다는 특징이 있다. 반대로 남과 북의 문화가 혼합되는 지역인 개성에서 만들어진 개성만
두는 밀가루와 메밀을 섞는 경우가 있고 고기보다는 김치와 채소가 많이 들어가고 만두피를 밀대로 
밀지 않고 손으로 주물러서 빚으며 크기도 평양식보다는 작고 아담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나 중국의 남부 지방에서도 만두를 먹었다. 더운 지역에서
는 만두를 쪄서 먹기보다는 튀긴 형태의 만두를 먹는 경우가 더 많다. 아무래도 만두를 튀기면 수분
이 더욱 감소해서 미생물의 생장이 어렵고 보관이 더 용이해지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한다. 밀가루가 
귀한 지방에선 생선의 비늘에 싸먹는 어만두라는 것도 있었다. 

4. 다른 나라에서도 새해엔 떡국과 만둣국을 먹는다?

설날에 떡을 먹는 것은 가래떡처럼 길게 오래 살라는 의미가 있다지만 원래 음식의 역사는 모호하
고 명확한 유래가 있는 경우는 적다. 하지만 설의 절식으로 떡국을 먹는 것에 대한 문헌들이 몇 있는
데 육당 최남선이 지은 <조선상식문답>에는 “설에 떡국을 먹는 풍속은 매우 오래된 것으로 상고시대
의 신년 제사 때 먹던 음복(飮福) 음식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조선 정조 때의 홍석
모가 지은 <동국세시기>와 조선 순조 때 김매순이 지은 <열양세시기>에도 떡국에 대한 기록이 나온
다. 이들 책에는 떡국 설 손님을 대접할 때 반드시 먹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떡국에는 상서로운 새로 
여기는 꿩고기로 국물을 내거나 고명으로 올렸고 만두소에도 사용했는데 꿩고기가 없으면 닭고기를 
썼고 “꿩 대신 닭”이란 말이 여기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남쪽 지역에선 설에 떡국을 먹었던 데 비해 추운 북쪽지방에선 설에 만둣국을 많이 먹었는데, 실은 
중국에서도 설에 물만두 형태의 교자를 먹는다. 교자를 설에 먹는 이유는 교자의 모양이 고대 돈과 
비슷해 새해에 먹으면 재운과 복이 온다는 속설 때문이라는 설과 교자의 餃자가 교류한다는 交자와 
발음이 비슷하다는데서 비롯되었다는 설이 있다. 중국보다 더 북쪽인 몽골에서도 설날에는 몽골식의 
만두인 보쯔(Buuz)를 먹는데 만둣국의 형태가 아니라 찐만두의 형태로 먹는다. 

일본에서는 새해가 되면  오조니(お雑煮)라는 일본식 떡국을 먹는 풍습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처
럼 가래떡을 썰어 넣은 것이 아니라 굽거나 찌거나 삶은 떡을 국에 따로 넣은 방식이다. 대부분의 떡
은 찹쌀을 사용하여 매우 쫄깃하며 각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다.  

16 17서울식품안전뉴스 2018. 02



1. 어린이 성장 발육에 도움이 되요
2. 항암 효과에 좋아요
3. 빈혈 예방에 좋아요
4.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되요

꼬막효능

FOOD & JOY 파송송 계란툰 쫄깃한 식감이 인상적인 
겨울철 대표 별미, 꼬막무침

꼬막 700g 
양념장(간장 5큰술, 참기름·다진파 1큰술, 고
춧가루·다진마늘·통깨 1/2큰술, 홍고추 1개, 
쪽파 100g)

1. 꼬막을 바구니에 담아 진흙이 나오지 않
을 때 까지 씻는다.

2. 뜨거운 물에 꼬막을 넣어 삶는다.

3. 삶아진 꼬막에 입을 벌린다.

4. 양념장을 만든다.

5. 꼬막 위에 양념장을 얹어준다.

1. 입이 다물어지고 무거운 것이 좋다.

2. 껍질에 흠이 없고 색이 선명한 것이 좋다.

3. 꼬막 껍질에 골이 뚜렷한 것이 좋다. 

준비재료

꼬막무침 만드는 법

꼬막 고르는 TIP

01

02

03

04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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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HOT CLICK 푸드립

유기농은 무조건 좋다? 유기농식품의 오해와 진실
황인식 기자

지난해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먹거리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면서 유기농, 친환경 등의 마크가 
새겨진 제품이 큰 인기를 끌었다. 실제 이 사건을 계기로 일반 계란보다 2배 가까이 비싼 유정란, 유
기농 계란 등의 고급 계란 매출은 전년 대비 290% 급증했다. 

그렇다면 유기농식품은 정말 몸에 좋기만 한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다. 소비자 사이에 유
기농은 건강한 먹거리라는 인식이 강하게 박혀있지만, 유기농식품이 일반식품보다 영양가치가 높다
는 객관적 자료는 없다. 단지 불필요한 오염물질의 많고 적은 차이만 있을 뿐이다.-

환경 보호를 위해 유기농식품을 먹는 유럽인들

2012년 미국 스탠퍼드 의대 연구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0년간 유기농과 일반 식품을 비교
한 논문 237편을 분석한 결과 영양학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
이 유기농식품을 사는 이유는 값비싼 유기농식품이 일반 제품보다 당연히 좋을 거라 생각하는 사회·
심리적 결과물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유기농산물 구입동기에 대한 한국과 유럽의 차이에서도 나타난다. 한국농업과학원에
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안정성을 위해 유기농산물을 구매하는 유럽인은 3%인 반면, 한국인은 88%
나 된다고 나타났다. 해당 조사 결과에 의하면 유럽인들은 식품의 안정성 문제 보다 지구생태계 보존
과 환경 보호를 위해 유기농제품을 구매한고 한다.

유기농식품, 바르게 알고 먹는 것이 중요

이처럼 대다수의 우리 국민들은 유기농식품을 선호하지만 그 뜻에 대해 명확히 아는 사람은 드물다. 
그렇다면 유기농이란 무엇일까? 유기농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화학비료, 농약 등을 쓰지 않고 퇴비와 
같은 자연적인 방법을 이용해 키우는 것이라고 정의돼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자연적’이라는 단어다. 자연적으로 길러진 유기농산물에는 화
학성분이 없을지언정 각종 병충해에 취약하다. 유기농산물 재배를 위해 쓰이는 퇴비는 인간·가축의 
분뇨를 주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분뇨의 특성상 충분히 발효되지 않을 경우 농산물을 오염시키
며 여기에는 기생충의 알이나 세균이 등이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다.  

한국도 유기농식품의 안전지대는 아니다

실제 유기농산물 및 가공물의 오염 사고는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2008년 미국에서는 살모넬라에 오염된 유기농 토마
토에 의한 집단 식중독이 발생해 1명이 사망했다. 또한 2011년 미
국 콜로라도산 멜론이 리스테리아균에 오염돼 72명이 감염되고 이 
중 16명이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 

국내에서도 최근 몇 년 사이 유기농 분유, 과자 등 가공제품에서 
세균이 검출되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했다. 아직 국내에서는 유기
농식품과 관련해 직접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은 없었지만, 
유기농산물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모든 유기농은 안전하다’라는 생각은 금물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테크사이리서치(TechSci Research)에 따르
면 2020년까지 전 세계 유기농 식품 시장은 매년 16%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성장률이 4년 이상 지속되면 유기
농 시장은 현재의 두 배가 된다. 

이와 같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유기농식품 시장에서 소비자는 ‘
모든 유기농은 안전하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에 더해 
소비자는 안전한 유기농산물 구입 및 섭취요령에 대한 지식을 갖
추고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을 구입하도록 하자. 

유기농식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은 소비자는 한국유기농
협회 홈페이지(http://www.organic.or.kr/)를 참고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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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만큼 건강해진다! 
2018년 새로 추진되는 식품안전정책은?

2018년 벌써 2월로 접어들었다. 새해의 시작과 함께 제정, 공표된 제도들도 하나둘 씩 도입되고 있
다. 식품안전분야 역시 2018년을 맞아 다양한 정책이 추진·시행된다. 올해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
지는 식품 분야의 주요 정책을 소개한다.

김주하 기자

FOOD HOT CLICK 테마포커스

커지는 활자, 나눠 표시되는 정보… 
‘식품 정보표시면 활자크기 확대통일’

1월부터는 식품 정보표시면의 활자가 확대, 통일된다. 그동안 원재료명은 7포인트 이상, 업소명 및 
소재지는 8포인트 이상, 유통기한은 12포인트 이상으로 각각의 정보에 따라 활자크기가 달라 소비
자가 표시사항을 읽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선으로 표시사항 활자 크기는 정보 종류에 관계없이 10포인트 이상으로 확대·통일된다. 또
한, 정보표시면의 내용이 소비자가 제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사항을 표로 표시하거
나 각각의 내용을 단락으로 나누어 표시된다.

 나눠져 관리되던 기준 규격 통합… 
‘식품과 축산물 관리기준 일원화’

1월부터는 식품과 축산물의 관리 기준도 일원화된다. 기존에 ‘식품의 기준 및 규격(250개 유형)’과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111개 유형)’으로 구분돼 나뉘어 관리되던 관리 기준을 ‘식품의 기
준 및 규격’에 맞춰 274개 유형으로 통합해 관리된다.

예를 들어 국수, 냉면, 당면 등 6개로 구분되던 면류의 세부 유형은 제조방식에 따라 생면‧숙면‧
건면‧유탕면 4개로 분류된다. 또한 지방 함량에 따라 구분되던 가공유‧저지방가공유‧무지방가
공유 등은 가공유로 통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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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안전관리 강화 위한 ‘식용란 선별포장업’ 신설 

4월에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이 신설된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은 농가에서 생산한 식용란을 전문적으
로 선별·포장하는 업종이다. 달걀을 선별해 세척‧건조‧살균 작업을 거친 뒤 검수를 하고 최종적
으로 포장처리까지 하는 과정을 맡는다. 그동안 달걀은 농장에서 생산된 후 마트 등으로 곧바로 판
매가 됐으나 앞으로는 식용란선별포장업자를 거쳐 마트로 가게 된 것이다. 

또한, 축산물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4월부터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이, 12월부터는 햄·소시지·
햄버거 패티 등 식육가공품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유통이력추적관리 확대’로 수입건강기능식품 위해상황 
신속 대응

수입건강기능식품 유통이력추적관리 의무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이는 건강식품의 수입부터 판매단
계까지의 모든 이력 정보를 추적·관리해 위해 상황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적
용대상은 2016년 기준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건강기능식품 수입업체다.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향상을 위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의무적용 역시 
올해 12월부터 시행된다. 의무적용대상은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체 중 2017년 매출액이 20억 원 
이상인 업체가 해당된다.

이외에도 ▲음식점 주방 공동사용 확대(1월) ▲실온보관 음료류와 발효유류 냉동판매 가능(1월) ▲
발효식초의 제조·가공에 오크칩(바) 사용 가능(1월) ▲동물카페 관련 음식점 소독시설 설치 의무화
(7월) 등의 정책도 올 한해에 걸쳐 추진된다.

일정 분야 정책 주요 내용

1월

식품 음식점 주방
공동사용 확대

같은 건물 안에서 둘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주방을 공동으로 사용 가능

식품 식품 정보표시면에
활자크기 확대통일 식품 표시사항을 표시함에 활자크기 10포인트 이상 확대 통일

식품 식품과 축산물 유형
통합

식품(250개)와 축산물(111개) 유형이 통합되어 식품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통합된 유형으로 기준·규격 적용

식품
실온보관 음료류,

발효유류의 
냉동판매 허용

제조가공업자가 냉동판매 가능하도록 허용한
제품에 한하여 판매업자가 냉동으로 판매 가능

식품
발효식초의 

제조·가공에 오크칩
사용 허용

발효식초의 착향의 목적으로 오크칩(바) 사용 가능

2월 식품
수산물

국가잔류물질검사(NRP)
체계 구축

전국 위·공판장(194개)에서 경매·유통되는 국민
다소비 수산물의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

과학적 위해평가 및 원인조사 D/B 구축

4월 식품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 신설

식용란을 전문적으로 선별·포장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 허가업종을 신설

4월
(12월) 식품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가공업 

HACCP 의무적용 확대
식용란선별포장업(4월)과 식육가공품(12월)이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의무적용 대상으로 확대

6월 식품
수입건강기능식품
유통이력추적제도

의무적용 확대
유통이력추적제) ‘16년 기준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건강기능식품 수입업체로 확대

7월 식품 동물카페 음식점
소독시설 설치 강화

음식점과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시설이 
있는 경우 출입구에 손 소독시설 설치 의무화

12월 식품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
기준(GMP) 의무적 확대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체 중 ‘17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업소로 확대

2018년 달라지는 식품안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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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HOT CLICK 식품안전뉴스

1. 웰빙식품 콩! 원산지단속으로 유통질서 확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 이하 농관원)은 콩 유통업체와 콩을 원료로 사용하는 제조업
체, 두부류 등 콩 요리 전문음식점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해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124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체의 위반사항은 원산지 거짓 표시(66개소), 원산지 미표시(58개소)다. 원산
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66개소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
은 58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업소별로 보면 콩을 두부 등으로 조리하여 판
매하는 음식점이 113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콩을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업소가 9개소, 유통업체가 2
개소 순이다. 

  
2. 2월 가나다 밥상 프로젝트

한 끼의 밥상이 사람들의 마음을,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가나다 밥상 프로젝트』는 음식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가치를 나누고,
식재료와 음식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생각해보는 식문화 혁신 프로젝트입니다.

○ 대 상 : 먹거리에 관심이 있는 시민 누구나
○ 인 원 : 100명(프로그램 다르며, 선착순 참여)
○ 비 용 : 프로그램 마다 다름(포스터 참고하세요)
○ 장 소 : 서울혁신파크 맛동(16동) 1층  *은평구 불광동 소재
○ 신 청 : 네이버(www.naver.com) > 맛동 가나다밥상 검색 위즈돔(www.wisdo.me) > 맛동 검색
○ 문 의 : 070-4285-3981

3. 건강을 위해 외식의 영양성분 꼭 확인하세요!

우리 국민이 외식으로 자주 섭취하는 음식에 대한 영양성분 분석 값을 제공해 건강한 식생활에 도
움을 주고자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외식 영양성분 자료집 제5권’을 발간했다. 이번 자
료집에는 국민이 외식으로 즐겨먹는 음식 44품목에 대한 영양성분의 함량 정보가 담겨 있다.

자료집의 주요 내용은 ▲각각의 음식 사진 ▲열량, 나트륨, 당류, 지방, 비타민·무기질 등 79종 영양
성분 함량 정보 ▲건강한 삶을 위한 식생활 지침 등이다. 해당 자료집은 인터넷 서점과 식품안전정
보포털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다.

이달의 회수식품

회수영업자: 대대로영농조합법인
제품명: 진도홍주
회수사유: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기준초과 검출
※ 회수대상은 제조일자가 2017년 11월 18일인 제품입니다.

회수영업자: 매홍식품 
제품명: 모링가잎분말
회수사유: 금속성 이물 기준 규격 부적합
※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9월 7일인 제품입니다.

회수영업자: 유한회사 도니팜
제품명: 햇마루 찰순대(조봉순 국밥순대)
회수사유: 무신고 소분판매 및 유통기한 연장표시
※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12월 11일인 제품입니다.

회수영업자: 농업회사법인 원지평양조(주)
제품명: 원지평 생 막걸리
회수사유: 유통기한을 연장 표시
※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2월 8일인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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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

서울식품안전뉴스를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합니다
식품안전의 다양한 의견이나 궁금증을 페이스북 페이지

<www.facebook.com/lownatrium>에 남겨주세요
안전한 식품, 투명하고 상세한 정보로 보답 하겠습니다

서울식품안전뉴스를 함께 만들어 주세요

독자마당

독자 참여 이벤트

발행 서울특별시  발행처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편집/디자인 (주)디지틀조선일보

이달의 독자참여 이벤트 당첨자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18 맵고 짠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거 msg 듬뿍 넣었네’라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맛은 있지만 건강에는 좋지 않다는 생각도 함께 들었구요. 하지만 식품첨가물이 무
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다양한 
식품첨가물을 먹고 있다는 사실도요. 기사 말미에서처럼 식품첨가물을 독성으로 생
각하기보다 프리미엄 정도로 유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경만(서울시 동작구)

p.18

p.22
겨울철이면 매년 노로바이러스 예방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접할 수 있었습니다. 겨
울에 무슨 식중독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기사를 접하고 나니 정말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 치료제가 없고, 전염성이 강하다는 이야기를 보고 무조건 예방
이 최선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하나만 바이러스에 걸리면 모르겠지만, 
제 가족까지 바이러스에 걸리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기사 잘 읽었습니다.

오승철 (서울시 성동구)

서울식품안전뉴스 페이스북의 1월 댓글 사용자 중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김송* : 편견을 깨는 내용이 좋습니다~
박종* : @김수* 오늘 밤 반찬은 더덕찹쌀구이다~
이승* :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다른거구나 ㅎㅎ
김민* : @박민* 러시아 음식 먹어보고 싶다...
정형* : 약수터 정보도 있네 ㅋㅋㅋㅋ 신기하다

당첨자는 스타벅스 톨사이즈 아메리카노 교환권을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