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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문화예절

보건사업

영업주는?
첫째, 시설관리는
조리장, 객장을 청결하고 위생적이고 안락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화장실을 청결하게 유지, 관리합니다.
흡연석과 금연석을 구분 배치합니다.
대기석을 마련합니다.
둘째, 좋은식단을 실천합시다.
셋째, 외국손님을 맞아
외국손님을 위해 외국어 메뉴판이나 음식모형을 비치합니다.
종업원에 대한 친절, 위생, 외국어 교육을 실시합니다.
지역이나 업소만의 특색있는 음식을 개발, 보급합니다.
전통음식을 홍보합니다.

종사자는?
직업인으로서의 책임과 자부심을 가집니다.
국제행사를 맞아 우리 음식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린다는 마음과 자세로 기본적인 외국어를 습득합니다.
단정한 몸가집으로 고객을 맞이하고 청결한 위색복의 착용과 개인위생을 생활화합니다.
고객의 의사를 존중하고, 감사하는 마음과 교양있는 자세로 고객을 맞이합니다.

손님맞이는?
웃는 얼굴로 반갑게 맞이합니다.
친절하고 신속하게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자리가 찼을 때는 대기석을 마련해 줍니다.

주문은?
음용수를 제공하고 메뉴표를 보여줍니다.
음식을 선택할 시간을 줍니다.
주문펴에 의해 주문을 받습니다.
주문을 받은 후 재확인 합니다.

음식을 제공할 때는?
주문한 순서대로 음식을 제공합니다.
개인접시 사용을 권장합니다.
포크등 외국인이 사용하기 편리한 집기를 추가 제공합니다.
물이나 찬류가 부족할 때는 추가 제공합니다.
음식제공은 친절한 인사말과 함께
음식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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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문화개선사업

음식점문화예절

음식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불편한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손님배웅은?
남은 음식은 위생적인 용기에 사서 제공합니다.
계산은 주문표에 의거 확인시켜 드립니다.
친절하게 배웅 인사를 합니다.

고객은?
예약제를 생활화합니다.
음식점이 식사와 휴식을 위한 문화공간이라는 마음을 갖고 행동합니다.
종사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조용하며 정중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고성방담 등으로 다른 고객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삼ㅁ가합니다.
차례를 지키며, 주문한 음식이 조리도 되기전에 독촉하는 행위를 삼가합니다.
음식물쓰레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주문(추가 찬류 요구등) 합니다.
'좋은식단'을 제공하는 음식점을 이용하고 좋은식단 실천에 적극 참여합니다.
금연석에는 흡연을 삼가하고 담배 재는 꼭 재떨이에...

이것만은 '절대로' 하지 맙시다.
식탁에는 두루마리 화장지 비치
위압감을 주는 재단용 가위 사용
불결한 물수건 제공
손님이 사용한 물수건으로 식탁닦기
물컵, 수저 등을 제공할 때 입이 닫는 곳을 손으로 집기
식탁에 소리나게 음식 내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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