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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analyze the operational characteristics and to explore the substantiality 

plan of inpatient diets for foreigners in hospitals. Questionnaires were mail-delivered to 128 hospitals, and a 

total of 62 questionnaires were usable with a response rate of 48.4 percent. Statistical data analysis was com-

pleted using SPSS Win 11.0 for descriptive analysis, independent t-test, and χ
2

test. Results can be summar-

ized as follows. The average number of inpatient meals for foreigners in the last 6 months were 405 and 53 

for general therapeutic diets and special therapeutic diets, respectively. The rates of hospitals with an ex-

clusive department and exclusive staff for foreign inpatients were 48.4% and 53.2%, respectively. Major na-

tionalities of foreign inpatients were China (37.5%) and Russia (31.3%), and their major medical departments 

were internal medicine (43.9%) and surgery (39.0%). The number of hospitals that provided inpatient diet on-

ly for foreigners was 42 (72.4%) and influencing factors were number of permitted beds (P＜0.05), an ex-

clusive department (P＜0.001), and exclusive staff (P＜0.01). The main type of menu was USAㆍEuropean 

style (61.1%), and the price of inpatient meals for foreigners was mostly ￦10,000∼￦25,000 (62.0%). As 

75.9% of hospitals did not possess dietary slip manuals for foreigners, the case of preparing inpatient meals 

for foreigners in the form of a general therapeutic diet partially-modified according to disease was the ma-

jority (55.4%). Dietitians felt the need for nutrition management guidelines and dietary slip manuals (47.3%) 

as a substantiality plan of inpatient diets for foreigners. There is a need for exclusive foodservice standards 

for foreign inpatients in the changing medical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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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2009년 1월 30일 의료법을 개정하여 외국인 환자 

유치행위를 허용하였고, 이에 따라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의료법(제27조

의2) 및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의무

적으로 등록하게 되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무

분별한 외국인 환자 유치행위로 인한 국내 의료시

장질서 혼탁화 방지, 외국인 환자 유치 과다경쟁으

로 인한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 방지, 미자격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의 난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한국의료서비스의 대외 이미지 실추 방지를 

목적으로 마련되었다(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2014). ‘Medical Korea’라는 브랜드로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을 시작한 시점인 2009년에는 141개국의 

외국인 환자 60,201명이 한국의료를 이용하여 547억 

원의 총 진료수입이 발생하였고, 매년 규모가 증가

하여 2013년에는 방문 국가수 191개국, 외국인 환자

수 211,218명, 총 진료수입 3,934억원의 실적이 보고

되었다(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2014). 해외의 외국인 환자를 국내로 유입시키는 의

료관광산업 측면에서 볼 때, 국내의료에 대한 해외 

국가의 관심이 증대하고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의 

국가 인지도가 상승하는 외부기회환경 바탕에서, 우

수한 의료 기술력 및 특성화된 의료, 기술 대비 의

료 가격 경쟁력 우위, 의료기관의 외국인 환자 유치

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및 태도 등을 포함

한 내부 강점을 극대화시킨다면 의료관광 산업국으

로 경쟁력을 갖추어(Park 2011) 시장 규모 확대는 앞

으로도 계속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짧은 기

간 내에 급증하는 외국인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인

프라 구축과 외국인 환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 지원 

시스템 등의 제반여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병원에서의 환자급식은 환자의 질병상태에 따라 

가장 바람직한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영양상

태 개선을 통해 치료효과를 증진시킨다(Yang 등 2000). 

환자에게 적절한 영양이 공급되면 입원기간을 단축

시킬 수 있고 환자의 영양상태 평가 및 관리 등의 

시의적절한 영양서비스가 제공되면 환자의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다(Robinson 등 1987). 병원에서 제공

되는 의료, 간호, 투약, 급식 등의 전체 의료서비스 

중 급식서비스의 중요성에 대한 고객의 평가는 5점 

중 4.25점으로 높게 보고되었으며(Lee & Chang 2006) 

병원급식에서의 급식서비스의 질은 환자의 재원 중 

전반적인 만족도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Forbes 등 

1997; Demir & Celik 2002) 환자식의 서비스 수준이 

의료서비스를 평가하는데 기여하는 바가 크다. 병원

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관광을 담당하는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한 Kim & 

Kim(2011)의 연구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의료서비스

는 ‘언어소통’, ‘전용코디네이터’, ‘1:1 서비스’, ‘비자

발급 및 연장’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 ‘식단’, 

‘One-Stop-Service’, ‘병원직원의 서비스마인드’, ‘픽업

서비스’, ‘교통수단 및 숙박시설 제공’, ‘출입국간소

화’의 의견이 도출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를 찾는 주요 국가의 의료관

광객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음식에 

적응하기 어려운 외국 의료관광객을 위한 의료기관

에서의 적절한 영양서비스 제공이 필수적인 상황임

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내 의료기관의 외국

인 환자 대상의 급식 현황과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요건을 조사ㆍ분석함으로써 외국인 환자에 대한 적

절한 영양관리가 시행될 수 있도록 메뉴 및 지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국내 외국인 환자 유치 신청을 한 전국 의료기관의 

영양부서를 대상으로 2010년 8월 2일부터 12월 9일

까지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으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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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의료기관 128개소를 대상으로 총 128부의 설문

지를 배부하여 62부를 회수하였고(회수율 48.4%), 회

수한 설문지의 자료를 통계분석에 사용하였다.

2. 조사 내용

설문지는 선행연구(Kim 등 2010; Kim 등 2011) 

및 외국인 환자식을 제공한 경험이 있는 영양과 관

리자와의 심층면접을 통해 작성되었으며, 의료기관

의 일반적 특성, 외국인 환자식 운영 현황, 외국인 

환자식 제공 여건 마련을 위한 방안의 3부분으로 

구성되었다. 병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

여 병원 유형, 병상수 및 병동수, 급식운영형태, 이

전 6개월간의 급식수, 재원일수, 외국인 환자 전담

부서 및 전담직원 유무를 조사하였고, 외국인 입원 

환자의 국적 및 진료과를 다빈도 순으로 응답하도

록 하였다. 외국인 환자식 운영 현황 부분에서는 외

국인 환자식 제공 여부, 외국인 환자식을 제공하지 

않는 이유 및 그때의 식사방법에 대해 명목형 척도

를 이용하여 조사하였고, 외국인 환자식 제공 의사

는 Likert형 5점 척도(1=매우 낮음, 2=낮음, 3=보통, 

4=높음, 5=매우 높음)로 조사하였다. 외국인 환자용 

식단 유형은 국가별, 일반식 및 치료식 분류별로 제

공 여부를 파악하였고, 식대수가, 외국인 환자용 치

료식 계획방법, 외국인 환자식 제공방법, 환자용 식

단선택지 사용 여부 및 사용 시 식단선택지 수령자, 

미사용 시 주문방식, 외국인 환자용 식사처방 및 식

단작성지침 기준 보유 여부 및 근거에 대해 조사하

였으며, 외국인 환자식 준비 시 중요 속성은 순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외국인 환자식 제공 여건 마련

을 위한 방안 부분에서는 외국인 환자대상 급식 제

공 시 필요사항, 개발이 필요한 외국인 환자용 치료

식단, 외국인 환자식을 위한 캐터링 시스템 구축 시 

고려사항에 대해 순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3. 통계분석 방법

자료는 SPSS Win 11.0 program을 이용하여 처리

하였다. 조사대상 병원 및 환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

아보기 위하여 빈도수와 백분율 및 평균과 표준편

차, 다중응답분석의 기술통계량을 산출하였다. 외국

인 환자식 제공 및 식사처방지침 유무에 따른 병원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χ
2
 test 및 독립표본 t-test

를 사용하였다. 

결  과 

1. 조사대상 의료기관의 특성

1)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 병원에 대한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

다. 병원 유형은 종합전문요양기관이 28개소(45.2%), 

종합병원이 34개소(54.8%)였다. 평균 허가병상수가 

762.8병상, 평균 가동병상수는 738.2병상, 평균 병상

가동률은 96.8%였으며, 병동수는 34.8병동이었다. 급

식 운영형태는 직영 34개소, 위탁 25개소, 기타 3개소로 

조사되었다. 조사기간 이전 6개월간 총 식수는 257,818식 

이었으며 이 가운데 일반식 식수는 평균 171,521식, 

치료식 식수는 평균 86,297식이었다. 6개월 기간을 1일 

식수로 환산하면, 총 식수는 1,432식/일, 일반식 953식/일, 

치료식 479식/일이었다.

2) 외국인 환자 관리 특성

외국인 환자 관리의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외국

인 환자의 식수는 지난 6개월 평균 458식이었으며, 

일반식 식수는 평균 405식, 치료식 식수는 평균 53식이

었다. 6개월 기간을 1일 식수로 환산하면, 총 식수

는 2.5식/일, 일반식 2.3식/일, 치료식 0.3식/일이었다. 

외국인 환자의 평균 재원일수는 7.3일이었고, 외국인 

환자 전담부서가 있는 경우가 48.4%였으며, 외국인 

환자 전담직원(코디네이터)이 배치된 경우가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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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hospitals.        (N=62)

Items N (%)

Type of medical institution

Tertiary hospital 28 (45.2)

General hospital 34 (54.8)

Number of beds and wards
1)

Number of permitted beds 762.8±445.3

Number of occupied beds 738.2±434.3

Rate of occupied beds (%) 96.8±102.5

Number of wards 34.8±96.5

Type of foodservice operation

Self-operated 34 (54.8)

Contracted 25 (40.3)

Others 3 ( 4.9)

Number of inpatient meals within the last 6 months
1)

General therapeutic diet 171,521±110,576

Special therapeutic diet 86,297±76,570

Total 257,818±187,146

Number of inpatient meals per day
2)

General therapeutic diet 953±614

Special therapeutic diet 479±425

Total 1,432±1,040
1)

 Mean±SD
2)

 During the last six months

Table 2. Operating characteristics of foreign inpatients. (N=62)

Items N (%)

Number of inpatient meals for foreigners within the last 6 months
1)

General therapeutic diet 405±620

Special therapeutic diet 53±97

Total 458±717

Number of inpatient meals for foreigners per day
1),2)

General therapeutic diet 2.3±3.4

Special therapeutic diet 0.3±0.5

Total 2.5±4.0

Hospitalization of foreign inpatients (days)
1)

7.3±9.5

Exclusive department for foreign inpatients

Yes 30 (48.4)

No 32 (51.6)

Exclusive staff for foreign inpatients

Yes 33 (53.2)

No 29 (46.8)

Major nationality of foreign inpatient
3)

China 6 (37.5)

Russia 5 (31.3)

Middle East 2 (12.5)

USA, European 2 (12.5)

Japan 0 ( 0.0)

Others 1 ( 6.3)

No response 46 ( –  )

Major department of foreign inpatient
4)

Internal medicine 18 (43.9)

Surgery 16 (39.0)

Ob/gyn 6 (14.6)

Pediatrics 1 ( 2.4)

ENT 0 ( 0.0)

No response 21 ( – )
1)

 Mean±SD
2)

 During the last six months
3)

 Percentage was calculated only for 16 respondents 
4)

 Percentage was calculated only for 41 respondents 

수준(53.2%)으로 조사되었다. 외국인 환자의 국적 및 

진료과를 조사한 결과, 중국(37.5%) 및 러시아(31.3%)

가 다수를 차지하였고, 진료과의 경우 내과(43.9%) 

및 외과(39.0%)라는 응답률이 높았다.

2. 외국인 환자식 운영 현황 

1) 외국인 환자 전용 식사 제공 

의료기관에서 외국인 환자를 위해 전용 식사를 

제공하는 실태를 조사한 결과(Table 3), 외국인 환자 

전용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가 72.4%였으며, 제공하

지 않는 경우는 27.6%였다. 외국인 환자 전용 식사 

제공 여부에 따라 의료기관 운영 특성에 차이가 있

는지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외국인 환자식을 제공하

는 의료기관의 허가병상수가 808.6병상으로, 제공하

지 않는 의료기관의 허가병상수(672.8병상)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5). 또한 외국인 환

자 전담부서가 있는 경우(96.3%, P＜0.001)와 외국인 

환자 전담직원이 있는 경우(90.3%, P＜0.01)에 외국인 

환자식을 제공하는 비율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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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fferences in hospital’s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providing exclusive diet for foreign inpatients.

Hospital’s characteristics
Providing exclusive diet for foreign inpatients

Yes No χ
2
-value

Type of medical institution
1)

Tertiary hospital 22 (84.6) 4 (15.4) 3.512

General hospital 20 (62.5) 12 (37.5)

Number of beds and wards
2)

Number of permitted beds 808.6±518.9 672.8±226.0 2.159
3)

*

Number of occupied beds 773.2±508.2 667.1±238.7 1.733
3)

Rate of occupied beds (%) 95.6±97.9 99.2±105.6 –0.825
3)

Number of wards 42.5±115.9 20.5±30.3 0.742
3)

Type of foodservice operation
1)

Self-operated 21 ( 67.7) 10 (32.3) 1.562

Contracted 18 ( 75.0) 6 (25.0)

Other 3 (100.0) 0 ( 0.0)

Number of meals within the last 6 months
2)

All inpatients 262,679±207,464 230,904±112,596 0.579
3)

Foreign inpatients 327±601 25±99 1.988
3)

Hospitalization of foreign inpatients (days)
2)

8.0±10.5 5.3±4.0 0.740
3)

Exclusive department for foreign inpatients
1)

Yes 26 ( 96.3) 1 ( 3.7) 14.424***

No 16 ( 51.6) 15 (48.4)

Exclusive staff for foreign inpatients
1)

Yes 28 ( 90.3) 3 ( 9.7) 10.692**

No 14 ( 51.9) 13 (48.1)

Total 42 ( 72.4) 16 (27.6)
1)

 N (%)
2)

 Mean±SD
3)

 t-value

*P＜0.05, **P＜0.01, ***P＜0.001

2) 외국인 환자식의 메뉴 특성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식단에 대해 

조사한 결과(Table 4), 미국ㆍ유럽식인 경우가 61.1%

로 식단 개발이 가장 많이 되어 있었으며, 중동식과 

러시아식이 각각 13.0%로 다음 순서를 차지하였다. 

제공되는 일반식의 종류는 상식(42.0%), 연식(23.1%), 

유동식(16.1%), 산모식(11.6%), 치아보조식(4.5%), 기

타(2.7%) 순이었으며, 치료식 종류는 당뇨식(36.6%), 

염분조절식(22.5%), 지방조절식(15.5%), 멸균식/저균

식(9.9%), 기타(8.5%), 신부전식(7.0%) 순이었다. 식대

수가는 10,000원∼15,000원이 36.0%로 가장 많았으

나 10,000원 미만 20.0%, 21,000원∼25,000원 14.0%, 

16,000원∼20,000원 12.0% 순으로 조사되어 병원간

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환자용 치료

식을 계획하는 방법으로 외국인 환자 식사처방지침 

및 식단작성 지침에 따라 별도로 준비하는 경우는 

8.9%에 그친 반면, 일반식을 진단명에 따라 부분적

으로 조정하는 경우가 55.4%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

식과 동일하게 제공하는 경우도 19.6%나 되는 것으

로 조사되어 외국인 환자의 치료에 도움이 되는 식

사가 제공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

국인 환자식의 제공방법은 환자가 원하는 메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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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enu for foreign inpatients.

Items N (%) Items N (%)

Menu type by nation
1,2)

Way of planning special therapeutic diet
1)

Diet according to a thera-peutic diet guidebook 

and menu planning guidebook

General therapeutic diet partially-modified acc-

ording to disease

The same way as general therapeutic diet

Other

Way of providing inpatient diet for foreigners

Special diet set by hospital

Diet ordered by foreign inpatients

Other

No response

Information and request form on menu selection 

for foreign inpatients

Yes

No

No response

Receiver of request form
3)

Department of nutrition

Hospital staff in charge 

Other

Way of ordering diets for foreign inpatients
4)

Without form

Other

No response

USA, European 33 (61.1) 5 ( 8.9)

Middle East 7 (13.0)
31 (55.4)

Russia 7 (13.0)

China 4 ( 7.4) 11 (19.6)

Japan 3 ( 5.5) 9 (16.1)

Type of diet
1)

General therapeutic diet

General diet 47 (42.0) 22 (40.0)

Soft diet 26 (23.1) 23 (41.9)

Liquid diet 18 (16.1) 10 (18.1)

Dental soft diet 5 ( 4.5) 7 ( – )

Diet for lactation 13 (11.6)

Other 3 ( 2.7)  

Special therapeutic diet  

Diet for diabetes mellitus (DM) 26 (36.6) 24 (40.7)

Sodium-modified diet 16 (22.5) 35 (59.3)

Fat-modified diet 11 (15.5) 3 ( – )

Diet for chronic renal failure 5 ( 7.0)

Sterilized diet and semi-sterilized diet 7 ( 9.9)  

Other 6 ( 8.5) 16 (66.7)

Meal price (won)
1)

6 (25.0)

＜10,000 10 (20.0) 2 ( 8.3)

10,000∼15,000 18 (36.0)

16,000∼20,000 6 (12.0)  

21,000∼25,000 7 (14.0) 10 (66.7)

26,000∼30,000 2 ( 4.0) 5 (33.3)

31,000∼35,000 1 ( 2.0) 20 ( – )

36,000∼40,000 1 ( 2.0)  

Other 5 (10.0)  
1)

 Multiple choice
2)

 For 42 respondents who provided exclusive diet for foreign inpatients
3)

 For 24 respondents who provided information and request form on menu selection
4)

 For 35 respondents who did not provide information and request form on menu selection

주문하는 주문식단제(41.9%)와 고급식(비급여식) 형

태로 제공하는 경우(40.0%)가 주를 이루었다. 외국인 

환자용 식단선택지를 사용하는 경우는 40.7%였으며, 

영양부서가 주 수령자(66.7%)였고, 식단선택지를 사

용하지 않는 경우는 59.3%로 과반수였는데, 이 경우 

주문방식은 일정한 형식 없이 환자 임의로 작성하

는 경우가 66.7%로 높게 나타났다.

3) 외국인 환자식용 식사처방지침

외국인 환자식용 식사처방지침을 보유한 의료기

관은 14개소(24.1%)이었고, 상당수(75.9%)가 보유하

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5). 식사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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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Differences in hospital’s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possession of dietary slip manual for foreigner.

Hospital’s characteristics
Possession of dietary slip manual for foreigner

Yes No χ
2
-value

Type of medical institution
1)

Tertiary hospital 7 ( 28.0) 18 (72.0) 0.358

General hospital 7 ( 21.2) 26 (78.8)

Number of beds and wards
2)

Number of permitted beds 918.7±553.9 677.6±282.4 2.159
3)

*

Number of occupied beds 856.6±503.8 661.4±286.5 1.733
3)

Rate of occupied beds (%) 95.8±30.4 97.8±22.7 –0.258
3)

Number of wards 52.8±115.5 30.0±94.9 0.739
3)

Type of foodservice operation
1)

Self-operated 4 ( 12.5) 28 (87.5) 9.761**

Contracted 8 ( 33.3) 16 (66.7)

Other 2 (100.0) 0 ( 0.0)

Number of meals within the last 6 months
2)

All inpatients 328,230±207,459 208,982±139,429 2.462
3)

*

Foreign inpatients 455±879 167±345 1.799
3)

Hospitalization of foreign inpatients (days)
2)

12.0±18.7 5.9±3.5 1.840
3)

Exclusive department for foreign inpatients
1)

Yes 11 ( 40.7) 16 (59.3) 7.604**

No 3 (  9.7) 28 (90.3)

Exclusive staff for foreign inpatients
1)

Yes 10 ( 32.3) 21 (67.7) 2.398

No 4 ( 14.8) 23 (85.2)

Total 14 ( 24.1) 44 (75.9)
1)

 N (%)
2)

 Mean±SD
3)

 t-value

*P＜0.05, **P＜0.01

지침서 보유 여부에 따른 의료기관 운영 특성의 차

이에 대해 분석한 결과, 외국인 환자식용 식사처방

지침서를 보유한 의료기관의 경우 허가병상수(918.7 vs. 

677.6)와 최근 6개월간 총 환자식수(328,230 vs. 208,982)

에서 유의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P＜0.05). 환자

식을 위탁운영을 하는 경우(33.3%)가 직영인 경우

(12.5%)보다, 외국인 환자 전담부서가 있는 경우

(40.7%)가 그렇지 않은 경우(9.7%)보다 식사처방지침

서를 보유한 비율이 유의적으로 높았다(P＜0.01).

4) 외국인 환자식 준비 시 중요 속성

외국인 환자식 준비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속성

을 조사한 결과(Table 6), 영양기준량이 1순위(20.5%) 

및 2순위(52.6%)에서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맛은 1순위 

18.2%, 2순위 22.8%, 3순위 38.6%로 그 다음 중요 

속성으로 파악되었으며, 다양성은 1순위 18.2%, 2순위 

10.5%, 3순위 22.7%이었고, 온도는 1순위 18.2%, 2순

위 12.3%, 3순위 13.6%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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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Requirements for inpatient diets for foreigners.

Figure 2. Priority of developing special therapeutic diets for 
foreigners.

Figure 3. Considerations to set up a catering system for in-
patient diets for foreigners.

Table 6. Critical attributes for preparing inpatient diets for 
foreigners.

Attributes
Rank

1st 2nd 3rd

Nutrition standard 9 (20.5)
1)

30 (52.6) 5 (11.4)

Taste 8 (18.2) 13 (22.8) 17 (38.6)

Variety 8 (18.2) 6 (10.5) 10 (22.7)

Temperature 8 (18.2) 7 (12.3) 6 (13.6)

Tableware 7 (15.9) 0 ( 0.0) 3 ( 6.8)

Distribution and service 2 ( 4.5) 1 ( 1.8) 2 ( 4.5)

Sanitation 0 ( 0.0) 0 ( 0.0) 1 ( 2.3)

Quality based on price 2 ( 4.5) 0 ( 0.0) 0 ( 0.0)
1)

 N (%)

3. 외국인 환자식 제공의 내실화 방안

1) 외국인 환자 대상 급식 제공 시 필요사항

외국인 환자의 급식 제공 시 현장에서 필요한 사

항을 조사한 결과(Fig. 1), 영양관리기준 및 식사처방

지침 47.3%, 식단작성지침서 14.5%, 국가별 식단 14.5%, 

식단에 대한 조리지침 및 교육 12.7%, 대체음식 및 

특수식재료 정보 5.5%, 식단 신청서식 3.6%, 캐터

링업체 연계정보 1.8% 순으로 나타나 영양관리기준 

및 식사처방지침의 개발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

났다.

2) 개발이 필요한 외국인 환자용 치료식 종류

외국인 환자를 위한 치료식 중 개발이 시급하다고 

응답한 것은 당뇨식(70.5%), 지방조절식(20.5%), 염분

조절식(6.8%), 신부전식(2.3%) 순으로 나타났다(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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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식의 경우 가장 많이 제공하고 있는 치료식인 

만큼 높은 식단개발 요구도를 보였다.

3) 외국인 환자식을 위한 캐터링 시스템 구축 시 

고려사항

외국인 환자식 제공을 위해 캐터링 시스템을 구

축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을 조사한 결과(Fig. 3), 

국가별 전문적인 조리(35.6%), 비용 효과성(27.1%), 직

접조리 또는 CK운영시스템(20.3%), 특수 식자재 공

급을 위한 유통체계(16.9%)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환자 대비 극소수의 환자이므로 전문 조리와 비용

효과성에 대해 관심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고  찰

조사대상 의료기관의 최근 6개월간 총 식수는 

257,818식이었고, 이 중 외국인 환자 대상 총 식수가 

458식으로 0.18%의 미미한 비율이었다.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등록제도를 시행한 첫해인 2009년에는 내

국인 대비 외국인 환자의 비율이 0.14%였고, 2010년 

0.18%, 2011년 0.27%, 2012년 0.35%, 2013년 0.45%

로 증가추세이긴 하나, 전체 비율은 아주 적은 상황

이다. 또한 2009년에는 총 외국인 실환자수 60,201명 

중 입원환자 3,915명, 외래 및 건강검진 환자 56,286명 

으로 외국인 환자의 6.5%만이 입원환자였으며, 2010

년에는 총 실환자수 81,789명 중 입원환자 7,987명

(9.8%), 2011년에는 총 실환자수 122,297명 중 입원환

자 11,945명(9.8%), 2012년에는 총 실환자수 159,464명 

중 입원환자 14,809명(9.3%), 2013년에는 총 실환자

수 211,218명 중 입원환자 20,137명(9.5%)인 점(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2014)을 감안해 

본다면 전체 환자식 중 외국인 환자식수의 비중이 

낮게 나온 조사결과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

인다. 한편 외국인 입원환자의 진료과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순으로 조사되었는데, 2010년 통계자료에

서도 내과통합(23.5%)의 입원 실환자수가 가장 많았

으며, 건강검진센터(13.1%), 피부과(9.4%), 산부인과

(5.6%), 정형외과(4.9%), 성형외과(4.6%), 일반외과(2.7%) 

순이었다(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2014). 본 조사결과와 2010년 현황자료의 주요 진료

과 패턴은 유사하지만 일부 진료과에서는 상이함이 

발견되었다. 이는 주요 진료과 입원환자의 상위 질

환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내과의 경우 결장의 

폴립, 심장(동맥)경화증, 기관지 또는 폐 악성 신생

물, 협심증, 간세포성 암종, 급성 심근경색증 등, 산

부인과에서는 자궁의 평활근종, 조기진통, 난소의 

양성 신생물, 자연분만, 상세불명의 여성 불임증, 자

궁목 악성신생물 등, 정형외과에서는 엄지발가락 외

반증,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관절통, 척추 협

착/허리부위, 추간판 전위, 손가락 및 발가락의 후천

성 변형 등으로 보고된 결과(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2011)를 종합해 볼 때, 진료과

의 특성상 수술을 하거나 입원이 필요한 경우 종합

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을 찾는 반면, 그렇지 않은 피

부과나 건강검진센터, 가정의학과 진료를 받고자 하

는 경우에는 일반병의원을 이용하는 외국인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 상황을 보여주는 결과라 여겨진다.

외국인 환자의 평균 재원일수는 7.3일로 서울지역 

종합전문병원의 평균 재원일수 9.2일, 종합병원 42.7일

에 비해(Kim 등 2010)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인 환자식의 식대수가는 10,000원∼15,000원이 36%

로 가장 많았으나 1만원 미만부터 2만 5천원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는데, 환자식 급여화로 보험급

여수가가 일반식 평균 4,938.9원, 치료식 5,199.8원인 

수준(Kim 등 2010)과 비교해 볼 때, 병원마다 외국

인 환자식의 수가 책정 기준에 차이가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입원환자의 국적은 중국(37.5%) 및 러시아(31.3%)

가 다수를 차지하였는데, 2010년 통계자료에서 국적

별 입원 실환자수는 미국(35.0%), 중국(15.8%), 일본

(17.3%), 러시아(9.5%), 몽골(4.0%)의 순으로 보고되

었다(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2011). 

이러한 차이는 외국인 환자 중 미군 환자가 4,82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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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전체의 5.9%를 차지하기에 미군부대가 주둔하

는 지역 여부가 환자의 국적 비율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에 기인한다. 국적별 외국인 환자 비율이 

2013년에는 중국(26.5%), 미국(15.5%), 러시아(11.4%)로 

순위가 재편되는 양상을 보여(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2014) 외국인 환자 유치 환경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입원한 외국인 환자는 중국

인과 러시아인이 많은 반면, 개발되어 있는 식단은 

미국ㆍ유럽식(61.1%)이 우세하여 개발된 식단의 활

용도가 낮거나 외국인이라면 국적도 확인하지 않은 

채 서양식을 제공하게 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

와 관련하여 향후 외국인 환자를 위해 도입되어야 

할 메뉴 종류로 병원 영양과에서는 이슬람식, 인도

식, 미국식에 대해, 전문가는 이슬람식, 인도식, 중

국식에 대한 필요성의 인식 수준이 높았다(Lee & 

Jung 2010). 외국인 환자용 식사처방지침 및 식단작

성지침 기준이 있는 경우는 24.1%에 불과하며 있더

라도 기존의 서양식을 응용하는 경우가 주를 이루

고 있어 외국인이라고 하면 무조건 서양인이라 생

각하던 시대적 잔상을 버리고 입원환자의 국적 비

율을 반영한 외국인 환자용 식단을 개발해야 하는 

상황 인식이 필요하다.

외국인 환자 전담부서가 있는 경우가 48.4%였으

며, 외국인 환자 전담직원(코디네이터)이 배치된 경

우가 절반 수준으로(53.2%) 나타나 외국인 환자서비

스가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문제 발생 시 해

결의 한계성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는 

의료통역사, 병원 국제 마케팅 전문가, 국내 거주 외

국의료진 진료코디네이터 등의 전문인력 양성을 진

행하고 있다(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2011). Park & Ahn(2015)의 연구에서는 외국인 환자 

유치를 담당하는 담당자의 직종은 간호사 45.0%, 행

정직 24.8%, 의사 10.8%, 의료기사 6.4%, 사회복지사 

5.6%, 의료관광전문가 2.0% 및 기타 6.0%로 보고하였다.

외국인 환자 전용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가 72.4%

였는데, Kim 등(2015)의 연구에서는 외국인 환자를 

위한 식사를 제공하는 병원이 91.4%였고 알레르기 

유발음식 제공 방지를 위한 조사체계를 구비한 병

원은 55.9%로 환자안전 차원에서 외국인 환자의 알

레르기 과거력을 조사하고 의료기관 내에서 공유하는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외국

인 환자식을 제공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허가병

상수가 808.6병상으로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고(P＜ 

0.05) 외국인 환자 전담부서가 있는 경우(96.3%, P＜ 

0.001)와 외국인 환자 전담직원이 있는 경우(90.3%, 

P＜0.01)의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의료관광 유치 

등록기관 중 서울특별시에 위치하고 있는 병ㆍ의원

의 의료관광 실태를 조사한 Sung 등(2012)의 연구에

서는 국가별 특색에 따른 음식 제공에 대해 병원

(28.6%)과 의원(2.9%)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의료기관의 의료관광 담당자 대상 인터뷰를 실시한 

Kim & Kim(2011)의 연구에서는 인터뷰 대상자 11명 

중 8명이 종합병원 규모 이상에 근무하는 것으로 

보아 외국인 환자 전담부서 및 직원 배치는 병원의 

규모와 관련이 있으며 이는 외국인 환자식 제공과 

연계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외국인 환자식용 식사처방지침을 보유한 의료기

관은 14개소(24.1%)이었고, 식사처방지침서를 보유한 

경우 허가병상수와 최근 6개월간 총 환자식수가 유

의적으로 많았다(P＜0.05). 위탁운영을 하는 경우(33.3%) 

및 외국인 환자 전담부서가 있는 경우(40.7%) 식사

처방지침서를 보유한 비율이 유의적으로 높았다(P＜ 

0.01). 이는 병원규모가 클수록 외국인 환자수가 많기에 

필요성이 높아 외국인 환자식용 식사처방지침서를 

보유하는 경우가 많으며, 위탁운영할 경우 본사차원

에서 개발된 지침을 지원하고 있는 결과라 생각된다. 

가장 많이 제공되는 치료식이 당뇨식, 염분조절식, 

지방조절식이기에 개발이 시급한 치료식 또한 당뇨식, 

지방조절식, 염분조절식으로 응답한 것은 병원 현장

에서 현실의 수요를 반영하여 개발의 필요성을 인

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외국인 환자용 치료

식으로 당뇨식 및 심혈관질환식을 우선하여 개발할 

필요성이 있음을 뒷받침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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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식 준비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속성은 

영양기준량, 맛, 다양성, 온도 순으로 조사되었는데, 

환자에게 제공되는 치료식에 대한 만족도 연구(Lee & 

Lee 2000)에 의하면 치료식 환자들은 일반식 환자보다 

음식의 간에 대해 만족도가 낮았고, Kim 등(2008)의 

연구에서 식사를 남기는 이유로는 일반상식의 경우 

맛이 없어서가 가장 큰 이유이나 치료식의 경우 아

프거나, 기운이 없기 때문으로 나타나 식욕상태가 

치료식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Dubé 등(1994)도 병원급식에서 환자의 만족도에 영

향을 주는 여러 요인 중에서 음식의 품질이 가장 

영향을 많이 준다고 보고하였으며, Lau & Gregoire 

(1998)도 병원급식에서 음식의 맛과 온도가 급식 만

족에 많은 영향력을 주는 요인이라 보고하였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국내 외국인 환자 유치 신청을 한 128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회

수된 62개 기관의 자료를 통해 국내 의료기관의 외

국인 환자 대상 급식 운영 현황과 외국인 환자식 

제공 여건의 내실화 방안에 대해 조사하여 분석하

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최근 6개월간 총 식수 257,818식 중 외국인 환자 

대상 일반식 식수는 평균 405식, 치료식 식수는 

53식이었고, 1일 식수로 환산하면 총 식수는 2.5식/일, 

일반식 2.3식/일, 치료식 0.3식/일이었다. 외국인 

환자의 평균 재원일수는 7.3일이었으며, 외국인 환

자 전담부서가 있는 경우가 48.4%였고, 외국인 

환자 전담직원(코디네이터)이 있는 경우가 53.2%

였다. 

2. 외국인 환자의 국적은 중국(37.5%), 러시아(31.3%), 

미국ㆍ유럽(12.5%), 중동(12.5%) 순이었으며 진료과

는 내과(43.9%), 외과(39.0%), 산부인과(14.6%), 소

아청소년과(2.4%) 순이었다.

3. 외국인 환자 전용 식사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응답기관 중 72.4%였으며, 외국인 환자식의 제공 

여부는 허가병상수(P＜0.05), 외국인 환자 전담부서 

(P＜0.001) 및 전담직원(P＜0.01)과 관련성을 나타

내었다.

4. 외국인 환자용 식단은 미국ㆍ유럽식(61.1%) 형태로 

개발된 경우가 다수였고, 식대수가는 주로 10,000원∼ 

25,000원 정도였다. 제공되는 일반식 식사의 종류

는 상식(42.0%), 연식(23.1%), 유동식(16.1%) 순이

었으며, 치료식은 당뇨식(36.6%), 염분조절식(22.5%), 

지방조절식(15.5%) 순이었다. 한편, 외국인 환자의 

치료식 중 가장 개발이 시급한 것은 당뇨식(70.5%), 

지방조절식(20.5%), 염분조절식(6.8%), 신부전식(2.3%) 

순으로 나타났다.

5. 외국인 환자 식사처방지침 및 식단작성지침 기준

이 없는 경우가 75.9%인 탓에, 외국인 환자용 치

료식 제공방법은 외국인 환자 식사처방지침 및 

식단작성지침에 따라 별도로 준비하기(8.9%)보다는 

일반식을 진단명에 따라 조정하는 경우가 55.4%

로 가장 많았다. 외국인 환자 식사처방지침 보유 

여부는 허가병상수(P＜0.05), 최근 6개월간 총 환

자식수(P＜0.05), 급식 운영방식(P＜0.01), 외국인 환

자 전담부서(P＜0.01)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

였다. 외국인 환자식 준비 시 영양기준량, 맛, 다

양성 순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6. 외국인 환자식의 내실화를 위해 급식 제공 시 영

양관리기준 및 식사처방지침, 식단작성지침서, 국

가별 식단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

으며, 외국인 환자식 제공을 위한 캐터링 시스템 

구축 시 국가별 전문적인 조리, 비용 효과성에 

대한 고려가 중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의

료기관 영양부서는 외국인 환자영양관리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 있지 않아 의료기관에 

따라 영양관리 시행범위 및 질에 많은 차이가 있

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특성상 다양한 인종 및 

문화에 경험이 부족하여 외국인 환자에 대한 전

문적 영양관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의 종합병원을 제외한 경우 표준화된 치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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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다양한 국적의 환자

들이 입원하는 현실에서 환자의 음식 수응도를 높

여 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환자의 입맛에 

맞는 식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주요 국가 환자의 

일반식 및 치료식 메뉴 개발 및 식단작성지침이 절

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외국인 환자의 증가 추

세로 볼 때 영양사의 전문인력이 부족한 병의원급

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외국인 대상의 영양관리기

준 및 식사처방지침의 개발 및 보급을 통해 의료서

비스 질 향상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더 나아가 의

료관광에서 외국인 환자식에 대한 우리의 약점으로 

외국인 식습관 및 타종교에 대한 이해 부족이 제기

(Lee & Jung 2010)되었기에 인종과 종족에 따른 건

강불평등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는 양질의 의료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영양사의 문화적 역량에 대

한 중요성(Saha 등 2008)을 인식하고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의 제공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외국인 환자 유치 행위를 법적으로 허용한지 1여년 

정도 경과한 시점에 조사된 자료로 다소 연구시점

과 발표시점간의 차이가 큰 점이 제한점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외국인 환자식

에 대한 국내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의 시작단계에서의 의료기관 현황을 

파악하였다는데 의의를 갖는다고 보며, 그사이 매년 

외국인 환자수가 급증하고 있는 시장 상황을 고려

할 때 시계열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외국인 환자 대

상의 급식 환경 변화를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번 연구를 통해 외국인 환자식에 대한 현황을 

중심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변

화하는 의료서비스 환경에서 환자의 회복을 위해 

전문화된 외국인 환자 급식의 기준 마련에 대한 필

요성을 제안함으로써 메디컬 코리아의 시장 확대 

및 질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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