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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배우며 미래를 꿈꾸는 행복학교

▫학교철학▫

가정통신문

함께 실천하는 삶

▫교육목표▫
1. 더불어 살아가는 어린이(인성)
2. 감수성이 풍부한 어린이(감성)
3. 즐겁게 배우는 어린이(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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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목

금

1

2

3

4

차수수밥
사골떡국 1
간장돈육불고기
5.6.10.13
시금치무침
총각김치 9.13. 사과

오므라이스
1.2.5.6.12.13.16.
미소국 5.6.13.
우리밀핫도그
1.2.5.6.10.12.13.16
배추김치 9.13.
방울토마토 12.

◆개천절◆

영양잡곡밥 5.
육개장 1.5.8.16.
삼치카레구이2.5.6.13
베이컨감자채볶음
5.10
깍두기 9.13

616.9/24.4/74.4/4.4

613/26.2/298.1/6

7

8

9

찰보리밥
된장찌개 5.6.9.13.
깐풍탕수육
2.5.6.10.12.13.
해산물누들샐러드
5.6.9.12.13.
배추김치 9.13

◆분식데이◆
후리카케밥 1.5.6.
홍합탕 13.
시장떡볶이 1.5.6.13.
김말이 1.5.6.
삶은 달걀 1
배추김치 9.13.

598.7/21.7/355.5/3.9

678.6/25.2/178.4/6.6

14

15

16

17

18

귀리쌀밥
시금치유부국 5.6.13.
미트볼케찹조림
1.2.5.6.10.12.13.15.16.18
애호박게맛살볶음
1.5.6.13.
깻잎지 9.13. 바나나

고구마옥수수쌀밥
어묵김치국 1.5.6.9.13
갈치튀김 6
상추샐러드 13.
나박김치 9.13.
요거트 2

참치채소비빔밥
5.6.13.16.
달걀파국 1.13.
피자토스트
1.2.5.6.10.12.13
배추김치 9.13.
오렌지

녹두밥
아욱국 5.6.13.
개성무찜
5.10.13.15.16.
고구마줄기볶음 5.6.
배추김치 9.13.

◆면데이◆
강황쌀밥
짬뽕 5.6.9.13.
춘권*소스 1.5.6.12.13
건파래볶음 5.13.
배추김치 9.13

536.1/17.8/176.2/4.7

524.1/21.6/298.3/2.5

605.5/28.8/382.1/4.6

588.2/31.8/284.7/3.9

774/24.5/304.5/5.2

21

22

23

24

25

※ 위 식단은 물가변동과
학교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식단 하단부 숫자 :
열량(kcal) / 단백질(g)

화

담당자: 070-4858-0000

칼슘(mg) / 철분(mg)

608.2/27.5/203.3/2.5
10

11

◆한글날◆

차조밥
아귀맑은탕 5.6.13.18.
닭고추장볶음 5.6.13.15.
묵말랭이볶음 5.6.13.18.
배추김치 9.13.
배

기장밥
얼큰버섯전골 5.6.13.16
갈아만든연근전 1.5.6.10
치커리사과초무침
5.6.13.
백김치 9.13

삼색소보로덮밥
1.5.6.9.13.16.
콩나물국 5.13.
대하찜 9.13.
깍두기 9.13.
청포도

율무밥
콩비지찌개 5.9.10.13
돼지등심구이 5.6.10.13
약식구절판
1.5.6.13.16.
배추김치 9.13

◆독도의날해산물데이◆
통밀쌀밥 6.
쇠고기미역국 5.6.16.
오징어삼겹살볶음
5.6.10.13.17.
쥐포호두볶음1.5.6.13.14
오이김치 9.13.
베이비슈 1.2.5.6.13

558.3/28/214.7/3.2

482/18/191.8/2.7

532.5/32.4/310.6/5.7

683.8/33.1/255.4/6

653.6/27.2/99.8/3.2

28
현미찹쌀밥
근대된장국 5.6.13.
훈제오리겨자무침 13.
도라지진미채볶음
5.6.13.17.
총각김치 9.13. 단감
587.4/31.2/139.7/5.3

29

30

31

흑미밥
닭다리삼계탕 13.15
꽃두부김치 5.6.9.13. .
청경채오이무침 9.13.
모듬부각

칠리스파이시볶음밥
1.5.6.9.12.13.17.18.
유부장국 1.5.6.9.13.
견과류칩2.5.6.10.12.13
배추김치 9.13.
파인애플

발아현미밥
얼갈이배추된장국
5.6.13
곤약비빔국수 5.6.13.
생선까스*소스 1.13.
배추김치 9.13

632.3/39.7/294.2/5.1

509.6/20.4/370.5/3.2

628.1/28.4/390.6/4.3

-알레르기유발식품 표기①난류, ②우유, ③메밀, ④땅콩, ⑤대두, ⑥밀, ⑦고등어, ⑧게, ⑨새우, ⑩돼지고기, ⑪복숭아, ⑫토마토 ⑬아
황산염 ⑭호두 ⑮닭고기 ⑯소고기 ⑰오징어 ⑱전복 ⑲홍합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1 음식물쓰레기의 문제점
음식물쓰레기의 문제점
우리가 맛있게 식사한 뒤에는 음식물쓰레기가 남는데요, 음식물쓰레기의 문제점은
물기가 많아 쉽게 부패되며 주변의 물, 땅, 공기를 오염시킵니다.
처리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도 큽니다.

우리학교의 음식물쓰레기 처리금액은?
우리 학교에서는 급식으로 먹고 남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돈을 내고 있습니다.
급식실 밖에 음식물쓰레기통이 3개 있는데 매일 음식물쓰레기 차가 와서 가져가죠.
우리학교의 경우 음식물쓰레기 처리금액으로 한 달에 약 50만원을 냅니다.
1년에 무려 5백만원이 넘는 돈이 버려지고 있는 셈입니다.

2 한 숟가락의 기적
우리학교 학생과 선생님 모두 한 숟가락을 더 먹게 된다면?
만약에 우리학교 학생과 선생님 모두 한 숟가락을 더 먹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 한 숟가락을 약 20g으로 본다면 >

￭ 하루 : 890명×20g=17.8Kg (3,560원 절약)

20g

￭ 한 달 : 17.8Kg×20일=356kg (71,200원 절약)
￭ 일 년 : 356Kg×10회=3,560kg (712,000원 절약)
한 숟가락씩 더 먹으면 일 년에 약 70만원의 돈을 아낄 수 있게 되며,
만약 두 숟가락씩 더 먹게 된다면 140만원이나 돈이 절약됩니다.
이렇게 되면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을뿐 아니라 여러분이 좋아하는
후식도 더 많이 나갈 수 있다는 사실! 환경오염도 줄이고 맛있는 간식도

먹을 수 있는 ‘한 숟가락의 기적!’ 같이 도전해 볼까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