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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22년 기준 900만 명이 넘어 총 

인구의 17.5%를 차지하며, 고령화 진행 속도는 저출산 문제 심화에 따

라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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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aimed to compare the status of food service provision by residential facilities’s food service operational type. 

Methods: Data were collected by fax or web-based surveying nutritionists or facility managers working in 731 residential facilities in Korea. Residential 

facilities were extracted through a proportionate stratified sampling method based on region, establishment entity, types of food service, and facility 

size. Data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SAS program. Results: Among long term care facilities, self-operational food service types were 74.6% and out-

sourced service types 25.6%. It was found that outsourced service types were mostly chosen by private and independent establishments facilities.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differences in food service personnel (full-time cooks, part-time cooks, and food service quality management 

managers), physical environments (senior living dining and cooking place), meal-related expenses, and providing food and nutrients(planing menu, 

compliance of menu plan, diabetic diet provision, served within 2 hours, identifying resident opinions) for each food service operation method. Finally,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nutritional management (evaluation of nutritional status, nutrition intervention, food and nutrition service, 

nutrition education, nutrition counseling, multidisciplinary nutrition management by food service operational type. Conclusions: It is suggested that 

regulatory reforms are needed to establish a continuous monitoring and evaluation system for the quality of food service and nutrition management 

services for each food service type. In addition, it is suggested that a study to analyze whether there are differences in meal satisfaction, nutritional sta-

tus, functional status and health status of subjects food service operational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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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치매를 비롯한 만성질환과 활동장애를 가지

고 있어서 혼자서는 일상생활수행이 제대로 되지 않아 누군가의 돌봄

이 필요한 장기요양 인정자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2]. 더구나 여성

의 사회진출과 함께 가족에 대한 돌봄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독거 또

http://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21032/jhis.2022.47.4.258&domai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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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노인 부부 세대가 증가하고 있어, 가족 기능을 보완하는 사회보험

방식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설 입소를 통한 돌봄의 필요성이 부각

되고 있다[3]. 

2008년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는 2020년 기준 80만 명 

이상으로 노인인구의 10.1%에 이르며, 노인장기요양의 공단 부담금 8조 

8,829억 원 중에서 시설급여의 공단부담금이 3조 6,525억 원으로 40% 

이상의 규모에 이른다[2].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은 치매, 고혈압, 당뇨

병, 뇌졸중 등 만성질환을 1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가 99.5%이며, 1일 

평균 8.8개의 약을 복용하고 있다[4].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은 만성질

환 이외에도 요실금, 욕창, 낙상 등 복합적 신체적 기능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외로움, 우울, 인지기능 및 사회적 기능 쇠퇴로 인해 

독립적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나, 입소 시설에서는 주로 일

상생활지원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개개인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

는데 매우 제한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5,6]. 

노인기는 신체적, 인지정서적, 사회적 기능 쇠퇴가 복합적으로 관련

되어 식욕저하, 영양불량 위험성이 높으며, 노인의 영양불량 상태는 노

인의 만성질환 이환 위험성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만

성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는 주요한 위험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7,8]. 특

히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의 영양상태는 신체 및 인지기능, 건강 관련 삶

의 질, 입원 기간 그리고 사망률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9,10]. 그런데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경우 스스로 식사섭취가 가능한 비율은 

56.2%, 저작 및 연하곤란 등 식사문제점을 가진 비율은 53.9%이며, 노

인요양시설 이용자의 식사서비스 만족도는 신체 ·인지기능증진 및 여

가활동서비스 만족도 다음으로 낮게 나타났다[4,11]. 노인요양시설 입

소 노인들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식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장

기요양수급자인 노인의 영양관리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접근전략은 무

엇보다 절실하다[12].

현행 장기요양기관의 급식은 장기요양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

급식’과 외부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위탁급식’의 방식이 있으며, 

입소자 정원 30명 이상 노인요양시설은 1회 급식 인원 50명 이상인 경

우 영양사 1명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인력배치기준을 정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이 위탁방식으로 급식을 운영하는 비율은 2017년 

8.3%에서 2019년 23.7%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영양사 및 조리원 인력 

수급 및 관리, 식자재 구매 및 조리부담 등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위

탁방식으로 급식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3]. 위탁급식의 경우 

직영급식에 비해 노동, 자본, 기술, 자원이 보다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

하지만 다양한 식단의 제공,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사공급 등 질적인 

면에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14]. 그러나 노인요양시설의 급식 운영

방식 현황, 운영방식별 급식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

한 연구는 아직까지 부족한 상황이다. 

지금까지의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 대상 급식 관련 연구는 전반적

으로 관심이 부족한 가운데 일부 노인요양시설 대상으로 급식서비스 

제공 현황 및 만족도 등을 조사하여 영양소 섭취 정도, 식품 및 조리법

에 대한 선호도, 요구도 등을 분석한 후 전문인력 확충, 위생 및 서비

스 질 관리 강화, 관리감독 체계 구축 등의 개선방안 등을 제안한 바 

있다[15-17]. 그러나 노인요양시설의 급식 운영방식별 급식서비스 제공

의 전반적인 과정을 구체적으로 비교 분석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의 급식 운영방식별 급식서비스 제공 구조 

및 운영과정을 비교 분석하여 급식관리 정책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요양시설 급식 운영방식별 기관 특성을 비교 분석한다. 

둘째, 노인요양시설 급식 운영방식별 급식서비스 제공 인력과 급식 

환경을 비교 분석한다. 

셋째, 노인요양시설 급식 운영방식별 급식서비스 제공 운영과정 특

성을 비교 분석한다. 

연구 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는 전국에 분포한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급식 운영방식

별 급식서비스 제공실태를 비교 분석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의 ‘장기요양기관 

급식관리 연구’ 수행을 위해 수집된 자료를 이차분석하여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전국에 분포한 노인요양시설 731개소의 영양관리 책

임자인 영양사(영양사 부재 시 시설장 또는 사무국장)이다. 노인요양시

설은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 장기요양급여 청구이력이 있는 기관 

중에서 지역별(대도시/중 ·소도시), 설립주체별(개인/그 외), 급식 운영

방식별(직영/위탁), 규모별로 비례층화표본추출을 통해, 노인요양시설  

747개소를 선정하였다. 그 가운데 급식 운영방식이 직영과 위탁을 혼

합하여 운영하는 16개소는 본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표본수는 95% 신

뢰구간, 표본오차 ± 3%를 고려하여 산출한 것이다.

연구도구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 활용한 설문도구는 문헌고찰, 노인요양시설 현장 방문 

및 시설장 간담회,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연구진이 일차적으로 개발

하였다. 개발된 설문지는 장기요양 및 급식 관련 학계 전문가, 장기요양

위원회에 참여하는 공급자 단체의 의견 수렴과 사전조사(노인요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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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5개소 대상, 2020년 7월 8-10일)를 통해 수정보완한 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변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응답자의 일반적 특

성은 성, 연령, 학력, 보유 자격 및 면허, 현 노인요양시설 근무기간으로 

구성하였다. 급식 운영방식은 노인요양시설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급식

과 외부 기관에서 조리하여 배달하거나 외부 기관이 노인요양시설에 

들어와 조리를 담당하는 위탁급식으로 구분하였다. 노인요양시설의 

기관특성은 설립주체, 규모(현원), 시설장 보유 자격 및 면허, 운영형태, 

소재지역으로 구성하였다. 급식서비스 제공 관련 특성은 영양사, 조리

원, 급식서비스 질 관리 책임자 등 인적특성, 식당 및 조리실, 집단급식

소 등 물리적 특성, 1인당 1끼 식사재료비와 1개월 식사재료비 등 재정

적 특성으로 구성하였다. 급식서비스 운영과정은 식단 작성 여부와 영

양사가 작성한 식단 준수 여부로 구성한 식단작성 관련 특성, 열량 및 

단백질 기준 설정과 1회 제공 적정량 설정이라는 식사제공기준, 일반식

(보통식, 다진식, 갈은식, 죽, 미음)과 경관영양 유동식, 그리고 치료(당

뇨식, 저염식, 저지방식, 단백질조절식) 제공 현황, 적온 배식, 배식 형태, 

2시간 이내 배식을 포함하는 습식 배식 현황, 급식관련 이용자 선택권 

및 의견파악, 영양상태 평가와 중재 수행 여부, 중재 내용 등 영양관리 

실태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설문조사 전문기관에서 연구참여의 동의를 

구한 후 팩스와 URL을 활용한 Web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본 연구

의 자료수집기간은 2020년 7월 16일부터 8월 7일까지였다. 

자료분석

노인요양시설의 급식 운영방식별 급식서비스 제공 실태 차이를 분

석하기 위한 통계분석은 SAS 9.4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 프

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통계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 기관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둘째, 노인요양시설의 급식 운영방식별 기관 특성, 기관의 인적, 물리적 

환경 특성, 급식서비스 제공과정 및 영양관리 실태 빈도와 백분율로 

제시하고, 카이제곱 검정 또는 t-검정으로 분석하였다. 

윤리적 고려 사항

본 연구는 조사대상자인 노인요양시설 영양관리 책임자에게 본 조

사의 목적과 내용, 그리고 자율적 참여 등과 노인요양시설을 식별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절대로 노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밀보장 등을 유

선으로 설명한 후 조사 참여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또

한,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의 생명윤리위원회 승

인(IRB No.: 제3-1725-A-N-01호)을 받은 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먼저, 전체 응답자의 

직책은 시설장(40.4%), 성별은 여성(71.7%), 연령대는 50대(34.5%), 학력

은 대학 졸업(55.1%)이 가장 많았다. 대상자의 자격 및 면허는 사회복지

사(78.2%)가 가장 많았고, 영양사는 19.6%이었다. 현 기관의 근무기간

은 3년 미만(43.8%)이 가장 많았다. 응답자 특성을 급식 운영방식별로 

살펴보면, 총 731명 응답자 중 급식 운영방식이 직영인 경우 응답자가 

사무국장(사회복지사)인 비율이 42.1%로 가장 높았고, 위탁인 경우 시

설장의 비율이 58.5%로 나타났다. 성별은 직영, 위탁 모두 여성의 비율

이 7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대 또한 50대가 직영 35.0%, 위

탁 32.7%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학력은 대학 졸업이 직영 54.8%, 

위탁 56.1%, 자격 혹은 면허는 사회복지사가 직영 74.6%, 위탁 88.8%, 

현 장기요양기관 근무경력은 3년 미만이 직영 44.1%, 위탁 42.8%로 높

게 나타났다.

노인요양시설 급식 운영방식별 기관 특성 비교

노인요양시설 급식 운영방식별 기관의 특성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총 731개 중 직영인 경우가 544개소(74.4%), 위탁인 경우가  

187개소(25.6%)이었고, 설립주체가 법인인 노인요양시설에서 급식 운영

방식을 직영으로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p< 0.001). 운영형태는 병

설인 경우 직영방식으로 급식을 운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χ2 =  

5.50, p= 0.019).

노인요양시설 급식 운영방식별 기관의 구조적 특성 비교

노인요양시설 급식 운영방식별 기관 구조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인적특성을 살펴보면 직영으로 급식을 운영하는 기관

의 영양사 배치 비율(43.4%)이 위탁으로 급식을 운영하는 기관의 영양

사 배치 비율(36.9%)에 비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

다. 직영의 경우 조리원(상근) 배치 비율(99.4%)이 높게 나타났고(χ2 =  

295.06, p< 0.001), 조리원(비상근) 배치 비율 또한 직영인 경우(22.6%)가 

위탁(13.9%)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χ2 = 6.50, p = 0.011). 급식서비스 질 

관리 책임자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직영(82.2%)이 위탁(65.2%)보다 

높게 나타났고(χ2 =23.12, p< 0.001), 급식서비스 질 관리 책임자가 있는 

경우 직영에서는 영양사(45.2%)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위탁에서

는 시설장(42.6%)이 높게 나타났다(χ2 =71.99, p< 0.001).

물리적 특성은 직영으로 급식을 운영하는 경우 식당이 있다고 응답

한 비율(85.3%)이 높았고(χ2 =16.14, p< 0.001), 조리실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또한 직영(99.8%)이 위탁(72.%)에 비해 높았다(p< 0.001). 집단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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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급식 운영방식별 급식서비스 운영과정 특성 비교

노인요양시설에서 급식서비스 제공 시 식단을 직접 작성한다고 응

답한 비율은 직영 급식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χ2 =  

41.79, p< 0.001).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의 준수여부는 직영의 경우 수급

자의 요구, 상황에 따라 다른 메뉴를 제공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직영

보다 위탁에서 높게 나타났다(χ2 =34.13, p< 0.001). 식사형태별 제공여

부는 갈은식의 경우 직영보다 위탁에서 유의하게 높았고(χ2 = 6.54, 

p = 0.011), 당뇨식의 경우 위탁보다 직영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소 신고 여부는 직영(0.7%)보다 위탁(4.8%)의 경우 미신고가 높게 나타

났다(χ2 =16.01, p< 0.001). 

재정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용자 1인당 1끼당 식사재료비의 경우 

일반식 식사비 평균은 위탁(2,818.3원)이 직영(2,471.9원)에 비해 유의

하게 높았고(χ2 = -7.50, p< 0.001), 일반식 간식비 평균 또한 위탁(1,054.9

원)이 직영(826.3원)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χ2 = -2.85, p< 0.001). 한 달 

평균 식사재료비도 직영(247,263.2원)에 비해 위탁(285,290.4원)이 유의

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χ2 = -7.27, p< 0.00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by food service operational type

Variables
Total (n=731) Self-operation (n=544) Outsourcing (n=187)

n % n % n %

Gender
Male 207 28.3 152 27.9 55 29.4
Female 524 71.7 392 72.1 132 70.6

Age (y)
≤20s 35 4.8 26 4.8 9 4.8
30s 135 18.5 102 18.8 33 17.6
40s 201 27.5 163 30.0 38 20.3
50s 252 34.5 191 35.0 61 32.7
60s 100 13.7 59 10.8 41 21.9
≥70s 8 1.1 3 0.6 5 2.7
Mean±SD 48.0±10.7 47.3±10.2 50.0±11.7

Education
High school 10 1.4 7 1.3 3 1.6
College 192 26.3 147 27.0 45 24.1
University 403 55.1 298 54.8 105 56.1
Graduate school 126 17.2 92 16.9 34 18.2

Position
Director 295 40.4 185 34.0 110 58.8
Executive secretary (social worker) 289 39.5 229 42.1 60 32.1
Dietitian (team leader) 44 6.0 39 7.2 5 2.7
Dietitian (first-line manager) 103 14.1 91 16.7 12 6.4

License/Certification1

Nurse 30 4.1 18 3.3 12 6.4
Nurse assistant 75 10.3 55 10.1 20 10.7
Social worker 572 78.2 406 74.6 166 88.8
Care worker 175 23.9 123 22.6 52 27.8
Dietitian 143 19.6 127 23.3 16 8.6
Cook 75 10.3 67 12.3 8 4.3
Etc 26 3.6 21 3.9 5 2.7

Experience in current LTCIs (y)
<3 320 43.8 240 44.1 80 42.8
3-<5 138 18.9 94 17.3 44 23.5
5-<7 104 14.2 78 14.3 26 13.9
7-<10 72 9.8 55 10.1 17 9.1
≥10 97 13.3 77 14.2 20 10.7

SD, standard deviation; LTCIs, long-term care institutions.
1Multiple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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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χ2 =5.30, p = 0.021). 직영의 경우 조리 후 2시간 이내 배식 비율이 위탁

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χ2 =35.49, p< 0.001). 이용자 대상 선호하는 조

리법 파악 여부는 직영이 위탁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χ2 =7.98, p =  

0.005), 조리 시 반영여부는 직영과 위탁 모두 대부분 혹은 부분 반영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able 4).

노인요양시설 급식 운영방식별 영양관리 실태 비교

노인요양시설 급식 운영방식별 영양관리에 대한 비교 결과는 Table 5

와 같다. 영양상태 평가의 경우 위탁이 직영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영양중재 수행 여부는 직영이 위탁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영양중재 수행을 

한다고 응답한 경우 식품 및 영양소 제공, 영양교육, 영양상담, 영양관

리를 위한 다분야 협의 수행여부를 파악하였고, 그 중 식품 및 영양소 

제공 여부가 직영이 위탁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χ2 = 9.69, p= 0.002).

고 찰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은 일상생활수행능력 저하와 함께 복합적 

건강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특성과 욕구에 부합한 급식 

제공은 영양불량, 체중감소 및 질병 악화 예방에 도움이 되는 주요한 

서비스이다. 본 연구는 전국에 분포한 노인요양시설의 급식 운영방식

별로 급식 제공 현황을 비교함으로써 노인요양시설 급식관리 지침 및 

정책 개발을 위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결과 조사 기관인 노인요양시설 총 731개 중 직영급식은 544

개소(74.6%), 위탁급식은 187개소(25.6%)이었고, 기관 설립 주체별로는 

개인 설립, 기관 운영방식의 경우 노인요양시설 단독 운영인 경우 위탁

급식 형태 운영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일 지역 노인요양시설과 노

Table 2. Comparison of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by food service operational type

Variables
Total (n=731) Self-operation (n=544) Outsourcing (n=187) χ2 

(p-value)n % n % n %

Establishment entity
Private company 440 60.2 292 53.6 148 79.1 - 

(<0.001)2Local government 29 4.0 27 5.0 2 1.1
Corporation 260 35.6 224 41.2 36 19.3
Etc 2 0.3 1 0.2 1 0.5

Capacity (persons)
≤9 5 0.7 5 0.9 0 0.0 5.24 

(0.264)10-29 357 48.8 256 47.0 101 54.0
30-49 161 22.0 120 22.1 41 21.9
50-69 65 8.9 49 9.0 16 8.6
≥70 143 19.6 114 21.0 29 15.5

Director license/Certification
Social worker 636 87.0 466 85.7 170 90.9 -1

Nurse 50 6.8 37 6.8 13 7.0
Doctor 1 0.1 1 0.2 0 0.0
Care worker 137 18.7 92 16.9 45 24.1
Nurse assistant 29 4.0 23 4.2 6 3.2
Etc 67 9.2 56 10.3 11 5.9

Operation types
Separate 636 87.0 464 85.3 172 92.0 5.50 

(0.019)Affiliated 95 12.9 80 14.7 15 8.0
Aged care facility 38 40.4 33 41.2 5 33.3 - 

(0.050)2In-home services 55 58.5 47 58.8 8 53.3
Hospital 1 1.1 0 0.0 1 6.7
Etc 1 0.1 0 0.0 1 6.7

Region
Metropolis 192 26.3 144 26.5 48 25.7 0.05 

(0.830)Small and medium-sized city 539 73.7 400 73.5 139 74.3

1Multiple response.
2Fisher’s exac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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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of food service's structural characteristics by food service operational type

Variables
Total (n=731) Self-operation (n=544) Outsourcing (n=187) χ2 

(p-value)n % n % n %

Food service personnel
Dietitian

Yes 305 41.7 236 43.4 69 36.9 2.41 (0.121)
No 426 58.3 308 56.6 118 63.1
Mean±SD 1.6±0.5 1.0±0.0 1.0±0.2 -1.42 (0.159)

Cook (full-time)
Yes 635 86.9 541 99.4 94 50.3 295.06 (<0.001)
No 96 13.1 3 0.6 93 49.7
Mean±SD 2.4±1.4 2.4±1.4 2.9±1.7 -3.06 (0.002)

Cook (part-time)
Yes 149 20.4 123 22.6 26 13.9 6.50 (0.011)
No 582 79.6 421 77.4 161 86.1
Mean±SD 2.1±2.7 2.1±2.9 2.1±1.8 0.03 (0.973)

Food quality controlmanager 
Yes 569 77.8 447 82.2 122 65.2 23.12 (<0.001)
No 162 22.2 97 17.8 65 34.8

Type of food quality manager
Facility director 169 29.7 117 26.2 52 42.6 71.99 (<0.001)
Secretary General 31 5.5 19 4.3 12 9.8
Dietitian 226 39.7 202 45.2 24 19.7
Nurse (nusre assistant) 35 6.2 28 6.3 7 5.7
Social worker 56 9.8 40 8.9 16 13.1
Care-giver 2 0.4 2 0.4 0 0.0
Cook 37 6.5 36 8.1 1 0.8
Outsourcing 11 1.9 1 0.2 10 8.2
Other 2 0.4 2 0.4 0 0.0

Food service environment
Senior living dining

Yes 599 81.9 464 85.3 135 72.2 16.14 (<0.001)
No 132 18.1 80 14.7 52 27.8

Cooking place
Yes 679 92.9 543 99.8 136 72.7 -  (<0.001)1

No 4 0.5 1 0.2 3 1.6
Not used 48 6.6 0 0.0 48 25.7

Institutional food service reporting
Yes 305 41.7 239 43.9 66 35.3 16.01 (<0.001)
No 13 1.8 4 0.7 9 4.8
Not subject (<50 people) 413 56.5 301 55.4 112 59.9

Meal-related expenses
Meal cost per person (won/per meal)

Classification of meal expense and snack expense 503 68.8 347 63.8 156 83.4 -
Regular diet meal expense (Mean±SD) 2,579.3±540.2 2,471.9±544.9 2,818.3±445.9 -7.50 (<0.001)
Regular diet snack expense (Mean±SD) 897.2±659.9 826.3±456.2 1,054.9±953.7 -2.85 (<0.001)

Meal cost per month (won)
Classification of meal expense and snack expense 

(Mean±SD)
259,056.9±56,990.7 247,263.2±54,495.9 285,290.4±53,719.1 -7.27 (<0.001)

SD, standard deviation.
1Fisher’s exact test.



Jin Hee Kwon, et al.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264 | http://www.e-jhis.org

Table 4. Comparison of food service's process by food service operational type

Variables
Total 

(n=731)
Self-operation 

(n=544)
Outsourcing 

(n=187) χ2 
(p-value)

n % n % n %

Characteristics of menu plan 
Planing menu Yes 324 44.3 279 51.3 45 24.1 41.79 (<0.001)

No 407 55.7 265 48.7 142 75.9
Compliance of menu plan Yes 612 83.7 430 79.0 182 97.3 34.13 (<0.001)

No 119 16.3 114 21.0 5 2.7
Guidelines for providing meals

Criteria for calories and protein Yes 468 64.0 347 63.8 121 64.7 0.05 (0.086)
No 263 36.0 197 36.2 66 35.3

Amount of food per meal Yes 586 80.2 437 80.3 149 79.7 0.04 (0.832)
No 145 19.8 107 19.7 38 20.3

Provision for each meal type
General diet Regular diet Provision 720 98.5 535 98.3 185 98.9 -  (0.738)2

Minced meal Provision 641 87.7 475 87.3 166 88.8 0.27 (0.602)
Grind meal Provision 573 78.7 414 76.1 159 85.0 6.54 (0.011)
Liquid diet Provision 673 92.1 498 91.5 175 93.6 0.79 (0.374)
Full liquid diet Provision 399 54.6 306 56.3 93 49.7 2.38 (0.123)

L-tube feeding Provision 544 74.4 400 73.5 144 77.0 0.88 (0.347)
Therapeautic diet Diabetic diet Provision 358 49.0 280 51.5 78 41.7 5.30 (0.021)

Low salt diet Provision 286 39.1 219 40.3 67 35.8 1.15 (0.284)
Low fat diet Provision 65 8.9 50 9.2 15 8.0 0.24 (0.628)
Protein controlled diet Provision 95 13.0 76 14.0 19 10.2 1.79 (0.181)

Status of meal distribution
Appropriate temperature Yes 724 99.0 539 99.1 185 98.9 0.03 (0.855)

No 7 1.0 5 0.9 2 1.1
Served within 2 hours Yes 719 98.4 544 100.0 175 93.6 35.49 (<0.001)

No 12 1.6 0 0.0 12 6.4
Identify resident choice and opinions

Identify resident opinions Yes 664 90.8 503 92.5 161 86.1 6.78 (0.009)
No 67 9.2 41 7.5 26 13.9

How to identify Survey 122 18.4 101 20.1 21 13.0 -
Interview 450 67.8 349 69.4 101 62.7
Plate waste 437 65.8 330 65.6 107 66.5
Rounding 434 65.4 334 66.4 100 62.1
Etc 0 0.0 0 0.0 0 0.0

What to identify1 Satisfaction 563 84.8 429 85.3 134 83.2 -
Preference 535 80.6 416 82.7 119 73.9
Preferred Recipes 84 12.7 58 11.5 26 16.1
Complaints 412 62.0 318 63.2 94 58.4
Nutritional status 275 41.4 213 42.3 62 38.5
Etc 1 0.2 0 0.0 1 0.6

Identify preferred recipes Yes 535 86.0 476 87.5 59 75.6 7.98 (0.005)
No 87 14.0 68 12.5 19 24.4

Reflecttion of preference Most 211 39.4 181 38.0 30 50.8 3.70 (0.158)
Mild 323 60.4 294 61.8 29 49.2
Little 1 0.2 1 0.2 0 0.0

1Multiple response.
2Fisher’s exac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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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양공동생활가정 77개 기관 중 14.3%가 위탁급식이라는 연구결과 

보다 위탁급식 운영 비율이 다소 높은 수준이다[18]. 또한 전문회사가 

위탁받아 대행하는 급식 운영방식은 기관 경영진이 업무 추진에 집중

할 수 있고, 급식 업무 관리 부담이 경감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노인요

양시설 중에서 개인 설립, 단독 설립에서 운영방식으로 채택하는 비율

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노인요양시설 규모, 설립 지역 

등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19]. 선행연구에서 노인요양시설이 

급식을 직영하는 이유로는 급식의 영양, 위생 및 안전의 직접 관리와 

입소자의 기능 상태나 욕구에 즉시 대응이, 위탁하는 이유로는 영양

사 및 조리원 인력의 수급 및 관리 어려움, 식자재 구매 및 조리 부담 

등이 주요하게 꼽혔다[13]. 향후 노인요양시설의 설립 주체, 규모, 운영 

유형 등 기관특성별로 급식 운영방식 선택 이유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 

추가 연구와 이를 통해 관련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한편 

우리나라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개인 설립, 단독 설립이 대다수를 차지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에도 위탁 급식이 증가할 것이라 예

측되므로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위탁업체의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분석과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노인요양시설의 급식 운영방식별로 인적 특성의 경우 직영급식에서 

상근 조리원, 비상근 조리원, 급식서비스 질 관리 책임자가 있는 경우

가 많았는데, 이는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 노인요양시설에는 영양사 및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

다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기인하는 결과로 보인다[20]. 또한 본 연

구결과 직영에 비해 위탁급식의 경우 입소 노인이 식사할 수 있는 식

당, 조리실 등 물리적 환경이 열악하고 급식 비용 면에서 더 높게 나타

난 점에 주목하여 위탁급식을 선택한 노인요양시설 내 급식 제공 인력 

및 식사 제공 환경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양질의 급식서비스 제

공을 위한 제도적 정비를 제안한다[21]. 

노인요양시설에서 직접 식단작성, 2시간 이내 배식의 경우, 이용자 

대상 급식 의견과 선호하는 조리법 파악 등의 항목에서 위탁급식보다 

직영급식에서 준수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열량, 단백질 제공기준, 적온 

제공 등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임상영양사들이 직

영급식의 경우 병원 환자의 음식 품질, 재료 및 인적 자원 활용 등 항

목에서 위탁급식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의사결정과정, 교육 

등 성과에서는 차이가 없었다는 연구결과와는 다소 상이한 결과라 볼 

수 있겠다[22]. 노인요양시설 급식 운영방식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위탁급식과 직영급식의 품질을 단순 비교 분석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급식 운영방식별 급식제공 과정

을 평가하는 연구와 이에 활용될 표준화된 도구를 개발하는 추가연

구를 제안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 식사형태별로는 갈은식의 경우 위탁

급식에서, 당뇨식은 직영급식에서 제공 비율이 높았고 기타 치료식에

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소 노인의 경우 후기 고령자, 저

작 및 연하 곤란자 그리고 저영양상태의 비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급식 운영방식과 관계없이 입소노인의 특성에 적합한 식사형태와 

Table 5. Comparison of nutrition management by food service operational type

Variables
Total (n=731) Self-operation (n=544) Outsourcing (n=187)

χ2 (p-value)
n % n % n %

Evaluation of nutritional status 0.41 (0.523)
   Yes 668 91.4 495 91.0 173 92.5
   No 63 8.6 49 9.0 14 7.5
Nutrition intervention 0.38 (0.537)
   Yes 586 80.2 439 80.7 147 78.6
   No 145 19.8 105 19.3 40 21.4
Food and nutrition service 9.69 (0.002)
   Yes 535 91.3 410 93.4 125 85.0
   No 51 8.7 29 6.6 22 15.0
Nutrition education 3.23 (0.072)
   Yes 413 70.5 318 72.4 95 64.6
   No 173 29.5 121 27.6 52 35.4
Nutrition counseling 0.04 (0.841)
   Yes 463 79.0 346 78.8 117 79.6
   No 123 21.0 93 21.2 30 20.4
Multidisciplinary nutrition management 0.34 (0.560)
   Yes 499 85.2 376 85.7 123 83.7
   No 87 14.9 63 14.4 24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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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식 제공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23].

마지막으로 노인요양시설 급식 운영방식별로 영양관리 현황을 비교

한 결과 식품 및 영양소 제공이 직영급식에서 잘 이루어지고 영양상태

평가, 영양교육 및 상담, 다분야협의 등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영양교육과 영양상담 수행도는 직영급식

과 위탁급식 모두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입소 시설 영양관리 담당자

는 입소 노인 대상 영양교육 필요성 높게 인식하고 있으나 영양사가 아

닌 비전문가에 의해 노인요양시설 영양관리가 수행되고 있기 때문이

라 유추해볼 수 있겠다[24]. 독일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관련 영양관리 

전문가표준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의학심사원(Medizinischen Di-en-

ste der Krankenversicherung, MDK)의 장기요양기관 평가항목 8개 영

역 중 영양관리 영역이 포함되어 있다[25]. 향후 노인요양시설 급식 제

공 인력 및 시설과 식단작성 기준, 메뉴 주기, 입소 노인 특성별 식사 제

공 기준, 영양상태 평가 및 관리 등을 기술한 급식지침이 급식 운영방

식별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된다[26]. 베이비부머(baby boomer) 

세대 후기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영양, 위생 상태 및 안전성 등이 보장

된 급식 요구도가 높아질 것이라 예측되므로, 다양화 및 고급화되는 

입소 노인의 급식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양질의 급식 제공 방안, 지

역 단위 급식 지원 인프라 구축 및 연계 등 제도적 방안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의 본 연구 제한점으로 첫째, 본 연구에서는 노인요양시설 급식 

운영방식별로 급식제공의 구조 및 과정적인 측면의 차이점을 분석하

였으나, 입소 노인의 급식에 대한 만족도와 건강결과 등 결과적 측면의 

차이를 분석하지는 못하였다. 향후 급식 운영방식별로 입소 노인의 만

족도, 영양상태, 건강 및 기능상태의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는 연

구를 제안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급식 운영방식별로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의 건강상태, 관리자의 급식에 대한 인식도, 노인요양시설 경영

상태 등 다양한 요인을 분석하지는 못하였으므로, 향후 노인요양시설 

급식 운영방식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규명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셋째,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의 자기기입 방식으로 

조사하여 기관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대답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제3자에 의한 현장점검 등을 통해 수집된 자료로 분석

하는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상의 본 연구는 전국에 분포한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급식 운

영방식별로 급식서비스 제공실태에 대한 차이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향후 노인요양시설의 효과적 급식 운영과 제도 마련에 근거자료로 활

용될 것이라 기대한다. 

결 론

급식 운영방식별 노인요양시설의 급식 제공실태를 분석한 결과, 노

인요양시설 중 직영급식 74.6%, 위탁급식 25.6%이며, 위탁급식은 개인, 

단독 설립에서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급식 운영방식별로 

노인요양시설 내 상근 조리원, 비상근 조리원, 급식서비스 질 관리 책임

자 등 급식제공 인력과 식당, 조리실 등 물리적 환경, 식사재료비 그리

고 식품 및 영양소 제공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토대로 양질의 급식서비스 제공을 위한 표준화된 지침 마련과 

함께 급식 운영방식별로 급식 및 영양관리 서비스 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티링 및 평가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를 제안한다. 또

한 향후 급식 운영방식별 대상자의 급식 만족도, 영양상태, 건강 및 기

능상태 등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는 연구와 입소 노인 대상의 치료

식 제공 현황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이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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