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부모 급식소위원회 회의내용 요약

¦ 일시: 209년 12월 27일 12:30
¦ 장소: 학교 도서관 제1교실
¦ 참가인원: 학부모 급식소위원회 위원 등 약 50여명 

1.급식 관련 매체 보도문 내용 중에서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학교 측
에서 정정보도를 요구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2.일부 학부모가 주장하는 급식실 불시 점검 요구사항은 현재 학부모회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식자재검수나 학부모모니터링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급
식실 운영에 관여하는 것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3.식자재 검수는 영양사에게 믿고 맡기고 학부모는 모니터링제도를 활용해서 우리 자
녀들이 영양가 있는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받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만하면 된다고 생
각한다. 

4.학부모모니터링 제도는 전체(초등1학년부터 고등3학년까지) 학부모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순번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란다.  

5.식중독 발생 시 처리방법에 대하여서는 추후 학교에서 매뉴얼을 작성하여 학부모에
게 공지하고 매뉴얼에 따라 문제해결을 해나갔으면 좋겠다. 매뉴얼을 전체 학부모에
게 공개하는 경우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혼선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6.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의 경우 학부모들의 다양한 요구를 단체급식을 통해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 자녀가 특이체질이거나 식성이 특별한 경우 개
별 도시락을 지참하는 것을 권장했으면 좋겠다.  

7.학부모가 학교를 방문하는 경우 국제학교 및 로컬학교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진입
이 가능한 것 같은데 학생안전을 위해서 보다 더 엄격한 출입통제를 해야 한다고 생
각한다. 

8.학부모모니터링을 통해서 인지하게 된 사실 중에서 학생들이 급식을 마치고 식판을 
반환할 때 세게 내려놓는 경우가 있던데 가정교육을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학부모들
의 관심이 필요하다. 
      
9.급식소위원회 회의를 매 학기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학교와 학부모간 급식운영에 대
한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면서 학교와 보다 더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
주길 바란다.    

10.CJ(급식운영 외주업체)가 이번학기까지만 본교에 급식을 제공할 수 있음을 피력함.  
   



학교운영위원회 협의사항

¦ 일시: 2019년 12월 27일 14:30
¦ 장소: 학교 도서관 제1교실
¦ 참가인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및 간사

1.학부모급식소위원회 협의과정에서 CJ(급식운영 외주업체)가 언급한 2020학년도에는 
급식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의사표명과 관련하여 학교가 CJ에게 공문발송의 공식적
인 절차를 통해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도록 협의함.

2.CJ가 급식 중단 통보를 해오는 경우 방학 전에 2019학년도 급식 수급자인 학생(초
등은 가정통신문 발급, 중고등 및 교직원은 학교에서 설문 실시) 및 교직원을 대상으
로 급식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동시에 CJ 업체의 급식운영에 대한 찬반을 묻
는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협의함.

3.설문조사결과 대부분(7~80%)의 학부모가 CJ 업체가 급식을 운영하는 것에 찬성하는 
경우 업체에게 남은 계약 기간을 이행하도록 하는 촉구서를 발송하기로 협의함.

4.급식실 운영과 관련해서 외주업체와의 계약서 및 매년 실시하는 급식만족도설문조
사 결과를 학교홈페이지에 탑재하고 학부모 및 학생 그리고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급
식운영 관련 건의사항을 수렴할 수 있는 게시판을 급식실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업체
에 건의하는 것을 협의함. 

5.학부모가 건의사항을 탑재할 때는 자녀이름 및 본인 이름을 실명으로 하여 건의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게시판에 올라 온 안건은 일정 인원수 이상 건의한 내용에 대
해서만 의견을 검토하는 것으로 협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