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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perception of nutritional education among school admin-
istrators, parents, and school nutrition teachers at an elementary school.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450 
subjects (150 school nutrition teachers, 150 school administrators, and 150 parents) from June 15 to June 30, 
2009, and 309 (84 school nutrition teachers, 104 administrators, and 121 parents) were analyzed.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school nutrition teachers' perceived level (4.54) of importance of nutri-
tional education was significantly (P＜0.001) higher compared to school administrators (4.10) and parents 
(3.97). Second, demand for revitalization of nutritional education as perceived by parents (3.23) was sig-
nificantly (P＜0.001) higher compared to school nutrition teachers (2.61) and school administrators (2.51). 
Third, parents' satisfaction level of elementary school nutritional education was 3.23, followed by those of 
school administrators (2.83) and school nutrition teachers (2.50).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erms of 
satisfaction of elementary school nutritional education between school administrators, parents, and school nu-
trition teachers (P＜0.001). Fourth, school nutrition teachers' demand for revitalization of nutritional education 
was significantly (P＜0.001) higher at 4.24 compared to both parents (3.76) and school administrators (3.46). 
Fifth, with regards to bolstering nutritional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s, it was deemed necessary for each 
school to have a school nutrition teacher. In conclusion, perception of nutritional education varied among 
school administrators, parents, and school nutrition teachers. In conclusion, a communication network between 
school administrators, parents, and school nutrition teachers should be established for revitalization of nutri-
tional education at elementary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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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초ㆍ중등교육법 제 21조 2항과 학교급식법 제 7
조 1항 및 2항에 근거하여 2007년부터 3월 1일자로 

영양교사가 학교에 배치됨에 따라(Hong 2008; Jung 
2008; Chin 2011) 학교 급식 뿐만 아니라 영양교육



386 | 초등학교 영양교육에 대한 당사자 간 인식 비교

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높아지게 되었다. 
영양교사화 이후 학교 내에서 영양교육 및 영양

상담 업무의 수행 빈도가 이전에 비해 높아졌고(Lee 
등 2008b; Kim 2010) 영양교사의 영양상담 서비스 

업무의 수행도가 영양사보다 높게 조사된 바 있지

만(Han & Kim 2009) 실제 영양교육 실태를 살펴보

면 영양교사에 의한 영양교육은 주로 간접교육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Jeon 2008; Jung 2008; Kim 
2010) 학교 현장에서 영양교사에 의한 영양교육의 효

과를 가시적인 수준으로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Jeong(2007)의 연구에 의하면 영양교사들은 영양

교사화 이후 영양교육이 더 잘 될 것이라고 기대하

고 있었지만 학교장, 교감, 행정과장, 비정규직 영양

사들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 이해당사자 

간의 인식 차이가 있었다.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조사 대상의 50%가 영양

교사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나머지 

50%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초등학교 교사

들은 영양교사 제도에 대립된 의견을 가지고 있었

다. 또한 영양교사 제도에 대하여 바람직하지 않다

고 생각하는 이유로 기존 영양사와 차이가 없어 기

대에 못 미치는 수행을 하거나 혹은 교직이수기간

에 대한 부분으로서 전문적 교사의 자격에 대한 점

을 인식하고 있었다(Hong 2008). 학교 관리 책임자

의 경우 영양교사 직무 중 식생활 지도 및 영양상

담의 중요도와 수행도 모두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Kim 등 2010). 즉 영양교사 외의 학교 관계자들은 

영양교사화 및 영양교육에 대하여 아직까지 긍정적

인 인식이 형성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영양교사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영양교사들은 ‘영

양교육 및 학생 지도’ 영역의 직무를 중요한 직무로 

인식하고 ‘영양교육 및 학생 지도’ 영역에서의 직무 

변화를 많이 느끼고 있지만 동시에 ‘영양교육 및 학

생 지도’의 업무 수행에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관련 교육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Jung 2008; Lee 2009; Yi & Lee 2009). 
그리고 영양(교)사들의 영양교육 및 영양상담 업무

의 수행도에 대한 인지도 조사 결과 다른 업무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Lee 2007; Lee 2009; Yi & 
Lee 2009). 

하지만 영양교사가 배치된 학교 학생의 영양 지

식 인지 능력이 영양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 

비해 높게 조사되어 영양교사에 의한 영양교육이 

영양 지식을 획득하는 데 효과적임이 보고된 바 있

다(Kwon & Kwon 2011).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생들의 영양 지식을 높이고 건강한 식습관 및 식

생활 형성을 위해서는 영양교사에 의한 영양교육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이상과 같이 선행 연구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2007년 이후 영양교사가 배치된 이후 학교에서의 영

양교육 및 상담 업무가 아직까지는 성공적으로 정

착 운영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으며, 관련 당

사자들 즉, 학교행정관계자, 교사, 영양교사 등의 견

해가 상이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관련 당사자들의 

영양교육에 대한 인식을 비교한 Jeong(2007)의 연구를 

살펴보면 조사 시기는 2006년 9월로, 실제 영양교사가 

학교에 배치되기 이전에 수행되었고 영양교사가 배치

된 이후 영양교육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들의 영양교

육에 대한 인식을 비교한 연구가 전무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후 초등학교 영양교육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

여 학교행정관리자, 학부모, 영양교사의 초등학교 

영양교육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연구 목

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양교사 배치 후 학교급

식의 개선정도와 학교급식 만족도에 대한 학교행정

관리자, 학부모, 영양교사의 인식 차이를 분석하고, 
둘째, 영양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학교행정관리자, 
학부모, 영양교사의 인식 차이를 분석한다. 셋째, 영
양교사 배치 후 영양교육의 활성화 정도, 현재 영양

교육에 대한 만족도, 향후 영양교육 활성화의 필요

성에 대한 학교행정관리자, 학부모, 영양교사의 인

식 차이를 분석하고 넷째, 영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영양교육 실시 방안에 대한 학교행정관리자,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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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사의 인식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1. 조사 대상 및 조사 기간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편의표본추출법(conven-
ience sampling method)에 의하여 창원 및 부산 일부 

지역의 학교행정관리자(교장, 교감 행정실장), 학부

모 그리고 영양교사의 3집단을 대상으로 하였다. 학
교행정관리자는 공문을 이용하여, 학부모는 지역별 

학부모 모임을 이용하여 설문지를 배포ㆍ회수하였

으며, 영양(교)사는 전화 및 우편, 지역별 영양교사 

모임에 참석하여 직접 설문지를 배포ㆍ회수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 시간은 2009년 6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설문지는 총 450부(영양교사 150부, 
학교행정관계자 150부, 학부모 150부)가 배포되어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이 많이 빠졌거나 불성실한 

것을 제외하고 309부(영양교사 84부, 학교행정관계

자 104부, 학부모 121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영양(교)사의 경우 각 학교 당 한 명이 배치되어 있

는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설문 회수율이 다른 집단

에 비해 낮았다. 하지만 표본 수가 30개 이상이 확

보된 경우 정규 분포를 가정하므로(Lee 2001; Huh 
등 2003; Chae 2005; Lee 등 2008a) 본 연구에서 수

집된 자료의 최종 분석을 실시하였다. 

2. 조사 내용

본 연구의 설문 문항은 선행 문헌(Kim 등 2004; 
Park & Chang 2004a; Park & Chang 2004b; Bae 등 

2005; Park 등 2006; Shin 등 2006; Jeong 2007; Hong 
2008; Jeon 2008)을 참고로 하여 구성하였다. 설문 

문항은 크게 조사대상의 일반사항, 영양교사 배치 

후 학교급식 변화에 대한 인식, 영양교육의 중요성, 
영양교사 배치 후 영양교육의 변화에 대한 인식, 향

후 영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영양교육 실시 방안에 

대한 인식의 5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조사대상

의 일반사항은 성별, 연령, 학력의 3개 문항으로 구

성하였으며, 둘째, 영양교육의 중요성은 1개 문항으

로 5점 척도(1 : 전혀 중요하지 않다, 5 : 매우 중요

하다)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셋째, 영양교사 배치 

후 학교급식 변화에 대한 인식은 학교급식의 개선

정도와 학교급식만족도의 2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

며,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넷째, 영양교

사 배치 후 영양교육의 변화에 대한 인식은 영양교

사 배치 후 영양교육의 활성화 정도, 영양교육에 대

한 만족도 및 향후 영양교육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

의 3개 문항으로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다섯째, 향후 영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영양교육 실

시 방안은 가장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초등학

생의 식생활 문제, 영양교육 담당자, 교과 과목으로

서의 필요성, 영양교육 활성화 방안, 영양교육 내용

별 중요도의 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영양교육 

내용은 올바른 식습관, 체중관리, 건강과 질병 문제, 
영양소의 종류와 기초 식품군, 안전한 식품 섭취, 
식품 선택과 섭취, 식사예절, 전통 식문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및 환경 문제의 9개로 구성하였다. 
교과 과목으로서의 필요성과 영양교육 내용별 중요

도는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 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Statistical Pack-
age for the Social Science) 15.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

다. 기술 통계 분석(descriptive analysis)과 빈도 분석

(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여 조사 내용의 평균과 

표준편차, 빈도 및 백분율을 구하여 분포를 분석하

였다. 학교행정관리자, 학부모, 영양교사의 3개 집단

별 초등학교 영양교육에 대한 인식 차이를 분석하

기 위하여 카이 검증과 일원분산분석(ANOVA)을 실

시하였으며, 일원분산분석에서 유의한 경우 Scheffé
의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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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School
nutrition teachers

School
administrators Parents Total

Gender
Female 84 (100.0)  71 ( 68.3)  97 ( 80.2) 251 ( 81.2)

Male  0 (  0.0)  33 ( 31.7)  24 ( 19.8)  58 ( 18.8)

Age (years)

30∼39 50 ( 59.5)  17 ( 16.3)  51 ( 42.1) 118 ( 38.2)

40∼49 34 ( 40.5)  31 ( 29.8)  68 ( 56.2) 133 ( 43.0)

50∼  0 (  0.0)  56 ( 53.8)   2 (  1.7)  58 ( 18.8)

Educational background

Highschool  0 (  0.0)   0 (  0.0)  34 ( 28.1)  34 ( 11.0)

College  3 (  3.6)  13 ( 12.5)  31 ( 25.6)  47 ( 15.2)

University 68 ( 81.0)  82 ( 78.8)  53 ( 43.8) 203 ( 65.7)

Graduate school 13 ( 15.5)   9 (  8.7)   3 (  2.5)  25 (  8.1)

Total 84 (100.0) 104 (100.0) 121 (100.0) 309 (10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 (%)

Category Item School nutrition 
teachers

School
administrators Parents Total χ

2/F-value

Improvement of school foodservice

Not improved at all  0 (  0.0) 6 (  5.8)   0 (  0.0)   6 (  1.9)

68.445***

Not improved  6 (  7.1) 32 ( 30.8)   5 (  4.2)  43 ( 14.0)

Moderate 43 ( 51.2) 51 ( 49.0)  57 ( 47.5) 151 ( 49.0)

Improved 31 ( 36.9) 9 (  8.7)  52 ( 43.3)  92 ( 29.9)

Improved a lot  4 (  4.8) 6 (  5.8)   6 (  5.0)  16 (  5.2)

Total 84 (100.0) 104 (100.0) 120 (100.0) 308 (100.0)

Mean±SD 3.39±0.69b 2.78±0.90a 3.49±0.66b 3.22±0.82 27.391***

Satisfaction on school foodservice

Not satisfied at all  0 (  0.0)   7 (  6.7)   2 (  1.7)   9 (  2.9)

47.836***

Not satisfied  2 (  2.4)  16 ( 15.4)  16 ( 13.2)  34 ( 11.0)

Moderate 24 ( 28.9)  54 ( 51.9)  59 ( 48.8) 137 ( 44.5)

Satisfied 53 ( 63.9)  23 ( 22.1)  36 ( 29.8) 112 ( 36.4)

Very satisfied  4 (  4.8)   4 (  3.8)   8 (  6.6)  16 (  5.2)

Total 83 (100.0) 104 (100.0) 121 (100.0) 308 (100.0)

Mean±SD 3.71±0.60b 3.01±0.90a 3.26±0.83a 3.30±0.84 17.880***

***P＜0.001 
a＜b: Scheffé multiple comparison

Table 2. Perception on changes of school foodservice after disposition of a school nutrition teacher at an elementary school.
N (%)

결 과

1. 조사대상의 일반 사항

조사대상의 일반 사항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성별을 살펴보면 영양교사는 100.0%(84명), 학교 행

정관리자는 68.3%(71명), 학부모는 80.2%(97명)가 여

성이었다. 연령을 살펴보면 영양교사는 30대(59.5%), 
40대(40.5%)가 대부분이었으며, 학교행정관리자는 50
대가 53.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학부모의 

경우 56.2%가 40대를 차지하였다. 학력은 영양교사

는 81.0%, 학교행정관리자는 78.8%, 학부모는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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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School nutrition teachers School administrators Parents Total χ2/F-value

Not important at all  0 (  0.0)   0 (  0.0)   0 (  0.0)   0 (  0.0)

39.394***

Not important  0 (  0.0)   4 (  3.8)   3 (  2.5)   7 (  2.3)

Moderate  1 (  1.2)  11 ( 10.6)  29 ( 24.0)  41 ( 13.3)

Important 37 ( 44.0)  60 ( 57.7)  58 ( 47.9) 155 ( 50.2)

Very important 46 ( 54.8)  29 ( 27.9)  31 ( 25.6) 106 ( 34.3)

Total 84 (100.0) 104 (100.0) 121 (100.0) 309 (100.0)

Mean±SD 4.54±0.53b 4.10±0.73a 3.97±0.77a 4.17±0.74 17.142***

***P＜0.001
a＜b: Scheffé multiple comparison

Table 3. Perception on importance of nutrition education of at an elementary school.
 N (%)

가 4년제 대졸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2. 영양교사 배치 후 학교급식 변화에 대한 인식 차이

영양교사 배치 후 학교급식 변화에 대한 인식 조

사 결과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영양교사 배치 후 

학교급식의 개선 정도에 대한 전체응답자의 답변을 

살펴보면 ‘보통’이라는 응답이 49.0%로 절반을 차지

하였으며, 다음으로 ‘개선되었다’는 응답이 29.9%, 
‘매우 개선되었다’는 응답이 5.2%로 학교급식이 좋

아졌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총 35.1%로 영양 교사 

배치 후 학교급식의 긍정적인 변화를 인지하고 있

었다. 학교급식 관련 집단 간 비교 분석 결과 영양 

교사 배치 후 학교급식 개선 정도에 대하여 학교행

정관리자가 영양교사와 학부모보다 낮게 인지하고 

있어(P＜0.001) 영양교사(3.39±0.69)와 학부모(3.49± 
0.66)가 학교행정관계자(2.78±0.90)에 비해서 학교급

식 개선 변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현재 초등학교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

면 ‘보통’이라는 응답이 44.5%로 가장 많았으며, 다
음은 ‘만족한다’는 응답이 36.4%로 나타나 만족한다

는 응답이 ‘불만족한다’는 응답보다 많음을 볼 수 

있었다. 집단 간 비교 결과 영양교사가 인지하는 학

교급식 만족도 수준(3.71±0.60)이 학교행정관리자

(3.01±0.90)와 학부모(3.26±0.83)가 인지하는 수준보다 

높게 조사되어 집단 간의 인식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P＜0.001). 

3. 영양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차이

영양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Table 3) 전체 응답자들의 50.2%가 ‘중요하

다’, 34.3%가 ‘매우 중요하다’로 응답하여 응답자의 

84.5%가 영양교육의 중요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집단별 인식 차이를 분석 결과 

영양교사(4.54±0.53)가 학교행정관계자(4.10±0.73)와 학

부모(3.97±0.77)보다 영양교육의 중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P＜0.001).

4. 영영교사 배치 후 초등학교 영양교육의 변화에 대한 

인식 차이

영양교사 배치 후 초등학교 영양교육의 변화에 

대한 인식 차이 분석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영양교사 배치 후 영양교육의 활성화 정도에 대한 

조사 대상자의 응답을 살펴보면 ‘매우 활성화 되었

다’ 6.9%, ‘활성화 되었다’ 9.5%로 긍정적인 응답이 

16.4%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47.1%
로 가장 많았으며, ‘활성화 되지 않았다’ 31.7%, ‘전
혀 활성화 되지 않았다’ 4.9%로 활성화에 대하여 부

정적인 응답이 36.6%로 나타났다. 즉, 영양교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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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Item School
nutrition teachers

School
administrators Parents Total χ

2/F-value

Revitalization of nutrition 
 education

Not revitalized at all  3 (  3.6)  12 ( 11.8)   0 (  0.0)  15 (  4.9)

53.782***

Not revitalized 39 ( 46.4)  38 ( 37.3)  20 ( 16.7)  97 ( 31.7)

Moderate 31 ( 36.9)  44 ( 43.1)  69 ( 57.5) 144 ( 47.1)

Revitalized 10 ( 11.9)   4 (  3.9)  15 ( 12.5)  29 (  9.5)

Very revitalized  1 (  1.2)   4 (  3.9)  16 ( 13.3)  21 (  6.9)

Total 84 (100.0) 102 (100.0) 120 (100.0) 306 (100.0)

Mean±SD 2.61±0.79a 2.51±0.90a 3.23±0.88b 2.82±0.92 22.279***

Satisfaction on present nutrition 
 education

Not satisfied at all  5 (  6.0)   4 (  3.8)   1 (  0.8)  10 (  3.2)

53.119***

Not satisfied 43 ( 51.2)  33 ( 31.7)  13 ( 10.8)  89 ( 28.9)

Moderate 27 ( 32.1)  44 ( 42.3)  65 ( 54.2) 136 ( 44.2)

Satisfied  7 (  8.3)  23 ( 22.1)  39 ( 32.5)  69 ( 22.4)

Very satisfied  2 (  2.4)   0 (  0.0)   2 (  1.7)   4 (  1.3)

Total 84 (100.0) 104 (100.0) 120 (100.0) 308 (100.0)

Mean±SD 2.50±0.83a 2.83±0.82b 3.23±0.69c 2.90±0.83 22.726***

Need for revitalization of 
 nutrition education

Not necessary at all  0 (  0.0)   4 (  3.8)   0 (  0.0)   4 (  1.3)

55.389***

Not necessary  0 (  0.0)   7 (  6.7)   2 (  1.7)   9 (  2.9)

Moderate  4 (  4.8)  37 ( 35.6)  40 ( 33.3)  81 ( 26.4)

Necessary 55 ( 66.3)  49 ( 47.1)  63 ( 52.5) 167 ( 54.4)

Very necessary 24 ( 28.9)   7 (  6.7)  15 ( 12.5)  46 ( 15.0)

Total 83 (100.0) 104 (100.0) 120 (100.0) 307 (100.0)

Mean±SD 4.24±0.53c 3.46±0.87a 3.76±0.69b 3.79±0.78 27.317***

***P＜0.001 
a＜b＜c: Scheffé multiple comparison

Table 4. Perception on changes of nutrition education after disposition of a school nutrition teacher at an elementary school.
N (%) 

인해 영양교육이 활성화에 대하여서는 부정적인 응

답이 긍정적인 응답보다 많아 조사대상자들은 영양

교사로 인해 영양교육이 활성화되지는 않았다는 부

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영양교

사 배치 후 영양교육의 활성화 정도에 대한 집단 

간 인식 차이를 비교한 결과 학부모(3.23±0.88)는 영

양교사(2.61±0.79)와 학교행정관리자(2.51±0.90)에 비

해서 영양교사 배치 후 영양교육의 활성화 정도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 

0.001).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초등학교 영양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영양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44.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

은 ‘만족하지 않는다’가 28.9%, ‘만족한다’가 22.4%
로 학교 영양교육에 대하여 불만족한 응답이 만족

한 응답보다 많아 현재 초등학교 영양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다소 낮았다.
초등학교 영양교육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집단 

간 인식 차이 분석 결과 학부모(3.23±0.69), 학교행정 

관리자(2.83±0.82), 영양교사(2.50±0.83)의 순으로 유

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P＜0.001). 즉 영양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학부모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학교행정관리자, 그리고 영양교사의 만

족도가 가장 낮았다. 학부모의 영양교육에 대한 만

족도는 3점 이상으로 보통 이상의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학교행정관리자와 영양교사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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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Item
School 

nutrition 
teachers

School
administrators Parents Total χ

2/F-value

Major dietary problem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Imbalanced diet 56 ( 66.7)  43 ( 41.3)  30 ( 24.8) 129 ( 41.7)

 69.373***

Obesity  8 (  9.5)  10 (  9.6)   5 (  4.1)  23 (  7.4)

Irregular diet  6 (  7.1)   7 (  6.7)  27 ( 22.3)  40 ( 12.9)

Overeating  2 (  2.4)   1 (  1.0)  19 ( 15.7)  22 (  7.1)

Intake of fast food and instant food 12 ( 14.3)  43 ( 41.3)  40 ( 33.1)  95 ( 30.7)

Total 84 (100.0) 104 (100.0) 121 (100.0) 309 (100.0)

Strategies for revitalization of
 nutrition education

Disposition of nutrition teacher for each
 school 26 ( 31.0)  15 ( 14.4)  53 ( 44.2)  94 ( 30.5)

 68.076***
Intern dietitian  7 (  8.3)  19 ( 18.3)   5 (  4.2)  31 ( 10.1)

Procurement of time for nutrition education 40 ( 47.6)  31 ( 29.8)  16 ( 13.3)  87 ( 28.2)

Concern and support from principal 11 ( 13.1)  28 ( 26.9)  24 ( 20.0)  63 ( 20.5)

Support from education office  0 (  0.0)  11 ( 10.6)  22 ( 18.3)  33 ( 10.7)

Total 84 (100.0) 104 (100.0) 120 (100.0) 308 (100.0)

Nutrition educator

Parents  1 (  1.2)   8 (  7.8)  13 ( 10.7)  22 (  7.1)

 42.433***
Nutrition teachers (dietitian) 80 ( 95.2)  65 ( 63.1)  93 ( 76.9) 238 ( 77.3)

Classroom teacher  3 (  3.6)  29 ( 28.2)  10 (  8.3)  42 ( 13.6)

Health teacher  0 (  0.0)   1 (  1.0)   5 (  4.1)   6 (  1.9)

Total 84 (100.0) 103 (100.0) 121 (100.0) 308 (100.0)

Need of nutrition education as
 a curriculum

Not necessary at all  0 (  0.0)  21 ( 20.2)   0 (  0.0)  21 (  6.8)

117.765***

Not necessary  1 (  1.2)  23 ( 22.1)   2 (  1.7)  26 (  8.4)

Moderate  9 ( 10.8)  27 ( 26.0)  43 ( 35.5)  79 ( 25.6)

Necessary 53 ( 63.9)  30 ( 28.8)  62 ( 51.2) 145 ( 47.1)

Very necessary 20 ( 24.1)   3 (  2.9)  14 ( 11.6)  37 ( 12.0)

Total 83 (100.0) 104 (100.0) 121 (100.0) 308 (100.0)

Mean±SD 4.11±0.62c 2.72±1.17a 3.73±0.68b 3.49±1.04  66.634***

***P＜0.001 
a＜b＜c: Scheffé multiple comparison

Table 5. Perception on nutrition education method for revitalization of nutrition education.
N (%)

두 3점 이하로 현재 초등학교 영양교육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향후 영양교육에 

대한 만족도 향상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영양교육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조

사 결과 영양교육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54.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보통’이 26.4%, ‘매
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15.0%로 나타났다. 향후 영

양교육의 활성화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은 69.4%, 부
정적인 답변은 4.1%로 응답자들은 영양교육의 활성

화가 필요하다는 인식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영양교사, 학교행정관리자, 학부모의 집단별 인식 

차이를 살펴보면, ‘필요하다’와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은 영양교사의 경우 95.2%로 대부분을 차지하

였으며, 학교행정관리자는 53.8%, 학부모는 65%로 

나타나 영양교사가 영양교육의 활성화 필요성을 가

장 많이 느끼고 있었다(P＜0.001). 영양교육 활성화

의 필요성에 대한 5점 척도 응답의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P＜0.001) 영양교

사(4.24±0.53), 학부모(3.76±0.69), 학교행정관계자(3.46± 
0.87)의 순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즉 향후 영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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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1)
School nutrition 
teachers (N=83)

School administrators
(N=104)

Parents
(N=120) F-value

Mean±SD Mean±SD Mean±SD

Desirable dietary habits  4.56±0.52b 4.36±0.54a 4.62±0.50b  7.614***

Weight management  4.35±0.53a 4.24±0.63a 4.46±0.63b  3.796*

Health and disease  4.23±0.61a 4.23±0.59a 4.48±0.62b  6.242**

Nutrients and food group  4.18±0.68b 3.88±0.71a 4.37±0.66b 14.970***

Safe food intake  4.26±0.64a  4.35±0.69ab 4.50±0.58b  3.882*

Food choice and intake  4.26±0.60ab 4.04±0.61a 4.30±0.75b  4.731**

Dietary manners 4.18±0.77 4.19±0.65 4.31±0.67  1.085

Traditional food culture 3.92±0.75a 3.79±0.72a 4.28±0.70b 14.226***

Food waste reduction and environment 4.13±0.76a 4.47±0.61b 4.50±0.62b  9.173***

Total 4.23±0.49a 4.17±0.44a 4.43±0.46b  9.423***
1) 5-point likert scale (1: not important at all, 5: very important)
*P＜0.05, **P＜0.01, ***P＜0.001 
a＜b＜c: Scheffé multiple comparison

Table 6. Perception on importance of nutrition education contents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교육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영양교사가 가장 

높게 인식하고 그 다음으로는 학부모, 그리고 학교

행정관리자가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5. 향후 영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영양교육 실시 방안에 

대한 인식 차이

향후 초등학교 영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영양교육 

실시 방안에 대한 학교행정관리자, 학부모, 영양교

사의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5에 나타내

었다. 우선 초등학생의 식생활 습관 중 가장 큰 문

제점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식생활 습관 중 

가장 큰 문제점은 ‘편식(41.7%)’인 것으로 나타났으

며, 다음은 ‘패스트푸드 및 인스턴트 식사(30.7%)’이
었고, ‘불규칙한 식사’가 문제라는 응답도 12.9%로 

나타났다. 집단 간 비교 결과 영양교사는 ‘편식’이, 
학교행정관리자는 ‘편식’과 ‘패스트푸드 및 인스턴

트 식사’가, 학부모는 ‘패스트푸드 및 인스턴트 식

사’가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응답하여 차이를 보였

다(P＜0.001). 
향후 초등학교에서 영양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전체 응답자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1

개교에 1인의 영양교사를 배치해야 한다’는 응답이 

30.5%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으며, 다음은 ‘교육시간 

확보’ 28.2%, ‘학교장의 관심과 지원’ 20.5%의 순으

로 조사되었다. 
학교행정관리자, 학부모, 영양교사의 집단별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 

0.001). 영양교사는 ‘교육시간 확보’에 47.6%의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으며, 학교행정 관계자는 ‘교육시

간 확보(29.8%)’와 ‘학교장의 관심과 지원(26.9%)’에 

비슷하게 많은 응답을 보였고, 학부모는 ‘1개교에 1
인 영양교사 배치’에 44.2%의 많은 응답을 보여 집

단 간 인식의 차이를 나타내었다(P＜0.001).
교과과목으로서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자 전체의 

인식 조사 결과 영양교육이 교과과목으로서 ‘필요하

다’는 응답이 47.1%로 가장 많아 영양교육이 교과로 

편성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

을 볼 수 있었다. 집단별로 교과과목으로서의 필요

성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의 비율을 살펴보면 영

양교사는 88%, 학교행정관리자 31.7%, 학부모 62.8%
로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P＜0.001). 필요성에 대한 

5점 척도 응답을 분석한 결과 집단 간 유의한 차이

를 나타내(P＜0.001) 영양교사(4.11±0.62)가 가장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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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학부모

(3.73±0.68)였으며, 학교행정관계자(2.72±1.17)가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즉 영양교사와 학부모는 3점 이상

으로 영양교육이 교과로 편성되는 것에 대해 더 긍

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었고, 학교행

정관리자는 3점 이하로 다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초등학교 영양교육 담당자로 적합한 사람이 누구

인지에 대한 문항에 대한 전체 응답자의 답변을 살

펴보면 영양교사가 적합하다는 응답이 77.3%로 대

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담임교사가 

적합하다는 응답이 13.6%로 나타났다.
영양교육의 적합한 담당자에 대한 집단별 인식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영양교사는 초등학

생의 영양교육 담당자로써 ‘영양교사’가 적합하다는 

응답을 95.2%로 보였으나 학교행정 관리자는 ‘영양

교사’ 63.1%, ‘담임교사’ 28.2%의 응답을 보였고, 학
부모는 ‘영양교사’ 76.9%로 응답하였다. 세 집단 모

두 영양교사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

하였지만, 학교행정관리자의 경우 담임교사에 대한 

응답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많았다(P＜0.001).
초등학교 영양교육의 세부 내용별 중요도에 대한 

영양교사, 학교행정관계자, 학부모의 인식 수준을 

비교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전체 평균값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P＜0.001) 학부모가 

(4.43±0.46)으로 가장 높았으며, 영양교사(4.23±0.49)
와 학교행정관리자(4.17±0.44)보다 중요성을 높게 인

식하고 있었다. 
영양교육 세부 내용별 중요도 인식 순위를 살펴

보면, 영양교사(4.56±0.52)와 학부모(4.62±0.50)는 ‘올
바른 식습관’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학교행정관계자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및 환경 문제(4.47±0.61)’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식사예절’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세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항목에서 학부

모가 학교행정관리자와 학부모에 비해 영양교육 세

부 내용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 수준이 높았다. ‘올
바른 식습관’은 영양교사와 학부모가 학교행정관리

자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P＜0.001), ‘체중관

리(P＜0.05)’, ‘건강 및 질병 문제(P＜0.01)’, ‘전통식

문화(P＜0.001)’의 항목은 학부모의 인식 수준이 학

교행정관리자와 영양교사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영
양소 종류와 기초 식품군’은 학부모와 영양교사의 

인식 수준이 학교행정관리자보다 높았으며(P＜0.001), 
‘안전한 식품 섭취’는 학부모가 영양교사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P＜0.05). ‘식품선택과 섭취’는 학부

모가 학교행정관리자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P
＜0.01)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및 환경 문제’는 학부

모와 학교행정관리자가 영양교사보다 높게 인식하

고 있었다(P＜0.001). 

고 찰

본 연구는 영양교사 배치 후 학교급식과 영양교

육의 변화와 향후 영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영양교

육 방안에 대한 학교행정관리자, 학부모, 영양교사

의 세 집단 간의 인식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수

행되었다.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학부모의 

36.4%가 학교급식에 긍정적인 만족 수준을 보인 반

면 충남지역을 대상으로 한 Choi 등(2010)의 연구에 

의하면 조사 대상 학부모의 72.1%가 학교급식에 긍

정적인 만족 수준을 보여 실제 영양교사 배치 이후 

학부모가 인지하는 학교급식 만족 수준은 연구마다 

편차가 있었다. 
영양교사 배치 후 영양교사에 의한 영양교육의 

활성화 정도에 대해서 학부모는 영양교사와 학교행

정관리자에 비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지만(P
＜0.001) 세 집단 모두 대체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

여 조사 대상 전체적으로 영양교사 배치 이후 영양

교육 활성화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영양교사 배치 후 영양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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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활성화에 대한 전반적인 부정적인 인식은 영양

교사제도가 정착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영양교사화 이전에 조사된 연구에서는 주로 업무 

과다로 인한 시간 부족(Bae 등 2005; Jeong 2007)이 

영양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주된 문제점이었다면 영

양교사화 이후에는 주로 표준화된 교육 자료 및 지

침서의 부재(Jeon 2008), 교육 시간 할애 부족 및 제

도적 뒷받침의 문제 그리고 표준화된 교육 지도안 

부재(Kim 2010)를 주된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어 

영양교사화 이후에도 여전히 영양 교육을 위한 시

간이 부족함과 동시에 실제 영양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제도적 지원 및 교육 자료가 충분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영양교육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조

사 결과 영양교사가 가장 높게 인식하고 그 다음으

로는 학부모, 그리고 학교행정관리자가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영양교육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하

여 영양교사의 인식 수준이 가장 높게 조사된 것은 

여러 선행 연구(Lee 2007; Lee 2009; Yi & Lee 2009)
에서 영양교사 스스로 현재 영양교육 업무의 수행

도를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결과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행정관리자의 경우 영양교육 활성

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가장 낮게 조사된 

것은 그들이 영양교사 직무 중 식생활 지도 및 영

양상담에 대한 중요도를 낮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

일 것이다(Kim 등 2010).
초등학생의 식생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본 연구결과 영양사는 ‘편식’이, 학교행정관리자는 

‘편식’과 ‘패스트푸드 및 인스턴트 식사’가, 학부모

는 ‘패스트푸드 및 인스턴트 식사’가 가장 큰 문제

점이라는 응답을 보여 학부모, 영양교사, 학교행정

관리자의 인식 차이가 있었다(P＜0.001). 이러한 결

과는 가정에서의 식사는 주로 가족구성원이 좋아하

는 식단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자녀의 편식으로 인

한 문제점을 낮게 인식하고, 영양교사와 학교행정 

관계자는 학교급식 식단의 편성에 따라 잔반 양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인해 편식의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학부모

의 경우 가정 내에서의 초등학생의 식사뿐만 아니

라 간식까지 관리하게 되므로 ‘편식’보다는 ‘패스트

푸드나 인스턴트식품의 섭취’를 좀 더 큰 문제로 인

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영양교사 배치 후 수행된 본 연구에서 영양교사

는 가장 큰 식생활 문제점으로 ‘편식’을 응답하였는

데, 이는 영양교사 배치 전에 수행된 연구들에서도

(Park & Chang 2004b; Bae 등 2005; Park 등 2006) 
‘편식’을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고 편식 교정을 영

양교육이 필요한 주된 이유로 인식하고 있어 영양

교사 배치 전후의 영양 문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없었다. 하지만 Jeon(2008)의 연구에서는 ‘올바른 식

품 선택(패스트푸드, 영양표시제 등)’과 ‘식품 위생

과 개인위생’을 중요한 영양교육 내용으로 인식하고 

있어 본 연구와의 다소 다른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Jeon(2008)의 연구가 초, 중, 고등학교의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영양교사 배치 이전에 교장과 교사를 대상으로 수

행된 Park 등(2006)의 연구에서는 ‘패스트푸드 선호’
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본 연구

에서는 학교행정관리자는 ‘편식’과 ‘패스트푸드 및 

인스턴트 식사’를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어 영양교

사 배치 이전과 이후의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초등학교 일반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Park & 

Chang 2004a)에서는 편식 교정을 영양교육이 필요한 

주된 이유로 인식하고 있어 영양교사와 인식이 유

사하였다. 하지만 Hong(2008)의 연구에서는 초등학

교 일반 교사의 43.6%가 영양소에 관한 내용을, 
18.3%가 편식 관련 내용을 영양교육의 주된 내용으

로 가르치고, 편식 예방에 대한 지도는 응답자의 

28.7%가 급식 시간을 활용하여 지도하고 있었다. 또
한 초등학교 일반 교사들의 25.6%가 영양교사들이 

편식 예방을 위한 영양교육을 실시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즉 일반 교사들은 편식 예방에 대한 중요성

을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 급식시간을 활용하여 지

도할 뿐 영양교육 시간에 편식에 대하여 체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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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교육을 수행하지 못 하고 있었다. 따라서 향후 

초등학생의 편식 예방을 위해서 영양교사에 의한 

편식에 대한 체계적인 영양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초등학교 영양교육 활성화 방안으로써 조사 대상 

전체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1개교 1인 

영양교사 배치’로 향후 좀 더 영양교사 배치가 활성

화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초등학교 영양교육 활

성화 방안으로써 영양교사 배치 이전에 교장, 교사, 
영양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들(Bae 등 2005; 
Park 등 2006; Shin 등 2006)에 의하면 ‘1개교 1인 

영양사 배치’가 가장 시급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영양교사 배치 이후 수행된 본 연구에서는 영양교

사는 ‘교육시간 확보(47.6%)’를, 학교행정관리자는 

‘교육시간 확보(29.8%)’와 ‘학교장의 관심과 지원

(26.9%)’을 시급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즉 영양교

사 배치 이후 본 연구가 수행되었기에 조사 대상인 

영양교사와 학교행정관리자는 향후 좀 더 내실 있

는 영양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시급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영양교육이 교과과목으로서의 필요성에 대한 인

식을 조사한 결과 영양교사와 학부모는 영양교육이 

교과로 편성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

고 있었으나, 학교행정관계자는 다소 부정적인 인식

을 가지고 있었다. 학교행정관리자가 부정적인 인식

을 가지는 이유로는 학교를 책임지는 총 책임자로

서 기존 과목을 학기별로 수업을 해야 하는 과정에

서 영양교육까지 교과목으로 편성되면 시간적 부담

이 가중되고, 학생들의 교육 환경의 안정을 위한 정

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라

고 사료된다. 영양교사화 되기 이전에 수행된 Park 
& Chang(2004a)의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는 조사 대상의 97.9%가 영양교육이 필요하

다고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영양교육의 교과목의 설

치 운영에 대하여서는 조사 대상의 37.9%가 부정적

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영양교사 

배치 후 수행된 Chun(2010)의 연구에서도 조사 대상 

교사의 75.9%가 독립 교과 설치 운영에 대하여 반

대하는 의견이 조사되어 영양교사 배치 전후의 초

등학교 교사의 독립 교과 설치 운영에 대한 인식은 

오히려 부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영양교육을 위한 담당자에 대한 인식에서 영양교

사, 학부모, 학교행정관리자의 집단간 차이를 보이

긴 하였지만(P＜0.001), 대부분 영양교사 응답 비율

이 높았다. 영양교사 배치 전 학부모 대상으로 한 

Kim 등(2006)의 연구에서는 조사대상 학부모의 

53.8%가, Shin 등(2006)의 연구에서는 53.8%가, Kim 
등(2008)에서는 55.4%가 영양교사를 영양교육의 담

당자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영양교사 배치 수행된 

본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 학부모의 76.9%가, Choi 
등(2010)의 연구에서는 84.8%가 영양교사를 인식하

고 있어 영양교사화 이후 영양교사를 영양교육의 

전문가로써 학부모가 인식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영양교사 배치 전 초등학

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Kim 등(2004)의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의 42.7%가, Park & Chang(2004a)의 연구에

서는 69.8%가, Shin 등(2006)의 연구에서는 46.2%가, 
Park 등(2006)의 연구에서는 88.7%가 영양교육 담당

자로써 인식하고 있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영양교

사에 대한 인식이 다소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었

다. 학교 영양교육의 수혜자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영양교사 배치 전 수행된 Kim 
등(2006)의 연구에서는 조사대상 학생의 46.2%가 영

양교사를 영양교육의 담당자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영양교사 배치 후 수행된 Choi 등(2010)의 연구에서

는 78.5%가, Chun(2010)의 연구에서는 69.4%가 영양

교사를 영양교육 담당자로 인식하고 있어 학생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영양교사를 영양교육 담당자로

써 인식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영양교사 배치 전 초등학교 교장을 대상으로 수행

한 Park 등(2006)의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의 29.3%가 

영양교사, 61.9%가 담임교사와 영양사가 함께 영양

교육을 수행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Shin 등
(2006)의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의 88.7%가 영양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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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가 담임교사와 영양사가 함께 담당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어 비슷한 시기에 전국을 대상으로 이

루어진 연구들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의 편차를 보였

다. 영양교사 배치 후 수행된 본 연구에서는 학교행

정관리자의 63.1%가 영양교사가 영양교육을 수행하

여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어 학교행정관리자의 인식

은 다소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초등학교 영양교육의 세부 내용별 중요도에 대한 

평균값의 경우 학부모가 영양교사와 학교행정관리

자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P＜0.001). 즉, 학부모가 

영양교육 내용의 중요도를 영양교사보다도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는 영양교육이 자녀의 신체적 

성장 뿐만 아니라 학습면에서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학부모가 인지하기 때문이라 볼 수 있

다. 학교행정관계자가 학부모보다 중요성에 대한 인

식 수준이 낮은 이유는 영양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서 환경과 제도적인 여건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은 

현실적인 문제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영양교육 세부 주제별 중요도 인식에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영양교사와 학부모는 올바른 식습관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영양교

사 배치 이전에 영양사 및 교사를 대상으로 수행된 

선행 연구들(Bae 등 2005; Park 등 2006; Shin 등 

2006)에서도 ‘균형 잡힌 식생활’을 영양 교재에 포함

되어야 할 내용으로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어 영양

교사 배치 이전과 이후에 있어서 영양교육 세부 주

제에 대한 중요도 인식은 유사하였다. 
교사(Kim 등 2004; Park & Chang 2004a; Park 등 

2006; Shin 등 2006; Chun 2010), 영양교사(Park & 
Chang 2004b), 학부모 및 교장(Yeom 등 1995; Park 
등 2006; Shin 등 2006; Kim 등 2008) 등 다양한 집

단들 모두 영양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서는 인식하

고 있었다. 그리고 본 연구에 의하면 학교행정관리

자와 학부모의 경우 영양교사 배치 이후 영양교사 

및 영양 교육에 대한 인식의 다소 긍정적인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실제 영양교육의 실행

을 위한 방법에 대하여서는 당사자 간의 인식의 차

이가 있었다. 이는 각 집단이 맞이하는 현실적ㆍ제

도적 문제 및 입장 차이 등으로 인하여 영양교육 

방법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향후 학교에서의 영양교육이 활성

화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집단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집단 간의 이견을 좁히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그리고 가장 우선적인 

해결 과제인 영양교사 배치 확대와 함께 영양교사

의 과다 업무로 인한 시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영양교사 배치기준의 재설정(Lee 2007) 및 인턴영양

사 제도 도입(Bae 등 2005)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위한 영양(교)사의 업무 분석을 통한 적정 인원 산

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영양(교)사
의 영양교육 및 영양상담에 대한 교육 요구도가 높

으므로(Lee 2009; Yi & Lee 2009) 향후 영양교육 및 

영양상담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연

수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하겠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영양교사 배치 후 학교급식의 개선정

도 및 영양교육의 활성화 정도, 영양교육의 중요도, 
향후 영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영양교육 방안에 대

한 학교행정관리자, 학부모, 영양교사의 인식을 비

교 분석하고자 수행되었다. 2009년 6월 15일부터 6
월 30일까지 설문지 450부(영양교사 150부, 학교행

정관계자 150부, 학부모 150부)를 배포하였으며, 회

수된 설문지 중 부적절한 응답을 한 것을 제외하고 

309부(영양교사 84부, 학교행정관계자 104부, 학부모 

121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영양교사 배치 후 학교급식의 개선 정도에 대한 

인식 정도는 학부모와 영양교사가 학교행정관리

자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P＜0.001), 현재 

초등학교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는 영양교사가 

학교행정관리자와 학부모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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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P＜0.001). 
2. 영양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영양교사가 학

교행정관리자와 학부모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었

다(P＜0.001).
3. 영양교사 배치 후 영양교육의 활성화 정도에 대

하여서는 학부모가 영양교사와 학교행정관리자보

다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P＜0.001), 현재 초등

학교 영양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학부모, 학교행

정관리자, 영양교사의 순으로 나타났다(P＜0.001). 
향후 영양교육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은 영양교사

가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학부모, 학교행

정관리자의 순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0.001). 
4. 향후 영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영양교육 방안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영양교사는 ‘편식’을, 학교

행정관리자는 ‘편식’과 ‘패스트푸드와 인스턴트 

식사’를, 학부모는 ‘패스트푸드와 인스턴트 식사’
를 가장 우선적인 초등학생의 식생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어 집단 간의 차이를 보였으며(P
＜0.001), 식생활 문제에 대한 인식은 영양교사 

배치 이전과 이후의 차이가 없었다. 영양교육 활

성화를 위한 방안으로써 영양교사는 ‘교육시간 

확보’에, 학교행정 관계자는 ‘교육시간 확보’와 

‘학교장의 관심과 지원’에, 학부모는 ‘1개교에 1
인 영양교사 배치’에 가장 많은 응답을 보여 집

단 간의 인식 차이를 보였다(P＜0.001). 영양교사

와 학교행정관리자는 영양교사 배치 이후 실제 

영양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현실적인 교육 방안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영양교육

의 교과과목으로서의 필요성에 대하여 영양교사, 
학부모, 학교행정관계자의 순으로 인식하고 있었

으며(P＜0.001), 학교행정관리자의 경우 영양교사 

제도 이후에도 교과과목으로서의 필요성에 대하

여서는 여전히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영

양교육 담당자에 대한 인식에서 영양교사, 학부

모, 학교행정관리자의 집단 간 차이를 보였지만(P
＜0.001), 영양교사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학교행정

관리자와 학부모 두 집단 모두 영양교사 제도 이

후 영양(교)사를 영양교육 담당자로써 인식하는 

비율이 이전보다 높아졌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영양교육 세부 내용별 중요도에 대하여 전체 

평균값은 학부모가 영양교사와 학교행정관리자보

다 높았다(P＜0.001).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영양교사 배치 후 

초등학교 영양교육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다소 긍

정적인 변화가 있었으며, 학교급식 및 영양교육의 

변화, 영양교육의 중요도, 영양교육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 영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영양교육 방안의 

모든 항목에서 학교행정관리자, 학부모, 영양교사 

간의 인식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본래 취지에 맞는 영양교사제도의 정착을 

위해 정책적 관심과 이해,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학교행정관리자, 교사, 영양교사, 학부모 등 영

양교육 관련 다양한 집단의 활발한 의견 교류를 위

한 연계 및 의사소통 체계가 필요하다. 둘째, 영양

교육의 전문가로써 영양교사가 좀 더 많은 학교에 

배치되어야 할 것이며, 셋째, 최근 영양교사의 근무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였으므로 영양교사의 업무 분

석을 통한 적정 인원 산출 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영양교사 배치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영양교사 대상 영양교육 관련 연수 및 훈련 프로그

램의 활발한 운영을 통하여 높은 교육 요구도를 충

족시켜야 할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는 경남지역의 

창원 및 부산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하였으

므로 각 집단별로 많은 수의 표본을 확보하는 데 

현실적 제약이 있었다. 따라서 향후 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지역과 충분한 표본을 확보하여 연구가 이루어져 

영양교사 관련 당사자들의 인식 비교와 함께 시간

의 흐름에 따른 인식의 변화 추이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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