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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산업 최신 동향 및 품질 관리 기법

이 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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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A Lee

Food Industry Policy Research Group

서 론

현재 외식산업은 극도로 성숙하여 각 업체 간

경쟁이 매우 심화된 상황에 있으며 이와 함께 고

객의 품질에 대한 기대 또한 높아져 음식의 품질

과 환경뿐만 아니라 서비스 질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그러므로 외식업체에서의 서

비스 질은 음식의 품질과 더불어 고객 평가의 대

상이 되며 서비스 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나

아가 외식업체 이미지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외식산업에서 품질의 적용은 그 평가과

정이 복잡하고 일관성을 갖기 어려워 평가에 많

은 한계가 따르게 되는데 이에 따라 서비스 질을

측정하기 위한 외식업체 품질평가에 관한 연구들

이 수행되어 왔으며, 한식당의 품질측정 연구가

최근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왔다.

외식산업 현황

2011년 세계 식품산업의 규모는 약 6,500조원

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중 외식시장

의 규모는 그 절반인 약 3,200조원이 될 것이라

는 전망이다. 

미국 레스토랑협회(National Restaurant Association)

의 보고서에 의하면 2009년 외식업계 매출을 약

5,660억 달러 규모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2000

년 대비 49%가 신장한 수치이다. 미국 외식산업

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나 최근 20년간 성장률

이 둔화되고 있으며 1991년 이래로 가장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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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를 겪고 있다. 최근 미국 외식시장이 겪는 어

려움은 고유가, 원재료비의 상승, 가처분소득의

감소에 기인하는 것이며 실제로 2008년 미국 내

대표적 캐주얼 패밀리 레스토랑 체인점 30곳 중

3곳만이 이익을 내었으며, Bennigan’s와 Steak &

Ale 체인이 2008년 파산하여 수 백개의 점포를

폐쇄하였다. 미국산업의 경기침체에 따라 패밀리

레스토랑보다 객단가가 낮은 소위 패스트 캐주얼

체인이라 불리는 브랜드가 성장하고 있으며,

HMR(home meal replacement) 시장의 확대 등 다

양한 형태의 외식문화가 발달하고 있는 추세이다. 

일본 외식산업의 최신동향을 살펴보면 1990년

대 초 버블경기가 무너지면서 1997년 대비 2006

년 외식산업 매출액은 16.5% 감소, 점포수는

13.1% 감소하는 등 매년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

다. 그러나 일본 푸드서비스협회의 조사에 따르

면 2008년 외식산업시장의 성장률은 전년보다 축

소하였으나, 패밀리 레스토랑 및 디너 레스토랑

업태를 제외한 업태들이 전년대비 100% 이상의

실적을 올려 전체에서는 101.3%의 플러스 성장

을 기록하였다고 한다. 일본 외식산업은 철저히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어 간편하고 저렴한 대

중적인 저가메뉴를 취급하는 일반음식점과 고급

음식점을 원하는 수요가 공존하고 있다. 또한 고

령화, 독신가구 증가, 여성경제활동 증가 등 사회

적 요인으로 HMR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었으

며 2006년 시장규모는 10조엔으로 HMR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도 특징적인 부분이다. 

중국의 외식산업의 매출액은 2000년 이후 연평

균 18.2%라는 경이적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연평균 성장률은 2005~2010년이 13.6%, 2010~

2015년이 10.4%가 될 것으로 보여 시장규모의 확

대와 함께 성장속도는 둔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2015년까지는 두자릿수를 초과하는 고성장을 지

속할 전망이다. 특히 체인형 외식산업에 있어 외

자계 체인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외자

계 기업이 풍부한 자금과 선진적인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이용하여 서양식 패스트푸드의 점포를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며 많은 국제적인 대형 패

스트푸드 기업이 젊은 층이나 해외에서 귀국한

사람들로부터의 정보에 의해 화제가 되어 인기를

끌고 있다.

국내 외식시장의 규모는 2006년 기준 총 매출

액 50조 9천억원이며, 사업체수는 54만 6천여 업

체로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으나, 연간 매출액

1억원 미만의 업체가 75%를 차지하고 있어 영세

한 업체의 비중이 높다. 또한 국내 외식시장은 국

민 67.2명당 1개의 식당(일본 179.6명당 1개 업체,

미국 335.1명당 1개 업체)이 존재할 정도로 치열

한 경쟁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신규오픈보다 폐

점율이 더 높을 정도로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다.

업종별 외식산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한식점업

이 2007년 기준 276,297개 업체(87.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중식

>양식 >일식 순으로 업체수가 분포하고 있고, 매

출액에 있어서도 한식업체의 매출이 24조 6천억

원으로 일반 외식산업 매출액(주점업과 다과점

제외)의 62%를 차지하고 있다.

업계별 최신 동향을 살펴보면 한식업체의 경우

외식시장의 장기불황, 식재료 파동 등으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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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어려운 시기를 보냈으나, 농림수산식품부의 한

식세계화 추진 계획, 건강식 메뉴에 대한 니즈 증

가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전년대비 매출액

평균 23.2% 신장을 보이는 등 타 업계에 비해 양

호한 성적을 거두었다. 또한 기존의 구이전문점

이 주류를 이루었던 한식시장이 세분화되기 시작

하였다. 중식업계의 두드러진 변화로는 호텔 또

는 고급 중식당과 동네 중국집의 두 가지 시장으

로 양분되어 있던 시장에 ‘아메리칸 차이니즈’를

표방한 캐주얼 중식당의 등장을 꼽을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딤섬, 북경요리 등 특정 메뉴를 강

조한 중식당, 퓨전 중식당까지 시장세분화가 활

발히 진행되고 있다. 일식업계의 경우 2000년 초

기 붐을 이뤘던 저가회전초밥전문점과 대형횟집

이 최근 2~3년 사이 경쟁력이 없는 브랜드는 폐

점하는 등 업계가 정리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

나, 퓨전회전초밥전문점은 여전히 선전하고 있으

며, 일본 라멘 전문점이 증가하기 시작한 것이 특

징이다. 서양 음식점업, 특히 패밀리레스토랑 업

계의 경우 지속되는 적자, 비용대비 낮은 수익으

로 인하여 폐점하는 업체가 속출하고 있으며 신

규점포 출점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한

편 패스트푸드 업계의 경우 미국산 쇠고기 파동

과 각종 수입산 먹을거리 문제에도 불구하고 2008

년 전년 대비 플러스 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객단가가 비교적 높은 외식업체를 찾던

고객들이 소비위축으로 외식비를 줄이는 가운데

패스트푸드 업체들이 프리미엄 버거 및 커피를

강화, 패스트푸드 이미지를 업그레이드 하면서 고

객을 흡수한 것이 그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외식산업 트렌드

세계 식품산업의 트렌드는 1) 간편화 2) 웰빙

지향 3) 감성소비 4) 가치추구 5) 참여의 5가지

키워드로 대변되며, 외식산업 역시 이러한 트렌

드의 영향을 받고 있다. 각각의 트렌드는 독립적

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새로운 트렌드를 생성해 내기도 하는데 전세계적

으로 주목받고 있는 ‘에스닉 푸드’ 시장의 경우

편의화와 웰빙지향이 동시에 반영되어 나타난 결

과라 볼 수 있다. 

우선 ‘편의화’에 따라 외식 및 간편식을 선호

하는 경향은 계속될 것이며, HMR 시장의 지속

적인 성장이 전망된다. 특히 간편식의 선호로 내

식시장과 외식시장의 믹스한 형태인 그로서란트

(Grocerants = Groceries + restaurants), 슈퍼란트

(Superants = Supermarkets + restaurants), 레스트

마켓(Restmarkets = Restaurants + Supermarket) 등

신업태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HMR 시장의 경

우 일본, 미국 등에서는 정착된 식생활 문화의 형

태로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 수익은 크지 않지만 성장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외식산업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웰빙지향’은 외식산업에 있어 빠질 수 없는 핵

심 트렌드로 먹을거리의 안전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가운데 소비자들은 가격이 안전하고 건

강한 먹을거리와 대체 판단(trade-off)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있고, 이에 따라 웰빙과 함

께 슬로우 푸드(slow food), 로컬 푸드(local food),

푸드 마일리지(food mileage: 수입식품 이동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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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합계), 푸드 마일즈(food miles: 식품이동) 등

의 용어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에도 웰빙 지

향 트렌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감성소비’ 트렌드에 따라 디자인 및 브

랜드가 중요하게 부각되며, 문화와 결합된 복합

상품을 선호하는 경향을 띄게 된다. 또한 본인이

가치를 둔 주관적인 선택 조건을 중시하는 ‘가치

추구’ 역시 외식소비 트렌드의 주종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음식에 대해 아는 것이 많아지고 선호

하는 취향도 뚜렷해진 소비자들의 ‘가격 대비 가

치(value for money)’ 즉 합리적인 소비를 하려는

경향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최근 블로그, 커뮤니티 등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

들은 더 이상 수동적으로 외식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 및 양방향 의사소

통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품질관리기법

고객은 제품에 대한 다속성 기준으로 상대적

중요도와 가치를 평가하여 제품을 구매하게 되는

데, 이때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제품의

품질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가치 판단 기준에

의해 합리적인 소비를 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건강 및 먹을거리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

면서 외식산업에 있어 ‘품질관리’의 중요성은 더

욱 부각되고 있다.

‘품질’의 의미는 현대에 올수록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meeting the need of customer)’이

라는 개념이 강조되고 있으며, 서비스의 경우 사

용자의 욕구와 기대에 따라 품질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며 만족 또한 달라지게 된다. 기업들은 기

존의 단순한 품질관리(quality control)에서 전사적

품질관리(company-wide quality control: CWQC)

로 품질관리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따

라서 외식산업에 있어서도 과거의 경험에 의존하

는 경영방식에서 탈피하여 과학적인 경영기법의

하나로 품질관리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세계 각국의 산업분야에서 종합적 품

질관리(total quality management: TQM)의 자가평

가도구(self-assessment tool)를 품질경영수준의 측

정에 있어 중요한 평가도구로 사용하면서 품질경

영의 전략적 추진에 매진하고 있다. 또한, 이것은

외식분야에서도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감시와 통제, 평가 활동에 의존해 오던 과거의 방

식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외식업무 개선을 위한

TQM 개념이 도입되어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품질경영상인 Malcolm Baldrige

National Quality Award(MBNQA)를 매년 3부문,

즉, 제조업, 서비스업, 중소기업의 기업체 부문과

1999년에 추가된 교육부문, 의료부문을 대상으

로 ‘리더쉽’, ‘전략적 계획’, ‘고객과 시장지향성’,

‘정보와분석’, ‘인적자원 중심성’, ‘프로세스 관

리’, ‘사업성과’의 7개 분야에 대해 평가하여 우

수 업체에 시상하고 있는데, 이것은 미국 의회가

제정하여 미국 대통령이 수여하는 상으로 U.S.

Commerce Department의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NIST)에서 관장하고 있

으며, ASQ(American Society for Quality)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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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ST의 Baldrige Award와 관련된 업무에 협조하

고 있다. 이것은 미국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품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미국 기업들의 품질경

영의 성과정도를 파악하여 성공적인 전략을 공유

할 수 있는 장치로서의 역할을 하며 결과와 지속

적인 향상(continuous improvement)에 중점을 두

어 모든 기업의 운영에 대한 프로세스를 계획하

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framework를 제공한다.

European Quality Award는 ‘리더쉽’, ‘정책과 전

략’, ‘인적자원’, ‘파트너쉽과 자원’, ‘프로세스, ‘고

객결과’, ‘인적자원 결과’, ‘사회적 결과’, ‘주요성

과 결과’의 8가지 기준을 기본 개념으로 하는

European Foundation for Quality Management

(EFQM) Excellence Model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수상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EFQM 모델은 유럽

각국에서 품질과 경영을 접목시켜주는 종합적 품

질경영 운영 수준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품질경영대상으로 국

가 품질상이 있는데, 각 종류마다 구성의 차이는

보이지만, ‘리더쉽(100점)’, ‘전략 기획(85점)’, ‘고

객과 시장중시(85점)’, ‘정보와 분석(85점)’, ‘인적

자원 중시(85점)’, ‘프로세스 관리(110점)’, ‘경영

성과(450점)’의 총 7개 항목으로 1000점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또한, 통계적 품질관리(statistic quality control:

SQC)란 품질관리의 한 유형으로 통계적 수단을

사용하여 품질특성값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

다. 일반적으로 SQC는 제조 공정 뿐만 아니라

설계부문, 서비스 부문, 판매부문 등에 이르기까

지 전 부문에 걸쳐 사용되어 질 수 있으며, 1) 제

품의 공정과정 분류 2) 공정과정별 제품의 속성

분해 3) 제품의 속성에 따른 품질특성 값 부여 4)

통계기법으로 품질관리 실행의 4단계로 나누어

설명되어진다. 

1. SERVQUAL

외식산업에서의 품질관리 및 평가는 기존의 품

질관리기법을 바탕으로 외식산업에서 응용 및 적

용되고 있는 품질관리 도구들이 있는데, 이것은

미국음식업협회(national restaurant association:

NRA)에서 제시한 식당 선택 및 도착 단계, 장

식·분위기, 인적서비스, 음식, 서비스 종료 시점

의 5개 측면으로 구성된 평가기준과 Parasuraman

등(1988)이 개발한 SERVQUAL이 대표적이며 이

의 기본 개념을 Stevens 등(1995)이 외식업체

의 서비스 품질 측정에 적합하도록 변형하여

DINESERV를 개발·적용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도 Cronin과 Taylor(1992)가 개발한 SERVPERF를

바탕으로 외식업체의 서비스 품질 평가 및 만족

요인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 등이 수행되어 왔다.

SERVQUAL은 Parasuraman, Zeithaml &

Berry에 의해 개발된 서비스 품질 측정 도구로

서, 고객이 제공받기를 원하는 서비스와 고객에

게 제공된 서비스 사이의 차이를 측정하는 도구

이며, 서비스 품질 영역은 Reliability / Assurance /

Responsiveness / Tangibles / Empathy의 다섯가지 영

역과 31개의 item으로 구성되어 있다.

SERVPERF는 수행도만을 측정한 것으로 서비

스 수행정도에 대한 평가를 나타내는 항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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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어 있고, EP(evaluated performance)는 고객

의 서비스에 대한 기대정도와 인지된 수행정도의

차이를 측정한 것으로 외식업체에 적용가능한 서

비스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평가기준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2. 종합적 품질경영

  (total quality management: TQM)

종합적 품질경영(total quality management: 이하

TQM)은 경영진에 의한 필요성 인식으로 시작되

었으며, TQM의 기본은 품질을 개선하고, 고객을

섬기며,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직원에 의한

혁신을 권장하며, 정부의 자유로운 흐름을 지원

하고, 시스템을 개발하며, 직원의 긍지와 팀워크

를 고취하고, 혁신과 지속적 개량의 분위기를 조

성하는 것이다. 즉, TQM이란 내부 및 외부 고객

의 요구와 고객의 만족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

하고 반영하여 서비스의 질과 경영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 조직을 개선해 나가는 경영원리이다

(그림 1).

1980년대 후반 일본의 품질경쟁력에 위협을 느

낀 미국은 TQM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1987년 8

월 말콤볼드리지 국가품질상 재단을 설립하였으

며, 이를 계기로 만들어진 말콤볼드리지 모델은

현재 경영품질에 대한 글로벌 스탠더드로서 활용

되고 있다. MB 모델의 7가지 범주는 1) 리더십

2) 전략기획 3) 고객과 시장중시 4) 측정·분석

및 지식관리 5) 인적자원 중시 6) 프로세스관리

7) 경영성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1~6은 과정범주,

7은 결과 범주라고 한다. 

많은 연구자들은 말콤 발드리지 상(Malcolm

그림 1. TQM Wheel (출처: Kragewske L, Ritzman L, Malhotra M, Operation Management, 8th edition,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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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dridge National Quality Award)을 그들의

TQM 모델에 적용함으로써 TQM 수행과 조직의

성과, 그리고 고객 만족의 사이에 양(+)의 관계가

있음을 밝혔고, Spencer(1994)는 기계적, 조직적,

그리고 문화적 세 가지의 TQM 모델을 제시하고

이러한 세 가지 모델이 내부 또는 외부 고객을

만족시키거나 충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품질을

제시하였다.

3. 기업경영혁신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BPR)

BPR은 1990년대 초 업무 프로세스의 최적화를

통해 성공적 경영혁신기법으로 각광받아 왔으

며, 조직의 운영방식, 업무 수행방식에 대한 근본

적인 회의를 통해 고객이나 환경에 보다 잘 대응

할 수 있는 조직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이는

BPR의 목적이 기존 업무 프로세스를 단순히 자

동화 시키는 것을 넘어서 프로세스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고객 만족이라는 효과성을 고려한 프

로세스의 운영 효율성의 극대화에 둔다고 할 수

있다. 즉, BPR은 기업들이 치열한 경쟁상황하

에서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재설계를 통해 목표

를 혁신적 방법으로 달성하기 위한 시도라 볼

수 있다.

BPR의 추진 대상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는

데 첫째, 기업 내 프로세스 자체에 대한 주된 개

선활동, 둘째, 리엔지니어링 활동에 의해 변화된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주체로서의 조직 구성원, 셋

째, 변화된 프로세스를 실제 기업운영에 적용시

키는 것으로 정보기술 부문의 지원이 필수적이

다. 이러한 3가지 추진대상을 실행하기 위한 절

차는 기본적으로 그림 2와 같이 5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4.  6시그마(Six Sigma)

6시그마는 통계적 품질관리기법의 일종으로

그림 2. BPR의 5단계 (출처: 이지원, 정보기술을 활용한 BPR 성공전략, 인터넷비즈니스연구, 7(1), 75-9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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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QM의 2단계의 프로세스 중심의 품질경영을 모

토로라가 계승 발전시킨 품질경영기법이다. 6시

그마 기법의 도입은 외식산업도 예외가 아니며,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6시그마란 시그마(s)

라는 통계척도를 사용하여 모든 품질 수준을 정

략적으로 평가하고, 문제해결 과정 및 전문가 양

성 등의 효율적인 품질문화를 조성하며, 품질혁

신과 고객만족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사적으로 실

행하는 종합적인 기업의 경영전략이라 정의할 수

있다.

시그마는 통계학에서 표준편차라는 하나의 척

도로서, 보통 ‘몇 시그마 수준’이라고 할 때에는

프로세스의 질을 나타내는 통계척도의 값으로서

결함이 없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프로세스의

능력을 정량화한 값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6

시그마란 모든 프로세스의 품질 수준이 6s를 달

성하여 불량률을 3.4PPM(또는 결함 발생수를

3.4DPMO)이하로 하고자 하는 기업의 품질경영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5. 유럽 품질상(European Quality Award)

EFQM은 품질경영의 목적, 적용범위, 운영수

단, 결과 관리에 이르는 일련의 업무활동에 대한

표준을 제시하는 시스템으로서 대표적인 모델이

다. EFQM은 미국의 MB모형을 발전시킨 것으로

9개의 범주로 구성된 TQM 모델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이중 5개 범주는 ‘수단(enablers)’이며 4

개 범주는 ‘결과(results)’로 명명한 것도 개념적으

로 MB와 유사하지만 세부적인 방식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EFQM은 성과, 고객, 사람과 사회와 관련된 우

수한 성과는 방침과 전략을 추진해가는 리더십을

통해 달성되고, 사람과의 협력, 자원, 그리고 프

로세스를 통해 전달된다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그림 3).

그림 3. EFQM 모델
(출처: Go FM, Govers R, Integrated quality management for tourist destinations, Tourism Management, 21, 79-8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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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린 6시그마(Lean 6 Sigma)

6시그마가 산포감소를 통한 품질개선과 완벽성

을 추구한다면 린(Lean)은 낭비제거를 통한 가치

흐름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프로세스의 lead time

을 줄여 스피드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

다. 따라서 린 6시그마는 자원의 낭비를 극소화

하는 동시에 고객만족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일

상적인 기업활동을 설계하고 감독하여 수익성을

향상시키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이다(그림 4). 

린(Lean)의 주요 척도로 많이 이용되는 것은 리

드타임과 PCE(process cycle efficiency)이다. PCE

는 프로세스 주기효율이라고 하며, 부가가치시간

을 총 리드타임으로 나눈 비율의 값이다. 부가가

치시간이란 고객이 요구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창출하는데 고객의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느끼는

작업을 수행하는데에 소요되는 시간을 말하며, 전

체 리드타임은 프로세스의 시작부터 끝까지 걸리

는 시간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5~10%

정도가 전체 리드타임 중에서 부가가치시간이 차

지하는 비율이고 나머지 90% 이상이 낭비요소이

다. 따라서 린 기업은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일처

리 프로세스보다는 낭비프로세스를 우선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 

6시그마와 린이 통합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3가

지로 나누어 보면 첫째, 통합을 통해 낭비인식, 스

피드개선, 방법론적 측면에서 강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으며 둘째, 두 경영혁신 방법이 상호보

완적으로 6시그마 품질이 린의 속도를 가능하게

하고, 린의 속도가 6시그마 품질을 가능하게 된

다. 마지막으로 국외연구결과에 의하면 세계 우

수 84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Lean + Sigma(38%)로 조사되었다.

7. 외식기업 품질관리 사례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의 예로 2007년

국내에 진출한 미국 멕시칸 레스토랑 ‘온더보더

그림 4. 린 6시그마 (출처: 이순산, Lean/Six Sigma an Integrated Apploach I. 한국경영품질연구소, 2004)



Bulletin of Food Technology

외식산업 최신 동향 및 품질 관리 기법

367

(On the Border)’를 들 수 있다. 온더보더의 비용

관리 방법은 ‘푸드 퀄리티 관리를 통한 비용관리’

이다. 즉, 푸드 퀄리티 유지를 통해 고객만족도를

높이고 고객 창출을 하며, 이로 인해 효율성이 높

은 원가관리 효과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온더보

더 역시 대부분의 외식업체들이 매장운영에 활용

하는 자체 매뉴얼을 가지고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우선 REF(restaurant evaluation form: 레스

토랑 평가양식)을 이용하여 주방의 각 작업 라인

별로 조리되는 음식 및 소스의 온도, 퀄리티, 그

릇사이즈 기기 등을 체크한다. 또한 매장 운영을

위한 셀프 점검 프로그램으로 Self-Audit을 실시

하며 이는 월 1회 점주나 매니저가 체크하여 식

재 퀄리티 및 안전부터 위생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항을 점수화하여 본사에 보고하게 된다. 고객

에게 가장 맛있는 음식을 적시에 제공하기 위하

여 키친 디스플레이 시스템을 활용하며 식재 공

급업체 및 품목 선정시에는 APL(식재기준체크리

스트)를 기준으로 하며 미국 본사에서 실사를 나

와 해당업체의 제품 퀄리티 및 생산 프로세스 등

을 모두 점검한 후 거래하게 된다. 이밖에도 프

로모션 진행시 정확한 예측관리를 통해 비용관리

를 하며, 벤더관리, 시스템의 습관화를 위한 직원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온더보더의 경우 식자

재, 조리, 프로모션, 직원 교육 등 레스토랑의 구

성하는 요소에 적합한 시스템을 적용하고 그 시

스템을 정확히 준수함으로써 비용 절감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다. 

국내 기업인 삼성에버랜드(주)의 경우 2000년

부터 6시그마 기법을 도입해 고객 불만을 획기적

으로 개선시킨 사례로 손꼽힌다. 고객의 시각에

서 불만족에 대한 근본원인을 찾아내어 밝히고

해결하기 위하여, 과학적이고 데이터 중심적인 문

제해결 기법이며, 철저한 고객중심의 경영혁신인

6시그마를 시작하였다. 삼성에버랜드(주)가 약 2

년간의 짧은 기간에 괄목할 만한 확산과 성과를

이룬 것은 철저한 Top-Down식 리더십을 실천했

기 때문이다. 즉 삼성에버랜드(주)의 경우 6시그

마의 전사적 확산을 위하여 위로부터의 실천(임

원 →팀장 →간부 →사원 →협력업체)을 추진하

였으며 인사평가에 반영 및 지식, 관련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기업성과의 연계강화

 

표 1. 품질경영 모델 진화과정

TQM Lean 전통적 6 Sigma Lean 6 Sigma

목표 고객 기대 충족 낭비제거 기업의 변동 제거 가치창조를 위한 낭비

제거

초점 제품품질 생산공정 제품변동의 모든 요소 전사적 프로세스 및 사람

프로세스변화 점진적 진화적 지속적 진화적 시스템적

비즈니스 모델 효율성과 주주가치의

향상

기업성과 및

기업가치의 증진

낭비의 최소화 및

고객만족

모든 관계자의

가치증진

(출처: 이순산, Lean/Six Sigma an Integrated Apploach I. 한국경영품질연구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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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하여 과제선정 프로세스 확립(BAP), 챔피언

및 프로세스 오너의 참여를 확대하였으며, 자력

으로 전개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MBB

의 육성 및 벨트 육성과정을 개발하였고,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Sigma Park, 각종 평가 및 보상체

계를 개발하였다. 벽제갈비의 경우 한식 브랜드

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6시그마를 도입, 계열

농장의 맛있는 한우 종우 개발하였으며, 회사경

영에 새로운 신지식 경영기법으로 접목시켜

BIFF(byeok je innovation for future)프로젝트를

시작, 직원의 의식과 자기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주며 기업의 글로벌화 전략에 동참하는 계기

를 만들어 주기도 하였다. 

결 론

외식업체의 품질관리는 제품뿐만 아니라 서비

스의 질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고객의

서비스에 대한 지각향상을 위한 외식업체의 고객

경험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국내 외식산업

화 기반 구축을 통한 한식 세계화를 위해 품질관

리 기법 및 도구 활용을 통한 한식당의 지속적

품질관리 및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글로벌스탠다드리뷰, 외식산업 세계 재패한

일본 ‘음식에 문화를 입혀라’, 2008

2. 김동훈, 고수복, 장영준, TQM과 6시그마 경영

에 관한 고찰-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품질경

영학회지, 30(3), 120-138, 2002

3. 김현묵, 유영진, 하동현, 호텔, 급식 및 외식업

소 조리부서에서의 6시그마 기법이 조리품질

성과 업무몰입 및 고객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조리과학회지, 24(6), 818-828, 2008

4. 김현상, 서비스기업의 6시그마-삼성에버랜드

추진사례, 식스 시그마 컨퍼런스, 2001

5. 농림수산식품부, 2008 농림수산식품 주요 통

계, 2008

6. 송파신문, www.songpa.newsk.com

7. 오지연, 서비스기업에서의 6시그마 성공요인

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8. 월간식당, 살아남는 브랜드가 성공한 브랜드

다!, 2009(2009/02)

9. 이순룡, 품질경영론, 법문사, 1996

10. 이순산, Lean/Six Sigma an Integrated Apploach

I, 한국경영품질연구소, 2004

11. 이지원, 정보기술을 활용한 BPR 성공전략, 인

터넷비즈니스연구, 7(1), 75-91, 2006

12. 최문박, 경영혁신을 위한 린 6시그마 적용 방

안, 대한산업공학회지, 32(4), 298-313, 2006

13. 최영근, 서비스품질, 가격, 만족이 서비스 전환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14. 통계청 www.nso.go.kr

15. 한국외식정보(주), 2009 한국외식연감, 2009

16. 황세준, 글로벌 식품시장의 소비트렌드, 식품



Bulletin of Food Technology

외식산업 최신 동향 및 품질 관리 기법

369

음료신문, 2008

17. 후지경제, 2007 중국 외식산업 실태조사, 2007

18. 住友信託銀行, 多重苦の外食業界, 2009

19. 中田 哲也, 食料の總輸入量·距離とその環境に

及ぼす負荷に闕する考察,  農林水産硏究所 レ

ビュ―(11), 2004

20. AEA Technology, The Validity of Food Miles as

an Indicator of Sustainable Development, 2005

21. Best Practice, LLC., Which Productivity Approach

Do We Use?, 2003

22. BRICs 硏究所レポ-, 中で大する外食産業, 2007

23. Chain Store Guide, 2009 FOODSERVICE

DISTRIBUTOR-Executive Summary, 2009

24. Cronin JJ, Taylor SA, SERVPERF versus SERVQUAL:

Reconciling performance-based and perceptions-

minus- expectations, measurement of service

quality, Journal of Marketing, 58, 125-131, 1994

25. Daveport, TH., Process Innovation: Reengineering

work through Information Technology, Boston,

MA: Harvanrd Business School, press, 1993

26. Go, FM, Govers, R., Integrated quality management

for tourist destinations: a European perspective on

achieving competitiveness, Tourism Management,

21, 79-88, 2000

27. Hammer, M., Champy, J., Reengineering the

corporation: A manifesto for business evolution,

London, Nicholas Brealcy, 1993

28. Hammer, M., Reenginerring work: Don't automate,

obliterate, Harvard Business Review, July-August,

1990

29. http://www.asq.org

30. http://www.nist.gov

31. Kragewske, L., Ritzman, L., Malhotra, M., Operation

Management, 8th edition; Pearson International

Edition, 2007

32. Long Island Forum of Technology(LIFT), Lean

Enterprise, 2002

33. NRA, 2009 Restaurant Industry, 2009

34. Parasuraman A, Zeithaml VA, Berry LL, SERVQUAL:

A Multiple-item Scale for Measuring Consumer

Perceptions of Service Quality, Journal of Retailing

64, 12-37, 1988

35. Sigma Breakthrough Technologies Internationals

(SBTI), Lean Priciples, 2001

36. Stevens P, Knutson B, Patton M, DINESERV: A

Tool for Measuring Service Quality in Restaurants,

Cornell Hotel and Restaurant Administration

Quarterly April, 56-60, 1995

 이민아 이학박사

⋅ 소속 한국식품연구원 식품산업정책연구단

⋅ 전문분야 급식외식경영(한식 세계화 연구)

⋅ E-mail malee@kfri.re.kr

⋅ TEL 031-780-9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