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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e current study was to analyze the major factors affecting quality of life improvement for contract

foodservice customers by identifying the contract foodservice environment consisting of the customer, foodservice

management, and competitor. Qualitative research method was performed on foodservice customers and foodservice

management using in-depth interviews. First, the customer environment was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including

convenience of location, foodservice management environment into six categories, including comfort level of dining facility,

and competitor environment into three categories, including service competition between foodservice providers. Second,

quality of life was defined as the level of contentment felt by both the customer and foodservice management consuming

the food provided. Third, both the customer and foodservice management perceived that the management environment of

contract foodservice had a “medium” effect on quality of customer life. The findings of this study could be applicable for

development of a contract foodservice business strategy through objectiv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ustomer, foodservice

management, and competitor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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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국내 위탁급식 산업은 200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서 수익

창출을 위해 식자재 유통, 컨세션 사업, 중국진출 등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위탁급식 기업의 경쟁력 있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효

율적인 환경진단이 필요하며 Michael et al.(1998)은 호텔기

업의 환경 분류에서 과업환경을 수요자, 공급자, 경쟁자, 법

제정자로 제시하였다.

Fang & Lee(2009)의 연구에서 음식관련 고객시장을 전통

적인 고객, 모험적인 고객, 무관심한 고객, 영악한 고객으로

분류하는데 음식 신선도에 가장 큰 관심을 갖는 전통적인 고

객은 새롭고 타 지역의 음식을 거부하며, 무관심한 고객은

거리적인 편리함을 첫 번째 고려사항으로 제시하였다. 반면

모험적인 고객은 유기농 음식과 새로운 레시피 시도 및 다

양한 맛을 선호하였다. 다양한 고객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급

식관리자 환경도 대응해야 하는데 위탁급식은 경영환경을 진

단하고 분석하기 보다는 재계약 도래에 따른 고객사의 요구

를 들어주고 원가절감하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국내 위탁급식 기업은 매출 증대 및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

하기 위해 대외적으로는 외식 사업 확장, 브랜드 인지도 가치

상승, 신 시장 개척 등이 요구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고

객 충성도를 위한 특화 레시피 개발(ex: 저염 ·저당 레시피,

면역력 강화 레시피 등), HMR (Home Meal Replacement;

가정식 대체식품) 사업 진출, 마케팅 전문가 육성, 재계약 조

건 개선 등이 요구된다.

위탁급식 기업의 수요자인 고객은 본인이 속한 기관이나

학교에서 매일매일 식사를 통해 개개인의 삶을 영위하고 있

다. 해외 S사의 슬로건은 The Quality of Daily Life로 위

탁급식의 사명은 음식을 제공하여 고객에게 포만감을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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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고객 삶의 일부분으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요소라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http://www.sodexo.

com 2015). 현대인은 급변하는 사회 ·경제적 환경으로 경쟁

사회에 속해 있고 새롭고 정확한 정보를 통해 삶의 질을 향

상시키고자 한다.

삶의 질은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복지정도가 아니라 심

리적 편안함, 행복함을 느끼는 수준이므로 고객이 위탁급식

의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즐거움과 최상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위탁급식의 경쟁자 환경은 직장인의 외식 선택 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외식기호 및 목적’, ‘관능

적 요인’, ‘간식’. ‘편리함’, ‘비만에 대한 염려’의 요인 중 외

식기호와 관능적 요인이 외식 선택 시 가장 영향력 있는 요

인으로 분석되었으며, 건강에 좋은 음식, 가격에 대한 만족

도가 높을 때 외식 선택에 만족을 느끼는 것으로 요구되고

있다(Kim 2004).

그러나 이러한 위탁급식 경영환경 분석은 직접적인 현상

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고객 환경은 고객 라이프스타일 연

구, 급식관리자 환경은 급식 속성 요인에 대한 연구, 경쟁자

환경은 외식기업의 고객 선택속성 연구로 간접적인 방법으

로 파악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환경 분석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Kang & Ji(2003)

은 서울지역 특1등급 호텔을 연구대상으로 환경특성인 동태

성, 복잡성은 경영전략유형인 차별화전략, 원가우위전략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Son & Park(2008)

은 거시환경변화를 경제변수인 임금, 환율, 소비자물가지수

와 계절성을 사용하여 호텔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

으며, 거시환경을 경제적, 정치·법률적, 사회·문화적, 과

학·기술적 환경으로 구분하였다. Lee et al.(2005)는 한식

점포 환경특성 요인을 서비스 요인, 분위기 요인, 식음료 요

인, 이벤트 요인으로 구분하였으며 서비스 요인, 식음료 요

인이 서비스품질 중 종사원 서비스품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식생활 관련 삶의 질의 연구는 Kim(2013)의 연구에서 싱

글족의 식생활과 편의식품, 삶의 질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식생활 유형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는 식생활에서 편의추구형과 건강추구형은 삶의 질 전체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고찰되었다. Park(2011)은

성격유형에 따른 감성지능, 심리적 웰빙, 직무성과 간의 관

계에 관한 연구에서 호텔종사원의 감성지능은 심리적 웰빙

에 유의한 영향을 주며, 심리적 웰빙은 직무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Jang & Yoon(2010)은 부산

지역 외식기업 이용 고객의 생활 만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개인적 성장, 자율성, 자아 수용 요소가 유의한 영

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Tung et al.(2011)은 관상동맥우회로

이식술 신진대사장애 환자에서의 음식패턴과 삶의 질 관계

를 성별, 나이, 학력, 음식의 종류에 대한 변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는데, 건강하게 먹는 패턴은 육체적 상태, 정신적 상

태, 전체적인 삶의 질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단체급식 중 가장 고객범위가 크고,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기업의 내부직원 만족을 위해 복지

차원에서 제공하는 급식으로서 국가성장 및 기업 과 함께 발

전되어온 산업체 급식을 대상으로 위탁급식 기업의 환경 구

성 요소를 분석하고 고객, 급식관리자, 경쟁자 환경의 구성

차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Kim et al. 2010; Ko 2013). 이

를 통하여 다양한 위탁급식 고객 욕구 내용이 효율적으로 만

족되고 정서적 감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고객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가 위탁급식 기업의 마

케팅 도구로의 활용과 최종적으로는 경영환경 분석 개발 도

구의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  내용  및  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위탁급식 경영환경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2012

년 매출액이 높은 상위 5개 위탁급식 기업 중 4개 기업의 서

울 및 수도권 산업체 직군에서 급식을 1년 이상 이용한 고

객과 2개 기업에서 3년 이상 급식관리 경력이 있는 급식관

리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조사기간은 2012년 9월 18

일부터 2012년 10월 30일까지(43일간) 실시하였으며, 조사

대상의 기업명, 고객 및 급식관리자의 일반적 특성은<Table

1>에 나타내었다. 연구에 참여한 고객은 50대 1명, 40대 4명

이었으며, 급식관리자는 30대 5명으로 급식관리 경력이 평

균 약 10년 이상이었다. 기업명은 임의로 A에서 F까지 심층

면접 순서로 정하였으며, 고객 및 급식관리자는 각자의 사적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영문 알파벳으로 표시하였다<Table

1>.

2. 조사 방법

본 연구는 조사대상의 의견, 생각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연구자가 정해놓은 최소한의 질문사항을 면접자의 응

답에 따라 자유롭게 인터뷰하는 ‘심층면접기법(in-depth

interview)’으로 수행하여 위탁급식 고객, 급식관리자 및 경

쟁자 환경 요인을 분석하였다.

심층면접 질문 내용은 Michael et al.(1998), Kim & Song

(2007), Kim & Yun(2008)의 연구를 근거로 하였으며, 분석

방법은 객관적인 사실의 기술내용을 분류하고 주제별로 연

관성을 도출하여 내용의 빈도를 분석하고 재구성하는 내용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Han & Lee 2011). 이러한 방법론에

근거하여 면접 내용은 위탁급식 경영환경에 대한 현황과 요

인, 삶의 질의 개념, 위탁급식 경영환경 요인이 삶의 질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 인터뷰 후 녹음하고 기술하여 자료를 범

주화하고 이를 요약하여 주제를 도출하였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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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  및  고찰

1. 위탁급식 경영환경 요인

본 연구에서 위탁급식 경영환경 요인으로 고객과 급식관

리자 공통적으로 편리한 입지, 고객의 웰빙 식생활 추구(고

객의 웰빙 메뉴 선호), 식당 분위기 편안함, 메뉴의 다양화(메

뉴 선택폭 확대 및 신메뉴 개발 경쟁격화)로 조사되었다. 이

외에 고객은 식당 분위기 편안함, 불평에 대한 처리 미숙, 고

객의 서비스품질 높은 외식기업 선호를, 급식관리자는 급식

의 외식화 요구, 식재비·인건비·경비 절감 강화, 음식 맛

관리, 추가적인 서비스 제공 요구, 위탁업체간 서비스 경쟁,

외식업체와 판촉경쟁으로 구분하여 분석되었다. 위탁급식 경

영환경 구분을 위해 분석된 총 12가지 요인을 선행연구 고

찰을 통해 편리한 입지, 급식의 외식화 요구, 고객의 웰빙 식

생활 추구(고객의 웰빙 메뉴 선호)는 고객 환경으로, 식당 분

위기 편안함, 식재비·인건비·경비 절감 강화, 음식 맛 관

리, 메뉴의 다양화(메뉴 선택폭 확대 및 신메뉴개발 경쟁격

화), 불평에 대한 처리 미숙, 고객의 서비스품질 높은 외식기

업 선호는 급식관리자 환경으로, 위탁급식 기업 간 서비스

경쟁, 외식기업과 판촉경쟁, 고객의 서비스품질 높은 외식기

업 선호는 경쟁자 환경으로 구분하였다(Cronin & Taylor

1992; Kim 2000; Han et al. 2004; Park et al. 2006;

Park 2007; An & Moon 2008; Lee et al. 2008; Baek

2009) <Table 3>.

1) 고객 환경

위탁급식 고객 환경은 편리한 입지, 급식의 외식화 요구,

고객의 웰빙 식생활 추구(고객의 웰빙 메뉴 선호)의 3개 항

목으로 분류하였다.

첫째, 편리한 입지에 대해서 대부분 응답자들은 위탁급식

을 이용하는 이유가 가깝고, 이동하기 편리하여 개인시간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B는 “건물 안에 있기 때

문에 점심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라

고 하였다. C는 “구내식당은 외부 식당 보다는 가깝고 가장

큰 이유는 식권을 써야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F는 “회

사 밖으로 나가려면 움직여야 하니까 이동하기 편리하고 저

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G는 “편리성, 왜냐하면

같은 건물에 있기도 하고, 편리하기도 하다”라고 하였다. Han

et al.(2004)는 ‘접근성, 가격경쟁력’이 대학급식의 서비스 선

택속성에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였다.

둘째, 급식의 외식화 요구에서 응답자 중 급식관리자는 고

객이 고급스러운 식기 및 급식 이외에 간식을 요청하는 등

위탁급식의 고급화, 전문화, 외식화를 요구하는 추세라고 하

였다. F는 “최근 고객의 입맛이 고급스러워졌고 급식

2,500~3,000원 짜리 먹으면서 외식 5,000~6,0000원의 음식의

질을 요구해요”라고 하였으며, 또한. H는 “고객 만족을

100% 만족시키려면 고급화된 고객 트렌드, 패턴, 경제상황

등이 고객 기호에 많이 영향을 미칠 거 같아요”라고 하였다.

공통적으로 고객은 외식소비의 발달과 먹거리 문화를 중요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 of research subject

Participant Age
Business & 

Industry

Location of a 

Business

The length of periods of 

Contract Foodservice 

Management

(Experience)

Interview Time

(Hours)

Date of an 

Interview

Customer

A 50 years of age A Gyeonggi-do 20 years 1.0 2012.09.28

B 49 years of age B Gyeonggi-do 15 years 0.8 2012.09.29

C 44 years of age C Seoul 10 years 0.8 2012.09.30

D 44 years of age C Seoul 10 years 0.9 2012.10.10

E 40 year of age C Seoul 6 years 1.0 2012.10.15

Foodservice

Manager

F 38 years of age E Seoul 15 years 1.2 2012.09.18

G 36 years of age E Gyeonggi-do 14 years 1.5 2012.09.25

H 32 years of age F Seoul 13 years 1.2 2012.09.26

J 34 years of age F Seoul 13 years 0.9 2012.09.12

K 35 years of age F Seoul 12 years 0.8 2012.09.19

<Table 2> Items for in-depth interview

Item Interview Questions

Factors in Contract Foodservice Environment
Please freely express your comment on factors and characteristics of 

contract foodservice environment.

Concept of the Quality of Life Please express your comment on the definition of life quality.

Thinking on a Customer’s Quality of Life consequent on 

Contract Foodservice Environment

Please freely give your comment on the influence of contract foodservice 

environment on a customer’s qualit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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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는 추세로 인해 위탁급식의 외식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

으로 판단되었다.

셋째, 고객의 웰빙 식생활 추구에서 Lee et al.(2008)의 위

탁급식 메뉴 만족도 조사연구 결과를 분석해보면 건강을 우

려하여 웰빙 메뉴를 요구한다고 하였다. C는 “오래 사니까,

그걸 유지해주려면 가능하면 유기농 쪽으로 가야하지 않을

까 해요”라고 하였으며, D는 “질적으로 평가해보면 인위적

인 맛을 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러한 불만을 잠재우

기 위해서 질 보다는 양으로 덮으려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

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건강식에 더욱더 신경

써야 하지 않을 까요?“라고 하였다. H는 ”요즘 건강을 생각

하는 고객들이 많아요. 건강에 좋거나 맛이 있다고 하면 가

격이 비싸도 맛 집을 찾아가는 것처럼 소비자가 식문화에 대

한 욕구가 커졌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구내식당도 변화 되어

야 하는 게 맞다고 봐요“라고 하였다. 고객과 급식관리자 모

두 고객의 건강지향적인 웰빙 식생활 추구에 따른 급식서비

스 변화를 제안하고 있었다.

2) 급식관리자 환경

급식관리자 환경은 식당 분위기 편안함, 식재비·인건비·경

비 절감 강화, 음식 맛 관리, 메뉴의 다양화(메뉴 선택폭 확

대 및 신메뉴 개발 경쟁격화), 불평에 대한 처리 미숙, 고객

의 서비스품질이 높은 외식기업 선호의 6개 항목으로 분류

되었다.

첫째, 식당 분위기 편안함은 위탁급식 공간의 경우 A와 B

는 과거와 비교하여 깨끗하고 테이블로 변화를 주어 청결해

보이긴 하지만 외부고객과의 비즈니스 공간으로 활용하기엔

부족하다는 의견이 조사되었다. Park(2007)은 급식 서비스 품

질 요인 중 ‘식당의 분위기가 편안함’을 고객 만족도에 영향

을 준다고 하였다. 위탁급식의 고객만족 향상과 외식기업과

비교하여 경쟁력을 보유하기 위해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

는 수준의 식당 공간 연출과 투자가 절실하다고 고찰되었다.

둘째, 식재비·인건비·경비 절감 강화에서 F는 “식재료

비는 높아지지만 고객 요구사항이 높다 보니까, 손익을 개선

하라는 본사의 지침이 많아지고 있어요”라고 하였으며, G,

H, J, K 공통적으로 급식사업장 규모 축소, 지속적인 식재료

비 인상률 반영, 위탁급식 기업의 외식 및 신사업 진출 등으

로 인해 식재비·인건비·경비 절감을 강화하여 경영의 궁

극적인 목적인 이익 극대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Cronin & Taylor 1992).

셋째, 음식 맛 관리에서 G는 “특히 김치가 안 익으면 배

식하지 않을 정도로 신경을 쓰죠, 오븐이 있어도 거의 달걀

찜만 조리한다고 해서 2~3달에 한 번씩 교육을 다녀오면 음

식 맛을 내는데 도움이 되죠”라고 하였으며, H는 “국물을 낼

때도 직접 육수를 내는 편이에요. 냉면을 조리할 때도 직접

물김치도 담그고, 고기육수도 수제로 많이 하죠. 수제비도 직

접 손 반죽하고, 할 때마다 고객 반응이 좋아요”라고 응답하

였다. 조리 시 가공식품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조리하여 육

수를 만들고, 오븐교육을 실시하는 등 건강을 중요시하는 고

객 환경 변화로 인해 음식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넷째, 메뉴의 다양화는 위탁급식 기업의 경우 급식의 외식

화, 신메뉴 개발을 통한 특화 소스 개발, 직화 조리법 메뉴

적용, 고객이 직접 참여하는 ‘셀프비빔밥’ 등을 제공하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B는 “과거와 비교해서 특화 메뉴를 개발

해서 일품 위주의 메뉴로 된 것이 차이점이다”라고 하였으

며, F는 “급식이라면 싸고, 정형화된 급식 형태에서 탈피하

지 못했는데 꼭 1식4찬에 김치포함해서 정형화된 메뉴로 구

성해야 하는지 말씀을 하세요. 고객 입장에서 그렇게 변화를

요구하므로 저희도 급식을 외식답게 바꾸려고 하고 있죠”라

고 하였다. Kim(2000)은 서울시내 고등학교 위탁급식 학생

의 급식 만족도 조사 연구에서 ‘식단이 단조로워서’가 급식

<Table 3> Management environmental factor in contract foodservice

Classification Environmental Factor Customer
Foodservice

Management 

Customer

Environment

Convenient Location ○ ○

Demand for Dining out of Foodservice ○

A customer’s pursuit of well-being food life (a customer’s preference for well-being menu) ○ ○

Foodservice

management

Environment

Comfortable restaurant atmosphere ○

Intensification of reduction in food ingredient cost, labor cost, and other expenses ○

Foot taste management ○

Diversification of Menu (Expansion of the range of menu choice & intensified 

competition for new menu development)
○ ○

Demand for additional service offer ○

Unskilled handling of complaints ○

Competitor 

Environment

Service Competition between Foodservice Businesses ○

Competition with restaurant industry for Sales Promotion ○

A Customer’s high preference for the restaurant industry with high service qual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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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먹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제시하였다.

다섯째, 추가적인 서비스 제공 요구는 F, G, H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고객을 위해 조, 중, 석식이외에 간식을 제공하

거나, 식당에 회의실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예

약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F는 “고객사에서

조식을 못 먹은 직원들을 위해 빵이나 콘후레이크를 준비하

여 9~10시에 먹게 해요”, G는 “식당에 룸이 있어서 예약을

하여 부서별로 모여서 식사도 하고 회의도 할 수 있는 장점

이 있죠. 룸은 3개 있어요. 10명씩 30명 사용할 수 있어요”,

H는 “고객사에서 회의실로 식당을 활용하겠다는 말을 하는

데 업장마다 슬라이드, 빔 같은 거 준비해서 연회나 행사할

때 활용하기도 하죠”라고 하였다.

여섯째, 불평에 대한 처리 미숙에 대해서 An & Moon

(2008)는 급식시설 유형별 IPA 조사 결과 병원과 산업체 직

군에서 ‘고객 불만사항의 처리여부’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고찰되었는데 응답자 B는 “구내식당에서 설문조사를

많이 하는데 설문조사 전, 후가 변화가 거의 없죠”라고 하였

으며, E는 “직원들이 좀 더 다양한 식단이 있었으면 하는데

물론 위탁급식 기업에서 설문조사도 하고 그러지만 이러한

직원들의 요구가 많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 같아요” 라고

하였다. 따라서 위탁급식 기업의 의무적인 설문조사 실시가

오히려 고객에게는 신뢰감을 잃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3) 경쟁자 환경

위탁급식 경쟁자 환경으로, 위탁급식 기업 간 서비스 경

쟁, 외식기업과 판촉경쟁, 고객의 서비스품질 높은 외식기업

선호의 3개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첫째, 위탁급식 기업 간 서비스 경쟁은 응답자들이 공통적

으로 위탁급식의 서비스 과열 경쟁으로 인해 사업장에서는

반 조리 식품을 활용한 맛의 표준화, 기업 브랜드의 친환경

이미지 도입, 통합 기획 식자재를 사용한 원가절감을 시도하

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G는 “A기업은 반 조리 식품을

많이 사용해서 맛의 표준화와 원가절감을 시도한다고 하더

라구요”, H는 “B기업은 친환경 이미지가 크잖아요. 거기에

위탁급식을 적용시키는 거죠. C기업 같은 경우는 저염 식단,

로하스, 자연주의로 가요. C기업은 식단에도 ‘C기업 삼색묵

무침, C기업 두부찌개’등 C기업 로고를 같다가 붙이죠”, J는

“D기업은 월요일마다 기획자재라고 해서 매월 가격을 인하

하여 그 식자재를 중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서 원가절감을

하도록 하죠”라고 하였다.

둘째, 외식기업과 판촉촉진경쟁에서 응답자 H는 “구내식

당 주위에 퓨전 음식점이 있는데 메뉴는 일품이고 가격대비

맛이 좋더라구요. 요즘은 고객들이 차가 있어서 멀더라도 다

찾아가잖아요. 주위에 예쁘고 맛있는 곳이 많이 생겨서 운영

하기가 힘들어요” 라고 하였으며, J는 “건물 지하 식당이 제

일 가까우니까 경쟁이 많이 되요. 지하 식당 중에 식당 앞

쪽에 아이스티, 커피를 무료로 먹을 수 있게, 종이컵까지 해

서 Take-Out 할 수 있게 준비 한 거요”라고 하였다. 외식기

업은 분위기가 고급스럽고, 가격이 고단가지만 맛 부분에 있

어서 고객 선택 시 우위를 차지하며, 후식제공, 쿠폰 등으로

위탁급식 기업과 경쟁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Park et al.

(2006)의 연구에서 외식산업에서 상품의 생산과정뿐만 아니

라 제공방법, 분위기 등이 매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고찰되었다.

셋째, 고객의 서비스품질 높은 외식기업 선호에서 A는 “외

부에 나가서 외식하는 경우는 특화된 메뉴가 좋아서 나가는

건데요”, B는 “회사 주변 외부 식당의 흥망성쇠가 일단 크

고 지속적으로 맛을 유지해 주거나 고객 서비스가 강화된 식

당들은 굉장히 붐비고, 한 번 갔을 때 맛과 서비스의 약간의

실수가 있었다든지 하면 거의 잘 안 가죠”라고 하였는데 외

식기업은 특화 고정 메뉴 운영, 충성 고객에게 맞춰진 지속

적인 맛 유지, 고품질의 서비스가 강화되어 있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Baek(2009)은 단체급식 고객의 서비스품질에 대

한 요구도가 증가되고 있으며 산업체 급식 시설의 관리자는

종사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창의력을 발휘하여 도움을 주는

서번트 리더십 유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2. 급식과 삶의 질 관계

본 연구에서 고객과 급식관리자 공통적으로 양질의 급식

을 섭취하며 행복감을 느끼는 정도로 나타났으며, 차이점은

고객은 편안한 환경에서 건강한 만족감 정도, 양질의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 급식관리자는 경제적으로 풍족한 것, 평온

한 분위기에서 식사가 여유롭고 즐거운 상태가 삶의 질과 연

결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4>.

A는 “행복감 정도, 막연한데 일단 얼마나 편안한지 정신적

으로 육체적으로 얼마나 만족하느냐 만족감 정도라고 생각

해요”, B는 “식사를 하는 장소에서 삶의 질이란 편안한 환

경, 고급스러운 내부 인테리어, 좋은 서비스 그런 게 다 구

색이 맞추어 진다면 점심 한 끼지만 굉장한 행복한 좋은 시

간이 되지 않을 까 생각 합니다”라고 하였으며, G는 “식사

를 포함해서 본인의 일이 행복한 것이라는 의미 아닐까요.

본인이 행복해야지 밥만 맛있다고 행복해 지진 않을 거 같

아요”, H는 “경제적으로 윤택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만 원짜

리 식사를 하고 싶어도 경제적인 상황이 안 되면 2천원에 파

는 라면을 먹어야 하니까 경제적인 게 가장 많이 영향을 주

겠죠”, J는 “여유롭고 식사가 즐거워 만족한 상태이죠”라고

하였다. 삶의 질이란 삶에 대한 만족감, 행복감 또는 성취감

으로 개인의 신체적 건강, 심리적 안녕과 자립, 경제력 등을

포함한다(Bowling et al. 2002; Kim et al. 2012).

3. 위탁급식 고객, 급식관리자, 경쟁자 환경이 고객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 위탁급식 고객, 급식관리자 경쟁자 환경이 고

객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고객, 급식관리자 공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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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중간’ 정도로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5>.

A는 “급식은 많은 사람들의 평균 입맛을 맞춰야 하기 때문

에 최상이 되기는 어려울 거 같아요”, B는 “구내식당을 이

용해 본 결과 과거보다는 나아지고 있지만, 외식 쪽과 비교

해서도 주위 빌딩 보다는 낫지만 크게 만족할 정도는 아니

고, 보통 정도이거든요”, C는 “지금은 삶의 질 보다는 점심

을 때운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 같아요. 급식 수준은 중하정

도. 그런데 점점 먹는 거 하나에 따라 만족감이나 행복감을

느끼는 추세이긴 하니까 가능한 한 음식을 즐겁게, 맛있게

먹을 수 있다면 내가 그만큼 행복해지고, 내가 행복해 지면

그 만큼 내 일이 잘 될 거구. 또 내 일이 잘되면 내 가정이

행복해지니까. 그럼 내가 여유를 가지게 되고 에너지 충전이

돼서 다음 일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선순환’, ‘시

너지’ 이런 말도 쓸 수 있을 거 같아요”라고 하였다. 고객은

위탁급식이 외식과 비교해서 크게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삶

의 질 보다는 점심을 때운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

었는데 위탁급식 기업은 고객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케팅

과 운영 전략을 변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Cong & Lydia(2011)은 음식구매자를 대상으로 건강 믿음

(HB, Health Belief) 모델, 음식관련 생활스타일(FRL, Food

related Lifestyle) 모델을 이용하여 조사대상자를 합리적인

(rational), 모험적인(adventurous), 부주의한(careless) 그룹과

보수적이고(conservation) 무관심한(uninvolved) 그룹으로 분

류하였다. 그룹별 특징을 분석한 결과 음식에 대한 생각이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소득, 건강문제, 환경문제와 상관관

계가 있는 것으로 고찰되었다.

G는 “고객의 삶의 질은 밥 제공뿐만 아니라 환경과 사회적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 되요”, H는 “위탁급식의 삶의 질은

위탁급식이 운영되고 있는 고객사의 고객 수준에 따라 틀려

질 거 같아요. 제 생각에 고위공무원의 경우 여기 영화사 업

체나 작가들 보다는 삶의 질이 높겠죠”, J는 “급식에 대한 삶

의 질이 중간 정도로 추측하게 되는 이유는 단일식단을 운영

하다 보니까 복수식단을 운영하는 사업장 보다는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 되요“, K는 “식사를 고객들이 원하는

데로 외식분위기로 단체급식 틀을 벗어나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하긴 어려우니까요”라고 하였다. 급식관리자는 정형

화된 급식 제공, 고객사의 고객 수준, 단일식단 제공, 식당 공

간 부족이 삶의 질을 저하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급식관리자는 고객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음식 서비스 품

질을 높이고 메뉴, 식당 공간 및 시설 수준을 향상시켜야 하

며, 특히 음식의 품질은 맛, 향, 질감, 온도의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유지되어야 한다고 사료되었다(Anadaleeb & Caskey

2007; Kwun & Oh 2007; Kim et al. 2009).

IV. 요약  및  결론

위탁급식 산업이 발전하면서 단순히 서비스 품질을 높여

고객만족을 주는 것에서 탈피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자 위탁

급식 기업의 경영환경 구성 요소를 분석하고 고객, 급식관리

자, 경쟁자 환경이 고객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

다. 이를 위해 고객과 급식관리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

시하였으며,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위탁급식 경영환경 요소는 고객, 급식관리자, 경쟁자

3가지 환경으로 분류하였는데, 세부적으로 편리한 입지, 급

식의 외식화 요구, 고객의 웰빙 식생활 추구(고객의 웰빙 메

뉴 선호)의 3개 항목은 고객 환경으로 식당 분위기 편안함,

식재비·인건비·경비 절감 강화, 음식 맛 관리, 메뉴의 다

양화(메뉴 선택폭 확대 및 신메뉴 개발 경쟁격화), 불평에 대

한 처리 미숙, 고객의 서비스품질 높은 외식기업 선호의 6개

항목은 급식관리자 환경으로, 위탁급식 기업 간 서비스 경쟁,

외식기업과 판촉경쟁, 고객의 서비스품질 높은 외식기업 선

호의 3개 항목은 경쟁자 환경으로 분류하였다. 고객환경은

Kim et al.(2007)의 연구에서 대학생의 식생활라이프스타일

에 따른 레스토랑 선택에 있어서 건강 추구형의 경우 지리

<Table 4> Relationship of quality of life in foodservice

Customer Foodservice Management

Level of feeling euphoria A customer’s ingestion of good quality foodservice

Level of sound satisfaction in comfortable environment The very customer’s business is a happy thing.

They perceive enjoying good quality food as being linked 

to quality of life.

What is affluent economically

A state of having meals leisurely and delightfully in a peaceful atmosphere

<Table 5> Influence of customer, foodservice management and competitor environment on quality of customer's life in contract foodservice

Customer Foodservice Management

Influence Perceived it as somewhat intermediate Influence Perceived it somewhat intermediate

Reason

It doesn’t get better greatly in comparison with dining out

Reason

Standardized Foodservice Offer 

A customer level of a client company

Non-selection Menu OfferThinking of having foodservice as making do with lunch 

rather than quality of life Deficiency in Restaurant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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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접근성, 서비스와 메뉴, 가격 측면을 선택속성으로 나

타낸다는 유사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급식관리자 환경은 Yoo

& Ha(2006)의 연구에서 고객이 지각하는 메뉴가격, 인적서

비스 및 분위기, 메뉴품질이 고객의 재방문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경쟁자 환경은 Namkung & Jang(2007)의 연구에서

음식의 맛과 외관이 외식기업 레스토랑 고객만족과 재방문

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고찰되었다.

둘째, 삶의 질 정의는 고객과 급식관리자 공통적으로 양질

의 급식을 섭취하며 행복감을 느끼는 정도로 나타났으며, 차

이점은 고객은 편안한 환경에서 건강한 만족감 정도, 양질의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 영양사는 경제적으로 풍족한 것, 평

온한 분위기에서 식사가 여유롭고 즐거운 상태가 삶의 질과

연결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won et al.(2013)의

연구를 살펴보면 삶의 질의 변수를 ‘일상생활 평가’, ‘건강상

태 만족정도’, ‘영양섭취 만족도’등으로 분석한 결과 조사대

상자의 삶의 만족도는 보통 이상으로 평가되었다.

셋째, 위탁급식의 경영환경이 고객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고객, 급식관리자 모두 ‘중간’ 정도라고 조사되었는

데 그 이유는 고객은 외식과 비교해서 크게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삶의 질 보다는 점심끼니를 해결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급식관리자의 경우 정형화된 급식 제공, 고

객사의 고객 수준, 단일식단 제공, 식당 공간 부족을 그 이

유로 판단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hn(2005)는 환경 중심

적 인식론,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 중심적 인식론, 인간중

심적 인식론으로 삶의 질에 대한 인식을 구분하였는데, 개인

삶의 질은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 만큼 환경을 변화시킴

으로써 삶의 질을 긍정적으로 변화 시킬 수 있는 환경 중심

론 인식론을 소비자 환경에서의 주요 개념으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위탁급식 기업 및 외식기업 간 치열한 경쟁과 고객

의 라이프스타일 변화, 고객 입맛의 고급화·외식화, 신사업

진출 등에 따라 위탁급식 마케팅 전략과 운영방법, 경영형태

의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첫째, 위탁급식 경영환경 요소를

고객, 급식관리자, 경쟁자 환경으로 구분하여 고객의 삶의 질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으며

고객 성향 파악에 따른 고객 환경, 위탁급식 기업 내부자인

급식관리자 환경, 외식기업인 경쟁자 환경의 객관적인 비교

분석을 통해 위탁급식 경영전략 제언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둘째, 위탁급식 기업에서의 실무적 사업전략으로 건강 메

뉴 개발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고객 삶의 질과

관련된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하고 편리성을 추구

하는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하여 급식의 Eat-Out 도입

을 확대하여야 한다. 식사를 구내식당 안에서만 먹어야 한다

는 고정관념을 탈피할 필요가 있으며 단가를 고려한 Eat-Out

특화메뉴를 개발한다면 매출상승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

다. 이를 위해 Eat-out 전용 포장방법, 조리방법 및 판매전략

제시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Kong et al.(2013)의 연구에서 위탁급식 서비스 품질

요인 중 고객만족은 ‘특별식, 선호 메뉴의 선택, 음식의 맛’

순서로 나타났으며, 고객 불만족은 ‘음식의 질, 신속대처, 음

식의 맛’ 순서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

해 외식기업과 패스트푸드점에서 운영하는 음식의 조리, 식

품 선택, 1인량 관련하여 Order 주문제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 한편 위탁급식 기업 내에 고객 품질 경영팀, CS팀을

운영하여 고객의 불만족을 즉시 해결하고 주기적인 설문조

사를 실시하여 분석함으로써 마케팅 전략에 긴밀하게 반영

하여야 충성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

넷째, 기업의 경영환경 분석은 경영학, 마케팅, 관광 분야,

삶의 질은 의학, 보건학, 사회복지학 분야에서 주로 연구되

었는데 이를 위탁급식 분야에 도입하여 결과를 제시하였으

며 급식분야에 삶의 질에 연구를 도입하는 기초 연구로 활

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단, 본 연구는 심층면접의 대상을 위

탁급식 고객 5명, 급식관리자 5명으로 제한하여 진행하였는

데 분석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면접대상자 수가 적으며, 추

후 연구에는 전문가 의견 파악을 위해 포커스 그룹 인터뷰

등 연구방법을 추가하여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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