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 무 소 개 서

채용분야
직  종 직  급 부  서

보건직 (영양사) J1 급식영양과

세부직무
입원환자 처방식사 검토 및 식단작성, 치료식설명, 식재료검수관리, 조리•배

식•세척 작업지시, 입원 및 외래환자 교육상담 및 집중영양치료 등의 업무

업무내용

◾(환자식식단작성) 환자식 식단작성 지침에 맞춰 일반식(밥, 죽, 미음) 및 

치료식(저염식, 고단백식, 당뇨식, 저단백식, 위절제식, 저균식 등)의 기준 

식단을 작성한다.

◾(처방식사검토) 매끼니 입원환자의 식사를 접수받아 처방된 식사의 적정

성을 검토하고 식사종류별로 처방식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조리장에 작

업지시를 한다.

◾(치료식설명) 치료식 처방 환자를 대상으로 해당 치료식의 특성 및 주의

사항 등을 설명하고 영양관리일지를 작성한다.

◾(환자급식관리) 부서 지침에 따라 환자식의 조리, 상차림, 배식, 퇴식 및 

세척을 관리한다. 

◾(환자급식재료관리)  환자 급식재료의 구입 요구 및 납품 지시를 실시하

고 부서내 지침에 따라 식재료의 검수, 보관과 불출을 관리한다.

◾(환자급식 기기 및 시설의 관리) 환자 급식에 사용되는 급식 기기 및 시

설의 점검 및 수리요구를 실시한다.

◾(입원 및 외래환자 교육상담) 교육상담이 의뢰된 환자의 영양판정, 영양진

단, 영양중재, 영양모니터링/평가를 포함하는 영양관리과정을 수행한다.

◾(영양불량위험환자관리) 영양불량 고위험군 환자를 대상으로 영양상태 개

선을 위한 중재(식단 조정, 영양 또는 NST 의뢰 등)를 시행하고 영양관

리일지를 작성한다

◾(집중영양치료) 집중영양치료가 의뢰된 환자의 집중영양치료를 계획하고 

수행한 후 모니터링한다.

직무요건

[자  격]

 - 영양사

 -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교육 이수(대학원 과정)

[지  식]

 - 치료식에 대한 이해와 식단 작성 기준

 - 식재료 관리와 조리과학 이해

 - 급식 위생과 안전관리에 대한 이해

 - 영양과 관련된 질환의 병태생리에 대한 이해



 - 질환 전반에 대한 임상영양치료 이론

 - 영양관리과정에 대한 이론

[기  술]

 - 환자식 처방에 따른 식단 작성 및 평가 능력

 - 환자급식 관리 운영 능력

 - 환자 질환에 적합한 임상영양치료 수행 능력

 - 환자에게 적절한 단계의 영양관리과정을 적용하고 관리하는 능력

 

[역  량]

 - 전문지식과 소통을 통한 관리 능력

 - 긍정적이고 윤리적인 태도

직업기초

능    력

 - 문석작성 및 소프트웨어 활용 능력

 - 직무 관련 외국어 활용 능력

 - 직무 관련 통계 활용 능력

비    고
 - 임상영양사 우대

 - 근무일정표에 따른 교대 및 휴일 근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