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수상 수상작
소

속

메 뉴 명
메뉴소개
사용된 채소
조리시간

대정서초등학교 학생 성현아, 학부모 장예원
한 끼 식사 든든한 두부스테이크
고기가 없어도 든든한 두부 스테이크와 가을철 대표 식재료인 버섯을 불고기
소스로 맛을 내어 곁들인 한 끼 식사로도 손색없는 두부 버섯 스테이크입니다.
두부,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애호박, 당근, 양파, 마늘
20분

분량

1인분

·두부 100g ·생표고버섯 2개 ·만가닥버섯 30g ·양파 10g
재

료

·당근 15g ·애호박 20g
·진간장 5g ·굴 소스 5g ·물엿5g ·소금 ·후추 ·참깨 ·올리브유
사진

설명

➊ 두부는 깨끗이 씻은 후 물기를 제
거하고 큐브 모양으로 칼집을 낸다.
이때 두부 두께의 절반까지만 칼집을
낸다. 버섯과 채소는 깨끗이 세척하여
준비한다.

➋ 칼집을 낸 두부에 소금과 후추로
요리과정

밑간을 하고, 표고버섯, 양파, 당근은
채 썰고, 마늘은 편 썰며, 만가닥버섯
은 한 가닥씩 분리한다.

➌ 밑간한 두부는 올리브유를 두른 후
중간 불에서 서서히 구워준다.

➍ 올리브유에 두른 팬에 편 썬 마늘
을 볶다가 버섯과 채소를 넣고 분량의
간장, 굴 소스, 물엿을 넣어 볶는다.

➎ 구운 두부에 볶아놓은 버섯과 채소
를 얹은 후 참깨를 뿌려 완성한다.

완성사진

최우수상 수상작
소

속

메 뉴 명
메뉴소개
사용된 채소
조리시간
재

료

동홍초등학교 학생 김지윤
여러 가지 피자
피자 도우 대신 가지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채소를 넣어서 구운 알록달록 예
쁘면서도 영양가 많은 채소 피자입니다.
가지, 파프리카, 양파, 사과, 토마토소스, 모짜렐라 치즈
20분

분량

2인분

·친환경 가지 1개 ·친환경 양파 1/2개 ·친환경 파프리카 2개
·친환경 사과 1개 ·토마토소스 약간

·모짜렐라 치즈 70g

사진

설명

➊ 모든 채소를 흐르는 물에 씻어서
준비한다.

요리과정

➋ 가지를 1cm 정도로 넓게 어슷썰기
하여 프라이팬에 굽는다.

➌ 여러 가지 채소와 사과를 다짐기에
넣고 알맞은 크기로 다진다.

➍ 구운 가지 위에 토마토소스를 바르
고, 다진 채소를 가지 위에 올린다.

➎ 모짜렐라 치즈로 채소 토핑을 덮고
에어프라이어에 넣고 5~7분간 굽는다
(후라이팬과 오븐도 가능)

완성사진

우수상 수상작
소

속

메 뉴 명

대정서초등학교 교직원 홍지희
동글동글 감자크로켓 샐러드
제주의 대표 식재료인 감자를 이용하여 바삭바삭 폭신한 감자크로켓을 만들고

메뉴소개

알록달록 다양한 제철 채소를 곁들여 먹을 수 있는 맛과 영양이 풍부한 인기
만점 샐러드입니다.

사용된 채소
조리시간

감자, 봄동나물, 어린잎채소, 방울토마토, 주황 파프리카, 노랑 파프리카
20분

분량

1인분

·감자크로켓: 감자 2개, 밀가루 50g, 빵가루 20g, 콩기름, 소금, 후추
재

료

·샐러드채소: 봄동나물 50g, 어린잎채소 20g, 방울토마토 5~6개
주황 미니파프리카 1개, 노랑 미니파프리카 1개
·샐러드소스: 올리브유 10g, 발사믹 식초 10g
사진

설명

➊ 감자는 삶은 후 으깬다. 으깬 감자
에 소금, 후추를 넣고 밀가루, 콩기름
섞은 빵가루를 넣어 크로켓을 만든다.

➋ 봄동나물, 어린잎채소, 파프리카,
요리과정

방울토마토를 깨끗이 세척한 후 방울
토마토는 반씩 자르고 노랑 파프리카
와 주황 파프리카는 모양대로 0.5cm
두께로 썬다.

➌ 준비된 감자크로켓을 180도 콩기
름에 겉이 노릇노릇하고 바삭해질 때
까지 튀긴다.

➍ 튀긴 감자크로켓과 준비된 채소를
보기 좋게 섞은 후 발사믹 식초와 올
리브유를 뿌려준다.

완성사진

우수상 수상작
소

속

메 뉴 명

서귀중앙여자중학교 교직원 한미순
아이와 함께하는 오색채소 또띠아 무쌈
새콤한 무쌈에 구운 또띠아, 가늘게 채 썬 오색채소, 돼지고기, 초고추장을 올
려놓고 돌돌 말아서 무쌈을 완성시키는 요리로써 아이들을 요리에 직접 참여

메뉴소개

시켜 채소의 오감을 느끼게 하고, 요리의 즐거움을 맛보게 함으로써 채소 섭취
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며 또띠아 대신 빙떡의 메밀전병을 만들어 사용하면
더욱 부드러운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용된 채소
조리시간

적색 파프리카, 노랑 파프리카, 당근, 양배추, 콜라비, 무
30분

분량

4인분

·쌈무 350g(1개)
·돼지고기(안심) 200g
·적색·황색 파프리카 1/4쪽(50g), 당근 50g
붉은양배추 50g, 콜라비 50g
재

료

·또띠아(6인치) 4장
·돼지고기 밑간: 간장 1큰술, 굴 소스 0.5큰술,
매실액 1.5큰술, 참기름 1큰술,
간마늘 0.5큰술, 참기름, 후추 약간
·초고추장: 고추장 1큰술, 식초, 매실액
사진

설명

➊ 파프리카, 당근, 양배추, 콜라비 등
준비한 채소는 깨끗이 세척한 후 가늘
게 채썰기 한다.

요리과정

➋ 돼지고기는 기름기가 적은 안심 부
위로 굵게 채썰어 밑간한 후 볶는다.

➌ 또띠아는 약한 불로 프라이팬에 살
짝 구운 후 4등분한다.
※ 오래 구울 경우, 바삭해져 부서질 수 있음
※ 또띠아 대신 밀전병, 메밀전병을 얇게
부쳐 사용해도 좋음

➍ 쌈무는 물기를 꽉 짜주고, 고추장,
식초, 매실액으로 초고추장을 만든다.

➎ 쌈무에 또띠아를 올리고, 돼지고기,
오색채소, 초고추장 순으로 올린 후
돌돌 만다.

완성사진
(1장)

우수상 수상작
소

속

메 뉴 명

성산중학교 교직원 김은아
양파품은 토마토 카레
채식의 날 식단으로 다양한 채소의 장점을 활용하여 맛의 상승을 보완하여 학
생들 기호도 높이며, 학생들이 하루 1인 식이섬유 양을 적게 섭취하는 현실 속

메뉴소개

에서 카레 속에 감추어진 많은 양의 채소를 섭취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건강한
식단입니다. 단맛을 파 기름, 양파, 토마토, 단호박을 활용하여서 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채소 단맛과 카레 맛이 합쳐져서 고급스러운 카레가 완성됩니다.

사용된 채소
조리시간

감자, 양파, 피망, 단호박, 토마토, 당근
1시간

분량

1인분

·쌀 58g ·찹쌀 15g
재

료

·양파 100g ·완숙토마토 20g ·당근 13g ·피망 4g ·대파 5g
·감자 50g ·단호박 20g ·식용유 1g ·백세카레 20g ·3일숙성카레 5g
사진

설명

➊ 감자, 양파, 당근, 단호박, 피망, 토
마토는 깨끗이 세척한 후 깍뚝 썰기하
고 대파는 송송, 양파는 채썬다.

요리과정

➋ 파 기름에 감자, 당근, 피망, 단호
박, 토마토를 볶고 단호박과 토마토는
별도로 보관한다.

➌ 양파는 20분 이상 캐러멜라이징을
한다(양파 양에 따라 볶는 시간 다름)

➍ 물, 토마토를 넣고 토마토가 뭉그
러질 때까지 중간 불에서 오래 끓인다
음 감자, 당근, 피망 넣는다.

➎ 단호박, 볶은 양파, 물에 갠 카레를
넣고 잘 저어가며 끓여 준다.

완성사진

장려상 수상작
소

속

메 뉴 명
메뉴소개
사용된 채소
조리시간

서귀포초등학교 교직원 김유범
튀긴마늘 주꾸미 두루치기
제철 주꾸미와 돼지 목살, 다양한 채소를 이용하여 아이들에게 거부감 없이
채소를 섭취하게 만들기 위한 음식입니다.
마늘, 대파, 콩나물, 양파, 쪽파, 청양고추
30분

분량

1인분

·마늘 5g ·대파 10g ·콩나물 50g ·청양고추 5g ·쪽파 1g ·양파 10g
재

료

·김치 5g ·목살 100g ·주꾸미 2마리 ·고춧가루 20g, ·설탕 5g,
·들기름 2g ·참기름 2g ·진간장 10g ·고추장 10g
사진

설명

➊ 채소는 깨끗이 세척한 후, 대파는
5cm로, 쪽파·청양고추는 1cm로, 양
파는 슬라이스로 썰어준다. 콩나물은
삶아 준비하고 김치는 잘게 다지고 마
늘은 편 썬다.
요리과정

➋ 목살은 2cm로 썰어 준비하고, 주
꾸미는 내장을 제거하고 깨끗이 씻어
서 적당한 크기로 썬다.

➌ 고춧가루, 설탕, 참기름, 들기름, 고
추장, 간장을 섞어서 양념장을 만든
후, 준비된 채소와 고기를 양념장에
넣어 잘 버무려 준비한다.

➍ 마늘을 달궈진 프라이팬에 구워 따
로 준비한 후, 마늘 기름에 양념된 재
료들을 넣어 볶는다.

➎ 접시에 담아 튀긴 마늘과 실파를
올려 마무리 한다.

완성사진

장려상 수상작
소

속

메 뉴 명
메뉴소개
사용된 채소
조리시간

풍천초등학교 학생 이연제, 오예원
제주의 산과 바다의 향기를 비벼비벼 비빔밥
재료의 기본을 지키며 채소와 고기, 제주의 전복을 함께 조화롭게 먹을 수 있
는 비빔밥입니다.
콩나물, 당근, 애호박, 고사리, 표고버섯, 상추, 깻잎
40분

분량

1인분

·콩나물 한 주먹 ·당근 1/4개 ·애호박 1/4개 ·불린 고사리 한 주먹
재

료

·표고버섯 1개, ·상추 2장 ·깻잎 2장 ·전복 1개 ·쇠고기 100g
·달걀(유정란) 1개 ·동백기름 1작은술 ·간장 ·소금 ·고추장
사진

설명

➊ 콩나물, 상추, 깻잎, 당근, 애호박은
깨끗이 씻어 채썰고, 고사리는 충분히
불려 삶아 준다. 표고버섯, 쇠고기, 전
복도 채썰어 준다.

요리과정
➋ 콩나물과 고사리는 간장을 조금 넣
고 무쳐준다.

➌ 애호박, 당근은 소금을 조금 넣어
볶아준다. 쇠고기, 전복, 표고버섯은
간장을 조금 넣고 볶아준다.

➍ 고슬하게 지은 밥 위에 각종 채소
를 보기 좋게 올려 준다.

➎ 취향에 따라 볶은 전복과 쇠고기를
올리고 고추장 1스푼, 달걀, 동백기름
1작은술을 올려준다.

완성사진

장려상 수상작
소

속

메 뉴 명

동홍초등학교 학생 김도희
깻잎숲속의 들깨파스타
면을 좋아하는 어린이를 위해 기존의 토마토, 혹은 크림파스타와는 전혀 다른

메뉴소개

담백하면서도 영양 만점인 들깨와 향긋한 깻잎, 아삭아삭한 양파, 부드러운 어
린잎으로 맛을 낸 초 간단 파스타 레시피입니다.

사용된 채소
조리시간
재

료

양파, 깻잎, 어린잎, 들깨가루
15~20분

분량

2인분

·파스타면 140g ·친환경 양파 1/2개 ·들깨가루 5큰술 ·친환경 깻잎 20장
·무농약 어린잎 40g ·소금 15g ·발사믹 식초 약간(기호에 따라)
사진

설명

➊ 파스타면을 삶아 물기를 제거하고,
양파는 깨끗이 씻어 채썰고, 깻잎은
얇게 다지고, 어린잎은 흐르는 물로
깨끗이 씻는다. 소금과 들깨가루를 준
비한다.

요리과정
➋ 채 썬 양파를 프라이팬에 볶는다.

➌ 파스타 면을 넣고 함께 볶다가 들
깨가루와 물을 조금 넣고 함께 볶는
다.

➍ 얇게 채 썬 깻잎을 접시 위에 예쁘
게 깔고 볶은 파스타 면을 올린다.

➎ 파스타 면 위에 어린잎채소와 기호
에 따라 발사믹 식초를 뿌린다.

완성사진

장려상 수상작
소

속

메 뉴 명

서귀포여자중학교 교직원 윤선화
채소가 듬뿍 들어간 영양만점 전복버섯크림리조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크림소스와 좋아하지 않은 버섯, 양파 등의 채소 및 해산물

메뉴소개

이자 스테미나 재료인 전복을 콜라보하여 따뜻하고 건강한 한 그릇 음식을 제
공하고자 하였으며 밥보다 면을 더욱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쌀을 이용한 요리
와 쌀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사용된 채소
조리시간

양파, 표고버섯, 양송이버섯, 새송이버섯, 느타리버섯, 어린잎채소
30분

분량

1인분

·백미 52g ·보리쌀 13g ·양파 30g ·양송이버섯 30g ·느타리버섯 30g
재

료

·미니새송이버섯 30g ·건표고버섯 5g ·전복 1개(크기 상관 없음)
·다진마늘 1작은술 ·올리브유 2큰술 ·휘핑크림 60g ·버터 5g
·소금 약간 ·파슬리 약간 ·월계수잎 약간 ·통후추 약간
사진

설명

➊ 쌀, 보리쌀은 씻은 후 물:쌀=1:1 비
율로 넣고 버터, 월계수잎, 통후추 약
간을 넣고 밥솥에 밥을 꼬슬하게 짓는
다.

요리과정

➋ 양파는 세척 후 잘게 다지고 버섯
은 손질하여 먹기 좋은 크기로 썬다.

➌ 전복은 유수 해동한 후 솔 등을 사
용하여 깨끗하게 손질하고 데쳐둔다.

➍ 올리브유를 두르고 다진마늘과 양
파를 볶는다.

➎ ➍에 버섯을 추가하여 볶는다.

➏ 버섯이 익혀질 쯤 휘핑크림을 추가
하여 끓인다.

➐ ➏에 ➊의 밥을 추가하여 볶고 소
금으로 간을 맞춘다.
TIP. 취향에 따라 치즈를 넣어도 좋음

➑ 완성된 리조또에 전복을 올려 데코
하고 파슬리를 약간 뿌려준다.

완성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