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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12월의 지금, 제철은 모두 옳다.
위가 튼튼 겨울양배추 와 혈관 튼튼 팥
*출처: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면역력을 높이는 식습관
#건강한식습관 #발효식품 #면연력증진 #항암작용
면역력을 높이는 생활 식습관을 실천해보아요.
*출처: 고려대학교안산병원

[하상도 교수의 ‘식품의 오해’]
냉동(冷凍) 식품 열풍과 안전 이슈
출처: 농심 누들푸들 푸드칼럼(http://www.noodlefoodle.com/magazine)
美 농무부(USDA)는 상하기 쉬운 음식은 적어도 4℃ 이하의 온도에서 보관해야 한다고 한다. 또한 음식을 실온에
둘 수 있는 시간은 2시간까지이고 그 이후에는 4℃ 이하의 냉장보관이 필수라고 제안한다. 냉장고 육류 보관기간은
3~5일 정도에 불과한데, 냉장보다 더 오래두고 먹고 싶다면 당연히 냉동(冷凍) 보관해야 한다. 그러나 냉동실에 들
어가면 보관기간이 몇 달 이상으로 길어지는데, 과연 언제까지 보관이 가능할 수 있을지가 늘 궁금하다.
USDA가 제시한 ‘Storage Chart’에 의하면 품질과 안전성이 유지되는 냉동보관 가능 기한은 “베이컨은 1개월, 핫
도그·소시지·런천미트는 1~2개월, 치킨너겟은 1~3개월, 연어·참치 등 기름기 많은 생선은 2~3개월, 간 고기(ground
meat)는 3~4개월, 조리된 육류는 2~6개월, 대구·넙치 등 기름기 적은 생선은 6~8개월, 치킨조각은 9개월, 쇠고기
스테이크는 4~12개월, 통닭은 1년까지”라고 한다.
이론상으로 영하 18℃ 이하에 음식을 저장하면 어떤 형태의 음식이든 미생물에 의한 변질을 막기 때문에 거의 무
기한으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품질이 문제다. 보관기간이 늘어날수록 지방의 산패가 일어나고 산화에
의한 갈변, 건조 등 식품의 질(質)이 떨어지기 때문에 냉동이라도 장기보관은 하지 않는 편이 좋다. 그러나 냉동실
에 언제 넣어뒀는지 알 수 없는 음식은 외관이나 냄새, 맛만으로 품질의 정도나 상했는지 여부를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냉동실 보관 전에 해당 식품의 구입일자, 냉동보관 일자를 적어두는 것이 좋다.
과거에는 냉동식품의 인기가 없었다. 유통기한이 길다보니 소비자들은 품질을 의심했고 건강하지 못하다는 인식도
있었다. 그리고 해동하고 나면 맛과 조직감이 떨어져 소비자들이 선호하지 않은 것은 당연했다. 그러나 최근 소비
자 인식이 확 변했다. 마트에 가거나 온라인 쇼핑을 하다보면 신선(新鮮)에 대한 열망인지 품질변화를 늦춰줘 신선
도를 오래 유지시켜 주는 ‘냉장(冷藏)·냉동(冷凍)식품’ 코너가 점점 커지고 있고, 가정에도 냉장·냉동고 두, 세대는
기본이 됐다.
미국의 시장 분석업체인 RBC 캐피탈마켓은 전 세계적으로 냉동(冷凍)식품의 성장세가 무섭다고 한다. 이는 과거
냉동식품을 꺼리던 소비자들이 생각을 바꾸고 있고, 냉동 간편식을 찾는 1인 가구의 증가세 덕분이라고 한다. 미국
에서는 가정간편식(HMR) 시장의 70%가 냉동식품이다. 한국에서도 냉동밥, 냉동만두, 냉동피자의 인기가 높아지는
추세인데, 최근 냉동 과채류와 냉동 안주, 냉동 가정간편식(HMR) 시장도 급성장 중이라 한다.
인류가 생명을 지키기 위해 확보한 식량을 비축하고자 한 가장 위대한 발견은 단연 저온(低溫)저장일 것이다. 이
는 미생물의 번식과 효소작용을 지연 또는 정지시켜 식품의 부패와 변질을 막는 원리로 오래전부터 식품을 차게
하면 오래 보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조상들은 알고 있었다. 냉장·냉동고로 대표되는 저온저장은 초기에는 육류, 해
산물, 우유, 농산물, 와인, 맥주 등 저장성이 약한 식품 위주로 활용되다가 점점 과일, 채소, 도시락 등 신선편의식
품으로, 요즘은 케이크나 빵에까지 확대돼 그 수요가 하늘을 찌른다.
중국에서는 기원전 천년 무렵부터 얼음을 지하실에 보관하며 음식을 저장했었고, 우리도 신라시대의 석빙고, 조선
시대의 동빙고와 서빙고가 있었다. 서양에서는 산업혁명에 발맞춰 1830년 영국의 제이컵 퍼킨스가 얼음을 인공적
으로 만드는 압축기 특허를 출원해 천연얼음의 시대를 끝냈다. 인공적인 저온을 이용한 냉동은 1838년 미국에서
생선을 냉동한 것이 최초이며, 가정용 냉장고는 1925년 미국에서 발명됐다. 최근엔 유통과정 중 콜드체인이 보급돼
전자상거래, 배달산업의 활성화와 함께 식품의 안전성이 확보돼 식품산업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냉장고도 냉동고도 음식의 부패와 변질을 잠시나마 지연시켜 줄 뿐이지 영원하지는 못하다. 오히려 냉동식
품은 냉동상태에서는 보존에 도움이 되지만 해동되고 나면 냉동 시 물의 부피 증가로 손상됐던 조직에서 수분이
흘러나와 미생물의 번식이 용이해 오히려 더 빨리 상하는 단점도 있다. 그래서 해동된 냉동식품은 가능한 한 빨리
먹어야 하고, 재 냉동을 법적으로 금하는 데는 이유가 다 있다. 이렇듯 냉장·냉동고는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견임에
는 틀림없지만 과신해서도 안 된다. 해동, 냉동을 반복해서는 안 되며, 냉동식품도 장기간이 아닌 정해진 기간 동안
만 보관하며 소비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