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손곡중학교 급식 설문조사 결과 보고
1. 목적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 도모 및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
고 우리 학교 급식에 대한 만족도 및 학생의 기호도 조사를 통해 효율적으로 학교 급식을 운영․
관리하고자 함.

2. 추진현황
▶ 조사대상 : 전교생
▶ 조사기간 : 2021년 12월 8일(수)~16일(목)
▶ 조사링크 : http://naver.me/57Nte4JN
▶ 조사결과분석 : 2021년 12월 22일(수)

3. 설문조사 방법
▶ 아래 내용을 인터넷 설문조사 형식에 기재하여, 링크를 통한 문자 알림
▶ 담당자(영양교사)가 취합하여 통계․분석
▶ 학교 홈페이지에 분석 결과 공개

4. 급식 반영
▶ 각 문항별 통계를 취합하여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학생들이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를
인식하도록 함.
▶ 학생들의 기호를 면밀히 분석하여
- 식생활 교육이 필요한 경우 내년도 교육과 병행 실시
- 즉시 학교급식운영에 반영될 사항은 즉시 반영함
- 예산 등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확보 등을 통해 반영함

5. 전교생 총 650명 중 274명이 참여했으며, 43%의 참여율을 보였다.
(※ 전체 학생 수의 30% 이상 응답 시 학교급식 기본방향의 운영기준 충족)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결과 :
1. 급식에 대한 만족도 중 ‘만족’과 ‘보통’으로 응답한 학생은 76.6%(총210명 응답) 였다.
불만족으로 응답한 학생은 총 60명이었는데, 그 이유로‘음식이 맛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16.8%로 가장
많았다.
→ 내년에는 학생들이 선호하면서도 영양학적으로 균형이 있는 식단을 구성하여 ‘만족’ 비율을 높일
것이다. 또한, 레시피 개발과 적용을 통해‘맛이 없어서’라는 응답의 비율을 낮추고자 노력할 것이다.

분석결과 :
2. 음식의 양은 각각 밥(68.2%), 국(68.6%), 반찬(71.2%) 의 비율로‘적당하다’라고 응답했다.
3. 음식의 간은 ‘적당하다’라는 답변이 75.5%로 가장 많았다.
→ 만족도의 요인이 되는 음식의 양과 간에 대한 조사에서는 적당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현행대로 유지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양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학생들의 경우, 추가 배식을 통해 더 먹을 수 있도록 지
도할 것이다.

분석 결과 :
4. 급식 후 버리는 양은 ‘매일 남긴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52.2%로 가장 많았다. 그 이유는 ‘맛이 없
어서’라는 답변이 많았다.
→ 학생들이 맛있다고 느끼는 메뉴를 지금보다 자주 넣을 생각이다. 다만, 나물류나 생선처럼 학생 선호
도는 낮지만 영양학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메뉴의 경우 영양교육을 통해 낯선 음식에 대해 시도
해볼 수 있도록 지도하고, 음식 맛에 대한 편견을 줄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레시피 개발을 통해 샐러드, 서양식 소스 등을 활용하여 같은 채소, 생선을 사용하더라도 학생들
이 선호하는 친숙한 맛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분석 결과 :
5. 음식을 남길 때 51.5%의 학생들이‘국이나 찌개’를 가장 많이 남긴다고 답했다.
6. 우리 학교 급식 위생 상태를 ‘보통 이상’으로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90.5%였다.
→ 학생들이 국이나 찌개를 많이 버린다. 나트륨의 섭취를 줄이는 데 있어서 국의 섭취를 줄이는 것은
하나의 방법이다. ‘국없는 날’을 운영하여, 국 대신 음료를 제공하여 음식 버리는 양을 줄이고, 학생
들이 좋아하는 음료의 제공 빈도를 늘려 만족도까지 높여보고자 한다.
22년도에는 수저를 모두 새것으로 교체하고자 한다. 또한 21년 11월에는 깨끗한 식판 세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벌세척기를 구입했다. 식판의 세척에도 더욱 주의를 기울일 예정이다.

분석 결과 :
7. 편식 교정에서는 ‘조금이라도 먹어 보려고 노력한다’라는 답변이 59.5%로 가장 많이 나왔다.
8. 급식 월보(식단 및 영양소식지)는 ‘식단(메뉴)만 본다’라는 답변이 42%로 가장 많았다.
→ 편식 교정의 경우, 배식 시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먹어보라고 권유하는 빈도를 늘리려고 한다. 영양
교육을 통해서도 몸에 이롭고 중요한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 식재료에 대한 소개를 늘릴 생각이다.
식단과 함께 영양소식지도 읽어볼 수 있도록 다채로운 내용과 그림을 넣어 흥미있게 구성할 생각이다.

학교급식에 대한 기호도 조사 결과

분석결과 :
9. 밥의 상태는 ‘좋다’와 ‘보통이다’로 응답한 학생이 87.6% 였다.
10. 가장 선호하는 반찬으로 73%의 학생들이‘육류반찬’으로 응답했다.
→ 밥은 현행대로 조리할 예정이다. 주찬의 육류 반찬 빈도도 지금처럼 주 3회 이상 유지할 생각이다.

분석결과 :
11. 육류의 조리법은 구이 39.1%, 튀김 29.9% 순으로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12. 생선의 조리법은 구이 40.1%, 튀김 31.4% 순으로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 육류와 생선의 조리법은 구이와 튀김의 빈도를 조림, 찜보다 늘려 조리할 예정이다.

분석결과 :
13. 채소의 조리법은 생채,샐러드 29.2%, 나물 27.4% 순으로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 채소의 조리법은 생채, 샐러드와 나물의 빈도를 볶음, 튀김, 부침보다 늘려 조리할 예정이다.

분석결과 :
14. 김치의 맛은 ‘좋다’와 ‘보통이다’로 응답한 비율이 71.1%로 나타났다. ‘맛이 없다’라고 응답
한 학생은 27.7%였다. ‘맛이 없다’라고 응답한 학생 중 ‘익지 않았다’와 ‘김치를 싫어한다’는 의
견이 많았다.
15. 가장 좋아하는 김치의 종류로 56.9%가‘배추김치’로 응답했다.
→ 학생들이 좋아하는 배추김치를 메뉴로 자주 제공할 예정이다. 선호 빈도를 반영 하여 배추김치, 깍두
기, 오이김치, 총각김치, 열무김치의 순으로 제공할 것이다.

분석결과 :
16. 가장 좋아하는 국으로 57.3%의 학생들이 ‘찌개류’로 응답했다.
→찌개류의 경우 염도가 높은 국에 해당하므로 조리할 때 염도가 0.7이상 높이지 않도록 주의하여 조리
할 생각이다.
17. 우리 학교 급식의 기호도를 높이기 위한 추천 메뉴에는 아래와 같은 응답이 나왔다.
치킨3(뿌링클, 양념), 떡볶이3(로제, 일반), 오코노미야끼2, 제육볶음2, 삼겹살2, 볶음밥2(김치, 일반),
샐러드2(소스적게, 과일), 국수2(일반, 매운비빔), 계란찜, 보쌈, 비빔밥, 볶은 김치, 피자, 떡갈비, 회
오리 감자, 핫도그, 냉모밀, 치킨마요덮밥, 국밥, 불고기, 치즈볼, 메추리알, 오므라이스, 냉면, 오징어
브로콜리, 고구마맛탕, 아메리칸핫도그, 콩반찬, 스파게티, 콘샐러드, 어묵볶음, 타코야끼, 곤드레밥,
감자전, 스프

→위 메뉴들은 21년도에도 나온 것들이네요^^ 여러분들이 뭘 좋아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
서 좋습니다. 새로운 것으로 뿌링클치킨, 매운비빔국수, 냉모밀, 불고기 등이 있겠네요. 회오리
감자는 올해도 메뉴에 넣었었는데, 코로나로 급식이 취소되면서 제공을 못했습니다. 선생님도
아쉬웠어요. 22년도에는 손곡중 학생들이 응답한대로 위 메뉴들을 모두 식단에 반영할 수 있도
록 노력하겠습니다.
마라탕3(중국당면추가, 고기 많이), 라면3

→마라탕은 마라라는 식재료가 호불호가 많이 갈리고, 성장기 청소년들의 위장에 자극적이라는
영양학적 소견이 있습니다. 아쉽지만 급식에 내어주긴 어려울 것 같아요. 라면도 마찬가지인데
요. 대신 ‘일본식 차슈라멘’으로 자극적인 라면 스프가 들어가지 않은 메뉴로 바꾸어 낼 수

있도록 시도해볼게요.
랍스타, 캐비어, 초밥

→랍스타는 1식당 단가가 만원 정도랍니다. 그런데 본교의 한 끼 식재료로 쓸 수 있는 돈은
3200원에서 3400원 정도랍니다. 식재료 단가가 어마어마하게 초과하기 때문에 랍스타는 급식 메
뉴에서 제공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캐비어와 초밥은 랍스타보다 식단가가 높은데요. 이외에도 급식에서는 익히지 않은 생선 및 알
류 제공이 식중독 발생 우려로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따라서 해당 음식도 제공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해해주세요~
아이스크림5 (민트초코2, 베스킨라빈스, 구슬아이스크림, 젤라또아이스크림), 마카롱2, 빵, 와플, 조각
케이크, 요거트

→여러분이 좋아하는 후식 메뉴는 위와 같군요. 아이스크림은 베스킨라빈스,구슬,젤라또의 경우
1개당 27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라 해당 후식을 주고 나면, 700원(3400원-2700원)으로 다른 밥/
국/반찬을 준비해야 하므로, 본 식단의 다른 메뉴들이 부실해진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
공이 힘들다는 점 양해 부탁해요. 나머지 후식들은 모두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기타 의견 :
지금처럼만 주셔도 충분합니다. → 고마워요. 많이 노력하고 있답니다.
고기반찬 많이 주세요. → 배식 받을 때 더 달라고 말해주세요. 충분치 않다면, 다 먹고 먹었던 식판을
들고 영양 선생님을 찾아주세요. 추가 배식해줄게요.
지금처럼만 줘도 애들이 좋아합니다. → 힘이되는 말입니다. 정말 고마워요♥
우리학교 급식 맛있다. → 손곡중 급식 홍보대사로 임명합니다♥♥♥
맛있게 해주세요. → 네, 더 노력할게요.
제육볶음 고기부위를 바꿔주세요. → 네, 12월부터 고기 부위를 바꾸어 제공합니다. 먹고 변화한 맛에
대한 후기 들려주세요.

→ 학생들의 기호도를 높이기 위한 추천 메뉴로 다양한 메뉴가 나왔습니다. 대체적으로 학생들
이 밖에서 외식으로 사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학교 급식에서 나왔으면 하는 의견들이 많았습니
다. 노력은 하겠지만 급식은 외식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성장기 청소년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고려하여 짜는 것이라 건강하고 다양한 식재료를 고려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학생들의 기호도를 고려하여 최대한 학생들이 좋아하는 메뉴를 건강힌 재료를 활용하여
맛있는 레시피로 음식으로 조리하여 제공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