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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dentify the relative importance attributes, deduct the ideal combination of total utility 
and establish the marketing strategies for quality improvement of foodservice at funeral halls of medical centers. Data were 
collected using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from 102 funeral foodservice employees and 71 chief mourners or the 
bereaved. According to the results from a conjoint analysis, among foodservice employees at funeral hall, the relatively 
important attributes were ‘taste (52.84%)’, ‘menu variety (24.419%)’ and ‘price (22.741%)’; among chief mourners or the 
bereaved, they were ‘taste (50.004%)’, ‘price (31.388%)’ and ‘menu variety (18.008%)’. The ideal combination of total utility 
was different between funeral foodservice employees and chief mourners or the bereaved; it was higher among chief 
mourners or the bereaved (1.211) compared to funeral foodservice employees (1.169). Thus, there should an endeavor to 
improve the foodservice quality in funeral halls of medical centers through better taste, low price and similar menu var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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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현대경제연구원(2005)은 성장 산업 5대 트렌드로 다양한 

고령자 대상 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하며, 보건의료 산

업, 경험산업, 시니어 커뮤니티 산업, 종합자산관리서비스(PB)/ 
보험 산업, 사후 준비를 위한 장례 산업 등을 전망하였다. 그 

중 장례 산업은 장례장소가 집에서 장례식장으로 이동하면

서, 상업화된 전문장례업체에게 위임되는 형태로 나아가고 

있다(Song HD 2004; Song HD 2007). 
장례문화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조문객으로 참석한 장례식

의 장소에 대해 병원 영안실이 53.9%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

고, 다음으로 집 34.6%로 나타나 1994년에는 집이 72.2%, 병
원영안실이 22.6%로 나타나난 것과 상반된 결과를 보여 장례

식의 장소의 큰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주었다(Gallup Korea 2001). 
2004년 장례식 장소에 관한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조사 역시 

병원장례식장이 70.8%, 전문 장례식장 6.8%, 자택이 21.5%를 

차지하여(Korea Consumer Agency 2004), 병원에서 장례식을 

치르는 사람들이 증가하였음을 보여주었다(Park JS 2002; Yu 
BK 2011).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하여 정부에서는 장례식장을 의료

기관의 필수시설로 인정하고, 장례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2008.12.12. 1차 개정)함
으로써 의료기관의 장례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다(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14; Information Center of 
national laws 2014). 그 결과, 서울시내 장례식장을 전수 조사

한 결과, 장례식장이 ‘기타의료법인장례식장’ 34곳(45.9%),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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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속병원장례식장(22곳, 29.7%)’, 국공립시립병원장례식장

과 전문장례식장이 각각 9곳(12.2%)이었다(Consumers union of 
Korea 2006). 서울의 대형 병원 장례식장을 중심으로 리모델

링을 실시하여 점점 고급화되어가고 있으며, 이는 장례식장 

역시 현대적 의미의 상업적 장례시설이기에 이윤 추구와도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Lee 등 1999; 
Cho GY 1999; Park JS 2003; Kim SD 2005). 장례비용은 장례

시설 및 서비스의 수준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장례비용에 대한 시장의 경쟁구조는 점차 심화될 것

으로 예측되고 있다(Lee & Kim 2009). 
그러나 의료법 제49조 2항에 나온 바와 같이, 장례식장은 

임대 또는 위탁 운영할 수 있고, 시행규칙 제39조의 별표 6에
는 병원 환자식에 대한 부분으로 국한되어(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14; Information Center of National 
Laws 2014) 장례급식과 관련된 운영 및 위생관련 제반 사항

들에 대한 법적/제도적 관리기반이 미비하다. 
과거 장례업은 특성상 소비자의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선

택보다는 공급자의 일방적인 장례공급에 따른 불합리적인 

소비형태가 주류를 이루어왔으나, 최근 소비자 의식의 향상

과 장례문화의 변화에 따라 장례식장에서도 과거와 달리 장

례서비스 마케팅이 중요하며, 서비스 품질 연구와 이용자 욕

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장례서비스도 마케팅 전략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Park HI 2001).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마케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컨조

인트 분석을 활용하여(Lee GH 2001) 장례급식의 여러 고려 

속성을 함께 평가함으로써(Lee HY 2008), 급식개선 방향을 

설정하고자 하였으며, 컨조인트 방법을 활용한 외식(Lee 등 

2005; Kim & Park 2007; Jung & Lee 2008; Kang HY 2011)과 

급식(Park & Kim 2006; Park 등 2008)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양측의 특성을 갖고 있는 장례급식에서 최적효용을 도출하

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장례식장의 조

문객 장례급식 운영자인 급식운영 담당자와 구매자이자 소

비자인 상주 및 유족의 입장에서 장례급식 개선을 위한 상대

적 중요도를 측정하고, 효용결합과 최적효용값을 계상하기 

위한 함수를 수식으로 정리하여 조사대상별로 각각 최적효

용을 도출함으로써, 장례식장 조문객 급식 품질 향상을 위한 

현실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2012년 3월에 장례식장 급식운영 담당자, 상주 

및 유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보건복지부 e

하늘에 공시된 장례식장 중에서 빈소수가 확인 가능한 인

천, 경기지역 전체 96곳, 서울 66곳 총 162곳의 의료기관 장

례식장 전수를 조사범위로 선정하여, 장례식장 식당 운영 

담당자를 조사하였다. 설문은 장례식장 빈소 규모에 따라 

빈소수 4개 이하 담당자 3인, 빈소수 5~8개 담당자 5인, 빈
소수 9개 이상 7인의 설문지를 각각 우편 발송하여 총 730
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102명의 응답(회수율 

14.0%)이 회수되었다. 상주 혹은 유족의 경우, 서울 및 경인

지역 의료기관 장례식장(한국장례업협회 소속)에서 상주/유
족 경험자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71명이 응답, 회수율

은 71%였다.

2. 조사내용 및 방법
의료기관 장례급식 운영 실태에 관해 의료기관 장례급식 

운영 관련자 27명, 상주 및 유족 10명을 대상으로 사전 심층면

접(in-depth interview)을 실시하여 Table 1과 같이 컨조인트 분

석을 위한 장례급식 서비스의 주요 품질 속성과 수준을 도출

하였다. 심층면접에서 급식운영관리자 대상 조문객 음식의 서

비스 품질 속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메뉴, 맛, 서비스, 위생, 
비용, 조직관리, 운영관리, 제사 진행 절차 안내 서비스의 속성

을 응답하였으며, 개선 우선순위를 도출한 결과, 위생, 메뉴, 
맛, 서비스, 가격이 도출되었다. 이들 속성 중에서 상주 및 유

족의 의견과 운영자 입장에서의 단기적 개선 가능성 여부를 

함께 고려하여 맛, 메뉴의 다양성, 가격의 속성과 수준을 도출

하였다. 동일 속성 및 의미의 수준에 대해 의료기관 장례식장 

급식운영 관리자와 상주 및 유족의 다른 시각에 따라 다르게 

표현된 수준으로 도출함으로써, 운영자와 구매자/소비자간 인

식의 차이를 통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도출된 9개
의 가상 프로파일(profile)은 선호 순위로 평가하도록 하였으

며, 급식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지를 

수정 및 보완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서비스 부분의 속성

으로 빈소 내 배선 및 배식 도우미의 서비스에 대한 개선이었

으나, 이는 최근 상조업체 및 장례식장 협력업체를 통한 서비

스 인력이므로 장례식장의 운영개선을 위해 현실적으로 직접

적인 행위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속성에서 제외하였다. 
외식분야 연구에서 컨조인트 분석을 위한 속성으로는 레

스토랑 선택 속성에 레스토랑의 형태, 메뉴의 형태, 서비스의 

중요성이 도출되었고(Lee 등 2005), 아침식사를 위한 한식업

소 선택 속성은 메뉴, 가격, 입지, 매장 규모, 서비스였으며

(Kim & Park 2007), 기업개발 HMR 제품의 속성으로는 브랜

드, 맛, 조리 정도, 가격으로 나타나(Kang HY 2011), 컨조인트 

분석의 조사 속성은 분석의 목적 및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인 장례급식에서는 메뉴의 다양

성, 가격, 맛이 도출되어 외식 속성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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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ervice quality attributes and level in funeral foodservice

Subjects Attributes  Meaning of attribute Level

Funeral 
foodservice 
employee

Taste Comparative food taste at present 
․Better taste
․Similar taste
․Not good tasty

Menu variety Comparative menu variety at present
․More variety
․Similar variety
․Declining menu

Price Comparative menu price per funeral visitor at present
․More expensive
․Similar price
․Low price

Chief 
mourner/

the bereaved

Taste Food taste compared to the using funeral hall 
․Better taste
․Similar taste
․Not good tasty

Menu variety Menu variety compared to the using funeral hall 
․More variety
․Similar variety
․Declining menu

Price Menu price per funeral visitor compared to the using funeral hall 
․More expensive
․Similar price
․Low price

3. 통계 분석 방법
회수된 설문지는 SPSS 18.0 통계 package를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조사대상의 일반사항은 기술통계(descriptive analysis)
를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로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 부분요

인실험설계(fractional factorial design)를 통하여 도출된 속성

과 수준을 full profile method로 9가지 가상의 개선안을 선정

하여 측정하였다. 컨조인트 분석을 위해 HCA(hybrid conjoint 
analysis) 모형을 적용하였고, 각 속성별 수준은 부분가치함수

(part-worth function model)을 적용하였으며, 선호도 척도는 서

열순위(rank order)를 통해 속성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relative 
importance among attributes) 추정 및 효용값(utility value)과 효

용결합(utility combination) 추정을 실시하였다. 최적효용(ideal 
combination of total utility)은 이론을 산출식으로 정리하여 이

를 기준으로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의료기관 장례식장의 급식운영 담당자와 유족 및 상주

의 일반사항은 Table 2와 같다. 운영자 입장의 급식운영 담

당자는 남자 52.9%, 여자 47.1%로 남자가 더 많았으며, 연령

은 평균 약 44세였다. 소속은 식당 운영 위탁업체/임대업체 

48.0%와 의료기관 소속 장례식장 영업/운영 담당 39.2%가 대

부분을 차지하였고, 그 외 의료기관이 소속된 재단 혹은 법인 

4.9%, 병원 영양과 1.0%로 나타났다. 직급은 관리자(사무장, 

부장, 점장 지배인, 매니저 등)가 28.4%로 가장 높았고, 다음

으로 조리원 22.5%, 사무직원 12.7% 순이었다.
소비자 입장의 상주 및 유족은 여자(69.4%)가 남자(30.6%)

보다 많았고, 연령은 평균 약 48세였다. 거주지는 서울이 

71.8%로 대부분이었고, 그 외 경기 16.9%, 인천 9.9% 순이었

다. 장례의식에 차이를 보이는 종교의 경우, 기독교가 45.8%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톨릭 25.0%, 무교 16.7%, 불교 

9.7% 순으로 조사되었다.

2. 서비스 품질 속성의 효용 및 상대적 중요성 측정

1) 의료기관 장례식장의 급식운영 담당자 대상
급식운영 담당자를 대상으로 맛, 메뉴의 다양성, 가격의 

속성에 대해 현재 근무 중인 의료기관 장례식장의 수준과 비

교하여 장례식장 조문객 급식을 개선할 때 3가지 속성과 수

준을 모두 고려하여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하였다.
컨조인트 분석을 실시한 결과, Fig. 1과 같이 음식의 맛은 

‘현재보다 맛있음(1.757)’이, 메뉴의 다양성은 ‘현재보다 다양

함(0.729)’이, 가격은 ‘현재와 비슷함(0.276)’의 효용이 가장 높

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각 속성에 대해서는 음식의 맛이 

52.84%로 급식운영 담당자들은 다른 속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속성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메뉴의 다양성

(24.419%)과 가격(22.741%)은 서로 비슷한 수준이나, 메뉴의 

다양성이 가격보다 약간 상대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급식운영 담당자의 경우에는 현재 근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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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bjects

Characteristics Frequency
(%)

Funeral 
food-

service 
employee

Gender
Male  54( 52.9)
Female  48( 47.1)

Age(year)1) 44.48±9.16

Affili-
ation

Funeral sales/management depart-
ment affiliated to medical institution  40( 39.2)

Medical institution affiliated foun-
dation or corporate   5(  4.9)

Hospital nutrition department   1(  1.0)
Contracted/rental foodservice company  49( 48.0)
Others   7(  6.8)

Posi-
tion

Manager(office manager, department 
head, store manager and others)  29( 28.4)

Funeral rights instructor(consultant)   7(  6.9)
Clerical worker(ex: answering phones)  13( 12.7)
Nutritionist   3(  2.9)

Chef  11( 10.8)
Cook   3(  3.0)
Kitchen porter  23( 22.5)
Others  13( 12.7)

Total 102(100.0)

Chief 
mourner

/the 
bereaved

Gender
Male 22( 30.6)

Female 50( 69.4)
Age(year)1) 48.08±12.31

Resi-
dence

Seoul 51( 71.8)
Gyeonggi 12( 16.9)
Incheon  7(  9.9)
Others  1(  1.4)

Reli-
gion

No religion 12( 16.7)
Christian 33( 45.8)
Catholic 18( 25.0)
Buddhism  7(  9.7)
Others  2(  2.8)

Total 72(100.0)
1) Mean±S.D.

있는 의료기관 장례식장의 조문객 급식을 개선하고자 할 때, 
서비스 품질 속성 중에서 음식의 맛을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시

하고, 다음으로는 메뉴를 좀 더 다양화하고자 할 것이며, 마지

막으로 가격은 현재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사료된다.
서비스 품질 속성의 효용 결합은 Table 3에 제시하였다. 일

반적으로 컨조인트 모형의 적합도는 Pearson의 상관관계가 

0.6 이상으로 높으면 적합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며, 사용된 

계획 프로파일과 검정 프로파일의 상관계수는 Kendall의 tau
가 높으면 추출된 프로파일의 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하

는 바(Lee HY 2004), 본 연구의 모형 적합도 및 계획 프로파일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효용결합은 이론적 배경

을 토대로 다음 식 (1)로 정리하여 이를 근거로 도출하였다.

                   
   

                  (1)

여기서 
는 번째 속성의 번째 효용결합이고, 

는 

번째 속성의 번째 효용값이다. 는 번째 속성의 상대적 

중요도로서, 


  ,   을 만족한다.

이에 각 속성별 효용결합 결과, 의료기관 장례식장 급식운

영 담당자는 ‘현재보다 맛있음(0.928)’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현재와 비슷함(0.299)’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현
재보다 떨어짐(－1.227)’은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메뉴의 다양성은 ‘현재보다 다양함(0.178)’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현재와 비슷함(－0.032)’, ‘현
재보다 줄어듦(－0.146)’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가
격은 ‘현재와 비슷함(0.063)’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

며, ‘현재보다 상승함(－0.056)’, ‘현재보다 저렴함(－0.007)’
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상주 및 유족 대상
상주 및 유족을 대상으로 맛, 메뉴의 다양성, 가격의 속성

에 대해 과거 이용했던 의료기관 장례식장의 수준과 비교하

여 장례식장 조문객식을 개선할 때 3가지 속성과 수준을 모

두 고려하여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Fig. 2와 같이 음식의 맛은 이용했던 장례식장

보다 맛있게 개선되고, 가격은 저렴하면서 메뉴의 종류는 과거 

이용했던 장례식장과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각 속성에 대해서는 음식의 맛이 50.004%, 
가격은 31.388%, 메뉴의 다양성 18.008%로 각 속성에 대해서 

음식의 맛, 가격, 메뉴의 다양성 수준으로 중요하게 개선되길 

희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급식운영 담당자가 가

격보다는 메뉴의 다양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는 상이

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상주의 경우에는 

음식의 맛이 개선된 후, 메뉴의 다양성보다는 가격적인 측면

에서 좀 더 저렴하게 될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급식

운영 담당자가 장례식장 조문객 음식을 개선할 때에는 이와 

같은 고객의 인식을 반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상주 및 유족을 대상으로 조사된 서비스 품질 속성의 효용

결합은 식 (1)과 같이 계산되어 Table 4에 정리하였다.
이에 각 속성별 효용결합 결과, ‘현재보다 맛있음(0.901)’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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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Utility value and relative importance by funeral foodservice employee.

Table 3. Utility combination by funeral foodservice employee 

Attributes Meaning of attributes Level Utility 
value 

Relative 
importance (%) Correlation1) Utility 

combination

Taste Comparative food taste at present 
․Better taste
․Similar taste
․Not good tasty

1.757
52.840

Pearson’s R 0.994***
Kendall’s tau 0.944***

0.928
0.566 0.299

－2.323 －1.227

Menu 
variety Comparative menu variety at present

․More variety
․Similar variety
․Declining menu

0.729
24.419

0.178
－0.132 －0.032
－0.597 －0.146

Price Comparative menu price per funeral 
visitor at present

․More expensive －0.247
22.741

－0.056
․Similar price 0.276 0.063

․Low price －0.029 －0.007
1) goodness-of-fit test

Fig. 2. Utility value and relative importance by chief mourner/the berea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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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Utility combination by chief mourner/the bereaved

Attributes Meaning of attributes Level Utility 
value 

Relative 
importance Correlation1) Utility

combination

Taste Food taste compared to the using funeral 
hall 

․Better taste
․Similar taste
․Not good tasty

1.802
50.004

Pearson’s R 0.994***
Kendall’s tau 0.944***

0.901
0.157 0.079
－1.959 －0.980

Menu 
variety

Menu variety compared to the using 
funeral hall 

․More variety
․Similar variety
․Declining menu

－0.093
18.608

－0.017
0.219 0.041
－0.126 －0.023

Price Menu price per funeral visitor compared 
to the using funeral hall 

․More expensive
․Similar price
․Low price

－1.187
31.388

－0.373
0.330 0.104
0.857 0.269

1) goodness-of-fit test

가장 높고, 다음으로 ‘현재와 비슷함(0.079)’을 긍정적으로 인식

하고 있었으며, ‘현재보다 떨어짐(－0.980)’은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메뉴의 다양성은 ‘현재와 비슷

함(0.041)’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현재보다 다양함

(－0.017)’, ‘현재보다 줄어듦(－0.023)’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의료기관 장례식장 급식운영 담당자와는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가격은 ‘현재보다 저렴함(0.269)’, ‘현재와 비슷함

(0.104)’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현재보다 상승함

(－0.373)’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이 역시 의

료기관 장례식장 급식운영 담당자와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3. 최적효용측정을통한급식운영담당자와상주 및유
족의 인식의 차이 분석

대부분의 연구에서 효용결합으로 분석된 값을 개별 계산

함으로써 도출되었던 최적효용을 식 (2)로 정리하여 급식운

영 담당자와 상주 및 유족의 조사대상별로 Table 5에 각각 제

시하였다.

                    


max                   (2)

Table 5. Ideal combination of total utility between funeral foodservice employee and chief mourner/the bereaved

Subjects Attributes Meaning of attributes Level Ideal utility 
combination  

Ideal combination 
of total utility

Funeral 
foodservice 
employee 

Taste Comparative food taste at present Better taste 0.928
1.169Menu variety Comparative menu variety at present More variety 0.178

Price Comparative menu price per funeral visitor at present Similar price 0.063

Chief mourner/
the bereaved

Taste Food taste compared to the using funeral hall Better taste 0.901

1.211Menu variety Menu variety compared to the using funeral hall Similar variety 0.041

Price Menu price per funeral visitor compared to the using 
funeral hall Low price 0.269

여기서 
는 번째 속성의 번째 효용결합이고, max 

는 번째 속성의 효용결합값 중 최댓값을 의미한다.
의료기관 장례식장 급식운영 담당자의 최적효용값은 1.169

로 도출되었으며, 이는 현재보다 맛을 개선하고, 현재와 비슷

한 가격대를 유지하면서 메뉴를 다양하게 개선하는 것이 가

장 최적의 개선인 것으로 도출되었다. 상주 및 유족의 최적효

용값은 1.211로 과거 이용했던 의료기관 장례식장보다 맛을 

개선하고, 메뉴의 종류는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가격이 

저렴한 것을 가장 최적으로 인식하여 운영자와 구매자의 인

식의 차이를 보였다. 즉, 운영자인 급식운영 담당자와 구매자

인 상주 및 유족의 최적효용값을 도출한 결과, 상주 및 유족

의 최적효용값이 높았으며, 따라서 급식운영 담당자는 스스

로 인식하는 개선의 방향으로 장례급식을 개선하는 것보다

는 구매자이자 소비자인 상주와 유족의 의견을 기준으로 장

례급식 운영 개선방향을 선택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장례식장의 조문객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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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운영자와 구매자/소비자 입장에서 개선 최적 효용을 도

출함으로써 장례식장 조문객 급식 품질 향상을 위한 현실적

인 개선방향을 설정하고자 컨조인트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의료기관 장례식장 급식운영 담당자는 음식의 

맛은 ‘현재보다 맛있음(1.757)’이, 메뉴의 다양성은 ‘현재보다 

다양함(0.729)’이, 가격은 ‘현재와 비슷함(0.276)’의 효용이 가

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각 속성의 상대적 중요도는 음식

의 맛이 52.84%이 가장 중요한 속성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메뉴의 다양성(24.419%)과 가격(22.741%)은 서로 비슷한 수

준이었다. 각 속성별 효용결합 결과, ‘현재보다 맛있음(0.928)’
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현재와 비슷함(0.299)’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메뉴의 다양성은 ‘현재보다 다양함(0.178)’
을, 가격은 ‘현재와 비슷함(0.063)’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구매자이자 소비자인 상주 및 유족은 음식의 맛은 이용했

던 장례식장보다 맛있게 개선되고, 가격은 저렴하면서 메뉴

의 종류는 과거 이용했던 장례식장과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

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각 속성에 대해서는 음

식의 맛(50.004%)이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속성이었고, 가
격(31.388%), 메뉴의 다양성(18.008%) 순으로 분석되었다. 각 

속성의 효용결합은 음식의 맛은 ‘현재보다 맛있음(0.901)’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현재와 비슷함(0.079)’을 긍정적으로 인

식하고 있었으며, 메뉴의 다양성은 ‘현재와 비슷함(0.041)’을, 
가격은 ‘현재보다 저렴함(0.269)’, ‘현재와 비슷함(0.104)’을 긍

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의료기관 장례식장 급식운영 담당

자와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최적효용값 도출 결과, 의료기관 장례식장 급식운영 담

당자는 현재보다 맛을 개선하고, 현재와 비슷한 가격대를 유

지하면서 메뉴를 다양하게 개선하는 것이 가장 최적의 개선

(1.169)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상주 및 유족은 과

거 이용했던 의료기관 장례식장보다 맛을 개선하고, 메뉴의 

종류는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가격이 저렴한 것(1.211)을 

가장 최적으로 인식하여 운영자와 구매자의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즉, 운영자와 구매자간의 인식의 차이를 보였으며, 최적효

용에서 운영자보다 최적효용값이 더 높았던 구매자/소비자

인 상주와 유족의 의견을 바탕으로 다양한 메뉴의 제공보다

는 조문객 급식의 맛과 가격의 개선을 통한 품질 향상이 선결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대부분의 장례식장이 서울 및 경인지역에 국한

되어 있기에 서울 및 경인지역을 중심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하였다. 따라서 기타 지역의 장례식장에 동일하게 적용하기

에는 조사범위의 지역적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전
국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또한 장례급식과 관련

해서는 학술적인 연구가 전무하여 동일 조사대상을 토대로 

한 고찰이 부족한 바, 향후 장례급식과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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