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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 days, the use of specialized nutrition support has become a standard tool in the care of patients. With the
development of specialized nutrition support,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was essential to archive a goal. Fortunately,
Nutritional support team (NST) consultation fee has been reimbursed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since
2014. Overall, it might be true that there has been some progress in the NST’s activities. However, it is still questionable
whether there was a positive effect in terms of quality or cost effectiveness compared to quantitative improvements.
Before taking into consideration of the future of NST, we are going to look at the status of nutritional support practice
and utility of NST in Korea. Upon this background, we hope to make constructive suggestions for a better future of
NST. (Surg Metab Nutr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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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원 활동에 대한 행위를 의료보험수가(집중영양치료료)로서 인
정받았다. 이러한 의료보험수가도입은 영양집중지원팀의 양적

이미 서구에서는 1968년에 정맥을 통한 영양지원을 보고한

인 성장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생각되며 실제로 2014년 이후

이후,[1] 특화된 형태의 영양지원은 환자의 진료에 있어 중요한

영양집중지원료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5] 하지만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특화된 형태의 영양지원은 대

이러한 NST가 직제와 조직이 안정화되고, 영양관련 자문 활동

부분의 경우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영양관련 전문가 집단(영양

의 증가가 어떤 의미와 효과를 갖는지 또, 양적인 성장 이외에

집중지원팀, NST)에 의해 제공되어야 하며, 비전문가에 의한

NST활동의 내용과 질은 얼마나 향상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명

영양지원에 비해 의료 서비스의 질적 측면에서도 우수하며, 의

확한 결론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종설에서는 현재

료비 절감 등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양호하다는 사실 또한 널리

까지의 우리나라의 NST와 그 활동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살

인정되고 있다.[2-4]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90년대 후반부터

펴보고 발전적인 방향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소수의 병원에서 NST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인 활동을
시행하였다. 또한 영양관련단체에서 NST와 그 활동에 대한 표
준화 및 인증작업을 시행하여, 2014년 후반에는 NST의 영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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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론

기관이었다. 집중영양치료로의 총 청구건수는 156,753건으로,
지급액은 8,890,321,350원으로 확인되었다. 이 수치는 2014

1. 영양관련치료에 있어서의 NST와 그 활동의 중요성
현재 병원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영양관련 활동이 있고, 다양

년과 비교하면 총 청구의료기관은 82개 기관과 청구건수는
19,751건임을 비교하면, 청구 의료기관은 30.4%증가하였고,

한 형태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2] 하지만 이러한 영양관련

청구건수는 693% 증가하였다.

업무의 대부분은 영양담당 부서, 혹은 질환별, 센터별 소수의

2) 청구기관의 지역별 분포와 집중영양치료료 현황

전문인력이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환자군이 제한적이며

청구기관의 지역별 분포는 의료기관의 지역적 분포와 비슷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 단편적이다. 따라서 현재 대부분의

하게 나타났다. 2018년 서울, 경기 및 강원 지역의 청구기관은

병원에서 운영중인 의사, 약사, 간호사 및 영양사로 구성된

60개 기관으로 확인되어, 총청구기관의 56%를 차지하고 있고,

NST와 이에 대한 자문활동은 병원 영양치료의 중요한 부분을

집중영양치료료 지급액은 5,752,398,020원으로 전체 집중영

차지하고 있다.[2,5,6] 실제로 대부분의 병원에서 NST는 병원

양치료료의 약 64.7%를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서울과 경기지

에서 직간접적으로 직제상 편재되어 있어 존재와 활동이 공식

역에 청구병원과 청구건수와 지급액이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

적이며, 집중영양치료료가 수가로서 인정되면서 다학제 자문행

하였다.

위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가능해졌고, 이로 인해 일정부분 병원

3) 집중영양치료료 최고, 최저 청구건수 현황

의 수입에도 기여하고 있어는 점 등을 고려하면, NST가 병원

집중양양치료료의 청구건수의 종별 분포에 대한 정보를 얻

내의 영양관련 활동의 중심으로 성장하였다는 것은 부인할 수

기 위해 먼저 각 종별(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최대, 최소 청구

없는 사실이다. 또 병원인증제도가 활성화됨에 따라 병원 인증

건수를 조사하였다. 영양집중지원료의 청구 건수는 병원의 규

항목에 NST와 관련한 규정이 있고 이에 대한 평가를 시행함에

모, NST와 관련한 인적, 물적 자원의 유용성 및 NST자체 능력

따라 NST활동과 질관리 등에 병원차원의 관심이 높아진 점도

등에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단순

NST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배경에

비교로 섣부른 결론을 낼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청구건수가

서 본다면 NST와 그 활동이 병원 내에서 올바른 자리매김을

너무 많거나 혹은 너무 적은 경우 공히 NST활동의 적정성에는

하기 위해서는 NST업무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영양지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 예상되므로 병상수 혹은 병종별 청구

원 의뢰환자의 자문과 관련한 업무 이외에도, 질관리 및 환자

건수의 분포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아는 것은 중요한 기초자료

및 의료진의 교육, 영양관련 병원정책 개발 및 참여 등으로 활

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심사평가원 자료에서도 상급종합

동의 폭을 넓혀야 할 필요가 있다.

병원의 경우 에서도 2018년 청구건수가 병원에 따라 10배 이
상 차이가 남을 확인하였고,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최다 청구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로 본 NST

병원이 최저 병원 보다 1000배 이상의 차이가 있어(Fig. 1),

현재 우리나라의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상당수에 NST

병원의 규모와 NST사정을 고려한 적정수의 청구건수와, 정상

가 하나 이상 설치되어 있고, 이들의 영양자문활동은 집중영양

적인 NST활동과 자문이 가능한 최소한의 청구건수 등에 대한

치료료(수가코드: AI600, AI700)로서 보험급여 된다. 따라서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급여와 관련한 심사평가원의 자료는 NST가 설치되어 있는 병
원의 현황과 그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로서 이용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자료를 분석할 때에는 NST활동의 적절성

3. NST와 그 활동에 대한 우리나라의 설문조사결과와
문제점

등 질(Quality)과 관련한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2012년 대한외과대사영영학회에서는 전국 101개 병원의 외

야 한다. 먼저 필자는 2014년 집중영양치료료 도입 이후 이에

과를 대상으로 NST활동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7]

대한 수가 발생이 형태와 추이에 대한 자료를 통해, NST활동의

이 중 40개 병원(39.6%)의 회신이 이루어졌으며, 회신한 병원

현황과 문제점 분석을 위해 이와 관련한 자료를 건강보험심사

중 35개 병원이 NST팀이 존재하며, 활동한다고 응답하였다.

평가원(심사평가원) 대전지원에 요청하였다.

하지만 그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항목에서는 영양불량

1) 집중영양치료료 수가 발생 현황

환자에 대한 다학제적 접근을 통한 회진 실시율과 회진 주기의

2018년 집중영양치료료를 청구한 의료기관은 전국 107개

정기성 등에서는 상당수의 병원이 회진을 실시하지 않거나, 정

기관이며, 이중 상급종합병원은 43개 기관, 종합병원은 64개

기적이지 않다고 보고하여 영양불량환자에 대한 회진의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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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Number of issuing a claim for NST consultation fee. Highest and lowest number depending on the type of provider.

화가 미진한 점을 지적하였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설문을 한

에는 한계가 있다. 또 설문에 응한 회신병원 중 상급종합병원은

시점이 2014년 집중영양치료료의 수가 도입 이전이라는 점을

회신율이 높아 상급종합병원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종합병원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의 NST활동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NST활

2012년의 설문이 주로 외과의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이었던

동에 어려움을 느끼는 곳이 인적 물적 자원의 지원이 상대적으

반면, 한국병원약사회(Korean Society of Health System

로 불리한 종합병원에 더 많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아쉬움

Pharmacists, KSHP)와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Korean Society

이 남는 부분이다.

for Parenteral and Enteral Nutrition, KSPEN)가 공동으로
2016년에 전국병원의 NST 활동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공동

4. NST 활동의 문제점 분석과 미래 전략

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8] 특히 2016년 설문조

1) NST활동과 관련한 면밀한 자료의 조사의 필요성

사는 NST수가화 이후 NST활동에 대한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심평원의 자료를 통해 NST 관련 수가를 발생시키는 기관수

2005년 설문조사 내용에 항목을 추가하여 비교하였다. 우리나

와 분포 및 수가발생건수 등에 양과 관련한 자료를 확인 할

라 전역에서 총 674개의 병원에 설문을 요청하였고, 71개 병원

수 있으나 이는 단지 집중영양치료료의 발생이라는 측면에서

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실제로 2005년 NST구성 병원의 비율

확인한 대략적인 자료로서 NST활동에 대한 심화된 내용을 알

(28.7%)과 비교하여, 2016년 설문에 의하면 71개 병원 중 NST

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즉 NST팀의 구성, 활동 내용, 만족

가 구성되어 있는 병원은 69개(97.2%)로 2005년 보다는 월등

도 및 문제점 분석을 위해서는 설문의 형태를 통한 조사가 필

하게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정 부분은 NST수

수적이다. 하지만 기존의 설문 활동의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

가인 집중영양치료료의 도입이 NST이 양적 성장에 어느 정도

이 설문의 내용과 회신율을 높이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보다

기여를 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 문서화된 NST규정을 둔

세심한 대비가 필요하다. 또 학회의 회원 명부 자료 등을 활용

병원의 비율과 정기적인 NST 모임과 회진을 실시하는 병원의

하여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방법, 학회 등 회원의 참여가 예상

비율이 2005년과 비교하여, 2016년에는 높아진 것을 확인하

되는 행사를 활용하는 방법 등을 통해 기본적인 NST관련 자료

면서 NST가 제도적인 정착을 해가는 과정이라고 해석하였다.

를 충실하게 획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러한 자료는 추후

특기할 만한 점은 NST 팀장의 소속은 외과 75.4%, 내과

NST활동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본 자료가 될 수 있고,

18.8%, 소아청소년과 8.7%, 기타 5.8%로 밝혀져, 대부분이 NST

각 개별 병원의 어려운 점을 다른 병원과 비교할 수 있는 자료

구성 병원에서 외과의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

로 활용될 수 있다. 또 이러한 기본 현황조사를 통해 NST활동

수 있다.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소개된 2개의 주요 설문조사는 NST활동에 관련한

2) 집중영양치료료의 효과와 적절성 평가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줌에도 불구하고 낮은 회신율 등으로 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여러 학회와 의료진 등의 노력으로

문에 대한 답변이 전국 병원의 NST활동을 대변한다고 말하기

NST수가인 집중영양치료료가 2014년 8월 도입되었다. 집중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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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치료료는 NST활동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한 국민건강증진과

한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수가와 관련된 영양지원 자문활동이

의료비 절감을 기대하며 출발하였다. 하지만 수가도입 5년이

병원내 NST의 중요한 업무가 되면서 넓은 의미에서 영양지원

이 시점에서 이러한 효과에 관한 자료와 논문은 거의 찾아 볼

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영양관련 활동의 핵심구성체로서의

수가 없다. 유럽이나, 북미에서는 이미 NST활동이 실제로 비용

NST의 역할에 제한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할

효과의 장점을 가지면서 질병의 치료에 도움을 줄다는 것을 증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NST활동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질

명하고 그러한 자료를 발표하고 있다.[2,4,9] 집중영양치료료

과 관련한 평가와 향상 활동, 다학제 팀으로서의 구성과 운영의

는 일정한 예산이 소요되며, 이러한 예산이 어느 정도의 비용효

문제점 파악과 이에 대한 발전방향 모색 등에 주목하여야 할

과가 있는 지 평가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또 현재 산정된

때라고 생각된다.

집중영양치료료가 의료소비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적절한지 여
부도 확인해야 할 것이다. 또 이러한 수가가 NST활동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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