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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책자는 청정원의 학교급식 권장단가이며 식자재 수급현황 및 식품위생법에 따라 함량, 가격변동, 단종될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

파닭파닭 사용시, 머스타드소스 + 양념치킨 소스지원
(파닭파닭 10봉당 소스 반반!)

파닭파닭 사용시,

마늘데리야끼 소스지원!! (파닭 10봉당 소스 1봉)

본 책자는 청정원의 학교급식 권장단가이며 식자재 수급현황 및 식품위생법에 따라 함량, 가격변동, 단종될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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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슈 초코 타르트

규격 560g (35g*16ea)

통단팥파이 생지

유통기한 : 8월 ~ 9월 26일

Kg :

규격 1.225kg(35g*35ea)

Kg :

규격 :

22,770

18,216

개당 :

1,423

1,139

우유(원유:국산), 밀가루, 다크초콜릿버튼(코코아매스, 코코아버터 등), 설탕, 난황액, 초코시럽(코
코아파우더:싱가포르산)
버터를 사용하여 부드럽고 진한 초코타르트
①②⑤⑥

규격 :

32,395

22,000

개당 :

926

629

밀가루[밀:호주산], 통팥앙금[팥(중국산),설탕,물엿,정제소금(국산),잔탄검], 비타민C
겹겹이 쌓인 페스츄리 속 달콤한 통팥 알갱이
②⑤⑥

파스키에 에끌레어 초코

규격 720g(45g*16ea)

부드러운 카스텔라

규격 80g*30ea

Kg :

Kg :

규격 :

21,863

15,125

개당 :

1,366

945

계란, 설탕, 밀가루, 식물성유지, 코코아분말2.6%
프랑스 정통 디저트로 슈페스트리안에 초코크림이 가득 들어있는 에끌레어
①②⑤⑥

규격 :

70,125

50,875

개당 :

2,338

1,696

전란액 33.64%(계란:국산), 백설탕, 박력분(밀:미국), 우유(국산), 난황액6.36%(계란:국산)
고소한 국내산 우유가 들어간 폭신폭신 촉촉한 카스텔라
①②⑤⑥

복음자리 딸기샌드

규격 73g*30ea

유통기한 : 9월 23일

규격 30g*33±2ea

Kg :

Kg :

규격 :

64,625

55,688

개당 :

2,154

1,856

빵류46.58%[밀가루(밀/미국산,캐나다산) 등],잼5.8%[딸기퓨레22.5%],가공치즈7.1%,마요네
즈[대두유(외국산/아르헨티나 등)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샌드위치 (개별포장)
①②⑤⑥⑩

초록마을 우리밀군만두 1kg

규격 :

11,150

8,938

개당 :

338

271

밀가루(밀:국내산)23.53%, 돼지고기(국내산)21.1%, 당면, 부추(국내산)
우리밀 만두피에 국내산 돈육과 신선한 재료로 속을 채운 바삭한 군만두
①⑤⑥⑩⑯

본 책자는 청정원의 학교급식 권장단가이며 식자재 수급현황 및 식품위생법에 따라 함량, 가격변동, 단종될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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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콤간장 장각스테이크

규격 960g (160g~170g*6ea)

빠삭킹통다리 1.1kg

규격 220g*5ea

Kg :

규격 780g (80개(±20%))

Kg :

규격 :

29,040

24,750

개당 :

4,840

4,125

닭고기(닭다리/국내산) 84.18%, 오븐구이간장치킨소스 8.4
2%, 카라멜색소
단짠 갈비맛 소스에 넓적다리 뼈를 제거해 부드러운 닭다리 속살
을 맛 볼 수 있는 장각

맥케인 컨츄리포테이토 허브웨지

Kg :

규격 :

30,800

22,550

개당 :

6,160

4,510

닭고기(닭다리/국내산)74.47%, 곡류가공품
컬타입 브레더를 입혀서 바삭하게 튀겨낸 닭다리 튀김
①⑤⑥⑮⑯

규격 :

4,991

개당 :
감자 89.5%, 배터믹스, 해바라기유
허브 4종과 양파, 마늘분말로 풍미를 더한 반달 감자
⑥

⑤⑥⑮

쉐프원 부드럽게녹는코트니치즈 (눈꽃)

규격 1kg

규격 2kg

Kg :
규격 :

18,563

규격 :

개당 :

6

Kg :
13,200

개당 :
다이스토마토(미국산), 볶음혼합야채(양파:국산 마늘:국산,고
추분:베트남산}, 토마토페이스트(중국산)
다량의 토마토에 레드페퍼로 매콤한 맛을 살린 스파게티 소스
⑤⑥⑫⑮⑯⑱

쉐프원 크리미양파드레싱 2kg

규격 2kg

Kg :
23,238

모짜렐라치즈 78.4%(미국산/우유(살균), 칼라체다치즈 19.
6%(뉴질랜드산/우유(살균)
조리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치즈(샐러드 생식용으로도 활용)
②

청정원 아라비아따스파게티소스 2kg

규격 :

10,730

개당 :
양파(국산), 마요네즈[대두유(외국산), 난황액(국산) 등], 발
효식초[옥분(옥수수:외국산) 등], 과채주스, 가공유크림(독일산
)
국내산 양파와 휘핑크림의 부드러운 맛의 조화
①②⑤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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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옷입은 에그랑땡

규격 1kg (38~40g*25ea)

Kg :
규격 : 15,125

14,919

개당 : 605

597

더커진 야채고기완자

규격 1kg (40g±2g*25ea이상)

규격 : 13,750 12,031

규격 : 6,683

6,600

개당 : 668

660

개당 : 550

481

별미소스인 어향가지튀김 1kg

핑크블라썸 한입만두 1kg

②⑤⑥⑩⑮⑯⑱

규격 21~22g*45±3ea

우주복을 입은 찹쌀볼

규격 1kg(25g*40ea)

Kg :

돼지고기 56%(국내산/지방일부사용), 양
파(국산), 당근(국산), 두부, 설탕, 양조간장,
마늘(중국산), 깻잎(국산)
야채를 듬뿍 넣어 식감을 더해준 사이즈 UP
완자

규격 13~21g*35ea이상 (소스 250g)

규격 700g (70g*10ea)

Kg :

돼지고기 (지방일부사용, 국산), 전란액(국
산), 양파(국산), 난황액(국산), 참기름, 흑후
추분말, 생강분말, 포도당
계란을 입혀 조리시 편리함을 더해주는 에그
랑땡
①②⑤⑥⑩⑮⑯⑱

메밀김치전병

Kg :

소맥분(밀:미국산, 캐나다산), 돼지고기(국
산), 만두김치 16.46 %{배추(국산) 등}, 만두
전용분말{감자전분 등}
매콤한 김치, 돼지고기로 속을 채운 쫀득한 식
감의 메밀 전병
①③⑤⑥⑩⑯

옐로우블라썸 한입만두 1kg

규격 21~22g*45±3ea

규격 : 24,750 19,940
개당 : 619

499

소시지{돼지고기(지방일부사용,국산)90%
등}, 밀가루
문어모양비엔나를 찹쌀볼로 감싸 식감을 살
린 담백짭쪼름찹쌀볼
①②⑤⑥⑩

미트제로 감자샐러드군만두

규격 1kg (약 30g*30ea 이상)

Kg :

Kg :

Kg :

Kg :

규격 : 15,400 12,100

규격 : 10,086 9,763

규격 : 10,086 9,763

규격 : 12,650 12,238

개당 : 440

346

개당 : 224

217

가지(국내산), 소스{물엿, 설탕, 청피망(국내
산), 홍고추 등}, 바삭탕수육가루[전분가공품
등], 밀가루
칼슘이 풍부한 바삭한 가지튀김에 감칠맛 특
제소스를 뿌려먹는 특식 가지 튀김

돼지고기 21%(국산), 양파 5%(국산), 양배
추 5%(국산), 백련초분말 0.5%
백년초로 곱게 색을 내고 국산 돼지고기와 야
채로 꽉 채운 꽃모양 한입만두

미트제로 토마토치즈군만두

초록마을 우리밀군만두 1kg

①②⑤⑥⑮⑯⑱

규격 1kg (약 30g*30ea 이상)

②⑤⑥⑩⑯⑱

규격 30g*33±2ea

Kg :

규격 : 11,825 11,413

규격 : 11,150

8,938

개당 : 338

271

개당 : 394

380

②⑤⑥⑫

밀가루(밀:국내산)23.53%, 돼지고기(국내
산)21.1%, 당면, 부추(국내산)
우리밀 만두피에 국내산 돈육과 신선한 재료
로 속을 채운 바삭한 군만두
①⑤⑥⑩⑯

217

②⑤⑥⑩⑯⑱

개당 : 422

408

밀가루(밀:미국산, 호주산), 감자(중국산),
양배추(국산), 스위트콘, 당근, 통감자후레이
크(감자:미국산), 설탕
부드럽고 고소한 맛을 살린 감자샐러드맛 소
에 아삭함을 살린 채식군만두
⑤⑥

북촌청양고추 굴림만두

규격 1kg (20g*50ea)

Kg :

밀가루(밀:미국산, 호주산), 자연치즈, 미니
새송이버섯(국산), 스위트콘
토마토소스와 치즈, 야채를 듬뿍 넣어 풍부한
피자맛을 느낄 수 있는 채식군만두

개당 : 224

돼지고기 21%(국산), 양파 5%(국산), 양배
추 5%(국산), 투메릭분말(강황분말) 0.02%
강황으로 곱게 색을 내고 국산 돼지고기와 야
채로 꽉 채운 꽃모양 한입만두

북촌갈비양념 굴림만두

규격 1kg (20g*50ea)

Kg :

Kg :

규격 : 13,723 12,375

규격 : 13,723 12,375

개당 : 274

248

전분가공품[옥수수전분(외국산/러시아 등
), 감자전분 등], 국산청양고추 4.7%
전분 코팅으로 쉽게 풀어지지 않는 담백 촉촉
한 맛의 동그란 만두
②⑤⑥⑩

개당 : 274

248

전분가공품[옥수수전분(외국산/러시아 등
), 감자전분 등], 갈비양념 1.4%
전분 코팅으로 쉽게 풀어지지 않는 담백 촉촉
한 맛의 동그란 만두
⑤⑥⑩⑯⑱

본 책자는 청정원의 학교급식 권장단가이며 식자재 수급현황 및 식품위생법에 따라 함량, 가격변동, 단종될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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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7일까지 신청 >
http://www.gongyoujungone.com에서 신청해주세요.

케이씨바베큐 폭립

규격 1kg (40g*25ea)

우리돼지로만든 바베큐 폭립 1kg

규격 55~60g*17~18ea

청정원 블랙폭립

규격 1kg (50g * 20ea)

데리야끼 통삼겹

규격 1kg

Kg :

Kg :

Kg :

Kg :

규격 : 30,250 28,875

규격 : 44,990 41,113

규격 : 35,750 30,250

규격 : 33,000 30,250

개당 : 1,210

1,155

개당 : 2,646

2,418

돼지갈비(수입산 : 스페인 프랑스 네덜란드
) 72.3%, 프리미엄육소스 25%, 스파이시립
마리네이드 2.7%
매콤 달달한 바베큐소스와 돼지갈비로 만든
부드러운 폭립

돼지갈비(국내산) 79.37%, 바비큐립소스
18.64%, 스파이시립마리네이드 1.99%
국내산 돼지갈비를 사용한 폭립

빠삭킹통다리 1.1kg

리얼 메로까스

②⑤⑥⑩⑫⑯

1,513

규격 500g(50g*10ea)

개당 :
돼지삼겹살 64%(스페인산), 순한데리야끼
소스20%
달콤짭잘한 데리야끼소스를 통삼겹살에 버무
린 제품

달콤간장 장각스테이크

목살 큐브스테이크 (숯불바베큐맛)

②⑤⑥⑩⑫⑯⑰

②⑤⑥⑩⑫

규격 220g*5ea

개당 : 1,788

돼지갈비(외국산:스페인 등), 트러플블랙폭
립소스, 토마토케첩
트러플블랙폭립소소 만들어 달콤하고 부드러
운 풍미가 일품인 새로운 블랙 폭립

규격 960g (160g~170g*6ea)

②⑤⑥⑩⑫⑯

규격 1kg(14g~15g*66~71ea)+소스 200g

Kg :

Kg :

Kg :

Kg :

규격 : 30,800 22,550

규격 : 24,750 22,275

규격 : 29,040 24,750

규격 : 34,980 26,125

개당 : 6,160

4,510

닭고기(닭다리/국내산)74.47%, 곡류가공
품
컬타입 브레더를 입혀서 바삭하게 튀겨낸 닭
다리 튀김
①⑤⑥⑮⑯

8

개당 : 2,475

2,228

메로(외국산 : 프랑스 등), 옥수수전분{옥수
수(외국산 : 러시아, 세르비아, 헝가리 등)}
성장기 두뇌회전에 좋고, 쫄깃 담백한 맛이 일
품인 메로까스
⑥

개당 : 4,840

4,125

닭고기(닭다리/국내산) 84.18%, 오븐구이
간장치킨소스 8.42%, 카라멜색소
단짠 갈비맛 소스에 넓적다리 뼈를 제거해 부
드러운 닭다리 속살을 맛 볼 수 있는 장각
⑤⑥⑮

개당 :
돼지고기(목살/국내산)100%,양조간장[소
맥(밀:미국산) 등], 고추장
2cm*2cm*2cm 비정형
[포장육]⑩ [소스]②⑤⑥⑫⑮⑯⑱

본 책자는 청정원의 학교급식 권장단가이며 식자재 수급현황 및 식품위생법에 따라 함량, 가격변동, 단종될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청정원 널 응원해 프랑크 600g

청정원 널 응원해 비엔나 1kg

규격 60g*10ea

규격 17~20g*50~58ea

Kg :

Kg :

규격 :

10,973

9,075

개당 :

1,097

908

돼지고기(지방일부사용, 국산) 91.17%
코코아분말을 사용하여 재미있는 문구가 인쇄된 소시지 5무 첨가 : 카라기난, 보존료(소브산류), D솔비톨, 산화방지제(에리토브산나트륨), 전분
②⑤⑥⑩⑯⑱

부드러운 카스텔라

규격 80g*30ea

복음자리 딸기샌드

규격 73g*30ea

규격 :

14,891

12,238

개당 :

298

245

돼지고기 91.17%
코코아분말을 사용하여 재미있는 문구가 인쇄된 소시지 5무 첨가 : 카라기난, 보존료(소브산류), D솔비톨, 산화방지제(에리토브산나트륨), 전분
②⑤⑥⑩⑯⑱

수고했떡! 초코 찰떡

규격 1.2kg(40g*30ea)

수고했떡! 크림치즈 찰떡

규격 1.2kg(40g*30ea)

Kg :

Kg :

Kg :

Kg :

규격 : 70,125 50,875

규격 : 64,625 55,688

규격 : 32,175 25,590

규격 : 32,175 25,590

개당 : 2,338

1,696

전란액 33.64%(계란:국산), 백설탕, 박력
분(밀:미국), 우유(국산), 난황액6.36%(계란
:국산)
고소한 국내산 우유가 들어간 폭신폭신 촉촉
한 카스텔라
①②⑤⑥

우리밀 황금 휘낭시에

규격 28g*24ea

개당 : 2,154

1,856

힘내파인애플씨 135ml

땡큐베리너츠 요거트오곡초코볼

땡큐 브레인너츠 딸기볼

①②⑤⑥⑬

규격 450g (15g*30ea)

Kg :
규격 : 481

385

개당 : 481

385

①②⑤⑥

853

①②⑤⑥⑬

①②⑤⑥⑩

규격 : 26,832 21,456
894

개당 : 1,073

가루찹쌀 23.6 %, 백앙금, 설탕, 물엿, 가공
치즈 9.7 %, 유화제, 박력분
국내산 찹쌀로 빚은 찹쌀모찌떡

Kg :
개당 : 1,118

853

초코앙금 32.5 %, 가루찹쌀 23.1 %. 설탕
, 물엿, 코코아분말 1.5 %, 박력분
국내산 찹쌀로 빚은 찹쌀모찌떡

규격 135ml

난백액[계란:국산], 설탕, 우리밀밀가루(밀
:국내산), 아몬드페이스트
골드바 모양의 베이커리 디저트

개당 : 1,073

빵류46.58%[밀가루(밀/미국산,캐나다산
) 등],잼5.8%[딸기퓨레22.5%],가공치즈7
.1%,마요네즈[대두유(외국산/아르헨티나 등
)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샌드위치 (개별포장)

파인애플농축액 2.4 %(고형분 61%/필리
핀산), 비타민C
비타민 D, 칼슘이 함유된 어린이기호인증 음
료

규격 15g*30ea

Kg :

Kg :

규격 : 22,344 17,875

규격 : 22,344 17,875

개당 : 745

596

구운아몬드 30%, 오곡초코볼요거트 27%
, 호두 23%, 건크랜베리 20%
요거트를 입힌 오곡초코볼 (옥수수,귀리,보리
등)과 호두·아몬드·건크랜베리로 구성된 간식
②⑤⑥⑭

개당 : 745

596

구운아몬드30%, 딸기오곡초코볼 27%, 호
두23%, 건조크랜베리루비20%
두뇌활동에 좋은 견과류가 포함된 브레인너
츠
②⑤⑥⑭

본 책자는 청정원의 학교급식 권장단가이며 식자재 수급현황 및 식품위생법에 따라 함량, 가격변동, 단종될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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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칩트위스트 생지

찹쌀꽈배기도너츠

규격 1kg (40g*25ea)

규격 900g (45g*20ea)

Kg :

규격 43g*25ea

Kg :

규격 :

19,594

15,675

개당 :

784

627

밀가루(밀:미국산,캐나다산), 가공버터{프리페어드에더블팻
(뉴질랜드산) 등}, 초코칩(코코아분말, 코코아리쿼 등), 아몬드
분말
초코칩이 듬뿍 들어있는 고소하고 달콤한 트위스트 모양의 패스
츄리

쉐프원 초코 롤데니쉬 1.075kg

Kg :

규격 :

11,550

9,240

개당 :

578

462

찹쌀분말 9.15%(중국산), 밀가루, 백설탕, 전란분
찹쌀이 함유된 쫄깃한 꽈배기 생지 (찹쌀 9.15%)
①②⑥

규격 :

20,625

16,500

개당 :

825

660

밀가루(밀:미국산 등), 슈크림(올리고당 등), 준초콜릿(싱가포
르산), 코코아파우더(싱가포르산), 비타민C
초코를 넣어 동글동글 말아 감은 달콤달콤한 롤데니쉬
②⑤⑥⑯

①②⑤⑥

오곡우리밀찹쌀팥도너츠

규격 1kg (50g*20ea)

크림치즈프레즐

규격 800g (100g*8ea)

Kg :
10,863

9,625

개당 :

543

481

찹쌀(국내산)46.82%, 팥앙금[삶은팥(중국산)50% 등] 25
%, 오곡(대두,쌀,현미,보리)5%, 밀가루(국내산,무농약)5%
동글동글 귀여운 오곡우리밀 찹쌀도너츠
②⑤⑥

12,380

개당 :

1,548

소맥분, 스위트크림치즈 33.58%, 베이글믹스, 빵가루
담백하고 쫄깃한 빵의 식감과 크림치즈맛이 일품인 프레즐
②⑤⑥

미니 소시지페스츄리 생지

규격 1.225kg(35g*35ea)

규격 1.225kg (35g*35ea)

Kg :
32,395

22,000

개당 :

926

629

밀가루[밀:호주산], 통팥앙금[팥(중국산),설탕,물엿,정제소금
(국산),잔탄검], 비타민C
겹겹이 쌓인 페스츄리 속 달콤한 통팥 알갱이

규격 :

16,500

개당 :

825

소맥분, 스위트크림치즈 33.58%, 베이글믹스, 빵가루
담백하고 쫄깃한 빵의 식감과 크림치즈맛이 일품인 프레즐
②⑤⑥

오븐에 구운 동글도넛 초코바나나

규격 1.2kg(40g*30ea)

Kg :

규격 :

10

Kg :

규격 :

통단팥파이 생지

②⑤⑥

규격 1kg (50g*20ea)

Kg :

규격 :

미니 크림치즈프레즐

Kg :

규격 :

38,871

31,103

개당 :

1,111

889

소시지{돼지고기(국산,외국산)} 등], 설탕, 토마토케첩, 우유
, 베이킹파우더
탱글탱글한 소시지와 24겹으로 쌓아올려 바삭한 페스츄리, 새
콤달콤한 피자소스의 조화
①②⑤⑥⑩⑫⑯⑱

규격 :

37,125

29,700

개당 :

1,238

990

마가린{인도네시아산/식물성유지 등}, 설탕, 전란액(중국산)
, 밀가루1(밀:미국산), 코코아분말1, 코코아분말2
튀기지 않고 오븐에 구워 담백한 초코바나나 맛 도넛
①⑤⑥

본 책자는 청정원의 학교급식 권장단가이며 식자재 수급현황 및 식품위생법에 따라 함량, 가격변동, 단종될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건강생각 소시지랑떡이랑 1kg

규격 100g*10ea

건강생각 소시지랑떡이랑 600g

규격 60g*10ea

Kg :

규격 1kg(25g*40ea)

Kg :

규격 :

14,369

13,750

개당 :

1,437

1,375

우주복을 입은 찹쌀볼

Kg :

규격 :

12,279

10,175

개당 :

1,228

1,018

규격 :

24,750

19,940

개당 :

619

499

진영떡볶이[쌀(국산), 소금(국산)], 건강생각소시지[돼지고기
(국산) 91.06%, 건강생각시즈닝
건강생각 비엔나와 쫄깃한 국내산 쌀떡의 조화 (소시지 : 5무 )

진영떡볶이[쌀(국산), 소금(국산)], 건강생각소시지[돼지고기
(국산) 91.06%, 건강생각시즈닝
건강생각 비엔나와 쫄깃한 국내산 쌀떡의 조화 (소시지 : 5무)

소시지{돼지고기(지방일부사용,국산)90% 등}, 밀가루
문어모양비엔나를 찹쌀볼로 감싸 식감을 살린 담백짭쪼름찹쌀
볼

우리쌀떡 도톰 함박스테이크

우리돼지 찹쌀통등심탕수육

초록마을 21곡크림치즈롤

②⑤⑥⑩⑯⑱

규격 1kg (100g*10ea)

②⑤⑥⑩⑯⑱

규격 1kg (12~16g*60ea이상)

Kg :

규격 80g (10g*8ea)

Kg :

규격 :

19,608

11,275

개당 :

1,961

1,128

Kg :

규격 :

19,608

13,833

개당 :

327

231

돼지고기 56.92%(국내산/지방일부함유), 우리쌀호리호리떡
볶이6.43%[쌀99%(국산) 등], 진숯불갈비엑기스
두껍고 쫀득한 우리쌀떡과 아삭한 양파가 들어가 식감이 배가된
육즙가득 함박

돼지고기 55.0%(등심/국내산), 감자전분, 타피오카전분, 찹
쌀가루 0.83%(국내산)
국내산우리돼지통등심에 찹쌀피를 사용해 바삭함가득한 탕수육

초록마을 현미대롱강정

우리밀과 우리찹쌀로 만든 약과

⑤⑥⑩⑯

규격 105g (15g*7ea)*12봉

⑤⑥⑩⑯⑱

규격 840g (30g*28ea)

Kg :
2,750

2,613

개당 :

393

373

유기농현미(국내산)41.5%, 쌀조청{쌀(국내산),엿기름(겉보
리:국내산)}, 유기농설탕23.4%
현미를 뻥튀기하여 만든 달콤한 쌀강정

3,300

개당 :

413

21혼합곡물(국내산) 31.14%, 크림치즈분말[덴마크산, 치즈
분말100%]12%, 유기농설탕7.53%
21가지 친환경 국내산 곡물이 92% 함유된 부드러운 크림치즈
를 넣어 고소하고 부드러운 롤 과자
①②③⑤⑥

우리쌀카레여왕 1kg

Kg :

규격 :

23,719

18,975

개당 :

791

633

우리밀백밀가루(밀/국산), 물엿, 설탕, 찹쌀가루(찹쌀/국산)
국내산 밀, 국내산 찹쌀을 원료로한 약과
⑥

규격 :

규격 1kg

Kg :

규격 :

①②⑤⑥⑩

규격 :

14,370

개당 :
카레프리믹스M, 쌀가루(쌀:국산), 전분, 치즈분말
우리쌀 함량이 추가된 우리쌀 카레여왕
②⑤⑥⑮⑯⑱

본 책자는 청정원의 학교급식 권장단가이며 식자재 수급현황 및 식품위생법에 따라 함량, 가격변동, 단종될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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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치즈 블랙페퍼 두툼함박 1kg

규격 100g*10ea

콘치즈 블랙페퍼 두툼함박 600g

규격 60g*10ea

규격 100g*10ea

Kg :

Kg :

규격 : 18,453 13,888

규격 : 11,275

8,525

개당 : 1,128

853

개당 : 1,845

1,389

돼지고기 56.3%(국내산/지방일부사용), 스
위트콘 8.19%, 블랙페퍼데미소스 5.47%
알싸한 향이 매력적인 블랙페퍼소스에 부드
러운 치즈와 톡톡 씹히는 옥수수가 어우러진 단
짠함박
①②⑤⑥⑩⑫⑬⑮⑯

청정원 로제스파게티소스 2kg

바르게키운 쫀득 블랙페퍼함박1kg 바르게키운 쫀득 블랙페퍼함박 600g

돼지고기 56.3%(국내산/지방일부사용), 스
위트콘 8.19%, 블랙페퍼데미소스 5.47%
알싸한 향이 매력적인 블랙페퍼소스에 부드
러운 치즈와 톡톡 씹히는 옥수수가 어우러진 단
짠단짠 함박
①②⑤⑥⑩⑫⑬⑮⑯

규격 60g*10ea

Kg :

Kg :

규격 : 14,438 13,159

규격 : 8,938

8,168

개당 : 894

817

개당 : 1,444

1,316

돼지고기 59.38%(무항생제,국내산/지방
일부사용), 엄마손 쌀떡볶이, 블랙페퍼데미소
스
알싸한 향이 매력적인 블랙페퍼소스에 쫀득
한 우리쌀떡을 넣은 무항생제 두툼 함박
②⑤⑥⑩⑯⑱

미트볼소스(토마토&데미그라스)

돼지고기 59.38%(무항생제,국내산/지방
일부사용), 엄마손쌀떡볶이[쌀99%(국내산
),정제소금1%], 블랙페퍼데미소스 5.46%
알싸한 향이 매력적인 블랙페퍼소스에 쫀득
한 우리쌀떡을 넣은 무항생제 두툼 함박
②⑤⑥⑩⑫⑮⑯

쉐프원 살사소스 2kg

갈릭스테이크소스 2kg

규격 2kg

규격 2kg

규격 2kg

규격 2kg

Kg :

Kg :

Kg :

Kg :

규격 : 13,200

규격 : 11,470

규격 : 10,870

규격 : 9,630

개당 :
다이스토마토(미국산/토마토 등), 생크림,
로스티드양파, 토마토페이스트
풍부한 토마토와 국내산 생크림으로 부드럽
고 담백한 맛의 로제소스
②⑤⑥⑫⑮⑯⑱

12

개당 :
마르게리타다이스토마토 (토마토 등), 토마
토페이스트(토마토:중국산), 가공유크림, 양
파피클, 데미그라스소스, 쇠고기진국다시
토마토가 씹히는 북유럽식 미트볼 소스
②⑤⑥⑩⑫⑯⑱

개당 :
토마토케찹[토마토페이스트(외국산) 등],
필드프럼토마토, 타바스코페퍼소스
나초, 타코 등 멕시코요리에 사용가능한 토마
토의 새콤달콤한 맛이 특징인 소스
⑫⑯

개당 :
토마토케첩{과당, 토마토페이스트(중국산
) 등}, 마늘20.0% (중국산), 저감미당
토마토와 마늘이 풍부하게 첨가되어 깔끔하
게 매콤한맛의 스테이크 소스
①②③④⑥⑦⑧⑨⑪⑫

본 책자는 청정원의 학교급식 권장단가이며 식자재 수급현황 및 식품위생법에 따라 함량, 가격변동, 단종될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청정원 동물복지 청정유정란 30구

규격 52g*30ea

아워홈 냉동 통식빵 (슬라이스)

규격 1kg(24쪽)

Kg :

Kg :

규격 : 18,100 15,000

규격 : 6,188

5,088

개당 : 258

212

개당 : 603

500

100% 국내산 동물복지인증 계란
청정 동물복지인증 농장에서 마음껏 뛰어 놀
며 자란 건강한 닭이 낳은 신선하고 맛있는 청
정원 동물복지 유정란

밀가루(밀/미국,캐나다산), 설탕
자연해동하여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냉동식
빵

리얼 당근크림소스 2kg

위드그레인&시드 라운드 번

①

규격 2kg

②⑤⑥⑯

규격 2.1kg (35g*60ea)

Kg :

Kg :

규격 : 14,809

규격 : 41,250 33,688

개당 :

개당 : 688

당근(중국산), 마요네즈, 제주당근농축개
당근을 갈아 넣어 맛과 영양을 동시에 잡은 소
스
①②⑤

561

밀가루, 호밀가루, 씨앗류6%(아마씨3%,참
깨2%,해바라기씨1%), 곡물류5%(귀리플레
이크4%, 대두1%)
여러가지 곡물과 식이섬유가 함유된 미니 바
게트 롤
⑤⑥

리얼 대파크림소스 2kg

규격 2kg

Kg :
규격 :

14,809

개당 :
양파(국산), 마요네즈, 흰파(대파:국산)
대파 흰부분만을 사용하여 맛과 영양을 동시에 잡은 소스
①②⑤

본 책자는 청정원의 학교급식 권장단가이며 식자재 수급현황 및 식품위생법에 따라 함량, 가격변동, 단종될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13

다양한 카레요리를 이용해 음식으로 세계여행을 떠나보세요!

초록마을 우리아이입안애 한입돈가스

규격 1kg (약10g*±100ea)

코코넛 등심롱롱카츠 1kg

규격 1kg(21±10g * 45ea 이상)

코코넛쉬림프

규격 1kg (약 21g*48ea이상)

콘치즈 블랙페퍼 두툼함박 1kg

규격 100g*10ea

Kg :

Kg :

Kg :

Kg :

규격 : 20,556 16,445

규격 : 21,450 17,875

규격 : 26,125 25,163

규격 : 18,453 13,888

개당 : 206

164

돼지고기(국내산,무항생제)73.05%, 우리
밀빵가루(습식){밀가루(밀:국내산), 재제소
금(국내산) 등}, 우리밀밀가루(밀:국내산)
무항생제 인증 돈육과 국내산 밀가루, 빵가루
, 국내산 채소 이용
①⑥⑩

인도식마크니커리소스 2kg

개당 : 477

397

돼지고기 52.38 %(등심/국내산), 과채가공
품(코코넛 100%/필리핀산), 감자전분, 너트
맥분말
국내산 통등심에 코코넛 후레이크로 바삭함
UP
②⑤⑥⑩

우리쌀카레여왕 1kg

개당 : 544

524

화이트새우52.04 %(새우75%, 브레더, 베
터/베트남산), 효동생빵가루{고소한빵가루
(밀:외국산) 등}, 건조코코넛 4.48 %(필리핀
산)
통통한 새우에 바삭한 빵가루와 고소한 코코
넛을 묻힌 튀김
⑤⑥⑨

태국식뿌팟퐁커리소스 2kg

개당 : 1,845

1,389

돼지고기 56.3%(국내산/지방일부사용), 스
위트콘 8.19%, 블랙페퍼데미소스 5.47%
알싸한 향이 매력적인 블랙페퍼소스에 부드
러운 치즈와 톡톡 씹히는 옥수수가 어우러진 단
짠함박
①②⑤⑥⑩⑫⑬⑮⑯

콘치즈 블랙페퍼 두툼함박 600g

규격 2kg

규격 1kg

규격 2kg

Kg :

Kg :

Kg :

Kg :

규격 : 13,270

규격 : 14,370

규격 : 13,230

규격 : 11,275

8,525

개당 : 1,128

853

개당 :
다이스토마토(미국산/토마토,토마토주스 등
), 유크림(우유:국산), 닭가슴살(국산), 토마
토페이스트, 치킨엑기스1호, 카레분
토마토의 새콤달콤함과 버터, 생크림의 부드
러움맛의 인도식 커리
②⑤⑫⑮
14

개당 :
카레프리믹스M, 쌀가루(쌀:국산), 전분, 치
즈분말
우리쌀 함량이 추가된 우리쌀 카레여왕
②⑤⑥⑮⑯⑱

개당 :
유크림(우유:국산), 양파(국산), 크림드코코
넛(인도네시아산), 치킨엑기스DS, 토마토페
이스트, 토핑맛살2, 땅콩페이스트
부드럽고 달콤한 코코넛과 엘로우커리가 들어
간 태국식 커리소스
①②④⑤⑥⑧⑪⑮⑯⑱

규격 60g*10ea

돼지고기 56.3%(국내산/지방일부사용), 스
위트콘 8.19%, 블랙페퍼데미소스 5.47%
알싸한 향이 매력적인 블랙페퍼소스에 부드
러운 치즈와 톡톡 씹히는 옥수수가 어우러진 단
짠단짠 함박
①②⑤⑥⑩⑫⑬⑮⑯

본 책자는 청정원의 학교급식 권장단가이며 식자재 수급현황 및 식품위생법에 따라 함량, 가격변동, 단종될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별난 팝콘치킨

규격 1kg(10g * 95ea 이상)

규격 1kg (약 15g*65ea이상)

Kg :

Kg :

규격 : 14,850 12,375

규격 : 14,438 12,650

개당 : 156

130

닭고기 60.66 %(가슴살/국내산), 곡류가
공품, 양파분말, 양조간장, 흑후추분말
국내산 닭가슴살애 옥수수로 만든 바삭한 별
모양 크런치를 입힌 한입크기 팝콘 치킨
⑤⑥⑮⑯

바사삭고추순살치킨

초록마을 우리아이입안애 한입돈가스

규격 1kg (약30~35g*30ea이상)

규격 1kg (약10g*±100ea)

크런치통살치킨너겟

개당 : 222

195

닭고기 66.55 % (국내산), 너겟용브레딩믹
스{밀가루(밀:미국산) 등}, 치킨맛분말, 천일
염, 너겟시즈닝-엠
닭고기 순살을 그대로 살려 부드러우면서도
담백한 맛이 일품인 바삭한 고급 너겟
①②⑤⑥⑮⑯

야식이야 고추듬뿍 넣었닭

규격 1kg (20~24g*40ea이상)

야식이야 치즈시즈닝 뿌렸닭치킨

규격 치킨20~24g*38ea,시즈닝20g*2ea

Kg :

Kg :

Kg :

Kg :

규격 : 14,575 11,825

규격 : 20,556 16,445

규격 : 14,438 11,000

규격 : 16,500 12,513

개당 : 486

394

개당 : 206

닭고기 60.86 %(국산), 고추치킨용배터믹
스-ds 10.6 %{밀가루(밀/호주산,미국산) 등
}, 대두유, 고추치킨용마리네이드-ds 1.84
%
담백한 국내산 닭가슴살과 알싸한 고추의 매
콤한 맛이 잘 어우러진 순살치킨
④⑤⑥⑮

275

①②④⑤⑥⑫⑮

치즈시즈닝분말 2kg

개당 : 434

329

닭고기 60.83%, 치즈시즈닝-DS 10.18%
(치즈 0.75%)
국내산 닭가슴살을 사용한 달콤한 치즈시즈
닝과 함께 즐기는 통살치킨
①②⑤⑥⑮⑯

쉐프원 바삭콘시즈닝 1kg

규격 1kg

Kg :

Kg :
27,500

규격 :

개당 :

11,690

개당 :

체다치즈파우더, 백설탕, 레귤러치즈파우더25%
레귤러치즈파우더와 체다치즈파우더 함유
②⑤⑥

개당 : 361

닭고기 58.27%, 청양고추 3.47%
국내산 닭가슴살을 사용한 청양고추를 듬뿍
넣어 알싸하고 깔끔한 매운맛의 치킨

①⑥⑩

규격 2kg

규격 :

164

돼지고기(국내산,무항생제)73.05%, 우리
밀빵가루(습식){밀가루(밀:국내산), 재제소
금(국내산) 등}, 우리밀밀가루(밀:국내산)
무항생제 인증 돈육과 국내산 밀가루, 빵가루
, 국내산 채소 이용

고소한맛시즈닝{과자(옥분:외국산) 등}, 콘그릿츠(옥수수:외국산)
옥수수과자가 부서져있어 더욱 바삭하고 고소한 튀김용 시즈닝
②⑤⑥⑮⑯⑱

본 책자는 청정원의 학교급식 권장단가이며 식자재 수급현황 및 식품위생법에 따라 함량, 가격변동, 단종될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15

데리야끼소스담은품질인증삼치살

규격 삼치 (50g*20ea)+300g(소스)

데리야끼소스담은품질인증고등어살

규격 원물(50g*20ea)+소스300g

Kg :

Kg :

규격 :

24,488

24,000

개당 :

1,224

1,200

삼치 100%(국내산), 데리야끼소스
품질인증 삼치 가시를 99% 제거하고 먹기 좋은 크기로 절단한 제품 (소스 IN-PACK)
⑤⑥

청정원 동물복지 청정유정란 30구

규격 52g*30ea

쉐프원 하이통통새우튀김

규격 300g(30g*10ea)

규격 :

22,188

21,063

개당 :

1,109

1,053

고등어 100%(국산), 데리야끼소스
품질인증 고등어 가시를 99% 제거하고 먹기 좋은 크기로 절단한 제품 (소스 IN-PACK)
⑤⑥⑦

얼그레이 초코 다쿠아즈

규격 600g(20g*30ea)

복음자리 유자차 620g

규격 620g

Kg :

Kg :

Kg :

Kg :

규격 : 18,100 15,000

규격 : 10,038

규격 : 34,980 29,975

규격 : 8,291

개당 : 603

500

100% 국내산 동물복지인증 계란
청정 동물복지인증 농장에서 마음껏 뛰어 놀
며 자란 건강한 닭이 낳은 신선하고 맛있는 청
정원 동물복지 유정란
①

16

개당 : 1,004
흰다리새우 65 %, 배터믹스{소맥분(밀) 등
}, 노란빵가루{소맥분(밀), 비타민C 등}, 흰빵
가루{소맥분(밀), 비타민C 등}, 영양강화제
탱탱한 통새우에 고급 생빵가루로 옷을 힙힌
새우튀김
⑥⑨

개당 : 1,166

999

난백액(22.6%) , 백설탕(16.26%), 아몬드
분말(15.21%), 땅콩분말(0.98%) , 침출차
[얼그레이티](0.06%)
고소한 풍미, 폭신 쫀득하며, 얼그레이 티와
크림치즈를 첨가해 진한 초코맛

개당 :
당침유자 80%[유자50%(국산),설탕], 당
침배 6.25%[배79.95%(국산), 설탕, 비타민
C]
친환경 국산 유자와 배로 만든 유자차

①②⑤⑥

본 책자는 청정원의 학교급식 권장단가이며 식자재 수급현황 및 식품위생법에 따라 함량, 가격변동, 단종될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고기없이 더맛있는 치즈함박

규격 850g(85g*10ea)

고기없이 더맛있는 너비아니

규격 1kg (42~43g*24ea)

Kg :

Kg :

규격 : 14,479 11,900

규격 : 17,133

14,685

개당 : 714

612

개당 : 1,448

1,190

양파(국산), 두부{대두(외국산) 등}, 하이멜
트치즈{자연치즈(체다치즈:외국산), 감자전
분가공품 등}, 락토산크림치즈분말, 곤약분말
치즈가 콕콕 박혀 부드러운 풍미를 살린 고기
없이도 맛있게 즐기는 함박
①②⑤⑥⑬

미트제로 감자샐러드군만두

규격 1kg (약 30g*30ea 이상)

고기없이 더맛있는 별난너겟

규격 1kg (20g±1g * 49ea±2ea)

오븐에 구워먹는 왕새우탕수

규격 1kg (25~31g*35ea±5ea)

Kg :

Kg :

규격 : 15,813 13,475

규격 : 28,875 24,750

개당 : 323

275

개당 : 825

707

두부{대두(외국산) 등}, 향미유1, 난백분말
, 곤약분말, 참깨향분말
두부와 콩을 사용하여 고기 없이도 맛있게 즐
기는 너비아니

카놀라유, 옥수수빵가루, 두류가공품(8.67
%), 두부(3.22%) 등
고기가 들어있지 않은 제로미트 제품으로 별
크런치를 입혀 바삭함을 살린 한입 형 너겟

새우살(수입산) 61.54%
튀김조리는 물론 오븐조리까지 가능한 편리한
왕새우 탕수

미트제로 토마토치즈군만두

별미소스인 어향가지튀김 1kg

건강가득 쏘이탕수

①②⑤⑥⑬

규격 1kg (약 30g*30ea 이상)

⑤⑥

규격 13~21g*35ea이상 (소스 250g)

⑤⑨

규격 1kg (9~13g*90ea±10ea)

Kg :

Kg :

Kg :

Kg :

규격 : 12,650 12,238

규격 : 11,825 11,413

규격 : 15,400 12,100

규격 : 10,313 8,663

개당 : 422

408

개당 : 394

380

밀가루(밀:미국산, 호주산), 감자(중국산),
양배추(국산), 스위트콘, 당근, 통감자후레이
크(감자:미국산), 설탕
부드럽고 고소한 맛을 살린 감자샐러드맛 소
에 아삭함을 살린 채식군만두

밀가루(밀:미국산, 호주산), 자연치즈, 미니
새송이버섯(국산), 스위트콘
토마토소스와 치즈, 야채를 듬뿍 넣어 풍부한
피자맛을 느낄 수 있는 채식군만두

통째로 으깬 감자 커틀렛

알감자꼬치

⑤⑥

규격 900g (45g*20ea)

②⑤⑥⑫

개당 : 440

346

리얼 대파크림소스 2kg

리얼 당근크림소스 2kg

⑤⑥

규격 2kg

규격 2kg

Kg :

Kg :

Kg :

Kg :

규격 : 14,520 8,938

규격 : 12,375 10,588

규격 : 14,809

규격 : 14,809

개당 : 726

447

감자 44.18%(국내산), 독일파인빵가루, 건
조감자플레이크2.24%, 모짜렐라치즈
통감자를 통째로 넣어 식감이 좋은 커틀렛
②⑤⑥

개당 : 619

529

감자 70%(중국), 빵가루 20%
통감자에 바삭한 빵가루를 입혀 귀여운 눈사
람 모양이 된 겉빠속촉 알감자꼬치
⑤⑥

96

백태(국내산)14.74%, 두부 17.76%(대두
100% )
담백하고 고소한 맛을 살린 건강 가득한 콩탕
수육

①②⑤⑥⑮⑯⑱

규격 1kg (50g*20ea)

개당 : 115

가지(국내산), 소스{물엿, 설탕, 청피망(국내
산), 홍고추 등}, 바삭탕수육가루[전분가공품
등], 밀가루
칼슘이 풍부한 바삭한 가지튀김에 감칠맛 특
제소스를 뿌려먹는 특식 가지 튀김

개당 :
양파(국산), 마요네즈, 흰파(대파:국산)
대파 흰부분만을 사용하여 맛과 영양을 동시
에 잡은 소스
①②⑤

개당 :
당근(중국산), 마요네즈, 제주당근농축개
당근을 갈아 넣어 맛과 영양을 동시에 잡은 소
스
①②⑤

본 책자는 청정원의 학교급식 권장단가이며 식자재 수급현황 및 식품위생법에 따라 함량, 가격변동, 단종될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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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불맛 직화 머쉬룸 떡갈비

규격 900g (90g*10ea)

정통함박스테이크 950g

규격 95g*10ea

Kg :
13,750

11,550

개당 :

1,375

1,155

돼지고기 {국산/갈비살, 후지, 돈지방}, 표고버섯(중국산), 소
갈비양념{양조간장(천일염 : 호주산), 무 (국산)}, 배퓨레, 생강
분말
사이즈가 커지고 고기씹는 식감이 살아있는 불맛을 살린 떡갈비
⑤⑥⑩⑯⑱

가슴살치킨텐더

규격 :

13,750

11,963

개당 :

1,375

1,196

돼지고기 62%(지방일부사용, 국산), 양파(국산), 우유(원유
:국산), 넛맥파우더, 카라멜색소, 적양배추색소, 치자황색소
육즙큐브가 들어가 입안가득 육즙이 풍부한 함박스테이크
②⑤⑥⑩⑯

17,875

14,575

개당 :

745

607

닭고기(안심/국내산) 58.55 %, 밀가루(밀:미국산, 호주산),
옥수수가루(옥수수:외국산)}
국내산 닭고기 안심살을 사용한 담백하고 부드러운 맛의 텐더
①⑤⑥⑫⑮⑯

규격 :

18,700

18,150

개당 :

1,870

1,815

24,750

개당 :

825

707

새우살(수입산) 61.54%
튀김조리는 물론 오븐조리까지 가능한 편리한 왕새우 탕수

1,169

화이트크런치 대만식지파이 Mild 900g

규격 :

19,250

16,500

개당 :

1,283

1,100

단밤 율란 두툼떡갈비 1kg

먹물 뿜은 오징어블랙함박스테이크 1kg

Kg :

규격 :

15,813

11,825

개당 :

1,581

1,183

돼지고기(국산/갈비살, 후지, 돈지방), 양파(국산), 밤감로자
{당침밤(중국산:밤, 설탕), 치자황색소, 비타민C 등}, 냉동물밤
밤을 넣어 달콤함과 아삭한 식감이 뛰어난 율란 떡갈비
②⑤⑥⑩⑯

②⑤⑥⑮

규격 100g*10ea

Kg :
28,875

1,306

닭고기 51.21%(국내산/닭가슴살), 크런치파우더 13.79% {
중국산/타피오카전분, 포도당 등}, 순살용배터믹스G
매운맛이 Down된 부드럽고 바삭한 마일드 대만식지파이

규격 100g*10ea

규격 :

개당 :

닭고기(국산), 돼지고기(지방일부사용, 국산), 숯불구이소스{
고추장(밀:미국,호주산) 등}, 매운불소스
닭고기와 돼지고기를 넓고 얇게 펴서 저며 부드러운 식감이 일품
인 직화 불맛의 구이

닭고기 54.95%(국내산/닭가슴살), 크런치파우더13.51%{중
국산/타피오카전분 등}, 핫마리네이드-GT
지파이 전용 크런치 파우더에 국내산 닭고기를 튀겨내어 바삭함
을 더한 지파이

오븐에 구워먹는 왕새우탕수

Kg :

11,688

Kg :

②⑤⑥⑮

규격 1kg (25~31g*35ea±5ea)

13,063

규격 60g*15ea

Kg :

규격 :

규격 :

②⑤⑥⑩⑫⑮⑯

규격 110g*10ea

Kg :

18

Kg :

화이트크런치 대만식지파이 1.1kg

규격 1kg (약 38~42g*24ea)

⑤⑨

규격 1kg (100g*10ea)

Kg :

규격 :

리얼불맛 매콤닭불구이

규격 :

13,750

11,688

개당 :

1,375

1,169

돼지고기(지방일부사용, 국산), 양파(국산), 오징어다이스(외
국산:페루, 칠레, 중국 등), 오징어먹물색소
오징어를 넣어 쫄깃쫄깃하며 먹물을 사용한 이색 블랙함박스테
이크
②⑤⑥⑩⑯⑰

본 책자는 청정원의 학교급식 권장단가이며 식자재 수급현황 및 식품위생법에 따라 함량, 가격변동, 단종될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아이스 쿠키앤크림

아이스 딸기바나나

규격 50g*40ea

규격 2kg (50g*40ea)

Kg :

규격 130ml*35ea

Kg :

규격 :

35,750

32,313

개당 :

894

808

Kg :

규격 :

44,440

35,544

개당 :

1,111

889

설탕, 물엿, 코코넛오일, 식물성크림, 혼합분유, 쿠키파우더
버터함량이 높아 진하고 부드러운 컵타입의 쿠키앤 크림 아이스
크림 (아이스박스)

설탕, 물엿, 식물성크림{물엿, 야자정제유(야자유:외국산) 등
}, 바나나퓨레(바나나:필리핀산), 딸기퓨레(딸기:국산)
딸기, 바나나 캐릭터가 귀여운 샤베트 (아이스박스)

베스트코 냉동망고다이스 1kg

화이트슈

②⑤⑥

규격 6~7g*140~160ea

②

규격 600g (18.75g*32ea)

Kg :
6,188

5,775

개당 :
망고 100%
수확시기 원물을 두번 후숙하여 급속냉동함, 평균 당도가 높은
편(13brix이상)

19,250

개당 :

550

메론시럽, 메론향
빙그레 튜브 아이스크림
②

초코슈

Kg :

규격 :

12,320

개당 :

385

카스타드{우유(국산), 물엿, 백설탕 등}, 전란액(국산)
화이트크림이 듬뿍 들어있어 부드러운 화이트슈
①②⑤⑥⑯

Dole 후룻팝 (파인)

규격 :

규격 600g (18.8g*32ea)

Kg :

규격 :

빙그레 올때메로나 튜브

규격 :

12,320

개당 :

385

초콜렛카스타드{백설탕, 초콜릿(싱가포르산) 등}, 전란액(국
산), 밀가루
초코크림이 듬뿍 들어있어 부드러운 초코슈
①②⑤⑥⑯

Dole 후룻팝 (망고)

Dole 후룻팝 (오렌지)

※후룻팝 3종은 상온제품입니다 ※냉동상태 배송을 원하시면, 납품업체와 미리 상의해주세요!
규격 62ml*8ea

규격 62ml*8ea

Kg :

규격 62ml*8ea

Kg :

규격 :

5,610

4,758

개당 :

701

595

파인애플농축액 21%(배합 함량 100% / 필리핀산), 프락토
올리고당, 비타민C, 펙틴, 천연향료(파인애플향)
2in1형태(바로 먹거나 냉동 후 섭취)로 즐기는 100% 과즙주스

Kg :

규격 :

5,610

4,758

개당 :

701

595

망고농축액 12%(배합 함량 100% / 인도산), 파인애플농축
액 8.5%, 배농축액 4.4%, 백포도농축액 2.2%, 천연향료(망
고향), 비타민C
2in1형태(바로 먹거나 냉동 후 섭취)로 즐기는 100% 과즙주스

규격 :

5,610

4,758

개당 :

701

595

파인애플농축액 7.4%(배합 함량 100% / 필리핀산), 오렌지
농축액 5%, 감귤농축액3%, 배농축액3%, 천연향료(오렌지향
), 비타민C
2in1형태(바로 먹거나 냉동 후 섭취)로 즐기는 100% 과즙주스

본 책자는 청정원의 학교급식 권장단가이며 식자재 수급현황 및 식품위생법에 따라 함량, 가격변동, 단종될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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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7일까지 신청

별난 팝콘치킨

규격 1kg(10g * 95ea 이상)

파닭파닭(닭가슴살)1kg

규격 1kg(33±5g*27ea 이상)

초록마을 우리아이입안애 한입돈가스

규격 1kg (약10g*±100ea)

크런치통살치킨너겟

규격 1kg (약 15g*65ea이상)

Kg :

Kg :

Kg :

Kg :

규격 : 14,850 12,375

규격 : 17,875 15,125

규격 : 20,556 16,445

규격 : 14,438 12,650

개당 : 156

130

닭고기 60.66 %(가슴살/국내산), 곡류가
공품, 양파분말, 양조간장, 흑후추분말
국내산 닭가슴살애 옥수수로 만든 바삭한 별
모양 크런치를 입힌 한입크기 팝콘 치킨
⑤⑥⑮⑯

생과일을 갈아넣은 청포도베이스

개당 : 662

560

닭가슴살 58.13%(국내산),건파슬리(네덜
란드산),건파 후레이크(중국산)
담백한 국내산 닭다리살에 파&파슬리 튀김
옷으로 특별함을 입힌 이색 치킨
⑤⑥⑮

개당 : 206

164

돼지고기(국내산,무항생제)73.05%, 우리
밀빵가루(습식){밀가루(밀:국내산), 재제소
금(국내산) 등}, 우리밀밀가루(밀:국내산)
무항생제 인증 돈육과 국내산 밀가루, 빵가루
, 국내산 채소 이용
①⑥⑩

개당 : 222

①②⑤⑥⑮⑯

생과일을 갈아만든 자몽베이스 생과일을갈아만든 블러드오렌지베이스 생과일을 갈아넣은 레몬베이스

규격 1.8kg

규격 1.8kg

규격 1.8kg

규격 1.8kg

Kg :

Kg :

Kg :

Kg :

규격 : 22,000

규격 : 22,000

규격 : 22,000 20,900

규격 : 22,000

개당 :
청포도과육25%(냉동청포도100%/외국산
:터키산 등), 청포도농축액11.5%(냉동청포도
농축액100%/칠레산), 비타민C
생청포도 원물이 살아있어 비타민C가 가득한
제품

20

195

닭고기 66.55 % (국내산), 너겟용브레딩믹
스{밀가루(밀:미국산) 등}, 치킨맛분말, 천일
염, 너겟시즈닝-엠
닭고기 순살을 그대로 살려 부드러우면서도
담백한 맛이 일품인 바삭한 고급 너겟

개당 :
홍자몽펄프25%(홍자몽100%/미국산), 자
몽과육15%(자몽100%/터키산), 자몽농축액
10%(자몽과즙농축액100%/미국산), 비타
민C
생자몽 원물이 살아있어 비타민C 가득

개당 :
오렌지과육27%(오렌지100%/외국산:터키
산 등), 오렌지펄프셀11%(미국산), 블러드오
렌지농축액10%(스페인산), 비타민C
스페인산 생블러드오렌지 원물이 살아있어
비타민C가 가득한 제품

개당 :
레몬펄프셀25%(레몬100%/아르헨티나산
), 레몬과육8%(외국산:미국산 등), 레몬과즙
농축액5%(아르헨티나산), 비타민C
생레몬 원물이 살아있어 비타민C가 가득

본 책자는 청정원의 학교급식 권장단가이며 식자재 수급현황 및 식품위생법에 따라 함량, 가격변동, 단종될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코코넛 등심롱롱카츠 1kg

별난 팝콘치킨

규격 1kg(21±10g * 45ea 이상)

규격 1kg(10g * 95ea 이상)

Kg :

Kg :

규격 :

21,450

17,875

개당 :

477

397

돼지고기 52.38 %(등심/국내산), 과채가공품(코코넛 100%/필리핀산), 감자전분, 너트맥분말
국내산 통등심에 코코넛 후레이크로 바삭함 UP
②⑤⑥⑩

마카롱 샤인머스캣

규격 750g(25g*30ea)

미니핫도그번

규격 324g (27g*12ea)

Kg :

Kg :

규격 : 48,235 38,596

규격 : 4,950

4,538

개당 : 413

378

개당 : 1,608

1,287

아몬드분말(아몬드:미국산), 프룻스타샤인
머스캣베이스(포도:국산,청포도:칠레산,샤인
머스캣:국산), 청포도리플잼(중국산)
상큼한 샤인머스켓 잼 필링에 요거트파우더
를 첨가하여 한층 더 새콤달콤 마카롱
①②

신라빵용가루S 61.09%{밀가루(미국,캐나
다산) 등}, 백설탕 11.54% , 마가린 7.47%,
전란액(국산) 6.79%, 박력밀가루(밀:미국
산)
소시지와 결합 가능한 핫도그 빵 (반절 커팅)
①②⑤⑥

규격 :

14,850

12,375

개당 :

156

130

닭고기 60.66 %(가슴살/국내산), 곡류가공품, 양파분말, 양조간장, 흑후추분말
국내산 닭가슴살애 옥수수로 만든 바삭한 별모양 크런치를 입힌 한입크기 팝콘 치킨
⑤⑥⑮⑯

쉐프원허니머스타드드레싱 2kg

쉐프원 크리미양파드레싱 2kg

규격 2kg

규격 2kg

Kg :

Kg :

규격 : 7,840

규격 : 10,730

개당 :
조제겨자(증류식초, 겨자씨, 강황 등), 대두
유{콩기름(외국산) 등}, 발효식초, 난황액, 천
연향신료, 아카시아꿀(국내산), 겨자향오일
아카시아 꿀(국산) 0.2% , 조제겨자 11.5%
첨가
①⑤

개당 :
양파(국산), 마요네즈[대두유(외국산), 난황
액(국산) 등], 발효식초[옥분(옥수수:외국산
) 등], 과채주스, 가공유크림(독일산)
국내산 양파와 휘핑크림의 부드러운 맛의 조
화
①②⑤⑬

본 책자는 청정원의 학교급식 권장단가이며 식자재 수급현황 및 식품위생법에 따라 함량, 가격변동, 단종될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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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롱 얼그레이밀크티

규격 750g(25g*30ea)

마카롱 바닐라카라멜

규격 750g(25g*30ea)

스트로베리 다쿠아즈

규격 600g(20g*30ea)

얼그레이 초코 다쿠아즈

규격 600g(20g*30ea)

Kg :

Kg :

Kg :

Kg :

규격 : 48,235 38,596

규격 : 48,235 38,596

규격 : 34,980 29,975

규격 : 34,980 29,975

개당 : 1,608

1,287

계란(국산), 아몬드분말(아몬드:미국산), 우
유(원유:국산), 얼그레이티(아랍에미리트)
향긋한 베르가못향과 밀크티 특유의 풍미를
필링,카라멜 드리즐을 추가, 진한 밀크티 특유
의맛
①②

달콤한입 우유마카롱

규격 500g(16.5g*30ea)

개당 : 1,608

1,287

개당 : 1,166

999

개당 : 1,166

999

슈가파우더(설탕,옥수수전분), 아몬드분말
(아몬드:미국산), 바닐라빈(마다가스카르산
) 0.25%
마다가스카르산 바닐라빈을 사용한 풍미 깊
은 필링에 카라멜드리즐을 추가한 바닐라카라
멜 마카롱

난백액 22.6%, 백설탕 16.26%, 아몬드분
말 15.21% , 딸기레진 2.49%[설탕,물엿,딸
기농축액5%(딸기100%(국내산)
고소한 풍미, 폭신하며 쫀득함 크림치즈를 첨
가, 촉촉하고 상큼한 딸기맛

난백액(22.6%) , 백설탕(16.26%), 아몬드
분말(15.21%), 땅콩분말(0.98%) , 침출차
[얼그레이티](0.06%)
고소한 풍미, 폭신 쫀득하며, 얼그레이 티와
크림치즈를 첨가해 진한 초코맛

리얼 블루베리 마카롱 (개별포장)

쿠쿠돼지 쿠앤크 마카롱 (개별포장)

파스키에 에그타르트

①②

규격 569g(23.7g*24ea)

①②④⑤⑥⑬

규격 569g (23.7g*24ea)

①②⑤⑥

규격 750g (75g*10ea)

Kg :

Kg :

Kg :

Kg :

규격 : 28,875 28,188

규격 : 33,000 30,250

규격 : 33,000 30,250

규격 : 16,500 12,375

개당 : 963

940

개당 : 1,375

1,260

아몬드분말[아몬드(미국산), 밀가루(밀:미
국산), 난백액(국산), 우유(국산/원유100%
) 2.2% 등] 0.7%
국산 원유가 함유된 선명한 색상 부드럽고 달
콤한 마카롱

아몬드분말[아몬드(미국산)], 당적블루베리
[블루베리77.2%(칠레산),기타과당]8%, 냉
동블루베리(칠레산) 1.7%
블루베리가 들어있는 필링의 뚱카롱

미니 소시지페스츄리 생지

통단팥파이 생지

①②⑥⑬

규격 1.225kg (35g*35ea)

①②⑥

규격 1.225kg(35g*35ea)

개당 : 1,375

1,260

쇼트닝{팜유(말레이시아산), 팜올레인유(말
레이시아산)}, 코코아분말(미국산), 아몬드분
말[아몬드(미국산), 밀가루(밀:미국산)
쿠앤크 필링이 들어있는 뚱카롱
①②⑤⑥

개당 : 1,650

1,238

환원전지분유, 밀가루, 설탕, 식물성지방, 계
란
프랑스식 에그타르트 플랑 파리지엥로 버터
가 들어간 파이위에, 커스터드크림이 듬뿍들어
간 프랑스식 타르트.
①②⑥

달콤한입 리얼치즈미니롤케익

규격 750g (25g*30ea)

달콤한입 호랑이미니롤케익

규격 900g (30g*30ea)

Kg :

Kg :

Kg :

Kg :

규격 : 38,871 31,103

규격 : 32,395 22,000

규격 : 41,250 25,163

규격 : 41,250 25,163

개당 : 1,111

889

소시지{돼지고기(국산,외국산)} 등], 설탕,
토마토케첩, 우유, 베이킹파우더
탱글탱글한 소시지와 24겹으로 쌓아올려 바
삭한 페스츄리, 새콤달콤한 피자소스의 조화
①②⑤⑥⑩⑫⑯⑱

22

개당 : 926

629

밀가루[밀:호주산], 통팥앙금[팥(중국산),설
탕,물엿,정제소금(국산),잔탄검], 비타민C
겹겹이 쌓인 페스츄리 속 달콤한 통팥 알갱이
②⑤⑥

개당 : 1,375

839

난백액(국산), 난황액(국산), 끼리크림치즈
11.9% (프랑스산/자연치즈,유크림,유단백질
,소금,메타인산나트륨)
끼리치즈가 들어간 달콤한 한입 미니 롤케익
①②⑤⑥

개당 : 1,375

839

식물성크림(프랑스산/버터밀크,식물성유지
,경화팜핵유,유화제), 기타잼{설탕,홍시(국내
산),난백액(국산), 전란액
홍시잼이 들어간 달콤한 한입 미니 롤케익
①②⑤⑥

본 책자는 청정원의 학교급식 권장단가이며 식자재 수급현황 및 식품위생법에 따라 함량, 가격변동, 단종될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데코 사인판(초콜릿)

규격 68g(1.7g*40ea)

손하트데코사인판(초콜릿)

규격 32g(0.8gX40ea)

우주복을 입은 찹쌀볼

규격 1kg(25g*40ea)

콘치즈리치부어스트

규격 930g(19g~20g * 45~50ea)

Kg :

Kg :

Kg :

Kg :

규격 : 12,691 10,161

규격 : 12,691 11,688

규격 : 24,750 19,940

규격 : 13,186

개당 : 317

254

개당 : 317

292

개당 : 619

499

기타코코아가공품[설탕, 가공유지(말레이
시아산), 혼합전지분유(네덜란드산), 혼합탈
지분유,유청], 유화제
귀여운 호랑이 디자인으로 타르트, 베이커리
등에 장식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제품

기타코코아가공품[설탕, 가공유지(말레이
시아산), 혼합전지분유(네덜란드산), 혼합탈
지분유,유청]
귀여운 손하트 디자인으로 5월 가정의 달 감
사함을 표현 할 수 있는 데코 사인판

소시지{돼지고기(지방일부사용,국산)90%
등}, 밀가루
문어모양비엔나를 찹쌀볼로 감싸 식감을 살
린 담백짭쪼름찹쌀볼

코코넛 등심롱롱카츠 1kg

별난 팝콘치킨

치즈폭탄 크리스피핫도그

②⑤

규격 1kg(21±10g * 45ea 이상)

②⑤

규격 1kg(10g * 95ea 이상)

①②⑤⑥⑩

개당 : 293
돼지고기(지방일부사용,국산), 옥수수(스페
인산), 하이멜트치즈{체다치즈(외국산)}, 치
즈복합시즈닝-3, 햄스파이스디비, 비타민C
달콤한 옥수수와 고소한체다치즈듬뿍 들어있
는 육즙가득 소시지
①②⑤⑩⑯

규격 600g(50g*12ea)

파닭파닭(닭가슴살)1kg

규격 1kg(33±5g*27ea 이상)

Kg :

Kg :

Kg :

Kg :

규격 : 21,450 17,875

규격 : 14,850 12,375

규격 : 15,263 11,550

규격 : 17,875 15,125

개당 : 477

397

개당 : 156

130

개당 : 1,272

963

개당 : 662

560

돼지고기 52.38 %(등심/국내산), 과채가공
품(코코넛 100%/필리핀산), 감자전분, 너트
맥분말
국내산 통등심에 코코넛 후레이크로 바삭함
UP

닭고기 60.66 %(가슴살/국내산), 곡류가
공품, 양파분말, 양조간장, 흑후추분말
국내산 닭가슴살애 옥수수로 만든 바삭한 별
모양 크런치를 입힌 한입크기 팝콘 치킨

가공치즈{자연치즈(모짜렐라: 외국산) 등}
, 난백액, 로스티드분태믹스
부드럽고 바삭한 도우반죽에 100% 자연치
즈만 넣어 만든 제로미트 프리미엄 핫도그

닭가슴살 58.13%(국내산),건파슬리(네덜
란드산),건파 후레이크(중국산)
담백한 국내산 닭다리살에 파&파슬리 튀김
옷으로 특별함을 입힌 이색 치킨

치킨직화완자

멘보샤

청정원 블랙폭립

데리야끼 통삼겹

②⑤⑥⑩

규격 1kg(14~16g*67±4ea)

Kg :
규격 : 17,105

12,925

개당 : 255

193

닭고기 53.76%(국산), 돈지방 7.68%(국
산)
단짠단짠 소스를 입혀 오븐에 구워내 불맛을
살린 치킨직화완자
⑤⑥⑩⑮⑯

⑤⑥⑮⑯

규격 600g(25g*24ea)

①②⑤⑥

규격 1kg (50g * 20ea)

⑤⑥⑮

규격 1kg

Kg :

Kg :

Kg :

규격 : 15,540

규격 : 35,750 30,250

규격 : 33,000 30,250

개당 : 648
빵류{밀가루, 옥수수전분(유전자변형 옥수
수 포함가능성 있음) 등}, 새우믹스 40%
식빵 사이에 다진 새우를 넣고 만든 수제 멘보
샤
⑥⑨

개당 : 1,788

1,513

돼지갈비(외국산:스페인 등), 트러플블랙폭
립소스, 토마토케첩
트러플블랙폭립소소 만들어 달콤하고 부드러
운 풍미가 일품인 새로운 블랙 폭립
②⑤⑥⑩⑫⑯⑰

개당 :
돼지삼겹살 64%(스페인산), 순한데리야끼
소스20%
달콤짭잘한 데리야끼소스를 통삼겹살에 버무
린 제품
②⑤⑥⑩⑫⑯

본 책자는 청정원의 학교급식 권장단가이며 식자재 수급현황 및 식품위생법에 따라 함량, 가격변동, 단종될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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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짝반짝 샤인머스켓

동글동글 한라봉

사과랑 식이섬유

올바른 유기농 오렌지

샤인머스켓농축액(국산), 청포도농축액 (칠레산
), 비타민B2, 비타믹스[비타민C 등], 유산균혼합
분말12종(대만산)

한라봉농축액(제주산), 오렌지농축액 (멕시코산
), 비타민B2, 비타민C, 비오틴, 비타민B12, 유산
균혼합분말12종(대만산) 등

사과농축액(사과:국산), 설탕, 사과산, 효소처리
스테비아, 비타민B1염산염

유기농 오렌지 농축액 18.16%(멕시코산), 유기
농설탕 2.31%

올바른 유기농 파인사과

워터젤리 망고 100ml

레몬 워터젤리 100g

몽글몽글복숭아알갱이에이드

유기농사과주스농축액(유기농사과100%/터키
산), 유기농파인애플농축액(유기농 파인애플100
%/영국산), 비타민C

망고농축퓨레(망고100%/이스라엘산), 비타민
C

정백당, 액상과당, 올리고당, 레몬농축액2.5%,
레몬향 0.55%, 비타민C

무가당냉동복숭아3%, 복숭아농축액 1.6%, 비타
민C

깔라만시레몬에이드 100ml

리치에이드 80ml

초록마을 제주감귤

초록마을 제주감귤과채소

깔라만시주스농축액(깔라만시 100%, 베트남)
, 레몬주스농축액 (레몬 100%, 이스라엘산), 천연
향료(깔라만시향)

올리고당, 리치농축액 1.8%(리치 100%/중국산
), 비타민C

무농약감귤농축액(감귤과즙50%,제주산)7.5%
, 유기농설탕8.34%, 비타민C 0.1%

무농약감귤농축액(감귤과즙 30%,제주산), 무농
약당근농축액(당근즙 18.5%,제주산), 무농약양배
추착즙액(제주산)0.5%, 비타민C

②⑤

개당 :

개당 :

개당 :

864

1,141

568

692

877

454

초록마을 우리아이입안애사과당근
유기농설탕6.5%, 당근농축액{배합함량100%(당
근:국내산)}6.5%, 사과농축액{배합함량100%(
사과:국내산)}6%, 비타민C

개당 :

24

1,195

1,134

②⑤

개당 :

개당 :

개당 :

864

825

619

692

660

495

개당 :

개당 :

개당 :

945

825

990

756

개당 :

1,141

877

⑪

660

963

개당 :

개당 :

568

990

454

963

초록마을 우리아이입안애딸기

초록마을 통째로짜낸 오렌지

초록마을 통째로짜낸 사과

유기농설탕11%, 딸기퓨레{(딸기:국내산)100%}
8%, 딸기농축액{배합함량100%(딸기:국내산)}
3.5%, 비타민C

유기농오렌지착즙액(그리스산) , 비타민C

사과(국내산) 99.9%, 비타민C

개당 :

1,195

1,134

개당 :

1,994

1,925

본 책자는 청정원의 학교급식 권장단가이며 식자재 수급현황 및 식품위생법에 따라 함량, 가격변동, 단종될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개당 :

1,994

1,925

②⑤⑥⑩

(단순매입)

①②⑤⑥⑮

②⑥⑩

②⑤⑥⑮

바사삭 통통등심 황금카츠1kg

쉐프원 닭가슴살치킨까스 1.3kg

통모짜치즈 블럭돈까스

화이트크런치 대만식지파이 1.1kg

국내산 돼지고기 통등심을 그대로 사용하여 만든 바삭한 식
감의 통등심 돈까스
돼지고기(등심:국산)53.5%, 기타가공품{곡류가공품[밀가
루(밀:미국산,캐나다산),활성글루텐], 옥수수전분 등}

닭고기 가슴살과 생빵가루로 만들어 바삭함과 담백한 맛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순살 치킨까스
닭고기 58.22 %(국내산 가슴살 100 %), 효동생빵가루{고
소한생빵가루(밀:외국산) 등}, 치킨까스씨즈닝, 마늘분말

국내산 돼지등심에 통모짜렐라 치즈블럭을 넣어 고소하면서
도 담백한 치즈돈까스
돼지고기 50.0%(국내산 등심/지방일부사용), 모짜렐라치즈
20.0%

지파이 전용 크런치 파우더에 국내산 닭고기를 튀겨내어 바
삭함을 더한 지파이
닭고기 54.95%(국내산/닭가슴살), 크런치파우더13.51%{
중국산/타피오카전분 등}, 핫마리네이드-GT

1kg (100g*10ea)

규격 : 12,375 11,825
개당 : 1,238 1,183

⑤⑥⑩

130g*10ea

규격 : 15,400 14,720
개당 : 1,540 1,472

②⑤⑥⑩⑯⑱

1kg (100g*10ea)

110g*10ea

규격 : 18,563 16,500
개당 : 1,856 1,650

규격 : 18,700 18,150
개당 : 1,870 1,815

②⑤⑥⑩⑯

⑤⑥⑩⑯

무항생제 두툼 등심돈카츠 600g

바르게키운 쫀득 블랙페퍼함박1kg

정통함박스테이크 950g

우리쌀떡 도톰 함박스테이크

무항생제 돈육 (덩어리육)을 사용해 씹힘성이 높아진 수제
느낌 가득한 돈까스
무항생제 돼지고기 54.86 %(국내산/등심60.01 %, 후지3
9.99 %), 고소한생빵가루{밀가루(밀: 미국, 캐나다산)등}

알싸한 향이 매력적인 블랙페퍼소스에 쫀득한 우리쌀떡을
넣은 무항생제 두툼 함박
돼지고기 59.38%(무항생제,국내산/지방일부사용), 엄마손
쌀떡볶이, 블랙페퍼데미소스

육즙큐브가 들어가 입안가득 육즙이 풍부한 함박스테이크
돼지고기 62%(지방일부사용, 국산), 양파(국산), 우유(원유
:국산), 넛맥파우더, 카라멜색소, 적양배추색소, 치자황색소

두껍고 쫀득한 우리쌀떡과 아삭한 양파가 들어가 식감이 배
가된 육즙가득 함박
돼지고기 56.92%(국내산/지방일부함유), 우리쌀호리호리
떡볶이6.43%[쌀99%(국산) 등], 진숯불갈비엑기스

60g*10ea

규격 : 9,350 8,113
개당 : 935 811

⑤⑥⑩⑮⑯

100g*10ea

규격 : 14,438 13,159
개당 : 1,444 1,316

①②⑤⑥⑩⑮⑯⑱

95g*10ea

1kg (100g*10ea)

규격 : 13,750 11,963
개당 : 1,375 1,196

②⑤⑥⑩⑫⑮⑯

규격 : 19,608 11,275
개당 : 1,961 1,128

⑤⑥⑩⑫⑯

치킨직화완자

치즈콕콕 언양식 반달 불고기 1kg

리얼불맛 매콤닭불구이

뼈없는 소스촉촉 미니바베큐 800g

단짠단짠 소스를 입혀 오븐에 구워내 불맛을 살린 치킨직화
완자
닭고기 53.76%(국산), 돈지방 7.68%(국산)

체다치즈가 콕콕 박힌 직화로 구워낸 언양식 반달불고기
돼지고기 68.50 %(지방일부사용, 국산), 하이멜트치즈 7.6
0 %{자연치즈 70% (체다치즈:외국산), 감자전분가공품 등}

닭고기와 돼지고기를 넓고 얇게 펴서 저며 부드러운 식감이
일품인 직화 불맛의 구이
닭고기(국산), 돼지고기(지방일부사용, 국산), 숯불구이소스
{고추장(밀:미국,호주산) 등}, 매운불소스

달콤짭조름한 폭립소스IN으로 더욱 촉촉하고 맛있게 즐기는
뼈없는 미니바베큐
돼지고기52.71%(지방일부사용, 국내산), 폭립소스, 립바베
큐소스4.05%

1kg(14~16g*67±4ea)

규격 : 17,105 12,925
개당 : 255 193

⑤⑥⑩⑯

짜지않은갈릭미트볼 1kg
약10g*100ea이상

국내산 돼지고기에 마늘을 넣고 짠맛을 줄인 미트볼
돼지고기 72.50%(국내산), 불고기양념장RW{양조간장(탈
지대두:인도산)등}, 고소한빵가루배합용단백, 숯불갈비맛엑기
스HS

규격 : 12,100 11,220
개당 : 121 112

100g*10ea

규격 : 16,500 12,788
개당 : 1,650 1,279

②⑤⑥⑩⑮⑯⑱

1kg (100g*10ea)

규격 : 13,063 11,688
개당 : 1,306 1,169

①③⑤⑥⑩⑯

1kg (38~40g*25ea)

700g (70g*10ea)

계란 옷입은 에그랑땡

야채를 듬뿍 넣어 식감을 더해준 사이즈 UP 완자
돼지고기 56%(국내산/지방일부사용), 양파(국산), 당근(국
산), 두부, 설탕, 양조간장, 마늘(중국산), 깻잎(국산)

계란을 입혀 조리시 편리함을 더해주는 에그랑땡
돼지고기 (지방일부사용, 국산), 전란액(국산), 양파(국산),
난황액(국산), 참기름, 흑후추분말, 생강분말, 포도당

규격 : 13,750 12,031
개당 : 550 481

규격 : 13,750 12,375
개당 : 474 427

①②⑤⑥⑩⑮⑯⑱

더커진 야채고기완자

1kg (40g±2g*25ea이상)

640g(21-22g*29-31ea)+소스160g

메밀김치전병

매콤한 김치, 돼지고기로 속을 채운 쫀득한 식감의 메밀 전병
소맥분(밀:미국산, 캐나다산), 돼지고기(국산), 만두김치 16
.46 %{배추(국산) 등}, 만두전용분말{감자전분 등}

규격 : 15,125 14,919
개당 : 605 597

본 책자는 청정원의 학교급식 권장단가이며 식자재 수급현황 및 식품위생법에 따라 함량, 가격변동, 단종될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규격 : 6,683 6,600
개당 : 668 660
25

야식이야 고추듬뿍 넣었닭

야식이야 치즈시즈닝 뿌렸닭치킨

①②④⑤⑥⑫⑮

규격 : 14,438
개당 : 360

1kg (치킨 960g(20~24g*38ea)+치즈시즈닝20g*2ea)

11,000

규격 : 16,500
개당 : 434

275

닭고기 58.27%, 청양고추 3.47%

라임향톡 크런치볼 우리생선까스

⑤⑥⑨

⑥

660g (55g*12ea)

새우 34.764%, 흰빵가루, 노란빵가루, 홍치
, 실꼬리돔, 양파가루, 마늘가루, 합성향료(새 우향)

10,450
1,045

민대구(원양산)50%, 나이스볼4.6%, 라임향

1kg (약50g*20ea이상)

0.01%

11,688

규격 : 14,438

개당 : 859

584

개당 : 222

닭고기 61.01 %(안심/국내산), 옥수수전분( 옥수수:외국산)}

②④⑤⑥⑩

우리돼지 찹쌀통등심탕수육

1kg (12~16g*60ea이상)

규격 : 19,608
개당 : 327

9,213
461

돼지고기(국내산, 후지)35.71%

13,833
231

돼지고기 55.0%(등심/국내산), 찹쌀가루 0

.83%(국내산)

규격 : 14,520
개당 : 726

크리스피 야채바삭김말이

②⑤⑥⑯

1kg (약 25g*40ea이상)

규격 : 8,195
개당 : 205

7,288
182

당면 32.22 %, 고추 7.53 %(중국산), 김 2. 24 %(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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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

8,938

7,150

깨비깨비크런치탕수육

1kg (약 11g*90ea)

12,513
156

돼지고기 46.54 %(국내산), 나이스볼{쌀가
호주산)

통통 소시지 연잎핫도그

개당 :

223

179

당면60.14%(중국산, 고구마전분100%), 김 1.43%(국산)

600g (60g*10ea)

규격 : 11,688
개당 : 1,169

447

감자플레이크2.24%, 모짜렐라치즈

①②⑤⑥⑩⑯

⑤⑥⑯⑱

1kg (25g±2g*40±2ea)

8,938

감자 44.18%(국내산), 독일파인빵가루, 건조

민대구(원양산)50 %, 생빵가루[밀가루(밀:

루(국내산)}, 밀가루(밀:외국산/미국,캐나다,

고추잡채김말이

수:외국산)}, 치킨맛분말

900g (45g*20ea)

규격 : 7,116
개당 : 712

규격 : 13,063
개당 : 163

195

닭고기 66.55 % (국내산), 옥수수전분(옥수

②⑤⑥

600g (60g*10ea)

②⑤⑥⑩⑯

⑤⑥⑩⑯⑱

700g (20~34g*20ea 이상) (꿔바로우 680g + 콩고물시즈닝 20g)

12,650

통째로 으깬 감자 커틀렛

클로렐라생선까스

외국산), 클로렐라(국내산) 0.05 %

콩고물 솔솔뿌린 쫀득 꿔바로우

①②⑤⑥⑮⑯

1kg (약 15g*65ea이상)

규격 : 17,188

⑥

600g (60g*10ea)

규격 : 11,000
개당 : 1,100

규격 : 25,039 13,750
개당 : 2,087
1,146

규격 : 11,000
개당 : 550

12,513
329

닭고기 60.83%, 치즈시즈닝-DS 10.18%(치 즈 0.75%)

쉐프원 통살슈림프커틀렛

크런치통살치킨너겟

⑤⑥⑮⑯

①②⑤⑥⑮⑯

1kg (20~24g*40ea이상)

러브미치킨텐더

9,625
963

소시지[돼지고기(지방일부사용, 국산)], 핫도 그믹스, 연잎가루 0.21%

본 책자는 청정원의 학교급식 권장단가이며 식자재 수급현황 및 식품위생법에 따라 함량, 가격변동, 단종될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폭신폭신쫀득방울탕수육

②⑤⑥⑩

1kg (7~12g*70~90ea)

규격 : 14,025
개당 : 200

12,100
173

돼지고기 35.42 %(국내산), 참빵가루(밀가
루,쇼트닝,포도당,효모,식염)

우리아이 크리스피핫도그

②⑤⑥⑩⑮

1kg (50g*20ea)

규격 : 17,188 14,231
712
개당 : 859
기타가공품(찹쌀핫도그용믹스) 40.41%, 소
시지(우리아이가 좋아하는 켄터키소시지) 2 6.60 %

허브칼집소시지

②⑤⑥⑩⑯

②⑤⑥⑩⑯

980g (70g*14ea)

980g (70g*14ea)

규격 : 16,473 11,413
815
개당 : 1,177

규격 : 16,473
개당 : 1,177

돼지고기(국산) 90.06%, 파슬리후레이크 0 .1%, 양파 1.22%(국산)

칼집비엔나

②⑤⑥⑩⑮⑯⑱

1kg (120~130ea)

규격 :

9,900

개당 :

83

돼지고기(지방일부사용, 국산) 46.73%,
,닭고기(국산, 기계발골육) 33.38%

청정원스모크골드햄 1kg

⑤⑥⑩⑫⑯

우주에서 온 비엔나

콘소시지

11,413
815

돼지고기(국산) 73.92%, 옥수수 13.9%

청정원 널 응원해 비엔나

②⑤⑥⑩⑯⑱

규격 : 14,891
개당 : 298

12,238
245

건강생각 사각햄 1kg

규격 : 9,886

규격 : 12,898

규격 : 36,974 30,113
돼지고기(앞다리살/국산) 93.27 %

12,499

불고기왕꼬치 100g

①⑤⑥⑩⑮⑯

100g

규격 :
개당 :

규격 : 17,889
개당 : 213

15,813
188

돼지고기(지방일부사용, 국산) 90%

건강생각 칼집비엔나

개당 :

124

894
894

돼지고기(지방일부사용, 국산) 41.14 %
닭고기 29.38 %, 복합스파이스RS70

어먹물색소 0.23%

①②⑤⑥⑩⑯

1kg

13,338

규격 : 15,180

111

우리아이건강한베이컨 (냉동)

188

부대찌개 모듬햄 1kg

1kg (약 7~8g*120~130ea)

규격 : 14,891

15,813

돼지고기(지방일부사용/국산) 89.09%, 오징

14,713

우리팜-돼지고기 92.74%, 스모크햄-돼
지고기 90.9%, 후랑크-돼지고기 92.0

1%

우리아이건강한베이컨 (냉장)

①⑤⑩

1kg (40~45장)

돼지고기(지방일부사용, 국산)91.50% , DHA분말0.01%

1kg (10*10*2mm)

규격 : 17,889
213
개당 :

1kg (11~12g*84~90ea)

①⑤⑩

1kg

①⑤⑩

⑤⑩⑰

1kg (11~12g*84~90ea)

돼지고기 (지방일부사용, 국산) 91.17 %

돼지고기 91.17%

①②⑤⑥⑩⑯⑱

우리아이건강한베이컨 (칩)

⑤⑩

②⑤⑥⑩⑯⑱

1kg (17~20g*50~58ea)

1kg

돼지고기(지방일부사용, 국산) 89.27%

우주에서 온 먹물비엔나

1kg (40~45장)

규격 : 36,974 30,113

규격 : 36,974 30,113

돼지고기(앞다리살/국산) 93.27 %

돼지고기(앞다리살/국산) 93.27 %

청정원프랑크소시지

②⑤⑥⑩⑫⑯

청정원 널 응원해 프랑크

②⑤⑥⑩⑯⑱

1kg (40g*25ea)

600g (60g*10ea)

규격 : 11,990

규격 : 10,973

9,075

개당 : 480

개당 : 1,097

908

돼지고기(지방일부사용, 국산) 84.78%

돼지고기(지방일부사용, 국산) 91.17%

전통불고기양념

본 책자는 청정원의 학교급식 권장단가이며 식자재 수급현황 및 식품위생법에 따라 함량, 가격변동, 단종될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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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원슬라이스햄

건강생각 슬라이스햄

①②⑤⑥⑩⑫⑯

①②⑤⑥⑩⑯⑱

1kg (20g*50ea)

1kg (20g*50ea)

마늘 슬라이스햄

⑤⑥⑩

②⑤⑥⑩⑯

1kg (23~24g*42ea)

규격 : 14,768

규격 : 18,975 15,098

규격 : 16,473 14,713

개당 : 295

개당 : 380

개당 : 399

돼지고기(지방일부사용, 국산) 84.45%

돼지고기(지방일부사용, 국산) 90.12%

청정원스모크골드햄 (4mm)

⑤⑥⑩⑫⑯

1kg (4*4*4mm)

규격 : 11,454

규격 : 16,968

돼지고기(지방일부사용, 국산) 89.27%

돼지고기(지방일부사용, 국산) 92.53%

무항생제오리로 만든 훈제바비큐

1kg (개당 15~25g)

1kg (8~20g*75~120ea)

규격 : 28,875 24,063

규격 : 20,680 16,363

오리고기(국내산) 95.13 %, 대상 클로렐라원말 0.001%

무항생제 국산 돼지고기(후지) 94%

우리아이 오리슬라이스 직화간장맛

1.3kg (오리(신선육)1kg+소스 300g)

오리고기 100%(국내산), 청정원햇살담은1년

28

코트니치즈(눈꽃)1kg

②

⑤⑥⑯⑱

규격 : 15,180 14,438
개당 : 304
289
돼지고기(지방일부사용, 국산) 92.74%

빅쵸핑햄

무항생제 훈제오리 쵸핑

①②⑤⑥⑯

⑤⑥⑩⑫⑯

1kg(1~2*0.5cm (비정형))

1kg (8*8*8mm)

규격 : 14,671 12,746
돼지고기(지방일부사용, 국산) 90.11%

목살 큐브스테이크(숯불바베큐맛)

규격 : 28,875 24,063
오리고기(국내산) 95.13%

우리아이 오리슬라이스 직화고추장맛

포장육 ⑩

⑤⑥⑩

①②⑤⑥⑯

자연숙성발효양조간장

무항생제 우리 돼지 순살 바베큐

1kg (20g*50ea)

350

돼지고기(지방일부사용, 국산) 88.42%

우리아이 쵸핑햄

①⑤⑥⑩⑫⑯

1kg (4*4*4mm)

규격 : 26,250 21,875

302

부쳐먹는 우리팜(슬라이스)

⑤⑥⑯

1.2kg(14g~15g*66~71ea/ 소스200g)

1.3kg (오리(신선육)1kg+소스 300g)

규격 : 31,800 26,125

규격 : 26,250 21,875

돼지고기(목살/국내산) 100%
증정용 소스
소맥분(밀:미국산, 호주산), 고추양념(중국산)

오리고기 100%(국내산), 고추장,
직화구이맛인헨서(사골:호주산,정제소금:국산)

쉐프원 고다모짜렐라치즈 1kg

쉐프원 고다모짜렐라치즈 2.5kg

②

1kg

규격 : 23,238 18,563

②

1kg

규격 : 16,321 13,049

모짜렐라치즈 78.4%(미국산/우유(살균),

자연치즈99%{모짜렐라79.5%(외국산:독일

칼라체다치즈 19.6%(뉴질랜드산/우유(살균)

,오스트리아,폴란드 등), 고다치즈19.5%(칠레산)}

본 책자는 청정원의 학교급식 권장단가이며 식자재 수급현황 및 식품위생법에 따라 함량, 가격변동, 단종될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2.5kg

규격 : 38,555 30,841
모짜렐라79.5%, 고다치즈 19.5%

본 책자는 청정원의 학교급식 권장단가이며 식자재 수급현황 및 식품위생법에 따라 함량, 가격변동, 단종될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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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책자는 청정원의 학교급식 권장단가이며 식자재 수급현황 및 식품위생법에 따라 함량, 가격변동, 단종될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먹물 뿜은 오징어블랙함박스테이크 1kg 목살 큐브스테이크 (숯불바베큐맛) 쉐프원 부드럽게녹는코트니치즈 (눈꽃)

규격 100g*10ea

규격 1kg(14g~15g*66~71ea)+소스 200g

규격 1kg

동글동글 한라봉

규격 1L(100ml*10ea)

Kg :

Kg :

Kg :

Kg :

규격 : 13,750 11,688

규격 : 34,980 26,125

규격 : 23,238 18,563

규격 : 8,635

6,916

개당 : 864

692

개당 : 1,375

1,169

개당 :

개당 :

돼지고기(지방일부사용, 국산), 양파(국산)
, 오징어다이스(외국산:페루, 칠레, 중국 등)
, 오징어먹물색소
오징어를 넣어 쫄깃쫄깃하며 먹물을 사용한
이색 블랙함박스테이크

돼지고기(목살/국내산)100%,양조간장[소
맥(밀:미국산) 등], 고추장
2cm*2cm*2cm 비정형

파닭파닭(닭가슴살)1kg

별난 팝콘치킨

[포장육]⑩ [소스]②⑤⑥⑫⑮⑯⑱

②⑤⑥⑩⑯⑰

규격 1kg(33±5g*27ea 이상)

모짜렐라치즈 78.4%(미국산/우유(살균),
칼라체다치즈 19.6%(뉴질랜드산/우유(살
균)
조리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치즈(샐러드 생식
용으로도 활용)

한라봉농축액(제주산), 오렌지농축액 (멕시
코산), 비타민B2, 비타민C, 비오틴, 비타민B
12, 유산균혼합분말12종(대만산) 등
첨가당 10%의 달콤하고 새콤한 한라봉 음료

쉐프원 바삭콘시즈닝 1kg

블루베리드레싱 2kg

②

규격 1kg(10g * 95ea 이상)

②⑤

규격 1kg

규격 2kg

Kg :

Kg :

Kg :

Kg :

규격 : 17,875 15,125

규격 : 14,850 12,375

규격 : 11,690

규격 : 13,888

개당 : 662

560

닭가슴살 58.13%(국내산),건파슬리(네덜
란드산),건파 후레이크(중국산)
담백한 국내산 닭다리살에 파&파슬리 튀김
옷으로 특별함을 입힌 이색 치킨
⑤⑥⑮

개당 : 156

130

닭고기 60.66 %(가슴살/국내산), 곡류가
공품, 양파분말, 양조간장, 흑후추분말
국내산 닭가슴살애 옥수수로 만든 바삭한 별
모양 크런치를 입힌 한입크기 팝콘 치킨

개당 :
고소한맛시즈닝{과자(옥분:외국산) 등}, 콘
그릿츠(옥수수:외국산)
옥수수과자가 부서져있어 더욱 바삭하고 고
소한 튀김용 시즈닝

개당 :
가당블루베리5.99%{블루베리(미국산) 등
}, 무가당딸기퓨레(국내산), 마요네즈
블루베리와 무가당 딸기퓨레를 사용하여, 신
선하고 달콤한 맛의 드레싱

⑤⑥⑮⑯
②⑤⑥⑮⑯⑱
①②⑤⑥
본 책자는 청정원의 학교급식 권장단가이며 식자재 수급현황 및 식품위생법에 따라 함량, 가격변동, 단종될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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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프원 바르게 키운 훈제오리 바비큐

규격 1kg (개당 15~25g)

밥알 수리취찹쌀떡

규격 400g(40g*10ea)

단밤 율란 두툼떡갈비 1kg

규격 100g*10ea

단밤 율란 두툼떡갈비 600g

규격 60g*10ea

Kg :

Kg :

Kg :

Kg :

규격 : 28,875 24,063

규격 : 16,500 10,320

규격 : 15,813 11,825

규격 : 9,625

7,975

개당 : 963

798

개당 :

개당 : 1,650

오리고기(국내산) 95.13 %, 대상 클로렐라
원말 0.001 %
무항생제 1등급 국내산 오리를 사용한 제품
(8 , 클로렐라 함유)
①②⑤⑥⑯

1,032

수리취 36%(국내산), 찹쌀 35%(국내산)
, 팥앙금 27%(국내산), 정백당
국내산 찹쌀과 정선 수리취를 사용한 쫄깃한
맛

규격 52g*30ea

고기없이 더맛있는 너비아니

규격 1kg (42~43g*24ea)

Kg :

Kg :

규격 : 18,100 15,000

규격 : 17,133

14,685

개당 : 714

612

500

100% 국내산 동물복지인증 계란
청정 동물복지인증 농장에서 마음껏 뛰어 놀
며 자란 건강한 닭이 낳은 신선하고 맛있는 청
정원 동물복지 유정란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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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3

돼지고기(국산/갈비살, 후지, 돈지방), 양파
(국산), 밤감로자{당침밤(중국산:밤, 설탕),
치자황색소, 비타민C 등}, 냉동물밤
밤을 넣어 달콤함과 아삭한 식감이 뛰어난 율
란 떡갈비

리얼 대파크림소스 2kg

비빔국수양념 2kg

②⑤⑥⑩⑯

청정원 동물복지 청정유정란 30구

개당 : 603

개당 : 1,581

돼지고기(국산/갈비살, 후지, 돈지방), 양파
(국산), 밤감로자{당침밤(중국산:밤, 설탕),
치자황색소, 비타민C 등}, 냉동물밤
밤을 넣어 달콤함과 아삭한 식감이 뛰어난 율
란 떡갈비

두부{대두(외국산) 등}, 향미유1, 난백분말
, 곤약분말, 참깨향분말
두부와 콩을 사용하여 고기 없이도 맛있게 즐
기는 너비아니

②⑤⑥⑩⑯

규격 2kg

규격 2kg

Kg :

Kg :

규격 : 14,809

규격 : 12,994

개당 :
양파(국산), 마요네즈, 흰파(대파:국산)
대파 흰부분만을 사용하여 맛과 영양을 동시
에 잡은 소스

개당 :
고추장[소맥분(밀:미국, 호주산) 등], 고춧가
루(중국산), 배농축액, 사과농축액K
과일과 야채가 풍부하게 첨가되어 천연의 단
맛과 풍미를 내고, 감칠맛이 풍부한 양념소스

①②⑤
①②⑤⑥⑬
본 책자는 청정원의 학교급식 권장단가이며 식자재 수급현황 및 식품위생법에 따라 함량, 가격변동, 단종될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100%국산고추장 14kg

우리쌀로 만든 현미고추장 14kg

우리쌀로 만든 찰고추장 14kg

우리쌀 덜매운 골드 고추장 14kg

규격 14kg

규격 14kg

규격 14kg

규격 14kg

Kg :

Kg :

Kg :

Kg :

규격 : 160,023

규격 : 104,913

규격 : 88,399

규격 : 99,330

개당 :

개당 :

개당 :

조청(쌀:국산), 쌀18.9%(국산), 고춧가루1
0.1%(국산), 천일염(신안산), 볶음콩가루(국
산), 우리콩메주(대두:국산)
매운맛 등급 : 덜 매운맛(2단계) 모든 원재료
를 국산 원료로 만든 국산 원료 100% 고추장

물엿, 쌀23.2%(국산), 고춧가루12.3%(국
산), 천일염(국산), 찹쌀현미가루0.2%(현미
80%:국산), 종국(발효균)
매운맛 등급 : 보통 매운맛(3단계) 주원료 10
0% 국산 고추장

쌀24.1%(국산),고추양념(고춧가루6.5%
등),고춧가루6.1%(중국산81.9%, 국산18.1
%),천일염,찹쌀현미가루(현미:국산)
매운맛 등급 : 보통 매운맛(3단계) 100% 국
산 쌀과 높은 고춧가루 함량

(현미)명품고추장 14Kg

(현미)찰골드고추장 14kg

우리쌀 고추장 14kg

⑤

⑤

⑤

개당 :
쌀20.2%(국산),고추양념(고춧가루4.2%
등),호박청5%(호박:국산),고춧가루2.3%(국
산28.3%,중국산71.7%),찹쌀현미가루
매운맛 등급 : 덜 매운맛(2단계) 국산쌀과 부
드러운 호박청 함유
⑤

성가정 전통찹쌀고추장 5kg

규격 14kg

규격 14kg

규격 14kg

규격 5kg

Kg :

Kg :

Kg :

Kg :

규격 : 73,645

규격 : 71,803

규격 : 52,319

규격 : 68,750

개당 :

개당 :

개당 :

개당 :

고추양념(고춧가루10.8% 등), 현미19.1%
(외국산), 천일염(국산), 고춧가루1.8%(국산
), 찹쌀현미가루(현미:국산)
매운맛 등급 : 보통 매운맛(3단계) 높은 고춧
가루 함량, 색도 좋아 비빔요리에 좋음

현미24.7 %(외국산), 고추양념(고춧가루
7.6% 등), 천일염(국산), 고춧가루1.2 %(국
산), 찹쌀현미가루(현미:국산)
매운맛 등급 : 보통 매운맛(3단계) 찹쌀과 메
주용 된장 함유, 찰지고 깊은 맛

쌀23.7%(국산), 고추양념(고춧가루6.5%
등), 천일염(국산), 고춧가루1%(국산), 유산
균분말, 홍삼분말2%(홍삼100%)}
매운맛 등급 : 덜 매운맛(2단계) 국산쌀, 홍삼
분말, 유산균 첨가 급식 전용

고춧가루25%(국산), 찹쌀20%(국산), 메
주가루10%, 엿기름10%{겉보리100%(국산
)}, 천일염10%(국산), 물엿8%, 설탕7%
주 원료 국산 원재료 사용, 항아리에 직접 담
가 6개월 장기 숙성한 고추장

성가정 전통찹쌀고추장 10kg

성가정 전통찹쌀고추장 14kg

태양초 고추장 14kg

우리아이 순한맛 고추장 14kg

규격 10kg

규격 14kg

규격 14kg

규격 14kg

Kg :

Kg :

Kg :

Kg :

규격 : 130,420

규격 : 184,280

규격 : 69,891

규격 : 52,525

개당 :
고춧가루25%(국산), 찹쌀20%(국산), 엿
기름10%{겉보리100%(국산)}
주 원료 국산 원재료 사용, 항아리에 직접 담
가 6개월 장기 숙성한 고추장
⑤

⑤

개당 :
고춧가루25%(국산), 찹쌀20%(국산), 엿
기름10%{겉보리100%(국산)}
주 원료 국산 원재료 사용, 항아리에 직접 담
가 6개월 장기 숙성한 고추장
⑤

⑤

개당 :
고추양념(고춧가루12.9% 등), 소맥분(밀:
미국 등), 호화현미가루(현미:외국산), 밀쌀
매운맛 등급 : 보통 매운맛(3단계) 100% 태
양초, 칼칼하고 매운맛이 일품
⑥

⑤

개당 :
고추양념(고춧가루7.0% 등), 소맥분(밀: 미
국, 호주산), 밀쌀(미국산), 호화현미가루
매운맛 등급 : 순한맛(1단계) 맵지 않아 아이
들도 좋아하는 고추장
⑤⑥

본 책자는 청정원의 학교급식 권장단가이며 식자재 수급현황 및 식품위생법에 따라 함량, 가격변동, 단종될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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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쌀 미소장국 14kg

우리쌀된장 3kg

콩된장 14kg

재래식 생된장 14kg

규격 14kg

규격 3kg

규격 14kg

규격 14kg

Kg :

Kg :

Kg :

Kg :

규격 : 84,880

규격 : 22,980

규격 : 63,236

규격 : 43,615

개당 :
된장 91.1%{쌀 26.8%(국산), 대두16.8%
(외국산) 등}, 가쓰오조미액, 다시마농축액
가쓰오브시 육수베이스 첨가로 감칠맛이 증대
된 된장
⑤

개당 :

개당 :

대두30.1%(외국산:미국, 캐나다, 호주 등)
, 메주12.9%{대두(중국산),종국}, 주정, 종국
(발효균)
콩을 전통방식으로 숙성시켜 구수한 맛이 더
욱 뛰어난 된장

대두(외국산: 미국 등), 소맥분(밀:미국, 호
주산), 메주된장(메주, 정제소금/중국산), 한
식된장(대두,정제소금), 볶음탈지대두분
현대인의 입맛에 맞춘 구수하고 담백한 맛의
재래식 된장

씨간장 숙성공법 양조간장 골드 15L

햇살담은 우리콩간장 15L

염도낮춘 발효다시마 간장 15L

⑤

재래식숙성 된장 14kg

개당 :

된장 91.1%{쌀 26.8%(국산), 대두 16.8%
(외국산) 등}, 가쓰오조미액, 다시마농축액{
다시마후레이크(국산) 등}
우리쌀로 만들어 더욱 몸에 좋고 부드러운 쌀
된장 (국산쌀 24.4% 함유)

⑤

⑤⑥

규격 14kg

규격 15L

규격 15L

규격 15L

Kg :

Kg :

Kg :

Kg :

규격 : 41,209

규격 : 57,750

규격 : 102,465

규격 : 63,250

개당 :
대두(외국산:미국, 캐나다, 호주 등), 소맥분
(밀:미국, 호주산), 메주된장(메주, 정제소금
/중국산), 볶음탈지대두분
구수하고 담백한 재래식 된장
⑤⑥

햇살담은 자연숙성 조림간장 15L

개당 :
탈지대두(인도산), 감초추출물, 햇살담은간
장베이스, 영양강화제, 대두(국산)
씨간장 숙성공법 (특허출원) 사용, 11년 이상
된 씨간장을 넣고 숙성한 간장
⑤⑥

햇살담은 양조간장 15L

개당 :
대두26.6%(국산), 소맥17.5%(국산), 천일
염15.9%(국산)
(염도 15.0%, TN 1.3) 국산원료(콩,밀,신안
천일염)으로 만든 간장
⑤⑥

햇살담은 양조진간장 진한맛 15L

개당 :
탈지대두(인도산), 천일염(호주산), 소맥(미
국산), 유산균다시마발효베이스4.9%(다시
마:국산), 종국, 영양강화제
(염도 11.5%, TN 1.0) 다시마를 발효하여 감
칠맛이 개선된 간장
⑤⑥

햇살담은 양조국간장 15L

규격 15L

규격 15L

규격 15L

규격 15L

Kg :

Kg :

Kg :

Kg :

규격 : 49,651

규격 : 47,438

규격 : 34,636

규격 : 26,881

개당 :
탈지대두(인도산), 소맥(미국산), 표고버섯
농축액, 다시마엑기스, 감초추출물
(염도 15.0%, TN 1.35) 표고버섯, 다시마 등
을 사용해 맛내기가 용이한 간장 (HACCP)
⑤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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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당 :
탈지대두(인도산), 소맥(밀:미국산), 천일염
(호주산), 감초추출물
(염도 15.0%, TN 1.5) 음악숙성 & 6개월 발
효 숙성의 양조간장 (HACCP)
⑤⑥

개당 :
천일염(호주산), 탈지대두(인도산), 소맥(미
국산), 굴농축액, 감초추출물, 영양강화제
(염도 15.0%, TN 1.0) 진한 감칠맛의 100%
자연숙성발효 간장
⑤⑥⑱

개당 :
천일염(호주산), 탈지대두(인도산), 소맥(미
국산), 효소처리스테비아, 영양강화제
(염도 17.5%, TN 0.8) 맑은 색상과 담백한
맛이 좋아 국요리에 좋은 간장
⑤⑥

본 책자는 청정원의 학교급식 권장단가이며 식자재 수급현황 및 식품위생법에 따라 함량, 가격변동, 단종될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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