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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job frequency and the training needs of dieticians in elderly 
health care facilities. This study consisted of dieticians working in elderly health care facilities with a ca-
pacity of over 50 elderly. Survey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190 dieticians through the mail and 106 
dieticians (55.8%)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results of the survey showed that dieticians in elderly health 
care facilities frequently performed the following job: work management, safety and sanitation management, 
purchase management, human resource management, finance management, nutrition management, and marketing 
management. The job frequency in safety and sanitation management (p＜0.05) and nutrition management (p＜ 

0.01) area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the number of dieticians. Safety and sanitation management and 
menu management were considered job areas that needed further training and education. Dieticians in elderly 
health care facilities responded that the following jobs should require not only training but are also frequently 
performed: safety and sanitation management, menu management, work management, and human resource 
management. Thu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ontinuous training programs in these fields should be 
offered to satisfy the needs of dietic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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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2007년 기준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 1,186개소에서 

노인성 질환 노인 61,406명이 입소하여 요양서비스

를 제공받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a 2008). 노인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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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
인전문병원을 포함하며 입소대상자는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인 경우 장기요양급여 수급

자 1등급 또는 2등급 해당자, 기초 수급자로서 65세 

이상 노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60세 이상인 자

가 가능하며, 노인전문병원의 경우 노인성 질환으로 

치료 및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임종을 앞둔 환자

가 해당된다.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또는 실비 노인요양시설

은 884개소(44,389명)이며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유료노인요양시설은 302개소(17,017명)로, 이는 전

년도 대비 각각 37.7%와 18%가 증가하였다. 그러

나, 2007년도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는 4,810(천)
명으로 전체인구의 1.3%만이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어 시설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인구의 고령화가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2008년 전체 인구의 10.3%
가 노인인구이다. 2019년에는 노인인구가 14.3%인 

고령사회(aged society)가 되고 2026년에는 20.8%인 

초고령사회(super- aged society)에 도달할 것으로 전

망되고 있다(통계청 2008). 향후 고령사회로 진입하

면서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계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노인 급식 및 영양관리를 위한 

노인전담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훈련이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이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해 노인의료복지시

설의 입소자가 50인 이상의 시설에서 영양사를 반

드시 고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1996년 연구결

과에 따르면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영양사 인력은 부

족하며 영세한 규모의 노인의료복지시설 경우 영양

사가 배치되지 않아 노인의 급식 및 영양관리가 비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었다(Joo & Chon 1999). 10
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자 

증가와 영양사의 전문적인 서비스제공에 대한 요구 

등을 감안하면 일정 규모 이상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에서 1명의 영양사만을 배치한다는 것은 시장 환경

을 고려하지 않은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Cho 등 

2006). 또한 영양사 1명이 치료요양을 위한 전문적 

영양과 급식서비스의 제공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기준에 대한 재검토

가 필요하며 급식관리 및 영양관리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급식관리 담당자인 영양사의 충분한 

인력확보가 필수적이다.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영양사의 역할은 급식관

리 뿐만 아니라 식생활과 관련된 각종 만성퇴행성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포함한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의 영양사들은 입소자를 대상으로 영양상담과 개

개인에게 맞춤 영양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을 통하

여 노인의 영양상태 관리를 위한 전문적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는 노인의료복

지시설의 영양사는 급식관리 직무수행 뿐만 아니

라 영양관리로의 직무확대와 강화가 요구됨을 의

미한다. 하지만 노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영양사

의 과반수는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양이 과

다하다고 보고하였다(Sin 2007). 과다한 업무량으로 

영양사 고유의 관리 업무 효율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입소 노인들에게 적절한 영양서비스를 제

공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노인급식은 

단순히 식사제공이라기보다는 노인의 영양개선과 

건강증진을 도모해야 하므로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서 근무하는 영양사들의 급식 및 영양관리 직무에 

대한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노인급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프로그램 개발을 통하

여 질적인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노인의료복지시설 영양사의 인력충원과 함께 노인

의료복지시설의 특성 및 영양사의 요구에 맞는 노

인대상의 급식 및 영양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이 필요하다.
기존의 노인 급식과 관련한 국내 연구를 살펴보

면 노인 대상의 급식 및 영양관리 실태를 조사한 

연구들(Joo & Chon 1999; Jung 2008) 급식운영 실태

파악과 서비스 만족에 대한 연구(Yang 등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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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g 2008)가 진행되어 왔으며 노인을 대상으로 급

식 및 영양관리를 하는 영양사의 역할 및 방향에 

관한 연구(조 2001; 금 2001; 손 2005; 정 2008)가 보

고되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실무자인 

영양사의 업무를 규명하거나(Sin 2007), 노인의료복

지시설의 영양사의 직무를 분석한 연구(Cho 등 

2006)가 이루어졌지만,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

하는 영양사들의 교육 필요도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노인 대상의 급식 및 영양프로그램 중재 효과에 

관한 연구들(Kim 등 2000; Kang & Lee 2005; Park 
등 2006)에 따라 노인전문관리 영양사의 역할의 중

요성이 입증되었다. 또한 노인의 특성과 복지에 대

한 욕구를 잘 파악하고, 그에 대응하는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급

식 및 영양관리에서 질적 ․ 양적인 개선이 요구되

고 있다(금 2001; Jang 2008).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 장기요양보험 체계에서 활동할 영양사들을 

위한 노인영양관리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미비

하여 이를 위한 노인영양전문영양사 훈련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료복지

시설에서 근무하는 영양사들의 직무수행을 위한 

교육 필요도를 파악함으로써, 노인 급식 및 영양관

리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토대

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세부 목표

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의 

직무 수행 빈도와 직무교육 필요도를 파악하고 영

양사들의 일반적인 특성과 노인의료복지시설 특성

에 따른 직무수행 빈도와 직무교육 필요도 차이를 

분석하였다.
둘째, 직무의 수행 빈도에 따른 직무 교육 필요도

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셋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급식 및 영양관리 실태

와 교육실시 현황을 조사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서 근무하는 영양사가 필요로 하는 세부업무의 교

육 요구도를 파악하였다.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2008 보건복지부 시설현황에 나타난 노인의료복

지시설 1,259개소 중에서 입소 정원 50인 이상의 노

인의료복지시설을 지역별로 추출하여 190개소를 선

정하였다(보건복지가족부b 2008). 본 연구의 표본은 

190개의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영양사 190
명이었다. 2009년 4월 설문지 190부를 우편으로 발

송하였고 총 106부를 회수하여 55.8%의 응답률을 

보였다.

2. 조사내용 및 방법

설문지 구성은 영양사의 직무 수행 빈도와 직무

교육필요도,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일반적 특성, 영양

사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

다. 영양사의 직무를 8개의 영역으로 나누고 구매관

리 7항목, 메뉴관리 5항목, 위생 및 안전관리 5항목, 
작업관리 5항목, 영양관리 6항목, 인사관리 5항목, 
마케팅관리 4항목, 회계관리 3항목으로 총 40개 문

항으로 구성되었다.
영양사의 직무영역과 직무영역별 세부업무는 선

행연구(Yang 2005; Cho 등 2006)를 바탕으로 구성되

었다. 구매관리는 시장조사, 급식재료의 발주 및 수

불관리, 식품검수, 급식통계작성 및 분석, 재고조사 

및 저장식품 관리, 일반소모품의 청구 및 수급관리, 
후원물품접수 및 관리 등의 업무로 이루어졌고 메

뉴관리는 일반식단작성(일반식, 직원식) 및 레시피 

작성, 치료식 식단작성, 제공식단의 영양분석, 치료

식메뉴개발, 급식대상의 기호도를 고려한 메뉴개발 

등의 업무로 구성되었다. 위생 및 안전관리는 급식

시설설비의 위생관리, 조리원 위생관리(위생교육 및 

건강진단 결과서 관리), 식재료 위생관리(유통기한, 
포장상태 등), 조리장내 안전관리, 위생관리 일지작

성 등의 업무가 포함되었다. 또한 작업관리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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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계획 및 업무분담, 조리지도 및 감독(검식), 배

식지도 및 감독(1인 분량, 적온유지, 배식시간 엄수 

등), 잔식 및 쓰레기 감량관리, 치료식 처방정보접수 

및 처리업무 등의 업무로 이루어지고 영양관리는 

영양상태 평가 및 영양진단, 치료식 대상 집단 영양

교육실시, 영양자료게시 및 노인영양교육 자료개발, 
개별영양상담, 직원(간병인,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영양교육, 팀접근(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

지사 등)을 통한 사례관리 등으로 구성된다. 인사관

리는 리더십, 조회 및 업무회의를 통한 조리종사원

과의 의사소통, 급식업무 매뉴얼의 작성 및 비치, 
조리종사원의 인사관리(근무계획, 이력 등), 자원봉

사자 모집배치와 교육관리 등의 업무가 이에 속하

며 마케팅관리는 이벤트제공, 외부프로그램 식사지

원, 고객의 요구인지(기호도 및 만족도 조사), 급식

소 사업계획 및 실행 등의 업무가 이에 속하며 회

계관리는 예산관리, 결산관리, 원가관리(식재료, 인

건비, 경비 등) 등이 포함된다.
40개의 세부업무에 대해 수행 빈도와 교육 필요

도를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수행 빈도

(Cho 등 2006; Park 등 2008)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1점은 월 1회 이하, 3점은 주 1회 이상, 5점은 매일

로 평가하였으며, 교육 필요도는 1점 전혀 필요 없

음, 3점 보통, 5점은 매우 필요함으로 평가하였다.
영양사의 인구통계학적특성은 성별, 연령, 최종학

력,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의 근무경력, 업무관련 자

격증, 직무숙달기간,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 이수 유

무, 교육받은 기관, 교육 효과, 원하는 교육 형태 및 

교육 기간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영양사들이 

원하는 세부교육내용에 대한 요구도를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1점: 전혀 필요하지 않음, 7점: 매우 필

요함). 세부 교육 내용은 노인급식관리의 메뉴 개발 

및 이론과 실습, 노인의 급만성 질환에 대한 전문 

지식, 노인 영양관리의 영양교육 및 자료 개발, 노

인의 심리적 특성 이해, 노인의 영양 판정 및 상담

실습, 노인영양과 약물복용 및 건강 기능성 식품에 

관한 이론, 노인의 영양 상태에 관한 이론, 노인의 

특수성에 관한 이론, 노인의 보건의료 정책 및 법적 

문제가 포함되었다. 노인복지시설의 일반적 특성은 

시설 유형, 수용 규모, 평균 급식인원수, 급식단가, 
간식제공유무, 식단유형, 영양교육 및 상담실시 유

무, 영양교육 및 상담 요구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노인 질환, 치료식 제공여부, 제공되는 치료식 종류

로 구성하였다.

3. 자료처리 방법

SPSS 16.0을 사용하여 영양사와 노인의료복지시

설에 대한 일반사항, 40개 세부업무의 수행 빈도와 

교육 필요도에 대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고 영양

사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시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수행 빈도와 교육 필요도 차이를 분석하

고자 t-test와 ANOVA검정을 이용하였다.

결 과

1.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영양사의 일반사항

설문에 응답한 영양사들이 근무하는 노인의료복

지시설의 종류로 노인전문요양시설이 58개소(54.7%)
로 가장 많았고 노인전문병원이 24개소(22.6%), 무료

요양시설이 10개소(9.4%), 실비노인요양시설이 8개소

(7.5%),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이 4개소(3.8%), 유료노

인요양시설이 2개소(1.9%)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급식소의 경영방식은 직영이 98.1%, 위탁 경영이 

1.9%로 나타나 대부분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수용규모는 50명 이상∼100명 미만이 46개소(43.3%), 
100명 이상∼150명 미만이 36개소(34%), 150명 이상

∼200명 미만이 12개소(11.3%), 200명 이상∼250명 

미만이 6개소(5.7%), 250명 이상이 6개소(5.7%)로 나

타났다. 평균급식인원수가 200명 미만이 6개소(5.8%)
이고 200명 이상∼400명 이하 시설이 66개소(62.2%), 
400명 이상∼600명 이하가 26개소(24.5%), 600명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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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characteristics N %

Type of facilities

Free elderly care  10  9.4

Economic elderly care   8  7.5

Paid elderly care   2  1.9

Elderly skilled nursing  58 54.7

Paid elderly skilled nursing   4  3.8

Geriatric hospital  24 22.6

Type of management 
in foodservice

Self-managed 104 98.1

Contract-managed   2  1.9

Capacity of facilities

50∼100  46 43.3

100∼150  36 34.0

150∼200  12 11.3

200∼250   6  5.7

≥250   6  5.7

Average number of 
people served

＜200   6  5.8

200∼400  66 62.2

400∼600  26 24.5

≥600   8  7.5

Number of dietician

1  84 79.2

2  18  17

3   2  1.9

4   2  1.9

Menu price (won)

＜1000   2  1.9

1000∼1500  52  49

1500∼2000  20 18.9

2000∼2500  20 18.9

≥2500  12 11.3

Menu cycle (days)

≤7  62 58.5

8∼15   8  7.5

≥16  36  34

Menu type

Non selective menu  76 71.7

Partially selective menu   6  5.7

Selective menu  24 22.6

Frequency of snack 
offering

None   6  5.7

Once a week   2  1.9

2∼3 times a week   6  5.7

Once a day  48 45.2

Twice a day  38 35.8

Every meal a day   6  5.7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elderly health care facili-
ties.

상 시설이 8개소(7.5%)로 나타났다. 영양사의 수는 1
명이 84개소(79.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명이 

18개소(17.0%)로 보고되어 대부분의 의료복지시설에

서 1명의 영양사만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0원 이상∼1,500원 미만의 식단가로 운영되고 있

는 시설이 52개소(49%)로 가장 높았고, 1,500원 이상

∼2,000원 미만과 2,000원 이상∼2,500원 미만의 식

단가로 운영되는 시설이 20개소(18.9%)였으며 2,500
원 이상이 12개소(11.3%), 1,000원 미만이 2개소

(1.9%)로 나타났다. 식단의 주기는 1주일 이내가 62
개소(58.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6일 이상이 

36개소(34%)이며 8∼15일 사이가 8개소(7.5%)로 식

단을 운영하고 있었다. 식단유형은 단일식단 76개소

(71.7%), 부분적 선택식단이 6개소(5.7%), 선택식단이 

24개소(22.6%)로 선택식단제보다 단일식단제를 주로 

이용함을 알 수 있었다. 간식을 매일 1회 제공하는 

시설이 48개소(45.2%)로 가장 높았고, 매일 2회가 38
개소(35.8%), 매 끼니마다 제공하는 시설이 6개소

(5.7%), 간식을 제공하지 않는 시설도 6개소(5.7%)로 

나타났다(Table 1).
전체 설문 응답자는 여성이며 연령은 25세 이상

∼29세 이하가 38명(35.8%)으로 가장 많았다. 40세 

이상이 34명(32.1%), 30세 이상∼35세 이하가 20명
(18.9%), 36세 이상∼39세 이하가 14명(13.2%) 순으

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4년제 대학 졸업자가 46명
(50.9%)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전문대 졸업

자가 42명(39.6%), 대학원졸업자가 6명(5.7%)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경력은 8년 이상이 30명(28.3%)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5년 이상∼8년 미만이 26
명(24.5%), 1년 이상∼3년 미만이 24명(22.6%), 1년 

미만이 10명(9.4%) 순으로 나타났다. 업무관련 자격

증으로는 조리사 자격증을 92명(86.8%)이 가장 많이 

소지하고 있었고, 컴퓨터관련 자격증을 34명(32.1%)
이, 임상영양사 자격증을 16명(15.1%)이 소지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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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graphics of dieticians N %

Gender
Female 106 100

Male 0 0

Age

25∼29 38 35.8

30∼35 20 18.9

36∼39 14 13.2

≥40 34 32.1

Education level

Associate degree 42 39.6

Bachelor degree 46 50.9

Graduate degree 6 5.7

Others 4 3.8

Work experience
 (years)

Less than 1 10 9.4

1∼3 24 22.6

3∼5 16 15.1

5∼8 26 24.5

More than 8 30 28.3

Certification

Cook certificate 92 86.8

Social worker license 4 7.5

Certificate of clinical dietitian 16 15.1

Certificate of foodservice 
management 4 3.8

Certificate of computer proficiency 34 32.1

Others 30 28.3

Table 2. Demographics of dieticians in elderly health care 
facilities.

2. 영양사직무의 수행 빈도와 교육 필요도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영양사들의 직무 

수행 빈도는 작업관리(4.15), 위생 및 안전관리(4.05), 
구매관리(3.29), 인사관리(3.11), 메뉴관리(2.96), 회계

관리(1.70), 영양관리(1.65), 마케팅관리(1.43) 순으로 

나타났다. 8개의 직무 영역 중에서 작업관리, 위생 

및 안전관리의 직무 수행 빈도가 높았으며, 회계관

리, 마케팅관리, 영양관리의 업무 수행 빈도는 낮았

다(Table 3). 영양사의 40개 세부 업무를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수행 빈도를 분석한 결과, 구매 관리에서

는 식품검수(4.55), 급식재료의 발주 및 수불관리

(4.25), 재고조사 및 저장식품관리(4.06), 후원물품접

수 및 관리(3.07), 일반소모품의 청구 및 수급관리

(2.92), 급식통계작성 및 분석(2.68), 시장조사(1.51) 
순으로 수행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메뉴관리에서는 

제공 식단의 영양분석(3.37), 일반식 식단 작성 및 

레시피 작성(3.35), 치료식 식단 작성(3.22), 급식대상

의 기호도를 고려한 메뉴개발(2.56), 치료식 메뉴개

발(2.29) 순으로 수행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위생 및 

안전관리에서 위생 및 안전관리 일지작성(4.69), 급식

시설설비의 위생관리(4.49), 식재료의 위생관리(4.45), 
조리장내 안전관리(4.06), 조리원의 위생관리(2.55) 순
으로 수행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작업관리에서는 조

리지도 및 감독(4.94), 배식지도 및 감독(4.73), 잔식 

및 쓰레기 감량관리(4.16), 치료식 처방정보접수 및 

처리업무(3.54), 작업일정계획 및 업무분담(3.39) 순으

로 수행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영양관리에서는 영양

상태 평가 및 영양진단(2.29), 개별영양상담(1.64), 팀 

접근을 통한 사례관리(1.63), 영양자료게시 및 노인

영양교육 자료개발(1.62), 치료식 대상 집단영양교육 

실시(1.44), 간병인, 간호사에 대한 영양교육(1.27) 순
으로 수행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인사관리에서는 조

회 및 업무회의를 통한 조리종사원과의 의사소통

(4.00), 급식업무 메뉴얼의 작성 및 비치(3.51), 리더십

(3.24), 조리종사원의 인사관리(2.69), 자원봉사자 모집

배치와 교육관리(2.14) 순으로 수행 빈도가 높게 나

타났다. 마케팅관리에서는 이벤트제공(1.58), 고객의 

요구인지(1.46), 급식소사업계획 실행(1.42), 외부프로

그램식사지원(1.26) 순으로 수행 빈도가 높게 나타났

다. 회계 관리에서는 예산관리(1.85), 원가관리(1.63), 
결산관리(1.60) 순으로 수행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Table 3).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영양사들은 위생 

및 안전관리(4.51), 메뉴관리(4.35), 작업관리(3.97), 인
사관리(3.92), 영양관리(3.88), 회계 관리(3.64), 구매 

관리(3.57), 마케팅관리(3.37) 순으로 직무에 대한 교

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영양사 세부업무 

40개 중에 조리장내 안전관리(4.62), 급식시설설비의 

위생관리(4.58), 식재료의 위생관리(4.56), 치료식 식

단 작성(4.54), 조리원 위생관리(4.51) 순으로 교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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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 Task Performance Training needs 

Purchasing management

Market research 1.51±0.89 3.27±0.92

Ordering foods 4.25±0.85 3.82±1.00

Receiving foods 4.55±0.61 4.18±1.03

Foodservice information system 2.68±1.64 3.54±1.05

Inventory management 4.06±1.04 3.86±1.05

Supply and demand management 2.92±1.35 3.24±0.94

Requisition of patronized goods 3.07±1.57 3.11±1.08

Total 3.29±1.64 3.57±1.01

Menu management

Planning menu of general diets 3.35±0.93 4.40±0.78

Planning menu of therapeutic diets 3.22±1.06 4.54±0.68

Nutrition analysis 3.37±1.34 4.30±0.84

Developing therapeutic diets 2.29±1.40 4.29±0.79

Developing menu considering preference 2.56±1.31 4.22±0.82

Total 2.96±1.20 4.35±0.65

Safety and sanitation management

Managing sanitary of facilities 4.49±0.86 4.58±0.73

Managing sanitary of cook 2.55±1.68 4.51±0.82

Managing sanitary of materials 4.45±0.81 4.56±0.76

Managing safety in kitchens 4.06±1.45 4.62±0.70

Recording daily sanitary and safety 4.69±0.79 4.26±0.90

Total 4.05±1.12 4.51±0.78

Task management 

Scheduling work 3.39±1.44 3.79±1.04

Instructing cooking and supervise 4.94±0.24 4.17±0.99

Instructing distribution and supervise 4.73±0.86 4.06±1.03

Managing remained foods and garbage 4.16±1.20 3.81±0.99

Receiving prescription of therapeutic diets 3.54±1.59 4.02±0.85

Total 4.15±1.07 3.97±0.98

Nutrition management

Evaluating nutritional status 2.29±1.46 4.05±0.96

Nutritional education for therapeutic diets group 1.44±1.10 3.91±1.09

Developing nutritional information and educational materials 1.62±1.00 3.93±0.96

Individual nutritional consultation 1.64±1.10 3.84±0.95

Nutritional education to caregivers and nurses 1.27±0.79 3.65±0.95

Manage cases through team 1.63±0.98 3.88±0.96

Total 1.65±1.07 3.88±0.98

Personnels management

Leadership 3.24±1.60 4.20±1.00

Communication through meeting with cooks 4.00±1.35 4.19±0.97

Writing manual of food services' task 3.51±1.33 4.02±0.98

Personnel management of cooks 2.69±1.44 3.80±1.06

Managing and recruit volunteers 2.14±1.28 3.40±1.15

Total 3.11±1.40 3.92±1.03

Table 3. Job performance and training needs of dieticians in elderly health care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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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 Task Performance Training needs 

Marketing management

Offering events 1.58±1.00 3.10±1.17

Banquet for outside programs 1.26±0.72 3.31±1.22

Understanding of customers' needs 1.46±1.17 3.66±1.20

Practicing plans for food service 1.42±1.15 3.42±1.18

Total 1.43±1.01 3.37±1.19

Accounting management

Budget management 1.85±1.44 3.68±0.92

Accounts management 1.60±1.26 3.66±0.97

Cost management 1.63±1.06 3.59±0.95

Total 1.70±1.25 3.64±0.94

5-point Likert Scale

Table 3. Continued.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이벤트제공(3.10), 
후원물품접수 및 관리(3.11), 일반소모품의 청구 및 

수급관리(3.24), 시장조사(3.27), 외부프로그램식사지

원(3.31) 업무들은 교육필요도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

(Table 3).
전체적으로 위생교육에 대한 필요도가 높게 나타

났는데 이는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위생평가 점검을 

고려한 것으로 보여진다. 8개의 직무영역 중에서 작

업관리, 위생 및 안전관리의 직무 수행 빈도가 높았

으며, 수행 빈도가 높은 영역에 대한 교육 필요도도 

높게 나타났다. 세부업무 40개 중에서 조리지도 및 

감독, 배식지도 및 감독, 위생 및 안전관리 일지작성, 
식품 검수, 급식시설 설비의 위생관리의 수행 빈도

가 높은 업무로 나타났고, 조리장내 안전관리, 급식 

시설설비의 위생관리, 식재료의 위생관리 순으로 교

육 필요도가 높게 나타났다(Table 3).

3. 영양사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시설특성에 따른 직무 

수행 빈도

연령 및 교육경험의 유무, 입소정원에 따른 직무 

수행 빈도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학력에 따른 직무 수행 빈도 차이를 분석한 결

과 전문대 졸업자가 대학졸업이상자보다 영양관리

(p＜0.05) 직무 수행 빈도가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사 경력에 따라 구매관리(p＜0.05)와 

영양관리(p＜0.01)의 직무 수행 빈도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영양사가 3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영양사보다 

구매 관리 및 영양관리 직무 수행 빈도가 유의적으

로 높았다. 직무숙달기간에 따라서는 메뉴관리(p＜ 

0.05), 위생 및 안전관리(p＜0.01), 작업관리(p＜0.05)에
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하는 

노인복지시설의 영양사 수에 따라 위생 및 안전관리

(p＜0.05)와 영양관리(p＜0.01) 직무 수행 빈도에서 유

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4. 영양사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시설특성에 따른 

직무교육필요도

영양사의 연령, 학력, 경력, 교육 경험 유무에 따

라 직무 교육필요도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30
세 미만인 영양사가 30세 이상인 영양사보다 메뉴관

리(p＜0.01), 영양관리(p＜0.001), 인사관리(p＜0.05)에 

대한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전문

대를 졸업한 영양사보다 대학 졸업 이상인 영양사

가 영양관리(p＜0.01)에 대한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전문대를 졸업한 영양사는 대학 졸

업 이상인 영양사보다 마케팅관리에 대한 교육 필

요도가 높았다. 3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영양사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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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N Purchasing
management

Menu
management

Safety and 
sanitation

management

Task
management

Nutrition
management

Personnels
management

Marketing
management

Accounting
management 

Age

  ＜30 38 3.22±1.65 3.02±1.16 3.99±1.43 4.14±1.30 1.67±1.27 3.19±1.47 1.55±1.16 1.74±1.41

  ≥30 68 3.37±1.47 2.94±1.36 4.08±1.39 4.17±1.31 1.64±1.03 3.11±1.57 1.35±0.93 1.66±1.16

  t-value －0.882   0.498 －0.489 －0.174   0.186   0.403   1.152   0.344

Education level

  ≤Associate degree 42 3.42±1.52 3.12±1.40 4.08±1.36 4.09±1.42 1.84±1.29 3.06±1.55 1.52±1.23 1.41±1.17

  ≥Bachelor degree 64 3.23±1.55 2.83±1.18 4.02±1.44 4.22±1.22 1.50±0.96 3.20±1.52 1.37±0.86 1.86±1.28

  t-value   1.103   1.752   0.299 －0.731   2.423* －0.705   0.916 －1.928

Work experience

  <3 years 34 3.05±1.66 3.03±1.05 3.87±1.46 4.03±1.29 1.27±0.68 3.14±1.44 1.23±0.70 2.03±1.45

  ≥3 years 72 3.43±1.47 2.94±1.38 4.12±1.38 4.22±1.32 1.81±1.24 3.14±1.57 1.50±1.11 1.55±1.50

  t-value －2.080*   0.470 －1.328 －1.006 －3.634**   0.010 －1.488   1.893

Period of being skillful

  <3 months 82 3.24±1.54 2.85±1.25 3.90±1.46 4.04±1.37 1.63±1.09 3.11±1.49 1.44±1.08 1.76±1.36

  ≥3 months 24 3.55±1.52 3.33±1.35 4.53±1.08 4.53±1.01 1.71±1.26 3.24±1.68 1.37±0.74 1.42±0.65

  t-value －1.553 －2.546* －3.124** －2.519* －0.474 －0.547   0.340   1.193

Training experience

  Yes 86 3.32±1.54 2.97±1.33 4.11±1.38 4.17±1.27 1.67±1.15 3.12±1.51 1.46±1.06 1.72±1.22

  No 20 3.25±1.54 2.96±1.09 3.94±1.43 4.06±1.49 1.55±1.08 3.13±1.66 1.29±0.85 1.55±1.41

  t-value   0.351   0.071   0.752   0.504   0.691 －0.019   0.832   0.593

Capacity

  <100 54 3.30±1.46 3.06±1.13 3.98±1.43 4.13±1.30 1.59±1.08 3.13±1.43 1.34±0.94 1.61±1.18

  ≥100 52 3.26±1.60 2.91±1.44 4.05±1.41 4.21±1.32 1.63±1.09 3.18±1.60 1.61±1.16 1.86±1.39

  t-value   0.204   0.880 －0.392 －0.435 －0.276 －0.247 －1.575 －1.036

Number of dietician

  1 84 3.25±1.50 2.99±1.32 3.94±1.46 4.16±1.32 1.56±1.03 3.15±1.49 1.41±0.98 1.75±1.28

  ≥2 22 3.60±1.66 2.88±1.17 4.50±1.02 4.18±1.28 2.14±1.48 3.08±1.76 1.56±1.34 1.33±1.03

  t-value －1.670   0.539 －2.575* －0.094 －3.138**   0.265 －0.546   1.311

*p＜0.05, **p＜0.01

Table 4. Comparison of job performance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dieticians and facilities.

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영양사보다 영양관리(p＜ 
0.01), 인사관리(p＜0.001), 마케팅관리(p＜0.05), 회계

관리(p＜0.05)에서 교육필요도에 대한 인식이 유의

적으로 높게 나타났다(Table 5).
직무숙달기간에 따라 메뉴관리, 작업관리를 제외

한 구매관리(p＜0.01), 위생 및 안전관리(p＜0.05), 영
양관리(p＜0.05), 인사관리(p＜0.05), 마케팅관리(p＜ 

0.01), 회계관리(p＜0.001)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3개월 이상의 직무실습기간이 필요

하다고 한 영양사가 교육필요도 인식이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교육이수경험이 있는 영양사가 위생

관리(p＜0.01), 작업관리(p＜0.01), 인사관리(p＜0.01), 
마케팅관리(p＜0.01), 회계관리(p＜0.001)에 대한 교

육이 더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100명 미만의 

입소정원인 시설에서 근무하는 영양사가 100명 이상

의 입소정원인 시설에서 근무하는 영양사보다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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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N Purchasing
management

Menu
management

Safety and 
sanitation

management

Task
management

Nutrition
management

Personnels
management

Marketing
management

Accounting
management 

Age

  ＜30 38 3.59±1.16 4.56±0.69 4.51±0.80 4.10±0.88 4.17±0.89 4.15±0.98 3.28±1.40 3.85±0.84

  ≥30 68 3.58±1.01 4.23±0.82 4.50±0.79 3.90±1.03 3.70±0.99 3.81±1.09 3.43±1.05 3.51±0.97

  t-value   0.101   3.197**   0.076   1.462   3.787***   2.296* －0.761   1.934

Education level

  ≤Associate degree 42 3.69±0.96 4.31±0.75 4.61±0.62 3.88±1.11 3.69±1.06 3.82±1.12 3.66±1.07 3.70±0.96

  ≥Bachelor degree 64 3.49±1.15 4.38±0.81 4.42±0.90 4.04±0.87 4.03±0.88 4.02±1.01 3.18±1.24 3.61±0.93

  t-value   1.687 －0.761   1.833 －1.192 －2.824** －1.413   2.479*   0.515

Work experience

  <3 years 34 3.57±1.18 4.40±0.77 4.59±0.76 4.15±0.78 4.18±0.83 4.18±0.83 3.67±1.25 3.95±0.94

  ≥3 years 72 3.59±1.02 4.33±0.79 4.47±0.80 3.90±1.05 3.76±1.01 3.72±1.11 3.25±1.16 3.51±0.91

  t-value －0.139   0.683   1.060   1.781   3.180**   5.038***   2.032*   2.434*

Period of being skillful

  <3 months 82 3.49±1.07 4.03±0.80 4.45±0.84 3.93±0.99 3.81±1.01 3.85±1.12 3.24±1.24 3.43±0.90

  ≥3 months 24 3.89±1.0 4.51±0.72 4.70±0.54 4.09±0.97 4.13±0.81 4.22±0.79 3.97±0.77 4.37±0.69

  t-value －2.927** －1.729 －2.096* －1.046 －2.163* －2.184* －3.092** －5.038***

Training experience

  Yes 86 3.58±1.09 4.40±0.75 4.57±0.69 4.10±0.94 3.98±0.90 4.09±0.97 3.48±1.20 3.79±0.87

  No 20 3.53±0.96 4.20±0.87 4.18±1.09 3.63±0.77 3.73±0.87 3.58±0.92 2.79±0.98 2.84±0.90

  t-value   0.331   1.529   3.028**   2.989**   1.677   2.975**   2.651**   4.323***

Capacity

  <100 54 3.76±1.05 4.46±0.74 4.64±0.62 4.29±0.80 4.05±0.89 4.27±0.91 3.51±1.32 3.74±0.85

  ≥100 52 3.44±1.08 4.25±0.82 4.39±0.91 3.64±1.05 3.64±1.05 3.56±1.12 3.16±1.05 3.48±1.06

  t-value   2.731**   2.095*   2.483*   5.144***   3.325**   5.125***   1.756   1.470

Number of dietician

  1 84 3.56±1.09 4.39±0.77 4.51±0.80 3.95±1.0 3.84±0.99 3.93±1.07 3.29±1.23 3.55±0.93

  ≥2 22 3.69±0.97 4.18±0.82 4.49±0.77 4.05±0.93 4.08±0.91 3.94±1.03 3.81±0.90 4.00±0.89

  t-value －0.903   1.700   0.160 －0.564 －1.380 －0.059 －2.038* －2.136*

*p＜0.05, **p＜0.01, ***p＜0.001

Table 5. Comparison of training need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dieticians and facilities.

관리(p＜0.01), 메뉴관리(p＜0.05), 위생 및 안전관리 

(p＜0.05), 작업관리(p＜0.001), 영양관리(p＜0.01), 인

사관리(p＜0.001)에 대한 교육필요도가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영양사의 직무 수행 빈도와 교육필요도 간의 관계

직무의 수행 빈도와 직무교육 필요도를 X, Y축으

로 놓고 격자도를 이용하여 직무수행 빈도와 직무

교육 필요도를 이해하기 쉽게 제시하였다(Fig. 1). 수
행 빈도와 교육 필요도가 모두 높은 직무 영역은 

위생안전관리, 메뉴관리, 작업관리, 인사관리였다. 수
행 빈도와 교육필요도가 높은 세부업무에 식품검수, 
일반식 식단 작성 및 레시피 작성, 치료식 식단 작

성, 제공 식단의 영양분석, 급식시설 설비의 위생관

리, 식재료 위생관리, 조리장내 안전관리, 위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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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Relationship between frequency of task performance and training needs.

안전관리 일지작성, 조리지도 및 감독, 배식지도 및 

감독, 치료식 처방정보접수 및 처리업무, 리더십, 조
회 및 업무회의를 통한 조리종사원과의 의사소통, 
급식업무 매뉴얼의 작성 및 비치 등이 속하였다. 수
행 빈도에 비해 교육필요도가 높은 업무는 치료식 

메뉴개발, 급식대상의 기호도를 고려한 메뉴개발, 
조리원 위생관리, 영양상태 평가 및 영양진단, 치료

식 대상 집단 영양교육실시, 영양자료게시 및 노인

영양교육 자료개발로 나타났다.

6.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급식 및 영양관리 실태와 

교육실시 현황

Table 6은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실시하는 영양교

육 및 상담 빈도,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지 않

는 이유, 자주 발병되는 노인 질환 및 제공되는 치

료식 종류를 보여준다. 피급식자인 노인을 대상으로 

현재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는 노인의료복지시

설은 42개소(39.6%)였으며, 영양교육 및 상담실시 횟

수는 연 4회가 11개소(26.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연 2회가 9개소(21.4%), 연 1회가 10개소(23.8%), 월 

1∼2회 이상이 10개소(23.8%), 라운딩시 수시로 하는 

시설은 2개소(4.8%)로 보고되었다. 영양교육 및 상담

을 실시할 때 문제점으로 교육대상자의 인지부족

(34.3%), 급식 및 영양관리의 병행으로 시간할애하기 

어려움(21.9%)이 많았다. 이외에, 교육대상자와의 의

사소통의 어려움(17.2%), 시설의 지원 및 환경 열악

(10.9%)이 어려운 문제점으로 꼽혔다. 그리고 영양교

육을 따로 하지 않지만 병실 라운딩을 통하여 기호

도 및 식품섭취량 조사를 하는 곳이 6개소(9.4%), 환
자 및 보호자(간병인 포함)를 직접 대면하여 식품, 
영양정보를 알려주는 간접교육을 하고 있는 곳이 4
개소(6.3%)로 나타나, 인지가 부족한 환자를 대신하

여, 환자를 돌보는 직원(간호, 간병인 등)에게 영양

교육을 실시하여 식사시 해당 환자에게 올바른 식

품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의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

하지 않는 시설이 64개소(60.4%)로 과반수 이상이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 전체 시

설 중 고혈압과 당뇨가 각각 96개소(90.6%)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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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Nutrition 
education and 
consultation

Facilities with education and 
consultation  42 39.6

Facilities without education and 
consultation  64 60.4

Frequency of 
nutrition 
education and 
consultation

4 times a year  112) 26.2

Twice a year   9 21.4

Once a year  10 23.8

More than 1∼2 times a month  10 23.8

Every rounding   2  4.8

The reason why 
facilities don't 
have nutrition 
education and 
consultation

Lack of understanding  subjects  223) 34.3

Lack of time due to nutrition 
management  14 21.9

Difficulties of communication  11 17.2

Limitations of management 
supports and environment   7 10.9

Research for food intake and 
preference every rounding   6  9.4

Nutrition educations to employees   4  6.3

Type of elderly 
diseases 

High blood pressure  961) 90.6

Diabetes  96 90.6

Arthritis  28 26.4

Osteoporosis  28 26.4

Stroke  48 48.3

Coronary (heart) disease   4  3.8

Cancer  14 13.2

Alzheimer's disease  90 84.9

Parkinson's disease  12 11.3

Cataract   2  1.9

Others   4  3.8

Therapeutic diets 
served in 
facilities

Diabetic diet  981) 92.5

Dysphagia diet  68 64.2

Low sodium diet  60 56.6

High protein diet  30 28.3

Low cholesterol diet  18 17.0

High calorie diet  12 11.3

High fiber diet   8  7.5

Others   8  7.5
1) (N=106) Multiple responses
2) (N=42) Facilities with nutrition education and consultation
3) (N=64) Facilities without nutrition education and consultation

Table 6. Nutrition management practices of dietitian in elderly 
health care facilities.

많이 발병하는 노인질환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치매가 90개소(84.9%), 뇌졸중 48개소(48.3%), 골관절

염과 골다공증이 각각 28개소(26.4%), 암이 14개소

(13.2%), 파킨슨 병이 12개소(11.3%), 관상동맥질환이 

4개소(3.8%), 백내장이 2개소(1.9%)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질환과 관련하여 노인의료 복지시설에서 현재 

가장 많이 제공되고 있는 치료식은 당뇨식이 98건
으로 가장 많았고, 68건이 연하곤란식, 60건이 저염

식, 30건이 고단백식, 18건이 저콜레스테롤식, 12건
이 고열량식, 8건이 고섬유소식으로 조사되었다

(Table 6).
Table 7은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영양사

의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훈련 이수 유무, 교육훈련 

기관, 교육 내용, 교육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 

응답자의 81.1%가 최근 3년 내에 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였다고 대답하였으며, 직무관련 교육

으로 영양사협회 보수교육이 70명(81.4%), 영양사협

회 단기교육이 6명(7%), 직장 내 직무교육이 10명
(11.6%), 노인복지협회에서 16명(18.6%)이 교육을 받

았다고 응답하였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영양사의 업

무와 관련한 교육의 내용으로 위생 및 안전관리가 

76명(88.4%)으로 가장 많았으며 영양관리를 42명
(48.8%), 작업관리를 26명(30.2%), 메뉴관리를 22명
(25.6%), 구매관리를 12명(14%), 마케팅관리를 6명
(7.0%), 인사관리를 4명(4.7%), 회계관리가를 2명
(2.3%)이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을 받은 후에 

업무영향에 대한 도움 정도에서 ‘매우 도움이 되었

다’(20.9%), ‘도움이 되었다’(46.5%)로 나타나 교육이

수 경험이 있는 영양사의 67.4%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Table 7).

7.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영양사의 세부 교육내용에 대한 

요구도

Table 8은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영양사

들이 요구하는 세부교육내용과 교육형태 및 교육기

간을 나타내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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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Experience of 
training

Yes  86  81.1

No  20  18.9

Total 106 100

Training 
organization1)

Certificate program by Korean 
Dieticians Association  70  81.4

Short seminar by Korean 
Dieticians Association   6   7.0

Training in company  10  11.6

Elderly Welfare Association  16  18.6

Total 102 118.6

Job training1)

Purchasing management  12  14.0

Menu management  22  25.6

Safety and sanitation management  76  88.4

Task management  26  30.2

Nutrition management  42  48.8

Personnel management   4   4.7

Marketing management   6   7.0

Accounting management   2   2.3

Total 190 221

Effect of training 
on job 
performance1)

Very helpful  18  20.9

Helpful  40  46.5

Neither helpful nor not helpful  20  23.3

Not helpful   6   7.0

Not very helpful   2   2.3

Total  86 100
1) Responses from whom experienced training (N=86)

Table 7. Job training experience of dieticians in elderly health 
care facilities.

Items Mean±S.D.

Training 
contents1)

Elderly menu development and practice 
(general diet and therapeutic diet) 6.39±0.67

Clinical and nutritional expertise of the 
elderly's acute/chronic diseases 6.33±0.91

Elderly menu management and practice 
(general diet and therapeutic diet) 6.29±0.86

Nutrition education and education 
material development for elderly 6.14±0.94

Understanding of the psychology of 
elderly (cognitive dysfunction, 
depression)

6.08±1.07

Nutrition counseling practice for elderly 6.00±0.98

Elderly's intake of drug and functional 
foods 5.96±1.03

Current issues of nutrition assessment for 
elderly 5.96±0.98

Understanding of the physiology of 
elderly 5.88±1.32

Health care policy for elderly and legal 
issues 5.29±1.15

Frequency Percent

Desired 
training 
period

Within 4 weeks 34 32.1

1∼3 months 48 45.3

3∼6 months  8  7.5

6 months 16 15.1

Desired 
training 
method

Case study 36 34.0

Audiovisual education 32 30.2

Lecture 28 26.4

Discussion 22 20.8

Practice through the 
internet 14 13.2

1) 7-point Likert Scale

Table 8. Specific training needs of dieticians' in elderly health 
care facilities.

영양사들의 세부 교육 요구도를 7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 노인식 메뉴(일반식 및 치료식) 개발 및 실습

(6.39)이 가장 교육 받기 원하는 내용이었으며 노인의 

급 ․ 만성질환에 대한 전문(임상 및 영양학적 접근) 
지식(6.33), 노인 급식 관리의 메뉴(일반식 및 치료식) 
작성 및 이론과 실습(6.29), 노인 영양관리의 영양교

육 및 자료개발(6.14), 노인의 심리적(인지장애, 우울

증) 특성이해(6.08), 노인의 영양판정 및 상담실습

(6.00), 노인의 영양 상태에 관한 이론(학술지, 논문 

등 연구자료) 및 노인영양과 약물복용 및 건강기능성 

식품에 관한 이론(5.96), 노인의 생리적 특성 이해

(5.88), 노인의 보건의료 정책 및 법적문제(5.29) 순으

로 교육 요구도가 나타났다. 직무와 관련한 실습 및 

수련을 받기 희망하는 기간은 최소한 1개월에서 3개
월 이내(45.3%)가 가장 많았고, 4주 이내가 34명
(32.1%), 6개월이 16명(15.1%), 3개월에서 6개월이 8
명(7.5%) 순으로 나타났다. 받고 싶은 교육 형태는 

사례연구법(34.0%)이 가장 많았고, 시청각교육이 32
명(30.2%), 강의식이 28명(26.4%), 토론식이 22명
(20.8%), 인터넷을 통한 교육실습이 14명(13.2%)으로 

나타났다(Tabl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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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본 연구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영양

사의 직무수행 빈도와 이에 필요한 직무 교육 영역

을 파악하고자 진행 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영양

사들이 근무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은 거의 대부분

이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1명의 영양사만 근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영양사들의 직무 수행 빈도는 작업관리, 
위생 및 안전관리, 구매관리, 인사관리, 메뉴관리, 
회계관리, 영양관리, 마케팅관리 순으로 나타났으며 

세부 업무로는 조리지도 및 감독, 배식지도 및 감독, 
위생 및 안전관리 일지작성, 식품검수, 급식시설설

비의 위생관리 등이 자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식품위생법 개정 등의 식품위생 및 안전에 대한 

규제 강화로 위생 ․ 안전에 관련된 업무가 중요시되

고 있어 영양사의 직무 분야 중 구매관리, 위생 ․ 안
전 및 시설 설비 관리, 생산관리에서 수행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최근 급식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인해 식품위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79조에 의하여 영양사의 직무를 식단 작성, 검식 및 

배식관리,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급식시설의 위

생적 관리,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종업원에 

대한 영양지도 및 위생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

장에서의 실무영양사들의 해당 업무에 대한 수행 

빈도가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8개의 직무 영

역 중에서 회계관리, 마케팅관리, 영양관리의 업무 

수행 빈도가 낮았으며 외부프로그램식사지원, 간병

인 ․ 간호사 대상으로 영양교육, 급식소 사업계획 실

행, 치료식 대상 집단 영양교육 실시, 고객의 요구인

지가 수행 빈도가 낮은 세부업무들이었다. 노인의료 

복지시설 영양사의 업무활동 및 요구도를 분석한 

Cho 등(2006)의 연구에서는 생산관리(5.98), 위생 및 

안전관리(5.71), 작업관리(5.65), 구매관리(5.32), 메뉴

관리(4.90), 인사관리(4.80), 재무관리(3.330), 마케팅관

리(3.18), 영양관리(3.10) 순으로 수행 빈도가 높게 나

타났으며 업무의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메뉴관리의 

일반식 식단 작성, 구매 관리의 급식재료 발주 및 

수불관리, 식품검수 및 결재, 재고조사 및 저장 식

품 관리, 생산관리의 배식관리, 검식, 위생 및 안전

관리의 보존식 관리, 공산품 및 식품유통기한 확인, 
식기세척 및 소독관리, 잔식 및 쓰레기 감량관리 등

이었다. 노인복지시설 영양사를 대상으로 급식 및 

영양관리의 업무활동을 조사한 Jung(2008)의 연구에

서는 기기 및 설비관리(5.62), 위생관리(5.39), 식재료 

및 구매 관리(5.3), 인사관리(5.28), 메뉴관리(5.16), 영
양교육 및 상담(3.73) 순으로 수행 빈도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세부항목 중 수행 빈도가 가장 높은 

업무는 정해진 시간에 배식실시, 깨끗하고 쾌적한 

식사 공간 유지, 조리과정 중 식품의 위생관리, 조

리종사원의 건강진단서 관리, 보존식 관리 등으로 

나타났으며, 세부항목 중 수행 빈도가 가장 낮게 평

가된 업무는 치료식을 하는 어르신 대상 집단 영양

교육 실시, 노인영양교육자료 개발, 어르신에게 영

양교육자료 제공, 직원대상 영양교육실시, 어르신과

의 개별영양상담실시 등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

와 유사하였다. Yang 등(1995)의 연구에서도 위생관

리, 구매관리, 식단관리, 재고관리 등의 수행 빈도는 

높게 조사되었으나 영양관리 관련 업무들은 낮게 

조사되었고, Park & Choi(1995)의 연구에서도 산업체 

영양사는 위생관리업무의 수행도가 가장 높았고 다

음이 재무관리, 구매관리 순이었으며 영양관리업무

의 수행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병원 급

식소의 영양사의 직무 수행도는 식단관리, 영양관리

와 위생관리가 90% 이상이었고, 시설 · 설비관리, 
생산관리, 구매관리 순으로 수행도가 낮았다. 병원 

영양사의 직무분석에 대한 다른 연구(Moon & Jang 
2002)에서도 여러 업무영역 중 구매관리, 재고관리, 
시설 · 설비관리에 대한 수행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

된 것과 유사한 결과였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영양사의 영양관리와 마케팅관

리 부문의 업무활동은 낮은 수행 빈도를 보였는데 

식생활과 건강에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한 영양 문



174 | 노인의료복지시설 영양사의 직무 수행 빈도와 교육필요도

제와 영양교육상담자로서의 역할이 강화되기 위해

서는 개별영양상담, 치료식 메뉴의 작성과 개발, 치
료식 환자대상 영양교육 등의 업무를 증대시켜야 

한다고 보여진다. 또한, 노인급식이 외식산업에서 

경험한 수준과 비교하는 과정에서 점차 고급화, 다

양화 성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Jang 
2008), 노인의료 복지시설 영양사들은 마케팅과 재

무관리 부문의 업무활동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수

행하여야 한다.
연령 및 교육경험의 유무, 입소정원에 따른 업무 

수행 빈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영양사가 3년 미만의 경력

을 가진 영양사보다 구매관리 및 영양관리의 수행 

빈도가 유의적으로 높았다. 근무하는 노인복지시설

의 영양사 수에 따라 위생 및 안전관리와 영양관리

의 수행 빈도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영양사 2명 이상보다는 영양사 1명일 때 위

생 및 안전관리와 영양관리에서 수행 빈도가 유의

적으로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급식관리 및 영

양서비스 분야의 업무를 영양사 1인이 담당하기 어

렵고, 급식 및 영양관리 부분의 역할을 구분지어 직

무를 수행하는 것이 관리자로서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영양사들은 위생 

및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세부적으로는 

조리장내 안전관리, 급식시설설비의 위생관리, 식재

료의 위생관리, 치료식 식단 작성, 조리원 위생관리 

순으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전체적

으로 위생교육에 대한 필요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위생 점검 평가를 고려

한 것으로 보여진다. Yang & Lee(2010)은 위탁급식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영양사들의 “위생, 안전 및 시

설 설비 관리” 직무 분야에서 교육 필요성이 높게 

나타나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위생관리에 대한 교

육 필요성이 높게 나타난 것은 Lee 등(2000) 및 Cha 
(2002)의 연구에서와 유사한 결과였다. Jang 등(2005)
의 연구에서 2년제 및 4년제 대학에 근무하는 영양

사를 대상으로 각 업무별로 교육의 필요성을 조사

한 결과 메뉴 개발과 트랜드 분석이 가장 높은 결

과를 보여 메뉴 개발과 식단작성에 관한 영양사의 

교육 필요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행 빈도와 교육 필요도가 모두 높은 직무 영역

은 위생안전관리, 메뉴관리, 작업관리, 인사관리였다. 
수행 빈도와 교육필요도가 높은 세부업무에 식품검

수, 일반식 식단작성 및 레시피 작성, 치료식 식단

작성, 제공식단의 영양분석, 급식시설 설비의 위생

관리, 식재료 위생관리, 조리장내 안전관리, 위생 및 

안전관리 일지작성, 조리지도 및 감독, 배식지도 및 

감독, 치료식 처방정보접수 및 처리업무, 리더십, 조
회 및 업무회의를 통한 조리종사원과의 의사소통, 
급식업무 매뉴얼의 작성 및 비치 등이 속하였다. 자
주 수행하고 교육필요도가 높은 세부업무 영역들은 

지속적으로 잘 유지하며, 교육시 우선적으로 커리큘

럼에 넣고 좀 더 세부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수행 빈도에 비해 교육필요

도가 높은 업무는 치료식 메뉴개발, 급식대상의 기

호도를 고려한 메뉴개발, 조리원 위생관리, 영양상

태 평가 및 영양진단, 치료식 대상 집단 영양교육실

시, 영양자료게시 및 노인영양교육 자료개발로 나타

났다. Park 등(2008)의 연구에서 보건소 영양사의 직

무 수행도와 중요도가 높은 업무는 교육내용 개발, 
성인 및 노인영양서비스로 나타나 영양교육자료 개

발과 노인 영양서비스에 대한 교육이 더 중요하고 

필수적이라고 생각된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영양사들이 공통적으로 사용 가능한 메뉴

개발과 영양 교육 자료를 포함한 급식 및 영양관리 

지침서가 개발된다면 시간과 인적, 물적 자원이 제

한된 근무환경에서 효율적으로 영양사들의 교육 필

요도를 충족할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Lee 등(2000)의 연구에서 위탁급식경영업체(사업

체, 학교, 병원)에 종사하는 영양사를 대상으로 영양

사의 직무 향상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조사한 결

과 전체응답자의 97.5%가 영양사의 직무향상을 위

한 교육이 필요하며, 86.1%은 직무향상을 위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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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으로 인턴, 직무향상, 외부교육이 모두 필요하

다고 응답하여 영양사들을 위한 교육이 계속적으로 

필요함을 입증하였다.
전체응답자의 81%가 최근 3년 내에 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을 받았으며 대부분 영양사협회 보수교육

이었다. 위생 및 안전관리가 가장 많이 수료한 교육

내용이었으며 교육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Yang & Lee(2010)은 영양사의 직무 분야별 세부 업

무에 대한 교육 실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HACCP에 

따른 위생 관리 및 일지’(86.4%), ‘발주’(74.8%), ‘고
객서비스관리’(72.8%), ‘식재료 위생관리’(70.9%), ‘원
가관리’(65.0%), ‘조리원 위생관리’(62.1%) 순으로 실

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위생 및 안전관리 직무

에 대한 교육이 많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영양사들은 노인

식 메뉴(일반식 및 치료식) 개발 이론 및 실습을 가

장 교육 받기 원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노인의 

급 ․ 만성질환에 대한 전문(임상 및 영양학적 접근)
지식, 노인 급식관리의 메뉴(일반식 및 치료식) 작성 

및 이론과 실습, 노인 영양관리의 영양교육 및 자료

개발, 노인의 심리적(인지장애, 우울증) 특성이해, 노
인의 영양판정 및 상담실습, 노인의 영양 상태에 관

한 이론(학술지, 논문 등 연구자료) 및 노인영양과 

약물복용 및 건강기능성 식품에 관한 이론, 노인의 

보건의료 정책 및 법적문제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자의 영양 상태와 관련된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하여 전문적인 임상영양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에

도 불구하고 영양사 교육과정에서 치료식에 대한 

실습은 부족하여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노인 급식

(일반식 및 치료식) 메뉴 개발 이론 및 실습에 대한 

교육과정 개설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직무와 

관련한 실습 및 수련을 받기 희망하는 기간은 최소

한 1개월에서 3개월 이내(45.3%)가 가장 많았고, 받
고 싶은 교육 형태는 사례연구법(34.0%)이 가장 많

았다. 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경우 영양사의 체계

적인 수련과정 및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접하기 어려우므로 실습위주의 실제적인 경험을 요

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

는 영양사를 대상으로 직무수행 빈도와 이에 필요

한 직무 교육 영역을 파악하여 노인에 대한 급식 

및 영양관리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입소정원 50인 

이상의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전국의 영

양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106명의 

영양사가 참여하였으며 회수율은 55.8%이다.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영양사들은 작업

관리, 위생 및 안전관리, 구매관리, 인사관리, 메뉴

관리, 회계관리, 영양관리, 마케팅관리 순으로 직무 

수행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40개 세부 업

무 중에서 가장 자주 수행하는 세부 업무는 조리지

도 및 감독(4.94), 배식지도 및 감독(4.73), 위생 및 

안전관리 일지작성(4.69), 식품검수(4.55), 급식시설설

비의 위생관리(4.49) 순으로 나타났다. 영양사의 수

에 따라서 위생 및 안전관리, 영양관리에서 유의적

인 차이가 있었다. 또한,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

무하는 영양사들은 위생 및 안전관리, 메뉴관리, 작
업관리, 인사관리, 영양관리, 회계관리, 구매관리, 마
케팅관리 순으로 업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직무의 수행빈도와 교육 필요도가 

모두 높은 직무 영역은 위생안전관리, 메뉴관리, 작
업관리, 인사관리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식품위생

법 제4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위생 및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위생안전관리 업무의 수행 

빈도와 교육필요도가 모두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

여진다. 현재 급식관리 교육의 대부분이 위생 및 안

전관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

고 교육필요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여러 의미

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 위생 안전에 대한 영양사들

의 관심과 교육 열의가 높은 것일 수도 있고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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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한 교육 내용이 충분하지 못하여 좀 더 세부적

인 교육을 원하는 것일 수도 있다. 현재 교육내용과 

현장 영양사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교육내용

의 활용성 부분을 재검토하여 교육 컨텐츠를 개발

하는 것을 제안한다.
수행 빈도와 교육필요도가 높은 세부업무로는 식

품검수, 일반식 식단 작성 및 레시피 작성, 치료식 

식단 작성, 제공 식단의 영양분석, 급식시설 설비의 

위생관리, 식재료 위생관리, 조리장내 안전관리, 위

생 및 안전관리 일지작성, 조리지도 및 감독, 배식

지도 및 감독, 치료식 처방정보접수 및 처리업무, 
리더십, 조회 및 업무회의를 통한 조리종사원과의 

의사소통, 급식업무 매뉴얼의 작성 및 비치 등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잘 유지하며, 
교육시 우선적으로 커리큘럼에 넣고 좀 더 세부적

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수행 빈도에 비해 교육필요도가 높은 업무로 치

료식메뉴개발, 급식대상의 기호도를 고려한 메뉴개

발, 조리원 위생관리, 영양상태 평가 및 영양진단, 
치료식 대상 집단 영양교육실시, 영양자료게시 및 

노인영양교육 자료개발로 나타났다. 노인 의료복지 

시설에서 근무하는 영양사들은 노인 급식 및 영양

관리를 위한 전문능력 향상을 위하여 치료식을 비

롯한 메뉴개발, 영양상태 평가에 대한 교육을 더 많

이 필요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노인 

급식 및 영양관리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교육과

정 및 현장 실무 교육이 필요하므로 노인에 대한 

급식관리 및 영양관리에 대한 커리큘럼이 단기적으

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인전문 영양사들이 

정기적으로 최신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지

속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시급하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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