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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what industry professionals and educators perceive as the 
definition of "research" and foodservice related-research so that the research become rather systematic 
and useful research. The research result is as follows. First, the independent t-test analysis of the 
definitions of research showed that the industry professionals were recognizing it as "investigations that 
are directed toward the discovery of new scientific knowledge that has specific commercial objectives 
with respect to products or processes or operation" while the educators were regarding it as "original 
investig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tific knowledge that does not have a specific commercial 
objective." Second, the finding about the application of foodservice related-research to decision-making 
showed that the industry professionals did not fully utilize foodservice research and did not think it is 
applicable in the industry. That is because academic journal language is too hard for them to 
understand and they want to see research findings in industry shows and exhibitions or industry 
magazines in common understandable language. Lastly, foodservice researchers could initiate the dialog 
between themselves and industry professionals to diagnose the problems of the industry better and 
provide practical solutions through research f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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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우리 사회는 정보화를 

바탕으로 한 지식 기반 사회의 등장, 경제, 행정, 
문화 등 사회  분야에 걸친 지방화와 세계화의 

향 등 그 기본 구조의 변 을 래하는 범

하고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

는 국민 의식과 가치 의 다양화, 특히 앙 집

 정치, 행정 구조의 해체와 함께 국가 경쟁력 

확보를 한 다양한 움직임으로 사회의  분야

에 향을 미치면서 연쇄 인 변화를 래하고 

있다. 변하는 세계 정세와 국경을 월한 무한

경쟁의 시  상황에서 산업계와 학계 모두가 변

화하고 처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어

려운 실정에 있다. 산업의 추인 기업은 기업

로, 우수한 인재를 육성해야 할 학은 학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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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인 자구 노력과 함께 긴 한 조 하에 공

동노력이 으로 필요하다(구환  2003).
이러한 사회  변화는 외식산업에도 향을 미

치고 있으며, 환경의 변화에 응하기 한 새로

운 략의 수립과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응방안의 하나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논의되

는 것이 산․학․  력 체제의 구축이다(최창

수․김인철 2003). 이러한 맥락에서 새로운 지식

의 생산자로서의 학계의 역할은 요하다. 학계

는 단지 연구비를 받아 논문을 쓰기 한 연구의 

범 를 넘어서, 보다 극 으로 기업의 입장에 

서서 학문과 이론을 바탕으로 생산성과 상품화를 

고려한 연구를 하여야 하고, 기업도 보다 획기

인 투자로 제 로 갖추어진 연구시설을 지원하

며,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얻어진 기술과 

제품을 상품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야 한

다. Sheldon & Liu & Gee(1987)는 외식경 에 있

어서 계획, 마 , 생산, 서비스의 변화가 더욱 

복잡해지기 때문에 외식 련 학술  연구는 외

식 기업 경 의 의사 결정을 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 다. 한 

Cobanoglu & Moreo(2001)은 연구자의 연구는 경

자가 시장에서 단기간 기회와 장기간 트 드를 

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며, 생산과 서

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며, 운 의 효율성을 증

시켜주고 내․외부 고객의 만족도를 증가시킨다

고 하 다. 
이러한 산학연계의 당 성이나 시 인 요청

에도 불구하고, 국내 외식 련 학술  연구의 

실은 생각만큼이나 그 연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

지 않으며, 다양한 산학 연계구조 유형과 발 과

정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개념화 하기에 많은 어려

움이 있다. 여기에는 지식의 수요와 공 의 시장

원리에 입각한 력 주체들의 특성, 상호 연계 패

턴, 그리고 지식과 기술 시장의 특성과 시장 실패 

상황 등의 다양한 측면의 이해가 필요하다(홍형

득 2003).
외식 련 연구는 주지하다시피 실용 인 학

문이어서 장과 한 련을 갖는다. 물론 이

론 인 연구를 하는 경우는 외이겠지만 다수

의 실용 학문 연구자는 연구결과를 어떻게 실무

에 용할 것인지에 해 고민하여야 한다. 그러

나 매년 외식 련 많은 양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연구자와 업계 문가 사이의 커뮤니

이션의 부족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결
국 한국 외식 련 연구가 양 으로 성장했음에

도 불구하고 연구결과의 실 합도(relevance)
가 낮아 한국 외식 기업의 의사 결정에 크게 기

여하지 못하는 문제 이 야기되고 있다. 
외식 련 학술  연구의 성공  수행을 해서

는 산과 학이 공동체 의식을 갖고 서로의 특성과 

상황을 이해하고 견지해가면서 장 을 부각시키

려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며, 업계와 학계 

간에 유 계를 갖고 상호 보완하여 거시  안목

에서 력투구해야 하는 공동의식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에서 본 연구는 외식산업의 업계 

문가와 학계에서 인식되어지고 있는 연구의 정

의에 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고 업계의 문가

와 학계가 외식 련 연구의 실 용 가능성, 문
제  등에 한 인식 수 을 알아 으로써 외식 

련 연구가 보다 체계 이고 유효한 연구로 이루

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본 연구의 목 이 있다.

Ⅱ. 이론  배경

1. 연구의 정의

과학  연구의 과정  연구문제의 제기는 

체 인 외식 련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기 한 

단계로서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데 발생하는 문

제 을 해결하고 기회를 포착하기 해 가장 

요한 단계이다. 만약 외식 련 연구가 사회를 

해 가치 있는 것이 되려면, 연구문제는 창조성이 

있어야 하며,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고 최  

이익을 해 유용하게 쓰여야 한다(Cobanoglu & 
Moreo & Wood 2004).

그러나 국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



한국조리학회지 제 13권 제 3호(2007)150

 하나인 외식 산업은 양  성장에도 불구하고 

학문으로써 갖추어야 할 고유한 이론과 방법  

철학에 한 연구의 부재라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나태균․이선호․박인수 2004). 이러한 측

면에서 김기 (2007)은 외식 상품학을 사회과학 

 경제과학의 한 범주로 포 되어야 하는 종합

과학이며, 지리학․경 학․상품학․심리학․사

회학과 같은 여러 학문을 토 로 연계성을 지닌 

연구가 으로 필요하다고 하 다. 이선호․

나태균(2006)은 하나의 학문분야가 과학으로 인

정받기 해서는 과학 인 방법으로 연구가 이루

어져야 하며, 과학 인 연구방법의 확립이 무엇

보다도 요한 학문의 성립조건이라고 하 다. 
이를 해 외식 련 연구가 갖고 있는 연구 

상과 연구 방법에 한 학문  정체성에 한 논

의하기 에 학문  연구의 이론  정의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웹스터 사 은 연구란 “사실 는 원리를 찾는 

조사나 탐색”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Khan & 
Olsen(1988)은 연구란 “새로운 지식의 발견과 해

석에 도움을 주는 요한 조사와 탐색을 포함한 

어떤 연구”라고 정의하 다. Cobanoglu & Moreo 
& Wood(2004)의 연구에서는 업계 계자가 “상
품 는 과정을 반 하는 상업  목 을 가지는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기 한 직 인 조사”로
써 연구를 요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반면에 

“특별한 상업  목 을 가지지 않는 본연의 연

구”에 한 정의는 학계보다 요성이 낮다고 조

사되었다. 이는 업계 계자는 환 산업의 연구

를 실용 연구(applied research)로써 인식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Cobanoglu & 
Moreo & Wood(2004)의 연구를 토 로 외식 

련 업계 문가와 학계에서 학술  연구를 인식

하는 정도를 악하고자 한다. 

2. 외식경 의 의사 결정과 연구의 유용성

외식 련 학술  연구는 장기간과 단기간의 

이슈 모두를 다룸으로써 오늘날 역동 인 기업 

환경에 처해 있는 외식산업의 업계 계자를 돕

기 한 책임이 있다. 연구는 직감보다는 자료에 

의한 결정, 문제 해결을 한 특별한 기술과 지

식, 체계 인 연구 방법의 육성 그리고 장기간 향

상을 주도할 잠재성을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연

구의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다. 외식경 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단순히 연구결과에 따른 의사 결

정이 아닌 연구의 가치를 인식한 후 나름 로의 

방식으로 실에 합화 시켜야 한다. 외식산업

에서의 미래의 강 은 경쟁자의 최상의 실천을 

모방하는 것보다는 문제의 원인과 기회를 얻는 

연구에 의해 발 할 수 있다. 외식경 의 의사 결

정에 있어 마 , 정보, 기술, 서비스의 질과 인

 리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외식경 자는 

어떻게 효과 으로 목 을 달성할 수 있는가에 

한 정보를 얻는다. 
외식 련 연구는 외식경 의 의사 결정법에서 

최소한 4가지 유용성을 갖는다. 첫째, 연구 자료에 

의한 의사 결정은 직 에 의한 의사 결정보다는 

좋다. 둘째, 연구자들은 경 자가 가지지 않은 지

식, 기술과 능력이 특별하다. 셋째, 체계 인 연구

를 하는 연구자들은 시간에 얽매인 의사 결정보다

는 좀 더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고, 일반화할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넷째, 사물을 하나의 

상으로 이해하는 연구자들은 경 , 운  는 

경쟁  략에서 장기 인 향상을 주도할 수 있

다. 연구는 경 상의 해결책을 찾기 해 문제를 

조사하고 문제와 원인을 이해하기 한 조직 이

고 체계 인 과정이다. 체계 인 연구과정은 자료

를 분석하고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을 가능하게 도

와 다. 업계와 학계는 그들이 수행하는 연구의 

결과물이 유용해야 한다. 하지만 연구자와 업계 

문가 사이의 동 인 노력은 상호간의 이익과 

학자의 진실성을 향상시키기 해서 증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Khan & Olsen 1988).
경 자와 연구자는 의사 결정을 하는데 정보

수집, 가 치 용, 실행의 단계와 수단을 동원하

지만 다른 의사 결정을 한다. 좋은 의사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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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해서 정보를 사용하고 이 결정은 결정자

의 목표와 제약에 따라 결정되어진다. 외식경

자는 다양한 상황에 직면하며, 그들의 결정이 특

별한 환경요소와 제한된 정보에 기 할 수도 있

다. 경 자는 항상 최상의 선택을 하지 않는 신 

합리 인 의사 결정을 한다. 이는 경 자가 완벽

한 정보 없이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일지도 모른

다. 경 자들은 주의를 필요로 하는 새로운 문제

와 기회에 계속 으로 노출되어 있으므로, 최상

의 가능한 해결책보다는 임시 인 해결책을 추구

하려고 한다. 이를 최 화보다는 ‘만족’이라는 용

어를 사용했다. 반 로 연구자들은 시간이나 자

원의 제약에 의해 향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 단
지 필요한 정보를 개발하기 한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소실된 자료를 채워 넣거나 변수들 

간의 계를 규명하는 연구를 다시 반복한다

(James & Patrick 2003).
Scotter & Culligan(2003)은 이론 인 연구와 응

용 인 연구는 모두 사업 실행과 문제 해결, 새로

운 지식 개발에 유용하며 환 산업 발 에 도움

이 되었으나, 서로 다른 쪽으로 기여하고 있다. 
즉, 응용 연구는 최 의 결과를 달성하기 하여 

재의 문제 변수들 간의 계를 연구한다. 반
로 이론 인 연구는 다양한 문제들에 한 이론

 이해 향상에 근본 인 목 을 둔다. Dittman 
(1995)은 21세기에 성공 인 경 과 도 에 도움

을 주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 다. 
하지만 학계의 학술  연구는 체 으로 학생뿐

만 아니라 산업계에서도 공유되어지지 않으며, 
학술  연구의 결과물을 공유하는 방법은 심포지

엄 는  등에 의해 발표되어진다고 하 다. 
Khan & Olsen(1988)의 연구에서 학계의 90%가 

연구는 그들의 재직기 에서 승진  재직기간에 

지극히 요하다고 응답하 다.  다른 이유로

는 흥미, 도 , 업계의 만족, 추가 인 수입, 존경, 
연  증가 등이 연구를 하는 주요 이유라고 답변

하 다. 외식 련 학술  연구는 외식산업의 성

장으로 인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Co-

banoglu & Moreo(2001)의 연구에서는 미국 환

산업의 4년제 학 교수의 87.1%가 연구를 행하

고 있다고 조사되었으며, 연구 유용성에 한 업

계와 학계의 인식을 조사하 다. 
본 연구는 Cobanoglu & Moreo(2001)와 Cobano-

glu & Moreo & Wood(2004)의 연구를 토 로 업

계와 학계의 연구자들이 상호간의 이익 향상을 

하여 연구가 외식산업에 용할 수 있는 정도

는 어느 정도인가를 조사하며, 외식 련 연구의 

문제   효과 으로 학계와 업계 사이의 의사

소통을 향상시키기 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Ⅲ. 연구 설계

1. 조사방법

본 연구의 목 은 외식산업의 업계와 학계에

서 인식되어지고 있는 연구의 정의에 한 인식

의 차이를 분석하고 업계의 문가와 학계가 외

식 련 학술  연구의 인식 수 을 알아보고 효

과 인 의사 소통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목 을 달성하고자 군집 표본추

출법(cluster sampling)을 이용하여 학계와 업계 

문가 집단으로 나 어 2006년 8월 30일에서 9
월 30일까지 약 1개월 동안 조사를 실시하 다.

학계의 경우, 1차 조사에서 국 2년제, 4년제 

학의 외식 련 학과에 재직 인 교수 집단 

 30명을 상으로 우편  자우편을 통해 설

문을 실시하 으나, 회수된 설문지는 6부(회수율 

23%)로 회수율의 문제가 발생하 다. 그래서 본 

연구의 목 을 달성하고자 외식 련 학술 연구

에 한 지식 정도가 높다고 사료되는 외식 련 

공자  박사과정에 재학 이거나 수료  졸

업한 공자를 표본으로 선정하 다. 배포된 60
부의 설문지  일률 으로 조사된 설문지 2부를 

제외한 58부와 1차 조사에서 회수된 6부를 더하

여 총 64부를 분석에 사용하 다. 
한, 업계의 경우 본 연구의 연구 목 을 달

성하고자 설문 집단을 실무 종사자  경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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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상으로 한정하 다. 이
를 해 외식산업 최고경 자 과정  랜차이

즈 문가 과정의 수강생  재 외식산업에 근

무하는 16명과 단순 무작  표본 추출에 의한 외

식기업에서의 실무경력 5년 이상의 31명을 더하

여 총 47명을 상으로 조사하 다.

2. 설문지 구성  분석방법

본 연구의 연구 목  달성을 해 Cobanoglu & 
Moreo(2001)와 Cobanoglu & Moreo & Wood(2004)
의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설문지를 구성

하 다. 첫 번째는 외식 련 학술 연구에 한 

정의에 한 6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두 

번째는 외식 련 학술 연구의 문제   개선 

방안에 한 문항으로 업계 문가용 23문항, 학
계용 17문항으로 구성하 다. 마지막으로 조사

상자의 인구통계학  특성을 알고자 업계와 학계 

각각 5문항으로 구성하 다. 
설문을 실시한 후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한 

통계처리는 데이터 코딩(data coding) 과정을 거쳐 
SPSS패키지를 활용하여 분석하 다. 분석을 

한 통계기법은 서술  통계(descriptive statistics)와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 다. 서술  통계는 백

분율과 단순빈도 산출을 해 활용하 으며, 독
립표본 T-Test는 학계와 업계 두 집단 간의 통계

량의 차이를 검증하기 해 활용하 다.

Ⅳ. 분석결과

1. 조사자의 일반  사항

조사 상자의 인구통계학  사항에 한 분석

결과는〈표 2〉와 같다. 

<표 1> 설문지 구성

구분 문항수 측정도구

1부 연구의 정의 6 리커트 5 척도

2부 인식조사 업계 23, 학계 17 리커트 5 척도

3부 일반사항 5 명목척도

<표 2> 조사 상자의 인구통계학  특성

구분
분야

업계(%) 학계(%)

성별
남자 53( 82.8) 32( 68.1)

여자 11( 17.2) 15( 31.9)

연령

20   9( 14.1)  5( 10.6)

30  41( 64.1) 26( 55.3)

40   9( 14.1) 14( 29.8)

50  이상  5(  7.8)  2(  4.3)

외식

업체

경력

6년 미만 19( 29.7) 19( 40.4)

7～8년 28( 43.8) 17( 36.2)

9～10년 11( 17.2)  8( 17.0)

11년 이상  6(  9.4)  3(  6.4)

최종

학력

문 졸 14( 21.9)

졸 43( 67.2)

석사과정 는 졸업  5(  7.8)

박사과정 는 졸업  2(  3.1) 47(100.0)

직

업계 학계

사원 시간, 겸임교수  5(  7.8) 29( 61.7)

리 임교수 32( 50.0)  8( 17.0)

과장 조교수 18( 28.1)  4(  8.5)

부장  부교수  7( 10.9)  4(  8.5)

기타 교수  2(  3.1)  2(  4.3)

체 64(100.0) 47(100.0)

업계의 경우, ‘남자’가 82.8%, ‘여자’가 17.2%
로 조사되었다. 연령의 경우 30 가 64.1%로 가

장 많았으며, 20 와 40 가 14.1%로 나타났다. 
외식업체에서의 경력은 7～8년 43.8%, 6년 미만 

29.7%, 9～10년 17.2%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5년 미만자의 경우 연구 목 을 해 표본 집단

에서 제외되었다. 최종학력의 경우 업계 체 응

답자의 67.2%가 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조사되

었으며, 문 졸이 21.9%로 나타났다. 직 의 

경우 리  50.0%, 과장  28.1%로 높게 나타났

다. 
학계의 경우, 남자가 68.1%, 여자가 31.9%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30 와 40 가 각각 55.3%, 
29.8%로 조사되었다. 한, 외식업체에서의 경력

은 6년 미만이 40.4%, 7～8년이 36.2%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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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 학계의 직 에 한 조사 결과는 시간 

 겸임교수가 61.7%, 임교수가 17.0%로 조사

되었다. 

2. 연구의 정의에 한 인식 조사

〈표 3〉은 외식산업의 업계 문가와 학계가 

인식하는 연구의 정의에 한 독립표본 T-Test 
분석 결과이다. 연구의 정의 2, 3, 4, 5문항이 p< 
.000으로 나타나면서 체 인 통계에 한 유의

확률이 상당히 유의함을 알 수 있다. 연구의 정의 

2, 3문항의 경우 업계의 평균이 3.96, 4.19로 학계

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연구의 정의 4, 5
문항의 경우는 학계의 평균이 각각 4.75, 3.97로 

업계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업계 측면에서 외식 련 연구는 상업  

<표 3> 연구의 정의에 한 차이

설문 내용 분야 M SD t(p)

1. 외식산업의 장기간 트 드 조사 
업계 3.72  .62  －1.198

(.234)학계 3.91  .73

2. 상품 는 과정을 반 하는 특별한 상업  목 을 가지는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기 한 직 인 조사

업계 3.96  .59    3.842
(.000)학계 3.38  .71

3. 운 상의 마  테이타 분석과 조사
업계 4.19  .61    4.460

(.000)학계 3.56  .62

4. 특별한 상업  목 을 가지지 않는 과학  지식의 본연의 

조사

업계 2.85  .88 －12.609
(.000)학계 4.75  .44

5. 상품 는 과정에 한 다른 과학  지식 는 연구 결과

의 해석과 련된 기술  활동 

업계 3.36  .79  －3.511
(.001)학계 3.97  .69

6. 재의 뉴스와 사건을 유용한 문장과 형태로 체계화하기
업계 2.77  .98   －.589

(.559)학계 2.94 1.44

<표 4> 외식 련 연구의 산학 인식 차이

설문 문항 분야 M SD t(p)

 1. 외식 련 연구는 업계의 문제에 해 연구하고 있다. 
업계 2.87 1.06 －5.134

(.000)학계 3.91  .73

 2. 외식학회는 지속 으로 재의 연구문제를 찾기 해서 업계

문가와 해야 한다. 
업계 4.15  .47 －1.208

(.233)학계 4.34  .83

 3. 내가 읽은 외식 련 연구 결과는 업계에 용 가능하다.
업계 2.87 1.19 －4.419

(.000)학계 3.72  .46

목 을 가진 상품, 서비스, 운 상의 마  분석

을 한 조사로 인식되어지고 있으며, 학계 측면

에서의 연구는 상업  목 을 가지지 않는 상품, 
과정에 한 과학  지식 는 결과의 해석과 같

은 본연의 조사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3. 외식 련 학술 연구에 한 업계 문

가와 학계의 인식

〈표 4〉는 외식 련 연구에 한 업계와 학계

의 인식에 한 t-test 결과이다. 
먼 , 외식 련 학술  연구가 외식경 의 의

사 결정 과정에 용 가능 여부에 한 산학 인식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질문 1(외식 련 

연구는 업계의 문제에 해 연구하고 있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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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계속

설문 문항 분야 M SD t(p)

 4. 나는 나의 업무에 외식 련 연구 결과를 사용한다.
업계 2.81  .95 －4.590

(.000)학계 3.81  .97

 5. 외식 련 잡지는 학문  보다 더 유용하다. 
업계 3.72 1.06    .162

(.872)학계 3.69  .82

 6. 학문  의 언어는 업계 문가가 이해하기에는 무 어

렵다. 
업계 3.57 1.04   2.494

(.015)학계 3.13  .55

 7. 나는 모든 외식 련 잡지를 읽기 한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업계 3.49  .90   3.044

(.003)학계 2.84  .95

 8. 학문  연구 결과는 나에게 유용하기 해서 짧고 간결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다.
업계 4.21  .72 －1.109

(.271)학계 4.38  .50

 9. 외식 련 시회나 박람회는 외식 련 잡지보다 최근의 트

드에 해서 배울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다. 
업계 4.09 1.02    .841

(.403)학계 3.91  .78

10. 외식 련 연구 결과는 학술 에만 발표되어야 한다. 
업계 2.15  .75    .610

(.544)학계 2.03  .90

11. 외식 학회는 업계문제를 보다 더 잘 이해하기 해 업계에서 

인턴쉽을 가져야 한다. 
업계 3.94  .44   1.166

(.251)학계 3.72  .99

12. 외식 학회는 일반 으로 이해 가능한 언어를 사용하여 잡지

에 학술 논문을 발표해야 한다.
업계 4.11  .87   2.436

(.017)학계 3.68  .54

13. 지역  교수 의회는 학계와 업계 문가 사이의 정보교환을 

하기 해 유용할 수 있다. 
업계 3.72  .74 －9.826

(.000)학계 4.91  .30

14. 련 업계 회는 학술  연구를 지원해야 한다. 업계 3.81  .54

15. 학술  연구는 나에게 유용한 연구방법과 통계를 사용할 필

요가 있다.
업계 3.68  .66 －4.021

(.000)학계 4.28  .63

16. 외식 업계 련 잡지에 발표되는 연구결과를 가지는 것은 나

에게 유용하다. 
업계 3.66  .98

17. 외식 학회는 연구 주제를 선택하기 해 트 드 분석을 해야 

한다. 
업계 3.89  .52 －4.896

(.000)학계 4.47  .51

18. 외식 업계 련 회는 연구되어야 할 연구 주제에 해 충고

해야 한다. 
업계 3.26  .77

19. 인터넷은 학술  연구결과를 보 하기 한 가장 효과 인 

방법이다.
업계 3.81 1.17    .355

(.724)학계 3.72  .99

20. 나는 년 학술  연구 결과와 외식산업의 발 에 해 알기 

쉬운 언어로 요약하는 컨퍼런스에 참석할 것이다.
업계 3.91 1.04

21. 외식 업계는 학술  연구를 지원하기 해 외식 련 로그

램에 력해야 한다.
업계 3.94  .70

22. 학술  연구 결과는 업계 출 물(잡지)에 발표되기 에 용인성

(acceptability)을 해 다른 문가에게 미리 검토되어져야 한다. 
업계 4.11  .81   2.51

(.014)학계 3.63  .87

23. 외식 업계 시회나 박람회는 학계 보다 최근의 트 드

에 해 배울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다. 
업계 3.60 1.04 －3.404

(.001)학계 4.38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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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사 결과, 업계의 평균(2.87)이 학계의 평균

(3.91)보다 낮게 조사되었다. 질문 3(내가 읽은 외

식 련 연구 결과는 업계에 용 가능하다)에 

한 조사 결과, 업계의 평균(2.87)은 학계의 평

균(3.72)보다 낮게 조사되었다. 질문 4(나는 나의 

업무에 외식 련 연구 결과를 사용한다)에 한 

업계의 평균(2.81)은 학계의 평균(3.81)보다 낮게 

조사되었다. 질문 1, 3, 4와 같이 업계에서는 외

식 련 학술  연구의 연구문제, 실 용 가능

성, 연구결과의 사용 여부가 낮게 조사되었다.
둘째, 외식 련 학술 연구의 문제 에 한 조

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질문 6(학문  의 언

어는 업계 문가가 이해하기에는 무 어렵다)
에 한 조사 결과, 업계 문가(3.57)가 학계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질문 7(나는 모든 외식 련 잡

지를 읽기 한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의 조사 결

과, 업계 문가(3.49)의 평균이 학계보다 높게 조

사되었다. 한 질문 16의 조사 결과와 같이 업계

에서는 학술  보다 련 잡지에 발표되는 

연구 결과를 유용하게 생각하고 있다(3.66). 한, 
질문 9(외식 련 시회나 박람회는 외식 련 

잡지보다 최근의 트 드에 해서 배울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다)의 조사 결과, 업계 문가

(4.09)가 학계(3.91)보다 높게 조사되었으나 통계

으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반면에, 질문 23
(외식 업계 시회나 박람회는 학계 보다 최

근의 트 드에 해 배울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다)의 조사 결과, 업계(3.60)보다 학계(4.28)가 학

술   보다 외식 련 시회나 박람회를 통

해 더 유용한 정보를 얻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외식 련 학술 연구의 문제   

업계에 유용한 연구가 되기 한 향후 개선 방안

에 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질문 8(학문  

연구 결과는 나에게 유용하기 해서 짧고 간결하

게 정리될 필요가 있다)의 조사 결과, 업계(4.21)와 
학계(4.38) 모두 높게 조사되었으나 통계 으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 질문 22와 같이 사

에 업계 문가에게 용인성을 검토 받을 필요성에 

해 업계(4.11)가 학계(3.63)보다 높게 조사되었

다. 통계 인 차이는 없지만 질문 10(외식 련 연

구 결과는 학술 에만 발표되어야 한다)의 조

사 결과 업계(2.15)와 학계(2.03) 모두 학술 에

만 발표되어야 할 필요성이 낮게 조사되었으며, 
질문 20(3.91)과 같이 업계 문가는 연구결과가 

학술  뿐만 아니라 련 잡지  컨퍼런스에

서 발표되어 질 필요성에 해 높게 응답하 다. 
한, 질문 19와 같이 통계 인 집단 간 평균 차이

는 없지만, 인터넷을 통한 연구결과 보 이 업계 

3.81, 학계 3.72로 모두 높게 조사되었다. 한, 질
문 15(학술  연구는 나에게 유용한 연구방법과 

통계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의 조사 결과, 학계

(4.28)가 업계(3.68)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외식 

련 학술연구가 유용성을 가지기 한 학계와 업계 

문가의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
계에서는 질문 17(외식 학회는 연구 주제를 선택

하기 해 트 드 분석을 해야 한다)의 조사 결과, 
학회(4.47)가 업계(3.89)보다 높게 조사되었으며, 
질문 13(지역  교수 의회는 학계와 업계 문가 

사이의 정보 교환을 하기 해 유용할 수 있다)의 

조사 결과, 학계(4.91)가 업계(3.72)보다 높게 조사

되었으며, 질문 18(외식업계 련 회는 연구되어

야 할 연구 주제에 해 충고해야 한다)은 3.26으
로 조사되었다. 한, 질문 14( 련 업계  회

는 학술  연구를 지원해야 한다)의 조사 결과 

3.81로 조사되었다. 질문 21(외식업계는 학술  연

구를 지원하기 해 외식 련 로그램을 력해

야 한다)은 3.94로 높게 조사되었다. 

Ⅴ. 결과  제언

본 연구의 목 은 외식산업의 업계와 학계에

서 인식되어지고 있는 연구의 정의에 한 인식

의 차이를 분석하고 업계의 문가와 학계가 외

식 련 연구의 인식 수 을 알아 으로써 외식 

련 연구가 보다 체계 이고 유효한 연구로 이

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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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식 련 연구의 업계 문가와 학계가 

인식하는 정의에 한 분석 결과는 업계 문가

가 인식하는 외식 련 연구는 상업  목 을 가

진 상품, 서비스, 운 상의 마  분석을 한 

조사로 인식하고 있으며, 학계 측면에서의 연구

는 상업  목 을 가지지 않는 상품, 과정에 한 

과학  지식 는 결과의 해석과 같은 본연의 조

사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외식 련 연구가 외식경 의 의사 결정 

과정에 용 가능 여부에 한 산학 인식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업계 문가가 인식하는 외식 련 

학술  연구의 연구 문제, 실 용 가능성, 연
구결과의 사용 여부가 낮게 조사되었다. 

셋째, 외식 련 학술 연구의 문제 에 한 

조사 결과는 외식 련 학술  에 쓰이는 언

어가 업계 문가가 이해하기에 무 어려우며, 
업계 문가는 학술  을 읽기 한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학계와 업

계 문가 모두 외식 련 학술  보다 외식 

련 박람회나 시회가 최근 외식시장의 트 드

를 배울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라고 응답하 다. 
그 다면 실무와 이론의 을 찾는 방법은 

무엇일까? 실무자와 학자간의 상호불신을 극복

하고 실용 인 학문을 구 하며, 실 용 가능

한 유용한 연구로써 업계 문가에게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식 련 학문  연구의 결과는 우선 

짧고 간결하게 요약하여 외식 련 잡지나 실무

자와 학자간의 화의 장인 학술 회에서 발표되

어져야 할 것이다. 바로 이 이 꾸 하게 업계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둘째, 업계 계자가 이해하기 쉽고 유용한 연

구방법과 통계를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외식 련 학술  연구를 하는 학계는 

국내 외식산업의 트 드를 분석하고, 연구 주제

에 해 업계 문가와 지속 인 정보 교환이 이

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업에서 발생하는 문

제에 한 해결책에 한 외식업계 실무자와 학

자간의 공동연구가 추진되어야 한다.
외식이라는 학문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학문을 

발 시키는 일은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 장기

과제이다. 비심사 논문집이나 검증되지 않은 

서 출 의 선호 등 형식  요건 충족이나 자의  

목표 추구에만 해서는 학문의 발 은 요원하

다. 한국 외식산업의 발 을 하여 앞으로 외식

산업의 실에 보다 큰 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

고, 실천  활동에 보다 깊이 있는 심을 갖고 

연구함으로 써 연구생산물의 질 향상, 나아가 외

식산업의 발 에 이바지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 은 연구를 한 설문조사자 

 학계의 경우 회수율이 히 낮게 나타났으

며, 이를 해 외식 련 공자  박사과정에 재

학 이거나 수료  졸업한 공자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학계를 표하는 표본 집단으로는 볼 

수 없는 한계 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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