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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학생들의 학교 식에 한 만족도와 식품 기호도를 조사하여 학교 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도시 지역 학교 1, 2학년 292명(남학생 : 152명, 여학생 : 140명)을 상으

로 설문조사 하 다. 조사 상자는 학교 1학년 134명, 2학년 158명 이었다. 식사 비자는 어머니가 271

명(92.8%), 할머니 17명(5.8%), 아버지 4명(1.4%), 기타 17명(5.8%)이었다. 음식을 선택할 때 제일 먼  생

각하는 것은 ‘맛이 있는 것’(82.9%), ‘몸에 이로운 것’(6.5%), ‘ 양가 높은 것’(4.5%), ‘색 는 냄새가 좋은 

것’(3.1%), 기타(3.1%)의 순으로 나타났다. 식 만족도를 5  척도로 조사하 고, 맛에 한 만족도는 밥

(3.99 ± 0.74), 반찬(3.99 ± 0.65), 국(3.61 ± 0.86), 김치(3.54 ± 1.12) 순이었고, 양에 한 만족도는 밥(3.88 

± 0.83), 국(3.87 ± 0.79), 김치(3.80 ± 0.89), 반찬(3.71 ± 0.93) 순이었고, 종류에 한 만족도는 반찬(4.09 

± 0.67), 밥(4.01 ± 0.77), 국(4.01 ± 0.64), 김치(3.84 ± 0.86)의 순이었다. 식품 기호도 조사 결과, 면류의 

기호도가 5  만 에 4.32 ± 0.72로 가장 높고, 과 부침류, 볶음류, 튀김류, 일품요리, 국과 탕류, 구이류, 

밥류, 김치류, 조림류, 나물류 순이었다. 본 연구 결과, 학생들이 기피하는 식품에 한 이유를 조사하여 

체 방안을 연구하고 특히 기호도가 낮은 채소류, 어패류에 한 다양한 조리법을 개발하며, 건강한 식습

을 한 양교육이 요구되어진다. 

■ 중심어 :∣학교급식∣만족도∣기호도∣중학생∣
Abstract

A survey of the satisfaction of school meals and food preferences was conducted with an 

objective to enhance the quality of food service. The study conducted a survey for 292 middle 

school students (152 boys and 140 girls), who were either in 1
st or 2nd year. According to the 

general information, the number of 1st and 2nd year students was 134 and 158, respectively. 

Usually, the mother (92.8%) prepared meal the most, followed in order by the grandmother (5.8%) 

and father (1.4%). The top priorities of choosing food were taste (82.9%), good for health (6.5%), 

nutritional value (4.5%), and flavor (3.1%). The satisfaction was investigated using a 5 point 

scale. The satisfaction of taste was rice (3.99 ± 0.74), side dishes (3.99 ± 0.65), soup (3.61 ± 0.86), 

kimchi (3.54 ± 1.12). The satisfaction of quantity was rice (3.88 ± 0.83), soup (3.87 ± 0.79), kimchi 

(3.80 ± 0.89), and side dishes (3.71 ± 0.93). The satisfaction of diversity was side dishes (4.09 

± 0.67), rice (4.01 ± 0.77), soup (4.01 ± 0.64), kimchi (3.84 ± 0.86). For food preferences, the noodle 

was ranked highest while vegetables showed the lowest. Overall, support will be needed to 

develop diverse menus for students. This study suggests the need for active nutrition education 

for establishing proper eating hab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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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학교 식은 식사를 통하여 사회성을 함양하고 식사

에 한 올바른 이해와 습 을 기르고, 편식을 교정하

며, 신체의 균형 있는 발육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고질화된 식생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국민교육 활동

의 일환이다[1]. 학교 식법시행령이 1990년에 개정되

면서 학교 식이 확 되어 학생의 건강유지와 체  향

상에 기여하는 정  효과가 보고되었으며, 2010년을 

기 으로 학교 식 실시 비율은 등학교 98.9%, 학

교 99.2%, 고등학교 96.6%으로 조사되었다[2].

청소년기는 신체 , 정신  성장기로, 신체의 속한 

성장, 활발한 신체 활동과 질병에 한 항력 향상을 

하여 양질의 양공 이 요하다. 그러나 산업화와 

사회구조의 다양화로 인하여, 인스턴트식품과 고칼로

리 식품 등을 과다 섭취하는 비만 학생 증가, 양불균

형, 아침식사의 결식, 열량 주의 간식, 편식, 불규칙한 

식사, 올바르지 못한 식생활 습  등이 청소년의 건강

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3]. 해외 연구 결과, 학교에

서 양 고열량 식품이 식으로 자주 제공되거나 자

동 매기로 구매가 가능한 경우 학생의 비만도가 높아

질 험이 있다고 보고되었다[4].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학교 식을 통하여 학생의 건강상태를 개선하고자 하

는 노력을 하고 있다[5]. 이러한 교육과의 연계가 효율

으로 이루어지기 해서는 식의 질이 좋고, 생

이고, 맛이 있는 식 운 의 내실화가 선행되어야 한

다. 청소년들에게 학교 식이 바르게 이루어진다면 성

장과 발육에 필요한 양공 , 양불균형 해소, 건강증

진, 편식교정, 식습  개선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다[6]. 

식품섭취의 궁극 인 목 은 신체의 유지, 성장  

발달에 필요한 한 양소의 공 에 있지만 식품의 

선택에 향을 주는 요인은 양  요인보다 능  요

인이 크게 작용한다. 기호도를 고려하지 않은 식단은 

잔반 증가와 학교 식에 한 불만족을 래하게 되어 

양 인 측면뿐 아니라 경제 인 측면에서도 바람직

하지 못하므로 기호도를 식단에 반 하여 식 만족도

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7]. 

가공식품의 생산이 확 되어 인스턴트식품에 한 

학생들의 기호도는 격히 증가한 반면 채소류에 한 

기피 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8]. 국민건강

양조사의 결과에서 12-18세 청소년이 성인에 비하여 

채소류의 섭취량은 고, 당류  그 제품은 더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이는 세 별 기호도 차

이가 반 된 것으로 사려 된다[9]. 식품의 기호는 식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질뿐만 아니라, 조리법에 따라서

도 차이가 나므로, 기호도가 낮은 식품의 경우 조리법

을 개선하고, 양교육을 통하여 섭취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

학교 식은 지난 20년간 양 으로 크게 성장하 으

나, 학생들의 다변화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질  

성장은 미흡한 실정이다. 식의 질 향상을 하여 수

요자인 학생들의 기호도를 반 하는 등 식에 한 만

족도를 증진시키기 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식품 기

호도는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세 별로도 

차이를 보이므로, 과거에 보고된 자료를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식 상자의 기호도를 수시로 조사

하여, 식단에 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양교육

을 통하여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을 선택하도록 지도

하면서 식에도 용하여, 학생들의 건강 상태 증진을 

도모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지역 일부 학생을 상으로 학

교 식에 한 만족도와 식품 기호도를 분석하여 학교

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도시 지역 학교 

1개소에서 1-2 학년 321 명을 상으로 설문지를 배부

하여 자가 기입식으로 조사 하 다. 조사 기간은 2013

년 10월 21일∼10월 25일까지로, 회수된 설문지  응

답이 부실한 29부를 제외한 292부(91%)를 통계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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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내용 및 방법
설문 내용은 선행연구[10][11]를 참고로 본 연구에 맞

게 재구성 하 다. 설문지의 내용은 조사 상자의 일반 

사항 4개 문항, 학교 식 만족도에 한 사항 30개 문항

으로 구성하 으며, 식품기호도의 설문항목은 문헌조

사를 통하여 학교 식에서 주로 제공되는 메뉴와 조사 

상 학교의 메뉴를 심으로 작성하 다. 조리방법별

로 나 어 각각 조림류 5개, 볶음류 7개, 튀김류 6개, 나

물류 6개, 김치류 5개, 밥류 11개, 국·탕류 10개, 면류 4

개, 일품요리 6개, 구이류 2개, ·부침류 3개 항목으로 

설문내용을 구성하 다.

3. 통계처리방법
본 조사 자료는 SPSSWIN 16.0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 하 다.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을 알아보기 

하여 빈도  백분율을 알아보았다. 성별에 따른 학교

식 만족도를 알아보기 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

으며, 성별에 따른 식품 기호도 차이를 알아보기 하

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 다. 

III. 결과 및 고찰

1. 조사 대상자의 일반 사항 조사
조사 상 292명의 일반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

별은 남자 152명(52.1%), 여자 140명(47.9%)로 남자가 

4.2% 많았다. 식사 비자별로 살펴보면, 어머니가 271

명으로 92.8%를 차지해 부분 어머니가 식사를 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할머니 13명(4.4%), 아

버지 4명(1.4%), 기타 5명(1.7%) 순이었다. 학년별로 살

펴보면, 1학년 134명(45.9%), 2학년 158명(54.1%)로 2 

학년이 8.2% 많았다. 부모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는 

65.1%(190명)으로 맞벌이는 하지 않는 경우 34.9%(102

명) 보다 30.2% 많았다. 

2. 음식 선택 기준
성별에 따른 음식 선택 기 은 [표 2]와 같다. 음식을 

선택할 때 제일 먼  생각하는 것으로 체 응답자의 

82.9%가 ‘맛이 있는 것’이라고 답하 으며, 다음으로 

‘몸에 이로운 것’(6.5%), ‘ 양가 높은 것’(4.5%), ‘색 

는 냄새가 좋은 것’(3.1%), 기타(3.1%)의 순으로 나타났

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응답이 유의미한 차이가 찰되

었는데, 여자는 남자보다 ‘맛’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았

고, 남자가 여자에 비해 양가 높은 것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지역의 학생을 상으로 한 

선행연구[11]에서도 도시와 농  지역 학생 모두 ‘맛이 

있는 것’, ‘몸에 이로운 것’, ‘ 양가 높은 것’, ‘색 는 냄

새가 좋은 것’ 순으로 음식을 선택한다고 응답하여, 본 

연구결과와 비슷하 다. 선행연구[12]에서 양교육으

로 나트륨 섭취 감소의 필요성을 교육 후 염도를 낮춘 

음식을 제공했을 때 식만족도는 증가되었다. 따라서 

식에서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기 한 노력과 함께 건

강에 도움이 되고 양가 높은 음식에 한 양교육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구분 Number(%)

성별
남 152(52.1)
여 140(47.9)

식사준비자

어머니 271(92.8)
아버지 4(1.4)
할머니 12(4.1)
기타 5(1.7)

학년
중 1학년 134(45.9)
중 2학년 158(54.1)

부모의 맞벌이 
예 190(65.1)

아니오 102(34.9)

표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사항

항목 체 남자 여자 

맛 242(82.9) 117(77.0) 125(89.3)

11.572*
건강 19(6.5) 11(7.2) 8(5.7)
영양 13(4.5) 12(7.9) 1(0.7)

색 또는 냄새 9(3.1) 6(3.9) 3(2.1)
기타 9(3.1) 6(3.9) 3(2.1)
합계 292(100.0) 152(100.0) 140(100.0)

표 2. 성별에 따른 음식 선택 기준 
 N(%)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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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 급식 만족도
학교 식에 한 만족도 조사 결과는 [표 3]과 같다. 

만족도는 5  척도로 매우 만족 5 , 만족 4 , 보통 3

, 불만 2 , 매우 불만 1 으로 계산하 다. 맛에 한 

만족도는 밥(3.99 ± 0.74), 반찬(3.99 ± 0.65), 국(3.61 ± 

0.86), 김치(3.54 ± 1.12) 순이었고, 국을 제외한 항목에

서 남학생의 만족도가 더 높았다. 양에 한 만족도는 

밥(3.88 ± 0.83), 국(3.87 ± 0.79), 김치(3.80 ± 0.89), 반찬

(3.71 ± 0.93) 순이었고, 종류에 한 만족도는 반찬

(4.09 ± 0.67), 밥(4.01 ± 0.77), 국(4.01 ± 0.64), 김치(3.84 

± 0.86)의 순이며 남학생과 여학생 간의 차이는 보고되

지 않았다. 

4. 식품기호도
학교 식에 있어서 학생들의 음식에 한 기호도를 

고려하지 않은 음식의 제공은 아무리 균형 잡힌 식사라 

할지라도 학생들이 이를 모두 섭취하지 않게 되어 양

의 고른 섭취가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를 래할 수 있

다. 기호도를 고려한 음식의 제공은 학생들이 음식을 남

기지 않도록 하여 5  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데 도

움이 된다. 기호도의 높고 낮음을 악하여 기호도가 낮

은 식재료의 경우 조리법을 개선하며 학생들의 식습  

개선을 한 방법을 양교육과 함께 병행한다면

  

항목
체

(n=292)
남

(n=152)
여

(n=140)

밥
맛 3.99 ± 0.741) 4.09 ± 0.81 3.89 ± 0.64**

양 3.88 ± 0.83 3.99 ± 0.81 3.76 ± 0.83
종류 4.01 ± 0.77 4.08 ± 0.76 3.93 ± 0.78

국
맛 3.61 ± 0.86 3.66 ± 0.90 3.56 ± 0.82
양 3.87 ± 0.79 3.91 ± 0.82 3.81 ± 0.76
종류 4.01 ± 0.64 4.09 ± 0.61 3.91 ± 0.66

반찬
맛 3.99 ± 0.65 4.13 ± 0.69 3.83 ± 0.58***

양 3.71 ± 0.93 3.82 ± 0.92 3.59 ± 0.93
종류 4.09 ± 0.67 4.22 ± 0.61 3.95 ± 0.69**

김치
맛 3.54 ± 1.12 3.73 ± 1.08 3.34 ± 1.12*

양 3.80 ± 0.89 3.88 ± 0.85 3.72 ± 0.92
종류 3.84 ± 0.86 3.96 ± 0.80 3.71 ± 0.92

표 3. 학교 급식에 대한 만족도      

5점 척도(5점: 매우 만족, 4점:만족, 3점:보통, 2점:불만, 1점:매우 불만)
*p<.05, **p<.01, ***p<.001 
1)평균 ± 표준편차

학교 식에서의 학생들의 균형 잡힌 양 섭취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학교 식에서 제공되는 음식에 한 기호도 조사 결

과를 5  척도(매우 좋아함 5 , 좋아함 4 , 보통 3

, 싫어함 2 , 매우 싫어함 1 )로 하여 조사한 결과

는 [표 4]와 같다. 조사 상 학교에서 제공되는 음식

을 11가지 종류로 나 어 기호도를 조사하 다. 학생

들이 면 종류를 가장 선호하 고, 그 다음으로 ·부침

류, 볶음류, 튀김류, 일품요리, 구이류, 국·탕류, 밥류, 김

치류, 조림류, 나물류 순으로 조사되었다. 서울과 경기

지역의 선행연구[8]에서는 간식류, 튀김류, 면류, 밥류, 

구이, 볶음류, 국류, 찜류, 류, 샐러드류, 생숙채류, 조

림류, 김치 순으로 보고되어, 지방 함량이 높은 식품과 

면류의 기호도가 높고, 채소의 기호도가 낮은 경향이 

본 연구와 유사하 다. 면류의 기호도가 평균은 4.32 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 으며, 스 게티(M=4.41), 국수

소면(M=4.33), 우동볶음(M=4.32), 쫄면(M=4.23) 순으

로 면 음식  스 게티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김해 지역 학생 상[11] 연구에서는 면류의 기

호도가 자장면, 칼국수, 쫄면, 스 게티의 순이었고, 목

포 지역[13]연구결과에서는 우동, 짜장면, 칼국수, 스

게티, 쫄면 순으로 조사되어 본 연구결과와는 차이를 

보 다.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조사한 결과[8]에서는 본 

연구와 유사하게 스 게티를 가장 좋아했다. 따라서 조

사 지역에 따라 면류의 기호도가 달리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 부침류와 련하여 살펴보면, 체평균은 4.12 로 

두 번째로 높은 선호도를 보 으며, 김치 (M=4.23), 

해물 (M=4.12), 야채 (M=4.00) 순으로 , 부침음

식  김치 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련하여 목포 지역 연구결과[13]에서는 류 에서 

스크램블에그, 햄부침, 베이컨스크램블에그, 김치  순

으로 조사되었고, 김해 지역의 연구결과[11]에서는 고

기완자 , 새우완자 , 계란말이, 김치 , 두부부침, 부

추 , 호박 , 깻잎 의 순서로 조사되었다. 각 학교와 

지역마다 제공되는 메뉴가 다르고 메뉴명이 달라서 일

치하는 결과는 없었지만 체 으로 에 한 기호도

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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볶음류와 련하여 살펴보면, 체 평균은 4.08 로 높

은 기호도를 보 으며, 닭갈비(M=4.37), 돈육야채불고

기(M=4.22), 오리불고기(M=4.21), 순 볶음(M=4.18), 

쇠고기볶음(M=4.18), 닭가슴살야채볶음(M=3.76), 주꾸

미볶음(M=3.63)의 순으로 이었다. 볶음류에 한 남학

생의 기호도가 여학생 보다 높았다. 

튀김류 기호도 체평균은 4.07 로 높았으며, 수제돈가

스(M=4.29), 이 샐러드(M=4.25), 새우튀김(M=4.14), 

김말이튀김(M=4.13), 크로켓(M=4.06), 생선가스(M=3.5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제돈가스와 생선가스의 기호

도는 남학생이 더 높았다. 선행 연구[11]의 기호도 조사

에서도 돈가스, 탕수육, 닭튀김, 떡갈비튀김, 새우튀김, 

핫도그의 순으로 돈가스에 한 기호도가 높았다. 

일품요리의 기호도는 체평균이 3.96이며, 볶음밥

(M=4.21)을 가장 선호하고, 돈육덮밥(M=4.10), 카 라

이스(M=4.08), 하이라이스(M=3.95), 콩나물밥(M=3.82), 

곤드 나물밥(M=3.60)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빔밥  

볶음밥 등의 높은 기호도가 보고된 구 지역 연구[14] 

결과와 유사하 다. 

국, 탕류와 련하여 살펴보면, 기호도의 체평균은 

3.92 으며, 등 감자탕(M=4.20), 돈육김치 개(M=4.16), 

만두국(M=4.15), 한우미역국(M=4.11), 닭개장(M=4.08), 

된장 개(M=3.98), 국수장국(M=3.96), 콩나물국(M=3.71), 

김치호박국(M=3.45), 동태탕(M=3.36) 순으로 국, 탕 음

식  등 감자탕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련하여 목포 지역 연구[13] 결과 참치김치 개

를 가장 좋아하고 돈육김치 개, 만두국, 떡국, 육개장, 

닭개장순으로 조사되었고, 구 지역 연구[15]에서는 

삼계탕, 쇠고기국, 등 감자탕 등 육류가 포함된 국의 

기호도가 높고 된장국, 배추국, 생선이 포함된 동태 개

에 한 기호도가 낮게 조사되었다. 본 연구와 선행연

구[13][15]에서, 주로 육류가 포함된 국이나 탕류의 기

호도가 높고 채소나 생선이 포함된 국에 한 학생들의 

기호도가 낮게 조사되었다. 

구이류 선호도는 체평균은 3.92로, 닭고기구이

(M=4.28), 생선구이(M=3.55)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련하여 선행 연구[11]에서는 갈비구이, 삼겹살구이, 장

어구이, 조기구이, 고등어구이순으로 기호도가 높아, 본 

연구결과와 같이 생선보다 육류구이에 한 기호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밥류와 련하여 살펴보면, 체평균은 3.82 로 보통

이상의 기호도를 보 으며, 흰밥(M=4.21), 흑미밥

(M=3.89), 미찹 밥(M=3.88), 보리밥(M=3.87), 발아

미밥(M=3.84), 수수밥(M=3.79), 기장밥(M=3.76), 혼

합잡곡밥(M=3.71), 메조밥(M=3.69), 서리태밥(M=3.68), 

율무밥(M=3.67) 순으로 밥 음식  흰밥을 가장 선호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밥류에 한 남학생의 기호도가 

여학생보다 높았다. 선행연구 결과[13] 연구결과 밥, 

미밥, 보리밥 순으로 조사되었고, 등학생 상 연구

[10]
 결과에서도 밥의 기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비슷한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잡곡밥이 

밥보다 건강을 해 요하다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혼

식하는 식습 을 기를 수 있도록 양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김치류와 련하여 살펴보면, 체평균은 3.67 이며, 

배추김치(M=3.80), 깍두기(M=3.77), 총각김치(M=3.66), 

배추겉 이(M=3.66), 오이소박이(M=3.46) 순으로 김치

음식  배추김치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련하여 선행연구[11][13][15]에서도 모두 본 연

구결과와 같이 배추김치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조림류의 기호도는 체 평균이 3.65 으며, 돼지갈

비찜(M=4.22), 계란찜(M=3.91), 두부조림(M=3.49), 낙

지콩나물찜(M=3.39), 생선조림(M=3.22)의 순으로 조림

음식  돼지갈비찜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련하여 목포 지역 연구[13]에서는 찜․조림류 

에서 돼지갈비찜, 돈육장조림, 쇠고기장조림, 메추리

알조림순으로 조사되었고, 김해 지역 연구[11] 결과에

서도 돼지갈비찜, 계란찜, 소고기장조림 등을 선호하여 

본 연구와 비슷한 경향을 보 다. 

가장 낮은 선호도를 보인 나물류의 기호도는 평균 

3.21이 다. 콩나물무침(M=3.64), 시 치나물(M=3.36), 

참나물무침(M=3.17), 곤드 나물(M=3.13), 근 나물무

침(M=3.00), 도라지오이무침(M=2.96) 순으로 나물음식 

 콩나물무침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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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음식명
체

(n=292)
남자

(n=152)
여자

(n=140)

면류

스파게티 4.41 ± 0.791) 4.36 ± 0.85 4.47 ± 0.72
국수소면 4.33 ± 0.83 4.30 ± 0.90 4.36 ± 0.75
우동볶음 4.32 ± 0.85 4.38 ± 0.86 4.25 ± 0.84
쫄면 4.23 ± 0.90 4.25 ± 0.92 4.21 ± 0.89

subtotal 4.32 ± 0.72 4.32 ± 0.75 4.33 ± 0.68

전,
부침류

김치전 4.23 ± 0.85 4.26 ± 0.87 4.21 ± 0.84
해물파전 4.12 ± 0.94 4.16 ± 0.91 4.09 ± 0.97
야채전 4.00 ± 0.96 3.99 ± 0.98 4.01 ± 0.94

subtotal 4.12 ± 0.81 4.13 ± 0.81 4.10 ± 0.83

볶음류

닭갈비 4.37 ± 0.70 4.51 ± 0.67 4.21 ± 0.70***

돈육야채불고기 4.22 ± 0.80 4.42 ± 0.67 4.00 ± 0.88***

오리 불고기 4.21 ± 0.89 4.32 ± 0.86 4.09 ± 0.90*

순대볶음 4.18 ± 0.93 4.28 ± 0.93 4.08 ± 0.93
쇠고기볶음 4.18 ± 0.89 4.28 ± 0.89 4.08 ± 0.88
닭가슴살
야채볶음 3.76 ± 1.04 3.80 ± 1.09 3.71 ± 1.00

주꾸미 볶음 3.63 ± 1.13 3.73 ± 1.13 3.53 ± 1.12
subtotal 4.08 ± 0.69 4.19 ± 0.67 3.96 ± 0.69**

튀김류

수제 돈가스 4.29 ± 0.85 4.40 ± 0.82 4.16 ± 0.87*

케이준 샐러드 4.25 ± 0.92 4.20 ± 1.03 4.31 ± 0.79
새우튀김 4.14 ± 0.99 4.20 ± 1.01 4.08 ± 0.97

김말이 튀김 4.13 ± 0.93 4.19 ± 0.94 4.07 ± 0.92
크로켓 4.06 ± 0.93 4.14 ± 0.95 3.96 ± 0.91
생선가스 3.51 ± 1.19 3.66 ± 1.25 3.35 ± 1.10*

subtotal 4.07 ± 0.72 4.13 ± 0.76 3.99 ± 0.67

일품
요리

볶음밥 4.21 ± 0.85 4.24 ± 0.90 4.17 ± 0.80
돈육덮밥 4.10 ± 0.95 4.20 ± 0.93 3.99 ± 0.96
카레라이스 4.08 ± 0.96 4.14 ± 1.03 4.00 ± 0.89
하이라이스 3.95 ± 1.02 4.00 ± 1.08 3.90 ± 0.95
콩나물밥 3.82 ± 1.02 3.88 ± 1.04 3.75 ± 1.00

곤드레 나물밥 3.60 ± 1.12 3.71 ± 1.08 3.49 ± 1.17
subtotal 3.96 ± 0.74 4.03 ± 0.75 3.88 ± 0.72

국,탕
류

등뼈 감자탕 4.20 ± 0.82 4.18 ± 0.88 4.22 ± 0.76
돈육 김치찌개 4.16 ± 0.84 4.18 ± 0.88 4.14 ± 0.80

만두국 4.15 ± 0.85 4.18 ± 0.89 4.11 ± 0.81
한우 미역국 4.11 ± 0.84 4.13 ± 0.90 4.09 ± 0.78

닭개장 4.08 ± 0.88 4.15 ± 0.87 3.99 ± 0.89
된장찌개 3.98 ± 0.88 4.03 ± 0.89 3.93 ± 0.86
국수장국 3.96 ± 0.90 4.01 ± 0.93 3.90 ± 0.86
콩나물국 3.71 ± 1.00 3.76 ± 1.02 3.66 ± 0.99

김치 호박국 3.45 ± 1.01 3.55 ± 1.05 3.34 ± 0.95
동태탕 3.36 ± 1.09 3.37 ± 1.17 3.34 ± 0.99

subtotal 3.92 ± 0.65 3.95 ± 0.67 3.87 ± 0.62

구이류
닭고기 구이 4.28 ± 0.79 4.30 ± 0.83 4.26 ± 0.75
생선구이 3.55 ± 1.07 3.52 ± 1.21 3.59 ± 0.90
subtotal 3.92 ± 0.77 3.91 ± 0.84 3.93 ± 0.69

구분 음식명
체

(n=292)
남자

(n=152)
여자

(n=140)

밥류

흰밥 4.21 ± 0.77 4.28 ± 0.77 4.14 ± 0.77
흑미밥 3.89 ± 0.84 4.01 ± 0.84 3.75 ± 0.83**

현미 찹쌀밥 3.88 ± 0.84 3.97 ± 0.85 3.77 ± 0.83*

보리밥 3.87 ± 0.87 3.97 ± 0.88 3.76 ± 0.84*

발아 현미밥 3.84 ± 0.85 3.95 ± 0.87 3.72 ± 0.81*

수수밥 3.79 ± 0.87 3.93 ± 0.87 3.64±0.84**

기장밥 3.76 ± 0.90 3.86 ± 0.91 3.64 ± 0.87*

혼합 잡곡밥 3.71 ± 0.98 3.85 ± 0.96 3.56 ± 0.98*

서리태밥 3.68 ± 0.93 3.83 ± 0.93 3.53 ± 0.89**

율무밥 3.67 ± 0.94 3.82 ± 0.93 3.51 ± 0.93**

메조밥 3.69 ± 0.92 3.80 ± 0.91 3.57 ± 0.91*

subtotal 3.82 ± 0.82 3.93 ± 0.78 3.69 ± 0.74**

김치류

배추김치 3.80 ± 1.03 3.91 ± 1.04 3.68 ± 1.01
깍두기 3.77 ± 1.07 3.83 ± 1.08 3.71 ± 1.05

배추 겉절이 3.66 ± 1.08 3.77 ± 1.11 3.54 ± 1.04
총각김치 3.66 ± 1.06 3.72 ± 1.08 3.61 ± 1.04

오이 소박이 3.46 ± 1.11 3.52 ± 1.11 3.39 ± 1.11
subtotal 3.67 ± 0.91 3.75 ± 0.91 3.59 ± 0.90

조림류

돼지 갈비찜 4.22 ± 0.77 4.33 ± 0.73 4.10 ± 0.81*

계란찜 3.91 ± 0.96 3.93 ± 1.00 3.89 ± 0.92
두부조림 3.49 ± 1.02 3.63 ± 1.04 3.34 ± 0.99*

낙지 콩나물찜 3.39 ± 1.04 3.48 ± 1.05 3.30 ± 1.02
생선조림 3.22 ± 0.97 3.26 ± 1.08 3.19 ± 0.84
subtotal 3.65 ± 0.65 3.73 ± 0.68 3.56 ± 0.61*

나물류

콩나물 무침 3.64 ± 1.01 3.64 ± 1.08 3.64 ± 0.95
시금치 나물 3.36 ± 1.07 3.44 ± 1.12 3.27 ± 1.00
참나물 무침 3.17 ± 1.05 3.27 ± 1.09 3.06 ± 1.00
곤드레 나물 3.13 ± 1.13 3.32 ± 1.14 2.91 ± 1.08**

근대나물무침 3.00 ± 1.03 3.15 ± 1.08 2.83±0.94**

도라지
오이무침 2.96 ± 1.07 3.11 ± 1.09 2.80 ± 1.03*

subtotal 3.21 ± 0.90 3.32 ± 0.95 3.08 ± 0.83*

표 4. 성별에 따른 식품기호도

5점 척도(5점:매우 좋아함, 4점:좋아함, 3점:보통, 2점:싫어함, 1점:매우 
싫어함)
*p<.05, **p<.01, ***p<.001
1)평균 ± 표준편차

김해 지역 선행연구[11]에서도 콩나물무침, 도토리묵 

무침, 상추겉 이 순으로 기호도가 높게 나타나 본 연

구와 같이 콩나물무침이 가장 선호되는 나물 종류 다. 

기호도 조사 결과, 육류와 지방 함량이 높은 음식에 

한 기호도가 높았다. 지나친 육류와 지방 섭취가 만

성질환의 험도를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정량 섭취

하도록 지도가 필요하다. 한, 기호도가 낮은 생선과 

채소 음식의 조리법 개선이나 식감을 증가 시킬 수 있

는 메뉴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 학생들을 상으로 한 

양교육을 통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생활에 한 인

지도를 높이고, 실천을 독려할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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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학생들의 학교 식에 한 만족도와 식

품기호도를 조사하여 학교 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한 기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 이 있다. 이를 해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도시 지역 학교 1, 2 학년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남학생 : 152명, 여학생 : 140

명)하여 조사 상자의 일반 인 특징, 학교 식에 한

만족도, 식품기호도에 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 으

며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사 상자의 남녀 비율은 남자 152명(52.1%), 여

자 140명(47.9%)로 남자가 4.2% 많았다. 식사 비

자는 어머니가 271명(92.8%), 그 외 할머니 17명

(5.8%), 아버지 4명(1.4%), 기타 17명(5.8%)이었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1학년 134명(45.9%), 2학년 

158명(54.1%)로 2학년이 8.2% 많았다. 

2. 음식을 선택할 때 제일 먼  생각하는 것은 체 

응답자의 82.9%가 ‘맛이 있는 것’이라고 답하 으

며, 다음으로 ‘몸에 이로운 것’(6.5%), ‘ 양가 높은 

것’(4.5%), ‘색 는 냄새가 좋은 것’(3.1%), ‘기

타’(3.1%)의 순으로 나타났다. 

3. 학교 식 만족도에 해서는 음식의 맛, 양, 종류, 

3가지 항목으로 나 어 5  척도로 조사하 다. 맛

에 한 만족도는 밥(3.99 ± 0.74), 반찬(3.99 ± 

0.65), 국(3.61 ± 0.86), 김치(3.54 ± 1.12) 순이었고, 

국을 제외한 항목에서 남학생의 만족도가 더 높았

다. 양에 한 만족도는 밥(3.88 ± 0.83), 국(3.87 ± 

0.79), 김치(3.80 ± 0.89), 반찬(3.71 ± 0.93) 순이었

고, 종류에 한 만족도는 반찬(4.09 ± 0.67), 밥

(4.01 ± 0.77), 국(4.01 ± 0.64), 김치(3.84 ± 0.86)의 

순이며 남학생과 여학생 간의 차이는 보고되지 않

았다. 

4. 식품 기호도 조사 결과, 면류의 기호도가 5  만

에 평균 4.32으로 가장 높고, 과 부침류(M=4.12), 

볶음류(M=4.08), 튀김류(M=4.07), 일품요리

(M=3.96), 국과 탕류(M=3.92), 구이류(M=3.92), 밥

류(M=3.82), 김치류(M=3.67), 조림류(M=3.65), 나

물류(M=3.21) 순이었다. 남학생의 기호도가 여학

생보다 높은 음식은 볶음류, 밥류, 조림류, 나물류

로 보고되었다. 면류의 기호도가 평균은 4.32 으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 으며, 스 게티(M=4.41), 

국수소면(M=4.33), 우동볶음(M=4.32), 쫄면

(M=4.23) 순으로 면 음식  스 게티를 가장 선호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부침류의 기호도 체

평균은 4.12로 두 번째로 높은 선호도를 보 으며, 

김치 (M=4.23), 해물 (M=4.12), 야채

(M=4.00) 순으로 , 부침음식  김치 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볶음류의 기호도 체 

평균은 4.08 로 높았으며, 닭갈비(M=4.37), 돈육야

채불고기(M=4.22), 오리불고기(M=4.21), 순 볶음

(M=4.18), 쇠고기볶음(M=4.18), 닭가슴살야채볶음

(M=3.76), 주꾸미볶음(M=3.63)의 순으로 이었다. 

볶음류에 한 남학생의 기호도가 여학생 보다 높

았다. 튀김류 기호도 체평균은 4.07 로 높았으며, 

수제돈가스(M=4.29), 이 샐러드(M=4.25), 새우

튀김(M=4.14), 김말이튀김(M=4.13), 크로켓

(M=4.06), 생선가스(M=3.51) 순으로 나타났다. 특

히 수제돈가스와 생선가스의 기호도는 남학생이 

더 높았다. 일품요리의 기호도는 체평균이 3.96

이며, 볶음밥(M=4.21), 돈육덮밥(M=4.10), 카 라

이스(M=4.08), 하이라이스(M=3.95), 콩나물밥

(M=3.82), 곤드 나물밥(M=3.60)의 순으로 일품요

리음식  볶음밥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국, 탕류와 련하여 살펴보면, 기호도의 체

평균은 3.92 으며, 등 감자탕(M=4.20), 돈육김치

개(M=4.16), 만두국(M=4.15), 한우미역국

(M=4.11), 닭개장(M=4.08), 된장 개(M=3.98), 국

수장국(M=3.96), 콩나물국(M=3.71), 김치호박국

(M=3.45), 동태탕(M=3.36) 순이었다. 구이류 선호

도는 체평균은 3.92로, 닭고기구이(M=4.28), 생

선구이(M=3.55) 순으로 나타났다. 밥류의 기호도 

체평균은 3.82이며, 흰밥(M=4.21), 흑미밥

(M=3.89), 미찹 밥(M=3.88), 보리밥(M=3.87), 

발아 미밥(M=3.84), 수수밥(M=3.79), 기장밥

(M=3.76), 혼합잡곡밥(M=3.71), 메조밥(M=3.69), 

서리태밥(M=3.68), 율무밥(M=3.67) 순으로 흰밥을 



일부 중학생의 학교 급식 만족도 및 기호도 조사 연구 495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밥류에 한 남학

생의 기호도가 여학생보다 높았다. 김치류와 련

하여 살펴보면, 체평균은 3.67로 보통이상의 선

호도를 보 으며, 배추김치(M=3.80), 깍두기

(M=3.77), 총각김치(M=3.66), 배추겉 이(M=3.66), 

오이소박이(M=3.46) 순으로 배추김치를 가장 선호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림류의 기호도는 체 평

균이 3.65 으며, 돼지갈비찜(M=4.22), 계란찜

(M=3.91), 두부조림(M=3.49), 낙지콩나물찜

(M=3.39), 생선조림(M=3.22)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선호도를 보인 나물류의 기호도는 체 

평균 3.21이었고, 콩나물무침(M=3.64), 시 치나물

(M=3.36), 참나물무침(M=3.17), 곤드 나물

(M=3.13), 근 나물무침(M=3.00), 도라지오이무침

(M=2.96) 순이었다. 

학교 식의 질 향상을 통하여 학생들의 양상태를 

개선하기 하여 본 조사의 결과를 토 로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학생들이 기피하는 식품에 한 

이유를 조사하여 체 방안을 연구하고, 특히 기호도가 

낮은 채소류, 어패류에 한 다양한 조리법을 개발하며, 

건강한 식습 에 한 양교육을 실시하여 양 상태

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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