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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원산지 표시 및 영양량은 학급 게시물, 식당게시물, 학교 홈페이지(급식란)등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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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표시 추가 품목 : 가다랑어(참치캔) - 원양산 / 문어 및 가공품 : 필리핀산
▶ 잡곡 및 찹쌀 : 친환경 제품 사용, /채소 및 과일류 : 친환경(국내산) 제품 사용

월

화

♣ 위 식단은 학교사정과 시장동향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학교홈페이지 http://www.kapyong.ms.kr
급식게시판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식단아래 숫자는 열량(kcal),단백질(g),칼슘(mg),
철분(mg)을 나타낸 것입니다.
♥ 가평군에서 2021년 9월부터 학교급식으로
가평지역 생산 과일(포도, 사과)를 지원하고 있음.

12월 6일

수

목

금

12월 1일

12월 2일

12월 3일

친환경찹쌀밥*
쇠고기카레덮밥소스
(5.6.16.)
쑥갓어묵국*(6.13.)
눈꽃치킨탕수육+소스
(1.2.5.6.12.13.15.18.)
배추김치
단감
가평포도쥬스(5.13.)
780.5/27.1/156.3/11.2

12월 7일

12월 8일

강황쌀밥*
친환경압맥보리밥*
두부김치국(5.13.)
돼지등뼈감자탕(5.9.10.)
모듬장조림(사태)*
임연수양념조림(오븐)(5.)
(1.5.10.13.)
감자채야채전+양념간장
진미채고추장볶음(1.5.)
(5.6.)
배추김치
우리밀슈크림붕어빵(오븐)
몸이반한곤약젤리(음료)
(1.2.5.6.)
(5.6.13.)
총각김치
744/50.7/237.9/5.9
799.3/38.5/233.5/5

12월 9일

친환경찹쌀밥*
친환경쌀밥(소)
강황쌀밥*
친환경쌀찰흑미밥*
바지락살미역국(5.13.18.)
크림스파게티(주식)
건새우아욱된장국
조랭이떡계란국(한우사골)
시금치두부무침*(5.)
(1.2.5.6.9.10.)
(5.9.13.)
(1.13.16.)
한우버섯불고기*
양배추콘샐러드(1.5.12.13.)
콩나물맛살겨자무침(5.13.)
김치제육(5.6.9.10.13.)
(5.6.13.16.)
떠먹는팬피자
온두부(5.)
오리주물럭*(5.6.13.)
배추김치
(1.2.5.6.10.12.13.15.16.)
열무김치
배추김치
우리밀생크림오믈렛(딸기)
배추김치
가평사과
제주감귤
(1.2.5.6.13.)
오렌지쥬스(5.13.)
821.4/46.8/221.7/5.6
741.3/33.4/320.2/6.6
647.9/33.5/178.4/6.5
974.9/29.2/309.4/4.3

12월 13일

12월 14일

친환경클로렐라밥*

842.1/34.1/143.6/2.3

친환경쌀12곡밥*(5.)
매생이떡국(1.13.)
닭갈비사리볶음*
(5.6.13.15.)
멸치아몬드조림(5.6.)
배추김치
가평사과
724.2/42.2/230.6/5.5

12월 20일

12월 21일

친환경압맥보리밥*
들깨감자수제비국*(6.13.)
세발나물무침
돈육고추장불고기
*(5.6.10.13.)
고구마크로켓(1.5.6.)
배추김치
718.5/36.5/204.4/4

친환경쌀12곡밥*(5.)
참치김치찌개*(5.9.13.)
납작당면닭살안동찜닭*
(3.5.6.13.15.)
콩나물볶음(5.)
총각김치
가평사과
650.3/47.2/208.8/7

옥수수스프(2.5.6.13.16.)
수제돈까스/소스(1.2.5.6.10.)
오복지무침(5.)
배추김치
골드파인애플

가

평

12월 15일

12월 16일

돈육자장소스(춘장)(5.6.10. 친환경쌀발아현미밥*
13.16.)
배추된장국*(5.)
친환경찹쌀밥*
돈육버섯간장불고기(5.6.10
계란부추국*(1.)
.13.)
셀프치킨또띠아쌈(6')
미역줄기볶음
(1.2.5.6.15.18.)
떡꼬치구이+강정소스(2.5.
배추김치
6.12.13.)
식물성요구르트(2.)
배추김치
797/35.6/268/4.2
705.1/37.2/167.8/4

12월 22일 (동지)

12월 23일

12월 10일
친환경쌀12곡밥*(5.)
모듬햄김치찌개*
(2.5.6.9.10.13.)
유채나물무침*
가자미살데리야끼구이
(빵가루)(1.2.5.6.13.)
깍두기
짜먹는요구르트(2.)
700.8/44.1/247.7/4.1

12월 17일
친환경쌀찰흑미밥*
닭장각삼계탕(15.)
캔꽁치김치조림(9.)
근대장무침*(5.6.)
총각김치
유기농요플레(2.)
782.3/49.6/401.6/4.8

12월 24일

김밥볶음밥(1.2.5.6.10.15.16.)
친환경흥국밥*
삼색채소부산꼬지어묵국
오징어고추장찌개*(5.6.13.17.)
(1.5.6.13.18.)
오이지무침(13.)
수제동지팥죽(6.13.)
국내산폭립구이(+치즈볼,
수제치킨까스+소스(가슴살
반미샌드위치(2.3.5.6.10.16.)
감자튀김) (1.2.5.6.10.)
)(1.5.6.)
배추김치
겨울딸기
배추김치
제주감귤
따뜻한.만다리자몽주스(13.)
녹용홍삼(음료)
케이크(30g)(1.2.5.6.)
570.5/19.5/104.6/4.9
724.7/47.1/170.6/3.1
894/43.3/330.2/5
친환경쌀밥(소)
동치미

중

학

교

장

(직인생략)

12월 27일

12월 28일

친환경쌀귀리밥*
친환경클로렐라밥*
근대된장국(5.13.)
한우육개장*(1.5.6.13.16.)
숙주미나리무침*
부추겉절이(5.13.)
돈불낙당면볶음*
닭볶음탕(5.6.13.)
(5.8.10.13.)
호떡(1.2.5.6.)
로제떡볶이(1.2.5.6.12.13.)
총각김치
배추김치
719.6/37.1/168.1/4
746.1/38.8/189.5/5

12월 29일

12월 30일

12월 21일

참치마요김밥샌드위치
(1.2.5.6.10.13.)

친환경쌀발아현미밥*
김치콩나물국(5.9.13.)

강황쌀밥*
뜨덕이만두국(1.10.)

우동국(1.5.6.9.13.)

돼지갈비찜(감자)(5.6.10.)

감자채오븐구이*(5.)

파닭꼬치(100)
(5.6.12.13.15.)

오이도라지무침*(13.)
깍두기

임연수엿장구이(5.6.13.)
배추김치

배추김치

가평사과

보조식(1.2.5.6.)

968.2/45.9/178.9/17.3

619.9/33.5/151.7/3.1

738.6/36.7/193.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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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정보

나트륨 줄이기

두뇌 발달에 좋은 식재료

나트륨 과잉섭취 자가 진단 측정

제대로 먹으면 똑똑하게 클 수 있어요~
호두, 잣 등 견과류 : 견과류에는 두뇌 기능을 촉진하고
노화를 억제하는 불포화지방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고,
뇌신경을 안정시키는 칼슘과 사고력을 돕는 비타민B가
들어있습니다.
Ÿ 등푸른 생선 :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많아
서 뇌의 노화를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해당식품> 고등어, 꽁치, 청어, 참치, 삼치 등
Ÿ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Ÿ

Ÿ

콩 : 콩에는 뇌세포의 회복을 돕는 레시틴과 사포닌(두
뇌 노화를 촉진시키는 과산화 지질 생성 억제 효과) 성
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브로콜리 : 브로콜리는 수분이 90% 이며 철, 칼슘, 비타
민C가 풍부하여 두뇌와 신체 세포가 산화되지 않도록
보호해줍니다.

절기와 전통음식
12월의 절기 ‘동지’
동지는 24절후의 22번째 절기로, 일년 중에서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로 양력 12월 22일이나 23일 무렵
입니다.
동지에 먹는 음식으로는 팥죽이 있고, 관련 속담으로는
‘동지가 지나면 푸성귀도 새 마음 든다.’,‘동지 지나 열
흘이면 해가 노루꼬리만큼씩 길어진다.’가 있습니다.
[출처 : 한국세시풍속사전]

음식물쓰레기줄이기
Ÿ
Ÿ

들깨, 검은깨 : 깨는 뇌신경세포의 주성분이 되는 아미
노산이 균형 있게 들어있습니다.
감자 : 감자에는 두뇌에 좋은 철분 뿐 아니라 기억력과
사고력을 돕는 비타민B1, B2 가 풍부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20%만 줄여도...
Ÿ

☞ 이는 승용차로 191km(서울-속초) 주행 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
☞ 소나무 7그루가 연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과 같습니다.

Ÿ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그림출처 : 네이버 이미지]

1인당 연간36kg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

1인당 연간36kwh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이는 각각 냉장고 610시간,
텔레비전 170시간, 세탁기 270회를
가동할 수 있는 에너지량입니다.
[출처 : 환경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