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7~8월 옥길중학교 학생 대상 급식 모니터링 의견 수렴 결과  
(학생들의 소중한 의견은 9월 식단에 반영하여 구성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순번 학년 반 이름

1. 9월에 가장 
먹고 싶은 메뉴 

1가지를 
적어주세요!

2. 6월에 가장 
맛있게 먹었던 메뉴 

1가지를 
적어주세요!

3. 영양선생님에게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

1 1학년학생 8반 강*진 초코아이스크림

2 2학년학생 4반 고*영 쌀떡볶이 구슬아이스크림 마라탕 싫어요..

3 3학년학생 9반 고*준 치킨 밥 감사합니다

4 3학년학생 2반 구*주 와플 아이스망고 선생님 너무 예쁘시고 아름다워요...

5 1학년학생 2반 길*현 뿌링클 치킨 참치마요덮밥 항상 맛있고 건강한 급식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6 3학년학생 8반 김*영 탕수육 비빔밥 항상 맛있는 급식을 만들어주셔셔 감사합니다

7 3학년학생 10반 김*은
미숫가루더먹고싶는데
사람이많아서못먹었어

요.
❤�선생님이름모예요?!

8 1학년학생 9반 김* 포켓몬빵 빵 빵

9 1학년학생 9반 김*민 마라탕 항상 감사해요!



10 3학년학생 7반 김*소 콩국수 김치제육덮밥

11 3학년학생 6반 김*석 순살가라아게 항상 건강하고 맛있는 급식 감사합니다

12 1학년학생 9반 김*성 치킨 김치 맛잇습니다

13 1학년학생 7반 남*여원 막국수

14 3학년학생 5반 노*미 아이스크림

15 3학년학생 2반 모*서 초코마들렌 꿀토마토

16 2학년학생 6반 문*람 떡볶이 에그타르트

17 3학년학생 7반 민*희 라면 밥 .

18 3학년학생 1반 박*현 치킨마요덮밥 나가사키 짬뽕국 항상 맛있는 음식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9 2학년학생 2반 박*은 치즈 돈까스 덮밥 감사합니당

20 1학년학생 9반 박*진 뿌링클 치킨 꿔바로우

21 3학년학생 8반 박*음 갈비찜

22 1학년학생 1반 반*윤 치즈볼 볶음밥 맛있는 음식 많이 해주세요

23 1학년학생 3반 백*원 면류 소떡소떡 항상 수고하십니다



24 1학년학생 4반 서*후 셀러드 랑 돈까스 많이나오게 해주세여

25 3학년학생 9반 서*원 파스타 떡볶이 맛있게 해주세요!

26 1학년학생 9반 송*레 분모자 떡볶이 기억 안남 떡볶이좀 많이 주세요

27 1학년학생 3반 유*연 치킨 치킨 치킨주세요

28 2학년학생 5반 유*나 파스타 요거트 맛있어욥

29 2학년학생 7반 윤*연 고구마앙금빵 아이스슈 항상 급식에 신경 써주시고 맛있는 급식 제공해주셔서 감사합니당!!

30 3학년학생 1반 윤*영 떡볶이 분모자 떡볶이 감사합니다!

31 1학년학생 1반 이*진 양송이 스프... 그.. 
참치마요비빔밥이었나 먹으면서 좀 많이 매운게 있었습니당..

32 2학년학생 1반 이*서 갈비찜 아이스망고 항상 감사합니당   �❤�❣�

33 1학년학생 3반 장*연 스파게티 마라탕 음식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34 2학년학생 8반 전*준 아이스초코요....! 에그타르트 
맛있었어요 급식 너무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35 3학년학생 8반 정*빈

닭강정, 전에 
나왔던 

간장치킨?마늘치
킨? 그거 

먹고싶어요
쫀득 

다맛있어용 감사합니당



김치만두,새우튀김

36 3학년학생 1반 정*정 구슬 아이스크림

치킨에 약간 카레 
양념한 그 메뉴 

이름을 모르겠어요 
그거 먹고 싶어요

37 1학년학생 1반 조*희 마라탕 마라탕 마라탕에 재료 여러가지 넣어주세요!!

38 3학년학생 9반 조*우 와플 다 맛있었다~~

39 3학년학생 4반 지*은 마카롱 핫도그

40 3학년학생 2반 채*원 채예원 
생일케이크9/6일 순살가라아게 사랑해요!!

41 3학년학생 8반 최*재 스파게티,우동

42 3학년학생 7반 최*우 치즈닭갈비요ㅠㅠ
ㅠㅜ 구슬아이스크림 치즈 닭갈비먹고싶어욤

43 1학년학생 8반 한*진 우유 아이스크림 치킨마요덮밥 맛있는거 해주세요:)

44 1학년학생 7반 한*우 샤인머스켓 구슬아이스크림

45 2학년학생 11반 한*혜 연어찹쌀구이 에그타르트 선생님, 연어 2개씩 먹고 싶어요.

46 1학년학생 4반 황*린 찰도그 찰도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