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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difference in perception of clinical nutrition service (CNS) 
between doctors and dietitians working in hospitals in Busan and the Gyeongnam area. Research was per-
formed through questionnaires (from November to December 2011) at over 100 beds. 73.3% of dietitians were 
aware of the Nutrition Support Team (NST), while only 15.6% of doctors were aware of it. Due to heavy 
work and lack of medical staff, doctors didn’t participate in NST, although most of them recognized the ne-
cessity of NST. 61.7% of dietitians screened and managed malnourished patients, whereas only 29.8% of doc-
tors did. The main reason dietitians didn’t treat malnourished patients was the absence of a treatment system 
in the hospital. Less than 50% of dietitians participated in the doctor’s round to malnourished patients. As for 
why dietitians didn’t participate in doctor’s rounds, 71% of doctors chose understaffed dietitians and 38.1% of 
dietitians chose the doctors’ un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the dietitian in doctor’s rounds. For the lower 
rate of nutrition counseling in provincial regions, compared to the capital region, 46.8% of doctors cited a 
lack of connection between doctors and clinical dietitians, while 43.3% of dietitians cited the lack of doctors’ 
awareness on the importance of nutrition counseling. Although 87.3% of the doctors and 91.6% of the die-
titians answered that CNS is important for treatment, the perception of onsite performance status on CNS was 
found to be low in both groups. 48.9% of doctors and 50.0% of dietitians regarded dietitians in the hospital 
as personnel in charge of food services, rather a member of the medical team. To improve the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the CNS, and the image of clinical dietitians, 31.2% of doctors answered “to introduce a 
professional dietitian license for each disease” and 26.7% of dietitians answered “to change the system in the 
hospital”. Most subjects found that a separation of clinical nutrition services from the food service part is 
needed. These results suggest that it is important to narrow the difference in perceptions of clinical nutrition 
services between doctors and dietitians for an organized clinical nutrition management of patients in hospitals 
in Busan and the Gyeongnam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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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임상영양이란 병원에서 환자의 영양관리를 수

행하는 것으로 입원 환자의 영양 상태를 개선시

켜 치료 효과를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White 등 1994). 이러한 임상영양서비스를 수행

하여 의료진이 환자를 치료하는데 있어 직ㆍ간

접적인 참여와 자문 등의 역할을 하는 영양전문

인을 임상영양사라고 한다(Lyu 등 1995; Eum & 
Kim 1996).

임상영양서비스는 영양불량 환자 선별 및 치료, 
수술 후 합병증 감소, 생존율 증가 등의 영양불량으

로부터 증가될 수 있는 2차 합병증을 줄이고 의료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결과

를 나타내어 그 중요성이 더욱 증가되고 있다

(Paulsen & Splett 1991; The veterans affairs total pa-
renteral nutrition cooperative study group 1991; Eum & 
Kim 1996).

영양불량환자에게 영양상태 회복과 질병 치료를 

위해 경구ㆍ경장 또는 정맥으로 영양소를 제공하는 

것을 영양지원(Nutrition Support)이라고 하며, 의학적ㆍ

영양적ㆍ약학적인 전체적인 면을 관리하기 위해 다

학제간 전문 의료인의 구성을 영양지원팀(Nutrition 
Support Team, NST)이라고 한다(Yang 등 2004; Mo 
2010).

대한영양사협회에서는 2000년부터 영양판정, 영양

상담 및 교육, 영양지원 등의 영양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임상영양사”라는 전문영양사 제도를 마련하였

으며, 2010년 3월 26일 국민영양관리법이 공포됨으

로써 임상영양사 자격증은 국가공인자격증으로 발

전되어 2012년 3월 기준으로 보건복지부 주관 아래 

3,459명의 임상영양사가 배출되었다(Kim 등 2011; 
Bokuennews 2012; Korean ministry of government leg-
islation 2012). 또한 임상영양사의 전문성 및 환자들

에게 양질의 개별화된 영양관리를 위해 영양관리과

정(Nutrition Care Process, NCP)을 적용하여 활용하도

록 하였다. 영양관리과정(NCP)이란 개인 또는 집단

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영양전문가가 영양관련 문제

를 다루는데 있어서 비판적 사고와 결정을 하는 것

으로 양질의 영양관리를 제공하는 체계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다(American Dietetic Association 2012). 
미국에서는 영양관리과정(NCP) 표준용어의 시행을 

위해 영양사와 의학 관련 집단에서 다방면으로 움

직이며 폭 넓은 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American Dietetic Association 2012).
우리나라 임상영양관리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연

구를 살펴보면 97.8%의 의료진들은 환자의 치료에 

있어 임상영양서비스는 매우 중요하다고 나타났으

며 임상영양서비스가 중요하다고 인식한 이유로는 

환자의 자기관리 방법 및 식습관 개선과 영양상태 

개선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나타났다(Han 등 

2012). 그러나 병원 영양사의 임상업무 실태를 조사

한 연구에서 수행도는 중요도에 비해 훨씬 밑도는 

수준이었다(Yang 등 1995). 한편, 임상영양관리를 수

행함에 있어서 병원간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3
차 진료기관에서는 소규모 병원보다 중환자 및 여

러 합병증을 동반한 환자치료가 많아서 영양관리 

및 영양지원팀의 필요성을 더 크게 인식하기 때문

이라고 보고하였다(Lyu 등 1998).
이와 같이 임상영양서비스의 중요성이 높아짐으

로써 많은 병원에서 임상영양서비스 업무가 시행되

고 있으나 대부분 수도권에 소재한 병원 및 대학병

원 위주로 시행되고 있으며 지방의 임상영양서비스 

업무에 관한 연구는 보고된 바 없다. 또한 임상영양

서비스의 업무는 의료진과 영양사가 서로 협력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써 의료진과 영양사의 상호 인식

이 중요하나 두 집단 간의 인식을 조사한 연구는 

보고된 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

방(부산ㆍ경남)에 소재한 병원의 임상영양서비스(영
양지원, 영양불량환자관리, 영양교육 등)에 관한 의

료진과 영양사 간의 인식 차이를 알아보고 이를 통

해 임상영양서비스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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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tors 
(n=141)

Dietitians 
(n=60)

Gender Male 116 (82.3)   0 (  0.0)

Female  25 (17.7)  60 (100.0)

Age (years) 20∼29   6 ( 4.3)  22 ( 36.7)

30∼39  80 (56.7)  25 ( 41.7)

40≤  55 (39.0)  13 ( 21.7)

Education Bachelor's degree  57 (40.4)  46 ( 76.7)

Master's degree  52 (36.9)  10 ( 16.7)

Doctor's degree  32 (22.7)   4 (  6.7)

Clinical experience
 (years)

≤3  19 (13.5)  16 ( 26.7)

3∼5  33 (23.4)  10 ( 16.7)

5∼10  45 (31.9)  14 ( 23.3)

10∼15  27 (19.1)   9 ( 15.0)

15≤  17 (12.1)  11 ( 18.3)

License Internal medicine I1)  23 (16.3)

Internal medicine II2)  20 (14.2)

Surgical medicine I3)  19 (13.5)

Surgical medicine II4)  26 (18.4)

Pediatrics  13 ( 9.2)

Others5)  20 (14.2)

Major6)  20 (14.2)

Clinical dietitian  43 ( 71.7)

None  17 ( 28.3)
1) Internal medicine I: Endocrinology, Nephrology, Cardiology, 

General medicine 
2) Internal medicine II: Gastroenterology, Pulmonology, Family 

medicine 
3) Surgical medicine I: General surgery, Neurosurgery, Neurology 
4) Surgical medicine II: Cardiac surgery, Obstetrics, Orthopedics, 

Plastic surgery, Otorhinolaryngology 
5) Others: Neuropsychiatry, Dentistry, Emergency medicine 
6) Major: Intern, 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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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의 조사는 부산ㆍ경남 지역에 소재한 100
병상 이상 규모 병원(병ㆍ의원 10개, 종합병원 16개, 
종합전문병원 4개)의 의료진과 영양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기간은 2011년 11월∼12월
까지 조사하였으며 미회수 및 부실 기재된 자료를 

제외하여 의료진 141명, 영양사 60명의 자료를 분석

에 이용하였다.

2. 조사내용

본 연구의 설문지는 선행연구(Lyu 등 1995; Lyu 
등 1998; Kim 등 2011)를 참조하여 개발한 후 250병
상 의료진 15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이해도가 부족한 부분을 수정ㆍ보완하여 이를 토대

로 본 설문문항을 구성하였다. 조사방법은 직접 방

문하여 도움을 요청하거나 우편을 이용하여 발송 

후 직접 기록하게 하여 회수하였다.
설문 문항 구성은 크게 일반사항, 영양사의 영양

관리 참여에 대한 인식, 영양교육에 대한 인식, 임

상영양서비스에 대한 의사와 영양사의 인식 차이, 
임상영양사의 역할에 대한 견해로 구성되었다. 세부

구성으로 일반사항은 성별, 연령, 학력, 경력이며 의

료진에게는 전문 진료과목, 영양사에게는 전문자격

증 취득을 조사하였고 영양사의 영양관리 참여에 

대한 인식으로는 영양지원팀(NST), 영양불량환자의 

영양관리, 영양교육에 대한 인식으로 구성하였다. 
임상영양서비스에 대한 의료진과 영양사의 인식 차

이에서는 임상영양서비스의 수행현황과 중요도, 영

양관리과정(NCP), 임상영양서비스의 치료적 의미로 

구성하였다. 임상영양사 역할에 대한 인식으로는 근

무하는 병원의 영양사 인원 현황, 임상영양사의 이

미지 개선을 위한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

다.

3. 통계분석

자료 분석은 SPSS Program(ver.18.0)을 이용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일반사항과 업무 수행현황 및 

중요도는 빈도 및 백분율을 구하여 그 분포를 알아

보았으며 임상영양서비스에 대한 의사와 영양사의 

인식 차이, 영양사의 영양관리 참여에 대한 인식, 
영양교육에 대한 인식, 임상영양사의 역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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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tors 
(n=141)

Dietitians 
(n=60) χ

2 

Awareness of Nutrition Support Team (NST)

 Know very well  22 (15.6) 44 (73.3)

66.218* Have heard of it but don't know 
that much

 78 (55.3) 15 (25.0)

 Don't know  41 (29.1)  1 ( 1.7)

The necessity of Nutrition Support Team (NST)

 It is essential  37 (26.2) 33 (55.0)

16.368*

 Need  93 (66.0) 26 (43.3)

 Don't need   2 ( 1.4)  0 ( 0.0)

 Don't need at all   0 ( 0.0)  0 ( 0.0)

 Don't know   9 ( 6.4)  1 ( 1.7)

Activity of Nutrition Support Team (NST)

 Participation  19 (13.5) 24 (40.0)
17.609*

 Nonparticipation 122 (86.5) 36 (60.0)

The reason why Nutrition Support Team (NST) doesn't work1)

 Understaffed dietitian  17 (13.9)  9 (25.0)

 4.164

 Heavy work and lack of medical 
staff

 50 (41.0) 13 (36.1)

 Lack of dietitian’s capability   3 ( 2.5)  1 ( 2.8)

 Unawareness of how to operate  36 (29.5)  8 (22.2)

 Unawareness of the necessity  11 ( 9.0)  2 ( 5.6)

 Other   5 ( 4.1)  3 ( 8.3)

*P＜0.05 by χ2-test
1) This question was answered by those who didn't participate in 

NST among subjects (122 of doctors and 36 of dietitians)

Table 2. Different perception of Nutrition Support Team (NST) 
between doctors and dietitians in hospital in 
Busan-Gyeongnam area.

N (%)

견해는 χ2-test를 적용시켜 신뢰수준 95%(P＜0.05)에
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결 과

1. 일반사항

조사 대상의 일반사항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의료진의 경우 남자 82.3%, 여자 17.7%, 영양사의 

경우 여자 100.0%로 조사되었으며, 연령분포에서는 

의료진의 경우 30대가 56.7%로 많은 분포를 나타내

었고 영양사의 경우 20대가 36.7%, 30대가 41.7%로 

20대보다 30대가 더 많은 분포를 나타내었다. 학력

에서는 의료진의 경우 학사 40.4%, 석사 36.9%, 박

사 22.7%로 석ㆍ박사학위 이상 소지자가 전체 조사

대상의 59.6%로 나타났으며 영양사의 경우 학사 

76.7%, 석사 16.7%, 박사 6.7%로 조사되었다. 경력에

서는 의료진의 경우 5년∼10년이 31.9%로 많은 분

포를 나타내었고 영양사의 경우 3년 이하가 26.7%
로 많은 분포를 나타내었다. 의료진의 전문영역에서

는 영양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과는 I과 그렇지 

않은 과는 II과로 구분하여 총 7개과로 나누어 내과

계 I 16.3%, 내과계 II 14.2%, 외과계 I 13.5%, 외과

계 II 18.4%, 소아청소년과 9.2%, 기타과(정신건강의

학과, 치과, 응급의학과) 14.2%, 전공의 14.2%로 나

타났으며, 총 60명의 영양사 중 임상영양사 자격증 

소지자의 비율은 71.7%이었다.

2. 영양사의 영양관리 참여에 대한 인식 차이

1) 영양지원팀(Nutrition Support Team, NST)에 

대한 인식

영양지원팀(NST)의 인식에 대한 내용은 Table 2에 

제시하였다. 영양지원팀(NST)을 인지하고 있는 여부

에 대한 문항에서 의료진은 “들어본 적 있지만 잘 

모르겠다”가 55.3%, 영양사는 “잘 알고 있다”가 

73.3%로 의료진보다 영양사가 영양지원팀(NST)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5). 영양지원팀(NST) 활동의 필요

성은 의료진 66.0%는 “필요하다”, 영양사 55.0%는 

“꼭 필요하다”고 나타났지만(P＜0.05), 영양지원팀

(NST)의 활동은 의료진 86.5%와 영양사 60.0%는 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영양지원팀(NST)
의 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의료진 41.0%와 영

양사 36.1%는 “의료진의 업무 과부하 및 인력부족”
이라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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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tors 
(n=141)

Dietitians 
(n=60) χ2 

Determination and management for malnourished patients

   Yes 42 (29.8) 37 (61.7)
17.931*

   No 99 (70.2) 23 (38.3)

The reason why dietitians don't treat malnourished patients1)

   Understaffed dietitians 18 (18.2)  6 (26.1)

12.905*

   Lack of dietitian’s capability 13 (13.1)  0 ( 0.0)

   Un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management for 
malnourished patients

 1 ( 1.0)  3 (13.0)

   No existence of the treatment 
system (or program) in their 
hospital

56 (56.6) 13 (56.5)

   Unawareness of how to operate 
the treatment system, despite 
of existence 

 3 ( 3.0)  0 ( 0.0)

   Other  8 ( 8.1)  1 ( 4.3)

Whether dietitians participates in doctors' rounding to malnourished 
patients

   Participation 11 (26.2) 16 (43.2)
 2.543

   Nonparticipation 31 (73.8) 21 (56.8)

The reason why dietitians doesn't participate in doctor's rounds

   Understaffed dietitian 22 (71.0)  3 (14.3)

17.959*

   Lack of dietitians' capability  2 ( 6.5)  1 ( 4.8)

   Doctors’ un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dietitian in 
doctor's rounds

 4 (12.9)  8 (38.1)

   Doctors’ un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the nutrition 
treatment

 2 ( 6.5)  7 (33.3)

   Other  1 ( 3.2)  2 ( 9.5)

*P＜0.05 by χ2-test
1) This question was answered by those who did not screen and 

manage for malnourished patients among the subjects (99 of 
doctors and 23 of dietitians)

Table 3. Different perception of management for malnourished 
patient between doctors and dietitians in hospital in 
the Busan-Gyeongnam area.

N (%)

2) 영양불량환자의 영양관리에 대한 인식

영양불량환자의 영양관리에 대한 인식은 Table 3
에 제시하였다. 초기영양평가를 통해 영양불량으로 

검색된 환자를 관리하는 여부에 대한 문항에서 의

료진 70.2%는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고 영양사 

61.7%는 “고지를 받거나 의료진에게 고지를 요청한

다”고 응답하였다(P＜0.05). 영양불량으로 진단받은 

환자를 관리하지 않는 이유로는 의료진 56.6%와 영

양사 56.5%는 “병원 내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P＜0.05). 의료진

은 영양불량으로 진단받은 환자를 회진할 때 영양

사와 함께 참여하는 문항에서 의료진 73.8%는 “참
여시키지 않는다”, 영양사 56.8%는 “참여하지 않는

다”고 나타났으며, 의료진이 영양사와 함께 회진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의료진 71.0%는 “영양사 인력

부족”, 영양사 38.1%는 “의료진이 회진 시 영양사의 

중요성을 모른다”라고 나타나 의료진과 영양사의 인

식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P＜0.05).

3) 영양교육에 대한 인식

영양교육에 대한 인식은 Table 4에 제시하였다. 
수도권과 지방의 영양상담 건수 차이에 대해서 의

료진 46.8%는 “의료진과 영양사의 연계가 부족하다”
고 응답하였고 영양사 43.3%는 “의료진이 영양교육

에 대한 중요성을 모른다”고 응답하여 의료진과 영

양사의 인식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P＜0.05).
개인영양교육의 협진 여부는 의료진 34.8%에서 

“협진한다”, 영양사 76.7%에서 “협진을 받고 있다”
는 결과를 보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었다(P＜0.05). 또한 의료진 29.1%와 영양사 71.7%는 

가장 많이 시행하는 영양교육은 “당뇨교육”이라고 

응답하였으며(P＜0.05), 영양교육을 협진하는 이유는 

의료진 87.8%와 영양사 93.5%는 “직ㆍ간접적으로 

치료적 의미가 있다”고 응답한데 반해 협진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의료진 40.2%에서는 “영양부서의 급식

관리 파트와 임상관리 파트가 구분되지 않아 누구

에게 의뢰해야 할지 모른다”고 응답하였으며 영양사 

64.3%는 “임상영양사의 역할을 모른다”고 응답하여 

의료진과 영양사의 상호 인식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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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tors (n=141) Dietitians (n=60) χ
2

The reason why the number of nutrition counseling is different between in capital and in provincial regions

  Fewer patients who need nutrition counseling compared to capital region 23 (16.3)  5 ( 8.3)

11.304*

  Lack of doctors’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the nutrition counseling 41 (29.1) 26 (43.3)

  Lack of connection between doctors and clinical dietitians 66 (46.8) 21 (35.0)

  Lack of dietitians’ initiative on nutrition counseling  6 ( 4.3)  1 ( 1.7)

  Other  5 ( 3.5)  7 (11.7)

Whether doctors collaborate with dietitians for personal nutrition counseling (or education)

  Yes 49 (34.8) 46 (76.7)
29.667*

  No 92 (65.2) 14 (23.3)

Prescribed personal nutrition education list 

  Diabetes mellitus 41 (29.1) 43 (71.7)

42.743*

  Kidney dialysis  2 ( 1.4)  0 ( 0.0)

  Cancer  0 ( 0.0)  3 ( 5.0)

  Cardiac disease  2 ( 1.4)  0 ( 0.0)

  Hypertension  0 ( 0.0)  0 ( 0.0)

  Other (Plaque, Colostomy)  4 ( 2.8)  0 ( 0.0)

  No request for diagnostic consultation 92 (65.2) 14 (23.3)

The reason why doctors collaborate with dietitians for personal nutrition counseling (or education)

  Providing indirect curative effect (eg. prevention from complications, quick recovery of 
malnourished patients)

43 (87.8) 43 (93.5)

2.908  Lack of patients’ self-understanding about their disease  3 ( 6.1)  3 ( 6.5)

  Habitually  2 ( 4.1)  0 ( 0.0)

  Other  1 ( 2.0)  0 ( 0.0)

The reason why doctors don’t collaborate with dietitians for personal nutrition counseling (or education)

  Not knowing about role of clinical dietitians 25 (27.2)  9 (64.3) 

9.845*

  Lack of dietitians’ capability 17 (18.5)  0 ( 0.0)

  Considering the patients’ cost and time  2 ( 2.2)  0 ( 0.0)

  Not knowing whom to request 37 (40.2)  5 (35.7)

  Other 11 (12.0)  0 ( 0.0)

*P＜0.05 by χ2-test

Table 4. Different perception of nutrition education between doctors and dietitians in hospital in the Busan-Gyeongnam area.
N (%)

3. 임상영양서비스에 대한 의사와 영양사의 인식차이

1) 임상영양서비스의 수행현황 및 중요도

현재 병원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의 임상영양서비

스 업무의 중요성과 수행현황에 대해 Table 5와 

Table 6에 제시하였다. 임상영양서비스 업무의 중요

성에 대해 의료진은 “환자 영양교육” 80.1%와 “Lab 
Data를 통한 영양상태 판정” 73.0%는 다른 문항 보

다 높게 나타났으며, 영양사는 “환자 영양교육” 
100.0%와 “환자의 영양 상태에 대한 의료팀과 협의” 
98.3%가 다른 문항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의료진과 영양사는 임상영양서비스를 전반적

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의료진보다는 영

양사가 중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Table 5). 수행에 대한 인식도에서 의료진이 근무

하고 있는 병원의 영양사가 임상영양서비스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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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tors (n=141) Dietitians (n=60)
χ2

Yes No Don't know Yes No Don't know

Analysis survey for the eating habits of outpatients and 
inpatients

23 (16.3)  50 (35.5) 68 (48.2) 32 (53.3) 28 (46.7) 0 (0.0) 51.380*

Decision on nutritional status through nutrition assessment of 
the patients

36 (25.5)  38 (27.0) 67 (47.5) 42 (70.0) 18 (30.0) 0 (0.0) 50.098*

Consultation on nutrition status with medical team 33 (23.4)  53 (37.6) 55 (39.0) 36 (60.0) 24 (40.0) 0 (0.0) 39.888*

Planning,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nutrition treatment 48 (34.0)  43 (30.5) 50 (35.5) 37 (61.7) 23 (38.3) 0 (0.0) 26.659*

Nutrition education 77 (54.6)  25 (17.7) 39 (27.7) 49 (81.7) 11 (18.3) 0 (0.0) 21.520*

Participation in doctor's rounds  4 ( 2.8) 108 (76.6) 29 (20.6)  7 (11.7) 53 (88.3) 0 (0.0) 19.061*

Offering nutrition information to medical team 34 (24.1)  53 (37.6) 54 (38.3) 30 (50.0) 30 (50.0) 0 (0.0) 33.407*

Medical record (Subjective, Objective, Assessment, Plan) 40 (28.4)  46 (32.6) 55 (39.0) 41 (68.3) 19 (31.7) 0 (0.0) 40.098*

Preparation of enteral nutrition formula 29 (20.6)  53 (37.6) 59 (41.8) 24 (40.0) 36 (60.0) 0 (0.0) 35.909*

Participation in Nutrition Support Team (NST) 37 (26.2)  53 (37.6) 51 (36.2) 25 (41.7) 35 (58.3) 0 (0.0) 29.086*

Execution of clinical nutrition study  7 ( 5.0)  62 (44.0) 72 (51.1) 13 (21.7) 47 (78.3) 0 (0.0) 51.603*

*P＜0.05 by χ2-test

Table 6. Different perception of execution status for clinical nutrition service between doctors and dietitians in hospital in the 
Busan-Gyeongnam area.

N (%)

Doctors (n=141) Dietitians (n=60)
χ

2

Important So so Not important Important So so Not important

Analysis survey for the eating habits of outpatients 
and inpatients

100 (70.9) 40 (28.4) 1 (0.7) 50 ( 83.3) 10 (16.7) 0 (0.0)  3.611

Decision on nutritional status through nutrition 
assessment of the patients

103 (73.0) 38 (27.0) 0 (0.0) 58 ( 96.7)  2 ( 3.3) 0 (0.0) 14.728*

Consultation on nutrition status with medical team 102 (72.3) 39 (27.7) 0 (0.0) 59 ( 98.3)  1 ( 1.7) 0 (0.0) 17.840*

Planning,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nutrition 
treatment 

102 (72.3) 38 (27.0) 1 (0.7) 58 ( 96.7)  2 ( 3.3) 0 (0.0) 15.351*

Nutrition education 113 (80.1) 28 (19.9) 0 (0.0) 60 (100.0)  0 ( 0.0) 0 (0.0) 13.843*

Participation in doctor's rounds  57 (40.0) 77 (54.6) 7 (5.0) 42 ( 70.0) 18 (30.0) 0 (0.0) 15.846*

Offering nutrition information to medical team  91 (64.5) 49 (34.8) 1 (0.7) 48 ( 80.0) 12 (20.0) 0 (0.0)  4.898

Medical record (Subjective, Objective, Assessment, 
Plan)

 79 (56.0) 60 (42.6) 2 (1.4) 57 ( 95.0)  3 ( 5.0) 0 (0.0) 29.236*

Preparation of enteral nutrition formula  95 (67.4) 46 (32.6) 0 (0.0) 48 ( 80.0) 12 (20.0) 0 (0.0)  3.267

Participation in Nutrition Support Team (NST)  97 (68.8) 44 (31.2) 0 (0.0) 54 ( 90.0)  6 (10.0) 0 (0.0) 10.128*

Execution of clinical nutrition study  79 (56.0) 60 (42.6) 2 (1.4) 46 ( 76.7) 14 (23.3) 0 (0.0)  7.957*

*P＜0.05 by χ2-test

Table 5. Different perception of importance for clinical nutrition service between doctors and dietitians in hospital in the 
Busan-Gyeongnam area.

N (%) 

수행한다고 생각한 문항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

으며 그 중 “환자 영양교육” 54.6%와 “영양치료 계

획 및 평가” 34.0%는 다른 문항에 비해 높게 나타

났다. 영양사가 실제 수행하고 있는 임상영양서비스 

업무는 의료진이 응답한 것보다 높게 수행하고 있

었으며, “환자 영양교육” 81.7%와 “Lab Data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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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tors 
(n=141)

Dietitians 
(n=60) χ2

Awareness of the recently developed Nutrition Care Process (NCP)

  Know very well  9 ( 6.4) 23 (38.3)

 51.087*  Have heard of it but don't 
know well 

48 (34.0) 30 (50.0)

  Never heard about it 84 (59.6)  7 (11.7)

Therapeutic meaning of clinical nutrition care

  Very important 28 (19.9) 35 (58.3)

 30.345*

  Important 95 (67.4) 20 (33.3)

  So so 15 (10.6)  4 ( 6.7)

  Not important  1 ( 0.7)  1 ( 1.7)

  Not important at all  2 ( 1.4)  0 ( 0.0)

*P＜0.05 by χ2-test

Table 7. Different perception of Nutrition Care Process and 
therapeutic meaning of clinical nutrition care be-
tween doctors and dietitians in hospital in the 
Busan-Gyeongnam area.

N (%)

환자 영양상태 판정” 70.0%는 다른 문항에 비해 높

은 수행현황을 나타내었다(Table 6).

2) 임상영양관리(Nutrition Care Process, NCP) 및 

임상영양서비스의 치료적 의미에 대한 인식

임상영양관리(NCP) 및 임상영양서비스의 치료적 

의미에 대한 인식의 내용은 Table 7에 제시하였다. 
영양관리과정(NCP)을 인식하고 있는 문항에서 의료

진의 경우 “잘 알고 있다”가 6.4%, “들어본 적 있지

만 잘 모른다”가 34.0%, “들어본 적이 없다”가 

59.6%로 응답하여 의료진은 대부분 영양관리과정

(NCP)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나타났으며, 영양

사의 경우 “잘 알고 있다”가 38.3%, “들어봤지만 잘 

모른다”가 50.0%, “들어본 적이 없다”가 11.7%로 응

답하여 영양사는 대부분 들어봤지만 잘 모른다고 

나타났다(P＜0.05). 
환자에게 있어 임상영양서비스의 치료적 의미는 

의료진 87.3%와 영양사 91.6%가 중요하다고 인식하

고 있었다(P＜0.05).

4. 임상영양사 역할에 대한 견해

현재 근무하는 병원의 영양사에 대한 인식을 

Table 8에 제시하였다. 병원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소속에 관한 문항은 의료진 48.9%와 영양사 50.0%
가 “의료팀의 구성원보다는 환자ㆍ직원의 급식을 담

당하는 급식 영양사라고 생각한다”고 응답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임상영

양파트의 중요성 인식 및 임상영양사의 이미지 개

선을 위한 방안으로 의료진 31.2%는 “임상영양사 

자격증 외 질환별 전문영양사 개념 도입”이라고 응

답하였으며 영양사 26.7%는 “병원 내 시스템 변화”
라고 나타났다(P＜0.05).

현재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영양사의 인원수는 

의료진 59.6%와 영양사 60.0%에서 “부족하다”고 나

타났으며(P＜0.05), 급식관리 및 임상영양관리의 파

트 구분에 대한 문항에서는 의료진 80.1%와 영양사 

80.0%에서 “구분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나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고 찰

본 연구는 지방(부산ㆍ경남)에 소재한 병원의 임

상영양서비스에 관한 의료진과 영양사의 인식에 대

해 알아보고 두 집단 간의 인식 차이를 알아보고자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의료진 87.3%와 영양사 91.6%
는 치료적 의미로써 임상영양서비스의 중요성을 인

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um & Kim(1996)의 연구

에서 의료진 96.7%는 “환자의 영양관리는 치료적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보고하였으며, Lyu 등(1998)의 

연구에서 의료진 96.9%가 “영양은 치료적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보고하여 의료진은 임상영양서비스가 

환자에게 있어 긍정적이라고 인식하였다.
임상영양서비스의 중요성과 수행에 대한 인식도

를 조사한 내용에서 의료진과 영양사는 전반적으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실제 영양사의 수행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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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tors (n=141) Dietitians (n=60) χ
2

The status of clinical dietitians 

  One of the medical team as expert of the clinical nutrition service part  52 (36.9) 22 (36.7)

 0.032
  Personnel in charge of food service rather than the member of the medical team  69 (48.9) 30 (50.0)

  Personnel in charge of administration rather than the member of the medical team   5 ( 3.5)  2 ( 3.3)

  Don't know  15 (10.6)  6 (10.0)

Things needed to improve the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the clinical nutrition service and image of the clinical dietitians

  Introduction of a professional dietitian licenses for each disease  44 (31.2)  8 (13.3)

18.010*

  Initiative of clinical dietitian in the hospital  41 (29.1) 13 (21.7)

  Voluntary improvement of the clinical dietitian’s personal capability   8 ( 5.7)  3 ( 5.0)

  Change of system in hospital  29 (20.6) 16 (26.7)

  Inspiration of clinical dietitian’s self-confidence as professional   1 ( 0.7)  1 ( 1.7)

  Introduction of solution for improving doctors’ awareness on the clinical nutrition part  16 (11.3) 19 (31.7)

  Completion of graduate school for master’ and doctor’s degree   2 ( 1.4)  0 ( 0.0)

The number of dietitians who work in the hospital

  Adequate   8 ( 5.7) 11 (18.3)

25.976*
  So so  16 (11.3) 13 (21.7)

  Insufficient  84 (59.6) 36 (60.0)

  Don't know  33 (23.4)  0 ( 0.0)

Perception on separation the clinical nutrition service part from the food service part 

  Necessary 113 (80.1) 48 (80.0)

 5.430
  Not necessary  16 (11.3)  3 ( 5.0)

  Don't know  10 ( 7.1)  9 (15.0)

  Other   2 ( 1.4)  0 ( 0.0)

*P＜0.05 by χ2-test

Table 8. Different perception of dietitians working in hospital between doctors and dietitians in hospital in the Busan-Gyeongnam 
area.

N (%)

황은 중요성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두 집단에서 환

자의 영양교육은 다른 문항들에 비해 중요성을 더 

크게 인식하였고 수행현황도 높게 나타났다. 임상영

양서비스의 문항 중 환자 영양교육의 수행현황이 

높아진 것은 많은 종합병원에서 의료기관인증제를 

시행하면서 의료기관인증제 항목 중 “영양교육 및 

영양상담”이 필수항목으로 제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양교육을 통한 환자의 식행동 변화는 의료진이 

환자를 치료하는데 있어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영양관리과정(NCP)에 대한 문항에서 의료진 59.6%

는 “들어본 적 없다”, 영양사 50.0%는 “들어봤지만 

잘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영양관리과정(NCP)은 의

료진과 영양사에게 익숙하지 않지만 여러 나라 영

양사들이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영양사와 의

학 관련 집단에서 다방면으로 움직이고 폭 넓은 활

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American Dietetic Associa-
tion 2012). 따라서 체계적인 환자 관리와 임상영양

사의 역할 정립을 위해 영양관리과정(NCP)의 적용

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영양지원팀(NST)의 인식에 대한 문항에서 영양지

원팀(NST)의 활동은 의료진 92.2%와 영양사 98.3%
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반해 대부분(의료

진 86.5%, 영양사 60.0%) 영양지원팀(NST)의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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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Lyu 등(1998)의 연구에

서 의료진은 전반적으로 영양지원팀의 필요성을 인

식하고 있었으며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영양지원팀(Nutrition Support Team, NST)을 통한 적

절한 초기영양공급은 빠른 시간 내에 환자 영양 상

태를 개선하고 총 재원일수를 줄일 수 있는 등 환

자의 질병 이환율과 예후를 향상시키기 위해 필수

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나 영양지원의 중요성과 영양

지원팀(NST)의 역할이 간과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

고하였다(Bauer 등 2000; Kang 등 2010). 따라서 종

합병원뿐만 아니라 중소병원에서도 체계적인 환자 

영양관리를 위해서 의료진과 영양사의 적극적인 영

양지원팀(NST)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영양불량으로 진단받은 환자 회진 시 영양사와 

함께 참여하는 질문에서 의료진 73.8%는 “참여시키

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고 영양사 56.8%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나타났으며, 영양사가 참여하지 않는 이

유로는 의료진 71.0%는 “영양사의 인력부족”으로 응

답하였고 영양사 38.1%는 “의료진은 회진 시 영양

사의 중요성을 모른다”라고 응답하여 의료진과 영양

사의 인식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Lyu 등(1998)
의 연구에서 의료진은 영양불량으로 진단받은 환자

를 치료할 때 영양사를 참여시키지 않는 이유로는 

의료진 35.1%가 “영양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고 응답하여 본 연구결과와 차이를 나타내었다. 병

원에서 환자의 영양불량은 43∼88%로 보고되고 있

으며, Chung 등(2005)의 지속적인 에너지 결핍이 중

환자 예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에서 중환

자실에 입원한 환자의 94.7%는 요구량 보다 부족한 

열량을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Giner 등 

1996; Barr 등 2004; Chung 등 2005). 또한 중환자실 

입원환자의 32%는 중환자실 재원 기간 동안 하루 

평균 380 kcal의 열량이 부족하다고 나타나 임상적

인 치료에 좋지 않은 결과를 보였으며 이러한 의료

진의 영양지원에 대한 인식 부족은 의사가 관행적

으로 요구량보다 적게 처방하거나 경관급식 시 설

사 등과 같은 부작용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De 

Jonghe 등 2001; Kang 등 2010). 따라서 환자의 체계

적인 영양관리와 예후를 위해 초기영양평가를 통한 

영양불량관리는 꼭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Kim 등(2011)의 서울지역 의료기관의 임상영양서

비스에 대해 조사한 연구를 살펴보면 서울지역의 

경우 신장질환, 고혈압, 당뇨 등 환자에게 필요한 

영양교육이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으나 지방(부산-경
남)의 경우 당뇨질환 위주로 교육이 시행되고 있었

다. 또한 서울지역의 집단영양교육은 연평균 36.1회
(당뇨질환)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를 시행하면서 조

사된 지방(부산-경남)의 집단영양교육은 연평균 16.7
회(당뇨질환)로 나타나 수도권에 비해 지방의 영양

교육은 46%의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수도권과 지방의 영양교육에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

로 의료진 46.8%는 “의료진과 영양사의 연계가 부

족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영양사 43.3%는 “의료진이 

영양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모른다”고 나타나 의료진

과 영양사의 인식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개인영양교육 협진 여부에 관해서 의료진 34.8%

는 “협진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영양사 76.7%는 “협
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개인영양교육을 협진

하지 않는 이유는 의료진의 경우 “영양부서의 급식

관리 파트와 임상관리 파트가 구분되지 않아서 누

구에게 의뢰해야 할지 모른다”고 응답하였고 영양사

의 경우 “의료진은 임상영양사의 역할을 모른다”고 

응답하여 의료진과 영양사의 인식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Choi 등(2012)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

상영양서비스 인식조사에서 “영양관리가 질병치료에 

중요하다”에 4.62점(5점 척도), “질병에 대한 식사요

법이 필요하다”에 4.49점(5점 척도)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영양 상담 및 교육 경험 유무에

서는 영양 상담 및 교육 경험이 있는 환자보다 경

험이 없는 환자가 더 많이 나타났는데 경험이 없는 

이유로는 “정보를 몰랐다”, “중요성을 느끼지 못했

다”고 보고했다(Choi 등 2012).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의 영양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의료진과 영

양사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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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관리파트 및 임상영양파트와 같이 전문성에 따

른 부서 구분이 이루어졌을 때 가능하다고 사료된

다.
현재 병원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의 인원수는 의료

진 59.6%와 영양사 60.0%는 부족하다고 나타났다. 
급식관리 및 임상영양관리의 파트 구분에 대해서도 

의료진 80.1%와 영양사 80.0%가 필요하다고 응답하

여 환자의 영양관리를 담당해야하는 임상영양사의 

적절한 역할을 위해서는 병원 내 시스템의 변화 및 

인력확보, 전문성에 따른 파트 구분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임상영양관리 업무와 급식관리 업무의 구

분에 대한 연구에서도 중요도가 4.10점(5점 척도)으
로 높게 나타났으며(Lee & Kwak 2009; Kim 등 

2011), Yang 등(1995)의 연구에서 임상영양관리 업무

와 급식관리 업무를 구분하였을 때 환자 영양관리 

업무의 수행도를 높인다고 하여 병원 영양사의 주

요 업무 분야로 임상영양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

다. 또한 의료진은 두 집단 간의 의사소통과 영양사

의 임상영양서비스 업무의 활동 정도에 따라 식사

요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차이를 나타내었다

(Babcock 1947; Hagsted 1970; Spangler 등 1974; 
Yang 등 1995; Eum & Kim 1996; Lyu 등 1998; Lee 
& Kwak 2009).

병원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소속에 대한 문항에서 

의료진 48.9%와 영양사 50.0%는 “의료팀의 구성원

보다는 환자ㆍ직원의 급식을 담당하는 급식 영양사

라고 생각한다”고 응답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Eum & Kim(1996)의 연구

에 의하면 대부분 의료진은 영양부서를 환자 급식

을 담당하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

어 영양부서에 대한 인식은 16년이 지나도 크게 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부산ㆍ경남)의 병

원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임상영양서비스보다는 급

식 관리 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급식영양

사”로 생각하는 응답률이 많다고 사료된다. 미국에

서 조사한 임상영양사의 역할에 대한 의료진과 영

양사의 인식을 살펴보면 병원에서 임상영양서비스 

수행을 위해서는 임상영양사와 의료진의 의사소통

은 필수적이라고 보고되었으며(Mary & Bradley 
1997), 의료진 스스로 최신 영양정보가 부족하다고 

인식하여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임상영양교육의 필

요성을 인정하였다(Jang & Kwon 1996). 또한 외국에

서는 국내보다 임상영양의 중요성을 더 크게 인식

하였는데 Tran 등(2011)의 연구에서 전공의와 수련

의의 99%는 임상영양사에 의한 임상영양치료의 조

언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의료진과 

영양사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병원의 영양관

리 시스템 변화와 형식적인 영양관리위원회를 실질

적으로 활성화하여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

며 각 질병에 따른 전문영양사 제도 확립이 필요하

다고 사료된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지방(부산ㆍ경남)에서 근무하는 의

료진과 영양사 간의 임상영양서비스에 관한 인식 

차이를 알아보고자 100병상 이상 규모 병원(병ㆍ의

원 10개, 종합병원 16개, 종합전문병원 4개)의 의료

진 141명, 영양사 60명을 대상으로 2011년 11월∼12
월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 성별은 의료진 남자 82.3%, 여자 17.7%, 영양사 

여자 100.0%이며, 연령대의 경우 의료진 56.7%, 
영양사 41.7%로 30대가 가장 많이 분포하였다. 
경력은 의료진은 5∼10년이 31.9%, 영양사는 3년 

이하 26.7%에서 많은 분포를 나타내었고, 의료진

을 전공영역별로 나눈 결과 내과계 30.5%, 외과

계 31.9%, 소아청소년과 9.2%, 기타과 14.2%, 전

공의 14.2%로 나타났다. 영양사 중 임상영양사 

자격증 소자지의 비율은 71.7%이었다.
2. 영양지원팀(NST)의 인식은 의료진 55.3%의 경우 

“들어본 적 있지만 잘 모르겠다”, 영양사 73.3%
의 경우 “잘 알고 있다”고 답하였다. 영양지원팀

(NST)의 활동은 대부분의 의료진 92.2%와 영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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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98.3%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반해 

의료진 86.5%와 영양사 60.0%가 영양지원팀

(NST)의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나타났으며, 영
양지원팀(NST)의 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로 의료

진 41.0%와 영양사 36.1%는 “의료진의 업무과부

하 및 인력부족”으로 나타났다. 
3. 영양불량으로 진단받은 환자의 고지 여부는 의료

진 70.2%에서는 “하지 않는다”고 나타났으며 영

양사 61.7%에서는 “고지를 받거나 의료진에게 고

지를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불량으로 

진단받은 환자를 관리하지 않는 이유는 의료진과 

영양사 모두 50% 이상 “병원 내 시스템이 구축

되지 않아서”라고 답하였다. 영양불량으로 진단

받은 환자 치료 시 영양사의 참여여부에 대해서

는 의료진 73.8%와 영양사 56.8%는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양사가 참여하지 않는 이

유로는 의료진 71.0%는 “영양사의 인력부족”으로 

답하였고, 영양사 38.1%는 “의료진은 회진 시 영

양사의 중요성을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4. 수도권과 지방의 영양상담 건수 차이에 대한 의

료진과 영양사의 의견은 의료진 46.8%는 “의료진

과 영양사의 연계가 부족하다”고 응답하였고 영

양사 43.3%는 “의료진이 영양교육에 대한 중요성

을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5. 환자에게 있어 임상영양서비스의 치료적 의미는 

의료진 87.3%와 영양사 91.6%가 중요하다고 인

식하고 있었으나, 실제 수행현황은 중요성에 비

해 낮게 나타났다. 
6. 병원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소속은 의료진 48.9%

와 영양사 50.0%는 “급식영양사”로 인식하고 있

었으며, 임상영양파트 중요성 인식 및 임상영양

사 이미지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의료진 31.2%는 

“각 질병에 따른 전문영양사 제도 도입”, 영양사 

26.7%는 “병원 내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고 인

식하고 있었다(P＜0.05).
7. 현재 병원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의 인원수는 의료

진 59.6%와 영양사 60.0%는 부족하다고 답하였

고, 급식관리 및 임상영양관리의 파트 구분에 대

해서는 의료진 80.1%와 영양사 80.0%가 필요하

다고 응답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살펴볼 때, 지방에 소재한 병원의 

의료진과 영양사는 임상영양서비스 업무가 치료적 

의미로써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병원의 시스

템 또는 영양사와 의료진의 인력부족, 급식관리 및 

임상영양관리의 전문성에 따른 파트 구분이 간과되

거나 임상영양사의 역할에 대한 인지부족으로 두 

집단 간의 상호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환자 영양교육 및 영양불량환자 관

리, 영양지원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있으며 임상영

양서비스 업무의 수행도를 낮출 수 있다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하여 환

자들의 체계적인 영양관리를 위해 의료진과 영양사

의 의사소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영양부서의 

전문성에 따른 파트 구분과 임상영양사의 인력 확

보 및 기준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환자들의 

질병 특성과 상태를 고려한 심층적인 임상영양서비

스 수행을 위해 각 질병에 따른 전문영양사 제도 

확립과 그에 따른 임상영양사의 능력 양성이 필요

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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