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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explore hospital foodservice management and to investigate conditions 
related to health insurance coverage of inpatient meals. A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to the nutrition depart-
ments of 44 hospitals in Seoul on July 2009. The average kitchen area was 0.5 m2, and centralized dis-
tribution systems were in place. Partition walls from contamination zones, separate work tables to prevent 
cross-contamination, exclusive areas for preparing tube feeding, and split carts with refrigerated and convection 
heat settings were largely used in tertiary hospitals. Most dietitians did meal rounds (93.2%) and surveyed for 
patient satisfaction (86.4%). The major theme of QI (Quality Improvement) was menu management (31.8%). 
The health insurance fees for meals were ￦4,938.9 for a general diet, ￦5,199.8 for a therapeutic diet, 
￦4,067.0 for tube feeding, ￦9,950.0 for sterilized diet, and ￦18,383.4 for diets not covered by health 
insurance. The prices for general and therapeutic diets were significantly lower in hospitals compared to ter-
tiary or general hospitals (P＜0.001). The cost composed of 48.3% food, 44.0% labor and 7.7% overhead for 
general diets and 47.9%, 44.5% and 7.6% for therapeutic diets. In the case of health insurance coverage for 
patient meals, the number of items applied to general diets averaged 2.8 out of 4 and for therapeutic diets it 
averaged 1.9 out of 3. To reform the health insurance coverage system for patient meals, it is urgent that the 
qualified level of patient meals is presented from a national viewpoint, and monitoring should be performed 
consistently by developing the evaluation t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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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병원 급식은 환자의 질병 상태에 따라 적정수준

의 영양과 급식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빠르게 회복

하여 사회에 복귀하는 것을 돕는데 있다(Yang 등 

2000). 특히 환자식은 환자의 질병 회복을 위한 적

절한 영양공급 뿐만 아니라 질병 치료의 직접적인 

수단인 식사요법의 차원으로 제공되며 진료지원 업

무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다(Kim 등 2005). 
이에 환자식은 건강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식사

와는 다르게 질병 치료 차원에서 과학적이고 전문

적인 관리가 요구되어진다. 더불어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 대상의 식사로서 위생적인 면에서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Kim 등 2001b), 수술 및 투약 등의 

치료 일정에 따른 적절한 식사 제공 및 식사시간 

준수 또한 중요하다(Lee 등 2004).
우리나라는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

로 도시 근로자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면서 건강보

험제도가 출범하였고 1989년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 

확립, 이후 2000년 직장 및 지역의료보험이 통합되

면서 단일보험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이 2010). 환

자식은 1977년 의료보험이 처음 도입되어 실시된 이

래 비급여항목으로 전액 환자 부담이었고, 병원은 

환자식에 대하여 병상수나 식사서비스 수준, 치료식 

다양성 등 병원의 급식서비스 특성 따라 비급여 수

가를 결정하여 운영하였다. 2006년 5월 24일 일부개

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요양급여비용 중 ‘입
원기간 중 식대의 가산금액(입원환자 식사의 질과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부가적 요소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그 가산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함으로써 보건복지부는 

2006년 6월 1일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모든 입원 환자 식대의 급여화를 실시하

였다.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2조에 

따른 식대는 일반식(산모식 포함) 3,390원/식, 치료식

(완제품으로 된 경관유동식 포함) 4,030원/식, 멸균식 

9,950원/식, 분유 1,900원/일로 산정되어 있으며, 가

산 항목에 따른 최고 식대는 일반식 5,680원, 치료식 

6,370원이다. 이러한 입원환자 식대의 급여화는 의료

비의 일부로 지불했던 병원 식사비에 대한 환자들

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는 것과 동시에 병원의 

환자식이 단순한 급식 제공이 아닌 질병 치료를 위

한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의 하나임을 인정하는 제도

라 할 수 있다(이 2006). 하지만 입원환자 식사의 현

황 파악 및 질적 기준 마련 등이 수반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책정된 기본 가격에 3∼4가지의 가산항

목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으므로 병원 

현장에서는 현행 급여 수가가 낮다고 인식하고 있

으며, 환자식 생산을 위한 숙련된 조리사를 필요로 

하는 종합전문병원과 종합병원에서는 환자식 수가

의 절대 금액이 삭감되어 병원경영 수지가 악화되

었고(황 등 2007),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중소병원

의 경우 치료식 가산항목인 영양사 및 조리사 인력

기준을 맞추기 어려워 치료식 수가가 일반식에 비

해 오히려 낮게 책정되는 경우도 있다. 환자식의 급

여화 체계에 대해 입원환자들이 식사 메뉴의 다양

화(44.6%) 및 식사의 질 관리를 위한 법적 · 제도적 

장치 마련(21.1%)을 최우선 해결 과제로 지적할 만

큼(Hwang & Kwon 2008) 이 제도로 인하여 보험 환

자의 식사 질 저하 및 궁극적으로 보험 재정의 비

효율적 사용에 대한 우려가 예상된다.
병원 환자식에 대한 연구는 급식서비스 만족도 

조사(Kim 등 1996; Lim 등 1999; Watters 등 2003; 
Lee 등 2004; Gam 등 2007), 병원 급식서비스 실태 

조사(Kim 등 2000b; Kim 등 2001a; Kim 등 2001b; 
Kim 등 2003), 급식 및 영양관리 평가도구 개발

(Yang 등 2000; Lee 등 2003a; Yang 등 2003; Lee & 
Kwak 2009) 위주로 진행되었다. 식대 급여화가 실시

된 이후에도 환자식(Chung 등 2007; Kim 등 2008,) 
및 치료식에 대한 급식만족도(Yi 등 2009)가 식대 

급여화와는 연계되지 않은 채 단편적으로 조사되었

으며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급식만족도와 식대 급여

화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연구(Hwang & Kwon 
2008)가 일부 보고되었을 뿐 식대 급여화 실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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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급식관리 측면에서 현황을 파악한 연구

는 미비하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병원

을 대상으로 환자식, 직원식, 급식시설 · 설비, 환자 

서비스관리에 대한 병원급식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환자식의 비용 분석 및 수가책정 시 적용항목을 포

함한 식대 급여화 실태를 조사하여 향후 환자식 급

여화 체계의 확립 및 효율적인 보험 재정의 분배를 

위한 시스템 구축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조사 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급식 및 임상영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지역 소재 의료기관 87개를 전수조사하였다. 총 

20개 종합전문병원과 32개 종합병원과 병의원 35개
를 대상으로 하여 2009년 7월 6일∼7월 24일까지 우

편으로 설문지와 설문 작성지침을 발송하였다. 이 

중 44부를 회수하였으며(회수율 50.6%) 조사내용에 

대한 응답 중 미비한 사항은 전화로 확인하는 과정

을 거친 후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2. 조사 내용

설문지의 내용은 선행연구(Kim 등 1996; Kim 등 

2000b; Kim 등 2003)를 참고하여 의료기관의 일반적 

특성, 의료기관 급식서비스 운영 현황, 환자식 급여

화 현황으로 구성되었으며 자료 작성은 2009년 6월
을 기준으로 하였다. 설문조사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정확한 자료를 얻기 위해 설문 문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담은 설문 작성지침을 함께 제공하

였다.
의료기관의 일반적 특성에는 병원 유형, 병상수, 

병동수, 평균 재원기간, 영양부서의 편제가 포함되

었다.

의료기관 급식서비스 운영 현황은 환자식 및 직

원식 운영 현황, 급식시설 · 설비 현황, 환자 서비스

관리로 구성되었으며, 환자식 운영 현황에서는 환자

식 유형별 식사 종류 및 1일 평균 식수, 식단 주기, 
환자식 제공시간을, 직원식 운영 현황에서는 운영 

형태, 1일 식수, 식단 주기, 식대, 원가 구성을 조사

하였다. 급식시설 ․ 설비 현황에는 조리장 면적, 배

선형태 및 방법, 식기세척방법, 오염구역에 대한 물

리적 구획,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작업대의 구분사

용, 경관유동식 조제 전담구역 확보, 급식기기 및 시

설 30개에 대한 보유 현황이 포함되었다. 조리장 면

적은 사무실, 탈의실, 샤워실, 화장실, 영양상담실을 

제외한 주 조리공간을 대상으로 산출하였다. 환자 

서비스관리에서는 병동 식사 순회점검 실시 여부 및 

횟수, 대상 환자, 환자만족도 조사 실시 여부 및 횟

수, 조사항목, 2009년도 QI(Quality Improvement) 주제

를 조사하였다.
환자식 급여화 현황은 환자식의 비용 분석, 환자

식 유형별 수가책정 시 적용 항목으로 구성하였으

며, 비용 분석에는 환자식 수가, 원가 구성, 수입과 

지출관계를 포함하였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26
호(2006)에 근거한 수가책정 시 가산 적용항목은 일

반식의 경우 선택메뉴, 직영, 영양사, 조리사의 4가
지로, 영양사와 조리사는 의원급 각 1명 이상, 병원

급 이상은 각 2명 이상일 때 가산된다. 치료식의 경

우에는 직영, 영양사, 조리사의 3가지이고 영양사는 

4등급(1등급 15명 이상, 2등급 10∼14명, 3등급 6∼9
명, 4등급 3∼5명), 조리사는 2등급(1등급 5명 이상, 
2등급 3∼4명)으로 구분된다.

일반식은 밥, 죽, 미음, 소아식, 산모식을 포함하

였으며, 치료식은 일반식과 경관유동식, 멸균식, 비

급여식을 제외한 식사로 하였다. 환자식 제공시간은 

중간순서의 배식차를 기준으로 하여 실제 배식시간

을 조사하였고, 식단 주기는 실제 사용하고 매일 게

시되고 있는 식단을 기준으로 하였다. 병동 식사 순

회점검은 배식실태관리와 환자면접 등 포함하여 영

양팀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식사 회진인 경우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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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of medical
institution

Items

Tertiary hospital
(N=17)

General hospital
(N=11)

Hospital
(N=16)

Total
(N=44) Statistics

No. of beds1)

  No. of permitted beds 948.1±610.7a 437.0±242.7b 214.9±241.3b 553.7±529.6 F=12.78***

  No. of occupied beds 915.7±589.3a 409.6±240.6b 187.3±197.7b 524.3±512.4 F=13.93***

  The ratio of occupied beds (%)  97.2±4.7  92.8±9.4  90.6±11.9  93.7±9.3 F=2.24

No. of wards1)  20.4±14.2   8.5±4.8   9.9±19.1  13.5±15.4 F=2.87

Periods of hospitalization (day)1)   9.2±2.4  42.7±92.0  62.1±105.7  36.1±78.9 F=1.67

Organization of nutrition department in hospital2)

  Under medical division 16 (94.1) 8 (72.7) 2 (12.5) 26 (59.1) χ
2=25.61***

  Under administrative division  1 ( 5.9) 3 (27.3) 9 (56.2) 13 (29.5)

  Others  0 ( 0.0) 0 ( 0.0) 5 (31.3)  5 (11.4)

Independence of nutrition department2)

  Yes 16 (94.1) 9 (81.8) 9 (56.3) 34 (77.3) χ2=6.90

  No  1 ( 5.9) 2 (18.2) 7 (43.7) 10 (22.7)
1) Mean±SD
2) N (%)
***P＜0.001
a,b Tukey multiple comparison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hospitals.

시하는 것으로 하였다.

3. 자료 분석

본 조사 자료는 SAS 9.1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병원 

유형별 차이분석을 위해 χ2 분석과 분산분석(ANOVA)
을 이용하였으며, Tukey의 다중비교법(Tukey's multi-
ple comparison method)으로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결 과

1. 조사대상 의료기관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 병원에 대한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자료가 수집된 총 44개 병원을 유형별로 구분

해 보면 종합전문병원 17개(38.6%), 종합병원 11개
(25.0%), 병의원 16개(36.4%)였다. 허가병상수는 평균 

553.7 병상, 가동병상수는 평균 524.3 병상으로 평균 

가동률은 93.7%였으며 병원 유형에 따른 병상가동

률에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 평균 13.5 병동을 운영

하고 있었고, 평균 재원기간은 36.1일로 병원 유형별

로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영양부서의 병원편제는 진료부서 26개(59.1%), 행

정부서 13개(29.5%), 기타 5개(11.4%)였으며, 종합전

문병원의 경우 대부분 진료부서에 소속되어 있는 

반면, 병의원은 행정부서에 속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P＜0.001). 영양부서가 단독직제인 경우는 34개
(77.3%), 아닌 경우는 10개(22.7%)로 조사되었으며 

종합전문병원일수록 독립적인 부서로 운영되고 있

었다.

2. 의료기관 급식서비스 운영 현황

1) 환자식 운영 현황

환자식의 운영 방식은 Table 2에 제시하였다. 환

자식으로 제공되는 식사의 종류는 일반식 평균 4.4
종, 치료식 21.5종, 비급여식 1.1종으로 조사되었으며 

병원 유형별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일반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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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of medical
institution

Items

Tertiary hospital
(N=17)

General hospital
(N=11)

Hospital
(N=16)

Total
(N=44) Statistics

Type of meals (kinds)1)

  General diet    5.9±2.7a   4.7±2.6a   2.5±1.5b   4.4±2.7 F=9.12***

  Therapeutic diet   41.9±28.4a  15.6±13.7b   3.9±3.9b  21.5±25.3 F=16.93***

  Diet uncovered by health insurance    2.1±2.6a   1.4±2.1ab   0.0±0.0b   1.1±2.1 F=4.83*

No. of meals per day1)

  General diet 1,214.2±724.4a 508.4±306.5b 219.9±235.3b 676.2±659.9 F=17.27***

  Therapeutic diet  534.0±385.5a 163.6±182.4b  93.3±104.5b 281.2±329.8 F=12.86***

  Tube feeding  115.1±86.4  49.3±51.0 129.5±149.1 103.9±101.2 F=6.41

  Sterilized diet    7.6±15.6   0.4±1.2   0.0±0.0   3.0±10.2 F=3.04

  Diet uncovered by health insurance   14.1±23.1   6.4±18.0   0.0±0.0   7.1±17.7 F=2.87

Menu cycle (day)1)

  General diet   17.0±8.6ab  10.9±3.3a  18.8±9.5b  16.1±8.4 F=3.28*

  Therapeutic diet   15.8±8.1  10.5±3.2  17.5±9.0  15.1±7.9 F=2.61

Mealtime2)

  Breakfast

    7:00∼7:29  4 (23.5) 5 (45.4)  5 ( 31.3) 14 (31.8) χ2=11.98*

    7:30∼7:59 13 (76.5) 6 (54.6)  6 ( 37.4) 25 (56.8)

    After 8:00  0 ( 0.0) 0 ( 0.0)  5 ( 31.3)  5 (11.4)

  Lunch

    11:30∼11:59  0 ( 0.0) 0 ( 0.0)  3 ( 18.8)  3 ( 6.8) χ
2=14.44*

    12:00∼12:29 10 (58.8) 9 (81.8) 12 ( 75.0) 31 (70.4)

    12:30∼12:59  7 (41.2) 2 (18.2)  0 (  0.0)  9 (20.5)

    After 13:00  0 ( 0.0) 0 ( 0.0)  1 (  6.2)  1 ( 2.3)

  Dinner

    16:30∼16:59  0 ( 0.0) 0 ( 0.0)  1 (  6.2)  1 ( 2.3) χ2=11.11

    17:00∼17:29  0 ( 0.0) 3 (27.3)  6 ( 37.5)  9 (20.5)

    17:30∼17:59  9 (52.9) 5 (45.4)  3 ( 18.8) 17 (38.6)

    After 18:00  8 (47.1) 3 (27.3)  6 ( 37.5) 17 (38.6)

  Late-night snack

    19:00∼19:59  0 ( 0.0) 1 (11.1)  0 (  0.0)  1 ( 4.2) χ
2=5.16

    20:00∼20:59  8 (57.1) 3 (33.3)  0 (  0.0) 11 (45.8)

    21:00∼21:59  6 (42.9) 4 (44.5)  1 (100.0) 11 (45.8)

    After 22:00  0 ( 0.0) 1 (11.1)  0 (  0.0)  1 ( 4.2)
1) Mean±SD
2) N (%)
*P＜0.05, ***P＜0.001
a,b Tukey multiple comparison

Table 2. Operating information of meals for patients.

경우 종합전문병원(5.9종)과 종합병원(4.7종)이 병의

원(2.5종)에 비해 유의적으로 식사 종류가 많았으며

(P＜0.001), 치료식의 경우에도 종합전문병원(41.9종)

이 다른 유형보다 유의적으로 다양한 식사를 제공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P＜0.001). 병의원은 비급여

식이 제공되지 않는 반면, 종합전문병원은 평균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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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of medical
institution

Items

Tertiary hospital
(N=17)

General hospital
(N=11)

Hospital
(N=16)

Total
(N=44) Statistics

Operation type1)

  Self-operated 5 (29.4) 9 (81.8) 10 (62.5) 24 (54.5) χ
2=9.45

  Contracted 8 (47.1) 2 (18.2)  5 (31.3) 15 (34.1)

  Lease 3 (17.6) 0 ( 0.0)  1 ( 6.2)  4 ( 9.1)

  Etc. 1 ( 5.9) 0 ( 0.0)  0 ( 0.0)  1 ( 2.3)

No. of meals per day2)

  Weekday 1,798.7±1908.5a   683.1±493.0b   149.4±89.4b   854.1±1323.0 F=7.36**

  Saturday   699.2±728.9a   232.7±163.4b    74.6±36.1b   336.8±511.3 F=7.12**

  Sunday/Holiday   557.7±628.2a   256.2±207.8ab    60.6±34.1b   288.1±435.2 F=5.56**

Menu cycle (day)2)    22.2±9.6    15.6±9.5    19.9±10.3    19.5±9.9 F=1.40

Meal price (￦)2)

  Total price 2,771.1±601.8 2,683.3±806.0 3,144.4±1,599.3 2,872.3±1037.7 F=0.45

  Staff's share 1,482.1±735.3 1,154.5±1,099.4   884.6±1193.6 1,182.9±1021.8 F=1.17

Cost composition (%)2)

  Food cost    57.4±12.5    53.0±13.0    55.7±10.6    55.8±11.5 F=0.28

  Labor cost    33.9±6.7    37.8±11.9    38.1±10.1    36.4±9.2 F=0.72

  Overhead cost     8.7±8.5     9.2±6.6     6.2±3.9     7.7±6.5 F=0.61
1) N (%)
2) Mean±SD
**P＜0.01
a,b Tukey multiple comparison

Table 3. Information of meals for staff in hospitals.

종이 제공되고 있었다(P＜0.05).
1일 평균 식수는 일반식 676.2식, 치료식 281.2식, 

경관유동식 103.9식, 멸균식 3.0식, 비급여식 7.1식으

로 일반식과 치료식수의 경우 종합전문병원에서 유

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01).
식단 주기는 일반식이 평균 16.1일로 나타났으며, 

종합병원이 10.9일로 병의원의 18.8일에 비해 유의적

으로 짧게 나타났고(P＜0.05), 치료식은 평균 15.1일
로 병원 유형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환자식사 제공시간은 종합전문병원의 경우 대부

분(76.5%) 7시 30분∼7시 59분에 조식을 제공하였고, 
종합병원은 7시∼7시 29분과 7시 30분∼7시 59분의 

응답률이 유사하였으나, 병의원의 약 1/3은 8시 이

후에 제공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병원 유형별로 조

식제공 시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5). 중
식은 12시∼12시 29분이 70.4%로 많았으나 종합전

문병원에 비해 병의원의 중식 제공시간이 유의적으

로 빠른 경향을 보였다(P＜0.05). 석식은 17시 30분
∼17시 59분과 18시 이후가 각 38.6%로 다른 시간

대보다 많았다. 이는 석식에서 익일 조식까지의 간

격이 14시간 이내로 제공되어야 하는 병원신임평가

의 영양부문 11번 항목(대한병원협회 2009) 및 조리

사 가산 기준을 준수하여 환자 편이성을 고려한 급

식을 제공하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과 최소

한의 조리종사자 인력으로 급식을 하여야 하는 병

의원급의 차이를 보여준 결과라 할 수 있다. 야식은 

20시 00분∼20시 59분, 21시 00분∼21시 59분이 각 

45.8%로 많았다.

2) 직원식 운영 현황

병원 직원식의 운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운영형태는 직영 24개(54.5%), 위탁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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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of medical
institution

Classification

Tertiary hospital
(N=17)

General hospital
(N=11)

Hospital
(N=16)

Total
(N=44) Statistics

Area of kitchen (m2)1) 975.5±923.6a 385.3±266.2b 214.4±212.8b 567.5±704.4 F=6.40**

Area of kitchen/meal (m2)1)   0.5±0.3   0.4±0.1   0.4±0.3   0.5±0.2 F=0.50

Distribution type2)

  Centralized 15 ( 88.2) 11 (100.0) 10 (62.5) 36 (81.8) χ
2=7.82

  Decentralized  1 (  5.9)  0 (  0.0)  5 (31.3)  6 (13.6)

  Combinative  1 (  5.9)  0 (  0.0)  1 ( 6.2)  2 ( 4.6)

Setting food on a tray2)

  On worktable  2 ( 11.8)  5 ( 45.5) 12 (75.0) 19 (43.2) χ
2=19.17***

  By conveyor belt 15 ( 88.2)  5 ( 45.5)  2 (12.5) 22 (50.0)

  Others  0 (  0.0)  1 (  9.0)  2 (12.5)  3 ( 6.8)

Type of dish-washing2)

  Dishmachine 14 ( 82.3)  7 ( 63.6)  6 (37.4) 27 (61.4) χ2=9.48

  Hand-washing  0 (  0.0)  1 (  9.1)  5 (31.3)  6 (13.6)

  Dishmachine & hand-washing  3 ( 17.7)  3 ( 27.3)  5 (31.3) 11 (25.0)

No. of dishmachine1)3)   1.8±1.2a   1.2±0.6ab   0.8±0.7b   1.3±1.0 F=4.86*

Partition wall from contamination zone2)

  Yes 17 (100.0)  8 ( 72.7)  8 (50.0) 33 (75.0) χ
2=11.03**

  No  0 (  0.0)  3 ( 27.3)  8 (50.0) 11 (25.0)

Separate worktable for preventing cross-contamination2)

  Yes 16 ( 94.1) 10 ( 90.9) 11 (68.8) 37 (84.9) χ
2=4.47

  No  1 (  5.9)  1 (  9.1)  5 (31.2)  7 (15.1)

Exclusive area for preparing tube feeding2)

  Yes 13 ( 76.5)  3 ( 27.3)  5 (31.2) 21 (47.7) χ
2=15.51**

  No  3 ( 17.6)  2 ( 18.2)  8 (50.0) 13 (29.6)

  Others  1 (  5.9)  6 ( 54.5)  3 (18.8) 10 (22.7)
1) Mean±SD
2) N (%)
3) For respondents who had a dishmachine
*P＜0.05, **P＜0.01, ***P＜0.001
a,b Tukey multiple comparison

Table 4. Layout and work environment in hospital foodservice.

(34.1%), 임대 4개(9.1%), 기타 1개(2.3%)였으며, 1일 

식수는 평일 854.1식, 토요일 336.8식, 일요일 및 공

휴일 288.1식으로 종합전문병원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1). 식단 주기는 평균 19.5일이었고, 
병원 유형별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

식대는 실급식제공비용이 평균 2,872.3원인데 비해 

본인부담금액은 1,182.9원(실급식제공비용의 41.2% 수
준)으로 조사되었고, 실급식제공비용이 병의원이 높

게 나타났는데 이는 종합전문병원이나 종합병원이 대

량급식을 함으로써 절감된 원가의 효과에 기인한 것

으로 보인다. 직원식의 원가 구성은 식재료비 55.8%, 
인건비 36.4%, 기타경비 7.7%로 분석되었다.

3) 급식시설 ․ 설비 현황

병원급식소의 조리장 레이아웃(layout)과 작업환경

을 분석한 결과(Table 4), 조리장 면적은 평균 5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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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이었고, 종합전문병원은 975.5 m2로 종합병원 385.3 
m2, 병의원 214.4 m2에 비해 유의적으로 넓게 나타

났다(P＜0.01). 1식당 조리장 면적은 평균 0.5 m2로 

병원 유형별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조리장 

면적은 병원별 병상수에 따른 차이로 파악된다.
배선형태는 중앙배선이 81.8%로 가장 많았고, 병

동배선 13.6%, 혼합배선 4.6% 순으로 조사되었다. 
배선 시 컨베이어벨트(conveyor belt)를 사용하는 경

우가 50.0%로 나타났으며, 배선대를 이용하는 경우

도 43.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전문병원은 

주로 컨베이어벨트(conveyor belt)를 사용하는 반면

(88.2%), 병의원은 주로 배선대(75.0%)를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병원 유형에 따른 배선방법에 유

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P＜0.001). 
한 끼에 제공되는 식수가 많고 식사 종류도 다양한 

종합전문병원 및 종합병원의 특성상 정해진 시간 

내에 상차림을 하기 위해서는 배선용 컨베이어벨트

가 필수 구비 시설이라 할 수 있다.
식기세척방법을 조사한 결과, 주로 식기세척기를 이

용하거나(61.4%) 식기세척기와 수작업을 병행(25.0%)하
고 있었으며, 종합전문병원의 82.3%에서 식기세척기를 

이용하였으나, 병의원에서는 수작업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31.3%였다. 보유하고 있는 식기세척기는 평

균 1.3대였으며, 종합전문병원 1.8대로 병의원의 0.8
대 보다 유의하게 많았다(P＜0.05).

모든 종합전문병원이 오염구역을 물리적 구획을 

통해 공간적으로 분리하고 있었으나 병의원의 경우 

과반수(50.0%)에서 구획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유

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1). 교차오염 방지를 위

해 작업대의 구분사용은 종합전문병원의 94.1%, 종

합병원의 90.9%가 제대로 수행하고 있었으나 병의

원의 31.2%에서 구분 사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경관유동식 조제 전담구역 확보에 대해서

는 종합전문병원 76.5%에서 전담구역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나, 병의원의 경우 과반수(50.0%)에서 전

담구역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0.01).
급식기기 및 시설의 보유 현황은 Table 5와 같았

다. 전처리기기, 조리기기, 배식기기, 저장시설, 기타

로 구분했을 때 저장시설의 보유율이 가장 높은 경

향을 보였다. 총 30개의 항목 중 냉장고와 냉동고는 

모든 병원이 보유하고 있었으며, 비식품저장창고

(93.2%), 자동취반기(90.9%), 방충설비(90.9%), 칼 · 
도마 소독고(88.6%), 식품 · 식기운반차(88.6%)는 급

식 생산에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기구로 대부분의 

병원에서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적온급식을 위해 보온집기는 75.0%, 보온 · 보냉배

선차는 56.8%, 보온고는 75.0%, 보냉고는 59.1%를 

구비하고 있었다.
다양한 조리를 할 수 있는 오븐은 75.0%의 의료기

관이 보유하고 있었는데, 특히 종합전문병원에서의 보

유율이 높게 조사되었다(P＜0.001). 보온 · 보냉배선차

의 경우 종합전문병원 88.2%, 종합병원 54.6%, 병의원 

25.0%로(P＜0.01), 보냉고는 종합전문병원 82.4%, 종합

병원 54.6%, 병의원 37.5%로 보급상황에 유의적 차

이를 보였다(P＜0.05). 급식 생산 규모에 영향을 받

아 창고형 냉장고(P＜0.01)와 창고형 냉동고(P＜0.05)
의 보유율이 종합전문병원일수록 유의적으로 높게 

조사되었으며 샤워실이나 영양상담실 또한 종합전문

병원과 종합병원에 설치된 비율이 높았다(P＜0.05). 
병의원에서는 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컨베이

어벨트(18.8%, P＜0.001), 식품탈피기(18.8%, P＜0.01), 
식품절단기(31.3%, P＜0.001) 등의 보유율이 낮았으

며, 급식위생에 필수적인 고압호스(워터릴)는 31.3% 
(P＜0.01), 급식전용승강기도 18.8%(P＜0.01)만이 구

비하고 있었다.

4) 환자 서비스관리

(1) 병동 식사 순회점검

환자식에 대한 병동 식사 순회점검(meal rounding) 
현황을 Table 6에 제시하였다. 조사대상 44개 의료

기관 중 대부분인 41개(93.2%) 병원에서 병동 식사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특히 종합전문병원

의 경우 실시율이 100.0%였다. 실시횟수는 매일 실

시 26.8%, 주 2회 이상 36.6%, 주 1회 이상∼2회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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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of medical
institution

Items

Tertiary hospital
(N=17)

General hospital
(N=11)

Hospital
(N=16)

Total
(N=44) χ

2-value

Preparation

Food peeler machine 11 ( 64.7)1)  9 ( 81.8)  3 ( 18.8) 23 ( 52.3) 12.11**

Food slicer 16 ( 94.1) 10 ( 90.9)  5 ( 31.3) 31 ( 70.5) 18.60***

Food grinder 14 ( 82.4)  8 ( 72.7)  8 ( 50.0) 30 ( 68.2)  4.12

Cooking

Automatic rice cooker 17 (100.0) 11 (100.0) 12 ( 75.0) 40 ( 90.9)  7.70*

Gas kettle 12 ( 70.6) 10 ( 90.9) 12 ( 75.0) 34 ( 77.3)  1.64

Steam-jacketed kettle 17 (100.0)  8 ( 72.7)  9 ( 60.0) 34 ( 77.3)  8.06*

Griddle 16 ( 84.1) 10 ( 90.9) 11 ( 68.8) 37 ( 84.1)  4.47

Deep fat fryer  9 ( 52.9)  9 ( 81.8)  7 ( 43.8) 25 ( 56.8)  4.02

Convection oven 17 (100.0)  9 ( 81.8)  7 ( 43.8) 33 ( 75.0) 14.27***

Sterilizer for knifes & cutting boards 17 (100.0) 11 (100.0) 11 ( 68.8) 39 ( 88.6)  9.87**

Distribution and service

Conveyor belt 15 ( 88.2)  5 ( 45.5)  3 ( 18.8) 23 ( 51.3) 16.23***

Exclusive elevator for foodservice 11 ( 64.7)  8 ( 72.7)  3 ( 18.8) 22 ( 50.0)  9.99**

Cart for food or plate 17 (100.0)  9 ( 81.8) 13 ( 81.3) 39 ( 88.6)  3.55

Heat support cart  3 ( 17.7)  2 ( 18.2)  3 ( 18.8)  8 ( 18.2)  0.01

Split cart: refrigerated & convection heat 15 ( 88.2)  6 ( 54.6)  4 ( 25.0) 25 ( 56.8) 13.46**

Heat support utensil 15 ( 88.2)  7 ( 63.6) 11 ( 68.8) 33 ( 75.0)  2.68

Heat support tray  7 ( 41.2)  2 ( 18.2)  1 (  6.3) 10 ( 22.7)  5.90

Heat holder 16 ( 94.2)  7 ( 63.6) 10 ( 62.5) 33 ( 75.0)  5.41

Cold holder 14 ( 82.4)  6 ( 54.6)  6 ( 37.5) 26 ( 59.1)  6.99*

Storage

Reach-in refrigerator 17 (100.0) 11 (100.0) 16 (100.0) 44 (100.0)   -2)

Walk-in refrigerator 16 ( 94.1)  9 ( 81.8)  7 ( 43.8) 32 ( 72.7) 11.15**

Reach-in freezer 17 (100.0) 11 (100.0) 16 (100.0) 44 (100.0)   -2)

Walk-in freezer 14 ( 82.4)  8 ( 72.7)  6 ( 37.5) 28 ( 63.6)  7.69*

Dry storage area for food 17 (100.0)  9 ( 81.8) 10 ( 62.5) 36 ( 81.8)  7.79*

Storage area for non-food 16 ( 94.1) 11 (100.0) 14 ( 87.5) 41 ( 93.2)  1.64

Others

Water-reel (high-pressure hose) 14 ( 82.4)  4 ( 36.4)  5 ( 31.3) 23 ( 52.3) 10.12**

Insect control facilities 16 ( 94.1) 11 (100.0) 13 ( 81.3) 40 ( 90.9)  3.12

Exclusive toilet 14 ( 82.4)  9 ( 81.8)  9 ( 56.3) 32 ( 72.7)  3.44

Shower room 17 (100.0) 10 ( 90.9) 11 ( 68.8) 38 ( 86.4)  7.09*

Nutrition counseling office 14 ( 82.4) 10 ( 90.9)  8 ( 50.0) 32 ( 72.7)  3.79*
1) N (%)
2) 
χ

2-value couldn't be calculated because the possession ratio was 100% in all three types of hospital
*P＜0.05, **P＜0.01, ***P＜0.001

Table 5. Equipments and facilities in hospital food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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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of medical
institution

Classification

Tertiary hospital
(N=17)

General hospital
(N=11)

Hospital
(N=16)

Total
(N=44) χ

2-value

Meal rounding1)

Yes 17 (100.0) 10 (90.9) 14 (87.5) 41 (93.2)  2.15

No  0 (  0.0)  1 ( 9.1)  2 (12.5)  3 ( 6.8)

No. of meal rounding1)2)

Everyday  5 ( 29.4)  3 (30.0)  3 (21.4) 11 (26.8) 10.38*

2 times/week∼under everyday 10 ( 58.8)  3 (30.0)  2 (14.3) 15 (36.6)

Once/week∼1.9 times/week  2 ( 11.8)  4 (40.0)  9 (64.3) 15 (36.6)

Target inpatients1)2)3)

All 12 ( 70.6)  8 (80.0) 12 (85.7) 32 (78.1)  1.05

General diet  4 ( 23.5)  1 (10.0)  0 ( 0.0)  5 (12.5)  3.81

Therapeutic diet  3 ( 17.7)  2 (20.0)  1 ( 7.7)  6 (15.0)  0.83

Others  0 (  0.0)  0 ( 0.0)  1 ( 7.7)  1 ( 2.5)  2.13
1) N (%)
2) For respondents who implemented meal rounding
3) Multiple choice
*P＜0.05

Table 6. Meal rounding in hospitals.

Type of medical
institution

Classification

Tertiary hospital
(N=17)

General hospital
(N=11)

Hospital
(N=16)

Total
(N=44) Statistics

Survey about patient satisfaction1)

Yes 17 (100.0) 10 ( 90.9) 11 ( 68.8) 38 (86.4) χ
2=7.09*

No  0 (  0.0)  1 (  9.1)  5 ( 31.2)  6 (13.6)

No. of survey (times/year)2)3) 2.3±1.3 2.3±1.8 2.4±1.2 2.3±1.4 F=0.01

Contents of survey: Food quality attributes1)3)4)

Taste of food 16 ( 94.1)  9 ( 90.0) 10 ( 90.9) 35 (92.1) χ2=0.18

Well-seasoned dishes 14 ( 82.4)  8 ( 80.0) 11 (100.0) 33 (86.8) χ
2=2.38

Portion size 16 ( 94.1)  6 ( 60.0) 10 ( 90.9) 32 (84.2) χ
2=6.03*

Appearance 12 ( 70.6)  4 ( 40.0)  6 ( 54.6) 22 (57.9) χ2=2.49

Temperature 17 (100.0)  9 ( 90.0) 10 ( 90.9) 36 (94.8) χ
2=1.72

Others  9 ( 52.9)  4 ( 40.0)  4 ( 36.4) 17 (44.7) χ
2=0.87

Contents of survey: Service quality attributes1)3)4)

Kind of personnel 17 (100.0) 10 (100.0) 10 ( 90.9) 37 (97.4) χ
2=2.52

Sanitation of tableware 14 ( 82.4)  7 ( 70.0) 11 (100.0) 32 (84.2) χ
2=3.62

Appropriate time to serve 14 ( 82.4)  6 ( 60.0) 10 ( 90.9) 30 (79.0) χ2=3.23

Others  4 ( 25.0)  0 (  0.0)  2 ( 18.2)  6 (16.7) χ
2=2.62

1) N (%)
2) Mean±SD
3) For respondents who implemented the survey about patient satisfaction
4) Multiple choice
*P＜0.05

Table 7. Patient satisfaction for food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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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of medical
institution

Themes

Tertiary hospital
(N=17)

General hospital
(N=11)

Hospital
(N=16)

Total
(N=44) χ2-value

Menu management 9 (52.9)1) 3 (27.3) 2 (12.5) 14 (31.8) 6.35*

Work management 2 (11.8) 1 ( 9.1) 2 (12.5)  5 (11.4) 0.08

Distribution management 2 (11.8) 0 ( 0.0) 1 ( 6.3)  3 ( 6.8) 1.47

Sanitation management 3 (17.7) 1 ( 9.1) 1 ( 6.3)  5 (11.4) 1.14
1) N (%), Multiple choice
*P＜0.05

Table 8. Themes of QI (Quality Improvement) related with foodservice management in 2009.

만 36.6%로 조사되었으며, 병원 유형별 유의적 차이

를 보였다(P＜0.05). 병동 순회 대상 범위는 전체 환

자 78.1%, 일반식 12.5%, 치료식 15.0%, 기타 2.5%
이었고 3가지 병원 유형 모두에서 전체 환자를 대

상으로 병동순회를 실시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2) 환자만족도 조사

환자만족도 조사는 Table 7과 같이 조사대상 44개 

의료기관 중 38개(86.4%) 병원에서 실시하고 있었으

며 종합전문병원의 경우 실시율이 100.0%인 반면, 
병의원은 68.8%로 병원 유형별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고(P＜0.05) 설문조사 횟수는 평균 2.3회/년이었

다. 설문 내용 중 음식 품질 측면에서는 온도(94.8%), 
맛(92.1%), 간(86.8%), 1인분량(84.2%), 외관(57.9%), 
기타(44.7%) 순으로 조사항목에 포함되고 있었으며 

특히 1인 분량에 대해서는 종합전문병원과 병의원

에서 설문조사에 포함되는 비율이 유의적으로 높았

다(P＜0.05). 급식서비스 측면에서는 배식원의 친절

성(97.4%), 식기류의 청결성(84.2%), 배식시간의 적절

성(79.0%) 순으로 조사항목에 포함되고 있었다.

(3) QI 주제

2009년도에 병원 영양부서에서 실시한 QI(Quality 
Improvement) 주제는 Table 8에 제시한 바와 같다. 급
식관리 분야에서는 메뉴관리(31.8%), 작업관리(11.4%), 
위생관리(11.4%), 배식관리(6.8%)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으며 특히 메뉴관리는 병원 유형별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5). 메뉴관리의 경우 메뉴개발

을 통한 식사만족도 향상, 비용절감을 위한 표준레

시피 재정비, 치료식 맞춤 영양서비스 제공을 통한 

식사모델 개발, 저염식 환자의 효과적인 중재 방안 

모색 및 염도 표준화, 잔반 줄이기 활동 등이 있었

고, 작업관리 부문에는 식사처방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업무 효율화, 조리장 리모델링을 통한 공간 활

용 등이, 위생관리 부문에는 HACCP 시스템 구축을 

통한 환자식 품질 안정성 향상, 경관유동식 위생관

리 등이, 배식관리 부문에는 치료식 상차림 정확도 

향상, 배식방법 비교분석을 통한 효율성 제고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환자식 급여화 현황

1) 환자식의 비용 분석

환자식의 수가, 원가, 수입과 지출관계에 대한 분

석결과는 Table 9와 같다. 보험급여수가는 일반식 

평균 4,938.9원, 치료식 5,199.8원, 경관유동식 4,067.0
원, 멸균식 9,950.0원, 비급여식 18,383.4원으로 조사

되었으며, 일반식과 치료식의 경우 병의원에서 유의

적으로 낮게 나타났다(P＜0.001).
환자식 중 일반식의 원가 구성은 평균 식재료비 

48.3%, 인건비 44.0%, 기타경비 7.7%로 조사되었으

며, 종합전문병원의 경우 식재료비가 유의적으로 낮

게 나타난 반면(P＜0.001) 인건비는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1). 치료식은 식재료비 평균 47.9%, 
인건비 44.5%, 기타경비 7.6%로 조사되어, 일반식과 

같이 종합전문병원의 경우 병의원에 비해 식재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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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of medical
institution

Items

Tertiary hospital
(N=17)

General hospital
(N=11)

Hospital
(N=16)

Total
(N=44) Statistics

Health insurance fee (￦)1)

General diet  5,249.4±348.8a  5,354.5±407.4a  4,323.1±956.2b  4,938.9±791.3 F=11.37***

Therapeutic diet  5,561.8±441.4a  5,571.0±327.6a  4,440.8±797.7b  5,199.8±764.8 F=17.51***

Tube feeding  4,030.0±0.0  4,030.0±0.0  4,182.5±725.4  4,067.0±345.7 F=0.57

Sterilized diet  9,950.0±0.0  9,950.0±0.0  9,950.0±0.0  9,950.0±0.0 -

Diet uncovered by health insurance 19,408.4±13,714.3 14,966.7±2,50.1 - 18,383.4±12,095.7 F=0.29

Cost composition of general diet (%)1)

Food cost     39.4±10.1b     51.8±11.8a     56.0±10.5a     48.3±12.9 F=9.40***

Labor cost     51.6±9.9a     40.3±10.3b     37.9±9.5b     44.0±11.7 F=7.73**

Overhead cost      9.0±8.6      7.9±6.9      6.1±3.3      7.7±6.6 F=0.69

Cost composition of therapeutic diet (%)1)

Food cost     39.6±10.2b     49.0±11.4ab     57.8±10.4a     47.9±13.2 F=10.08***

Labor cost     51.3±10.3a     42.9±8.9ab     36.9±9.8b     44.5±11.6 F=7.08**

Overhead cost      9.1±8.7      8.1±6.8      5.3±3.0      7.6±6.8 F=1.10

Balance of receipts (R) and disbursements (D)2)

R＞D  3 (17.6) 2 (18.2) 9 (56.3) 14 (31.8) χ2=9.09

R＜D 12 (70.6) 6 (54.5) 4 (25.0) 22 (50.0)

R=D  2 (11.8) 3 (27.3) 3 (18.7)  8 (18.2)

When R＜D, excess amount per meal (￦/meal)2)

＜50  1 (14.3) 0 ( 0.0) 0 ( 0.0)  1 ( 6.7) χ
2=14.00

50∼99  0 ( 0.0) 1 (20.0) 0 ( 0.0)  1 ( 6.7)

100∼199  1 (14.3) 3 (60.0) 0 ( 0.0)  4 (26.6)

200∼299  1 (14.3) 0 ( 0.0) 0 ( 0.0)  1 ( 6.7)

300∼399  1 (14.3) 0 ( 0.0) 1 (33.3)  2 (13.3)

400∼499  0 ( 0.0) 1 (20.0) 0 ( 0.0)  1 ( 6.7)

500≤  3 (42.8) 0 ( 0.0) 2 (66.7)  5 (33.3)
1) Mean±SD
2) N (%)
**P＜0.01, ***P＜0.001
a,b Tukey multiple comparison

Table 9. Cost information of meals for patients.

가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난 반면(P＜0.001) 인건비는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1).
환자급식 수입과 지출관계를 분석한 결과, 수입＞

지출이 31.8%, 수입＜지출이 50.0%, 수입=지출 18.2%
로 나타났으며, 종합전문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지출

이 많은 경향을 보였다. 지출 초과금액은 500원 이

상이 33.3%로 가장 많았고, 종합전문병원과 병의원

에서는 500원 이상이, 종합병원에서는 100∼199원 

초과지출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2006년 

입원환자식대의 급화 이후 동결된 식대에 대한 대

책안 마련이 필요함을 반영한 결과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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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of medical
Type institution
of meals Items

Tertiary hospital
(N=17)

General hospital
(N=11)

Hospital
(N=16)

Total
(N=44) Statistics

General diet

No. of items applied1)

0  0 (  0.0)  0 (  0.0) 6 (37.5)  6 (13.6) χ
2=25.58**

1  0 (  0.0)  0 (  0.0) 1 ( 6.3)  1 ( 2.3)

2  1 (  5.9)  1 (  9.1) 5 (31.2)  7 (15.9)

3  9 ( 52.9)  4 ( 36.4) 0 ( 0.0) 13 (29.6)

4  7 ( 41.2)  6 ( 54.6) 4 (25.0) 17 (38.6)

Mean±SD 3.4±0.6a 3.5±0.7a 1.7±1.6b 2.8±1.4 F=12.16***

Items applied1)2)

Selective menu 17 (100.0) 10 ( 90.9) 6 (37.5) 33 (75.0) χ
2=19.15***

Self-operated  7 ( 41.2)  8 ( 72.7) 8 (50.0) 23 (52.3) χ2=2.72

Dietitian 17 (100.0)  9 ( 81.8) 6 (37.5) 32 (72.7) χ
2=16.84***

Cook 16 ( 94.1) 11 (100.0) 7 (43.8) 34 (77.3) χ
2=16.22***

Therapeutic diet

No. of items applied1)

0  0 (  0.0)  0 (  0.0) 7 (53.9)  7 (17.5) χ
2=23.34***

1  2 ( 11.8)  0 (  0.0) 3 (23.0)  5 (12.5)

2  8 ( 47.0)  5 ( 50.0) 1 ( 7.7) 14 (35.0)

3  7 ( 41.2)  5 ( 50.0) 2 (15.4) 14 (35.0)

Mean±SD 2.3±0.7a 2.5±0.5a 0.8±1.1b 1.9±1.1 F=14.85***

Items applied1)2)

Self-operated FS  7 ( 41.2)  7 ( 70.0) 5 (38.5) 19 (47.5) χ
2=2.73

Dietitian (1st grade)  2 ( 11.8)  0 (  0.0) 0 ( 0.0)  2 ( 5.0) χ
2=2.85

Dietitian (2nd grade)  3 ( 17.7)  0 (  0.0) 0 ( 0.0)  3 ( 7.5) χ2=4.39

Dietitian (3rd grade)  6 ( 35.3)  1 ( 10.0) 0 ( 0.0)  7 (17.5) χ
2=6.88*

Dietitian (4th grade)  6 ( 35.3)  7 ( 70.0) 3 (23.1) 16 (40.0) χ
2=5.46

Cook (1st grade)  7 ( 41.2)  7 ( 70.0) 1 ( 7.7) 15 (37.5) χ2=9.53**

Cook (2nd grade)  8 ( 47.1)  3 ( 30.0) 2 (15.4) 13 (32.5) χ
2=3.41

Tube feeding

Items applied1)2)

Direct-prepared  0 (  0.0)  0 (  0.0) 1 (12.5)  1 ( 3.0) χ2=3.22

Commercial 17 (100.0)  8 (100.0) 7 (87.5) 32 (97.0)
1) N (%)
2) Multiple choice
*P＜0.05, **P＜0.01, ***P＜0.001
a,b Tukey multiple comparison

Table 10. Health insurance coverage for meals of patients.

2) 수가책정 시 적용 항목

수가책정 시 가산 적용되는 항목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일반식의 경우 4가지 항목 

중 평균 2.8개의 항목을 적용받고 있었고, 3개 이상

을 적용받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였다(3개 적용 

29.6%, 4개 적용 38.6%). 종합전문병원의 경우 평균 

3.4개, 종합병원의 경우 3.5개 항목을 적용받는 반면, 
병의원은 1.7개로 유의적으로 적용 항목수가 적게 

나타났다(P＜0.001). 적용받는 세부항목으로는 조리사

(77.3%), 선택메뉴(75.0%), 영양사(72.7%), 직영(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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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으로 나타났다. 선택메뉴는 모든 종합전문병원과 

90.9%의 종합병원이 적용받는 반면, 병의원은 37.5%
만이 적용 대상으로 조사되었다(P＜0.001). 영양사(P＜ 
0.001)와 조리사(P＜0.001) 항목에 대해서도 종합전

문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적용 비율이 유의적으로 높

게 나타났다.
치료식의 경우 평균 1.9개의 항목을 적용받고 있

었고, 2개 이상의 항목을 적용받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였다(2개 35.0%, 3개 35.0%). 종합전문병원의 

경우 평균 2.3개의 항목이 수가 책정에 반영되었고, 
종합병원은 2.5개, 병의원은 0.8개의 항목을 적용받

고 있어 종합병원 이상과 병의원간의 유의적인 차이

를 보였다(P＜0.001). 치료식 수가 적용 항목으로 직

영(47.5%), 영양사 4등급(40.0%), 조리사 1등급(37.5%)
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영양사 가산의 경우 

종합전문병원의 경우 3∼4등급(각 35.3%), 종합병원

은 4등급(70.0%)의 가산을 적용받는 비율이 높게 나

타났다.
경관유동식에서는 조제(3.0%)보다는 상업용 제품

(97.0%)의 사용률이 높게 조사되었다.

고 찰

조사대상 44개 의료기관 영양부서의 병원편제는 진

료부서(59.1%)과 행정부서(29.5%)로 크게 구분되며 종

합전문병원의 경우 94.1%가 진료부서에 소속되어 있

는 반면, 병의원은 56.2%가 행정부서에 속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영양부서가 단독직제인 경우는 77.3%
였고 종합전문병원은 94.1%, 종합병원은 81.8%가 독

립적인 부서로 운영되고 있었다. 2000년에 조사된 

Kim 등(2001a)의 연구에서는 영양과 혹은 영양실로 

독립되어 있는 의료기관이 80.6%, 원무과나 총무과

에 소속되어 있으며 영양계로 존재하는 의료기관이 

9.7%, 개인 영양사가 원무과 또는 총무과 직원으로 

고용되어 있는 경우가 9.7%로 조사되었고 3차 의료

기관의 경우 90.9%가 영양과 혹은 영양실로 독립되

어 있었다. 조사시점에 9년의 시간적 흐름에도 불구

하고 영양부서의 편제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1식당 조리장 면적은 평균 0.5 m2로, 주요 조리장 

면적을 400병상 이상 0.52 m2, 400병상 미만 0.62 m2

로 보고된 Lee 등의 연구(2003a) 및 서울, 경기, 인

천지역 400병상 이상 병원의 병상당 조리장 평균면

적 0.8 m2(Kim 등 2000b) 비교할 때 조리장 공간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의 0.95 m2(Ste-
vens & Scriven 2000), 일본의 400병상 이상 0.56 m2, 
400병상 미만 0.60 m2(日本廚房機器工業會 & 敎育情
報小委員會 1987), 일반위생관리기준과 HACCP 제도 

적용을 위해 Lee 등(2003b)에 의해 개발된 병원급식 

시설모델의 1병상당 면적인 종합전문요양기관 1.11 
m2, 중소종합병원 0.95 m2에 비해서 국내 의료기관

의 조리장 면적이 다소 협소한 것으로 사료된다.
1997년에 40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와 비교해볼 때(Kim 등 2000b) 배선형태

나 식기세척기, 급식전용승강기, 영양상담실 보유율

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모든 배식차를 온장차로 

구비한 비율이 16.6%, 일부 구비한 비율이 26.7%였

던 것이 본 연구에서는 종합전문병원의 88.2%, 종합

병원의 54.6%가 보온보냉배선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적온급식을 위한 장비가 확충된 

것을 알 수 있다.
조리장의 오염구역을 물리적 구획을 통해 공간적

으로 분리하고 있는 비율이 종합전문병원의 경우 

100.0%, 종합병원 72.7%, 병의원 50.0%로 평균 75.0%
였고,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작업대의 구분사용은 

종합전문병원의 94.1%, 종합병원의 90.9%가 제대로 

수행하고 있었다. 2000년에 전국 종합전문병원과 종

합병원 34개소를 대상으로 조사된 자료에서 주방을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으로 구분하는 병원은 85.3%였

고, 칼, 도마, 그릇의 구분 사용이 익힌 음식과 날 

음식에 대해서는 100.0%, 육류와 생선, 채소와 과일

에 대해서는 94.1%로 보고된 것과 크게 차이가 없

었다(Kim 등 200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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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44개 의료기관 중 대부분인 41개(93.2%) 
병원에서 병동 식사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특히 종합전문병원의 경우 실시율이 100.0%였는데, 
Lee & Lee(2000)의 연구에서 영양사의 정기적인 식

사 회진이 평균 35.4%의 실시율을 보인 것과 비교

할 때 환자들의 식사에 대한 불만족요인의 파악 및 

식사 정보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개선되었

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병동 순회 대상 범위는 전

체 환자 78.1%, 일반식 12.5%, 치료식 15.0%, 기타 

2.5%이었고 3가지 병원 유형 모두에서 전체 환자를 

대상으로 병동순회를 실시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치료식에 대한 설명을 들은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 밥류와 반찬류의 섭취량이 높았고

(Kim 등 2008) 치료식 설명에 대한 만족도 및 영양

관리의 도움 정도는 음식 요인 및 서비스 요인에 

대한 만족도와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므로

(Yi 등 2009) 병동 식사 순회점검을 통해 환자식에 

대한 설명 및 식사 수응도 점검 등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병원 영양서비스에서의 질 관리 활동은 급식의 

질 향상과 영양적 치료, 환자의 영양서비스 만족도 

증진을 목표로 영양부서 전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

제점을 발견하여 개선해 나가고, 업무를 표준화시키

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개선방법이다(Kim 1997). 
미국 병원 급식부서의 88.5%가 총체적인 질 향상을 

위해 QI(Quality Improvement)를 실행하고 있으며

(Sawyer & Richards 1994) 국내에서도 급식시설의 리

모델링을 통해 작업환경 및 환자만족도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고(Lee & Chang 2003) 6 시그마 기법을 

적용하여 전반적인 급식 프로세스를 표준화함으로

써 병원급식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Chung 등 2007). 국내 병원 영양부서의 영양서비스 

개선활동 중 TQM을 위한 검색지표로는 음식에 대

한 불만조사(89.2%), 배식태도 조사(72.7%), 기기 조

사(48.3%), 새로운 식품 사용(36.4%), 노동생산성 측

정(33.5%)으로 보고되었는데(Kim 등 2000a) 2009년
도에 병원 영양부서에서 실시한 급식관리 분야의 

QI(Quality Improvement) 주제가 메뉴관리(31.8%), 작

업관리(11.4%), 위생관리(11.4%), 배식관리(6.8%) 순

으로 본 연구에서도 조사되었으며 환자 입장에서 

병원급식에 대해 만족 혹은 불만을 거론할 때 가장 

빈번히 출현하는 단어가 음식, 선택, 종업원으로 분

석되어(Johns 등 2010) 병원급식서비스 질 관리에서 

음식 및 메뉴 관리가 가장 중점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서울 · 경기 지역 소재 400병상 이상 45개 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1999년 자료에서는(Yang 등 2000) 
평균 환자식비가 5,608.0원이었고, 서울 · 경인지역의 

환자식을 위탁급식으로 운영하는 30개 병원을 대상

으로 조사한 2002년 자료에 따르면(Kim 등 2003) 일
반식은 상식 기준으로 평균 5,575.9원, 치료식은 당

뇨식 1,800 kcal 기준으로 6,310.7원이었으며 400병상 

미만에서 일반식 4,950.0원, 치료식 5,554.6원, 400병
상 이상에서 일반식 6,017.7원, 치료식 6,800.0원으로 

병상규모에 따라 식대에 유의적 차이를 보였다(P＜ 

0.01). 본 연구에서 조사된 보험급여수가인 일반식 

평균 4,938.9원, 치료식 5,199.8원과 비교해 볼 때, 물
가상승률을 배제하더라도 식대 급여화 후 일반식은 

500원 이상, 치료식은 1,000원 이상 삭감된 것으로 

분석된다. 식대 급여화 후 전국 의료기관의 급식 수

가를 조사한 결과(황 등 2007), 일반식 4,205원, 치료

식 4,434원으로 나타나 지방으로 갈수록 환자식 수

가는 더 낮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환자식 중 일반식의 원가 구성은 식재료비 평균 

48.3%, 인건비 44.0%, 기타경비 7.7%, 치료식은 식재

료비 평균 47.9%, 인건비 44.5%, 기타경비 7.6%로 

조사되었다. 위탁으로 운영되는 병원급식의 경우 1
식당 계약단가의 구성비가 식재료비 53.4∼55.1%, 
인건비 28.7∼32.5%, 기타경비 12.2∼18.7%로 조사된 

결과와 비교할 때(Kim 등 2003), 본 연구 조사대상 

중 병의원의 값과 유사하며 종합전문병원의 경우 

인건비 비율이 훨씬 높게 조사되었다. 이는 병원 유

형별로 제공되는 식사 종류의 차이에 기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일반식의 경우 종합전문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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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5.9종)과 종합병원(4.7종)이 병의원(2.5종)에 비해 

유의적으로 식사 종류가 많았으며(P＜0.001), 치료식

의 경우에도 종합전문병원(41.9종)이 다른 유형보다 

유의적으로 다양한 식사를 제공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P＜0.001). 또한 병의원은 비급여식이 제공되지 

않는 반면, 종합병원은 평균 2.1종이 제공되고 있었

다(P＜0.05). 따라서 종합전문병원의 경우 다품종의 

식사 제공을 위해 치료식에 대한 전문적 지식 및 

조리능력을 갖고 있는 조리인력이 다수 필요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인건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식 수가책정에 가산 적용되는 항목 중 선택

메뉴의 실시율은 75.0%로 모든 종합전문병원과 

90.9%의 종합병원이 적용받는 반면, 병의원은 37.5%
만이 적용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1994년 6월 L병원

에서 선택식단제가 처음 시작된 이래 1999년에는 서

울에서 8개 병원이 실시한 것(Choi 등 1999)과 비교

할 때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는 일반식에 

대한 선택메뉴 제공이 보편화된 것으로 파악된다. 
환자들은 선택메뉴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며

(Gam 등 2007; Shin 2007) 선택 식단제가 병원 이미

지 향상에 영향을 준다는데 환자 뿐 아니라 급식담

당 영양사도 공감하였고 있으나 실제로 선택메뉴를 

이용하는 이유는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

이 57.9%로 좋아하는 메뉴이기에 선택하는 경우

(28.9%)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Choi 등 1999). 치료

식 환자를 대상으로 급식만족도를 조사한 결과(Yi 
등 2009) 총 10개 항목 중 식단의 선택성이 2.4(5점 

만점)으로 가장 불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선택메뉴의 

질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서울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87개 의료

기관을 대상으로 2009년 7월 6일∼7월 24일까지 우

편설문조사를 실시하여 44개 기관(회수율 50.6%)의 

환자 급식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식대 급여화 실태

를 조사하여 향후 환자식 급여화 체계의 확립 및 

효율적인 보험 재정의 분배를 위한 시스템 구축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1. 총 44개 조사대상 병원 중 종합전문병원 17개

(38.6%), 종합병원 11개(25.0%), 병의원 16개(36.4%)
였다. 허가병상수는 평균 553.7병상, 가동병상수는 

평균 524.3병상으로 평균 가동률은 93.7%이었으

며 영양부서의 병원편제는 주로 진료부서에 속해 

있었고(59.1%) 단독직제인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

였다(77.3%).
2. 환자식으로 제공되는 식사의 종류는 일반식의 경

우 종합전문병원(5.9종)과 종합병원(4.7종)이 병의원

(2.5종)에 비해 유의적으로 식사 종류가 많았으며

(P＜0.001), 치료식의 경우에도 종합전문병원(41.9
종)이 다른 유형보다 유의적으로 다양한 식사를 

제공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P＜0.001). 1일 평균 

식수는 일반식 676.2식, 치료식 281.2식, 경관유동

식 103.9식, 멸균식 3.0식, 비급여식 7.1식이었다. 
3. 병원 직원식의 운영형태는 직영 54.5%, 위탁 34.1%, 

임대 9.1%이었고 평일 854.1식/일, 토요일 336.8식/
일, 일요일 및 공휴일 288.1식/일이었다. 식대는 

실급식제공비용이 평균 2,872.3원인데 비해 본인

부담금액은 1,182.9원(실급식제공비용의 41.2% 수

준)으로 조사되었으며 식재료비 55.8%, 인건비 

36.4%, 기타경비 7.7%로 분석되었다.
4. 1식당 조리장 면적은 평균 0.5 m2이었고 중앙배

선 방식으로(81.8%) 식기세척기 단독 혹은 수작

업 병행으로 세척하였고(86.4%) 조리장의 오염구

역에 대한 물리적 구획, 작업대 구분사용, 경관유

동식 조제 전담구역 확보 및 적온급식을 위한 보

온보냉설비 보유율은 종합전문병원에서 높게 조

사되었다.
5. 대부분의 병원에서 병동 식사 순회점검(93.2%)과 

환자만족도 조사(86.4%)를 실시하였고 2009년에 

급식관리 분야에서는 메뉴관리(31.8%)를 QI 주제

로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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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험급여수가는 일반식 평균 4,938.9원, 치료식 

5,199.8원, 경관유동식 4,067.0원, 멸균식 9,950.0원, 
비급여식 18,383.4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일반식과 

치료식의 경우 병의원에서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

났다(P＜0.001). 환자식 중 일반식의 원가 구성은 

식재료비 평균 48.3%, 인건비 44.0%, 기타경비 

7.7%였고 치료식은 식재료비 평균 47.9%, 인건비 

44.5%, 기타경비 7.6%로 조사되었으며, 종합전문

병원이 병의원에 비해 식재료비가 유의적으로 낮

게 나타난 반면(P＜0.001) 인건비는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1). 환자급식 수입과 지출관

계를 분석한 결과, 수입이 지출보다 적은 경우가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7. 수가책정 시 일반식의 경우 4가지 가산 적용 항

목 중 평균 2.8개, 종합전문병원은 평균 3.4개, 종
합병원은 3.5개, 병의원은 1.7개를 적용받았다. 적
용받는 세부항목으로는 조리사(77.3%), 선택메뉴

(75.0%), 영양사(72.7%), 직영(52.3%) 순이었다. 치

료식의 경우 평균 1.9개, 종합전문병원은 2.3개, 종
합병원은 2.5개, 병의원은 0.8개의 항목을 적용받

고 있었으며, 수가 적용 항목으로 직영(47.5%), 영
양사 4등급(40.0%), 조리사 1등급(37.5%)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경관유동식에서는 조제(3.0%)보다

는 상업용 제품(97.0%)의 사용률이 높게 조사되

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병원 영양부서는 급

식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급식 환경 또한 개선되고 있다. 환자의 식사 

만족감 및 수응도를 높이기 위해 적온급식기기를 

확보하고 위생으로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해 작업

대 구분 사용, 조리장의 물리적 구획 설치, 경관유

동식 조제 전담구역 확보의 노력을 기울이는 의료

기관이 증가하고 있다. 식당에서 급식을 제공하는 

일반 급식소와는 달리 병동으로 식사를 운반해야 

하는 환자식에서 적온급식기기 보유는 음식의 질 

확보에 중요하다. 또한 영양강화제를 이용한 특별 

조제가 필요한 경관유동식의 경우 독립된 조제 공

간과 별도의 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경관유동

식은 별도로 수가가 책정되지 않고 치료식 수가인 

4,030원으로 제공하기에 저가의 표준 제제를 이용하

더라도 하루 1,200∼1,500 kcal 이상 공급하기 어려

울 정도이며, 높은 영양 밀도로 인해 세균감염의 위

험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자체 조제된 치료유동식으

로 공급 시 상업용 경장영양액을 사용하는 것보다 

유리한 수가를 받을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2006). 따라서 식재료비를 근거로 하여 식대를 

산정하고 이에 운영방법, 메뉴의 선택 여부, 영양사 

및 조리사 수에 따라 가산하는 현행 방식은 병원급

식의 현장의 특성을 외면한 것으로, 환자식이 일반

인을 대상으로 하는 급식과는 달리 환자 질환에 따

라 적합한 식사를 제공하는 진료지원의 의미를 갖

는 점을 고려할 때, 앞서 기술한 환자식 품질 향상

을 위한 의료기관의 노력을 식대 수가 책정에 반영

하여야 한다. 환자 입장에서 병원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 감소라는 표면적 효과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

고, 환자 스스로도 다양한 메뉴의 제공 및 식사의 

질 관리를 위한 제도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

서 물가 상승을 감안하지 않은 채 4년째 고정되어 

있는 기준 식대가 이 상태로 계속 유지된다면 환자

식의 품질 및 만족도 급락은 예견되는 바이다. 그러

므로 병원 고유의 급식운영체계를 존중하고 다양한 

환자식의 특성이 반영된 환자식 급여화 제도로 개

선하기 위해서는 병원유형별로 환자급식의 운영상 

구조적 부분인 시설 · 설비, 인적 요소와 관련된 환

자 서비스 관리 부분인 병동 식사 순회점검, 환자만

족도 조사, QI 활동을 통한 질관리에 차이가 나타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기본 수가에서 이에 대한 

비용이 반영되어야 하며, 가산항목에 대하여서도 항

목, 금액 및 기준의 타당성이 재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단순히 식대를 정하고 가산항목 몇 가지를 제

시하여 이를 충족하면 수가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병원급식의 수준을 끌어올리려는 top-down 방

식보다는 환자식사 운영 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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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통해 인적 요소, 시설, 운영 매뉴얼 등 병원급

식의 구조적인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

정하여 국가 차원에서의 환자식사의 수준을 제시할 

수 있는 차별화된 가산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대한 

평가도구를 마련하여 지속적인 관리 ․ 감독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하향평준화가 아닌 보다 환자식사의 

질이 발전적 방향으로 유도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이 절실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서울지역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수행

한 본 연구는 모집단 수 87개, 표본 수 44개로 설문

조사 참여를 여러 차례 독려하였으나 병원의 정보 

제공 거부 등의 이유로 회수율이 50.6%에 그쳤다. 
자료의 정확성을 위해 미비한 사항은 전화로 확인

하는 과정을 거쳐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려 노력하

였으나 적은 표본수로 인해 병원 유형에 따른 현황

에 대해 통계 분석에 한계점을 갖는다. 본 연구의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여 전국 의료기관 대상 식대

급여화에 대한 후속 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변화하는 의료서비스 환경 속에서 환자식 급여화에 

대한 현장의 자료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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