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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추석은 38년만에가장이른명절이어서그어

느때보다식중독과환절기감기에걸리기쉬운시

기이다

잦은비와아직가시지않은여름날씨탓에명절

음식으로인한 건강 이상등즐거운추석을 보내기

위한주의사항을살펴본다

명절음식냉장보관등식중독주의이른추

석으로인해아침저녁과낮의기온차가클것으로

예상돼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다 이 때문에 한 번

에많은음식물을미리조리해보관하는추석명절

에는 식재료 구입부터 조리보관 섭취까지 보다

꼼꼼한주의가필요하다

식재료는 차례 가족식사 등에 필요한 양만큼만

신선도와 유통기한 등을 확인하고 구입한다 구입

한 식재료는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고 채소과

일류등가열하지않고섭취하는식품은가급적채

소과일용 1종세척제를이용해씻는것이좋다

조리 시 칼도마는 조리 전후로 구분해 사용하

며 위생장갑을 착용해 교차오염을 예방하고 음식

물의 내부까지 충분히 익도록 가열조리(85도 1분

이상)해야한다

명절 음식은차례등에사용할목적으로미리조

리해보관하는경우가많으므로 식힌후덮개를덮

어서냉장보관하고 냉장보관된음식은반드시재

가열한후섭취하도록한다

성묘 시 준비한 음식은 트렁크에 보관하지 말고

가급적아이스박스 아이스팩등을이용해 10도 이

하에서운반하며 성묘후준비한음식을먹기전에

손을씻거나위생물티슈로깨끗이닦아야한다

아울러 음식물 섭취 후 구토 설사 등 식중독 의

심증상이있는경우에는가까운병의원에방문해

의사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며 식중독 예방요령과

독버섯 구분법 등은 식중독예방홍보사이트(www

mfdsgokrfm)에서확인할수있다

멀미약등의약품복용시주의사항귀성 귀

경길 장거리 운전에 따른 멀미예방을 위해 복용하

는의약품의섭취시에도주의가필요하다

우선멀미약은졸음 방향감각상실등의증상이

나타날수있어운전자는먹지않는것이좋고동승

자 등 여행객은 승차 30분 전에 복용하며 추가 복

용이필요한경우에는 4시간이상의간격을두고복

용하는것이좋다

또한 어린이의 경우 어린이용 붙이는 패취를

사용하거나 액제와 정제는 연령과 연령별 사용량

을반드시확인해투여한다

큰 일교차로 인해 콧물 기침 두통 등 감기 증상

에 종합감기약을 복용할 경우에는 히스타민 억제

제 등이들어있어졸음을유발하므로운전자가복

용한경우에는충분한휴식이필요하다

건강기능식품 구매요령 및 주의사항제품

전면에 표시되어 있는 건강기능식품 문구 및 도안

(마크)은반드시확인해야한다

식약처가 인정한 제품에만 건강기능식품이라

는문구와인증도안(마크)를 표시할수가있으므로

구매전철저히확인해야한다특히최근인터넷및

신문광고등을통해건강에좋다고여겨져널리판

매되고 있는 건강식품은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이

입증되지 않은 일반식품으로 건강기능식품이라

는문구와도안(마크)이없다

건강기능식품은인체에유용한기능을가진원료

나성분을사용해제조한식품으로 질병치료를목

적으로 처방되는 약이 아니므로 허위과대비방

의표시광고에현혹되지말아야한다

건강기능식품을섭취하면서발생하는부작용추

정사례신고는국번없이 15772488 또는식품나라

(wwwfoodnaragokr)의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신고센터를이용한다

성묘 등 야외활동시 사용하는 진드기 기피제

구매요령추석을 앞두고 벌초나 성묘 등 야외 활

동시 사용하는 진드기 기피제 구입시 용기나 포

장에 의약외품이라는 표시가있는지 반드시 확인

하며특히무허가제품을구입하지않도록주의해

야한다

참고로 진드기 기피제는 진드기가 싫어하는 물

질을 피부나 옷에 뿌리거나 발라 이들이 접근하는

것을막아주는의약외품으로약사법에따라식약처

의품목허가(신고) 후제조(수입)판매해야한다

소비자들이 구입했거나 구입하고자 하는 제품의

허가 사항 확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자민원창구

(ezdrugmfdsgokr) →정보공개 →제품정보에서

검색할수있다

채희종기자chae@kwangjucokr

음식냉장보관하고반드시재가열후먹어야

건강한추석나기

광주시와전남도는추석연휴귀성객과성묘객의

교통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6일부터 10일까

지특별교통대책을추진한다

귀성객과성묘객에게 교통서비스를제공하기 위

해 광주 종합버스터미널 방면 시내버스는 평소 19

개노선 1990회를운행하던것을 518번을 9대(56회

증회) 증차운행한다

국립518민주묘지영락공원 방면 시내버스는

518번을하루 8대(61회) 운행하고있으나지원15번

과 용전86번을 종점 연장과 노선 변경 등 2개 노선

14대를추가해총 275회를운행한다

또한 추석을 전후해 종합버스터미널 광주역 등

교통혼잡지역주변과추석당일국시립묘지일원

에서는시와자치구 경찰모범운전자등 300여 명

이불법주정차단속과교통질서를안내한다

이밖에영락공원관리사무소는성묘객분산유도

를위해유가족 4만3000명에게묘지주변교통상황

을휴대폰문자로전송한다

전남지역은 효율적인 수송을 위해 서울광주

목포 순천 등 고속버스 15개 노선에 120회를 증회

하고 광주화순나주장흥강진해남보성 등

시외직행버스 27개노선을 82회 늘려운행할계획

이다

공원묘지등성묘객의교통편의제공을위해시

내버스와 농어촌버스는 하루 평균 20회 증회 운행

하고철도는현행하루평균 148회에서 174회로 26

회를증회하며 섬지역 귀성객들을위해여객선을

현행 하루 평균 658회에서 952회로 294회 증편 운

항한다

전남도 소방본부는 추석을 맞아 5일부터 11일까

지 도민들이안전하고편안한 명절을보낼수있도

록 119구급서비스망을구축하기도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주 518민주묘지방면지원 15번용전 86번 14대추가

전남 서울목포순천등고속버스 15개노선 120회증회

추석연휴교통대책

ㅇ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권익위) 110

응급구조

 응급질병상담및병원안내 119

 신종인플루엔자상담및문의 119 129 15883790

15771000

 화재응급환자 119

 당번약국 119 129

wwwpharm114orkr

 산업재해등위험상황신고 15883088

교통정보

 종합교통정보안내 1333

 고속도로안내 15882505

 철도안내 15447788

 고속버스안내 15886900

 여객선문의 경부선(15441114)

호남선(15886900)

소비자피해상담

 소비자원신속대응반 0234603132 3137

 농축산물할인판매안내 (농협) 15880028

 농축산물원산지표시위반신고 15888112

 수산물할인판매안내 (수협) 15883355 16663566

 수산물원산지표시위반신고 18992112

 부정불량식품신고 1399

생활민원

 희망의전화 (각종사회복지서비스안내)129

 금융관련상담피해구제(금융감독원) 1332

 실종아동신고접수 182

 환경신문고 (쓰레기무단투기신고) 128

 여성긴급전화 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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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2개소)

전남대학교병원 2205555 권역센터

조선대학교병원 2203129 전문센터

서구

(4개소)

상무병원 6007119

광주한국병원 3803119

미래로 21병원 4501119

서광병원 6008119 지역센터

남구

(3개소)

동아병원 6502515

광주씨티병원 4607119

광주기독병원 6505119 지역센터

북구

(5개소)

광주현대병원 5700119

광주병원 2607119

광주희망병원 6086119

광주일곡병원 6087119

운암한국병원 6088119

광산구

(7개소)

하남성심병원 9581250 지역센터

첨단종합병원 6018119 지역센터

광주보훈병원 6026119

송정사랑병원 9499119

신가병원 6108129

광주수완병원 9581110

KS병원 9759119

◈종합교통정보안내

 국토교통부홈페이지포탈사이트wwwmolitgokr

 인터넷실시간교통정보제공wwwitsgokr

 ARS 해당지역DDD+1333(고속도로국도철도 항공 기상)

◈전국대중교통정보안내

 국토교통부TAGO홈페이지wwwtagogokr

◈고속도로교통정보안내콜센터ARS홈페이지주소

 ARS 15882504 한국도로공사홈페이지wwwexcokr

◈응급환자수송119

◈철도ARS홈페이지주소

 ARS 15447788 홈페이지wwwkorailcom

◈고속버스ARS홈페이지주소

 통합콜센터ARS 15886900

홈페이지경부선wwwkobuscokr

호남선wwweasyticketcokr

◈항공기ARS및홈페이지주소

대한항공ARS 15882001 홈페이지wwwkoreanaircom

 아시아나항공ARS 15888000 홈페이지wwwflyasiana

com

◈여객선홈페이지주소

 한국해운조합홈페이지wwwhaewooncokr

◈기상정보ARS홈페이지주소

 기상청ARS 131(해당지역DDD+131)

홈페이지wwwkm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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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복용 운전자 충분한 휴식을

진드기기피제 의약품외 표시 확인

추석은언제나우리모두에게 사랑이다 4일오후광주남광주시장은제수용품을준비하려는시민들로북새통을이뤘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