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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research were to investigate in-patients' perception on foodservice quality and to 
examine factors influencing their meal consumption at hospitals. Three general hospitals with over 400 beds 
in Seoul and Chon-An agreed to participate in the research. A total of 516 in-patients of the hospitals were 
surveyed on their meal consumptions, reasons of plate wastes, perceptions of foodservice quality, and 
demographic information. A response rate was 76% after excluding responses with significant missing data. 
On average the regular diet patients consumed 72%, 69%, and 68% of rice, soups, and side dishes served, 
respectively; the therapeutic diet patients consumed less than 70% of the meals they were served. The 
consumption rates did not differ significantly by diet type, gender, age, and hospitalization period. Among the 
therapeutic diet patients, those who had nutrition education consumed significantly more rice than the others 
(p<0.05). The main reasons why the patients did not eat all food served were ‘lack of energy’ and ‘not 
tasty’. The patients' perception on foodservice quality was low; the therapeutic diet patients perceived more 
negatively than the regular diet patients in ‘keeping hot food hot, cold food cold(p<0.05)’, ‘maintaining
consistency of taste(p<0.01)’, and ‘providing nutrition information(p<0.01)’. To achieve the goal of the 
foodservice at hospitals, the dietitians can use the findings of the research in developing and implementing 
strategies to improve the patients' meal consumption. Recipe standardization, employee training, and production 
management will be useful for improving food quality and nutrition education on therapeutic diets for the 
patients will improve their meal consumption at hospi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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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의료기관의 서비스 향상과 환자의 의
료기관 이용에 있어 편이 제공 및 불편 개선을 위
하여 지난 1995년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 제도가 도
입되고(1) 2002년부터는 평가를 원하는 병원을 중심
으로 본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각 병원의 의료 서비
스의 질적 향상과 평준화를 도모하게 되었다. 이러
한 환경변화 속에 병원들은 환자 중심의 경영 마인
드를 갖추고 고객(환자) 만족을 위해 ‘설명해 주기’, 
‘인사 잘하기’, ‘자동차 문 열어주기’ 등 과거의 불
친절하고 권위적이었던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한 전
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2). 

또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실시된 제1기의 의
료기관평가와는 달리 2007년부터 시작하는 제2기에
는 의료기관의 시설 ․ 인력 ․ 장비 등의 인프라를 중
심으로 한 평가에서 임상질지표 도입에 의한 의료
의 질적 평가를 더욱 심도있게 평가하려는 평가 방
법의 방향 전환에 대한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다(3).

이와 같이 의료시장이 과거와는 달리 소비자 주
도 시장으로 그 성격이 변해가면서 환자들의 병원
급식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역시 점차 증가되고 있
다. 병원 환자식의 대상은 입원환자로, 이들은 질병
으로 인한 영양소 필요량의 변동과 이에 따른 식사
구성 내용의 변화, 신체적 조건의 변화 또는 통증, 
질병에 대한 염려, 기타 환경의 변화 등 식사관리 
상 여러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병원 환자
식사는 전문영양사에 의해 계획 ․ 제공되는데, 잘 계
획된 식사일지라도 환자가 적정량을 섭취하지 못한
다면 환자는 영양불량 상태가 되어 치료가 지연되
며, 합병증 발생 및 사망률이 높아지는 원인이 되므
로 병원급식으로 공급되는 영양소의 섭취는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겠다(4).

Kim 등(5)은 내과계 입원한 환자 106명을 대상으
로 인체계측, 생화학검사, 식사조사를 시행한 연구
에서는 약 39.6%가 중등도 이상의 영양결핍을 보인 

것으로 보고되어 질환으로부터 빠른 회복을 위해서
는 적절한 영양소의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된 바 있고, Jung(6)에 의하면 환자 1인 1일 평
균 식사 섭취율은 69.7% 이었다고 한다. 외국의 경
우에도 1970년대 이후 입원환자의 대부분이 영양결
핍 상태에 놓여있다는 여러 연구 보고가 있었으며, 
Leavy 등(7)은 성인 환자들 59%에서 입원당시 2가지 
이상 혈중 비타민 치가 감소되어 있었다고 했다. 
Bollet과 Owen(8)은 모근의 단백질양, 혈색소치, 혈청
알부민치 등을 측정한 결과 경증의 환자 중에서 
20%가 영양결핍상태이었다고 했으며 Bistrian 등(9)
은 내과 및 외과계 환자의 Protein-Calorie malnutrition
의 비율이 44%나 된다고 지적하였다. 

환자의 식사 섭취율이 높다는 것은 환자의 기호
와 건강 상태가 고려된 좋은 품질의 식사를 제공한 
결과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식사가 제공될 때만이 
병원 환자 급식의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입원환자의 질병 특성과 증상, 
개인 기호 등에 따라 목표량만큼 섭취하기가 어려
운 경우가 많다(6). 우리나라 병원에서 환자들의 잔
식조사를 통한 식사 섭취 상황 연구에서는 상식의 
섭취량은 69%, 연식의 경우 58~49%, 당뇨식은 84%
이었고(2), Yang 등(10)의 연구에서는 종합병원 당뇨
식사 환자의 섭취량 중 열량, 단백질, 칼슘, 철분, 
비타민 B1, 비타민 B2의 경우 적정 섭취량에 미달하
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급식산업과 외식산업에서 잔식량의 측정은 고객
들의 기호도와 영양소 섭취량 측정을 위해 흔히 이
용되는 방법이다. 특히 치료 및 건강상태 등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는 병원 환자들의 영양섭취는 잔반
량 조사와 같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조사되었다. 
Yang 등(11)의 병원 환자급식 중 일반식과 연식에서 
발생되는 잔반의 원인과 손실 분석 연구에서는 조
사대상 병원의 상식 환자와 연식 환자들을 대상으
로 섭취량 조사를 실시하여 환자들의 섭취상태에 
관한 연구를 하였으며 Banks와 Collison(12)이 영국
의 다양한 집단급식소에서 섭취량 조사를 실시한 



2. 조사내용

1. 연구대상자 및 자료수집

연구대상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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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평균 섭취율이 88.6%이었으며 그 중 3개 병원
에서는 섭취율이 70%로 나타났고 다른 기관(학교, 
카페, 스낵바, 레스토랑, 공공기관 호텔)보다 섭취율
과 제공열량도 낮다고 보고하였다.

입원 환자들의 영양불량을 예방하고 적절한 영양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 질병에 대한 저항력 향상
과 빠른 회복, 합병증 발생 및 사망률 저하, 재원일
수 단축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병원 식사 
섭취 실태를 파악하고 섭취가 부족한 경우 그 원인
에 대한 분석과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입원 후 병원식사를 섭취하
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섭취량
과 식사를 남기는 이유, 병원급식 품질 속성에 대한 
환자들의 인식의 정도를 조사하여 환자들의 섭취량
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를 얻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 협조가 가능하며 400병상 이상의 
병원 중 서울 소재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2곳과 천
안 소재 종합병원 1곳, 총 3곳의 병원을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은 각 병원에
서 제공되는 일반식 중 식수가 가장 많았던 상식
(밥) 환자들과 치료식 중 가장 식수가 많았던 당뇨
식(밥), 저염식(밥) 환자들로 선정하였다. 설문지는 
각 병동 담당 배선업무원이 병동 배선 시 직접 배
포하고 퇴식 시 수거하도록 하였다. 총 516부의 설
문지가 배포되었고 총 420부가 회수되었는데 이 중 
부실 기재된 24부를 제외하고 396부를 통계분석 하
였다(최종회수율 : 76%). 상식(밥) 환자용은 373부중 
289부가 회수되었고 당뇨식(밥), 저염식(밥) 환자용
은 143부 중 107부가 회수되었다.

 

1) 조사대상 병원의 일반사항
조사대상 병원부서의 일반사항은 설문조사와 전

화인터뷰를 통해 조사하였다. 병원과 급식운영에 대
한 이해를 얻기 위해 허가 병상수, 1일 평균 재원 
환자수, 1일 평균 제공식수에 관한 문항 및 운영형
태에 관한 11문항을 조사하였고, 각 병원의 일반식 
담당 영양사가 조사에 참여하였다. 
 

2) 설문 조사 내용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의 문항은 선행연구

(13-15)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여 개발하
였다. 설문지는 환자의 평소 병원 식사 섭취율을 알
아보고 병원급식 품질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알아
보는데 주안점을 두어 개발하였고 응답하는 입원환
자들의 심리적, 육체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간
략한 설문지 형태를 취하였다.  

환자의 평소 섭취율(%)은 메뉴를 밥류, 국류, 반
찬류의 3분류로 나누어, 입원 후 평상시를 기준으로 
병원급식의 제공량 대비 섭취 비율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병원급식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은 총 7문항으로 온도, 맛, 식기위생, 메뉴
의 다양화, 정확한 배식시간, 배식서비스, 영양정보
제공에 대해 3점 척도(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
렇다)를 이용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 

식사를 남긴 이유에 대해서는 ‘아프거나 기운이 
없어서’, ‘맛이 없어서’, ‘음식이 식어서’, ‘제공량이 
많아서’, ‘다른 음식을 먹고 배가 불러서’, ‘기타’, 
‘남기는 경우가 거의 없다’의 6가지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였다. 또한 병원 선택 시 병원급식 서비
스 수준을 고려하겠는가도 질문하였다. 당뇨식(밥)과 
저염식(밥) 환자용 설문지에는 치료식 식사에 대한 
설명을 받았는지에 대한 여부와 영양교육을 받아본 
경험에 대한 여부를 질문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환자의 개인적 특성에 관한 문항으로는 성별, 연령, 
입원기간 등을 포함시켰으며, 당뇨식(밥)과 저염식



3. 자료분석 방법

연구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 병원과 환자의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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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hospitals
Variable A hospital B hospital C hospital

General information

No of beds 680 405 400

The rate of sickbed operation 88.8% 76.2% 77.2%

Average No of in-patients 600 370 300

Average No of meals/day§ B L D B L D B L D

Regular diet 210 210 210 200 200 200 185 171 189

Therapeutic diet 100 100 100  60  60  60  80  87  72

Employee meal 300 600 300  50  50  50  50 300  70

Patient foodservice

Operation type Self-operation Self-operation Self-operation

No of dietitians (including interns) 8 3 3

Providing selective menus Regular diets Regular diets Regular diets

Tray assembly Centralized Decentralized Centralized

Use of conveyor belt No Yes No

Type of cart Hot and cold-holding Hot and cold-holding Hot and cold-holding

No of side dishes (including kimchi) 4 4 4

Providing information on therapeutic diets for patients Yes Yes Yes

Frequency of providing information on therapeutic diets Every day More than 3 times/week Less than 3 time/week

§ B : breakfast, L : lunch, D : dinner

(밥) 환자의 경우에는 진료과에 대한 문항을 추가하
였다.

본 연구의 통계처리에 SPSS WIN for Windows(ver 
12.0)를 이용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는 모든 문항에 
대해 기술통계분석과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식사 
종류에 따른 섭취량과 병원급식 품질에 대한 인식
은 교차분석, t-test, ANOVA를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조사 대상 병원의 일반사항 및 운영체계에 관한 
결과를 Table 1에 제시하였다. 세 곳의 병원 모두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상식 환자들을 위해 선
택식단제를 운영하고 있었다. 상식을 기준으로 부식
은 4종류가 제공되고 있었고, 배식을 위한 보온보냉
카트를 보유하고 있었다. 모든 병원에서 치료식 환
자를 대상으로 치료식에 대한 정보제공과 섭취량 
조사와 같은 기초관리를 실시하고 있었으나 그 횟
수는 병원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조사대상 병원에서 일반상식(밥)이 제공되는 환자 
총 289명(A병원 114명, B병원 72명, C병원 1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당뇨식(밥)과 저
염식(밥)이 제공되는 환자 총 143명(A병원 50명, B
병원 48명, C병원 4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다. 환자들의 일반사항은 Table 2와 같다. 일
반 상식의 응답자는 환자가 75.1%였고, 치료식의 응
답자는 환자가 72.9%였다. 이는 환자의 컨디션 저하
로 설문에 응하지 못한 경우 보호자가 대신 설문에 
응답해 주었기 때문이다. 성별은 일반상식은 남자 
환자와 여자 환자가 비슷한 수준이었고 연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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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tients Frequency(%)
Variables Regular diet Therapeutic diet

Respondent type

Patient 211 (75.1) 78 (72.9)

Family member 70 (24.9) 29 (27.1) 

Total 281 107

Gender

Male 138 (48.1) 62 (57.9) 

Female 149 (51.9) 45 (42.1) 

Total 287 107

Age(years)

- 20 10 ( 3.5) 

21~30 34 (11.8) 4 ( 3.8) 

31~40 49 (17.0) 19 (18.1) 

41~50 105 (36.3) 33 (31.4) 

51~60 52 (18.0) 33 (31.4) 

61+ 39 (13.5) 16 (15.2) 

Total 289 105

Hospitalization period(days)

1~7 109 (38.0) 23 (21.5)

8~15 86 (30.0) 29 (27.1)

16~30 57 (19.9) 34 (31.8) 

31+ 35 (12.2) 21 (19.6) 

Total 287 107

41~50세의 환자가 31.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하였으며 치료식의 경우 연령은 41~60세의 환자가 
62.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입원 기간은 
일반식 환자는 1~7일이 3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
지하였고 치료식은 16~30일이 31.8%로 가장 높아 
치료식 섭취환자들이 더 오랜 기간 입원을 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는 내과에서 진료받는 환자들
이 31.1%로 가장 높았다.

1) 환자가 인식하는 자신의 섭취율
환자들이 평소 자신의 섭취율에 대하여 응답한 

내용을 Table 3에 제시하였다. 일반상식 환자의 경
우 평균적으로 제공된 밥의 72%를 섭취한다고 응답

하였고, 국류는 제공량의 69%, 반찬류(김치를 포함)
는 제공량의 68%를 섭취하는 것으로 답하였다. 당
뇨식과 저염식 섭취 환자의 경우 밥, 국, 반찬 모두 
제공량 70% 미만을 섭취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Jung(6)가 환자 1인 1일 평균 식사량이 70% 정
도로 보고한 결과와 유사하였으나, Hong 등(16)이 
환자들의 국류 평균 섭취율을 85%, 반찬류 평균 섭
취율을 83%로 보고한 것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상식과 치료식 환자 모두에서 밥의 섭취율이 가
장 높았고, 반찬류, 국류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국류
는 국물이 있어 섭취율을 낮게 응답한 것으로 보인
다. Hong 등(16)의 연구에서도 환자들의 경우 밥의 
섭취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국 · 찌
개류는 학교급식에서도 잔반량이 많은 메뉴로 보고
되어 왔고, 국 · 찌개류의 잔반은 주로 국물이었다
(17-19). 병원급식에서 국류의 낮은 섭취율은 적온급
식이 잘 되지 않을 경우에도 문제로 지적되었다(16).

환자들의 식사 섭취율을 식사 종류, 성별, 입원기
간, 연령에 따라 비교해 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적
인 차이가 없었다. 이는 Cash와 Khan(20)이 입원기
간이 길어질수록 잔식량도 증가한다고 보고한 결과
와는 다르나 Hong 등(16)은 입원기간과 환자들의 병
원급식에 대한 만족도가 약한 정의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입원 환자 중 치료식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자신
이 제공받는 치료식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지와 영
양교육 경험에 따라 환자들이 인식하는 섭취량을 
비교해 보았다(Fig. 1). 치료식에 대한 설명을 들은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 밥류(73.7±21.4 
vs 67.1±20.7)와 반찬류(68.5±22.7 vs 66.1±19.6)의 섭
취량이 높았고, 국류의 섭취량(61.8±22.1 vs 
67.0±20.2)은 낮았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영양교육을 받은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환자와 비교할 때 국류(63.8±21.6 vs 65.7±20.6) 
와 반찬류(64.3±24.4 vs 67.7±19.0)의 섭취율은 낮았
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밥류의 
경우 영양교육을 받은 환자들의 섭취율(76.5±23.3 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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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verage intake rate of hospital meals perceived by patients Mean ± SD
Variable Rice Soups Side dishes

Diet Regular 72.4 ± 21.3 (n=280) 68.6 ± 23.1 (n=271) 67.8 ± 23.7 (n=281)

Therapeutic§ 69.6 ± 21.2 (n=106) 65.1 ± 20.8 (n=105) 66.8 ± 20.6 (n=105)

T-value 1.15 1.33 0.44

Gender Male 72.7 ± 18.9 (n=193) 68.5 ± 20.1 (n=187) 68.0 ± 20.9 (n=197)

Female 71.0 ± 23.1 (n=191) 67.1 ± 24.4 (n=187) 67.5 ± 24.6 (n=187)

T-value 0.79 0.62 0.20

Age - 30 73.9 ± 17.4 (n=46) 66.8 ± 23.8 (n=44) 69.0 ± 24.1 (n=47)

(years) 31~40 74.1 ± 21.2 (n=64) 69.1 ± 20.7 (n=65) 70.5 ± 21.4 (n=67)

41~50 71.3 ± 20.9 (n=137) 68.5 ± 22.2 (n=132) 66.1 ± 23.5 (n=134)

51+ 69.9 ± 22.9 (n=82) 65.9 ± 23.2 (n=81) 67.2 ± 22.8 (n=81)

F-value 0.75 0.43 0.62

Hospitalization period 1~7 72.4 ± 20.9 (n=130) 68.8 ± 23.0 (n=129) 68.1 ± 23.4 (n=130)

(days) 8~15 70.9 ± 21.2 (n=109) 68.6 ± 22.1 (n=108) 67.2 ± 22.6 (n=113)

16~30 72.9 ± 21.0 (n=89) 68.4 ± 21.8 (n=88) 69.2 ± 20.6 (n=87)

31+ 70.4 ± 22.3 (n=56) 60.5 ± 22.3 (n=49) 64.5 ± 25.6 (n=56)

F-value 0.27 1.88 0.52

§ Include diabetic diet and low sodium diet

Explanation on therapeutic diets

60

65

70

75

80

%

   

Education on therapeutic diets

60

65

70

75

80

%

Figure 1. Comparison of consumption by explanation and education on therapeutic diets (* p < 0.05)

66.8±19.7)이 유의적으로 높았다(p<0.05). 
병원 영양부서에서는 환자의 영양적 요구를 고려

하여 잘 계획된 치료식을 제공하는 한편, 치료식의
목적과 효과에 대해 환자들을 이해시킴으로써 섭취
율을 향상시켜 병원급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3곳의 병원 모두 치료식 기
초관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 부족으
로 인해 모든 치료식 환자가 자신의 식사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었다. 병원 영양

부서의 인력 확충을 통해 치료식 기초관리와 영양
교육이 확대된다면 병원 치료식의 효과가 보다 향
상될 수 있을 것이다. 

2) 병원식사를 남기는 이유
환자들 중 제공된 식사를 모두 섭취하는 비율은 

상식 환자의 경우 17%, 치료식 환자의 경우 10%로 
낮게 나타났다. 식사를 남긴다고 응답했던 환자들만
을 대상으로 남기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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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asons of not eating all foods served at hospitals Frequency(%)
Not tasty Lack of energy Large portion Had eaten something Cold food Total

Diet Regular 95 (33.1) 78 (27.2) 30 (10.5) 22 ( 7.7) 12 ( 4.2) 287 (100)

Therapeutic 34 (31.8) 39 (36.4)  7 ( 6.5) 10 ( 9.3)  6 ( 5.6) 107 (100)

x2 value 6.7

Gender Male 62 (36.9) 69 (41.1) 10 ( 6.0) 14 ( 8.3) 13 ( 7.7) 168 (100)

Female 54 (33.1) 59 (36.2)  8 ( 4.9) 23 (14.1) 19 (11.7) 163 (100)

x2 value 4.8

Age 30 or younger 13 (29.5) 22 (50.0)  0 ( 0.0)  4 ( 9.1)  5 (11.4)  44 (100)

(years) 31~40 22 (40.7) 16 (29.6)  6 ( 9.3)  6 (11.1)  5 ( 9.3)  54 (100)

41~50 40 (34.5) 45 (38.8)  7 ( 6.0) 11 ( 9.5) 13 (11.2) 116 (100)

50 or older 21 (30.0) 28 (40.0)  5 ( 7.1)  8 (11.4)  8 (11.4)  70 (100)

x2 value 8.1

Hospitalization period 1~7 39 (36.4) 39 (36.4)  3 ( 2.8) 17 (15.9)  9 ( 8.4) 107 (100)

(days) 8~15 39 (39.0) 40 (40.0)  4 ( 4.0)  7 ( 7.0) 10 (10.0) 100 (100)

16~30 26 (33.8) 24 (31.2)  9 (11.7)  8 (10.4) 10 (13.0)  77 (100)

31 or longer 12 (25.5) 26 (55.3)  2 ( 4.3)  5 (10.6)  2 ( 4.3)  47 (100)

x2 value 20.1

에 제시되어 있다. 환자의 연령, 성별, 식사 종류, 
병원 입원기간에 따라 비교한 결과 유의적인 차이
는 없었다. 연령과 성별에 따라서는 대체적으로 ‘아
프거나 기운이 없어서’가 가장 큰 이유였고, ‘맛이 
없어서’가 2번째 이유였다.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 Hong 등(16)의 연구에서는 밥류를 남기는 주된 
이유는 ‘입맛이 없어서’와 ‘양이 많아서’였으나 국류
와 반찬류를 남기는 이유는 ‘맛이 없어서’가 주된 
이유였다. 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국과 김치는 맛이 없어서, 반찬은 좋아하지 않는 메
뉴여서, 밥은 양이 너무 많아서가 잔반의 주된 원인
으로 보고되었다(21).

기존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식사종류에 
따라서는 병원식사를 남기는 이유를 비교하여 보았
는데,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
만 치료식 환자들에서 ‘기운이 없어서’가 가장 주된 
이유였던 반면 일반상식 환자들에서는 ‘맛이 없어
서’에 대한 응답이 더 높았다. 즉 환자들의 섭취량
에는 메뉴의 종류, 제공되는 식사 자체의 질이 영향
을 미칠 수도 있지만 환자들의 질병 상태와도 많은 

연관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그러한 환자들의 질환별 
증상과 섭취능력 및 상태를 충분히 고려한 식사가 
제공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으로 생각된다.

3) 식사종류별 환자들의 품질 요인 인식 정도 
Table 5에는 병원급식에 대한 환자들의 인식정도

를 식사종류에 따라 비교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상식 환자와 치료식(당뇨식, 저염식) 환자들의 급식
품질에 대한 인식 중 차이를 보인 요인은 ‘음식 온
도의 적절성(p<0.05)’과 ‘일정한 맛의 유지(p<0.01)’, 
‘식사 및 영양에 대한 정보 제공(p<0.01)’이었다. 치
료식 환자들은 상식 환자들에 비해 음식온도의 적
절성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고, 맛이 일정하
게 유지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먼저 음식
의 온도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에 대한 원인은 조리
와 상차림 방법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일반상식의 
경우는 적은 종류의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하여 음
식이 나오는 즉시 각 병동 배선 담당자들이 거의 
동일한 시간동안 상차림을 하고 있는데 반해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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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Patients' perception on foodservice quality attributes 
Quality attributes Regular diet Therapeutic diet χ2 value

Keeping hot food hot, cold food cold

No  81 (28.3) 20 (18.9) 6.79*

So so  99 (34.6) 32 ( 8.2)

Yes 106 (37.1) 54 (50.9)

Maintaining consistency of food taste

No  48 (16.6) 11 (10.4) 8.70**

So so 101 (34.9) 26 ( 6.6)

Yes 140 (48.4) 69 (65.1)

Keeping good sanitation condition

No  51 (17.6) 13 (12.3) 5.37

So so  76 (26.3) 40 (37.7)

Yes 162 (56.1) 53 (50.0)

Providing diverse menus

No  45 (15.6) 14 (13.1) 3.80

So so  83 (28.7) 22 (20.6)

Yes 161 (55.7) 71 (66.4)

Serving meals on promised time

No  94 (32.5) 26 (24.3) 3.32

So so  71 (24.6) 25 (23.4)

Yes 124 (42.9) 56 (52.3)

Server's good service 

No 109 (37.7) 37 (34.6) 1.17

So so  86 (29.8) 29 (27.1)

Yes  94 (32.5) 41 (38.3)

Providing nutrition information

No  56 (19.6) 23 (21.7) 19.8***

So so 132 (46.2) 24 (22.6)

Yes  98 (34.3) 59 (55.7)

* p<0.05, ** p<0.01, *** p<0.001

식의 경우는 종류가 다양하여 각각 만들어지는 시
간도 다르고 상차림이 되는 시간 또한 다르기 때문
으로 생각된다. 실제 본 연구에 참여한 한 병원에서 
관찰한 결과 상차림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일반
상식은 20분 내외인 반면 당뇨식 상차림은 40분 이
상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맛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는다는 치료식 환자들
의 인식과 관련해서 치료식 품질관리를 위한 조리
방법의 표준화 및 관리, 교육 부족을 원인으로 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반식은 염분제한을 하지 않
는 식사로 각종 조미료의 사용량이나 그 외의 식재
료를 사용함에 있어 제약을 받지 않는 반면, 당뇨식
과 저염식의 경우는 당류 및 염분의 제한으로 인해 
음식의 종류에 따라 환자들이 기대하는 맛을 내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서는 조리원 교육을 통해 치료식 조리방법의 표준

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염분 및 당
류를 모든 메뉴에 균등하게 배분하기 보다는 찬의 
구성을 다양화하여 적은 염분 및 당류를 맛을 충분
히 살릴 수 있는 찬에 집중하여 사용하고 그 외의 
찬은 다른 향 및 맛이 나게 해 준다면 맛을 향상시
키고 섭취량을 늘리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
각된다. 저염식 만족도 개선 연구에서 따르면 국의 
1인량을 200cc에서 150cc로 변경하고 싱거운 맛을 
보완할 수 있는 저염 쌈장, 키위 소스, 레몬소스 등
의 메뉴를 개발하여 전반적인 저염식에 대한 만족
도가 향상되었다고 보고된 바 있다(22).

식사 및 영양관련 정보제공에 대해서는 적절하다
고 생각하는 비율과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 
모두 치료식 환자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p<0.001). 그 이유로 일반식에 비해 치료식의 경우 
식사가 치료와의 연관성이 높은 관계로 식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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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보 및 내용을 알고 싶어하는 요구도가 높아 
영양사에 의한 간단한 설명으로 만족되는 한편, 이
와 같은 요구에 대한 병원 측의 부족한 인력 현황
으로 전 병동의 모든 치료식 환자에게(신환환자, 변
경된 치료식 섭취 환자) 치료식 설명 및 영양교육을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환자들이 제공되는 식사에 
대한 영양정보를 더 알기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병원 영양사들은 충실하고 더 많은 영양정
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에 앞서 충분한 인력으로 전 병동의 모든 
환자들에게 영양정보 제공 및 영양관리가 가능하도
록 영양사 인력이 충족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2007년 3~4월 동안 서울과 천안 소재 
종합병원 3곳에 입원한 516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병원급식의 품질속성에 대한 
환자들의 인식과 병원급식 섭취량을 파악하여 병원
급식의 섭취량 및 병원급식 품질 향상을 위한 방안
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설문조사에서 환자들이 인식하는 본인의 평소 섭

취율은 일반상식 섭취 환자와 치료식 섭취 환자 모
두 제공량의 60~70%(밥, 국, 반찬) 정도를 나타냈고 
식사를 남기는 이유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아프거나 
기운이 없어서’ 라고 대답하였다. 일반상식과 치료
식(당뇨식, 저염식) 환자가 음식을 남기는 이유를 비
교해 본 결과 식사 종류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일반상식의 경우 ‘맛이 없어서’가 가
장 큰 이유였던 반면, 치료식의 경우 ‘아프거나 기
운이 없어서’가 가장 큰 이유였다. 통계적으로 유의
적이지는 않았지만 치료식에 대한 설명을 들은 환
자들이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밥류와 반찬류의 

섭취량이 더 높았고, 국류의 섭취량은 낮았다. 영양
교육을 받은 환자들은 밥류를 유의적으로 더 많이 
섭취한 것으로 나타났다(p<0.05).

환자들은 급식서비스의 7가지 품질 속성(온도, 맛, 
위생, 메뉴의 다양화, 정확한 배식 시간, 배식서비스, 
영양정보의 제공)의 현재 수행에 비교적 불만족한 
인식을 나타내었다. 병원급식 품질에 대한 환자들의 
인식정도를 식사종류에 따라 비교한 결과는 일반상
식 환자와 치료식(당뇨식, 저염식) 환자들의 급식품
질에 대한 인식 중 차이를 보인 요인은 ‘음식 온도
의 적절성(p<0.05)’과 ‘일정한 맛의 유지(p<0.01)’, 
‘식사 및 영양에 대한 정보 제공(p<0.01)’이었다. 치
료식 환자들은 일반상식 환자들에 비해 음식온도의 
적절성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고, 맛이 일정
하게 유지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아래와 같
이 제언하고자 한다.
   
1. 설문조사를 통한 섭취량과 남긴 이유를 분석한 

결과 치료식과 일반상식 모두 남긴 이유에 아프
거나 기운이 없어서와 맛이 없어서라고 대답한 
환자들이 50%를 넘게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
를 볼 때 환자들의 질병 상태와 전반적인 심신
의 컨디션을 고려한 단계별 식사의 종류를 개발, 
대응하는 것과 같은(예를 들면 상식-아픈 정도 
상, 식욕상태 -중) 노력과 환자들의 식욕에 따라 
맛을 느끼는 정도를 좀 더 조사하여 실험조리를 
통한 메뉴의 개발이 이루진다면 섭취상태를 좀 
더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2. 병원급식의 현재 제공되고 있는 영양, 서비스의 
품질 특성 7문항에 대해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
이 일반식과 치료식 모두 6문항에서 ‘그렇다’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이것은 현재 제공
되는 식사의 온도, 맛, 위생, 메뉴의 다양성 등에 
대해서 불만족함을 나타내는 결과로 환자들의 
만족정도를 높이기 위해 품질관리를 통한 조리
방법의 표준화와 그 관리 및 교육을 실시,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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