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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done to investigate satisfaction of fifth-grade(n=264) and sixth-grade(n=117) students from 
school foodservice in five elementary schools in Won-ju. On a scale of 1 to 5, with 1 being very poor and 5 
being very good, overall satisfaction from school foodservice was found to be 3.21±0.98(‘so-so~satisfaction’). 
The highest satisfactory factor was neatness of foodservice staffs(3.79±1.00), while the lowest satisfactory 
factor was the students' overall opinions of school foodservice(3.03±1.06). The biggest unsatisfactory factor 
was found to be ‘bland food’. ‘Enhancement of taste’(49.08%) caused the most complaints against school 
foodservice. Soup was identified as the type of food most likely to be left over, and there was some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fifth-graders and sixth-graders. The reason cited most often for leftovers was 
unfavorable menus(33.42%). Students were more likely to try foods which were unfamiliar to them and also 
foods they previously disliked as a result of using school foodservice(28.87%). Also significant, when the 
meal director was present during the meal service, satisfaction was markedly higher than when the director 
was not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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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은 성장기 학생들의 심신의 발달을 도모
하기 위하여 학생들에게 성장 발달에 필요한 균형
적이고 과학적인 영양식을 공급함은 물론, 편식교정 

및 식습관의 올바른 자세와 협동, 질서, 공동체 의
식 등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여 국민의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에서 
일정한 지도 목표를 설정하여 계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1).

학교급식은 비용 및 영양적인 면에서 도시락보다 
우수하고, 급식학교의 아동이 비급식학교의 아동보
다 체위성장률이 높았고 학습태도 및 학습능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아동의 식행동 및 식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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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좋은 영향을 준 것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식
생활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2).

우리나라는 경제 수준의 급속한 성장과 현대화, 
산업 발달로 인한 사회구조의 다양화로 생활양식과 
사회생활에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다. 국제화의 
결과로 식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으며 가족제도
의 변화와 여성의 사회 참여확대와 함께 가정에서 
주부의 역할이 변화하고 가사에 소비하는 시간이 
부담이 됨에 따라 학교급식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
였다(3).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더불어 교육부는 학생들의 
전인교육, 인간교육의 장으로써 학교급식을 연차적
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학교급식의 최근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현재 학교 수 기준으로 
꾸준한 신장세를 보여 2005년 12월 현재 전체의 
99.9%로 거의 대부분의 초등학교(5665/5673교)에서 
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1997년부터 급식이 본격적으
로 실시된 중 ․ 고등학교의 급식은 2005년 12월 현
재 중 ․ 고등학교의 경우는 99.0%의 실시율을 보이
는 등 급성장하였다(1). 

학교급식이 확대됨에 따라 학교급식의 위생 및 
안전은 물론, 급식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
으며 학교급식의 내실화가 절대적으로 강조되고 있
다. 학교급식 실시 이후 전면 실시를 위한 양적인 
확대에 대해 치중하면서 예산 자원의 부족으로 공
동 관리, 공동 조리장, 외부 위탁 급식 등의 운영방
법을 적용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 시설의 
미비 및 위생 관리 체계의 미흡이 지적되고 있다(4). 

이와 같이 현행의 학교급식을 양적인 측면에서 
크게 성장하였고 이에 따라 학교급식의 향상을 위
한 노력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졌으나, 학교급식의 질
적인 측면에서 평가해보면 여러 가지 해결되어야 
할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다. 최근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5) 학교급식의 질적인 성장을 위하여 학생들
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식단의 제공, 쾌적한 식사환
경,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사공급 등을 포함하여 학
교급식을 관할하는 전담부서의 설치, 교실 배식의 

문제, 학교급식 식재료의 최저입찰제문제, 위탁급식
업체의 관리, 영양사의 영양 교사화 등의 문제가 우
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학교급식의 만족도에 관한 조사연구에서, Jang 등
(6)은 용인시 초등학교 고학년학생의 66%가 학교급
식에 만족하고 있다고 하였다. Kim(7)은 음식을 남
기는 가장 큰 이유를 ‘맛이 싫어서’, ‘식욕이 없어
서’, ‘양이 많아서’ 순으로 지적해 음식의 품질평가 
요인 중 맛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Lee 
등(8)은 음식을 남기는 이유로 학생들 대부분이 ‘반
찬량 부족’과 ‘맛이 없음’으로 응답하여 적정한 식
사량에 대한 조사와 확보, 맛에 대한 개선노력이 필
요하다고 하였다. Kim 등(9)은 학교급식의 만족도가 
음식의 맛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
에 향상을 위해서는 조리종사원의 조리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과 다양한 식단 및 조
리법의 개발을 강조하였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식품산업 및 외식산업의 발달
로 인해 다양하고 수준 높은 음식과 서비스를 접한 
학생들은 단순히 공복을 채우기보다는 높은 수준의 
음식과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받기 원하므로 영양사
는 학생이 학교급식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 
조사하여 균형있는 식사와 만족스러운 학교급식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7). 따라서 본 연구는 
원주지역 초등학교 5, 6학년 남 ․ 여 학생들을 대상
으로 급식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피급식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학교급
식의 질적 향상과 영양교육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
는데 목적이 있다.

1) 설문지 개발
자료 수집을 위한 설문지는 여러 연구(7,10-14)를 



2. 연구대상 및 기간

3. 통계처리

연구결과 및 고찰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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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여 만든 후 1개교의 5,6학년 28명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하여 나타난 문제점들을 수정 ․ 보완하여 
개발하였다. 학생들의 설문지 작성은 자기평가 기입
법을 사용하였다.

2) 설문지 구성
설문지는 학생의 일반사항 5문항, 학교급식의 만

족도 19문항, 학교급식의 불만족 및 시정요인 2문항, 
음식의 잔반 2문항, 급식 후 태도 변화의 1문항 등  
총 5개 영역 2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학생의 일반사항은 나이, 체중, 키, 성별, 어머니 
직업유무, 식사지도자, 1주간의 아침식사 섭취횟수를 
조사하였다. 학교급식의 만족도는 전반적인 만족도, 
식사의 질, 식사량, 식단의 구성, 위생, 급식서비스
에 대해 총 19문항으로 구성하였고 각 항목마다 ‘매
우 불만족’ 1점, ‘불만족’ 2점, ‘보통’ 3점, ‘만족’ 4
점, ‘매우 만족’ 5점으로 하여 Likert의 5점 척도를 
이용하였다. 학교급식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불만으
로 응답한 경우에 불만족의 이유를 맛, 양, 위생, 배
식시간, 음식의 온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학교급식에서 맛, 배식량, 위생, 배식방법, 식사량 
중 가장 먼저 개선되길 원하는 사항을 조사하였다. 
음식의 잔반은 밥, 국, 김치, 반찬, 후식 중 가장 많
이 남기는 음식에 대해 조사하였고, 잔반의 이유도 
함께 조사하였다. 급식 후 가장 향상된 것을 조사하
는 문항은 영양과 건강에 대한 관심 형성, 감사하는 
마음, 음식의 잔반 감소, 고른 음식섭취, 군것질의 
감소, 처음 보는 음식이나 싫어하는 음식의 섭취 등
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원주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초등학교 5개교를 선
정하여 5개교의 학생 중 5,6학년의 남 ․ 여 학생을 
대상으로 학년별 2학급씩 총 20학급을 임의로 선정
하여 조사하였다.

저학년의 경우 설문지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사대상을 5,6
학년으로 국한하였다.

학교 영양사들의 협조를 얻어 2006년 10월 9일~ 
2006년 11월 2일까지 총 4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
여 회수된 390부(회수율 97.5%) 가운데 부실 기재
한 설문지를 제외한 381부(95.3%)를 통계자료로 이
용하였다.

본 조사 자료는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Ver. 9.1)를 이용하여 빈도(%)와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항목간 빈도의 차이검증은 χ2 검정을 실
시하였다. 독립된 두 집단의 평균값을 비교할 때는 
t-test 방법을, 여러 집단의 평균값을 비교할 때는 일
원분산분석을 사용하였고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구하였다. 학교별에 따른 학
교급식 만족도에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을 때 사
후검정방법으로 Duncan의 다중비교검정(Multiple 
range test)을 실시하였다.

Table 1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에 대한 결과
이다. 조사대상자는 총 381명으로 5학년 264명, 6학
년 117명이었고, 남학생과 여학생이 각각 203명, 178
명으로 전체의 53.28%, 46.72%에 해당하였다. 어머
니의 직업 유무, 급식시간의 식사지도자 유무, 아침
식사 횟수에서는 학년간의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68.5% 학생의 어머니가 직업이 있었으며,  
급식지도자의 경우 영양사가 58.95%로 가장 많았으
며, 아침식사횟수는 6~7회/주로써 아침을 매일 섭취
하는 학생의 비율이 60.5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 학교는 모두 식당에서 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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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N(%)
Grade

Variables 5 (n=264) 6 (n=117) Total (n=381) χ2

Gender 
Males 146(55.30) 57(48.72) 203(53.28)

1.60
Females 118(44.70) 60(51.28) 178(46.72)

Mothers' job
Yes 182(68.94) 79(67.52) 261(68.50)

0.02
No 82(31.06) 38(32.48) 120(31.50)

Whether meal director 
was present or not

A class teacher 89(33.71) 30(25.86) 119(31.32)

2.89Dietitian 152(57.30) 73(62.93) 225(58.95)

No 24( 9.09) 13(11.21) 37( 9.73)

Frequency of breakfast

0~2 times/week 32(12.17) 22(18.08) 54(14.21)

8.783~5 times/week 77(29.28) 19(16.24) 96(25.26)

6~7 times/week 154(58.56) 76(64.96) 230(60.53)

을 하고 있어 배식 장소에 따른 차이는 배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초등학생들의 학교급식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는 Table 2에서와 같이 3.21±0.98로 ‘보통이다~만족
한다’의 범위에 해당하였다. 5학년의 평균 3.29±0.94
는 6학년 평균 3.04±1.06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5,6학년 간의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식사의 질에 대한 만족도에서 영양에 대한 만족
도가 평균 3.72±0.90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적정온도(3.34±1.00), 맛(3.33±0.93), 냄새(3.30±0.94) 
순으로 나타나 ‘보통이다~만족한다’의 범위에 해당
하였다. 강원도에서 조사된 Lee 등(8)의 연구에서 음
식의 전체적인 맛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Kim(11)의 연구에서도 경북지역 도시와 농촌 모두에
서 맛, 냄새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강원도와 
경북 모두에서 행해진 선행연구에서는 맛과 냄새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었다. 그러나 본 원주지역에서 
수행된 본 연구결과에서는 맛이나 냄새가 ‘보통이
다’에 가깝게 평가 되었다. 게다가 음식의 냄새는 
제공되는 음식에 대한 기대감과 식욕을 자극하는 

효과를 가지므로 음식의 냄새와 맛의 관리에 더 주
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식사의 양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밥의 양
(3.35±1.01)에 대한 만족도, 다음으로 후식의 양
(3.25±1.21), 반찬의 양(3.22±1.06)의 순으로 나타났다. 

식단의 구성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음식의 
종류에 대한 만족도가 평균 3.35±1.03으로 가장 낮
게 나타났다.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것은 계절음식 제
공(3.5±1.02)이었으며 학년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보
이지 않았다.

위생 ․ 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조리종사
자의 청결도(3.79±1.00), 다음으로 음식의 위생적 관
리(3.33±1.05), 급식장소의 시설 및 위생(3.29±1.08)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식판 ․ 수저 등의 위생, 음식이 
위생적 관리의 경우 5학년이 6학년보다 만족도가 유
의적으로 높았다. 급식에 있어서 음식의 맛, 영양과 
함께 위생은 빠질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으
며, 근래의 학교급식은 위생급식이라고 말할 만큼 
위생을 가장 우선시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11). 
Kim(7)의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경우는 식기의 청결
(2.79±0.91)이 보통 이하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의 6학
년 학생들도 식판, 수저 등의 위생에 대해 보통이하
(2.97±1.23)로 응답하여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3. 불만족인 학생들의 불만족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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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atisfaction of fifth-grade and sixth-grade students from school foodservice (Mean±SD)
Grade

Attributes 5 (n=264) 6 (n=117) T-value Total (n=381)

Overall satisfaction 3.29±0.94 3.04±1.06 2.28* 3.21±0.98

Quality 

Taste 3.43±0.89 3.12±0.97 2.97** 3.33±0.93

Flavor 3.37±0.95 3.16±0.91 2.03* 3.30±0.94

Temperature 3.35±0.96 3.32±1.08 0.32 3.34±1.00

Nutrition 3.78±0.86 3.59±0.98 1.85 3.72±0.90

Quantity

Quantity of steamed rice 3.40±0.99 3.24±1.04 1.48 3.35±1.01

Quantity of side dishes 3.30±1.03 3.04±1.11 2.24* 3.22±1.06

Quantity of dessert 3.39±1.18 2.94±1.24 3.43*** 3.25±1.21

Menu 
composition

Various kinds of food 3.43±0.98 3.17±1.11 2.22* 3.35±1.03

Numbers of side dishes 3.47±0.96 3.33±1.09 1.25 3.43±1.00

Use of seasonal food 3.56±1.01 3.36±1.04 1.77 3.50±1.02

Hygiene․
equipment

Hygiene of spoon & plate 3.29±1.17 2.97±1.23 2.45* 3.19±1.19

Food Hygiene 3.42±10.2 3.11±1.11 2.61*** 3.33±1.05

Neatness of foodservice staffs 3.85±0.96 3.64±1.08 1.96 3.79±1.00

Equipment & place hygiene 3.35±1.06 3.17±1.14 1.43 3.29±1.08

Service

Kindness of foodservice staffs 3.26±1.19 2.63±1.41 4.22*** 3.07±1.29

Offering of nutrition & hygiene information 3.34±1.01 3.07±1.09 2.29* 3.26±1.04

Reflection of students' opinions 3.16±0.97 2.73±1.18 3.46*** 3.03±1.06

Food serving time 3.24±1.05 2.92±1.23 2.47* 3.14±1.11

1: very poor  2: poor  3: moderate  4: good  5: very good 
* : p<0.05,  ** : p<0.01,  *** : p<0.001

급식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에서 전체적으로 5학년
이 6학년보다 만족도가 유의적으로 놓은 항목들이 
많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양 및 위생에 
관한 정보 제공이 3.26±1.04로 만족도가 가장 높았
으며, 다음으로 배식시간(3.14±1.11), 조리종사자의 
친절도(3.07±1.29) 급식에 대한 학생의 의견반영
(3.03±1.06)의 순으로 나타났다. 5학년은 모든 항목의 
만족도가 보통이상으로 나타났으나, 6학년에서 보통 
미만(3점미만)으로 나타난 항목은 후식의 양, 식판과 
수저의 위생, 조리종사자의 친절도, 학생의 의견반
영, 배식시간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리종사자
의 친절도, 급식에 대한 학생의 의견반영, 배식시간
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급식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불만으로 응답한 
경우에 불만족의 이유를 맛, 양, 위생, 배식시간, 음
식 온도의 항목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Table 3에서 
제시하였다. 학교급식 불만족요인을 살펴보면 학년
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며, ‘맛이 없어
서’가 54.05%로 가장 많은 불만 요인이었고 ‘비위생
적이어서’가 18.02%로 나타났다. Table 2에서 조사대
상 전체 학생들은 음식의 맛에 대하여 3.33으로 보
통 수준으로 응답하였으나 급식에 대해 전반적으로 
불만인 학생들은 맛이 가장 많은 이유로 나타났다. 
Lee 등(8)의 연구에서도 불만 사항으로 전체적으로 
음식의 맛(27.0%) > 음식의 영양(18.8%) > 위생상태
(12.2%)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학교급식 불만
족 요인은 ‘맛이 없어서’가 가장 높게 나와 맛의 개
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4. 학교급식의 시정요구와 음식의 잔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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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Unsatisfactory factors of the school foodservice N(%)
 Grade

Attributes
5

(n=71)
6

(n=40)
Total

(n=111) χ2

Bland food 37(52.11) 23(57.56) 60(54.05)

2.971)

Lack of portion size 9(12.68) 2( 5.00) 11( 9.91)

Insanitation 13(18.31) 7(17.50) 20(18.02)

Shortness of mealtime 1( 1.41) 1( 2.50) 2( 1.82)

Improper temperature 4( 5.63) 1( 2.50) 5( 4.50)

Others 7( 9.86) 6(15.00) 13(11.71)

1) Not significant (p<0.05) 

1) 학교급식의 시정요구 사항
학생들의 학교급식에 대한 시정 요구사항은  

Table 4에 나타내었다. 학교급식에 대한 시정 요구사
항을 보면 학년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
며 맛의 향상(49.08%)이 가장 많은 시정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위생(20.21%) > 배식량
(14.96%) > 식사장소(7.87%) > 배식방법(5.51%)의 순
으로 나타났으며, 학교급식의 불만족 요인의 결과처
럼 맛의 향상을 우선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음식의 잔반
(1) 남기는 음식의 종류
학생들의 가장 많이 남기는 음식의 종류는 Table 5

와 같다. 국 > 반찬 > 김치 > 밥 > 후식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Kim(15)의 연구에서도 국, 반찬, 김치, 
밥, 후식 순으로 나타났으며, Kim 등(16)의 연구에서
도 학년별로 남기는 음식을 살펴본 결과 4,5,6학년의 
경우 국, 반찬, 김치, 우유, 밥의 순으로 나타나 국
을 가장 많이 남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은 국물이 
있기 때문에 밥과 반찬을 먹고 배가 불러 국물까지 
다 먹지 못하여 생기는 것으로 생각된다.

(2) 음식을 남기는 이유
학생들이 음식을 남기는 이유는 Table 6에 제시하

Table 4. The most complaints against school foodservice N(%)
 Grade

Attributes
5

(n=264)
6

(n=117)
Total

(n=381) χ2

Enhancement of taste 132(50.00) 55(47.01) 187(49.08)

0.241)

Portion size 35( 9.19) 22(18.80) 57(14.96)

Hygiene 56(21.21) 21(17.95) 77(20.21)

Serving method 11( 4.17) 10( 8.55) 21( 5.51)

Eating place 24( 9.09) 6( 5.13) 30( 7.87)

Others 6( 2.27) 3( 2.56) 9( 2.36)

1) Not significant (p<0.05) 

Table 5. The type of food most likely to be leftover N(%)
 Grade

Attributes
5

(n=255)
6

(n=110)
Total

(n=365) χ2

Rice 4( 1.57) 7( 6.36) 11( 3.01)

12.90*

Soups 170(66.67) 56(50.91) 226(61.92)

Kimchi 21( 8.24) 14(12.73) 35( 9.59)

Side dishes 55(21.57) 32(29.09) 87(23.84)

Dessert 5( 1.96) 1( 0.91) 6( 1.64)

* : p<0.05

Table 6. Reasons cited for leftovers N(%)
 Grade

Attributes
5

(n=255)
6

(n=110)
Total

(n=365) χ2

Bland food 63(24.71) 50(45.45) 113(30.96)

21.08**

Portion size is too big 73(28.63) 19(17.27) 92(25.21)

Unfavorable menus 86(33.73) 36(32.73) 122(33.42)

Unsanitary 6( 2.35) 2( 1.82) 8( 2.19)
When they are full due 
to junk food 16( 6.27) 1( 0.91) 17( 4.66)

Unfamiliar foods 3( 1.18) 1( 0.91) 4( 1.10)

Others 8( 3.14) 1( 0.91) 9( 2.47)

** : p<0.01

였다. 5학년은 싫어하는 음식일 때(33.73%) > 양이 
많을 때(28.63%) > 맛이 없을 때(24.7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6학년은 맛이 없을 때(45.45%) > 싫어
하는 음식일 때(32.73%) > 양이 많을 때(17.27%)의



5. 급식 후의 태도 변화

6. 급식만족도와 식사의 질·양의 상관관계

7. 식사지도자에 따른 학교급식 만족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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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Students' attitude changed by using school foodservice N(%)
Grade

Attributes 5 (n=264) 6 (n=117) Total (n=381) χ2

Interested in nutrition and health 31(11.74) 6( 5.13) 37( 9.71)

30.72***

Gratitude 33(12.50) 10( 8.55) 43(11.29)

No leftover 18( 6.82) 27(23.08) 45(11.81)

Eat a various kinds of foods 45(17.05) 27(23.08) 72(18.90)

The frequency of junk food is reduced 45(17.05) 11( 9.40) 56(14.70)
They were more likely to try foods which were unfamiliar to 
them and also foods they previously disliked 82(31.06) 28(23.93) 110(28.87)

Others 10( 3.79) 8( 6.84) 18( 4.72)

*** : p<0.001

순으로 5,6학년 간의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전체
적으로 살펴보면 싫어하는 음식일 때 > 맛이 없을 
때 > 양이 많을 때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Kim 등
(16)의 연구에서도 음식을 남기는 이유로 ‘싫어하는 
음식이다’가 가장 많았고, Lee 등(8)의 연구에서도 
초등학생의 경우 ‘싫어하는 음식’이 음식을 남기는 
이유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본 연구의 
결과와 선행 연구 결과(8)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학
교급식에서 선호하는 음식에 대한 반영과 음식의 
맛 개선 노력이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Head 등(17)은 학생들의 식품 수용정도가 
실제로 소비할 수 있는 음식의 양이 되기 때문에 
급식관리자들은 정기적으로 잔식량을 측정하고 학
생들의 의견을 조사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급
식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하였다. 

  

급식 실시 후 식생활 태도 변화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Table 7에 제시하였다. 5,6학년 모두 처음보
거나 싫어하는 음식을 먹게 되었다는 비율이 
28.8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음식을 
골고루 먹음(18.90%) > 군것질 횟수 줄어듦(14.70%) 
> 음식을 남기지 않음(11.81%)의 비율을 보였고 5,6
학년 간의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Jang 등(6)의 연
구에서도 학교급식 후 초등학생들의 식습관 행동변

화에 대한 조사결과가 맛이 없거나 처음 보는 음식
도 먹어보게 되었다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음식
을 골고루 먹게 되었다 >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
었다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로 보아 학교급식
은 학생들에게 여러 음식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며 
처음 보는 음식을 접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는 기회의 장으로서 역할을 한다. 또한 급식을 실시
함으로써 급식의 목적인 편식교정이 이루어지고 식
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습관을 길러 합리적인 영
양섭취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급식만족도와 식사의 질 ․ 양의 상관관계를 Table 8
에 제시하였다. 전반적인 급식만족도는 맛 r = 0.639, 
부식양 r = 0.453, 냄새 r = 0.441, 밥양 r = 0.435, 영양  
r = 0.388, 온도 r = 0.363, 후식양 r = 0.336의 순으로 유
의적인 양의 상관관계(p<.001)를 보였다. Jang(10)의 
연구에서도 전반적인 급식만족도가 맛 r = 0.621, 냄
새 r = 0.544, 영양 r = 0.513, 주부식 양 r = 0.477의 순
으로 나타났으며 유의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Table 9는 식사지도자에 따른 학교급식 만족도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조사 결과와 같이 전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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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Correlation among school foodservice satisfaction attributes (N=381) 
Attributes Taste Smell Temperature Nutrition Quantity of Rice Quantity of

side dishes
Quantity of 

dessert

Taste

Flavor 0.589***

Temperature 0.434*** 0.436***

Nutrition 0.439*** 0.423*** 0.478***

Quantity of Rice 0.423*** 0.272*** 0.350*** 0.446***

Quantity of side dishes 0.423*** 0.381*** 0.303*** 0.378*** 0.555***

Quantity of dessert 0.382*** 0.291*** 0.310*** 0.284*** 0.331*** 0.394***

Overall satisfaction 0.639*** 0.441*** 0.363*** 0.388*** 0.435*** 0.453*** 0.336***

*** : p<0.001

Table 9. Satisfaction from school food service according to meal directors (Mean±SD)
            Meal directors

Attributes
A class teacher 

(n=119)
Dietitian
(n=225)

No
(n=37) F-value

Satisfaction General satisfaction 3.31±0.99a 3.23±0.96a 2.78±1.03b 4.21*

Quality

Taste 3.45±0.98a 3.35±0.85a 2.86±1.08b 6.51**

Smell 3.48±1.02a 3.25±0.89ab 3.05±0.88b 3.64*

Temperature 3.51±1.07 3.28±0.94 3.34±1.00 2.40

Nutrition 3.84±0.91 3.69±0.86 3.72±0.90 2.47

Quantity

Quantity of rice 3.33±1.00 3.39±0.99 3.35±1.01 1.39

Quantity of side dishes 3.31±1.09a 3.23±1.02ab 3.22±1.06b 3.74*

Quantity of dessert 3.45±1.17a 3.21±1.22ab 2.89±1.26b 4.17*

Menu 
composition

Kindness of foods 3.54±1.03a 3.29±1.01ab 3.08±1.06b 3.76*

Numbers of side dishes 3.63±1.01a 3.38±0.98ab 3.05±0.99b 4.90**

Use of seasonal food 3.65±1.04 3.44±1.00 3.50±1.02 1.86

Hygiene․
Equipment

Hygiene of spoon & plate etc 3.36±1.37a 3.31±1.01a 3.33±1.05a 1.41*

Hygiene of food 3.50±1.11a 3.31±1.01a 2.86±1.05b 5.32**

Cleanliness of food service staff 3.94±0.99a 3.77±1.01a 3.37±0.95b 4.28*

Equipment & hygiene of food service place 3.40±1.16a 3.31±1.0a 2.89±1.02b 3.97*

Service

Kindness of food service staff 3.25±1.30a 3.07±1.28a 2.48±1.19b 5.02**

Offering of nutrition & hygiene information 3.45±1.10a 3.25±0.99a 2.70±0.96b 8.65***

Opinion reflection of students 3.22±1.06a 3.01±1.04a 2.50±1.0b 7.08***

Food serving time 3.42±1.07a 3.08±1.12a 2.62±0.98b 5.02**

1: very poor  2: poor  3: moderate  4: good  5: very good 
* : p<0.05,  ** : p<0.01,  *** : p<0.001
a, b : Ducan의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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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의 경우 식사지도자가 없는 경우는 평균 
2.78±1.03으로 담임(3.31±0.99)이나 영양사(3.23±0.96)
의 지도가 있을 경우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유의적
인 차이를 보였다.

담임이나 영양사의 지도가 있을 경우 모든 항목
에서 만족도가 ‘보통이다~만족한다’로 나타났고 식
사지도자가 없는 경우보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학교급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식사시간에 식사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원주지역 초등학교 5,6학년 남 ․ 여 학
생들을 대상으로 급식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피급식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하여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과 영양교육의 기초 자
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는 원주지
역 초등학교 5개교의 5학년 264명, 6학년 117명을 
대상으로 학교급식 만족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
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전체 평균 

3.21±0.98로 ‘보통이다~만족한다’의 범위에 해당
하였다. 전반적인 만족도는 5학년(3.29±0.94)이 6
학년(3.04±1.06) 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모든 항목에서 5학
년이 6학년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 

2. 학교급식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조리종사자의 청
결도(3.79±1.00), 음식의 영양(3.72±0.90)에 대한 만
족도가 높았으며 학년간의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급식에 대한 학생의 의견반영
(3.03±1.06)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
며 학년간의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5학년의 
경우는 급식에 대한 학생의 의견반영에 대한 만
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6학년의 경우는 조

리종사자의 친절도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3. 학교급식에 불만족으로 응답한 학생들의 불만족 
요인은 학년간의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
며, 맛이 없어서(54.0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불만족 요인에서 알 수 있듯이 5,6학년의 학교급
식에 대한 시정요구사항 중 가장 우선이 ‘맛의 
향상(49.08%)’으로 나타났으며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4. 학생들이 남기는 음식의 종류를 살펴본 결과 국
을 가장 많이 남겼고 다음으로 반찬 > 김치 > 밥 
> 후식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년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음식을 남기는 이유는 싫어하는 
음식일 때(33.42%) > 맛이 없을 때(30.96%) > 양
이 많을 때(25.2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유의적
인 차이를 보였다.

5. 급식 실시 후 식생활 태도 변화에 대해 살펴보면 
처음보거나 싫어하는 음식을 먹게 되었다(28.87%)
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음식을 골고
루 먹음(18.90%) > 군것질 횟수 줄어듦(14.70%) > 
음식을 남기지 않음(11.81%)의 순으로 나타났다.

6. 급식만족도와 식사의 질 ․ 양은 유의적인 상관관
계(p<0.001)를 나타냈다.

7. 식사지도자에 따른 학교급식 만족도를 비교한 결
과 식사지도자가 없는 경우보다 담임이나 영양사
의 지도가 있을 경우 만족도가 높았고 ‘보통이
다~만족한다’의 범위에 해당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연구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학교급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위생시설의 개

선, 급식 서비스에 있어서 식판 ․ 수저의 위생 및 
조리종사자의 태도의 개선, 영양에 관한 정보제
공이 필요하다 하겠다.

2. 급식 불만족 요인으로 음식의 ‘맛이 없어서’가 가
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요즘 학생들이 인스턴
트식품이나 패스트푸드 및 대중음식점의 식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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