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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실천사항

소형, 복합찬기 사용

찬 그릇이 크면 아무래도 반찬을 많이 담게 됨

김치등 찬류는 공동찬통 사용

먹고 남기지않을 만큼의 적당량 제공

한번 제공한 음식은 재 사용되지 않도록 먹을 만큼 개별제공

반찬이 부족하여 손님이 원할때에는 처음 체공량을 감안하여 무료로 추가 제공

음식물 유형에 따른 권장 반찬 가짓 수 준수

손님이 적당량의 반찬을 선택하여 먹을수 있도록 제공

음식물 유형에 따른 권장 반찬 가짓수를 적정량 제공

개인별로 덜어 먹을수 있는 집게, 국자, 개인별 찬기 제공

한정식은 가능한 한 순차적으로 음식 제공

위생적인 식사 분위기 조성

종사자에 대한 위생 및 「좋은식단」 실천교육 실시

음식찌꺼기를 담을 수 있는 빈그릇 별도 제공

종업원의 위생복 착용 및 친절한 서비스

기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실천사항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를 설치하는등 적정 처리

남은 음식물을 싸 줄수 있는 용기 또는 포장지 비치

1회용품 사용 금지

식중독예방 3대원칙

청결 : 깨끗한 손, 위생적 식품취급

신속 : 신속한 섭취, 장기보관 금지

가열 : 75℃ 이상으로 가열 후 섭취

보건사업 음식문화개선사업 음식점실천사항음식점실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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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식품의 조리 및 보관

신선하고 안전한 식재료 선택

조리시 충분히 가열하여 신속히 섭취

조리된 식품은 60℃ 이상이나 10℃이하로 보관하고, 75℃이상에서 3분이상 가열 후 섭취

다른 용무를 본 후에는 반드시 살균,소독,건조한 후 사용

행주, 도마 등 조리기구는 반드시 살균, 소독, 건조한 후 사용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음용수를 손님에게 제공하고 조리에 사용

조리된 식품과 날식품이 섞이지 않도록 하고, 쥐나 곤충 등의 접근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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