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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has attempted to collect actual spot's opinions and analyze importance-performance of indicators 
for the evaluation of hospital nutrition department.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were as follows: first, the 
average score of self-estimated performance was 3.75 based on a 5-point scale. The degrees of importance of 
hospital foodservice and nutrition department management were in the range of 3.71∼4.85 out of 5.0 and the 
mean importance degree score was 4.37. Second, the average score of self-estimated performance in each cat-
egory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case of general special hospital compared to general hospital. Especially 
average performance score of nutrition management in the general special hospital was higher than that of 
general hospital (P＜0.001). The average performance score of the hospital with more beds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with less beds. Contract managed hospital's score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self-operated hospital in two categories, "facilities management" and "nutrition management" (P＜0.05, P＜ 

0.01). In foodservice and nutrition management of task-separated hospitals, the average performance scores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not-separated hospitals (P＜0.01, P＜0.001). Third, according to the im-
portance-performance analysis of recognition about indicators for the hospital nutrition department's operations 
evaluation, 'foodservice facilities management' and 'foodservice sanitation management' were in 'doing great', 
'nutritional management' and 'operational management' were in 'low priority', and 'other foodservice manage-
ment' was in 'overdone'. In conclusion, there's a need for institutional specific standards of sanitation for 
Korean hospital foodservice.

Key words : hospital foodservice, hospital nutrition department, evaluation indicators,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서 론

우리나라가 병원급식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의료기관의 양적, 질적 성장과 이들 간의 경쟁

심화, 병원 경 의 효율성 제고, 정부의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 등 의료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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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의 품질 관리(quality improvement) 활동이 시작되

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의료 품질을 관리하기 위

하여 병원 급식부문에서는 부서차원의 여러 기능을 

세분화하여 검토하 다. 환자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

공하는 급식관리 활동 외에도 양불량 환자를 파

악하여 적절한 양 공급을 하는 활동, 식이요법이 

필요한 환자에게 적절한 양지도를 실시하여 환자

의 질병 회복을 도모하는 활동을 나누어 실시하 다

(Flanel & Fairchild 1995; 김 1997; Yeom & Kang 2007). 
의료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품질(quality)의 의미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된 바 있으며(Lynn & 
Osborn 1991; Donabedian 2005; Snyder & Anderson 
2005), 이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양질의 의료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에 의하여 실천되며 보다 

환자의 입장에서 고려되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의료의 품질 관리와 이의 지속적인 향상(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을 위한 활동을 병원 양부서의 

입장에서 종합해보면, 양질의 급식과 양적 치료를 

목표로 양업무 전 과정을 과학적인 사고로 검토, 
평가하는 것이며, 급식의 안전과 위생 등 모든 면의 

질을 높이고 환자의 양적 치료와 만족도를 증가

시켜 진료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김 1997; 김 2000; 양 2001).
이러한 병원급식의 품질 관리 및 향상을 위해서

는 먼저 품질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

라 병원급식의 품질관리에 대한 기준마련을 위하여 

꾸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병원 양부서의 

TQM(Total Quality Management) 도입을 위하여 질 

평가 모델과 지침을 개발(Kim 1997)한 사례와, 병원 

급식, 양 서비스 업무의 질 관리 기준과 서비스 

품질에 향을 줄 수 있는 변수를 구축하여 이들의 

향력을 분석함으로서 병원 급식ㆍ 양 서비스의 

질 향상 방안을 모색한 Lee(1999)의 연구가 있었다. 
또 Yang 등(2003)은 병원 위탁급식의 품질향상을 위

하여 위탁 운 되는 병원급식의 품질관리를 급식관

리 부문과 임상 양 부문으로 나누어 부문별 항목

과 핵심개념을 정의한 뒤, 이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기준과 수행지표를 도출, 질 관리 모니터링 도구로 

활용하 다. 이 외에도 병원급식품질에 대하여 급식

부서 환경과 관리 양사가 미치는 향을 분석하거

나(Lee 2005) 급식 서비스 품질 개선에 6시그마 기

법을 적용하여 그 차이를 검증한 사례가 있었으며

(Chung 등 2007), 병원급식의 품질개선과 섭취를 높

이기 위한 방안으로 품질 속성을 규명하기도 하

다(Kim 등 2008).
Edelstein(1991)은 1984년부터 미국의 의료기관 신

임평가 기관인 JCAHO(Joint Commission on Accredi-
tation of Healthcare)에서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의 

품질을 모니터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적용하고 있는 

10단계의 과정(JCAHO's 10-step process)을 설명하면

서 급식서비스 모니터링을 위한 역치(thresholds)를 

조사하 는데, 여기에서 역치란 평가 지표에 대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 수치와 범위를 설정하고 일정 수

준에 미달하는 경우 이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 때 기준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 다. 
이를 바탕으로 Flanel & Fairchild(1995)는 환자들의 

양관리를 하기 위한 과정을 제시하고 이를 양

부서 차원의 메뉴 계획과 식사 준비 및 배식, 위생

과 안전, 양관리 및 계획, 양치료 과정에 이르

기까지 모든 활동에 관한 내용들로 나열하 다. 특

히 이 중에서 임상 양 서비스의 제공과정에 품질

관리 계획을 적용하 을 때 양검색(nutrition scree-
ning)과 양중재(nutrition intervention) 부분의 개선효

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우리나라의 병원급식은 식품위생법이나 의료법에 

의하여 부분적인 제약을 받긴 하지만 세부적인 급

식 품질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평가제도를 통하여 

제도적 차원으로 정착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의료기관 평가제도는 의료기관의 전반적 의료 수준 

향상을 목표로 1995년부터 시행된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제도를 개선하여 이어지는 국가차원의 제도이

다. 이 제도는 의료법 제 58조에 따라 2004년부터 3
년을 주기로 500병상 이상, 260∼499병상, 260병상 

미만의 병원들을 규모별로 나누어 평가하 다.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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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양부서는 부문별 업무성과 중 ‘ 양’의 부문으

로 분류되어 ‘급식위생 및 치료식관리’, ‘ 양관리’ 
분야가 있으며 그 하위 역으로 ‘급식위생관리’, 
‘식재료 보관관리’, ‘치료식 및 경관유동식 관리’, 
‘ 양검색 및 양불량 환자관리’, ‘ 양교육 및 

양상담’으로 나누어 평가기준을 제시하 다(보건복

지부 2008). 의료기관 평가기준에 대하여 세부적이

고 체계적인 검증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평가지침의 구조적인 부분, 문항의 세부내용, 평가

기준에 대한 각 전문단체의 자문과 조정에 관한 의

견을 수렴하고 평가 실행 전반의 과정을 보완하는 

등 다각적 검토가 요구되었다(현 2005). 또 병원 

양부서의 품질관리 기준마련에 대하여 김(2000)은 

우리나라 의료기관 평가 시 평가 항목에 대한 권고 

수준이 정해져야 하며, 권고치를 토대로 각 평가기

준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급식, 양 서비스 부문에 

대한 종합평가가 필요하다고 하 다. 
의료기관 평가제도는 전담기구가 따로 없이 보건

산업진흥원과 병원협회로 운 조직이 2원화되어 있

었고 평가 시 현장조사도 1박 2일에 그쳤으며, 시간

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는 진료의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평가보다 시설이나 장비 구비 여부에 대한 구

조적 측면을 위주로 평가하 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 평가결과를 항목별 A, B, C 등급의 분야별 순위

로 언론에 발표하여 국민들의 활용도는 미흡하면서

도 대형 병원들이 순위를 놓고 과다 경쟁하는 부작

용을 일으켰다. 평가대상은 300병상 이상의 대형병

원에 한정되어 의료의 질이 크게 우려되는 중소병

원은 질 관리에서 외면되는 사각지대로 남겨놓았으

며, 평가위원들이 1년에 1회만 조사에 참여하기 때

문에 조사경험이 축적될 수 없어 이들의 전문성 결

여도 문제가 되었다(이 2010).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0년 정부에

서는 의료기관 평가제도의 선진화 방안을 국정과제

로 선정하고 의료법을 개정, 2011년 1월부터 의료기

관 평가 인증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의료기

관 인증제는 대상이 중소병원인 병원 급 의료기관

으로 확대되어 실시되며 평가제의 강제성과 일회성

의 단점을 보완하여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질 향상이 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 전담기관인 의

료기관평가 인증원을 설치하고 전문 인력 평가단에 

의해 일련의 기준과 절차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새

롭게 개발된 인증기준은 기존 제도의 평가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게 변경하거나 추가하 는데, 국제 

의료 질 관리학회(ISQua)의 국제인증기준인 환자의 

안전 및 서비스 질 향상 목표를 충족하도록 현행 

평가기준과 선진국의 평가기준을 통합하여 의료기

관의 기능 및 진료과정을 중심으로 개발되었다(보건

복지부 2010). 
양부문의 평가기준도 기존의 형식에서는 하드

웨어적인 시설 부분이 많이 포함되었지만, 인증제의 

조사기준은 환자나 시스템을 추적하는 방법(tracer 
methodology)을 적용하게 된다. 입원환자의 초기 

양 평가를 하는지와 처방내용에 적합한 양을 공

급하고 필요한 설명 및 양상담을 제공하는지, 그

리고 양집중지원이 필요한 환자에게 의사, 양사, 
간호사, 약사 등이 팀을 구성,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양집중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

하고 있다. 이 밖에 의료기관에 속하는 모든 부서를 

대상으로 질 향상 활동에 대한 조사도 실시한다(보
건복지부 2011).

우리나라 병원 양부서의 급식 및 양관리 기

준에 대한 법적, 제도적 틀이 확고해지기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권고수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병원 양부서의 급식 및 양관리 평가지표에 대

한 현장의 의견 수렴을 하는데 있다. 따라서 우리나

라 의료법과 식품위생법, 의료기관 평가제도의 양

부문 평가기준,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 미국의 

FDA Code와 JCAHO의 양부문 평가기준, 우리나

라 급식품질에 대한 연구(Lee 1999; Song 2003; Lee 
2004)에서 제시된 기준들을 참고로 도출된 병원 

양부서의 급식 및 양관리 평가지표에 대하여 병

원 양부서장들이 인식하는 중요도와 수행도를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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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조사 대상 및 기간

본 연구에서는 병원 양 부서장들을 대상으로 

급식 및 양관리 지표에 대하여 중요도와 수행도

를 조사하 다. 2008년 3월부터 4월까지 설문지를 

우편 또는 이메일로 배부하 고, 이를 작성한 후 반

송봉투를 이용한 우편과 이메일을 병행하여 회수하

다. 의료기관 평가제도 1주기(2004∼2006년)의 평

가대상 병원 275개소 중 폐업한 병원을 제외하고 

종합전문병원 78개소, 종합병원 79개소, 병원 116개
소에 273부의 설문지를 보냈으며, 이 중 94부가 회

수되었다(34.4%의 회수율).

2. 조사 내용

우리나라 병원 양부서의 평가지표 개발을 위하

여 1주기와 2주기 의료기관 평가제도의 기준을 분

석하고, 이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식품위생법과 의료

법, 식품의약품안전청의 HACCP 기준, 학교급식 위

생관리 지침서를 검토하 으며, 우리나라 급식품질

에 대한 연구(Lee 1999; Song 2003; Yang 등 2003)에
서 제시된 기준들을 내용분석(content analysis)하 다. 
이렇게 도출된 지표에 대하여 심층면접(in-depth in-
terview)과 현장조사(situation analysis)를 통하여 보완

한 뒤, 델파이 기법(delphi technique)과 전문가 회의

(panel discussion)를 거쳐 수정작업을 하 다.
설문에 사용된 지표들은 세부 역을 급식관리 

역, 양관리 역, 운 관리 역의 3개로 크게 분

류한 뒤, 급식관리 역을 시설관리와 위생관리, 구
매, 배식, 검식, 경관유동식을 포함하는 기타 급식관

리의 3개 역으로 다시 나누어 모두 5개 역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지는 각 역에 대한 평가기준과 

각 기준에 대해 필요한 평가 지표를 1개부터 5개까

지 제시하여 총 85개 기준과 131개 지표로 이루어졌

고, 각 지표들에 대한 중요도와 수행도는 5점 Likert 
척도법을 이용하여 중요 및 수행정도에 따라 매우 

그렇다(5점), 그렇다(4점), 보통이다(3점), 그렇지 않

다(2점), 전혀 그렇지 않다(1점)로 구성하 다.  

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5.0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조사대상 병원의 일반사항은 기초통계량으로 

산출하 고, 중요도, 수행도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를 

구하 다. 중요도와 수행도의 병원규모나 운 형태

에 따른 차이 분석을 위하여 t-test와 ANOVA를 실

시하 고, ANOVA의 유의성 검증은 Duncan's multi-
ple range test를 사용하 다. 중요도와 수행도에 대

한 paired samples t-test와 이들 사이의 관계를 분석

하기 위하여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를 실시

하 다. 

결 과 

1. 조사대상 병원의 일반사항

조사대상 병원들의 일반사항이 Table 1에 나와 있

다. 설문에 응답한 94개 병원들이 위치한 지역은 서

울 17개(18.1%), 기타 대도시 37개(39.4%), 중소도시 

40개(42.5%)이었으며, 병원종별 구분에서는 종합전문

병원 22개(23.4%), 종합병원이 71개(75.5%), 병원규모

는 500병상 이상이 46개(49.0%), 260∼500병상이 24
개(25.5%), 260병상 미만이 24개(25.5%)이었다. 운

형태는 직 이 65개(69.2%)로 가장 많았고, 위탁이 

27개(28.7%), 부분위탁이 2개(2.1%) 다. 병원 임상

양 업무와 급식관리 업무의 분리에 대해서는 부서

로 분리하는 병원이 9개(9.6%), 담당 양사로 분리

하는 병원이 36개(38.3%), 업무 분리를 하지 않는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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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hospitals.
n=94

Characteristics Frequency Percentage (%)

Area

Capital 17 18.1

Other metropolis 37 39.4

Small towns 40 42.5

Classification based on scale

General special hospital 22 23.4

General hospital 71 75.5

Hospital  1  1.1

Number of beds

More than 500 beds  46 49.0

260∼499 beds 24 25.5

Less than 260 beds 24 25.5

Operational type

Self operation 65 69.2

Contract operation 27 28.7

Partial contract  2  2.1

Division of work between foodservice & nutrition 

By department  9  9.6

By dietitians in charge 36 38.3

Not separate 49 52.1

원도 49개(52.1%) 다. 

2. 급식 및 영양관리 지표에 대한 중요도와 수행도

병원 양부서의 급식 및 양관리 평가지표의 

중요도와 수행도에 대한 평균점수가 Table 2에 나와 

있다. 중요도 전체 평균은 4.37점이고 수행도 전체 

평균은 3.75점이다. 중요도 점수는 ‘급식위생관리 

역’이 4.59점으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운 관리 

역’이 4.04점으로 가장 낮게 나왔다. 수행도 점수에

서는 ‘급식위생관리 역’이  4.13점으로 전체 역 

중 가장 높게 나왔으며, ‘ 양관리 역’이 3.17점으

로 5개 역 중 가장 낮게 나왔다. 중요도와 수행도 

평균점수의 유의한 차이가 가장 많이 나타난 역

은 ‘ 양관리 역’으로 중요도 4.27점, 수행도 3.17
점 이었다(P＜0.001).

급식시설 관리 역에서 중요도 점수가 가장 높

은 항목은 ‘방충, 방서시설’로 4.77점이었으며, 가장 

낮은 항목은 ‘조리장 바닥의 건조관리’로 4.31점이었

다. 수행도 점수는 지하수 사용 시 소독여부를 알아

보는 ‘급수시설’이 4.64점으로 평균점수가 가장 높았고 

‘바닥의 건조관리’가 3.19점으로 가장 낮은 평균점수를 

보 다. 급식시설 관리 역에서 ‘급수시설’은 중요도

와 수행도 점수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급식위생관리 역에서 중요도 점수가 가장 높은 

항목은 ‘식재료 위생관리’로 4.78점이었고, ‘작업위생

관리’가 4.22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수행

도는 ‘개인위생관리’ 항목이 평균 4.64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 고, ‘작업위생관리’ 항목이 평균 

3.19점으로 수행도가 가장 낮았다. 역 내 항목 중 

‘작업위생관리’에서 중요도와 수행도의 유의적 차이

가 가장 많이 났다(P＜0.001).
 기타급식관리 역에서 중요도 점수가 가장 높

은 항목은 ‘보존식의 보관’으로 4.85점이었고, ‘상차

림 및 배식의 정확성’이 3.94점으로 가장 낮았다. 수
행도 점수도 ‘보존식 보관’ 항목이 4.85점으로 가장 

높았고, ‘상차림 및 배식의 정확성’이 평균 3.19점으

로 기타급식관리 역 내 항목 중에서 가장 낮은 

수행도 점수를 보 다. ‘구매업무관리’와 ‘보존식의 

보관’에서는 중요도, 수행도 평균점수 사이에 유의

한 차이가 없었고, ‘상차림 및 배식의 정확성’의 중

요도와 수행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가장 많이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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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of evaluation indicators in hospital nutrition department.

 Domain Subdomain Indicators Importance Performance Gap t-value

Foodservice
 facilities 
 management 

Kitchen
facilities management

Work zone 4.46±0.701) 3.43±1.26 1.03 7.10***

Drainage way 4.75±0.48 4.17±0.94 0.58 5.66***

Ventilation system 4.70±0.47 3.85±1.01 0.85 7.66***

Insects and mice control system 4.77±0.44 4.41±0.69 0.36 5.03***

Waterworks 4.72±0.60 4.64±0.65 0.08 1.09

Toilet 4.65±0.47 4.05±1.05 0.60 5.66***

Food storage facilities 4.67±0.41 4.25±0.76 0.42 4.78***

Dry kitchen operation 4.31±0.90 3.19±1.21 1.12 8.63***

Temperature/humidity control 4.45±0.80 3.40±1.34 1.05 8.65***

Sanitation facilities 4.54±0.57 3.94±1.01 0.60 5.32***

Subtotal mean 4.55±0.43 4.00±0.70 0.55 6.51***

Foodservice 
 sanitation 
 management

Sanitation management

Ingredients 4.78±0.35 4.56±0.56 0.22 4.12***

Production 4.22±0.65 3.19±0.88 1.03 9.92***

Individual hygiene 4.74±0.35 4.64±0.38 0.10 2.28**

Washing & sterilization 4.50±0.58 3.80±0.79 0.70 8.35***

Environmental hygiene 4.73±0.49 4.41±0.75 0.32 4.09***

Subtotal mean 4.59±0.38 4.13±0.50 0.46 8.06***

Other foodservice 
 management

Purchase, receiving management
Purchase management 4.43±0.81 4.42±0.78 0.01 0.57

Receiving management 4.56±0.53 4.27±0.75 0.29 3.51**

Distribution management
Service time/temperature management 4.42±0.58 3.85±0.84 0.57 6.39***

Accuracy of assembly and distribution 3.94±1.14 3.19±1.43 0.75 4.85***

Taste and preservation of meal 
Taste for diet & daily record 4.57±0.76 4.37±0.86 0.20 2.10**

Preserved meal 4.85±0.40 4.85±0.49 0.00 0.77

Tube feeding management
Production of tube feeding 4.13±1.25 3.76±1.26 0.37 5.48***

Distribution of tube feeding 4.43±1.06 4.30±1.24 0.13 2.28**

Subtotal mean 4.42±0.56 4.06±0.69 0.36 4.25***

Nutritional 
 management 

Therapeutic diet management 
Menu making of therapeutic diet   4.62±0.79 4.46±0.88 0.16 3.52**

Providing informations about diet 4.51±0.82 3.99±1.22 0.52 5.22***

Nutritional management for
 patients

Nutrition screening & management of 
 malnutrition patients 4.19±1.06 2.72±1.46 1.47 9.73***

Medical record 4.30±1.03 3.14±1.58 1.16 7.65***

Nutrition education  Nutrition education & consultation 4.25±0.99 3.28±1.41 0.97 6.58***

Subtotal mean 4.27±0.92 3.17±1.28 1.10 8.03***

났다(P＜0.001). 
양관리 역에서 중요도 점수가 가장 높은 항

목은 ‘치료식 식단작성의 관리’로 4.62점이었고, 가

장 낮은 점수의 항목은 ‘ 양검색 및 양불량 환자

관리’로 4.19점이었다. 수행도에서도 ‘치료식 식단작

성 관리’의 항목이 4.46으로 가장 높았으며 ‘ 양검

색 및 양불량 환자관리’가 2.72점으로 가장 점수

가 낮았다. 
마지막 운 관리 역에서는 중요도 점수가 가장 

높은 항목이 ‘안전관리’로 4.42점이었고 가장 낮은 

항목은 ‘직원채용’으로 3.71점이었다. 수행도는 ‘조직

도와 업무분장’에서 4.2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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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tinued.

 Domain Subdomain Indicators Importance Performance Gap t-value

Operational 
 management

Financial management 
Making & evaluation of budget 4.10±1.01 3.75±1.10 0.35 3.82***

Cost control 3.99±1.05 3.46±1.33 0.53 4.51***

Human resource management

Job descriptions 4.00±1.12 3.40±1.46 0.60 4.84***

Staffing 3.71±1.16 2.63±1.38 1.08 7.50***

Training programs for employees 3.93±1.01 2.83±1.08 1.10 7.89***

Performance appraisal system 3.97±1.13 2.83±1.39 1.14 7.15***

Informations management Computerization of informations 4.28±0.87 3.49±1.03 0.79 7.53***

Customer service

Measurement of customer satisfaction 3.83±1.16 3.00±0.97 0.83 7.56***

Selection menu system 4.23±1.12 3.82±1.63 0.41 2.10***

Menu development 4.20±0.90 3.33±1.25 0.87 4.92***

Organization management
Organization chart & division of works 4.38±0.72 4.20±0.94 0.18 1.95*

Communication system 4.11±0.89 3.64±1.07 0.47 4.33***

Quality improvement Activities of QI 4.14±0.91 3.51±1.22 0.63 5.18***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of safety management 4.42±0.78 3.86±1.11 0.56 5.09***

Subtotal mean 4.04±0.86 3.42±0.85 0.62 5.85***

Total mean 4.37±0.63 3.75±0.66 0.62 5.72***

Scale score: 1 (never important, very poor)∼5 (very important, very good)
Gap = Importance-Performance
1) Mean±SD
*P＜0.05, **P＜0.01, ***P＜0.001

중요도가 가장 낮았던 ‘직원채용’이 수행도에서도 

가장 낮은 점수인 2.63점을 보여주었다.

3. 급식 및 영양관리 지표에 대한 중요도-수행도 

분석(IPA)

조사대상 병원 양 부서의 급식 및 양관리 지

표에 대한 중요도 점수와 수행도 점수를 각 역별

로 분석하 다. 이는 각 병원 양 부서장의 지표에 

대한 중요성 인지정도와 이의 수행도 평가 수준을 

분석한 것으로 ‘중요도-수행도 분석(Importance-Per-
formance Analysis)’을 이용하 다. 각 역별 지표에 

대한 수행도 평균점수는 x좌표로, 중요도 평균점수

는 y좌표로 하여 좌표점(x, y)을 평면에 표시하고, 
모든 항목에 대한 중요도와 수행도의 평균값을 분

할 선으로 이용하여 평면을 4등분 한 IPA(Impor-
tance-Performance Analysis) 격자도를 Fig. 1∼6에 제

시하 다. 이는 부서장들이 인지하는 부서 운  평

가기준에 대한 중요도와 실제 수행수준을 가시적으

로 보여줄 수 있어서 양적인 점수의 차이를 실제 

운 상의 문제로 해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A사분면은 ‘Focus Here’로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잘 수행되지 않아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역이

고, B사분면은 중요도와 수행도가 모두 높아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역으로 ‘Doing 
great, keep it up’이라 할 수 있다. 또  C사분면은 중

요도와 수행도가 모두 낮은 역으로 ‘Low priority’
이고,  D사분면은 ‘Over done’으로 중요하게 생각하

고 있지는 않지만 잘 수행되고 있는 역이라 할 

수 있다.

1)  급식시설관리 영역

Fig. 1은 급식시설관리 역의 IPA 격자도이다. 
총 10개의 항목 중에서 ‘배수시설’, ‘방충, 방서시설’, 
‘급수시설’, ‘화장실’, ‘식품보관시설’의 5개가 B사분

면인 ‘Doing great, keep it up’에 속하 다.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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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IPA of the foodservice facilities management domain. Figure 2. IPA of the foodservice sanitation management domain.

‘작업구역’, ‘환기시설’, ‘바닥관리’, ‘온도, 습도관리’, 
‘위생관리시설’의 5개 항목은 A사분면인 ‘Focus 
Here’에 포함되었다.

2) 급식위생관리 영역

급식위생관리 영역의  IPA 격자도인 Fig. 2를 보

면, 5개 항목 중 ‘식재료 위생관리’, ‘개인위생관리’, 
‘환경위생관리’의 3개가 B사분면, ‘Doing great, keep 
it up’ 부분에 속하였다. ‘작업위생관리’, ‘세척, 소독 

관리’는 C사분면 ‘Low priority’ 부분에 속하였다.

3) 기타급식관리 영역

기타급식관리 영역의  IPA 격자도는 Fig. 3에 나

와 있다. 이 영역의 총 8개 항목 중에서 ‘구매업무

관리’, ‘검수활동의 적합성’, ‘검식 및 검식일지관리’, 
‘보존식의 보관’, ‘경관유동식 배식관리’가 B사분면

인 ‘Doing great, keep it up’ 영역에 속하였다. ‘배식

온도와 시간관리’는 A사분면과 C사분면 중간에 있

었고, ‘경관유동식 생산관리’는 C사분면인 ‘Low pri-
ority’에 포함되었다.

4) 영양관리 영역

Fig. 4는 영양관리 영역의 IPA 격자도이다. 총 5
개의 항목 중에서 ‘치료식 식단작성의 관리’와 ‘치
료식 설명’이 B사분면 ‘Doing great, keep it up’ 영역

에 속하였고, ‘의무기록’은 A사분면인 ‘Focus Here’
에 포함되어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수행수준이 

평균 이하인 것으로 나왔다. ‘영양검색 및 영양불량

환자관리’ 항목은 C사분면인 ‘Low priority’에 속하였

고 ‘영양교육 및 상담’은 D사분면인 ‘Overdone’에 포

함되었다.  

5) 운영관리 영역

운영관리 영역의  IPA 격자도인 Fig. 5를 보면, 
이 영역의 총 항목 14개 중 ‘운영예산수립 및 평가’, 
‘정보의 전산화 체계’, ‘선택식단 시행’, ‘조직도와 

업무분장’, ‘의사소통 체계’, ‘QI 활동’, ‘안전관리’의 

7개가 B사분면인 ‘Doing great, keep it up’ 부분에 속

하였고, ‘메뉴개발’은 A사분면인 ‘Focus Here’에 해

당되었으며, ‘직무기술서’, ‘직원채용’, ‘직원교육 프

로그램’, ‘업무평가체계’, ‘고객만족도조사’는 C사분

면인 ‘Low priority’에, ‘원가관리’ 항목은 D사분면인 

‘Overdone’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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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IPA of the other foodservice management domain.

Figure 5. IPA of the operational management domain.

Figure 4. IPA of the nutritional management domain.

Figure 6. IPA of 5 domains.

6) 전체 영역의 IPA 분석

Fig. 6은 전체 영역의 IPA 격자도이다. 전체 5개 

영역 중 급식시설관리와 급식위생관리 영역은  B사

분면인 ‘Doing great, keep it up’ 부분에 속하였고, 
영양관리와 운영관리 영역은 C사분면인 ‘Low prior-
ity’에 속하였으며, 구매, 검수, 검식, 보존식, 경관유

동식이 포함되는 기타급식관리 영역은 D사분면인 

‘Overdone’에 해당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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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service 
facilities 

management

Foodservice 
 sanitation 

management

Other 
foodservice 
management

Nutritional  
management

 Operational 
management

Area

Capital  4.62±0.331) 4.61±0.27 4.26±0.64 4.52±0.53 4.37±0.52

Other metropolis 4.67±0.37 4.61±0.34 4.47±0.47 4.47±0.54 4.17±0.60

Small towns 4.57±0.50 4.50±0.46 4.37±0.60 4.17±1.09 3.98±0.82

F-value 0.46 0.69 0.75 1.33 1.61

Classification based on scale

General special hospital 4.76±0.24 4.63±0.32 4.55±0.35 4.71±0.41 4.51±0.49

General hospital 4.57±0.45 4.55±0.40 4.33±0.62 4.24±0.89 3.99±0.71

t-value 1.24 0.41 1.93 3.88*** 2.34*

Number of beds

More than 500 beds 4.77±0.24b 4.66±0.28  4.55±0.36b  4.63±0.45b  4.32±0.54b

260∼499 beds 4.40±0.51a 4.43±0.45  4.06±0.67a  4.00±0.98a  3.88±0.86a

Less than 260 beds 4.49±0.52a 4.48±0.48  4.33±0.71a  4.06±1.09a  3.96±0.70a

F-value 6.65* 2.81 5.36* 5.73* 3.35*

Operational type

Self operation 4.59±0.46 4.53±0.40 4.37±0.61 4.34±0.91 4.41±0.73

Contract operation 4.69±0.29 4.64±0.32 4.42±0.42 4.43±0.54 4.22±0.60

t-value －1.14 －1.15 －0.31 －0.40 －0.58

Division of work 

By department 4.85±0.17 4.60±0.32 4.61±0.31 4.57±0.60 4.17±0.54

By dietitians in charge 4.64±0.35 4.56±0.39 4.35±0.65 4.39±0.78 4.20±0.69

Not separate 4.54±0.49 4.57±0.39 4.37±0.51 4.30±0.87 4.09±0.72

F-value 1.94 0.04 0.74 0.35 0.21

Scale score: 1 (never important, very poor)∼5 (very important, very good)
1) Mean±SD
*P＜0.05, ***P＜0.001
ab Superscripts with different alphabets in ar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3. Comparison of importance degree in evaluation indicator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hospitals.

4. 조사대상 병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중요도와 수행도 

인식의 차이 분석

조사대상 병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중요도 인

식차이를 분석하 다. 5개 역에 대한 중요도 인식

의 차이 결과가 Table 3에 제시되어 있는데, 병원 

종별에 대한 중요도 인식의 차이는 양관리(P
＜0.001)와 운 관리(P＜0.05) 역에서 종합전문병

원이 종합병원에 비하여 유의하게 중요도가 높았다. 
병상규모 별 중요도 점수는 500병상 이상의 병원이  

260∼499병상과 260병상 미만의 병원보다 급식시설

관리(P＜0.05), 기타급식관리(P＜0.05), 양관리(P＜ 

0.05), 운 관리 역(P＜0.05)에서 중요도 점수가 유

의하게 높았다. 병원소재지 및 직 과 위탁 운  형

태에 따른 중요도 인식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

았다.
조사대상 병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수행도 평

가의 차이를 분석하여 Table 4에 나타내었다. 조사

대상 병원의 소재지에 대한 역별 수행도 점수는 

급식시설관리(P＜0.01), 기타급식관리(P＜0.01), 양

관리(P＜0.001), 운 관리 역(P＜0.001)에서 서울과 

기타 대도시 소재 병원이 중소도시의 병원에 비하

여 유의하게 높았고, 급식위생관리 역(P＜0.01)에서

는 기타 대도시만 중소도시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수행도가 높았다. 병원 종별에 따른 각 역별 수행

도 평가 결과, 급식시설관리(P＜0.001), 기타급식관리

(P＜0.001), 양관리(P＜0.001), 운 관리(P＜0.001)의 

4개 역에서 종합전문병원의 수행도 평균점수가 종

합병원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다.
병상규모에 의한 역별 수행도 평가점수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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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service 
facilities 

management

Foodservice 
 sanitation 

management

Other 
foodservice 
management

Nutritional  
management

Operational 
management

Area

Capital 4.20±0.51b 4.17±0.40ab 4.31±0.56b 3.98±1.07b 3.96±0.54b

Other metropolis 4.24±0.51b 4.30±0.38b 4.27±0.65b 3.49±1.13b 3.70±0.71b

Small towns 3.71±0.81a 3.95±0.57a 3.77±0.69a 2.54±1.21a 2.94±0.85a

F-value 7.20** 5.15** 7.01** 11.60*** 15.28***

Classification based
 on scale

General special hospital  4.40±0.461) 4.27±0.31 4.44±0.37 4.14±0.76 3.90±0.56

General hospital 3.91±0.68 4.10±0.51 3.97±0.71 2.91±1.25 3.30±0.87

t-value 3.86*** 1.87 4.08*** 5.60*** 3.80***

Number of beds

More than 500 beds 4.27±0.63b 4.28±0.41b 4.49±0.40b 3.94±1.04c 3.88±0.62b

260∼499 beds 3.92±0.64a 4.02±0.58a 3.78±0.74a 2.85±1.19b 3.11±0.91a

Less than 260 beds 3.59±0.68a 3.95±0.50a 3.53±0.59a 2.04±0.68a 2.86±0.72a

F-value 8.90*** 4.51* 28.16*** 29.98*** 18.58***

Operational type

Self operation 3.88±0.75 4.05±0.50 3.98±0.71 2.96±1.37 3.33±0.87

Contract operation 4.28±0.49 4.32±0.47 4.32±0.59 3.70±0.84 3.66±0.80

t-value －3.02* －2.35 －2.22 －3.16** －1.67

Division of work 

By department 4.57±0.43b 4.53±0.44b 4.44±0.52b 4.19±0.93b 3.76±0.80b

By dietitians in charge 4.20±0.53b 4.19±0.42a 4.39±0.50b 3.89±0.92b 3.91±0.60b

Not separate 3.76±0.76a 4.01±0.52a 3.75±0.70a 2.46±1.14a 3.01±0.82a

F-value 8.37*** 5.06** 12.68*** 24.22*** 16.53***

Scale score: 1 (never important, very poor)∼5 (very important, very good)
1) Mean±SD
*P＜0.05, **P＜0.01, ***P＜0.001
abc Superscripts with different alphabets in ar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4. Comparison of performance degree in evaluation indicator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hospitals.

급식시설관리(P＜0.001), 급식위생관리(P＜0.05), 기타

급식관리(P＜0.001), 운영관리영역(P＜0.001)에서 500
병상 이상 병원이 260∼499병상과 260병상 미만의 

병원보다 수행도 평가점수가 유의하게 높았고, 영양

관리영역(P＜0.001)에서는 병상규모가 클수록 수행도 

평균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직영과 위탁의 운영형

태에 따른 수행도에서는 급식시설관리영역(P＜0.05)
과 영양관리영역(P＜0.01)에서 위탁운영을 하는 병원

이 직영 병원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급식관리 업무와 임상영양 업무가 어떠한 형태로 

분리되어 있는가에 대하여 영역별 수행도 점수를 

보면 급식위생관리영역(P＜0.01)에서 부서로 분리되

어 있는 병원이 영양사로 분리되거나 분리되지 않

은 병원에 비하여 수행도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또 급식시설관리(P＜0.001), 기타급식관리(P＜0.001), 

영양관리(P＜0.001), 운영관리영역(P＜0.001)에서는 급식

업무와 임상영양 업무가 부서나 영양사로 분리되어 

있는 병원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병원보다 유의하

게 높은 수행도를 보여주었다.

고 찰

병원 영양부서의 급식 및 영양관리 평가지표에 

대한 중요도와 수행도 평균점수에서 전체 항목 중 

증요도와 수행도간의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은 

항목은 급수시설과 구매업무관리, 보존식의 보관이

었다. 급수시설은 지하수 사용 시 소독여부를 알아

보는 내용이었는데, Lee(1999)는 조사대상 병원들이 

식수 및 조리수 관리에서 82%의 수행도를 보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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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고, Lee(2002)의 연구에서 조사한 병원들도 모두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어서 급수 부분의 항목은 합

격점 이상을 받았다고 한다. 우리나라 일부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병원 급식소에서는 수돗물의 공급

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행도 점수가 중요도만큼 높

게 나와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여

겨진다. 또 구매업무관리는 Lee(1999)의 연구에서 구

매, 발주업무의 절차 및 규정의 수행점수가 4.72점(5
점 만점)이었고, 학교를 대상으로 연구한 Lee(2004)
의 연구에서도 구매체계에 대한 자가평가 점수가 

4.2점(5점 만점)으로 높게 조사되는 등 대부분 급식

소에서 구매, 발주에 대한 체계를 세우고 난 뒤 운

을 시작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행도가 높

은 것으로 보인다. 보존식 보관은 식품위생법에 의

하여 반드시 지켜야 하는 내용이므로 높은 수행도 

결과를 보인 것으로 여겨진다.  
급식시설관리 역에서는 바닥의 건조관리 항목이 

중요도와 수행도가 가장 낮았는데, 우리나라 급식시

설의 조리형태가 물을 많이 사용하고 바닥에 물을 

뿌리는 경우가 빈번하며, 전처리와 조리작업을 구획

하거나 구분하지 않고 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일

이 많다보니 조리공간에 대한 wet system의 개념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임 등 2002; Choi 
2005). Wet system 조리장에서는 dry system 조리에 

비하여 일반세균수와 대장균군이 많이 검출되었고, 
작업공간의 구획분리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식중독 

유발균의 검출률이 3∼5배 이상 높게 나왔다는 연구

결과(Choi 2005)는 바닥건조와 함께 작업구역의 분리

가 중요함을 알려주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의 

작업구역 분리에 대한 수행도는 3.43점으로 급식시설

관리 역의 평균인 4.00점에 비하여 낮게 조사되었

다. 또 wet system 조리실에서도 dry system과 같이 

물이 튀기는 것을 최소화 하고 조리실 내부가 고온

다습하지 않도록 공조시설을 하여 온ㆍ습도 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며, 조리기구 중 화기에서 나오

는 열, 수증기, 기름을 적절히 배출해내기 위한 후드

(hood)가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Park 2003; 강 2004). 

급식위생관리 역에서는 작업위생관리의 중요도, 
수행도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 

항목에는 생으로 먹는 채소ㆍ과일류의 소독과 가열

조리 식품의 중심온도 측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

어 있다. 우리나라 학교급식법 시행규칙(별표 4)에서

는 작업위생에 대한 기준을 자세히 제시하고 있지

만, 병원급식의 위생적 작업관리를 위한 제도적 권

고치는 아직 마련되지 못한 상태이므로 이와 같은 

실천적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400병상 이상 병원에서의 수세 시설 구비율을 조

사했던 연구에서는 82.4%(Kim 등 2001)와 100%(Kim 
& Oh 2005)의 높은 점수를 보 고, Lee(2002)는 400
병상 이상의 병원에서 기본적인 수세시설과 신발소

독 시설이 조사병원 6곳 모두에서 있었지만 온수, 
비누, 손톱솔, 종이수건, 살균액 등이 모두 갖추어진 

병원은 2곳뿐이었다고 하 다. 또 400병상 미만의 

병원 3곳 모두에서 수세시설 및 신발소독 시설을 

구비하지 않았다고 하 는데, 대규모 위생시설을 갖

추는 것은 재정적 여건상 어렵더라도 소규모 위생

시설의 구비는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

보와 권고수준이 제시된다면 개선의 여지가 많을 

것으로 여겨진다.
양관리 역은 수행도가 전체 역 중 가장 낮

았지만 종합전문병원과 종합병원 사이의 점수 차이

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보여주었다. Kim(1997)
의 400병상 이상 병원 30개소를 대상으로 임상 양 

관리요소에 대한 수행도를 조사한 연구를 살펴보면 

‘임상 양사 배치’가 3.87점, ‘병동순회’ 3.02점, ‘식
습관, 섭취율 조사’가 3.18점, ‘ 양상태평가’가 2.88
점, ‘상담 및 교육’이 4.24점, ‘ 양지원 및 교육’이 

3.61점, ‘추후관리’가 3.18점, ‘지속적 조사’가 2.94점
이고 양관리 전체 평균은 3.22점으로 본 연구의 

양관리 역 평균 3.17과 비슷하게 조사되었다. 그
러나 조사대상 병원의 병상 규모별 분포를 고려해

보고, 이번 연구에서 500병상 이상 병원의 양관리

역에 대한 수행도 점수가 3.94점인 것을 감안해보

면, 임상 양관리 역 수행정도의 평가점수가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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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하여 많이 올라갔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양검색 및 양불량환자관리 항목은 이 역에서 중

요도와 수행도가 가장 낮았는데, 이는 2007년 2주기 

의료기관평가부터 추가되었고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료기관 평가 인증제에서도 대형 병원인 경우 

평가항목에 포함되는 내용이다. 따라서 체계적인 임

상 양활동이 필요한 규모의 병원들은 앞으로도 계

속적인 발전과 이의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운 관리 역의 중요도에서 안전관리 항목이 가

장 높은 점수를 보 는데, Kim 등(2005)이 조사한 

위탁으로 운 되는 병원과 위탁사 양사들의 급식

업무 인식에 대한 연구에서도 안전관리에 대한 중

요도 인식점수가 급식시설 부분과 함께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원채용의 항목은 부서장의 직

접업무가 아니므로 중요도와 수행도가 모두 낮게 

조사된 것으로 보인다.
급식시설관리 역의 IPA에서 바닥의 건조관리 항

목은 중요도는 높지만 수행도가 낮아 집중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이었다. 이렇게 IPA에서 높은 중

요도와 낮은 수행도를 보여 개선이 필요한 지표들

은 대부분 시설적인 특성상 부서장이 중요하게 여

긴다고 하여도 병원 전체의 재정적 여건이 뒷받침 

되어야 실행 가능한 내용이 많았는데, 작업구역의 

분리, 환기시설, 바닥건조관리, 온도ㆍ습도관리(공조

시설) 등이 있었다.   
급식위생관리 역의 IPA에서 작업위생관리와 세

척ㆍ소독관리는 중요도와 수행도가 모두 낮은 것으

로 분석되었는데, 학교급식에서는 작업 위생과 관련

된 조리 음식의 중심온도와 세척, 소독 기준 등 중

요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HACCP의 CCP로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병원에서도 이와 같은 

실천적 권고치가 필요하다.
보존식의 보관은 기타 급식관리 역의 IPA에서 

중요도와 수행도가 모두 높은 역에 포함되었는데, 
이는 보존식에 대한 규정이 식품위생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개선의 여지가 절실히 필요

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효

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양관리 역의 IPA에서 양검색 및 양불량환

자관리의 항목은 중요도와 수행도가 모두 낮아 C사

분면에 해당되어 개선의 여지가 많은 분야로 해석

할 수 있다. 그에 반해 양교육 및 상담은 중요도

에 비해 수행도가 높아서 D사분면에 해당되었다. 
Hong 등(2000)의 연구에서 종합병원 양부서의 임

상 양관리 업무에 대한 중요도, 수행도 분석을 살

펴보면, 양상담 및 교육업무에 비하여 양지원업

무의 중요도, 수행도 인식이 유의적 차이가 많이 나

타났다. 이에 대하여 기초적인 양평가나 심층적 

양관리 없이 의사의 요청에 따라 양상담만을 

주로 하는 양부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 는데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함을 보여주었다.
운 관리 역의 IPA에서 메뉴개발에 대한 항목은 

중요도가 높게 나왔으나 그에 비해 수행도는 평균

이하로 낮게 조사되어 메뉴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큰 것을 알 수 있었고, 이와 반대로 원가관리에 대

한 중요도는 낮았지만 수행면에서는 철저히 지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운 예산 수립이나 정보의 

전산처리, 선택식단, 업무분장, QI 활동, 안전관리들

은 중요도와 수행도가 모두 높아 급식소 운 의 바

람직한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정보의 전산 처리에서 병원의 환자 식사처방내용

은 전산으로 입력되어 병원 내 자동정보 관리체계 

시스템으로 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Helbig & 
Bald 1990) 주로 병상규모나 재정상태가 가능한 대형

병원 이상의 병원들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Choi(2002)는 4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양부서의 정

보시스템 구축여부를 조사하는 연구에서 데이터베이

스관리 역이 가장 잘 구축되어 있고, 그 다음이 급

식경 관리, 양관리, 식단관리, 구매 관리의 순이었

으며, 전체 평균 구축정도는 3.37점(5점 만점)이고 생

산관리 역(2.73점)의 구축이 가장 미흡하다고 하

다. 이와 비교하여 규모가 작은 병원이 포함된 본 연

구의 정보 전산화 체계에 대한 수행도 점수는 3.49(5
점 척도)로 과거에 비하여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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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역에 대한 IPA에서는 양관리 역과 운

관리 역이 중요도, 수행도가 모두 낮은 것으로 나

왔는데, 양관리에 대한 비중은 병원 규모별로 생

각하는 편차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급식

관리 역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양관리에 대한 

중요성과 수행수준의 비중이 작기 때문이라고도 생

각할 수 있는데, 이는 곽 등(2006)의 연구에서도 비

슷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운 관리의 중요도, 수행

도가 낮은 이유는 병원의 관리부서와 겹치는 활동

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학교급식운  품질

평가에 대한 연구(Lee 2004)에서 조직이나 인사관리, 
회계관리, 급식평가의 역이 다른 역에 비하여 

중요도, 수행도가 모두 낮게 조사된 경우와 비슷한 

결과이다. 이에 비하여 급식시설이나 급식위생관리 

역은 중요도와 수행도 모두가 높은 것으로 분석

되었으므로 현재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

야 할 것이다. 
조사대상 병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중요도 분

석에서 종합전문병원과, 종합병원의 유의적 차이는 

양관리와 운 관리 역에서 나타났고, 병상규모별

로 분류해 비교하 을 때 500병상 이상 병원에서 

급식시설관리, 기타 급식관리, 양관리, 운 관리

역에 대한 중요도 점수가 500병상 미만의 병원보다 높

게 나왔다. Sohn(2007)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급식시설 

분야에서는 병원규모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위

생관리 분야에서는 종합병원, 종합전문병원, 일반병원

의 순으로 중요도 인식정도가 높아서 본 연구와 차이

를 보 다. 
조사대상 병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수행도 차

이 분석에서 병원의 소재 지역 중 서울과 기타 대

도시의 병원이 중소도시 병원에 비하여 급식시설관

리, 기타급식관리, 양관리, 운 관리 역에서 수행

도 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급식위생관리

역에서는 기타 대도시만 중소도시에 비하여 유의적

으로 수행도가 높았다. Kim 등(2001)의 급식위생 현

황연구에서는 서울, 대도시, 중소도시에 위치한 병

원들은 70% 이상이 추후 HACCP 도입의사가 있다

고 응답한 반면, 읍면지역의 병원들은 40%만이 의

사가 있다고 하여 세한 병원들이 위생수준 제고

를 위한 추가비용의 지출을 꺼린다고 하 고, 위생

작업기준 소지여부도 서울에서 읍면지역으로 갈수

록 수행수준이 낮아졌다고 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차이를 보여주었다. 
병원 종별에 있어서는 종합전문병원이 종합병원

에 비하여 급식시설관리, 기타급식관리, 양관리, 
운 관리 역에서 수행도 점수가 유의적으로 높았

으나, 급식위생관리 역에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

었다. Lee(2002)의 연구에서는 400병상 미만의 중소

종합병원이 400병상 이상의 종합전문요양기관보다 

시설ㆍ설비와 이의 위생관리에서 더욱 취약한 결과

를 보여주었다고 하 고, Kim 등(2001)의 병원 급식

위생 현황분석에서는 위생작업기준의 소지여부와 

급식종사자의 교육, 훈련 프로그램 수행도 점수가 3
차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순으로 높았다고 하여, 병
원의 종별에 따라 3차병원, 종합전문병원일수록 종

합병원에 비하여 수행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이는 본 연구의 위생관리 수행인식정도가 

종합전문병원과 종합병원 사이에 유의적 차이가 없

었던 것과 다른 양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종합병원

의 위생에 대한 수행 인지도가 과거에 비하여 높아

졌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직 과 위탁의 운 형태에 대한 수행도를 살펴보

면 급식시설관리 역과 양관리 역에서 위탁운

을 하는 병원이 직 병원에 비하여 점수가 유의

하게 높았다. Kim(1997)은 400병상 이상 병원 30개
소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양부문의 조직과 

운 , 업무의 실천과 순서, 안전과 위생 및 기기관

리, 교육과 훈련, 기록과 평가 등의 구조적인 자체

평가를 실시한 결과 위탁운 을 하는 병원이 직

의 경우보다 높은 점수를 보 다고 하 고, 국내 의

료기관 96개소의 위생현황을 분석한 Kim 등(2001)의 

연구에서도 위탁을 하는 병원이 직 운 을 하는 

병원보다  HACCP 도입의사, 위생작업기준의 소지, 
급식종사자를 위한 교육 수행에서 더 양호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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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여주어, 위탁운  병원이 직 보다 점수가 높

았던 본 연구와 비슷한 양상을 보 다. 이는 대형병

원의 다수가 위탁운 으로 시설 면에서 강점을 지

니고 관리 면에서도 절대 다수 양사의 철저한 관

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며(Kim 1997), 위탁급식을 

하는 경우 더욱 철저한 위생기준과 교육을 요구하

는 것과 조사대상 병원 대부분이 위생수준이 양호

한 대형 의료기관인 점도 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

인다(Kim 등 2001).
또 병원 양부서의 생산성 지수를 조사한 연구

에서는(Kim 등 2000) 위탁운 의 경우 직 보다 임

상 양 생산성 지수를 제외한 모든 생산성 지수가 

높게 나타났다고 하 다. 이러한 위탁운 의 강점이 

여러 연구결과에서 보여지고 있지만 2006년 병원급

식의 보험 급여화 이후 직 운 이 위탁운 에 비

하여 유의적인 증가를 보 다고 한다(Sohn 2007). 
급식관리 업무와 임상 양 업무가 어떠한 형태로 

분리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급식위생관리 역에서 

부서로 분리되어 있는 병원이 양사로 분리되거나 

분리되지 않은 병원에 비하여 수행도 점수가 유의

하게 높았고, 급식시설관리, 기타급식관리, 양관리, 
운 관리 역에서는 부서나 양사로 분리되어 있

는 병원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병원보다 유의하게 

높은 수행도를 보여주었다. Lee & Lee(2000)는 병원

양 부서 내 급식관리와 임상 양관리의 업무를 

구분하여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양사의 전문직으

로서 위치감이 확인되어 직무만족으로 이끌 수 있

을 것이라고 하 고, Park & Lyu(2011)도 요양병원 

양사들의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급식관리업무와 

임상 양업무의 역할 구분이 필요하다고 하 다. 이
처럼 급식관리와 임상 양관리 업무를 구분하여 관

리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병원 양 부서장들을 대상으로 

급식, 양관리 지표에 대한 중요도, 수행도를 조사

하기 위하여 2008년 3월부터 4월까지 우편 또는 이

메일을 통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 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병원 양부서의 급식, 양관리 

평가지표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의 기초자료를 제시하

고자 하 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설문에 응답한 94개 병원들이 위치한 지역은 서

울 18.1%, 기타 대도시 39.4%, 중소도시 42.5%
고, 병원종별 구분에서는 종합전문병원 23.4%, 종
합병원이 75.5%, 병원이 1.1% 다. 병원규모는 

500병상 이상이 49.0%로 가장 많았고 260∼499병
상이 25.5%, 260병상 미만이 25.5% 다. 운 형태

는 직 이 69.2%, 위탁이 28.7%이었고, 임상 양 

업무와 급식관리 업무를 부서로 분리하는 병원이 

9.6%, 담당 양사로 분리하는 병원이 38.3%, 업무 

분리를 하지 않는 병원이 52.1%이었다. 
2. 중요도 전체 평균은 4.37점, 수행도 전체 평균은 

3.75점이었다. 중요도에서 급식위생관리 역이 

4.59점으로 가장 높게, 운 관리 역이 4.04점으

로 가장 낮게 나왔다. 수행도에서는 급식위생관

리 역이 4.13점으로 가장 높게, 양관리 역

이 3.17점으로 가장 낮게 나왔다. 급식시설관리 

역의 수행도는 바닥의 건조관리 항목이 3.19로 

가장 낮았고, 급식위생관리 역에서 수행도는 

작업위생관리 항목이 3.19점으로 수행도가 가장 

낮았다. 기타급식관리 역에서는 보존식 보관이 

중요도, 수행도 점수 모두 4.85점으로 가장 높았

고, 양관리 역에서는 양검색 및 양불량 

환자관리의 중요도와 수행도 점수가 각각 4.19점, 
2.72점으로 가장 낮았다. 

3. IPA 결과 급식시설관리에서는 ‘작업구역’, ‘환기

시설’, ‘바닥관리’, ‘온도’, ‘습도관리’, ‘위생관리

시설’의 5개 항목이 A사분면에 포함되었고, 급식

위생관리에서는 ‘작업위생관리’, ‘세척, 소독 관

리’가 C사분면에 해당되었다. 기타급식관리에서

는 ‘배식온도와 시간관리’는 A사분면과 C사분면 

중간에, ‘경관유동식 생산관리’는 C사분면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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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되었다. 양관리에서는 ‘ 양검색 및 양불

량환자관리’가 C사분면에 해당되었으며, 운 관

리에서는 ‘메뉴개발’이 A사분면에 해당되었다. 
역별 분석에서 B사분면에는 급식시설관리와 

급식위생관리 역이, 양관리와 운 관리 역

은 C사분면에, 기타급식관리 역은 D사분면에 

해당되었다. 
4. 조사대상 병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중요도 분

석결과, 병원 종별에서는 종합전문병원이 종합병

원에 비하여 양관리, 운 관리 역에서 중요

도가 유의하게 높았고, 병상규모별에서는 500병
상 이상 병원이 500병상 미만의 병원들보다 급식

시설관리, 기타급식관리, 양관리, 운 관리 역

에서 중요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직 과 위탁의 

운  형태와 병원이 서울이나 기타지역 대도시, 
중소도시의 소재 지역에 따른 중요도 인식의 차

이는 보이지 않았다.
5. 조사대상 병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수행도 분

석결과, 병원 종별에서 종합전문병원이 종합병원

보다 급식시설관리, 기타급식관리, 양관리, 운

관리 역에서 수행도가 유의하게 높았고, 
양관리 역에서는 병상규모가 클수록 수행도 평

균점수가 높았다. 운 형태에 따라서는 급식시설

관리와 양관리 역에서 위탁운 을 하는 병원

이 직  병원보다 유의하게 높은 수행도를 보

다. 서울과 기타 대도시 소재 병원이 중소도시의 

병원에 비하여, 또 급식업무와 임상 양 업무가 

부서나 양사로 분리되어 있는 병원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병원에 비하여 급식시설관리, 기타급

식관리, 양관리, 운 관리 역의 수행도가 유의

하게 높았다.

이상의 연구 결과, 조사대상 병원의 양부서에서

는 급식시설관리 역과 급식위생관리 역의 중요

도와 수행도가 모두 높아 바람직한 것으로, 양관

리와 운 관리 역은 중요도와 수행도가 모두 낮

은 것으로 조사되어 이에 대한 개선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검수, 검식, 보존식, 경관유

동식을 관리하는 역에서 중요성의 인식정도는 낮

지만 그에 반해 높은 수행도를 보여주었다. 특히 급

식위생관리 역에서 작업위생관리와 세척ㆍ소독관

리에 해당하는 조리기구의 분리사용, 생으로 먹는 

채소ㆍ과일류의 소독, 가열조리 식품의 중심온도 측

정, 조리음식의 보관온도, 식기류의 세척ㆍ소독에서 

중요도 인식이 낮고 수행수준도 낮게 조사되었는데, 
우리나라 병원급식은 학교급식과 달리 위생적 작업

관리를 위한 제도적 권고치가 아직 마련되지 못한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실천적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조사에는 의료기관평가 대상 병원 전체가 

아닌 일부 병원만이 설문에 참여하 고, 이 또한 

양 부서장들의 자가평가 결과이므로 객관적이고 절

대적인 해석에는 한계가 있으며, 연구의 결과는 현

장의 의견수렴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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