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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식생활 자료

식품알레르기
⎈ 식품알레르기란?
식품알레르기는 식품의 특정 단백질에 의한 비정상적인
면역 반응으로 피부(두드러기 등), 소화기(구토, 설사 등),
호흡기(기침, 호흡곤란 등), 순환계(아나필락시스)에서 이상
반응이 나타납니다. 일부 식품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적으로 없어지기도 합니다.

탄현초등학교

급식으로 찾아보는
우리말로 알고 있던 일본어!!
예전보다 상당히 많은 일본어 투 용어들을 우리말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일본어 투 용어를 흔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는 일본어 투 용어인지 모르고 사용하기도 하지만
일본어인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재미있는 요소를 위해
사용하기도 해요. 앞으로 아름다운 우리말로 바꾸어 써
봅시다.

[일본식 한자어]
▶ 잔반 → 남은 밥, 음식 찌꺼기

⎈ 식단표에서 찾아보는 식품알레르기 원인식품
우리 학교급식 식단표에는 19가지 알레르기 유발 식품
이나 이들 식품의 성분을 함유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이 포함된 음식명에 반드시 해당 식품의 번호가 표시됩니다.

먹고 남은 음식을 뜻하는 ‘잔반(殘飯, ざんばん)’은
일본식 한자어 표현으로, 우리말로 순화하여 ‘음식
찌꺼기’라는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예시)

▶ 법적으로 표시하게 되어 있는 알레르기 유발 식품
① 난류(가금류에 한함) ② 우유 ③ 메밀 ④ 땅콩 ⑤ 대두
⑥ 밀 ⑦ 고등어 ⑧ 게 ⑨ 새우 ⑩ 돼지고기 ⑪ 복숭아
⑫ 토마토 ⑬ 아황산염 ⑭ 호두 ⑮ 닭고기 ⑯ 쇠고기
⑰ 오징어 ⑱ 조개류(전복,홍합,굴 포함)  잣

×

○

잔반이 생기지
않도록 깨끗하게
먹어요.

음식 찌꺼기가
생기지 않도록
깨끗하게 먹어요.

▶ 간식 → 샛밥, 새참, 군음식
끼니와 끼니 사이에 먹는 음식을 뜻하는 간식(間食,
ざんばん)은 일본식 한자어 표현이에요. ‘샛밥, 새참,
군음식’ 이라는 순우리말로 바꾸어 쓸 수 있어요.

[일본어 음차어]
▶ 지리
생선∙두부∙채소 등을 냄비에 넣어 맑게 끓인 국을
말하는 ‘지리(じる)‘는 일본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말로 ‘맑은탕’으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 식품알레르기가 있다면...

-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식품은 먹지 않아요.
- 식품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반응이 나타나면 몸에 ▶ 다시 → 맛국물
닿지 않도록 조심해요.
‘다시’는 멸치, 다시마, 조개 따위를 우려내어 맛을
- 담임선생님께 말씀드려 학교생활 중에 위험한 일이
낸 국물을 뜻해요. ‘다시(だし)’는 일본식 발음으로
생기지 않도록 해요.
‘맛국물’로 순화해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 영양선생님과 상담하고, 급식에 들어 있는 식품을
확인하도록 해요.
▶ 와사비 → 고추냉이
- 응급상황을 대비해 보건선생님께 약을 맡겨 두어요.
녹색을 띠고 매운맛을 내는 향신료를 뜻하는 ‘와사
-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식품과 같은 영양소가 들어
비(わさび)’는 일본식 발음으로, 우리말로 순화하여
있는 식품을 대신 먹어 균형 잡힌 식사를 해요.
‘고추냉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자료, 그림 출처 : 식품알레르기교육 참고자료(교육부), 영양과식생활 3학년(경기도교육청),
식품알레르기 이렇게 알아보아요 초등 저학년(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시 식품안전과)

자료 출처 : 일본어 투 용어 순화 자료(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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