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촌교육

문의사항

6월

영양관리실
☎ 945-2341

한그릇 뚝딱 공모전에 참가 해준 학생들&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1

비슷한 내용이 많아 학년군별로 공모식단을
선정하였습니다.
해당급식일에 음식물쓰레기 제로 도전->성공시
상품증정합니다.
*6월 8일: 전체학생대상
*6월9일 :5~6학년/ 6월16일 3~4학년 /6월17일 1~2학년

6

7
차수수밥*
삼색수제비(1.5.6.13.)
고구마순무침(5.6.13.)
돈육쭈꾸미볶음5.6.10.13
배추김치(9.13.)
파인애플
574.2/22.1/162.6/3.7

현 충 일

지방선거일

8 공모식단중 가장
많이 추천된 식단
쇠고기곤드레밥5.6.13.16
미소된장국5.6.13
옥수수바(13.)
망고양상추샐러드1.2.5.
6.12.13.

한우떡갈비2.5.6.10.16
배추김치(9.13.)
565.3/26/148.7/4.2

2 생일축하의날
찹쌀밥
북어미역국(5.6.13.)
오향장육/(5.6.10.13.)
잡 채-(5.6.8.10.13.)
배추김치(9.13.)
수박롤케이크1.2.5.6.13
627.4/28.2/153.2/3.4

`3
기장밥*
배추된장국5.6.9.13
닭갈비구이5.6.13.15.
비엔나소시지멸치볶음-(
2.5.6.10.13.)
배추김치(9.13.)
수리취떡(5.13.)
수제)오미자주스
792.8/38.4/651.9/8.4

9 5~6학년 공모식단
아미노찹쌀밥
콩나물맑은국-(5.13.)
한우불고기5.6.13.16.18
고사리볶음/(5.6.13.)
오이김치*(9.13.)
하우스 귤
527.7/21.1/145.2/3.5

10
보리밥*
김치햄전골1.2.5.6.9.
10.13.15.16
코다리강정2.5.6.12.13
야채계란찜/(1.)
열무김치(9.13.)
친환경 참외
529.6/30.8/191/3.4

13
강황쌀밥
아욱된장국(5.6.13.)
오징어도라지생채
5.6.13.17
마파두부5.6.10.12.13
배추김치(9.13.)
구운김(13.)
557.1/18.7/204/9.2

14
아미노찹쌀밥
어린이)동태탕5.6.9.13
오리훈제(1.5.13.)
무쌈채소샐러드1.5.6.13
배추김치(9.13.)
친환경수박
617.3/26.1/200.3/3.7

15
나시고랭볶음밥/1.5.6.
9.13.16.17.18
쌀국수(불고기고명)(5.
6.10.13.15.16.18.)
공심채나물무침5.6.13.
멘보샤&칠리1.2.5.6.9.
12.13.16.18
깍두기(9.13.)
트로피칼쥬스(11.)
652.1/29.4/605.8/3.4

16 3~4학년 공모식단
찹쌀밥
한우)사골국5.8.13.16.
도토리묵야채무침5.6.13
계란야채말이1.2.5.6.10
배추김치(9.13.)
베이비슈(1.2.5.6.13.)
537/22/105.1/4.1

17 1~2학년 공모식단
혼합잡곡밥/(5.)
된장찌개(5.6.9.13.)
시금치무침(5.6.)
등갈비구이(2.5.6.10.
12.13.18.)
총각김치(9.13.)
친환경사과
507.9/24.9/153.1/3

20
클로렐라밥
쇠고기무국(5.6.13.16.)
콩나물무침5.
김치볶음-(5.9.13.)
오징어링버터구이(1.2.5
.6.13.17.)
유기농)요구르트(2.)
531.2/18/252.4/2.6

21
흑미밥짬뽕국(5.10.13.17.18.
참나물상추무침 5.6.13.
로제떡볶이/1.2.5.6.10.
12.13.15.16.18
핫 윙/2.5.6.12.13.15
배추김치(9.13.)
687.1/33.7/196.7/3.9

22
날치알김치볶음밥-(1.2
.5.6.9.10.13.15.16.)
과일샐러드(생크림
(1.2.5.11.13.)
새우튀김(1.5.6.9.)
오이김치(9.13.)
자몽쥬스
506.2/15.1/140.9/3.8

23
귀리밥
모듬버섯찌개5.6.13.
알감자조림/5.6.13
돼지갈비김치찜/5.6.9.
10.13
깍두기(9.13.)
체 리
480.7/20.5/96.2/2.6

24
청차조밥
당근크림스프2.5.6.13
사과오이초무침13
시리얼치킨구이&머스
터드소스1.5.6.13.15
.깍두기(9.13.)
찰토마토(12.)
583.1/21.3/58.9/3.3

27
옥수수쌀밥
황태감자국/1.5.6.13.
메추리알돈육장조림
1.5.6.10.13.)
비빔만두-1.5.6.10.13.
깻잎김치-(9.13.)
친환경 수박
576.5/26.3/124.5/5.9

28
보리밥*
영양갈비탕1.5.8.13.16.
가지파프리카볶음5.6.13
크렌베리미트볼그라탕/
1.2.5.6.10.12.13.
배추김치(9.13.)
감말랭이(친환경)
643/22.2/138.4/3.7

29
녹두찹쌀백숙-13 ,15
오이부추무침/13
핫도그1.2.5.6.10.12.13
총각김치(9.13.)
자율)밥+구운김(13.)
블루베리
521.6/20.8/107.2/3.6

30
율무밥*
시금치된장국5.6.9.13.
상추/오이/두부쌈장
(5.6.13.)
콩나물파채무침(5.13.)
삼겹살허브구이10.13.
배추겉절이9.13.
620.9/23.5/162.5/3.3

먹을때는 건강생각
버릴때는 환경생각
샘각하는 우리들

 밥상머리는 교육의 장입니다. 학교급식에서 예절교육, 건강교육, 공동체교육, 환경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영양량 표시 식당 게시자료 및 학교홈페이지 http://kumchon.es.kr 에서 알레르기정보와 함께 확인가능
 축산물 품질평가원 홈페이지 <축산물 맘편한 서비스>를 이용 확인 가능 교육기관-경기도-금촌초 선택]
 알레르기 정보 1.난류, 2.우유, 3.메밀, 4.땅콩, 5.대두, 6.밀, 7.고등어, 8.게, 9.새우, 10.돼지고기, 11.복숭아, 12.토마토,13.아황산염,14.호두,
15.닭고기,16.소고기, 17.오징어, 18.조개류(굴,전복,홍합)19.잣 식단표 옆에 번호로 표시합니다.
▷ 알레르기 증상을 보이는 학생들은 급식 시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영양량및 원산지표시






쌀
[파주미]

김치(배추,
고춧가루)

쇠고기/ 가공품

돼지고기
/가공품

닭고기
/가공품

오리고기
/가공품

낙지

명태
(동태,코다리)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조기

콩
[두부/콩비
지]

국내산

국내산

국내산
(한우)/국내산

국내산

국내산

국내산

베트남

러시아산

국내산

수입

국내산

국내산

국내산

국내산

다랑어
/가공품

주꾸미

원양산 국내산 국내산

아픈아동을 위하여 매일 흰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흰죽이 필요한 학생은 담임교사에게 미리얘기해주세요)
우리학교는 친환경농산물사용,우수축산물사용(한우1등급),무농약쌀,잡곡,친환경장류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년별로 크기,매운맛등을 고려하여 급식을 제공합니다.
식단은 학교사정 및 물량수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아귀

6월 급식소식
단오란?
한국의 4대 명절 중 하나로 음력 5월 5일입니다. 과거

식중독 예방 3대 요령

에는 설날, 추석과 함께 큰 명절이었습니다. 단오는 초닷
새를 의미합니다. 모내기를 끝내고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

* 깨끗하게 손 씻기

를 지내기도 하고 여름이 시작되기 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손은 생활 속 여러 노출로 인해 세균에 가장 많

건강을 기원하며 여름을 대비하는 날입니다.

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한 손에만 6만
마리의 세균이 존재합니다. 세균이 존재하는 손으로 음식
을 섭취하게 되면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깨끗하게

단오에는 무엇을 할까요?
청포물에 머리를 감음으로 잡귀를 쫓고 복을 기원했습
니다. 창포와 쑥은 제액을 기원하기도 하지만 머릿결을

손을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음식물을 익혀 먹기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부분 원인균은 열에 매우 약합니

좋게 하고 해충을 쫓는 데 효과가 있어 건강한 여름을 준 다. 이 때문에 음식을 충분히 가열하여 먹는 행동만으로도
비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식중독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물은 끓여 먹기

단오 절식

물에도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이 다량 존재합니다. 이
때문에 가열로 인해 식중독 원인균이 제거되도록 물을 꼭

수리취떡: 수리취나 쑥을 멥쌀가루에 넣어 반죽하여 쪄 끓여서 먹도록 합니다.
낸 후에 쫄깃하게 치댑니다. 수리취떡은 앞의 반죽을 친
떡을 굵게 가래떡으로 비벼서 수레바퀴 모양의 떡살로 문
양을 낸 절편입니다.
앵두화채, 앵두편: 앵두는 여러 과실 중에 가장 먼저 익
으며, 단오절이 한창 제철이어서 궁중에 진상하고 화채와
편(떡)을 만들어 먹습니다. 앵두편은 앵두를 살짝 쪄서 굵
은 체에 걸러 살만 발라서 설탕을 넣고 졸이다가 전분을
넣어 굳힌 떡입니다. 앵두화채는 앵두를 따서 깨끗하게
씻고 씨를 빼서 설탕이나 꿀에 재워 두었다가, 먹을 때
오미자 국물을 넣어 마시는 시원한 화채입니다.

수리취떡 만드는 법
재료(4인분기준): 멥쌀가루 150g, 취나물 40g, 소금 2g,
설탕 4g, 참기름 1g, 물 60g
1. 취나물에 소금을 넣고 삶은 후에 찬물에 행궈 물기

식중독 예방 살균소독제 올바른 사용법
* 살균소독제는 반드시 세척 후 사용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제품인지 확인합니다
* 마스크 등의 개인보호장비 착용, 계량도구 사용, 물로만

를 꼭 짠다.
2. 믹서에 1의 취나물과 끓는 물을 넣고 갈아준다.
3. 면보에 2를 넣어 짠 후, 나온 물은 보관해두고 취나
물은 멥쌀가루와 설탕을 고루 섞는다.

희석합니다.
* 다른 살균소독제와 혼합사용은 위험하므로 금지합니다.
* 알콜 희석액은 즉시 사용하고, 남으면 버립니다.

4. 3에 취나물 물을 넣어가며 익반죽한다.
5. 반죽을 알맞은 크기로 떼어 둥글납작하게 누른 후
젓가락으로 모양을 내거나 틀에 찍어낸다.
6. 찜통에 20분간 쪄내어 참기름을 바른다.
[출처: 한국세시풍속사전, 도봉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자료 및 사진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