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학교급식 만족도조사 결과
- 참여일시: 2022년 6월 27일 – 6월 30일
- 참여대상: 4, 5, 6학년 학생(440명)
- 참여인원: 332명(대상 인원의 75% 참여)
- 참여방법: 네이버폼 설문 작성

○ 학년은?

○ 성별은?

※ 1. 매우그렇지 않다 2. 그렇지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그렇다 로 작성함.
1. 우리 학교급식은 건강과 올바른 식습관을 만들어 주는데 도움을 준다라고 생각하십니까?

- ‘우리 학교급식은 건강과 올바른 식습관을 만들어 주는데 도움을 준다’라는 질문에 ‘보통’ 이상이 94% 응답하여
긍정적으로 평가됨
2. 우리 학교에서 제공하는 음식의 간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우리 학교에서 제공하는 음식의 간은 적당하다’라는 질문에 ‘보통“ 이상이 89.2% 응답하여 간 조절이 적절하다
고 생각됨
3. 우리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식재료는 신선하고 품질이 좋은 것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우리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식재료는 신선하고 품질이 좋은 것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보통“ 이상이 95.5% 응답하여 식재료의 품질에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고 봄

4. 우리 학교급식은 위생적이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우리 학교급식은 위생적이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보통“ 이상이 93.4% 응답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임
4-1. (전혀/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이유는 무엇입니까?(복수응답가능)

- 우리 학교급식이 위생적이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로 ’식기류가 청결하지 않아서‘ 17명과 ’이물질이
나와서‘16명으로 식기구 청결과 이물질 관리에 노력이 필요함
5. 우리학교에서 운영하는 영양·식생활 교육이(영양수업, 식단영양표시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등)도움이 됩니까?

- ‘우리 학교에서 운영하는 영양,식생활 교육이 도움이 됩니까’라는 질문에 ‘보통“ 이상이 89.2% 응답하여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36명의 학생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대답해서 보다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하겠음.

5-1. (전혀/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이유는 무엇입니까?(복수응답가능)

- 우리 학교에서 운영하는 영양,식생활 교육이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로 ‘관심이 없어서’가 31명, ‘내용이 어려워서’
14명이 응답해 학생들에게 흥미를 유발하고 눈높이에 맞는 교육의 필요성이 있음.
6. 우리 학교는 올바른 식사에 대해 담임선생님이나 영양선생님이 지도를 해주신다.

- ‘우리 학교는 올바른 식사에 대해 담임선생님이나 영양선생님이 지도를 해주신다’’라는 질문에 ‘보통“ 이상이
91.62% 응답하여 영양,식생활 교육의 도움 보다 높게 나옴. 급식실에서의 현장 지도가 더 효과적으로 보임
7. 우리 학교는 급식운영과 관련하여 소통이 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우리 학교는 급식운영과 관련하여 소통이 잘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보통“ 이상이 90.1% 응답하여
대다수가 적절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됨. 소통이 잘 된다고 생각하는 33명의 학생들을 위해서 개선점
이 필요함

7-1. (전혀/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이유는 무엇입니까?(복수응답가능)

- 우리 학교는 급식운영과 관련하여 소통이 잘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
서‘라고 20명이 대답하여 급식 건의함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8. 우리 학교급식에 전반적으로 만족합니까?

- ‘우리 학교급식에 만족합니까’라는 질문에 ‘보통“ 이상이 87.4% 응답하여 42명의 학생이 만족하지 않는다고
대답함.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개선점을 찾아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8-1. (매우/그렇다/보통)만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복수응답 가능)

- 우리 학교급식에 만족하는 이유로 ’음식이 맛있음‘ 23.1%, ’식단이 다양함‘22.8%가 나와 5명 중 각 1명이 음식
맛과 식단에 만족하는 것으로 보임.

8-2. (전혀/그렇지않다)불만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복수응답 가능)

- 우리 학교급식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로 ’음식이 맛없음‘ 31명, ’식단이 다양하지 않음‘13명으로 나와 음식맛
개선과 다양한 식단 연구가 필요함.
○ 결론 및 제언
객관식 만족도 조사에서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대답하였으며 서술형에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
었음. 학교급식에서 나왔으면 하는 음식으로 밥류, 국류, 채소 반찬류에 비해 육류 반찬과 보조식의 수
가 훨씬 많아 학생들이 육류 반찬과 보조식에 관심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생각됨. 기타 의견으로 학교에
서 예산, 위생, 조리 능력, 대중성 등을 고려할 때 적합하지 않은 음식들도 많이 나옴.
음식의 양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으나 현재 음식물쓰레기의 양이 너무 많아서 무작정 배식량
을 늘리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이 배식받은 음식을 모두 먹고 더 배식받는
것을 권유함. 위생에 있어서는 머리카락이 나왔다는 의견이 있어서 조리뿐만 아니라 배식 중에도 이물질
이 들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함은 물론 전반적으로 청결한 급식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야겠음. 음식의
간이 싱겁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으나 우리 학교는 염도를 0.6-0.7%로 유지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고려
하고 있기에 저염식의 장점 교육이 필요하겠음. 기타 다양한 의견이 많이 나왔으며 학생들과 소통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겠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