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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단 1호

시래기영양밥/소고기토란국/저염양념가자미찜
청경채유자청무침/토마토김치
주요 식재료

시래기/소고기/토란/가자미/청경채/토마토

시래기영양밥

영양소
주요 32.2kcal
6
열량 29.5g
g
단백질 798.9m
륨
나트 622.2mg
1
칼륨

재료 및 분량

백미 70g, 시래기 20g, 참기름 1g

조리 방법

1. 백미를 깨끗이 씻어 불린다.
2. 시래기는 삶아서 물기를 꼭 짜고, 적당한 크기로 잘라 참기름에 무친다.
3. 밥솥에 불린 백미와 시래기를 넣고 밥물을 맞춰 밥을 짓는다.

Living Tip!

● 시래기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으로 각종 만성질환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 시래기를 저염으로 먹기 위해 간장보다 참기름으로 무칠 경우, 저염이지만 고소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식단 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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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토란국
재료 및 분량

소고기 30g, 토란 50g, 마늘 2g, 다시마 2g, 간장 1g, 소금 0.5g, 파 2g, 멸치 2g,
들기름 1g

조리 방법

1.
2.
3.
4.
5.
6.

Living Tip!

● 토란은 칼륨 함량이 높아 나트륨 배출에 도움을 줍니다.

다시마와 멸치로 육수를 우려낸다.
토란은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준다.
소고기는 한 입 크기로 잘라 핏물을 빼준다.
파는 잘게 썰고, 마늘은 다진다.
냄비에 소고기와 들기름을 넣고 볶아준 후, 토란을 넣고 볶아준다.
육수를 붓고 끓인 후 파와 마늘을 넣고, 소금과 간장으로 간을 한다.

저염양념가자미찜
재료 및 분량

가자미 60g, 참깨 1g, 마늘 2g, 파 2g, 고춧가루 3g, 간장 1g, 설탕 1g, 참기름 2g,
후추 0.5g

조리 방법

1.
2.
3.
4.

Living Tip!

● 생선찜은 양념을 함께 넣고 푹 조린 조림 형식보다는 양념을 별도로 얹어서 먹거나
찍어 먹으면 양념을 덜 섭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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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미는 후추로 밑간하여 찜기에 넣고 찐다.
파는 잘게 썰고 마늘은 다져준다.
간장, 설탕, 고춧가루, 다진 마늘, 파, 물, 참깨, 참기름을 섞어 양념장을 만든다.
잘 쪄진 가자미 위에 양념을 올려준다.

… 양념 DOWN, 맛 UP 나트륨 줄인 한끼 식단

청경채유자청무침
재료 및 분량

청경채 50g, 유자농축액 5g, 마늘 1g, 파 1g, 식초 1g

조리 방법

1. 청경채는 적당한 크기로 썬다.
2. 파는 잘게 썰고, 마늘은 다진다.
3. 그릇에 청경채와 파, 다진 마늘, 유자농축액, 식초를 넣고 무친다.

Living Tip!

● 나물에 소금, 간장 등의 양념을 하는 것보다 유자청을 사용하면 샐러드처럼 상큼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토마토김치
재료 및 분량

토마토 50g, 양파 20g, 고춧가루 2g, 마늘 2g, 설탕 2g, 소금 0.5g, 멸치액젓 1g,
참깨 2g

조리 방법

1.
2.
3.
4.

Living Tip!

● 토마토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 양념을 최소화하여 토마토의 맛을 최대한 살려서 만들면 나트륨은 줄이고 토마토의
새콤한 맛은 살릴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6~8등분으로 썰어준다.
양파는 얇게 채썬다.
설탕, 소금, 고춧가루, 다진 마늘, 멸치액젓, 참깨를 섞어 양념장을 만든다.
토마토와 양파를 양념장으로 무쳐준다.

식단 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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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단 2호

율무완두콩밥/팽이버섯맑은국/저염양념삼치구이
매콤감자볶음/양파김치
주요 식재료

율무/완두콩/팽이버섯/삼치/감자/양파

율무완두콩밥

영양소
주요 68.4kcal
5
열량 25.0g
g
단백질 707.1m
륨
나트 171.3mg
1
칼륨

재료 및 분량

백미 70g, 율무 10g, 완두콩 10g

조리 방법

1. 백미, 율무, 완두콩을 깨끗이 씻어 불린다.
2. 밥솥에 불린 백미, 율무, 완두콩을 넣고 밥 물을 맞춰 밥을 짓는다.

Living Tip!

● 율무는 비타민, 칼륨 등이 풍부하여 나트륨 배출에 도움을 줍니다.
● 밥을 지을 때 콩류를 넣으면 단백질 함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식단 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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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이버섯맑은국
재료 및 분량

팽이버섯 60g, 배추 30g, 양파 7g, 대파 2g, 간장 0.5g, 마늘 1g, 소금 0.5g,
고춧가루 2g, 멸치 2g, 다시마 2g

조리 방법

1.
2.
3.
4.
5.

Living Tip!

● 팽이버섯은 나트륨 배출과 면역성을 향상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 팽이버섯과 배추를 듬뿍 넣어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마와 멸치로 육수를 우려낸다.
팽이버섯은 적당한 크기로 찢고, 배추는 적당한 크기로 썰어준다.
파는 잘게 썰고 마늘은 다져준다.
냄비에 육수, 팽이버섯, 배추, 파, 다진 마늘을 넣고 끓인다.
고춧가루를 넣고, 간장과 소금으로 간을 하여 마무리한다.

저염양념삼치구이
재료 및 분량

삼치 60g, 참깨 1g, 마늘 2g, 생강 2g, 대파 5g, 양파 5g, 고춧가루 3g, 간장 2g,
물엿 3g, 풋고추 5g, 소금 0.5g, 콩기름 2g

조리 방법

1.
2.
3.
4.
5.
6.

Living Tip!

● 삼치는 칼륨이 많은 생선으로 고혈압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 마늘, 생강, 대파, 양파 등 채소를 이용하여 저염 양념을 만들어서 삼치구이와 같이
먹으면 소금 간은 최소화하면서도, 감칠맛이 풍부합니다.

삼치는 손질하여 소금으로 밑간한다.
팬에 콩기름을 두르고 삼치를 올려 앞뒤로 노릇하게 굽는다.
마늘과 생강은 얇게 썰고, 양파와 대파는 적당한 크기로 썰어준다.
팬에 마늘과 생강을 노릇하게 볶은 후, 양파와 대파를 볶아준다.
간장, 물엿으로 채소에 간을 하여 볶아준다.
노릇하게 구운 삼치 위에 볶은 채소와 참깨를 올려준다.

10 … 양념 DOWN, 맛 UP 나트륨 줄인 한끼 식단

매콤감자볶음
재료 및 분량

감자 65g, 양파 5g, 청양고추 5g, 소금 0.5g, 콩기름 2g, 참기름 2g

조리 방법

1.
2.
3.
4.
5.

Living Tip!

● 감자는 칼륨이 많아 고혈압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 청양고추를 사용하면 싱거운 음식도 칼칼하게 감칠맛 나는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감자와 양파는 채 썰어서 준비한다.
감자는 찬물에 담가 전분기를 제거하고 물기를 빼준다.
청양고추는 잘게 썰어준다.
팬에 콩기름을 두르고 감자와 양파, 청양고추를 넣고 볶는다.
소금과 참기름을 넣어 마무리한다.

양파김치
재료 및 분량

양파 70g, 고춧가루 1g, 설탕 3g, 마늘 3g, 파 2g, 간장 2g, 식초 5g

조리 방법

1.
2.
3.
4.

Living Tip!

● 양념장에 간장보다 식초나 설탕을 더 넣으면, 삼삼하지만 감칠맛 나는 양념장이 됩니다.
● 일반 김치에 무나 배추 대신 양파를 넣으면, 개운하고 저염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양파는 적당한 크기로 썬다.
파는 잘게 썰고, 마늘은 다진다.
그릇에 파, 다진 마늘을 담고, 간장, 고춧가루, 설탕, 식초를 넣어 양념을 만든다.
양파를 양념장으로 무쳐준다.

식단 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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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단 3호

취나물밥/순두부백탕/돼지고기파인애플구이
숙주미나리무침/오이고추김치
주요 식재료

취나물/순두부/돼지고기/파인애플/숙주/오이고추

취나물밥

영양소
주요 34.0kcal
7
열량 35.6g
g
단백질 742.5m
륨
나트 119.7mg
1
칼륨

재료 및 분량

백미 70g, 취나물 20g

조리 방법

1. 쌀은 불리고 취나물은 삶은 후 찬물에 헹구고 물기를 뺀다.
2. 취나물은 적당한 크기로 썰어준다.
3. 냄비에 불린 쌀을 넣고 그 위에 취나물을 얹어 밥을 짓는다.

Living Tip!

● 취나물밥을 먹을 때, 다른 반찬들과 함께 먹으면 양념장 없이도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식단 3호 … 13

순두부백탕
재료 및 분량

순두부 100g, 달걀 50g, 양파 20g, 후추 0.1g, 참기름 1g, 소금 0.5g, 파 5g,
마늘 2g, 멸치 2g, 다시마 2g

조리 방법

1.
2.
3.
4.

Living Tip!

● 국은 찌개류보다 탕이나 맑은 국으로 끓여먹으면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 순두부백탕을 먹을 때는 국물보다 두부 위주로 먹는 것이 소화에도 좋고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시마와 멸치로 육수를 우려낸다.
양파는 적당한 크기로, 파는 송송썰기, 마늘은 다진다.
냄비에 육수와 순두부를 넣고 끓이다가 양파, 다진 마늘, 파를 넣고 끓인다.
마지막에 달걀을 넣고 끓이다가 소금, 후추를 넣어 완성한다.

돼지고기파인애플구이
재료 및 분량

돼지고기 60g, 파인애플 30g, 양파 20g, 후추 0.5g, 파 3g

조리 방법

1.
2.
3.
4.

Living Tip!

● 양념을 덜 섭취 하는 방법으로“구이”
는 건강한 조리 방법입니다.
● 고기와 파인애플을 함께 먹으면 고기에 간을 덜 하더라도 파인애플의 상큼한 맛으로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돼지고기와 파인애플은 적당한 크기로 썬다.
돼지고기는 후추로 밑간한다.
파는 잘게 썰고, 마늘은 다진다.
팬에 콩기름을 두르고, 다진 마늘을 볶고, 돼지고기, 파인애플, 양파를 올려 노릇하게
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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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주미나리무침
재료 및 분량

숙주 50g, 미나리 20g, 참기름 2g, 소금 0.5g, 마늘 2g, 간장 1g, 참깨 1g

조리 방법

1. 숙주나물은 씻은 후, 꼬리를 손질하여 데친다.
2. 미나리는 씻은 후, 적당한 길이로 썰어 준비한다.
3. 물기를 꼭 짠 숙주에 소금, 간장, 마늘, 대파, 참기름, 참깨, 미나리를 넣고 무쳐준다.

Living Tip!

● 숙주와 미나리는 싱겁게 무쳐도 아삭한 식감이 있어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오이고추김치
재료 및 분량

오이고추 50g, 고춧가루 2g, 마늘 2g, 설탕 2g, 소금 0.5g, 멸치액젓 1g, 참깨 2g

조리 방법

1.
2.
3.
4.

Living Tip!

● 오이고추는 일반고추보다 매운맛이 덜하고 청량한 식감이 있어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오이고추는 적당한 크기로 썰어준다.
파는 잘게 썰고, 마늘은 다진다.
설탕, 소금, 고춧가루, 다진 마늘, 멸치액젓, 참깨를 섞어 양념장을 만든다.
오이고추를 양념장으로 무쳐준다.

식단 3호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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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단 4호

콩나물밥/바지락미역국/저염양념고등어찜
들깨머위볶음/배깍두기
주요 식재료

콩나물/바지락/미역/고등어/들깨/머위/배

콩나물밥
재료 및 분량

백미 70g, 콩나물 70g

조리 방법

1. 백미를 깨끗이 씻어 불린다.
2. 콩나물을 깨끗이 씻는다.
3. 밥솥에 백미와 콩나물을 넣고 밥 물을 맞춰 밥을 짓는다.

Living Tip!

● 콩나물은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변비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영양소
주요 49.0kcal
5
열량 28.6g
g
단백질 728.2m
륨
나트 392.1mg
1
칼륨

식단 4호 … 17

바지락미역국
재료 및 분량

건미역 5g, 바지락 30g, 마늘 1g, 소금 0.2g, 들기름 0.2g

조리 방법

1.
2.
3.
4.
5.

Living Tip!

● 미역은 열량이 적고, 철분과 칼슘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 들기름은 불포화지방산이 많이 들어있어 성인병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미역을 불린다.
바지락을 해감한다.
다진 마늘을 다져준다.
냄비에 불린 미역과 해감한 바지락, 들기름을 넣고 볶다가 물을 넣어준다.
다진 마늘을 넣고, 소금으로 간을 하여 끓인다.

저염양념고등어찜
재료 및 분량

고등어 60g, 참깨 1g, 마늘 2g, 파 2g, 고춧가루 3g, 간장 0.5g, 설탕 1g, 참기름 2g,
후추 0.5g

조리 방법

1.
2.
3.
4.

Living Tip!

● 고등어는 DHA가 많아 뇌 활동 촉진과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고등어는 후추로 밑간하여 찜기에 넣고 찐다.
파는 잘게 썰고 마늘은 다져준다.
간장, 설탕, 고춧가루, 다진 마늘, 파, 물, 참깨, 참기름을 섞어 양념장을 만든다.
잘 쪄진 고등어 위에 양념을 올려준다.

18 … 양념 DOWN, 맛 UP 나트륨 줄인 한끼 식단

들깨머위볶음
재료 및 분량

머위 70g, 들깨 2g, 마늘 2g, 파 2g, 소금 0.3g, 들기름 1g

조리 방법

1.
2.
3.
4.

Living Tip!

● 볶을 때 소금 양을 줄이는 대신, 마늘, 파 등을 이용하면 보다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 들깨의 지방은 머위에 있는 비타민A 흡수에 도움을 줍니다.

머위 껍질을 벗겨 끓는 물에 소금을 조금 넣고 삶아준다.
머위는 물기를 짜서, 적당한 크기로 잘라준다.
파는 잘게 썰고 마늘은 다져준다.
적당한 크기로 자른 머위를 들기름, 파, 다진 마늘을 넣고 볶아준다.

배깍두기
재료 및 분량

배 50g, 고춧가루 2g, 마늘 2g, 파 1g, 소금 0.3g, 멸치액젓 0.3g

조리 방법

1.
2.
3.
4.

Living Tip!

● 배는 아스파라긴산이 들어있어 간 대사 활동 촉진 및 체내 알코올 성분 분해에 도움을 줍니다.

배를 깍둑썰기 해준다.
파는 잘게 썰고, 마늘은 다진다.
그릇에 파, 마늘을 담고, 고춧가루, 소금, 멸치액젓을 넣어 양념을 만든다.
배에 양념을 넣고 무친다.

식단 4호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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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단 5호

검은콩흑미밥/감자뭇국/삼색파프리카달걀찜
사과달래무침/고들빼기김치
주요 식재료

검은콩/흑미/감자/무/파프리카/달걀/사과/달래/배추

검은콩흑미밥

영양소
주요 39.4kcal
5
열량 22.7g
g
단백질 717.4m
륨
나트 554.7mg
1
칼륨

재료 및 분량

백미 40g, 흑미 30g, 검은콩 10g

조리 방법

1. 백미, 흑미, 검은콩을 깨끗이 씻어 불린다.
2. 밥솥에 불린 백미, 흑미, 검은콩을 넣고 밥 물을 맞춰 밥을 짓는다.

Living Tip!

● 검은콩은 안토시아닌과 이소플라본 성분이 풍부하여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건강한
모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식단 5호 … 21

감자뭇국
재료 및 분량

감자 50g, 무 50g, 멸치 2g, 다시마 2g, 파 5g, 마늘 1g, 소금 0.3g, 들기름 0.2g

조리 방법

1.
2.
3.
4.
5.

Living Tip!

● 감자는 칼륨이 풍부하여 나트륨 배출에 효과적인 식품입니다.
● 무는 비타민C가 풍부하며, 감기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다시마와 멸치로 육수를 우려낸다.
감자와 무를 적당한 크기로 썰어준다.
파는 썰고, 마늘은 다져준다.
감자와 무를 들기름에 볶다가 육수를 넣는다.
파, 다진 마늘을 넣고, 소금으로 간을 하여 끓인다.

삼색파프리카달걀찜
재료 및 분량

달걀 60g, 빨강파프리카 5g, 주황파프리카 5g, 초록파프리카 5g, 후추 0.5g, 참깨 1g,
소금 0.5g

조리 방법

1. 달걀을 풀어준다.
2. 세 종류의 파프리카를 잘게 썰어준다.
3. 풀어 준 달걀에 잘게 썬 파프리카, 소금, 후추를 넣고 잘 저어준 후 냄비에 넣고 찐다.

Living Tip!

● 달걀은 항산화작용을 하는 비타민E가 풍부한 식품입니다.
● 파프리카는 칼슘이 풍부해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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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달래무침
재료 및 분량

달래 50g, 사과 20g, 고춧가루 2g, 식초 3g, 설탕 2g, 마늘 2g, 파 1g, 참기름 1g

조리 방법

1.
2.
3.
4.

Living Tip!

● 달래는 다양한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 사과는 식이섬유 함량이 높아 대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달래와 사과를 적당한 크기로 썬다.
파는 잘게 썰고, 마늘은 다진다.
그릇에 파, 다진 마늘 담고, 고춧가루, 식초, 설탕, 참기름을 넣어 양념을 만든다.
달래와 사과에 양념을 넣고 무친다.

고들빼기김치
재료 및 분량

고들빼기 50g, 양파 10g, 고춧가루 2g, 마늘 2g, 파 2g, 소금 0.5g, 설탕 2g,
멸치액젓 1g, 참깨 1g

조리 방법

1.
2.
3.
4.

Living Tip!

● 고들빼기에서 쓴 맛을 내는 사포닌 성분은 소화 기능에 도움을 줍니다.

고들빼기를 깨끗이 씻은 후 적당한 크기로 썰어준다.
양파는 얇게 채썬다.
설탕, 소금, 고춧가루, 다진마늘, 멸치액젓, 참깨를 섞어 양념장을 만든다.
고들빼기와 양파를 양념장에 무쳐준다.

식단 5호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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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단 6호

고구마밥/저염시금치두부된장국/저염돼지고기무조림
호박고지볶음/양배추김치
주요 식재료

고구마/두부/돼지고기/무/호박고지/양배추

고구마밥

영양소
주요 95,1kcal
6
열량 30.8g
g
단백질 768.9m
륨
나트 807.0mg
2
칼륨

재료 및 분량

백미 50g, 고구마 30g

조리 방법

1. 백미를 깨끗이 씻어 불린다.
2. 고구마를 깨끗이 씻어 깍둑썰기로 썰어준다.
3. 밥솥에 불린 백미와 깍둑썰기 고구마를 넣고 밥 물을 맞춰 밥을 짓는다.

Living Tip!

● 고구마는 식이섬유와 칼륨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식단 6호 … 25

저염시금치두부된장국
재료 및 분량

시금치 60g, 두부 40g, 된장 4g, 멸치 2g, 다시마 2g, 파 5g, 마늘 1g, 소금 0.1g

조리 방법

1.
2.
3.
4.
5.

Living Tip!

● 시금치에는 철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철분결핍성 빈혈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시마와 멸치로 육수를 우려낸다.
시금치와 두부를 적당한 크기로 썰어준다.
파는 썰고, 마늘은 다져준다.
육수에 된장을 풀어준다.
된장 푼 육수에 시금치, 두부, 파, 다진 마늘, 소금을 넣고 끓인다.

저염돼지고기무조림
재료 및 분량

돼지고기 60g, 무 30g, 파 3g, 마늘 2g, 간장 3g, 후추 0.5g, 참깨 1g, 설탕 1g,
참기름 2g

조리 방법

1.
2.
3.
4.

Living Tip!

● 양념을 넣고 푹 조리는 방법은 양념이 배면서 짤 수 있으니 간을 약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돼지고기와 무를 적당한 크기로 썰어준다.
파는 썰어주고, 마늘은 다져준다.
간장, 후추, 참깨, 설탕, 참기름, 파, 다진 마늘을 섞어 양념을 만든다.
냄비에 돼지고기와 무, 양념장을 넣고 조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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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박고지볶음
재료 및 분량

호박고지 50g, 참깨 2g, 마늘 3g, 파 5g, 새우젓 0.5g, 들기름 2g

조리 방법

1. 호박고지를 물에 불려준다.
2. 파는 잘게 썰고, 마늘은 다진다.
3. 물에 불린 호박고지를 들기름, 새우젓, 파, 다진 마늘을 넣고 볶다가 참깨를 넣어
섞어주고 마무리한다.

Living Tip!

● 호박고지는 생호박을 말린 것으로 영양성분이 농축되어 있으며, 특히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입니다.

양배추김치
재료 및 분량

양배추 50g, 양파 20g, 파 5g, 고춧가루 2g, 마늘 2g, 소금 0.5g, 설탕 2g,
멸치액젓 1g

조리 방법

1.
2.
3.
4.

Living Tip!

● 양배추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들어있어 피부세포 노화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양배추를 깨끗이 씻은 후 적당한 크기로 썰어준다.
양파는 얇게 채썰고, 파는 잘게 송송 썰어주고, 마늘은 다져준다.
설탕, 소금, 고춧가루, 다진 마늘, 멸치액젓, 참깨를 섞어 양념장을 만든다.
양배추와 양파를 양념장에 무쳐준다.

식단 6호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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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단 7호

땅콩밥/들깨황태콩나물국/소고기더덕꼬치구이
가지양파볶음/상추치커리무침
주요 식재료

땅콩/들깨/황태/콩나물/소고기/더덕/가지/양파/상추/치커리

땅콩밥

영양소
주요 07.7kcal
7
열량 39.3g
g
단백질 728.2m
륨
나트 448.2mg
1
칼륨

재료 및 분량

백미 70g, 땅콩 20g

조리 방법

1. 백미와 땅콩을 깨끗이 씻어 불린다.
2. 밥솥에 불린 백미와 땅콩을 넣고 밥 물을 맞춰 밥을 짓는다.

Living Tip!

● 땅콩은 불포화지방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동맥경화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식단 7호 … 29

들깨황태콩나물국
재료 및 분량

황태 20g, 콩나물 40g, 멸치 2g, 다시마 2g, 들깨 5g, 파 5g, 마늘 1g, 소금 0.5g,
들기름 0.2g

조리 방법

1.
2.
3.
4.

Living Tip!

● 황태는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신진대사를 활성화 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시마와 멸치로 육수를 우려낸다.
파는 썰고, 마늘은 다져준다.
황태와 콩나물을 들기름에 볶다가 육수를 넣는다.
파, 다진 마늘을 넣고, 소금을 넣어 간을 하고 끓인다.

소고기더덕꼬치구이
재료 및 분량

소고기 30g, 더덕 30g, 파 3g, 마늘 2g, 간장 2g, 후추 0.5g, 참깨 1g, 설탕 1g,
참기름 2g, 콩기름 3g

조리 방법

1.
2.
3.
4.
5.

Living Tip!

● 더덕은 알칼리성 식품으로 고기류와 함께 섭취하면 고기의 산성 성분을 중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소고기와 더덕을 적당한 크기로 자른다.
자른 소고기와 더덕을 꼬치에 꽂아준다.
간장, 후추, 참깨, 설탕, 참기름, 파, 다진 마늘을 섞어 양념을 만든다.
소고기더덕꼬치에 양념을 바른다.
후라이팬에 콩기름을 두르고, 꼬치를 구워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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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양파볶음
재료 및 분량

가지 50g, 양파 20g, 참깨 2g, 간장 2g, 마늘 3g, 파 5g, 들기름 2g

조리 방법

1. 가지와 양파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준다.
2. 파는 잘게 썰고, 마늘은 다진다.
3. 적당한 크기로 자른 가지와 양파를 들기름, 파, 다진 마늘, 간장을 넣고 볶다가
참깨를 넣어 섞어주고 마무리한다.

Living Tip!

● 가지는 수분과 칼륨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이뇨작용을 촉진하여 노폐물 배출에 도움을
줍니다.

상추치커리무침
재료 및 분량

상추 30g, 치커리 20g, 파 3g, 고춧가루 2g, 마늘 2g, 설탕 2g, 식초 3g, 참기름 1g

조리 방법

1.
2.
3.
4.

Living Tip!

● 치커리의 쓴맛을 내는 인티빈은 소화를 촉진하고 혈관계를 강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 상추는 다른 엽채류에 비해 철분과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여 혈액을 맑게 하고 저혈압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상추와 치커리를 적당한 크기로 썰어준다.
파는 잘게 썰고, 마늘은 다진다.
그릇에 파, 마늘을 담고, 고춧가루, 식초, 설탕, 참기름을 넣어 양념을 만든다.
상추와 치커리를 양념장에 무쳐준다.

식단 7호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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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단 8호

보리밥/얼큰어묵국/저염코다리찜
미나리도토리묵무침/마늘쫑김치
주요 식재료

보리/어묵/코다리/미나리/도토리묵

보리밥

영양소
주요 82.2kcal
5
열량 24.0g
g
단백질 754.5m
륨
나트 82.0mg
9
칼륨

재료 및 분량

백미 80g, 보리10g

조리 방법

1. 백미와 보리를 깨끗이 씻어 불린다.
2. 밥솥에 불린 백미와 보리를 넣고 밥 물을 맞춰 밥을 짓는다.

Living Tip!

● 보리는 쌀에 비해 비타민과 철분이 풍부하여 각기병이나 빈혈을 예방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식단 8호 … 33

얼큰어묵국
재료 및 분량

어묵 20g, 무 20g, 멸치 1g, 다시마 1g, 파 5g, 마늘 2g, 소금 0.3g, 청양고추 2g

조리 방법

1.
2.
3.
4.
5.

Living Tip!

● 청양고추를 사용하면 싱거운 음식도 칼칼하게 감칠 맛 나는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마와 멸치로 육수를 우려낸다.
어묵과 무를 적당한 크기로 썰어준다.
파는 썰고, 마늘과 청양고추는 다져준다.
어묵과 무를 육수에 넣는다.
파, 다진 마늘, 청양고추를 넣고, 소금으로 간을 하여 끓인다.

저염코다리찜
재료 및 분량

코다리 50g, 무 30g, 양파 10g, 고춧가루 3g, 파 3g, 마늘 2g, 간장 0.3g, 참깨 1g,
참기름 1g, 소금 0.3g

조리 방법

1.
2.
3.
4.
5.

Living Tip!

● 코다리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지방 함량이 적은 식품입니다.

코다리와 무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준다.
양파는 채 썰어준다.
파는 잘게 썰어주고, 마늘은 다져준다.
고춧가루, 간장, 참깨, 참기름, 소금, 파, 다진 마늘을 섞어 양념을 만든다.
냄비에 코다리, 무, 양파, 양념장을 넣고 버무린 후 가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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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리도토리묵무침
재료 및 분량

도토리묵 100g, 미나리 10g, 오이 5g, 당근 5g, 마늘 2g, 파 5g, 설탕 1.5g,
고춧가루 1g, 참기름 1g, 참깨 0.4g, 간장 0.5g

조리 방법

1.
2.
3.
4.
5.

Living Tip!

● 도토리묵은 수분 함량이 많고, 칼로리가 적은 식품입니다.
● 미나리는 해독 작용, 간 기능 향상, 변비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도토리묵과 미나리를 적당한 크기로 썰어준다.
오이, 당근은 채 썰어준다.
파는 잘게 썰고, 마늘은 다진다.
고춧가루, 설탕, 참기름, 참깨, 간장으로 양념장을 만든다.
도토리묵, 미나리, 오이, 당근, 파, 다진 마늘을 양념장과 버무린다.

마늘쫑김치
재료 및 분량

마늘쫑 50g, 양파 20g, 파 3g, 고춧가루 2g, 마늘 2g, 소금 0.3g, 멸치액젓 0.5g,
참깨 2g

조리 방법

1.
2.
3.
4.
5.

Living Tip!

● 마늘쫑의 알리신 성분은 면역증강 작용과 항암작용에 도움을 줍니다.

마늘쫑을 적당한 크기로 썰어준다.
양파는 채 썰어준다.
파는 잘게 썰고, 마늘은 다진다.
고춧가루, 소금, 멸치액젓, 파, 다진 마늘, 참깨를 넣고 양념장을 만든다.
마늘쫑, 양파를 양념장으로 무쳐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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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단 9호

옥수수밥/소고기맑은국/두부곤약구이
청양고추견과류멸치볶음/부추무침
주요 식재료

옥수수/소고기/두부/곤약/멸치/부추

옥수수밥

영양소
주요 30.7kcal
7
열량 31.2g
g
단백질 819.0m
륨
나트 314.0mg
1
칼륨

재료 및 분량

옥수수 10g, 백미 80g

조리 방법

1. 옥수수와 백미를 깨끗이 씻어 불린다.
2. 밥솥에 불린 옥수수와 백미를 넣고 밥 물을 맞춰 밥을 짓는다.

Living Tip!

● 옥수수를 밥으로 할 경우 고소한 맛이 있어 더 맛있게 식사할 수 있습니다.
● 옥수수는 식이섬유, 철분 등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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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맑은국
재료 및 분량

소고기 40g, 무 40g, 마늘 2g, 다시마 2g, 간장 1g, 소금 0.5g, 파 2g, 멸치 2g,
들기름 1g

조리 방법

1.
2.
3.
4.
5.
6.

Living Tip!

● 소고기는 단백질, 철분, 칼슘 등의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입니다.
● 맑은 국은 간을 최소화하고 식재료 본연의 맛을 최대한 살려서 깔끔하게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마와 멸치로 육수를 우려낸다.
소고기는 한 입 크기로 잘라 핏물을 빼준다.
무는 적당한 크기로 잘라준다.
파는 잘게 썰고, 마늘은 다진다.
냄비에 소고기와 들기름을 넣고 볶아준다.
육수를 붓고 끓인 후 파와 다진 마늘을 넣고, 소금과 간장으로 간을 한다.

두부곤약구이
재료 및 분량

두부 70g, 곤약 30g, 마늘 4g, 파 5g, 후추 0.5g, 콩기름 5g, 참기름 1g

조리 방법

1.
2.
3.
4.
5.

Living Tip!

● 곤약은 칼로리가 매우 낮은 식품이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능이 있고, 칼륨
함량이 높아 체내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참기름을 살짝 뿌리면 간이 삼삼해도 고소한 향이 나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두부와 곤약은 적당한 크기로 썬다.
두부와 곤약은 후추로 밑간한다.
파는 잘게 썰고, 마늘은 다진다.
팬에 콩기름을 두르고, 다진 마늘을 볶고, 두부와 곤약을 올려 노릇하게 굽는다.
참기름을 살짝 뿌려준 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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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고추견과류멸치볶음
재료 및 분량

잔멸치 15g, 청양고추 2g, 호두 2g, 아몬드 2g, 간장 1g, 마늘 2g, 물엿 6g,
콩기름 2g, 참기름 4g

조리 방법

1.
2.
3.
4.

Living Tip!

● 멸치는 칼슘 함량이 높아 특히 중장년층 골다공증 예방 및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 청양고추를 사용하면 싱거운 음식도 칼칼하게 감칠맛 나는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잔멸치를 팬에 살짝 볶는다.
마늘은 다지고, 청양고추는 잘게 썰어준다.
간장, 물엿, 물을 섞어 양념을 만든다.
팬에 콩기름을 두르고 다진 마늘과 청양고추를 볶은 뒤, 잔멸치, 호두, 아몬드를 넣고
양념과 버무린다.
5. 참기름을 넣어 마무리한다.

부추무침
재료 및 분량

부추 50g, 양파 20g, 고춧가루 2g, 식초 3g, 마늘 2g, 설탕 2g, 파 1g, 참기름 1g

조리 방법

1.
2.
3.
4.

Living Tip!

● 부추는 피를 맑게 해주는 성분이 있고, 혈관질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부추와 양파는 적당한 크기로 썬다.
파는 잘게 썰고, 마늘은 다진다.
그릇에 파, 마늘을 담고, 고춧가루, 식초, 설탕, 참기름을 넣어 양념을 만든다.
부추와 양파에 양념을 넣고 무친다.

식단 9호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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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단 10호

현미밥/모듬버섯국/돼지고기파프리카볶음
저염고구마조림/저염간장깻잎김치
주요 식재료

현미/느타리버섯, 팽이버섯, 표고버섯/돼지고기목살/파프리카/고구마/깻잎

현미밥
재료 및 분량

현미 90g

조리 방법

1. 현미를 깨끗이 씻어 불린다.
2. 밥솥에 불린 현미를 넣고 밥 물을 맞춰 밥을 짓는다.

Living Tip!

● 현미는 고혈압 등 각종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영양소
주요 61.1kcal
6
열량 26.7g
질
백
5mg
단
738. mg
륨
트
.4
나
1627
칼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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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듬버섯국
재료 및 분량

느타리버섯 30g, 팽이버섯 30g, 표고버섯 20g, 대파 2g, 간장 0.5g, 마늘 1g,
소금 0.5g, 고춧가루 2g, 멸치 2g, 다시마 2g

조리 방법

1.
2.
3.
4.
5.

Living Tip!

● 버섯은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 등이 풍부한 식품이며 특히, 나트륨 배출과 면역성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시마와 멸치로 육수를 우려낸다.
느타리버섯, 팽이버섯, 표고버섯은 적당한 크기로 썰어준다.
파는 잘게 썰고 마늘은 다져준다.
냄비에 육수, 느타리버섯, 팽이버섯, 표고버섯, 파, 다진 마늘을 넣고 끓인다.
고춧가루를 넣고, 간장과 소금으로 간을 하여 마무리한다.

돼지고기파프리카볶음
재료 및 분량

돼지고기 60g, 파프리카 30g, 양파 20g, 후추 0.5g, 파 3g, 마늘 3g, 콩기름 2g

조리 방법

1.
2.
3.
4.

Living Tip!

● 돼지고기는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등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 파프리카는 칼슘이 풍부해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돼지고기와 파프리카는 적당한 크기로 썬다.
돼지고기는 후추로 밑간한다.
파는 잘게 썰고, 마늘은 다진다.
팬에 콩기름을 두르고, 다진 마늘을 넣고, 돼지고기, 파프리카, 양파를 올려 볶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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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염고구마조림
재료 및 분량

고구마 60g, 당근 20g, 간장 2g, 파 3g, 마늘 3g, 설탕 1g, 후추 0.5g, 참깨 1g,
참기름 2g

조리 방법

1.
2.
3.
4.

Living Tip!

● 고구마는 식이섬유와 칼륨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고구마와 당근은 적당한 크기로 썰어서 준비한다.
파는 잘게 썰고, 마늘은 다진다.
간장, 후추, 참깨, 설탕, 참기름, 파, 다진 마늘을 섞어 양념을 만든다.
냄비에 고구마와 당근을 넣고 양념장과 조려준다.

저염간장깻잎김치
재료 및 분량

깻잎 30g, 양파 20g, 고춧가루 2g, 간장 2g, 마늘 2g, 설탕 2g, 멸치액젓 1g

조리 방법

1. 깻잎은 씻고, 양파는 적당한 크기로 썰어서 준비한다.
2. 양파, 고춧가루, 간장, 마늘, 설탕, 멸치액젓, 물을 넣어 양념장을 준비한다.
3. 깻잎을 양념장으로 무쳐준다.

Living Tip!

● 일반간장 대신, 저염간장을 사용하여 양념을 삼삼하게 하면 나트륨 섭취를 낮출 수
있습니다.
● 간장을 이용한 양념으로 깻잎 김치를 만들어 먹으면 깔끔하면서 개운하게 먹을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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