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학교급식 설문 조사
1. 조사 대상 학생 225명
2. 조사 기간 2019.07.01일~07.05 ( 5일간)
3. 조사 방법 설문지 조사
4. 기타

※ 중복문항의 경우 설문된 인원과 응답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학생 설문결과 분석 및 개선대책
★ 학교급식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92.5%(만족한다이상) 으로 나타남
보통이다 이상이 99.2%,
0.8%(2명)이 학교급식에 불만족한것으로 나타남.

★ 문항별 결과 분석(만족한다 이상)
학교급식의 긍정적인 영향(97.3%) > 식재료의 품질(96.4%) >
위생적인 급식(94.2%) >전반적 만족도(92.5%) >
영양교육자료의 영향(89.3%) >
급식의견 소통(89.4%) > 식사장소의 편안함(78.2%)
★ 설문 만족도가 낮은 항목에 대한 개선 방안
1) 식사 장소의 편안함(78.2%)
⇨ 보통이다(18.7%), 그렇지않다 (2.7%), 전혀그렇지않다(0.4%)로
조사 문항중 가장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문항임.
편안하지 않은 이유로 소란스러워서(4명), 환경이 좋지 못하여(2명), 식탁이 지저분해서(1명)의
의견이 있었음. ⇨ 담임선생님과 연계하여 식생활관 내 지속적인 질서 지도를 유지하며
식탁이 노후되었으므로 내용연수 이후 식탁교쳬 예산 배부 요청 예정
2) 급식 의견 소통(89.4%점)
⇨ 보통이다 9.8%,
소통이 잘 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2명)로 기타(맛이 반영이안됨)이라는 의견이 있었음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원하는 답변을 해주지 않아서 반영되지 않는다고 인식함. 학교급식 운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홈페이지나 건의함의 적극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것으로 생각됨.

★ 기호도 조사 관련
⇨ 좋아하는 식품으로 육류와 가공식품의 선호도가 높았음. 건강한 식재료인 채소와 생선류의 선호도가 낮았
으므로 이에 조리방법을 개발하여 급식 선호도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겠음.
⇨ 가장 좋아하는 채소는 콩나물로 익숙하게 많이 먹어본 채소의 기호도가 높았음.
⇨ 학생 기호도를 고려하고, 아이들과 잘 소통하여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기타 원활한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 바라는 점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1. 1년에 1~2번정도 나오는 메뉴의 급식 횟수를 높이자?
2. 계속 맛있는 밥을 주세요
3. 조리원이 친절하면 좋겠다.
4. 맛있는음식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5.앞으로도 맛있게
6.음식을 다양히
7.국물이 다른음식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제대로 먹을수가 없어요, 제발부탁드려요. ㅠㅠ
8. 간식도 많이 넣어주세요
9.앞으로도 쭉지금처럼 맛있게 해주세요.
10.5학년밥먹을때도 맛있는거 리필해주세요
11. 지금도 너무 만족하고 앞으로도 맛잇는 급식주세요.
12.맛있게해주세용 ㅎㅎ
13.아무거나좋습니다.
14.지금도만족♥
15.이대로계속똑같이나오면 좋겠다.
16.앞으로 깨끗한 식단 만들어주세요
17.맛있는거 더 많이 주세요
18. 조금만 더 친절하게...ㅎㅎ
19.맛있는 음식감사해요. 앞으로도 맛있는음식 많이 만들어주세요
20. 튀김류를 좀 줄여주세요
21. 더 맛있고, 라면사리추가해주세요(부대찌개)
22.없음(지금 그래도 만족)
23. 앞으로도 맛있는 급식주세요
24.여름에시원한 음식이 많이 나오게 겨울에는 따뜻한 음식이 많게 해주세요
25.여름에빙수해줘요(아이스크림도)
26.빙수빙수빙수빙수~
27. 자율배식대를 크게하여 반찬이 없을경우가 있지않게 해주세요(?)
28. 영양쌤 파이팅, 고마워요~
29.파이팅!♥ 영양선생님 고맙습니다.♥
30. 감사합니다.
31. 영양선생님 감사해요(4)
32. 영양선생님 감사해요 매일 우리에게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33.원하는 음식을 적을때 연필이 없어요 맛있는음식 주어서 감사합니다.
34. 앞으로도 위생적이고 신선한 재료로 계속 맛있는 음식 만들어주세요
영양선생님 사랑합니다.!
35. 힘내세요
36.앞으로도 맛있는 급식만들어주세요
37. I LOVE♥
38. 앞으로도 더 맛있는 급식만들어주세요
39. 사랑합니다.
40. 쌤 감사해요

41. 급식맛있어요.
42. 항상맛있고 좋은급식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43. 신선하고 맛있는 재료로 급식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44. 나누어주시는 분들이 조금만 더 친절하셨으면 좋겠어요
45. 맛있는 급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6. 선생님 사랑해요(2)
47. 더 맛있게 해주세요(2)
48. 급식을 맛있게 해주세요
49. 급식소리함에 장난하지 않기
50. 더 맛있게, 더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 주세요
51. 살짝 싱거워요, 하지만 맛있어요
52. 학교급식 정말 맛있어요
53. 없어여~
54. 매우만족한다.
55.완벽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