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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gather basic data on the tasks and roles of nutrition teachers by analyzing the 
changes inwork importance, performance frequency, and organizational environment after dietitians were trans-
posed to nutrition teachers. E-mail surveys were sent to 100 newly assigned nutrition teachers who previously 
served as dietitians in Gyeonggi province. A total of 72 teachers responded to the survey. The respondents 
were asked the importance and frequency of 9 work-related duties performed as a dietitian and nutrition 
teacher, respectively. They were also surveyed regarding their satisfaction perceptions for 5 organizational 
changes. The majority of respondents were 36 to 40 years old (48.6%) and had 10~20 years of work experi-
ence (58.3%).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for work importance after changing to the role of nutrition 
teacher (p＜0.001). In addition, work performance frequency differences were found for the categories of nu-
trition education, nutrition counseling, and dietary guidance. These results were attributable to the differences 
in work importance and performance frequency by now being a nutrition teacher rather than a dietitian. The 
respondents had increased satisfaction levels after changing from dietitian to nutrition teacher (p＜0.001) in 
terms of ‘pride for change in work’, ‘satisfaction level for pay’, and ‘satisfaction level for change in the or-
ganizational environment’. In order for nutrition teachers to have effective work performance, ‘personal capa-
bilities’ and ‘school manager support’ should be coordinated. Overall,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ef-
fective training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for nutrition teachers they can effectively complete newly as-
signed work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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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학교급식은 성장하는 학생들의 건전한 발달과 식

생활 개선을 위하여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다. 
1981년 1월 29일 제정된 학교급식법은 26년이 지나
는 동안 학교급식의 기틀을 다지는 역할을 해왔고, 
정부에서도 국가사업 중 학생 복지와 관련된 정책으
로 인해 초 ․ 중 ․ 고등학교에 이르는 전면 급식을 실
시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학교급식은 2003
년까지 양적 성장을 계속한 이후 더 많은 질적 내실
화를 추구하게 되었고 미래 지향적인 장기적인 지견
과 교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국가의 중요한 정책 사
업으로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학교급
식담당자인 영양사가 체계적으로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그 업무는 극히 제한적으로 
수행되어 왔다(Park 등 2006; Shin 등 2006).

2003년 7월 25일 개정된 초 ․ 중등 교육법에 의거
하여 영양교사가 배치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
되었으며, 2005년 4월 1일부터 영양교사 제도가 도
입되어 2006년 후반기 1차, 2007년 전반기 2차의 임
용시험을 치르게 되었다(전국학교영양사회 2005). 
2007년 영양사 8,571명 중 정규직 5,139명(60%)에서 
2007년 3월 1차 1,712명, 9월 2차 2,422명인 총 4,134
명(48.2%)이 영양교사로 전환 배치되었다(교육인적
자원부 2007). 영양교사로 전환 배치된 후 기존 영
양사와의 역할 차이는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관심
과 참여, 학년회의 참석 등 다수의 교원과의 동질감
을 가질 수 있으며, 교육적인 부분을 적극적으로 동
참할 수 있는 점에서 인식되었고 학교 내 교사로서
의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박희근 2007). 

2006년 위탁급식업체의 대형 식중독 사고의 발생
은 질적 성장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고 2007년 1월 20
일에 학교급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전면 제정되
었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제정된 학교급식법 제13
조 식생활지도와 제14조 영양상담에 대한 내용은 영
양교사의 업무에 커다란 변화를 주게 되어 각 학교
에서 근무하고 있는 영양교사의 실제 업무에 대한 

중요성 인식 및 수행에 대한 재정비가 절실히 필요
하게 되었다. 영양교사로 발령받음에 따라 학교급식
의 안정성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에 
대한 교육책임의 비중이 높아져 영양교육, 영양상담, 
식생활지도를 효율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영양교사
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기초적인 조사가 필요해
짐에 따라 본 연구는 영양교사의 실제 업무에 대한 
중요성 인식 및 수행빈도를 영양사 재직 당시와 영
양교사 전환 후 재직시의 인식변화의 차이점을 분석
하여 재정비의 기초적 틀을 마련하고자 수행되었다. 

현재까지 선행 연구에서는 Park 등(2006)의 영양교
육실태 및 영양교사 실시를 위한 학교에서의 인식도 
조사, Chio & Joo(2005)이 연구한 영양교사를 위한 영
양교육 프로그램 개발, Cha & Seo(2006)는 향후 영양
교사의 근로가치관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Bae 
등(2005)은 영양교사의 영양교육 직무설정을 위해 영
양사와 학생의 영양교육에 관한 인식도 조사 등 대부
분 영양교사가 배치되기 전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 
2007년 3월 영양교사가 배치된 후 영양사일 때와 영
양교사일 때의 운영관리 실태 조사는 아직 연구가 미
흡한 수준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지역 영양
사의 영양교사 후 업무중요도 및 수행빈도 실시 여부 
차이를 분석한 후 앞으로 영양교사의 업무 및 역할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에 
따른 세부목표로는 첫째, 영양사의 영양교사 후 업무
의 중요도와 수행빈도의 차이점을 파악하며, 둘째, 영
양교사로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어렵게 하는 요소
를 분석하고, 셋째, 영양사의 영양교사 후 조직 내에
서의 환경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설문조사는 경기도 소재 지역 초 ․ 중학교 100

개 학교 2007년 3월 1일자 발령을 받은 영양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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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명(경기도교육청 2007) 중 임의 선정된 100명을 
대상으로 2007년 12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e-mail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중 72개 학교의 영양교
사에게 총 72부를 회수하여(회수율 72%) 자료 분석
에 이용하였다.

2. 조사내용 및 방법
학교급식 운영평가 점검표(경기도교육청 2007)와 

문헌고찰(Park 등 2006; Shin 등 2006)을 바탕으로 
학교급식 영양교사의 운영관리업무에 관하여 업무
의 중요성, 수행빈도, 효율성 유무 및 효율성에 문
제가 있을시 원인을 표기하도록 기준을 두어 경기
도 지역의 특수성에 맞게 설문문항을 개발하였다. 
경기도 지역 영양교사 10명을 대상으로 2007년 11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설문
지를 수정 보완하였다. 설문지는 영양관리기준, 식
단작성, 구매관리, 생산작업감독, 사무관리, 영양교
육, 영양상담, 식생활지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조
직환경사항, 일반사항의 11개 분야로 나뉘어 개발되
었다. 세부문항은 영양관리기준에서 영양관리 준수 
1문항, 식단작성은 화학조미료, 튀김류, 식품첨가물, 
염분, 유지류, 단순당류 제한에 관한 2문항, 구매관
리는 품질관리 기준 준수 관련 1문항, 생산작업감독 
및 교육에 관한 4문항, NEIS 이용에 관한 사무관리 
1문항, 영양교육 관련하여 계획, 실시방법, 평가, 지
도의 7문항, 영양상담 관련하여 계획, 비만아, 영양
상담실 운영에 관한 4문항, 식생활지도 관련 5문항,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와 연관된 교육활동 및 정보제
공방법 2문항 등 총 27문항이 선정되었다. 영양관리
기준, 식단작성, 구매관리, 조리지도와 종사원 지도 
및 교육에 관한 생산 작업 관리, 사무관리, 영양교
육, 영양상담, 식생활지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관한 문항에 대해서 업무의 중요성과 수행빈도 항
목은 영양사 재직 시와 영양교사 전환 후 재직시일 
때로 나누어 각각 평가하도록 하였다. 업무의 중요
성은 1, ‘매우 중요하지 않음’에서 5, ‘매우 중요함’

의 5단계 Likert scale로 평가하고, 수행빈도는 1, ‘매
일’부터 6, ‘매년’까지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수행하
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없음’에 평가하도록 하였다. 
영양교사 후 업무수행의 효율성은 ‘문제 없음’과 
‘있음’으로 표시한 후 문제 있는 경우에는 제시된 4
개 원인 중 선택하고, 항목에 없는 경우에는 ‘기타’
로 표시하여 문제 원인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기타
사항에서는 영양교사로서 영양사 재직 시와 비교하
여 조직환경 변화에 대한 만족도 측정을 하였다. 영
양사 재직 당시와 영양교사 전환 후 자부심, 교직원
회의 참석, 학교 공식행사 참석, 교육과정 운영 참
여, 보수에 대한 만족 여부를 1, ‘매우 만족하지 않
음’부터 5, ‘매우 만족’까지 5단계 Likert scale로 표
시하도록 하였으며, 만족 못하는 경우 원인을 적도
록 하였다. 일반사항에서는 연령, 경력, 종사하고 있
는 학교급식의 운영특성을 학교분류, 조리방식, 배
식형태, 분류형태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3. 조사 분석 방법
모든 자료는 SAS Package program(V 9.1)를 이용

하여 통계분석을 실행하였으며, 일반사항은 빈도분
석을 하였고, 업무관리에 관련된 사항은 t-test를 이
용하였으며, 수행빈도는 chi-square test로 분석하였다.

결 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Table 1), 경기도 지

역 영양교사 72명으로 연령은 36∼40세 35명(48.6%)
으로 가장 많았고, 35세 미만이 24명(33.3%), 41∼45
세 8명(11.1%). 46세 이상은 5명(7.0%) 순으로 조사
되었다. 경력은 10∼20년(58.3%)이 가장 많았으며, 
10년 미만 25명(34.7%), 20년 이상 5명(7.0%)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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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N %

Age

＜ 35 24  33.3

36∼40 35  48.6

41∼45  8  11.1

≥ 46  5   7.0

Total 72 100.0

Years of work 
experiences

＜ 10 25  34.7

10∼20 42  58.3

≥ 21  5   7.0

Total 72 100.0

Table 1. Demographic Information of respondents.
Item N   %

School type

Elementary school 60  83.3

Middle school 10  13.9

No response  2   2.8

Total 72 100.0

No. of meals 
served

＜1,000 17  23.6

1,000∼2,000 49  68.1

>2,000  6   8.3

Total 72 100.0

Management type

Single unit 68  94.4

Collaborated units  4   5.6

Total 72 100.0

Distribution 
type

Classroom service 46  63.9

Dining room service 14  19.4

Classroom + Dining room 12  16.7

Total 72 100.0

Classification
type

Urban type 61  84.7

Rural type  8  11.1

Isolated rural type  2   2.8

No response  1   1.4

Total 72 100.0

Table 2. General status of responding school foodservices.

2. 조사대상 학교급식 일반현황
급식학교 분류에서는 초등학교 60교(83.3%), 중학교 

10교(13.9%)이며 급식인원은 1,000∼2,000명 49교(68.1 %)
로 조사되었다(Table 2). 조리방식은 단독조리교가 68교
(94.4%)로 대부분이며, 배식형태는 교실배식 46교(63.9%), 
식당배식 14교(19.4%), 교실과 식당을 병행하는 배식 
형태는 12교(16.7%) 순으로 나타났다. 분류 형태에서
는 도시형이 61교(84.7%)로 대부분이었다.

3. 학교급식 영양사의 영양교사 후 업무에 대한 중요도 
변화 

영양관리 변화에서는 영양관리기준과 식단작성에 
대한 내용(Table 3)으로 영양관리기준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비율, 미량 영양량 등 영양관리 준수’에
서는 영양사의 영양교사 후 중요성 인식이 높아졌
다(p＜0.001). 식단작성에서 ‘화학조미료 또는 튀김류
를 주 2회 사용 제한’ ‘염분, 유지류, 단순당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의 과다 사용 제한 준수’에서 영양교
사 후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p＜0.001). 

구매관리 업무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기준 준수’
에서 영양사의 영양교사 후 더 높은 중요도를 보여
주었고(p＜0.001), 생산 작업 관리에서는 ‘작업 전 조
리종사원과 함께 업무회의 실시’, ‘조리종사원이 레

시피 활용 준수’, ‘조리종사원의 월 1회 위생교육지
도’, ‘조리종사원의 CCP 현장 기록 지도’ 모두에서 
영양사의 영양교사 후 업무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p＜0.001). 또한, 사무관리의 ‘NEIS 활용한 업무 수
행’에서도 중요도가 높아졌다(p＜0.001). 

영양교육에 대한 조사에서 영양사 재직 시와 영
양교사로 전환하여 재직할 때의 중요도 차이를 계
획에서부터 평가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는데 영양교
육의 ‘교육계획 수립’과 실제 현장에서 학생에게 실
시하는 교육 중 ‘교실수업’, ‘특별활동 ․ 재량활동 시
간 교육’, ‘가정통신문 ․ 간행물 발송교육’, ‘게시판 ․ 
홈페이지를 통한 교육’ 모두 영양교사 후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p＜0.001). 특히 ‘영양상담실의 운영’
에서 유의적인 차이는 영양교사 후 중요성 인식이 
높아졌음으로 분석되었다(p＜0.001). 

식생활지도에서는 ‘지도계획 수립’, ‘학부모 ․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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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Work Importance

Dietitian Nutrition 
teacher T-value

Mean±SD Mean±SD

Nutrition management 
guideline

Keeps nutrition management guidelines on carbohydrate, protein, 
fat ratio, and contents of micro nutrients 3.6±0.7 4.8±0.4 12.7***

Menu preparation
Usage restriction of chemical additives or fried foods (2 times a week) 3.7±0.9 4.7±0.5  8.9***

Comprise with the usage limitation of salt, fat, simple sugar, 
and food additives 3.6±0.9 4.5±0.6  7.8***

Purchase management Comprise with the agricultural, aquacultural and livestock product 
quality guidelines (based on school meal enactment rule 4-1) 3.8±0.7 4.6±0.4  9.0***

Supervision of 
production work 

Conducting a meeting with cookers before work 4.1±0.7 4.3±0.7  4.5***

Keeping recipe utilization by cookers 4.2±0.7 4.4±0.7  3.5***

Once a month sanitary education guide for cookers 4.2±0.8 4.4±0.7  3.7***

CCP on-site record guide for cookers 4.0±0.9 4.2±0.9  4.2***

Office management Work performance utilizing NEIS 4.1±0.9 4.5±0.7  4.9***

Nutritional education

Establishment of education plans 2.7±1.0 4.5±0.7 14.0***

Evaluation of nutritional education 2.3±1.1 3.9±1.1  9.6***

Guiding student teachers 2.3±1.0 3.8±1.1 10.0***

Nutritional education for 
students

Classroom teaching 2.1±1.1 4.2±0.8 15.5***

Special activity/voluntary activity education 2.2±1.0 4.2±1.0 14.4***

Home correspondence, publication delivery education 4.0±0.9 4.5±0.6  5.4***

Education through a bulletin board and homepage 3.6±0.8 4.4±0.6  7.3***

Nutritional counseling

Establishment of counseling plans 2.5±1.1 4.5±0.6 14.3***

Comprehend current status of obese students 2.4±1.0 4.3±0.8 14.0***

Management of obese students 2.5±1.1 4.4±0.7 13.7***

Operation of a nutritional counseling room (available to be used as a school 
meal service management office) 2.4±1.1 4.4±0.8 13.6***

Dietary habit guide

Establishment of guiding plans 3.1±1.0 4.5±0.6 11.2***

Publication and home correspondence mailing education to students and parents 3.9±0.8 4.5±0.6  7.1***

Homepage and school bulletin board using education to students and parents 3.6±0.8 4.4±0.6  7.8***

Provision of information to teachers by using publications, homepage, and 
school bulletin board 3.4±0.8 4.4±0.7 10.4***

Meal supervision while distributing foods 3.6±0.8 4.4±0.7  7.3***

Reduction of food wastes 
Educational activities to reduce food wastes 3.5±0.8 4.3±0.7  8.2***

Provision of information to reduce food wastes (using homepage & home 
correspondences) 3.5±0.6 4.3±0.7  8.7***

*** p＜0.001, 1: very unimportant to 5: very important. n=72

Table 3. Work importance change after the transposition of dietitians to nutrition teachers.

에게 간행물 및 가정통신문 발송교육’, ‘학부모 ․ 학생
에게 홈페이지, 학교게시판 등 이용교육’, ‘교직원 
교육’, ‘배식 시 순회 급식지도’에 대한 차이를 분석
하였는데 모두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01). 

한편,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를 위한 교육 활동’,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정보 제공’에서 영양사의 영양교사 후 모두 높은 중
요도를 나타내었다(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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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Performance frequency of the work

Dietitian Nutrition teacher
x2

N % N %

Nutrition 
management 
guideline

Keeps nutrition management 
guidelines on carbohydrate, protein, 
fat ratio, and contents of micro 
nutrients

Every day 17  23.6 32  44.4

14.5**

Every week 28  38.9 30  41.7

Every month 21  29.2 10  13.9

Every quarter - - - -

Every semester  4   5.5 - -

Annually  1   1.4 - -

Not applicable  1   1.4 - -

Total 72 100.0 72 100.0

Nutritional 
education

Establishment of education plans

Every day  2   2.8  1   1.4

20.6**

Every week  1   1.4  4   5.5

Every month  3   4.2  4   5.5

Every quarter  1   1.4  5   6.9

Every semester  4   5.5 12  16.8

Annually 38  52.8 41  57.0

Not applicable 23  31.9  5   6.9

Total 72 100.0 72 100.0

Evaluation after nutritional education

Every day - -  2   2.8

12.1*

Every week  1   1.4  3   4.2

Every month  4   5.6  4   5.6

Every quarter  2   2.8  6   8.3

Every semester  5   6.9 14  19.4

Annually  6   8.3  5   6.9

Not applicable 54  75.0 38  52.8

Total 72 100.0 72 100.0

* p＜0.05, ** p＜0.01

Table 4. Change of work performance frequency after the transposition of dietitians to nutrition teachers.

4. 학교급식 영양사의 영양교사 후 업무 수행빈도 변화 
영양관리기준(Table 4)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율, 미량 영양량 등 영양관리 준수’에서 수행 빈
도는 영양사일 때 ‘매주’ 28명(38.9%)이 많았으나 영
양교사로 재직 시는 ‘매일’ 32명(44.4%)이 가장 많게 
조사되어 영양사의 영양교사 후 수행 빈도가 높아
졌다(p＜0.01). 또한, 식단 작성의 ‘화학조미료 또는 
튀김류를 주 2회 사용 제한’에서 영양사 재직 시 ‘매
월’ 29명(40.3%), 영양교사 재직 시에는 ‘매주’ 32명
(44.4%)이 가장 많았으며 ‘염분, 유지류, 단순당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의 과다 사용 제한 준수’에서는 
영양사 재식 시 ‘매월’ 26명(36.1%), 영양교사 재직  
시에는 ‘매주’ 32명(44.4%)으로 조사되어 영양사의 
영양교사 후 차이가 없음으로 분석되었다. 

구매관리는 ‘농수산물 품질관리기준 준수’에서 영
양사 재직 시 ‘매일’ 28명(38.9%), 영양교사 재직 시
에도 ‘매일’ 35명(48.6%)이 가장 많게 조사되었다. 
생산작업관리에서는 ‘작업 전 조리종사원과 함께 업
무회의 실시’가 영양사 ‘매일’ 56명(77.8%), 영양교사 
‘매일’ 61명(84.7%)으로 재직 시 모두 매일 업무 회
의를 실시하고 있었고 ‘조리종사원이 레시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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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Performance frequency of the work

Dietitian Nutrition teacher
x²

N % N %

Nutritional 
education for 
students

Classroom teaching

Every day - -  1   1.4

17.9**

Every week - -  3   4.2
Every month  2   2.8  3   4.2
Every quarter - -  4   5.5
Every semester  1   1.4  6   8.3
Annually  4   5.5 10 13.9
Not applicable 65  90.3 45  62.5

Total 72 100.0 72 100.0

Special activity/voluntary activity 
education

Every day - -  1   1.4

14.6*

Every week  1   1.4  4   5.6
Every month  2   2.8  3   4.2
Every quarter  2   2.8  6   8.3
Every semester - -  7   9.7
Annually  7   9.7  8 11.1
Not applicable 58  80.5 42 58.3
No response  2   2.8  1   1.4

Total 72 100.0 72 100.0

Education through a bulletin board 
and homepage

Every day  5   6.9 11  15.2

11.8*

Every week 17  23.6 29  40.3
Every month 41  56.9 28  38.9
Every quarter  2   2.8  2   2.8
Every semester  3   4.2  1   1.4
Annually - - - -
Not applicable  3   4.2 - -
No response  1   1.4  1   1.4

Total 72 100.0 72 100.0

Nutritional 
counseling

Establishment of education plans

Every day - -  2   2.8

48.6***

Every week - -  2   2.8
Every month  5   6.9  5   6.9
Every quarter  1   1.4  2   2.8
Every semester  1   1.4  9  12.5
Annually 17  23.6 43  59.7
Not applicable 48  66.7  9  12.5

Total 72 100.0 72 100.0

Comprehend current status of 
obese students

Every day - - - -

23.4***

Every week - -  1   1.4
Every month  4   5.6  4   5.6
Every quarter  2   2.8  4   5.6
Every semester  2   2.8 12  16.6
Annually 14  19.4 28  38.9
Not applicable 50  69.4 23  31.9

Total 72 100.0 72 100.0
* p＜0.05, ** p＜0.01, *** p＜0.001

Table 4. Change of work performance frequency after the transposition of dietitians to nutrition teachers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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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Performance frequency of the work

Dietitian Nutrition teacher
x²

N % N %

Nutritional 
counseling

Management of obese students

Every day - - - -

19.5**

Every week - -  5   6.9

Every month  3   4.2  4   5.5

Every quarter  1   1.4  2   2.8

Every semester  3   4.2 11  15.3

Annually 12  16.6 20  27.8

Not applicable 52  72.2 29  40.3

No response  1   1.4  1   1.4

Total 72 100.0 72 100.0

Operation of a nutritional counseling 
room (available to be used as a 
school meal service management office)

Every day - -  3   4.2

27.9***

Every week  1   1.4  8  11.1

Every month  4   5.5  7   9.7

Every quarter  1   1.4  1   1.4

Every semester  2   2.8  9  12.5

Annually  9  12.5 18  25.0

Not applicable 55  76.4 25  34.7

No response - -  1   1.4

Total 72 100.0 72 100.0

Dietary habit 
guide

Establishment of guiding plans

Every day  1   1.4  5   6.9

2.8**

Every week  1   1.4  1   1.4

Every month 12  16.6 10  13.9

Every quarter  2   2.8  5   6.9

Every semester  2   2.8  7   9.7

Annually 38  52.8 36  50.0

Not applicable 13  18.0  4   5.6

No response  3   4.2  4   5.6

Total 72 100.0 72 100.0

Education through school bulletin boards 
and homepage to parents and students

Every day  3   4.2  9  12.5

20.1**

Every week  8  11.1 25  34.7

Every month 49  68.0 30  41.6

Every quarter  2   2.8  3   4.2

Every semester  5   6.9  1   1.4

Annually  2   2.8  2   2.8

Not applicable  1   1.4 - -

No response  2   2.8  2   2.8

Total 72 100.0 72 100.0

** p＜0.01, *** p＜0.001 

Table 4. Change of work performance frequency after the transposition of dietitians to nutrition teachers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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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에서는 영양사, 영양교사 재직 시에 각각 ‘매
일’ 53명(73.6%), ‘매일’ 60명(83.3%)으로 조사되었으
며 ‘조리종사원의 월 1회 위생교육지도’는 모두 매
월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또한, ‘조리종사원의 
CCP 현장 기록 지도’는 영양사일 때 ‘매일’ 55명
(76.4%), 영양교사일 때 ‘매일’ 56명(77.8%)이며 사무
관리의 ‘NEIS 활용한 업무 수행’에서도 영양사가 
‘매일’ 59명(81.9%), 영양교사는 ‘매일’ 67명(93%)으
로 조사되어 구매관리, 생산작업관리, 사무관리 모
두 영양사의 영양교사 후 업무 수행 빈도에서 유의
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양교육의 ‘교육계획 수립’에서 영양사 재직 시
에 매년 38명(52.8%), 계획수립을 하지 않는 ‘해당 
없음’은 23명(31.9%) 순이었으나 영양교사 후에는 
‘매년’ 41명(57.0%), ‘매분기’ 5명(6.9%), 실제 계획수
립을 하지 않는 ‘해당 없음’은 5명(6.9%) 순으로 조
사되어 영양사일 때 수행 빈도가 높아졌다(p＜0.01). 
영양교육을 학생에게 직접 실시하는 교실수업에서는 
영양사일 때 ‘해당 없음’ 65명(90.3%), 영양교사일 때는 
‘해당 없음’ 45명(62.5%), ‘매년’ 10명(13.9%), ‘매학기’ 
6명(8.3%)로 수행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p＜0.01). 
‘특별활동 ․ 재량활동 시간 교육’은 영양사일 때 ‘해당 
없음’ 58명(80.5%), ‘매년’ 7명(9.7%), ‘매분기’ 2명
(2.8%), ‘매월’ 2명(2.8%) 순이었고, 영양교사일 때 
‘해당 없음’ 42명(58.3%), ‘매년’ 8명(11.1%), ‘매학기’ 
7명(9.7%), ‘매주’ 4명(5.6%) 순으로 분석되어 영양사
의 영양교사 후 수행 빈도가 높아졌다(p＜0.05). ‘가정
통신문 ․ 간행물 발송교육’에서는 영양사의 영양교
사 후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며 ‘게시판 ․ 홈페이
지를 통한 교육’은 영양사일 때 ‘매월’ 41명(56.9%), 
영양교사일 때 ‘매주’ 29명(40.3%)이 가장 많이 조사
되어 수행 빈도가 높아졌다(p＜0.05). 영양교육 후 
평가는 영양사일 때 ‘해당없음’이 54명(75.0%), ‘매년’ 
6명(6.9%), ‘매학기’ 5명(6.9%) 순이었고, 영양교사일 
때 ‘해당없음’ 38명(52.8%), ‘매학기’ 14명(19.4%), 
‘매분기’ 6명(8.3%)으로 나타나 영양사의 영양교사 

후 수행 빈도가 높아졌다(p＜0.05). 그러나, 교육실습
생의 지도부분에서는 영양사 재직 시와 영양교사 
재직 시의 차이가 없었다.

영양 상담에서는 ‘교육계획 수립’이 영양사일 때 
‘해당 없음’ 50명(69.4%), 영양교사일 때는 ‘매년’ 43
명(59.7%)이 가장 많아 영양사의 영양교사 후 수행 
빈도가 높아졌다(p＜0.001). ‘학생의 비만아 현황 파악’ 
부분에서는 영양사일 때 ‘해당 없음’ 50명(69.4%), 
영양교사일 때는 ‘매년’ 28명(38.9%), ‘해당 없음’ 23
명(31.9%) 순이어서 영양사의 영양교사 후 수행 빈
도가 높아졌다(p＜0.001). 또한, ‘학생의 비만아 관리’
는 영양사일 때 ‘해당 없음’이 52명(72.2%), 영양교
사일 때 ‘해당 없음’ 29명(40.3%), ‘매년’ 20명(27.8%) 
순으로 영양사의 영양교사 후 수행 빈도가 높게 분
석되었다(p＜0.01). ‘영양 상담실의 운영’은 영양사일 
때 ‘해당 없음’이 55명(76.4%), ‘매년’ 9명(12.5%)이
고 영양교사일 때는 ‘해당 없음’이 25명(76.4%), ‘매
년’ 18명(25.0%) 순으로 조사되어 영양사의 영양교사 
후 수행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p＜0.001).

식생활지도는 ‘지도계획 수립’ 영양사일 때 ‘매년’ 
38명(52.8%), ‘해당 없음’ 13명(18.0%) 순이며, 영양교
사일 때는 ‘매년’ 36명(50.0%), ‘매월’ 10명(13.9%)으
로 영양사의 영양교사 후 수행 빈도가 높아졌다(p
＜0.01). ‘학부모 ․ 학생에게 홈페이지, 학교 게시판 
등 이용교육’은 영양사일 때 ‘매월’ 49명(68.0%), ‘매
주’ 8명(11.1%)이며, 영양교사일 때는 ‘매월’ 30명
(41.6%), ‘매주’ 25명(34.7%)으로 영양사의 영양교사 
후 수행 빈도가 높아졌다(p＜0.01). 식생활지도의 ‘학
부모, 학생에게 간행물 및 가정통신문 발송교육’, ‘교
직원에게 간행물 및 홈페이지, 학교게시판 등을 이
용한 정보제공’, ‘배식 시 순회하여 급식지도’ 등은 
영양사의 영양교사 후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를 위한 교육활동’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정보제공’도 영양사의 영양교사 후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음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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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Difficult factors N %

Nutrition 
management 
guideline

Keeps nutrition management guidelines on 
carbohydrate, protein, fat ratio, and 
contents of micro nutrients

Lack of government budget - -
Lack of school facilities - -
Lack of school managers’ supports  1   4.3
Lack of personal capabilities  2   8.7
Etc. 20  87.0
Total 23 100.0

Supervision of 
production work CCP on-site record guide for cookers

Lack of government budget  1   5.6
Lack of school facilities  5  27.8
Lack of school managers’ supports - -
Lack of personal capabilities  4  22.2
Etc.  8  44.4
Total 18 100.0

Nutritional 
education

Planning education programs

Lack of government budget  1   3.3
Lack of school facilities  2   6.4
Lack of school managers’ supports 10  32.3
Lack of personal capabilities 16  51.6
Etc.  2   6.4
Total 31 100.0

Evaluation of nutritional education

Lack of government budget  2   5.2
Lack of school facilities - -
Lack of school managers’ supports  8  20.5
Lack of personal capabilities 13  33.3
Etc. 16  41.0

Total 39 100.0

Guiding student teachers

Lack of government budget - -
Lack of school facilities  1   3.9
Lack of school managers’ supports  3  11.5
Lack of personal capabilities 10  38.5
Etc. 12  46.1

Total 26 100.0

Nutritional 
education for 
students

Classroom teaching

Lack of government budget  1   2.0
Lack of school facilities  2   4.0
Lack of school managers’ supports 19  38.0
Lack of personal capabilities 21  42.0
Etc.  7  14.0

Total 50 100.0

N: varied to responding numbers

Table 5. Difficult factors for nutrition teachers' effective work performances.

5. 학교급식 영양사의 영양교사 후 효율적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주는 문제요인 분석

영양교사 후 효율적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주는 문제

요인이 있는 부분으로 응답자들이 지적한 업무항목은 
영양관리기준(32.0%), 생산작업감독(25.0%), 영양교육
(44.5%) 및 실시(61.9%), 영양상담(42.3%), 식생활지도면
(12.6%)에서 나타났다(Table 5). 영양교사로서 효율적 



J Korean Diet Assoc 14(3):243-258, 2008 |  253

Item Difficult factors N %

Nutritional 
education for 
students

Special activity/voluntary activity education

Lack of government budget  2   5.1
Lack of school facilities  2   5.1
Lack of school managers’ supports 13  33.3
Lack of personal capabilities 15  38.6
Etc.  7  17.9
Total 39 100.0

Nutritional 
counseling

Establishment of counseling plans

Lack of government budget - -
Lack of school facilities - -
Lack of school managers' supports  7 29.2
Lack of personal capabilities 14 58.3
Etc.  3 12.5
Total 24 100.0

Comprehend current status of obese
students

Lack of government budget  2  8.0
Lack of school facilities  1  4.0
Lack of school managers supports  5 20.0
Lack of personal capabilities  9 36.0
Etc.  8 32.0
Total 25 100.0

Management of obese students

Lack of government budget  4 11.2
Lack of school facilities  3  8.3
Lack of school managers’ supports  3  8.3
Lack of personal capabilities  8 22.2
Etc. 18 50.0
Total 36 100.0

Operation of a nutritional counseling 
room (Available to be used as a school
meal service management office)

Lack of government budget  7 18.9
Lack of school facilities  8 21.7
Lack of school managers’ supports  5 13.5
Lack of personal capabilities 10 27.0
Etc.  7 18.9
Total 37 100.0

Dietary habit 
guide

Provision of information to teachers by 
using publications, homepage, and school 
bulletin board

Lack of government budget - -
Lack of school facilities  1 14.3
Lack of school managers’ supports  1 14.3
Lack of personal capabilities  2 28.5
Etc.  3 42.9
Total  7 100.0

Meal supervision while distributin foods

Lack of government budget - -
Lack of school facilities - -
Lack of school managers’ supports  2 18.2
Lack of personal capabilities  2 18.2
Etc.  7 63.6
Total 11 100.0

N: varied to responding numbers

Table 5. Difficult factors for nutrition teachers' effective work performances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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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Work satisfaction level

Dietitian Nutrition teacher
T-value

Mean±SD Mean±SD

Pride for the works 3.2±0.7 4.0±0.9  8.7***

Payment satisfaction 2.9±0.7 3.3±0.7  3.9***

Campus 
environment

Attending at teacher’s meetings 2.4±1.1 4.2±0.9 12.5***

Attending ceremony related to school subjects 
(operation of model school, teaching and researches) 1.7±0.8 3.0±1.3  9.3***

Understanding the content on the operation 
of school curriculum 2.0±0.9 3.6±1.1 11.5***

** p＜0.01, *** p＜0.001, 1: very unimportant to 5: very important, n=72

Table 6. Change of organizational environment after the transposition of dietitians to nutrition teachers.

업무수행에 있어서 문제요인으로 가장 많이 나타난 업
무는 영양교육 실시에서 ‘교실수업함’으로 전체 72명 중 
50명이 지적하고 있었다(69.5%). ‘특별활동/재량활동시
간교육’과 ‘영양교육평가’(39명, 54.2%), ‘영양상담실 운
영’(37명, 51.3%), ‘학생의 비만아관리(36명, 50.0%)’ 업
무에서 효율적 수행의 어려움을 응답자의 반 이상이 지
적하였다. 특히, 문제요인으로 ‘개인역량 부족’과 ‘학교
관리자의 인식 부족’이 우선 순위로 나타난 항목은 영양
교육의 ‘교육계획 수립’, ‘교실수업’, ‘특별활동 ․ 재량
활동 시간 교육’, ‘영양상담계획 수립’ 업무였다. ‘개인
역량 부족’과 함께 ‘기타’가 우선순위로 분석된 ‘학생
비만아관리’ 업무는 기타의 내용으로는 가정과의 연계
성, 비만아 각자의 의지 등 여러 변수들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양상담실 운영’에 있어서는 ‘개인역량 
부족’과 함께 시설 부족이 문제요인으로 분석되었다.

6. 학교급식 영양사의 영양교사 후 조직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 분석 

영양사에서 영양교사 후 ‘업무 변화에 대한 자부심’
과 ‘급여에 대한 만족도’로 나누어 조사(Table 6)하였
는데 ‘업무 변화에 대한 자부심’의 만족도에서는 영양
사일 때 보다 영양교사로 전환 후 재직 시 만족도가 
높아졌다(p＜0.001). 또한, ‘급여에 대한 만족도’에서도 
영양사로 재직 시보다 영양교사 전환 후 더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p＜0.001). 교내 환경에서의 변화

는 ‘교직원 회의 참석’, ‘학교 교과 관련 행사 참석’,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내용 파악’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는데 모두 영양사 재직할 때보다 영양교사로 
전환 후 재직할 때 만족도가 더 높았다(p＜0.001).

고 찰
업무에 대한 중요도 인식 변화에 있어서 영양관

리면을 고찰할 때, 학교급식법 제11조와 해당 교육
청의 영양기준량 운영점검 강화로 미량의 영양소까
지 필요량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김유실
(1985)의 식단작성 시 고려하는 기준으로 영양소 필
요량을 우선하는 것과 유사한 결과이며, Kim 등
(1999)의 기호도를 우선으로 하는 분석과 다른 결과
임을 알 수 있었다. 

구매관리 면에서는 Kim 등(1999)의 물품 검수 시 
중점을 두는 사항이 품질이라는 결과와 같으며, 학
교급식법 제10조와 제16조에 해당하는 품질 기준을 
준수해야 하므로 영양교사 후 더 중요하게 관리함
을 알 수 있었다. 위생관리면에서는 Kim 등(1996)의 
연구에서 단독조리교의 52.5%가 1개월에 1회 이상 
위생교육을 실시한다고 보고한 바 있으나 위생 안
전 교육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 현재에는 영양사일 
때나 영양교사일 때 모두 교육을 철저히 수행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작업 전 조리종사원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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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업무회의’를 실시하는 수행 빈도로 보아 업무 회
의 시 레시피 활용을 비롯한 위생교육지도를 병행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무관리 면에서는 Lee 등
(2002)의 연구에서 급식 업무 수행에 급식전산프로
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학교가 평균 58.9% 정도로 
조사되었는데 NEIS 수행 후 모든 사무관리가 전국
적으로 전산화되어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으로 
두각되었음으로 분석된다.

영양교육 면에서는 영양사일 때는 교육을 대부분 
간접적인 방법으로 실시하거나 초등학교에서 영양
교육이 정규 프로그램으로 정착하지 못한 이유로 
영양사가 교사 신분이 아니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영양교육을 제대로 실
시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분석되었다(Bae 등 2005). 
또한, 학교급식 실태조사(Yi 2004)에서와 같이 ‘영양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는 보고가 85%나 되어 주로 
소극적인 영양교육을 실시한 반면 영양교사 후 계
획수립이나 현장에서 학생에게 실시하는 교육(p
＜0.001) 모두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식생활지도 또한 영양교육과 함께 실천위주
의 식생활 지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를 위해
서는 학생 ․ 학부모 ․ 교직원에게 체계적인 교육프로
그램 개발 및 운영에 힘써야 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양사일 때는 운영점검에서 별다른 제약이 없었
으나 영양교사 후 학부모에게 영양량 등을 홈페이
지나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 영양교사 
후 업무에서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Lee 
등(2005)이 연구한 영양교육 전 ․ 후의 영양지식이 
상승하였다는 내용에서와 같이 앞으로 영양교육 후 
영양지식 상승이 미래 건강한 학교생활을 기대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대 생활에서 아동
들의 식생활을 우려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
운데 학교급식에서 영양교육은 학생의 건강 예방을 
위한 길잡이가 될 것이며, 제도적인 학교급식법과 
운영점검 등으로 인한 영양교사의 역할은 더욱 커
질 것으로 보인다. Koo 등(1999), Yeon 등(1995)과 
손숙미(2002)의 연구에서 영양교육은 교실수업을 통

한 직접교육이 효과적이었다는 보고에서와 같이 교
실 수업은 영양교사 후 수행 빈도 차이가 분석되었
다. 현장에서 학생에게 실시하는 교육의 비중이 확
연히 늘었고 교육을 연 1회에서 학기 중 1회로 실
시하는 법령 제정과 운영점검이 수행 빈도가 높아
짐에 영향을 주었다.

영양상담에서는 현재 20대 학생들 대부분이 학교
급식을 경험했으나 음식과 관련하여 전문가인 영양
사와 상담 경험이 없다는 결과(Yi 2004)에서와 같이 
지금까지 학교급식은 상담에 대한 내용이 많이 배
제되어 왔지만 학교급식법 제14조와 운영점검 등으
로 인해 영양사의 영양교사 후 중요도에서 4개 항
목 모두 높게 나타났다(p＜0.001). 강인수 등(2003)은 
영양교사의 구체적 임무에서 영양 ․ 건강상담 프로
그램 및 상담 클리닉 운영 등의 직무를 제시하였고, 
곽동경(2003)은 영양클리닉 개설과 ‘영양상담실’의 
설치 등을 제시한 바 있다. Park 등(2006)의 연구에
서 향후 영양교사로서 영양교육을 실시할 경우 문
제점으로 ‘영양사 본인의 지식 및 자신감 부
족’(13.2%)과 ‘관리자의 관심 부족’(3.2%)으로 조사되
어 본 연구의 ‘개인역량과 학교관리자 인식 부족’이 
높다는 점과 일치되어 영양교사가 실시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교실 수업의 문제점이 시정
되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영양사의 영양교사 전환 후 식생활 지도가 자리
매김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영양
교사 후 식생활 지도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
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 볼 수 있다. Lee 등
(2000)의 영양교육 전 ․ 후 식생활 태도와 식습관은 
매우 강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식생활 태도가 좋은 
아동 일수록 식습관이 올바른 것으로 조사된 바 있
다. 그러나, 소극적이고 지속적인 지도를 하지 못하
면 식생활 습관과 태도에 변화가 없다고 여러 연구
에서도 보고된 바 있다(Kim & Kim 1996; 진정희 
2001; Lee 등 2005).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서는 
식품영양학을 전공한 영양교사가 학생들이 올바른 
식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행동방침을 제시해 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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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Choi & Joo 2005).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관리 면에서는 Robichaux & 

Adams(1985)는 학생들의 잔반은 비용 감소와 식사의 
불균형을 가질 수 있으므로 잔반 해결을 위해 계속
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곽동경(1987)의 
연구에서도 음식의 양을 조절하여 적정 분량 배식
으로 잔반량을 감소시키고 음식의 표준 조리법 개
발의 필요성 보고하였고, Lee 등(2005)은 음식물쓰레
기에 대한 문제점과 처리법을 인식하도록 교육을 해야 
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위
한 해결책으로 학생 및 학부모를 통한 교육활동이 
더욱 필요할 것이며 앞으로 영양교사가 교육 시 잔
반을 만드는 요인을 파악하고 교육매체를 개발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양교사로서 효율적 업무 수행에 있어서 문제요
인으로 가장 많이 지적된 부분이 ‘개인역량 부족’과 
함께 ‘학교관리자의 인식 부족’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영양교사의 새로운 업무를 감당할 수 있
도록 적절한 훈련 프로그램과 함께 영양교사가 안
정화 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함이 대
두되었다. 

영양교사 후의 조직환경변화에 대한 인식결과를 
고찰해볼 때, 본 연구 결과에 영양교사로 전환하여 
재직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만족도는 높아졌다고 분
석됨에도 불구하고 5점 척도로 평가할 때 상위의 
만족도를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음이 효율적 업무 
수행과 연결됨을 알 수 있다. Cha & Seo(2006)의 연
구에서 영양교사 기대감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직
무만족 중 승진기회와 보수 만족도에 대하여 새로
운 영양교사 제도의 업무에 대한 기대감이 상호작
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어 제도적인 출발
이후 영양교사 재직 시의 만족도를 더욱 높이는 요
인을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식 영양사들의 
근로가치관에 대한 Cha & Seo(2006)의 연구에서 조
직관심, 경제적 수입, 신분상승, 업무 자부심이 높은 
근로 가치관을 나타내어 영양사들의 근로가치관은 
영양교사 제도에 대한 기대감이 높을수록 영양사의 

직무만족과 조직 몰입에 더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된 바 있으며 앞으로 영양교사 제도가 
안정화되면 조직과 직무만족을 더 높일 수 있을 것
으로 나타났다. 

요약 및 결론
경기도 지역 학교급식 2007년 3월 1일자 발령을 

받은 영양교사 총 221명 중 100명을 대상으로 e-mail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이 중 72부를 회수하여(회수율 
72%) 자료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 영양사의 영양교사 후 업무 중요도 변화

는 영양관리에서 영양관리기준, 식단작성에 대한 
내용으로 영양관리기준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율, 미량 영양량 등 영양관리 준수’와 ‘화학조미
료 또는 튀김류를 주 2회 사용 제한’, ‘염분, 유지
류, 단순당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의 과다 사용 제
한 준수’(p＜0.001), 구매관리는 ‘농수산물 품질관
리기준 준수’(p＜0.001), 생산작업관리에서는 ‘작업
전 조리종사원과 함께 업무회의 실시’, ‘조리종사
원이 레시피 활용 준수’, ‘조리종사원의 월 1회 위
생교육지도’, ‘조리종사원의 CCP 현장 기록 지
도’(p＜0.001), 사무관리의 ‘NEIS 활용한 업무 수
행’(p＜0.001), 영양교육의 ‘교육계획 수립’과 ‘교실
수업’, ‘특별활동 ․ 재량활동 시간 교육’, ‘가정통신
문․간행물 발송교육’, ‘게시판 ․ 홈페이지를 통한 
교육’(p＜0.001), 영양상담에 대한 내용(p＜0.001), 
식생활지도에서는 ‘지도계획 수립’, ‘학부모 ․ 학생
에게 간행물 및 가정통신문 발송교육’, ‘학부모 ․ 
학생에게 홈페이지, 학교게시판 등 이용교육’, ‘교
직원 교육’, ‘배식 시 순회 급식지도’(p＜0.001)에
서 영양교사 후 중요도가 높아졌다. 

2. 학교급식 영양사의 영양교사 후 업무 수행 빈도 변
화에서 영양관리기준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비
율, 미량 영양량 등 영양관리 준수’(p＜0.01), 영양
교육의 ‘교육계획 수립’(p＜0.01), ‘교실수업’(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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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활동 ․ 재량활동 시간 교육’(p＜0.05), ‘게시판 
․ 홈페이지를 통한 교육’(p＜0.05), 영양교육 후 평가
(p＜0.05), 영양 상담에서는 ‘교육계획 수립’(p＜ 
0.001), ‘학생의 비만아 현황 파악’(p＜0.001), ‘학생
의 비만아 관리’, ‘영양상담실의 운영’(p＜0.001), 
식생활지도에서 ‘지도계획 수립’(p＜0.01), ‘학부모, 
학생에게 홈페이지, 학교게시판 등 이용교육’(p＜ 
0.01)에서 수행빈도가 영양교사 후 높아졌다. 식단
작성, 구매관리, 생산작업감독, 사무관리, 음식물쓰
레기 줄이기 업무에서는 영양교사 전환 재직 후 
수행빈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양교육 실시에서도 가정통신문이나 간행물 발송 
교육, 교육실습생지도, 교직원에게 간행물, 홈페이
지, 학교게시판 등을 이용한 식생활지도, 배식시 
순회하며 급식지도 업무에서도 수행빈도에 있어서 
차이점은 나타나지 않았다.

3. 영양교사로서 효율적 업무수행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분야로 영양관리기준, 생산작업감독, 영양교
육 및 실시, 영양상담, 식생활지도 면이 나타났다. 
이 중 응답자의 50% 이상이 문제점이 있다고 지
적한 업무는 ‘영양교육의 교실수업 실시’, ‘특별활
동/재량활동시간 영양교육 실시’, ‘영양교육 후 평
가’, ‘영양상담실 운영’, ‘학생의 비만아 관리’였다. 
특히 영양교육의 문제점으로는 ‘교육계획 수립’의 
문제점에서 ‘개인역량 부족’ 16명, ‘학교관리자의 
인식 부족’이 10명 순으로 조사되었고, ‘교실수업’ 
문제점에서는 ‘개인역량 부족’ 21명, ‘학교관리자 
인식 부족’ 19명이 차지하였다. ‘특별활동 ․ 재량
활동 시간 교육’의 문제점은 ‘개인역량 부족’ 15
명, ‘학교관리자의 인식 부족’이 13명으로 나타났
다. ‘영양상담실 운영’에서는 ‘개인역량 부족’ 10
명, ‘시설 부족’ 8명이 지적하였다.

4. 영양사에서 영양교사로 발령후 ‘업무 변화에 대
한 자부심’의 만족도와 ‘급여에 대한 만족도’에서
도 영양사로 재직시보다 영양교사 전환 후 더 만
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p＜0.001). 교내 환
경에서의 변화는 ‘교직원 회의 참석’, ‘학교 교과 

관련 행사 참석’,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내
용 파악’으로 변화를 보았는데 모두 영양사 재직
할 때보다 영양교사로 전환하여 재직할 때 만족
도가 더 높았다(p＜0.001). 

본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영양사의 영양교사 발령 
후 업무관리에 관한 개선방안 및 제언을 다음과 같
이 살펴볼 수 있다. 
1. 영양교사로 전환 재직 후 영양사일 때보다 ‘영양관

리기준’, ‘영양교육’, ‘영양상담’, ‘식생활지도’ 관련 
업무에서의 중요성과 수행빈도가 같이 높아졌으
나,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요
인으로 ‘개인역량 부족’과 ‘학교관리자의 인식 부
족’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
라서 향후 영양교육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고 현
재까지 연구된 수업자료 및 동영상 자료 등을 통
한 연구를 하여 수업에 대한 역량을 높여야 할 것
이며 이를 지속적으로 연구할 때 관리자의 인식 
전환이 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학생의 질병을 유
발할 수 있는 비만아를 대상으로 영양상담실을 운
영하고 농어촌 지역은 보건소 등과 함께 연계하여 
상담을 병행하는 제도적 구축이 필요하다. 

2. 영양교사로 전환 재직함에 따라 조직환경 변화에 
대한 만족도는 증가하였으나, 높은 만족도를 나타
내지 못하고 있음에 영양교사의 업무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수업 활동 참관, 교내 
교직원회의 및 학년회의 참석, 학교 교육과 관련
된 회의 참석 등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다른 
교사와 친밀감을 갖고 교육활동에 대한 내용파악
이 잘 될수록 교원의 역할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
는 학교 내 업무 환경 조성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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