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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비없는 음식문화!

음식물쓰레기, 왜 심각한가요?

지금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위험은 지구온난화이며, 온난화의 원인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음식물쓰레기입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처리과정에서 환경오염과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뿐 아니라 생산과 수입, 유통, 가공, 조리단계에서도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온
실가스를 배출합니다.

얼마나 버려지나요?

국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하루 1만 4천여 톤으로, 이 가운데 70%가 가정과 소형음식점에서 버린 것이며, 절반 이상이 유통
및 조리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차림과 국물음식을 즐기는 음식문화와 인구증가, 생활수준 향상, 식생활 고급화 등의
영향으로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매년 음식물의 1/7이 쓰레기로 버려지고, 그로 인해 연간 20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합니다. 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연간 8천억 원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20% 줄이면…

전 국민이 음식물쓰레기를 20% 줄이면 연간 1,600억 원의 쓰레기 처리 비용이 줄고, 에너지 절약 등으로 5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
이 발생해 환경을 살리는 것은 물론 자원낭비도 막을 수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다음세대를 위한 위대한 실천입니다.

이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가정
에서, 음식점에서, 집단급식소에서 나부터 행하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하나뿐인 지구를 지키고 녹색부국 코리아를 가꾸는 아름다운
습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우수 실천사례

가정실천사례

일주일 단위로 식단 구성
장보기 전 필요한 품목을 메모
낱개 포장 제품 구입
반가공․깔끔 포장된 식재료 구매
제철에 나오는 근거리 생산 식재료 구매
장을 본 후 바로 손질
냉동보관시 한끼 분량으로 나누어 보관
식재료별 보관법 파악
내용확인이 가능하도록 투명용기 사용하여 보관
자투리 식재료는 따로 모아 보관
냉장고를 정기적으로 정리

음식점 실천사례

업소 영업능력에 맞게 식재료 구매
식품 보관상태 및 잔반 발생량 고려하여 식재료 구매
가급적 다듬어진 식재료 사용
반찬류는 알맞게 썰어서 제공
하나의 식재료로 다양한 메뉴 구성
적정량 주문하도록 종업원이 적극 권유
어린이를 배려하여 소아용 메뉴 판매
소형 밥공기 및 찬기 사용
주메뉴 외의 반찬수를 가급적 간소하게 줄임
반찬은 전부 먹을 수 있는 알맞은 양으로 담음
지나친 눈요기 음식장식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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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를 정기적으로 정리
주로 먹는 반찬은 쟁반에 함께 담아 보관
외식할 땐 미리 집에 알려주기
가족 식사량에 맞게 조리
멸치, 건새우 등 건재료는 갈아서 조리
계량기구를 활용하여 적정량 요리
음식 맛은 짜지 않게
밥상머리 교육 실시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기
과일 껍질째 먹기
식재료 껍질을 육수 등에 활용
냉장고 속 자투리 식재료 활용
물기제거 후 배출

지나친 눈요기 음식장식 자제
제공되지 않은 조리 음식을 저렴하게 판매
남은 식재료 활용한 디저트 만들기
물기제거 후 배출
우수 실천고객 인센티브 지급
요리사 및 종업원 교육 실시
우수 실천업소 벤치마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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