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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 위의 만찬-기내식과 식품 안전

융합인재교육(STEAM) 아웃리치 프로그램이란?

융합인재교육(STEAM)은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Mathematics)의 내용을 창의적 설계와 감성적 체험으로 경
험함으로써 과학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융합적 지식, 과정, 본성에 대
한 흥미와 이해를 높여, 창의적이고 종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융합
적 소양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아웃리치(outreach)는 초
중고 학생들을 위하여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교실을 벗어
난 공간에서 실습과 체험 중심의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의 확장활동을
의미합니다.

SEOWON OUTREACH 프로그램은 충청권역내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
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자원 및 최고의 물적자원을 활용하여 과학과 연계한
직업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과학기
술을 경험하고 진로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개념과 태도를 형성하여 관련분야
로의 진로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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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 위의 만찬

기내식과 식품 안전

여름 방학을 맞아 승우는 가족들과 함께 미국 여행을 떠나게 된다. 미국까지 항
공기를 타고 걸리는 시간은 대략 12시간 정도이다. 항공기 탑승 후 허기가 질 무
렵 승무원으로부터 첫 번째 기내식을 제공받아 먹었고, 그 후 다시 한번 기내식을
먹게 되었다. 승우는 의문이 생겼다. 오랜 시간 동안 탑승한 비행기에서 제공되는
기내식은 과연 안전할까? 어떻게 안전하게 기내식을 먹을 수 있을까?
본 수업은 항공기를 타고 먹게되는 기내식의 안전에 대한 이야기이다. 기내식은
어떠한 생산과정을 거쳐 만들어지게 되는 것일까? 생산 과정은 안전한 것일까? 유
통되는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항공기에서 제공된 기내식은 과연 안전
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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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 개요

여름 방학을 맞아 승우는 가족들과 함께 미국 여행을 떠나게 된다. 미국까지 항공
기를 타고 걸리는 시간은 대략 12시간 정도이다. 항공기 탑승 후 허기가 질 무렵
승무원으로부터 첫 번째 기내식을 제공받아 먹었고, 그 후 다시 한번 기내식을 먹
게 되었다. 승우는 의문이 생겼다. 오랜 시간 동안 탑승한 비행기에서 제공되는 기
내식은 과연 안전할까? 식중독이 생겨서 배탈이 나는 것은 아닐까? 어떻게 안전하
게 기내식을 먹을 수 있을까?
본 수업은 항공기를 타고 먹게되는 기내식의 안전에 대한 이야기이다. 기내식은
어떠한 생산과정을 거쳐 만들어지게 되는 것일까? 생산 과정은 안전한 것일까? 유
통되는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항공기에서 제공된 기내식은 과연 안전
한 것일까? 조리 실습을 통해 만들어 지는 기내식에 대한 미생물학적 안전성 평가
를 통해 식품 위생의 중요성에 대해 학습할 수 있다.

2

학습 목표

인지적 영역
✔ 기내식의 식품 안전에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 비행중 기내식의 특징과 승객의 건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 기내식의 생산 과정과 유통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 식품 안전과 관련된 미생물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 기내식의 안전 관리를 위한 방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정의적 영역
✔ 기내식의 안전한 관리를 통한 승객 건강에 대한 의식을 높일 수 있다.
✔ 식품 안전에 대한 필요성과 미생물에 대한 중요성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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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교육과정 성취 기준

과목

성취기준 코드

과학

과1254-1

생명

생1331-1

과학
가정

가정312

가사

61-2

실업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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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기준
질병의 예를 제시하고, 병원체로 작용하는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사람에게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식생활의 단계별로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이를 실생활에 적용하여 안전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다.
식중독(세균성, 자연독, 화학적)의 특징을 이해한다.

STEAM 학습 준거
‘장시간 항공기를 탑승하는 중 1 승우’라는 상황 설정을 하고, 과거

상황
제시

비위생적인 식품을 섭취하여 배탈이 났던 경험이 있는데 과연 “제공
되는 기내식은 어떻게 생산, 유통되는지? 식품 위생학적으로 안전한
것인지? 식중독과 관련된 요인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궁금
증을 유발시킨다.
비행기를 타고 장시간 목적지까지 가는 상황에서 기내식이 지상에서

창의적

어떠한 과정을 거쳐 생산, 유통되는 방법에 대해 이해하고, 생산된 조

설계

리식품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 토의해 본다. 또한, 미생
물 검사를 통해 재료와 완성된 식품의 안전성을 확인해 본다.
친구들과 함께 제조될 기내식의 재료와 완성품에 대한 미생물학적 평

감성적

가를 통해, 재료의 중요성과 완성품의 안전에 필요성을 이해한다. 그

체험

리고 기내식의 식품 안전에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아
이디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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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별 교수-학습 지도안

기내식의 미생물 분석
✔미생물과 건강과의 상호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학습 목표

✔ 안전한 기내식을 위한 생산, 유통 방안 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기내식에서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인자와 저감화에 대한 자료를 만들 수 있다.

STEAM 요소
준비물

S

T

E

ATP Luminometer, 기내식 재료, 기내식 완성품

학습 단계

교수 학습 활동

지도 상
유의점

활동 1. 미생물과 건강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기
▶

도입

식중독의 원인과 증상 예방법 (04:13)

https://www.youtube.com/watch?v=FFs7lCxQ-qY

(10분)

- 승우가 장시간 항공기를 탑승’ 이라는 상황 설정을 하고, 퀴즈
방식으로 식중독 미생물에 대해 이해한다.
활동 2. 안전한 기내식의 생산, 유통 과정 이해
-

▶

How Plane Food Is Made (6:42)

https://www.youtube.com/watch?v=tCEQAU4d4Mw
- 영상을 활용하여 항공기의 기내식이 생산, 유통되는 과정을 살
펴본다.

식의 필요성

활동3. 미생물학적 분석 원리 설명
전개
(30분)

- 미생물 분석 원리
- 미생물 분석 방법
활동4. 기내식 미생물 분석
- 기내식 조리에 사용될 재료
- ATP Luminometer를 이용한 미생물 오염 분석
참고자료:

▶

Instructions for Luminometer Use(03:47)

https://www.youtube.com/watch?v=beghBqLpm2E
- 기기 사용법 및 평가법
- 재료와 작업자 위생에 대한 미생물 오염 분석
- 분석 결과에 대한 토의
정리
(5분)

안전한 기내

(정리)식품 안전의 필요성과 안전한 기내식의 생산 과정 이해
기내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미생물 저감화법

과 건강과의
관계

STEAM 아웃리치 프로그램(교사용 안내서)

기내식과 식품 안전
이 활동을 하면

1.미생물과 건강과의 상호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2. 안전한 기내식을 위한 생산, 유통 방안 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3.미생물 분석 원리를 학습하고, 가열 처리 등에 의한 미생물 감
소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ACTIVITY

01

미생물과 건강

식중독이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다음 동영상을 시청하고 식중독이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본다.
원인과 증상 예방법: https://www.youtube.com/watch?v=FFs7lCxQ-qY (04:13)

동영상 내용
식중독이란 무엇이며, 식중독을 유발하는 요인인 미생물학적 원인, 화학적
원인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식중독이 발생했을 경우 사람에게 나타나는
다양한 증상이 무엇인지 제시하며,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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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z. 1. 식중독의 다양한 원인은 무엇이 있는가?
식중독 세균 등의 미생물들에 감염에 의한 원인, 농약, 중금속 등 화학적 원인

Quiz. 2. 식중독에 걸렸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어떤 것이 있는가?
탈수, 복통, 구토, 설사, 오한 등

Quiz. 3.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가?
교차 오염 방지, 온도 관리, 개인 위생 관리

ACTIVITY

02

기내식의 생산, 유통

안전한 기내식 생산과 유통의 과정
영상을 활용하여 항공기의 기내식이 생산, 유통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질문에 답하면
서 안전한 기내식 생산, 유통에 대해 정리한다.
How Plane Food Is Made : https://www.youtube.com/watch?v=tCEQAU4d4Mw (6:42)

동영상 내용
기내식이 만들어지는 전반적인 생산 공정을 이해함으로써 안전한 기내식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요소들에 대해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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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식의 생산 및 이동 과정
- 기내식 조리

- 완성된 기내식의 이동 및 냉각

- 기내식의 항공기로 이동 및 제공 준비

기내식의 생산 및 유통 과정을 요약해 보세요.

기내식이 만들어지는 간략한 절차는 항공사와 catering 업체가 메뉴 개발을 통하여
메뉴를 선정한 후, 항공사의 다양한 노선에 따라 기내식이 생산팀에서 셰프들에 의하
여 조리가 된다. 기내 식기에 기내식이 담아지면 안전한 기내식 제공을 위하여 냉각
절차가 이루어진다. 냉각이 이루어진 후 항공사의 비행 스케쥴에 따라 기내식 카트에
기내식이 탑재되고 항공 보안 및 기내식이 안전하게 제공되기 위하여 철저한 보안 절
차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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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Y

03

미생물학적 분석 원리

1. 미생물 분석 원리
미생물의 분석을 위해서는 다양한 과학적인 연구가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미생물에
대한 검사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미생물이 갖는 기초적인 특성을 통한 분석법의 이
해가 필요하다.
- 미생물의 기초
∙ 단세포로된 현미경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생물체(균사로 된 버섯, 조류 등 예외)
로 자연계 모든 곳에 존재
∙ 미생물학(microbiology) : 곰팡이(mold), 효모(yeast), 세균(bacteria), 원생동물
(protozoa), 조류(algae), 리케차(rickettia), 바이러스(virus) 포함
∙ 역할 - 질병의 원인 : 질병과 관련하여 미생물학 발전
지구의 청소부 : 동식물 사체와 배설물 분해 → 생물체가 이용가능 물질
로 변환 식품 변질 및 부패, 발효

2. 미생물 분석 방법

식중독 관련 미생물 검사를 위해서 현재 다양한 연구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
한 식중독 미생물 검출법에 대한 종류와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 현미경을 통한 검출: 광학현미경, 형광현미경, 전자현미경 등으로 관찰, 분석
- 배양법에 의한 분석: 배지에 미생물을 키워서 검사
- 생리학적 특성에 따른 방법: 미생물이 갖는 기능적인 특성들을 분석
- 면역학적 검출 방법: 항원-항체 반응을 기반으로 하는 검사
- 분자생물학적 분석 방법: DNA 또는 RNA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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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다양한 종류의 신속 검출법이 개발되어 있으며, 면역학적방법을 활용한 ELISA
kit, PCR법, ATP 측정법 등이 있다.

strip 형태 ELISA kit

PCR 검사법

3. ATP Luminometer를 이용한 미생물 오염 분석
ー ATP : 모든 생물체가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저장하여 쓰는 물질

ATP + H2O ⇆ ADP + Pi + 7.3 kcal/몰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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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P의 화학적 구조

- ATP Luminometer법은 그 이름과 같이 동물, 식물, 미생물 등 모든 생명체의 기초
대사 에너지원으로 세포에 존재하는 ATP 양을 파악하는 것으로 종합적인 오염도를
신속하게 평가하는 방법이다.
- ATP는 luciferin과 산소가 존재하면 luciferase 반응에 의해 AMP로 변화하면서 빛
에너지를 방출하며, ATP량과 발광량은 비례 관계에 있으므로 이 효소 반응에 의한
발광량을 측정함으로써 ATP를 정량할 수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ATP Luminometer를 급식소시설·설비·기구·용기와 종사자
위생수준의 평가에 활용하며 급식소와 식품공장의 HACCP 적용업소에서 위생관리 시
기구·용기·설비·검사장비·종사자 손 검사, 식품 표면 등에 세척·소독 효과 확인 방법으
로 제시되고 있다.

STEAM 아웃리치 프로그램(교사용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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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P Luminometer를 이용한 미생물 오염 분석 실험
1. 분석 대상
: 대상 학생의 손 씻기 전후의 ATP 측정을 통한 미생물 평가
: 양상추를 이용하여 씻기 전후의 ATP 측정을 통한 미생물 평가
2. 기기 사용법 및 분석 방법

3. ATP 측정값에 따른 결과 판독 기준
검사대상

안전

주의

심각

칼

300이하

301-599

600이상

도마

300이하

301-599

600이상

행주

200이하

211-599

400이상

조리용기

500이하

501-999

1000이상

작업자 손

1000이하

1001-1999

200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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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논의
ATP luminometer를 이용하여 대상 학생들의 손 씻기 전후와 양상추 씻기 전후의
ATP 수치를 측정하고, 측정치에 대해 미생물 오염 정도와 수세의 효과에 대해 토의
한다.
가. 측정 결과
검사대상

씻기 전

씻은 후

판정

학생의 손
양상추

나. 토의
(1) 미생물 오염 정도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토의 해 보자.
<나의 생각>

<모둠의 생각>

(2) 씻기 전후의 ATP 값 차이를 통해서 씻기의 효과 토의 해 보자.
<나의 생각>

<모둠의 생각>

STEAM 아웃리치 프로그램(교사용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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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각해 보기
가. 생물체에서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쓰는 화학물질은 무엇인가?

ATP

나. ATP luminometer로 시료를 측정했을 때 세균 등과 같은 생물이 많이 있으면
빛의 발생량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답 : 빛의 발생량이 많아진다.

이유 : 세균들은 모두 ATP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세균들이 많이 있
으면 ATP의 양도 많아진다. 그러므로 ATP luminometer로 시
료를 측정했을 때. 세균이 많이 있으면 ATP가 많으므로 값이 높
게 나타난다. 즉, 빛의 발생량이 많아진다.

다. 학생들이 손을 씻기 전과 후, 양상추를 씻기 전과 후에 ATP luminometer로
측정한 ATP 수치의 차이를 보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적어보자.

손 씻기 전에 비에 후에 ATP luminometer의 값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학생들의 손에 세균이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양상추도 같은
경향을 나타낸다. 항상
이로부터 우리는 항상 손과 음식을 깨끗하게 씻어서 위생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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