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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ainbow of Health: Eating a Rainbow 

    

Think of what you ate yesterday. How many colors 

did your food consist of? Food scientists say eating 

fruits and vegetables of different colors every day is 

important for a healthy life. 

Each different colored fruit and vegetable contains 

components that have a unique impact on your 

health. A fun way to help you choose the right foods 

is called “Eating a Rainbow.” 

It means that you should choose fresh fruits and 

vegetables from each color of the rainbow. If you eat 

a rainbow of foods every day, you can maximize 

your intake of essential vitamins and nutrients.

Green

‣ reduce cancer risks

‣ protect your heart

‣ lower blood pressure

Orange and Yellow

‣ fight against aging and cancer

‣ make your eyes healthy

‣ improve the functioning of your immune system
기 능 면 역

 

Red

‣ reduce cancer risks

‣ lower cholesterol and blood pressure

‣ support vision

무지개를 먹는 것
     

여러분이 어제 먹은 것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먹

은 음식은 얼마나 많은 색으로 이루어져 있었나요? 

식품 과학자들은 매일 여러 가지 색의 과일과 채소를 

먹는 것이 건강한 삶을 위해 중요하다고 합니다. 

각기 다른 색의 과일과 채소는 여러분의 건강에 고
유의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

니다. 여러분의 올바른 음식 선택을 도와주는 재미

있는 방법은 ‘무지개 색깔 먹기’라고 불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무지개의 각각의 색깔을 가진 신

선한 과일과 채소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

니다. 만약 여러분이 매일 무지개 색의 음식을 먹는
다면. 여러분은 필수 비타민과 영양소의 섭취를 극

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Orange and Yellow

노화와 암에 대항한다.

눈을 건강하게 해준다.

면역체계의 기능을 향상시킨다.

Green
암에 걸릴 위험성을 낮춘다.

심장을 보호한다.

혈압을 낮춘다.

Green
암에 걸린 위험성을 줄여 준다.

콜레스테롤과 혈압을 낮춘다.

시력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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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 Tips for Eating More Fruits and Vegetables

    

How can you add fruits and vegetables to your diet? 

When you go to a convenience store to buy a drink, 
편 의 점 에

try to choose fruit juice or a smoothie. 

For example, a bottle of orange juice or a blueberry 

smoothie is a healthier choice than a can of soda. 

Another way to add fruit to your daily diet is by 

carrying dried fruits such as apples or blueberries 

with you during the day. 

Also, when you order meals, try to ask for as many 

vegetables as possible. For example, when you go 

to a restaurant, don't forget to order a “rainbow” 

salad filled with colorful vegetables. 

Finally, eat fruit, vegetables, or nuts as snacks when 

you are at home. They are nature's original fast 
본 래 의

foods. 

 

Blue and Purple

‣ reduce risks of cancer, stroke and heart disease

‣ improve memory function

‣ promote healthy aging

 

White

‣ lower cholesterol and blood pressure

‣ reduce risks of stomach cancer and heart disease

Quick tips for eating more frits and 
vegetables
     

어떻게 식사에 과일과 채소를 추가할 수 있을까요?  

음료수를 사러 편의점에 갈 때, 과일 주스나 스무디

를 선택하도록 하세요. 

예를 들어, 오렌지 주스 한 병 혹은 블루베리 스무
디는 탄산음료 한 캔보다 더 몸에 좋은(건강한) 선

택입니다. 매일 식사에 과일을 추가하는 또 다른 방

법은 낮에 말린 사과나 블루베리와 같은 과일을 가

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또한, 음식을 주문할 때는, 가능한 한 많은 채소를 

요청하도록 하세요. 예를 들어, 당신이 식당에 갈 

때, 잊지 말고 다채로운 채소로 가득한 ‘무지개’ 샐

러드를 주문하세요. 

마지막으로, 집에 있을 때 간식으로 과일이나 채소, 

견과류를 드세요. 그것들은 자연 본래의 패스트푸

드입니다.

Blue and Purple

암과 뇌졸중, 심장병에 걸릴 위험을 줄여준다.

기억력을 향상시킨다.

건강한 노화를 촉진한다.

White
콜레스테롤과 혈압을 낮춘다.

위암과 심장병에 걸릴 위험을 줄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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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k, Food, Moussaka

Do you have a favorite food that comes from 

another country? 

Maybe you like spaghetti or tacos. How about food 

from Greece? Have you ever had Greek food? 

Here is a story about Jiyoon's family who fell in love 

with Greek cuisine.

   

Jiyoon's family took a trip to Greece last summer 

and had a chance to experience one of the most 

famous Greek dishes, moussaka, at a well-known 
유 명 한

restaurant in Athens. They all loved the dish.

 After returning from the trip, none of the family 
t h e y r e t u r n e d

could forget the unique, delicious taste of moussaka. 

They really missed it. So, Jiyoon's father found the 
그 리 워 했 다

recipe on the Internet. 
요 리 법

Since then, he has cooked it almost every 

weekend for his family. What a great father he is!

• 접속사 since: ~때문에(주절에 현재완료가 없을때), ~이후로(주
절이 현재완료) / 전치사 since: ~이후로

Greek food, Moussaka
     

여러분은 가장 좋아하는 다른 나라의 음식이 있나

요? 

아마도 여러분은 스파게티나 타코를 좋아할 거예

요. 그리스 음식은 어떠세요?  그리스 음식을 먹어

본 적이 있나요? 

여기에 그리스 요리를 정말 좋아하게 된 지윤이 가
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윤이 가족은 지난여름에 그리스로 여행을 가서 
아테네의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가장 유명한 그리스 

음식 중의 하나인 무사카를 먹어볼 기회가 있었습

니다. 그들은 모두 그것을 좋아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오고 나서, 그들 중 누구도 그 독특하

고 맛있는 무사카의 맛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그것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래서, 지윤

이의 아버지는 인터넷에서 그 요리법을 찾아냈습니다. 

그 때부터, 그는 거의 매 주말마다 가족을 위해서 

그것을 요리했습니다. 정말 멋진 아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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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yoon's family likes vegetable moussaka, which is a 

variation of the traditional, meat-based Greek dish. 

It contains no beef, but a variety of vegetables 

including tomatoes, zucchini, eggplant, onions, and 

potatoes. It's a colorful food, almost like eating a 

rainbow!

Have you ever eaten moussaka? If not, how about 

cooking moussaka this weekend for your family? 

Here is the recipe: 

What is moussaka?

Moussaka is the national dish of Greece. The 

traditional Greek moussaka is made with layers of 

eggplant and ground beef, topped with bechamel 

sauce and cheese.

번역

지윤의 가족은 채소 무시카를 좋아했는데, 그것은 

전통적인, 고기를 기본으로 한 그리스 요리의 변형
입니다.  

그것에는 쇠고기가 아니라 토마토와 호박, 가지, 양

파, 감자를 포함한 여러 가지 채소가 들어 있습니
다. 그것은 거의 무지개를 먹는 것처럼 형형색색의 

요리입니다.

    

여러분은 무사카를 먹어 본 적이 있나요? 먹어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이번 주말에 무

사카를 요리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기에 요리법

이 있습니다. 

   
What is Moussaka?
무사카는 그리스의 대표적인 음식이다. 전통적인 

그리스의 무사카는 가지와 간 쇠고기의 층으로 만

들어지고, 베사멜소스와 치즈를 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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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ssaka

�

Directions

1. Sprinkle the eggplant slices with salt and let them 
~ 을 뿌 리 다 가 지 조 각

sit for 30 minutes. Then rinse and dry the slices.
헹 구 다

2. Preheat the oven to 190°C.
예 열 한 다

3. Heat the olive oil and lightly brown the eggplant, 

zucchini, and potato slices separately in a pan.
호 박

4. Cook the onion and garlic until lightly browned, 
양 파 를 노릇노릇해지다

add the tomato, and sprinkle with salt and pepper in 
후 추 를

a pan.

5. In an oven dish, layer eggplant and pour the 
깔 고 가 지 붓 는 다

cooked tomato over it.
요 리 된

6. Repeat the same procedure with the zucchini and 
호 박 과

potato.

7. Pour the béchamel sauce on top and sprinkle with 
베 샤 멜 소 스 뿌 려 라

cheese.

8. Bake, uncovered, for 25 to 30 minutes.
뚜 껑 을 덮 지 않 고

1. 가지 조각들에 소금을 뿌리고, 30분 동안 가만

히 놓아둔다. 그러고 나서 헹구어 낸 뒤 말린다.   

2. 오븐을 190도로 예열한다.   

3. 올리브 오일을 달구고, 가지와 호박, 감자 조각

들을 팬에서 따로따로 노릇노릇하게 익힌다.   

4. 팬에서 양파와 마늘을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조

리해서, 토마토를 넣고, 소금과 후추를 뿌린다.

5. 오븐 접시에, 가지를 깔고 요리된 토마토를 위에 

붓는다.

6. 호박과 감자를 가지고 같은 과정을 반복한다.

7. 베사멜 소스를 위에 붓고, 치즈를 뿌린다.

8. 뚜껑을 덮지 않고 25분에서 30분 동안 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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