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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ms of study were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 internationalization of Contract Foodservice Management

Companies (CFMC) and to gain a better understanding of internal push-and-pull factors through in-depth interviews. The

interviewees were managers of four large CFMCs and one small-to-medium CFMC. The non-structured interview format

employed an interview guide of open-ended questions. All interviews were digitally recorded and notes were taken

simultaneously by an interview assistant. The narrative data analysis involved transcription, coding, classification by

categories, and content analysis. Eighty-eight codes were generated from the interview analyses, and the subordinate

variables uncovered included seven push factors, eight pull factors, one interactive factor, and 10 internal dynamics. These

factors will be useful in further studies of the internal operations of specific CFMCs, and more generally, the practical

condition of th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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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통계에 따르면 2005년 통계조사부터 별

도로 분류 조사된 위탁급식업소는 성장세에 있으며, 2007년에

7,437개소로 나타났다(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2008).

산업의 전문화 추세에 맞춰 등장한 위탁급식업은 1988년

국내 위탁급식시장이 활성화 된 이후, 급식경영합리화를 추

구하고자 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면서 IMF 체제하에서

도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다(Park 2004). 위탁급식업은 2004

년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위탁급식의 시장규모는 2005

년에 6조원 규모의 단체급식 시장에서 3조 1천억 원으로

52%를 차지였고, 2008년에는 7조원 규모의 단체급식 시장

에서 3조 5천억 원으로 50%의 점유율로 나타났다(Park

2008). 또한, 국내 위탁급식업체는 개인 업체까지 포함하면

1,000여 개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법인의 형태는 100

여 업체이며 이중 50여 개 업체는 평균 50억 원 이상의 매

출 규모를 보이고 있다(Yang 등 2008). 이러한 성장 가운

데 급식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한정된 시장을 놓고 위

탁급식업체들의 신규업장 수주와 개발을 위한 업체 간 경쟁

이 심화되고 있고(Jeong 2000), 과도한 투자에 따른 무리

한 운영으로 출혈경쟁을 하고 있으며 식재료비와 인건비가

높아지는데 비해 오히려 수탁사에서 지불하는 급식단가는

제자리걸음이므로 위탁급식 전문업체들의 경영환경은 점점

악화되어 이들은 급식시장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한 새로운

활로를 찾고 있다(Eom & Lyu 2003).

현재 위탁급식산업이 성숙기에서 쇠퇴기로 넘어가는 시기

로 인해, 국내 위탁급식업체는 급식시장에 대한 한계를 느

끼게 되어 수익성 위주의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부문에 관심

을 갖게 되어 물류센터, 식자재유통, 식품제조사업, 출장외

식, 급식형태를 영업급식이나 푸드 코트 형태 등으로 바꾸

는 시설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한 사업다각화로 새로운 수익

원을 창출하고 있다(Ryu & Kim 2008). 최근 국내 위탁급

식업계는 식자재유통과 컨세션(Concession) 시장에서의 자

리 굳히기 경쟁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신규사업진출에 노

력을 기울이고 있다(Park 2008). 그러나 해외진출 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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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적극적이지 못한 상황에 있다. 이에 반해, 국외 선진 위

탁급식업체 상위 순위에 있는 ARAMARK, SODEXO,

COMPASS와 같은 업체들은 이미 60년대부터 해외진출을

시작하여, 2009년 현재 ARAMARK는 22개국, SODEXO

는 80개국, COMPASS는 55개국의 해외진출국을 가지고 있

다(www.aramark.com, www.sodexo.com, www.compass-

group.com).

국내 위탁급식업체 국제화 현황을 살펴보면 대기업의 경

우 해외 진출한 자사계열사의 종업원 복지차원에서의 급식

을 제공받고자 하는 요구가 있었으나, 사업타당성 검토 차

원에서 한계가 드러나 직접투자방식이 아닌, 전략적 제휴 형

태로 해외 진출을 시도하였다(Han & Yang 2004). 중소기

업의 국제화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에 진출한 업체는 수양급

식의 웨양푸드시스템, 청학F&C의 푸른원찬음유한공사, 이

바돔의 청도이바돔식품관리유한공사, 아덴서비스 이며 베트

남에 진출한 업체는 그린푸드, CNS, 라이프브릿지베트남

등으로 나타났다. 해외진출형태는 위탁급식을 주목적으로 진

출한 경우와 식품제조산업으로 진출하여 위탁급식으로 사업

영역 확장한 경우로 나뉜다. 현재 중국 상하이에서 한인학

교 위탁급식을 수행하고 있는 수양급식만이 위탁급식을 목

적으로 해외 진출 한 경우로 볼 수 있으며, 청학F&C는 식

품제조산업으로 진출하여 위탁급식사업으로 사업의 영역을

확장한 경우이다(www.kochamsh.com; Kotra 2008).

국제화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는 1970년

도 중반부터 국제화의 단계 및 과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

게 이루어지며 함께 연구되어졌고, Greiner(1998)는 기업

조직이 성장하면서 직면하는 환경변화에 적응하는 속도에

따라 국제화 정도가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Davidson

& Harrigan(1977)은 제품의 특성, 시장의 특성, 시장지출

순서 및 시기가, Johanson & Vahlne(1977)는 기존시장의

위협, 신규시장의 기회, 기업내부의 능력 및 경험, 성장의

지 등이 국제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Bilkey

(1984)는 기업특유의 비교우위, 경영관리자의 의지, 해외진

출에서 예상되는 성과, 해외진출에의 조직참여 정도가 국제

화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Root(1987)와 Terpstra

& Russow(2000)는 기업 내부·외부적 요인에 의한 국제

화 연구를 실시하였고, Yip(1992)은 국제화 촉진요인으로

시장, 정부, 비용, 경쟁요인을 제시하였다. Etemad(2004)

는 추진(push)요인, 유인(pull)요인, 상호작용(push-pull

interactive)요인과 내부원동력 요인의 관계, 내부원동력 요

인과 국제화의 과정과 결과의 관계에 대한 개념적 틀을 연

구하였다. 본 연구는 Etemad(2004)의 연구의 틀을 적용하

였고 여기서 추진요인(push factors)은 국제화를 위한 기

업 내부적 요인이며 유인요인(pull factors)은 기업 외부적

요인, 상호작용요인(push-pull interactive factors)은 추

진요인과 유인요인 상호작용 요인이다.

국내에서 기업 국제화에 대한 연구는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단위로 국제화 결정요인에 대해 활발하게 연구를

진행되고 있으며, 외식산업분야에서는 국제화 결정요인에 대

한 연구는 Lee(2006), Lee(2008b) 등의 연구가 있다. 급

식분야의 국제화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며, 급식분야 새로운

활로를 제안하는데 있어 국제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탁급식업체 국제화 현상

탐구를 위해 위탁급식업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실시하여, 국제화의 추진, 유인, 상호작용 요인과 내부원동

력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II. 연구 내용 및 방법

1. 조사 대상 및 기간

위탁급식업체 국제화를 위한 추진, 유인, 추진-유인요인

상호작용 요인을 추출하기 위한 연구의 모집단은 국내 위탁

급식업체의 경영자, 마케팅/해외업무 담당자이다. 본 연구

를 위하여 의도적인 샘플링(purposive sampling) 기법을

택하였고, 이 방법은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하여 연구

목적과 관련해서 모집단의 특성을 전형적으로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구성단위를 의도적으로 표본으로 선정하여 추출하

는 방법이다(Kim 2000). 따라서 연구의 조사대상은 2008

년도 기준 매출순위 1위에서 9위까지의 위탁급식업체로 선

정하였다. 그 이유는 본 연구가 국내 위탁급식업체 국제화

를 위한 연구논문이기 때문에 국내시장에서 국내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국제화에 대해 기반이 있는 것으로 연

구자가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9개의 기업 중 2009년도 1월

부터 연구자가 개인적으로 전화연락을 통하여 인터뷰를 요

청하였고, 결과적으로 대기업 4곳이 수락하였다. 그 외 중

소기업 1곳은 해외 진출 한 업체로 선정하여 총 5개 기업의

마케팅 담당자(해외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09년 1월 9

일 부터 3월 9일까지 개별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개별심층

면접 대상자에 대한 개요는 <Table 1>에 제시 하였다. 기업

명은 면접순서별로 임의로 A에서 E까지 부여하였고 각자의

<Table 1> Profiles of interviewee in CFMC's internationalization study with in-depth interview

No. Date Company Department Position Interview time(h) Transcription
1 20/01/09 A Marketing Manager 0.8 30/01/09
2 03/02/09 B Marketing Manager 0.8 21/02/09
3 24/02/09 C Foreign business Assistant manager 1.5 25/02/09
4 26/02/09 D Marketing Manager 1.5 10/03/09
5 09/03/09 E General President 0.5 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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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영문 알파벳으로 표시하였다.

면접 장소는 면접대상자가 정하였으며 편하게 대화할 수 있

는 곳으로 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를 위해 실무자의 의견을 구조화되지 않고 가장 제

함됨 없이 수렴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개인적 의견교환을

유도하기에 적합한 연구방법인 개별심층면접(in-depth

interview) 방법을 채택하였다(Lee 2008a). 또한 면접내용

기록은 질적 내레이티브(qualitative narrative)법을 사용

하여 풍부하고 심도 있게 기술하여 독자로 하여금 연구 배

경으로 들어가 공유된 경험 요소를 논의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Creswell 2003).

개별심층면접은 대면하여 일대일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하

였고, 면접을 위해 연구자가 사전에 면접대상자에게 연락하

여 면접에 대한 승낙을 받고 일정과 비밀 보장 등에 대해 사

전 협의를 하였다. 국제화 현황, 국제화 요인 등의 질문내

용에 대해 인터뷰 가이드를 작성하여 면접자인 연구자가 자

연스럽게 순서에 따라 질문하고 피면접자가 대답하도록 하

였다. 질문은 연구문제를 위하여 위탁급식업체 국제화를 위

한 요인에 대하여 개방형 질문(open-ended question) 형

태로 하였고 비구조화 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자와 연구보

조자가 자필노트를 작성하였고, 레코더(Digital Recorder:

SAFA)를 이용하여 면접내용을 녹음하였다.

질적 내레이티브법(Creswell 2003)을 근거로 하여 자필

노트와 녹음내용을 토대로 심층면접내용을 Kim(2006)의 방

법인 전사와 메모→코딩→주제의 생성 순서로 실시하였다.

3. 자료의 분석

질적 연구에서의 자료 분석은 연구과정에서 얻어진 원 자료

를 근거로 하여 조직화(organization), 체계화(systemization),

범주화(categorization)시키려는 작업이다(Lee 2007). 본

연구에서는 Kim(2006)의 방법(메모→코딩→주제의 생성)

의 절차를 따라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 과정은 전사(transcribing)와 메모(memoing)

의 단계에서는 Baek(2006)의 방법을 근거로 기업별로 자료

의 정리를 위해 녹음된 면접 자료를 듣고 내용을 요약하고,

응답자의 비언어적 행동과 함께 언어적 표현 그대로 문장으

로 전환하여 기술하였다. 코딩의 단계는 개방적 코딩 방법

(open coding)을 사용하였다. 코딩의 절차는 전사된 내용

을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에 체크하거나 줄을 긋는 작업과 핵

심어를 기록하는 세분화(segmenting)를 거쳐 초기 코드를

발견하였고, 최종적으로 심층 코드 생성하는 순서로 진행되

었다. 최종 주제 생성 단계에서는 기업별로 부여된 심층코

드를 내용분석을 실시하여 주제별로 연관성이 있는 코드들

을 대상으로 범주화(categorization)를 실시하였다. 본 연

<Table 2> Items inferred from individual in-depth interviews

Factor Name (No.) Item

Push factors (7)

1. Managers’ purpose
2. Managers’ support
3. Accumulation of food service know-how
4. Overseas expansion of a subsidiary company
5. Partnership with a foreign company
6. Internationalization intention of a foreign partner company
7. Food production and distribution factory in a foreign country

Pull factors (8)

1. Increases in overseas interest in Asian foods
2. Increases in need for domestic food-service companies in foreign countries
3. Existence of international food distribution vendor
4. Multinationalization of foreign CFMC 
5. High interests by government, industry and the academic world for Korean food 
internationalization 
6. Spread of Korean culture
7. Precedent of overseas expansion by domestic food-service companies
8. Increases in M&A by foreign companies

Interactive factor (1) 1. Manager’s challenge to valuable work in spite of a risk

Internal dynamics factors (10)

1. The corporate culture of internationalization intention
2. Complexity of organization’s decision making procedures 
3. Organization’s constant challenge to new business
4. Financial risk of a company
5. High direct cost rate compared to other industries in overseas expansion
6. Organizational focus on short-term targets
7. Organizational focus on long-term targets 
8. Foreigners are working for a company
9. Employees who have professional knowledge (language, culture, etc.) about 
9. international markets
10. Added value of f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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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주제별 범주를 Etemad(2004)가 제시한 추진, 유인,

상호작용, 내부원동력 요인으로 주제를 구성하여 코드를 범

주화(categorization)와 고찰을 실시하였다. 또한, 면접 내

용의 개수, 코드의 개수, 범주(category)의 개수에 대하여

백분율로 제시하였다(Tashakkori & Teddlie 2003).

III. 결과 및 고찰

1. 전사 작업과 심층코딩 결과

기업별로 면접 녹음내용을 그대로 전사하였고, 전사한 내

용을 가지고 초기코딩 심층코딩을 실시하였다. 최종 요인으

로 주제 부여를 한 내용을 가지고 기업별 면접 코드를 부여

한 결과 A기업의 코드는 20개(23%)로 나타났고, B기업의

코드는 18개(20%), C기업의 코드는 22개(25%), D기업의

코드는 18개(20%), E기업은 10개(11%)로 나타나 총 88개

(100%)의 코드가 생성되었다. 총 88개의 코드로부터 추진

요인에 해당하는 항목 7개가 추출되었고, 유인요인 8개의

항목, 추진-유인 상호작용 요인으로는 1개의 항목, 내부원

동력 요인의 항목으로는 10개가 추출되었다.

2. 추진요인 조사결과

1) 추진요인1, 2: 경영자 의지, 경영자 지원

“위탁급식 업체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경영진의 타문

화에 대한 관심과 해외진출 마인드가 중요합니다.”(E기

업 경영자)

“중국도 지금 대규모 50억 이상 투자를 해서 그런 것

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들은 다 해봤었어요. 아까 말

씀 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factor들이 충족이 안 되는

거죠.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되면 안돼요. 정확한 사업플

랜이 나와야 돼요. 여러 가지 경영층에서의 검토하는 부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결정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

니라, 상층에 올라가서 검토를 받아야 되고, 그럼 그 검

토 하는 분들이 F&B전문가들이 아니니까 숫자를 보게

되고, 단기적인 투자와 장기적인 성과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그 투자가.... 그러다보니까 의사결정 자체가 안

이뤄지고... 좋은 아이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이뤄

지고...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장애가 복합적으로 묶여지

고, 실제 검토만 되지 액션은 안 이뤄지고... 제가 말한

부분들은 저만 갖고 있는 생각들이 아니고, 일반 대기

업들이 갖고 있는 같은 부분들일 거예요.....”(C기업 해

외업무담당자)

Bilkey & Tesar(1977)와 Cavusgil 등(1979)에 의하면 국

제화 단계에서 단계별 경쟁력 요인으로 경영자의 경쟁 우위

인지, 경영자의 적극성, 국제마케팅에 대한 경영자의 태도

에 대해 긍정적인 일 때 국제화를 가능하게 한다고 하였다.

면접 결과 대기업의 경우 의사결정 단계가 복잡하고 특히 최

고 경영자의 의지나 지원에 따라 국제화는 가능 및 지연 된

다는 것이다. 현재 진출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를 최고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기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

해 해외 진출한 중소기업의 경우 의사결정이 빠르고 단순하

게 사업 확장에 대한 경영자의 의지로 해외진출 결정이 가

능했다는 것이다.

실제 해외진출 한 E기업의 경영자는 경영진의 해외진출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2) 추진요인3: 급식 노하우 축적

“지금은 일본의 0기업이 우리에게 별로 줄게 없는데

도 기술적 제휴 명목과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재까지 재

계약을 실시하고 있어요. 어떠한 점은 우리가 더 잘 하

고 있는 거 같아요...”(A기업의 마케팅담당자)

“국내 업체들이 급식만 하고 있다면 해외 진출 하는

것이 맞는데 새로운 사업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웨

딩사업이나 식재사업이나....”(B기업의 마케팅담당자)

“우리 업체가 만약에 어떤 분야에 급식사업을 한다고 하

면... 아무리 잘 한다고 해도 해외 선진 업체인 00에서

들어갈 수 없거든요..국내 0기업 이라 던 가 잠식된 부

분이 많기 때문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있는 한

계가 있거든요.”(C기업 해외업무담당자)

“진출하게 될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와 노하우 축적

은 해외시장개척 및 국제화에 필수입니다...”(E기업 경

영자)

 Kim(2004)에 의하면 기업의 노하우나 기술은 특유의 자

산으로 혁신의 정도와 모방가능 정도에 따라 측정이 가능하

다고 하였다. A기업의 경우 제휴 관계에 있는 선진기업에게

이제는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닌 이제는 더 이상 기술을 전수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성장해 있다고 하였고, B기업의 경우

급식이 주력 사업이 되면 내수 시장 포화로 인해 해외 진출

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C기업 또한 급식 노하우가 축

적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 선진기업이라도, 쉽게 C기업이 새

로운 급식사업을 한다고 하였을 때 쉽게 경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3) 추진요인4: 그룹계열사의 해외진출

그룹의 계열사의 해외진출이 위탁급식업체의 국제화에 기

회요인이 된다. 계열사들이 중국 및 해외에 공장을 설립하

고 인력을 파견하는 가운데 급식을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많

이 있기 때문에 계열사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해외진출 검토여부에 대해서 자사의 경우 자사계열사

공장들이 동남아에 진출해 있기 때문에 시장 검토를 실

시하긴 했죠.., 동종업체인 S사 역시 시장 조사를 실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나 해외진출에 대해 시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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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정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이유는 공장 직

원이 현지인인 경우 식단가가 낮게 책정되어 있어 이익

구조가 생기지 않기 때문이에요...”(A기업 마케팅담당자)

그룹계열사가 없고 급식을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는 B기업

의 경우 기업 내부적으로 국제화를 추진하는 요인으로 그룹

계열사의 해외 진출을 제시하였다.

“그룹 계열사가 외국에 진출하였을 때.. 급식이 나가

기가 가장 용이하고 편하나, 급식이 주력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발전이 어렵죠. 대기업에서 푸드시스템 사업이

주력사업이 아니기 때문에...국내업체들이 그런 경향이

강한 거 같아요. 그룹사 연계 사업이 좋은 방법으로 생

각 되요.”(B기업 마케팅담당자)

그러나 자사계열사의 해외진출을 통한 기회는 제공될 수

있지만, 현재 계열사 간의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있지 않

아 협조가 잘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insight: a view)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자사 계열사를 통하여 인사이

트(insight)를 구할 수 있지만 사실은 협조가 잘 되고

있지 않고 있고.. 00이 나갔을 때 그에 대해 물어보면

인사이트(insight)를 잘 가르쳐 주지 않으려고 한다..그

래서 인사이트(insight)를 구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전략, 실제, 인사이트(insight) 순서이기

때문에 먼저 인사이트(insight)가 필요한 거죠...”(B기

업 마케팅담당자)

4) 추진요인5: 외국기업과 제휴

“지금은 일본의 0기업이 우리에게 별로 줄게 없는데

도 기술적 제휴 명목과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재까지 재

계약을 실시하고 있어요..”(A기업 마케팅담당자) 

“미국의 0기업과 전략적 제휴 계약 건으로 미국에 조

리사들 데리고 가서 요리 프로모션도 하고...한식 퓨전

음식 인기가 좋았습니다...”(C기업 해외업무담당자)

Yang & Lee(1997)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위탁급식

초기에 지금의 대기업이라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외국 선진

기업들과 제휴 관계였다. 그 제휴 관계는 일부기업에 있어

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제휴에 대한 재계약이

이뤄지고 있으며, 새로운 외국의 선진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를 실시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추진요인6: 제휴 외국기업의 국제화 의도

“자사의 경우 만약 해외진출을 위한 시장조사를 해야

한다면..기술적 제휴 관계에 있는 일본의 0기업을 통하

여 실시하고 하고 있어요. 그쪽이 그런 걸 참 잘 해요..

일본도 중국에 기업진출이 많기 때문에 중국진출에 대

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진출에 대한 자료를 다 조사해서 같이 진출하자

고 하긴 합니다..(웃음~)절대 혼자는 안하고...”(A기업

마케팅담당자)

“영국의 00기업이란 회사에 대해 잘 아시겠지만 08

년 기준으로 해서 한 26조원..... 4만개의 사업장....

직원도 40만 명 이상..... 국내에서는 00란 회사를 가

장 잘 아는 사람이.. 워낙 벤치마킹도 많이 했고...00

에서 하는 전 세계 사업장을 거의 다 가 봤고, 미국, 영

국 본사... 00란 회사는 굉장히 한국에 진출하고 싶어

해요. 20개국 중에 안 들어간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들어오고는 싶어 하는데...한국시장의

급식분야가 액티브마켓이 굉장히 많아요.....”(C기업 해

외업무담당자)

제휴 관계에 있는 외국의 선진 기업은 제휴를 통하여 이

미 타국에 진출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험과 자본력이 있

다. 그래서 제휴관계 자체가 국제화의 기회 일 수 있고, 아

직 우리나라에 진출하지 못한 외국기업은 제휴 관계를 통한

한국 진출에 대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추진요인7: 해외의 자사 식품제조/유통공장 활용

“현재 중국 청도에 자사 물류공장이 운영 중이고 그

곳의 현지인들을 위한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나..영양사

없이, 조리사가 메뉴를 짜서 운영하고 있어요..거기도

다녀오긴 했는데..”(A기업 마케팅담당자)

국내 위탁급식업체들이 식자재 유통을 위한 해외 물류공

장이 설립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도 기업 내부적

인 국제화의 기회 이지만 실제적으로 국제화하지 못하고 있

는 실정이다. 또한 중국 상하이에 단체급식 사업을 운영 중

인 청학F&C의 경우 해외진출 초기에는 식품제조공장 형태

로 진출하여 현재는 단체급식 및 식자재 납품, 컨설팅 등의

사업을 실시하여 성공한 사례로 볼 수 있다.

2. 유인요인 조사결과

1) 유인요인1: 해외에서 아시아 음식 관심 증대

“제가 2003년도에 뉴욕을 갔다 왔지만, 그 때 트렌

드를 보면.... 이런 트렌드구나.... 아시안 푸드 강세에

요. 몇 년 전만 해도 회를 못 먹었어요. 지금 회를 못

먹으면 수준에 미치는 못하는 사람이 되죠.”(C기업 해

외업무담당자)

2) 유인요인2: 해외 진출한 국내 업체의 한국형 급식 요

구도 증대

“중국에서 자사계열사나 POSCO, 모토로라 등의 해

외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급식에 대한 요구(needs)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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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건 알긴 알죠.. 현지에 가보니 현지 식단가와 갭

(gap)을 줄이는 것..엄청 힘들겠다고 결론을 냈어요

...”(A기업 마케팅담당자)

“중국의 요구(needs)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

어요.. 중국 업체들이 급식 해줄 곳을 찾으러 다니는데

..가끔 공산당 간부가 전화를 해서 공병원이라 하여 오

라해서 가면 사진 찍고 갑자기 계약 이렇게 당혹스러운

경우도 있었습니다.”(B기업 마케팅담당자)

“중국 내 거주하는 한국인들의 요구(needs)가 증가

하고 있습니다. 소주 지역..한국 공장들이 급식.. 좀..

해달라고 계속 연락이 옵니다... 중국 각지의 중소 한국

제조업체들이 급식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우리는 00

사업체 급식을 운영 해봤기 때문에 노하우도 있고..다

시 하게 되면..잘 할 수 있죠...(웃음~)”(E기업 경영자)

Li 등(2003)에 의하면 국내시장과 유사한 특성과 선호를

갖고 있는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업의 마케터

는 해외시장에 대한 강한 진출 욕구를 각제 될 것이며 이러

한 시장이 여러 국가에 걸쳐 있더라고 기업은 동시적으로 시

장에 진출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해외의 시장기회

는 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는 기업 외적요인으로 볼 수 있

고, 현재 해외 진출 한 국내 업체들이 급식에 대한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유인요인3: 국제적인 식품유통 벤더(vender) 존재

“두 번째는 식자재 공급이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우리는 육류나 이런 제품들은 냉동차량으로 가잖아요.

그런 시스템적인... 한국도 냉동냉장차량 보면... 제대

로 냉동냉장을 틀고 오지를 않아요...외국의 식자재 공

급 면에서 온도관리가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선진국 같

은 경우는 시스템 자체가 컨트롤이 되요.”

“해외진출국에서 식품 유통만 뚫리면....업장을 늘리

는 것 시간문제에요...노하우가 있기 때문에..”(E기업

경영자, 예비 면접결과)

“식자재의 원활한 공급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냉동식품 및 공산품유통의 어려움이 있습니다...”(E기

업 경영자)

“중국은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 있습니다... 식재료의

안정성 문제도 있고...제대로 된 탑차를 사용하지 않아

..온도관리 하여 식자재가 입고된다는 거..아주 관리가

힘듭니다.. 영세한 유통구조도 문제이고...”(E기업 경영

자)

Samuel & Susan(2005)은 국제마케팅에서 유통시스템을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 물류 인프라의 개발과 디테일

(detail)의 정도는 유통 능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성분

이며, 부패 가능한 상품에 대해 냉장 공급체계 설립에 대한

투자 요구가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

4) 유인요인4: 외국 위탁급식업체의 다국적화

“아라마크는 21개국에 지사가 있어요.. 아라코는 그

중에 하나이고..아라마크가 한국에 진출 한 것처럼 국

내 업체가 해외로 진출해야 하는 거죠..”(B기업 마케팅

담당자)

“선진국(개발이 완료된 나라)과 개발도상국(아직도 개

발 중인 나라)을 나누어 생각해 보면 개발이 완료된 나

라는 아라마크 같은 회사라든가.. 잘 아시는 소덱소 라

든가.. 콤파스 이런 업체들이 3대 회사가 시장을 장악

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깐 그런 회사

들은 이미 풍부한 경험하고.. 자본력이 있으니깐.. 국내

업체들은..그쪽.. 선진국 쪽으로 가려면 아무래도 기반

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그러나 국내업체들은 선진 외

국 기업에 비해 기반을 잡기가 어렵죠...”(B기업 마케

팅담당자)

“그러면 대기업들이 갈 수 있는 나라가...아직 개발

중인 나라인데..중국하고 인도를 보면 시장이 제일 크

잖아요.. 중국이랑 인도 시장이 제일 큰데, 그런데 중국

은 아라마크가 이미 나가 있고.. 아라마크차이나의 점

유율은 50%이고, 해마다 40%씩 성장하고 있어요.. 인

디아에도 이미 아라마크가 들어가 있고..다른 다국적 기

업들도 들어오겠죠.. 인도의 자국 업체들도..하고 있고

..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업체들이 정말 (나갈) 나라가

.. 없어요.. 시장이 될 만한 나라들은 이미 다국적 기업

들이 다 나가있죠.....”(B기업 마케팅담당자)

“영국의 콤파스는 잘 아시겠지만 08년 기준으로 해서

한 26조원..... 4만개의 사업장.... 직원도 40만 명 이

상..... 국내에서는 콤파스란 회사를 가장 잘 아는 사람

이........ 워낙 벤치마킹도 많이 했고...... 콤파스에서

하는 전 세계 사업장을 거의 다 가 봤고, 미국, 영국 본

사... 어떻게 하다보니까 가서 사업장도 보고, 그러다보

니까...해외 진출국이 꽤 많더라고요...”(C기업 해외업

무담당자)

Chang(1993)에 의하면 기업은 범세계전략의 일환으로 생

산을 자국의 영토이외에 수행하는 다국적기업화(multi-

nationalization)를 추진한다고 하였고, 범세계 경쟁에 직

면하여 기업은 자신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필요성을 절실하

게 느끼게 되며 따라서 만약 생산의 일부나 전부를 해외에

서 수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게 되면 생산입지를 해

외로 이전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기업이 생산의 입지를 자

국 내에 한정하지 않고 세계적 규모에서 선정함으로써 생산

의 범세계화(globalization of production)가 확산되on of

외국 상위그룹의 위탁급식업체인 아라마크, 콤파스, 소덱소

는 다국적기업으로 규모에8년 기준 아라마크는 한국을 포함

한 21개국, 소덱소는 한국을 포함하여 79개국, 콤파스는 55

개국에 해외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www.aram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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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ompass-group.com, www.sodexo.com).

5) 유인요인5: 한국음식 세계화에 대한 정부와 업계, 학

계의 높은 관심

“또 하나는 뭐냐면... 자체적인 유예기간... 한 시기

의 세계화를...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국내에서도

전문가가 없어요. 스탠더드가 있어야... 예를 들어서 조

리 기구를 쓰는데, 아시겠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 조리

기구를 쓰는데 있어서 굉장히 그... 미국만 봐도 굉장히

정밀하게 쓰는데... 저울을 달아서 하나하나 그런 습관

들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런 습관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조리사들이라든지

...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는 게, 외국에

서 많이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고, 실제로 퓨전화

하기 위해서는 들어와서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사회적 시스템이나 음식에 대한 연구가 되어야 되는 부

분이기도 하고...”(C기업 해외업무담당자)

“학계... 더 요원한 얘기죠... 학계에서 예를 들어....

관광학과가 됐건.. 조리학과가 됐건... 이런 데서 좀 더

큰 가치. 한식의 세계화..그것을 첨병인 현장에 나가 싸

우는 기업들과 연결되어 한다.……. 이런 것들이죠. 기

업이 나가서 싸우도록 만들어 주는, 시스템도 지원해 주

고, 정보도 지원해 주는 학문적 바탕을 지원해 주는 이

러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수 있겠죠…….”(D기업

마케팅담당자)

Kim(2005)은 한국음식 국제화 방안에서 식품분야에 있어

서 세계적 추세가 한국음식 국제화에 매우 좋은 여건이라 하

였으나, 한국음식의 국제화에 대한 인식 부족과 정부와 업

계차원의 지원이 미흡하여 한국음식 국제화 제약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기업 외부적으로 한국음식에 대한 정부와 업

계, 학계에서 한국음식 세계화에 관심이 증대 요인은 국제

화 유인요인으로 구분된다. 

6) 유인요인6: 한류문화 전파

“...한류문화의 전파... 음식문화가 의식주 아닙니까.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좀 더 글로벌한

큰 가치를 창출해내서 아주 큰 차원에서 전체적인 차원

에서 움직여줘야 되죠.…….”(D기업 마케팅담당자)

Samuel & Susan(2005)은 음식과 음료와 같이 문화적으

로 깊이 연관된 상품으로 보고 있으며, 문화적 요인은 중요

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 Lee(2006)는 연구에서 외식기업 해

외진출에 문화적 결정요인이 해외지향성과 해외진출, 현지

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다.

7) 유인요인7: 해외 진출한 국내 외식기업의 선례

“우리 기업이 운영하는 외식업체의 경우 일본 업체에

게서 판권을 구매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나, 태국의 경

우는 일본 업체의 직영매장으로 고단가정책으로 운영을

실시 한 결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해요.”(A기업 마

케팅담당자)

Lee(2008b)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외식기업은 10개

국에 55개의 업체가 다양한 형태로 해외 진출을 시도하였

다. 외식기업들이 해외 진출하여 성공한 선례는 국제화에 영

향을 미치는 기업외부적인 유인요인이다.

8) 유인요인8: 국내기업과 해외기업의 인수합병 증가

“우리는 우리 브랜드를 가지고 해외진출 하기 보다는

현지국의 급식업체와 M&A형태로 진출하는 것이 유용

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현지국의 지분을 가져가

면서 현지 업체의 인적자원(HR)이나 시스템은 그대로

가면서 한국 시스템의 장점을 더하여 운영할 수 있다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웃음~) 일본이 선호하는 방

식이 M&A형태잖아요.”

1980년대 중반부터 한국기업들은 국제 인수·합병 형태

로 해외 진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하였고, 일본이나 유

럽국들은 1970년대부터 기업국제화의 전략으로 인수합병의

형태를 도입하였다(Sung 1992). 국내 위탁급식업체와 해외

업체들과 인수합병이 증가하는 것은 기업 외부적 요인인 유

인요인이며, Sung(1992)에 의하면 인수합병은 해외 시장

개척과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국제화전략이다.

3. 추진-유인 상호작용 요인 조사결과

1) 상호작용요인1: 경영자의 위험을 감수한 도전

“굳이 어떤 초기에 투자를 했을 때 아시겠지만, 이익

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단기적인 부분에 의해

서 1년1년 평가를 받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시겠지

만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하려면 오우너(owner)의 의

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전문경영인이 하기에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

사결정의 단계라던 지, 시장을 모른다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만큼의 리스크를 지고 가야되는데... 리

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대개 장기간(long-term)을 요구

하는 부분들이 있죠...”(C기업 해외업무담당자)

“현재의 경영시스템이라는 것이 단기업적주의 일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외국, 서방의 경영이론이 들어오면

서부터죠. 이제는 평생 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CEO도 바로바로 평가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임기 내

에 장기적으로 리스크를 막을 수 있겠느냐.... 쉽지 않

은 거죠. 오우너(owner) 정도가 어차피 이건 내 회사니

까... 망해도 내가 망하니까... 그건 장사가 잘 될 때죠.

국내가 튼튼할 때. 여기서 샘솟듯이 그 부분은 대주니

까...”(D기업 마케팅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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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2007)은 국제화 속도에 미치는 결정요인 연구에서

경영자의 특성을 제시하였는데, 경영자의 특성이 기업의 신

속한 국제화의 주요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이것은 Hambrick

& Mason(1984)의 기업 행동은 최고경영자의 인지적 기반

과 가치가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최고경영자관점(upper

echelon’s perspective)의 견해와 일치한다. Bae & Bae

(2003)도 국제화 주요 설명 요인으로 창업자의 국제적 경험

과 국제화 의지를 제시하였다.

4. 내부 원동력 요인 조사결과

Etemad(2004)의 연구에 의하면 기업 자신의 내부적인 의

사결정이나 전략 조직과 실행 원동력(dynamics)은 많은 내

부적, 외부적인 힘과 요인 (forces and drivers)의 상황에

의해 조절된다. 내부 원동력 요인은 크게 두 개의 카테고리

로 나뉘게 되는데, 첫 번째 카테고리는 국제화를 가능하게

하는 가능요인/기회요인(The enablers)이며, 두 번째 카테

고리는 방해요인/저해요인(The deterrents or disablers)

이다. 따라서 개별심층면접 결과 내부원동력 요인에 포함되

는 하위요인은 10개가 추출되었다.

1) 내부원동력요인1: 국제화 지향적 조직문화

“우리 기업은 1993년에 법인 설립 되어 해외개발부를

바로 신설하였고, 95년에 몽골리아 단독회사를 설립했

습니다. 몽골에서 몽골리아 국립기술대학의 구내식당은

운영하고 필요한 부분을 컨설팅 하였으며, 중국 연변의

연변과학기술대학교 컨설팅을 시작으로 대학교 기숙사

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S지역에 학교급

식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 사업체 급

식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해외 영양사 파견을 위한 해

외 영양사 실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E기업 경영

자, 예비 면접결과)

해외진출을 시도한 E기업과 중국에 진출한 청학F&C

(www.chfoods.co.kr)의 조직 구성을 살펴보면 해외업무

담당부서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Etemad(2004)의 연구에서 나타난 내부원동력 요인이면서

국제화를 가능하게 하는 가능요인/기회요인(The enablers)

으로 판단된다.

2) 내부원동력요인2: 복잡한 조직의 의사결정 단계

“중소기업은 오너(owner)시스템이라 결정이 빨라요

.... 오너(owner)가 쉽게 결정할 수 있죠....그러나 대

기업은 냉장고, 핸드폰. 하나를 더 팔까? 고민하지. 식

당을 하나 더 낼까? 이런 생각은 하지 않죠....주력사업

이 아니니깐. 오너의 관심이 없으면 주력사업이 되기 힘

들어요.”(B기업 마케팅담당자)

“책임을 지기가 쉽지가 않고요.... 개인이 아니기 때

문에... 법인이니까... 개인은 보통 업체들이 의사결정

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사장이 의지를 가지고 진행을 하

기 때문에... 그 말은 실패에 대한 부분도 그 사람이 책

임을 진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패했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이냐. 그런 리스크를 가지고 갈 것이냐....”(C

기업 해외업무 담당자)

“일반적으로 국제화적으로 가려고 한다면 대기업들이

앞장 서는 게 맞죠. 뭐 우수한 대기업. 안정적인 시스

템, 움직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재무적으로도... 대기업이 국제화 하는 게 옳은 방향이

라고 보여 지는데... 거기에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서

... 개인 기업은 사장 혼자... 거기에 반발이 없어요. 대

기업은 아니죠. 주주가 있는 상황이고, 주주가 감독자

아닙니까... 금감원에서 큰 기업들은 감독을 하고... 또

의사결정체계가 사장이 무조건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

는 게 아니죠. 이사회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감사가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

구조가 투명하다고 할 수 있죠. 어떤 한 사람이 호기를

부려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없다...”(D기업 마케팅담

당자)

조직의 의사결정 단계가 복잡할수록 국제화를 저해하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중소기업의 경우 오너

(owner)에 선택에 따라 쉽게 국제화가 결정되는 반면에 대

기업은 국제화를 결정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

리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Park & Yoon(1998)의 중

소기업의 국제화과정에 대한 사례연구에서는 소규모로 진출

한 기업의 경우 국제화가 신속하면서 유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고, Han(2006)은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에 따

라서 다양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flexibility)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모험적이거나 도전적인 의사결정에 있

어서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요소에 대해 유연성(flexibility)

이 부족한 기업에 비하여 안정적인 의사결정과 동시에 신속

하게 차선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복잡한 조

직의 의사결정은 내부원동력 요인에서 국제화 저해요인으로

판단된다.

3) 내부원동력요인3: 새로운 사업에 대한 조직의 지속적

인 도전

“국내 0기업 같은 경우, 굉장히 개방적인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급식으로 해외진출을 시도하지 않는 것을 보

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 에요.”(쉽게 투자하고 쉽게

접는 기업 스타일임에도 불구하고 급식으로 해외진출 시

도가 없었음)(A기업 마케팅담당자)

새로운 사업에 대한 조직의 지속적인 도전 요인은 조직의

지속적 혁신경향으로 재표현 할 수 있고, 혁신경향은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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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A기업의

면접 결과 혁신 경향이 강한 대표적인 위탁급식업체 또한 국

제화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내부원동력요인4: 기업의 재정 위험도

“....리스크가 없는 상태에서 가려고 할텐데... 지금

당장에 더더군다나 지금 상황에서는... 앞으로도 어떤

기업이 1년, 2년, 10년을 연구해서 들어갈지 몰라요. 음

식문화만큼 예민한 게 없는데... 그거를 섣부르게 나갔

다가는... 교수님들도 모르실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얘

기냐면.... 현실하고 동떨어져 있어요. 학문이.... 왜냐

하면 기업의 재무하고 회계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경

우가 많다는 거 에요. 세법까지도 알아야 되는데....”(D

기업 마케팅담당자)

“이건 허상일수도 있고, 실상일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업이 재무적인 가치 외에 기업이미지를 확보하겠다.

적자는 일부 감수한다... 아니면 장기적으로... 아니면

지금은 내가 투자한다. 많이 나가지 않고 상징적으로 나

간다. 이마트가 한 것처럼.... 난 10년 뒤를 본다. 그거

는 기업 내부의 촉진요인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과

연 그것이 얼마만큼의 메리트를 최고경영자에게 줄 수

있느냐는 거죠.”(D기업 마케팅담당자)

Etemad(2004)의 연구에 의하면 내부원동력 요인으로 방

해요인/저해요인(The deterrents or disables)은 재정적인

자원의 한정이나 부족을 들었다. 심층면접 결과 기업의 재정

위험도는 실제 국제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5) 내부원동력요인5: 해외진출 시 타분야에 비해 높은 직

접비 비율

“핸드폰 같은 제품은 만들어서 수출하고 그러면 되지

만..급식은 제품이 아니고 시스템이잖아요?..제품의 경

우는 해외진출 시 간접비를 낮춰서 이익을 볼 수 있지

만(후진국으로 갈수록 간접비가 적게 든다.)..급식의 경

우 직접비가 높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이익을 보

기 어려워요... 그리고 급식이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구

매, 관리 등의 조직이 이동해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 그래서 핸드폰 같은 제품보다 해외진출이 어렵다고

보고 있는 거 에요..”(A기업 마케팅담당자)

“중국이나 해외에 진출하려고 하면 자사 계열사로..

그쪽으로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겠죠...진출하게 되면

아마 수익이 나지 않을 거 에요... 일단 가게 되면 본사

세팅을 해야 하니까.. 초기 간접비..오버헤드(간접비)가

발생하는데.. 그런 리스크를 안기보다 국내에서 안정적

으로 영업을 하려고 하겠죠...”(B기업 마케팅담당자)

“또 하나는 아시겠지만 대기업이라는 데는 간접비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개인으로 가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주재원으로 가면... 1년 2억에서 3억, 자녀

까지 다 책임을 져야하고.... 교육이라는 부분도... 주

재원 하나 보내면... 주재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쪽의 법적인 절차들도 준수를 해야 되고

.... 사실은 앞에서 남고 뒤에서 까지는... 법적인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거죠... 사업장에서 조선족을 쓰면 더 싸게 할 수

도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C기업 해

외업무담당자)

급식은 해외진출 시 타 분야에 비해 직접비(급식생산에 소

요되는 재료비, 인건비, 경비)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 있고, 직접비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기업

국제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파악된다.

6) 내부원동력요인6, 7: 조직의 단기목표 지향, 조직의 장

기목표 지향

“기업의 해외진출이 좀 더 느릴 수 있다는 것은... 돈

된다고 막 진출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본질적으로 우

리 기업 이미지와 맞겠느냐. 고객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

겠느냐. 이렇게 출발하죠. 그래서 좀 늦을 수도 있다.

기업 문화라는 것이 다 접목되어 있기 때문에...”(D기

업 마케팅담당자)

조직이 단기목표나 장기목표 중 어떤 목표 지향인지 여부

에 따라 국제화 가능 및 저해한다. 단기 목표나 성과를 중

시여기는 조직의 경우 국제화가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 이

에 반해 장기목표를 가지고 당장의 이익을 보는 것 이상을

기대하는 조직의 경우 국제화 가능요인으로 판단 가능하다.

7) 내부원동력요인8: 기업의 인적자원에 외국인이 포함

“우리는 중국에서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영양사

근무하는 관리자의 대부분은 한국인이지만 조리원의 대

부분이 조선족과 한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사소

통이나 조리원 교육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영양사 교

육을 받은 조선족 영양사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E

기업 경영자, 예비면접 결과)

기업의 인적자원에 외국인 포함 요인은 국제화 가능하게

하는 내부원동력 요인으로 구분 할 수 있다. E기업의 경우

중국에서 조선족 직원을 통하여 현지인과 의사소통을 원활

히 하고 있으며 국제화를 위한 중국 내 타 지역으로 파견근

무도 가능하며, 현지상황에 능통하기 때문에 현지국의 자료

수집이 가능하다. Etemad(2004)의 연구에 의하면 내부 자

원인 인적자원은 국제화를 가능하게 하는 가능요인/기회요

인이라 하였다.

8) 내부원동력요인9: 해외시장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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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 인적자원

“...그런 리스크를 가지고 갈 것이냐.... 또 하나는 식

음에 대한 국제적인 감각을 가진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이 아시겠지만 대기업에 있는 상위권자라는 분들

이 관리를 하지만, 식음사업을 아는 분들이 별로 많지

가 않아요. 숫자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이지, 절대 식음

을 하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전개할만한 그런... 그리고

실제 많은 대기업들에서 F&B 전문가들이 많지가 않아

요.....”(C기업 해외업무 담당자)

“아까 인력이 부재하다는 얘기... 사실 시장을 잘 몰

라요... 저도 미국에서 공부를 했지만, 시장을 안다고

할 수 없고, 그나마 사업부에서는 시장을 가장 잘 알고

있고, 해외를 많이 가 봤고, 그렇지만 전문가라고 하기

에는.... 왜냐하면 그 쪽하고 사업을 해 보지 않고 전문

가라고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런 인력들이 가서 컨트

롤하게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는 부분이고....장기적으

로 계속 회사에서 투자가 되어야 하고...인력이라 던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국내 대기업

들 이런데도 다 고민을 하고 쉽게 막상 가지 못하는 이

유이죠..”(C기업 해외업무 담당자)

“그리고, 일단 전문가가 없다는 거죠... 한국인으로서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현지에서 살면서 굉장한 나름대

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딱 맞겠죠. 옛날 00

기업이 현지화한다고 해서 해외에 많이 보내줬었어요.

IMF전에. 현지전문가 만든다고 교육시킨다고.. 거의 공

손으로 돌아왔어요. 현지에 가봤더니... 현지에 적응해

버린 거죠... 기업에서 파견 보내는 거는 어려울 거 같

고... 현지에서 그런(전문가) 분들이 있어서 한국적인 의

식수준이면서, 그 문화에 대해서는 알고 관심도 있어

서, 우리가 (국제화)할 때 그 사람들과 조인트(joint) 돼

서 한다면 그래도 (국제화 진행 속도)가 빠를 텐데, 시

스템을 돌리는데 한 사람의 힘만으로 되겠느냐.... 쉽지

가 않죠.. 그 사람들 교육시키고 양성하면서 계속 손해

를 보더라도 하고.... 또는 징계도 해 가면서 끌어온 거

에요....”(D기업 마케팅 담당자)

“국제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인력 문제라고 봅니

다..선진적 업무환경에서 열악한 타문화권 으로의 업무

환경변화에서 오는 근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분

업화되었던 역할을 통합적으로 습득 할 필요가 있습니

다....맡겨진 업무만을 훌륭히 수행하는 것을 뛰어 넘어

.. 다른 부분의 멀티플레이를 이루어 부족한 부분을 감

당할 수 있는 능력개발이 필수적입니다.... 시스템에 의

존적 업무태도를 맨 파워를 동원하여 돌파하는 것과 동

시에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노력도 필요하다하겠습니다

....”(E기업 경영자)

시장에 대한 지식은 주로 시장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획득

되며 특정 시장을 더 많이 알고 있을수록 자원이 더 높은 가

치를 갖게 되며, 그 시장에 대한 개입의 정도도 더 높아지

게 된다. 따라서 경험상의 지식(experiential knowledge)

은 기업의 해외진출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며 목표시장과 유사한 시장에서의 경험을 다른 시장 진출

시에도 일반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Johanson & Vahlne

1977). 기업이 해외시장에 대한 경험상의 지식이나 전문적

지식을 보유한 인적자원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국제화 내

부원동력 요인으로 국제화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 판단

된다.

9) 내부원동력요인10: 음식의 부가가치

“.....음식은 절대 부가가치가 큰 산업이 아니라고 봐

요. 단체급식 같은 경우는 정말 열악한 상황이 터치를

크게 못하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그나마 진출한 기

업들은 외식 쪽에 진출해 있잖아요. 외식이 그나마 부

가가치가 높죠.. 3500원에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래도

7000~ 8000원 받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신에 따라

지는 것이 서비스잖아요. 복장도 제대로 갖춰야 되고 고

급인력도 서빙 해 줘야 되고....”(D기업 마케팅 전문가)"

외식산업의 경우 급식에 비해 부가가치가 더 높기 때문에

외식분야의 해외진출이 급식 분야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따라서 음식의 부가가치는 국제화를 저해하거나 가

능하게 하는 요인으로 사료된다.

IV. 요약 및 결론

위탁급식업체 국제화를 위한 추진, 유인, 추진-유인 상호

작용 요인의 항목 추출을 위하여 마케팅, 해외업무 담당자

를 대상으로 질적 연구의 방법인 개별심층면접을 통하여 내

레이션 기법으로 전사하는 초기 코딩 과정을 실시하였고, 코

드를 부여하는 작업과 내용을 축소시키는 작업을 하며 초기

코딩 내용을 정리하는 심층코딩을 실시하였다. 주제(카테고

리)를 요인으로 정하여 면접내용을 재분류 하여 내용분석을

실시하여 최종 결과를 국제화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

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별로 전사 한 내용을 가지고 기업별 면접 코드

를 부여한 결과 A기업의 코드는 20개(23%)로 나타났고, B

기업의 코드는 18개(20%), C기업의 코드는 22개(25%), D

기업의 코드는 18개(20%), E기업은 10개(11%)로 나타나 총

88개(100%)의 코드가 생성되었다. 총 88개의 코드로부터

추진요인에 해당하는 항목 7개가 추출되었고, 유인요인 8개

의 항목, 추진-유인 상호작용 요인으로는 1개의 항목, 내부

원동력 요인의 항목으로는 10개가 추출되었다.

둘째, 기업별로 제시한 면접 결과를 다시 주제(카테고리)

로 정한 추진요인, 유인요인, 상호작용요인, 내부 원동력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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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기준으로 범주화 하는 자료 분석을 실시한 결과, 추진

요인의 면접 내용 분석을 통하여 경영자 의지, 경영자 지원,

급식 노하우 축적, 그룹계열사 해외진출, 외국기업과 제휴,

제휴관계 위국기업의 국제화 의도, 해외의 식품제조와 유통

공장, 총 7 개의 요인의 항목이 추출되었다. 유인요인의 면

접 내용 분석을 통하여 해외에서 아시아 음식 관심 증대, 해

외진출 국내업체 급식의 필요 증대, 국제적인 식품유통 벤

더 존재, 외국 위탁급식업체 다국적화, 정부와 업계, 학계

등의 한국음식의 세계화 경향 높은 관심, 한류문화 전파, 해

외 진출한 국내 외식기업 선례, 해외기업이 국내 기업 인수

합병형태 증가, 총 8 개의 요인의 항목이 추출되었다. 상호

작용 요인의 면접 내용 분석을 통하여 경영자는 리스크를 감

수하더라고 가치 있는 일에 도전, 총 1 개의 요인의 항목이

추출되었다. 내부 원동력 요인의 면접 내용 분석을 통하여

조직문화가 국제화 지향, 조직의 의사결정 단계 복잡, 조직

의 새로운 사업에 지속적으로 도전, 기업의 재정 위험도

(risk), 해외진출 시 타 분야에 비해 직접비(급식생산에 소

요되는 재료비, 인건비, 경비) 비율, 우리 조직은 단기/장기

적인 목표, 기업의 인적자원에 외국인이 포함, 해외시장의

전문적 지식(언어, 문화 등)을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 음식

의 부가가치, 총 10 개의 요인 항목이 추출되었다.

본 연구는 향후 위탁급식업체 국제화를 위한 추진, 유인,

추진-유인 상호작용 요인이 국제화를 저해 및 가능하게 하

는 내부원동력에 미치는 영향 관계 분석을 위한 각 요인의

세부 항목 도출을 질적 연구 방법인 개별심층면접으로 실시

하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타 기업의 담당자의 국제화에

대한 사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과 개별 심층면

접을 통하여 요인별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국제화를 하지

못하고 있는 요인과 국제화에 대한 업체 현황, 앞으로의 국

제화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였다는 것이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 도출된 요인은 위탁급식업체의 국제화에

대한 업계와 위탁급식업체 국제화를 위한 기초 연구로 사료

된다. 기업들은 내수 시장의 포화로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

복하기 위한 타개책으로 보다 큰 구매력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해외시장으로 진출해야만 기업이 성장하게 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질적 연구로 실시한 연구이지만, 표본

의 수가 많지 않아 표본으로부터 모집단을 일반화 할 때의

신뢰성이 낮다는 점이다. 또한, 질적 연구 표본선정에 있어

서 개별심층면접 대상 선정에 대한 확률적인 표집오차

(sampling error)가 존재한다. 따라서 모집단을 대표하여 일

반화하기 위해서 면접대상자 수를 더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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