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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식단은 물가변동과 학교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2. 식단 하단부 숫자는 차례로 열량(kcal)/단백질(g)/칼슘(mg)/철분(mg) 함량입니다.
3. 본교에서는 화학조미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4. 본교는 축산물(소, 돼지, 닭, 오리고기)과 쌀, 김치류(배추, 고춧가루) 모두 국내산을 사용합니다.
5. 본교 홈페이지 급식알림방에 급식 사진과 영양자료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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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테이토칩
1 감자튀김 VS 포테이토칩
감자튀김(fried potato)은 1850년대에 미국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먹었던 음식
입니다. 두껍게 썬 감자를 기름에 튀긴 후 포크로 찍어 먹는 것으로 감자를 얇게
썰어 튀기는 포테이토칩(potato chip)과는 다릅니다.

2 이상한 음식?? - 포테이토칩의 탄생
미국 뉴욕에 작은 음식점이 있었는데요, 이 음식점의 주인은 괴짜 영감이었습니다. 손님이
음식에 대해 불평을 하면 다음에는 먹을 수 없는 이상한 음식을 만들어
주었으며,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무려 5명이나 되는 부인을 두었죠.
그러던 어느 날 손님이 감자튀김이 두껍고 제대로 익지 않았다고 다시 만들어 오라고 하자
화가 난 주인은 주방장에게 포크로 감자를 찍을 수 없도록 최대한 얇게 썰라고 시켰습니다.
그런 다음 냅킨에 짜서 30분 동안 얼음물에 담가 놓았다가 뜨거운 기름에 넣어 튀겼습니다.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자 소금을 잔뜩 뿌려 손님식탁에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먹을 수 없다고 화를 내야 하는 손님들이 오히려 맛있다며 더 달라고 주문을 하자,
‘포테이토 크런치(potato crunch)’라는 새로운 메뉴를 만들어 그 음식점에서만 팔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포테이토칩은 처음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3 벼락부자를 놓치다!
포테이토칩을 처음 만든 뉴욕의 음식점 주방장이 독립하여 손님을 끌기 위해 포테이토칩을
무료로 제공하고 포장까지 해서 갖고 가도록 했는데요, 이때는 처음 만들어진 지역 이름을
따서 ‘사라토가 칩’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 포테이토칩은 1920년대까지만 해도 주로 미국의 동북부지역에서만
먹는 스낵이었는데, 나중에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이름이 포테이토칩
(potato chip)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포테이토칩을 처음 만든 뉴욕 음식점의 괴짜 주인과 독립한 주방장은 안타깝게도 이 음식의
특허를 받아놓지 않았는데요,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음식을 개발하고 퍼트렸음에도 불구하고
큰돈을 벌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 출처 : 음식은 상식이다(2015) / 윤덕노 지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