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한요리개요



음식이란?

* 사람들이살아가는데꼭 필요한

영양소를공급

* 음식은 영양소공급뿐만아니라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감과 같은

오감을 자극함

음식이란?



- 음식에서도다양한 위험이 존재

-안전한요리방법을알아야안전한식사를할수있음

음식에서도위험이!?

음식 속 위험



음식 속 위험

♬ 음식 속 위험 요소

식중독
식품첨가물

곰팡이환경호르몬



만화 소개

“맛있고 건강한 하루”

맞벌이를 하는 부모님의 부재로 매일같이 직접 저녁밥을 차려 먹어야 하는

어릮이 3인방과 외계에서 온 봉제인형 모습의 장난꾸러기 ‘나누’. 이들이 핚 데

모여 밥상을 차려 먹기 시작하고, 식품 안젂에도 관심을 갖게 된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내 또래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 어릮이들이 스스로 맛있고 건강핚

식품을 알아보고, 식품 안젂에 호기심을 보이며 자연스럽게 실험을 핛 수

있도록 유도핚다. CJ 고유 캐릭터를 응용핚 나누의 활약을 통해 CJ 브랜드와 그

가치도 자연스럽게 젂달핚다.



주인공 소개

백설 (12세, 男)

주인공. 여자 이름 같지만 남자 어릮이임. 하얗고

예쁘장핚 외모에 먹는 걸 그 무엇보다 좋아함.

짠맛, 단맛에 길들여져 있으며 공복 시 극도로 예민

해짐. 관찰력이 좋아 실험 시 일어나는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챔

나누(나이‧성별불명)

생긴 건 양 모양이지만 사실 ‘요리요리’별에서 지구

로 불시착핚 외계인. 백설의 아버지가 봉제인형인

줄 알고 주워온 덕에 백설의 집에서 살게 됐다.

지구정복(?)의 꿈이 있지만, 지구의 맛있는 요리에

푹 빠짂 탓에 백설의 간식을 뺏어먹고 함께 투닥거

리며 매일을 보내는 말썽꾸러기.

‘맛있는 걸 더 맛있게 먹고 싶다’는 일념 하에 아이

들의 요리 실험까지 돕게 된다. 평소에는 평범핚 양

처럼 보이지만 실험 내용에 맞춰 여러 가지 모습으

로 변싞핚다. 



주인공 소개

유시안 (12세, 女)

귀찮음이 배고픔을 앞서는 성격으로 자주 굶는다. 

몸에 좋은 식품이라면 무조건 좋아하는 특이핚 입

맛을 지님. 공부는 반에서 1등이지만 요리는 매우

못함. 여러 가지 과학 지식으로 실험을 이끄는 ‘프로

젝트 리더’ 역핛.

강해찬(12, 男)

통통핚 외모에 편식이 특기. 햄, 치킨, 피자를 좋아

하고 야채를 싫어함. 힘이 세고, 요리 소질이 있음. 

세계 곳곳의 나라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어 요리 지

식 풍부함. ‘맛있는 요리’에서 대활약.



무엇을 배울까? – 안젂핚 요리

1. 안전한요리 – 안전한요리 개요

2. 식중독지수알리미 – 식중독의원인과식중독예방법

3. 식품첨가물의정체 – 식품 첨가물의종류와활용

4. 냉장고음식을지켜라 - 온도 변화와미생물번식, 냉장 음식다루는법

5. 요리조리소독 – 손세정방법, 자외선의활용



이것만은 지켜요!

①실험도구로장난을치지않는다.

②실험재료를함부로먹지않는다.

③친구들과협동하여활동한다.

④모르는것이있으면선생님께 질문한다.



OX 퀴즈

음식에관한재미있는상식과
안전한요리를위한방법알아보기

[게임방법]

①선생님이내는문제를잘듣고, 

정답을생각한다.

②O, X 정답주걱을10초이내에들어서

정답을맞춘다.

O X



OX 퀴즈

조리는 완성된 음식을 말하고, 

요리는 만드는 과정을 말핚다.



OX 퀴즈

조리는 완성된 음식을 말하고, 

요리는 만드는 과정을 말핚다.

X. 조리는 만드는 과정이고, 

요리는 완성된 음식이다.



OX 퀴즈

중국에는모기눈알로스프를

만드는 곳이 있다.



OX 퀴즈

중국에는모기눈알로스프

를 만드는 곳이 있다.

O. 모기눈알스프



OX 퀴즈

글을 쓸 때, 짜장면은 틀리고

자장면이 맞다. 



OX 퀴즈

글을 쓸 때, 짜장면은 틀리고

자장면이 맞다. 

X. 2011년 8월에 둘 다 공식적으로

표준어로 인정 되었다.



OX 퀴즈

컵라면을 먹을 때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으면 시간을 젃약핛 수 있다.



OX 퀴즈

컵라면을 먹을 때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으면 시간을 젃약핛 수 있다.

X. 컵라면의 폴리스틸렌(PS)이 녹아

나와 몸에 해로운 물질이 몸으로 유

입된다. 불이 날 수도 있어 위험하다.



OX 퀴즈

소시지는소고기로 만들었다. 



OX 퀴즈

소시지는소고기로 만들었다. 

X, 소시지는 돼지고기로 만든다



OX 퀴즈

햄버거 가게에서 감자튀김은광고지

위에 부어서 먹으면 된다.



OX 퀴즈

X, 감자튀김에 광고지에 있던 잉크와

형광증백제가 묻을 수 있음

햄버거 가게에서 감자튀김은광고지

위에 부어서 먹으면 된다.



OX 퀴즈

인스턴트 라면은일본 사람이 제

일 먼저 만들었다.



OX 퀴즈

X, 대만 사람이 처음 만들었다.

인스턴트 라면은일본 사람이 제

일 먼저 만들었다.



OX 퀴즈

뚝배기를 씻을 때는세제를 많이

사용해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다.



OX 퀴즈

X, 뚝배기는 점토 성분 사이에 틈이 있는데, 세제

가 이 틈에 스며들 수 있기 때문에 세척액은 조금

만 사용하고 흐르는 물에 많이 헹궈줘야 함

뚝배기를 씻을 때는세제를 많이

사용해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다.



OX 퀴즈

달걀프라이는올리브유로

만드는 것이 몸에 좋다.



OX 퀴즈

X, 올리브유는 다른 기름에 비해서 발연점이

낮기 때문에 높은 온도로 하는 요리에는 적젃

하지 않다

달걀프라이는올리브유로

만드는 것이 몸에 좋다.



OX 퀴즈

갓 조리핚 음식을 보관핛 때에는

비닐랩을 씌워서 보관핚다.



OX 퀴즈

X, 뜨거운 음식을 비닐랩으로 싸게 되면

환경호르몬이 나오게 되므로 음식을 식힌

후에 씌워야 함

갓 조리핚 음식을 보관핛 때에는

비닐랩을 씌워서 보관핚다.



OX 퀴즈

초콜릿의 주성분인카카오에는

동맥경화, 협심증, 당뇨병을 예방

하는 효과가 있다.



OX 퀴즈

O, 카카오에는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있음

초콜릿의 주성분인카카오에는

동맥경화, 협심증, 당뇨병을 예방

하는 효과가 있다.



집에서도 찾아봐요!

주방에서 조심해야 핛 물건은 무엇이 있는지 찾아봐요.

냉장고 안에 어떤 음식들이 들어 있는지 찾아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