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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tatus of clinical nutrition services at various medical cen-
ters in Seoul, Korea. A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to the departments of nutrition at 44 hospitals in Seoul 
on July 2009. Nutritional screening carried out at a rate of 59.1% at the medical centers, and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according to the type of center, from 100% in tertiary hospitals to 18.8% in normal 
hospitals. On annual average, the numbers of inpatients, inpatients for malnutritional screening, inpatients with 
malnutrition, and inpatients for malnutrition management were 15,169.5, 10,870.9, 2,224.8, and 1,546.2, respec-
tively. On average the group nutrition education was done 36.1 times/year for diabetes, 8.2 times/year for 
cancer, and 1.9 times/year for renal disease, and the numbers of participants 423.1, 95.1, and 31.5, respectively. 
On average the individual nutrition education of inpatients with diabetes was done 135.4 times/year for or-
dered-type, and 119.3 times/year for unordered-type, 106.2 times/year for paid-type, and 148.5 times/year for 
unpaid-type. The mean fee for education and counseling was the highest for peritoneal dialysis (73,090.9 won) 
but the lowest for heart disease (23,609.1 won). On average the individual nutrition education of outpatients 
with diabetes was done 234.6 times/year for ordered-type, and 2.5 times/year for unordered-type, 204.4 times/ 
year for paid-type, and 32.7 times/year for unpaid-type. The mean fee for education and counseling was also 
the highest for peritoneal dialysis (63,500.0 won) but the lowest for heart disease (21,336.4 won). To imple-
ment more effective clinical nutrition service, a national medical insurance imbursement policy should be ur-
gently instituted such that diseases left as unpaid are covered by health insurance, including all nutrition-re-
lated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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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병원에서 임상영양관리업무는 전문 영양사가 환

자의 영양상태를 파악하고 식행동에 대한 정보를 

종합하여 질환에 따른 영양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적절한 영양 공급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환

자 및 보호자에게 교육하여 퇴원 후 지속적인 식사

요법을 통해 치료 효과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총체적

이고 체계적인 활동이다(Kim 2002). 영양교육이나 

영양판정의 시행은 환자 중심의 의료기관 평가로의 

전환이나 임상의 질을 도입하려 하는 새로운 방향

의 의료기관 평가기준에 부합하는 부분이 될 수 있

다(Lee & Kwak 2009).
과거 병원 영양사의 숫자 부족으로 영양부서는 

급식관리 업무가 주를 이루며 영양관리 업무가 보

조적으로 수행되었으나 임상영양관리의 실천으로서 

급식관리의 존재가 필요하며 환자의 영양평가, 영양

치료의 선택, 영양치료의 실천에 있어 급식업무가 

발생하기에(Kim 2005) 병원 영양부서에서 두 업무는 

구분되면서도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임상영양관리 

업무가 구분되지 않고 있는 병원 영양부서보다 구

분된 경우에서 영양관리, 경영관리 및 전체적인 급

식 · 영양 서비스 수행의 질이 유의적으로 높다고 

보고되었으며(Lee 2000) 영양사 업무의 중요도에서 

임상영양사와 급식관리 영양사 간의 인식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고되었다(Chong 등 2000). 최근 연구

에서는 임상영양사와 급식관리 영양사의 업무 구분

에 대한 중요도가 4.10(5점 척도)으로 높게 나타나 

임상영양관리가 병원 영양사의 독립적인 업무 분야

로 전문성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Lee & Kwak 
2009). 2000년부터 대한영양사협회에서는 환자나 일

반인에게 질병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전문적인 임상

영양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영양사의 지위 향상과 

업무능력 고취를 목적으로 임상영양사제도를 마련

하여 2010년 1월 현재 총 2,867명의 임상영양사를 

배출하였고(The Korean Dietetic Association 2011) 
2010년 3월 26일 공포된 국민영양관리법 제23조에 

따라 건강관리를 위하여 영양판정, 영양상담, 영양

소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영양사

에게 임상영양사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입원환자의 40% 이상은 영양적 위험요인을 가지

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입원 환자의 약 40∼50%가 

영양불량임이 알려졌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나

라에서도 이와 유사한 보고가 있다(Lee 2006). Reilly 
등(1988)에 의하면 영양불량 상태인 환자의 경우 재

원일수가 1.1∼12.8일이 더 길어지고 합병증은 3.8배 

더 많이 발생되며 이 결과 의료비용도 약 1.6배 이

상 증가한다고 보고되었다. Roediger(1994)도 영양불

량이 위장관 방어벽에 변화를 초래하고 사구체 여

과율을 감소시키며 심장기능의 변화와 약물 동력학

적인 변화를 유발한다고 보고하였다. 환자에게 적절

한 영양 공급을 하는 것은 입원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환자에게 영양상태 평가와 관리 등의 영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치료에 기여할 수 

있으며(Alexander 등 1980; Demling 1983; Robinson 
등 1987), 임상영양사가 수행하는 임상영양서비스가 

질병의 치료에 있어서 효과성(Lee 등 2004b) 및 비

용 효과성(Kim 등 2003)이 있음이 보고되었다. 따라

서 적절한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서비스 뿐만 아니

라 영양관리를 계획하고 영양상태 개선을 위해 적

극적인 활동을 실시하는 임상영양치료(Medical Nutri-
tion Therapy: MNT)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미국

에서는 의료보험(Medicare) 제도에 임상영양치료(MNT)
를 적용시키는 법안을 채택하고 임상영양치료서비

스를 질병관리를 목적으로 의사 의뢰에 따라서 영

양사에 의해 제공되는 영양진단(nutrition diagnosis), 
요법 및 상담 등의 서비스로 정의하여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Park 등 2002; Lee 2009a). 일본에서도 

건강증진법, 개호보험법, 의료법 및 건강보험법 개

정에 의료영양관리(Medical Nutrition Care Manage-
ment)가 포함되었으며 의료기관에서의 영양관리 실

시 가산은 2006년 후생노동성 고시 92호에 따라 모

든 입원환자를 기준으로 입원 기간에 한하여 입원 

기본료에 영양관리 실시 가산인 1일당 12점(120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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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산의 적용 기준은 후

생노동성 고시 93호 9에 따라 관리영양사에 의한 

임상영양관리업무가 시행된 경우에만 가능하다(Lee 
2009a). 우리나라의 임상영양치료는 2003년 5월 15
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30호에 의하여 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 암, 장루, 투석, 치태조절의 7개 

질환에 대한 교육․상담료가 비급여 항목으로 인정되

었다. 이전까지 영양과 관련된 질환의 교육 및 상담

에 대한 비용이 인정되지 못했던 실정에 비하면 보

건복지부 고시 내용이 고무적이나 임상영양서비스

를 통한 국가 의료비 절감이라는 중요한 경제적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국이나 일본에서와 같이 

7개 질환에 국한하는 대신 입원 환자 전체를 대상

으로 한 영양검색, 영양 판정 등 일련의 임상영양치

료행위 전반에 대한 제도 도입과 이에 대한 건강보

험 급여 항목 인정은 필수적이라 하겠다(Lee 2006). 
영양상담료의 의료보험화에 대한 연구 결과(Kim 등 

1998)에 따르면 영양상담료의 의료보험화 필요성에 

대해 92.2%의 영양사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보

험화 방법으로는 1회 상담시 일정금액 66.7%, 상담

시간당 일정금액 23.8%로 조사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의료

기관을 대상으로 임상영양서비스의 수행 현황을 조

사하여 환자대상 영양교육 및 상담에 대한 교육․상
담료 확대 적용 및 급여 전환 등의 정책 마련의 기

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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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지를 발송하였다. 이 중 44부를 회수하

여(회수율 50.6%)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2. 조사 내용

설문지는 의료기관의 일반적인 특성, 영양검색 및 

영양불량 환자 관리, 영양교육 실적 및 교육수가, 
QI(Quality Improvement) 주제의 4개 부문으로 구성

되었으며, 연간 실적은 2008년 한해를 기준으로 기

록하도록 하였다. 설문조사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

고 정확한 자료를 얻기 위해 설문 문항에 대한 자세

한 설명을 담은 설문 작성지침을 함께 제공하였다. 
의료기관의 일반적 특성은 병원 유형, 병상수, 병

동수, 평균 재원기간을 조사하였고, 영양검색 및 영

양불량 환자 관리는 실시 여부, 실시하는 경우 입원

환자수, 영양검색 실시 환자수, 영양불량관리대상 

환자수, 영양불량관리를 실시한 환자수, 영양불량관

리 대상자 범위에 대해 질문하였다. 영양교육은 집

단영양교육과 입원환자교육, 외래환자교육, 영양상담 

실적으로 구분하였고 집단영양교육에 대해서는 교

육대상 질환을 기재하고 질환별로 연간 교육횟수 

및 교육대상자수를 조사하였다. 입원환자교육 및 외

래환자교육은 당뇨병, 심장질환, 고혈압, 혈액투석, 
복막투석, 암, 장루 및 기타로 질환을 구분하고 질

환별로 의사의뢰/비의뢰 교육, 수가징수/미징수 교육 

각각에 대한 교육횟수와 수가를 조사하였다. QI 주

제는 임상영양관리 분야에 대해 2009년에 실시하고 

있거나 시행 예정인 것을 조사하였다.

3. 자료 분석

본 조사 자료는 SAS ver.9.1을 이용하여 조사자

료에 대한 빈도 및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병

원 유형별 차이분석을 위해 χ²분석과 분산분석

(ANOVA)을 이용하였으며, Tukey의 다중비교법

(Tukey multiple comparison method)으로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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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Type of medical institution

Tertiary hospital
(n=17)

General hospital
(n=11)

Hospital
(n=16)

Total
(n=44) Statistics

No. of permitted beds 948.1±610.7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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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te of occupied beds (%)  97.2±4.7  92.8±9.4  90.6±11.9  93.7±9.3 F=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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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verage periods of hospitalization (day)   9.2±2.4  42.7±92.0  62.1±105.7  36.1±78.9 F=1.67
1) Mean±SD
***P＜0.001 
ab Tukey multiple comparison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hospitals.

결 과

1. 의료기관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 의료기관에 대한 일반적 특성은 Table 1
과 같다. 조사대상 44개 병원 중 종합전문병원은 17
개(38.6%), 종합병원은 11개(25.0%), 병의원은 16개
(36.4%)이었다. 허가병상수와 가동병상수는 각각 종

합전문병원 948.1병상, 915.7병상, 종합병원 437.0병
상, 409.6병상, 병의원 214.9병상, 187.3병상으로 병원 

유형별로 유의적 차이를 보였다(P＜0.001). 평균 가

동률은 93.7%로 병원 유형별 차이는 없었다. 평균 

13.5병동을 운영하고 있었고, 평균 재원일수는 36.1
일이었다.

2. 영양검색 및 영양불량환자 관리

영양검색 및 영양불량환자 관리 현황을 Table 2에 

제시하였다. 조사대상 44개 병원 중 절반 이상인 26
개(59.1%) 병원에서 영양검색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조사대상 종합전문병원은 전면 실시하고 있는 반면 

병의원은 18.8%만이 영양검색을 실시하여 병원 유

형별로 유의적 차이를 보였다(P＜0.001). 
연간 입원환자수는 평균 15,169.5명/년이었고, 이

중 영양검색실시 환자수는 평균 10,870.9명/년으로 

입원환자의 약 38.3%에 해당하였으며, 종합전문병원

이 72.9%로 종합병원(32.7%) 및 병의원(9.4%)에 비

해 유의적으로 높았다(P＜0.001). 영양불량관리 대상 

입원환자수는 평균 2,224.8명/년이었고, 영양불량관

리를 실시하는 환자수는 평균 1,546.2명/년으로 영양

불량관리 대상 환자 중 37.6%를 실제 관리하고 있

었으며, 역시 종합전문병원이 64.5%로 가장 높게 나

타나 병원 유형별로 유의적 차이를 보였다(P＜0.01). 
영양불량 대상자 범위는 저위험군 28.0%, 중정도위

험군 44.0%, 고위험군 28.0%로 조사되었다.

3. 영양교육 실적 및 교육수가

1) 집단영양교육

집단영양교육 실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3
과 같다. 집단영양교육 실시 횟수는 당뇨병 평균 

36.1회/년, 암환자 8.2회/년, 신장질환 1.9회/년, 비만 

0.8회/년, 심장질환 평균 0.7회/년, 고혈압 0.6회/년 

순이었으며 기타 8.0회/년으로 조사되었다. 종합전문

병원의 경우 당뇨병 교육을 1년간 평균 76.6회 실시

하였고(P＜0.01) 기타 질환 교육도 연간 13.7회 실시

하여(P＜0.05) 종합병원이나 병의원에 비해 유의적으

로 높게 나타났다. 집단영양교육에 참석한 인원은 

당뇨병 평균 423.1명/년, 암환자 95.1명/년, 신장질환 

31.5명/년, 비만 17.3명/년, 심장질환 평균 9.0명/년, 
고혈압 6.1명/년 순이었고 기타 85.1명/년이었다. 당

뇨병에 대한 집단교육 참석자수는 종합전문병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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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Type of medical institution

Tertiary hospital General hospital Hospital Total Statistics

Nutritional screening for 
inpatients1)

  Yes 17 (100.0) 6 (54.6)  3 (18.8) 26 (59.1) χ²=22.63***

  No  0 (  0.0) 5 (45.4) 13 (81.2) 18 (40.9)

No. of inpatients (person/year)2)3) 32,446.4±26,079.3a 6,986.0±9,277.6b 2,438.9±8,966.8b 15,169.5±22,284.1 F=13.30***

No. of inpatients for malnutrition screening 
(person/year)2) 24,720.5±24,624.5a 5,094.6±8,468.6b 126.8±327.6b 10,870.9±19,226.6 F=10.77***

Percentage of inpatients for malnutrition 
screening (%) 72.9±31.6a 32.7±40.3b   9.4±27.2bc 38.3±32.2 F=16.09*** 

No. of inpatients with malnutrition 
(person/year)2) 4,953.8±5,540.1a 1,148.5±2,431.2b  65.1±201.5b 2,224.8±4,217.3 F=7.96**

No. of inpatients for malnutrition 
management (person/year)2) 3,802.0±5,582.7a 214.2±390.0b  65.1±201.5b 1,546.2±3,963.7 F=5.78**

Percentage of inpatients for malnutrition 
management (%) 64.5±35.7a  35.7±45.5ab 12.5±34.2bc 37.6±26.1 F=7.82** 

Malnutrition level for 
malnutrition management 
target inpatients

  Low  4 ( 23.5) 2 (33.3)  1 (50.0)  7 (28.0) χ²=1.78

  Moderate  7 ( 41.2) 3 (50.0)  1 (50.0) 11 (44.0)

  Severe  6 ( 35.3) 1 (16.7)  0 ( 0.0)  7 (28.0)
1) N (%)
2) Mean±SD
3) Except inpatients in department of obstetrics and psychiatry
**P＜0.01, ***P＜0.001 
abc Tukey multiple comparison

Table 2. Nutritional screening & malnutrition management for inpatients.

다른 유형에 비해 유의적으로 많았다(P＜0.01). 질환

별 1회 교육 시 평균 참가인원은 당뇨병 12.4명, 기

타 10.0명, 신장질환 6.4명, 비만 4.6명, 암 3.7명, 심

장질환 3.0명, 고혈압 1.9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암의 

경우 종합전문병원의 1회 교육 시 참가인원이 7.8명
으로 유의적으로 많았다(P＜0.05).

2) 입원환자 대상 영양교육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2008년에 실시한 영양교육 

실적을 Table 4에 제시하였다. 비급여로 교육 ․ 상담

료가 인정되는 질환에 대해 의사가 의뢰한 교육 건

수를 살펴본 결과, 당뇨병 평균 135.4건/년, 암 평균 

70.2건/년, 심장질환은 평균 35.5건/년, 혈액투석 평

균 16.1건/년, 복막투석 평균 12.3건/년, 고혈압 평균 

4.2건/년, 장루 평균 1.2건/년 순이었으며, 기타질환

은 평균 146.6건/년이었다. 당뇨병(P＜0.001), 심장질

환(P＜0.05), 혈액투석(P＜0.05), 복막투석(P＜0.05), 암

(P＜0.01)에서 종합전문병원의 의사의뢰 건수가 병의

원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의사가 의뢰하지 않은 교육 건수는 당뇨병 119.3

건/년, 암 44.7건/년, 혈액투석 9.6건/년, 심장질환 9.5
건/년, 복막투석 3.6건/년, 고혈압 1.8건/년, 장루 0.1
건/년 순이었고 기타 350.5건/년으로 조사되었으며 

병원 유형에 따른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 
교육 ․ 상담료에 대한 수가징수 여부를 분석한 결

과, 당뇨병은 수가징수 교육 106.2건/년, 수가미징수 

교육 148.5건/년, 심장질환은 수가징수 교육 25.4건/
년, 수가미징수 교육 19.6건/년, 고혈압은 수가징수 

교육 3.3건/년, 수가미징수 교육 2.7건/년, 혈액투석

은 수가징수 교육 10.0건/년, 수가미징수 교육 15.7
건/년, 복막투석은 수가징수 교육 9.7건/년, 수가미징

수 교육 6.2건/년, 암은 수가징수 교육 40.1건/년, 수

가미징수 교육 74.9건/년, 장루는 수가징수 교육 0.4
건/년, 수가미징수 교육 0.9건/년, 기타는 수가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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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Type of medical institution

Tertiary hospital General hospital Hospital Total F-value

Diabetes mellitus

No. of education (times/year)  76.6±90.31)a  24.5±31.4b  1.1±2.7b  36.1±66.4 4.15**

No. of educatee (persons/year) 811.8±811.2a 327.6±708.7b 75.8±180.8b 423.1±692.8 5.88**

No. of educatee (persons/time)  10.6±5.4   6.6±6.8 19.9±56.1  12.4±6.8 0.56

Cardiovascular disease

No. of education (times/year)   1.7±5.6   0.0±0.0  0.0±0.0   0.7±3.5 1.23

No. of educatee (persons/year)  23.4±67.0   0.0±0.0  0.0±0.0   9.0±42.5 1.63

No. of educatee (persons/time)   9.0±33.9   0.0±0.0  0.0±0.0   3.0±5.2 0.94

Hypertension

No. of education (times/year)   1.2±3.9   0.0±0.0  0.3±0.9   0.6±2.5 0.86

No. of educatee (persons/year)   3.5±11.8   0.0±0.0 13.1±35.8   6.1±23.0 1.25

No. of educatee (persons/time)   0.3±1.0   0.0±0.0  5.5±15.7   1.9±3.1 1.59

Renal disease

No. of education (times/year)   2.2±3.7   4.1±11.7  0.0±0.0   1.9±6.3 1.45

No. of educatee (persons/year)  45.1±136.8  56.2±123.8  0.0±0.0  31.5±105.5 1.16

No. of educatee (persons/time)   7.0±15.9  12.1±30.0  0.0±0.0   6.4±6.1 1.56

Cancer

No. of education (times/year)  14.5±22.2  10.3±22.5  0.1±0.5   8.2±18.5 2.78

No. of educatee (persons/year) 185.9±410.7  91.6±189.2  0.9±3.8  95.1±278.7 1.89

No. of educatee (persons/time)   7.8±9.6a   2.7±5.3ab  0.5±1.9bc   3.7±3.7 5.22*

Obesity

No. of education (times/year)   0.9±3.9   0.0±0.0  0.2±4.0   0.8±3.4 0.41

No. of educatee (persons/year)   2.8±11.4   0.0±0.0 44.8±158.9  17.3±96.4 1.02

No. of educatee (persons/time)   0.2±0.7   0.0±0.0 13.6±52.9   4.6±7.8 0.90

Others

No. of education (times/year)  13.7±18.4a   8.3±12.9ab  1.8±4.9b   8.0±14.2 3.25*

No. of educatee (persons/year) 141.1±254.5  94.4±129.5 19.4±44.2  85.1±177.6 2.05

No. of educatee (persons/time)  10.7±16.8  15.7±38.9  3.5±9.6  10.0±6.1 1.00
1) Mean±SD
*P＜0.05, **P＜0.01 
abc Tukey multiple comparison

Table 3. Group nutrition education.

교육 3.3건/년, 수가미징수 교육 493.8건/년으로 조사

되었다. 수가징수 교육 건수와 미징수 교육 건수를 

비교해 볼 때, 거의 유사하거나 당뇨병, 혈액투석, 
암, 장루의 경우 미징수 건수가 더 많은 상황이며 

특히 수가가 책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질환의 경우

더라도 영양교육 및 상담이 이뤄지는 건수가 상당

히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당뇨병(P＜0.001) 및 암

(P＜0.05) 환자를 대상으로 한 수가징수 교육, 심장

질환 및 혈액투석, 복막투석,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수가미징수 교육(P＜0.05)에 대해 종합전문병원의 

교육 건수가 종합병원과 병의원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다.
교육수가는 병원 유형별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

으며, 당뇨병은 평균 31,285.7원, 심장질환은 23,609.1
원, 고혈압은 23,750.0원, 혈액투석은 43,214.3원, 복막

투석은 73,090.9원, 암은 40,230.8원, 장루는 59,500.0
원, 기타는 26,272.3원의 교육수가를 받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3) 외래환자 대상 영양교육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2008년 한 해 동안 실시한 

영양교육 실적은 Table 5와 같다. 의사가 의뢰한 교

육 건수를 질환별로 조사한 결과, 당뇨병 평균 234.6
건/년, 심장질환 평균 26.1건/년, 혈액투석 평균 7.6
건/년, 복막투석 평균 4.9건/년, 고혈압 평균 4.9건/년, 
암 평균 3.9건/년, 장루 평균 0.2건/년 순이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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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Type of medical institution

Tertiary hospital General hospital Hospital Total F-value

Diabetes mellitus

Order by doctor (case/year)   295.4±162.31)a    76.0±108.6b    16.3±43.9b   135.4±170.3 24.91***
Unorder (case/year)   286.9±675.0    30.1±99.8    13.0±32.6   119.3±427.3 2.07
Paid (case/year)   230.0±180.8a    68.0±106.9b     8.6±34.3b   106.2±157.1 13.30***
Unpaid (case/year)   352.3±664.1    38.1±98.1    20.7±41.8   148.5±430.9 3.15
Fees (￦) 32,625.0±12,111.3 31,250.0±26,575.4 10,000.0±0.0 31,285.7±15,493.2 1.00

Cardiovascular disease

Order by doctor (case/year)    93.3±183.3a     2.7±7.8b     0.2±0.8b    35.5±118.5 3.37*
Unorder (case/year)    25.5±54.5     0.3±0.9     0.0±0.0     9.5±34.9 2.91
Paid (case/year)    67.9±167.9     0.3±0.9     0.2±0.8    25.4±105.7 2.17
Unpaid (case/year)    50.9±89.5a     2.7±6.8b     0.0±0.0b    19.6±58.9 4.13*
Fees (￦) 26,966.7±12,970.5  7,000.0±0.0 10,000.0±0.0 23,609.1±13,814.5 1.67

Hypertension

Order by doctor (case/year)     9.6±16.8     0.3±0.9     1.6±5.1     4.2±11.3 3.22
Unorder (case/year)     1.0±2.8     3.3±10.9     1.5±3.8     1.8±6.1 0.47
Paid (case/year)     8.5±17.2     0.0±0.0     0.4±1.5     3.3±11.1 3.10
Unpaid (case/year)     2.1±3.7     3.5±10.8     2.8±5.9     2.7±6.7 0.14
Fees (￦) 25,714.3±11,285.7 − 10,000.0±0.0 23,750.0±11,833.9 1.70

Hemodialysis

Order by doctor (case/year)    33.6±55.5a    14.3±22.3ab     0.0±0.0b    16.1±37.9 3.54*
Unorder (case/year)    25.0±60.4     0.0±0.0     0.6±2.5     9.6±38.1 2.23
Paid (case/year)    21.0±55.3     8.6±18.5     0.0±0.0    10.0±35.5 1.44
Unpaid (case/year)    37.6±60.8a     5.6±14.9b     0.6±2.5b    15.7±40.9 4.31*
Fees (￦) 46,250.0±20,618.3 25,000.0±21,213.2 − 43,214.3±21,304.3 1.81

Peritoneal dialysis 

Order by doctor (case/year)    31.3±58.9a     2.5±8.1b     0.0±0.0b    12.3±38.4 3.51*
Unorder (case/year)     9.8±24.4     0.0±0.0     0.0±0.0     3.6±15.3 2.14
Paid (case/year)    25.4±56.4     0.8±2.7     0.0±0.0     9.7±35.9 2.64
Unpaid (case/year)    15.6±26.4a     1.6±5.4b     0.0±0.0b     6.2±17.6 4.20*
Fees (￦) 76,400.0±42,838.7 40,000.0±0.0 − 73,090.9±42,096.2 0.66

Cancer

Order by doctor (case/year)   171.5±250.0a    24.6±53.3b     0.3±1.3b    70.2±171.2 5.49**
Unorder (case/year)   115.2±244.8     7.4±24.4     0.0±0.0    44.7±156.7 2.80
Paid (case/year)    92.8±132.5a    21.6±51.7b     0.0±0.0b    40.1±93.1 5.10*
Unpaid (case/year)   193.9±649.4a    10.4±24.2b     0.3±1.3b    74.9±228.8 3.93*
Fees (￦) 42,333.3±16,086.9 15,000.0±0.0 − 40,230.8±17,166.6 2.66

Ostomy

Order by doctor (case/year)     2.1±5.7     1.7±5.4     0.0±0.0     1.2±4.4 0.98
Unorder (case/year)     0.3±1.0     0.0±0.0     0.0±0.0     0.1±0.6 0.84
Paid (case/year)     1.1±4.5     0.0±0.0     0.0±0.0     0.4±2.7 0.84
Unpaid (case/year)     1.2±4.8     1.7±5.4     0.0±0.0     0.9±3.9 0.69
Fees (￦) 59,500.0±11,090.5 − − 59,500.0±11,090.5  −

Others

Order by doctor (case/year)   330.1±609.8    79.5±173.7     0.0±0.0   146.6±407.0 3.02
Unorder (case/year)   917.6±3,277.0     3.5±11.8     0.0±0.0   350.5±2,032.6 1.01
Paid (case/year)     4.8±18.0     5.3±17.5     0.0±0.0     3.3±14.1 0.60
Unpaid (case/year)  1,242.8±3,770.8    77.8±157.7     0.0±0.0   493.8±2,358.6 1.33
Fees (￦) 23,283.5±11,714.6 32,250.0±0.0 − 26,272.3±9,768.1 0.39

1) Mean±SD
*P＜0.05, **P＜0.01, ***P＜0.001
ab Tukey multiple comparison

Table 4. Individual nutrition education for inpat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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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Type of medical institution

Tertiary hospital General hospital Hospital Total F-value

Diabetes mellitus

Order by doctor (case/year)   451.0±571.91)a   258.9±476.8ab     1.4±5.0b   234.6±457.9  4.53*
Unorder (case/year)     0.8±3.3     8.7±28.9     0.0±0.0     2.5±14.7  1.34
Paid (case/year)   376.6±412.1a   249.2±475.9ab     1.4±5.0b   204.4±377.0  4.80*
Unpaid (case/year)    75.3±192.9    18.4±34.2     0.0±0.0    32.7±121.3  1.70
Fees (￦) 33,189.1±20,900.0a 20,900.0±15,339.5ab  6,000.0±5,656.9b 27,924.4±14,598.8  5.41*

Cardiovascular 
disease

Order by doctor (case/year)    62.8±107.2a     9.9±24.7b     0.6±2.5b    26.1±71.3  3.90*
Unorder (case/year)     0.1±0.5     0.0±0.0     0.0±0.0     0.0±0.3  0.84
Paid (case/year)    44.5±96.4     0.4±1.2     0.6±2.5    16.9±61.5  2.78
Unpaid (case/year)    18.4±49.2     9.5±24.8     0.0±0.0     9.3±32.8  1.28
Fees (￦) 26,337.5±12,336.8  7,000.0±0.0 10,000.0±0.0 21,336.4±13,435.2  2.78

Hypertension

Order by doctor (case/year)    11.9±21.7a     1.1±3.6b     0.6±2.5b     4.9±14.2  3.37*
Unorder (case/year)     0.0±0.0     0.0±0.0     0.0±0.0     0.0±0.0 −

Paid (case/year)    11.8±21.8a     0.0±0.0b     0.6±2.5b     4.6±14.2  3.62*
Unpaid (case/year)     0.1±0.5     1.1±3.6     0.0±0.0     0.3±1.8  1.30
Fees (￦) 25,714.3±11,285.7 − 10,000.0±0.0 23,750.0±11,833.9  1.70

Hemodialysis

Order by doctor (case/year)    16.0±44.1     6.4±13.0     0.0±0.0     7.6±28.0  1.34
Unorder (case/year)     0.0±0.0     0.0±0.0     0.0±0.0     0.0±0.0 −

Paid (case/year)    14.1±44.5     5.9±13.1     0.0±0.0     6.7±28.0  1.01
Unpaid (case/year)     1.9±5.0     0.5±1.2     0.0±0.0     0.9±3.2  1.64
Fees (￦) 42,100.0±19,162.8 25,000.0±0.0 − 39,250.0±19,638.2  1.30

Peritoneal dialysis 

Order by doctor (case/year)    13.1±44.7     0.0±0.0     0.0±0.0     4.9±27.5  1.15
Unorder (case/year)     0.0±0.0     0.0±0.0     0.0±0.0     0.0±0.0 −

Paid (case/year)    12.1±44.9     0.0±0.0     0.0±0.0     4.5±27.5  0.97
Unpaid (case/year)     1.1±3.1     0.0±0.0     0.0±0.0     0.4±1.9  1.59
Fees (￦) 68,200.0±44,115.8 40,000.0±0.0 − 63,500.0±41,103.5  0.34

Cancer

Order by doctor (case/year)     9.8±16.9a     1.2±2.6b     0.0±0.0b     3.9±11.2  4.00*
Unorder (case/year)     0.0±0.0     0.0±0.0     0.0±0.0     0.0±0.0 −

Paid (case/year)     8.2±15.7a     0.7±2.4b     0.0±0.0b     3.2±10.2  3.35*
Unpaid (case/year)     1.6±3.4     0.5±1.2     0.0±0.0     0.7±2.3  2.12
Fees (￦) 41,333.3±14,899.7 15,000.0±0.0 − 38,700.0±16330.3  2.81

Ostomy

Order by doctor (case/year)     0.6±0.3     0.0±0.0     0.0±0.0     0.2±1.4  0.84
Unorder (case/year)     0.0±0.0     0.0±0.0     0.0±0.0     0.0±0.0 −

Paid (case/year)     0.0±0.0     0.0±0.0     0.0±0.0     0.0±0.0 −

Unpaid (case/year)     0.6±2.3     0.0±0.0     0.0±0.0     0.2±1.4  0.84
Fees (￦) − − − − −

Others

Order by doctor (case/year)   131.7±240.3a    16.9±29.9b     0.0±0.0b    53.3±156.8  3.62*
Unorder (case/year)     0.0±0.0     0.0±0.0     0.0±0.0     0.0±0.0 −

Paid (case/year)    64.9±213.1     7.6±19.6     0.0±0.0    26.1±131.3  1.13
Unpaid (case/year)    66.8±144.5     9.3±20.6     0.0±0.0    27.2±92.3  2.55
Fees (￦) 20,058.3±5,087.8b 32,375.0±176.8a − 24,985.0±7,646.0 10.54*

1) Mean±SD
*P＜0.05
ab Tukey multiple comparison

Table 5. Individual nutrition education for out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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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mes of QI related with clinical nutrition manage-
ment in 2009.

기타질환은 평균 53.3건/년이었다. 당뇨병, 심장질환, 
고혈압, 암 및 기타질환에 대한 의사 의뢰 건수는 

종합전문병원이 병의원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다(P
＜0.05).

입원환자와는 달리 의사가 의뢰하지 않은 외래환

자 대상 교육은 거의 실시되지 않았다.
교육 ․ 상담료에 대한 수가징수 여부를 분석한 결

과, 당뇨병은 수가징수 교육 204.4건/년, 수가미징수 

교육 32.7건/년, 심장질환은 수가징수 교육 16.9건/년, 
수가미징수 교육 9.3건/년, 고혈압은 수가징수 교육 

4.6건/년, 수가미징수 교육 0.3건/년, 혈액투석은 수

가징수 교육 6.7건/년, 수가미징수 교육 0.9건/년, 복

막투석은 수가징수 교육 4.5건/년, 수가미징수 교육 

0.4건/년, 암은 수가징수 교육 3.2건/년, 수가미징수 

교육 0.7건/년, 장루는 수가징수 교육 0.0건/년, 수가

미징수 교육 0.2건/년, 기타질환은 수가징수 교육 

26.1건/년, 수가미징수 교육 27.2건/년으로 조사되었

다. 외래환자의 경우 당뇨병이나 심장질환에서 교육

수가 징수 요건에 부합하지 못해 미징수 교육 처리

된 경우가 약간 있으나 대부분은 수가징수 교육으

로 실시되고 있었다. 당뇨병, 고혈압 및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수가징수 교육 건수가 병의원에 비해 

종합전문병원에서 유의적으로 많았다(P＜0.05). 
외래환자의 교육․상담 수가 또한 입원환자에서와 

같이 복막투석 교육이 평균 63,500.0원으로 가장 높

았고, 심장질환 교육이 21,336.4원으로 가장 낮게 조

사되었다. 당뇨병은 종합전문병원의 교육수가가 병

의원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으나(P＜0.05) 기타질환

은 종합병원의 교육수가가 종합전문병원에 비해 유

의적으로 높았다(P＜0.05). 

4. QI 주제

2009년도에 병원 영양부서에서 실시한 임상영양관

리 분야의 QI 주제는 영양교육 및 영양상담(20.5%), 
영양검색 및 영양불량환자 관리(11.4%) 순으로 조사

되었다(Fig. 1). 영양교육 및 영양상담 부문에는 영양

교육을 통한 치료효과 증대, 영양교육 활성화 방안 

등이 있었으며, 영양검색 및 영양불량환자 관리 부

문으로는 암환자 대상 임상영양요법 적용 후 영양

상태 개선 효과 분석, 영양지원 업무의 전산화 작업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종합전문병

원이 다른 병원 유형에 비해 QI 실시빈도가 많았으

나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 

고 찰

병원 영양부서의 급식 및 영양관리 평가 지표를 

개발한 Lee & Kwak(2009)의 연구에서는 영양검색에 

대한 지침과 시스템 마련의 중요도가 5점 중 4.41, 
입원 후 48시간 내 환자의 영양검색 실시의 중요도

가 4.38, 영양불량 환자관리에 대한 지침과 시스템 

마련의 중요도가 4.43, 영양불량 환자관리 수행(계획, 
실행, 평가)의 중요도가 4.29, 영양불량 환자의 영양

치료 계획에 대한 주치의 통보의 중요도가 4.40, 컨

설팅 환자에 대한 영양평가, 상담, 지도 및 기록의 

중요도가 4.61로 조사되어 영양검색 및 영양불량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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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높음을 보고하였다. 하지만 

Lee(2000)의 연구에 따르면 영양치료 체계 표준화(5
점 중 4.10), 영양치료 대상 환자에 대한 영양상태 

판정 및 영양관리 계획(4.02) 등 제도와 계획은 마련

되어 있으나 실제로 입원환자 대상 영양검색을 실

시하거나(3.10) 영양상태 판정 및 영양관리를 수행하

는(3.19) 수준은 보통 정도였으며 주로 의사가 영양

상담 및 교육을 의뢰한 환자들에게 영양요법을 지

도하는(4.43) 임상서비스가 제공되는 실정이었다.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 44개 중 59.1%인 26개 병원이 

영양검색을 실시하고 있었고 그중 종합전문병원은 

전면 실시하고 있는 반면 병의원은 18.8%만이 영양

검색을 실시한 결과는 선행 연구(Lee 2000; Lee & 
Kwak 2009)가 주로 종합전문병원과 종합병원을 대

상으로 수집된 자료임을 감안할 때, 의료기관평가 

등을 통해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영양검색 

및 영양불량환자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만큼 최근 10년 사이 영양검색 실시율이 높아진 것

으로 파악된다.
연간 입원환자수는 평균 15,169.5명/년이었고, 이 

중 영양검색실시 환자수는 평균 10,870.9명/년이었으

며, 입원환자수 대비 영양검색 비율은 종합전문병원

이 72.9%로 종합병원(32.7%)이나 병의원(9.4%)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01). 영양불량관리 대상 입원

환자수는 평균 2,224.8명/년이었으며, 이 중 관리를 

실시하는 환자수는 평균 1,546.2명/년으로 조사되었고, 
영양불량관리 대상 환자수 대비 실시율은 종합전문

병원이 64.5%로 종합병원(35.7%)이나 병의원(12.5%)
보다 유의하게 높게 분석되었는데(P＜0.01), 이는 종

합전문병원의 경우 영양사 인력이나 의무기록프로

그램의 개발(EMR 등)에 따른 임상영양업무 수행지

원도가 종합병원이나 병의원에 비해 높은데서 기인

한 결과라 본다. 영양불량관리 대상자의 범위를 종

합전문병원은 중정도위험군, 고위험군, 저위험군 순

으로 관리하고 있는 반면 종합병원은 중정도위험군, 
저위험군, 고위험군 순으로 관리하는 바, 단순히 영

양불량관리 대상 환자수 대비 실시율로 성과를 비

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영양불량위험군의 관리

뿐만 아니라 영양불량위험군에서 제외된 환자에 대

해서도 재검색 등을 통해 영양불량 위험을 지속적

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의료진이 

치료적 의미로서 영양관리가 중요하다는 인식 및 

영양지원팀의 필요성에 대해 병상규모가 클수록 유

의적으로 높게 평가한 Lyu 등(1998)의 연구에 근거

해 볼 때 영양관리의 중요성 인식이 실행을 유도하

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종합병원 이하 의료기관에서

의 영양검색 및 영양불량 환자관리의 중요성에 대

한 인식 제고 및 영양관리의 적극적 실행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질환별 집단 영양교육 및 상담용 교육자료를 준

비하여(5점 중 4.38점) 질환별 정기적 집단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5점 중 4.29) 집단 영양교육 및 

상담의 날짜, 교육내용, 참석자에 대한 기록을 관리

하는(5점 중 4.29) 등의 집단 영양교육 및 상담 업무

는 병원 영양부서의 영양관리 영역에서 중요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으며(Lee & Kwak 2009) 환자 영양

관리서비스 중 수행도 또한 가장 높은 업무로 보고

되었다(Lee 2000). 본 연구결과에서 집단영양교육은 

당뇨병, 암, 실장질환, 비만, 심장질환, 고혈압 등 다

양한 영양관련 질환에 대해 실시되고 있었으며 특

히 당뇨병에 대한 교육이 평균 36.1회/년으로 가장 

많이 수행되고 있었고 종합전문병원의 경우에는 당

뇨병 교육을 연간 76.6회 실시하여 종합병원이나 병

의원에 비해 집단교육 횟수가 유의적으로 높게 나

타났다. 집단영양교육에 참석한 인원 또한 당뇨병이 

평균 423.1명/년으로 가장 많았다. 1996년에 서울지

역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조사된 Kim 등(1998)의 연

구에서 보고한 집단교육 중 당뇨교실 월 평균 3.7회, 
당뇨조식회 월 평균 2.9회 실시, 교육 1회당 평균 

참가인원은 당뇨교실 14.5명, 당뇨조식회 18.7명이었

던 자료와 비교해 볼 때, 당뇨병 관련 집단교육 횟

수는 유사하나 참석하는 환자수는 증가된 것으로 

파악된다. 제2형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한 저혈당지

수 영양교육이 당뇨환자의 체중, 비만도, 수축기 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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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 저혈당지수 식사요법에 대한 인지도 및 실천도, 
식이혈당지수 및 식이혈당부하, 공복혈당 및 당화혈

색소 감소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며(Kim 등 2010b) 
당뇨병 식사교육을 받은 실험군의 체질량지수가 감

소하고 공복혈당과 식후 2시간 혈당이 유의적으로 

감소하는(Woo 등 2006) 것과 같이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영양교육의 필요성과 효과성이 보고된 

바, 여러 질환 중 당뇨병 대상 집단교육이 활발히 

실시되는 것으로 보인다.
환자대상 영양교육 실적 중 당뇨병과 고혈압은 

의사 의뢰 및 수가징수 교육 건수가 입원환자보다 

외래환자 대상에서 많은 반면, 심장질환, 혈액투석, 
복막투석, 암, 장루는 입원환자 대상 교육 건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1996년에 조사된 Kim 등

(1998)의 연구에서 당뇨의 경우 주당 평균 개인상담 

횟수가 외래환자 3.6회, 입원환자 9.9회로 유의적 차

이(P＜0.01)를 보였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당뇨병

과 고혈압과 같이 지속적인 영양 및 생활관리가 필

요한 질환의 경우 입원환자뿐만 아니라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한 영양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교육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사료된다. 환자들이 식사에 

대한 영양 및 건강 제공 정보에 대한 기대에 비해 

인식수준이 낮아 불만족 요인으로 파악되는데(Lee 
등 2004a) 식사 및 영양관련 정보 제공에 대해서 적

절하다고 생각하는 환자 비율과 그렇지 않다는 환

자 비율 모두 일반식 환자에 비해 치료식 환자에게

서 더 높게 나타난(P＜0.001) Kim 등(2008)의 연구에

서는 일반식에 비해 치료와 연관성이 더 높은 치료

식 환자가 식사에 대한 정보 및 내용을 알고 싶어

하는 요구도가 높아 영양사에 의한 간단한 설명으

로 만족되는 한편, 병원의 부족한 인력 현황으로 전 

병동의 모든 치료식 환자에게 치료식 설명 및 영양

교육을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 그 이유라 하였으

며, 보험화 방법으로는 1회 상담시 일정금액 66.7%, 
상담시간당 일정금액 23.8%로 조사되었다. 비만

(Wing 등 1998), 당뇨(Pritchard 등 1999; Brown 등 

2002), 고혈압(Pritchard 등 1999; Goertz 등 2002)을 

비롯하여 소아과 질환(Watling 2009) 및 영양불량 환

자(Sheppard 등 1991; Gambera 등 1995)에서도 임상

영양사에 의한 임상영양서비스가 긍정적 효과를 준

다는 보고와 영양상담료의 의료보험화 필요성에 대

해 92.2%의 영양사가 그렇다고 응답한 연구결과

(Kim 등 1998)에 근거할 때, 환자대상 영양교육이 

활성화되도록 교육 ․ 상담료 급여화 전환 및 대상질

환 확대, 영양불량 환자 대상 영양관리료 보험 적용 

신설과 같은 정책 보완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Lee 2009b).
교육 ․ 상담 수가는 당뇨병의 경우 입원환자 평균 

31,285.7원, 외래환자 27,924.4원이었고 심장질환이 입

원환자 23,609.1원, 외래환자 21,336.4원으로 가장 낮

은 수준이었으며 복막투석 교육이 입원환자 73,090.9
원, 외래환자 63,5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입원환자 

수가가 외래환자보다 약간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큰 차이 없었으며, 입원환자 대상 교육에서는 병원 

유형별로도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교육 ․ 상담 수

가가 비급여 항목으로 인정되기 전에 영양사 단독 

교육이 수행될 때 조사된 Kim 등(1998)의 연구에서

는 종합병원 중 78.1%가 영양상담료를 자체적으로 

책정하고 있었으며 개인상담의 경우 외래환자 평균 

5,460.6원, 입원환자 평균 6,408.9원이었고 단체교육

의 경우 외래환자 평균 6,100.0원, 입원환자 6,166.7
원이었다고 보고하였다. 당뇨환자 및 신장환자 모두 

개인상담시간이 현재 각 69.7분, 64.3분인데 비해 실

제필요시간(당뇨환자 82.7분, 신장환자 84.8분)이 유

의적으로 길었으며(P＜0.01) 실제필요시간을 기준으

로 개인상담료를 당뇨 및 신장환자 모두 18,463.5원
으로 산정하였다. 집단교육의 경우 당뇨환자는 현재 

93.8분이 소요되나 107.4분이 필요하여 유의적 차이

를 보였으며(P＜0.05), 신장환자는 현재 교육시간 

76.3분과 실제필요시간 72.0분간에 유의적 차이가 없

었고 1회 집단교육료를 당뇨환자 8,111.5원, 신장환

자 7,404.3원으로 추정하였다.
2009년도에 병원 영양부서에서 실시한 임상영양

관리 분야의 QI(Quality Improvement) 주제는 영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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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및 영양상담(20.5%), 영양검색 및 영양불량환자 

관리(11.4%) 순으로 조사되었다. Kim 등(2000)의 연

구 결과에 따르면 병원 영양부서의 영양서비스 개

선활동에서 TQM 도입을 위한 검색자료로 사용되는 

항목이 음식의 불만(89.2%), 배식태도(72.7%), 기기

(48.3%), 새로운 식품의 첨가(36.4%), 노동생산성

(33.5%)으로 과거에는 영양부서의 질관리 활동이 주

로 급식분야에 국한되었다. 하지만 Kim 등(2010a)의 

연구에서 병원 영양부서에서 실시한 급식관련 QI 
(Quality Improvement) 주제가 메뉴관리 31.8%, 작업

관리 11.4%, 위생관리 11.4%, 배식관리 6.8% 수준이

었던 것과 비교해볼 때 최근 들어 영양분야에 대한 

QI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서울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44개 의료

기관의 임상영양서비스 수행 현황을 2009년 7월 6일
∼7월 24일까지 우편으로 설문 조사하였으며 그 결

과를 근거로 환자대상 영양교육 및 상담에 대한 교

육 ․ 상담료 확대 적용 및 급여 전환 등의 정책 마

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 병원의 59.1%에서 영양검색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조사대상 종합전문병원은 전면 실시하

고 있는 반면 병의원은 18.8%만이 영양검색을 실

시하여 병원 유형별로 유의적 차이를 보였다(P
＜0.001). 연간 입원환자수는 평균 15,169.5명/년, 
영양검색실시 환자수는 평균 10,870.9명/년, 영양

불량관리 대상 입원환자수는 평균 2,224.8명/년, 
영양불량관리를 실시하는 환자수는 평균 1,546.2
명/년으로 조사되었다. 종합전문병원이 종합병원

이나 병의원에 비해 입원환자 중 영양검색 비율

(P＜0.001)과 영양불량환자관리 비율(P＜0.01)이 

유의적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2. 집단영양교육는 당뇨병 평균 36.1회/년, 암환자 

8.2회/년, 신장질환 1.9회/년 순으로 실시하고 있

었으며, 집단영양교육에 참석한 인원은 당뇨병 

평균 423.1명/년, 암환자 95.1명/년, 신장질환 31.5
명/년 순이었고, 질환별 1회 교육 시 평균 참가인

원은 당뇨병 12.4명, 기타 10.0명, 신장질환 6.4명, 
비만 4.6명, 암 3.7명, 심장질환 3.0명, 고혈압 1.9
명 순으로 나타났다.

3. 입원환자 대상 영양교육 중 당뇨병은 의사 의뢰 

135.4건/년, 의사 비의뢰 119.3건/년, 암은 의사 의

뢰 70.2건/년, 의사 비의뢰 44.7건/년, 심장질환은 

의사 의뢰 35.5건/년, 의사 비의뢰 9.5건/년이 실

시되었다. 당뇨병의 경우 수가징수 교육 106.2건/
년, 수가미징수 교육 148.5건/년, 심장질환은 수가

징수 교육 25.4건/년, 수가미징수 교육 19.6건/년, 
고혈압은 수가징수 교육 3.3건/년, 수가미징수 교

육 2.7건/년이 실시되었으며, 교육․상담 수가는 복

막투석 교육이 평균 73,090.9원으로 가장 높게 나

타난 반면 심장질환 교육이 평균 23,609.1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었다.
4.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사가 의뢰한 교육 중 당

뇨병 평균 234.6건/년, 심장질환 평균 26.1건/년, 
혈액투석 평균 7.6건/년이 실시되었으며 입원환자

와는 달리 의사가 의뢰하지 않은 교육은 거의 실

시되지 않았다. 당뇨병의 경우 수가징수 교육 

204.4건/년, 수가미징수 교육 32.7건/년, 심장질환

은 수가징수 교육 16.9건/년, 수가미징수 교육 9.3
건/년, 고혈압은 수가징수 교육 4.6건/년, 수가미

징수 교육 0.3건/년이었으며, 교육․상담 수가는 복

막투석 교육이 평균 63,500.0원으로 가장 높게 나

타난 반면 심장질환 교육이 평균 21,336.4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었다.

영양검색 및 영양불량 환자 관리, 집단영양교육, 
입원환자 및 외래환자의 영양교육 등을 포함한 임

상영양서비스가 종합전문병원을 주축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본 연구 결과에 기초

하여 임상영양서비스가 환자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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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점에 주목한다면 효과적인 임상영양치료 시행

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 암 환자 

교육의 비급여 인정에서는 여러 차례의 충분한 교

육을 통해 치료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환자동의서와 

같은 지나친 규제를 없애며 급여화를 꾀함으로써 

만성질환자들에게 임상영양치료가 진정한 치료적 

차원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

어야 한다. 또한 식사 및 영양관리가 환자의 생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소아 내분비 환자 및 만성신

부전 환자의 영양관리 등이 비급여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비급

여 인정 질환의 급여화와 함께 대상 질환이 확대 

인정이 필요하다. 둘째,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환자

의 영양관리 업무를 의사 처방에 의해 오로지 임상

영양사가 임상영양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인

정하는데 반해, 질병 특성과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특정 질병의 교육에 관련 전문인이 모두 참여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인정 기준은 불합리하다. 마지막으

로 입원환자에 대한 기본 관리의 일환으로 입원 영

양관리료를 보험 적용시킴으로써 영양불량 예방을 

통한 국가 의료비 절감 효과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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