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촌교육

문의사항

7월

영양관리실
☎ 945-2341

1
오색찹쌀밥
쇠고기미역국5.6.13.16.18
시금치무침-(5.6.)
※ 소서(少署) 음력6월, 양력7월7일경 →날씨가 본격적으로 더위지기 시작
치즈뿌링클치킨2.5.6.13.15
※ 대서(大署) 음력6월, 양력7월23일경 →일 년 중 날씨가 가장 무덥다는 날
소서와 입추 사이며, 대개 중복 때로 더위가 심한 시기에는 초복, 중복, 말복이 있는데 이를 통틀어 ‘삼복’이 배추김치(9.13.)
마요소스(1.2.5.13.)
라고 한다. 절기에는 속하지 않으며, 초복과 중복은 항상 10일 사이, 하지만 중복과 말복 사이는 10일인 때도 있고, 티라미수케이크(1.2.5.6
20일인 때도 있다.
543.9/27.9/135.6/3
6 캠핑데이
4
5
7
8
캠핑)소고기야채볶음밥
기장밥*
청차조밥
라이코펜밥(12.)
보리밥*
(1.2.5.6.10.13.15.16.)
근대된장국(국멸치)(5.6.13.)
쇠고기무국-(5.6.13.16.)
오징어무국(5.6.13.17.)
남도식콩나물국5.6.9.13.17
캠핑)콩나물무침(5.)
영양닭찜(5.6.13.15.)
돈육쭈꾸미볶음(5.6.10.13.) 캠핑)돼지고기구이5.6.10.12.13 버섯잡채(5.6.8.13.)
감자파프리카볶음
새우감바스&마늘바게트
캠핑)야채&소시지구이
애호박전(1.5.6.13.)
두부피자(2.5.6.12.13.)
제육볶음(5.6.10.13.)
(1.2.5.6.9.13.)
(2.5.6.10.12.13.15.16.)
배추김치(9.13.)
깍두기(9.13.)
깻잎김치-(9.13.)
깍두기(9.13.)
깍두기(9.13.)
유기농매실차(수제)(13.)
포 도(혼합)
아이스홍시(1/2)
오렌지
키위쥬스(13.)
681.3/24.8/112.1/3.4
601.9/27.2/315.1/3.4
445.8/25.1/97.6/2.3
558.5/36.3/155.1/3.2
516.7/27.1/83.3/2.4
13
14
15
11
12
콩나물비빔밥(5.6.16)
클로렐라밥
찹쌀밥
현미밥*
강황쌀밥
/간장양념장
참치김치찌개(5.6.9.13.)
낙지전복삼계탕13.15.18
순두부찌개-(5.9.10.13.)
아욱된장국-(5.6.13.)
표고부추계란국1.5.6.9.13
삼색계란찜/(1.)
더덕오이생채/5.6.13
모양만두(1.5.6.10.13.)
쇠고기감자조림(5.6.13.16.) 오이지무침(13.)
건오징어채마요네즈볶음
북경식탕수육(꿔바로우)
치킨퀘사디아
(1.5.6.13.)
치즈닭갈비/(2.5.6.13.15)
두부부침&들기름 김치볶음
(1.5.6.10.12.13.)
1.2.5.6.10.12.13.15.
찰보리빵(아몬드)
취나물볶음-(5.6.13.)
(5.6.9.13.)
배추김치(9.13.)
배추김치(9.13.)
(1.2.5.6.)
깍두기(9.13.)
수 박
유기농매실차(수제)(13.)
요거트&초코링(2.5.)
총각김치(9.13.)
608.3/35.3/327.7/6.3
427/18.5/207.8/3.3
764.5/22.2/70.6/8
498.5/24.3/332.2/2.6
473.9/24.4/154.2/4.4
18
19
20
21
22
흑미밥
귀리밥
야채비빔밥&비빔장1.5.6.12.16 병아리콩밥
율무밥
어린이)육개장1.5.6.8.13.16 우거지한우갈비탕5.6.8.13.16 유부된장국(5.6.13.)
어묵탕(1.5.6.13.)
돈육김치찌개(5.9.10.13.)
삼색나물-(5.6.)
찹쌀콩멸치볶음-(5.6.13.)
꽃모양떡갈비
가지쇠고기볶음5.6.13.16
미역줄기어묵볶음1.5.6.13
고등어레몬구이(5.6.7.13.) 게맛살오이냉채(1.5.6.13.) 2.5.6.10.12.13.15.16.18.
감자치즈구이(2.5.6.10.13.) 치킨바베큐(5.6.12.13.15)
배추김치(9.13.)
김치볶음(5.9.13.)
총각김치(9.13.)
배추김치(9.13.)
백김치(9.13.)
메 론
블루베리
수 박
유기농사과맛푸딩(1.5.13.) 유기농매실차(수제)(13.)
415.8/20.7/167.7/3.1
461.2/20.3/200/3.4
555.8/26.6/182.8/4.2
511.7/23.8/354.7/4.3
712/29/127.1/2.7
25
26
*2021년도 유기농황매실과 비정제유기농설탕으로 학교에서 직접 만들어 숙성시킨
보리밥
매실청을 이용하여 매실차를 공급합니다.
배추된장국(5.6.9.13.)
여름방학식
오이부추무침(13)
*잔반제로 행사가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큐브치즈양상추샐러드
1.2.5.6.12.13
:행사 이후 그린퇴식구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치즈돈까스&브라운소스
계속하여 깜짝이벤트를 중간중간 실시할 계획이니 평소 스스로 실천해가는
1.2.5.6.10.13
금촌초등학교 학생들이 되길 바래봅니다
반달모양단무지
[먹을때는 건강생각/ 버릴때는 환경생각/ 샘각하는 우리들]
587.8/26/40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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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철 절기 안내]

쌀
[파주미]

국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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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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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학년 고학년 별로 크기,매운맛등을 고려하여 급식을 제공합니다.
식단은 학교사정 및 물량수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아귀

7월 급식소식
쓱쓱 싹싹! '빈그릇'으로 지구를 지켜라!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면, 지구환경이 살아나고 우리경제에 웃음꽃이 핍니다.

함께 실천해봅시다.

음식물쓰레기 정의와 문제점
음식물 쓰레기란 식품의 생산 · 유통 · 가공·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 · 수 · 축산물 쓰레기와 먹고 남은 음식찌꺼기 등을
말하며 매년 전체 음식의 1/3이 버려져 연간 8천억원의 처리비용
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급식실에서 이렇게 해봅시다★
1. 음식을 먹을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
2. 욕심을 부리지 말고 적당한 양을 배식 받는다.
3. 편식하는 습관을 버린다.
4. 배식 받은 음식은 남김없이 먹는다.
5. 음식물 쓰레기와 다른 쓰레기를 분리한다.

음식물쓰레기가 아닙니다. 분리해주세요.

자료출처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식사 전 손씻기를 실천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