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냉동 및 통조림 채소는 영양소가 풍부하며 유통 기한이 깁니다! 수프, 볶음, 스튜 등
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염분 섭취가 걱정되는 경우 통조림 채소를 수돗물로 헹구면
과도한 염분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식생활
경제적이면서 

이    냉동  및  통조림  채소를  구입합니다 .  

삼     남은  음식 ,  빵 /번 ,  쌀밥 ,  국수를  냉동합니다 .  

사     저네릭  브랜드  또는  스토어  브랜드  상품  구매

이는 가족을 위해 식품 및 농산물을 구입하기 위한 보조금을 제공하는 연방 프로그램입
니다. 자세한 정보는 해당 지역의 SNAP 사무실에 문의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스토어 브랜드 상품을 구매하면 유명 브랜드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듭니다. 일
반적으로 식용유, 냉동 채소, 우유 또는 유제품이 아닌 음료, 향신료 등의 주요 식품은
저네릭 브랜드 및 스토어 브랜드 버전으로 제공됩니다.

이렇게 하면 유통 기한을 늘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식품을 다른 식사 또
는 요리에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스토브나 전자레인지에서 쉽게 재가열할 수 있습니다.

오     식료품점에서  할인  식품  섹션을  찾아보십시오 .  

육    A A  및  N H / P I  식단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허브를  키우십시오 .  

때로는 더 저렴한 가격의 ‘못생긴’ 과일과 채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단, 상했거나
‘유통 기한’ 날짜가 지난 제품은 구매하지 마십시오. 식품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파, 고수, 레몬그라스, 민트, 생강 등의 허브는 실내에서도 잘 자랍니다. 직접 키우면 조금 더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빠듯할 땐 충분한 음식이나 영양소를 섭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예산이 빠듯할 땐 충분한 음식이나 영양소를 섭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제적이면서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경제적이면서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일     SNAP(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 이전의  푸드  스탬
프  프로그램)에  자격이  되는지  확인합니다.  

Janice Chow, MS, RD (The Mindful Chow의 설립자 겸 영양사)

현재 SNAP EBT(Electronic Benefit Transfer), 전자수당이체)의 수혜자인 경우 추가 EBT
금액을 제공하는 매장이나 파머스 마켓의 소재를 파악합니다. 즉, 식료품 구입에 더 많
은 비용을 지출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확인해야 할 또 다른 좋은 리소스는 DoubleUp
으로, 과일과 채소에 더 많은 EBT 달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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