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영양사협회 학술지
J Korean Diet Assoc

23(2):143-154, 2017

https://doi.org/10.14373/JKDA.2017.23.2.143

Original Article

This study was supported by The Korean Dietetic Association.

접수일 : 2017년 3월 23일, 수정일 : 2017년 4월 12일, 

채택일 : 2017년 4월 12일
† 
Corresponding author : Jina Cha, Department of Korean 

Cuisine, Jeonju University, 303 Cheonjam-ro Wansan-gu, 

Jeonju 55069, Korea

Tel : 82-63-220-2897, Fax : 82-63-220-2736

E-mail : jinacha@jj.ac.kr

ORCID : http://orcid.org/0000-0001-9112-2780

영양교사의 영양교육 직무 장애요인에 대한 현상학적 분석

김지희ㆍ차진아
1†

연세대학교 식품영양학과ㆍ
1
전주대학교 한식조리학과

Phenomenological Analysis of Barrier Factors 

Affecting Nutrition Education Jobs of Nutrition Teachers

Jihee KimㆍJina Cha
1†

Dept. of Food & Nutrition, Yonsei University, Seoul 03722, Korea 
1
Dept. of Korean Cuisine, Jeonju University, Jeonju 55069,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barrier factors affecting nutrition education jobs and determin-

ing priorities according to frequency of occurrence of obstacles. Focus group interview (FGI) was conducted on 

11 nutrition teachers, and the result are summarized by the phenomenological analysis method. The barriers of 

nutrition education consisted of three categories, seven themes, and 10 sub-themes. The three categories were 

divided into work burden, recognition of nutrition education, and limitations of the nutrition education enviro-

nment. Recognition of nutrition education was further divided into internal recognition from nutrition teachers 

and individual and external recognition from students and staff. The results showed that the most frequent bar-

rier experienced by nutrition teachers in the work burden category was heavy work loads of foodservice man-

agement, followed by irrational working environment. In addition, limitations of the nutrition education environ-

ment consisted of absence of standard curriculum and textbooks, inadequate education infrastructure, and in-

adequate class time. To improve this, it is necessary to reduce nutrition teacher’s food service management and 

develop standard curriculum and educational materials for nutrition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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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학교급식의 주된 목적이 균형 잡힌 영양공급 외

에도 바른 식습관 정립을 위한 영양교육까지 그 역

할이 크게 확대되었다. 학교에서는 영양교육 활성화

를 위하여 2006년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영양교사를 

배치하고 식생활지도와 영양상담을 실시하도록 규

정하였다(Ministry of Education 2014). 그러나 영양교

사 제도가 실시된 이후 현장에서 영양교사가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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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영양ㆍ식생활교육 및 영양상담의 애로사

항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전북지역 영양교사 190명을 대상으로 식생활교육 

실태를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식생활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교육자료가 부족하며, 업무과다로 인한 시간 

부족을 식생활교육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Park 2014a). 경남지역 초ㆍ중등학교 학교급식 영양

(교)사의 영양교육 실태 및 인식에 관한 연구결과에

서도 직접적인 영양교육을 실시하는데 가장 큰 어려

움은 급식관리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수업 준비시간 

부족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간접적인 영양교

육의 문제점은 영양교육의 효과가 낮다는 것으로 나

타났다(Jeong & Lee 2013). 충북지역 초등학교 영양

교사를 대상으로 식생활지도와 영양상담의 운영 실

태와 인식을 조사한 Kim 등(2013)의 연구에서는 영

양교사들이 식생활교육에서 주로 이용하는 자료수집 

방법으로 ‘동료 영양교사와의 정보 교환’이 가장 높

았으며, 인터넷 자료 이용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식생활교육을 위한 별도의 특별실이 설치

되지 않은 경우도 96%가 넘었다. 식생활교육 수행 

시 어려운 점으로 과다한 업무를 꼽았으며, 교육을 

위한 기자재 및 표준화된 지침서에 대한 요구가 있

었다. 초등학교 영양교육에 대한 학교행정관리자, 학

부모 및 영양교사의 인식을 비교한 연구(Kim & Kim 

2012) 결과에서도 영양교육을 위한 교육시간 확보가 

미비하며, 학교 관계자의 인식이 부족하고 영양교사 

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상의 결과와 같이 영양교육을 실시할 때 장애요

인으로 대다수가 다른 업무로 인한 시간 부족을 지

적하였고, 적절한 매체나 교육자료가 개발되지 못한 

점을 다음으로 꼽았다. 그러나 영양교육을 어렵게 만

드는 요인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정보가 부족하

였고, 영양교육 매체 및 자료의 구체적 문제점 지적

이나 개선 방향성 제시가 없었다. 따라서 영양교육 

장애요인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현상학적 연구는 하나의 개념이나 현상에 대해 여

러 개인들에게 체험의 공통적 의미를 기술함으로써 

현상에 대한 개인의 경험들을 보편적 본질에 대한 

기술로 축소하여 그 본질을 파악하고자 하는 질적 

연구방법의 하나이다. 연구자는 현상을 경험한 사람

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무엇을’, ‘어떻게’ 경험했

는지 정리한다(Moustakas 1994).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심리학, 간호학, 교육학과 같은 다양한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Lee 2005). 영양

사 직군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로는 직무수행 경험을 

토대로 임상영양사의 정체성에 대한 현상학적 분석

을 수행한 Park(2014b)의 연구와 영양교사의 교직 경

험을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토대로 분석한 Lee(2015)의 

연구가 있었다.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여러 학자들의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데(Van Kaam 1966; Colaizzi 

1978; Giorgi 1979), 개개인의 의식을 일반화하는 것이 

아닌 상호작용을 통해 현상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한

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Shin 2004). Giorgi(1979)

는 현상 자체에 집중하여 의미를 도출해 내는 것을 

강조하고, Colaizzi(1978)는 기술된 내용에서 추상적

인 의미를 연결지어 본질적 구조를 만들고자 하였으

며, Van Kaam(1966)은 질적 자료를 과학적이고 광범

위하게 활용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이 중에서도 

Van Kaam(1966)의 분석방법은 기술적인 표현들의 목

록을 만들고 범주들로 분류하며 발생 빈도에 따라 

범주들의 순위를 매길 수 있다(Kim 등 1999). 본 연

구에서는 영양교사 직무수행의 장애요인 및 문제점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Van Kaam(1966)

의 분석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영양사 직군의 직무수

행 경험을 바탕으로 영양교육 직무에 대한 장애요인

을 심도 있게 파악함으로써 영양교육 직무 개선 방

향 제시 근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1. 조사대상

영양교육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단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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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교육 경험을 면밀히 조사하고자 학교급, 학교유형

을 고려하여 연구대상을 선정하였다. 하나의 경험에 

대해 3∼10명의 대상자를 통해 연구를 수행하는 것

을 추천하므로(Dukes 1984) 5개 시ㆍ도 소속 초등학

교 영양교사 8인, 중학교 영양교사 1인, 고등학교 

영양교사 2인 총 11인의 영양교사를 대상자로 선정

하였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영양교사의 영양ㆍ식생활교육 및 영양상담의 장

애요인을 파악하고자 교육 직무수행 과정의 경험에

서 공통의 의미를 도출하기 위해 현상학적(Phenome-

nological research)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양적연구

로 도출하지 못했던 영양교육의 장애요인을 질적 

연구방법인 현상학적 연구로 심도 있게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영양교육의 장애요인을 범주화하고 

우선순위를 파악하는데 Van Kaam(1966)의 분석방법

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여 활용하였다. 분석 절차

는 첫째, 대상자와 녹음한 면담 내용을 여러 번 반

복하여 들으면서 대상자의 말 그대로를 글로 옮겨 

기록하였다. 둘째, 기술된 내용에서 본 연구와 관련

하여 의미 있는 진술(significant statement)을 추출하였

다. 셋째, 추출된 의미 있는 진술 즉, 원자료(raw da-

ta)를 반복하여 읽으면서 각 진술에서 공통의 속성으

로 묶어지도록 범주화(category)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때 원자료에서 공통적인 요소들끼리 묶어 부주제

(subtheme)를 정하고, 비슷한 속성을 지닌 부주제들

을 다시 주제(theme)로 정리한 다음 주제들의 속성을 

전체적으로 모아 범주화하였다. 넷째, 분류된 범주에 

대한 분석과 통합을 통해 현상에 대한 기술을 하였

다. 이상의 네 가지 분석 단계를 통해 영양교사의 

교육경험 중 의미 있는 진술을 추출하여 영양교육의 

장애요인을 도출하였고, 장애요인의 빈도와 순서를 

통해 양적분석도 병행하였으며 주제 뒤 괄호 속에 

의미 있는 진술의 구체적인 빈도를 기록하였다.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현직 영양교사 11명을 대

상으로 표적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을 실시

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영양교사 직군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대한영양사협회 전국영양교사회

에 영양교사 직무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경력

자 추천을 의뢰하여 선정하였다. 면접은 2015년 9월 

19일에 오후 3시∼5시까지 2시간에 걸쳐 이루어졌으

며 사전에 연구의 취지와 방법에 대해 참가자들에

게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한 뒤 각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였고 참가자

들이 고루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발언 

기회를 제공하였다. 식품영양학과 교수, 직무분석 

분야 연구경력이 풍부한 교수가 주도하여 ‘영양교육 

수행 시 가장 큰 장애요인은 무엇입니까?’라는 면접 

주제를 제시한 뒤 영양교육 중 겪었던 어려움에 대

한 진술을 이끌어 내었다. 모든 대상자들에게 연구

의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뒤 수행하였으며 

연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

였다(IRB No. 1040917-201507-SB-184-02). 

결 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표적집단면접에 참여한 영양교사의 일반사항은 

Table 1과 같다. 표적집단으로는 전국 5개 시ㆍ도 

소속의 영양교사 11명을 구성하였다. 초등학교 영양

교사 8명, 중학교 영양교사 1명, 고등학교 영양교사 

2명이었으며, 연령은 평균 45.4세로 학교영양사 경력

이 최소 10년 이상, 영양교사 경력이 모두 8년 이상

이었다. 

2. 영양교육 장애요인 분석

본 연구에서 11명의 연구 참여자들의 영양교육 

경험을 Van Kaam(1966)이 제시한 현상학적 연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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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of focus group interview.

Region School level Age Periods employed as a school dietitian Periods employed as a nutrition teacher

Seoul Elementary 46 13 years 8 years

Seoul Elementary 44 11 years 8 years

Seoul Elementary 46 15 years 9 years

Seoul Elementary 44 11 years 9 years

Gyeong-gi Middle 46 14 years 8 years

Gyeong-gi Elementary 47 15 years 8 years

Incheon Elementary 49 12 years 8 years

Chung-buk Elementary 46 17 years 8 years

Chung-nam Elementary 45 13 years 8 years

Chung-nam High 42 10 years 8 years

Chung-nam High 44 13 years 8 years

Figure 1. Barrier factors of nutrition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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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Work burden factor of nutrition education.

Significant statement Sub-theme Theme

“In high school, I am too busy to cook for meal. Eating and cleaning. I repeat it.” 2∼3 meals middle 

and high school 

(10)
1)

Heavy work 

loads of

foodservice 

management 

(19)

“There are too many basic tasks, so I have to have additional personnel to do nutrition education. I think 

a high school that operates two or three meals should have an additional personnel or office assistant.”

“I’m in a high school with three meals, and I can not work without the hiring of additional personnel

need to work at 6:40 and work at 9:00 in the evening. I have to do three meals that are not overlapped, 

I need to make food have a lot of food, to have diverse recipes, and if I do not have the details of the 

diet, the students will soon learn that the food is not good and the number of students who go outside 

will increase. So when I concentrate on foodservice management, I feel the need for nutrition education, 

but education is difficult.”

“In particular, schools that do three meals have the same type of work, but there is a huge difference in 

the intensity of their work. Time spent on the job is different.”

“I am in a high school of more than 1,000 meals now and can not really do it. I think I want to quit.”

“The focus should be on hiring additional people based on two or three meals.”

“I heard that the schools that have three meals are working at 6 o’clock and working until 11 o’clock in 

the evening.”

“57 hours per month were accepted, but I work more than 80 hours because I work in school with three 

meals. So I basically work more than 57 hours.”

“I think that it is most important to think about ways to do nutrition education while reducing the food 

service management in the secondary school which has three meals.”

“I can not even teach at a secondary school that has more than two meals, so it is an urgent matter.”

“Nutrition education seems to be possible in a situation where foodservice management is stable. Elementary school 

more than 40 

classes (6)
“I would like to have an internship especially in schools which have a large number of classes.”

“Even if it is one meal in elementary school, it is 1,200∼1,300 (if there are many students), there is a lot 

of work. If you have additional staff, elementary schools must have a standard as a minimum of 40 

classes.”

“There is also a lot of work to be added when there is a combined kindergarten. We even provide 

nutrition education to the children of kindergarten.”

“I work in an elementary school of 80 classes, but I hire an intern dietitian. Because I do not only have 

nutrition education, I also have so many other tasks.”

“Teacher working in elementary school with many classes requires additional workforce unconditionally.”

“The hygienic safety checklist is too heavy. I think it is necessary to organize. I was wondering why 

nutrition teachers should do a lot of things.”

Inadequate hygienic 

safety check (3)

“One of the most problematic aspects of hygienic safety check is safety management. We do not have to 

do this, but the school administration’s safety officer has to be in charge of it.”

“Hygienic safety checklists should only cover the basics that every school should follow universally.”

법으로 분석하여 영양교육의 장애요인을 도출하였

다. 참여자들의 발언 중 의미 있는 진술을 다시 통

합하여 범주화하였고, 경험의 빈도수에 따른 우선순

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영양교사의 영양교육 장애요인은 3개 범

주(category)와 7개 주제(theme), 10개 부주제(sub-theme)

로 구성되었으며 Fig. 1에 도식화하였다. 범주는 각

각 ‘업무부담(30)’, ‘영양교육에 대한 인식(20)’, ‘영양

교육 환경의 한계(20)’로 도출되었다. ‘업무부담’ 범

주 안에는 2개 주제와 6개 부주제를 포함하고 있으

며, ‘영양교육에 대한 인식’ 범주 안에는 2개 주제와 

4개 부주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영양교육 환경의 

한계’ 범주에는 3개 주제를 포함하며 부주제로는 나

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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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tinued.

Significant statement Sub-theme Theme

“Without a dietitian, work can’t go on. I need to educate the cooks exactly how to work, so I can 

lessen the burden on the food management work and educate students.”

Demand excessive

responsibilities (4)

Irrational working

environment (11)

“Time is limited. Nutrition teachers think that nighttime is essential when we manage nutrition education 

while thoroughly managing existing foodservice.”

“Nutrition teachers also want to keep their 8 hour work time. We also need shift work... I was just 

doing the job. I did it when it was related to the meals.”

“Nutrition teacher thinks that we should keep school cafeteria because we are related to meals. Students 

still can eat food even if I have been away for about an hour.”

“It is stated in the Labor Law that cooks should not allow 12 hours a week, so shift work is done 

very thoroughly, but nothing about nutrition teachers.”

Unfair treatments 

(4)

“If the school principal hold the chief of attached kingdergarten, there is an additional allowance, but 

the dietician can’t get anything even though they are responsible for the kindergarten meals.”

“In the past, the number of cooks in Seoul was one per 200 students, but now it is one per 170. This 

is evidence that there is an increase in work related to school meals. It does not make sense that a 

nutrition teacher is not eligible as a cook.”

“The most upsetting thing is that I do not get recognition. My colleagues ask me ‘why do you keep 

working until night time even though there’s no dinner?’. If I am busy, they do not understand it 

because they do not know what the nutrition teacher is doing.”

“I think that it is necessary to obscure duties among administration duties, especially facility 

management part. It’s not my job to screw the cooking machine.”

Ambiguous job 

boundaries with 

school executive 

(3)
“The most frustrating job I’ve ever worked for is collections. Every 1,520 people are surveyed once 

every two months, and we have to take all the parts of the change. It’s trivial, but it’s an incredibly 

demanding task.”

“Why do I have to do safety education for cooks? The union calls for a protest to stop the cooks from 

taking a break. It’s frustrating to have to do all those things.”
1) 

Number means the frequency of significant statements

1) 업무부담 요인

영양교사의 영양교육 경험에서 도출된 첫 번째 

장애요인은 ‘업무부담’이며 이와 관련된 의미 있는 

진술은 모두 30개였고, 이는 급식업무 과중(19), 불

합리한 근무환경(11)의 주제로 나눌 수 있었다. 급식

업무 과중은 2∼3식 중등학교(10)와 40학급 이상 초

등학교(6), 현실성 없는 위생ㆍ안전점검(3)의 세 가

지 부주제로 나뉘었다. 불합리한 근무환경은 과도한 

책임감 요구(4), 부당한 처우(4), 행정실과의 업무경

계 모호(3)의 세 가지 부주제로 나뉘었다. 업무부담

에 대한 분석결과는 Table 2와 같다.

2∼3식 중등학교의 급식업무 과중은 10개의 의미 

있는 진술문이 도출됨으로써 가장 잦은 빈도의 장

애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영양교사는 급식관리 업무

를 우선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영양ㆍ식생활교육 수

행시간 부족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특히 3식을 

하는 고등학교의 경우 업무량이 절대적으로 많아 

급식관리 업무를 위해서 추가 인력을 고용하고 있

거나 추가 인력 증원을 요구하였다. 2∼3식 중등학

교의 영양교사들은 급식관리 업무를 경감하거나 추

가 인력을 확보하지 않는 이상 영양ㆍ식생활교육을 

수행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식을 하더라도 학급수가 40학급을 넘어가는 초

등학교의 경우 과중한 급식업무를 영양교육의 장애

요인으로 꼽았다. 40학급 이상의 초등학교에 근무하

고 있는 영양교사들이 6개의 의미 있는 진술문을 

통해 영양ㆍ식생활교육의 어려움을 제시하였다. 3식 

중등학교와 마찬가지로 학급수가 많은 초등학교도 

급식관리 업무를 위한 추가 인력을 고용하고 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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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없는 경우 추가 인력 증원을 주장하였다. 

급식업무를 과중하게 만드는 세 번째 원인은 현

실성이 떨어지는 위생ㆍ안전점검 항목으로 도출되

었으며 3개의 의미 있는 진술을 분석하였다. 점검을 

위한 항목이 많고 까다로워 한 명의 영양교사가 관

리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급식시설

의 안전관리는 영양교사의 전문 분야가 아니므로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문제를 안고 있었으며 위생사

고 방지를 위한 필수항목만 남기고 개정해야 한다

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업무부담 요인의 두 번째 주제인 불합리한 근무

환경(11)에는 과도한 책임감 요구(4)와 부당한 처우

(4)가 각각 4개의 의미 있는 진술문을 도출하여 다

빈도 항목으로 분석되었다. 영양교사가 교육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교장, 동료교사, 행정실 인력

을 포함한 주변 환경에서 교사로서의 지위를 인정

하고 지지해 주어야 하지만 여전히 급식관리 업무

에 대한 책임감만 요구하는 상황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영양ㆍ식생활교육 관련 직무량이 많아지면서 

근무시간도 따라서 증가하였다. 그러나 학교장, 동

료교사, 조리종사원들은 추가 근무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받고 있으나 영양교사의 업무 증가와 근무

시간 증가에 대한 처우 개선은 전혀 없다는 사실에 

답답해하고 있었다. 

업무부담 요인의 불합리한 근무환경(11) 주제 중 

세 번째 부주제인 행정실과의 업무경계 모호(3)는 3개

의 의미 있는 진술문을 포함하고 있었다. 안전관리

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면서 각 학교의 행정

실에 시설안전관리 담당자가 배치되어 있으나 급식

과 관련된 안전관리는 모두 영양교사의 책임 소재

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었다. 또한 학교 행정업무와 

연관된 징수 요구는 모두 행정실에서 담당하고 있

으나 급식과 관련된 징수 요구만 영양교사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을 부당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2) 영양교육에 대한 인식 요인

영양교사의 영양교육 경험에서 도출된 두 번째 

장애요인은 ‘영양교육에 대한 인식’이며 이와 관련

된 의미 있는 진술은 모두 20개였고, 이는 내적인식

(12), 외적인식(8)의 주제로 나눌 수 있었다. 내적인

식은 긍정적 교육경험 유무(9)와 개인연찬 기회 부

족(3)의 2개의 부주제로 나뉘었다. 외적인식은 학생

들의 올바른 인식 부족(5), 학교장, 동료교사의 인식 

부족(3)의 2개의 부주제로 나뉘었다. 영양교육의 인

식에 대한 분석결과는 Table 3과 같다. 

내적인식(12) 주제에서 긍정적 교육경험 유무(9)

가 9개의 의미 있는 진술문으로 분석됨으로써 가장 

잦은 빈도의 장애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영양교사들

은 영양ㆍ식생활교육 및 영양상담을 수행하여 학생

들의 식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관찰했

을 경우 영양교육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수업

방식을 다양화하였을 때 교육 효과가 높다는 것을 

인지하여 더불어 영양교육의 우수 수업사례를 체험

하였던 영양교사들은 교육에 대한 의지가 높은 것

을 알 수 있었다. 반대로 긍정적 교육 경험이 없었

던 영양교사들은 영양교육 직무수행을 위한 개인연

찬 기회가 부족(3)하여 영양교육 수행에 필요한 교

육자료 수집, 교수법 연구, 교육자료 제작 등에 어

려움이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적인식(8) 주제에서 학생들의 올바른 인식 부족(5)

이 의미 있는 진술문 5개로 파악됨으로써 다빈도의 

장애요인으로 도출되었다. 학생들의 올바른 식태도

에 대한 올바른 인식 부족이 영양교사의 교육 의지

를 꺾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식습관이 형

성된 고등학생의 경우 바른 식생활이 무엇인지 인

지하고 있으나 바꾸려는 의지가 없어서 교육 효과

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장, 동료

교사의 인식 부족(3)이 외적인식 주제의 두 번째 장

애요인으로 도출되었다. 학교장과 동료교사들이 영

양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경우 수업에 대한 지원이 수월하지만 영양교육에 대

한 인식이 부족했을 경우 교육을 진행하기까지 어려

움이 많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신규로 임용된 영

양교사들은 영양교육에 대한 인식이 자리잡힌 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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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cognition of nutrition education factor of nutrition education.

Significant statement Sub-theme Theme

“Students from the school cooking club came to the cafeteria. There were many students who misunderstood 

that the food was dirty, not hygienic. Since that experience, I thought I wanted to run the club myself.”

“Our school also had a really good reaction from the kids after going to the cooking room. I was surprised 

at the students who said that they did not know that food was made here because they were doing 

classroom feeding, and after seeing that there were some students who took pictures of the dishes they had 

eaten cleanly, I realized that the effect of education was great.”

Depend on positive 

educational 

experience (9)
1)

Internal 

recognition 

(12)

“If I talk to students and I will find that their eating habits are changing, so knowing that continuing 

education will work.”

“I believe that nutrition education does not mean that the students will change immediately, but if they 

remember what they learned, they could turn it into a good direction when they become an adult.”

“It is not difficult to experiment or practice in diet education, but the effect is very good. It is very good to 

respond to children with only one radish.”

“I am practicing nutrition education through making Sandwich, Songpyeon, Kimchi and so on. When I go on 

with the activity classes, I feel that the students are responding well and the perception is changing.”

“High school has a high level of learning and is interested in diet, so education is the most effective.” 

“I have participated in the demonstration of class best practices. I had a very good experience and it was 

also helpful to prepare my class afterwards.”

“Nutrition teachers made small groups. I also watched the demonstrations of teachers who are good at classes 

and watched classes through videos. It was a great help for me because I had their consulting and revising.”

“I was afraid to take the class, but I tried to get started.” Lack of opportun-

ities on self-

development (3)
“I feel that many elementary school teachers are afraid even in situations where they can take classes.”

“There are many teachers who do not try at all because it is difficult to prepare class materials.”

“High school students do not receive education properly, so they are eating meat-eating habits, and 

unbalanced food.”

Lack of right 

recognition by 

students (5)

External 

recognition 

(8)“High school students have the worst eating habits. There is no courtesy, no gratitude for food, and food is 

just eating to relieve stress. Even in middle school, education is well received, and eating habits in high 

school are ruined too much.”

“High school students do not appreciate food, they only find exciting food. I do not use soft drinks when I 

make fruit punch. But students love soft drinks too much they know it’s not good for them, but it’s good 

to have a taste.”

“In my case, my child grows up without feeding the soft drinks. I think they are going to middle school 

and learning from their friends.”

“Students do not come to eat lunch after they see lunch menu application and see what today’s menu is 

good or not.

“There is a school that reflects the need for nutrition education, while others oppose it. There is still a 

distorted perception of nutrition education.”

Lack of principal 

& peer

recognition (3)“I had an empty time during school hours so I tried food art for children. The response of the students was 

so good that the teachers, including the principal, changed their perception of nutrition education. So when 

they make school plan for next year, I have 2 hours of nutrition education reflected.”

“Nowadays, new nutrition teachers tend to apply for elementary school rather than middle school. They want 

to build class experience in elementary school rather than secondary school where there is a relative lack of 

awareness of class.”
1)

 Number means the frequency of significant statements

학교를 그렇지 못한 중등학교에 비해 선호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3) 영양교육 환경의 한계 요인

영양교사의 영양교육 경험에서 도출된 세 번째 

장애요인은 ‘영양교육 환경의 한계’이며 이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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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Limitations of the nutrition education environment factor of nutrition education.

Significant statement Theme

“Students have different eating habits for each grade. Teaching materials should be developed in which topics and steps are 

divided into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Absent of 

standard

curriculum &

textbook (9)
1)“It is easy for nutrition teachers to have classroom instruction. As teachers have standardized educational materials, I would 

like to have nutrition education materials in the form of textbooks.”

“Seoul Nutrition Teachers use the materials created by one elementary school teacher together, but they are not verified or 

derived from research.”

“I think that if you have standardized textbooks, teachers can have confidence in their classes.”

“Students do not treat class as a normal class because there is no teaching material. Students do not concentrate on classes 

because they think that the teacher who was in the restaurant came into the classroom.” 

“Since there is no teaching material, we reconstruct the materials created by the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and 

have two kinds of materials for grades 1 and 2 and grades 3 and 4. When the children who were in the first grade are in 

the second grade, it is difficult to use the same materials.”

“The topic of diet education should be organized according to the life cycle. It is important to make the contents of 

education so that eating habits can be changed over 6∼7 times instead of just one time.”

“Although the contents made by the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are well prepared, there is too much content to be 

processed in the one class, and there is a difficulty for the nutrition teachers to continuously reconstitute during education.”

“I copied the class materials for nutrition education and distributed them to the students. Students need textbooks to feel the 

importance of classes.”

“I would like to have a lot of contents that can teach nutrition education in other ways even if it is not a class.” Inadequate 

educational 

infrastructure (6)
“Experimental tools are needed to practice, but there is no room for teaching, so it is easy to get to the demonstration level. 

Although we use the science room mainly, it is not easy to take time because the science class has priority.”

“I did not have a classroom for teaching. I carry all the class materials in the market basket, and I feel like a packer.”

“It is practically difficult for the nutrition teacher to lead the children on the field alone. Other teachers are available 

because their fellow teachers help.”

“Apart from the class, I also feel that the eating habits of children are changing a lot through postings and exhibits on the 

bulletin board. Puzzles, stickers, etc., are interesting for children, so I would like to develop a lot of posts, models, and pictures.”

“Games, videos, and role plays are not enough to develop materials directly, and there is no material available. I think the 

development of materials is urgent.”

“I think it is very difficult to do nutrition education in the curriculum, and I think that I need to find time for 

supplementary nutrition education like club activities.”

Inadequate class 

time (5)

“In fact, nutrition education is not mandatory in high school, so only clubs are the only way to educate.”

“I would like to be able to provide nutrition education during the standard curriculum. I think it is better to look for time 

to use than to say that there is no time for class in elementary school.”

“Nutrition education is not an obligation for high school, it was tense and difficult to ask the school to take time for class.”

“Having nutrition education time in school is too different depending on nutrition teacher’ ability.”
1)

 Number means the frequency of significant statements

된 의미 있는 진술은 모두 20개였고, 이는 표준교과

과정 및 교과서 부재(9), 교육 인프라 미비(6), 교육

시간 미부여(5) 세 가지의 주제로 나눌 수 있었다. 

영양교육 환경의 한계 요인에서는 부주제 단위까지 

나눌 수 없어 주제 단위까지 도출하였다. 영양교육 

환경의 한계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는 Table 4와 

같다. 

영양교육 환경의 한계 요인에서 가장 잦은 빈도

로 도출된 항목은 표준교과과정 및 교과서 부재(9)

에 관한 내용이었다. 학년별로 가르쳐야 할 교육주

제나 내용이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영양교사마다 

선택한 교육주제나 교육방법이 제각각이었다. 식품

의약품안전처에서 제공해주는 교육자료를 일부 활용

하고 있으나 한 시간 수업으로 진행하기에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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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많아서 수업 때마다 재구성해야 하는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영양교육은 교재가 없이 진행되어 학생들을 집중

시키고 흥미를 유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

고, 표준교과과정은 학년별 식습관에 맞도록 하며 1차

시 수업에 적절한 분량으로 6∼7차시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기존의 교과과

목의 교과서처럼 영양교육도 교재로 편찬되어야 함

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영양교육 환경의 한계 요인에서 두 번째로 도출

된 항목은 교육 인프라 미비(6)였으며, 여섯 개의 의

미 있는 진술이 언급되었다. 교재를 활용한 강의식 

수업 외에 조리실습, 게임, 체험학습 등이 교육 효

과가 크므로 관련 교육자료나 프로그램의 활발한 개

발을 필요로 하였다. 더불어 영양ㆍ식생활교육과 영

양상담을 위한 영양ㆍ식생활교육실이 확보되어 있

지 않아 수업 때마다 자료를 갖고 이동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영양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실

이 부여되어야 하며 다양한 교육자료 개발을 위한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함이 제기되었다. 

마지막으로 영양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학교 교육

과정 수립 시 영양ㆍ식생활교육 시간이 부여되지 

않아 교육시간을 할당받기 위해 영양교사들의 노력

이 상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 찰

2010년 국민영양관리법 제정으로 학교에서의 영

양 및 식생활지도가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영양교

사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양교사가 직면한 영양교육의 장애

요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도출하고자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영양교육 경험이 풍부한 영

양교사 전문가집단 11인의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공유를 통해 장애요인과 관련한 의미 있는 진술을 

충분히 이끌어 냈다는 의의를 갖는다. 또한 이전 연

구에서는 도출하지 못했던 장애요인을 경중에 따라 

우선순위를 파악하였으며 영양교육 자료 및 매체의 

구체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

구결과 도출된 세 가지 영양교육 장애요인은 영양

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유사한 연구들의 결과를 

통해서 타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다.

영양교사의 교육 직무의 장애요인 중 업무 부담

과 관련된 요인이 가장 많이 도출되었다. 영양교사

의 업무량 및 업무난이도 인식을 조사한 연구에서 

전체의 96.1%의 영양교사들이 업무량이 과중하다고 

느끼고 있었다(You 등 2016). 또한 영양교육의 가장 

큰 어려움이 ‘업무 과다’임을 지적하였고, 영양교육 

활성화를 위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업무 

경감을 통한 교육시간 확보’로 나타났다(Oh 등 2016). 

영양교육에 대한 인식이 교육의 주요한 장애요인임

은 선행연구들에서도 나타났다. 영양교사들은 수업

을 통해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경험을 했

을 경우 수업을 ‘정말 소중한 일’로 생각하고(Lee 

2015) 있었으나, 식생활교육은 주로 영양교사의 요

청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You 등 2016) 동료교

사들의 영양교육에 대한 필요성 및 인식 개선이 필

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영양ㆍ식생활교

육 시간 부족, 표준화된 교육과정 부재 등을 영양교

육의 한계 요인으로 지적하였다. 초등학교 식생활교

육의 경우 100% 실시되고 있으나 직접교육 방식보

다 간접교육 실시 비율이 높고 일반교사와 영양교사 

모두 영양ㆍ식생활교육 실시 시간이 부족하다고 인

식하고 있었으므로(Lee 2017) 식생활지도를 지속할 

수 있는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그러나 많은 연구논

문들에서 식습관, 영양지식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의 

개발 혹은 효과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Lee 2017) 

이는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기초가 될 

것이라 파악된다. 본 연구는 영양교사의 영양교육 

직무수행의 장애요인을 질적 연구방법인 현상학적 

연구를 통해 탐색한 바, 연구결과에 따라 도출된 가

장 큰 장애요인은 2∼3식을 수행하는 중등학교 영양

교사의 업무 부담이었다. 그러나 중등학교 영양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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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업무를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규모나 기준

에 대한 상세한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지 못했다는 

연구의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2∼3식 중등학

교 영양교사의 업무 경감을 위한 적정인력 산출에 

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2∼3식 중등학

교 영양교사의 업무시간을 과학적인 기법으로 측정

하여 업무수행을 위한 적정인력을 산출해야 하며 학

교급별, 식수 규모별 맞춤형 업무 가이드라인이 개

발되어야 한다. 학교급과 식수 규모에 따른 영양교

육 수행 빈도에 차이가 크고 영양ㆍ식생활교육 환경

도 매우 달라서 500명 미만의 1식 초등학교와 1,000

명 이상의 2∼3식 중등학교에서 수행하는 급식관리 

업무량과 업무 강도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든 

학교에 일괄적인 업무 가이드라인 적용은 불가할 것

으로 사료되므로 맞춤형 가이드라인의 개발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었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영양교사의 영양ㆍ식생활교육 수

행에 대한 장애요인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영양

교사 직무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지닌 패널 11명을 

대상으로 표적집단면접(FGI)을 통한 현상학적 연구

를 진행하고 장애요인의 빈도를 산출하였으며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았다. 

현상학적 연구의 분석 절차에 따라 장애요인을 

범주화한 결과 영양교사의 영양ㆍ식생활교육 직무

수행에 있어서의 장애요인은 3개 범주와 7개 주제, 

10개 부주제로 구성되었으며 3개 범주는 각각 업무

부담, 영양교육에 대한 인식, 영양교육 환경의 한계

로 나뉘었다. 업무부담 범주 안에서 영양교사들에게 

가장 잦은 빈도로 경험된 장애요인은 급식업무 과중

이었으며, 불합리한 근무환경이 다음을 차지하였다. 

영양교육에 대한 인식은 영양교사 개인으로부터 비

롯된 내적인식과 학생 및 교직원으로부터 비롯된 외

적인식으로 나뉘었다. 영양교육 환경의 한계는 표준

교과과정 및 교과서의 부재, 교육 인프라 미비, 교육

시간 미부여 등의 장애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영양교육이 발전적

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영양교사의 급식관리 업무 경감이 필요하

다. 영양교사의 교육 직무는 과거에 비해 증대되었

으나 급식 운영관리와 같은 급식관리 업무 과중으

로 인해 영양ㆍ식생활교육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하

는 영양교사가 많았다. 특히 2∼3식을 수행하는 중등

학교가 업무 경감 필요도가 가장 높은 집단으로 사

료되었다. 업무 경감을 위해서 2∼3식 중등학교 기

준으로 인턴영양사 또는 사무 보조원을 채용하는 

인력 지원을 하거나 영양교사의 업무 중 책임소재

가 모호한 시설관리, 안전관리, 징수 업무 등을 행

정실로 이관하는 업무 재분장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영양ㆍ식생활교육을 위한 표준교과과정과 

교육자료가 개발되어야 한다. 학생 건강 문제 해결

을 위한 학교 영양ㆍ식생활교육의 중요성과 학교 현

장의 요구도는 높아지고 있으나 영양교사의 영양․식

생활교육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책이 여전히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영양ㆍ식생활교육 표준교과

과정 개발을 비롯하여 다양한 영양교사 연찬 기회

를 제공함으로써 영양교사들이 당면한 영양교육 직

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

요하다. 학년별로 나타나는 식습관 문제가 무엇인지 

분석하여 그에 따른 표준교과과정이 개발되어야 하

며, 교육과정은 학년별로 연계되어 상급학년으로 진

학했을 때 그에 맞는 내용으로 새롭게 교육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영양교육의 효과를 극

대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수방법과 자료가 포함된 

교재가 개발되어 학생들에게 영양교육이 수업의 일

환임을 인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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