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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중독의 정의



식품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함

1. 식중독이란?

ü 증상 – 구토, 설사, 복통, 발열 등



2. 식중독의 종류



2. 식중독의 종류
분 류 종 류 원인균 또는 원인물질

생물학적 식중독 감염형 살모넬라, 장염비브리오,

병원성대장균, 바이러스, 기생충

독소형 황색포도상구균 장독소,

보툴리누스 독소

곰팡이독소 황변미독, 맥각독, 아플라톡신

화학적 식중독 유해물질에 의한 식중독 식품첨가물, 농약, 동물용 의약품, 
유해 중금속, 지질의 산화생성물, 
메탄올, 구리, 납, 비소

자연독 식중독 동물성 자연독 복어독

식물성 자연독 감자독, 버섯독



3. 식중독의 종류별 증상



이질균 감염
복통에 피 섞인 설사

입원 및 항생제 치료 요함

비브리오균 감염
다리에 물집, 고열

당뇨환자는 특히 위험

3. 식중독의 종류별 증상



노로바이러스균 감염
복통-구토-설사증상

황색포도상구균 감염
구역질-두퉁에 현기증

-상처난 손으로 요리 할 경우 잘 걸림

3. 식중독의 종류별 증상



4. 식중독 예방 요령



Ø 식중독 예방 3단계 중점 요령

구입단계

제공
단계

조리
단계

구 입 단 계구 입 단 계

조 리 단 계조 리 단 계

제 공 단 계제 공 단 계

§ 신선도와 유통기한 등을 고려 정량 구입
§ 철저한 검수, 깨끗하게 세척
§ 보존기준에 따라 적정온도 유지 관리
§ 보관 장소 청결 관리

§ 조리기구는 재료 유형별로 구분 이용
§ 정확한 양을 가열 조리, 남은 재료는

개별 포장, 저장고에 보관
§ 75℃ 1분이상 충분히 가열

§ 빠른시간안에 손님에게 따로 따로 제공
§ 국물이나 스프류는 65℃ 이상 보온 상태

유지
§ 음식 제공후 기기, 도구등은 소독 및 세척



Ø 일반 위생 관리



Ø 중점 위생 관리



4℃ ~ 60℃ 의 온도는 식중독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위험온도 구간이므로 음식물 보관시 특히 주의!!

Danger zone

Ø 중점 위생 관리



Ø 중점 위생 관리



올바른 손씻기 방법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 예방 3대원칙



5. 식품의 보관기준



Ø 육류 및 생선류

※ (    )는 최장 보관기간임

품 명 저장온도(℃) 보관기간

냉장 냉동 냉장 냉동

쇠고기 4 -12~-18 3일(5일) 1개월(3개월)

돼지고기 4 -12~-18 2일(3일) 15일(1개월)

닭고기 4 -12~-18 1일(2일) 15일(1개월)

생선류 4 -12~-18 1일(2일) 15일(1개월)

두부류 4 1일(2일)

달걀 4 7일(2주)

어묵 4 2일(5일)

우유 4 2일(5일)



Ø 채 소 류

품 명 저장온도(℃) 보관기간 비 고

엽채류

(배추, 양배추, 상추, 

시금치, 콩나물)

4~6 1일 씻은 상태

15~25 3일 안씻은 상태

근채류

(무, 양파, 감자)

4~6 2일 씻은 상태

15~25 7~20일 안씻은 상태

오이, 호박 7~10 5일 씻은 상태

15~25 3일 안씻은 상태



1.  식품구입시 유통기한 반드시 확인

2.  적절한 방법으로 가열, 조리(중심부가 75℃이상 되도록)

3.   조리된 식품은 가급적 바로 섭취

4.   보관했던 식품을 섭취시에는 다시 가열후 바로 섭취

5.   음식물은 5℃이하 또는 60℃이상에서 보관

6.   조리된 식품과 조리가 안된 식품 분리 보관

7.   손을 청결하게 씻기

8.   식기, 도마, 행주, 칼 등은 자주 소독, 건조

9.   바퀴, 파리, 쥐 등 식품 접근하지 않도록 보관 주의

10. 깨끗한 물로 조리 할 것



굳이 세상과 발맞추고
너를 따라 보폭을 빠르게 할 필요는 없다
불안해하지 말고
웃자라는 욕심을
타이르면서 타이르면서 가자.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