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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students’ perception on importance and performance of service quality 
of university foodservice, and to examine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IPA) of foodservice quality for male and 
female students. A total of 500 university students in Daejeon were surveyed and 432 responses were returned. Excluding 
responses with significant missing data, 412 responses were used for data analysis. In terms of importance of service 
quality attributes, ‘sanitation(4.74)’ category received the highest score, followed by ‘food(4.36)’, ‘service(4.22)’,
‘convenience(4.01)’, ‘menu(3.90)’ and ‘atmosphere(3.73)’. In terms of performance, the highest service quality attribute 
was associated with ‘convenience(3.30)’, followed by ‘service(3.06)’, ‘sanitation(2.95)’, ‘food(2.88)’, ‘atmosphere(2.79)’
and ‘menu(2.68)’. As the results of IPA, ‘staff’s kindness’, ‘overall quality of service’, ‘taste of the food’, ‘freshness
of the food’, ‘overall quality of the food’, and ‘cleanliness of the facility’ fell into the Quadrant IV(Focus here) for 
female students. On the other hand, male students' IPA grid illustrated that ‘taste of the food’, ‘freshness of the food’,
‘nutrition of the food’, ‘sanitation of the food’, and ‘sanitation of the utensils’ fell into Quadrant IV(Focus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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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대학급식은 국내 단체급식 시장규모에서 산업체급식, 
학교급식, 병원급식에 이어 네 번째로 큰 시장의 규모

를 가지고 있고(Food world, 2004), 2000년대 이후 급

성장한 외식산업의 질적 성장으로 인하여 더욱 치열한 

경쟁적 환경에 처하게 되었다(Lee & Jung, 2010). 대

학급식은 정부의 규제나 대학급식의 특수성이 고려된 

법안이 전무한 실정이고(Lee, 2005), 정부나 대학의 지

원을 받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급식비 원가는 

급식 판매를 통한 수익에 의존한다(Lee & Jung, 
2010). 따라서 고객 만족을 통한 학생들의 급식소 이

용 확대만이 대학 급식소의 성공적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학생들은 외식을 많이 하고 다양한 외식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함에 따라 학생들의 교내 급식

소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Kwun, 2011). 또한 

학생들의 음식과 서비스에 대한 기호가 변화되고 있으

며, 입맛의 다양화, 고급화 추세를 띄게 되어 양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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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뿐 아니라 쾌적한 환경과 위생 등 대학급식소에 

대한 요구가 다양해지고 있다(Han et al., 2004; Park 
et al.; 2007; Sutherlin & Badinelli, 1993). 
  대학급식소의 서비스 품질은 학생들의 점차 높아지는 

기대와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많은 연구에서 대학 급식소 품질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는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Han & Lee, 2009; Lee, 
2005; Rho & Woo, 2003). 급식의 불만족 고객은 불만사

항이 시정되도록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기보다는 다른 식

당을 선택한다고 하였는데(Bottler & Rho, 2001), 대학급

식소의 경우도 급식소의 서비스 품질에 대해 불만족한 학

생들이 교내 급식소를 이용하지 않고 외부의 식당을 이용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Woo et al., 2004). 따라

서 대학생들의 변화된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경제

적인 부담을 고려한 식사의 제공으로 급식소가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대학급식소 관리자들의 당면한 과제

라고 볼 수 있다. 

  급식산업에서 고객이 접할 수 있는 영역은 음식 뿐 아

니라, 음식이 제공되는 급식소의 시설, 서비스를 제공하

는 종업원 및 환경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Martin, 
1986). 급식에 있어 서비스 품질이란 음식의 양과 질, 색
의 균형, 식기 등 개인에게 제공되는 음식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식당의 환경, 종업원의 서비스 태도 등도 포함되

는 개념이다(Bottler & Rho, 2001; Lee et al., 2000). 현
재 대학급식소는 내적⋅외적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

해야 할 시기이며, 급식소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고객 

만족에 초점을 두고 고객의 불만원인을 객관적으로 분석

하여 품질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Park et al., 
2000). 대학급식소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하여 학생들

의 급식소 이용률을 높임으로써 교내 급식소가 단순히 식

사만을 제공하는 장소가 아닌 대학생들의 바쁜 대학생활 

속에서 재충전 할 수 있는 휴식공간의 기능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Woo et al., 2004). 따라서 고객이 

기대하는 수준의 급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리자는 

고객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고객들의 기호 

및 급식소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정규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급식소 운영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다.

  국내 대학생들의 급식 이용 실태를 조사한 여러 연구

들(Han et al., 2004; Lee & Jung, 2010; Park & Kim, 
2006; Yang et al., 1998)에 의하면 대학생들이 급식소를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음식의 맛이나 좋은 품질의 서비스

가 아닌 싼 가격, 시간의 절약과 접근의 용이성 때문이며, 
대학급식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는 대부분 낮은 것으로 조

사되었다. 대부분의 대학 급식소는 대학 주변 외식업소와

의 경쟁적 환경에서 전략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판매 급

식수가 점차 감소되고 있고, 때로는 대학 급식소의 존폐

위기에 처하기도 한다(Lee & Jung, 2010). 대학 급식소

는 급식소가 직면한 문제들을 인식하고 급식의 품질 향상

을 위한 급식운영의 전략적 모색이 필요하다. 고객만족을 

위한 개선방안을 계획하기 위해 여러 서비스 분야에 적용

되고 있는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기법

은 급식소 이용 고객의 인식에 근거한 개선방안 도출에 

활용 될 수 있다(Almanza et al., 1994; Green, 1992; 
Zhang & Chow 2004). IPA는 품질 속성들을 중심으로 

고객이 인식하는 중요도와 수행도를 조사하여 얻은 자료

들을 2차원 평면에서의 축에 대한 자료로 재정립함으로

써 문제점을 인식하게 하는 방법이다. 급식 운영상의 문

제점 또는 개선점을 인식하기 위해 IPA 기법을 적용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Han et al., 2004; Lee & Jung, 
2010; Yang et al., 2005). 

  1970년대에 25.6%에 불과하였던 여대생의 비율이 점

차 증가하여, 2001년에는 38.9%를 차지하였고, 2011년

에는 여대생의 비율이 40.9%로 증가하였다(Higher 
educational institutions, 2011). 여학생의 증가로 학업 뿐 

아니라 캠퍼스 생활에 대한 남녀의 차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Kwun, 2011). 이러한 성별 차이는 소비자 행동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고(Liberman 
et al., 2001; McCleary et al., 1994; Meyers-Levy & 
Maheswaran, 1991), 급식운영 및 식품선택과 관련한 연

구에서도 성별에 따른 차이점과 유사점에 대한 연구가 중

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Blanck et al., 2008; Driskell et 
al., 2006; Han & Ryu, 2006). 따라서 남녀 학생들이 인

식하고 있는 급식 서비스 품질에 대한 중요도와 수행도의 

차이를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급식소의 이용 고객의 특

징을 고려한 서비스 품질 개선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대학급식소가 외부 식당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서는 급식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급식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한 문제 분석이 우선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
학급식소의 효율적인 운영과 학생들의 급식에 대한 만족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

는 서비스 품질 속성과 실제 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서

비스 품질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우선적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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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 품질 속성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

련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급식소의 이용 실태

와 급식 서비스 품질에 대한 남녀 대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중요도와 수행도를 조사하고, 남학생과 여학생의 

IPA 분석을 통하여 대학교 급식소에서 우선적으로 개선

되어야 할 품질 속성요인들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 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대학급식소의 서비스 품질 속성의 중요성과 수행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대전지역 대학교 중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2개교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2011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대상 학교를 방문하여, 
총 500부를 배포하고 432부를 회수하였다(회수율 

86.4%). 회수된 설문지 중 불완전하게 응답된 설문지를 

제외한 412부를 자료 분석에 이용하였다. 

2. 조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내용은 기존 문헌을 참고로 

개발하였고(Kim, 2006; Kim et al., 2009b; Kwun, 2011; 
Lee & Jung, 2010; Park et al., 2007) 그 내용을 급식소

를 이용하는 대학생 20명을 대상으로 pilot test를 실시하

여 수정, 보완하였다. 설문지는 급식 서비스 품질 속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중요도, 수행도, 급식소 이용 실태, 일
반사항을 묻는 4개의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대학급식 서비

스 품질 속성에 대한 중요도(Importance)와 수행도

(Performance)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서비스 품질 4문항, 
음식 품질 7문항, 메뉴 구성 3문항, 위생 3문항, 편리성 5문

항, 분위기 3문항, 총 25문항을 개발하였다. 대학급식소의 

서비스 품질 속성에 대한 중요도 평가(1: 전혀 중요하지 않

다 - 5: 매우 중요하다)와 수행도 평가(1: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는 모두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급식소를 

자주 이용하는 이유와 자주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조

사는 각각 3순위까지 조사하였고, 그 외에 급식 이용 실태

에 대한 내용과 일반사항을 조사하였다. 

3. 자료의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급식 이용 실태는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급식의 품질 속성에 대한 중요도와 

수행도 평가는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급식품질 속

성을 측정하기 위한 항목들의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을 위

하여 신뢰도 검증과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급식품질 속

성에 대한 남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test
를 실시하였고, 급식소 운영 전략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분석을 실

시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조사대상자 412명의 일반사항 및 외식·급식 이용 실태

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를 <Table 1>에 제시하였다. 응답

자 중 59.2%(244명)는 여학생이었고 41.8%(168명)는 남

학생이었으며, 학년별 구성은 1학년 33.0%, 2학년 

24.3%. 3학년 26.7%, 4학년 16.0%로 조사되었다. 생활 

형태는 ‘부모와 거주’가 57.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

으며, 다음으로 ‘자취(23.3%)’, ‘기숙사(10.0%)’, ‘하숙

(6.3%)’ 순으로 나타났다. 남녀 학생의 생활 형태를 보면, 
여학생이 ‘부모와 거주(73.4%)’하는 경우가 남학생이 ‘부
모와 거주(35.1%)’하는 비율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평균 점심식사로 지출되는 비용을 조사한 결

과 3,500원 이상 4,000원 미만이 23.3%로 가장 높은 비

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는 3,000원 이상 3,500미만

이 21.4%, 4,000원 이상 4,500원 비만이 18.4%, 3,000원 

미만이 17.2%로 조사되었다. 점심식사 비용은 4,000원 

이상 4,500원 미만을 지출하는 경우가 남학생은 30.4%를 

보여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여학생의 경우는 

10.2%로 남학생과 여학생의 점식식사 비용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식소를 이용하지 않을 때 

점심식사를 하는 곳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학교근처 일반 

음식점을 이용하는 비율이 45.4%로 가장 높았고, 집에서 

먹는다고 응답한 학생이 12.6%를 차지하였다. 남학생이 

일반 음식점을 이용하는 비율(64.9%)은 여학생이 일반음

식점을 이용하는 비율(32.0%) 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

로 조사되었다. 급식 이용 빈도를 보면, 응답자의 32.8%
가 급식소를 거의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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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Eating Out Pattern of Respondents

Variables Female (n=244)
N (%)

Male (n=168)
N (%)

Total (n=412)
N (%)

x2

(p)

Grade

Freshman 83(34.0) 53(31.5) 136(33.0)

4.064
(0.255)

Sophomore 65(26.6) 35(20.8) 100(24.3)

Junior 57(23.4) 53(31.5) 110(26.7)

Senior 39(16.0) 27(16.1) 66(16.0)

Housing

Dormitory 11(4.5) 30(17.9) 41(10.0)

69.518
(<0.001)

Boardinghouse 7(2.9) 19(11.3) 26(6.3)

Self boarding 39(16.0) 57(33.9) 96(23.3)

Parents' house 179(73.4) 59(35.1) 238(57.8)

Relative's house 5(2.0) 1(0.6) 6(1.5)

Others 3(1.2) 2(1.2) 5(1.2)

Average Cost 
for Lunch(won)

less than 3,000 62(25.4) 9(5.4) 71(17.2)

58.863
(<0.001)

3,000 to less than 3,500 58(23.8) 30(17.9) 88(21.4)

3,500 to less than 4,000 62(25.4) 34(20.2) 96(23.3)

4,000 to less than 4,500 25(10.2) 51(30.4) 76(18.4)

4,500 to less than 5,000 19(7.8) 33(19.6) 52(12.6)

More than 5,000 17(7.0) 11(6.5) 28(6.8)

No response 1(0.4) 0 1(0.2)

Options other 
than Campus 
Foodservice 

Commercial restaurants 78(32.0) 109(64.9) 187(45.4)

60.312
(<0.001)

Lunch box 36(14.8) 6(3.6) 42(10.2)

Delivery food 12(4.9) 12(7.2) 24(5.8)

Snacks 37(15.2) 6(3.6) 43(10.4)

Homemade 35(14.3) 17(10.2) 52(12.6)

Eating nothing 6(2.5) 6(3.6) 12(2.9)

Others 35(14.3) 9(5.4) 44(10.7)

No response 5(2.0) 3(1.8) 8(1.9)

Frequency of 
Using Campus 
Foodservice

More than 4-5 times a week 14(5.7) 27(16.1) 41(10.0)

20.859
(<0.01)

2-3 times a week 52(21.3) 45(26.8) 97(23.5)

Once a week 41(16.8) 29(17.3) 70(17.0)

Twice a week 16(6.6) 6(3.6) 22(5.3)

Once a month 26(10.7) 21(12.5) 47(11.4)

Hardly use 95(38.9) 40(23.8) 135(32.8)

23.5%가 일주일에 2-3번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 되

었다. 여학생의 경우 급식소를 거의 이용하지 않는 비율

이 38.9%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남학생은 

23.8%를 보여 남학생 보다 여학생의 이용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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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asons for Using and Not Using of Foodservice on Campus

Variables
Female
N (%)

Male
N (%)

Total
N (%) x2

(p)
First Second Third First Second Third First Second Third

Reason for 
Using Campus 

Foodservice

Tasty food 3
(4.4)

5
(7.6)

10
(16.7)

10
(11.5)

8
(9.2)

17
(19.8)

13
(8.4)

13
(8.5)

27
(18.5)

First: 
30.753

(<0.001),

Second: 
19.019
(<0.05),

Third:
13.763
(0.088) 

Low price 4
(5.9)

19
(28.8)

21
(35.0)

28
(32.2)

19
(21.8)

13
(15.1)

32
(20.6)

38
(24.8)

34
(23.3)

Good quality 
of the food

1
(1.5)

1
(1.5)

1
(1.7)

3
(3.4)

4
(4.6)

4
(4.7)

4
(2.6)

5
(3.3)

5
(3.4)

Good 
sanitation

0
(0)

4
(6.1)

2
(3.3)

1
(1.1)

4
(4.6)

5
(5.8)

1
(0.6)

8
(5.2)

7
(4.8)

Convenient 
location

52
(76.5)

3
(4.5)

3
(5.0)

40
(46.0)

17
(19.5)

11
(12.8)

92
(59.4)

20
(13.1)

14
(9.6)

Time saving 2
(2.9)

26
(39.4)

7
(11.7)

5
(5.7)

23
(26.4)

20
(23.3)

7
(4.5)

49
(32.0)

27
(18.5)

Balanced 
nutrition 

2
(2.9)

2
(3.0)

3
(5.0)

0
(0)

2
(2.3)

2
(2.3)

2
(1.3)

4
(2.6)

5
(3.4)

Variety menu 3
(4.4)

1
(1.5)

10
(16.7)

0
(0)

9
(10.3)

10
(11.6)

3
(1.9)

10
(6.5)

20
(13.7)

Preferred menu 1
(1.5)

5
(7.6)

3
(5.0)

0
(0)

1
(1.1)

4
(4.7)

1
(0.6)

6
(3.9)

7
(4.8)

No response 0 2 8 0 0 1 0 2 9

Reason for Not 
Using Campus 

Foodservice

Untasty food 113
(65.3)

19
(11.1)

14
(8.3)

23
(24.2)

17
(18.5)

16
(18.2)

136
(50.7)

36
(13.7)

30
(11.7)

First: 
51.442

(<0.001),

Second: 
20.368
(<0.05),

Third:
31.325

(<0.001) 

Price 5
(2.9)

18
(10.5)

11
(6.5)

11
(11.6)

3
(3.3)

7
(8.0)

16
(6.0)

21
(8.0)

18
(7.0)

Insufficient 
food quality

10
(5.8)

35
(20.5)

32
(18.9)

6
(6.3)

11
(12.0)

8
(9.1)

16
(6.0)

46
(17.5)

40
(15.6)

Unsanitary 
food and 
facility

6
(3.5)

21
(12.3)

26
(15.4)

3
(3.2)

6
(6.5)

5
(5.7)

9
(3.4)

27
(10.3)

31
(12.1)

Location 3
(1.7)

5
(2.9)

1
(0.6)

9
(9.5)

5
(5.4)

7
(8.0)

12
(4.5)

10
(3.8)

8
(3.1)

Crowed 
atmosphere

9
(5.2)

8
(4.7)

8
(4.7)

15
(15.8)

11
(12.0)

11
(12.5)

24
(9.0)

19
(7.2)

19
(7.4)

Unbalanced 
nutrition

0
(0)

3
(1.8)

14
(8.3)

0
(0)

0
(0)

2
(2.3)

0
(0)

3
(1.1)

16
(6.2)

Limited menu 
selection

15
(8.7)

39
(22.8)

29
(17.2)

11
(11.6)

19
(20.7)

15
(17.0)

26
(9.7)

58
(22.1)

44
(17.1)

No preferred 
menu

12
(6.9)

23
(13.5)

34
(20.1)

17
(17.9)

20
(21.7)

17
(19.3)

29
(10.8)

43
(16.3)

51
(19.8)

No response 0 2 4 0 3 7 0 5 1

2. 대학급식소 이용 이유

  대학급식 이용 이유 조사 결과는 <Table 2>에 제시하

였다. 급식소를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 응답한 학생은 155
명이고, 잘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응답한 학생은 

268명이었다. 각 항목에 대해 무응답 학생은 제외하고 퍼

센트를 계산하였다. 캠퍼스 내의 급식소를 이용하는 이유

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학생이 ‘급식소의 위치(59.4%)’
를 1순위로 꼽았고, 다음으로는 ‘낮은 가격(20.6%)’을 선

택하였다. 이는 강원 소재 대학에서 조사한 연구결과

(Lee, 2005)에서 1순위에 대한 응답률이 높은 항목은 ‘거
리가 가까워서(52.7%)’, 그 다음으로 ‘가격이 저렴해서

(27.4%)’라고 응답한 것과 동일한 결과이다. 2순위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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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를 보면, ‘시간절약(32.0%)’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하였고, 다음으로 ‘낮은 가격(24.8%)’, ‘위치(13.1%)’로 

나타났다. 3순위를 보면, ‘낮은 가격(23.3%)’이 가장 높

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음식 맛(18.5%)’과 

‘시간절약(18.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Park et 
al.(2007), Lee와 Jung(2010)에 의하면 대학교 급식소를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대부분이 ‘저렴한 가격(67.6%)’ 때
문인 것으로, 다음으로는 ‘시간 절약(22.9%)’ 때문인 것

으로 조사되었고, Lee(2004), Park과 Chang(1998)의 대

학급식소 이용 이유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도 ‘시간절약’, 
‘가까운 위치’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Rho와 Woo의 

연구(2003)에서도 학교급식소를 이용하는 이유가 ‘가격

이 저렴해서(34.6%)’, ‘시간절약(25.3%)’ ‘위치가 가까워

서(24.4%)’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대
학 급식소가 학생들에게 매력적인 이유는 교내에 위치하

여 가깝고, 저렴한 가격에 빨리 식사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접

근의 용이성 측면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학생들의 1순위 이유를 비교해보면, 남학생과 여

학생 모두 급식소의 위치가 급식소를 이용하는데 중요한 

이유로 조사되었으나, 여학생의 경우는 가격이 급식소를 

이용하는 이유에서 5.9%(4명)를 차지한데 비해, 남학생

의 경우는 32.3%(28명)를 보여, 남녀 학생들이 급식소를 

이용하는 이유에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 et al.(2000)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S
여대의 경우 ‘음식의 맛(48.5%)’과 ‘가격(18.7%)’, D여대

의 경우 ‘음식의 맛(43.53%)’과 ‘종업원의 위생(15.3%)’
이 교내 급식소를 이용할 때 가장 중요시 되는 요인으로 

분석하였다. 급식소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1순위

는 ‘맛이 없어서’가 50.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

다. 이는 대학급식소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Han 
et al.(2004)과 Park et al.(2007)의 연구에서 각각 51.4%
와 49.3%가 ‘맛이 없어서’가 첫 번째 원인으로 조사된 연

구와 동일한 결과였다. Lee(2004)의 연구에서도 ‘맛이 없

음(76.2%)’이 대학급식소를 이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분석되었다. 2순위에는 ‘메뉴 선택의 제한(22.1%)’이 가

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3순위에는 ‘선호메뉴가 없어서

(19.8%)’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Lee와 

Jung(2010)의 연구에서도 대학 급식소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맛없는 음식’이 37.8%, ‘제한된 메뉴’가 가장 높

은 비율로 나타났다. 

3. 대학급식소 품질 속성에 대한 요인분석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내적일관성을 

검증하는 방법인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여, 신

뢰성을 검증한 결과, 0.70~0.87로 모두 0.7을 초과하여 

내적일관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Table 3 참조>. 
따라서 측정항목들은 신뢰성이 확보 되었다. 25개 품질 

속성 항목에 대하여 varimax 회전을 적용하여 요인분석

하였고, 6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요인분석 결과, 요인 

1은 ‘직원의 친절성, ‘전체적인 서비스 품질’, ‘직원의 복

장’, ‘배식의 신속성’, 4개의 속성들로 구성되었고, 이를 

‘서비스’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음식의 맛’, ‘음식의 

신선도’, ‘음식의 온도’, ‘전체적인 음식의 품질’, ‘1인 분

량’, ‘영양’, ‘음식의 외관’, 7개의 속성들로 구성되었고, 
이를 ‘음식’로 정하였다. 요인 3은 ‘식기 위생’, ‘음식 위

생’, ‘시설의 청결’, 3개의 속성으로 구성되었고, 이를 

‘위생’ 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4는 ‘건강메뉴’, ‘계절메

뉴’, ‘메뉴 다양성’ 3개의 속성으로 구성되었고 ‘메뉴’로 

명명하였다. 요인 5는 ‘식탁 및 의자의 배치’, ‘배식구 

및 퇴식구 위치’, ‘급식소의 위치’, ‘쾌적한 냉난방 시

설’, ‘운영시간’, 5개 속성으로 구성되었고, 이를 ‘편리

성’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6은 ‘인테리어’, ‘편안한 정

도’, ‘휴식공간으로의 활용성’, 3개의 속성으로 구성되었

고, ‘분위기’로 명명하였다. 
  대학급식소의 서비스 품질 평가를 수행한 여러 국내

외 연구들은 다양한 서비스 품질 속성을 도출하였는데, 
Kwun(2011)은 서비스 품질, 음식 품질, 메뉴, 시설의 4
가지 속성을 제시하였고, Lee와 Lyu(2010)는 음식, 서비

스, 위생, 환경의 4가지 속성, Kim et al.(2009b)은 음식 

품질, 서비스 품질, 가격과 가치, 분위기, 편리성의 5가

지 속성을 제시하였다. Song(2007)의 대학 기숙사 급식 

서비스 품질 연구에서는 물리적 환경 서비스, 직원 서비

스, 배식 서비스, 고객 지향성, 영양 공급 지향성, 음식 

품질 서비스 6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고, Park 
et al.(2007)은 음식과 서비스 질, 편리성, 시설 및 분위

기로 분류하였다. Yang et al.(2000)은 메뉴의 다양성, 
가격의 적절성, 청결한 식사 및 서비스, 편안하고 여유로

움, 접근 용이성, 친구들과 이용하기 편리함, 음식의 양, 
음식의 맛, 냉난방 시설, 지불한 가치 10개 속성을 도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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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Factor Analysis of Service Quality Attributes of University Foodservice

Quality Attributes

Factor Loading
Crombach's

alphaFactor 1
Service

Factor 2
Food

Facto3r 
Sanitation

Factor 4
Menu

Factor 5
Convenience

Factor 6
Atmosphere

Staff's Kindness .787

0.813
Overall quality of service .782

Staff appearance .773

Speedy distribution .768

Taste of the food .653

0.815

Freshness of the food .653

Appropriate temperature of the food .651

Overall quality of the food .620

Appropriate portion size .610

Nutrition of the food .602

Appearance of the food .601

Sanitation of the utensils .788

0.759Sanitation of the food .780

Cleanliness of the facilities .670

Healthy menu .870

0.870Seasonal menu .833

Menu variety .714

Layout of dining tables and chairs .801

0.831

Layout of distribution and return place .728

Convenient location .712

Pleasant environment with air conditioning 
and heating .691

Operating hours .628

Attractive interior .734

0.703Level of comfort in dinging hall .722

Practical application of resting place .663

Variance explained (62.5%) 12.7 12.6 10.8 10.0 9.3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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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학생들이 인식한 급식소 서비스 품질 중요도

  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급식소 서비스 품질 속성 중

요도에 대한 결과를 <Table 4>에 제시하였다. 25개 항목

에 대한 평균 중요도는 4.18를 보였다. 서울지역 4개 대

학에서 급식 서비스 품질 속성에 대한 중요도를 조사한 

연구(Park et al., 2004)에서는 평균 3.92점(5.0만점)을 보

여, 본 조사 대상 학생들이 중요도에 대한 인식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개의 품질 속성 중 ‘위생(4.74)’
에 대한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음식

(4.36)’, ‘서비스(4.22)’, ‘편리성(4.01), ‘메뉴(3.90)’, ‘분
위기(3.73)’ 순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항목 중에서는 ‘식
기 위생(4.79)’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였고, 다음으로는 

‘음식 위생(4.76)’, ‘시설 청결(4.67)’, ‘음식 맛(4.66)’ 순

으로 나타났다. Han et al.(2004)의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음식의 맛’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응답하여, 본 결

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를 살펴보면, 여학생의 ‘서비스

(p<.001)’, ‘음식’(p<.05), ‘위생(p<0.01)’에 대한 품질 

속성 중요도 인식이 남학생 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평균 점수도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Park et al.(2004)의 연구에서는 급식 

서비스 품질 속성 항목에 대한 전체 평균 중요도 인식 점

수에 남학생(3.90)과 여학생(3.99)의 유의적인 차이가 없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학생의 경우 6개의 품질 속성 

중에서 ‘위생(4.81)’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다음으로는 ‘음식(4.40)’, ‘서비스(4.31)’, ‘편
리성(4.01)’, ‘메뉴(3.88)’, ‘분위기(3.75)’ 순으로 나타났

다. 각 항목별로는 ‘식기 위생(4.86)’을 가장 중요하게 인

식하였고, 다음으로는 ‘음식 위생(4.85)’, ‘시설 청결

(4.73)’, ‘음식 신선도(4.73)’, ‘음식 맛(4.69)’, ‘전체적인 

음식 품질(4.58)’ 순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중요도를 보인 항목은 ‘편안한 정도

(3.67)’, ‘휴식공간으로의 활용성(3.70)’, ‘계절메뉴(3.72)’
로 조사되었다. 

  남학생의 경우 6개의 품질 속성 중에서 ‘위생(4.64)’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다음으로는 

‘음식(4.28)’, ‘서비스(4.09)’, ‘편리성(4.00)’, ‘메뉴

(3.94)’, ‘분위기(3.71)’ 순으로 나타나, 여학생과 점수에 

차이는 있으나 순서는 같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Park et 
al.(2004)의 연구에서도 ‘급식소의 청결’이 가장 중요하

게 인식하는 항목으로 조사되었다. 각 항목별로는 ‘식기 

위생(4.69)’, ‘음식 위생(4.64)’, ‘음식 맛(4.61)’, ‘시설 위

생(4.58)’, ‘음식 신선도(4.51)’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

고, 분위기와 관련된 항목 ‘편안한 정도(3.50)’, ‘휴식공간

으로의 활용성(3.58)’, ‘인테리어(3.80)’에 대한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5. 대학생들이 인식한 급식소 서비스 품질 수행도

  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급식소 서비스 품질 속성 수

행도에 대한 결과를 <Table 5>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

서 실시된 대학급식 품질에 대한 수행도 평가 결과, 급식

소 이용실태 결과로 미루어 예견될 수 있는 것처럼 학생

들이 인식하는 평균 수행도는 2.97로 보통 미만의 수행도

를 보였다. 본 결과의 평균 수행수준은 수도권 지역 5개 

대학교를 대상으로 한 연구(Han & Lee, 2009)의 2.49, 
강원도 소재 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Lee, 2005)
에서 제시한 2.77에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나, 대전지역 

대학교를 대상으로 한 연구(Kim et al., 2005)에서 제시

한 3.04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었다. 대학급식의 품질평

가를 수행한 연구들은 품질 속성들에 대한 인식도가 대부

분 3점 이하로 제시하고 있는 반면, 산업체 급식의 품질

을 평가한 연구(Baek et al., 2007; Lee et al., 2008)들에

서는 서비스 품질에 대한 인식도가 3점 이상인 연구 결과

가 많이 있어, 상대적으로 대학급식의 품질이 낮게 평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개의 품질 속성 중 ‘편리성

(3.30)’에 대한 평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서비

스(3.06)’, ‘위생(2.95)’, ‘음식(2.88)’, ‘분위기(2.79)’, ‘메
뉴(2.68)’ 순으로 조사되었다. Lee와 Lyu(2010)의 부산 

지역 급식소 품질 속성에 대한 만족도 평가 결과에서는 

전체 평균이 2.76을 보였고, ‘음식’ 품질이 가장 높은 만

족도를 보였고, 다음으로 ‘위생’, ‘환경’, ‘서비스’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인천지역 

대학급식소(Woo et al., 2004)와 부산지역 고등학교 급식

소(Kim et al., 2009a)의 급식 품질에 대한 만족도 연구결

과에서는 위생영역이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각 항목 중에서는 ‘편리한 위치(3.64)’가 가장 높은 평

가를 받았고, 다음으로는 ‘쾌적한 냉난방 시설(3.26)’, ‘신
속한 배식(3.22)’과 ‘운영시간(3.22)’으로 나타났다. 대학

급식소의 음식 품질 7개 항목에 대한 수행도를 측정한 

Han et al.(2004)의 연구에서는 ‘가격(3.50)’, ‘음식의 양

(3.22)’, ‘음식의 간(3.05)’, ‘음식의 온도(2.99)’, ‘음식의 

맛(2.94)’ 순으로 수행수준을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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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tudents' Perception on Importance of Foodservice Quality 

Quality Attributes Total1)

Mean(SD)
Female

Mean(SD)
Male

Mean(SD) t-value

Service

Staff's Kindness 4.09 (0.81) 4.21 (0.66) 3.91 (0.96) 3.732***

Staff appearance 4.36 (0.73) 4.46 (0.62) 4.20 (0.84) 3.535***

Speedy distribution 4.24 (0.70) 4.32 (0.61) 4.11 (0.79) 2.978**

Overall quality of service 4.20 (0.71) 4.26 (0.63) 4.13 (0.81) 1.874

Subtotal 4.22 (0.59) 4.31 (0.49) 4.09 (0.69) 3.827***

Food

Taste of the food 4.66 (0.65) 4.69 (0.58) 4.61 (0.74) 1.192

Appearance of the food 4.07 (0.85) 4.17 (0.75) 3.93 (0.97) 2.876**

Freshness of the food 4.64 (0.60) 4.73 (0.53) 4.51 (0.68) 3.628***

Nutrition of the food 4.18 (0.79) 4.15 (0.76) 4.23 (0.82) -1.036

Appropriate portion size 4.13 (0.81) 4.16 (0.78) 4.10 (0.86) 0.734

Appropriate temperature of the food 4.29 (0.70) 4.36 (0.65) 4.19 (0.76) 2.349*

Overall quality of the food 4.51 (0.62) 4.58 (0.56) 4.41 (0.68) 2.672**

Subtotal 4.36 (0.50) 4.40 (0.47) 4.28 (0.54) 2.439*

Menu

Menu variety 4.02 (0.87) 4.01 (0.84) 4.03 (0.93) -0.248

Healthy menu 3.93 (0.89) 3.89 (0.81) 3.98 (0.98) 0.928

Seasonal menu 3.77 (0.92) 3.72 (0.84) 3.83 (1.01) -1.108

Subtotal 3.90 (0.73) 3.88 (0.69) 3.94 (0.79) -0.921

Sanitation

Sanitation of the food 4.76 (0.55) 4.85 (0.40) 4.64 (0.69) 3.852***

Sanitation of the utensils 4.79 (0.55) 4.86 (0.41) 4.69 (0.70) 3.019**

Cleanliness of the facilities 4.67 (0.59) 4.73 (0.51) 4.58 (0.69) 2.523*

Subtotal 4.74 (0.50) 4.81 (0.38) 4.64 (0.62) 3.501**

Convenience

Convenient location 3.99 (0.84) 3.98 (0.76) 4.01 (0.95) -0.314
Pleasant environment with air 
conditioning and heating 4.13 (0.75) 4.09 (0.66) 4.17 (0.87) -1.105

Layout of dining tables and chairs 4.03 (0.81) 4.05 (0.75) 4.01 (0.90) 0.456

Layout of Distribution and return place 3.99 (0.85) 4.01 (0.81) 3.96 (0.92) 0.587

Operating hours 3.89 (0.88) 3.90 (0.80) 3.87 (0.99) 0.378

Subtotal 4.01 (0.64) 4.01 (0.59) 4.00 (0.71) 0.66

Atmosphere

Practical application of resting place 3.65 (0.98) 3.70 (0.87) 3.58 (1.10) 1.188

3.90 (0.82) 3.96 (0.74) 3.80 (0.92) 1.946Attractive interior

3.54 (0.97) 3.67 (0.86) 3.50 (1.11) 0.759Level of comfort in dinging hall

Subtotal 3.73 (1.03) 3.75 (0.71) 3.71 (1.37) 0.371

Total 4.18 (0.43) 4.21 (0.39) 4.12 (0.49) 2.028*

1) A 5-point scale was used (1: strongly disagree, 5: strongly agree).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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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Students' Perception on Performance of Foodservice Quality 

Quality Attributes Total1)

Mean(SD)
Female

Mean(SD)
Male

Mean(SD) t-value

Service

Staff's Kindness 2.89 (0.97) 2.58 (0.95) 3.33 (0.84) -8.232***

Staff appearance 3.17 (0.90) 2.90 (0.89) 3.56 (0.74) -7.856***

Speedy distribution 3.22 (0.91) 2.94 (0.89) 3.62 (0.79) -7.956***

Overall quality of service 2.97 (1.02) 2.59 (0.96) 3.53 (0.83) -10.251***

Subtotal 3.06 (0.81) 2.75 (0.77) 3.51 (0.64) -10.465***

Food

Taste of the food 2.71 (1.12) 2.31 (1.09) 3.31 (0.88) -9.829***

Appearance of the food 2.79 (1.02) 2.41 (1.00) 3.33 (0.77) -9.960***

Freshness of the food 2.82 (0.96) 2.48 (0.91) 3.32 (0.80) -9.617***

Nutrition of the food 2.75 (0.95) 2.40 (0.91) 3.27 (0.74) -10.180***

Appropriate portion size 3.12 (0.99) 2.91 (0.99) 3.41 (0.91) -5.187***

Appropriate temperature of the food 3.18 (1.04) 2.87 (1.06) 3.62 (0.84) -7.598***

Overall quality of the food 2.79 (1.04) 2.38 (0.95) 3.41 (0.84) -11.281***

Subtotal 2.88 (0.85) 2.54 (0.81) 3.38 (0.62) -11.315***

Menu

Menu variety 2.68 (1.23) 2.31 (0.95) 3.22 (0.80) -10.198***

Healthy menu 2.66 (0.96) 2.30 (0.85) 3.18 (0.85) -10.275***

Seasonal menu 2.65 (1.02) 2.36 (0.96) 3.07 (0.95) -7.338***

Subtotal 2.68 (1.00) 2.31 (0.96) 3.22 (0.80) -10198***

Sanitation

Sanitation of the food 2.99 (0.98) 2.72 (0.96) 3.37 (0.88) -7.000***

Sanitation of the utensils 2.90 (1.01) 2.68 (0.98) 3.22 (0.99) -5.446***

Cleanliness of the facilities 2.96 (1.05) 2.65 (1.07) 3.43 (0.84) -7.888***

Subtotal 2.95 (0.89) 2.68 (0.85) 3.34 (0.78) -7.905***

Convenience

Convenient location 3.64 (0.93) 3.62 (0.96) 3.67 (0.88) -0.569
Pleasant environment with air 
conditioning and heating 3.26 (0.94) 3.05 (0.95) 3.56 (0.84) -5.692***

Layout of dining tables and chairs 3.20 (0.96) 3.00 (0.96) 3.48 (0.88) -5.078***

Layout of Distribution and return 
place

3.16 (1.00) 3.00 (1.01) 3.41 (0.93) -4.127***

Operating hours 3.22 (0.94) 3.07 (0.98) 3.46 (0.82) -4.215***

Subtotal 3.30 (0.72) 3.15 (0.74) 3.52 (0.64) -5.232***

Atmosphere

Practical application of resting place 2.89 (1.15) 2.64 (1.18) 3.25 (1.01) -5.420***

Attractive interior 2.90 (1.10) 2.56 (1.10) 3.42 (0.88) -8.405***

Level of comfort in dinging hall 2.58 (1.18) 2.09 (1.04) 3.30 (0.99) -11.767***

Subtotal 2.79 (1.03) 2.43 (1.00) 3.32 (0.82) -9.535***

Total 2.97 (0.71) 2.67 (0.67) 3.40 (0.50) -11.856***

1) A 5-point scale was used (1: strongly disagree, 5: strongly agree).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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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2005)의 연구에서는 서비스 품질 속성 중 ‘배식의 

신속성(3.23)’이 가장 만족하고 있는 항목으로 조사되었

다. 낮은 수행도를 보인 항목은 ‘편안한 정도(2.58)’, ‘계
절메뉴(2.65)’, ‘건강메뉴(2.66)’, ‘메뉴 다양성(2.68)’ 순

으로 나타났다. Park et al.(2007)의 연구에서도 ‘배식의 

신속함’이 높게 평가된 반면 ‘메뉴의 다양성’에서 낮은 

평가를 보였고, Kim(2006)의 연구에서도 급식소의 ‘편리

한 위치’는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 ‘메뉴 선택 및 다양함’
에서 낮은 수준의 평가를 보였다. 

  6개의 품질 속성 ‘서비스’, ‘음식’, ‘메뉴’, ‘위생’, ‘편
리성’, ‘분위기’에 대한 모든 수행도 평가는 남학생이 유

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1). Kim et al.(2005)의 연

구에서도 위생·환경부분, 서비스 부문, 음식 맛 및 전반적

인 평가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

로 조사되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25개의 항목 중 ‘편
리한 위치’를 제외하고, 모든 항목에서 성별에 따라 유의

적인 차이가 나타났다(p<.001). 여학생은 ‘편리성’에 대

한 수행도를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서비스(2.75)’, ‘위생(2.68)’, ‘음식(2.54)’, 
‘분위기(2.43)’, ‘메뉴(2.31)’ 순으로 나타났다. 여학생들

의 전체적인 인식은 ‘편리성’을 제외하고 모두 2점대의 

점수를 보여, 수행도 인식에 대해 전반적으로 낮은 평가

를 하고 있었다. 각 항목별로 보면, ‘편리한 위치(3.62)’는 

가장 높은 수행도 인지 수준으로 보였고, ‘편안한 정도

(2.09)’, ‘메뉴 다양성(2.31)’, ‘건강메뉴(2.30)’의 항목은 

낮은 수행도 평가를 보였다. 서울 소재 S여대의 경우 ‘급
식소 운영시간(3.03)’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다른 

급식 서비스 품질 속성들은 보통을 의미하는 3점 이하로 

조사되었다. 남학생은 ‘편리성’ 품질 속성에 대한 수행도

를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는 ‘서비스(3.51)’, ‘음식 맛(3.38)’, ‘위생(3.34)’, ‘분위기

(3.32)’, ‘메뉴(3.22)’ 순으로 나타나, 여학생의 평가와 다

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위치의 편리성(3.67)’, ‘신속한 배식(3.62)’, ‘적절한 음식 

온도(3.62)’의 수행도를 높게 평가하였고, ‘계절메뉴

(3.07)’, ‘건강메뉴(3.18)’, ‘메뉴의 다양성(3.22)’, ‘식기 

위생(3.22)’의 수행도를 낮게 평가하였다. 충남소재 대학

의 학생식당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가격’에 대한 만

족도(남학생 3.05, 여학생 3.10)는 여학생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메뉴의 다양성’에 대한 평가(남학생 2.55, 여
학생 2.73)는 남학생의 점수가 더 낮게 나타났다(Lee, 
2004). 

6. 여학생과 남학생의 대학급식소 서비스 품질에 대

한 IPA 분석 

  본 연구에서 실시된 대학 급식소의 서비스 품질 평가 

결과, 조사 대상 대학급식소에 대한 학생들이 인식한 급

식소의 수행도는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다. 여러 가지 운

영 여건이 어려운 대학급식소의 내외적 환경을 극복하고 

낮게  인식되고 있는 급식소의 수행수준을 높여 고객들의 

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객들이 중요하게 인식하는 품

질 속성과 인식된 수행 수준을 분석하여, 급식소의 품질

향상을 위한 전략과 개선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 우

선순위 결정을 위해 품질 속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중

요성과 수행도를 각각 X, Y축으로 구분하여 IPA분석을 

실시하였다. 중요성과 수행도의 평균점수가 모두 평균 이

상인 1사분면(Doing great), 중요도는 평균이하이나 수행

도가 평균 이상인 2사분면(Overdone), 중요성과 수행도

가 모두 평균 이하인 3사분면(Low priority), 중요도는 평

균 이상이고 수행도는 평균이하인 4사분면(Focus here)
으로 구분하였다. 

  여학생이 인식한 급식소 품질에 대한 중요도와 수행도

에 관한 IPA 분석 결과를 [Figure 1]에 제시하였다. 여학

생들의 IPA 분석결과, 중요도는 높으나 수행도가 낮은 

항목은 ‘종사원의 친절성,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 ‘음식 

맛’, ‘음식 신선도’, ‘전반적인 음식 품질’, ‘시설 청결’ 항
목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4사분면(Focus here)에 포함

된 6개 항목은 여학생들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나 수

행 수준이 좋지 못한 항목으로 분석되어, 급식소 개선에

서 우선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볼 수 있다. Yoo et 
al.(2000)의 고등학교 급식 품질에 대한 IPA 분석에서는 

Focus here에 해당하는 항목이 ‘음식 온도’, ‘외관’, ‘1인 

분량’, ‘주식과 부식의 조화’, ‘제철음식의 사용’이라고 응

답하여 본 결과와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1사분면(Doing 
great)에 포함된 항목은 ‘종사원의 복장’, ‘배식의 신속

성’, ‘적절한 음식 온도’, ‘음식 위생’, ‘식기 위생’으로 나

타났고, 2사분면(Overdone)에는 ‘1인 분량’, ‘편리한 위

치’, ‘쾌적한 냉난방 시설’, ‘테이블과 의자의 배치’, ‘배
식과 퇴식 위치’, ‘운영시간’으로 조사되었다. 3사분면

(Low priority)에는 ‘음식 외관’, ‘음식 영양’, ‘메뉴 다양

성’, ‘건강메뉴’, ‘계절메뉴’, ‘휴식공간으로의 활용성’, 
‘인테리어’, ‘편안한 정도’로 나타났다. 



12 한국생활과학회지 제21권 2호 2012

- 400 -

  남학생이 인식한 급식소 서비스 품질에 대한 중요도와 

수행도에 관한 IPA 분석 결과를 [Figure 2]에 제시하였

다. IPA 분석결과,  4사분면(Focus here)에 포함된 항목

은 ‘음식 맛’, ‘음식 신선도’, ‘음식 영양’, ‘음식 위생’, 
‘식기 위생’ 항목으로 조사되었다. 4사분면에 포함된 5개 

항목은 남학생들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나 수행 수준

이 좋지 못한 항목이므로 급식소 개선에서 우선 고려되어

야 할 사항으로 볼 수 있다. Han et al.(2004)과 Lee와 

Jung(2010)의 연구에서는 ‘음식의 맛’, ‘위생’의 항목 외

에 ‘메뉴의 다양성’이 대학급식소 개선요인으로 보고되었

다. 본 연구의 결과와 함께 여러 대학급식 품질 평가를 

실시한 연구들을 종합하여 보면, ‘음식 맛’, ‘음식 신선

도’, ‘위생’ 등과 같은 보다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급식

의 품질 요소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발전적 전략 수립과 

실행이 가장 시급하다고 사료된다(Lee & Jung, 2010). 1
사분면(Doing great)에 포함된 항목은 ‘종사원의 복장’,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 ‘적절한 음식온도’, ‘전반적인 음

식 품질’, ‘시설 청결’, ‘쾌적한 냉난방 시설’로 나타났다. 
2사분면(Overdone)에는 ‘배식의 신속성’, ‘1인 분량’, ‘편
리한 위치’, ‘테이블과 의자의 배치’, ‘배식과 퇴식 위치’, 
‘운영시간’, ‘인테리어’ 항목으로 조사되었고, 3사분면

(Low priority)에는 ‘직원 친절성’, ‘음식 외관’, ‘메뉴 다

양성’, ‘건강메뉴’, ‘계절메뉴’, ‘휴식공간으로의 활용성’, 
‘편안한 정도’ 7개 항목으로 나타났다.

A: Staff's Kindness
B: Staff appearance
C: Speedy distribution
D: Overall quality of service
E: Taste of the food
F: Appearance of the food
G: Freshness of the food
H: Nutrition of the food
I: Appropriate portion size
J: Appropriate temperature of the     food 

K: Overall quality of the food 
L: Menu variety
M: Healthy menu
N: Seasonal menu
O: Sanitation of the food
P: Sanitation of the utensils
Q: Cleanliness of the facilities 
R: Convenient location
S: Pleasant environment with air     
conditioning and heating

T: Layout of dining tables and  chairs
U: Layout of distribution and  return place
V: Operating hours
W: Practical application of resting     
place
X: Attractive interior
Y: Level of comfort in dinging hall

[Figure 1] IPA Analysis of Foodservice Quality for Female Students

Doing g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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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 결과에서와 같이 IPA 수행 결과 중점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품질 속성들에 대해 남학생과 여학생의 인

식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성별에 

따라 중요도와 수행도 인식에 차이가 있으므로 급식소의 

주 이용고객의 특성을 고려한 운영방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학생과 남학생 모두에서 중요도는 높고 

수행도가 낮아 우선적으로 중점 개선해야 할 항목은 ‘음
식 맛’과 ‘음식 신선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생들이 

급식소의 음식 맛에 대한 품질 속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나 수행 수준을 낮게 평가하고 있으므로 음식의 맛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Yang et 
al.(1998)은 대학 급식소에서 음식의 맛 개선이 급식소의 

전반적인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하였다. 학생들의 메뉴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여 메

뉴에 반영하도록 하고, 섭취빈도 조사, 관능검사, 잔반량 

조사, 표준 레시피 개발 등의 방법에 의하여 메뉴 개선 

및 음식 맛의 개선에 힘써야 할 것이다. 

A: Staff's Kindness
B: Staff appearance
C: Speedy distribution
D: Overall quality of service
E: Taste of the food
F: Appearance of the food
G: Freshness of the food
H: Nutrition of the food
I: Appropriate portion size
J: Appropriate temperature of the  

   food 

K: Overall quality of the food 
L: Menu variety
M: Healthy menu
N: Seasonal menu
O: Sanitation of the food
P: Sanitation of the utensils
Q: Cleanliness of the facilities 
R: Convenient location
S: Pleasant environment with air    

 conditioning and heating

T: Layout of dining tables and     
  chairs

U: Layout of distribution and      
  return place

V: Operating hours
W: Practical application of resting  

   place
X: Attractive interior
Y: Level of comfort in dinging     

  hall

[Figure 2] IPA Analysis of Foodservice Quality for Male Students



14 한국생활과학회지 제21권 2호 2012

- 402 -

`Ⅳ.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급식소의 이용 실태와 급식 서비스 품

질에 대한 중요도와 수행도를 조사하고, 남학생과 여학생

의 IPA분석을 통하여 대학교 급식소에서 향후 발전적으

로 개선되어야 할 서비스 품질 속성요인들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대전 소재 대학교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불완전하게 응답된 설문

지를 제외한 412부를 결과분석에 이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대한 요약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교내의 급식소를 이용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학생이 ‘급식소의 위치(59.4%)’를 1순위로 꼽았고, 
다음으로는 ‘낮은 가격(20.6%)’을 선택하였다. 2순위는 

‘시간절약(32.0%)’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3순

위는 ‘낮은 가격(23.3%)’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

다. 급식소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1순위는 ‘맛이 

없어서’가 50.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2순위

에는 ‘메뉴 선택의 제한(22.1%)’, 3순위에는 ‘선호메뉴가 

없어서(19.8%)’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2. 학생들이 인식한 급식 서비스 품질 속성 중요도는 

‘위생(4.74)’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음식(4.36)’, ‘서비스(4.22)’, ‘편리성(4.01), ‘메뉴(3.90)’, 
‘분위기(3.73)’ 순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서비스

(p<.001)’, ‘음식(p<.05)’, ‘위생(p<0.01)’에 대한 서비스 

품질 속성 중요도 인식이 남학생 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평균 점수도 유의적으로 여학생

(4.21)이 남학생(4.12)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05). 

  3. 학생들이 인식하는 급식 서비스 품질 수행도는 

2.97(로 보통 미만의 수행도를 보였다. ‘편리성(3.30)’에 

대한 평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서비스(3.06)’, 
‘위생(2.95)’, ‘음식(2.88)’, ‘분위기(2.79)’, ‘메뉴(2.68)’ 
순으로 조사되었다.  6개의 품질 속성 ‘서비스’, ‘음식’, 
‘메뉴’, ‘위생’, ‘편리성’, ‘분위기’에 대한 모든 수행도 평

가는 남학생이 유의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p<.001).

  4. 여학생들의 IPA 분석결과, 1사분면(Doing great)에
는 ‘종사원의 복장, ‘배식의 신속성’, ‘적절한 음식 온도’, 
‘음식 위생’, ‘식기 위생’, 2사분면(Overdone)에는 ‘1인 

분량’, ‘편리한 위치’, ‘쾌적한 냉난방 시설’, ‘테이블과 

의자의 배치’, ‘배식과 퇴식 위치’, ‘운영시간’, 3사분면

(Low priority)에는 ‘음식 외관’, ‘음식 영양’, ‘메뉴 다양

성’, ‘건강메뉴’, ‘계절메뉴’, ‘휴식공간으로의 활용성’, 
‘인테리어’, ‘편안한 정도’, 4사분면(Focus here)에는 ‘직
원의 친절성’,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 ‘음식 맛, ‘신선도’, 
‘전반적인 음식 품질’, ‘시설 청결’로 나타났다. 

  5. 남학생의 IPA 분석결과,  1사분면(Doing great)에 

포함된 항목은 ‘종사원의 복장’,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 
‘적절한 음식온도’, ‘전반적인 음식 품질’, ‘시설 청결’, 
‘쾌적한 냉난방 시설’, 2사분면(Overdone)에는 ‘배식의 

신속성’, ‘1인 분량’, ‘편리한 위치’, ‘테이블과 의자의 배

치’, ‘배식과 퇴식 위치’, ‘운영시간’, ‘인테리어’, 3사분면

(Low priority)에는 ‘직원 친절성’, ‘음식 외관’, ‘메뉴 다

양성’, ‘건강메뉴’, ‘계절메뉴, ‘휴식공간으로의 활용성’, 
‘편안한 정도’, 4사분면(Focus here)에는 ‘음식 맛’, ‘음식 

신선도’, ‘음식 영양’, ‘음식 위생’, ‘식기 위생’으로 나타

났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학생들은 대학급식소 서비스 품

질 속성들에 대한 수행 수준을 전반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교내 급식소가 가격이 

저렴하고 위치의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식사

를 할 수 있다는 이유로 교내 급식소를 이용하고 있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학생들의 이용 빈도에서도 거의 이용하

지 않는 학생이 32.8%, 주 1회 이하로 이용하고 있는 학

생이 전체 60%를 차지하고 있어, 급식소의 서비스 품질 

속성에 대한 개선을 통한 급식소 이용 확대 전략이 시급

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개선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서비스 품질 속

성은 주로 음식의 맛, 신선도, 영양을 포함하는 음식 자체

의 품질과 음식, 식기, 시설의 위생 등인 것으로 나타났

다. IPA 분석 결과, 여학생과 남학생 모두 공통적으로 급

식 품질의 기본 요소인 음식 자체 품질과 위생에 대한 개

선이 우선적으로 개선이 요구되는 품질 속성이었고, 여학

생은 그 외에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 ‘직원의 친절성’의 

개선도 중요한 품질 속성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여학생

이 주로 고객이 되는 여대와 여대생의 기숙사의 급식소에

서는 이러한 사항을 염두 할 필요가 있다. 각 교내 급식

소는 접근의 용이성만으로 고객을 유치하는데 안주할 것

이 아니라, 대학급식소에서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급

식 품질 속성들을 도출하고, 급식소의 품질 수준을 향상

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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