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곶교육통신

제2022-45호
담당:혁신연구안전부

2022년 4월 식단계획표
월

화

수

문의:987-3600

목

금

1
◦ 대곶초는 김포대명초, 석정초, 수남초의 공동조리교 입니다.
차조밥
◦ 식단표의 영양량 게시 순서 및 단위:
쇠고기미역국(5.6.13.16.)
* 에너지(kcal)/단백질(g)/칼슘(mg)/철분(mg)
목살큐브스테이크.(2.5.6
.10.12.13.16.)
◦ 알레르기 정보:
탕평채(1.5.6.13.)
1.난류, 2.우유, 3.메밀, 4.땅콩, 5.대두, 6.밀, 7.고등어, 8.게, 9.새우, 10.돼지고기, 11.복숭아,
배추김치(9.)
12.토마토, 13.아황산염, 14.호두, 15.닭고기, 16.쇠고기, 17.오징어, 18.조개류(굴, 전복, 홍합
꿀떡
포함), 19.잣
*699.8/30.2/190.3/3.6
4
5
6
7
8
찰보리밥
기장밥
카레라이스(2.5.6.12.13. 병아리콩밥
찰수수밥
근대된장국(5.6.)
버섯낙지전골(5.6.)
15.16.18.)
콩나물무채국(5.6.)
사골떡국(1.13.16.)
닭고기데리야끼소스구이( 달걀장조림(1.5.6.13.) 언양식불고기구이(2.10.1 닭강정(2.5.6.12.13.15.) 쇠고기버섯불고기(5.6.13
5.6.12.13.15.18.)
명엽채볶음(5.13.)
6.)
오징어채소초무침(5.6.13 .16.)
김자반
배추김치(9.)
오리엔탈샐러드(5.6.12.1 .17.)
두부구이(5.)
깍두기(9.)
치즈볼(1.2.5.6.)
3.)
백김치(19.)
배추김치볶음(9.13.)
까르보나라떡볶이.(2.5.1 *673.5/41.5/262.7/4.8 배추김치(9.)
참외
밀감푸딩
0.13.)
요구르트(2.)
*603.3/34.9/203.1/2.9 *686/30.8/184/6.1
*645.9/35.5/222/3.4
*659.2/25/227.8/3.9
11
12
13
14
15
기장밥
흰밥
칵테일새우볶음밥(1.2.5. 차조밥
찰보리밥
옹심이감자국(5.6.)
쇠고기무국(5.6.16.)
6.9.10.13.16.18.)
감자양파국
순두부찌개(5.6.9.13.18.)
돼지고기편육(5.6.10.13.) 닭날개조림(5.6.12.13.15 미역된장국(5.6.)
포크커틀릿(1.2.5.6.10.1 동태전(1.5.6.)
두부쌈장(5.6.13.)
.18.)
미트볼브라운소스조림(1. 2.13.16.)
소시지파프리카볶음(2.5.
견과류멸치볶음(5.13.14. 숙주나물무침
2.5.6.10.12.13.15.16.) 청경채무침(5.6.13.)
6.10.12.13.15.16.18.)
19.)
배추김치(9.)
배추김치(9.)
깍두기(9.)
배추김치(9.)
배추김치(9.)
떡잡채(1.5.6.)
망고
군만두(1.5.6.10.13.16.1 바나나
사과
*547.9/23.5/189.2/2.9 *656.6/30/206.1/4.6
8.)
*681.1/37.9/263.5/3.8
*656.1/34.7/242.6/3.5
*723.3/36/218/7.3
18
19
20
21
22
찰수수밥
차조밥
자장밥(2.5.6.10.13.16.) 검정쌀밥
찹쌀밥
어묵국(1.5.6.13.)
햄김치찌개(1.2.5.6.9.10 등심탕수육(1.5.6.10.12. 배추된장국(5.6.)
돼지뼈감자탕(5.6.9.10.1
파인애플후르츠폭찹(2.5. .13.15.16.)
13.)
햄버그스테이크,
3.)
6.10.12.13.16.)
삼치살데리야끼소스구이( 오이단무지무침(13.)
데미글라스소스(1.2.5.6. 연두부달걀찜(1.2.5.)
김구이
5.6.13.18.)
배추김치(9.)
10.12.13.16.)
청경채우동볶음(5.6.9.10
배추김치(9.)
잡채(5.6.13.18.)
요구르트(2.)
미역줄기볶음(13.)
.12.13.18.)
과일샐러드(요구르트드레 깍두기(9.)
*705.6/23.6/229.6/7.6 오이김치(9.)
배추김치(9.)
싱)(1.2.5.6.12.)
포도주스(13.)
방울토마토(12.)
오렌지
*587.2/37.3/202.2/3.1 *703.9/31.3/242.7/3.3
*564.1/32.7/259.3/4.4 *689.8/32.3/290.5/4.5
25
26
27
28
29
찰보리밥
기장밥
강된장비빔밥(5.6.13.16. 찰수수밥
차조밥
만둣국(굴림만두)(1.5.6. 조랭이떡미역국(5.6.)
)
육개장(1.5.6.16.)
양파달걀국(게살,전분)(1
10.16.18.)
쇠고기메추리알조림(1.5. 유부맑은국(5.6.)
아귀살커틀릿(1.2.5.6.12 .5.6.8.)
돼지불고기(5.6.10.13.) 6.13.16.)
미니포크커틀릿케첩조림. .13.)
마파두부(5.6.10.13.)
콩나물무침(5.)
파프리카어묵볶음(1.5.6. (1.5.6.10.12.13.)
감자당근볶음(5.)
도라지진미채볶음(5.6.13
배추김치(9.)
13.18.)
열무김치(9.)
백김치(19.)
.17.)
사과배당근즙(13.)
배추김치(9.)
라이스칩초코샌드(2.5.) 멜론
배추김치(9.)
*678.5/37/186.8/3.5
포도
*712.5/29.2/319/5.2
*617.6/31/193.1/5
찹쌀꽈배기(1.2.5.6.)
*553.1/29.1/270.6/5.3
*700.6/38.6/534.6/10.3

◦ 특정 식품에 알레르기 등 이상 반응이 있다면 식단을 미리 확인하여 주의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급식 정보 제공
대곶초 홈페이지(대곶가족마당>급식실), 식당 게시판(영양량, 원산지 및 알레르기 최종 정보 등)
◦ 급식용 식재료 원산지
구분

쇠고기

원산지 국내산 한우

돼지고기, 닭고기,
육류가공품(쇠고기,
오리고기
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
국내산

국내산

백미
김포쌀

김치류 및
두부, 콩, 대게살, 삼치,
원료 고춧가루 콩나물 아귀, 오징어
국내산

국내산

◦ 위의 식단은 학교 사정 및 물가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영양연구실 ☏ 987-2469

대 곶 초 등 학 교 장

국내산

낙지

동태살 칵테일새우

중국산 원양산

베트남산

어묵(연육)
베트남, 중국,
미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