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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the perception that employees of contract foodservice management companies have

of internal marketing on service quality. Questionnaires were delivered to 291 employees employed in foodservice

management companies. High perception item of internal marketing was ‘value of formula education program’ (3.36

points), whereas ‘adequate allowance disbursement’ (2.62 points) and ‘various vacation benefits’ (2.66 points) scored low.

High service quality items for customers were ‘kindness to customers’ (3.89 points) and ‘willingness to help customers’ (3.89

points), whereas ‘comprehension of customers’ special requests’ (3.63 point) and [‘meeting customer expectations’] (3.64

points) scored low. The internal marketing conceived by employees of contract foodservice management companies has a

positive influence on service quality. The most influential internal marketing variable to affect service quality was

‘communication’ followed by ‘education/environment’ and ‘fringe benefits/[decisive] dele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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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서비스산업의 경쟁이 심화되고 급속히 변화하는 기

업 환경 속에서 인적 서비스가 큰 역할을 하는 외식업체의

경우, 기업 내부의 종사원은 단순한 기업유지나 경영활동의

실행주체 이상의 기능을 갖게 되었고 이들의 태도와 행위가

고객의 서비스품질 만족 및 기업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됨

에 따라 이들 종사원의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

고 있다(Han & Kim 2005; Yang 등 2006; Goo 2007).

고객의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서비스 기업이 효과

적으로 경영되기 위해서는 고객과 직접적으로 상호 접촉하

는 종사원의 행동을 이해하고, 훈련과 교육을 통한 자기개

발과 동기부여를 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만족스러운 서비스

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종사

원에게 보상을 함으로써 더욱 서비스품질은 향상될 수 있

다. 즉, 서비스기업은 외부고객에 대한 높은 서비스와 만족

을 제공하기위한 선결과제로 내부고객인 종사원에 대한 지

원과 만족을 아끼지 않는 내부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펼침으

로서 기업 경영성과 향상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Kim &

Lee 2006; Lee 2006; Koo 등 2007).

내부마케팅은 종사원을 대상으로 한 내부 지향적인 마케

팅 활동으로 종래의 마케팅은 사외고객에게 초점을 맞추어

연구나 계획 등이 실천되었으나, 현재의 내부 지향적인 내

부마케팅은 사내 고객인 현장 종사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그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하여 계획하고 실행되어지며

기업내부의 직원을 대상으로 기업은 일에 대한 보상을 직원

에게 제공하고 직원은 이에 대한 대가로 자신의 노동력을 제

공하는 것이다(Lee 2001). 최초의 개념정의를 한 Berry

(1984)는 외부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원에게 마케

팅 철학과 기법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내부

마케팅은 내부고객으로서 종사원을 내부제품으로써 직무를

생각하여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노력을 하는 한편 내부고

객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내부제품을 제공하는 노력

을 하는 것이라 정의하였다.

선행연구들에서 주장되고 있는 주요 내부마케팅의 구성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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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 권한 위임 등이며 Lee & Yun(2001)은 내부마케팅의

관련 속성을 요인분석 한 결과 종사원 교육 및 복지제도, 종

사원 보상제도, 채용정책 및 교육다양성, 공정한 인사고가

및 최고경영자의 역량, 팀웍 및 비전의 제시, 고객지향성,

제품정보 및 팀웍인 지도, 위임제도 실시 여부와 같이 8가

지 요인을 도출하였고 Kim & Lee(2006)은 내부마케팅의

실행요인으로 교육훈련, 보상시스템, 복리후생제도, 내부커

뮤니케이션, 권한위임, 고용안정성 등의 6개 요인을 제시하

였고 Yang 등(2006)은 커뮤니케이션, 교육제도, 보상제도,

복리후생제도, 휴가제도, 기타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내부마케팅의 중요성은 오늘날 증가추세에 있으면

서 그 역할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대표적 외식 서비스기업인

단체급식에 있어서도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며 경쟁력의

척도라고 할 수 있다(Yang 등 2006; Lee & Lee 2008).

단체급식에서도 특히 위탁급식업체는 고임금체제 및 물가

상승, 서비스산업의 발전, 산업의 전문화 경향 등의 경제적

요인과 고객의 고품질 식사 요구, 고객 요구의 다양성, 건

강 지향의 식문화경향 등의 사회, 문화적 요인 등 외적 요

인 외에도 급식경영합리화 추구, 직원들의 복리 후생 증진

요구 등의 여러 가지 내부 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으며 발전

하고 있다(Yoo 2000).

위탁급식업체란, 메뉴개발에서부터 인력, 조직, 물류, 서

비스, 경영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급식업

무 일체를 계약에 의해 수탁 받아 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양

질의 식사를 제공하는 업무를 관장하는 기업이나 기관을 말

하는 것으로 다양한 서비스제공에 대한 고객의 요구에 부합

하여 경영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위탁급식업체들은 다

양한 외부마케팅과 더불어 종사원에 대한 적극적인 내부마

케팅을 강조하고 있다(Yang 등 2006; 김 등 2007; Park

2007).

위탁급식은 관공서, 병원, 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시

되고 있으며, LG 아워홈, 삼성 웰스토리, 신세계, ECMD

등과 같은 대기업의 참여로 더욱 치열한 시장경쟁에 놓여있

고, 제공되는 식사의 질과 함께 종사원의 배식방법, 배식량,

친절성, 대기시간 등의 서비스 수준에 따라 고객만족에 차

별을 가지게 된다. 이에 따라 고객만족을 위해서는 종사원

의 노동 강도가 일정해야 하고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가 요구된다(Cheon 등 2006).

한편 Martin(1986)은 서비스 기업의 필수적인 성공조건

은 고객에게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면

서 서비스품질을 평가하는 척도로 절차적 서비스기준과 개

인적 서비스기준으로 대별하였다. 그는 절차적 서비스는 상

품과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때까지의 기술적인 체제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서비스의 진행과정, 적시서비스, 예견,

커뮤니케이션, 고객의 반응 및 관리감독으로 제시하였으며,

개인적 서비스 기준이란 대고객 관계에서 인간미와 우정으

로 대접하고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여 인간적 욕구에

동조할 수 있는 접객직원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태도,

몸짓, 목소리의 톤, 안내, 제안판매 및 문제해결 등으로 제

시하였다(Lee & Kim 2006; Goo 2007).

한편 종사원에 대한 내부마케팅이 서비스 제공수준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Goo(2007)는 호텔

종사원에 대한 내부 마케팅이 환대적 서비스 제공수준과 절

차적 서비스 제공수준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였고,

Kim & Lee(2006)는 국내 통신사의 내부마케팅이 서비스

품질에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교육훈련이 가장 큰 영향을 미

쳤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기존연구들(Han & Kim 2005;

Song & Park 2005; Lee 2006)이 호텔, 레스토랑, 일반

기업 대상의 내부마케팅과 직무만족, 서비스품질의 영향관

계가 많이 다루어졌을 뿐이고 그 수적 증가와 더불어 역할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위탁급식업체를 대상으로 한 내부마

케팅 연구는 Yang 등(2006)이 실시한 내부마케팅전략에 대

한 중요도와 수행도 분석 등 일부에 불과할 뿐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따라서 최근 급격한 급식산업의 발달로 선진 기술과 급식

전문회사가 등장하면서 생산성의 향상과 고객만족 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종사원에 대한 내부마케팅의 중요성이 강조

되는 위탁급식업체가 종사원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내부마

케팅에 대한 평가를 구체적으로 파악해보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더욱이 이러한 내부마케팅이 실제적

으로 종사원의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수준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칠 것인가를 규명해보는 것은 더욱 의미가 있는 일이

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탁급식업체에서 실시하는 내부

마케팅에 대한 종사원의 평가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고 이

러한 내부마케팅이 종사원의 서비스품질 제공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조사하여 위탁급식업체의 경영 극대화

및 서비스 만족 경영을 위한 내부마케팅의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대구, 경북, 부산, 경남지역의 위탁

급식 전문업체 15곳(학교 5곳, 병원 5곳, 기업 5곳)을 선정

하여 여기에 종사하는 직원(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운영개

발팀, 업장관리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06

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0일 동안 조사하였다. 표본

추출방법은 비확률 표본추출방법의 하나인 편의적 표본추출

방법을 이용하여 실시하였으며 설문지는 총 350부를 배포

하였으나 318부(90.9%)가 회수되었고, 그 중 불성실한 답

변의 설문지 27부는 제외시키고 총 291부(83.1%)의 설문이

실제 본 조사의 분석에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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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위탁급식업체 종사원의 내부마케팅에 대한 인

식이 서비스 제공수준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조사하기 위하

여 기존의 선행연구들(Glisson & Durick 1988; Kim 등

2001; Han & Kim 2005; Song & Park 2005; Kim &

Lee 2006; Lim & Jun 2006)을 참고하여 재구성된 설문

지를 바탕으로 사전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본 연구의 목적

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설문 구성은 내부마케팅 13개 문항,

서비스 제공수준 14개 문항,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7문

항으로 구성하였다. 내부마케팅 문항은 Kim & Lee(2006),

Song & Park(2005), Shigh(2000), Caruana & Calleya

(1998), Jaworsky & Kohli(1993) 등의 연구를 토대로 교

육훈련, 복리후생 및 보상시스템, 내부커뮤니케이션 등과 관

련한 내용 13개 문항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서비스 제

공수준 문항은 Martin(1986), Goo(2007), Lee & Kim

(2006) 등이 제시한 절차적 서비스와 관련한 서비스의 진행

과정, 적시서비스, 예견, 커뮤니케이션, 고객의 반응 및 관

리감독 등의 문항과 개인적 서비스와 관련한 종업원의 태

도, 몸짓, 목소리의 톤, 안내, 제안판매 및 문제해결 등의

문항을 위탁급식업체에 맞게 수정 재구성한 15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직무, 직위 등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SPSS Windows 14.0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고, 사용된 통계기법으로는 표

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

시하였으며,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내부마케팅 지각 정

도와 서비스 제공수준 차이를 파악하기위해 One-way

ANOVA 등을 실시하였고, 집단 간의 검증은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관련된 변수 및

요인들의 Cronbach’s alpha 값을 이용한 신뢰도 검정과 각

변수간의 상관계수의 산출에 근거한 요인분석을 통한 타당

성 검정을 실시하였고, 내부마케팅이 서비스 제공수준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

별은 여자가 82.5%, 남자가 17.5%이었고, 연령층은 40~49

세가 35.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39세가 24.4%,

20~29세가 23.4% 순이었다. 종사원의 직무로는 조리원이

53.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영양사 23.0%, 조리사

15.5%, 운영·개발팀 7.80% 순이었으며, 직위는 사원이

82.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주임급 12.7%, 대리급

2.7%, 과장급 2.1%의 순이었다.

2. 타당성과 신뢰성 분석

1) 내부마케팅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 분석

내부마케팅에 대한 문항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을 실시

한 결과는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요인분석을 위

한 변수들의 적합성 판단을 위한 KMO값과 요인분석 모형

의 적합성 여부를 나타내는 Bartlett 검정 값을 분석한 결

과, KMO값이 .895로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Bartlett 검정의 유의수준 또한 0.000으로 나타나 요인분

석의 적합성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뢰

성 분석결과, 신뢰성의 계수인 Cronbach’s α값이 최소 .767

에서 최대 .925로 나타나 측정변수들은 전반적으로 높은 내

적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척도들

의 신뢰도는 모두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분석결과, 고유

값 1이상의 3개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요인 1은 다양한 휴

가제도, 충분한 수당 지급, 종사원의 보상제도, 회사의 복

리후생 등의 항목이 묶여「복리후생」이라 하였으며, 요인

2는 동료들 간의 의사소통, 동료들 간의 정보교환, 문제해

결에 종사원 판단 이용, 직원간의 내부커뮤니케이션, 회사

운영계획정보 교환 등의 항목이 묶여「커뮤니케이션」이라

하였으며, 요인 3은 정기적·체계적인 교육, 교육프로그램,

공식적인 교육프로그램 가치, 근무지 환경 등의 항목이 묶

여「교육환경」이라고 명명하였다. 선행연구(Kim & Lee

2006; Lim & Jun 2006)에서 분석된 요인과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은 요인적재량이 낮은 항목과 판별타당성이 떨어지

는 항목은 모두 제거했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는 위탁급식업체의 내부마케팅 중 ‘공식적인 교

육 훈련프로그램의 가치’(3.36점)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훈련’, ‘교육

프로그램 진행’ 등의 순으로 교육에 대한 높은 지각 정도를

나타내었다. 반면에 ‘충분한 수당 지급’(2.62점), ‘다양한 휴

가제도’(2.66점), ‘좋은 보상(임금, 승진)제도’(2.76점) 등 보

상에 대한 지각 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 Group N(%)

Gender Male  51(017.5)
Female 240(082.5)

Age (yr)

20-29  68(023.4)
30-39  71(024.4)
40-49 104(035.7)
≥50  48(016.5)

Job

Dietitian  67(023.0)
Cook  45(015.5)
Cook helper 156(053.6)
Operation & Development team etc.  23(07.8)

Job
position

Staff 240(082.5)
Chief  37(012.7)
Over Assistant manager  14(04.8)

Total 29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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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 & Jun(2006)의 패밀리레스토랑 종사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내부마케팅 중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교육 및 훈련이었으며, 복리후생이 가장 낮

은 인식 수준을 보였다고 보고해 본 연구와 큰 차이는 보이

지 않았다. 한편 본 연구 결과, 위탁급식업체 종사원들은 충

분한 수당 지급이나 다양한 휴가제도, 임금, 승진제도에 대

해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 위탁급식업체 경영

자들은 수당 지급 및 다양한 휴가제도, 임금, 승진 제도 등

에 있어서 종업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더욱 더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내부마케팅 전략을 세워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 서비스 제공수준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 분석

서비스 제공수준 문항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을 실

시한 결과는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 결과, 고유

값 1이상의 2개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요인 1은 고객의 이

득에 대한 관심, 고객 개개인에 대한 관심, 고객의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지식, 고객의 특별한 요구에 대한 이해, 고객

에 대한 나의 편안함, 고객의 요구에 대한 응대, 고객에 대

한 나의 신뢰감, 고객에 대한 나의 친절함, 기꺼이 고객을

도움 등의 항목이 묶여「개인적 서비스」라 하였으며, 요인

2는 문제해결에 진지한 관심, 약속한 시간에 서비스 제공,

정확한 서비스 제공, 확실한 시간 내 고객과의 약속이행, 서

비스 제공 시 정확한 의사전달, 즉각적인 서비스 제공 등의

항목이 묶여「절차적 서비스」라고 명명하였다. 추출한 2개

의 요인에 의한 총분산 설명력은 64.358%로 나타났고 신뢰

계수(Cronbach’s Alpha)는 0.860 이상으로 나타나 높은

신뢰도를 보여주었다. 서비스 제공수준에 대한 요인의 타당

성과 신뢰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전체적으로 종사원의

<Table 2> Factor analysis for internal marketing

Factor Variable Mean Cronbach’s 
α

Alpha if 
item

Deleted 
Factor 

Loading
Eigen 
Value

Pct of
Var
(%)

Cum
Pct
(%)

Factor 1
Fringe Benefits

Various vacation system 2.66

0.925

0.895 0.862

6.130 47.156 47.156Enough allowance disbursement 2.62 0.904 0.854
Good compensation (a wages, an elevation) system 2.76 0.898 0.845
Company’s fringe benefits 2.87 0.912 0.761

Factor 2
Communication

Communication between companions 3.14

0.811

0.753 0.810

1.482 11.399 58.555
Information interchange between companions 3.05 0.762 0.782
Respect of employee’s judgment in troubleshooting solution 2.77 0.793 0.623
Internal communication between employee 2.93 0.762 0.571
Company operation planning information 2.98 0.801 0.568

Factor 3
Education/

Environment

Periodical and systematic education 3.31

0.767

0.761 0.844

1.278 9.832 68.387Education program progress 3.26 0.641 0.740
Value of formula education program 3.36 0.713 0.730
Good service-area environment 3.26 0.724 0.489
KMO (Kaiser-Meyer-Olkin)= .895, Bartlett χ2=2160.394 (p<0.000), Overall Cronbach’s α=0.938

<Table 3> Factor analysis for service delivery level

Factor Variable Mean Cronbach’s 
α

Alpha if item
Deleted 

Factor 
Loading

Eigen 
Value

Pct of 
Var(%)

Cum 
Pct(%)

Factor 1
Personal
service

Interest in customer’s gains 3.67

.926

0.915 0.771

8.645 57.636 57.636

Interest in customer’s each person 3.74 0.912 0.760
Knowledge that can answer on customer’s question 3.81 0.916 0.735
Comprehension on customer’s especial request 3.63 0.919 0.735
My comfort for customer 3.85 0.914 0.716
Respond to customer need 3.73 0.925 0.713
Trustworthiness of my behavior for customer 3.80 0.916 0.669
My kindness for customer 3.89 0.916 0.664
Willingly help customer 3.89 0.922 0.532

Factor 1
Procedural 

service

Interest which is sincere in troubleshooting 3.70

.888

0.864 0.769

1.008  6.722 64.358

Service offer on promise time 3.86 0.860 0.753
Correct service offer 3.77 0.869 0.752
Promise performance with customer 3.64 0.875 0.727
Correct communication at service offer 3.84 0.868 0.714
Quick service offer 3.85 0.876 0.584

KMO (Kaiser-Meyer-Olkin)= .956, Bartlett χ2=2966.248 (p<0.000), Overall Cronbach’s α=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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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수준에 대한 지각은 ‘고객에 대한 나의 친절함’

(3.89점)과 ‘기꺼이 고객을 도움’(3.89점)에 대한 지각이 가

장 높았고, 그 다음은 ‘약속한 시간에 서비스 제공’(3.86점),

‘즉각적인 서비스 제공’(3.85점), ‘정확한 서비스 제공’(3.84

점) 등의 순으로 높은 지각을 나타내었다. 반면에 ‘고객의

특별한 요구에 대한 이해(3.63점)’, ‘확실한 시간 내 실제

약속 이행’(3.64점) 등에 대해서는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객의 특별한 요구까지도

세심히 고려할 수 있는 업무환경 지원과 서비스 정신이 요

구되었다.

3. 내부마케팅 지각 정도

1) 종사원의 연령에 따른 내부마케팅 지각 정도

종사원의 연령에 따른 위탁급식업체의 내부마케팅 실행에

대한 지각 정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다. 연령에 따라서는 던컨의 다중비교 결과, 30대가

‘다양한 휴가제도’, ‘충분한 수당 지급’, ‘좋은 보상(임금, 승

진)제도’, ‘좋은 복리후생수준’, ‘동료 간의 원활한 정보 제

공’, ‘원활한 내부커뮤니케이션’, ‘회사운영 정보 정기적으로

받음’, ‘공식적인 교육 훈련프로그램의 가치’ 등의 문항에서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가장 낮은 지각 정도를 보여 이들 30대

에 대한 회사의 특별한 관심과 대화 등 적극적인 내부마케

팅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2) 종사원의 직무에 따른 내부마케팅 지각 정도

종사원의 직무에 따른 위탁급식업체의 내부마케팅에 대한

지각 정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다. 직무에 따라서는 ‘다양한 휴가제도’(p<0.05)에 대해

서 조리원이 가장 높게 평가하였고, 그 다음은 조리사, 운

영 및 개발팀이었으며, 영양사가 가장 낮은 평가를 하였다.

또한 ‘공식적인 교육 훈련프로그램의 가치’(p<0.05)에 대해

조리원이나 운영 및 개발팀 등이 영양사나 조리사에 비해 높

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종사원의 직위에 따른 내부마케팅 지각 정도

종사원의 직위에 따른 위탁급식업체의 내부마케팅 실행에

대한 지각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다. ‘회사와 종사원 간 원활한 내부커뮤니케이션’(p<0.05)

에 대해서는 대리급이상이 가장 높게 평가하였고, 그 다음

은 사원, 주임급 등의 순이었다. 또한 ‘교육프로그램 진행’

(p<0.05)에 대해서는 직위가 높을수록 높게 평가하였고, ‘정

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훈련’(p<0.05)이나 ‘공식적인 교육

훈련프로그램의 가치’(p<0.05)에 대해서는 대리급이상이 사

원이나 주임급에 비해 높은 평가를 하였다.

4. 서비스 제공수준

1) 종사원의 연령에 따른 서비스 제공수준

종사원의 연령에 따른 서비스 제공수준에 대한 지각 차이

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7>에서 보는 바와 같다. 연령에

따라서는 ‘고객의 이득에 대한 관심’(p<0.001), ‘고객 개개

인에 대한 관심’(p<0.01), ‘고객의 특별한 요구에 대한 이해’

(p<0.001), ‘기꺼이 고객을 도움’(p<0.05), ‘고객에 대한 나

의 친절함’(p<0.01), ‘즉각적인 서비스 제공’(p<0.01) 등에

대해서 40대와 50대 이상이 상대적인 저연령층인 20대와

30대에 비해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객의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지식’(p<0.05), ‘고객에 대한 나의 편

<Table 4> Internal marketing recognition score by age

Variables
Age

F
20s 30s 40s 50s 

Fringe
Benefits

Various vacation system 2.60±1.19ab 2.35±1.05b 2.82±1.05a 2.88±1.33a 3.026*
Enough allowance disbursement 2.65±1.13ab 2.32±1.03b 2.85±1.17a 2.52±1.20ab 3.114*
Good compensation (a wages, an elevation) system 2.84±1.11a 2.42±1.14b 2.95±1.16a 2.73±1.00ab 3.282*
Company’s fringe benefits 2.87±1.18ab 2.54±1.05b 3.02±1.11a 3.01±1.11a 3.129*
Total 2.74±1.04ab 2.41±1.02b 2.91±1.11a 2.79±1.03a 3.494*

Communication

Communication between companions 3.26±0.90 2.92±1.02 3.18±0.96 3.23±0.92 1.880
Information interchange between companions 3.25±0.85ab 0.83±0.97c 2.96±1.00bc 3.31±1.07a 3.590*
Respect of employee’s judgment in troubleshooting solution 2.82±0.86 2.48±1.05 2.86±1.11 2.92±1.10 2.438
Internal communication between employee 3.13±0.92a 2.58±0.99b 2.98±0.94a 3.08±0.96a 4.733**
Company operation planning information 3.07±0.88a 2.65±0.92b 2.97±0.96ab 3.33±1.65a 4.101**
Total 3.11±0.69a 2.69±0.79b 2.99±0.80a 3.18±0.81a 4.951**

Education/
Environment

Periodical and systematic education 3.35±1.07 3.23±0.86 3.29±0.75 3.44±0.98 0.594
Education program progress 3.37±1.11 3.21±0.90 3.23±0.94 3.27±0.81 0.376
Value of formula education program 3.26±1.08ab 3.10±1.13b 3.52±0.89a 3.54±0.84a 3.248*
Good service-area environment 3.29±0.93 3.01±0.88 3.38±0.97 3.33±0.94 2.347
Total 3.32±0.87 3.14±0.76 3.36±0.64 3.40±0.65 1.668

Mean±S.D.(n=291), *p<0.05, **p<0.01, abcMeans in the raw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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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함’(p<0.01) 등에 대해서도 40대가 가장 높게 지각하였고,

그 다음은 50대 이상, 20대, 30대 등의 순이었다. 본 연구

결과, 전반적으로 40대, 50대 이상의 종사자가 상대적인 저

연령층인 20대, 30대보다 서비스 제공수준에 대한 지각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Lee(2001)의 여행사 종사

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35세 이상의 종사원이 상대적

인 저연령층인 35세미만보다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수준

이 높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비슷한 반

면에 Choi(2004)의 호텔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호

텔종사원의 연령에 따른 서비스 제공수준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업체별 종사원의 서비스 제공수준 지각에 다

소 차이가 나타났다.

<Table 5> Internal marketing recognition score by job

Variables

Job

F
Dietitian Cook Cook helper

Operation & 
Development 

team etc.

Fringe Benefits

Various vacation system 2.28±1.05b 2.76±1.06ab 2.81±1.17a 2.57±1.19ab 3.579*
Enough allowance disbursement 2.37±1.05 2.67±1.06 2.73±1.20 2.48±1.08 1.668
Good compensation (a wages, an elevation) system 2.52±1.05 2.73±1.05 2.83±1.15 3.04±1.33 1.659
Company’s fringe benefits 2.57±1.11 2.91±1.45 2.97±1.12 3.00±1.08 2.148
Total 2.44±0.95 2.77±0.97 2.83±1.06 2.77±1.08 2.417

Communication

Employee’s opinion reflection in company operation 2.84±1.00 2.87±0.89 3.12±0.96 3.30±0.70 2.453
Communication between companions 3.06±0.96 3.07±1.03 3.15±0.96 3.48±0.79 1.195
Information interchange between companions 2.97±0.92 2.98±0.96 3.08±1.04 3.26±0.81 0.629
Respect of employee’s judgment in troubleshooting solution 2.55±0.90 2.73±1.15 2.87±1.06 2.74±1.13 1.469
Internal communication between employee 2.82±1.01 2.87±1.03 2.99±0.96 3.00±0.79 0.599
Company operation planning information 2.87±0.88 2.76±0.90 3.03±1.01 3.39±1.08 2.048
Total 2.85±0.78 2.88±0.85 3.03±0.80 3.17±0.61 1.447

Education/
Environment

Periodical and systematic education 3.21±1.07 3.27±0.89 3.33±0.81 3.57±0.99 0.960
Education program progress 3.25±1.09 3.33±0.93 3.21±0.89 3.57±1.08 1.034
Value of formula education program 3.09±1.09b 3.18±1.07b 3.51±0.93a 3.48±1.08a 3.480*
Good service-area environment 3.07±0.89 3.18±0.96 3.36±0.95 3.35±0.98 1.607
Total 3.16±0.85 3.24±0.81 3.35±0.62 3.49±0.87 1.749

Mean±S.D.(n=291), *p<0.05, **p<0.01, abcMeans in the raw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6> Internal marketing recognition score by job position

Variables
Job Position

F
Staff Chief Over Assistant 

manager

Fringe Benefits

Various vacation system 2.69±1.14 2.49±1.17 2.64±1.15 0.512
Enough allowance disbursement 2.65±1.14 2.46±1.21 2.57±1.08 0.433
Good compensation (a wages, an elevation) system 2.77±1.12 2.59±0.21 3.00±1.17 0.716
Company’s fringe benefits 2.88±1.11 2.68±1.12 3.14±1.02 0.975
Total 2.75±1.02 2.55±1.10 2.84±1.02 0.652

Communication

Communication between companions 3.15±0.95 2.97±1.06 3.57±0.64 1.969
Information interchange between companions 3.06±0.99 2.84±0.98 3.50±0.65 2.342
Respect of employee’s judgment in troubleshooting solution 2.80±1.02 2.46±1.19 3.07±0.93 2.269
Internal communication between employee 2.96±0.94ab 2.59±1.14b 3.36±0.74a 3.731*
Company operation planning information 2.99±1.13 2.70±0.90 3.43±0.75 2.374
Total 2.99±0.77ab 2.71±0.93b 3.39±0.57a 4.048*

Education/
Environment

Periodical and systematic education 3.28±0.88b 3.32±1.00b 3.93±0.82a 3.528*
Education program progress 3.21±0.95b 3.41±0.98ab 3.86±0.86a 3.547*
Value of formula education program 3.34±1.01b 3.27±1.01b 4.00±0.78a 3.067*
Good service-area environment 3.28±0.94 3.00±0.94 3.64±0.84 2.632
Total 3.28±0.71b 3.25±0.83b 3.86±0.66a 4.357*

Mean±S.D.(n=291), *p<0.05, abcMeans in the raw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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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사원의 직무에 따른 서비스 제공수준

종사원의 직무에 따른 서비스 제공수준에 대한 지각 차이

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8>에서 보는 바와 같다. 직무에

따라서는 ‘고객의 이득에 대한 관심’(p<0.001), ‘고객 개개

인에 대한 관심’(p<0.001), ‘고객의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지

식’(p<0.001), ‘고객의 특별한 요구에 대한 이해’(p<0.001),

‘고객에 대한 나의 편안함’(p<0.001), ‘고객의 요구에 대한

응대’(p<0.05), ‘고객에 대한 나의 친절함’(p<0.001) 등의

항목에서는 조리원이 다른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보다 상대

적으로 높은 서비스 제공수준 지각을 나타내었다. 또한 ‘기

꺼이 고객을 도움(p<0.01)’, ‘즉각적인 서비스 제공’

(p<0.001) 등은 조리원이 영양사에 비해 높은 지각을 나타

<Table 7> Service delivery level score by age

Variables
Age

F
20s 30s 40s 50s 

Personal
service

Interest in customer’s gains 3.46±0.84b 3.24±0.90b 4.02±0.90a 3.83±1.04a 12.134***
Interest in customer’s each person 3.69±0.92ab 3.41±0.89b 3.98±0.96a 3.79±1.07a 05.205**
Knowledge that can answer on customer’s question 3.72±0.73ab 3.61±0.80b 3.97±0.90a 3.90±0.97ab 03.018*
Comprehension on customer’s especial request 3.31±1.04b 3.13±1.06b 4.01±0.99a 3.98±1.10a 14.219***
My comfort for customer 3.72±0.83bc 3.62±0.72c 4.04±0.87a 3.94±0.93ab 04.262**
Respond to customer need 3.59±0.98 3.59±0.84 3.90±0.94 3.73±1.09 02.156
Trustworthiness of my behavior for customer 3.74±0.84 3.62±0.76 3.92±0.83 3.88±0.96 02.094
My kindness for customer 3.69±0.87b 3.69±0.80b 4.06±0.92a 4.10±0.93a 04.552**
Willingly help customer 3.81±0.83ab 3.69±0.86b 4.00±0.84a 4.04±0.82a 02.678*
Total 3.64±0.71b 3.51±0.63b 3.99±0.71a 3.91±0.81a 07.939***

Procedural
service

Interest which is sincere in troubleshooting 3.65±0.77 3.62±0.76 3.72±0.89 3.85±0.92 00.873
Service offer on promise time 3.81±0.83 3.70±0.89 3.96±0.84 3.94±0.91 01.472
Correct service offer 3.71±0.75 3.62±0.80 3.91±0.84 3.75±0.93 01.971
Promise performance with customer 3.62±0.73 3.52±0.75 3.72±0.87 3.65±0.98 00.823
Correct communication at service offer 3.72±0.75 3.69±0.82 3.99±0.78 3.90±0.91 02.600
Quick service offer 3.66±0.86b 3.68±0.86b 4.04±0.81a 3.98±0.86a 04.253**
Total 3.69±0.63 3.64±0.63 3.89±0.67 3.84±0.76 02.553

Mean±S.D.(n=291), *p<0.05, **p<0.01, ***p<0.001, abcMeans in the raw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8> Service delivery level score by job

Variables

Job

F
Dietitian Cook Cook helper

Operation & 
Development 

team etc.

Personal
service

Interest in customer’s gains 3.25±0.86b 3.38±0.81b 3.99±0.94a 3.26±0.19b 14.326***
Interest in customer’s each person 3.57±0.87b 3.42±0.89b 3.97±0.96a 3.30±1.06b 07.330***
Knowledge that can answer on customer’s question 3.55±0.70b 3.58±0.78b 3.99±0.91a 3.78±0.85ab 05.743***
Comprehension on customer’s especial request 2.96±0.94b 3.31±1.0b 4.04±0.98a 3.35±1.15b 21.003***
My comfort for customer 3.51±0.77b 3.67±0.85b 4.05±0.84a 3.78±0.80ab 07.778***
Respond to customer need 3.49±0.88b 3.60±0.92b 3.89±0.97a 3.52±1.04b 03.572*
Trustworthiness of my behavior for customer 3.64±0.79 3.67±0.83 3.92±0.85 3.65±0.89 02.533
My kindness for customer 3.54±0.82b 3.62±0.83b 4.13±0.87a 3.78±0.95ab 09.490***
Willingly help customer 3.64±0.83b 3.80±0.69ab 4.04±0.86a 3.74±.086ab 04.067**
Total 3.46±0.65b 3.56±0.69b 4.00±0.70a 3.57±.077b 12.326***

Procedural 
service

Interest which is sincere in troubleshooting 3.49±0.73 3.64±0.80 3.81±0.85 3.70±1.02 02.333
Service offer on promise time 3.78±0.74ab 3.49±0.84b 4.01±0.82a 3.83±1.07ab 04.681**
Correct service offer 3.58±0.72ab 3.51±0.92b 3.91±0.81a 3.81±0.89ab 04.254**
Promise performance with customer 3.51±0.70 3.49±0.84 3.72±0.87 3.70±0.88 01.633
Correct communication at service offer 3.63±0.69b 3.60±0.78b 4.00±0.84a 3.83±0.83ab 05.070**
Quick service offer 3.49±0.82c 3.89±0.71ab 4.03±0.84a 3.65±0.98bc 06.918***
Total 3.58±0.57b 3.60±0.66b 3.91±0.67a 3.75±0.82ab 05.272***

Mean±S.D.(n=291), *p<0.05, **p<0.01, ***p<0.001, abcMeans in the raw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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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었다. 또한 ‘약속한 시간에 서비스 제공’(p<0.01), ‘정확

한 서비스 제공’(p<0.01), ‘서비스 제공시 정확한 의사전달’

(p<0.01) 등에 대해서는 조리원이 가장 높은 지각을 나타내

었고, 그 다음은 운영 개발팀 등과 영양사였고, 조리사가 가

장 낮은 지각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 결과 전반적으로 조리

원이 다른 직무(영양사, 조리사, 운영·개발팀)의 종사자보

다 서비스 제공수준에 대한 지각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6) 종사원의 직위에 따른 서비스 제공수준

종사원의 직위에 따른 서비스 제공수준에 대한 지각 차이

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9>에서 보는 바와 같다. 직위에

따라서는 ‘고객의 이득에 대한 관심’(p<0.05)은 사원, 주임

급, 대리급이상 등의 순으로 직위가 낮을수록 높은 지각을

나타낸 반면에 ‘고객의 특별한 요구에 대한 이해’(p<0.05)

와 ‘고객에 대한 나의 친절함’(p<0.05)은 대리급이상과 사

원이 주임급보다 높은 지각을 나타내었다.

7) 내부마케팅이 종사원의 서비스 제공수준에 미치는 영향 

(1) 내부마케팅이 개인적 서비스 제공수준에 미치는 영향

위탁급식업체의 내부마케팅이 종사원의 고객에 대한 개인

적 서비스 제공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한 결과 <Table 10>에서 보는 바와 같다. 내부

마케팅과 개인적 서비스 제공수준의 영향관계에서 종속변수

인 개인적 서비스 제공수준에 대한 전체 설명력(수정 R2)은

25.0%로 나타났고 회귀성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

는 F통계량 값은 33.258이고 유의도가 p<0.000이다. 따라

서 이 회귀성은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각 독립변수의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한 t값의 유의도에

의해 개인적 서비스 제공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복

리후생, 커뮤니케이션, 교육환경 등 모든 내부마케팅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Goo(2007), Kim &

Lee(2006), Lim & Jun(2006), Han & Kim(2005),

Bettencourt & Brown (1997) 등의 일반 기업 혹은 호텔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교육훈련, 근무환경, 복리후생

<Table 9> Service delivery level score by job position

Variables
Job position

F
Staff Chief Over Assistant 

manager

Personal
service

Interest in customer’s gains 3.74±0.97a 3.38±0.86ab 3.21±0.89b 3.934*
Interest in customer’s each person 3.78±0.99 3.59±0.93 3.50±0.76 1.036
Knowledge that can answer on customer’s question 3.82±0.88 3.70±0.74 3.93±0.83 0.438
Comprehension on customer’s especial request 3.70±1.10a 3.14±1.06b 3.64±1.08a 4.284*
My comfort for customer 3.87±0.87 3.68±0.82 3.86±0.66 0.843
Respond to customer need 3.73±0.98 3.68±0.85 3.86±0.95 0.181
Trustworthiness of my behavior for customer 3.79±0.85 3.78±0.82 4.00±0.78 0.422
My kindness for customer 3.95±0.89a 3.51±0.90b 3.86±0.86a 3.861*
Willingly help customer 3.93±0.85 3.70±0.81 3.71±0.91 1.418
Total 3.81±0.74 3.57±0.67 3.73±0.73 1.714

Procedural 
service

Interest which is sincere in troubleshooting 3.74±0.84 3.49±0.69 3.57±1.09 1.675
Service offer on promise time 3.87±0.87 3.76±0.83 4.00±0.78 0.456
Correct service offer 3.77±0.83 3.68±0.78 4.00±0.96 0.773
Promise performance with customer 3.64±0.85 3.54±0.69 3.86±0.95 0.735
Correct communication at service offer 3.85±0.83 3.78±0.79 3.79±0.58 0.137
Quick service offer 3.88±0.85 3.70±0.88 3.71±0.91 0.903
Total 3.79±0.68 3.66±0.57 3.82±0.80 0.664

Mean±S.D.(n=291), *p<0.05, abcMeans in the raw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10> Influence on employee's personal service delivery level of internal marketing factors

Dependent 
Variable Factor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

B Std. Error β

Personal 
Service 

Constant 3.777 0.037 101.47000 0.000
Fringe Benefits 0.223 0.037 0.304 5.972 0.000
Communication 0.248 0.037 0.339 6.657 0.000
Education Environment 0.166 0.037 0.226 4.449 0.000

adjusted R=0.250 F=33.258 p=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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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내부마케팅이 서비스 제공수준에 영향을 미쳤다는 연

구결과를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 위탁급식업체가 내부 종사원에게 원활한 의사소

통의 기회를 부여하고, 교육훈련을 통한 동기부여, 적절한

보상 등의 복리후생 등 내부마케팅이 잘 이루어 질 때, 종

사원들은 이에 대한 대가로 고객에게 보다 더 친절하고 높

은 관심을 가진 높은 수준의 개인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

실을 알 수 있었다.

(2) 내부마케팅이 절차적 서비스(procedural service) 제

공수준에 미치는 영향

위탁급식업체의 내부마케팅이 종사원의 고객에 대한 절차

적 서비스 제공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한 결과 <Table 11>에서 보는 바와 같다. 내부

마케팅과 절차적 서비스 제공수준의 영향관계에서 종속변수

인 절차적 서비스 제공수준에 대한 전체 설명력(수정 R2)은

25.8%로 나타났고 회귀성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

는 F통계량 값은 34.592이고 유의도가 p<0.000이다. 따라

서 이 회귀성은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각 독립변수의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한 t값의 유의도에

의해 절차적 서비스 제공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복

리후생, 커뮤니케이션, 교육환경 등 모든 내부마케팅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β계수 값이 0.397

로 크게 나타난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영향력이 큰 항목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 위탁급식업체가 내부 종사원

에게 원활한 의사소통의 기회를 부여하고, 직원들 간의 정

보교환이 잘 이루어지도록 도우며, 건의사항이나 불편 사항

이 잘 해결되도록 적극적으로 내부마케팅을 펼칠 때, 종사

원들은 서비스 진행과정에서 고객에게 보다 더 신속하고 정

확한 질 높은 수준의 절차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최근 급격한 급식산업의 발달로 그 관심이 증

대되고 있는 위탁급식업체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탁급식업

체의 내부마케팅 수준이 종사원의 서비스품질 제공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규명하여 위탁급식업체의 경영

합리화와 마케팅 전략수립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

다. 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사원의 위탁급식업체 내부마케팅 실행에 대한 지

각 차이를 분석한 결과, ‘공식적인 교육 훈련프로그램의 가

치’(3.36점),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훈련’, ‘교육프로그

램 진행’ 등에 대한 지각이 높은 반면에 ‘충분한 수당 지급’

(2.62점), ‘다양한 휴가제도’(2.66점), ‘좋은 보상(임금, 승

진)제도’(2.76점) 등에 대해서는 낮은 지각을 나타내었다.

연령에 따라서는 30대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복리후생, 커

뮤니케이션 등의 문항에서 가장 낮은 지각 정도를 보였으

며, 직무에 따라서는 조리원이나 운영 및 개발팀 등이 영양

사나 조리사에 비해 ‘공식적인 교육 훈련프로그램의 가치’

(p<0.05)에 대해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

위에 따라서는 ‘교육프로그램 진행’,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훈련’, ‘공식적인 교육 훈련프로그램의 가치’에 대해 직

위가 높을수록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종사원의 서비스 제공수준에 대한 지각 차이를 분

석한 결과, ‘고객에 대한 나의 친절함’(3.89점)과 ‘기꺼이 고

객을 도움’(3.89점)에 대한 지각이 높은 반면에 ‘고객의 특

별한 요구에 대한 이해(3.63점)’, ‘확실한 시간 내 실제 약

속 이행’(3.64점) 등에 대해서는 낮은 지각을 나나내었다.

연령에 따라서는 40대와 50대 이상의 종사원이 ‘고객에 대

한 나의 친절함’, ‘고객의 이득에 대한 관심’, ‘고객의 특별

한 요구에 대한 이해’ 등 개인적 서비스 제공수준에 대해 상

대적인 저연령층인 20대와 30대에 비해 높은 지각 정도를

보였으며, 직무에 따라서는 조리원이 ‘정확한 서비스 제공’

(p<0.01), ‘약속한 시간에 서비스 제공’(p<0.01), ‘서비스

제공 시 정확한 의사전달’(p<0.01) 등 절차적 서비스 제공

수준에 대해 가장 높은 지각을 나타내었다. 직위에 따라서

는 ‘고객에 대한 나의 친절함’(p<0.05)과 ‘고객의 특별한 요

구에 대한 이해’(p<0.05) 등의 항목에서 대리급이상과 사원

이 주임급보다 높은 지각을 나타내었다. 위탁급식업체 서비

스의 특성상 서비스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종사원들의 역할

에 따라 전체적인 서비스품질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

에 20대와 30대, 주임급의 종사원들에게는 보다 더 높은 서

비스교육의 실시와 더불어 고객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

해나갈 수 있는 자세 확립이 요구된다고 사료된다.

셋째, 내부마케팅과 서비스 제공수준의 영향관계에서 개

<Table 11> Influence on employee's procedural service delivery level of internal marketing factors

Dependent 
Variable Factor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

B Std. Error β

Procedural 
Service 

Constant 3.775 0.034 111.30800 0.000
Fringe Benefits 0.149 0.034 0.221 4.376 0.000
Communication 0.271 0.035 0.403 7.963 0.000
Education Environment 0.157 0.033 0.233 4.606 0.000

adjusted R2=0.258 F=34.592 p=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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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서비스와 절차적 서비스 제공수준에 복리후생, 커뮤니

케이션, 교육환경 등 모든 내부마케팅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커뮤니케이션이 개인적서비스, 절

차적 서비스 모두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항목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위탁급식업체가 고객

접점에 있는 내부 종사원에게 보다 더 원활한 의사소통의 기

회를 부여하고, 직원들 간의 용이한 정보교환을 지원하며,

건의사항이나 불편 사항의 원만한 해결에 적극 나서고, 교

육훈련을 통한 동기부여를 지원하고, 적절한 보상과 질 높

은 복리후생 제도를 제공하는 등 커뮤니케이션 지원을 중심

으로 한 교육/환경, 복리후생 등의 전반적인 내부마케팅에

더욱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종사원의 서비스 수준

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탁급식업체는 내부 종사원에 대한 내부마케팅 수

준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과 자세를 가지도록 노력해

야 하며, 이러한 내부마케팅이 잘 수행될 때 종사원은 고객

에게 보다 더 친절하고 신뢰감이 있는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

공하게 되고 서비스 진행과정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고차

원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이를 통해 고객들은 그 위탁

급식업체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게 되고, 이로써 위탁

급식업체는 매출의 증대와 경영합리화 도모, 나아가 성공적

인 기업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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