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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급식과 가까운 먹거리 운동)

우리학교는 친환경 급식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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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학년, 유치원

담당자

영양교사 박경임

전화

식생활관 794-5105

2) 무농약 농산물과 축산물(우리학교에서 사용)
구분

친환경 농산물은 우리가 안전한 식품을 먹을 수 있도록
화학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조금만 사
용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학교는 현재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하여 축산물도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은 무항생축산
물의 안전한 먹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욱 안
전한 식재료 사용을 위하여 하남시의 지원을 받아 유전
자가 변형되지 않은 NON-GMO 식품을 통해 어린이들의 건
강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대상

표시

무농약
농산물
무항생
축산물

3

기준
▶무농약농산물은 유기합성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 시비량의 1/3 이내 사용
▶무항생제축산물은 항생제, 합성
향균제, 호르몬제가 첨가되지않은
[일반사료]를 급여하면서 인증 기
준을 지켜 생산한 축산물

가까운 먹을거리 (푸드마일리지)운동 !

친환경농산물과 특징

친환경 농산물은 우리가 안전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도 1. 가까운 먹을거리 운동(푸드마일리지 운동)의 개념
록 화학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조금만 전세계는 현재 환경을 생각하는 녹색(그린)성장을 지향
사용한 것을 말합니다.
하고 있으며, 지구환경을 지키기 위하여 많은 나라가 협
1. 친환경 농산물은 못 생겨도 안전해요!
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쉽게 가까운먹을거리 운동
화학농약,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조금만 사 (푸드마일리지 운동)을 통해 조금이나마 지구환경을 보호
용해서 안전해요.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은 모양이 울퉁 할 수 있습니다. 푸드마일리지 운동은 식품을 멀리서 운
불퉁한 것이 많고, 가끔 벌레 먹은 자리도 있어요. 이것 반하여 먹지 않고, 지역 농산물을 이용하자는 운동입니
은 자연 그대로 농산물을 키워서 나타나는 현상이며, 안
다. 식품을 운반하면서 발생한 이산화탄소가 지구 온난화
전한 먹을거리라는 것을 뜻합니다..
를 빨라지게 만듭니다. 결국 가까운 먹을거리 운동을 실
2.친환경 농산물의 맛은 어떨까요?
천하면 자연스럽게 우리도 지구를 보호하는 환경운동가가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한 쌀의 경우 달고 감칠맛이 나요.
과일도 고유의 맛과 향이 더 강하고 당도도 높습니다.. 되는 것입니다.
채소도 마찬가지에요. 배추는 더욱 아삭아삭해요. 안전 2. 가까운 먹을거리(푸드마일리지) 운동, 왜 해야
한 먹을거리에 맛도 좋으니 금상첨화지요!
하나요?

3.우리 농촌과 생태계를 지킬 수 있어요.

▶ 지구의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해 먹으면 우리나라의 농업 지구 반대편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
을 지키고 발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며, 농촌 지역의
지 많은 연료를 소모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며 운반됩
경제가 좋아질 수 있어요. 특히 땅이 깨끗해지면 생태계 니다. 이때 포장용으로 쓰이는 플라스틱, 알루미늄 등의
가 복원되어 살기 좋은 환경이 만들집니다.
유통, 폐기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
로 가까운 거리에서 온 식품을 먹는다면 지구의 온도를
2 친환경농산물과 인증제도
낮춰 온난화의 속도를 더디게 할 수 있습니다.
▶ 로컬푸드로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1.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란?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을 전문 인증기 ‘우리 것은 소중한 것이야’라는 신토불이 정신은 내 땅
관이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검사하여 정부가 안전성을 에서 재배하고 인공적인 힘을 가하지 않은 식품이 좋은
인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식품이고, 국내에서 수확한 식품을 바로 식탁에 가져오면
2. 친환경 인증표시
신선하고 지구 환경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푸드마일리
새로운 친환경 인증표시는 국가가 인증한 품질좋고 안전 지를 줄일수록 지역 농촌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한 농식품임을 알 수 있도록 국새 모양의 초록색 사각표
▶ 먹을 거리에 담긴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지로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화 하였습니다.
인체를 건강하게 하는‘유기농’식품을 통해 생산자에게
1) 유기농산물과 유기축산물
공정한 대가를 지불했는지? 친환경적으로 포장되었는지?
를 생각하며 먹을거리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3. 이산환탄소가 많이 배출되면?
▶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되면 지구의 온
도가 올라랍니다. →기온이 올라가면 극지방의 빙하가 녹
▶ 유기 농산물은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 아 바다의 수면이 높어집니다.→사막화가 더 빨리 일어나
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이며, 유기축산물은 유기사
요.→ 생태계의 변화도 일어납니다.
료를 먹고 자란 축산물을 말합니다.
[자료출처] : 녹색식생활 길라잡이 2010, 친환경인증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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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가공품
국내산

닭고기 오리고기/
/가공품
가공품
국내산
국내산

지리멸치

삼치살

국내산

국내산

갑오징어/ 코다리 및 새우젓
모시조개 동태포
국산
러시아
국산

떡류
국내산

콩및
두부
국내산

찹쌀가루
국내산

제품 사용, 채소 및 과일류 : 친환경(국내산) 제품 사용(일부제외), 축산물 및 난류 : 무항생

화

수

[식품알레르기 관련]

목

금

4/1

4/2(희망식단)

현미밥

혼합잡곡밥(5.)
1.난류 2.우유 3.메밀 4.땅콩 5.대두 6.밀 7.고등어 8.게 9.새우 10.돼지고
미역국(5.6.13.)
팽이버섯된장국(5.6.12.13.)
기 11.복숭아 12.토마토 13.아황산류 14.호두 15.닭고기 16.쇠고기 17.오징 숙주올리브볶음(5.6.13.18.)
잡채(5.6.10.13.16.)
어 18.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19.잣 등의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숫자 언양식불고기(5.6.13.14.16.) 삼치겨자구이(1.2.5.6.13.)
배추김치(9.)
로 표시하였습니다. 해당식품에 특정증상을 보이는 학생 또는 기타 표기되
깍두기(9.)/골드파인애플
딸기크레이프케익(1.2.5.6.)
지 않은 식품에 알레르기 증상을 보이는 학생들은 식사 전 반드시 담임선생
* 에너지/단백질/칼슘/철
* 에너지/단백질/칼슘/철
님 혹은 영양선생님께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70.7/26.7/212.4/3
555.1/25/176.3/3.1
4/5(희망식단)
4/6
4/7(희망식단)
4/8
4/9(희망식단)
찰옥수수밥
감자옹심이국(5.6.13.17.)
참나물도토리묵무침(5.6.13)
갈비맛치킨(5.6.13.15.)
총각김치(9.)
대추방울토마토(12.)
* 에너지/단백질/칼슘/철
609.2/25.8/111.9/3.1

현미밥
토마토스파게티
(1.2.5.6.10.12.13.15.16.)
차돌박이된장찌개
감자시금치스프
(5.6.12.13.16.)
(2.5.6.13.16.)
삼색나물(5.6.13.)
원당모듬피클(5.6.13.)
코다리강정(4.5.6.12.13.)
배추김치(9.)
깍두기(9.),사과/부사
마늘빵1(2.5.6.),오렌지
* 에너지/단백질/칼슘/철
* 에너지/단백질/칼슘/철
654.2/20.1/159.7/4.1
578.8/24.9/206.2/3.2

현미밥
근대된장국(5.6.)
돈육메추리알조림
(1.5.6.10.13.)
단호박고구마그라탕
(1.2.5.13.14.)
배추김치(9),
한라봉퓨레(13)
* 에너지/단백질/칼슘/철
617.9/32/355/3.8

혼합잡곡밥(5.)
설렁탕(5.6.16.)
모듬떡볶음
(1.2.5.6.12.13.16.)
호두멸치볶음
(5.6.13.14.)
깍두기(9.),골드파인애플
* 에너지/단백질/칼슘/철
614.3/22.3/207.1/4.9

4/12

4/13

4/14(희망식단)

4/15

4/16

녹두밥
들깨무채국(5.6.)
고구마줄기볶음(5.6.)
치즈불닭
(2.5.6.12.13.15.16.18.)
배추김치(9.),감귤(13)
* 에너지/단백질/칼슘/철
647.2/33.4/317.1/3.5

현미밥
돼지뼈감자탕(5.6.9.10.)
오이더덕무침(5.6.13.)
해물완자전
(1.2.5.6.8.9.16.17.18.)
깍두기(9.),사과/부사
* 에너지/단백질/칼슘/철
588.7/24.6/204/4.9

비빔밥&약고추장
(1.5.6.13.16.)
유부된장국(5.6.12.13.)
백김치(9.)
개피떡,요구르트/뿌요(2.)
* 에너지/단백질/칼슘/철
643.5/21.9/184/4.2

현미밥
만두국(1.5.6.10.16.18.)
가지두반장볶음
(5.6.10.12.13.16.18.)
치즈계란파이
(1.2.5.6.10.12.13.15.16.)
배추김치(9.),
대추방울토마토(12.)
* 에너지/단백질/칼슘/철
618.6/24.2/273.4/5.1

혼합잡곡밥(5.)
김치찌개(5.6.9.12.)
쿠르통샐러드
(2.5.6.12.13.) &
발사믹소스(1.5.6.13.)
떡갈비
(1.5.6.10.13.16.19.)
배추김치(9.)

4/19

4/20

4/21(희망식단)

4/22

4/23

보리밥
건새우아욱된장국
(5.6.9.13.)
실곤약야채무침(5.6.13.)
돼지갈비구이
(2.4.5.6.10.12.13.)
배추김치(9.),토마토(12)
* 에너지/단백질/칼슘/철
560.8/24.4/194.2/3.2

현미밥
김치햄찌개(1.2.5.6.9.10
.12.13.15.16.)
취나물볶음(5.6.)
네모생선커틀렛(1.5.6.)&
타르타르소스(1.2.5.13.)
총각김치(9.),사과/부사
* 에너지/단백질/칼슘/철
691.4/23.6/252.4/3.7

달걀마늘볶음밥
(1.2.5.6.9.13.16.18.)&
자장소스(2.5.6.10.13.16.)
미소된장국1(5.6.12.)
소떡소떡
(1.2.5.6.10.12.13.16.18.)
배추김치(9.),오렌지
* 에너지/단백질/칼슘/철
678.8/26.8/161.1/7.1

현미밥
몽글순두부짬뽕탕
(5.6.9.13.17.18.)
미트볼소스조림
(1.2.5.6.10.12.13.16.)
양상추샐러드(11.12.13.)&
딸기쨈소스(1.2.5.13.)
배추김치(9.),부각(1.5.6.)
* 에너지/단백질/칼슘/철
561.9/29.7/217.8/3.9

혼합잡곡밥(5.)
시금치콩나물국(5.6.13.)
청포묵무침(5.6.13.)
오리불고기(간장)(5.6.13.)
배추김치(9.)
골드파인애플
* 에너지/단백질/칼슘/철
577.7/22.4/188.7/4.1

4/27

4/28(희망식단)

4/29

4/26(희망식단)
찰기장밥
감자다시마국(5.6.13.)
편육(5.6.10.)
양배추쌈과 쌈장(5.6.13.)
보쌈김치(9.)
푸딩
* 에너지/단백질/칼슘/철
526.4/25.8/112.8/3

현미밥
현미밥
카레라이스
쑥갓어묵국(1.5.6.13.)
닭곰탕(5.6.13.15.)
(1.2.5.6.12.13.16.18.)
시금치고추장무침(5.6.13.)
팟타이(1.4.5.6.9.13.18)
배추김치(9.)
치킨핑거(1.2.5.6.13.15.)&
김구이
피자토스트(1.2.5.6.10.12.1
허니머스터드소스1.2.5.6.13)
깍두기(9.)
3.15.16.)
배추김치(9.)
오렌지
캐플쥬스(12.13.)
대추방울토마토(12.)
* 에너지/단백질/칼슘/철
* 에너지/단백질/칼슘/철
* 에너지/단백질/칼슘/철
552.8/23.4/175.3/3.8
636.3/25.6/254.8/3.5
653.2/30.9/220.4/3.4

4/30
혼합잡곡밥(5.)
황태채콩나물국(5.13.)
사태떡찜(5.6.13.16.)
새송이엿장구이(2.5.6.13.)
배추김치(9.)
사과/부사
* 에너지/단백질/칼슘/철
547/22.6/175.1/3.2

★ 급식관련 참고사항 ★
1. 1, 2학년은 매일, 3~6학년은 안내된 등교일정에 따라 급식 예정입니다. 코로나 및 기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식사 전 반드
시 손씻기를 실천하여 주시고, 식사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므로 대화를 자제하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4월 식단은 3~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희망식단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3. 모든 식품군을 골고루 섭취하여 면역력을 증진할 수 있는 식습관을 갖도록 가정에서도 지도 당부드립니다.
4. 어린이들의 건강과 환경을 위하여 매주 수요일은 “다 먹는 날” 즉 “수다날”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음식을 남기지 않도록 함께 지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어린이는 식단표에 표시된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체식을 제공하고 있으나
어린이 스스로도 본인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6

우리학교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식단표, 식재료 납품업체 현황, 영양 제공량 및 식재료 원산지, 식품 정보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위 식단은 학교 사정이나 식자재 수급 상황에 의거 변경될 수 있으나, 식단의 변경은 최소화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