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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appropriateness of the indicators and items on teacher evalua-
tions for professional development and to provide insight for their improvement. To accomplish this, the per-
ception of the importance and performance frequency of 318 nutrition teachers regarding their roles inherent 
in the indicators and items were evaluated through a survey questionnaire based on a five-point Likert scale. 
The quantitativ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and a paired t-test. In addition, the reflective 
analysis and constant comparison method were employed to analyze the responses to the open-ended questions 
asking problems in the indicators and items.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mean scores for the importance and 
performance frequency of most indicators and items were over four points, which implies that most indicators 
and items are appropriate for evaluating the job tasks of nutrition teachers. However, it was suggested that a 
few items be revised or removed for their improvement and appropriateness. This study concluded that nu-
trition teachers should have more chances to provide nutrition education for students to enable them to per-
form as teachers and not simply dietitians.

Key words : teacher evaluation for professional development, evaluative items for nutrition teachers, nutrition 
teachers' job tasks

서 론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기존 교원근무평가제도의 

보완을 위해 2005년 도입된 ‘교원평가제’는 47개의 

선도학교에서 시범 운영되다가 2007년 ‘교원능력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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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평가’로 명칭이 개정되면서 2007년 506개, 2008년 

669개의 선도학교에서 시범 운영되었다. 교원능력개

발평가 선도학교 운영결과를 분석한 연구(Kim 등 

2006)에서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시범운영으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교육공동체의 교원평가에 대한 이해도, 
교사의 수업 활동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교육 주체 

서로 간의 이해도가 증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2008년까지 실시되었던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초 ․ 
중 ․ 고등학교의 일반 교과교사, 교감, 교장만을 그 

평가대상에 포함시키고, 영양교사, 특수교사, 보건교

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등을 평가대상에서 제

외시켰다는 제한점을 갖고 있었다. 2009년 마침내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적용범위가 영양교사, 특수교사, 
보건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등을 포함한 모든 

교원에게 확대되면서 3,100여개의 선도학교에서 시범 

운영되었고(교육과학기술부 2009), 다양한 관련 연구 

및 시범 운영을 통해 변화 ․ 발전되어 온 교원능력개

발평가는 2010년 3월 모든 단위 학교의 모든 영역의 

교원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학교 영양교사 제도는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참

여 증가에 따라 아이들의 식생활 문제가 대두되면

서 2003년 초 · 중등교육법과 학교급식법의 개정을 

통해 학생들의 영양불균형을 시정하고 학생의 올바

른 식습관 구축을 위한 체계적인 영양교육 실시를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2006년 1월 1일을 기해 영양

교사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학교 현장에 

배치되고 있는 영양교사의 수가 꾸준히 늘어 2009년
에는 4,000명을 넘어섰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최근 

비만, 웰빙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

교에서 영양교사의 역할이 더 중요하게 되었다.
영양교사의 수적 증가 및 그 역할의 중요성 증대

는 영양교사에 대한 체계적 평가의 필요성을 확산

하는데 일조하였다. 즉, 영양교사가 그 기능을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 일반 교과교사들

처럼 그들의 고유 업무들에 대해 평가를 받을 필요

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기초하여 교원능

력개발평가 영양교사 평가지표와 문항은 관련 문헌

연구 및 영양교사와의 면담을 통한 직무분석과 다

양한 타당성 검토 과정을 거쳐 개발되었다(박 등 

2009). 그러나 학교영양사의 일반적인 급식관리 직

무에 대해 수행된 연구는 있지만(Kim & Lee 2009) 
보다 구체적으로 영양교사의 직무 및 역할에 초점

을 맞춘 선행연구의 수는 거의 없고, 제한된 수의 

영양교사만이 문항 개발에 참여하였다는 단점 때문

에 박 등(2009)의 연구에서 제안된 평가지표 및 문

항에 대한 보다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2010년 3월 모든 단위 학교에

서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영양교사 평가지표 및 문항에 나타나 있는 영양교

사 역할의 중요도와 실제 수행도에 대한 영양교사

들의 인식 및 중요도와 수행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

를 조사 ․ 분석하고, 영양교사 평가지표 및 문항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평가지

표와 문항에 대한 영양교사의 인식과 영양교사들이 

제안한 개선점에 대한 분석은 교원능력개발평가 영

양교사 평가지표 및 문항이 얼마나 타당한 것인가

에 대한 판단의 근거를 제공하고, 그것에 내재되어 

있는 잠재적 문제점을 파악하여 궁극적으로 영양교

사 평가지표 및 문항을 개선하는데 요구되는 통찰

력을 제공할 것이다. 결국, 이 연구는 교원능력개발

평가가 영양교사들에게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

가가 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연구는 다

음과 같은 연구문제들을 제시하였다.
첫째,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영양교사 평가지표 및 

문항에 제시된 역할의 중요도와 수행도에 대한 영

양교사의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영양교사 평가지표 및 

문항에 제시된 역할의 중요도와 수행도에 대한 영

양교사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
셋째, 영양교사들이 제시한 현행 교원능력개발평

가의 영양교사 평가지표 및 문항의 개선점은 무엇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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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ains Elements Indicators Items Excellent←  →Poor

Guiding
 students

Nutrition
 manage-
 ment

1. Analyses of 
nutrients 
and calories

1.1. Does she/he provide well-balanced menus with a variety of nutrients?

1.2. Does she/he make out a menu based on the nutrition management stan-
dards specified in the School Foodservice law?

1.3. Does she/he always inform students and other stakeholders of nutrients 
included in school meals?

2. Consideration 
of taste and 
extensive 
menus

2.1. Does she/he make out a variety of menus?

2.2. Does she/he plan splendid meals in terms of taste, texture, and colors?

2.3. Does she/he make out a menu containing fresh and seasonal food?

Food
 ingredients 
purchases 

 & 
 inspection

3. Execution of 
the budget for 
food ingre-
dients pur-
chases

3.1. Does she/he purchase food ingredients within the budget?

4. Thorough food 
ingredients 
inspection

4.1. Does she/he inspect food ingredients everyday?

4.2. Does she/he check and record the quality, temperature, and conditions 
of food ingredients?

4.3. Does she/he implement a place-of-origin indication system for food 
ingredients?

4.4. Does she/he return and take appropriate actions for food ingredients that 
do not meet standard requirements?

4.5. Does she/he issue a return confirmation document in returning food in-
gredients and change the food ingredients providers when they fail to 
meet standard requirements twice?

Sanitation & 
safety 
manage-

 ment

5. Foodservice 
facilities 
management

5.1. Does she/he always keep the foodservice facilities clean?

5.2. Does she/he check and record the temperature of foodservice facilities 
everyday?

5.3. Does she/he regularly check the safety of facilities (e.g., gas stove, 
electronic system) based on the related regulations? 

Table 1. Evaluation domains, elements, indicators, and items for nutrition teachers.

연구방법

1. 조사 대상 및 기간

교원능력개발평가 영양교사 평가지표 및 문항에 

제시된 영양교사 역할의 중요도와 수행도에 대한 

설문조사는 이메일을 통하여 2009년 10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 서울시 초 · 중등학교 영양교사 551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 설문조사에 참여한 서울시 

초 · 중등학교 영양교사는 318명으로 57.7%의 비교적 

양호한 응답률을 보였다(Mangione 1998). 2009년을 

기준으로 전국 초 · 중등학교에 재직 중인 영양교사

의 수는 4,422명(교육과학기술부 2009)으로, 전체 영

양교사의 7.2%가 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설문에 참

여한 영양교사의 대부분(85.4%)은 10년 이상 영양사

로서의 직무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2. 조사 내용

이 연구는 박 등(2009)에 의해 개발된 교원능력개

발평가 영양교사 평가지표 및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평가지표 및 문항은 관련 문헌분석(Yang 등 

1993; Cha 등 1997; Yang 등 1997; Lee 등 2002; 
Kim & Lee 2009; Lee 2009; Lee & Kwak 2009), 현
장 전문가 면담 및 검토, 학교현장 방문 등의 절차

를 통해 개발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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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ains Elements Indicators Items Excellent←  →Poor

Guiding
 students
 (conti-
  nued)

Sanitation & 
 safety 
 manage-
 ment (con-
 tinued)

6. Meals 
inspection & 
sanitation 
management

6.1. Does she/he inspect meals in terms of taste, temperature, nutrition bal-
ance, cooking condition etc. before distribution and recording it?

6.2. Does she/he regularly provide parents with opportunities to check sani-
tary conditions and inspect meals?

6.3. Does she/he handle garbage based on the given rule?

6.4. Does she/he prepare an emergency system for responding to food-borne 
diseases?

7. Cooks and 
staff 
supervision

7.1. Does she/he examine that all cooks and staff obey the rules related to 
personal hygiene (e.g., washing hands, wearing chef coat and hat, etc.)?

7.2. Does she/he educate cooks and staff about HACCP and require them to 
obey the rules?

7.3. Does she/he provide education and notices for cooks and staff in order 
to prevent safety-accident?

8. Food providers 
supervision

8.1. Does she/he notify food ingredients providers of standard requirements 
for the quality and sanitation of food ingredients?

8.2. Does she/he regularly provide food ingredients providers with training 
programs with relation to the quality and sanitation of food ingredients?

Nutrition 
 education

9. Educating 
students' diet

9.1. Does she/he induce students to eat a balanced-diet at mealtimes?

9.2. Does she/he teach students healthy eating habits and table manners?

9.3. Does she/he teach students to improve their diet during the extra curri-
cular time?

10. Providing the 
information 
and coun-
seling for 
students' diet

10.1. Does she/he provide students with useful information and advice on 
diet for health promotion and disease prevention?

10.2. Does she/he provide students and their parents with educational ma-
terials with related to healthy diet and nutritions?

10.3. Does she/he counsel students who should be on a diet due to obesity, 
diabetes, high blood pressure, and so on?

10.4. Does she/he post pictures for daily menu and its diet information to 
the school website?

10.5. Does she/he conduct surveys for students' satisfaction of school meals 
biannually and post the results to the school website?

Table 1. Continued.

과 같다(박 등 2009).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을 위해 발의된 법령(안)에

서 제시한 두 개의 평가영역인 ‘수업지도’와 ‘학생

지도’ 중 ‘수업지도’는 영양교사의 업무내용과 관련

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영양교사의 평가영역은 ‘학생

지도’로만 한정하였다. 영양교사의 ‘학생지도’ 평가

영역은 영양교사의 핵심 업무인 식단 작성, 식재료 

선정 및 검수, 위생 및 안전 관리, 영양교육 등 네 

개의 평가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평가요소

에 해당되는 평가지표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박 등 

2009).

1) 식단 작성

식단 작성은 영양교사의 핵심적인 업무 중 하나

로서 ‘영양소 및 열량 분석’, ‘맛과 다양성 고려’의 

두 가지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영양소 및 열

량 분석’은 영양교사가 다양한 영양소를 포함하고 

적절한 열량을 갖춘 식단을 계획하는지에 대해 평

가하기 위한 지표로서, 영양교사가 학교급식법 시행

령의 영양관리 기준을 준수하며, 학교급식 영양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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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시행하고, 영양소가 골고루 함유된 균형 있는 

식단을 작성하는지를 평가하는데 초점이 있다. ‘맛
과 다양성 고려’는 단조롭지 않고 다양하고 맛있는 

제철 음식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식단에 반영되는지

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이다. 이 지표는 영양교사가 

맛, 질감, 색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식단을 다양하

게 작성할 뿐만 아니라, 신선한 제철음식을 제공하

기 위해 노력하는지를 평가하는데 초점이 있다.

2) 식재료 선정 및 검수

식재료 선정 및 검수는 ‘식재료의 예산 집행’, ‘식
재료 검수기준 이행’의 두 가지 평가지표로 구성되

어 있다. ‘식재료의 예산 집행’은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을 통해 식재료를 구매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서 식재료 구매가 합리적으로 정해진 

예산범위 내에서 적절히 이루어지는지를 평가하는

데 초점이 있다. ‘식재료 검수기준 이행’은 식재료가 

주어진 기준에 적합한지를 매일 확인하여 기록하고, 
식재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이다. 이 지표는 식

재료 검수 시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 관리 기준에 

적합한 품질, 신선도, 수량, 위생상태 등을 확인하여 

기록하는지, 식재료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등에 이상이 있

거나 규격 기준에 맞지 않는 식재료는 반품하고 재 

납품토록 조치하고 있는지 등을 평가하는데 초점이 

있다.

3) 위생 및 안전 관리

위생 및 안전 관리는 ‘검식 및 위생 관리’, ‘시설 

및 도구 관리’, ‘조리실 종사자 지도 및 감독’, ‘식재

료 공급업체 지도 및 감독’의 네 가지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검식 및 위생 관리’는 최적의 상태

에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배식 전에 조리된 음식

의 맛, 온도, 상태 등을 확인하는지와 학교급식 위

생과 관련된 관리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이고, ‘시설 및 도구 관리’는 급식 시설 및 

도구가 항상 청결하게 유지되고, 화재 및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

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이다. 또한 ‘조리실 종

사자 지도 및 감독’은 조리실 종사자들에게 개인위

생, 작업위생 및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를 실시하는

지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이며, ‘식재료 공급업체 지

도 및 감독’은 정기적으로 식재료 공급 업체에게 품

질 및 위생 등과 관련된 기준을 공지하고, 이에 대

한 지도를 철저하게 실시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이다.

4) 영양교육

학생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중요한 영

양교육은 ‘식생활 지도 및 교육’, ‘식생활 정보제공 

및 상담’의 두 가지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식
생활 지도 및 교육’은 학생들의 고른 영양섭취를 위

한 식생활 지도와 식생활 예절 등에 대한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

이다. ‘식생활 정보제공 및 상담’은 건강증진 및 질

병예방을 위한 다양하고 유익한 식생활 정보를 제

공하고 영양 상태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

로 적절한 상담을 실시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지

표이다.
교원능력개발평가 영양교사 평가지표 및 문항에 

대한 영양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각 평가

문항에서 제시한 역할이나 업무 내용이 영양교사의 

직무수행에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묻는 ‘중요도’와 해당 문항에서 제시한 역할을 실제

로 어느 정도 수행하는지를 묻는 ‘수행도’를 5점 척

도로 측정하였다. 또한 교원능력개발평가 영양교사 

평가지표 및 문항의 개선점을 묻는 개방형 질문을 

설문지에 포함시켜, 설문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의견

을 개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3. 자료 분석

첫 번째 연구문제인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영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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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cators
Importance Frequency

Ranking M SD Ranking M SD

 1. Analyses of nutrients and calories  2 4.63 0.500  1 4.80 0.377

 2. Consideration of taste and extensive menus  6 4.45 0.579  8 4.39 0.581

 3. Execution of the budget for food ingredients purchases  3 4.60 0.638  4 4.66 0.550

 4. Thorough food ingredients inspection  1 4.63 0.506  2 4.75 0.381

 5. Foodservice facilities management  5 4.50 0.669  3 4.68 0.487

 6. Meals inspection & sanitation management  8 4.34 0.610  6 4.58 0.507

 7. Cooks and staff supervision  4 4.59 0.552  5 4.66 0.496

 8. Food providers supervision  9 4.22 0.760  7 4.40 0.668

 9. Educating students' diet  7 4.44 0.654 10 3.68 0.921

10. Providing the information and counseling for students' diet 10 4.09 0.736  9 3.96 0.610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regarding importance and performance frequency of each evaluation indicator.

사 평가지표 및 문항에 제시된 역할의 중요도와 수

행도에 대한 영양교사의 인식은 어떠한가?”에 답하

기 위해 수집된 자료는 기술통계를 통해 분석되었

다. 기술통계는 영양교사들이 인식하는 각 평가지표 

및 문항의 중요도와 실제 수행도의 평균과 순위를 

제시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두 번째 연구문제인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영양교

사 평가지표 및 문항에 제시된 역할의 중요도와 수

행도에 대한 영양교사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에 

답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는 종속표본 t검증을 통해 

분석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한 영양교사가 각 평가

지표 및 문항에 대한 중요도와 수행도를 묻는 설문

에 모두 응답하였기 때문에 중요도와 수행도에 대

한 인식은 비독립적이며 상호 종속적이다. 따라서 

영양교사들이 인식한 각 평가지표 및 문항의 중요

도와 수행도 사이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종속표

본 t검증을 사용하였다.
마지막 연구문제인 “영양교사들이 제시한 현행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영양교사 평가지표 및 문항의 

개선점은 무엇인가?”에 답하기 위해 수집된 질적 자

료(qualitative data)는 반성적 분석(reflective analysis)
과 반복적 비교법(constant comparison method)을 통

해 분석되었다. 반성적 분석기법은 연구자의 직관과 

판단력에 의존하여 현상을 분석하는 기법이고, 반복

적 비교법은 질적 자료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비교

하여 공통되는 범주나 속성을 도출해 내는 방법(Gall 
등 2003)으로, 이 연구에서 수집된 질적 자료를 분

석하는데 적합하다. 질적 자료의 분석 시, 질적 자

료의 범주화가 왜곡되거나 편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두 연구자는 각자 조사내용을 분석한 후 그 

결과를 비교하였고, 서로 다른 분석결과에 대해서는 

두 연구자의 의견이 일치될 때까지 집중적인 논의

를 하였다.

결 과

1. 평가지표 및 문항에 대한 영양교사의 인식

영양교사들이 지각한 각 평가지표별 중요도와 수

행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아래의 Table 2에 제시되

어 있다. 우선 중요도를 살펴보면, 10개 평가지표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의 평균은 4.09∼4.63의 분포를 

이루었다. 특히 중요하게 인식된 지표는 ‘식재료 검

수기준 이행(M=4.63, SD=0.506)’이었으며, 다음으로 

‘영양소 및 열량 분석(M=4.63, SD=0.500),’ ‘식재료의 

예산집행(M=4.60, SD=0.638),’ ‘조리실 종사자 지도 

및 감독(M=4.59, SD=0.552),’ ‘시설 및 도구관리(M= 
4.50, SD=0.669)’의 순이었다.

각 평가지표에 나타난 업무에 대한 실제 직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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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Items - Importance M SD Items - Frequency M SD

 1 4.1 Does she/he inspect food ingredients everyday? 4.81 0.515 4.1 Does she/he inspect food ingredients everyday? 4.90 0.344

 2 1.1 Does she/he provide well-balanced menus with a 
variety of nutrients? 4.80 0.510 4.3 Does she/he implement a place-of-origin indica-

tion system for food ingredients? 4.88 0.368

 3
4.4 Does she/he return and take appropriate actions for 

food ingredients that do not meet standard require-
ments?

4.77 0.540 4.2 Does she/he check and record the quality, tem-
perature, and conditions of food ingredients? 4.84 0.426

 4 4.2 Does she/he check and record the quality, temper-
ature, and conditions of food ingredients? 4.76 0.565

1.3 Does she/he always inform students and other 
stakeholders of nutrients included in school 
meals? 

4.83 0.436

 5
7.1 Does she/he examine that all cooks and staff obey 

the rules related to personal hygiene (e.g., washing 
hands, wearing chef coat and hat, etc.)?

4.71 0.584
1.2 Does she/he make out a menu based on the nu-

trition management standards specified in the 
School Foodservice law? 

4.81 0.431

 6
1.2 Does she/he make out a menu based on the nutri-

tion management standards specified in the School 
Foodservice law?

4.69 0.570

7.1 Does she/he examine that all cooks and staff 
obey the rules related to personal hygiene (e.g., 
washing hands, wearing chef coat and hat, 
etc.)?

4.75 0.500

 7
6.1 Does she/he inspect meals in terms of taste, tem-

perature, nutrition balance, cooking condition etc. 
before distribution and recording it?

4.62 0.652 1.1 Does she/he provide well-balanced menus with 
a variety of nutrients? 4.75 0.502

 8 3.1 Does she/he purchase food ingredients within the 
budget? 4.60 0.638

4.4 Does she/he return and take appropriate actions 
for food ingredients that do not meet standard 
requirements?

4.75 0.503

 9 5.1 Does she/he always keep the foodservice facilities 
clean? 4.59 0.663 5.2 Does she/he check and record the temperature 

of foodservice facilities everyday? 4.72 0.523

10 4.3 Does she/he implement a place-of-origin indication 
system for food ingredients? 4.58 0.688

6.1 Does she/he inspect meals in terms of taste, 
temperature, nutrition balance, cooking condition 
etc. before distribution and recording it?  

4.70 0.528

Table 3. Top 10 items in importance or performance frequency scores.

에서의 수행정도를 묻는 수행도는 평균 3.68∼4.80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수행도 상위 5개의 지표는 ‘영
양소 및 열량 분석(M=4.80, SD=0.377),’ ‘식재료 검

수기준 이행(M=4.75, SD=0.381),’ ‘시설 및 도구관리

(M=4.68, SD=0.487),’ ‘식재료의 예산집행(M=4.66, 
SD=0.550),’ ‘조리실 종사자 지도 및 감독(M=4.66 
SD=0.496)’이었다. 중요도에서 상위 5개에 속하는 

지표가 모두 수행도에서도 상위 5개에 속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들을 평가요소별로 봤을 때, ‘식재료 

선정 및 검수’ 요소에 속하는 두 개의 평가지표가 

모두 상위권에 포함되었고, ‘위생 및 안전관리’ 요소

에 속하는 세 개의 평가지표 중 두 개가 상위권에 

포함되었다. 즉, 영양교사의 직무에서의 중요도와 

수행도 모두에서 식재료 선정 및 검수와 위생 및 

안전관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각 평가문항별 중요도와 수행도에 대한 인식 정

도가 높은 상위 10개의 문항은 Table 3에 제시되었

다. 중요도에 대한 영양교사들의 인식 정도는 ‘4.1. 
식재료 검수의 수행,’ ‘1.1. 균형 있는 식단의 작성,’ 
‘4.4. 품질에 이상이 있거나 규격에 맞지 않는 식재

료에 대한 적절한 대응,’ ‘4.2. 기준에 맞는 식재료 

검수와 기록,’ ‘7.1. 조리실 종사자의 위생에 대한 규

정의 준수 및 기록’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수
행도는 ‘4.1. 식재료 검수의 수행,’ ‘4.3. 식재료의 원

산지 표시제 실시,’ ‘4.2. 기준에 맞는 식재료 검수와 

기록,’ ‘1.3. 학교급식 영양표시제의 실시,’ ‘1.2. 학교

급식령의 영양관리 기준에 의한 식단 작성’ 등의 순

으로 높게 나타났다. 중요도의 상위 10개 문항 중 8
개 문항이 수행도의 상위 10개 문항 안에 포함되어, 
평가문항별로 중요도와 수행도에 대한 인식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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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M SD t p

1.1. Does she/he provide well-balanced menus with a variety of nutrients?
Importance 4.81 0.510

   1.999 0.046*
Frequency 4.75 0.502

1.2. Does she/he make out a menu based on the nutrition management standards specified in 
the School Foodservice law?

Importance 4.69 0.569
 －4.429 0.000***

Frequency 4.81 0.431

1.3. Does she/he always inform students and other stakeholders of nutrients included in 
school meals?

Importance 4.41 0.763
－10.348 0.000***

Frequency 4.83 0.436

2.1. Does she/he make out a variety of menus?
Importance 4.49 0.641

   4.366 0.000***
Frequency 4.32 0.698

2.2. Does she/he plan splendid meals in terms of taste, texture, and colors?
Importance 4.45 0.635

   0.571 0.568
Frequency 4.43 0.628

2.3. Does she/he make out a menu containing fresh and seasonal food?
Importance 4.43 0.691

   0.992 0.322
Frequency 4.40 0.673

3.1. Does she/he purchase food ingredients within the budget?
Importance 4.60 0.638

 －2.024 0.044*
Frequency 4.66 0.550

4.1. Does she/he inspect food ingredients everyday? 
Importance 4.81 0.514

 －4.363 0.000***
Frequency 4.90 0.344

4.2. Does she/he check and record the quality, temperature, and conditions of food ingredi-
ents?

Importance 4.76 0.564
 －2.962 0.003**

Frequency 4.84 0.426

4.3. Does she/he implement a place-of-origin indication system for food ingredients?
Importance 4.59 0.689

 －8.068 0.000***
Frequency 4.88 0.386

4.4. Does she/he return and take appropriate actions for food ingredients that do not meet 
standard requirements?

Importance 4.78 0.538
   1.153 0.250

Frequency 4.75 0.503

4.5. Does she/he issue a return confirmation document in returning food ingredients and 
change the food ingredients providers when they fail to meet standard requirements 
twice?

Importance 4.51 0.734
   3.271 0.001***

Frequency 4.35 0.826

5.1. Does she/he always keep the foodservice facilities clean?
Importance 4.59 0.664

 －3.039 0.003**
Frequency 4.70 0.531

5.2. Does she/he check and record the temperature of foodservice facilities everyday?
Importance 4.46 0.767

 －6.214 0.000***
Frequency 4.72 0.523

5.3. Does she/he regularly check the safety of facilities (e.g., gas stove, electronic system) 
based on the related regulations?

Importance 4.45 0.845
 －4.811 0.000***

Frequency 4.64 0.689

6.1. Does she/he inspect meals in terms of taste, temperature, nutrition balance, cooking 
condition etc. before distribution and recording it?

Importance 4.63 0.653
 －2.616 0.009**

Frequency 4.70 0.528

6.2. Does she/he regularly provide parents with opportunities to check sanitary conditions and 
inspect meals?

Importance 4.04 0.895
 －9.581 0.000***

Frequency 4.46 0.724

6.3. Does she/he handle garbage based on the given rule?
Importance 4.25 0.854

 －9.381 0.000***
Frequency 4.63 0.637

6.4. Does she/he prepare an emergency system for responding to food-borne diseases?
Importance 4.44 0.700

 －1.428 0.154
Frequency 4.49 0.679

*p＜0.05, **p＜0.01, ***p＜0.001

Table 4. Differences between importance and performance frequency of each evaluation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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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M SD t p

7.1. Does she/he examine that all cooks and staff obey the rules related to personal hygiene 
(e.g., washing hands, wearing chef coat and hat, etc.)?

Importance 4.71 0.584
－1.431 0.153

Frequency 4.75 0.500

7.2. Does she/he educate cooks and staff about HACCP and require them to obey the rules?
Importance 4.58 0.660

－1.388 0.166
Frequency 4.62 0.570

7.3. Does she/he provide education and notices for cooks and staff in order to prevent 
safety-accident?

Importance 4.48 0.700
－2.371 0.018*

Frequency 4.57 0.654

8.1. Does she/he notify food ingredients providers of standard requirements for the quality 
and sanitation of food ingredients?

Importance 4.34 0.741
－2.010 0.045*

Frequency 4.41 0.706

8.2. Does she/he notify food ingredients providers of standard requirements for the quality 
and sanitation of food ingredients?

Importance 4.11 0.894
－5.791 0.000***

Frequency 4.39 0.715

9.1. Does she/he induce students to eat a balanced-diet at mealtimes?
Importance 4.47 0.743

 12.190 0.000***
Frequency 3.80 0.968

9.2. Does she/he teach students healthy eating habits and table manners?
Importance 4.54 0.669

 13.971 0.000***
Frequency 3.79 0.992

9.3. Does she/he teach students to improve their diet during the extra curricular time? 
Importance 4.33 0.878

 10.468 0.000***
Frequency 3.46 1.467

10.1. Does she/he provide students with useful information and advice on diet for health 
promotion and disease prevention?

Importance 4.34 0.725
  6.758 0.000***

Frequency 4.02 0.795

10.2. Does she/he provide students and their parents with educational materials with related to 
healthy diet and nutritions? 

Importance 4.40 0.703
  1.582 0.115

Frequency 4.34 0.691

10.3. Does she/he counsel students who should be on a diet due to obesity, diabetes, high 
blood pressure, and so on?

Importance 4.18 0.851
 15.202 0.000***

Frequency 3.03 1.226

10.4. Does she/he post pictures for daily menu and its diet information to the school web-
site?

Importance 3.69 1.157
－0.436 0.663

Frequency 3.72 1.297

10.5. Does she/he conduct surveys for students' satisfaction of school meals biannually and 
post the results to the school website?

Importance 3.89 1.087
－12.774 0.000***

Frequency 4.67 0.722

*p＜0.05, **p＜0.01, ***p＜0.001

Table 4. Continued.

는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에서는 지면 관계상 상위 10문항의 순위와 

평균 및 표준편차만을 제시하였지만, 모든 평가문항

에 대해 영양교사가 인식한 중요도와 수행도의 평

균과 표준편차에 대한 정보는 Table 4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영양교사 평가를 위해 개발된 32
개의 평가문항 중 식단과 관련된 영양교육 자료와 

학교 급식 기호도 및 만족도 조사 결과의 홈페이지 

게시에 해당하는 두 개의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

에 대한 중요도 인식의 평균은 ‘중요함,’ 즉 4점이 

넘었고, 4점이 안된 두 개의 문항도 ‘보통’이 넘는 3

점 이상으로 나타났다(평균의 분포 3.69∼4.81). 또한 

‘식생활 지도 및 교육’에 해당하는 두 개의 문항과 

영양교육 자료의 홈페이지 게시에 관련된 한 개의 

문항을 제외한 29개의 평가문항에 대한 수행도 인

식의 평균이 ‘수행함’에 해당하는 4점 이상을 나타

내었다(평균의 분포 3.72∼4.90).

2. 평가지표 및 문항에 대한 영양교사 인식의 차이

영양교사가 지각한 각 평가지표별 중요도와 수행

도의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Table 5에 제시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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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cators M SD t p

 1. Analyses of nutrients and calories
Importance 4.64 0.506

－6.497 0.000***
Frequency 4.80 0.377

 2. Consideration of taste and extensive menus
Importance 4.46 0.577

  2.448 0.015*
Frequency 4.39 0.582

 3. Execution of the budget for food ingredients purchases
Importance 4.60 0.638

－2.024 0.044*
Frequency 4.66 0.550

 4. Thorough food ingredients inspection
Importance 4.69 0.499

－2.589 0.010**
Frequency 4.75 0.381

 5. Foodservice facilities management
Importance 4.50 0.668

－5.749 0.000***
Frequency 4.68 0.487

 6. Meals inspection & sanitation management
Importance 4.35 0.613

－8.818 0.000***
Frequency 4.58 0.507

 7. Cooks and staff supervision
Importance 4.60 0.555

－2.236 0.026*
Frequency 4.66 0.496

 8. Food providers supervision
Importance 4.23 0.762

－4.482 0.000***
Frequency 4.40 0.668

 9. Educating students' diet
Importance 4.44 0.654

 14.679 0.000***
Frequency 3.68 0.921

10. Providing the information and counseling for students' diet
Importance 4.12 0.719

  4.553 0.000***
Frequency 3.96 0.610

*p＜0.05, **p＜0.01, ***p＜0.001

Table 5. Differences between importance and performance frequency of each evaluation indicator.

다. 10개의 평가지표에 대한 중요도와 수행도에 대

한 영양교사의 인식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p＜0.01, p＜ 

0.001). 그 중 영양소 및 열량분석, 식재료의 예산집

행, 식재료 검수기준 이행, 시설 및 도구관리, 검식 

및 위생관리, 조리실 종사자 지도 및 감독, 식재료 

공급업체 지도 및 감독 등의 평가지표에 대해서는 

중요도에 대한 인식보다 수행도에 대한 인식이 높

게 나타났다. 이러한 평가지표는 급식업무와 직접적

으로 연관되어 있는 지표로서 영양교사들이 이러한 

급식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충실

히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맛과 다

양성 고려, 식생활 지도와 교육, 식생활 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평가지표에 대해서는 중요도에 대한 

인식이 수행도에 대한 인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교사로서 학생을 직접 지도하고 교육하

는 역할에 초점이 놓여 있는 ‘식생활 지도와 교육’
과 ‘식생활 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평가지표에 대

한 중요도 인식과 수행도 인식 사이의 차이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각 평가문항별로 영양교사가 지각한 

중요도와 수행도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에 제시되어 있다. 32개의 문항 중 24
개의 문항에서 중요도와 수행도에 대한 영양교사의 

인식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 중 16개의 문항에 제시되어 있는 

역할에 대해서 영양교사는 그 중요도에 비해 실제 

수행도가 더 높은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 외 8개의 

문항에 대해서는 중요도에 대한 인식이 수행도에 

대한 인식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

해 주목할 만한 점은 영양교사들이 일반 영양사와 

차별화되는 교사로서의 역할에 초점이 있는 ‘식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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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및 교육’, ‘식생활 정보제공 및 상담’의 평가지

표에 해당되는 평가문항들에 대해 그 중요도는 높

은데 반해 수행 정도는 낮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

이다. 해당 평가문항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9.1 
고른 영양섭취를 위한 식생활 지도’, ‘9.2 식습관 및 

식생활 예절에 대한 지도’, ‘9.3 재량활동 시간을 이

용한 식생활 교육’, ‘10.1 다양하고 유익한 식생활 

정보의 제공’, ‘10.3 식사조절이 필요한 학생 상담’ 
등이다. 모두 학생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균형 

있는 영양섭취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직무들이

다. 그러나 ‘식생활 정보제공 및 상담’에 해당되는 

평가문항 중에서 ‘10.5 학교급식 기호도 조사와 민

족도에 대한 조사와 그 결과에 대한 정보게시’에 해

당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그 중요도에 비해 수행도

가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3. 평가지표 및 문항의 개선을 위한 영양교사의 제안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영양교사 평가지표 및 문항

의 개선점을 묻는 개방형 질문에 대해 182명의 영

양교사들이 응답을 하였다. 평가자의 선정이나 평가

절차 등 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응답은 배제하

고 평가지표 및 문항에 관련된 의견을 정리한 결과

는 다음과 같다.

1) ‘영양교육’ 관련 평가지표 및 문항의 현실화를 

위한 여건 조성 필요

개방형 질문에 응답한 영양교사의 1/3 이상이 ‘영
양교육’을 영양교사가 반드시 수행해야 될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영양교육을 위한 

법적 근거의 부재, 체계적 영양교육을 위한 교육과

정 및 교재 개발의 미흡, 과다한 행정업무로 인한 

영양교육 준비시간 확보의 어려움, 영양교육 실천의 

중요성에 대한 학교구성원들의 인식 부족 등으로 

학교 현장에서 영양교육이 제대로 실천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비만이나 만성질환 등으로 인

해 식사조절이 필요한 학생이나 교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상담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영양 상담실과 

같은 독립적인 공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결국, 영
양교육을 위한 제도적, 사회적, 물리적 여건이 조성

되어 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 이에 대한 평가가 이

루어지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는 것이 영양교사들

의 주장이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답변은 다음

과 같다.
ㆍ학생의 건강 증진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해 반드

시 (영양)교육이 병행되어야 하나 현재 영양교사의 

업무량 과다와 학교(구성원들)의 인식 미흡으로(영
양교육을 실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ㆍ식생활 지도나 교육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데 행정업무에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영양교사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 영양교육

을 위한 시간이 확보되어 정기적인 (영양)교육이 이

루어졌으면 합니다.
ㆍ(영양)교육은 교사가 하고자 하여도 학교장이 

거부를 하면 못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평가를 받게 되나요? 법적으로 영양교육을 할 수 있

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ㆍ학년별 수업시간에 맞는 영양교육 교과서 및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각 학교에서 

영양교사 개인이 교재를 만들어서 수업하는데 통일

된 교재가 있으면 학교 사정에 맞게 수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ㆍ비만이나 만성질환자를 위한 상담을 위해서 영

양 상담실이 필요합니다(급식실 내에서 상담하는 경

우). 교육매체의 활용에 제약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생 및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2) ‘식생활 정보제공 및 상담’ 관련 문항들의 문

제점 제시

개방형 질문에 답한 영양교사 중 50여 명의 영양

교사는 평가문항 중 ‘10.4. 학교 홈페이지에 식단사

진 게시 및 식단과 관련된 영양교육 자료 게시’와 

‘10.5. 학교급식 기호도 및 만족도 조사’ 문항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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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우선, 10.4. 문항과 관련

하여 영양교사들은 학교 홈페이지에 식단사진을 매

일 게시하는 것은 검식 및 순회지도 준비 등 다른 

중요한 일을 해야 할 시간을 빼앗는 비효율적인 업

무이기 때문에 평가문항에서 삭제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견해를 제시한 영양교사 중 일부는 

10.4. 문항에 포함된 ‘학교 홈페이지에 식단과 관련

된 영양교육 자료 게시’에 대한 내용이 ‘10.2. 학부

모 및 학생들에게 영양교육 관련 자료 제공’에 대한 

문항에 통합되거나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이유는 학교 홈페이지 급식게시판의 조회 수가 

매우 적어 이와 관련된 정보를 식사시간에 학생들

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라

는 것이다.
한편, ‘10.5. 학교급식 기호도 및 만족도 조사’ 문

항에 대한 응답은 세 가지 내용으로 요약된다. 첫째, 
매해 2회 이상 기호도와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은 

조사자인 영양교사나 응답자 모두에게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투여된 시간과 노력에 비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적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둘

째, 기호도 조사는 그 결과의 내용이 매우 단조롭고 

유사하므로 생략되거나 더 장기적인 기간을 두고 

조사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셋째, 급식제공과 관

련된 업무가 영양교사의 가장 핵심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학생에 의한 영양교사 평가’를 ‘만족도 조

사’로 대체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

련된 대표적인 응답들은 다음과 같다.
ㆍ식단사진을 찍어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은 

학교 홈페이지 급식게시판에 접속하는 사람들의 수

가 매우 적기 때문에 그 수고에 비해 효과가 미미

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홈페이지에 식단사진을 

게시하는 것은 업무만 가중시켜 정작 중요한 일을 

놓치게 만들 우려가 있습니다.
ㆍ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학생 및 학부모의 

수가 극히 적기 때문에 급식 게시판의 활성화는 어

렵습니다. (중략) ‘학부모 및 학생들에게 영양교육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가?’라는 문항과 내용적인 측

면에서 유사하므로 이를 하나의 문항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ㆍ(학교 급식) 기호도 조사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식단이 정해져 있어 그 결과가 비슷하고 조사 시 

아이들이 식단명과 실제 먹은 음식을 구분 못해 조

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기

호도 조사는 하지 않고 만족도도 연 1회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ㆍ영양교사는 학생을 대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급식과 연계 식생활 지도 및 

영양교육을 병행하는 비교과교사이므로, 학생에 의

한 영양교사 평가는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로 대체

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요약 및 결론

이 연구는 2009년에 개발되어 현재 선도학교를 

통해 활용되고 있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영양교사 평

가지표와 문항에 제시되어 있는 영양교사 역할의 

중요도 및 수행도에 대한 그들의 인식과 중요도와 

수행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조사․분석하고, 평가지

표 및 문항의 개선점에 대해 검토하고자 하였다. 총 

318명의 영양교사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도출

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지표 및 평가문항의 중요도와 수행도에 

대한 영양교사의 인식에 대한 분석에서 평가지표의 

중요도가 높게 인식된 지표는 ‘식재료 검수기준 이

행,’ ‘영양소 및 열량 분석’, ‘식재료의 예산집행’, 
‘조리실 종사자 지도 및 감독’, ‘시설 및 도구관리’ 
등이었고, 중요도에서 상위 5개에 속하는 지표가 모

두 수행도에서도 상위 5개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평가문항별로 중요도와 수행도에 대한 인식의 

순위는 대체로 일치하였고, 거의 모든 문항의 중요

도와 수행도에 대한 평균이 ‘중요함’과 ‘수행함’의 4
점 이상이었다.

둘째, 각 평가지표와 문항별로 중요도와 수행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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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 10개의 평가지표에 

대한 중요도와 수행도에 대한 영양교사의 인식 사

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문항별로 살펴보면, 32개의 문항 중 

24개의 문항에서 중요도와 수행도에 대한 영양교사

의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개의 문항 중 8개의 문항에 대해서는 

중요도에 대한 인식이 수행도에 대한 인식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중요도에 대한 인식이 수행도에 대

한 인식보다 높은 8개 문항 중 5개 문항이 영양사의 

직무와 차별화되는 영양교육에 관련된 지표였다.
셋째,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영양교사 평가지표 및 

문항의 개선점을 묻는 개방형 질문에 영양교사들은 

영양교육이 영양교사가 반드시 수행해야 될 중요한 

업무라는 것에 공감하고 있었다. 그러나 영양교육을 

위한 제도적, 사회적, 물리적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 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

은 합당하지 않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또한, 학교 

홈페이지 식단게시판에 식단 사진과 식단과 관련된 

영양교육 자료를 게시하는 업무가 투입된 시간을 

고려할 때 효율적이지 못하며, 학교 급식 기호도 및 

만족도 조사 역시 그 개선이 요구되는 만큼 교원능

력개발평가 영양교사 평가문항에 포함하는 것에 대

해 재고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도출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활용되고 있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영양

교사 평가지표 및 문항은 영양교사의 핵심적인 업

무내용을 비교적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

나 이러한 결론이 현재의 평가문항을 수정 없이 그

대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학교 홈페이지에 식단사진 게시 및 

영양교육 자료 게시와 학교급식 기호도 및 만족도 

조사에 관련된 문항들은 그 포함여부를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홈페이지에 식단사진이나 영양교육 자

료를 게시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투입된다. 그러

나 투입하는 시간에 비해 얼마나 많은 학부모나 학

생들이 그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게 되는가를 고

려하여, 영양교사의 업무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고, 
업무범위의 조정 여부에 따라 평가문항도 수정되어

야 한다. 또한 현재 학교급식 기호도 및 만족도 조

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는가가 평가문항으로 포함

되어 있다. 그러나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시 학생

들에게 영양교사에 대한 만족도를 묻게 되는데, 학

생의 영양교사 만족도 문항에 급식에 대한 만족도 

관련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박 등 2009). 따라서 급

식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별도로 시행하는 것은 의

미가 없을 수 있다. 이처럼 중복되는 업무들에 대한 

통합을 통해 영양교사들이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업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하며, 그에 맞

게 교원능력개발평가 평가문항을 수정을 하여 영양

교사들이 보다 핵심적이고 중요한 업무에 대해 제

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현재 활용되고 있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영양

교사 평가지표 및 문항에 대한 영양교사의 인식에 

대한 분석 결과, 각 문항에 제시된 영양교사 역할의 

중요도와 실제 업무상에서 수행하는 정도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 즉, 중요도는 높지만 실제로는 충분

히 수행하지 못하는 업무도 있고, 중요도는 낮아도 

실제적으로 수행을 많이 하게 되는 업무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영양교육에 관련된 문항 중 두 개의 

문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문항에 대해 그 중요도에 

비해 수행 수준이 낮았는데, 이는 비록 영양교육에 

관련된 업무가 중요하긴 하지만 실제 영양교사가 

이러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기회를 갖고 있지 못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영양교사나 

학교영양사 직무에서 영양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증

대되고 있다는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하며(Kim & Lee 
2009), 교육활동의 중요성에 비해 그 수행도가 떨어

진다는 점에서는 다른 비교과교사의 평가지표 및 

문항에 대한 인식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Park & Choi 2009). 학교에서 급식업무만을 

담당했던 영양사에게 영양교사의 직함을 부여한 취

지는 그들로 하여금 영양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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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영양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단순 영양사가 아닌 교사로서 자리매김을 

확고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영양교사의 교육관련 

업무에 대한 실제 수행도를 높이기 위한 관련 행정

기관 및 학교차원의 다각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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