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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1일 1커피는 기본인 대한민국! 이른 아침 집에서  
커피를 내려 마신다면 커피를 대량으로 집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죠. 이를 오래 보관하기 위해 냉동실에 두는  
경우가 있는데, 냉동 보관을 피하는 것이 좋아요! 
 

커피숍에서 가끔 커피 가루를 가져가라고 둔 걸 보신 적 
있죠? 원두 자체에도 냄새를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요.  
때문에 커피를 냉동 보관할 경우 냉동실의 음식 냄새를 
모두 흡수해버릴 수 있어요 @.@!!  
 

그러니 커피는 반드시 밀폐된 플라스틱이나 유리 용기에 
보관 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커피 

2. 감자 
국거리나 반찬 등 다양하게 사용되는 감자는 보관이  
상당히 까다로워요! 
 

상온에 보관할 경우 싹을 틔워 감자 독성으로 섭취가  
어려워지지만, 그렇다고 냉동실에도 보관해서 안 되요.  
 

감자는 수분이 많아 냉동 보관할 경우 얼음이 생기고  
해동 시에 수분이 날아가면서 푸석푸석해지기 때문이 
에요.  
 

감자는 종이상자나 봉지에 담아 빛을 피하고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해주는 것이 좋아요  

3. 수분이 많은 과일이나 야채 

수분이 많은 과일로는 수박, 배, 오렌지, 레몬, 라임 등이 
있고, 수분이 많은 야채로는 오이, 샐러리, 양상추, 양파 
등이 있어요. 이렇게 수분이 많은 과일이나 야채들은 냉
동 보관을 피해야 합니다.  
 

감자와 같은 이유로, 수분이 많은 과일과 야채들은 냉동 
보관 시, 수분이 얼어 본연의 맛을 잃어버리고 해동 시  
수분이 날아가면서 푸석푸석해져서 섭취가 곤란해져요.  

4. 치즈 

종종 마트에서 장을 볼 때 할인 중이라면 치즈를 대량 
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있죠!  
 

치즈는 냉장고에서는 장기간 보관이 가능합니다.  
그치만 냉동실에 보관할 경우, 부드러웠던 식감이 푸석 
푸석해지고 딱딱해지니, 꼭 냉장보관을 하는것이 좋아요!  

5. 요거트 및 사워크림   
요거트나 사워크림은 유통기한이 짧다 보니 냉동실에  
보관하면 괜찮을 거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유제품은 냉동 보관을 하게 되면 성분이 분리 
되어, 해동과 동시에 유지방이 수분과 분리되어 버리는 
모습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ㅠ.ㅠ  
 

아무리 섞어도 이미 성분이 분리되어버린 상태는 처음과 
같은 상태가 될 수는 없으니, 유제품은 신선한 상태로  
빨리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6. 기타 

계란 케첩&마요네즈 

우유 & 유제품 튀김 

우리가 몰랐던   

냉동보관 하면 안 되는 음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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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격한 중국의 검열은 세계적으로도 악명이 높아요! 사회주의 국가,  
공산당 1당 체제, 유교적 도덕주의, 자국산업을 위한 높은 보호장벽 등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수준의 검열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이중에는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들도 많은데요, 그 규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귀신 NO! 외계인 NO! 
대륙 검열 장벽에 막히는 콘텐츠 

국가광보전시총국 

다크나이트  
 
 
 
 
 
 
 
 
 
 

홍콩이 돈 세탁 하는  
장소로 묘사됨 

미션임파서블3 

상하이 관광도시 
시탕 (西塘)을 낙후된  
범죄 소굴로 묘사함 

 
 
 
 
 
 
 
 
 
 
 

1. 중국과 중국인의 위상을 떨어트리는 장면 

캐리비안의 해적 -세상의 끝에서  
 
 
 
 
 
 
 
 
 
 

주윤발이 연기한 중국계 해적이  
‘악마적 중국인’  
이미지로 나타남 

2. 유물론에 입각, 귀신 외계인 NO!  

부산행 

좀비 역시 검열 대상! 

 
 
 
 
 
 
 
 
 
 

드라마<별에서 온 그대> 

주인공 김수현(도민준)이 
외계인이라 검열! 

 
 
 
 
 
 
 
 
 
 

시간을 달리는 소녀 

인간은 시간을 달릴 수 없음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중국시장 상륙을 위해 영화계에서는 ‘자체검열’을 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영화 픽셀 : 만리장성 붕괴장면을  
타지마할 붕괴장면으로 변경 

영화 닥터스트레인지 
: 원래 티베트족이던  
에이션트원을 켈트족
으로 변경 

영화 그래비티 :  
중국이 인공위성 폭파하는  
장면을 러시아로 바꾸고  
중국 항공기술의  
우수함을 드러냄 
중국은 보답으로 개봉일을  
앞당겨 상영하는 특혜를 주었음 

http://www.nrta.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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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판교 크린타워 
쓰레기소각장이 집 주변에 있다면 어떨까? 시위나 서명 등 주민들이 소매 걷고 반대

할 것이 뻔하다. 성남 판교에 자리한 쓰레기 소각장은 경우가 좀 다르다. 주민들을 위

한 스포츠센터를 갖춘 판교환경에너지시설, 시설을 지하화하여 하수처리장인지 아닌

지 알아보기 힘든 판교수질복원센터는 더 이상 기피시설이 아니다. 쓰레기 소각장 굴

뚝이 전망대 겸 북 카페로 재 탄생한 판교크린타워는 오히려 자랑거리라 할 만하다. 

판교 테크노밸리 앞에 자리한 판교크린타워. 쓰레기 소각장이라고 

하는데 냄새는 전혀 없다. 아담한 스포츠센터와 전망대는 첫인상이 

깔끔하고, 넓게 펼쳐진 공원은 가을빛이 완연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높이 48m에 자리한 북카페에 오른다. 엘리베이터

를 사이에 두고 한쪽은 북카페, 한쪽은 담소방이다. 북카페라기 보다

는 작은 도서관이 맞다. 커피 등을 팔지도 않거니와 쾌적한 독서를 위

해 음식물 반입도 금지된다. 가운데 책꽂이를 중심으로 동그란 탁자 

4개, 멀티탭을 갖춘 네모난 탁자 2개가 놓여 있다. 좌석 수가 모두 41

석밖에 되지 않는 아담한 규모다. 

북카페의 최고 자랑은 역시 전망이다. 사방을 조망할 수 있는 데다 

가까이에 고층 건물이 많지 않아 멀리까지 보인다. 바로 옆으로 경부

고속도로와 판교IC가 보이고, 발아래로 화랑공원이 펼쳐진다. 판교

테크노밸리가 공원을 둘러싼 형상이고, 동남쪽으로는 판교역과 공

사 현장이 보인다. 고속도로 서쪽과 판교역 동쪽은 아파트 숲이다. 

전망 가운데 인상적인 것은 판교테크노밸리다. 화랑공원 건너편에 

자리한 네오위즈, 엔씨소프트 빌딩이 손에 잡힐 듯 선명하다. 그 건

물 뒤로 안랩, NHN엔터테인먼트, 카카오, 삼성테크윈, 넥슨코리아 

등이 둥지를 틀어 그야말로 한국의 실리콘밸리라 할 만하다. 

글, 사진 : 김숙현(여행작가), 출처: 한국관광공사 

찾아가는 길 :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28번길 55        031-724-4660 



2019 러시아 LTM(Luxury Travel Mart)  

참가기관 모집 안내 

wei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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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성남시 의료관광 뉴스레터는 우리 시 사업 현안 및 국제의료관광 동향 등을 바탕으로 월 1회 배포됩니다.  

연락처 +82-31-729-8614 

대표  
이메일 

seongnam.meditour@gmail.com 

홈페이지 www.seongnam.go.kr 

성남시 의료관광 지원센터 

‘Medical Korea 2019’ Conference 

 참가기관(단체) 모집공고 

∎ 행 사 명 : 2019 Luxury Travel Mart(모스크바) 

∎ 기     간 : 2019.2.28(목)-3.1(금)  

∎ 장     소 : 러시아 모스크바 하얏트 리젠시 호텔 

∎ 주요내용 : 한국 의료/웰니스관광 소개 및 방한 관광객  

                  유치 B2B 상담 

∎ 모집대상 : 총 8개 기관 

   - 의료기관 : 공사 의료관광안내센터 가입 등록된 병원 및 의원 

   - 웰 니 스 : 공사 선정 웰니스 업체 33개소 

∎ 모집기간 : 2018.11.19(월) - 11.30(금) 

∎ 문의처 : 한국관광공사 모스크바지사 이정호 매니저 

∎ 메   일 : jeongho@knto.or.kr 

∎ 연락처 : 070-8280-2791 

∎ 행 사 명 : ‘Medical Korea 2019’ 

                  (The 10th Global Healthcare & Medical Tourism Conference) 

∎ 일 시 : 2019년 3월 14일(목) ∼ 3월 16일(토) 

∎ 장 소 :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 주 제 : 글로벌 헬스케어  

             「치료를 넘어 치유로」(Care beyond Cure) 

 ∎ 프로그램 : Conference(의료해외진출‧외국인환자유치),  

                   병원체험행사 등 

 ∎ 주최/주관 :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홈페이지 : www.medical-korea.org 

 ∎ 신청기간 : 공고일부터 2018년 12월 10일(월) 18:00까지 

 ∎ 제출자료 : ‘Medical Korea 2019’ Conference 참가  

                    신청서 1부([별첨 2] 양식 참고) 

 ∎ 접수방법 :  이메일(yoosoo2@khidi.or.kr) 제출 

 ∎  선정방법 : 제출 신청서 심사 후 선정 

 ∎  문 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유수정 연구원  

               043-713-8290 / yoosoo2@khidi.or.kr 

러시아어  
한마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Здравствуйте. Рад встрече.  

즈드랏스부이쪠. 랏 브스뜨레체 

Здравствуйте. Рада встрече.  

즈드라스부이쪠. 라다 브스뜨레체 

만나서 반가웠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Рад был повидаться. До встречи.  

랏 빌 빠비닷쌰. 더브스트레치 

Рада была повидаться. До встречи.  

라다 빌라 빠비닷쌰. 더브스트레치 

네, 그럼 안녕히 가세요.  

До свидания.  

다스비다니야 

http://kto.visitkorea.or.kr/
https://www.medical-korea.org/fairDash.do?hl=KOR
http://www.medical-korea.org/
http://www.medical-korea.org/
http://www.medical-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