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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식단이란?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고, 수입되는 농ㆍ축산물로 인한 외화낭비를 줄이며, 식량원의 절약을 위하여 가정과

음식점에서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건강에 유익한 상차림을 『좋은 식단』이라고 합니다.

좋은식단의 3대요소

균형잡힌 식단

영양적으로 균형이 잡힌 식단

음식에 어울리는 반찬제공

계절식품으로 차린 찬

위생적인 식단

한번 상에 차렸던 음식은 재사용 안하기(된장, 고추장, 밑반찬 등)

반찬은 개별 제공하기. 단 찌개류와 공동찬을 제공할 경우 각자 덜어 먹을 수 있도록 집기(국자, 집게 개인찬기)제공

음식물 찌꺼기를 담을 수 있는 빈 그릇 제공

알뜰 식단

먹고 남기지 않을 만큼의 적정량 제공

공동 찬통 사용

반찬은 음식유형에 맞는 적정한 가짓수를 소형 찬그릇에 담아 제공

부족한 반찬은 손님이 원하면 추가제공

음식점의 좋은식단 실천사항

위생적인 식사 분위기 조성 - 청결하고 쾌적한 식당, 위생적이고 정리정돈 된 식탁, 종업원의 위생복 착용

밥과 국의 양을 대, 중, 소로 나누어 주문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 · 판매

식기류는 철저히 소독 · 보관

손님이 적정량의 반찬을 선택하여 먹을 수 있도록 제공 - 개인별로 덜어 먹을 수 있는 집게. 국자. 개인찬기 사용

소형복합찬기 사용 - 김치등 찬류는 공동 찬통 사용

음식유형에 따른 권장 반찬가짓수 준수

한식류

탕반류 : 곰탕, 우족탕, 내장탕, 육개장 등 김치류(1가지), 생채ㆍ숙채ㆍ기타반찬류 중(1가지)

찌개류 : 비지찌개, 된장찌개, 김치찌개, 청국장찌개, 순두부찌개 등 김치류(1가지), 생채,ㆍ숙채(1가지), 볶음ㆍ 조림ㆍ기타반찬류 중(1가

지) 김치전골, 곱창전골, 해물전골, 낙지전골, 쇠고기전골, 두부전골 등

전골류 : 김치류(1가지), 생채, 숙채(1가지), 볶음ㆍ조림ㆍ기타반찬류 중(1가지)

한정식 : 15가지 이내 / 백반 : 10가지 이내

일식류

생선회류 : 모듬회, 광어회, 우럭회 등 5～6가지(간장. 된장, 생야채는 기본으로 제공)

정보공개 >  위생정보 >  좋은식단실천운동좋은식단실천운동

(http://www.boseong.go.kr)

/www/open_data
/www/open_data/hygiene
/www/open_data/hygiene/good_diet


생선회류 : 모듬회, 광어회, 우럭회 등 5～6가지(간장. 된장, 생야채는 기본으로 제공)

생선초밥류 : 모듬초밥, 주문초밥 등 3～4가지(장국, 간장은 기본으로 제공)

김밥·도시락류

김밥 : 김밥, 치즈김밥, 김치김밥 등 장국, 단지, 김치

도시락 : 불고기덮밥, 오징어 덮밥, 돈까스, 생선까스 등 3～4가지(장국, 간장은 기본으로 제공)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실천사항

먹고 남기지 않을 만큼 적정량 제공

식재료 구입, 조리시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1회용품 사용억제 및 전분 이쑤시개 비치

음식을 싸줄 수 있는 위생적인 용기 또는 포장지 비치

손님의 좋은식단 실천사항

반찬 가짓수가 적다고 불평하지 말고 간소한 음식문화를 조성합니다.

음식물을 남기지 않도록 먹을 만큼 만 덜어 먹읍시다.

먹지 않을 음식은 미리 반납합니다.

남은 음식은 싸 가지고 갑니다.

가정에서의 좋은식단 실천사항

식단계획을 세워 식사량에 맞추어 조리합니다.

차례, 혼례시에는 음식을 간소하게 준비합니다.

각자가 덜어서 먹을 수 있도록 상차림합니다.

C O P YR IG HT ⓒ  BO S EO NG -G UN. ALL R IG HT

R ES ER VED.

(http://www.boseo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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