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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예방 3대요령

1. 손 씻기 : 손은 30초 이상 세정제(비누 등)을 사용하여 손가락, 손등까지 깨끗이 씻고 흐르는 물로 헹구세요.

2. 익혀먹기 : 음식물은 속까지 충분히 익혀 드세요(중심부 온도가 75℃(어패류는85℃),  1분 이상)

3. 끓여먹기 : 물은 끓여서 마셔야 해요

여름철 식중독 예방 요령

여름철에는 기온 상승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이 급증할 수 있으므로, 가정이나 집단급식소 등에서 음식물을 취급ㆍ조리 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식재료들이 외부에서 방치되지 않도록 식재료 보관과 부패 변질에 주의한다.

신선 채소류는 깨끗한 물로 잘 세척하고, 물은 되도록 끓여 마신다.

육류나 어패류 등을 취급한 칼ㆍ도마와 교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만약 별도의 칼ㆍ도마가 없을 경우에는 과일 및 채소류에 먼저 사용한 후 육류나 어패류에 사용하여 교차 오염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

나들이, 학교 현장 체험 학습, 야유회 등을 갈 경우 이동 중 준비해 간 김밥, 도시락 등은 아이스박스를 사용하고 음식물 섭취 및 관리에 주의하

여야 한다.

겨울철 식중독 예방 요령

겨울철에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주로 발생하는데, 이유는 기온이 낮아지면서 개인 위생 관리가 소홀해지고, 실내에서 주로 활동하게 됨에 따라 노

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의 구토물이나 분변 등에 의해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거나, 오염된 지하수로 처리한 식재료 등을 날로 섭취할 경우

주로 발생할 수 있다.

식품 조리 종사자는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한다.

음식물은 반드시 충분히 익혀서 먹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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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사, 구토 증상이 있는 사람의 구토물을 처리할 경우에는 반드시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고, 오물은 비닐 봉투에 넣어 봉하여 처리하고, 염소

계 소독제(락스)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세척소독하여 노로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노로바이러스는 사람 간 2차 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오염된 표면은 염소계 소독제로 철저히 세척ㆍ소독하고 바이러스에 감염된 옷과 이

불 등은 비누를 사용하여 뜨거운 물로 세탁하여야 한다.

휴가철 식중독 예방 요령

휴가철인 7~8월은 식중독균이 왕성하게 번식하는 계절로 음식물 취급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여행 전ㆍ후 가정에서 또한 여행지에서 다음의 식중

독 예방 요령을 실천하여야 한다.

항상 모든 음식은 한번에 먹을 수 있는 분량만 만들거나 구입하여 사용할 것

유통기한이 경과하였거나 불확실한 식품, 상온에 일정 기간 방치하여 부패ㆍ변질이 우려되는 음식은 과감히 버릴 것

여행지에서 직접 취식하는 경우 항상 신선한 식재료를 구입하고, 물은 끓이거나 정수된 것을 사용할 것

노로바이러스는 사람간 2차 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오염된 표면은 염소계 소독제로 철저히 세척ㆍ소독하고 바이러스에 감염된 옷과 이

불 등은 비누를 사용하여 뜨거운 물로 세탁하여야 한다.

여행 중에도 식사 전, 조리 시에는 반드시 손을 씻을 것

자동차 트렁크나 내부에 음식을 보관하지 말고 반드시 아이스 박스 등을 이용하며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섭취할 것

길거리 음식이나 위생 취약 시설의 음식 섭취를 자제할 것

산이나 들에서는 버섯이나 과일 등을 함부로 따먹지 말 것

어린이, 노약자 등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설사 증상이 있을 경우 탈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끓인 보리차에 설탕과 소금을 조금 넣어 마시게 할

것

여행 전 냉장고에 오래 보관할 수 없는 음식이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품은 모두 버릴 것

여행 후 주방의 칼, 도마, 행주 등은 열탕 소독하거나, 세척ㆍ소독제를 이용하여 소독한 후 잘 말려서 사용할 것

장마철 식중독 예방 요령

장마철에는 많은 강우량으로 하수나 하천 등의 범람으로 채소류, 지하수 등에 병원성 대장균과 같은 식중독균과 노로바이러스 등이 오염될 수 있으므로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장마철에는 모든 음식물을 익혀 먹도록 해야 하며 부득이 생식할 경우 수돗물로 철저히 세척하여 섭취할 것과 다

음의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침수되었거나 의심되는 채소류나 음식물은 반드시 폐기할 것

냉장고에 있는 음식물도 주의하고, 유통기한 및 상태를 꼭 확인할 것

행주, 도마, 식기 등은 매번 끓는 물 또는 가정용 소독제로 살균할 것

물은 반드시 끓여 먹을 것

실외에 있는 된장, 고추장 독에 비가 새어 들지 않도록 할 것

설사나 구토 증상이 있으면 신속하게 병원으로 가서 치료받을 것

식중독 발생 시 대처요령

만약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또한 가까운 보건소로 신고하고, 다음의 대처 요령을 숙지하여 식중독 확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병원 도착 시까지 시간이 걸릴 경우 설사환자는 탈수 방지를 위해 충분한 수분을 섭취토록 한다.

구토가 심한 환자는 옆으로 눕혀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주의하며, 특히 노약자나 어린이의 경우에는 더욱 세심한 관찰과 주의가 필요하다.

지사제 등 설사약은 함부로 복용하지 말고,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환자 구토물 처리시 반드시 일회용 장갑 등을 사용하여 닦아내어 비닐봉지에 넣어야 하며, 가능하면 가정용 락스 등으로 소독하여 2차 감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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