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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식경비 책정

3. 급식의 기본방침

2022년 학생급식 지원단가는 식품비+운영비

당일 식재료는 당일 소비하는 것이 원칙.

로 지원되며 조리교와 비조리교는 총 급식학생

- 염분·유지류·단순당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과

수가 아닌 각급학교 급식 학생수별로 구간 지원

다하게 사용하지 않으며, MSG가 첨가된 화학조미료

됩니다.

는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시마, 국멸치 등의
천연 조미료만을 사용합니다.
2022학년도

-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예:만두 등) 냉동식

유치원지원금 초등지원금 중학교지원금

품과 인스턴트 식품의 사용은 지양하고, 직접 조리

연도
구분
식품비
운영비
연료비
무상급식비

2760
300
100
3,160

3380
480
100
3,960

4190
510
100
4,800

2. 영양 및 식단관리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5조(학교급식의 영양
관리기준)에 의해 식단작성이 이루어집니다.
- 학교급식의 영양 관리기준은 한 끼의 기준량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식재료의 선택은 국산상품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만 수입산을 사용합니다．
- 과일류，채소류，곡류 등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하여
우수한 식재료를 선택합니다.
- 육류: 국내산 냉장 쇠고기（한우）１등급 이상,
돼지고기１등급,

닭고기１＋등급，계란(1등급란)

사용

을 제시한 것으로 학생 집단의 성장 및 건강 상
태, 활동 정도, 지역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
력적으로 적용됩니다.
- 에너지는 학교급식의 영양 관리기준 에너지의
±10％로 하되, 에너지 비율이 탄수화물

4. 위생관리
교육부의 위생관리지침서에 의거 HACCP시스템을 적
용․이행하고 있으며 교육청의 연2회 위생점검으로 평
가받고 있습니다.

(55∼65％):단백질(7∼20％):지방(15∼30％)가
되도록 합니다.
- 단백질은 학교급식 영양 관리기준의 단백질량
이상으로 공급하되, 총 공급에너지 중 단백질 에
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지 않도록 합니
다.
- 본교 영양기준량은 에너지 657.27kcal, 단백질
16.06g입니다.
- 주 식단작성 시 5가지 식품 구성군이 모두 들
어갈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으며, 과일 등의 보조

5. 학교급식을 통한 영양교육
- 편식 교정 : 아동이 선호하지 않는 음식은 조금씩이라
도 배식하여 아동이 먹어볼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식습관 교육 : 외식문화에 익숙한 아동들의 식습관
을 바로 잡아 우리 몸에 적합한 식사 방법인 전통식의 중
요성을 알고 몸에 익히도록 지도합니다.
- 예절교육 : 식사 시 주변의 정리 정돈, 질서 지키기,
식사 예절, 위생관리 및 음식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지도합니다.

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6. 가정에서 학부모님의 식생활 지도
- 편식 교정 : 선호하지 않는 반찬을 조금이라도 먹
어볼 수 있도록 지속적 지도 부탁드립니다.
- 음식을 남기지 않는 식습관을 길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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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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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에게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는 식품 안내 ♣

혼합잡곡밥(5.)
찹쌀밥
정 ① 난류 ② 우유 ③ 메밀 ④ 땅콩 ⑤ 대두 ⑥ 밀 ⑦ 고등어
단호박카레라이스
⑧ 게 ⑨ 새우 ⑩ 돼지고기
애호박된장국(5.6.13.)
쇠고기미역국(5.6.16.)
(2.5.6.10.13.16.)
성 ⑪ 복숭아 ⑫ 토마토 ⑬ 아황산염(권장) ⑭ 호두 ⑮ 닭고기
제육볶음(5.6.10.13.)
매운돼지갈비찜
닭강정(2.4.5.6.12.13.15.)
⑯
쇠고기
⑰
오징어
(5.6.10.13.)
양배추쌈＆쌈장(5.6.13.)
이
브로콜리&초장(5.6.)
⑱ 조개류(홍합,전복,바지락 등) ⑲ 잣
잡채(5.6.8.10.13.16.)
소떡소떡
담
배추김치(9.13.)
식품 Allergy(알레르기)가 있는 아동은 식단을 미리
배추김치(9.13.)
(1.5.6.10.12.13.15)
요거타임(2.)
긴 확인하여 주의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딸기
배추김치(9.13.)

7

8
혼합잡곡밥(5.)
혼합잡곡밥(5.)
쇠고기낙지전골
영
돼지등뼈감자탕
(5.6.13.16.)
(5.6.9.10.13.18.)
양
미트볼데리야끼조림
계란말이(1.5.)
이
(1.2.5.6.10.12.13.15.16)
실곤약야채무침(5.6.13.)
숙주미나리무침
담
깍두기(9.17.)
(1.5.6.11.12.)
미니슈크림붕어빵
긴
배추김치(9.13.)
(1.2.5.6.13.)
바나나
696.6/35.1/250.3/4.4
588.8/20.4/73.7/3.1
14(강하초 급식시작)
15
조각서리태밥(5.)
쇠고기우거지국
강황밥(5.)
(5.6.13.16.)
맛 어묵맑은국(1.5.6.13.)
베이컨감자채조림
무쌈오절판(1.5.6.13.16.)
이
(5.6.10.13.)
오리불고기(5.6.13.)
마파두부
담
배추김치(9.13.)
(5.6.10.12.13.18.)
마카롱(1.2.5.6.13.)
긴
배추김치(9.13.)
청포도
670/30.4/184.4/4.7
589.4/26.1/258.9/16.5
21
22
건
강
이
담
긴

사
랑
이
담
긴

❀
❀
❀
❀
❀

차조밥
들깨수제비국(5.6.)
견과류멸치볶음
(4.5.6.13.14.)
불낙볶음(5.6.13.16)
배추김치(9.13.)
배

율무밥
콩나물북어국(1.5.6.13.)
돈육메추리알조림
(1.5.6.10.13.)
깻잎찜(5.6.13.)
배추김치(9.13.)
시리얼요거트(2.5.6.)

610.2/34.1/239.5/4.9

584.7/33.7/274.1/4.8

28
혼합잡곡밥(5.)
해물순두부찌개
(1.5.6.9.10.13.17.18)
명엽채볶음(5.6.13.)
로제찜닭
(1.2.5.6.10.12.13.15.)
배추김치(9.13.)
귤
634.4/41.4/217.2/6

29
황금찰보리밥
아욱된장국(5.6.9.)
시금치프리타타
(1.2.9.12.13.)
가자미커틀렛
(1.2.5.6.13.)
깍두기(9.17.)
포도(레드글로브)
783.4/34.4/265.3/4

614/30.8/136.5/4
9

804.5/44.5/128.8/3.7
10

780.2/39.2/170.9/4.5

대통령선거일

크림스파게티
(1.2.5.6.10.13.)
케이준치킨샐러드
(1.2.5.6.12.13.15.)
마늘스틱(1.2.5.6.)
모듬피클
오미자주스(13.)

혼합잡곡밥(5.)
사골순대국
(2.5.6.9.10.13.)
유채나물무침(5.6.)
김치전(1.5.6.9.10.13)
섞박지(9.17.)
멜론

742.9/21.5/127.7/7.3

616.7/19.3/196/7.6

18

23
김밥볶음밥
(1.2.5.6.10.12.13.)
가쓰오부시장국
(1.2.5.6.7.9.13.18.)
매콤떡볶이(1.5.6.13.)
야채튀김(1.2.5.6.18.)
배추김치(9.13.)
요구르트(앙팡)(2.)
858.5/34.8/351.2/8.8
30

17
발아현미밥
햄김치전골
(1.2.5.6.9.10.13.15)
도토리묵(양념장)
(5.6.13.)
수제돈까스&소스
(1.2.5.6.10.12.13)
총각김치(9.13.)
사과(13.)
791.5/36.7/141.2/3.7
24
녹두밥(5.)
우렁얼갈이된장국
(5.6.12.18.)
데리야끼완자조림
(1.2.5.6.10.12.13.15.16.)
비름나물무침(5.6.13.)
깍두기(9.17.)
아이스슈(1.2.5.6.16.)
540.7/26.3/386.2/5.9
31

나물비빔밥&약고추장
(1.5.6.13.16.)
미소된장국(5.6.13.)
궁중떡갈비
(1.2.5.6.10.12.13.15.16.)
배추김치(9.13.)
후레쉬 망고

조각적두밥(5.)
짬뽕국
(5.6.9.10.13.17.18.)
부추잡채&꽃빵
(5.6.10.13.)
연근부각(5.6.)
배추김치(9.13.)

683.4/35.6/194.2/5.8

632.9/27.4/148/4.9

16
영양닭죽(5.6.13.15.)
진미채무침(5.6.13.)
치즈앤치즈핫도그
(1.2.4.5.6.10.12.13.15.)
깍두기(9.17.)
골드파인애플
529.2/31.3/63.5/3.1

11

차수수밥
쇠고기무국(5.6.13.16.)
어떡햄볶음
(1.2.5.6.10.13.15.)
코다리강정
(2.4.5.6.12.13.)
배추김치(9.13.)
오렌지
702/28.3/119.9/3

25
검정쌀밥
육개장(1.5.6.10.16.)
백순대야채볶음
(5.6.10.13.)
배추김치(9.13.)
고구마맛탕(5.13.)
대추토마토(12.)
708.9/16.5/168.6/5.8

3월 급식 일정 안내

강하병설: 3/15 ~ 3/31
강하초 : 3/14 ~ 3/31
강하중: 3/2 ~ 3/31

본소식지는 강하초, 강하중학교 공동조리급식 식구들이 함께 보는 내용입니다.
우리학교 급식은 조리과정에서 화학조미료를 첨가하지 않습니다.
학교홈페이지 ‘알림마당-학교급식’으로 들어오시면 학생들이 먹은 음식을 사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식단표 하단에는 매일 에너지(kcal)/ 단백질(g)/ 칼슘(mg)/ 철(mg) 함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수요일은 다먹는 날(수다날)'로 정해서 잔반을 남기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J원산지표시J
쌀- 무농약쌀(양평), 김치(배추/고춧가루)-국산, 쇠고기/가공품-1등급 국내산(한우), 돼지고기/가공품-1등급 국내산, 닭고기/가공품-1등급 국내산,
오리고기/가공품-1등급 국내산, 난류-1등급 국내산, 콩(두부,비지)-국내산, 갈치,고등어,꽃게,오징어-국산,조기,삼치-국산, 낙지-중국산, 명태-러시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