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생포통신 제2021-108호

2021년 3월 학교급식 안내
학교홈페이지 : http://www.jsp.es.kr
월
3.1

삼일절

화
3.2

2021. 2. 25.

문의처 : 영양관리실 ☎ 070-7006-3936

수 (수다날)

목

금

3.3(수다날)

3.4

3.5

잔치국수 1.6
달래양념장 5.6
하트찐만두 5.6.10
마시는요거트 2
앙코절편
배추김치 9

할맥밥
떡국 1.16
멘츠카츠/소스 5.6.10
두절건새우볶음 5.6.9
양배추.다시마쌈
배추김치 9

현미찹쌀밥
냉이두부된장국 5.6.18
돼지갈비바베큐소스구이 5.6.10
야채계란말이 1.5
친환경딸기
배추김치 9

K622.7/P35.6/Ca195.8/F3.6

K693.5/P23.6/Ca439.4/F6.4

K703.2/P30.5/Ca561.9/F4.4

K588.7/P29.8/Ca252.7/F4

3.9

3.10(수다날)

3.11

3.12

자장밥/삶은계란 1.5.6.10

배추김치 9 / 강화우유 2

차수수밥
애호박감자된장국 5.6.18
깐풍기 5.6.15
쥐지포구이채볶음 5.6
단배추나물무침(자율) 5.6
배추김치 9 / 강화우유 2

보리쌀밥
나가사끼짬뽕국 5.6.9.13
야채고기말이조림 5.6.10
깻잎양념무침 5.6
친환경방울토마토 12
배추김치 9 / 강화우유 2

K665.7/P26.3/Ca373.1/F4

K695.8/P36.9/Ca358.2/F4.9

K752.6/P32.2/Ca309.8F/3.8

차조밥
대합살미역국 5.6.16
닭간장오븐구이 5.6.15
애호박양송이볶음 5.6
미나리초회(자율)5.6
조각케익 1.2.5.6
배추김치 9

3.8 “고기없는 월요일”

발아현미밥
검정쌀밥
돼지국밥/국수사리
5.6.10
얼큰손수제비국 5.6.18
순살코다리떡강정
5.6.12
두부구이/김치볶음 5.6
비건소시지메추리알조림 1.5
미역줄기볶음 5.6
딸기크림품은크로와상1.2.5.6
사과푸딩
배추김치 9 / 강화우유 2
깍두기 9 / 강화우유 2
K688.9/P28.7/Ca256.1/F4.5 K831.3/P39.6/Ca208.3/3.1

조갯살맑은콩나물국 5.6.18
미니붕어빵 1.2.5.6
하트단무지, 요플레 2
아삭고추된장무침

3.15 고기없는 월요일”

3.16

3.17 ‘채식의날’

3.18

3.19

잡곡밥
고등어카레오븐구이 6.7
해물우동볶음 5.6.9
오이깍뚝무침 5.6(자율)
배추김치 9 / 강화우유 2

찹쌀밥
육개장 5.6.16
탕수육/소스 5.6.10
사각어묵고추장볶음 5.6
세발나물겉절이 5.6(자율)
배추김치 9 / 강화우유 2

산나물비빔밥
순두부고추장양념장 5.6
누룽지탕
카프리제샐러드 2.12.13
한라봉퓨레
배추김치 9 / 강화우유 2

할맥밥
완자굴림만두국 5.6.10
뼈없는닭갈비/김자반 5.6.15
잔멸치깐호두볶음
열무된장무침(자율) 5.6
배추김치 9 / 강화우유 2

귀리쌀밥
쑥바지락살된장국 5.6.18
오향장육/무쌈 5.6.10
대파채겉절이 5.6
야채쌈/쌈장 5.6(자율)
배추김치 9 / 강화우유 2

K651.7/P34.6/Ca263.7/F6.2

K507.9/P23.8/Ca215/F2.3

K540.7/P15.5/Ca245/F2.5

K758.8/P47.9/Ca368.1/F3.5

K482.8/P31.7/Ca173.6/F5.1

3.22“고기없는 월요일”

3.23

3.24(수다날)

3.25

3.26

검정쌀밥
종합어묵국 5.6
주꾸미돼지불고기 5.6.10
(깻잎&김&마요네즈1)
계란찜 1.2.5
배추김치9 /강화우유 2

현미찹쌀밥
돼지등뼈감자탕 5.6.10
안동찜닭 5.6.15
숙주미나리나물무침 5.6
오이겉절이 5.6(자율)
배추김치9 /강화우유 2

K548.2/P34/Ca266.1/F4

K581.4/P30.3/Ca257.2/F3.3

참치김치찌개 5.6

발아현미밥
기장밥
스팸김치볶음밥 5.6.10
단배추들깨된장국 5.6.18
닭곰탕 5.6.15
미소된장국
연어치즈까스 &
토마토스파게티/피클5.6.10.12 미니핫도그 1.2.5.6.10.12
어니언드레싱 1.2.5.6
치킨너겟/케첩 5.6.12.15
오렌지
콩나물애느타리초무침 5.6
돌나물사과초무침 5.6
김부각 5.6
망고쥬스
배추김치 9 / 강화우유 2 배추겉절이김치9/강화우유 2
배추김치 9 / 강화우유 2
K611.7/P18.6/Ca264.2/F3

K902/P33.4/Ca193.2/F2.7

K701/P25.3/Ca428.1/F4.9

3.29“고기없는 월요일”

3.30

3.31

잡곡밥
해물순두부찌개 5.6.18
우엉잡채 5.6
국물떡볶이&메추리알 1.5.6
방풍나물무침 5.6(자율)
배추김치 9 / 강화우유 2

차수수밥
김치콩나물국 5.6
오리훈제&블루베리무쌈
도토리묵양념무침 5.6
두릅,브로콜리&초고추장
배추김치 9 / 강화우유 2

K670.6/P27.6/Ca325.1/F4.9 K693.7/P30.3/Ca242.6/F5.2

개 교 기 념 일

꼭,꼭
식사전 손씻기

김치(배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낙지
명태
식재료 쌀/잡곡 고춧가루) 가공품 /가공품 /가공품 /가공품 (주꾸미) (동태,코다리) 고등어
원산지
알 림 국내산 국내산 국내산 국내산 국내산 국내산 수입산
러시아산
국내산
(한우)

(중국.베트남)

갈치

오징어

국내산 국내산

꽃게

삼치

두부

콩류/두부

국내산

국내산

국내산

국내산

①난류, ②우유, ③메밀, ④땅콩, ⑤대두, ⑥밀, ⑦고등어, ⑧게, ⑨새우, ⑩돼지고기, ⑪복숭아, ⑫토마토, ⑬아황산염, ⑭호두
알레르기
정 보 ⑮닭고기, ⑯소고기,⑰오징어, ⑱조개류 (굴, 전복, 홍합 포함)는 식단표 옆에 번호로 표시합니다.
기타 표기되지 않은 식품등의 알레르기 증상을 보이는 학생들은 급식 시 각별한 주의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지도 부탁드립니다.
급식대상

급식비 내역(무상급식)

우유비 내역
(우유 급식자에 한해 부담)

유치원

21일

21일×4,000원= 84,000원

17일×430원= 7,310원

1〜6학년

21일

21일×4,300원=90,300원

17일×430원= 7,310원

교직원

21일

21일×4,830원=101,430원

17일×430원= 7,310원

급식비

자동이체일(우유 급식비)

- 3월 11일 (목요일)
(잔액부족 시 3월중으로 추가 인출됩니다.)

-스쿨뱅킹신청 및 급식비 문의 268-8882
- 우유급식은 3월 둘째주부터 실시

◈전교생 무상급식 – 울산교육청 무상급식 1인 4,300원 / 남구청 친환경급식지원비 1인 310원을 지원받아 운영합니다.
◈우유는 희망자에 한해 징수합니다. 정부고시가격 200ml/개당 430원
◈K591/P12/Ca178//F4(에너지/단백질/칼슘/철분) 표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나트륨 저감화식단을 위해 메뉴에따라 염도 0.5〜0.6 으로 제공합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일환으로 매주 수요일은 “수다날”을 운영합니다.
◈학교사정과 물가변동에 따라 식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채식의날 운영 일환으로 월4회 “고기없는날‘-매주 월요일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및 월 1회 ‘채식의 날’을 운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