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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workers’ perception on the quality improvement of Korean restaurants for the globalization 

of Korean food. A total of 342 workers at Korean restaurants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were surveyed using a self-administrated 

questionnaire. Excluding responses with significant missing data, 250 responses were used for data analysis. In terms of the 

improvement of service quality attributes, the ‘sanitation management (4.51)’ category received the highest score, followed by ‘service 

skill (3.93)’, ‘menu development (3.90)’, ‘serving method (3.88)’, ‘facility and ambiance (3.84)’, and ‘food taste (3.40)’.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of workers’ perception on the improvement of service quality which were ‘menu development (p<0.01)’, ‘service 

skill (p<0.001)’, ‘facility and ambiance (p<0.001)’, and ‘sanitation management (p<0.01)’ by restaurant operation type, and ‘service 

skill (p<0.001)’ and ‘facility and ambiance (p<0.001)’ by workers' position. The mean score of each service quality category showed 

that Korean restaurants managed by a franchisor were ranked the highest. In each service quality category, the items which showed the 

highest scores for the improvement were ‘developing the finest cuisine (4.08)’, ‘providing food seasoning according to customer 

requests (3.70)’, ‘proving ladles, tongs, and extra plates which enable customers to take as much food as they want (4.12)’, ‘staff's 

ability to explain menu (4.08)’, ‘using tableware appropriate to each dish (4.03)’, ‘sanitary management of the provided tableware 

(dishes, spoons and knives) (4.57)’, and ‘thorough toilet management (4.57)’. This research suggests that Korean restaurants need to 

improve service quality to globalize Korean food, and the strategies for service quality management should be developed to be applied 

to each restaurant operation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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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1990년 295만 명에서 꾸준한 증

가 추세를 보여, 2013년 1,217만 명을 기록하며 한해 천

만 관광객의 시대를 열었다(Korea Tourism Organization 

2013). 2013년 한해 관광 수입은 약 140억 달러로 전년도 

대비 5.8%의 성장률을 보였고, 1인당 소비는 1,161달러로 

조사되었다. 2014년 10월 외국인 관광객은 131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1.1% 증가하였고, 국가별로는 중국, 일

본, 미국, 대만, 홍콩 순으로 관광객 수가 많았다(Korea 

Tourism Organization 2014). 특히, 중국은 한중 항공협정 

이후 증가된 교통망과 쇼핑, 음식, 한류 등 한국 콘텐츠

에 대한 선호 현상 증가로 전년 동월대비 64.0% 관광객

이 증가하였다(Korea Tourism Organization 2014). 2013년 

12,000명의 외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2013 외래 관광

객 실태 조사’에 따르면, 관광객의 음식에 대한 만족도는 

4.11점(5점 만점 기준)으로 조사되었고 ‘만족’은 81.1%(매

우 만족 32.9%, 만족 48.2%), 보통은 16.2%로 나타났다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4). 방한 외국

인들이 여행 시 좋았던 점으로는 43.1%가 ‘음식이 맛있

다’를 선택하였다. 또한 한국 선택 시 고려 요인 순위 조

사에서도 ‘음식 및 미식 탐방’이 ‘쇼핑’, ‘자연 풍경’에 이

어 3위를 차지하였다(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4). 한식은 조리방법, 영양, 구성 및 식재료, 

식문화 등에 있어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으며(Kim 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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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최근 한류열풍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 뿐 아

니라 한식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과 인지도가 크게 증

가하였다(Riangkrul S 2004, Aphirak P 2006, Choen DH와 

Kim MJ 2013).

음식은 한 나라의 문화 상징으로 여겨지고 여행을 하

거나 타국에 체류할 때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 중

에 하나로, 국가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중요한 상품이다

(Moon SJ와 Song JS 2012). 외국을 여행할 경우 그 나라

의 독특하고 다양한 맛있는 요리들을 경험한다는 것은 

여행을 풍요롭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 여행의 가치를 높

여주는 훌륭한 사회적 관광자원이다(Lee HS 등 2010). 많

은 사람들이 외국의 음식을 해외여행을 통해 그 나라에 

가서 직접 경험 하게 되고, 그 결과 전체적으로 만족하고 

신뢰한다면 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음식을 판매하는 곳

을 찾게 될 가능성이 크다(Cheon DH와 Kim MJ 2013).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한식당에서의 좋은 경험은 만

족과 재구매 의도를 갖게 할 뿐 아니라 자국에 돌아가서

도 자국의 한식 판매점 또는 한식당을 찾게 되고 한식을 

주위에 추천을 할 수도 있으며, 이것이 자연스럽게 한식 

세계화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꾸준히 증가하

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의 한식당에 대한 좋은 인식과 높

은 만족을 위해서는 기존의 한식당이 질 높은 음식을 제

공하고 높은 서비스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08년 한식 세계화 비전과 전략에서 2017

년까지 한식을 세계 5대 음식의 하나로 만들기 위한 방

안의 하나로 국내 한식당에 대한 재검토 및 한식당의 해

외진출 등과 같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2009). 그러나 아직

까지 한식 세계화를 위한 한식당의 역량 강화 및 서비스 

품질 향상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최근 한류열풍과 외국 관광객 증가로 한식에 대한 인식

이 크게 변화되고 한식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한식 세계화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한식당 

품질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연구는 아직까지 부족한 상

황이다. 현재까지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한식당 서비

스 품질과 관련한 연구는 외국인 대상 한식당의 서비스 

수행도 조사(Lee MA와 Kim SA 2006), 외국 관광객을 대

상으로 한식당 서비스 품질과 서비스 가치에 대한 연구

(Jeon IS 등 2007), 중국 관광객의 한식당 방문전 서비스 

기대와 방문후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Yoo YJ 등 2009), 

아시아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와 행동의도에 영향

을 미치는 한식당의 품질 요인 연구(Im HJ 2010), 한식당

의 서비스 품질이 외국인 고객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Jung HS와 Yoon HH 2011, Lee IS 등 2011), 일본의 관

광객을 대상으로 한 한식당 서비스 품질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Cheon DH와 Kim MJ 2013) 등이 있다.

한식 세계화를 위한 한식당 관련 연구의 대부분은 외

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한식당 품질 수행도나 만족

도 조사에 국한되어 있어, 실제 한식당의 품질개선을 실

천해야 하는 한식당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한식당 품질

개선과 관련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외국인의 경우 

대부분이 한식당에서 처음 한식을 접하게 되므로 외국인

의 한식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좋은 인식을 심어

주기 위해서는 한식당의 서비스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

할 필요가 있다(Kim JH 등 2012). 실제 많은 외국인들을 

고객으로서 맞이하고 있는 한식당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한식당의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한식당의 경우

에는 개인 업체로 운영되는 비율이 높고 특히 영세 자영

업 형태가 매우 높아 서비스 품질에 대한 표준화가 이루

어지지 못한 업장이 대부분이어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

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식당 종사자가 인

식하고 있는 한식 세계화를 위한 한식당의 품질개선 방

안을 조사하고, 운영 형태에 따른 응답자의 인식 차이를 

분석하여 효과적인 한식당 품질개선 방안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Ⅱ. 연구내용 및 방법

1. 조사대상

한식 세계화를 위한 한식당 품질개선 방안을 조사하기 

위하여, 일주일에 적어도 3회 이상 외국인 손님이 방문한

다고 응답한 서울, 경기 지역 한식당 업체의 종사자를 대

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한식당 방문 전 전화연락을 

통하여 설문조사 협조를 요청하였고, 협조가 가능하다고 

응답한 한식당과 약속 시간을 정한 후, 직접 방문하여 설

문지를 배포하고 그 자리에서 회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

다. 총 342개 한식당을 연구자가 6주에 걸쳐 방문하여 설

문을 실시하였고, 한 업장에서 한명의 응답자가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314개 업장에서 설문지를 회수하

였다(회수율 91.8%). 회수된 설문지 중 불완전하게 응답

된 설문지를 제외한 250부를 자료 분석에 이용하였다.

2. 조사내용 및 방법

설문내용은 기존 문헌과 전국에서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 20명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발하였다. 설문지 

항목 개발은 ‘한식 세계화를 위한 한식당의 개선방안’ 이

란 주제로 한식당 운영자들과 2회의 회의를 통하여 이루

어졌으며, 참석자는 외식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운영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1차 회의에서는 외국인 

고객의 한식당에서의 경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한식당 

품질개선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였고, 메뉴 개발, 음식 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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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제공방법, 서비스 기술, 시설 및 분위기, 위생관리 

등의 요인을 도출하였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기존의 문

헌을 참고하여(Chang MJ와 Cho MS 2000, Bae YH와 

Jinlin Z 2003, Seo KH 등 2003, Seo KH와 Shin MJ 

2006, Jeon IS 등 2007, Lee YJ 2007, Lee YJ 2010) 설문

지를 개발하였고, 2차 회의를 통하여 운영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설문 내용을 외식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한식당 관리자와 조리사 20명

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수정, 보완하였다.

설문지는 한식 세계화를 위한 한식당 품질개선 내용, 

업장 및 개인 일반사항을 묻는 3개의 부분으로 구성하였

다. 한식당 품질개선 내용은 메뉴 개발 5문항, 음식 맛 3

문항, 음식 제공방법 4문항, 서비스 기술 3문항, 시설 및 

분위기 6문항, 위생관리 5문항, 총 26문항을 개발하였다. 

품질개선 방안에 대한 평가(1:전혀 그렇지 않다 ~ 5:매우 

그렇다)는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개인 일반사항에서는 

성별, 나이, 교육수준, 직책, 한식당의 일반사항에서는 주 

제공 메뉴, 좌석 수, 종사자 수, 평균 메뉴 가격을 조사하

였다. 본 설문조사는 사전 전화연락을 취하여 조사 날짜

와 시간을 정하였으며, 연구원이 2인 1조로 서울과 경기 

지역 한식당을 직접 방문하여 대상자에게 설문지 작성 

방법을 간단히 설명한 후 자가 기입하도록 하였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응답자와 한식당의 일반적 특징은 빈도분석을 실시

하였고, 한식당 품질개선에 대한 평가는 평균과 표준편차

를 구하였다. 한식당 품질개선 측정 항목들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신뢰도 검증과 요인분석을 실

시하였다. 4가지 한식당 운영 형태와 종사자의 직책에 따

른 인식 차이 분석을 위해 ANOVA를 실시하였으며, 사후 

검정으로 LSD 다중비교를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 일반사항

설문 응답자와 한식당의 일반사항은 Table 1에 제시하

였다. 응답자의 43.7%(110명)가 남성이었고, 연령대는 40

대가 33.7%(85명), 50대가 25.4%(64명), 30대가 19.8%(50

명)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42.9%(108명), 

전문대학/대학교 졸업이 42.1%(106명)로 조사되었다. 응

답자의 직책은 운영자(소유자) 58.8%(147명), 관리자 28.4%  

(71명), 조리사(주방장급) 12.8%(32명)로 조사되었다. 한

식당의 운영 형태는 프랜차이즈 본사 직영점 60개 업소, 

프랜차이즈 가맹점 29개 업소, 개인운영 중·대형 30개 업

소, 개인운영 소형 131개 업소로 총 250개 업소였다. 개

인 업소의 중·대형과 소형업소의 구분은 한식당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였다(대형: 300 m
2
 이상, 중형: 300 m

2
 미

만~148.8 m
2
 이상, 소형: 148.8 m

2
 미만). 조사대상 한식

당의 주메뉴는 고기 구이류가 전체 업소 중 22.6%(57개 

업소)로 가장 많았고, 한정식류 17.5%(44개 업소), 분식류 

14.3%(36개 업소), 생선류 11.9%(30개 업소) 순으로 나타

났다.

1인 기준의 메뉴 가격은 프랜차이즈 직영업소는 40%  

(24개 업소)가 20,000원 이상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프랜

차이즈 가맹업소 48.3%(14개 업소), 개인운영 중·대형업

소 53.3%(16개 업소), 개인운영 소형업소 49.6%(65개 업

소)가 모두 5,000원 이상 10,000원 미만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업원 수의 경우, 프랜차이즈 직

영업소는 21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곳이 30%  

(18개 업소), 프랜차이즈 가맹업소는 6~10명이 51.7%(15

개 업소), 개인운영 중·대형업소는 5명 이하 40%(12개 업

소), 개인운영 소형업소는 종업원 수가 5명 이하인 곳이 

89.3%(117개 업소)로 조사되어 프랜차이즈 직영점이 대

규모업소이면서 종업원의 수, 좌석 수도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좌석 수는 전체 업소 중 34.9%(88개 업소)가 20

석 이하였고, 21석 이상 50석 이하가 28.2%(71개 업소), 

51석 이상 100석 이하가 17.9%(45개 업소)로 조사되었다. 

프랜차이즈 직영업소는 101~200석의 업장의 비율이 

36.7%(22개 업소)로 가장 높았고, 프랜차이즈 가맹업소는 

21~50석 업장의 비율이 34.5%(10개 업소)로 가장 높았다. 

개인운영 중·대형 업소는 50~100석이 36.7%(11개 업소), 

개인운영 소형업소는 20석 이하가 51.9%(68개 업소)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2. 한식당 품질개선 측정항목 요인분석

한식당 운영관리 항목에 대하여 varimax 회전을 적용

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2). 본 연구 문항의 선

택기준은 고유값(eigen value)은 1.0 이상, 요인적재치는 

0.4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 총 26개의 항목은 6개의 요

인으로 구분되었다. 측정 도구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내

적일관성을 검증하는 방법인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

출하여, 신뢰성을 검증한 결과, 0.74~0.91로 모두 0.7을 

초과하여 내적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측정항목들

은 신뢰성이 확보 되었다.

요인분석 결과, 요인 1은 ‘외국인의 기호에 맞는 퓨전 

한식 개발’, ‘전통 음식의 정체성 유지를 위한 한식 본래

의 맛 강화’, ‘웰빙 트렌드를 반영한 메뉴 개발’, ‘다양한 

디저트 메뉴 개발’, ‘고급화된 메뉴 개발’, 5개의 항목들

로 구성하였고, 이를 ‘메뉴 개발’ 요인이라 하였다. 요인 

2는 ‘자극적인 냄새 개선’, ‘매운 맛 개선’, ‘고객 맞춤 양

념의 음식 제공’, 3개의 항목들로 구성하였고, 이를 ‘음식 

맛’ 요인이라 하였다. 요인 3은 ‘모든 음식의 1인 분량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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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Managed by

franchisor
1)

n=60

Managed by

franchisee

n=29

Selfmanaged

large-medium scale

n=30

Selfmanaged

small scale

n=131

Total

Respondents 

Gender
Male 30(50.0) 16(55.2) 13(43.3) 51(38.9) 110(43.7)

Female 30(50.0) 13(44.8) 17(56.7) 80(61.1) 140(55.6)

Age

20-29 years 18(30.3) 3(10.3) 7(23.3) 7(5.3) 35(13.9)

30-39 years 20(33.3) 7(24.1) 5(16.7) 18(13.7) 50(19.8)

40-49 years 14(23.3) 10(34.5) 8(26.7) 53(40.5) 85(33.7)

50-59 years 7(11.7) 5(17.2) 8(26.7) 44(33.6) 64(25.4)

Above 60 years 1(1.7) 4(13.8) 2(6.7) 9(6.9) 16(6.3)

Education

Elementary school 0(0.0) 1(3.4) 0(0.0) 3(2.3) 4(1.6)

Middle school 2(3.3) 1(3.4) 1(3.3) 17(13.0) 21(8.3)

High school 18(30.0) 9(31.0) 14(46.7) 67(51.1) 108(42.9)

College/university 36(60.0) 16(55.2) 13(43.3) 41(31.3) 106(42.1)

Graduate school 4(6.7) 2(6.9) 1(3.3) 2(1.5) 9(3.6)

Position

Owner 0 17(58.6) 21(70.0) 109(83.2) 147(58.8)

Manager 45(75.0) 6(20.7) 7(23.3) 13(9.9) 71(28.4)

Chef 15(25.0) 6(20.7) 2(6.7) 9(6.9) 32(12.8)

Restaurants

Main

menu

Barbecue (Gui) 23(38.3) 3(10.3) 7(23.3) 24(18.3) 57(22.6)

Korean style set menu 

  (Hanjeongsik)

6(10.0) 3(10.3) 4(13.3) 31(23.7) 44(17.5)

Bunsik 3(5.0) 9(31.0) 6(20.0) 18(13.7) 36(14.3)

Fish 10(16.7) 3(10.3) 7(23.3) 10(7.6) 30(11.9)

Tang & Jjigae 6(10.0) 4(13.8) 3(10.0) 10(7.6) 23(9.1)

Noodle 2(3.3) 1(3.4) 0(0.0) 15(11.5) 18(7.1)

Meat (Bossam, Dak-galbi) 6(10.0) 3(10.3) 3(10.0) 1(0.8) 13(5.2)

Bibimbap 3(5.0) 0(0.0) 0(0.0) 8(6.1) 11(4.4)

Others 1(1.7) 3(10.3) 0(0.0) 14(10.70 18(7.1)

Average

check

(won)

<5,000 11(18.3) 3(10.3) 0(0.0) 30(22.9) 44(17.5)

5,000 ~ <10,000 14(23.3) 14(48.3) 16(53.3) 65(49.6) 109(43.3)

10,000 ~ <20,000 11(18.3) 10(34.5) 4(13.3) 26(19.8) 51(20.3)

≥20,000 24(40.0) 2(6.9) 10(33.3) 10(7.6) 46(18.2)

Number

of

employees

≤5 15(25.0) 9(31.0) 12(40.0) 117(89.3) 153(60.7)

6 ~ 10 8(13.3) 15(51.7) 8(26.7) 9(6.9) 40(15.9)

11 ~ 15 11(18.3) 4(13.8) 3(10.0) 3(2.3) 21(8.3)

16 ~ 20 8(13.3) 0(0.0) 4(13.3) 0(0.0) 12(4.8)

≥21 18(30.0) 1(3.4) 3(10.0) 1(0.8) 23(9.1)

Number

of

seats

≤20 13(21.7) 7(24.1) 0(0.0) 68(51.9) 88(34.9)

21 ~ 50 5(8.3) 10(34.5) 8(26.7) 48(36.6) 71(28.2)

51 ~ 100 10(16.7) 9(31.1) 11(36.7) 15(11.5) 45(17.9)

101 ~ 200 22(36.7) 3(10.3) 7(23.3) 0(0.0) 32(12.7)

≥201 10(16.7) 0(0.0) 4(13.3) 0(0.0) 14(5.6)

1) 
N (%).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and Korean restaurants

문 가능’, ‘집게, 국자, 개인접시 제공’, ‘한입 크기의 음식 

제공’, ‘전통 상차림 보다는 개인별 상차림 또는 코스형 

메뉴 제공’, 4개의 항목들로 구성하였고, 이를 ‘음식 제공

방법’ 요인이라 하였다.

요인 4는 ‘종업원이 메뉴에 대한 설명 가능’, ‘종업원의 

간단한 외국어 구사 능력’, ‘메뉴판에 메뉴 사진과 외국



76 이나영 ․ 이주연 ․ 곽동경

한국식품조리과학회지 제 31권 제 1호 (2015)

Category Contents
Factor

loading

Eigen

value

Cronbach's 

alpha 

Menu

development

Developing of a fusion Korean menu that is agreeable to the foreigners' palate 0.549

1.342 0.741

Strengthening of the original flavor to maintain the identity of the Korean 

traditional food 
0.535

Developing of a menu to reflect Well-Being trends 0.773

Developing various desserts 0.590

Developing the finest cuisine 0.613

Food

taste

Weakening the pungent smell 0.787

3.891 0.707Weakening the spicy flavor 0.871

Providing food seasoning according to customer requests 0.522

Serving

method

Making menu items available to single customers 0.593

4.371 0.740

Proving ladles, tongs, and extra plates which enable customers to take as much 

food as they want
0.759

Providing the food in bite-size pieces 0.788

Introducing individual or course meals rather than traditional group-sized menu 

items
0.467

Service

skill

Staff's ability to explain menu 0.710

2.243 0.777Staff's simple foreign language skills 0.777

Table menus with accurate descriptions (in foreign languages, with pictures) 0.628

Facility & 

ambiance

Staff wearing uniforms which match the restaurant's mood 0.761

3.298 0.869

Restrooms' interior design which match the restaurant's mood 0.759

Internal and external facilities and decoration which match the menu and prices 0.727

Background music suitable for the restaurant's environment 0.721

Using tableware appropriate to each dish 0.610

Providing space and service for waiting customers 0.497

Sanitation

management

Sanitary management of the tables and chairs 0.873

4.824 0.913

Sanitary management of the provided tableware (dishes, spoons and knives) 0.857

Serving in a hygienic way 0.847

Thorough toilet management 0.842

Sanitary cleaning and sterilizing of the water bottles and banning the use of 

disposable PET bottles
0.742

Table 2. Results of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of measurements

어 설명 포함’, 3개의 항목들로 구성하였고, 이를 ‘서비스 

기술’ 요인이라 하였다. 요인 5는 ‘한식당과 어울리는 종

업원의 유니폼’, ‘화장실 시설’, ‘제공 음식과 가격대에 어

울리는 내부 및 외부 시설과 장식’, ‘한식당 분위기와 어

울리는 배경 음악’, ‘음식과 어울리는 식기’, ‘대기고객을 

위한 공간과 서비스 제공’, 6개의 항목들로 구성되었고, 

이를 ‘서설 및 분위기’ 요인이라고 하였다. 요인 6은 ‘테

이블과 좌석 위생관리’, ‘식기 위생관리’, ‘종업원 서빙 위

생관리’, ‘화장실 위생관리’, ‘제공 물병의 위생관리 및 일

회용 페트병 사용 금지’, 5개의 항목들로 구성되었고, 이

를 ‘위생관리’ 요인이라고 하였다.

3. 한식당 ‘메뉴 개발’과 ‘음식 맛’ 개선

한식당 종사자가 인식하고 있는 한식당 ‘메뉴 개발’과 

‘음식 맛’ 관련 개선 전략을 Table 3에 제시하였다.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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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Contents
1) Total

n=250

Korean restaurant operation Position

Managed 

by

franchisor

n=60

Managed 

by

franchisees

n=29

Self-managed

large-medium 

scale

n=30

Self-

managed

small scale

n=131

F-

value

Owner

n=147

Manager

n=71

Chef

n=32

F-

value

Menu

develop-

ment

Developing of a fusion Korean menu that 

is agreeable to the foreigners' palate 
3.74±0.80

2)
3.95±0.79 3.75±0.80 3.59±0.68 3.67±0.81 2.09 3.69±0.783.74±0.833.97±0.78 1.64

Strengthening of the original flavor to 

maintain the identity of the Korean 

traditional food 

4.07±0.77 4.08±0.83 3.86±0.85 4.00±0.95 4.13±0.68 1.02 4.14±0.723.96±0.824.00±0.88 1.42

Developing of a menu to reflect 

Well-Being trends
3.92±0.77 4.17±0.74

a
4.07±0.72

ab
3.77±0.82

b
3.81±0.75

b
3.88

*
3.89±0.773.88±0.774.16±0.72 1.75

Developing various desserts 3.70±0.85 3.98±0.85
a

3.43±0.88
b

3.70±0.75
ab

3.62±0.84
b

3.67
*

3.61±0.883.70±0.764.06±0.84 3.77

Developing the finest cuisine 4.08±0.80 4.40±0.72
a

4.10±0.72
ab

3.83±0.83
bc

3.98±0.81
bc

5.09
**

4.01±0.814.06±0.804.44±0.72 3.90

Mean 3.90±0.57 4.12±0.57
a

3.85±0.42
b

3.77±0.99
b

3.84±0.58
b

4.15
**

3.87±0.573.87±0.524.13±0.60 2.95

Food

taste

Weakening the pungent smell 3.28±0.96 3.48±1.00 3.21±1.17 3.10±1.01 3.24±0.96 1.13 3.23±0.933.25±0.993.56±0.99 1.61

Weakening the spicy flavor 3.25±0.93 3.28±1.12 3.30±0.87 2.90±0.90 3.31±0.84 1.16 3.31±0.893.13±0.993.25±0.95 0.77

Providing food seasoning according to 

customer requests
3.70±0.98 3.92±1.01 3.70±0.78 3.66±1.11 3.60±0.96 1.47 3.61±0.983.76±0.963.94±0.99 1.60

Mean 3.40±0.76 3.56±0.85 3.39±0.74 3.21±0.76 3.37±0.72 1.48 3.38±0.723.38±0.823.56±0.81 0.77
1)

 A 5-point scale was used (1: strongly disagree, 5: strongly agree).
2)

 Mean±SD

  *p<0.05, **p<0.01.
a-c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LSD multiple test.

Table 3. The improvement of menu development and food taste

개발’ 관련 요인을 살펴보면, 평균 점수는 3.90점(5점 만

점)으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보였다. ‘고급화된 메뉴 개

발’에 대한 점수가 4.08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전통 음식의 정체성 유지를 위한 한식 본래의 맛 강화

(4.07)’, ‘웰빙 트렌드를 반영한 메뉴 개발(3.92)’, ‘외국인

의 기호에 맞는 퓨전한식 개발(3.74)’, ‘다양한 디저트 메

뉴 개발(3.70)’ 순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연구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식 맛, 음식 품질에 대한 평가나 한식 선호도

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한식 세계화를 위한 

한식당의 메뉴 전략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

하였다. 한식당 종사자들은 고급화된 메뉴 개발과 한식 

본래의 맛을 강화한 메뉴를 통하여 외국 관광객들의 만

족을 높이고 고객들의 방문을 더욱 유도할 수 있다고 생

각하였다.

‘외국인 기호에 맞는 퓨전 한식 개발’과 ‘전통 음식의 

정체성 유지를 위한 한식 본래의 맛 강화’에 대한 항목들

은 한식당 운영 형태별 차이가 없이 높은 점수대를 보였

다. ‘웰빙 트렌드를 반영한 메뉴 개발’에 대한 항목은 본

사 직영 종사자가 개인운영 업소 종사자 보다 높게 인식

하고 있었다(p<0.05). 외국인의 한식에 대한 웰빙 가치 인

식 조사연구(Lee YJ 2010)에서는 한식이 웰빙 음식이며 

건강식품이라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Kim HS와 Lyu 

ES(2012)의 부산 거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는 한식은 맛이 좋고, 영양이 풍부해 건강에 좋은 음식이

라는 인식이 높다고 하였다.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한

식당의 품질 개선을 위해서는 한식의 건강한 식재료와 

조리법의 우수성을 부각하고 한식의 경험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체험을 활성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양한 

디저트 메뉴 개발(p<0.05)’과 ‘고급화된 메뉴 개발(p<0.01)’

에 대해서는 한식당 운영 형태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뉴 개발’ 관련 요인에서는 한식당 운영 형

태별로 인식의 차이가 나타났으며(p<0.01), 특히 본사 직

영의 종사자들이 메뉴 개발 전략과 관련한 사항들을 중

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식당 종사자

들의 직책에 따른 ‘메뉴 개발’에 대한 인식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 맛’ 관련 요인은 6가지 요인에서 가장 낮은 점수

를 보였으며(3.40), 각 항목에서는 ‘고객이 원하는 양념의 

음식 제공(3.70)’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다음으로는 

‘자극적인 향 개선(3.28)’, ‘매운 맛 개선(3.25)’ 순으로 나

타났다. 한식당 서비스 수행도에 대한 외국인 고객의 평

가연구에서는 ‘음식의 맛이 좋다’, ‘음식의 온도가 적당하

다’ 등 음식에 대한 수행도를 가장 높게 평가하였다(Lee 

MA와 Kim SA 2006). 유학생의 한식당 서비스 품질 요인

에 관한 만족도 연구에서도 ‘음식의 맛’, ‘음식의 양’, ‘음

식의 온도’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음식

과 관련한 부분에서 가장 만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

다(Seo KH와 Shin MJ 2006). 이는 구체적인 항목은 다르

지만, ‘음식 맛’ 관련 품질 요인이 한식당 품질개선 사항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해석

할 수 있다. ‘음식 맛’ 요인은 운영 형태와 종사자 직책에 

따른 인식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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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Contents
1) Total

n=250

Korean restaurant operation Position

Managed

by

franchisor

n=60

Managed

by

franchisees

n=29

Self-managed

large-medium 

scale

n=30

Self-

managed

small scale

n=131

F-

value

Owner

n=147

Manager

n=71

Chef

n=32

F-

value

Serving

method

Making menu items available to single 

customers
3.79±1.00

2)
4.15±0.82

a
3.62±1.04

b
3.47±1.11

b
3.73±1.01

b
4.22

*
3.75±0.99 3.85±0.99 3.81±0.93 0.24

Proving ladles, tongs, and extra plates 

which enable customers to take as 

much food as they want 

4.12±0.89 4.23±0.79 4.41±0.77 4.03±0.81 4.02±0.77 2.03 4.05±0.93 4.21±0.81 4.28±0.81 1.39

Providing the food in bite-size pieces 3.84±0.93 3.92±0.10 3.96±0.92 3.70±0.88 3.81±0.91 0.57 3.78±0.97 3.96±0.77 3.88±0.98 0.83

Introducing individual or course meals 

rather than traditional group-sized 

menu items

3.78±0.89 3.92±0.90 3.79±0.74 3.93±0.83 3.67±0.93 1.13 3.76±0.92 3.76±0.84 3.91±0.86 0.38

Mean 3.88±0.70 4.05±0.67 3.94±0.60 3.78±0.59 3.80±0.75 1.98 3.83±0.75 3.94±0.57 3.97±0.70 0.88

Service

skill

Staff's ability to explain menu 4.08±0.73 4.30±0.70
a

4.07±0.72
ab

4.27±0.64
a

3.94±0.74
b

4.28
*

4.00±0.76
a

4.19±0.63
b

4.23±0.72
b

2.34
*

Staff's simple foreign language skills 3.81±0.78 4.09±0.78
a

3.86±0.76
ab

3.93±0.59
ab

3.65±0.78
b

4.88
*

3.70±0.80
a

3.94±0.67
b

4.03±0.80
b

3.67
*

Table menus with accurate descriptions 

(in foreign languages, with pictures)
3.93±0.83 4.30±0.79

a
4.18±0.67

a
4.00±0.70

a
3.68±0.83

b
9.85

*
3.71±0.86

a
4.16±0.69

b
4.41±0.62

b
14.51

***

Mean 3.93±0.65 4.23±0.66
a

4.04±0.60
a

4.07±0.49
a

3.75±0.63
b

8.92
*

3.81±0.66
a

4.10±0.57
b

4.20±0.62
b

8.02
***

1)
 A 5-point scale was used (1: strongly disagree, 5: strongly agree).

2)
 Mean±SD

  *p<0.05, **p<0.01, ***p<0.001.
a,b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LSD multiple test.

Table 4. The improvement of serving method and service skill

4. 한식당 ‘음식 제공방법’과 ‘서비스 기술’ 개선

한식당 종사자가 인식하고 있는 ‘음식 제공방법’과 ‘서

비스 기술’ 관련 개선 방안을 Table 4에 제시하였다. ‘음

식 제공방법’에 관련한 요인에서는 ‘집게, 국자, 개인 접

시 제공(4.12)’이 4점대의 점수를 보여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다음으로는 ‘한입 크기의 음식 제공(3.84)’, ‘모든 

음식의 1인 분량 주문 가능(3.79)’, ‘전통 한상차림 보다

는 개인별 상차림 또는 코스형 메뉴 제공(3.78)’ 순으로 

조사되었다. ‘집게, 국자, 개인 접시 제공’은 위생관련 요

인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 음식 제공방법

에 있어서는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평소 외

국인 고객이 한식당에 방문하였을 때, 개인 접시나 집게

는 흔히 요구하는 서비스이므로 제공음식에 따라서 이러

한 서비스는 미리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미국 레

스토랑협회의 ‘2015년 전망’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입 크

기의 음식이나 작은 분량에 대한 음식 제공에 대한 선호

는 한식당 뿐 아니라 세계적인 트렌드라 할 수 있다

(National Restaurant Association 2014). ‘음식 제공방법’ 

요인에서는 유일하게 ‘모든 음식의 1인 분량 주문 가능’ 

항목에서 한식당 운영 형태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 본사 직영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p<0.01). 

한식당 종사자들의 직책에 따른 ‘음식 제공방법’에 대한 

인식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기술(3.93)’ 요인은 ‘위생관리’에 이어 두 번째

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Lee YJ(2010)의 연구에서는 한식 

세계화 전략의 가장 중요한 요인을 서비스 품질개선, 그 

다음으로 위생 및 청결 개선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의 

‘서비스 기술’ 관련 항목에서는 ‘종업원의 메뉴에 대한 

설명 가능(4.08)’을 가장 중요한 개선 사항으로 인식하였

고, 다음으로는 ‘메뉴판에 메뉴 사진과 외국어 설명 포함

(3.98)’, ‘종업원의 간단한 외국어 구사 능력(3.81)’으로 나

타났다. Bae YH와 Jinlin Z(2003)의 미국에 있는 한식당 

이용 고객들의 불만족 사항 조사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메뉴’, ‘종업원의 서투른 영어로 인한 대화 곤란’을 보고

하였고, Jeon IS 등(2007)도 관광객 대상 연구에서 종업원

의 외국어 의사소통 문제를 지적하였다. Chang MJ와 

Cho MS(2000)도 한국을 방문하거나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은 한국 음식을 먹을 때의 가장 불편한 점을 ‘종

업원과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메뉴에 대한 이해의 어려

움’이라고 하였다. 외국인의 한식당 서비스 수행도 평가

에서도 ‘메뉴판을 알아보기 쉽다’의 속성이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Lee MA와 Kim SA 2006).

Kim JH 등(2012)의 국내 거주 외국인 대상 연구에서도 

한식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메뉴의 외국어 

표기법을 통일하여 외국인 고객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한

식당에서의 외국어 메뉴판 제공을 강조하였다. Lee KA와 

Lyu ES(2012)의 연구에서는 외국인의 한식당에 대한 중

요도와 만족도 격자분석에서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가 

낮은 영역으로 ‘이해하기 쉬운 메뉴판’, ‘종업원의 음식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속하였다. Kim S 등(2004)의 연구에

서도 ‘메뉴판의 이해도’에 관한 항목이 중요도는 높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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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Contents
1) Total

n=250

Korean restaurant operation Position

Managed 

by

franchisor

n=60

Managed 

by

franchisees

n=29

Self-managed

large-medium 

scale

n=30

Self-

managed

small scale

n=131

F-

value

Owner

n=147

Manager

n=71

Chef

n=32

F-

value

Facility 

& am-

biance

Staff wearing uniforms which match the 

restaurant's mood
3.98±0.80

2)
4.25±0.82

a
4.07±0.66

ab
4.03±0.67

a
3.82±0.80

b
4.67

**
3.88±0.84

a 4.10±0.68
a

b 4.19±0.78
b

3.12
*

Restrooms' interior design which match 

the restaurant's mood
3.74±0.89 4.12±0.99

a
3.45±0.74

ab
3.69±0.71

ab
3.63±0.85

b
5.57

**
3.62±0.86

a
3.88±0.81

b
3.97±0.99

b
3.28

*

Internal and external facilities and deco-

ration which match the menu and pri-

ces

3.81±0.80 4.13±0.73
a

3.64±0.68
b

3.77±0.73
b

3.70±0.81
b

4.62
**

3.67±0.82
a
3.91±0.71

b
4.26±0.73

c
8.07

***

Background music suitable for the res-

taurant's environment
3.65±0.95 4.10±0.95

a
3.86±0.70

ab
3.63±0.81

ab
3.39±0.94

b
9.10

***
3.46±0.94

a
3.79±0.90

b
4.22±0.83

c 10.3

1

***

Using tableware appropriate to each dish 4.03±0.82 4.22±0.85
a

4.00±0.53
ab

4.24±0.69
bc

3.91±0.87
c

2.71
*

3.91±0.87
a
4.17±0.70

b
4.31±0.74

b
4.45

**

Providing space and service for waiting 

customers 
3.89±0.80 4.20±0.82

a
3.93±0.70

b
3.97±0.67

b
3.71±0.80

b
5.58

**
3.76±0.80

a
4.04±0.75

b
4.16±0.81

b
5.27

**

Mean 3.84±0.65 4.16±0.72
a

3.83±0.42
b

3.88±0.52
b

3.70±0.64
b

7.78
***

3.72±0.64
a
3.98±0.61

b
4.18±0.63

b
8.84

***

Sanitation

manage-

ment

Sanitary management of the tables and 

chairs
4.53±0.59 4.73±0.49

a
4.72±0.46

ab
4.43±0.62

ab
4.41±0.62

b
5.78

**
4.48±0.62 4.55±0.56 4.69±0.47 1.67

Sanitary management of the provided ta-

bleware (dishes, spoons and knives)
4.57±0.60 4.73±0.52

a
4.75±0.52

ab
4.50±0.58

bc
4.48±0.65

c
3.86

*
4.51±0.60 4.64±0.51 4.75±0.44 3.07

Serving in a hygienic way 4.50±0.62 4.67±0.58
a

4.69±0.47
a

4.37±0.62
b

4.41±0.62
b

3.87
*

4.47±0.65 4.51±0.59 4.59±0.56 0.50

Thorough toilet management 4.57±0.56 4.75±0.47
a

4.69±0.47
ab

4.53±0.57
bc

4.48±0.60
c

3.82
*

4.52±0.64 4.64±0.51 4.69±0.53 1.65

Sanitary cleaning and sterilizing of the 

water bottles and banning the use of 

disposable PET bottles

4.39±0.73 4.65±0.58
a

4.59±0.57
a

4.23±0.68
ab

4.26±0.81
b

5.18
**

4.34±0.78 4.40±0.68 4.63±0.61 2.08

Mean 4.51±0.54 4.71±0.45
a

4.68±0.45
a

4.41±0.56
b

4.40±0.56
b

5.86
**

4.46±0.57 4.55±0.49 4.67±0.45 2.15
1)

 A 5-point scale was used (1: strongly disagree, 5: strongly agree).
2)

 Mean±SD

  *p<0.05, **p<0.01, ***p<0.001.
a-c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LSD multiple test.

Table 5. The improvement of facility·ambiance and sanitation management

만족도가 낮은 항목으로 보고하였다. 여러 연구에서 외국

인들은 공통적으로 한식당의 메뉴판이나 메뉴에 대한 설

명 부족에 대한 사항을 지적하였는데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서비스 기술’ 관련 요인은 운영 형

태와 종사자의 직책에 따라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p<0.001). 운영 형태에 따른 인식 차이 비교에

서는 ‘종업원의 메뉴에 대한 설명 가능(3.94)’, ‘메뉴판에 

메뉴 사진과 외국어 설명 포함(3.68)’, ‘종업원의 간단한 

외국어 구사 능력(3.65)’ 모두에서 개인운영 소규모 업소

가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직책에 따라서는 관리자와 

조리사들이 운영자(소유자) 보다 외국인에게 메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서비스 기술’ 사항 개선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5. 한식당 ‘시설 및 분위기’와 ‘위생관리’ 개선

한식당 종사자가 인식하고 있는 한식당 ‘시설 및 분위

기’와 ‘위생관리’ 관련 개선 전략을 Table 5에 제시하였

다. ‘시설 및 분위기’ 요인에서는 ‘음식과 어울리는 식기

(4.03)’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한식당과 어울리는 

종업원 유니폼(3.98)’, ‘대기고객을 위한 공간과 서비스 

제공(3.89)’, ‘음식과 가격대에 어울리는 내부 및 외부 시

설과 장식(3.81)’, ‘화장실 시설(3.74)’, ‘한식당 분위기와 

어울리는 배경음악(3.65)’ 순으로 나타났다. Lee MA와 

Kim SA(2006)의 한식당 서비스 수행도에 대한 외국인 

고객의 평가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요인은 ‘시설 및 

분위기’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시설 및 분위기’가 

평균 3.84의 점수를 보여, 대체로 종사자들도 개선해야 

할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설 및 

분위기’ 요인은 한식당 운영 형태와 종사자 직책에 따라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운영 형태

에 따른 ‘시설 및 분위기’ 인식 차이 분석에서는 본사 직

영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는데(4.16점), 이는 본사 직

영점의 경우 본사가 개발한 컨셉에 맞는 시설, 식기, 유

니폼 등을 잘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생각

된다. 종사자의 직책에 따라서는 운영자(3.72점)가 관리자

와 조리사보다 ‘시설 및 분위기’에 대한 개선 정도를 낮

게 인식하고 있었다.

‘위생관리’ 요인은 조사 항목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보

였다. ‘위생관리’ 관련 모든 항목이 4점대의 높은 점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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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고, ‘식기 위생관리(4.57)’와 ‘화장실 위생관리(4.57)’

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테이블과 좌

석 위생관리(4.53)’, ‘종업원 서빙 위생관리(4.50)’, ‘제공 

물병의 위생관리 및 일회용 페트병 사용 금지(4.39)’ 순으

로 나타났다. Kim JH 등(2012)은 외국인의 한식당 이용 

시 위생과 안전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

하였고, Lee YJ(2007)는 일본 관광객들의 재방문 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한식의 전반적인 위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Kim HS와 Lyu ES(2012)의 미주, 

유럽인들에 대한 조사에서도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가 

낮아 향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영역으로 청결을 꼽

았고, Lee SJ와 Lee KH(2011)도 중점 개선 항목을 청결

과 위생이라고 하였다. Jang S 등(2009)의 미국에 있는 

한식당 특성의 중요도와 수행도 차이 분석에서 위생이 

가장 큰 차이를 보여, 만족도 향상을 위해 한식당이 위생

관리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하였다.

Lee SM과 Chung HY(2009)의 연구에서는 국내 거주 

외국인이 한식당을 선택할 때 ‘주방의 위생 청결’, ‘식당 

내‧외부의 위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였고, Lee 

KA와 Lyu ES(2012)도 외국인의 한식당 서비스 중요도 

평가에서 ‘식탁의 청결’, ‘식사공간의 청결’을 가장 중요

하게 생각하는 요인이라고 하였다. 유학생들의 한식당 개

선점 조사에서도 ‘음식점의 위생 및 청결’ 부분이 가장 

높아 본 연구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Seo KH 등 2003). 

‘위생관리’ 요인에서는 본사 직영·가맹점이 개인운영 업

소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였고(p<0.01), 직책에 따라서는 

인식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랜차이즈 업체는 

본사에서 위생관리 매뉴얼을 제공하고 위생교육을 정기

적으로 실시하는 비율이 개인운영 업소보다 높아 전반적

으로 인식하고 있는 위생관리 자체의 중요성이 높기 때

문에 인식하는 개선의 필요성 또한 높게 조사된 것으로 

생각된다.

Ⅳ.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한식 세계화를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한식

당 서비스 품질 속성들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서울, 경기 

지역 한식당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불완전하게 응답된 설문지를 제외한 

250부를 자료 분석에 이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대한 요약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응답자의 직책은 운영자(소유자) 58.8%(147명), 관리

자 28.4%(71명), 조리사(주방장급) 12.8%(32명)로 조사되

었다. 한식당의 운영 형태는 프랜차이즈 본사 직영점 60

개 업소, 프랜차이즈 가맹점 29개 업소, 개인운영 중·대형 

업소 30개 업소, 개인운영 소형업소 131개 업소로 총 250

개 업소였다. 조사대상 한식당의 주메뉴는 고기 구이류가 

전체 업소 중 22.6%(57개 업소)로 가장 많았으며, 1인 기

준의 메뉴 가격은 프랜차이즈 직영업소는 40%(24개 업

소)가 20,000원 이상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프랜차이즈 

직영점이 대규모업소이면서 종업원의 수, 좌석 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응답자가 인식한 한식당 서비스 품질 속성 개선 조

사에 대한 점수는 ‘위생관리(4.51)’, ‘서비스 기술(3.93)’, 

‘메뉴 개발(3.90)’, ‘음식 제공방법(3.88)’, ‘시설 및 분위기

(3.84)’, ‘음식 맛(3.40)’ 순으로 나타났다. 한식당 운영 형

태별로, ‘메뉴 개발(p<0.01)’, ‘서비스 기술(p<0.001)’, ‘시

설 및 분위기(p<0.001)’, ‘위생 관리(p<0.01)’에 관한 속성

에서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개의 서비스 

품질 요인에 대한 평균에서는 한식당 본사 직영점이 가

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종사자의 직책에 따라서는 ‘서비

스 기술’과 ‘시설 및 분위기’에서 운영자가 낮은 점수를 

보였다(p<0.001).

3. ‘메뉴 개발’ 요인을 살펴보면, ‘고급화된 메뉴 개발’

에 대한 개선 점수가 4.08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는 ‘전통 음식의 정체성 유지를 위한 한식 본래의 맛 강

화(4.07)’, ‘웰빙 트렌드를 반영한 메뉴 개발(3.92)’ 순으로 

나타났다. ‘음식 맛’ 요인은 6가지 요인에서 가장 낮은 개

선 점수를 보였으며(3.40), 각 항목에서는 ‘고객이 원하는 

양념의 음식 제공(3.70)’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자

극적인 향 개선(3.28)’, ‘매운 맛 개선(3.25)’ 순으로 나타

났다.

4. ‘음식 제공방법’ 요인에서는 ‘집게, 국자, 개인 접시 

제공(4.12)’이 4점대의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다음으

로는 ‘한입 크기의 음식 제공(3.84)’, ‘모든 음식의 1인 분

량 주문 가능(3.79)’, ‘전통 한상차림 보다는 개인별 상차

림 또는 코스형 메뉴 제공(3.78)’ 순으로 조사되었다. ‘서

비스 기술’ 품질 속성 요인에서는 ‘종업원의 메뉴에 대한 

설명 가능(4.08)’을 가장 중요한 개선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다음으로는 ‘메뉴판에 메뉴 사진과 외국어 설명 

포함(3.98)’, ‘종업원의 간단한 외국어 구사 능력(3.81)’으

로 조사되었다.

5. ‘시설 및 분위기’ 요인에서는 ‘음식과 어울리는 식기

(4.03)’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한식당과 어울리는 

종업원 유니폼(3.98)’, ‘대기고객을 위한 공간과 서비스 

제공(3.89)’, ‘음식과 가격대에 어울리는 내부 및 외부 시

설과 장식(3.81)’, ‘화장실 시설(3.74)’, ‘한식당 분위기와 

어울리는 배경음악(3.65)’ 순으로 나타났다. ‘위생관리’ 요

인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

야 할 것 으로 인식되었다. 각 항목에서는 ‘식기 위생관

리(4.57)’, ‘화장실 위생관리(4.57)’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

였고, 다음으로는 ‘테이블과 좌석 위생관리(4.53)’, ‘종업

원 서빙 위생관리(4.50)’, ‘제공 물병의 위생관리 및 일회

용 페트병 사용 금지(4.39)’ 순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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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의 한식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은 직접 방문한 관광객 뿐 아니라 본국에 있는 사람들에

게도 한식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따라

서 한식 세계화를 위해서는 외국 관광객들이 한식당에서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한식당의 적극적인 서비스 품

질개선 전략의 실천 의지가 필요하다. 한식당에서 차지하

는 비중이 매우 큰 개인운영 소형업체의 경우, 다른 운영 

형태의 한식당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한식당 품질개선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와 관련한 인식 향상

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모든 운영 형태에

서 ‘위생관리’ 부문이 품질개선 인식에서 가장 높은 점수

를 보여, 한식 세계화를 위한 한식당의 품질 향상을 위해

서는 지속적인 위생관리와 주기적인 직원 위생교육이 필

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개인운영 한식당은 한식 세계화를 위한 한식당 서비스 

품질 개선에 대한 인식 자체가 프랜차이즈 운영업체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개인운영

의 경우는 프랜차이즈 운영 업체에 비하여 전문적인 경

영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실제 한식당의 서비스 품질을 적극적으

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식당 개인 운영자들에게도 서비

스 품질의 세부 사항과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한 교육

과 홍보가 필요하다. 외국인들의 편리한 한식당 이용을 

위해서는 메뉴에 대해 종업원들의 간단한 설명이 가능하

도록 해야겠고, 메뉴판의 외국어 표기나 그림 및 사진 등

을 통하여 외국인들의 메뉴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이 중

요하다고 하겠다. 한식당 종사자들의 인식처럼 한식 세계

화를 위해서는 한식 전통의 맛을 지키고, 음식을 제공하

는 방법에서는 개인이 음식을 덜어 먹을 수 있는 집게, 

국자, 개인접시를 제공하는 등의 서비스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한식 세계화를 위해서는 한식

의 전통 고유의 맛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고 제대로 된 한

식 문화를 알리는 것이 필요하며, 음식의 제공방법이나 

서비스에 있어서는 외국인들이 편하게 느끼고 원하는 방

식을 통해 쉽게 다가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한식당 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

와는 달리 한식당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여 특성화된 표

본을 실증 분석함으로써,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

구들과 차별화 하고 있다. 이는 현재 한식 세계화를 위한 

한식당 품질개선을 수행할 수 있는 한식당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개선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 

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한식당 

종사자들이 인식하는 한식당 품질개선 사항들을 운영 형

태에 따라 구체적으로 파악했다는 점이 의미 있는 결과

를 시사해 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표본 추출에 있어서 서울과 경기 지역에 위

치하고 있는 한식당의 종사자로 대상을 한정하여, 모든 

한식당에 표준화하여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또한 조사 대상자가 운영하는 한식당에 따

라 외국인 고객이 방문하는 횟수가 다양하여, 이에 따라 

응답자들의 인식도 다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

서 향후 연구에서는 국내외 한식당의 특징적 성향을 반

영하여 세분시장별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며,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여 지역적 특성 및 제공 메뉴를 반영한 

한식당 서비스 품질개선 전략과 관련한 후속연구들이 이

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한

식당의 해외시장 진출 기회 창출과 한식당 역량 강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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