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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식단표

가정통신문
월요일

화요일

잔반없는 날

목요일

금요일

7/01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원산지의 표시대상)★ [시행 2020. 4. 30.] 식재료 원산지는

찰보리밥
아욱수제비국(5.6.9.13)
닭날개소스구이
(2.5.6.13.15.)
게맛살오이무침(1.5.6.13)
김치볶음(9.13)
요구르트(2)
885.7/33.4/317.4/4.9

시장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쌀밥(밥, 죽,
누룽지)
쇠고기/가공품

국내산/국내산

오리고기/가공품

국내산(한우)/국내산양고기/가공품

국내산/국내산 콩/두부류<가공두부,유부는 제외>,콩비지,콩국수 국내산/국내산

넙치,참돔, 뱀장어, 조피볼락사용 시 별도 표기

국내산/국내산 고등어,갈치, 꽃게, 참조기,미꾸라지/가공품 국내산/국내산

다랑어,아귀및주꾸미/가공품 사용 시 별도 표기

국내산/사용시
별도표기

돼지고기/가공품 국내산/국내산

염소고기<유산양 포함>/가공품

닭고기/가공품

배추김치(가공품포함)/중 배추,고춧가루 국내산/국내산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국내산/국내산

7/04
가바쌀밥
근대된장국(5.6.8.9.13)
치킨커틀렛*브라운소스
(1.2.5.6.12.13.15.)
감자채햄볶음(5.10.13)
배추김치(9.13)
수 박
812.2/27.6/256.5/3.8

7/11
백미밥
육개장(1.2.5.6.13.16)
갈비맛순살치킨
(2.5.6.12.13.15.18)
시금치나물(5.6)
배추김치(9.13)
참 외
831.3/30.1/278.8/4.8

7/18
현미찹쌀밥
쇠고기미역국(5.6.13.16)
깐쇼새우
(1.2.5.6.9.12.13.16.17.18)
베이컨숙주무침(5.6.10.13)
배추김치(9.13)
포도맛음료(5.13)
845.6/26.9/256.3/3.9

국내산/국내산 낙지, 오징어/가공품

7/05

7/06

7/07

7/08

혼합잡곡밥(5)
쇠고기뭇국
(5.6.8.9.13.16.18)
돈육고추장볶음(5.6.10.13)
알감자사각햄구이
(2.5.6.10.13)
배추김치(9.13)/오렌지
857.4/28.6/257.6/4.7

비빔찜닭덮밥
(1.2.5.6.8.10.12.13.15.16)
달걀실파장국(1.5.6)
꽃맛살샐러드
(1.2.5.6.8.10.13.18)
크리스피핫도그(1.2.5.6.10.12.13)
배추겉절이(9.13)/쥬시쿨(2)
857.3/29.5/289.0/5.6

귀리밥
북어미역국(5.6.8.9.13.)
치즈계란말이
(1.2.5.6.10.12.16.)
비엔나떡볶음(5.6.10.12.13)
오이김치(9.13)
아이스망고(스틱)
837.1/29.2/327.4/4.9

기장칼슘밥
맑은콩나물국(5.6)
편육*부추샐러드(5.10.13)
떡볶이(1.5.6.13)
배추김치(9.13)
사과맛주스(2.13)
897.2/30.5/252.7/3.8

7/12

7/13

7/14

7/15

흑미밥
참치김치찌개(5.6.8.9.13)
수제떡갈비(오븐)
(1.2.5.6.10.13.15.16.18)
잔멸치아몬드볶음(5.13)
깍두기(9.13)
김구이
851.9/35.6/267.8/4.2

무김치볶음밥
(2.5.6.9.10.13)
조랭이떡국(5.6.8.9.13.16)
닭살바베큐소스구이
(5.6.12.13.15)
백김치(9.13)
바나나라떼(2.5)
853.2/35.5/277.9/4.6

보리쌀밥
순한순두부찌개
(1.5.6.9.10.13.17)
삼치살고추장구이(5.6.13.)
우엉잡채(5.6.8.10.13)
배추김치(9.13)/아이스홍시
863.5/29.6/292.2/4.7

누룽지백숙(13.15)
궁중식떡볶음
(1.5.6.8.13.16.18)
김치해물전(1.2.6.9.13.17.18)
배추겉절이(9.13)
수 박
897.5/35.5/355.6/4.8

7/19

7/20

통밀밥
김치우동(1.5.6.8.9.13)
찹쌀탕수육
(1.2.5.6.10.11.12.13.)
탕평채(5.6.13.16)
깍두기(9.13)
망고맛주스(13)
893.6/30.5/269.8/4.3

◈

수입산(원양산)

【알레르기 유발 식품】 ※ 식단명 옆에 숫자로 표시가 됩니다.
★☆★ 특정 식재료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은 식단을 확인해 주

시기 바랍니다.★☆★

< 여름방학식 >
※ 급식이 없습니다.

급식소식지

◈

① 난류

②우유 ③메밀
⑨새우

④땅콩
⑩ 돼지고기

⑤대두

⑥밀

⑦ 고등어

⑧게

⑪복숭아

⑫ 토마토
⑯쇠고기

⑬아산염류(권장) ⑭호두
⑮닭고기
⑰오징어
⑱조개류(굴,전복,홍합 포함) ⑲ 잣

여름철 식중독이란 ?

○ 식품의 섭취와 연관된, 인체에 유독한 미생물 또는 미생물이 만들어낸 독성 물질에 의한 감염성, 독소
형 질환을 식중독이라고 합니다.
○ 식중독은 구토, 복통, 잦은 설사 등의 증상을 나타냅니다. 심할 경우, 고름과 점액, 피가 섞인 변을 볼
수 있으며, 38~39℃의 열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

손 씻기

구분 사용하기

익혀 먹기

★

음식 대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합니다.

식중독 예방 6가지 실천 요령

끓인 물 1L에 설탕 4, 소
금 1스푼 타서 마십니다.

세척·소독하기

식중독 발생 시 가정 내 응급처치

이온 음료도
효과적입니다.

2022.

지사제,항구토제를 함
부로 사용하지 않는다.

★

끓여 먹기

보관온도 지키기

★

설사가 줄어들면 미음이
나 쌀죽을 섭취합니다.

07. 01.

광 주 중 학 교 장(직인생략)

혈변,탈수,고열,심한설사
시에는병원을 방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