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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iciency of university foodservice operations by analyzing the effect of consum-
er's perception towards university foodservice quality. University students in the Jeonnam area were surveyed
and 571 out of 700 surveys were chosen (response rate: 97.0%). SPSS (ver. 20.0) was used to conduct descriptive
analysis,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t-tes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show that
21.9% of university students have never used the university foodservice, while 48.7% of university students
have eaten there 1～2 times per week. The most common reasons reported for avoiding the university foodservice
were a limited menu selection (51.5%) and an untasty food (45.8%). The perception of overall service quality
at the university foodservice scored relatively low (3.01 points), compared with its importance (3.89 points).
The food taste, menu variety, and quality of food ingredients are factors that require improvement for operational
strategies by the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 The food factors (taste, variety, and quality) among
university foodservice qualities had a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consumers' overall satisfaction (p<0.001),
perceived value (p<0.01), intent to recommend (p<0.001), and intent to revisit (p<0.01). These result indicate
that the university foodservice management should focus on developing food factors and strive to meet the
needs of university students through continuous customer surve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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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대학급식은 대학생과 대학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충분

한 영양과 양질의 급식서비스를 제공을 통해 건강증진과 학

업의 능률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급식형태를 의미

한다(1). 대학생은 생의주기에서 성인기로 전환되는 시기이

며 성인식습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로 미국대학의 경우

급식소의 품질관리에 대한 기준을 대학급식협회에서 마련

하여 체계적인 기반을 조성해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학

급식은 자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학급식이 가지고 있

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대학

생들의 급식에 대한 욕구가 다양화되고 고급화되는 반면에

인건비 및 식재료비의 상승으로 생산비용은 증가하였고, 대

학 주변의 상업성 레스토랑의 양적인 증가로 인하여 매년

대학급식소의 매출은 감소하고 있다(2,3). Gramling 등(4)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대학급식은 급식 제공의 목적뿐만 아

니라 대학 캠퍼스내 커뮤니티 센터의 역할을 병행할 수 있으

며, 대학급식소의 역할 확대는 급식수익을 증대시키며 고객

측면에서는 대학급식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를 증가시키

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대학 내

의 교육지원서비스 중에서도 급식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변

화하고 있으며, 고객들의 다양화 및 고급화의 욕구를 충족시

키기 위해 다국적 브랜드의 도입, 전문 업체의 위탁운영 등

을 하려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5-7).

1990년대 이후 대학급식의 양적인 증대를 가져오긴 하였

으나 질적인 문제와 서비스의 품질 개선 및 평가에 대해 많

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이 지적되어 왔다(8,9). 대학급식의

경우 이용자 수가 고정적으로 확보되어 있다고 인식하여 경

쟁력 강화에 대한 인식도가 낮으며(10), 낮은 단가로 인한

저임금체제와 낮은 식재료비로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

하는 문제를 가지는 한편, 대학이라는 인식으로 단가는 낮지

만 지속적으로 다양하고 높은 품질을 요구하는 고객들의 높

아진 기대수준에 비해 제한된 비용으로 급식서비스를 제공

하는데 있어 상업적 외식분야에 비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학 급식의 소비자인 대학생들의 급식에 대한 질적

기대도는 높은 반면, 경제적 활동력이 낮은 대학생의 급식



634 정 현 영

구매력은 낮아 상대적으로 급식비에 대한 가격민감도가 높

은 특징을 나타낸다(8). Park과 Kim(11)은 대학급식에서 주

요 고객인 대학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원하며 무

엇이 그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 그들의 행동양식을 결정하

는 요인 및 태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제기를 하였으

며, Han 등(12)도 대학급식은 외부 환경변화에 민감하게 대

처하기 위해 고객만족에 초점을 두고 고객들의 급식서비스

에 대한 기대수준과 인지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

하다고 하였다. Kim 등(10)은 더 나아가 대학급식 관리자들

이 대학생들의 지속적인 이용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기

간에 급식서비스품질을 향상시키는데 집중하기보다는 서비

스품질에 대한 신뢰감과 만족감과 같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급식환경을 재구축하고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국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급식 이용실태를 조사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학급식의 이용실태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5,7,10,12-18)가 가장 많이 수행되었으며, 더불어 대학

급식 서비스 품질평가 연구(5-7,10,11,16,19-22), 대학급식소

의 평가 도구개발(23), 대학급식소 운영주체에 따른 특성에

관한 연구(24,25), 신규 대학급식소 운영을 위한 모델제안에

관한 연구(26-28)가 진행되었다. 대학생들이 대학급식소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로 저렴한 가격, 시간, 거리적인 편이

성을 꼽았으며, 음식의 맛이나 질 높은 서비스에 있어서는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고, 전반적인 대학급식에 대

한 고객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10,12,15,16,19,21).

서비스품질에 대한 대학급식소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

는 고객의 인식에 기초하여 진행하였으며, 고객의 주관적인

만족도, SERVQUAL, 중요도-수행도 분석(IPA, 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이 이용되었다. IPA는 마케팅 전략

이나 고객만족을 위한 개선방안을 세우기 위해 여러 서비스

업 분야에서 적용되어 왔다(29-32). 국내에서도 급식운영상

의 우선적인 문제점과 개선점을 인식하기 위해 IPA기법을

적용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12,13,15,20,21). 대학급식의

서비스 품질이 고객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로

는 고객의 재방문과 구전효과에 대한 연구(33), 고객애호도

에 미치는 영향으로 재방문의도, 추천의도, 우선선택에 대한

연구(10)를 한 결과, 대학생들의 급식 서비스품질 지각은 신

뢰와 만족을 통해 고객의 재방문의도, 추천의도, 대학급식

우선선택에 유의적으로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Kim(19)의 연구에서도 대학급식소의 서비스품질이 재방문

과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유의한 통계 결과

를 제시하였다.

이렇게 대학급식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부터 지속적으

로 수행되어 왔으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대학생들의 서비스

품질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으며(5,10,11,19), 대학급

식을 선택하는 선택의 속성도 ‘거리’, ‘가격’, ‘맛’, ‘메뉴’, ‘위

생’ 등 다양하게 나타나며 중요속성과 불만사항도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조사되었다(13,15-18,20). 이에 대학급

식의 서비스 품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는 향후 대학급식의

품질향상을 위한 전략적인 요소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급식소의 서비스

품질에 대한 최근의 대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서비스품

질이 대학급식소를 이용하는 대학생들의 만족과 태도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세부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라남도 대학급식의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둘째, 대학급식서비스 품질

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하며 셋째, 대학급식 서비스 품질이

고객만족 및 고객태도(고객가치, 추천의도,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전남지역의 5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

학생들을 편의표본 추출법에 근거하여 표본을 추출하였고,

2011년 8월 30일에서 11월 30일 사이에 설문조사를 진행하

였다. 조사방법은 설문지를 직접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총

6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총 580부가 회수되었으며(회

수율 97%) 그중 부실 기재된 설문 9부를 제외한 571부의

설문이 통계분석에 이용되었다.

설문지의 구성

설문지는 선행 연구(5,9,10-21)들을 참고로 하여 내용을

재구성하였으며, 설문대상자의 일반사항과 대학급식 및 학

교외부 식당에 대한 이용실태, 급식서비스 품질 및 고객태도

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일반사항에 대한 내용으로는

성별, 학년, 소속단과대학, 거주형태, 한달 용돈, 용돈의 출처

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대학급식 및 외부 식당 이

용에 대한 조사내용에는 이용 빈도, 동반자수, 대학급식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 대학급식과 학교외부 식당 이용 횟수,

대학급식과 학교외부 식당 이용 시 소요시간과 비용을 비교

조사하였다. 서비스품질 측정 도구는 선행연구(5-7,10,11,16,

19-22)를 참고하였고, Kim(19)과 Lee와 Jung(15)에 의해 검

증된 13개의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서비스품질에 대한 중요도와 수행도에 대한 평가는 조사자

들의 경험에 의한 주관적인 중요도와 수행도를 각각 리커트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구성하였다. 고객만족 문항으로 선

행연구(5-7,10,12,14)를 참고로 대학급식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물어보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Zeithaml(34)은

가치는 제품사용으로 발생되는 편익과 비용에 대한 지각을

바탕으로 고객의 효용가치를 통합적으로 측정한 것이라고

하였다. 지불한 가격에 대해 인지되는 급식의 질에 대해 측

정하고자 선행연구(27)를 참고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고

객의 태도문항은 가치, 추천의사, 재방문의도를 물어보는 3

문항으로 조사하였고, 고객만족 및 고객의 태도 문항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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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lassification Frequency Percentage

Gender

Male
Female

282
289

49.4
50.6

Subtotal 571 100.0

Grade

Freshman
Sophomore
Junior
Senior
Graduates
No response

149
148
147
121
5
1

26.1
25.9
25.7
21.2
0.9
0.2

Subtotal 571 100.0

College

Liberal arts
Social sciences
Natural science
Education
Engineering
Economics and
commerce
Arts

83
79
39
15
184
81

90

14.5
13.8
6.8
2.6
32.2
14.2

15.9

Subtotal 571 100.0

Housing

Dormitory
Self boarding
Parents' house
Relative's house
No response

156
101
302
10
2

27.3
17.6
52.9
1.8
0.4

Subtotal 571 100.0

Monthly
pocket
money

<₩100,000
₩100,000∼
<₩200,000

₩200,000∼
<₩300,000

₩300,000∼
<₩400,000

≥400,000
No response

88
196

168

65

35
19

15.4
34.3

29.4

11.4

6.2
3.3

Subtotal 571 100.0

Origin for
pocket
money

Parents
Relatives
Self supply
No response

431
3

133
4

75.5
0.5
23.3
0.7

Subtotal 571 100.0

척도는 리커트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음; 2, 그렇지 않

음; 3, 보통; 4, 그러함; 5, 매우 그러함)로 평가하였다.

통계분석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대학급식 및 외부 식당

이용 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descriptive anal-

ysis)을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차이분석

은 χ2 검정과 집단의 평균 차이분석을 위해 Independent

t-test를 실시하여 남녀의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대학급식

서비스 품질 속성 측정도구의 내적 일관성 검증을 위해

Cronbach's alpha값을 이용하여 신뢰도 분석을 하였고, 타

당도검증을 위해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요인추출방법은 주성분분석, 요인회전방식은 배리멕스회전

방식을 사용하였다. 대학급식의 서비스 품질평가를 위한 중

요도와 수행도간의 차이 분석(gap analysis)을 위해 paired

samples t-test를 실시하였다. 중요도와 수행도 점수에 대한

gap 차이분석을 위해서는 IPA를 실시하였다. 급식서비스 품

질이 고객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다

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통계 분석은 SPSS 20.0 package program(IBM Co.,

Armonk, NY, USA)을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결과 및 고찰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조사대상의 일반사항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남학생이

49.4%, 여학생이 50.6%로 나타났다. 학년별 구성은 1학년

26.1%, 2학년 25.9%, 3학년 25.7%, 4학년 21.2%, 대학원생

0.9%로 분석되었다. 단과대학별로는 인문대학 14.5%, 사회

과학대학 13.8%, 자연과학대학 6.8%, 사범대학 2.6%, 공과

대학 32.2%, 경영대학 14.2%, 예술대학 15.9%로 분포되었

다. 생활 형태는 기숙사 27.3%, 자취 17.6%, 부모와 거주 52.9

%, 친척집 1.8%로 나타나 부모와 같이 거주하는 비율이 50%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서울지역 대학급식소의 이용실태를

조사한 Park 등(16)의 연구결과에서는 부모와 거주하는 비

율이 74.7%로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기숙사에 있는 비율보

다 자취(16.0%)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인천지역의 대학생들의 급식서비스에 대한 품질조

사를 실시한 Woo 등(22)의 연구에서도 부모와 함께 거주하

는 비율이 63.9%, 자취가 28.9%로 조사되어 차이를 보였는

데, 이는 서울경기나 인천지역과 같은 도시형 대학교와는

다르게 지방대학의 특성상 교통 불편 및 거리상의 이유로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기

숙사 거주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로 보인다.

한달 평균 용돈의 수준은 10만원 미만이 15.4%, 10∼20만

원 미만 34.3%, 20∼30만원 미만 29.4%, 30∼40만원 미만

11.4%, 40만원 이상 6.2%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의 용돈수준

은 Kim 등(13), Han 등(12), Woo 등(22)의 결과에서는 20∼

30만원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에 본 연구결과에서는

10∼20만원 정도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 대도시와 지방소

도시의 소비성향 차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용돈의 평균값은 25만원 정도로 비슷한 값을 보였고, 오히려

본 연구결과에서 한달 용돈이 최저 5만원에서 100만원 이상

까지 편차가 크게 나타나 전남지역 대학생의 소비성향 양극

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용돈의 출처로는 부모가

75.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스스로 해결하는 비율

이 23.3%, 친척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비율이 0.5%이었다.

대학급식 및 외부 식당 이용 실태

대학생들의 대학급식 이용 실태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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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University students' using status of university foodservice N (%)

Category Item Male Female Total χ2

Using frequency

0 times in a week
1∼2 times in a week
3∼4 times in a week
More than 5 times in a week

50 (18.7)
135 (50.4)
55 (20.5)
28 (10.4)

69 (25.0)
130 (47.1)
56 (20.3)
21 (7.6)

119 (21.9)
265 (48.7)
111 (20.4)
49 (9.0)

4.020

Subtotal 268 (100.0) 276 (100.0) 544 (100.0)

Accompany

Alone
2 persons
3∼4 persons
More than 5 persons

8 (2.9)
81 (28.9)
166 (59.3)
25 (8.9)

4 (1.4)
104 (36.2)
164 (57.1)
15 (5.3)

12 (2.1)
185 (32.6)
330 (58.2)
35 (7.1)

6.634

Subtotal 280 (100.0) 287 (100.0) 544 (100.0)

Unvisited reason
1)

Limited menu selection
Untasty food
Long waiting line
Noisy and crowded mood
Insufficient quantity of food
Insanitary food and environment
Price
Remote location
Inconvenient operating time
Bad service

129 (47.3)
115 (42.1)
61 (22.3)
53 (19.4)
59 (21.6)
38 (13.9)
22 (8.1)
22 (8.1)
29 (10.6)
19 (7.0)

153 (55.6)
136 (49.5)
55 (20.0)
55 (20.0)
28 (10.2)
32 (11.6)
33 (12.0)
33 (12.0)
26 (9.5)
12 (4.4)

282 (51.5)
251 (45.8)
116 (21.2)
108 (19.7)
87 (15.9)
70 (12.8)
57 (10.4)
55 (10.0)
55 (10.0)
31 (5.7)

－

1)
Multiple response.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있는 비율이 21.9%로 조사되었고,

48.7%가 1주일에 1∼2회 정도만 대학 내에 급식소를 이용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1주일에 3∼4회 이용은 20.4%로

나타나 대학급식소의 이용횟수가 비교적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Han 등

(12)의 연구에서는 주 2회 정도 이용하는 비율이 32.5%였고,

인천지역 대학생을 조사한 Woo 등(22)의 연구에서는 전혀

이용하지 않는 비율이 22.0%, 1∼2회 이용비율이 23%로 조

사되었으며, 충남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14)의 연구

에서는 주 1∼2회가 73.2%, 광주광역시 대학생들을 대상으

로 한 Lee와 Jung(15)에서는 62.2%가 1주일에 1회 정도만

대학급식소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율상으로 약

간의 차이를 보였으나 대부분의 지역에서 대학급식소의 이

용실태가 비교적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급식을 이용할 때 혼자 이용하는 비율(2.1%)보다는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둘(32.6%)이나 3∼4명(58.2%)이 같이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대학급식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제한된 메뉴’가 51.5%, ‘맛없는 음식’이 45.8%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그 외에 ‘긴 대기시간(21.2%)’, ‘시끄러운

환경(19.7%)’, ‘양의 부족(15.9%)’, ‘청결하지 않은 환경(12.8

%)’ 등이 나타났다. 음식의 양에 대한 불만은 여학생의 비율

(10.2%)보다 남학생의 비율(21.6%)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남학생들은 ‘급식소의 환경’보다도 ‘음식의 양’

에 더 불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학급식소를 방문하지 않는 이유로는 ‘제한된 메뉴(51.5

%)’, ‘맛없는 음식(45.8%)’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Lee와

Jung(15)의 연구결과와 Park과 Chang(18)의 연구결과와 동

일하였으며, Park 등(16)의 연구에서도 대학급식소에 대해

원하는 개선 사항으로 ‘식단메뉴의 다양화’와 ‘맛 개선’이 가

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Park 등(16)의 연구에서는 대학급식에 대한 불만사항으로

가격, 대기시간, 음식의 맛, 메뉴의 다양성 순으로 조사되어

본 연구 결과와 순위에 차이를 보여 대학급식소마다 운영상

황이 달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 밖의 외식업체를 이용하는 비율과 학교 급식을 이용

하는 비율을 비교하였을 때 일주일에 평균적으로 남녀 모두

학교 바깥의 외식업체 이용 빈도가 일주일에 3번 정도, 대학

급식 이용 빈도가 일주일에 2번 정도로 대학급식의 이용 빈

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되었다(Table 3). 대학급식 이용

시에는 소요시간이 평균 28.6분이었고, 평균 1식 소요비용이

2,254원이었음에 비해 대학교 밖의 외식업체 이용 시 소요시

간은 평균 43.78분이었고, 평균 1식 소요비용이 3,962원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마산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Kim(19)의 연구와 비교하였을 때 대학급식소 이용금액은

큰 차이가 없었으나, 외식업체 이용금액은 3,214원과 비교하

였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금액(3,962원)으로 차이를 보였다.

인천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Woo 등(22)의 결과에

서는 62%의 학생이 2,000원∼3,000원 사이를 1끼 식사로 지

출하고 있어 본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Han

등(12)의 연구결과에서는 대부분 대학생이 1끼의 식사를 위

해 2,000원 미만으로 사용하고 있음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

에서 조사된 2,254원과 차이가 있었다. 이는 최근 물가상승

으로 인한 외식업체들의 단가 상승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

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대학급식 이용실태 및 급식서비스 품질이 고객태도에 미치는 영향 637

Table 3. Comparison in-campus foodservice using pattern with out-cmpus foodservice using pattern of university students
(Mean±SD)

Item Male Female Total t-value

Frequency of visiting foodservice in a week
In-campus foodservice
Out-campus restaurant

2.10±2.36
3.00±2.23

1.97±2.48
2.84±2.32

2.03±2.42
2.78±2.78

0.638
0.834

Spending time for eating (min)
In-campus foodservice
Out-campus restaurant

26.85±13.25
40.84±16.65

30.23±13.72
46.60±18.17

28.58±13.59
43.78±17.67

-2.903
-3.909

Average meal cost (won)
In-campus foodservice
Out-campus restaurant

2,362.92±793.87
3,965.12±1,645.88

2,456.00±531.89
3,958.33±1,198.838

2,254.21±626.36
3,961.69±1,435.83

-1.608
0.056

Table 4. Factor analysis service quality for university foodservice

Item
Factor

Cronbach's alpha
Service factor Food factor Convenience factor

Prompt response of customer's claim
Comfortable environment
Comfortable and quiet atmosphere
Sanitation and cleanness
Service of employee

0.713
0.663
0.605
0.602
0.580

0.846

Food taste
Quantity of food
Nutritionally balanced diet
Variety of menu
Quality of food material

0.776
0.761
0.592
0.580
0.530

0.856

Convenient location
Prompt foodservice
Reasonable price

0.745
0.694
0.584

0.804

% of variance 20.746 18.834 13.544

Cumulative % of variance 20.746 39.583 53.123

대학급식 서비스 품질 속성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

대학급식 서비스 품질 속성 측정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4).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요인 1은 고객 불만

에 대한 신속한 처리, 식당시설의 쾌적함, 편안하고 조용한

식사분위기, 위생 및 청결, 종업원의 서비스로 5가지 속성으

로 구성되었고, 이를 ‘서비스’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음식

의 맛, 음식의 양, 영양적으로 균형 있는 식사, 메뉴 선택의

다양성, 음식의 질(재료의 신선도)로 5개의 속성들로 구성되

어 이를 ‘음식’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은 식당위치의 편리

성, 신속한 배식, 식사가격 3가지 속성들로 구성되었고 이를

‘편이성’으로 명명하였다. ‘서비스’가 20.746%, ‘음식’이 18.834

%, ‘편이성’이 13.544%로 대학급식 서비스 품질에 대해 설명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들 3가지 요인이 전체 서비

스 품질의 53.123%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학급식 서비스 품질에 대한 중요도와 수행도

대학생들이 인식하는 대학급식의 서비스 품질에 대한 중

요도와 수행도를 성별에 따라 Table 5와 Table 6에 제시하

였다. 대학급식의 서비스 품질속성에 대한 13개 항목의 평

균 중요도는 3.89점으로 분석되었다. ‘서비스’ 요인에 대한

중요도는 평균 3.99점이었고, ‘음식’에 대한 중요도 평균 점

수는 4.18점으로 대학급식소 고객은 ‘음식’이 ‘서비스’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13개의 서비스 품질속성 중에서 ‘위생

(4.46)’에 대한 중요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고, 다음으

로 ‘음식의 맛(4.40)’, ‘음식의 질(재료의 신선도)(4.37)’, ‘식사

가격(4.18)’, ‘메뉴 선택의 다양성(4.17)’ 순으로 조사되었다.

성별에 따른 중요도에 대한 전체적인 점수차이는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여학생이 ‘고객불만에 대한 신속한

처리(p<0.01)’, ‘위생(p<0.05)’, ‘종업원의 서비스(p<0.01)’,

‘맛(p<0.05)’, ‘식당위치의 편리성(p<0.05)’에 있어서 남학생

보다 중요성을 유의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어 그 차이를

보였다.

대학급식의 서비스 품질에 대한 수행도 평가 결과(Table

6), 고객이 인식하는 평균 수행도는 3.01점으로 중간 수준을

보였다. ‘서비스’ 점수가 2.93점, ‘음식’ 점수 2.94점으로 조사

되었고, ‘편이성’ 점수가 3.25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행도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비스 품질 수행도

인식 항목 중에서 ‘식당위치의 편리성(3.31)’이 가장 높은 점

수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신속한 배식(3.23)’, ‘식사 가격

(3.22)’으로 조사되었다. 반대로 ‘메뉴선택의 다양성(2.60)’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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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Perception on importance of university foodservice quality (Mean±SD)
Factor Item

1)
Male Female Total t-value

Service

Prompt response of customer's claim
Comfortable environment
Comfortable and quiet atmosphere
Sanitation and cleanness
Service of employee

3.90±0.96
4.10±0.88
3.60±1.06
4.40±0.83
3.82±0.97

4.06±0.78
4.00±0.89
3.58±0.96
4.50±0.73
3.95±0.83

3.98±0.87
4.06±0.88
3.59±1.00
4.46±0.77
3.89±0.70

-2.156
**

1.378
0.212
-1.539

*

-1.740
**

Subtotal 3.96±0.70 4.01±0.63 3.99±0.66 -0.963

Food

Food taste
Quantity of food
Nutritionally balanced diet
Variety of menu
Quality of food material

4.37±0.79
4.04±0.88
4.02±0.95
4.12±0.87
4.37±3.02

4.42±0.68
3.87±0.81
4.09±0.83
4.20±0.80
4.35±0.72

4.40±0.72
3.96±0.84
4.06±0.88
4.17±0.83
4.37±2.19

-0.863
*

0.225
-0.869
-1.08
0.106

Subtotal 4.18±0.87 4.18±0.55 4.18±0.72 -0.41
*

Convenience

Convenient location
Prompt foodservice
Reasonable price

3.95±0.99
3.99±0.90
4.16±0.91

4.00±0.79
3.90±0.86
4.20±0.83

3.99±0.89
3.94±0.88
4.18±0.86

-0.707*

1.304
-0.620

Subtotal 3.47±0.65 3.48±0.51 3.48±0.59 -0.227
*

Total 3.87±0.50 3.89±0.42 3.89±0.46 -0.571
1)
5-point likert scale (1, disagree at all; 5, agree very much).
*p<0.05, **p<0.01.

Table 6. Perception on performance of university foodservice quality (Mean±SD)
Factor Item

1)
Male Female Total t-value

Service

Prompt response of customer's claim
Comfortable environment
Comfortable and quiet atmosphere
Sanitation and cleanness
Service of employee

2.90±0.91
2.97±0.88
2.80±0.96
3.09±0.98
3.03±0.89

2.86±0.72
2.99±0.78
2.64±0.90
3.08±0.86
3.03±0.72

2.88±0.82
2.98±0.84
2.72±0.94
3.09±0.93
3.03±0.81

0.558**

-0.310
*

2.011
1.131

*

-0.039***

Subtotal 2.95±0.66 2.92±0.55 2.93±0.61 0.716**

Food

Food taste
Quantity of food
Nutritionally balanced diet
Variety of menu
Quality of food material

2.98±0.87
3.15±0.88
3.02±0.95
2.65±0.99
3.01±0.86

2.88±0.72
3.20±0.70
3.05±0.69
2.55±0.93
2.95±0.77

2.92±0.80
3.17±0.80
3.03±0.83
2.60±0.96
2.98±0.82

1.176
-0.754**

-0.339
***

1.155
0.919

Subtotal 2.96±0.68 2.92±0.51 2.94±0.60 0.647**

Convenience

Convenient location
Prompt foodservice
Reasonable price

3.32±0.94
3.21±1.00
3.24±0.95

3.30±0.82
3.24±0.86
3.20±0.80

3.31±0.88
3.23±0.93
3.22±0.88

0.229*

-0.404
**

0.565**

Subtotal 3.26±0.71 3.25±0.60 3.25±0.65 0.151
*

Total 3.03±0.57 2.99±0.43 3.01±0.50 0.715**

1)
5-point likert scale (1, disagree at all; 5, agree very much).
*p<0.05, **p<0.01, ***p<0.001.

가장 낮은 수행도 결과를 나타냈고, 이어 ‘편안하고 조용한

식사 분위기(2.72)’가 그 다음 낮은 수행도를 보였다. 남녀의

차이분석에서는 전반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수행수준

을 높게 평가(p<0.01)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영양

적으로 균형 있는 식사’, ‘음식의 양’, ‘신속한 배식’, ‘편안하고

조용한 식사분위기’ 항목에 대해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급식의 서비

스 품질에 대한 수행도를 조사한 최근 연구(13,15,20)에서

수행도가 3점 이하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조사

된 3.01점보다 약간 낮은 수행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반

해 사업체급식을 평가한 연구(35,36)와 비교할 때 고객의 서

비스 품질 수행도를 3점 이상으로 보고하고 있어 상대적으

로 대학급식의 서비스 품질이 낮게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학급식소를 이용하는 주된 이유로는 Lee와

Jung(15)의 연구에서는 ‘저렴한 가격’과 ‘시간절약’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Yang 등(21)도 ‘가격’이 대학급식소를 선택하

는 가장 큰 요인이라 하였으며, Park과 Kim(11)의 연구에서

도 ‘가격’과 ‘소요시간’인 것으로 분석되었고, Han 등(12)의

연구에서도 ‘가격’과 ‘시간절약’으로 응답하였으며, Lee(20)

의 연구도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도 대학급식

수행도가 높은 항목으로 ‘편리한 위치(3.31)’, ‘신속한 배식

(3.23)’, ‘가격(3.22)’으로 분석되었고, 대학 외부 식당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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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Degree of customer satisfaction and customer atti-
tude of the university foodservice (Mean±SD)
Item1) Male Female Total t-value

Overall
satisfaction
Value
Intent to
recommend
Intent to
revisit

2.76±0.81

3.06±0.72
3.03±0.90

3.10±0.78

2.68±0.95

2.98±0.87
2.97±0.78

3.05±0.92

2.72±0.88

3.02±0.79
3.00±0.84

3.08±0.85

1.034
**

1.208
*

0.748**

0.610

1)
5-point likert scale (1, disagree at all; 5, agree very much).
*
p<0.05,

**
p<0.01.

Table 8. Comparison of importance and performance of foodservice quality (Mean±SD)
Factor Item1) Importance Performance t-value

Service

Prompt response of customer's claim
Comfortable environment
Comfortable and quiet atmosphere
Sanitation and cleanness
Service of employee

3.98±0.87
4.06±0.88
3.59±1.00
4.46±0.77
3.89±0.70

2.88±0.82
2.98±0.84
2.72±0.94
3.09±0.93
3.03±0.81

21.059***

20.997
***

14.436***

26.218
***

16.401***

Subtotal 3.99±0.66 2.93±0.61 26.096
***

Food

Food taste
Quantity of food
Nutritionally balanced diet
Variety of menu
Quality of food material

4.40±0.72
3.96±0.84
4.06±0.88
4.17±0.83
4.37±2.19

2.92±0.80
3.17±0.80
3.03±0.83
2.60±0.96
2.98±0.82

29.800
***

15.101***

19.595
***

26.886***

13.812
***

Subtotal 4.18±0.72 2.94±0.60 29.220***

Convenience

Convenient location
Prompt foodservice
Reasonable price

3.99±0.89
3.94±0.88
4.18±0.86

3.31±0.88
3.23±0.93
3.22±0.88

12.882
***

12.589
***

17.715
***

Subtotal 3.48±0.59 3.25±0.65 12.849
***

Total 3.89±0.46 3.04±0.50 31.088***

1)
5-point likert scale (1, disagree at all; 5, agree very much).
***p<0.001.

시 평균 식비가 3,962원으로 조사된 금액에 비해 대학급식소

이용 시 2,254원으로 조사되어 금액 차이가 평균 1,708원으

로 대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수행도가 높은 항목이 대학급

식을 이용하는 주된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대학급식소가 고객을 유인하고 가장 매력적인 이유로

는 음식의 맛이나 다양한 메뉴제공이 아닌 저렴한 가격과

교내에 위치하고 있는 접근용이성이 가장 큰 작용을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대학급식에 대한 서비스 품질 평가에 대한 대학생들의 수

행도 인식은 낮은 수준을 보였는데, 대학급식이라는 환경의

특성상 운영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대학급식의

품질 향상을 위한 전략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대학급식에 대한 고객만족과 고객태도

대학급식에 대한 고객들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2.72점으로

보통 이하로 분석되어 선행연구(5,10,12,14)와 비슷한 결과

를 보였다. 대학급식에 대한 가치 인식은 3.02점으로 조사되

어 Cho와 Hong(25)의 2.68점보다는 높게 조사되었다. 추천

의도 3.00점, 재방문의도 3.08점으로 보통수준으로 분석되어

Kim(19)의 2.95점(재방문의도), 추천의도(2.69)보다 조금 높

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남학생이 여학

생보다 재방문의도를 제외하고 전반적인 만족도(p<0.01),

가치(p<0.05), 추천의도(p<0.01)가 유의적으로 높게 조사되

었다(Table 7).

IPA 분석

대학생들이 인식하는 서비스 품질에 대한 중요도와 수행

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Table 8), 모든 13개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p<0.001)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에 우선적으

로 개선해야할 품질속성을 제언하기 위하여 대학급식 고객

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품질 속성에 대한 인식도와 중요도를

기초로 IPA를 수행하였다. 대학급식 서비스 품질 속성에 대

해 인식하는 수행도와 중요도를 X, Y축으로 구분하고 중요

도와 수행도가 모두 높은 1사분면(Doing great), 중요도는 높

은데 수행도는 낮은 2사분면(Focus here), 중요도 수행도 모

두 상대적으로 낮은 3사분면(Low priority), 중요도 대비 수

행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4사분면(Overdone)으로 구분하였

다(Fig. 1).

IPA 분석 결과 대학급식에서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속성으로는 ‘음식의 맛’, ‘메뉴 선택의 다양성’, ‘음식의 질(재

료의 신선도)’로 분석되었다(Fig. 1). 1사분면에 해당되는 중

요도 수행도 모두 높은 항목, 즉 현 대학급식에서 만족도가

높은 항목으로는 ‘위생 및 청결’, ‘식사가격’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비해 중요도 수행도 모두 낮은 항목으로는 ‘편안하고

조용한 식사분위기’, ‘쾌적한 환경’, ‘고객 불만에 대한 신속한

처리’로 분석되었고, 중요도 대비 수행도가 높은 4사분면

(Overdone)에 해당되는 항목으로는 ‘식당위치의 편리성’,

‘신속한 배식서비스’, ‘음식의 양’, ‘종업원의 서비스’, ‘영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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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drant Service quality item

Quadrant 1
'Doing Great'

D. Sanitation and cleanness
M. Reasonable price

Quadrant 2
'Focus Here'

F. Food taste
I. Variety of menu
J. Quality of food material

Quadrant 3
'Low Priority'

A. Prompt response of customer's claim
B. Comfortable environment
C. Comfortable and quiet atmosphere

Quadrant 4
'Overdone'

E. Service of employee
G. Quantity of food
H. Nutritionally balanced diet
K. Convenient location
L. Prompt foodservice

Fig. 1.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grid.

으로 균형 있는 식사’로 조사되었다. IPA를 이용하여 서비스

품질 속성 및 품질 개선요인을 도출한 Lee와 Jung(15)의 연

구에서는 우선적으로 개선해야할 속성으로 ‘음식의 맛’, ‘메

뉴의 다양성’, ‘위생’ 순으로 나타났고, Kim 등(13)에서는 ‘맛’

과 ‘다양성’으로 분석되었으며, Lee(20)에서는 ‘음식의 맛’과

‘신선도’로 조사되었으며, Park 등(16)의 연구에서는 만족도

가 가장 낮은 항목으로 ‘음식의 맛’, ‘식재료 다양성’, ‘위생’을

개선해야할 항목으로 지적하였다. Han 등(12)에서는 ‘음식

의 맛’, ‘메뉴의 다양성’, ‘위생’ 순으로 조사되어 대학급식소

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하는 사항으로는 ‘음식의 맛’

이 공통적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1990년대 대학급식을 포함

하여 학교급식(37), 사업체급식(38)에서 급식 서비스 중 가

장 중요하게 ‘위생’을 강조하였고 수행수준은 낮았던 반면,

2000년에 들어서 학교 및 일반 급식업체를 대상으로 HACCP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정부와 업체가 위생수준을 높이기 위

하여 노력하였고 고객들의 인식도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Park 등(5)은 수행도가 가장 낮은 요인으로 ‘반응성’, 즉 ‘신

속한 배식서비스’, ‘종업원의 서비스’ 항목을 지적하여 본 연

구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대학급식의 고객인 대학생들이 인

식하는 대학급식은 대학 내에 편리한 위치에서 신속하게 양

껏 먹을 수 있는 편이성과 종업원들에 대한 서비스는 상당히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음식의 맛과 다양성, 그리고

음식의 질에 대해서는 불만족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서비스 품질에 대한 인식이 고객만족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

고객만족은 고객이 상품 서비스 이용 후에 나타나는 사후

행동 요소로서 인식을 의미한다(39). 고객의 종합적인 심리

반응은 고객만족과 제공되는 가치의 평가는 대학급식의 향

후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많은 학자들이 고객만족

실현을 통해 획득되는 잠재적인 효과를 논의하였다(10). 즉

성공적인 고객만족 실현은 우호적인 구전효과를 발생시켜

신규고객을 창출하고 고객 재방문 효과를 가져오며, 결과적

으로 고객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인식 가치를 높인다고 하였

다(10,40,41).

본 연구에서는 대학급식 서비스 품질이 고객만족과 고객

태도(가치, 재방문의도,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

기 위하여 대학급식 서비스 품질속성의 3가지 요인 ‘서비스’,

‘음식’, ‘편이성’을 독립변수로 하고 고객만족과 고객태도 변

수로서 전반적인 만족, 가치, 재방문의도, 추천의도를 종속

변수로 하여 다중회기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9). 서비스

품질이 전반적인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회귀식은

F=11.476, p<0.001이었고, 종속변수의 분산 중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어지는 비율은 5.4%였다. 대학급식의 전반적인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회귀계수에는 ‘음식(p<0.001)’과

‘편이성(p<0.05)’으로 분석되어 만족도에는 ‘음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편이성’이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Kim 등(13)의 학생식당 선택속성과 만족도를 비교한 연구

에서 선택속성의 요인 중 ‘음식품질’이 만족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어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나, ‘편이

성’은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 그 차이를 보였

다. Choi와 Lee(33)의 급식업체 소비자의 선택속성 5가지

중 재료, 관리, 내부 환경은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음식과 메뉴 요인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 결과에 차이

가 있었다.

서비스 품질이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회귀식

은 F=16.313, p<0.001이었고 종속변수의 분산 중 독립변수

에 의해 설명되어지는 비율은 7.7%였다. 대학급식의 가치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음식(p<0.001)’과

‘서비스(p<0.05)’로 분석되어 가치인식에는 ‘음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서비스’가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

였다. 서비스 품질이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회귀식은 F=15.342, p<0.001이었고 종속변수의 분산 중 독

립변수에 의해 설명되어지는 비율은 7.2%였다. 대학급식의

재방문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회귀계수에는 ‘음식(p<0.01)’

과 ‘서비스(p<0.05)’로 분석되어 재방문의도에는 ‘음식’이 가

장 큰 영향을 미치고 ‘서비스’가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Kim(19)의 연구에서도 ‘음식’ 요인이 재방문의도에 영향을

미쳐 유사하게 분석되었다. 서비스 품질이 추천의도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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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the effect of foodservice quality perception on customer attitude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U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t-value p-value Tolerance VIF

β Std error Beta

Overall
satisfaction

Constant
Service factor
Food factor
Convenience factor

1.978
0.036
0.367
0.138

0.225
0.079
0.075
0.065

0.025
0.250
0.103

8.794
0.459
4.916
2.128

0.000
0.646
0.000
0.034

0.574
0.664
0.734

1.743
1.507
1.363

R
2
=0.059 Adjusted R

2
=0.054 F-value=11.476 p<0.001

Value

Constant
Service factor
Food factor
Convenience factor

1.672
0.163
0.203
0.083

0.201
0.070
0.067
0.058

0.125
0.153
0.069

8.326
2.318
3.045
1.439

0.000
0.021
0.002
0.151

0.575
0.665
0.735

1.738
1.503
1.361

R
2
=0.082 Adjusted R

2
=0.077 F-value=16.313 p<0.001

Intent to
revisit

Constant
Service factor
Food factor
Convenience factor

1.652
0.156
0.201
0.114

0.216
0.076
0.072
0.062

0.112
0.141
0.088

7.661
2.069
2.813
1.836

0.000
0.039
0.005
0.067

0.573
0.665
0.735

1.732
1.503
1.361

R
2
=0.077 Adjusted R

2
=0.072 F-value=15.342 p<0.001

Intent to
recommend

Constant
Service factor
Food factor
Convenience factor

1.358
0.010
0.460
0.080

0.208
0.073
0.069
0.060

0.007
0.326
0.062

6.535
0.142
6.681
1.338

0.000
0.887
0.000
0.181

0.575
0.666
0.735

1.738
1.503
1.361

R
2
=0.129 Adjusted R

2
=0.124 F-value=27.023 p<0.001

는 영향 분석결과 회귀식은 F=27.023, p<0.001이었고 종속

변수의 분산 중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어지는 비율은

12.4%였다. 대학급식의 추천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회귀계

수에는 ‘음식(p<0.001)’만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Kim(19)의 연구와도 유사하였다.

대학급식 서비스 품질이 전반적인 만족도, 가치, 재방문의

사, 추천의도의 소비자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음식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으

며, 음식 요인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앞서 IPA 분석 결과에서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요인

으로 ‘음식의 맛’, ‘메뉴 선택의 다양성’, ‘음식의 질’의 품질

속성이 도출된 것을 고려할 때, 향후 다른 요인보다 우선적

으로 음식 요인에 대한 품질 개선이 집중적으로 필요할 것이

라고 사료된다.

대학급식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식당의 위치와 신속

한 배식, 저렴한 가격으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비교적 잘 수행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음식의 맛, 메뉴 다양성, 음식

의 질에 대해서 인식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이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대학급식이 저단가로 인해 메뉴

의 고급화를 추구하기는 어렵고, 급식소마다 처한 환경의

여건이 다르므로 급식소별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소스나 장류의 개발로 새로운 맛을 추구하

거나,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하여 새로운 메뉴를 선보이는

장으로 활용하는 것도 새로움과 다양성을 줄 수 있는 노력이

될 것이다. 음식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는 로컬 푸드 이용,

신선식품의 확보, 제철음식 제공 등이 제언될 수 있으며, 향

후 대학급식에서 음식의 맛과 질,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구

체적이고 실질적인 연구와 더불어 수행이 필요할 것이다.

요 약

본 연구는 전라남도지역 대학급식의 서비스 품질에 대한

인식 및 고객의 태도를 파악하고 대학급식의 운영전략을 제

안하고자 수행하였다. 2011년 8월 30일에서 11월 30일 사이

에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총 6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총 580부가 회수되었으며, 부적절한 응답을 한 것을 제외하

고 571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대학급식 이용 실태조

사 결과, 대학급식을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있는 비율이 21.9%

로 조사되었고, 48.7%가 1주일에 1∼2회 정도만 대학내에

급식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1주일에 3∼4회 이

용은 20.4%로 나타나 대학급식의 이용횟수가 비교적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품질에 대한 평균 수행도는

3.01점으로 중간 수준을 보였다. ‘편이성’ 점수가 3.25점으로

‘서비스 품질’ 점수(2.93)와 ‘음식 품질’ 점수(2.94)보다 높은

수행도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3개의 항목

중에서 ‘식당위치의 편리성(3.31)’이 가장 높은 수행점수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신속한 배식(3.23)’, ‘식사 가격(3.22)’

으로 조사되었다. 반대로 ‘메뉴선택의 다양성(2.60)’은 가장

낮은 수행도로 조사되었다. 대학급식에서 우선적으로 개선

해야할 품질속성을 제언하기 위하여 서비스품질 속성에 대

한 인식도와 중요도를 기초로 IPA 수행한 결과, 대학급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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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속성으로는 ‘음식의 맛’, ‘메뉴

선택의 다양성’, ‘음식의 질(재료의 신선도)’로 분석되었다.

중요도 수행도 모두 높은 항목은 ‘위생 및 청결’, ‘식사가격’

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비해 중요도 수행도 모두 낮은 항목

으로는 ‘편안하고 조용한 식사분위기’, ‘쾌적한 환경’, ‘고객

불만에 대한 신속한 처리’로 분석되었고, 중요도 대비 수행

도가 높은 항목으로는 ‘식당위치의 편리성’, ‘신속한 배식서

비스’, ‘음식의 양’, ‘종업원의 서비스’, ‘영양적으로 균형 있는

식사’로 조사되었다. 서비스 품질이 전반적인 만족도에 미치

는 영향 분석결과, 대학급식의 전반적인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회귀계수에는 ‘음식(p<0.001)’과 ‘편이성(p<0.05)’으

로 분석되었고, 서비스 품질이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대학급식의 가치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

수는 ‘음식(p<0.001)’과 ‘서비스(p<0.05)’로 분석되어 가치에

는 ‘음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서비스’가 그 다음 순으

로 분석되었다. 서비스 품질이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에서는 재방문의도에는 ‘음식’이 가장 큰 영향을 미

치고 ‘서비스’가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품질이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에서는 ‘음식(p<0.001)’만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대학급식의 고객인 대학생들이 인식

하는 대학급식은 대학 내에 편리한 장소에 위치하여 신속하

게 양껏 먹을 수 있는 편이성과 종업원들에 대한 서비스는

상당히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된 반면에 음식의 맛과 다양성,

그리고 음식의 질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족한 요인으로 분

석되었다. 이에 대해 음식의 맛과 메뉴 선택의 다양성 개선

을 위한 실질적인 운영전략을 세우고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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