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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status of food service outsourcing behavior of long-term care institutions 
(LTCIs) through a cross-sectional survey using a questionnaire administered between July 16th and August 
7th, 2020. The survey respondents were either dietitians or facility managers, who worked at 731 nursing 
homes, 477 group homes, and 673 day-care centers. Approximately 25.9% of nursing homes, 11.7% of group 
homes, and 33.1% of day-care centers used a managed-services company to operate their food service units. 
The main reason for outsourcing food service by nursing homes was related to the staffing of dietitians and 
cooks, whereas group homes and day-care centers outsourced food services due to factors relating to meal 
costs and the cooking process. Almost all the LTCIs entered into private contracts for outsourced food 
services. Only a few food service contracts included the types of meals, nutrition standards such as protein 
and calories per meal, and the parameter or ratio of food cost. Of the respondents, 84.5% from nursing 
homes, 87.5% from group homes, and 87.1% from day-care centers agreed that the quality of outsourced food 
services of the LTCIs should be regulated. Meals are essential for maintaining the health and functional status 
of LTCI users. As more LTCIs outsource their food services, we suggest the following: (1) Increasing the 
minimum dietitian staffing standards for LTCIs as per the Welfare of Senior Citizens Act and requiring at 
least one dietitian for every nursing home, (2) Making it mandatory to use a standard food service contract 
template when drafting food service contract, and (3) Developing realistic standards for food service oper-
ations considering the size and operation type of the LTC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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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대부분이 복합 만성질

환자로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제공되는 급식은 이용자

의 건강 유지와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서비

스이고, 양질의 균형 잡힌 식단과 영양관리가 중요하

다(Yoon 등 2013; Kwon 등 2016). 장기요양에서 영양

상태가 더 좋은 노인이 그렇지 못한 노인들에 비해 

자립적인 식사 섭취 능력과 인지기능 등이 포함된 신

체기능이 더 좋고, 건강 관련 삶의 질도 더 높은 것

으로 보고된다(Törmä 등 2013). Ulger 등(2013)은 영

양불량 상태와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적절한 영

양공급이 필수적이라고 하였다. 또한, 장기요양 노인

에게 특별한 영양 지원은 그들의 일상생활동작

(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을 유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증진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장기요양기관 가운데 급식을 운영하는 기관은 노

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기관 및 

주ㆍ야간보호기관 4가지 종류가 있으며, 2019년도 말 

기준 전국적으로 총 10,023개소가 운영 중이고, 급식

서비스 이용자 수는 약 342,646명 규모이다(NHIS 
2020).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

양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기관에서는 아침, 점심, 저

녁 3끼의 식사와 간식을, 주ㆍ야간보호기관은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고 집으로 돌아가

는 이용자의 특성상 하루 1∼2끼의 식사와 간식을 제

공하고 있다.
이렇듯 장기요양기관의 급식이 수급자의 삶과 건

강에 중요한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영양사, 
조리원 등 인력의 배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관리

할 뿐 식사재료비를 비급여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급

식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하는 데에 대한 정부의 정책

적 노력은 미흡한 상황이다. 오히려 장기요양기관의 

영양사 및 조리원에 대한 인력기준과 관련된 노인복

지법 시행규칙이 2016년 7월 일부 개정되어, 노인요

양시설이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외부 업

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 영양사 및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이어서 2017년 11월부터는 주ㆍ

야간보호기관과 단기보호기관도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외부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 조

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게 하였으며, 이러한 정책적 

결정은 결과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이 급식을 직영하지 

않고 위탁하는 데에 인센티브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 

진다.
2019년 12월말 기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ㆍ야간보호기

관, 단기보호기관 총 9,194개소 가운데 위탁방식으로 

급식을 운영하는 기관은 2,178개소(23.7%)로, 2017년 

12월 말 기준 637개소(8.3%)였던 것과 비교하면 위탁

급식이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Kwon 등 

2020). 이러한 정책방향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는 어린

이집,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위탁을 허용하는 

학교, 급식 운영방식에 우선 원칙은 없으나 직영방식

으로 운영하는 경우 가산을 지급하는 의료기관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장기요양기관을 포함한 사

회복지시설은 아직까지 급식 운영방식에 대한 원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최근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

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21.7.27 제정ㆍ공

포, 22.7.28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지자체가 지역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를 설치하

여 영양사가 없는 노인ㆍ장애인 대상 소규모 시설 급

식소(노인주거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의 위생 

관리와 이용자 영양 관리를 지원하도록 하는 정책이 

마련되었다(KLIC 2021). 지역센터의 주요 역할은 맞

춤형 식단ㆍ조리법 제공, 급식 위생ㆍ영양관리 방문

지도, 식생활 교육 및 상담, 개인별 영양관리 카드 운

영, 식재료 구매ㆍ관리 등 정보 제공, 급식시설 위생

관리 컨설팅 등 소규모 급식소 현장관리를 지원하는 

것으로(KLIC 2021), 향후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장기

요양시설의 급식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
한편 위탁급식은 급식서비스를 대행하는 회사가 

집단급식소가 설치된 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집단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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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시설을 빌려 급식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운영 

형태로 정의된다. 직영과 상반되는 개념으로 급식관

리에 전문 지식이 부족한 기관에서 급식업무로 인해 

발생되는 관리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채택하는 방식이

다(Kwak 등 2022). 그러나 최근에 장기요양시설의 급

식운영실태(Chang 등 2020) 조사에서 종래의 위탁급

식 개념과 변형된 형태의 위탁급식이 진행되고 있음

이 확인되었다. 위탁급식회사가 집단급식소에 들어와

서 직접 운영하는 형태가 아니라, 위탁급식회사 시설

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장기요양시설로 배달하는 방식

이었다. 이로 인해 식사 배달과정에서 식사 품질 확

보를 위한 관리방안 모색, 장기요양시설에 급식관리

인력 부재로 위탁급식서비스에 대한 관리 감독 미흡, 
영세 위탁급식업체의 급식관리 노하우 부족 문제가 

지적되었다(Chang 등 2020). 
의료기관 환자와 학생들이 위탁급식보다 직영급식

에 높은 만족도(Kim 등 2003; Lee & chang 2003; 
Lee & Choi 2015)를 보인다는 연구가 진행된 바 있

다. 반면 직영급식보다 위탁급식에서 급식서비스 품

질이 높고(Kim 등 2010), 위탁급식에서도 기관의 집

단급식소에서 직접 급식을 대행하는 운영위탁이 운반

위탁보다 음식의 맛, 양 등 전반적인 만족도가 더 높

았다는 결과(Lee 2012) 등 다수의 선행연구가 보고되

었다.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77개
소를 대상으로 급식운영실태를 조사한 연구에서 

85.7%가 직영급식을, 13.0%가 위탁급식으로 운영됨을 

보고하였으나, 위탁급식 이유, 내용 등 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Han & Yang 
2018). 최근 몇 년 사이에 위탁급식방식으로 급식을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어떤 요인때문에 위탁급식을 결정했는지, 급

식위탁업체와의 계약 방식, 계약 시 검토 사항 등 위

탁급식 운영 현황에 관한 검토는 제도 도입 이후 연

구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

활가정, 주ㆍ야간보호기관을 대상으로 기관유형에 따

른 급식 운영방식과 위탁급식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위탁급식 질 관리 방안 마련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기요양기관 유형별 급식 운영방식을 비교

한다.
둘째, 장기요양기관이 직영급식, 위탁급식으로 운

영하는 이유를 파악한다.
셋째, 장기요양기관의 위탁급식 기간, 업체 계약방식, 

내용 및 금액수준 등 위탁급식 운영 실태를 파악한다.
넷째, 장기요양기관의 위탁급식 서비스 만족도와 

질 관리에 대한 의견을 파악한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장기요양급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ㆍ야간보호기

관의 영양사와 영양사 부재 시 시설장 또는 사무국장

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 

장기요양급여 청구이력이 있는 장기요양기관 총 8,671개소 

중에서 지역별(대도시/중ㆍ소도시), 설립주체별(개인/
지자체 및 법인), 급식 운영방식별(직영/위탁), 현원 

규모별 비례층화표본추출을 통해 1,967개소 표본을 추

출하였다. 표본산출 결과, 노인요양시설 747개, 노인

요양공동생활가정 486개, 주ㆍ야간보호기관 710개가 

추출되었고, 표본 수는 95% 신뢰구간, 표본오차 ±3%
를 고려하여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급식을 직영

과 위탁을 혼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관을 제외한 직

영 또는 위탁방식으로 급식을 운영하고 있는 노인요

양시설 731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477개, 주ㆍ야간

보호기관 675개 기관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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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방법 및 내용

본 연구는 전국의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 주ㆍ야간보호기관의 영양사 또는 시설장과 사

무국장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급식 

운영방식과 위탁급식 운영현황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과제 장기요양기

관 급식관리 연구(Kwon 등 2020)를 위해 수집된 실

태조사 자료의 일부를 활용하여 2차 자료 분석한 결

과이다. 실태조사에 활용한 설문지는 문헌고찰, 현장

방문, 자문회의를 통해 조사 영역과 내용을 도출한 

뒤, 연구진이 초안을 개발하였다. 자문위원은 총 40명

으로 정책 전문가(정부기관, 가입자 대표) 8명, 학계 

전문가(식품영양학, 간호학, 사회복지학) 9명, 장기요

양기관 시설장 및 영양사, 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

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협회, 한국재가노인복

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및 대한영양

사협회 5명, 현장 전문가 18명으로 구성하였다. 현장

전문가는 노인요양시설 8명(직영급식 4명, 위탁급식 

4명), 주ㆍ야간보호기관 2명(직영급식), 영양사 6명, 
위탁급식업체 운영자 2명으로 구성하였다. 자문위원

의 설문지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설문지를 

수정ㆍ보완하였다. 
본 조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설문지 문항의 타당성, 

구성 적절성,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급

여종류별, 급식 운영방식별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0년 7월 8일부터 10일까지 사전조사를 실시하였

다. 설문지는 크게 기관 및 응답자 현황, 급식서비스 

제공현황, 급식관리 영역별 수행도 및 필요도, 위탁급

식 운영현황, 급식서비스 질 제고 방안으로 구성되었

다. 설문지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본특성

기본특성은 장기요양기관 특성과 응답자 특성으로 

구분된다. 기관 특성으로는 설립주체, 규모, 시설장 

자격ㆍ면허, 운영형태, 소재 지역, 상근 영양사 유무 

6항목이다. 응답자 특성은 직책, 성별, 연령, 학력, 면

허 및 자격, 장기요양기관 근무경력, 현 기관 근무경

력 7항목으로 구성하였다.

2) 급식 운영방식

급식 운영방식은 우선 직영, 위탁으로 구분하였고, 
위탁은 그 유형에 따라 현장조리(운영위탁), 전량 이

동급식, 부분 이동급식으로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그

리고 직영과 위탁을 선택하게 된 이유로 구성하였다.

3) 급식위탁업체의 선정 및 계약 현황

급식위탁업체 선정 및 계약 관련 사항으로는 업체 

선정 시 고려사항, 급식위탁업체와의 계약방식과 계

약서 작성 방식, 계약서 포함사항, 위탁급식 시작 시

기, 급식위탁업체의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배치현황, 
식사재료비와 계약금액과의 차이를 포함하고 있다. 
급식위탁업체 급식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해서

는 만족도, 만족과 불만족 이유, 급식위탁업체 급식서

비스 질 관리 필요성, 질 관리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구성하였다. 
이상의 설문지를 활용하여 웹 또는 팩스 조사를 

실사하였다. 설문조사는 조사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진

행하였다. 조사전문기관의 훈련받은 조사원이 조사대

상자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조사 취지와 내용을 설

명한 뒤, 조사 참여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선호하

는 조사방식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조사는 2020년 7월 
16일부터 2020년 8월 7일 사이에 실시되었다. 

3. 통계분석

장기요양기관 특성별 급식 운영방식의 차이, 위탁

방식으로 급식을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의 급식위탁

업체 선정 및 계약 현황 등을 분석하기 위한 통계분

석은 Stata 15를 사용하였다. 구체적 분석방법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빈도와 백

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둘째, 장기요양

기관 특성별 직영, 위탁이라는 급식 운영방식의 차이

는 빈도와 백분율로 제시하고, 카이제곱검정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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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by LTCI types.

Variables
Total 

(N=1,883)
Nursing home

(N=731)
Group home

(N=477)
Day care center

(N=675) χ2

(P-value)
N % N % N % N %

Position Director 1,111 59.0 295 40.4 417 87.4 399 59.1 333.155*** (＜0.001)

Executive secretary 
(social worker)

593 31.5  289 39.5 57 12.0 247 36.6

Dietitian 
(team leader)

57 3.0  44 6.0 1 0.2 12 1.8

Dietitian 
(first-line manager)

122 6.5  103 14.1 2 0.4 17 2.5

Gender Male 552 29.3  207 28.3 135 28.3 210 31.1      1.638 (0.441)

Female 1,331 70.7  524 71.7 342 71.7 465 68.9

Age (years) ≤39 405 21.5  170 23.2 80 16.8 155 23.0  42.279*** (＜0.001)

40∼49 485 25.8  201 27.5 98 20.5 186 27.5

50∼59 692 36.7  252 34.5 185 38.8 255 37.8

60≤ 301 16.0  108 14.8 114 23.9 79 11.7

Average age1) 48.80±10.73 48.03±10.69 51.35±10.94 47.83±10.35

Education High School 46 2.4  10 1.4 19 4.0 17 2.5   17.954** (0.006)

College 530 28.1  192 26.3 157 32.9 181 26.8

University 983 52.2  403 55.1 228 47.8 352 52.2

Graduate school 324 17.2  126 17.2 73 15.3 125 18.5

License/
certification2)

Nurse 84 4.5  30 4.1 21 4.4 33 4.9 -

Nursing assistant 233 12.4  75 10.3 80 16.8 78 11.6

Social worker 1,650 87.6  572 78.2 454 95.2 624 92.4

Care worker 602 32.0  175 23.9 191 40.0 236 35.0

Dietitian 169 9.0  143 19.6 7 1.5 19 2.8

Cook 113 6.0  75 10.3 19 4.0 19 2.8

Others3) 68 3.6  26 3.6 24 5.0 18 2.7

Experience in 
LTCIs4) (years)

5 less 866 46.0  302 41.3 226 47.4 338 50.1   23.256** (0.001)

5∼10 less 541 28.7  233 31.9 143 30.0 165 24.4

10∼15 less 417 22.1  163 22.3 102 21.4 152 22.5

15 and over 59 3.1  33 4.5 6 1.2 20 3.0

Experience 
in current 
LTCIs (years)

3 less 900 47.8  320 43.8 213 44.7 367 54.4   26.304** (0.001)

3∼5 less 361 19.2  138 18.9 95 19.9 128 19.0

5∼7 less 235 12.5  104 14.2 64 13.4 67 9.9

7∼10 less 171 9.1  72 9.8 54 11.3 45 6.6

10 and over 216 11.5  97 13.3 51 10.7 68 10.1
1) Values are mean±SD
2) Multiple response question
3) Others include physical therapist, psychological counselor, occupational therapist
4) LTCI: long-term care institution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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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셋째, 위탁급식 운영현황과 업체 선정 및 계

약 현황, 그리고 급식위탁업체의 급식서비스 만족도 

및 질 개선에 대한 의견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

동생활가정, 주ㆍ야간보호기관으로 구분하여 빈도와 

백분율로 제시하였다. 

4. 윤리적 고려 사항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ㆍ야간보호기관의 급식관리 담당자인 영양사, 영양

사 부재 시에는 사무국장 또는 시설장에게 본 연구목

적과 연구내용에 대한 설명과 개인이나 장기요양기관

을 식별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절대로 노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밀보장 관련 내용을 유선통화를 통

해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생명윤리위원회 승인(IRB No. 연-2020-I-IR-01-016)을 

받은 후 실시하였다. 

결 과

1. 응답자 일반적 특성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노인요양

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ㆍ야간보호기관 간 응

답자의 직책이 시설장인 비율이(P＜0.001) 유의하게 

높았으며, 특히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시설장이 

87.4%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연령은 50대(P＜0.001), 
학력은 대학교 졸업(P＜0.01), 장기요양기관 근무경력

은 5년 미만(P＜0.01), 현 기관 근무경력은 3년 미만

(P＜0.01)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2. 장기요양기관 특성별 급식 운영방식 비교

장기요양기관 특성별 급식 운영방식을 Table 2에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75.6%가 직영으로 

24.4%가 위탁으로 운영되었다. 설립주체가 지방자치

단체나 법인에 비해 개인인 경우(P＜0.001), 규모별로

는 9인 이하보다 현원 10∼30인, 50∼70인 장기요양

기관(P＜0.001)에서 직영보다 위탁급식의 비율이 높았

다. 노인요양시설은 설립주체가 개인(P＜0.001), 운영

형태는 병설보다 단독(P＜0.05)인 경우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위탁급식 비율이 높았으며, 입소자 현원 규

모에서 차이가 없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노인

요양시설과 달리 운영형태가 단독인 경우보다 병설

(P＜0.001)에서 위탁급식 비율이 더 높았다. 대도시보

다 중소도시 이하(P＜0.01)에 위치한 경우 위탁급식의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았다. 주ㆍ야간보

호기관의 위탁급식 비율은 설립주체가 개인(P＜0.05)
인 경우, 입소자 현원 규모(P＜0.05)가 50인 이상의 

시설에서 통계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상근영양사 

배치율은 전체 시설 수 기준으로 22.6% 이었으며, 직영급

식의 22.4%, 위탁급식의 23.5%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영양사를 고용하고 있었다. Table 2 주석에 제시한 바

와 같이 장기요양시설 기관 유형별 영양사 고용률은 

노인요양시설 41.5%,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4.8%, 주ㆍ

야간보호기관 14.7%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가

장 낮게 나타났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만 상근

영양사가 배치된 시설이 그렇지 않은 시설보다 위탁

급식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P＜0.01). 

3. 장기요양기관의 급식 운영방식과 이유

Table 3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ㆍ야

간보호기관의 급식 운영방식과 그 이유를 살펴본 결과

이다. 응답자가 속한 장기요양기관의 급식 운영방식

은 직영 75.6%, 위탁 24.4%로 위탁보다 직영으로 운

영하는 비율이 높았다. 시설별로 직영 운영 비율은 노

인요양시설 74.4%,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88.3%, 주ㆍ

야간보호기관 67.9%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P＜0.001). 특히, 주ㆍ야간보호기관에서 직영 운

영방식의 비율이 다른 두 급여 유형보다 낮았고, 위

탁 비율은 32.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위탁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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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Food service operation forms by LTCI types and its reasons.

Total 
(N=1,883)

Nursing home
(N=731)

Group home
(N=477)

Day care 
center

(N=675)
χ2

(P-value)
N % N % N % N %

Food service operation 
type

Self-operation 1,423 75.6 544 74.4 421 88.3 458 67.9 128.606***
(＜0.001)Operation by managed-service company 460 24.4 187 25.6 56 11.7 217 32.1

  On-site cooking by managed-service
company

116 25.2 78 41.7 7 12.5 31 14.3

  Full-scale delivered meals 260 56.5 95 50.8 39 69.6 126 58.1
  Partial delivered meals 84 18.3 14 7.5 10 17.9 60 27.6

Reasons for 
self-operation1)

Improving user and family satisfaction 894 62.8 330 60.7 241 57.2 323 70.5 -
In order to directly manage nutrition, 

hygiene and safety for meals 
1,126 79.1 455 83.6 318 75.5 353 77.1

Most likely to be better for food service 
quality

925 65.0 355 65.3 250 59.4 320 69.9

Possible to respond immediately to the 
functional status or needs of consumers

1,060 74.5 401 73.7 357 84.8 302 65.9

For economically beneficial to the 
operation of the institution

116 8.2 44 8.1 50 11.9 22 4.8

Not be able to find a suitable 
managed-service company for food 
service 

121 8.5 44 8.1 42 10.0 35 7.6

Institutional publicity effect 18 1.3 3 0.6 3 0.7 12 2.6
Others2) 7 0.5 0 0.0 2 0.5 5 1.1

Reasons for operating 
by managed-service 
company3)

Difficulty in supplying human resources 
(dietitian, cook)

232 50.4 112 59.9 25 44.6 95 43.8 -

Difficulty in human resource management 
(dietitian, cook)

222 48.3 98 52.4 27 48.2 97 44.7

Easy of accounting 81 17.6 53 28.3 9 16.1 19 8.8
Difficulty in purchasing food materials 

and its production 
309 67.2 100 53.5 40 71.4 169 77.9

Burdensome of sanitation and safety 
management

248 53.9 96 51.3 37 66.1 115 53.0

Likely to ensuring higher quality of the 
food service

203 44.1 85 45.5 24 42.9 94 43.3

Due to financial benefit for the 
organization

77 16.7 16 8.6 5 8.9 56 25.8

Others4) 4 0.9 1 0.5 1 1.8 2 0.9
1) Only responded in case of self-operation, duplicated response question 
2) Others included small size of the facility, direction of the representative, etc
3) Only responded in case of outsourcing, multiple response question 
4) Others included that there was a food service facility in the affiliated hospital, there was an introduction from other institutions, etc
***P＜0.001

식은 현장조리(25.2%) 보다 이동급식(74.8%) 형태를 

채택하고 있었다. 급여종류에 따라 위탁방식에 차이

를 보였는데, 노인요양시설은 전량 이동급식(50.8%)과 

현장조리(운영위탁 41.7%) 형태가 유사한 분포를 보

였다. 반면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주ㆍ야간보호

기관은 전량 이동급식이 각 69.6%, 58.1%로 다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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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nsiderations in selecting the managed-service company and contract methods for LTCI food service.

Total
(N=460)

Nursing 
home

(N=187)

Group home
(N=56)

Day care 
center

(N=217)
χ2

(P-value)
N % N % N % N %

Considerations 
in selecting 
managed-service 
company1)

Capacity of company 132 28.7 63 33.7 16 28.6 53 24.4 -

Financial status of the company 183 39.8 88 47.1 21 37.5 74 34.1

Contract amount 210 45.7 95 50.8 22 39.3 93 42.9

Taste of meals 362 78.7 136 72.7 43 76.8 183 84.3

Distance between LTCI and managed-service 
company 

152 33.0 65 34.8 17 30.4 70 32.3

Hygienic cooking (HACCP certificate) 308 67.0 117 62.6 42 75.0 149 68.7

Dietitian employment 309 67.2 111 59.4 43 76.8 155 71.4

Reputation of the managed-service company 234 50.9 94 50.3 28 50.0 112 51.6

Administrative violations of the managed-service 
company

108 23.5 39 20.9 11 19.6 58 26.7

Menu 321 69.8 133 71.1 42 75.0 146 67.3

Others 9 2.0 2 1.1 0 0.0 7 3.2

Contract method Open bidding contract 38 8.3 20 10.7 2 3.6 16 7.4 3.313
(0.191)Private contract 422 91.7 167 89.3 54 96.4 201 92.6

Writing a
contract

Yes 456 99.1 185 98.9 56 100.0 215 99.1 0.585
(0.746)No 4 0.9 2 1.1 0 0.0 2 0.9

Clauses in the 
contract1)

Contract periods2) 453 98.5 183 97.9 56 100.0 214 98.6 -

Meal price 444 96.5 181 96.8 55 98.2 208 95.9

Food cost or its rate to meal price 170 37.0 67 35.8 24 42.9 79 36.4

Personnel management in foodservice unit 233 50.7 107 57.2 27 48.2 99 45.6

One serving size by meal types (general diet, 
therapeutic diet, tube feeding)

189 41.1 79 42.2 27 48.2 83 38.2

Outsourcing types (on-site cooking/delivered meal) 333 72.4 143 76.5 39 69.6 151 69.6

Menu planning cycle and the timing of notice 
of proposed menu

306 66.5 119 63.6 41 73.2 146 67.3

Foodservice frequency and meal time 313 68.0 134 71.7 41 73.2 138 63.6

Obligations between LTCI and managed-service company 304 66.1 136 72.7 34 60.7 134 61.8

Compensation for damages and insurance 380 82.6 151 80.7 44 78.6 185 85.3

Proper response for LTCI’s requirements 296 64.3 131 70.1 34 60.7 131 60.4

Terms of contract termination 382 83.0 165 88.2 44 78.6 173 79.7

Dispute resolution 277 60.2 118 63.1 32 57.1 127 58.5

Nutrition requirements per meal 201 43.7 84 44.9 34 60.7 83 38.2

Sanitation management 355 77.2 152 81.3 38 67.9 165 76.0

Safety management 322 70.0 140 74.9 36 64.3 146 67.3

Hygiene and safety checklist 328 71.3 134 71.7 42 75.0 152 70.0

Payment and payment date 407 88.5 163 87.2 52 92.9 192 88.5

Others 2 0.4 1 0.5 0 0.0 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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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ntinued.

Total
(N=460)

Nursing 
home

(N=187)

Group home
(N=56)

Day care 
center

(N=217)
χ2

(P-value)
N % N % N % N %

Start points of 
managed-service 
company 

From opening of LTCI 120 26.1 40 21.4 9 16.1 71 32.7 10.002**
(0.007)Changed operation by managed-service company 

from self-operated at the beginning of LTCI
340 73.9 147 78.6 47 83.9 146 67.3

Contract periods Under 1 year 136 29.6 38 20.3 27 48.2 71 32.7 22.369**
(0.001)1∼3 years less 240 52.2 103 55.1 23 41.0 114 52.5

3∼5 years less 56 12.2 32 17.1 3 5.4 21 9.7

5 and over years 28 6.1 14 7.5 3 5.4 11 5.1

Average contract periods3) 2.06 (±2.45) 2.33 (±2.33) 1.77 (±3.10) 1.91 (±2.43)

Food service 
personnel1)

Dietitian Employed 433 94.1 180 96.3 54 96.4 199 91.7 -

Cook Employed 390 84.8 147 78.6 48 85.7 195 89.9

Other workers in foodservice unit Employed 392 85.2 171 91.4 43 76.8 178 82.0

Difference 
between 
contracted price 
and food cost

Equal 274 59.6 126 67.4 39 69.6 109 50.2 15.807**
(0.003)Food cost＞contracted price 67 14.6 22 11.7 8 14.3 37 17.1

Food cost＜contracted price 119 25.9 39 20.9 9 16.1 71 32.7
1) Multiple response question
2) It refers to whether an outsourcing contract has the clauses relating to contract periods
3) Values are mean±SD
**P＜0.01

탁급식 방식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급식을 직영방식으로 운영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노인요양시설과 주ㆍ야간보호기관은 ‘기관에서 직접 

급식의 영양, 위생, 안전관리를 하기 위해서’, 노인요

양공동생활가정은 ‘이용자의 기능상태나 욕구에 즉시 

대응할 수 있어서’이었다. 위탁을 하는 가장 큰 이유

로는 노인요양시설은 ‘영양사와 조리원 인력수급이 

어려워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주ㆍ야간보호기관

은 ‘식자재 구매와 조리가 부담되어서’로 나타났다.

4. 장기요양기관의 위탁급식 운영 실태

Table 4는 장기요양기관의 위탁급식 업체 선정 시 

고려사항과 위탁급식 운영 현황에 관련된 결과이다. 
업체 선정 시 고려사항으로는 ‘음식의 맛’이라고 응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식단구성, 

영양사 유무 순으로 나타났다. 업체 선정방식으로는 

거의 대부분의 기관들이 수의계약방식(91.7%)으로 진

행하였고, 세 가지 급여유형 모두 대부분의 기관들이 

계약서(99.1%)를 작성하고 있었다. 노인요양시설, 노

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ㆍ야간보호기관 간 계약방식

과 계약서 작성여부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계약서에 제시하는 조항은 계약기간(98.5%)과 급식

단가(96.5%)가 90.0% 이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그 외에 대금결제 및 지급일자(88.5%), 계약해지 요건

(83.0%), 손해배상 및 보험가입(82.6%) 순으로 나타났

다. 반면에 급식단가 대비 식사재료비 비율 또는 금

액(37.0%), 식사형태별 1인 분량(41.1%)을 계약 조항

으로 제시하는 비율은 낮게 나타났다. 장기요양기관 

운영초기부터 위탁급식을 채택한 경우는 26.1%이었

고, 직영에서 위탁으로 전환한 경우는 73.9%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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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Satisfaction with food service provided by managed company and pre-requisites for quality management by 
LTCI types.

Total
(N=460)

Nursing 
home

(N=187)

Group 
home

(N=56)

Day care 
center

(N=217)
χ

2

(P-value)
N % N % N % N %

Satisfaction Very satisfied 68 14.8 37 19.8 7 12.5 24 11.0 13.034 (0.111)
Satisfied 268 58.3 102 54.6 30 53.6 136 62.7
Mediocre 111 24.1 44 23.5 19 33.9 48 22.1
Dissatisfied 11 2.4 3 1.6 0 0.0 8 3.7
Very dissatisfied 2 0.4 1 0.5 0 0.0 1 0.5

Reasons for 
satisfaction1)

Satisfaction on meal taste 213 63.4 88 63.3 21 56.8 104 65.0 -
Service of meals with proper temperature 73 21.7 28 20.1 15 40.5 30 18.8
Higher quality of food materials 118 35.1 56 40.3 14 37.8 48 30.0
Proper response on LTCIs’ request 167 49.7 73 52.5 17 45.9 77 48.1
Lower price of meals 24 7.1 4 2.9 4 10.8 16 10.0
Proper menu management considering elderly 

characteristics 
209 62.2 93 66.9 23 62.2 93 58.1

Highly qualified food service personnel (dietitian, cook) 40 11.9 23 16.5 3 8.1 14 8.8
Reduction of burdens for LTCI’s staff 143 42.6 50 36.0 13 35.1 80 50.0
Others 21 6.3 2 1.4 1 2.7 18 11.3

Reasons for 
dissatisfaction2)

Lack of taste of meals 74 59.7 28 58.3 14 73.7 32 56.1 -
Improper temperature of meals 36 29.0 11 22.9 5 26.3 20 35.1
Lower quality of food materials 46 37.1 24 50.0 7 36.8 15 26.3
Improper response on requests of LTCI 66 53.2 24 50.0 11 57.9 31 54.4
Expensive of meal price 12 9.7 7 14.6 1 5.3 4 7.0
Improper menu management considering elderly 

characteristics
70 56.5 24 50.0 12 63.2 34 59.6

Dissatisfaction with lower quality of food service 
personnel

20 16.1 9 18.8 3 15.8 8 14.0

Increase of burdens of LTCI’s staff 15 12.1 5 10.4 1 5.3 9 15.8
Lower quality of meals compared to contract price 29 23.4 12 25.0 3 15.8 14 24.6

Needs for quality 
management

Yes 396 86.1 158 84.5 49 87.5 189 87.1  0.675 (0.713)
No 64 13.9 29 15.5 7 12.5 28 12.9

Pre-requisite for 
quality management3)

Only inviting a managed-service company which 
employs a dietitian

291 63.3 118 63.1 39 69.6 134 61.8 -

Participation in bidding only for managed-service 
companies above a certain level (e.g. HACCP 
certified company)

339 73.7 132 70.6 44 78.6 163 75.1

Writing the contract with a standard contract 
between LTCI and managed-service company

293 63.7 114 61.0 41 73.2 138 63.6

Compliance with food cost usage rules in 
accordance with the financial accounting rules

153 33.3 70 37.4 13 23.2 70 32.3

Preparing foodservice operation standards 287 62.4 123 65.8 29 51.8 135 62.2

Others4) 16 3.5 4 2.1 2 3.6 10 4.6
1) Responded only when the respondents answered as very satisfied or satisfied; duplicated response
2) Responded only when the respondents answered as mediocre, dissatisfied or very dissatisfied; duplicated response
3) Duplicated response
4) Others Included a customized meal planning and menu development for the elderly. Financial support for food service from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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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방식으로 급식을 운영한 평균 운영기간은 2.06년
이었다. 식사재료비와 계약금액 간의 차이에 대한 질

문에 59.6%가 동일하다고 응답하였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ㆍ야간보

호기관 간 위탁급식 운영 실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위탁급식 시작 시기, 위탁급식 실

시한 총 기간, 식사재료비와 계약금액과의 차이이었

다. 주ㆍ야간보호기관은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

동생활가정에 비해 기관 개설 시점부터 위탁급식을 

운영하였다는 응답 비율(32.7%)이 유의하게 높았다

(P＜0.01). 위탁급식을 실시한 총 기간은 노인요양공

동생활가정(1.77년)이 두 급여유형보다 그 기간이 유

의하게 짧았다(P＜0.01). 식사재료비보다 계약금액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주ㆍ야간보호기관(32.7%)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1).

5. 장기요양기관의 위탁급식 서비스 만족도 및 질 

관리에 대한 의견 

급식위탁업체가 제공하는 급식서비스에 대한 만족

도는 Table 5와 같다. 전체 응답자의 73.1%가 만족(만
족+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급여 유형별로는 노

인요양시설의 74.4%,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66.1%, 
주ㆍ야간보호기관의 73.7%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급여유형 간 위탁급식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만족의 이유로는 ‘노인

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식단 작성’, ‘음식의 맛에 

대한 만족’이었고, 불만족 이유로는 ‘음식이 맛이 없

어서’, ‘노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식단’이었다. 
급식위탁업체 급식서비스의 질 관리 필요성에 대

해 응답자의 86.1%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그룹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급식위탁업체 급식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급여유형별

로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노인요양시설은 ‘HACCP 인

증 등 일정수준 이상의 업체만 위탁급식 가능(70.6%)’, 
‘위탁급식 운영지침 마련(65.8%)’, ‘영양사가 있는 업

종만 위탁급식 가능(63.1%)’이었고,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에서의 1위는 노인요양시설과 동일하였으나, 2위

로는 ‘표준계약서를 통한 계약 체결(73.2%)’, 그 다음

은 ‘영양사가 있는 업종만 위탁급식 가능(69.6%)’으로 

나타났다. 주ㆍ야간보호기관의 경우는 1위는 노인요

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동일하였고, 그 다

음으로는 ‘표준계약서를 통한 계약 체결(63.6%)’, ‘위
탁급식 운영지침 마련(62.2%)’의 순으로 나타났다. 

고 찰

본 연구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에게 급식을 제

공하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ㆍ야

간보호기관의 급식 운영방식과 그 이유, 급식위탁업

체 선정 및 계약 관련 현황, 그리고 급식위탁업체가 

제공하는 급식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및 질 관리방안

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분석대상기관은 노인요양시

설 731개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477개소, 주ㆍ야간

보호기관 675개소로 이 규모는 각각 모집단의 21.8%, 
27.8%, 27.6%이다.

장기요양기관이 급식을 위탁방식으로 운영하는 비

율은 노인요양시설 25.6%,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1.7%, 
주ㆍ야간보호기관 32.1%이었다. Han & Yang(2018)에
서의 위탁급식 13.1%에 비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그 차이는 조사시기의 차이(2018년 vs 2020년)와 조

사지역 (광주지역 vs 전국)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보

인다. 장기요양기관이 급식을 직영방식으로 운영하는 

이유는 ‘급식의 영양, 위생, 안전관리를 직접 하기 위

해서’, ‘이용자의 기능 상태나 욕구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서’가 공통적으로 나타났고, 주ㆍ야간보호기관의 

경우는 ‘이용자와 가족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서’가 주요한 이유로 나타났다. 위탁급식을 하는 이유

는 급여종류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노인요양시

설의 경우는 ‘영양사와 조리원 수급 및 관리가 어려

워서’가 주된 이유로 나타났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과 주ㆍ야간보호기관의 경우는 공통적으로 ‘식자재 

구매 및 조리 부담’으로 나타났다. 급식위탁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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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음식의 맛이라고 응답한 비

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식단구성, 영양사 

유무 등의 순이었다. 급식위탁업체와의 계약방식은 

대부분 수의계약이었고 급식위탁업체와의 계약서 작

성 시 포함하는 사항으로는 계약기간과 단가는 대부

분 포함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손해배상 및 

보험가입, 계약해지 요건의 비율이 높았다. 한편, 한 

끼 당 단백질, 열량 등 영양기준, 급식단가 대비 식사

재료비 차지 비율 또는 금액을 포함하고 있는 기관의 

비율은 낮았다. 위탁급식 장기요양기관은 급식위탁업

체와의 계약서 작성 시에 계약 금액과 기간, 그리고 

손해배상, 명확한 책임소재 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고, 반면에 실제로 식사를 하는 장기요양 노인의 

영양 상태나 식사재료비 크기 등 질적인 부분에 대해

서는 상대적으로 배려하고 있는 비율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입장에서 장기요양기

관이 제공하는 급식의 중요성을 생각해보았을 때 제

공되는 식사의 영양기준과 식사재료의 질에 대해서도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급식위탁업체가 제공하는 급식서비스에 대하여 장

기요양기관이 느끼는 만족도(만족+매우 만족)는 노인

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ㆍ야간보호기관이 

각각 74.4%, 66.1%, 73.7% 수준이었다. 만족 및 불만

족 이유는 급여종류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였지만, 노

인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식단 작성, 음식의 맛으

로 나타났다. 즉, 이 두 요인들이 급식위탁업체의 급

식서비스 만족도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급식위탁업체에서 제공하는 급식서비스에 대

한 질 관리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86.1%의 

기관들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급식서비스 질 관

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급식위탁업체 요건을 HACCP 
인증 등 일정수준 이상의 업체, 영양사가 고용된 업

체로 제한하는 방안, 위탁급식 운영지침 마련, 표준계

약서를 활용한 급식위탁업체와 장기요양기관 간 계약 

등을 꼽았다. 
본 연구를 통해 장기요양기관 유형별에 따라 위탁

방식으로 급식을 운영하는 이유는 다르지만, 급식서

비스 운영의 편의를 목적으로 급식을 외부업체에 위

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서는 장기요

양기관 내 급식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영향요인으로 

급식관련 인력배치, 식품구입예산(식사재료비), 정기적

인 수급자 영양평가 및 급식관리 모니터링, 장기요양

기관의 급식제공 환경 및 수급자 급식선택권 보장 등

이 급식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

어 왔다. 영양사 인력배치가 높을수록, 식품구입예산

을 많이 책정할수록, 정기적인 수급자 영양평가와 이

에 대한 모니터링이 잘 이루어질수록, 장기요양기관 

내 급식제공환경이 우수하고 수급자 급식선택권을 보

장하는 경우 급식서비스의 질이 더 낫다는 기존의 연

구들이 있었다(Crogan 등 2004; Woo 등 2005; Ahmed 
& Haboubi 2010; Philpin 등 2011; Strathmann 등 2013; 
Yoon 등 2013; Han 등 2018; Hugo 등 2018; Seo 등 

2019; Isenring 등 2019; Kwon 등 2019; Buckinx 등 

2017; Kwon 등 2020). 하지만 본 연구에 참여한 장기

요양기관들의 경우, 수의계약방식으로 급식위탁업체

와 계약을 하고 있고, 한 끼 당 단백질, 열량 등 영양

기준을 계약서에 포함하고 있는 비율이 43.7%에 불과

하며, 위탁으로 운영하는 상당수의 장기요양기관

(74.2%)의 급식단가 계약금액이 식사재료비 보다 동

일하거나 적게 책정되고 있는 등의 결과를 보았을 

때, 업체선정 과정에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 급식서

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국내에서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의 위탁급

식 운영현황을 조사한 연구는 아직 없는 관계로, 선

행연구와의 직접적인 비교 및 논의를 하는 것은 많은 

제한점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공공재원을 활용하여 

사회서비스로 운영되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는 직

영급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Lee 2020), 식비를 급여

에 포함하여 운영하는 건강보험에서는 의료기관의 급

식에 대해 직영하는 것에 대한 가산제도가 있다

(Kwon 등 2020). 학교급식의 경우는 2020년 2월 말 

기준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98.0%가 직영급식을 하고 

있고(MOE 2021), 학교급식법에 위탁을 허용하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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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조항을 두고 있으며 급식위탁업체 선정절차를 따르

도록 하고 있다(KLIC 2022).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

양기관 급식서비스에 대한 질 개선 요구는 지속적으

로 제기되고 있으나, 어린이집, 학교의 급식서비스 질 

개선 노력의 과정에 비추어보았을 때, 급식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직영과 위탁 가운데 어느 방식이 더 바

람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 자료의 축적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직영급식은 영양관리와 위생관리가 철

저하고 이윤을 남기지 않으므로 재료비를 전부 사용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수급자 욕구 및 기

능ㆍ감정상태 변화에 따른 메뉴변경 등이 훨씬 수월

하여 수급자 욕구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으며, 
수급자 욕구사정결과를 근거로 영양사를 비롯한 여러 

직종들의 팀에 의한 급여제공계획 수립에 의한 식사 

질의 확보가 가능하다. 반면, 인건비가 증가하고 효율

성에 기반을 둔 서비스가 미흡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Cheon 등 2018). 반면에 위탁급식은 전문 위탁

업체와 계약 시 유능한 관리자 활용, 위생관리 통제

를 강화할 수 있으며, 경영진의 급식업무 관리 부담 

해소로 장기요양기관의 핵심직원들이 전문 업무에 집

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CSG 2020). 그리나 위탁

업체는 이윤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므로 운영시 

이윤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급식의 질적 저하가 나타

나게 된다(Cree 2016). 또한, 전문성이 부족한 업체와 

계약할 경우 급식의 품질에 문제가 생기기 쉽다. 급

식시설ㆍ설비 개보수가 필요할 때 책임 소재로 분쟁

이 일어날 수 있으며, 특히 장기요양기관(위탁자)와 

급식위탁업체(수탁자)간 식중독 사고와 안전사고가 발

생시 그 책임성이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Cheon 등 2018).
최근 호주 빅토리아주에 소재한 21개 너싱홈에 급

식을 제공하는 위탁업체 중간관리자 23명을 대상으

로, 너싱홈에 급식을 납품하는 업체가 갖춰야 할 역

량에 관한 인식조사를 수행하였다(Matwiejczyk 등 

2018). 그 결과 더 나은 급식서비스 수행을 위해서는 

첫째, 급식비용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례 개발 필

요, 둘째, 식품 조달 시 지켜야 하는 점검목록에 대한 

숙지, 셋째, 지역식품 조달 관련 법적 규제에 자의적 

해설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사전 예방, 넷

째, 국가 차원에서 요양시설이 준수해야 할 최소 영

양기준(food standards)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즉, 위탁업체 직원들의 시각에서도 너싱홈에 더 나은 

급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관련 최소 

기준들의 설정과 기준에 대한 통일적 해석, 예산관리 

부분의 벤치마크 가능한 사례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

고 인식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위탁급식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위탁급식 운영 지침, 급식위탁업체 요건 

강화,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계약 체결 등 위탁급식 

운영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도 장기요양기관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위탁급식 운영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고 여겨진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에 서울지역을 대상

으로 장기요양시설의 실태조사에서도 지적되었다

(Chang 등 2020). 노인의료복지시설(예: 노인요양시설) 
보다는 50인 이하로 운영되는 주ㆍ야간보호시설에서 

위탁운영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좋

은돌봄인증지표를 위탁급식형과 직영급식형으로 구분

하여 제안하였는데 위탁급식으로 운영되는 주ㆍ야간

보호시설은 위탁급식업체를 선정할 때 업체선정기준

과 평가지침을 사전에 명문화하고, 식품배달과정에서

의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지표가 계약서에 포

함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위탁업체의 평판도 평가

와 영양사가 직접 관리 여부를 위탁업체 선정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계약서에 포함될 사항

으로는 급식단가, 영양관리/위생관리 이행조건, 조리

식품 배달시 위생관리 기준, 위탁업체 계약 미이행시 

변상조치, 해약 조건 등을 지적하였다(Chang 등 2020). 
장기요양기관 인력배치기준에 따르면, 장기요양기

관의 급식관리 전문 인력은 영양사이다. 1회 급식인

원이 50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은 영양사 1명을 의무

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하지만, 급식을 외부업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 또한 존재한다. 일본은 보호시설이 조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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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외부업체에 위탁하더라도 급식관리의 책임은 해

당 보호시설이 담당해야 하므로 영양사 배치기준을 

그대로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Kwon 등 2020). 영양사

의 고용 여부는 급식서비스의 만족도와 소비자의 영

양섭취상태 개선에 영향을 미친다. 노인주거복지시설

에 영양사를 배치한 경우 에너지 필요추정량 대비 에

너지섭취 비율은 103.6%인 반면에 영양사 미배치 시

설은 77.8% 수준으로 낮았다. 그리고 단백질 평균필

요량 대비 섭취 비율, 수용성비타민의 섭취 비율도 

영양사를 배치한 시설에서 미배치 시설보다 높게 나

타나 영양사 배치가 노인의 영양관리와 급식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기여함을 지적하였다(Seo & Park 
2016). 장기요양기관 급식서비스 관리는 신체 혹은 인

지기능이 저하된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학

교급식 혹은 유치원ㆍ보육기관의 급식과 차이가 있

다. 장기요양기관의 급식서비스는 장기요양노인의 신

체ㆍ인지기능상태를 유지 혹은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

기 위해 복약 등의 개입수단(intervention)과 함께 취해

지는 매우 중요한 수급자의 건강 개입수단이다. 이러

한 이유에서 수급자의 개별적인 욕구를 사정하는 단

계에서 영양상태를 사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식사처

방을 포함한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

요하다. 영양사 배치를 통한 노인의 개별적 특성을 

반영한 식사서비스 제공은 노인의 건강상태의 유지 

및 악화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장기요양기관 유형별로 위탁급식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위탁급식서비스 

질 관리 방안 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생산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위탁급식서

비스 질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법적 보완사항

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복지법의 장기요양기관 영양사 인력배치

기준 예외규정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 1회 급식

인원이 50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은 영양사를 1명 의

무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하지만 영양사 및 조리원

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 영

양사 및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노

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4)이 개정(2016년 7월 1일 시

행)되었다. 영양사는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노인의 

급식과 영양관리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인력이다. 영

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

하여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장기요

양기관은 기본적인 급식 및 영양관리를 담당할 영양

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노인요양

시설과 같이 상시 급식과 의료/돌봄서비스가 제공되

는 노인요양시설은 직영, 위탁 운영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장기요양기관에 영양 및 급식관리 전담 (임
상)영양사를 배치할 것을 제안한다. 다만 20인 이하의 

소규모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의 경

우 현행 인력배치기준을 유지하되 지자체의 지역센터

에 배치된 영양사가 영양관리, 위생관리 서비스를 지

원하는 방식으로 보조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위탁급식관리 시 표준공급계약서 작성을 의

무화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기관과 급식위탁업체와의 

계약은 90%이상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

한, 계약서에 포함하는 사항은 항목별로 큰 편차를 

보였다. 대부분의 장기요양기관이 계약기간과 급식단

가(계약금액)는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만, 계약금액 

대비 식사 재료 비율, 식사 제공량, 영양기준 등의 계

약조항에 관한 관리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적으로 급식단가(계약금액)는 식사 재료비와 인건

비 그리고 운영비를 합한 금액으로 이루어지는데, 절

반 이상의 장기요양기관이 식사 재료비와 동일한 금

액으로 급식위탁업체와 계약을 하고 있었다. 한편 식

재료비의 사용 비율은 급식의 질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이므로 최소한의 식재료 비율, 영양기준량 및 적

정 1인 분량, 영양관리 및 위생관리 지표에 대한 기

준을 표준공급계약서 내에 포함해야 할 것이다. 따라

서 보험자나 장기요양기관협회는 급식을 공급하는 업

체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계약 조항과 관리 기준을 

포함하는 표준공급계약서를 개발하고, 장기요양기관

과 급식위탁업체 간의 계약 시 표준공급계약서 사용

을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위탁업체 

선정 시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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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장

기요양기관의 경우 수의계약을 허용하여 관리적 부담

을 줄여준다. 
마지막으로 장기요양기관 급식관리 기준을 보완하

여야 한다. 노인요양시설의 급식관리 기준은 노인복

지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운영기준의 일부로 네 가지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수준이다. 이는 노인요양시설

이 노인의료복지시설로 분류되기 전인 1998년 이전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어, 최근의 사회복지시설, 어린

이집, 의료기관의 급식관리기준에 비해 구체성이 떨

어진다. 따라서 장기요양시설의 직영급식과 위탁급식

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급식관리기준과 위탁급식에만 

적용되는 별도 관리기준을 구분하여 마련해야 할 것

이다. 특히 50인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은 소규모의 노

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주ㆍ야간보호기관과는 달리 

HACCP 원칙에 기반을 둔 위생관리기준의 개발과 장

기 체류 노인을 위한 영양관리 및 상담 서비스 기준

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장기요양기관 유형

별, 규모별로 준수해야 하는 급식관리 기준을 보완, 
개발하여 이를 관련 법령이나 해당 고시에 포함시켜, 
장기요양기관이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요양기관의 급식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본 연구는 몇 가지 한

계점이 있다. 첫째, 장기요양기관의 영양사, 조리원 

배치현황과 관련하여 공단 내부 DB자료와 연계 분석

을 통해 확인하지 않았다. 공단 내부 DB자료 분석결

과(Kwon 등 2020), 2019년 12월 말 기준 노인요양시

설의 상근영양사의 비율은 28.8%,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 0.0%, 주ㆍ야간보호기관 1.5%에 불과하였다. 하

지만, 본 조사결과에서는 상근영양사의 비율이 각각 

41.7%, 4.8%, 14.7%로 기존 자료 분석결과에 비해 높

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그 기간 동안 실제 영

양사 배치의 증가, 급식위탁업체 소속 영양사를 장기

요양기관 영양사로 응답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이를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둘째, 급식위탁업

체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지 않았다. 본 조사는 장기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그 기관의 급식 운영방식과 그 

이유, 그리고 급식위탁업체 선정 및 계약 상황을 중

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실제 장기요양기관에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위탁업체를 조사대상에 포함하지 않았

다.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설문에서 외

부 급식위탁업체의 운영과 관련된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조사결과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

어 급식위탁업체의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등 인력현

황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은 설문조사에서 제외하였

다. 향후, 급식위탁업체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

한 조사 및 분석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전국의 장

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위탁급식 운영 현황을 제시하

고 이를 근거로 위탁급식의 질적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 첫 번째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정

기적으로 위탁급식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

사를 실시하고 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구축하

고 활용되어야 한다.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에 있어

서 급식은 적절한 영양섭취를 통한 건강 및 기능상태 

유지와 함께 먹는 즐거움 등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특히,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급식에 전

적으로 의존하여 식사를 하게 되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의 경우는 더욱더 그러

하다. 따라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중심에서 바람

직한 급식 운영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급식 운영방식의 원칙을 설정

하는 것과 함께 현재 급증하고 있는 위탁급식 운영에 

대한 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와 급식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정책개발도 이루어져야한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에게 급식을 제

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기관 특성에 따른 

급식 운영방식과 위탁급식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장기

요양기관의 위탁급식 질 관리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 

생산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노인요양시설 731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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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양공동생활가정 477개, 주ㆍ야간보호기관 675개 

기관의 영양사 또는 기관장(사무국장)을 대상으로 조

사한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조사는 2020년 7월 

16일부터 2020년 8월 7일 사이에 실시되었다. 노인요

양시설의 25.6%,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11.7%, 주ㆍ

야간보호기관의 32.1%가 위탁방식으로 급식을 운영하

고 있었다. 위탁방식으로 급식을 운영하는 이유로는 

노인요양시설은 영양사와 조리원 인력수급이 어려워

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주ㆍ야간보호기관은 식

자재 구입 및 조리가 부담스러워서로 나타났다. 거의 

모든 기관들이 수의계약방식으로 위탁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었고, 계약서에 식사형태, 한 끼당 단백질, 열

량 등 영양기준, 급식단가 대비 식사재료비 금액 또

는 비율을 포함하고 있는 비율이 낮았으며, 위탁급식

서비스 질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각각 84.5%, 87.5%, 
87.1%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급식은 장기요양기

관 입소자의 건강 및 기능상태 유지를 위한 필수 서

비스이다. 이상과 같이 위탁방식으로 급식을 운영하

고 있는 기관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위탁

급식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서는 (1) 노인복지법의 장

기요양기관 영양사 인력배치기준의 재검토 및 노인요

양시설에 영양/급식관리 전담 (임상) 영양사 배치 (2) 
위탁계약 시 표준공급계약서 작성 의무화, (3) 급식규

모, 급식운영형태별 장기요양기관 급식관리 기준 마

련 특히 위탁급식 운영 현실을 반영한 기준의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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