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보고서 R741 | 2014. 12.

외식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김 성 우

김 병 률

김 윤 진

전 익 수

부 연 구 위 원

선임연구위원

초 청 연 구 원

충  북  대



연구 담당

김성우 부연구위원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집필

김병률 선임연구위원 제1장, 제5장 집필

김윤진 초청연구원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집필
전익수 충북대 제4장 집필



i

머  리  말

  2008년 MB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외식산업의 진흥을 위해 주관부처를 

농식품부로 이관하면서 외식산업의 진흥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경기침

체로 인해 자영업 비율이 높아지면서 외식산업 발전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산업이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외식산업은 종업원 수가 5인 미만인 업체 비중이 다른 

서비스산업보다 높고 노동생산성은 낮아 영세성이 높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연구가 있었으나, 외식산

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과 외식산업 발전을 위한 세부 요소에 대한 발굴 

정리, 이를 통한 외식산업의 세부적인 발전을 위한 제안이 부족하였다. 

  이 연구는 외식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을 객관적 및 현실적으로 

선정하여, 외식산업의 발전을 위한 경쟁력 저해 요인을 찾고, 외식산업 내

에서 규모별로 분석하여 외식산업의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되

었다.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외식업체들과의 현장 점검 및 조사를 

통해 문제점과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하였으며, 전문가들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외식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본 연구가 외식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를 위해 도움을 주신 한국외

식업중앙회,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산업경영연구원,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외식업체 등에 감사드린다.

2014.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세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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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 배경

  우리나라는 전체 외식업체 중 종업원 수가 5인 미만인 업체 비중은 높으나 

노동생산성 지수는 낮아, 외식업체의 영세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그동안 외식산업의 발전방안을 위한 많은 연구가 있

었으나, 외식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과 외식업 발전을 위한 세부 요소에 

대한 발굴 및 정리, 이를 통한 외식업의 세부적인 발전 제안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외식산업 경쟁력 요인 분석을 통하여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추

진되었다.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 통계 및 계량분석, 관련기관 및 업체 방문조사, 전

문가 심층조사, 외식업체 규모별 및 전문가 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

였다. 

  문헌연구를 통해 지금까지 제시되었던 외식산업 경쟁력에 대한 발전 방

안을 정리하여 본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였고, 외식산업 실태 분석을 통해 

경쟁력 제고 방안을 도출하였다. 

  외식산업의 경쟁력 요인은 포터의 다이아몬드 모델을 기본으로 세계경

쟁력 지수인 WEF(World Economic Forum)와 IMD(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지표 중 외식산업과 관련이 있는 지표와 선

행연구, 전문가 및 외식업체 의견을 반영하여 총 53개 외식산업 경쟁력 결

정요인을 선정하였다. 

  외식업체 150개와 전문가 27인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쟁력 결

정 요인의 중요도, 격차, 저해 수준을 격차분석하고, 중요도와 현재-최적 

수준이 어느 정도 차이가 발생하는지 정도를 측정하여 외식산업 경쟁력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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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도출하였다. 

  또한 향후 외식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을 설정하기 위하여 포지셔닝 

분석(또는 위상분석)과 회귀분석(pooling regression)으로 하되 조사 대상자

들의 특수성(업종, 규모 등)을 고려할 수 있는 더미변수(dummy variable)를 

가미하여 특성별 차이를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시사

  외식산업 실태 분석 결과, 식품산업 내에서의 외식업은 생산액은 가장 

낮으나, 고용은 많아 노동생산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 사

업체수는 5인 미만이 전체의 87.5%를 차지하여 영세성이 높다. 5인 미만 

외식업체의 매출액은 전체 외식업의 연평균 증가율 7.7%보다 낮은 3.9%이

나, 영업비용은 7.1%, 인건비 6.7%, 임차료 8.8%로 매출액 증가율보다 높

은 것으로 나타나 영세성이 더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식업은 

다른 서비스 산업보다 노동생산성이 낮고, 근로시간은 가장 많으나, 급여

가 최저, 4대보험 가입률도 낮아 외식업의 근속 년수는 3.6년으로 가장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생 기준도 2012년 기준 전체 식중독 발생 건수가 

266건이었으나, 음식점에서 발생된 건수가 95건으로 학교급식 54건보다 

많이 나타났다. 

  외식산업 경쟁력 53개 결정요인을 소규모와 중·대규모 외식업체와 전문

가를 가중 평균하여 분석한 결과, 경영자의 경영 능력이 외식산업 경쟁력

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나타났다. 또한 정부의 외식산업 활성화

를 위한 제도 개선, 직원의 숙련도, 매장 임대료, 독창적이고 고유한 레시

피 보유 및 개발, 경영자의 건강, 안전, 환경에 대한 중요도, 소비자의 업체

에 대한 만족도, 소비자에게 일관된 맛 제공, 임금수준, 소비자의 업체에 

대한 신뢰도 및 충성도도 외식산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외식산업 실태 분석과 경쟁력 저해 요인을 종합하면 첫째, 외식

업 경영자의 경영 능력 부족이다. 우리나라 외식업체는 대부분 영세하기 

때문에 영세한 외식업체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외식산업 전체의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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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수준을 높이는 데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를 위해 인위적인 진입장벽

을 만드는 것보다 창업 컨설팅 등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외식업체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비용 절감이 필요하다. 최근 경기침체와 식재료비 상승 등 비용 증가로 외

식업체의 경영 악화는 더 심해졌다. 이를 위해 차별화된 인테리어로 소비

자들의 트렌드를 반영하여야 하며, 신메뉴 개발 등으로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노력도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한 통계 및 전

망 분석과 지역별·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정보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외식업체 영업비용 중 식재료 비용이 가장 높기 때문에 식재

료 구입의 직거래 및 사이버 거래 비율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외식업체와 농협물류센터 또는 공영도매시장과의 사이버거래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외식업 경영혁신을 위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외식업을 운영하는 

경영방식의 개선, 즉 업무프로세스 혁신(re-engineering innovation)을 통해 

종사자의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외식업체의 식단 등 요리 차별화를 통한 

고급화로 투입노동에 대한 산출수준을 높이는 등 비용절감 및 수익 증대 

경영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종사자 인건비를 줄이

는 직접적인 방법보다는 외식업소에서 요리 원료들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처리 또는 반가공 상태의 1차 가공 원료들을 표준화하여 납품할 

수 있는 전처리가공 및 반가공업을 육성하여 고용 비용을 절감하고, 식단

(메뉴)의 차별화, 고급화를 위해 메뉴에 대한 R&D 노력이 필요하며, 투입 

원료의 국산화, 안전성, 친환경성을 통한 고급화가 필요하다. 

  넷째,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한 전문 인력 충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외식산

업 종사자의 평균 근속 기간이 낮기 때문에 충분한 교육을 통한 인식의 변

화가 필요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이미지를 제고시켜야 한다. 또한 산

학연의 공동 연구를 통해 외식산업 직무 유형에 따라 인력을 양성할 수 있

는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표준교육과정도 개발되어야 한다. 

  다섯째, 외식업과 전후방 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수익성 제고이다. 

외식업, 가공업에서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초다수성 품종 개발과 외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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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 전용 생산자 육성 또는 생산단지가 조성될 필요가 있다. 또한 외식 

및 가공용 중·하품 및 등외품의 원거리 공급은 운송 비용문제가 수반되어 

가급적 지역단위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영세한 외식업체

들에게 원료들을 저비용으로 연중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역 단위 

외식업체들의 공동물류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여섯째, 소비자의 만족도와 신뢰도 향상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외식

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외식업주들의 철저한 식재료 원

산지 표시와 위생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켜야 한다. 

  일곱째, 정부의 역할이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개선을 통해 국내산 농

산물 이용을 확대시키고 외식업체의 재료 부담을 축소시키는 방안을 모색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국내산 농산물은 거래내역 부풀리기 등으로 인

한 탈세 수단으로 축소되었으나, 지역 농협이나 행정기관이, 도매시장은 

관리공사(사무소) 등을 통해 발급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또한 간이

과세자 범위의 현실화를 통해 영세 외식업체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야 한다. 

  마지막으로 외식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련 주체 간 역할이 분담되어

야 한다. 외식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실현시키기 위해 정부, 외식업체, 

대학 및 연구소의 역할이 중요하다. 외식업체는 영세 외식업체의 규모화, 

수익구조 개선, 전문 인력 충원, 소비자 만족도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해 주

도적인 역할을 하여야 하며, 정부는 제도적인 뒷받침으로 외식산업의 경쟁

력을 높여야 한다. 또한 대학 및 연구소는 외식산업의 현실적인 문제와 정

책과 현실과의 격차를 줄이는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정부에

게 건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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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Improving Competitiveness of the
Food Service Industry

Background of Research

Korea’s food service providers with at most 4 staff members account for 
a large portion in total food service providers, resulting in a low labor pro-
ductivity index to imply a low level of the food service industry. In this 
context, although many researchers have studied how to develop the food 
service industry, their studies have not focused on barriers to food service 
business development, investigation of detailed elements for developing the 
food service business, and suggestion thereof. To address this issue, this 
study aims to analyze factors for improv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food 
service industry to suggest the direction of policies.

Method of Research

This study employs various methods of research including literature 
study, statistics and quantitative analysis, interviews with researchers and 
professionals in involved institutions and service providers, expert’s inves-
tigation, in-depth study, and a questionnaire survey. 

The direction of this study for a strategy for improving the competitive-
ness of the food service industry was established through examining pre-
vious studies in literature, and the strategy for improving competitiveness 
is established through analyzing the current state of the industry. 

The factors of the competitiveness of the food service industry in this 
study are based on Porter’s diamond model. Fifty-three factors for de-
termin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industry were determined by reflecting 
indexes and prior studies related to the food service industry among global 
competitiveness indices of the WEF (World Economic Forum) and the I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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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and opinions of ex-
perts and food service providers. 

The result of the questionnaire survey for 150 food service providers and 
27 food service professionals is used to do a gap analysis of importance 
of determinants for competitiveness, gaps and the level of barriers, and 
measure the level of difference between the current level of each determi-
nant selected according to the priority and the optimum level to devise an 
index for the competitiveness of the food service industry. 

The positioning analysis (or phase analysis) and the pooling regression 
were employed to establish the strategic direction for improving the com-
petitiveness of the food service industry. The dummy variable for consider-
ing features (business type, scale, etc.) of respondents of the survey was 
added to identify difference of each feature.

Result of Research and Implication

The analysis of the current food service industry reveals that its pro-
duction amount is the lowest in the food industry, but it employs many 
people to result in the lowest labor productivity. With respect to the num-
ber of businesses, those with at most 4 staff members account for 87.5%, 
implying a very small business type. The sales amount of the food service 
providers with at most 4 staff members shows an annual average increase 
of 3.9% lower than 7.7% of the entire food service providers. Their busi-
ness expense increase is 7.1%; their labor cost increase is 6.7%; and rent 
increase is 8.8%, indicating higher increase than the sales amount increase 
to result in poor outcomes of business operation. The food service business 
shows low labor productivity and more working hours, but the lowest wag-
es, and low contract for 4 insurances in comparison with other service 
businesses to result in 3.6 years of employee’s continuous service, the 
lowest. With respect to the hygiene standard, 266 cases of food poisoning 
occurred in 2012, among which 95 cases occurred in restaurants, more than 
54 cases in school catering service. 

The 53 determinants for the competitiveness of the food service industry 
were divided by weighted average into small scale, medium-large scale and 
professionals for analysis. The analysis reveals the biggest barrier to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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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itive food service providers is their lack of management skills. Other 
barriers to the competitive food service industry include government’s sup-
port programs and policies, staff member’s skill and productivity, shop 
rent.

Therefore, generalizing the analysis result of the food service industry 
and the barriers to competitiveness thereof, the first issue is the food serv-
ice providers. Because most food service providers of Korea run 
small-scale business, improving the competitiveness of small-scale food 
service providers is absolutely important to make the entire food service in-
dustry more competitive.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provide public 
services including startup consulting to enhance growth potential rather 
than making artificial entry barriers. Second,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R&D for the structure of food service provider’s revenues. Recently, eco-
nomic downturns and rising food material cost contribute to worsening 
food service provider’s management. To address this issue, it is necessary 
to reflect consumer’s trends by means of stylish interior designs to induce 
more customers’ visit, and to enhance customers’ satisfaction by develop-
ing new menus. It is necessary that the government makes a plan for pro-
viding statistics, analysis of prospects, and information on features of each 
area and business type. Because the cost of food materials accounts for the 
most part in business expenses of food service providers, it is essential to 
encourage them to do direct transactions and cyber transactions for buying 
food materials.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hat the government builds a 
system for direct transactions between food service providers and the 
Nonghyup Logistics Center and public wholesale markets. 

Third, process improvement is required for innovative management in the 
food service industry. It is necessary to reduce expenses and implement in-
novative management for increased revenues by improving labor pro-
ductivity of employees through improved management for operating food 
service business, that is, re-engineering innovation, and raising the level of 
output following labor input through food service provider’s specialty 
dishes. To this end, reducing employee’s labor costs is not a viable option. 
A recommendation is to support pre-processing and semi-processing busi-
nesses to standardize and supply raw food materials so that food service 
providers can easily use them. This process contributes to reducing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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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ts. It is also necessary to develop menus for specialty dishes, and ob-
serve the policy of localization, safety and environment-friendliness of used 
raw materials for customer’s high level of taste. 

Fourth, it is necessary to recruit specialized staff members by improving 
the working environment. Because the average continued working years of 
workers employed in the food service industry is not long, it is needed to 
change awareness of low wages through training food service providers, 
and motivate staff members with reward. It is also necessary to develop 
a standard training course with human resource training programs speci-
alized in the food service industry for each type of jobs therein through 
joint research among the industry,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Fifth, it is necessary to improve profitability through collaboration with 
the industries related with the food service business. It is necessary to de-
velop high yielding varieties wanted by food service providers and process-
ing companies, to support producers for food service and processing, or 
create specialized production areas. Long-distance supply of intermediate, 
low and off-grade products for food service and processing involves high 
transportation costs, and it is thus good to have a local supply system if 
possible.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a joint logistics system for local food 
service providers to stably supply raw materials to small-scale food service 
providers annually at low cost. 

Sixth, it is needed to endeavor to improve consumer’s satisfaction and 
trust. For consumer’s trust in food service, it is necessary to encourage 
food service providers to mark the origin of food materials and to keep 
hygiene. 

Seventh, the role of the government is important. It is necessary to make 
a plan for further using agricultural products produced in Korea and re-
ducing food service provider’s burden of material cost through the deemed 
input tax credit program. The program was reduced because it was used 
as a means of tax evasion, for example, exaggerating transaction particulars 
for agricultural products produced in Korea. However, if local Nonghyup 
or municipalities use wholesale market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ro-
gram for issuing the tax credit through authorized authorities including a 
management corporation. It is necessary to reflect the current scope of sim-
plified taxpayers to enable the small-scale food service providers to rece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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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nefits. 
Role sharing between subjects is required to make the food service in-

dustry competitive. Roles of the government, food service providers, uni-
versities and R&D centers are important to implement the program for the 
competitive food service industry. Food service providers should actively 
expand their business scale, improve the revenue structure, recruit speci-
alized human resources, and improve customer satisfaction and trust. The 
government should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the food service in-
dustry by establishing support programs. Universities and R&D centers 
should continue to monitor acts and programs for narrowing the gap among 
current issues in the food service industry, policies and present circum-
stances to present their opinions to th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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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제1장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외식업의 매출액과 종사자 수, 외식업체 수가 지

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12년 현재 전체 외식업의 매출액은 63조 원으로 

10년간 연평균 6.7%, 종사자 수는 135만 명으로 2.3%, 사업체 수는 45만 

개로 1.2%씩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과 2010년대 초반을 구분하면, 외식산업의 질적인 

성장세는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2009년 외식업의 사업체 

수는 연평균 0.1%, 종사자 수는 1.6% 증가하였으며 매출액도 9.4% 증가하

였다. 반면 2010~2012년 외식산업의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는 각각 연평균 

2.3%, 3.0% 증가하여 2007~2009년보다 성장률이 2.2%p와 1.4%p 높아졌

으나, 매출액은 연평균 4.1% 증가율에 그쳐 성장률이 5.3%p나 낮아졌다.

  또한, 가계소비지출 중 외식비 비중은 2000년대 초반 13.6%이었으나, 

2000년대 후반에는 12.4%로 1.2%p 감소하였다. 따라서 외식업체 수와 종

사자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매출액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둔화되고 

가계 소비에서 외식비 비중도 감소하는 등 외식시장의 여건은 나빠지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 외식업체는 매출액이 낮고 가족 경영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2012년 기준으로 전체 외식업체 중 종사자 수가 5인 미만의 소규모 외식

업체 비중은 87.5%로 매우 높으며, 매출액이 1억 원 미만인 외식업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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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로 높은 수준이다. 서비스업종의 노동생산성 지수를 보면, 2013년 기

준 국내 10개 서비스업 중 외식산업의 노동생산성 지수는 85.4로 가장 낮

았다. 또한 우리나라 외식업체(한식 기준)의 적정 영업이익을 달성하기 위

해서는 현재 매출액보다 약 3.7배 증가시켜야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1 전체 

외식업체 중 5인 미만의 소규모 외식업체 비중이 높고 노동생산성도 낮아 

우리나라 외식업의 영세성이 심각한 수준이다. 

  1998년에 외식업체 수가 54.3만 개에서 2012년에는 62.5만 개로 15.1% 

증가하였으며2, 2007년 한 해 동안 창업한 외식업체 수는 19만 4천 개, 폐

업한 외식업체 수는 18만 5천 개로 창업 대비 폐업률은 95.2%에 달한다. 

2012년에도 외식업체 창업 수는 17만 9천 개, 폐업 수는 16만 9천 개로 창

업 대비 폐업률이 94.5%나 되어, 한 해 동안 외식업체의 창업 빈도도 높지

만 그에 버금갈 정도로 폐업 빈도도 높아 시장 진입이 용이한 반면 수명이 

매우 짧은 취약한 산업이다.

  외식산업의 경쟁력은 주어진 자원하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쟁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저렴하거나 동일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이 원하는 시간·장소·

상품·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같은 비용 투입에도 더 좋은 상품 서비스를 제

공하여 고가의 산출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 간 관계 차원에서 외식산업의 총체적인 경쟁요소(생산성, 수익성)

들이 다른 산업에 비해 경쟁우위에 있을 수 있도록 요소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산업경쟁력 제고라 할 수 있으며, 외식산업 내부적으로는 외식산업의 

세부 업종(한식, 중식, 일식 등) 사이의 경쟁력을 비교하여 목표 업종의 경

쟁력을 높이는 것도 외식산업 경쟁력 제고라 할 수 있다. 외식업의 업태 

차원에서 체인화되어 있는 프랜차이즈 외식업에 대해 일반음식점의 경쟁

력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외식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 

1 최지현 외. 2012. 12. 농어업부가가치의 새로운 창출을 위한 식품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4/5차연도). KREI.
2 외식업체 수는 국세청에서 발표한 국세통계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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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외식산업의 현실에서 가장 취약하고 시급히 개선해야 할 점이 영

세성이기 때문에 영세 규모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외식산업의 경쟁력 제

고를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외식산업의 발전은 외식산업이 속해 있는 서비스업 내부의 타 산업보다 

생산성과 수익성을 높이고, 관련 산업인 농산물의 원료를 효율적으로 조달

받아 비용을 절감시키고 산출물을 증대시키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신규 진

입 업체의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외식산업 구성원들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외식산업 발전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동안 외식산업의 발전방안을 위한 많은 연구가 있었으나, 외식업 발전

을 저해하는 요인과 외식업 발전을 위한 세부적인 경쟁요소와 저해요소에 

대한 발굴 정리, 이를 통한 외식업의 세부적인 발전 제안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외식산업 경쟁력 요인 분석을 통하여 정책적 방향을 제

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외식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외식산업 실태 분석을 통

해 문제점과 시사점을 파악하고, 외식업체의 규모별(소규모 vs 중·대규모) 

요인 분석을 통해 저해요인을 선정하여, 종합적으로 외식산업의 경쟁력 제

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외식산업 실태 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시사점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외식산업 발전을 위한 요인을 찾아 비교 분석함으로써 

외식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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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검토

2.1. 외식산업 관련 선행연구 고찰

  그동안 외식산업에 대한 연구는 외식산업에 대한 경영자 및 업체별로 미

시적인 문제점을 고찰하였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도 업체 및 개인 차원과 

정부 차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최지현 외(2012)는 농어업부가가치의 새로운 창출을 위한 식품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위해 우리나라 외식산업의 정책적 측면, 외식업체 경영 

측면, 국산 식재료 사용문제 측면에서 각각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산업 

정책적 측면에서는 적정예산확보, 관련 정책사업 개발, 자금 지원 일관성 

유지. 제도개선을 위한 과제 발굴이 미흡함을 지적하였다. 외식업체 경영 

측면에서는 외식산업 규모 영세성, 경영주 또는 직원의 교육 지원 미흡, 인

력확보의 어려움, 판촉·홍보활동 부진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으며, 특히 

외식업체 국산 식재료 이용 실태를 살펴보고, 높은 국산 식재료 가격과 함

께 공급의 불안정성. 신선도와 품질 문제, 원산지 확인 문제를 어려움으로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는 국산 식재료 사용 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과 외식

업체의 경영안정 기반 구축을 위한 관련 정책 예산의 지속적인 확대, 제도 

개선, 외식산업의 글로벌화 기반 조성 등이 있다. 

  최충남(2011)은 우리나라 외식산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원가상승으로 인한 경영악화와 식재료 사용의 제약 심화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였으며, 점차 대기업화되고 있는 프랜차이즈 중심 외

식창업 및 확장으로 인한 양극화 문제를 지적하였다. 또한 소비자의 외식

패턴의 다양화로 영세한 외식업체가 이러한 소비자들의 유행을 따라가기

에 운영패턴 변화에 어려움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외식산업을 강화

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경영주의 다양한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방안을 마

련할 수 있는 과제 또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영세한 업체에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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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및 교육 등 다양한 경영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업체차

원에서 업주는 새로운 메뉴 개발과 차별화를 위하여 시장의 변화를 읽고, 

대응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고재윤 외(2005)는 우리나라 외식산업 발전을 위하여, 제도적인 부분을 

분석하였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의 불평등성, 외식산업의 부가가치세 과

다 징수, 정부의 신용카드 제도, 카드 수수료 인상 등 업주에게 경영 부담

을 가중하는 규제 중심의 외식산업 제도 현황을 지적하면서 전반적으로 외

식산업법 제도가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외식산업

법 체계를 재정립 및 추진하고,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의 효율성을 제고하

기 위한 노력과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 규제의 점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

하였다. 또한 메뉴 및 서비스 고급화 및 차별화 전략과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해 주요 대학의 외식 관련 학문 특성화와 외식 전문 인력을 위한 다방면

의 투자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김태희 외(2004)은 외식산업의 현대화는 물론 합리성 및 전문성을 제고

시키기 위한 정책이 상당히 미흡함을 지적하면서 우리나라 외식산업 관련 

정책은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보다 규제 중심이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규

제 중심의 제도가 많고, 식품위생법, 표준산업분류에서의 외식산업 분류기

준 문제점과 외식산업진흥 관련법 부재 등을 언급하였다. 이 밖에도 외식

정보 인프라 취약성, 전문 인력 부족, 외식산업시스템의 낙후성 등을 지적

하면서, 외식 전문인력 양성 교육,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 

외식정보인프라 구축, 저비용·고효율의 외식산업 구조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진양호(2002)는 우리나라 외식산업이 이미 포화 상태가 되었음을 강조

하면서, 업종·업태별 무분별한 개업으로 영업이익을 내는 업소수가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언급하였다. 또한 외식산업의 전반적인 세법 및 제도 등 이

미 지적된 문제점들 외에도 수요·공급의 불일치로 인건비가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외식업계는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였다. 

  1980~1990년대에는 우리나라 경기호황과 함께 외식산업이 급성장하면

서 다양한 논문과 연구들이 수행되었는데, 김종성 외(1995)는 해외 외식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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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의 국내 진출이 시작되었던 1990년대 중반 외식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와 해외브랜드를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해외 외식 브랜드

와 비교하여 국내 외식 브랜드는 경영의 전문성 부족과 전문 인력 및 종사

자의 직업의식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며, 여전히 외식산업의 법규 및 행정제

도가 불합리하고 유통체계와 환경에 대한 인식이 미흡함을 지적하였다. 이

를 위해 고객차별화에 따른 메뉴 개발 및 인테리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

며, 정부는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해 교육훈련을 강

화할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최주호 외(1997)는 외식업체의 영세성과 전문성 부족 그리고 새로운 수

요 변화에 대한 대처가 미흡함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시설이나 원료에 대

한 위생이나 안전성에 대한 문제도 언급하면서, 주방시설과 원료 보관 문

제와 직원의 서비스 마인드가 문제임을 지적하였다. 이를 위해 고객의 다

양한 수요에 맞춘 고급화된 서비스가 외식산업의 필수 경쟁요소가 되며, 

종업원의 태도 및 마인드 변화와 핵심메뉴를 개발하기 위한 지속적인 상품

연구 마인드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20여 년 동안 외식산업의 주요 문제점은 정부 역할의 경우 규제 및 행정

의 불합리성, 융자 및 자금 지원, 외식업체 해외 진출 지원 체계의 미흡 등

이며, 외식산업 구조적 차원에서는 창·폐업률이 높고, 수요와 공급 간 불일

치가 있고 영업이익을 내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외식업체 측이 겪는 문제

로는 종업원 및 경영자의 마인드 등 전문성 결여, 높은 인건비에도 불구하

고 구인난, 메뉴개발의 의지 결여, 위생관리 문제, 부가세 및 세금 문제 등

이 있었다. 또한 농업과 연계 측면에서 국산 농산물의 가격 문제, 안정적 

식재료 조달을 위한 유통체계 미흡 등이 있었다. 그 밖에 인프라 정보 및 

외식정보 시스템 구축의 미흡 등이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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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경쟁력에 대한 이론적 고찰

2.2.1 국내에서의 경쟁력 정의

  경쟁력에 대한 사전적3 의미를 보면, 경쟁력은 “경쟁할 만한 힘 또는 그

런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경쟁은 “같은 목적에 대하여 이기거나 앞

서려고 서로 겨룸”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돈, 이윤, 재화, 우위 

등을 쟁취하기 위하여, 경쟁자들과 맞서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최정남 

외(2009)는 학습용어로써 경쟁력을 한 기업 또는 한 나라가 다른 상대 기

업 또는 다른 상대 국가를 이길 수 있는 힘으로 의미를 확장하였다. 

  국내 선행연구에서의 경쟁력 의미를 보면, 경쟁력은 국가, 산업, 기업 차

원으로 확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의도 다양하다. 조성제 외

(2011)는 복잡하고 치열한 국가 간 경쟁에서 국가경쟁력 개념을 자국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 나라의 능력으로 정의하였으며, 사회·경

제적 측면에서의 경쟁력은 국가 생산성 또는 자국민의 소득을 키울 능력과 

잠재적인 성장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결국 조성제 외(2011)는 광의의 의미

로써 경쟁력을 국민들의 교육 정도, 경제력, 국가의 정치구조 등 공공부문

과 민간부문을 모두 추가 고려한 개념으로 정의해야 한다고 하였다. 

  윤종일 외(2013)는 경쟁력을 시장경제원리로 적용하면서, 주어진 시장에

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상품의 품질과 가격, 디자인적 요소, 서비스, 

기능 등에서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고, 이들 간의 매출을 비교하며 기업, 산

업, 국가가 격렬하게 경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윤덕찬(2010)은 경쟁이란 개인 간의 겨룸이며, 둘 이상의 개인이 모두 

차지할 수 없는 것을 얻고자 할 때 나타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결국 

경쟁력은 다른 경쟁자와 경쟁을 하고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필요한 힘과 연

관되어야 한다. 

3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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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구현(1994)은 경쟁은 주체, 단위, 대상자, 목표, 목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주체에 따라 국가경쟁력, 산업경쟁력, 기업경쟁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산업경쟁력의 범위는 국제적으로 확장

되어, 다른 국가 산업과 비교하여 높은 시장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는 능

력을 말한다. 이러한 경쟁력은 시장, 무역, 직접투자 점유율 등으로 측정이 

가능하고, 경쟁력의 결정 요인은 임금, 노동의 질, 자본, 금리, 조세, 사회간

접자본, 정부제도, 규제 등이 있다. 

2.2.2. 해외에서의 경쟁력 정의

  해외 선행연구를 보면 Freebairn(1987)은 경쟁력이 한정적으로 고용된 

자원에서 최소의 기회비용을 가지고, 경쟁자들보다 저렴하거나 동일한 가

격으로 소비자에게 그들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

는 능력을 말한다.

  Barkema 외(1990)는 경쟁력을 전통적 비교우위원리로서 평가하였는데, 

이때 시장의 왜곡을 발생시키는 정부 정책에 대한 고려가 배제되었음을 지

적하면서 경쟁력은 국가 전체적 측면에서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Landau(1992)는 경쟁력은 현재 고용은 효율적으로 유지하면서, 미래 세

대를 위한 성장 잠재력과 생활수준은 지속시키고 적정 성장률을 유지하면

서 국민들의 일정 생활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Nathan(2004)은 국가가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제고시키는 생산성 향상을 

경쟁력으로 정의하였다. 특히 기업경쟁력은 이윤을 증가시켜 임금을 높게 

지불할 수 있는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능력으로 주장하였다.

2.2.3. 국제기구에서의 경쟁력 의미 

  OECD(2011)는 국가 경쟁력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실질 소득을 

증진시킬 수 있는 공정한 시장 여건과 국제시장에서도 경쟁력 있는 재화, 

용역,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해당 국가가 도모할 수 있는 정도라고 정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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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 2011)은 경제성장이 지속

적으로 이뤄지고, 장기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 제반 요소, 정책으

로 경쟁력을 정의하였다. 또한 스위스국제경영개발연구원(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IMD 2012)은 국가경쟁력을 영토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이 세계에서도 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처럼 ‘경쟁력’이란 개념은 단순히 하나의 의미로 정의되지 않고 여전히 

모호한 실정이다. 경쟁력이라는 개념은 주체 또는 범주에 따라 국제경쟁력, 

국가경쟁력, 산업경쟁력, 기업경쟁력 등으로 세분화되어 정의되고 있다.

2.3. 산업경쟁력 정의 

  홍현표 외(2006)는 ‘산업경쟁력’이란 ‘해당 산업의 총체적인 능력’으로 

정의하였으며, 이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산업을 구성하는 경쟁력 구성요소

들로서 능력을 측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정

의하는 미시경제경쟁력(MICI)의 경우도 M. Porter(1990)의 산업경쟁력 개

념에서 유래되었다. 또한 삼성경제연구소(2008)는 세계시장에서 해당 산업

의 수익이 일정량 이상이고, 지속적으로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경쟁하는 상

대보다 우월한 시장지위를 지속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한국개발연구원(2004)은 산업경쟁력을 엄격한 분석방법이 있는 학문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비판에 하나의 기업이 경쟁력 수준에 따라 시장에서 

계속 진입과 탈퇴 또는 유지 등의 과정을 경험하듯이, 산업도 그 산업 내, 

업체들의 경쟁력에 따라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진입과 탈

퇴 또는 유지 등의 과정을 겪는다고 언급하였다. 즉, 특정 산업의 시장 성

과를 총체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성과 변화의 원인과 결정요인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대상인 ‘산업경쟁력’ 역시 산업이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역량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특정 산업의 시장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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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분류 세세분류

음식 업

일반 음식 업

한식음식 업

식음식 업

일식음식 업

서양식음식 업

기타 외국식 음식 업

기 구내식당업 기 구내식당업

출장  이동음식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기타음식 업

제과 업

피자 햄버거 샌드 치  유사 음식 업

치킨 문

분식  김밥 문

그 외 기타음식 업

를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시장성과가 변화하게 되는 원인과 결정요

인 등 경쟁력 구성요소들을 측정하였다. 

3. 연구 범위와 방법

3.1. 연구 범위

  본 연구의 범위는 통계청 분류에 따라 음식점업이며, 전체 외식업체 5인 

미만 사업체가 87.5%를 차지하는 소규모 외식업체를 중심으로 외식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도출하였다.  

표 1-1.  외식산업 분류

자료: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9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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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 방법

  최근 경쟁력 분석이 상품 혹은 기업의 경쟁력에서 산업 및 국가로 확대 

적용되기 시작하였는데(홍현표 외 2006), 이러한 분석의 기초가 되는 것이 

포터의 다이아몬드 모델이다. 포터(1990)는 국가의 경쟁력은 기업이 주체

이고, 산업은 근간을 이루는 단위이며, 해당 범위는 국가라고 정의하였다. 

국가 경쟁력은 총 5가지 요소로 구분되며, 4가지의 결정요인과 이를 뒷받

침하는 1가지 결정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4가지의 결정요인은 생산요

소조건(Factor condition), 수요조건(Demand Condition), 관련 및 지원 산업

(Related and supporting industries), 기업의 전략, 구조 및 경쟁양상(Firm 

strategy, structure, and rivalry)이며, 정부의 역할(Government)이 국가경쟁

력을 지원 및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Poter 1990). 

  이러한 5가지의 산업경쟁력 결정 요인들은 개별적으로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나, 서로 연관된 하나의 사회적 시스템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러나 포터는 국제경쟁력의 기초는 기업이며, 기업이 이루는 산업

의 구조가 궁극적으로 경쟁력을 결정하기 때문에 개별 산업의 경쟁력을 평

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경쟁력을 산업과 산업 간 환경 등 

한 국가 안에 있는 산업을 동태적, 다각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특정 산

업을 내부적으로 분석하고, 이와 더불어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요인을 모

두 포함하여야 한다(김병률 외 2009). 

  산업경쟁력 결정요인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위의 5가지 요인들의 하위 

요인을 결정해야 하는데,  포터의 모델을 이용하여 경쟁력 분석을 하기 위

해서는 ‘경쟁력 지수’를 산출해야 하며, 5대 결정요인과 하위요인들을 측

정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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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소 특성

생산요소조건 
(Factor condition)

- 인 자원(숙련된 직원, 업무생산성 등)
- 자본(임  수 , 업체 자본 능력 등)
- 인 라(연구 개발, 시설투자 등)

수요조건
(Demand Condition)

- 소비자 인식과 서비스에 한 조건 등
- 소비자 만족도  충성도 등

기업의 략과 조직 
 경쟁 양상

(Firm strategy, 
structure, rivalry)

- 국내 경쟁의 조건인 기업의 창업, 조직  리 등
- 경  계획 수립, 경  능력 등
- 직원과의 업무 효율성, 규모화 정도
- 신규업체 진입 등 경쟁 정도

련  지원 산업
(Realated and 
supporting 
industries)

- 후방 산업과의 연계 정도

정부(Government) - 직   간  지원 등

표 1-2.  포터의 국가경쟁력 결정요인

자료: Poter(1990).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 Harvard Business Review.

  경쟁력을 평가하기 위한 측정지표를 규정하기 위해서 주로 정성적으로 

평가항목을 개발하여 새로운 설문조사를 하는 방법과 정량적으로 기존 통

계자료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는 장단점이 

존재한다. 정성적 평가는 산업 경쟁력을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지표를 선

정할 수 있으나, 객관성의 문제가 존재하고, 정량적 평가는 객관성은 해소

되나, 다양한 경쟁지표를 측정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식산업과 관련된 통계지표가 매우 부족하여 외

식업체의 의견을 반영한 정성적 평가를 주로 하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외식업체 150개 설문조사를 통해, 규모별(소규모vs 중·대규모)로 외식산

업 경쟁력 결정요인을 비교 분석하였고, 객관적인 외식산업 경쟁력 결정요

인의 저해 수준을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 50명을 조사하여 응답한 27명의 

의견을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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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명
응답자
수

소속 기

연구원  
학계

16
서울 학교, 고려 학교, 남 학교, 동국 학교, 충남
학교, 경희 학교, 남 학교, 북 학교, 상명 학교, 
한양사이버 학교, 한국식품연구원, 농 경제연구소

외식산업계 
   

언론계
7

한국외식정보 식품외식경제, 식음료신문, 한국 랜차이즈
회, 한국외식정보, 한국외식업 앙회, 한국외식산업연구
원, 외식산업경 연구원

정부  
련기

4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표 1-3.  문가 의견조사 구성

  경쟁 요인별 중요도 분석을 위하여, Gap Analysis4로 경쟁력 결정 요인

의 중요도, 격차, 저해 수준을 분석하고, 중요도와 현재-최적 수준과 어느 

정도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측정하여 외식산업 경쟁력 지수를 도출하였다. 

  분석대상이 되는 기업의 상대적 경쟁력을 파악하여 향후 전략 방향을 설

정하기 위하여 포지셔닝 분석(또는 위상분석)을 시도하였다. 

  외식산업의 경쟁력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생산요소조건, 수요조건, 관련 

및 지원산업, 기업의 전략, 구조 및 경쟁양상, 정부영역)이 전체 경쟁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외식산업 

전체를 대상(pooling regression)으로 하되 조사 대상자들의 특수성(업종, 

규모 등)을 고려할 수 있는 더미변수(dummy variable)를 가미하여 특성별 

차이를 확인하였다. Gap Analysis의 결과를 토대로 충북대학교 전익수 교

수와 공동으로 DAG, 인과성 분석, 포지셔닝 분석 연구를 수행하였다. 

4 Ansoff(1965)는 ‘기업전략(corporate Strategy): 성장과 확장을 위한 경영정책의 

분석적 접근’에서 현재(As-Is)와 발전 목표(To-Be) 간 격차를 분석하여 미래 산

업의 이상적인 모습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전략을 발굴하는 기법을 소개함(전익수 

외 2013). 





외식산업 구조와 경영 및 제도 실태 분석  제2장

   본 장에서는 1절에서 외식산업의 전반적인 구조를 살펴보고, 2절에서는 외

식산업 경쟁력 구성 요소들에 대한 경쟁력 결정요인을 분야별(경영, 소비자, 

생산, 법·제도 등)로 실태를 분석하여, 4장에서 도출할 외식산업 경쟁력 저해 

요인과 5장에서의 제고 방안과 연계성을 위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외식산업 구조

1.1. 식품산업 내에서의 외식산업 위치 

  우리나라 도시가구의 월평균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에 대한 지출은 1991

년 18만 6,307원 수준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03년 25만 9,256원, 2013년 

35만 528원으로 20년 동안 90%에 가까운 성장을 하였다. 가구당 월평균 

식사비 지출은 2013년 기준 31만 9,171원으로 1991년의 5만 9,098원 대비 

4배 이상 급격한 성장하였다. 특히 2000년대 들어 외식비는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 중 13%내외를 차지하고 있으며,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지출의 

90% 이상 차지하고 있다.

  가구의 월평균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지출 중 식사비 비중은 1991년 이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08년 이후 경기침체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

이다가 2011년 이후 다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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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가구당 월평균 식료품  외식지출 추이, 1991∼2013 

단위: 원, %

주: 2인 이상 도시가구 기준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식품산업은 통계청 분류에 따라 식품제조업, 식품유통업, 외식업으로 구성

되어 있다. 생산액 측면에서 식품산업 전체 생산액이 343조 원이며, 그 중 

식품 유통업이 214조 원으로 62.4%나 차지하고, 식품제조업이 65.7조 원

으로 19.2%를 차지하고 있다. 고용 측면에서는 식품산업 전체 고용 인력은 

232만 8천 명이며, 그 중에서 식품제조업은 81만 3천 명으로 34.9%, 식품

유통업은 16만 8천 명으로 7.2%, 외식업은 134만 7천 명으로 57.9%를 점

유하고 있다. 생산액과 고용을 볼 때 외식업의 생산성이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식품산업 부문별 영업이익률을 보면 외식업이 20% 내외로 가장 높은 영

업이익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다음으로 식품제조업이 13% 내외, 식품유통

업이 10% 미만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2008년 이후에는 모든 부문에서 

영업이익률이 다소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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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
생산액(비 ) 고용(비 )

2010 2011 2012 2010 2011 2012

외식업
55,527,218 59,637,096 63,119,482 1,248,545 1,301,278 1,347,209 

(18.4) (18.1) (18.4) (57.6) (57.8) (57.9) 

식품제조업
60,058,751 66,224,468 65,745,180 164,578 170,194 168,184 

(19.9) (20.1) (19.2) (7.6) (7.6) (7.2) 

식품유통업
186,736,021 203,571,136 214,251,851 753,450 778,229 812,637 

(61.8) (61.8) (62.4) (34.8) (34.6) (34.9) 

합계
302,321,990 329,432,700 343,116,513 2,166,573 2,249,701 2,328,030 

(100) (100) (100) (100) (100) (100)

표 2-1.  식품산업의 부문별 생산액  고용, 2010∼2012

단위: 백만 원, 명, %   

자료: 통계청. 도소매업조사, 광업제조업조사, 경제총조사.

그림 2-2.  식품산업의 부문별 업이익률 비교  추이, 2008∼2012

단위: %  

주: 식품제조업에서 기타 식품제조업의 2012년 매출액 및 영업비용은 자료 미상으로 전년 

5개년 평균치를 이용. 

자료: 통계청. 도소매업조사, 광업제조업조사, 경제총조사를 재가공.

  식품산업 부문별 1인당 노동생산성을 보면, 식품제조업이 모든 연도에서 3억 

5천만 원 내외로 가장 높은 수준이며, 다음으로 식품유통업이 2억 5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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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이다. 외식업은 노동생산성이 5천만 원 미만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식품제조업의 생산성 대비 15%에도 미치지 못한 실정이다.

그림 2-3.  식품산업의 부문별 노동생산성 비교  추이, 2008∼2012

단위: 백만 원

주 1) 식품제조업에서 기타 식품제조업의 2012년 매출액은 자료 미상으로 전년 5개년 평

균치를 이용.

   2) 노동생산성=매출액/종사자수 

자료: 통계청. 도소매업조사, 광업제조업조사, 경제총조사를 재가공.

  식품산업 내에서의 외식산업은 노동생산성과 생산액은 가장 낮은 반면, 

소비 증가로 식사비 비중이 높아 영업이익률이 다른 산업보다 높게 나타났

다. 따라서 외식산업의 노동생산성을 높인다면 외식산업의 성장은 두드러

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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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매출액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2006 420,817 - 1,174,545 - 42,905,284 -

2007 423,628 0.7 1,214,358 3.4 47,917,210 11.7 

2008 420,708 -0.7 1,213,326 -0.1 51,941,895 8.4 

2009 421,856 0.3 1,233,084 1.6 56,120,621 8.0 

2010 425,856 0.9 1,248,545 1.3 55,527,218 -1.1 

2011 439,794 3.3 1,301,278 4.2 59,637,095 7.4 

2012 451,338 2.6 1,347,209 3.5 63,119,481 5.8 

1.2. 외식산업 구조

  외식산업의 2012년 기준 사업체 수, 종사자 수는 각각 45만 개, 135만 

명으로 200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다. 전년 대비 증감률을 보면, 2010년 

이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매출액 모든 면에서 두드러진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경기 침체로 실업률이 높아지고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 등 

비자발적 자영업시장 진입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표 2-2.  외식산업의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매출액 변화 추이, 2006∼2012

단위: 개, 명, %  

주: 증감률은 전년 대비임. 

자료: 통계청. 도소매업조사, 경제총조사.

  2012년 기준 일반음식점업의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매출액은 각각 33만 

개, 99만 명, 44조 원으로 외식산업에서 70% 이상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 다음으로 제과점업, 피자, 햄버거, 치킨, 분식 등을 포함하고 있

는 기타 음식점업의 사업체 수가 11만 개로 24.1%, 종사자 수가 31만 명으

로 23%, 매출액이 14조 원으로 22.4%이다. 

  기관 및 구내식당업의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는 각각 7천 개, 4만 명으

로 전체의 1.5%, 3.1%의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매출액은 5조 원으

로 7%를 차지하여 사업체 수 대비 매출액은 상대적으로 높다.  



외식산업 구조와 경영 및 제도 실태 분석20

사업체 수
(비 ) 

종사자 수
(비 )

매출액
(비 )

일반음식 업
334,917 992,697 44,163,768

(74.2) (73.7) (70.0) 

기 구내식당업
6,955 42,342 4,700,254

(1.5) (3.1) (7.4) 

출장  이동 음식업
496 2,388 126,921

(0.1) (0.2) (0.2) 

기타 음식 업
108,970 309,782 14,128,539

(24.1) (23.0) (22.4) 

합계
451,338 1,347,209 63,119,482

(100) (100) (100)

표 2-3.  음식 업 분류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매출액, 2012 

단위: 개, 명, 백만 원, %  

자료: 통계청. 도소매업조사.

그림 2-4.  음식 업 세분류별 사업체 수 비 , 2012 

 

자료: 통계청. 도소매업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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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규모별
2006 2007 2008 2009 2011 2012(비 )

연평균 

증가율

총계 420,817 423,628 420,708 421,856 439,794 451,338(100.0) 1.40

1∼4명 376,713 377,032 374,296 373,603 393,444 394,754(87.5) 0.94

5∼9명 35,752 37,805 37,417 38,813 35,174 45,339(10.0) 4.75

10∼19명 6,143 6,485 6,665 6,967 8,360 8,334(1.8) 6.10

20∼49명 1,923 1,970 1,966 2,047 2,370 2,403(0.5) 4.46

50명 이상 286 336 364 426 446 508(0.1) 11.49

  외식산업의 규모별 사업체 수를 살펴보면, 2012년에 총 45만 1천여 개 

중 종사자 수가 5인 미만의 외식업체 수는 39만 5천여 개로 전체 외식업의 

87.5%를 차지하고 있다. 종사자 수 5~9명의 업체는 4만 5천여 개로 전체 

10.0%를 차지하고 있으며, 10인 이상인 업체 수는 전체 2.4%에 불과하다. 

  전체 외식업의 연평균 사업체 증가율은 2006~2012년 연평균 1.4%씩 증

가하였으나, 5인 미만의 외식업체는 연평균 0.9%씩 증가하였다. 종사자 수 

5인 미만 사업체의 연평균 증가율이 전체보다 낮아 외식업체가 과거보다

는 다소 규모화된 것을 알 수 있다. 

표 2-4.  외식업 규모별 사업체 수 추이, 2006∼2012

단위: 개소, %

자료: 통계청. 도소매업조사.

  외식업의 전체 종사자는 2006년에 117만 5천여 명에서 2012년에 134만 

7천여 명으로 연평균 2.7%씩 증가하였다. 특히 2011년에는 130만 1천여 

명으로 전년 대비 약 7만여 명 급증하였다. 

  종사자 수가 5인 미만인 업체의 종사자 수는 전체의 63.4%에 달한다. 종

사자 10인 이상 규모의 종사자는 21만 5천여 명으로 전체의 약 16.0%에 

불과하여 외식업 종사자 비중이 5인 미만의 업체에 상당히 집중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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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규모별

2006 2007 2008 2009 2011 2012
연평균 
증가율

총계 1,174,545 1,214,358 1,213,326 1,233,084 1,301,278 1,347,209 2.74

1∼4명 804,134 820,478 817,042 815,620 868,967 855,385 1.24

5∼9명 215,084 227,596 225,444 235,217 222,990 276,870 5.05

10∼19명 78,384 82,623 85,257 88,963 105,987 106,565 6.14

20∼49명 55,188 57,891 57,695 59,647 69,362 69,812 4.70

50명 이상 21,755 25,770 27,888 33,637 33,972 38,577 11.46

표 2-5.  외식업 규모별 종사자 수 추이, 2006∼2012

단위: 명

자료: 통계청. 도소매업조사.

  외식업의 분류별 전년 대비 매출액 증감률 변화 추이를 보면, 일반음식

점업과 기타 음식점업은 전반적으로 매출액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특히 

일반음식점업의 경우 2010년도에는 매출액이 전년 대비 4.3% 감소하였는

데, 이는 최근 내수경기 침체로 구매력이 감소하고, 다수 영세사업체의 진입

으로 외식업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성장률이 둔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지현 외 2012). 

그림 2-5.  외식업 분류별 매출액 증감률 변화추이, 2007∼2012

단위: %

주: 증감률은 전년 대비 증감률임.  

자료: 통계청. 도소매업조사, 경제총조사를 재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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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규모별

2006 2007 2008 2009 2011 2012
연평균 
증가율

총계 42,905,284 47,917,210 51,941,895 56,120,621 59,637,095 63,119,481 7.72

1∼4명 26,109,576 27,207,333 28,387,014 28,961,366 32,229,324 31,774,692 3.93

5∼9명 8,240,461 10,763,900 12,367,430 14,106,988 12,813,920 15,682,632 12.87

10∼19명 4,076,993 4,787,759 5,677,147 6,428,351 7,734,858 7,110,656 11.12

20∼49명 3,110,066 3,390,464 3,678,514 4,099,260 4,738,984 5,244,830 10.45

50명 이상 1,368,188 1,767,755 1,831,790 2,524,656 2,120,009 3,306,671 17.65

  외식업 규모별 매출액 2006~2012년 추이를 보면, 2006년에 42조 9천억 

원에서 2012년 63조 1천억 원으로 약 21조 원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성장률은 약 7.7%로 나타나 우리나라 외식시장의 규모가 상당히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업체들의 매출액은 2006년에 약 26조 1천억 원으

로 전체 60.9%를 차지하였고, 5~9명 규모의 업체들이 8조 2천억 원의 매

출액을 기록하였다. 2012년 기준, 5인 미만 소규모 업체들의 매출액은 약 

31조 8천억 원으로 전체 대비 50.3%로 축소되었다. 종사자가 5인 미만 업

체들의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3.9%이나, 종사자가 5명 이상인 업체들의 

매출액 연평균 증가율은 전체 매출액 증가율인 7.7%를 상회하고 있어, 5인 

미만의 소규모 업체의 경영 악화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  외식업 규모별 매출액 추이, 2006∼2012

단위: 백만원

자료: 통계청. 도소매업조사.

  외식업체의 규모별 사업체당 매출액 규모를 보면, 전체 외식업의 사업체

당 매출액은 2006년에 1억 2백만 원에서 2012년에 1억 4천만 원으로 연평

균 6.3%씩 증가하였다.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의 경우 2006년에 6천 9백

만 원에서 2012년에 8천만 원으로 연평균 3.0%씩 증가하였다. 이는 전체 

외식업의 사업체당 매출액 증가보다 낮아, 5인 미만 소규모 외식업체의 경

영 악화는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9인의 사업체의 경우 동기간 

연평균 8.1%씩 매출액이 증가하여 가장 성장세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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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규모별

2006 2007 2008 2009 2011 2012
연평균 

증가율

총계 102 113 123 133 136 140 0.063

1∼4명 69 72 76 78 82 80 0.030

5∼9명 230 285 331 363 364 346 0.081

10∼19명 664 738 852 923 925 853 0.050

20∼49명 1,617 1,721 1,871 2,003 2,000 2,183 0.060

50명 이상 4,784 5,261 5,032 5,926 4,753 6,509 0.062

표 2-7.  외식업 규모별 사업체당 매출액 추이, 2006∼2012

단위: 백만원

자료: 통계청. 도소매업조사.

  외식산업에 종사하는 전체 사업체의 영업이익률은 2008년 17.3%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2년에는 11.1%로 나타났다. 일반음식점업의 영업

이익률은 2010년에 23.8%이었으나, 2012년에는 16.1%로 감소하였고, 기타

음식점업은 동기간에 22.8%에서 15.5%, 출장 및 이동음식점업은 16.6%에

서 7.7%, 기관구내식당업은 7.5%에서 5.1%로 모든 외식산업이 감소하였다. 

그림 2-6.  외식업 분류별 업이익률 변화 추이, 2008∼2012

단위: %

자료: 통계청. 도소매업조사, 경제총조사를 재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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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규모별

2006 2007 2008 2009 2011 2012
연평균 
증가율

총계 31,941,711 35,889,347 40,671,744 45,276,701 49,747,953 53,590,509 10.35

1∼4명 17,294,449 18,985,936 20,178,913 21,469,238 25,256,099 24,636,749 7.08

5∼9명 6,774,238 8,654,730 10,467,271 12,025,749 11,093,472 14,227,662 14.84

10∼19명 3,686,964 4,059,253 4,892,720 5,673,782 6,991,378 6,652,505 11.80

20∼49명 2,885,453 2,935,677 3,425,243 3,757,535 4,388,088 4,917,821 10.66

50명 이상 1,300,607 1,253,750 1,707,597 2,350,397 2,018,916 3,155,773 17.73

  외식업 영업비용의 2006~2012년 추이를 보면, 2006년 전체 영업비용은 

31조 9천억 원에서 2012년 53조 6천억 원으로 약 22조 원 상승하였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약 10.4%로 나타났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5인 미만 업체들의 영업비용은 2006년 17조 3천억 

원 가량으로 전체 54.1%를 차지하였고, 2012년에는 24조 6천억 원으로 전

체의 50.0%를 차지하였다. 또한 영업비용 연평균 증가율은 7.08%로, 규모

별 및 전체 증가율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따라서 소

규모 외식업체들의 영업 관리가 다른 규모의 업체들보다 다소 잘 되고 있

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2-8.  외식업 규모별 업비용 추이, 2006∼2012

단위: 백만 원, %

자료: 통계청. 도소매업조사.

  외식업의 노동생산성은 2006년에 3,650만 원에서 2012년에는 4천 6백만 

원으로 연평균 5.0%씩 증가하였으나, 5인 미만의 사업체의 노동생산성은 

동기간 2.7%씩 증가하여, 소규모 외식업체의 노동생산성이 가장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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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규모별

2006 2007 2008 2009 2011 2012
연평균 
증가율(%)

총계 36.53 39.46 42.81 45.51 45.83 46.85 4.98

1∼4명 32.47 33.16 34.74 35.51 37.09 37.15 2.69

5∼9명 38.31 47.29 54.86 59.97 57.46 56.64 7.82

10∼19명 52.01 57.95 66.59 72.26 72.98 66.73 4.98

20∼49명 56.35 58.57 63.76 68.73 68.32 75.13 5.75

50명이상 62.89 68.60 65.68 75.06 62.40 85.72 6.19

표 2-9.  외식업 규모별 노동생산성 추이, 2006∼2012

단위: 백만 원

주: 노동생산성 = 매출액/종사자 수

자료: 통계청. 도소매업조사.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외식업의 5인 미만 소규모 외식업체의 경우, 지난 

7년간 중·대규모보다 증가율이 낮았으나,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매출액, 노

동생산성도 낮게 나타나, 소규모 외식업체가 중·대규모보다 경영 여건이 좋

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 외식산업 실태 분석5

  본 절에서는 외식산업의 경영, 소비자, 생산, 법·제도 등의 실태를 분석

하기 위해 통계청에서 발표한 도소매업조사, 근로환경조사, 서비스산업 주

요통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한국기업혁신조

사, 전국소상공인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외식산업의 경쟁력 저해 요인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5 통계 제한상 숙박 및 외식업을 외식업으로 간주하였음. 이는 숙박 및 외식업 중 

숙박업의 비중이 8%에 불과하기 때문임(통계청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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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규모별

2006 2007 2008 2009 2011 2012
연평균 
증가율

총계 5,832,777 7,580,011 8,116,072 8,899,818 9,724,731 9,823,076 10.42

1∼4명 2,231,598 2,943,795 3,113,157 3,240,259 3,899,284 3,196,845 7.19

5∼9명 1,630,235 2,264,390 2,476,188 2,672,380 2,505,026 3,168,609 13.29

10∼19명 909,961 1,105,542 1,188,571 1,397,832 1,706,234 1,562,768 10.82

20∼49명 702,688 829,443 906,118 960,426 1,079,326 1,195,010 10.62

50명 이상 358,294 436,841 432,039 628,921 534,862 699,845 13.39

2.1. 경영(비용, 전략 및 교육, 식재료)

  외식업 인건비 2006~2012년 추이를 보면, 2006년 외식업 전체 인건비는 

5조 8천억 원에서 2012년 9조 8천억 원으로 약 4조 원 이상 상승하였다. 

동기간 연평균 증가율은 10.4%로 나타나 매출액 증가율 7.7%보다 높게 나

타났다.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업체들의 인건비는 2006년에 약 2조 2천억 원

으로 전체 38.3%를 차지하였고, 2012년에는 3조 2천억 원으로 32.5%를 차

지하였다. 5인 미만 업체들의 인건비 연평균 증가율은 7.2%로, 영업비용의 

연평균 증가율 7.1%보다 낮아 인건비 비중이 더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표 2-10.  외식업 규모별 인건비 추이, 2006∼2012

단위: 백만 원

자료: 통계청. 도소매업조사.

  외식업 임차료의 2006~2012년 추이를 보면, 2006년 외식업 전체 임차료

는 2조 9천 7백억 원에서 2012년 4조 8천 7백억 원으로 약 2조 원 증가하

였다. 임차료의 연평균 증가율은 9.9%로 나타났으며, 매출액 증가율인 

7.7%보다 크게 증가하였다.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업체들의 임차료는 2006년에 1조 9천억 원으로 전체

의 65.4%를 차지하였으며, 2012년에는 2조 9천 7백억 원으로 전체의 60.9%를 차

지하였다. 임차료의 연평균 증가율은 8.5%로 영업비용 증가율인 7.1%, 인건비 

증가율인 7.2%보다 높게 나타나 인건비보다는 임차료 비중이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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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태별
2009 2011 2012

이용 안 함 이용함 이용 안 함 이용함 이용 안 함 이용함

체 316,091 92 326,398 695 333,511 1,406

 한식 278,893 85 288,892 326 294,385 963

 식 21,466 - 21,384 74 21,668 12

 일식 6,268 - 6,483 224 7,198 13

 서양식 8,603 7 8,462 71 8,836 339

 기타 외국식 861 - 1,177 0 1,423 80

종사자
규모별

2006 2007 2008 2009 2011 2012
연평균 
증가율

총계 2,966,329 3,921,128 4,429,405 4,303,809 4,934,677 4,872,197 9.92

1∼4명 1,939,334 2,383,566 2,628,743 2,539,860 3,071,260 2,965,642 8.49

5∼9명 633,969 894,055 1,029,748 945,934 927,866 975,977 8.63

10∼19명 165,541 320,649 393,066 363,682 542,228 409,551 18.12

20∼49명 161,339 221,357 266,247 307,679 276,724 320,360 13.72

50명 이상 66,145 101,501 111,602 146,653 116,599 200,666 22.20

표 2-11.  외식업 규모별 임차료 추이, 2006∼2012 

단위: 명

자료: 통계청. 도소매업조사.

  외식업의 업태별 2009년과 2011년, 2012년 전자상거래 이용 여부를 살펴

보면, 2009년에는 31만 6천여 개의 업체가 전자상거래를 이용하지 않았으

며, 이용하고 있는 업체는 92개소에 불과하였다. 2012년에는 전자상거래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업체가 33만 3천 업체이었으며, 1천 4백여 업체

가 전자상거래를 이용한다고 응답하였다. 2009년 대비 전자상거래 이용 비

중이 0.03%에서 2012년 0.42%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자상거래의 이용은 점차 식자재 구매 및 산지 직거래와 같은 원

료 구매에도 확대되어, 영업 및 유통의 효율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2-12.  외식업 업태별 자상거래 이용 여부, 2009∼2012

  단위: 개소

자료: 통계청. 도소매업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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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2011

매우 잘 
제공받음

잘 제공 
받음

별로제공
받지못함

 제공 
받지못함

매우 잘 
제공 받음

잘 제공
받음

별로 제공 
받지못함

 제공
받지못함

농림어업 10.9 13.6 35.2 40.3 1.7 16.2 23.8 22.9

제조업 33.0 35.1 20.7 11.2 18.5 38.2 17.7 6.5

도소매업 32.1 38.7 18.3 11.0 22.2 37.5 18.0 8.0

숙박  
음식 업

14.2 26.5 31.2 28.2 6.0 23.8 20.8 11.2

교육서비스 15.7 27.6 28.2 28.5 7.0 27.7 24.8 12.5

보건,
사회복지

21.8 36.4 23.5 18.3 9.4 33.7 17.1 7.4

술,
스포츠,여가

33.8 37.1 19.1 10.0 19.4 42.4 11.1 4.7

  경영주에게 건강과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제공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통

계청 조사 결과, 2010년 숙박 및 음식점업 조사대상의 59.4%가 ‘(전혀) 제공받

지 못한다’라고 응답하였으며, 2011년에는 32%로 감소하였으나, 농림어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산업보다 정보 제공이 잘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서비스 및 제조 산업과 비교하여 건강과 안전에 관한 정보 제공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경영자의 건강과 안

전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2-13.  주요 산업별 건강과 안 에 한 정보 제공, 2010∼2011 

단위: %

자료: 통계청. 근로환경조사.

  업체가 제공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조사에서 숙박 및 음

식점업은 농림어업과 함께 교육을 제공받은 인원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2010년 보건, 사회복지업의 경우 설문조사 대상자 493명 중 41.6%가 

교육을 제공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낸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은 8.9% 불과하였으며, 2011년에는 8.4%로 하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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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2011

취업자 있다 없다 취업자 있다 없다

농림어업 724 3.7 96.3 3,481 5.3 94.7

제조업 1,681 34.0 66.0 8,301 21.7 78.3

도소매업 1,485 14.1 85.9 7,527 10.7 89.3

숙박 음식 업 784 8.9 91.1 3,803 8.4 91.6

교육서비스 740 39.9 60.1 3,452 32.9 67.1

보건,사회복지 493 41.6 58.4 2,705 29.6 70.4

술,스포츠,여가 157 20.0 80.0 849 18.3 81.7

2010 2011

취업자 있다 없다 취업자 있다 없다

농림어업 724 3.2 96.8 3,481 1.4 98.6

제조업 1,681 7.6 92.4 8,301 5.4 94.6

도소매업 1,485 5.0 95.0 7,527 4.7 95.3

숙박  음식 업 784 3.6 96.4 3,803 4.2 95.8

교육서비스 740 19.2 80.8 3,452 13.8 86.2

보건,사회복지 493 16.2 83.8 2,705 12.3 87.7

술,
스포츠,여가

157 13.0 87.0 849 10.0 90.0

표 2-14.  주요 산업별 업체 제공 교육 유무, 2010∼2011  

단위: 명, %

자료: 통계청. 근로환경조사.

  업체 제공이 아닌 자비로 해당 산업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묻

는 조사 결과 역시, 숙박 및 음식점업이 농림어업 다음으로 낮은 응답률을 

기록하였다. 2010년에는 숙박 및 음식점업에 종사하는 응답자의 3.6%가 

자가 유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1년에는 4.2%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다른 산업과 비교하여 기본 교육에 대한 필요성 및 인

식이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보여준다. 이는 직원의 서비스 의식과 전문성 

결여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외식산업에 교육 제공 필요성을 보여주

고 있다.

표 2-15.  주요 산업별 자가 유료 교육 실시 유무, 2010∼2011  

단위: 명, %

자료: 통계청. 근로환경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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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6.  외식업 연간 식재료 구입비

단위: %

3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미만 1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무응답 계

40.8 10.2 13.2 32.4 3.4 100.0

자료: 최지현 외(2012). 농어업 부가가치의 새로운 창출을 위한 식품산업의 중장기 발전

전략 재인용.

표 2-17.  외식업 주요 농축산물의 구매처 비

단위: %

산지
직구매

도매
시장

형
유통
마트

재래
시장

수입
상사/
직수입

식재료
유통업체/도
매업체

기타 계

12.4 30.5 13.7 16.2 - 23.4  3.8 100.0

당근 - 36.0 18.2 - - 36.0  9.8 100.0

마늘  3.9 38.3 14.5 26.8  0.2 14.6  1.7 100.0

양  2.7 39.1 14.7 26.7  0.2 14.9  1.7 100.0

쇠고기  2.7 32.5  8.5 13.3  2.5 38.3  2.2 100.0

돼지고기  1.7 33.2  9.0 19.0  1.0 33.9  1.2 100.0

닭고기  3.1 26.1 14.2 26.7 - 26.3  3.6 100.0

자료: 최지현 외(2012). 농어업 부가가치의 새로운 창출을 위한 식품산업의 중장기 발전

전략 재인용.

  최지현 외(2012)에 따르면, 외식업(한식음식점 기준) 식재료 구입비를 조

사한 결과 3천만 원 미만이 40.8%, 5천만 원 미만이 10.2%로 식재료 구입

비가 5천만 원 미만이 전체 51%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1억 원 이상 식재

료를 구입하는 업체도 32.4%에 달해, 업체 간 구입 비용의 격차가 큰 것으

로 나타났다.  

  외식업의 주요 농축산물 구매처 비중을 살펴보면, 도매시장에서 구입하

는 비중이 30% 이상을 차지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유통업체 및 도매

업체로부터 구매하는 비중이 다음으로 높았다. 산지 직구매 비중은 상대적

으로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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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식업의 식재료 구매 시 우선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신선도가 55.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가격이 35.9%로 나타났다. 

표 2-18.  외식업의 식재료 구매 시 고려사항
단위: %

가격 신선도 등 생산지
제철
식재료

랜드 안 성 무응답 계

35.9 55.1 2.4 1.5 1.5 0.7 2.4 0.4 100.0 

자료: 최지현 외(2012). 농어업 부가가치의 새로운 창출을 위한 식품산업의 중장기 발전

전략 재인용.

  외식업의 전처리 식재료 구매형태를 보면, 쌀은 100% 전처리/가공 형태

로 구입하며, 마늘은 전처리/가공 비중이 66.9%로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당근의 전처리/가공 비중은 26%이다. 외식업들의 전처리/가공 식재

료 구매 이유로 편리성 및 효율성 향상(72.0%)이며, 이 밖에도 인건비 절감

(10.3%)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최지현 외 2012). 

표 2-19.  외식업의 주요 농산물의 식재료 구매형태

단위: %

당근 마늘 양

원물 처리/가공 원물 처리/가공 원물 처리/가공 원물 처리/가공

- 100.0 74.0 26.0 33.1 66.9 88.2 11.8

자료: 최지현 외(2012). 농어업 부가가치의 새로운 창출을 위한 식품산업의 중장기 발전

전략 재인용.

  외식업체 조사 결과, 식재료 조달에서 ‘신선도’와 ‘가격’을 가장 중요하

게 고려하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의 높아진 입맛과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

하여 식재료의 신선도 및 품질은 유지하되, 치열한 경쟁에서 가격 역시 운

영상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식재료의 유통단계 과정에서 신선도를 유지하고, 적정 가격으로 

식재료를 조달할 수 있도록 농업, 전처리/가공 산업과의 원활한 공급망을 

구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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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서비스업 체 97.8 100.0 99.3 97.3 98.7

자동차  부품 매업 98.3 100.0 109.4 103.4 105.7

수상운송업 83.4 100.0 102 101.3 106.1

항공운송업 92.4 100.0 86.9 86.6 87.4

숙박  음식 업 99.5 100.0 79.0 79.5 85.4

출 업 101.4 100.0 101.0 99.9 105.9

통신업 99.9 100.0 98.5 100.2 102.8

정보서비스업 98.9 100.0 109.9 117.2 121.1

교육서비스업 97.6 100.0 96.8 99.4 97.6

보건  사회복지서비스업 99.3 100.0 98.0 101.8 105.1

술 련 서비스업 91.7 100.0 93.6 100.2 107.0

2.2. 생산 부문(인력, R&D)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전체의 노동생산성 지수와 주요 서비스 산업별 노

동생산성 지수를 보면, 서비스업 전체 노동생산성 지수는 2010년을 기준하

여 2009년에 97.8에서 2011년 99.3, 2012년 97.3으로 점차 감소하였으며, 

2013년 약간 상승하여 98.7로 나타났다. 

  숙박 및 음식점업의 노동생산성 지수는 지속적으로 100에 못 미치고 있

으며 특히 2011년과 2012년에는 79에 불과해 다른 서비스 산업과 비교하

여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09년 숙박 및 음식점업보다 노동생산

성이 낮았던 항공운송업, 수상운송업, 보건 복지업과 비슷한 수준이었던 

통신업과 정보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지수가 2013년 각각 102.8과 121.1으

로 크게 상승하며, 숙박 및 음식점업과 대조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표 2-20.  주요 서비스 산업별 노동생산성, 2009∼2011  

주: 노동생산성지수 = 산출량지수(산업생산지수)/노동투입량지수 × 100

노동투입량지수 = 비교년 노동투입량/기준년 노동투입량 × 100

노동투입량 = 근로자수 × 근로시간 

자료: 통계청. 서비스산업 주요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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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2012 2013

평균근
속연수 
(년)

근로일
수 
(일)

총근로
시간수 
(시간)

평균근
속연수 
(년)

근로일
수 
(일)

총근로
시간수 
(시간)

평균근
속연수 
(년)

근로일
수 
(일)

총근로
시간수 
(시간)

체 6.1 22.2 189.3 6.2 21.4 182.3 6.4 20.7 176.3

 농림어업 8.7 22.1 178.7 8.9 21.4 172.8 9.3 20.9 168.5

 제조업 6.6 22.8 203.7 6.7 21.9 195.8 7 21.2 189

 도매  소매업 4.9 22.4 186.2 5.1 21.7 181.1 5.2 21 175.7

 숙박  음식 업 3.4 22.9 197 3.6 22.8 197.1 3.6 22.4 190.4

 교육서비스업 8.1 21.4 171.4 8 20.2 163.7 8.2 19.1 154.3

  숙박 및 음식점업은 타 산업들과 비교하여 낮은 노동생산성은 물론 전체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평균보다 낮아, 노동/업무생산성 제고를 위한 방안

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산업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결과, 2011년 전체 산업의 평균 근속

연수는 6.1년으로, 농림어업이 8.7년, 교육서비스업이 8.1년이었으나, 숙박 

및 음식점업은 3.4년에 불과하여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산업 평균 근로일수는 22.2일인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은 22.9일로 

가장 많았고, 총 근로시간 역시 제조업(203.7시간) 다음으로 높은 197시간

으로 나타났다. 

  숙박 및 음식점업은 2012년과 2013년에도 평균근속연수가 3.6시간으로 

가장 낮은 반면, 근로일수는 2012년 22.8일, 2013년 22.4일로 가장 높았다. 

또한 총 근로시간 역시 2012년에 197.1시간, 2013년 190.4시간으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1.  산업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근로시간, 2011∼2013

자료: 통계청.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근로실태 조사결과, 전체 산업의 2011년 월급여 총액은 전체산업 평균이 

245만 4천 원이며, 연간 특별급여액은 553만 7천 원으로 나타났다. 교육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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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2012 2013

월 여
총액

연간특별
여액 

월 여
총액

연간특별
여액 

월 여
총액

연간특별
여액 

체 2,454 5,537 2,567 5,170 2,660 5,482

 농림어업 2,509 6,693 2,584 5,428 2,714 6,152

 제조업 2,352 6,903 2,503 6,640 2,635 7,336

 도소매업 2,389 4,483 2,41 4,216 2,556 4,166

숙박  음식 업 1,653 1,774 1,705 1,545 1,770 1,613

 교육 서비스업 2,981 3,509 2,991 2,958 3,056 3,392

비스업의 월급여 총액은 298만 1천 원으로 가장 높았다. 숙박 및 음식점업

의 월급여 총액은 165만 3천 원으로 가장 낮았고, 연간특별 급여액도 177

만 4천 원으로 전체 평균의 1/3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

년과 2013년 역시 월급여 총액은 각각 170만 5천 원과 170만 원으로 가장 

낮았다. 

  숙박 및 음식점업은 월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이 다른 산업보다 높은 반

면, 월급여 총액 및 연간 특별 급여액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근무 조건은 종사자들의 평균 근속연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

다. 짧은 평균 근속연수는 높은 이직률을 반증하는 것으로 이는 상대적으

로 숙박 및 음식업 종사자들의 전문성이 낮은 원인이 된다. 

표 2-22.  산업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여), 2011∼2013

단위: 천 원

자료: 통계청.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4대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가입률을 살펴보면, 

2011~2013년까지 전체 산업의 4대보험 가입률은 모두 85% 이상으로 나타

났다. 제조업의 경우 3년간 4대보험 가입률은 모두 92% 이상이며, 대부분 

산업들의 4대 보험가입률은 70~100%에 이른다. 그러나 숙박 및 음식점업

의 4대 보험 가입률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50%에도 미치

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외식업체 종사자의 빠른 이직률과 

짧은 근속연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외식산업 구조와 경영 및 제도 실태 분석36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상
반
기

하
반
기

상
반
기

하
반
기

상
반
기

하
반
기

상
반
기

하
반
기

상
반
기

하
반
기

식료품 제조업 3.4 4.2 4.7 4.6 3.7 4.1 5.1 3.8 4.2 4.3

숙박  음식 업 3.9 4.5 6.5 6.4 6.2 6.4 6.1 6.1 5.4 6.4

교육 서비스업 1.6 1.4 1.4 1.4 1.2 1.5 1.1 1.5 1.2 1.8

보건업 1.7 2.4 2.5 2.7 2.3 2.8 2.4 2.5 2.4 2.3

스포츠  서비스업 1.5 1.6 1.6 1.3 2.2 1.3 2.1 1.3 2.1 1.8

2011 2012 2013

고
용
보
험

건
강
보
험

국
민
연

산
재
보
험

고
용
보
험

건
강
보
험

국
민
연

산
재
보
험

고
용
보
험

건
강
보
험

국
민
연

산
재
보
험

체 85.1 87.2 87 96.3 87.5 86.6 86.7 97.3 88.6 87.6 87.6 97.5

 농림어업 93.6 88.4 88.3 98.7 92.1 76.3 80.7 99.8 94.4 74.7 79.6 100

 제조업 92.3 95.5 94.2 99.2 93.6 96 94.7 99.3 94.3 96.1 95.2 99.3

 도소매업 80.7 83.8 83.8 94.8 84.2 84 84.1 96 86.3 86.6 87 97.2

 숙박  
음식 업

40.7 41.2 41 79.3 48.3 45.6 46.2 86.4 54.6 47.5 47.6 88.8

표 2-23.  산업별 4  보험 가입률, 2011∼2013

단위: %

자료: 통계청.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국내 주요 서비스산업 전체의 인력 부족률을 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은 

다른 산업에 비하여 인력 부족률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숙박 및 음식점업

의 인력 부족률은 2009년 상반기 3.9%에서 하반기 4.5%로 상승하였으며,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5~6%까지 이르렀다. 식료품 제조업

의 경우 2009년 이후 3~4%의 인력 부족률을 보였으며, 다른 산업들 역시 

상대적으로 낮은 1~2%의 인력 부족률을 보였다. 

표 2-24.  주요 서비스 산업별 인력 부족률, 2009∼2013

단위: %

주: 인력 부족률 = 부족인원/(현원 + 부족인원)×100

자료: 통계청.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외식산업 구조와 경영 및 제도 실태 분석  37

2010년 2011년 2012년

직
능
1

직
능
2

직
능
3

직
능
4

직
능
1

직
능
2

직
능
3

직
능
4

직
능
1

직
능
2

직
능
3

직
능
4

식품 
제조 1,335 309 54 0 2,085 639 111 19 1,533 423 220 0

숙박 354 308 79 0 323 562 36 -1 250 260 57 2

음식 2,734 448 104 0 2,710 963 192 0 2,622 677 131 0

교육 
서비
스

555 930 570 161 220 504 544 86 56 266 337 155

보건 429 3,091 1,719 97 221 3,628 1,535 112 283 3,176 1,500 62

  이러한 결과는 외식업체들이 경영상 애로사항으로 지적하고 있는 인력 

부족 문제를 보여준다. 

  주요 서비스산업 직능별6 인력 부족현황 조사 결과, 음식점업에 ‘직능 4’ 

수준의 인력 부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석학 이상의 높은 교육

을 이수한 인력에 대한 수요가 거의 없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표 2-25.  주요 서비스 산업별 직능별 미충원 인원, 2010∼2012

주: 상반기 기준.

자료: 통계청.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제1직능수 제2직능수  제3직능수 제4직능수

- 등교육이나 

기 인 교육을 

필요로 함

- 단순하고 

반복 이며, 때로는 

육체 인 힘을 

요하는 과업을 수행

- 등 이상의 정규교육 

이수를 필요로 함

- 일부의 직업은 

등학교 졸업 후 

교육을 필요로 함

- 완벽하게 읽고 쓸 

수 있는 능력과 

정확한 계산능력, 

상당한 정도의 

의사소통 능력

- 등교육을 마치고 

1～3년 정도의 추가 

교육과정을 필요로 함

- 문 인 지식을 

보유하고 수리계산, 

의사소통능력이 

상당히 높다.

- 4년 는 그 이상의 

학사, 석사나 그와 

동등한 학 가 

수여되는 교육 

수 의 정규교육 

는 이에 상응하는 

직업훈련을 필요

- 매우 높은 수 의 

이해력과 창의력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

6                  통계청에 따른 1~4등급별 직능 수준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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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업체수
아니오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도매  상품 개업 757 165 21.7 593 78.3

소매업 58 10 16.4 49 83.6

숙박  음식 업 307 51 16.7 255 83.3

정보서비스업 100 18 18.1 82 81.9

교육 서비스업 748 85 11.3 663 88.7

스포츠  서비스업 37 4 9.7 34 90.3

  외식업의 중등교육 수료 후 추가 교육을 받은 전문적 지식을 보유한 제3

직능수준의 인력 부족분이 2010년 104명, 2011년 192명, 2012년 131명으

로 나타났으나, 가장 단순하고 원초적 노동 수준을 요구하는 제1직능수준

의 인력 부족은 2010년 2,734명, 2011년 2,710명, 2012년 2,622명으로 상

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외식업계 종사자 관련 전공 및 전

문성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단순 육체노동 수요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

하고 구인에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산업별 2009~2011년 3년간 외부 업체 및 기업과의 공동 R&D 수행 여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결과, 음식점업은 255개 업체로 전체의 83.3%

가 수행하지 않아, 도매 및 상품중개업, 정보서비스업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2-26.  공동 R&D 수행 여부, 2011

단위: 개소, %

자료: 통계청. 한국기업혁신조사.

  산업별 2009년~2011년 3년간 자체적으로 R&D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지  

에 대한 조사 결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172개로 전체의 56.0%가 하지 않

는다고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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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업체 수
아니오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도매  상품 개업 757 342 45.2 415 54.8

소매업 58 27 46.9 31 53.1

숙박  음식 업 307 17 5.5 290 94.5

정보 서비스업 100 32 31.6 68 68.4

교육 서비스업 748 227 30.4 521 69.6

스포츠  서비스업 37 27 72.8 10 27.2

구분 기업체 수
아니오

사례 수 비  사례 수 비율

도매  상품 개업 757 396 52.3 361 47.7

소매업(자동차 제외) 58 13 21.6 46 78.4

숙박  음식 업 307 135 44 172 56

정보서비스업 100 72 72.2 28 27.8

교육서비스업 748 311 41.6 437 58.4

스포츠  서비스업 37 36.9 36.9 24 63.1

표 2-27.  내부 R&D 활동 여부, 2011

단위: 개소, %

자료: 통계청. 한국기업혁신조사.

  산업별 2009~2011년 3년간, 새로운 기계, 장비. 소프트웨어를 구매한 적

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결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아니오’라고 응답한 비중

이 94.5%로 다른 산업보다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2-28.  새로운 기계, 장비 소 트웨어 구비 활동 여부, 2011

단위: 개소, %

자료: 통계청. 한국기업혁신조사.

  외식업체의 경우, 새로운 장비 및 시스템 도입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영세한 업체들이 소비자의 트렌드 변

화를 인지하고 있으나, 인력과 자본 제약으로 연구개발, 새로운 장비 및 인

프라의 지속적인 활동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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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9.  외식업체 원산지 표시 신뢰성

단위: %

 신뢰하지  
않는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그  그 다
체로 

신뢰한다
으로 

신뢰한다

1.7 35.8 29.3 33.0 0.1

자료: 최지현 외(2012). 농어업 부가가치의 새로운 창출을 위한 식품산업의 중장기 발전

전략 재인용.

표 2-30.  국내산  수입산 육류 외식 메뉴 선택

단위: %

비싸지만 국내산 
육류를 사용한  
음식 메뉴

수입산이지만 비교   
등 (품질)이 높은 

육류를 사용한 음식 메뉴

수입산 육류를 
사용한 렴한  
음식 메뉴

기타

48.3 39.0 8.1 4.7

2.3. 소비자 부문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음식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 결

과, ‘대체로 신뢰한다’와 ‘전적으로 신뢰한다’라고 하는 응답자가 전체 

33.1%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와 ‘신뢰하지 않는다’

라고 불신하고 있다는 응답률이 37.5%로, 신뢰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보다 

4.4%나 높게 나타나 현재 소비자의 외식업체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불신

이 높은 것으로 알 수 있다. 

  또한 축산물의 경우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더라도 국내산 육류 메뉴를 

선택하겠다는 응답자가 48.3%, 수입산도 등급이나 품질이 우수하다면 구

입하겠다는 응답자가 39.0%로 나타나, 최근 소비자의 외식 소비 트렌드가 

가격보다는 메뉴의 품질과 맛을 더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료: 최지현 외(2012). 농어업 부가가치의 새로운 창출을 위한 식품산업의 중장기 발전

전략 재인용.



외식산업 구조와 경영 및 제도 실태 분석  41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발생 건수 108 289 208 98 133 117 95

환자 수 1,971 3,476 2,392 1,132 1,704 1,753 1,139

  따라서 질 좋은 국내산 원료를 사용한 신상품을 개발하고, 원산지의 인

증 및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소비방법을 다양화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구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최지현 외 2012).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식품 안전이 중요하나, 2006년에 음

식점 식중독 발생 건수는 108건에서 2007년에 289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가 2011년 117건, 2012년에는 95건으로 매년 100건 내외에서 식중독이 발

생하고, 환자 수도 1,000명 이상이 발병한다. 

  따라서 소비자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내산 식재료의 

원산지 거짓 표시를 없애고, 위생 관리로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를 방지

하여야 한다. 

표 2-31.  음식  식 독 발생 건수와 환자 수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2.4. 정부 정책 이용 실태

  중소기업청은 전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13년도 정부 지원 관련 정책

의 업종별 이용경험, 만족도, 인지도를 조사하였다. 

  먼저 이용 경험에 대한 조사 결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사례 수는 454개 

중 전체의 20.3%가 정부 지원 관련 정책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다른 산업보다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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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제조업 159 13.2 86.8

건설업 55 10.9 89.1

도소매업 501 19.6 80.4

숙박  음식 업 454 20.3 79.7

정보 서비스업 80 13.8 86.3

과학 기술서비스업 87 18.4 81.6

시설 리  지원서비스업 57 19.3 80.7

교육 서비스업 89 16.9 83.1

술/스포츠/여가 련서비스업 160 11.3 88.8

표 2-32.  정부 교육 지원 이용 경험, 2013

단위: 개, % 

자료: 통계청. 전국소상공인실태조사.

  정부 자금 지원 이용 경험 조사결과, 제조업이 30.4%로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도소매업과 정보 서비스업이 각각 29.9%, 숙박 및 음식점업이 

28.8%로 나타났다. 

표 2-33.  정부 자  지원 이용 경험, 2013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제조업 276 30.4 69.6

건설업 102 28.4 71.6

도소매업 829 29.9 70.1

숙박  음식 업 736 28.8 71.2

정보 서비스업 117 29.9 70.1

과학 기술서비스업 145 26.9 73.1

시설 리  지원서비스업 86 23.3 76.7

교육 서비스업 131 27.5 72.5

술/스포츠/여가 련서비스업 259 25.9 74.1

자료: 통계청. 전국소상공인실태조사.

  정부 창업상담·컨설팅 이용경험 조사 결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이용 경

험이 15.3%로 가장 높아, 외식업의 창업 상담·컨설팅의 정부 지원 정책 수

요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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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4.  정부 창업상담·컨설  지원 이용 경험, 2013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있다 없다

제조업 133 7.5 92.5

건설업 51 11.8 88.2

도소매업 413 14.0 86.0

숙박  음식 업 373 15.3 84.7

정보 서비스업 74 12.2 87.8

과학 기술서비스업 79 11.4 88.6

시설 리  지원서비스업 44 13.6 86.4

교육 서비스업 78 9.0 91.0

술/스포츠/여가 련서비스업 143 6.3 93.7

자료: 통계청. 전국소상공인실태조사.

   정부 교육지원 사업의 만족도 조사결과, 산업별로 만족도가 대체로 높

게 나타났다. 숙박 및 음식점업의 만족도는 94.1%로 나타나, 건설업, 교육 

서비스업, 도소매업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2-35.  정부 교육 지원 만족도, 2013

단위: 개, % 

구분 매우만족 만족 불만족 매우불만족 

제조업 27.3 72.7 0.0 0.0

건설업 40.0 40.0 20.0 0.0

도소매업 20.0 70.0 8.3 1.7

숙박  음식 업 27.9 66.2 5.9 0.0

정보 서비스업 33.3 66.7 0.0 0.0

과학 기술서비스업 18.2 81.8 0.0 0.0

시설 리  지원서비스업 0.0 100.0 0.0 0.0

교육 서비스업 9.1 72.7 9.1 9.1

술/스포츠/여가 련서비스업 36.4 54.5 0.0 9.1

자료: 통계청. 전국소상공인실태조사.

  자금 지원 만족도 조사 결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만족도는 85.2%로 도

소매업과 비슷하고, 과학 기술서비스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산업보다 높

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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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6.  정부 자  지원 만족도, 2013

단위: 개, % 

구분 사례 수
매우
만족 

만족 불만족 
매우
불만족 

제조업 1 0.0 0.0 100.0 0.0

건설업 163 23.9 49.7 19.0 7.4

도소매업 20 25.0 50.0 10.0 15.0

숙박  음식 업 27 22.2 63.0 11.1 3.7

정보 서비스업 18 22.2 55.6 16.7 5.6

과학 기술서비스업 14 14.3 57.1 7.1 21.4

시설 리  지원서비스업 27 22.2 55.6 14.8 7.4

교육 서비스업 51 19.6 54.9 19.6 5.9

술/스포츠/여가 련서비스업 125 26.4 52.8 16.8 4.0

자료: 통계청. 전국소상공인실태조사.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인지도조사 결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건설업과 

예술 관련 서비스업을 제외하고 인지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

보서비스업의 경우 정부의 교육 지원 인지도가 32.5%로 가장 높게 나타

나, 외식업의 교육 지원 인지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된다. 

표 2-37.  정부 교육 지원 인지도, 2013

단위: 개, % 

구분 사례 수 알고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제조업 681 25.8 74.2

건설업 305 23.3 76.7

도소매업 2,189 25.4 74.6

숙박  음식 업 1,990 25.7 74.3

정보 서비스업 252 32.5 67.5

과학 기술서비스업 363 30.0 70.0

시설 리  지원서비스업 228 27.6 72.4

교육 서비스업 423 26.5 73.5

술/스포츠/여가 련서비스업 774 22.1 77.9

자료: 통계청. 전국소상공인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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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자금 지원 인지도 조사 결과, 숙박 및 음식점업 40.2%가 정부의 

자금 지원을 알고 있으며, 정보서비스업이 46.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2-38.  정부 자  지원 인지도, 2013

단위: 개, % 

구분 사례 수 알고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제조업 681 43.3 56.7

건설업 305 39.3 60.7

도소매업 2,189 41.0 59.0

숙박  음식 업 1,990 40.2 59.8

정보 서비스업 252 46.8 53.2

과학 기술서비스업 363 46.6 53.4

시설 리  지원서비스업 228 40.8 59.2

교육 서비스업 423 36.9 63.1

술/스포츠/여가 련서비스업 774 36.3 63.7

자료: 통계청. 전국소상공인실태조사.

 창업상담·컨설팅 사업 인지도 조사 결과, 정보 서비스업이 29.8%가 창업

상담 및 컨설팅 정부 사업에 대해 가장 높게 인지하고 있었으며, 숙박 및 

음식점업은 21.7%만이 ‘알고 있었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술 관련 서비스업과 도소매업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치이다.

표 2-39.  정부 창업상담·컨설  지원 인지도, 2013

단위: 개, % 

구분 사례 수 알고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제조업 681 21.9 78.1

건설업 305 22.6 77.4

도소매업 2,189 21.5 78.5

숙박  음식 업 1,990 21.7 78.3

정보 서비스업 252 29.8 70.2

과학 기술서비스업 363 27.3 72.7

시설 리  지원서비스업 228 22.4 77.6

교육 서비스업 423 23.9 76.1

술/스포츠/여가 련서비스업 774 20.3 79.7

자료: 통계청. 전국소상공인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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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식업의 경우, 정부의 자금 지원, 교육 지원, 창업 상담·컨설팅 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다른 산업에 비해 높았으나, 인지도는 낮은 편인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정부의 지원 사업에 대한 이용 경험은 다른 산업보다 대체로 

높게 나타났으나, 전체 외식업의 20% 내외만 이용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

부의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시키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2.5. 외식산업 관련 법·제도

2.5.1. 외식산업 관련 정책 및 방향 7

  정부의 외식산업 관련 법·제도는 2011년 ｢외식산업진흥법｣ 제정 이후, 

고부가가치 외식산업 육성을 목표로 ｢외식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하

였다. 외식산업 진흥의 주요 정책 방향은 크게, 인프라 확충, 부가가치 창

출, 농어업연계로 구분할 수 있다.

  인프라 확충의 경우 종사자를 대상으로 경영, 서비스, 마케팅 등 기본교

육, 음식, 식재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고숙련 노동력을 배출하고, 경

영전략 수립을 위해 산업 종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산업정보와 통계를 

구축한다.

  부가가치 창출은 문화·관광을 융합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까지의 성

장전략 수립을 위한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농어업과의 연계는 외식, 전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식재료 구매자금 융자 

지원, 거래품목 확대, 품질관리 강화 등을 통해 외식업체와 국내 농산물 생

산자 간 연계를 통해 국내산 식재료 사용 확대 방안을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7 외식산업 관련 정책에 대한 내용은 농식품부 발표 자료들을 이용해 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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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0.  외식산업 육성 련 정책 산추이
단위: 백만 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년 
계획

우수 외식업지구 육성 - - - 1,200 3,120 3,120

한식세계화 10,000 24,100 31,150 21,949 19,150 12,639

식품·외식종합자 10,000 13,200 70,000 160,000 167,500 147,500

식품·외식정보분석 2,500 1,445 1,272 1,444 1.672 1.672

합계 22,500 38,745 102,422 184,593 189,772 163,261

주: 우수 외식업지구육성사업은 2013년 이후, 외식산업 육성으로 통합.

자료: 농식품부, 각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그림 2-7.  외식산업 육성 정책 방향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2008년 농림수산식품부의 출범 이후, 외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화, 농업과의 연계를 통한 국내산 식재료 이용 제고 등을 목표로 외식산업 

육성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최지현 2012). 이후 추진된 외식산업 

육성과 관련한 주요 세부 사업들을 보면, 2008년에는 한식세계화 사업, 

2009년에는 식품외식종합자금 사업과 식품 외식정보분석사업, 2012년 우

수외식업지구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2013년 외식산업 육

성을 위한 사업으로 통합되었다. 

  예산 집행 추이를 보면, 2009년 225억 원에서 예산 규모가 크게 증가하

여 2011년에는 1,024억으로 책정된 이후, 2012년에 1,846억 원, 2013년에 

1,897억 원의 예산이 집행되어, 외식산업 육성에 대해 정부가 중요하게 인

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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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식품· 외식종합자 사업 

  식품산업진흥법과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식품·외식종합자금사업은 식품 제조·가공업체(신선편이업체, 전통발

효 제조·가공업체, 유기가공식품업체 등 포함)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안

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현대화 및 개·보수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생산업체와 중소업체의 결합(공동 출자/ 전략적제휴/ 농어업인 경영형)

을 통한 기업 육성을 통해 농어업인의 소득향상 및 부가가치 창출이 목적

이다. 또한 수입산 원료 사용 비중이 높은 식품 소재 산업의 농업과의 연

계를 통해 국내산 농산물 유통 및 가공원료 매입 지원을 통해 농산물 수급

조절과 가격안정화, 농가 판로 확대를 통한 수입안정화, 식품산업과 연계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15년까지 농식품 시설현대화 지원업체를 200개

소 육성, 외식업체 육성지원 사업을 통한 30개의 업체 육성,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300개소 육성, 가공원료 매입자금 지원을 통해 지원하는 업체의 

평균 매출액 증가율 5% 달성을 성과 목표 및 지표로 하고 있다.

표 2-41.  식품·외식종합자 사업 성과목표  지표

단위: 개소

성과지표
’14
목표

최근 3개년 실 지표
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시설 화 지원업체 수 17 24
익년 
3월

’14년 지원업체 개소수

농공상 융합형 
소기업 지원업체 수

3 17
익년 
3월

’14년 지원업체 개소수

외식업체육성 지원업체 수 6 13
익년 
3월

’14년 지원업체 개소수

가공원료매입지원업체당 
평균 매출액 증가

 5%
익년 
3월

측정연도 매출액/ 년도 

매출액 x 100- 100

자료: 농식품부. 각 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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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우수외식업 지구 육성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사업은 2013년 이후 외식산업 육성으로 통합되었

다. ｢외식산업진흥법 제14조(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 등)｣와 ｢외식산업진흥

법 제7조(외식산업 전문 인력 양성)｣에 근거한 사업으로, 외식산업 교육인

프라 구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외식업 종사자 대상의 교육과 전문성 

향상을 도모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우수 음식점 집중 지역에 경영개선, 

공동마케팅, 식재료 공동구매 지원을 통해 선진 외식문화 지구를 조성하

여, 외식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농어업과의 연계를 통해 관련 산업들의 동

반성장을 추구한다.

  전문 인력 양성 부문의 사업대상자는 외식 관련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다양한 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교육·연구기관 및 외식 관련 비

영리 법인이면 자격 요건에 해당하며, 우수 외식업 지구 조성 부문의 대상

자는 지방자치단체, 시·도 지정 우수 외식업 지구 등으로 시·도지사가 지

정한 우수 외식업 지구이면 자격 요건에 해당한다.

  외식 전문 인력 양성은 외식 관련 창업·경영과 같은 기본교육과 함께 위

생교육을 위해 외식메뉴·식재료 등의 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교육사업을 수

행한다. 우수 외식업 지구 육성은 경영·조리·서비스 분야의 종사자 교육과 

경영개선, 마케팅·홍보, 농어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사업을 시행한다.  

다.  식품· 외식정보분석

  식품·외식정보분석사업은 한  교육·통계·정보·평가·컨설팅 등 식품산업 

기초 인프라 지원을 위해 관련 정보를 수집 및 구축하여, 해당 정보가 필

요한 식품·외식업체 종사자, 정책 입안자에게 제공하여 식품산업 발전 전

략을 구축하기 위해 2009년에 시작된 사업이다. 

  2014년 전체 예산은 약 167억 원으로 통계·정보 수집이 2억 7천만 원, 

식품 및 소비자 조사와 정보 분석 고도화가 각각 3억 5천만 원, FIS 운영 

및 사업관리 예산이 1억 7천만 원가량이며, 해당 사업은 보조가 1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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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외식 관련 법·제도 현황

  프랜차이즈와 같이 규모가 있는 기업체와 함께 일반음식업체들은 열악

한 산업 환경과 조건에서 경쟁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외식산업의 질적 

성장을 이룩하고자 외식산업의 육성과 지원하기 위한 외식산업진흥법을 

제정하며 외식산업의 성장 및 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

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식산업 내의 창업 및 운영과 관련

한 법 및 제도의 개선점이 요구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우리나라의 외식산

업 관련 주요 법·제도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한다.8 

가.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외식업체 경영주가 구입하는 농산물의 구입금액 

중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하고,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제도이다

(부가세시행령 제62조 1항). 외식업의 경우에는 국내산 농·수·축·임산물이 

면제 대상이며, 이들을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이를 공제하지 않고 매출세

액을 그대로 납부하면 누적과세로 인해, 매출 이상의 과도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점 방안으로 나온 제도가 의제매입세액공제

이다. 

  공제율에 의하여 결정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의 추이를 보면, 1997년 

7월 시행규칙 개정 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10/110(9.1%)으로 시행되었

다. 1984년 5월 4.76%로 세액 공제율이 낮아졌으며, 2007년 1월에는 

5.66%로 상승하였다. 2009년에는 세액 공제율의 대상을 구분하여 규정하

였는데, 개인사업자 8/108(7.41%), 법인사업자가 6/106(5.66%), 유흥업소가 

상대적으로 낮은 4/104(3.85%)이다. 

8 최규완(2012). 외식업 창업·운영 관련 법령·제도 개선 및 창업 성공률 제고방안 

연구의 결과를 주로 참고하여 분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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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세액 공제율

1977년 7월 10/110 (약 9.09%)

1984년 5월 5/105 (약 4.76%)

1994년 1월 3/103 (약 2.91%)

2000년 3월 5/105 (약 4.76%)

2002년 1월 5/105 (약 4.76%)

2002년 1월 3/103 (약 2.91%)

2005년 3월 5/105 (약 4.76%

2007년 1월 6/106 (약 5.66%)

2009년 1월 
개인 8/108(약 7.41%), 법인 6/106(약 5.66%),

유흥업소 4/104(약 3.85%;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함)

업종 원칙 공제율  용율 비고

과세 유흥장소 매입가액 × 3/103 매입가액 × 4/104 2010. 4. 1 이후

음식업종(법인) 매입가액 × 3/103 매입가액 × 6/106

음식업종(개인) 매입가액 × 3/103 매입가액 × 8/108

일반업종 매입가액 × 2/103 매입가액 × 2/102 소제조업 4/104

표 2-42.  세액 공제율 변화 과정

자료: 유희경(2013). 외식업의 부가가치세 현황과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의 개선방안.

표 2-43.  업종별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2014년 개정

자료: 구원일(2014).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에 따른 외식기업의 영향도에 관한 연구.

나.  간이과세제도9 

  현재 우리나라는 용역 또는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가 거래 상대에게 부가

가치세를 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용역 또는 재화를 공급받은 사업

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당사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의 수수와 장부의 비치 및 기장10이 반드시 필요하다(홍재필 2014).

9 홍재필(2014).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를 참

고하여 작성함.
10 네이버 지식백과, ㈜영화조세통람의 정의에 의하면 “기장이란 기업의 활동에 

따라 자산·부채·자본의 변화를 가져오는 경제적 사건을 일정한 장부에 기록·계

산·정리를 말함. 세법에서는 기업의 거래나 행위에 대하여 그 세목(稅目)에 대

한 과세 대상의 파악과 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일정한 장부에 기재하여 비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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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부가가치율

2012년 이 2013년 이후

1. 기·가스·증기  수도사업 20% 5%

2013.1.1.

부터 용 

2, 소매업 15%

10%  재생용 재료수집  매업 20%

  음식 업 30%

3. 제조업 20%

20%  농업·임엄  어업· 숙박업 30%

  운수  통신업 40%

4. 건설업, 부동산임 업  그 밖의 서비스업 30% 30%

  그러나 영세사업자는 세제에 대한 미숙 내지 행정적인 지식 부족으로 법

에서 요구하는 각종 의무의 이행에 한계가 있어, 부가가치세법의 목적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례를 인정하여 도입한 것이 간이과세제도이다. 

  현재 연간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인 영세 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수

수 면제, 세금계산 간소화 등 납세 절차를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

원하고 있으며,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세액은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

×부가가치세율(10%)이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아래의 표와 같다. 음식점

업의 부가가치율은 2012년 30%였으나 2013년 이후 10%로 개정되었다.

표 2-44.  업종별 부가가치율 

 자료: 홍재필(2014).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당해 연도 신규개시사업자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

정 규모 미만인 사업자가 매출액 등 수입이나 경비지출 또는 고정자산의 증감

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간편 장부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

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장부의 비치, 기장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자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그 외의 자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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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가건물 임 차보호법11

  법률적 해석에 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란 “상가건물 임대차보

호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

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부동산 업주 또는 건물주의 부당한 처사로부터 영세 임차인들을 보호하

고 불합리하게 임대료를 올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2001년 제정된 해당 법

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

는 경우는 제외한다(서울 3억 원, 수도권 과 억제권역 2억 5,000만 원, 광

역시와 수도권 과 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이 1억 8,000만 원, 그 밖의 지역 

1억 5,000만 원).

  해당 법의 주요 내용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 임대인은 임

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1개월 전 사이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한 

권리,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 지정 등을 통해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에 대한 보호를 목

적으로 하고 있다(두산 백과, 법률용어).

라.  음식 업 창업 신고제도 

  1998년 식품업체 진입 규제 완화 정책과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음식

점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신규영업자가 6시간의 

사전 위생교육(식품위생법 제27조)을 실시한 후 위생교육필증과 함께 보건

증, 임대차계약서를 갖춰 세무서에 신고하면 음식점 신규영업 신고의 법적 

절차가 완료된다. 

  관련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사)한국음식업중앙회, 한국휴게음식

업중앙회, (사)대한제과협회,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한국유흥음식업 중앙

회 등 관련 업종의 협회 및 단체 중심이다(김기영 외 2011).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된 이후, 일정 기준을 갖춘 자는 누구든지 외

11 두산백과, 법률용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정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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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업에 진입이 가능해지면서, 정년퇴직, 실업자등에 따른 생계형 창업이 

늘어났다. 실제 통계청 조사결과에 의하면 2012년 기준 음식점 및 주점업 

사업체 수는 약 62만 개로 인구 80명당 음식점 1개소로, 우리나라 음식점

업의 과당경쟁을 여실히 보여준다. 

  반면, 제대로 된 교육과 준비 없는 무분별한 창업으로 폐업하는 업소 비

중이 상당히 높다. 2013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신규 창업 

자영업이 약 99만 4천 개, 폐업 자영업이 약 84만 5천여 개에 달해, 85%의 

폐업률을 보였으며, 이 중 음식점업의 페업률은 94%로 자영업 폐업률 중 

가장 높다. 



외식산업 경쟁력 결정 요인 선정  제3장

  본 장에서는 외식산업 경쟁력 결정 요인을 선정하였다. 최근 경쟁력 분

석이 상품 혹은 기업의 경쟁력에서 산업 및 국가로 확대 적용되기 시작하

였는데(홍현표 외 2006), 이러한 분석의 기초가 되는 것이 마이클 포터

(1990)의 다이아몬드 모델이다. 외식산업 경쟁력 결정 요인 선정을 위해, 

Poter(1990)의 다이아몬드 모델에 기초한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5가지의 

결정요인(생산요소조건, 수요조건, 기업의 전략, 구조 및 경쟁양상, 관련 및 

지원 산업, 정부 역할)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5가지의 결정 요인들은 개별적으로 산업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기

도 하나, 서로 연관된 하나의 요인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Porter(1990)

는 국제경쟁력의 기초는 기업이며, 기업이 이루는 산업의 구조가 궁극적으

로 경쟁력을 결정하기 때문에 개별 산업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

다고 하였다. 따라서 특정 산업의 경쟁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해당 산업

에 미치는 영향과 요인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산업경쟁력의 측정지표를 객관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경쟁력을 측정하는 

데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 및 산업경쟁력을 분석하는 기관의 지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외식산업에 맞는 지표를 선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할 외식산업 경쟁력 지표는 포터의 다이아몬드 

모델에 기초하여 외식산업 경쟁력 결정요인 5대 분야와 하위 결정요인 14

개 부문, 세부 결정요인 53개로 선정하였다. 

  외식산업 경쟁력 결정요인 14개 부문, 세부 결정요인 53개는 세계 주요 

국가들의 경쟁력을 비교 분석하는 기관 지표를 활용하였는데, 국가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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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인(5  분야) 하  결정요인(14개 부문)

생산요소조건 인 자원, 자본, 연구개발

수요조건 국내외 시장규모, 소비자인식, 소비자 근성

기업의 략, 구조  
경쟁양상

경 체 략, 경 체 구조, 경쟁양상

련  지원 산업 방 련 산업, 후방 련 산업, 기타

정부 역할 직  향, 간  향

을 측정하기 위한 주요 측정지표로 경제성과, 정부와 기업의 효율성, 사회

기반시설의 4대 분야, 20개 부문, 331개 지표를 사용하는 IMD와 국가경쟁

력을 측정하기 위한 주요 지표로 제도, 인프라, 거시경제 안정성, 보건 및 

기초 교육 등 12개 부문, 110개 항목으로 구성된 WEF를 이용하였다.

  또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외식산업의 세부 결정 요인에 적용 가능한 요

인을 도출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용하고자 연구원 및 학계, 외식산업 관

련 단체 및 언론계, 정부 등 유관 기관의 외식산업 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전

문가 및 외식업체 간담회를 활용한 외식산업 경쟁력 하부요인을 선정하였다.

  결정요인 5대 분야는 생산요소조건, 수요조건, 기업의 전략, 구조 및 경

쟁양상, 관련 및 지원 산업, 정부 역할이며, 생산요소조건은 인적자원, 자

본, 연구개발이며, 수요조건은 국내외 시장규모, 소비자인식, 소비자 접근

성, 기업의 전략, 구조 및 경쟁양상은 경영체 전략, 경영체 구조, 경쟁양상, 

관련 및 지원 산업은 전후방 관련 산업, 정부 역할은 직접적인 영향과 간

접적인 영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3-1.  외식산업 경쟁력 결정 요인 5  분야  14개 부문

1. 생산 요소조건

  생산 요소조건은 3개의 하위 결정요인과 17개의 세부결정요인으로 구성

되어 있다. 생산 요소조건은 외식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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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으로서 경쟁에 필수적 요소인 인적자원, 자본, 지식 등을 창출하고 개

선하는 능력에 따라 외식산업 경쟁력이 좌우된다. 

  인적자원은 일반적으로 국가, 산업, 기업체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제고시

키는 데 가장 필수 자원이며, 갈원모(2005)는 인적자원 개념은 노동활동을 

제공할 의사가 있고, 실제로 그 능력을 가지고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제

활동인구로 범위를 한정하였다. 

  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노동의 양과 질 모두 중요하나, 외식산

업의 경우 전문적인 인적 자원 이외에 단순한 일을 하는 인적 자원이 혼재

되어 있기 때문에 외식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적자원을 세부 결정요인

으로 선정하였다. 

  인적자원 중 ‘직원의 업무 생산성’, ‘직원의 근무시간’은 일정 시간 동안 

투입된 노동량과 그 성과인 생산량을 뜻하는데, 종사자들의 숙련도와 서비

스 습득 능력, 업무의 이해능력 등이 모두 포함되는 지표이다. ‘직원의 재

교육(보수교육)’, ‘외식 관련 전공’, ‘직원의 숙련도’ 등 직원의 교육 및 전

문성과 관련된 요인들은 산업을 성장시키는 요인이며, ‘직원 중 파트타임 

비중’, ‘고용 안정성’은 직원의 구성요소와 관련된 요인들로 산업 성장 및 

안정성의 저해 요인이 되기 때문에 세부 결정요인으로 선정하였다. 

  자본은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지에 대한 측

정이 가능한 하위 결정요인이다. ‘업체의 자본력’, ‘대출 및 자금 유동성’, 

‘업체의 부채 비중’ 등 재무와 관련된 요인들은 산업을 성장시킬 수도 있

고, 퇴출 등으로 인해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업체의 매출액 대비 

순이익’, ‘매장 임대료’, ‘임금 수준’은 해당 산업을 유지 및 발전시키는 결

정요인이며, 해당 산업의 발전은 투자로 인해 나타나는데, 비용이 높으면 

순이익이 적어 투자가 어려워지거나, 순이익이 높을수록 투자 여력도 생겨 

해당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 

  연구개발은 초기 비용이 발생하나, 궁극적으로 생산원가에서 상대적 우

위를 확보하게 되고, 질적 측면에서 차별화가 나타나 결국 경쟁우위에 있

게 된다(Poter et al. 2007). ‘신규 메뉴 개발을 위한 지출’, ‘독창적이고 고

유한 레시피 보유 및 개발’은 소비자의 트렌드 다양화, 소득 수준 향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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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결정요인 IMD WEF 선행연구

인
자원

직원의 업무 
생산성

-Labor 
productivity

-Pay and 
productivity 

-노동생산성

직원의 근무시간 -Working hours
-Capacity for 
innovation

-

직원의 
재교육(보수교육)

-Employee 
training

-Extent of staff 
training 

-직업 훈련

외식 련 공
-University 
education

- -

직원의 숙련도 -Skilled labor - -

직원  트타임 
비

-Part-time 
employment 

-Quality of the  
educational system

-

고용 안 성 -
-Hiring and firing 
practices 

-

자본

업체의 자본력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
-회사의 
 총자산

출  자  
유동성

-Financial card 
transactions

-Ease of access to 
loans

-

업체의 
부채 비

-Corporate debt - -

업체의 매출액 
비 순이익

- -
회사의 매출액 
비 순이익

매장 임 료 -Office rent - -

임  수

-Remuneration 
of management
-Remuneration 
spread

-Pay -노무비 단가

인한 고급화, 고급 식자재의 사용 요구 증가 등으로 기술 개발에 대한 비

용이 상승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용 상승은 초기에는 경영에 부담을 주나, 

궁극적으로 산업을 유지시키거나 발전시킬 수 있다. ‘신규 메뉴에 대한 활

용도’는 외식산업 메커니즘의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고 ‘시설 투자’는 생

산비를 절감하거나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표 3-2.  생산 요소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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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결정요인 IMD WEF 선행연구

연구
개발

신규 메뉴 개발을 
한 지출

-Total 
expenditure on 
R&D

-Company spending 
on R&D 

-R&D 투자
-R&D 지출
 수

신규 메뉴에 한 
활용도

-
-Firm-level 
technology 
absorption

-

시설투자 - - -시설투자

독창 인 시피 
보유  개발

- - -

2. 수요조건

  수요조건은 3개의 하위 결정요인과 8개의 세부결정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외 시장규모 중 ‘외식시장 규모’는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결정짓

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시장 규모가 클수록 규모의 경제로 인해 시장의 

효율성이 나타난다. 또한 수요자가 많을수록 산업 관련 정보가 확대되고, 

투자와 진입이 활발하게 되어 결국 산업의 질적 성장에 도움이 된다. ‘업체

의 해외시장 진출 정도’는 해외시장에 진출할수록 해당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최근 FTA로 시장 개방 속도가 빨라 기업의 해외

진출도 증가하고 있어 경쟁의 범위가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소비자 인식은 시장 수요의 특징을 반영하는 요인이다. ‘소비자의 업체

에 대한 만족도’, ‘소비자의 업체에 대한 신뢰도 및 충성도’, ‘소비자에게 

일관된 맛 제공’은 업체의 지속적인 수입을 보장하는 요인이다. 또한 박근

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외식업계 종사자들이 소비자의 기대 수준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만 경쟁력

을 가질 수 있다. 

  소비자의 접근성이 높을수록 소비 빈도가 높기 때문에 경쟁상대보다 우

위를 점할 수 있다. 외식업체는 소비자가 직접 방문하기 때문에 업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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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결정요인 IMD WEF 　선행연구

국내
외시
장규
모

외식시장 규모
-Household 
consumption 
expenditure

-Domestic 
market size

-시장 규모

업체의 
해외시장
진출 정도

-Export of goods
-Foreign 
market size

-해외시장 
 진출

소비
자 
인식

소비자의 
업체에 
한 만족도

-Customer 
satisfaction

-
-유명 랜드 
-선호도

소비자의 
업체에 한 
신뢰도  
충성도

-Credibility of 
managers

-
-기업에 한 
신뢰도

식품안 에 
한 소비자 
인식

- -
-안 성에 
 한 인식

소비자에게 

일 된 맛 제공
- - -

소비
자
근
성

소비자의 업체 
근성

-Access to 
commodities

- -

소비자의 
업체에 한 
정보 획득

- -
-상품에 
한 정보

의 편리성(‘소비자의 업체 접근성’)과 관련 정보 획득은 외식산업의 성장을 

결정짓는 요인이 된다. 또한 과거에는 TV나 신문 등과 같은 일방적인 정

보 제공에서 최근에는 SNS, 스마트 폰 어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매체를 통

해 양 방향의 정보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쉽게 정보를 획득

(‘소비자의 업체에 대한 정보 획득’)할 수 있도록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가 경쟁력의 요인이 된다. 

표 3-3.  수요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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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의 전략, 구조 및 경쟁 양상

  기업의 전략, 구조 및 경쟁 양상은 3개의 하위 결정요인과 19개의 세부

결정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Porter(1990)는 해당 산업에서의 경쟁력은 산

업 주축을 이루는 주체들의 경영 방식과 조직 특성, 그리고 경쟁우위의 원

천의 융합 결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토지, 자본, 

노동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어도 이를 적절하게 운영하는 것은 경영체 능

력이며, 이러한 능력 차이는 경쟁력 우위로 나타난다. 

  경영체 전략은 변화하는 시장 여건에서 자신의 지위를 강화해 갈 뿐만 

아니라 차별화된 관점과 목표를 가지고, 경쟁이 치열한 상황을 극복해 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김병률 외 2009).

  경영체 전략의 세부 결정요인은 11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자의 

의식, 안전 및 환경에 대한 중요성, 경영 능력, 산업의 이해도, 경영 계획 

수립, 숙련된 직원 고용 능력, 직원의 복지, 신메뉴 개발의지, 홍보 노력, 

차별화된 인테리어, 재고 관리 등이다. 

  기업의 성장과 실패는 경영자 의식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기업의 경쟁

력과 산업의 경쟁력을 결정지으며, 경영자가 수요변화를 어느 정도 인식하

는가에 따라 경쟁력의 결정요인이 될 수도 있고, 저해요인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수요 변화와 시장의 트렌드를 반영한 제품을 꾸준히 개발하고 실용

화하고자 하는 노력은 경쟁력 우위를 가지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중소기업의 소비자 요구에 맞춘 차별화된 제품 개발은 대기업과의 경쟁에

서 우위를 갖기도 한다. 

  경영자의 사회적 윤리 의식은 곧 사회적 책임성이다. 최근에는 소비자의 

성숙도가 높아지면서 환경이나 안전성 등을 고려하는 기업은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이미지가 창출되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홍보와 차별화된 인테리어는 동종 업계에서 경쟁 우위를 가지며, 경영체

의 재고 관리는 비용 상승의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경영체의 적절한 재

고 관리는 경쟁력을 높이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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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체 
략

경  능력
-Ease of doing 
business

- -경 략

경 자의 
사회  윤리 의식

-Social 
responsibility

-
-기업의 
 도덕  행동

경 자의 건강, -Health, safety - -

  이러한 경영체 전략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영체 구조가 유

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경영체 전략과 능력이 반드

시 효율적인 운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경영체 구조로 인해 생산비

가 절감되거나, 생산과 판매 등을 포함한 운영의 효율성도 나타나기 때문

이다. 

  경영체 구조의 세부 결정요인은 직원과 경영자 간 업무 효율성, 유대감

과 식재료 공급의 용이성, 규모화 등이다. ‘직원-경영자 간 업무적 효율성’

과 ‘직원-경영자 간 유대감’은 운영의 효율성이며, 업무 효율성이 높을수록 

서비스와 제품의 질이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다. ‘직원-경영자 간 유대

감’은 노동에 따른 비효율성을 낮출 수 있으며, ‘식재료 공급의 용이성’은 

유통 구조의 효율성이기 때문에 원가 절감 및 운영의 효율성 등으로 외식

산업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쟁 양상 중 ‘신규업체 및 동종업체 진입’, ‘외식산업의 지역 집중도’는 

해당 산업 내에서 경영체 간 경쟁을 촉진시키며, 경쟁 심화는 변화와 개선

에 대한 유인책이 될 수 있다.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과 관련한 ‘IT 활용

능력’은 급변하는 사회에서 해당 산업의 변화를 나타내는 경쟁력 요인이

다. 최근 전자상거래가 확대되면서 유통비용 절감으로 인해 경영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수록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

폰 보급대수가 3,500만대를 넘어서면서 정보 획득 방법이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IT 활용 능력이 미래의 산업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표 3-4.  기업의 략, 구조  경쟁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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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 환경에 한 
의지

and environmental 
concerns

경 자의 산업에 
한 이해도  
경험

- -
-시장과 경쟁 
원리의 이해
-노하우

경 계획 수립
-Adaptability of 
 companies

- -

숙련 직원 
고용 능력

- -
-가공인력 숙련 
직원 확보 용이

직원 복지에 
한 인식 

- -
-직원복지
-노동자 련보험 
도입 실태

신메뉴 개발에 
한 의지

-
-Nature of 
competitive 
advantage

-

홍보 노력 -
-Extent of 
 marketing

-

차별화된 
인테리어

재고 리

경
체 
구조

직원-경 자 간 
업무 효율성 

- -
-기업 조직의  
 효율성

직원-경 자 간 
유 감

- -
-기업 조직의 
 유연성

식재료 공 의 
용이성

- -
-원재료공 자의 
경쟁구조

업체의 규모화 
정도

-Large, midium, 
or small-sized 
 corporations

- -

경쟁
양상

신규업체  
동종업체 진입

-Creation of firms - -

외식산업의 지역 
집 도

-
-Intensity of 
local 
 competition 

-

IT 활용능력
(컴퓨터, 인터넷, 

SNS)

-Computers in 
use
-Internet users

-Internet users 
-Mobile phone 
 subscriptions

-PC 보유 상황

식재료 구입의 
자상거래 비율

- -
- 자상거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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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
산업

농수축산업의 
공  능력

-Value 
system

-Local supplier 
quality 
-Local supplier 
quantity

후방 련 
산업 
생산규모

반가공  처리 
공  능력

식자재 조달을 
한 공동구매  
공 망 구축

방
산업

  
호텔산업과의 

력

-Value 
system

-Production 
process
 sophistication

방 련 
산업 경쟁력

기타
유통  매 
경로의 다양성 

-
-Value chain 
breath

-

4. 관련 및 지원 산업 

  해당 산업이 전·후방 산업 및 서비스 산업과 같은 연관 산업이 발전되고 

경쟁력을 갖춘다면 이는 해당 산업 경쟁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리적 인접함과 같이 관련 산업 간 집적화와 긴 한 관계, 매끄러운 피드

백이 가능한 알고리즘 구축이 중요하다(김병률 외 2009). 

  외식산업의 연관 산업은 ‘농수축산업의 공급 능력’, ‘반가공 및 전처리 

공급 능력’, ‘식자재 조달을 위한 공동구매 및 공급망 구축’과 같은 후방산

업과 ‘관광 및 호텔산업과의 협력’과 같은 전방산업들이 있으며, 이들 산업

과의 연계 강화는 외식산업 경쟁력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

한 ‘유통 및 판매 경로의 다양성’은 유통 비용을 줄이고,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는 요인이며, 효율적인 판매 방법의 다변화는 이윤 상승으로 나타

나기 때문에 세부 결정요인으로 선정하였다. 

표 3-5.  련  지원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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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향

정부의 외식산업 
지원 정책

-Government 
subsidies 

-Provision of 
government 
services for 
improved business 
performance

-정부 지원

정부의 외식산업 
정책 합리  집행

-Public 
finance

-Government 
surplus/deficit

정부의 외식산업 
산 집행의 
투명성

간   
향

정부의 외식산업 
활성화를 한 
제도 개선

-Efficiency of legal 
 framework in 
challenging 
regulations 

5. 정부 역할

  정부의 역할은 산업경쟁력 및 구성원들의 후생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

에 자유경쟁시장에서도 필수적이다. 과거의 일방적인 정부 역할보다는 경

제발전과 시장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 

  산업경쟁력의 결정요인 중 정부 역할은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

으로 구성된다. 정부의 직접적인 영향은 외식산업 지원 정책과 예산 규모 

및 합리적 집행과 투명성이다. 외식산업 지원 정책과 예산 규모, 집행의 투

명성은 외식산업의 성장과 발전의 중요한 요인이나, 예산과 노력이 산업성

장과 무조건 비례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시의적절하게 집

행되는지가 중요한 요인이 된다. 

표 3-6.  정부 역할

  정부의 간접 영향은 ‘정부의 외식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다. 다

양한 환경변화와 외식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 정책집행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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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높을수록 외식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한 외식산업의 당면 과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정부의 역할은 순기능

을 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 시 타당성 여부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외식산업 경쟁력 결정요인 및 저해요인 분석  제4장

  본 장에서는 외식산업 경쟁력 결정요인과 저해요인을 분석하였다. 외식

산업 경쟁력 결정요인은 외식업체의 소규모와 중·대규모, 전문가를 중심으

로 비교 분석하였으며, 전체 외식산업 경쟁력 저해요인은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외식업체와 전문가를 가중 평균하여 분석하였다. 가중 평균은 전문가 

의견이 외식업체 3개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가중치 0.351을 

적용하였으며, 외식업체는 0.649를 적용하였다. 또한 소규모와 중·대규모 

가중치는 2012년 외식업체 규모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가중 평균하여 소규

모는 0.327, 중·대규모는 0.322를 적용하였다. 

1. 외식산업 경쟁력 결정요인 분석

  본 절에서는 외식산업의 경쟁력 결정요인의 중요도, 현실-최적 수준과의 

격차에 대하여 외식업체를 규모별로 분석하였다. 외식산업 경쟁력 결정요

인을 분석하기 위해 규모별 외식업체 150개소와 전문가 27명(학계, 업계, 

정부 및 유관기관, 언론계 등)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다. 

  외식산업 경쟁력의 중요도는 세부 결정요인 53개가 외식산업 경쟁력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5점 척도(‘매우 약함’ 1, ‘약함’ 2, ‘보통’ 

3, ‘강함’ 4, ‘매우 강함’ 5)를 평균하였으며, 외식산업 경쟁력 결정요인의 

현재 수준과 최적 수준과의 격차 분석은 11개 척도를 기준으로 하였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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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수준을 5로 하고 현재 수준이 최적 수준보다 낮으면 0~4를, 높을 경우 

6~10을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현재 수준과 최적 수준과의 격차는 절대값들

의 평균이다. 외식업체 규모는 소규모의 경우 종업원 수가 5인 미만의 사

업체, 중·대규모는 5인 이상 사업체로 구분하였다. 

1.1. 외식산업 경쟁력 5대 분야 결정 요인

  외식산업 경쟁력 5대 분야 중요도 분석결과, 소규모 외식업체와 중·대규

모 그룹은 ‘기업의 전략, 구조 및 경쟁양상’이 각각 3.50, 3.58로 외식산업 

경쟁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수요조건’

의 중요도가 각각 3.49로 나타났으며, ‘생산요소조건’, ‘관련 및 지원 산

업’, ‘정부역할’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문가 그룹은 ‘수요조건’의 중요도가 4.03으로 외식산업 경쟁력

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 ‘정부조건’이 3.85, 

‘생산 조건’, ‘기업체 관련 조건’, ‘관련산업 조건’ 요인의 중요도가 3.83로 

나타나, 외식업체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수준과 최적 수준의 격차의 경우, 소규모와 중·대규모 그룹들은 요

인별 격차 수준이 상당히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나, 전문가 그룹은 상대적

으로 외식업체 그룹과 비교하여 현실-최적 격차 수준이 다소 낮았다. 소규

모와 중·대규모 그룹은 ‘정부의 역할’이 각각 2.52와 2.58로 현실-최적 수

준 격차가 가장 크다고 평가하였으며, ‘관련 및 지원산업’, ‘생산요소조건’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그룹은 ‘관련 및 지원 산업’ 요인의 격차가 1.81

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 역할’(1.70), ‘생산요소 조건’(1.65), 

‘기업의 전략, 구조 및 경쟁양상’(1.47), ‘수요조건’(0.86)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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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결정요인
요도 실-최  격차

소규모 · 규모 문가 소규모 · 규모 문가

생산요소 조건 3.37 3.41 3.83 1.64 1.62 1.65

수요 조건 3.49 3.49 4.03 1.49 1.40 0.86

기업의 략, 
구조  경쟁 
양상

3.50 3.58 3.83 1.41 1.48 1.47

련  지원 
산업

3.15 3.08 3.83 1.70 1.73 1.81

정부 역할 2.89 2.89 3.85 2.52 2.58 1.70

표 4-1.  외식산업 경쟁력 결정요인 5  분야

그림 4-1.  규모별  문가의 외식산업 경쟁력 결정요인 5  분야 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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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규모별  문가의 외식산업 경쟁력 결정요인 5  분야 실-최  격차

  외식업체의 규모별 및 전문가 그룹의 14개 하위 결정요인 분석결과, 소

규모와 중·대규모 외식업체 모두 수요조건의 ‘소비자 인식’이 외식산업 경

쟁력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인식’은 외식업체

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 신뢰도, 충성도 등 소비자의 외식업체에 대한 이

미지인데, 결국 소비자 인식이 외식산업 경쟁력에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문가 그룹은 정부 역할의 ‘간접영향’이 외식산업 경쟁력

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5대 분야에서 외식산업 경쟁력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전

략, 구조 및 경쟁양상’ 분야에서는 ‘경영체 전략’, ‘경영체 구조’가 ‘소비자 

인식’ 다음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외식업체

의 경우 식재료의 공급과 관련된 후방산업이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중·대규모 외식업체는 연구개발이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

가 그룹은 ‘경영체 전략’, ‘경영체 구조’, ‘경쟁양상’ 순으로 나타났으나, 상

대적으로 외식업체보다 외식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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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결정요인

요도 실-최  수  격차

소규모 규모 문가 소규모 규모 문가

순 순 순 순 순 순

인 자원 3.43 6 3.37 6 3.26 14 1.50 9 1.59 9 2.33 1

자본 3.46 5 3.48 5 3.78 10 1.68 7 1.62 8 2.02 3

연구개발 3.13 9 3.35 7 4.00 3 1.83 5 1.67 6 1.70 4

국내외시장규모 3.02 11 3.03 11 3.89 7 1.91 4 1.84 5 1.69 5

소비자인식 3.71 1 3.70 1 3.96 4 1.37 11 1.27 13 1.68 6

소비자 근성 3.50 4 3.53 4 3.79 9 1.33 13 1.20 14 1.54 8

경 체 략 3.60 2 3.68 2 3.90 6 1.37 12 1.46 11 1.54 7

경 체구조 3.57 3 3.62 3 3.81 8 1.26 14 1.40 12 1.44 9

경쟁양상 3.15 8 3.26 8 3.95 5 1.67 8 1.62 7 1.43 10

후방산업 3.39 7 3.24 9 3.43 13 1.38 10 1.53 10 1.35 11

방산업 2.49 14 2.64 14 4.34 1 2.59 2 2.22 3 0.67 13

기타 3.09 10 3.04 10 3.61 12 1.79 6 1.85 4 0.67 14

직 향 2.87 13 2.86 13 3.72 11 2.49 3 2.54 2 1.00 12

간 향 2.97 12 3.00 12 4.26 2 2.59 1 2.73 1 2.19 2

  현재 수준과 최적 수준과의 격차 분석 결과, 소규모 외식업체와 중·대규

모 외식업체는 정부 역할 중 간접 영향인 ‘정부의 외식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현재 수준과 최적 수준과의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도 개선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그룹은 생산요소 조건의 현실-최적 수준 격차가 큰 것으

로 평가하였는데 ‘인적자원’이 14개 하위 결정요인에서 가장 격차가 큰 것

으로 나타났으며, ‘자본’과 ‘연구 개발’요인들의 격차도 큰 것으로 평가하

였다.

표 4-2.  외식산업 경쟁력 14개 하  결정요인 분석 결과

  외식산업 경쟁력 14개 하위 결정요인 분석 결과, 외식업체 그룹(소규모, 

중·대규모)과 전문가 그룹의 하위 결정요인의 중요도 평가는 비슷한 양상

으로 나타났으나, 현실-최적 수준 격차에 대한 평가가 다소 상반되게 나타

났다. 세 그룹의 중요도 평가 결과, ‘수요조건’과 ‘기업의 전략, 구조 및 경

쟁 양상’부문의 중요도를 높게 평가한 반면, 현실-최적 수준 격차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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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는 생산요소 조건과 의 현실격차가 크며, 정부 역할 및 관련 및 지

원 산업 조건의 현실격차는 작다고 인식하였으나, 외식업체 그룹들은 이들 

조건의 현실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2. 외식산업 경쟁력 14개 하위 결정 요인

1.2.1. 생산요소 조건

  외식업체 규모별 및 전문가의 생산요소 조건 중요도 및 격차 분석을 위해, 

인적·자본·연구개발 부문의 세부 요인 중요도 및 격차를 분석하였다.

가.  인  조건

  외식업체 인적 조건 중요도 분석 결과, 전문가 그룹의 중요도가 가장 높

았고, 중·대규모 외식업체의 중요도가 소규모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

다. 중·대규모는 ‘직원 중 파트타임 비중’(3.24)과 ‘직원의 재교육’(3.26), 

‘직원의 숙련도’(3.88)가 소규모보다 중요도가 높았다. 소규모 그룹 역시 

‘직원의 숙련도’(3.86) 요인의 중요도가 가장 높았으며, ‘직원의 업무 생산

성’(3.82), ‘직원의 근무시간’(3.58), ‘직원의 고용안정성’(3.5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는 모든 요인에서 소규모와 중·대규모그룹보다 상대적으

로 중요도가 가장 높았다. 특히 ‘직원의 업무 생산성’(4.26)이 가장 높았으

며, ‘직원의 숙련도’(4.22), ‘직원의 재교육’(4.15) 순으로 나타났다. 

  현실-최적 격차 분석결과 외식업체인 소규모와 중·대규모그룹은 요인별 

비슷한 격차 수준을 보였으나 전문가 그룹은 요인별로 현실-최적 수준 격

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그룹은 ‘직원의 재교육’ 요인의 격차가 

2.37로 가장 높았으며, ‘직원의 외식 관련 전공’이 1.93으로 두 번째로 높

게 나타났다. 반면 ‘직원의 업무 생산성’과 ‘직원의 숙련도’의 격차가 0.96

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중·대규모의 경우 ‘직원의 고용 안정성’ 격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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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으로 가장 높았으며, ‘직원의 외식관련 전공 요인’의 격차가 1.91로 두 

번째로 높았다. 소규모그룹 역시 ‘직원의 외식 관련 전공’이 1.79로 가장 

높았으며, ‘직원의 재교육’이 1.64로 두 번째로 높았다. 

  중요도 분석을 통해 소규모와 중·대규모 그룹은 경영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직원의 생산성과 근무시간 그리고 안전적인 고용 등 양적요소를 중요

하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전문가 그룹은 직원의 교육과 숙련도

에 대한 질적 요소가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최적 격차 분석을 보면 전문가는 외식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들

의 숙련도와 업무 생산성이 적정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한 반면, 외식업체

들은 앞서 조사한 외식산업 실태 및 선행연구 검토에서 제시된 인력 구인

난과 전문성 결여 부문의 현실격차가 크다고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3.  외식업체 규모별  문가의 ‘인 ’ 부문 요도와 격차 

나.  자본

  자본 부문의 중요도 분석 결과 역시 전문가 그룹의 요인별 중요도가 상

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그룹은 ‘업체의 매출액’과 ‘임금 

수준’의 중요도가 모두 4.07로 가장 높았으며, ‘업체의 부채 비중’ 중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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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3.56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는 ‘매장 임대료’(3.87)의 

중요도가 가장 높았으며, ‘임금 수준’이 3.71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난 반

면, 중요도가 가장 낮은 요인은 ‘대출 및 자금의 유동성’(3.08)으로 나타났

다. 중·대규모그룹은 ‘임금 수준’ 요인의 중요도가 3.71로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매장 임대료’가 3.69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세 그룹 모두 ‘임금 수준’ 요인의 중요도가 높게 평가되었으며, ‘업체의 

부채 비중’ 요인은 소규모 3.17, 중·대규모 3.23, 전문가 그룹 3.56으로 그

룹별 중요도 평가에서 가장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최적 격차 분석 결과 소규모 그룹은 ‘업체의 부채 비중’ 요인의 격

차가 1.89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대출 및 자금 유동성’요인이 1.78, ‘업

체의 매출액 대비 순이익’과 ‘매장 임대료’의 격차가 1.75로 높게 나타났

다. 중·대규모 그룹의 격차는 ‘매장 임대료’ 요인이 1.88로 가장 컸으며, 

‘업체의 매출액 대비 순이익’이 1.82로 두 번째로 높았다. ‘업체의 자본력’

이 1.93으로 3그룹 모두에서 가장 높은 격차수준을 보인 반면, ‘업체의 부

채비중’은 0.67로 3그룹 모두에서 격차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6가지 자본의 세부 요인 중  ‘업체의 부채비중’ 요인이 그룹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났는데, 상대적으로 중·대규모 그룹은 업체의 자본력이 소규모보

다는 높아 임금 지급, 임대료, 매출액 대비 순수익과 같은 영업 이익 측면

에서 현재수준과 최적수준의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규모 

그룹은 직원의 수가 작고, 매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보다 현재 

자본과 부채에 대한 압박이 큰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전문가 그룹

은 현재 외식업체의 부채 비중의 현실-최적 격차가 작다고 판단하여 외식

업체와 전문가 간 인식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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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외식업체 규모별  문가의 ‘자본’ 요도와 격차 

다.  연구개발

  연구개발 부문의 4가지 세부요인 중요도 분석 결과, 외식업체의 두 그룹

은 다른 4대 분야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도를 보인 반면, 전문

가 그룹의 중요도는 모든 요인에서 높게 평가되었다. 소규모 그룹은 ‘신규 

메뉴에 대한 활용도’가 3.03으로 중요도가 가장 낮았으며, ‘독창적이고 고

유한 레시피 보유 및 개발’이 3.2로 중요도가 높았다. 중·대규모그룹 역시 

‘독창적이고 고유한 레시피 보유 및 개발’이 3.47로 가장 높았으며, 가장 

중요도가 낮은 요인은 ‘신규 메뉴 개발을 위한 지출’로 3.19의 중요도를 나

타냈다. 전문가 그룹도 ‘독창적이고 고유한 레시피 보유 및 개발’(4.30) 중

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시설 투자’(3.48) 중요도가 가장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연구개발 부문의 현실-최적 격차의 경우 중·대규모 그룹의 격차가 전반

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소규모 그룹의 경우 중요도가 가장 높았

던 ‘독창적이고 고유한 레시피 보유 및 개발’ 요인의 격차가 1.96으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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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나타났으며, ‘신규 메뉴 개발을 위한 지출’ 요인의 격차는 1.88로 두 

번째로 높았다. 중·대규모그룹 역시 ‘독창적이고 고유한 레시피 보유 및 개

발’ 요인의 격차가 1.7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시설 투자’의 요인이 

1.48로 가장 낮은 격차 수준을 보였다. 전문가 그룹은 ‘신규 메뉴 개발을 

위한 지출’ 요인이 2.56으로 격차가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며, ‘독창적이고 

고유한 레시피 보유 및 개발’(2.30) 역시 최적 수준과의 현실 격차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5.  외식업체 규모별  문가의 ‘연구 개발 부문’ 요도와 격차 

  외식업체의 경우 연구개발 중요도가 낮게 평가되었는데, 현재의 연구 개

발 부문의 현실-최적 격차가 지속된다면, 국내 외식산업의 경쟁력 저해 가

능성이 있으므로 정부 및 업체들의 인식 변화가 요구된다. 

1.2.2. 수요 조건

  외식업체 규모별 및 전문가 그룹의 수요 조건 중요도 및 격차 분석을 위

해, 국내외 시장 규모, 소비자 인식, 소비자 접근성을 부문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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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내외 시장 규모

  국내외 시장규모 부문의 2가지 세부요인 중요도 분석 결과, 소규모 그룹

과 중·대규모그룹의 중요도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전문가 그룹의 

중요도는 외식업체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외식시장 규모’는 소규모와 

중·대규모 외식업체 모두 중요도를 3.51로 평가하였으며, 전문가 그룹은 

4.15로 나타났다. ‘업체의 해외시장 진출 정도’ 역시 소규모가 2.53, 중·대

규모그룹이 2.55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전문가 그룹은 3.48로 두 그룹과 

비교해 중요도가 높다고 평가하였다.

  현실-최적 격차 분석 결과, 소규모 그룹과 중·대규모그룹의 요인별 격차 

수준이 비슷하게 평가되었으나, 전문가 그룹은 ‘외식시장의 규모’ 요인의 

격차는 0.26으로 상당히 낮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업체의 ‘해외시장 진

출 정도’는 2.63으로 격차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외 시장규모 부문에서 ‘외식시장 규모’ 요인의 격차는 현재 외

식업체와 전문가 그룹의 외식시장 성숙도 및 경쟁강도에 대한 현실 인식 

격차 차이가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해외시장 진출이 어려운 일반음식점 업주나 국내외 시장 현황 및 지식을 

바탕으로 평가하는 전문가 모두 국내의 외식시장 규모에 대한 중요성은 높

게 평가하고 있으나,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요인은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게 평가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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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외식업체 규모별  문가 그룹 ‘국내외 시장 규모’ 부문 요도와 격차 

나.  소비자 인식 

  소비자 인식 부문의 4가지 세부요인 중요도 분석 결과, 소규모 그룹은 

‘소비자에게 일관된 맛 제공’의 중요도가 3.97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를 제

외한 3개 요인은 모두 중·대규모그룹과 전문가 그룹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

다. 중·대규모 그룹은 소비자 인식 부문 4가지 세부 요인의 중요도 모두 비

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소규모 그룹과 마찬가지로 ‘소비자에게 일관된 

맛 제공’ 요인의 중요도가 3.72로 가장 높았다. 반면에 전문가 그룹은 다른 

두 그룹에서 중요도가 높다고 평가된 ‘소비자에게 일관된 맛 제공’ 요인의 

중요도가 4.07로 가장 낮게 평가되었으며, ‘소비자의 업체에 대한 만족

도’(4.59). ‘소비자의 업체에 대한 신뢰도 및 충성도’(4.56) 요인들의 중요

도가 높게 평가되었다.     

  요인별 현실-최적 격차 분석 결과, 소규모그룹은 중요도가 가장 높았던 

‘소비자에게 일관된 맛 제공’의 격차가 1.71로 가장 컸으며, ‘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1.47로 두 번째로 높았다. 

  중·대규모 그룹은 다른 두 그룹과 비교하여 소비자 인식 부문이 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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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소비자에게 일관된 맛 제공’이 1.35로 가장 

높은 격차를 보였다. 소비자 인식 부문에서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인 ‘소비

자에게 일관된 맛 제공’ 요인이 격차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는데, 이

는 소비자들이 외식업체에 꾸준한 맛을 제공받기를 원하고, 외식업체 역시 

이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나 질 좋은 식재료 공급의 불안정성, 숙련된 

인력들의 구인난 등의 불안정 요소로 현실격차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의 현실-최적 수준 격차는 외식

업체 그룹 간 큰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는 영세한 업체들은 점점 까다로워

지는 위생안전에 대한 정부의 방침과 소비자의 요구수준을 맞추는 데 여전

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문가 그룹의 현실-최적 격차는 외식업체 그룹들과 비교하여 낮게 평가

되었다. 특히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인식’ 요인은 0.15로 가장 낮았으

며, 다른 요인들 역시 격차 수준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격차

가 크다고 평가된 ‘소비자의 업체에 대한 만족도’는 1.04로 다른 두 그룹보

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특히 전문가 그룹은 소비자 인식 부문에서 외식업체들보다 중요도를 높

게 평가하는 반면, 현실-최적 격차가 높지 않다고 평가하여 외식산업에서

의 소비자 인식 부문 평가가 전반적으로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외

식업체들은 소비자 인식 부문의 중요도를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현실

과 최적수준의 격차 역시 높은 것으로 평가하여 두 그룹 간에는 상당한 인

식 차이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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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외식업체 규모별  문가의 ‘소비자 인식’ 부문 요도와 격차 

다.  소비자 근성  

  소비자 접근성의 2가지 세부요인에 대한 중요도 분석 결과, 소규모 그룹

은 ‘소비자의 업체 접근성’의 중요도가 3.54로 ‘소비자의 업체에 대한 정보 

획득’의 3.46보다 높게 나타났다. 중·대규모 그룹은 ‘소비자의 업체에 대한 

정보 획득’이 3.54로 ‘소비자의 업체 접근성’ 3.51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 그룹 분석 결과 ‘소비자의 업체 접근성’의 중요도가 3.56, ‘소비자

의 업체에 대한 정보 획득’은 3.67로 다른 그룹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현실-최적 격차의 경우 소규모 그룹은 두 요인의 격차 모두 1.33으로 나

타났으며, 중·대규모 그룹의 경우 ‘소비자의 업체 접근성’이 1.18, ‘소비자

의 업체에 대한 정보 획득’이 1.23으로 소규모 그룹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보였다. 전문가 그룹은 ‘소비자의 업체 접근성’이 0.70, ‘소비자의 업체에 

대한 정보 획득’이 0.63으로 세 그룹 중 가장 낮은 격차 수준을 나타냈다. 

  영세한 업체들은 지리적으로 인접하거나, 방문이 용이한 소비자에 대한 

의존이 높으나, 중·대규모 외식업체는 SNS, 블로그와 같은 매체를 통해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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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지리적 제약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문가 그룹은 소비자 접근성 부문에 대한 중요성이 높을 뿐만 아니

라 현재 국내 외식산업에서 소비자들의 업체 접근성과 정보를 얻을 수 있

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며 이러한 방법을 통해 외식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4-8.  외식업체 규모별  문가의 ‘소비자 근성’ 부문 요도와 격차 

1.2.3. 기업의 전략, 구조 및 경쟁 양상

  외식업체 규모별 및 전문가 그룹의 기업 전략, 구조 및 경쟁 양상 조건 

중요도 및 격차 분석을 위하여 경영체 전략, 경영체 구조, 경쟁 양상 부문

별 세부 요인들의 중요도 및 격차를 분석하였다.

가.  경 체 략

  경영체 전략 부문의 11가지 세부요인 중요도 분석 결과, 모든 그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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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의 경영 능력’이 소규모 그룹은 3.89, 중·대규모 그룹은 3.88, 전문

가 그룹은 4.59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그룹은 ‘경영자의 건강, 안전, 환경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3.83

으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난 반면, 중·대규모 그룹은 ‘숙련된 직원을 고용

하는 능력’이 3.80로 두 번째로 높았다. 전문가 그룹은 ‘경영자의 산업에 

대한 이해도 및 경험’(4.15)이 두 번째로 높았으며, ‘경영계획 수립’(4.11),

‘경영자의 건강, 안전, 환경에 대한 중요’(4.07), ‘숙련된 직원을 고용하는 

능력’(4.04) 순으로 나타났다. 

  중요도의 정도 차이는 있으나, 소규모와 중·대규모 그룹, 전문가 그룹별 

전반적인 중요도 인식 차이는 크지 않았다. 다만 전문가 그룹의 경우 경영

자의 능력과 대내외적 의식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는 데 반해, 외식업

체는 홍보 및 인테리어, 신메뉴 개발 노력과 같이 세부적인 요소들의 중요

도를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최적 격차 분석 결과 전문가 그룹의 요인별 격차수준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규모 그룹의 경우 ‘신메뉴 개발에 대한 의지’가 

1.69로 가장 높았으며, ‘경영자의 산업에 대한 이해도 및 경험’ 요인의 격

차가 1.62로 두 번째로 높았다. 소규모 그룹 역시 ‘신메뉴 개발에 대한’ 의

지가 1.7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차별화된 인테리어’가 1.57로 두 번

째로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 그룹은 ‘직원 복지에 대한 인식’이 2.26으로 

현실-최적 격차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영자의 사회적 윤리의

식’이 1.96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 반면 ‘차별화된 인테리어’(0.48)와 ‘홍보 

노력’(0.81)의 격차수준은 낮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외식업체의 중·대규모 그룹의 경우, 재고 관리, 인력 고용 등이 소규모 그

룹보다 현실-최적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영세한 업체는 가

족 경영이 많고 상대적으로 재고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

문가는 국내 외식업체 경영진들의 의식, 책임감, 인식 등과 같은 부문에서

의 최적 수준에 현실적으로 못 미치고 있으며, 오히려 외식업체들이 현실 

수준 격차가 높다고 평가한 인테리어나 업체 홍보와 같은 요인들의 수준이 

높다고 평가하여 전문가와 외식업체의 극명한 인식 차이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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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외식업체 규모별  문가의 ‘경 체 략’ 부문 요도와 격차 

  

나.  경 체 구조

  경영체 구조 부문의 4가지 세부요인 중요도 분석 결과, 소규모 그룹과 

중·대규모 그룹, 전문가 그룹의 중요도 인식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 그룹 모두 ‘직원-경영자 간 유대감’과 ‘식재료 공급의 용이성’의 중요

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전문가는 고용자와 피고용자 간 유기적인 관

계와 신뢰 역시 경영에 중요하나, 소비자에게 제품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식재료의 원활한 공급을 더욱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반면 ‘업체의 규모화 정도’의 중요도는 3그룹 모두 낮게 나타났다. 

  현실-최적 격차의 경우 중·대규모 그룹은 ‘직원-경영자 간 유대감’의 격

차가 1.53으로 가장 높았으며, ‘식재료 공급의 용이성’이 1.43으로 두 번째

로 높았다. 소규모 그룹은 대부분 1.25~1.28의 격차를 보였으며, ‘직원-경

영자 간 유대감’이 1.28로 격차가 가장 높았다. 전문가 그룹은 ‘업체의 규

모화 정도’가 2.07로 격차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직원-경영자 간 업무 효

율성’(1.85)이 두 번째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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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체 구조 분석 결과, 세 그룹 모두 ‘직원-경영자 간 유대감’과 ‘식재

료 공급의 용이성’을 외식산업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하였

다. 외식업체의 두 그룹은 이들 요인의 현실-최적 격차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가 그룹은 ‘직원-경영자 간 유대감’이 현실-최적 격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자와 직원 간 효율적 관계 유지는 외식업 실태조사에서 문제로 지적

되었던 직원의 평균 근속 연수, 매장 분위기와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따라서 직원-경영자 관계는 인건비, 고용시간과 연계되는 문제

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외식업체는 ‘식재료의 안정적인 공급’의 현실-최적 격차가 높다고 평가

하여, 안정적인 식재료 공급망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실태조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10.  외식업체 규모별  문가의 ‘경 체 구조’ 부문 요도와 격차 

다.  경쟁 양상

  경쟁 양상 부문의 4가지 세부요인 중요도 분석 결과, 세 그룹의 중요도 

인식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그룹과 중·대규모, 전문가 그룹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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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신규업체 및 동종업체의 진입’이 각각 3.45, 3.58, 3.89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식산업의 지역 집중도’, ‘IT 활용능력’, ‘식재료 구

입의 전자상거래 비율’ 순으로 나타났다.

  현실-최적 격차는 소규모 그룹의 경우, ‘식재료 구입의 전자상거래 비율’

이 1.99로 가장 높았으며, ‘IT 활용능력’이 1.75로 두 번째로 높았다. 중·대

규모그룹은 ‘IT 활용능력’이 1.65로 가장 높았으며, ‘식재료 구입의 전자상

거래 비율’ 요인이 다음으로 높았다. 전문가 그룹은 ‘식재료 구입의 전자상

거래 비율’이 1.8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IT 활용능력’의 격차는 0.44

로 가장 낮았다. 

  전문가 그룹은 우리나라 외식업체들의 IT 활용 수준과 능력을 다소 높게 

평가한 반면, 외식업체 그룹들은 IT 활용능력과 전자상거래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외식업체 실태 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외식업체

들은 시스템 인프라 구축 및 활용에 제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식

재료 공급망 구축과 전후방 산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4-11.  외식업체 규모별  문가의 ‘경쟁 양상’ 부문 요도와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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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관련 및 지원 산업 조건 

  관련 및 지원 산업 조건은 후방산업, 전방산업으로 구분한 후 중요도와 

격차를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중요도 분석 결과 소규모 그룹과 중·대규모 그룹, 전문가 그룹 모두 후

방산업이 중요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소규모와 중·대규모 그룹, 전문가 그

룹 모두 ‘농수축산업의 공급 능력’의 중요도를 각각 3.51, 3.38, 4.04로 가

장 높게 평가하였다. 또한 ‘식자재 조달을 위한 공동구매’는 소규모그룹이 

3.29, 중·대규모 그룹이 3.18, 전문가 그룹이 3.93의 중요도를 나타냈고, 

‘반가공 및 전처리 공급 능력’의 중요도도 소규모그룹 3.16, 중·대규모 그

룹 3.37, 전문가 그룹 3.16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4-12.  외식업체 규모별  문가의 ‘ 련  지원 산업 조건 부문’ 요도와 격차 

  현실-최적 격차를 보면, ‘관광 및 호텔 산업과의 협력’이 소규모 2.59, 

중·대규모 2.22, 전문가 2.33으로 가장 높았으며, ‘유통 및 판매 경로의 다

양성’은 소규모 1.79, 중·대규모 1.85, 전문가 1.70으로 두 번째로 격차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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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방산업인 농축수산물과 반가공 분야의 공급력에 대해 업체가 느끼는 

현실-최적 격차는 외식업체 내에서는 중·대규모 그룹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식

재료 조달의 원활한 공급과 공동구매 등과 같은 방법이 중요하기 때문이

다. 또한 세 그룹 모두 전·후방산업과의 연계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하였

는데, 식재료 공급의 안정과 가격·품질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공급망 구

축, 전방산업과의 효율적 연계를 통한 외식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이 필

요한 것으로 보인다. 

1.2.5. 정부 역할

  정부의 역할은 직접영향, 간접영향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식업체는 

정부 역할의 중요도를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평가한 반면, 전문가 그

룹은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모든 그룹에서 가장 높은 중요도

를 나타낸 요인은 ‘정부의 외식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전문가 

그룹이 4.26, 중·대규모 그룹이 3.00, 소규모 그룹이 2.97로 나타났다. 

  정부 역할의 현실-최적 격차분석 결과, 소규모 그룹은 ‘정부의 외식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2.59, 중·대규모 2.73, 전문가 2.19로 가장 높은 

격차를 보였다.  

  외식업체들과 전문가가 인식하는 정부 역할의 중요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외식업체들은 5대 조건 중 정부 역할의 중요도를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 또한 외식업체들은 현재 정부의 외식 관련 정책이 상

당히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데 반해 전문가 그룹은 외식업체들

보다는 상대적으로 정부 역할의 현실-최적 격차가 낮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정부 역할 중 외식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외식산업 경쟁력 

제고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나, 현실-최적 격차는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장에서 분석한 실태조사와 마찬가지로 외식업체들은 정부의 간접적

인 지원 정책도 중요하나, 각종 세금 및 법률 개정과 같은 직접적인 정책

도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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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외식업체 규모별  문가 그룹 ‘정부 역할’ 조건 요도와 격차 

2. 외식산업 경쟁력 결정요인 인과관계 분석12

  외식산업 경쟁력을 구성하는 요소별 경쟁력과 전체 경쟁력과의 상호 인

과관계 분석을 통해 산업적·정책적 전략 도출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

다. 이를 위해 외식업체 150개와 전문가 27명의 각 요소별 경쟁력 지수를 

계측하여 분석하였다. 외식업체들은 규모에 따라 특성이 달라지는 점을 고

려하여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소형 규모(종업원 5인 미만)와 중대형 규모

(종업원 수 5인 이상)로 구분하여 각각의 요소별 경쟁력 지수를 계측하였

고, 업체조사만의 한계를 완화하고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 조사에

서 나타난 각 요소별 경쟁력 지수를 고려하였다.13 그동안 인과관계 분석

12 Gap Analysis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충북대학교 전익수 교수와 공동으로 수행

하였음.
13 본 연구에서 경쟁력 요소별 인관성 분석방법인 DAG 분석의 자료는 각 요소별 

상관계수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소형 규모, 중대형 규모, 전문가 그룹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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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많이 사용된 그랜저 인과성(Granger causality) 검정은 시차를 두고 발생

하는 기간 사이의 인과성(temporal causality)으로 기간 내 동시적 인과성

(contemporaneous causality)을 의미하지 않으며, 벡터자기회귀(vector 

autoregressive: VAR)모형이나 오차수정모형(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VECM)은 연구자의 자의성에 따라 인과성이 달라질 수 있다(Bernanke 

1986; Sims 1998; 박해선·오완근 2006; 박호정·윤원철 2003).

  특정한 이론에 근거하여 사전적으로 뚜렷한 인과관계를 정하는 것이 어

렵거나, 인과관계 설정이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경우는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동시적 인과순위를 정할 수 있는 방향지시 비

순환성 그래프(directed acyclic graphs: DAG)14를 활용할 수 있다(Pearl 

2000; Spirtes et al. 2000; 박해선·오완근 2006). 

  외식업체를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소규모(종업원 수 5인 미만)와 중·대

형 규모(종업원 수 5인 이상)로 구분하고 전문가를 포함한 가중 평균 결과

를 토대로 경쟁력 요소들 간의 인과관계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GES 알고

리즘은 TETRAD Ⅴ15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상관계수를 계측한 다음, 이들 간 가중평균한 상관계수를 활용. 상관계수는 요

소별 관계성을 나타내는 공분산의 표준화된 형태( 
 )이므로 세 

개의 그룹(소형, 중대형, 전문가)을 가중평균하여 적용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이것은 각기 다른 정규분포들 간 비교를 위해 각각의 정규분포들을 표준

화한 표준정규분포를 계측하여 비교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임.
14 DAG 이론은 기본적으로 변수들 간 상관계수(correlation) 및 편상관계수(partial 

correlation)를 이용하여 인과흐름을 그림을 통해 간결하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공통원인(또는 인과분기), 인과사슬, 공통결과(인과역분기)와 관련된 차단현상

(d-separation)을 3개 이상의 변수들간의 인과흐름을 파악하는 데 활용함.

   - 이때 세 개 이상의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는 조건부 독립조건인 

     Pr    
 

 Pr  을 통해 일반화됨. 

     DAG 탐색 알고리즘 중 대표적인 것은 PC 알고리즘과 GES 알고리즘이 있

는데, GES 알고리즘은 PC 알고리즘보다 엄격한 가정이 필요치 않아 본 연

구에서는 GES 알고리즘을 사용함.
15 The TETRAD Project; Causal Models and Statistical Data Manual. 



외식산업 경쟁력 결정요인 및 저해요인 분석90

2.2.1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한 GES 알고리즘으로 나타낸 외식산업 경쟁력 요소들 

간 인과관계는 <그림 4-14>과 같다. 외식산업 전체 경쟁력 중 5개의 경쟁

력 요소들인 생산요소 경쟁력, 수요조건 경쟁력, 기업전략·구조 및 경쟁양

상 경쟁력, 관련 및 지원산업 경쟁력, 정부 역할 경쟁력 모두 직접적으로 

원인이 되는(인과하는)16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식산업의 전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포터의 다이아몬드 모델에 나타난 5가지 요소가 모두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외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는 외식산업의 경쟁력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

는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외식산업 경쟁력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 간 인과성을 자세히 살펴보면, 

인적자원, 자본, 연구개발과 같은 생산요소 조건의 경쟁력이 기업전략, 구

조 및 경쟁양상 경쟁력과 수요조건 경쟁력, 정부 역할 경쟁력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식업체가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경영체 전략과 구조, 경쟁방식에 있어서 자신들의 생산요소조건의 경쟁력

을 고려하여야 됨을 시사한다. 또한 내부역량에 대한 고려 없이 전략과 구

조를 조정해서는 안되며, 경쟁방식에서도 역량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외식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외식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자신들의 생산요소 경쟁력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필요하고, 핵심

역량인 내부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외식산업의 수요

조건 경쟁력인 국내외시장 규모, 소비자 인식, 소비자 접근성이 경쟁력 강

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외식업체들의 생산요소인 인적자

원, 자본, 연구개발은 소비자들의 인식과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 필수 요소

이며 국내외시장 규모를 확대하는 데도 필수임을 시사한다. 

  또한, 생산요소 경쟁력이 정부 역할에도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인과하

16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인과하는)”이라는 의미는 보다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향

을 미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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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부의 외식산업 지원정책이나 제도개선이 

외식산업의 생산요소 경쟁력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외식산

업의 생산요소 역량이 정체되어 있거나 약화될 때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

원정책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업계 종사자들과 전문가들

의 시각이다.17 이러한 인과관계를 통해 외식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의 정책 지원은 외식산업 기업들의 생산요소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의견 수렴 등의 현장 인식을 강

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전략, 구조 및 경쟁양상 경쟁력이 관련 및 지원산업 경

쟁력에 직접적으로 원인이 되는(인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농축

산업과 같은 후방산업과 유통, 관광 등의 전방산업의 경쟁력에 기업의 전

략, 구조, 경쟁양상의 경쟁력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즉, 외식

업체들의 기업전략, 기업구조, 경쟁방식 등이 외식산업의 전후방산업의 경

쟁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외식산업의 전후방 산업에서는 산

업적·정책적 지원이나 제도를 개선할 경우 이러한 인과관계를 고려할 필요

가 있음을 시사한다. 농식품부는 외식산업의 후방산업인 농축산업과 외식

산업 간 연계성을 고려하여 관련 유통(식자재 조달 및 공급망)에서 경쟁력 

약화 요소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이나 제도개

선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분석하고, 외식산업의 전방산업인 문화

관광부에서는 외식산업이 관광이나 호텔산업과 연계되어 유통 및 판매 시 

강점과 약점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분석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17 이러한 지원정책과 제도개선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인과

성 분석에서 정확히 나타나지는 않으며 구체적인 정도는 정책평가 영역에서 

면 하게 조사·분석되어야 할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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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외식산업 경쟁력 요소들 간의 인과성 DAG 

주: 베이지안 평가점수는 BIC Score = 857.947, 화살표(edges)는 GES 알고리즘으로 찾아

낸 인과성임.

3. 외식산업 경쟁력 저해 요인 분석

  전체 외식산업 경쟁력 저해 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외식업체와 전문가 의

견을 가중 평균하여 분석하였으며, 외식산업 경쟁력 결정요인의 중요도와 

현실-최적 격차를 이용하였다. 이는 외식산업 경쟁력 결정요인의 중요도가 

높고 현실-최적 격차가 클수록 저해 수준은 크기 때문이다. 

  <그림 4-15>을 보면, Y축은 외식산업 경쟁력의 중요도이며, X축은 현실

-최적 간 격차이다. p와 q의 결정요인 중 저해 수준은 원점에서의 거리이기 

때문에 C와 F가 저해 수준이다. C2 = A2 + B2, F2 = D2 + E2 이기 때문에 

q보다는 p의 저해 수준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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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외식산업 경쟁력 해 수  도출

  외식산업 경쟁력의 저해 수준이 가장 높은 상위 15개 결정요인을 살펴

보면, ‘경영자의 경영 능력’이 외식산업 경쟁력을 가장 크게 저해하는 요인

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외식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직원의 숙련도’와 ‘매장 임대료’가 다음으로 나타났다.

  그룹별로 보면, 전문가의 경우 ‘독창적이고 고유한 레시피 보유 및 개발’

이 가장 높은 반면, 소규모 외식업체는 ‘소비자에게 일관된 맛 제공’이, 중·

대규모 외식업체는 ‘직원의 숙련도’로 나타났다. 특히 외식산업 경쟁력 저

해요인 상위 15개를 비교하면, 전문가와 소규모 외식업체는 5개가 일치하

고 중대규모 외식업체는 4개가 일치하여 외식업체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하

는 외식산업 경쟁력 지표와 전문가가 판단하는 외식산업 경쟁력 지표는 다

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규모와 중대규모 외식업체는 12개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의 업무 생산성’과 ‘직원의 고용 안전성’의 경우 소규모 외식업체와 

전문가는 외식산업 경쟁력에 중요한 지표로 판단한 반면, 중대규모 외식업

체에서는 순위가 낮아 규모화된 외식업체에서는 직원의 능력이 상대적으

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의 숙련도’, ‘매장임대료’, ‘소비자의 일관된 맛 제공’, ‘경영자의 건

강, 안전, 환경에 대한 중요성’은 소규모 및 중대규모 외식업체가 외식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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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소규모 규모 문가 체

1
소비자의 일 된 
맛 제공

직원의 숙련도
독창 이고 
고유한 시피 
보유  개발

경 자의 경  
능력

2 매장 임 료
경 자의 경  
능력

경 자의 경  
능력

정부의 외식산업 
활성화를 한 
제도 개선

3 직원의 숙련도
숙련된 직원을 
고용하는 능력

정부의 외식산업 
활성화를 한 
제도 개선

직원의 숙련도

4
경 자의 경  
능력

매장 임 료 직원의 재교육 매장 임 료

5
경 자의 건강, 
안 , 환경에 한 
요

정부의 외식산업 
활성화를 한 
제도 개선

소비자의 업체에 
한 만족도

독창 이고 
고유한 시피 
보유  개발

6
직원의 업무 
생산성

경 자의 산업에 
한 이해도  
경험

소비자의 업체에 
한 신뢰도  
충성도

경 자의 건강, 
안 , 환경에 
한 요

7 임  수 임  수
식자재의 조달을 
한 공동구매  
공 망 구축

소비자의 업체에 
한 만족도

8
식품 안 에 한 
소비자 인식

신메뉴 개발에 
한 의지

신규 메뉴 개발을 
한 지출

소비자의 일 된 
맛 제공

9
경 자의 사회  
윤리 의식

경 자의 건강, 
안 , 환경에 한 
요

경 계획 수립 임 수

10
정부의 외식산업 
활성화를 한 
제도 개선

직원-경 자 간 
유 감

업체의 매출액 
비 순이익

소비자의 업체에 
한 신뢰도  

충성도

11
직원-경 자 간 
유 감

경 자의 사회  
윤리 의식

직원의 고용 
안 성

직원-경 자 간 
유 감

12 홍보 노력
식재료 공 의 
용이성

임  수
직원의 업무 
생산성

13
직원의 고용 
안 성

소비자의 일 된 
‘맛’에 한 요구

직원의 업무 
생산성

직원의 고용 
안정성

경쟁력에 중요한 지표로 판단하였으나, 전문가는 중요성이 낮은 것으로 나

타나 외식업체와 전문가 판단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  외식산업 경쟁력 해 요인 상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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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소규모 규모 문가 체

14 업체의 자본력 홍보 노력 해외시장 진출 
경 자의 사회  
윤리의식

15
식재료 공 의 
용이성

식품 안 에 한 
소비자 인식

직원-경 자 간 
유 감

식재료 공 의 
용이성

하  결정 요인 세부 결정요인 척도 순

생산
요소
조건

인
자원

직원의 업무 생산성 4.09 12

직원의 근무시간 3.65 49

직원의 재교육(보수교육) 4.03 21

직원의 외식 련 공 3.66 48

직원의 숙련도 4.22 3

직원  트타임 비 3.43 52

직원의 고용 안 성 4.08 13

자본

업체의 자본력 4.01 24

출  자 유동성 3.82 37

업체의 부채 비 3.63 50

업체의 매출액 비 순이익 4.04 18

매장 임 료 4.20 4

임  수 4.13 9

연구
개발

신규 메뉴 개발을 한 지출 3.96 28

신규 메뉴에 한 활용도 3.75 41

시설투자 3.71 43

독창 이고 고유한 시피 보유  개발 4.18 5

수요
요소
조건

시장
규모

외식시장 규모 3.96 29

업체의 해외시장 진출 정도 3.71 44

소비자
인식

소비자의 업체에 한 만족도 4.14 7

소비자의 업체에 한 신뢰도  충성도 4.11 10

식품 안 에 한 소비자 인식 4.02 22

소비자에게 일 된 맛 제공 4.13 8

소비자
근성

소비자의 업체 근성 3.70 46

소비자의 업체에 한 정보 획득 3.72 42

기업
의 
략,
구조 
 

경 체
략

경 자의 경  능력 4.35 1

경 자의 사회  윤리 의식 4.07 14

경 자의 건강, 안 , 환경에 한 요 4.15 6

경 자의 산업에 한 이해도  경험 4.05 17

경 계획 수립 4.04 19

표 4-4.  외식산업 경쟁력 해 요인



외식산업 경쟁력 결정요인 및 저해요인 분석96

하  결정 요인 세부 결정요인 척도 순

경쟁
양상

숙련된 직원을 고용하는 능력 4.06 16

직원복지에 한 인식 3.91 32

신메뉴 개발에 한 의지 4.03 20

홍보 노력 3.96 27

차별화된 인테리어 3.70 45

재고 리 3.90 33

경 체
구조

직원-경 자 간 업무효율성 4.01 23

직원-경 자 간 유 감 4.10 11

식재료 공 의 용이성 4.06 15

업체의 규모화 정도 3.77 40

경쟁
양상

신규업체  동종업체 진입 3.95 30

외식산업의 지역 집 도 3.83 36

IT 활용능력 (컴퓨터, 인터넷, SNS) 3.48 51

식재료 구입의 자상거래 비율 3.35 53

련 

지원
산업

후방
산업

농수축산업의 공  능력 3.87 34

반가공  처리 공  능력 3.77 39

식자재 조달을 한 공동구매  공 망 구축 3.99 25

방   호텔산업과의 력 3.69 47

기타 유통  매경로의 다양성 3.84 35

정부
역할

직
향

정부의 외식산업 지원 정책 3.92 31

정부의 외식산업 정책 합리  집행 3.97 26

정부의 외식산업 산 집행의 투명성 3.78 38

간 정부의 외식산업 활성화를 한 제도 개선 4.28 2

3.1. 포지셔닝(Positioning) 분석18

   외식산업 경쟁력 저해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포지셔닝 분석방법을 이

용하였다. 포지셔닝 분석 목적은 경쟁력 5대 분야(생산요소조건, 수요조건, 

기업전략, 구조 및 경쟁 양상, 관련 및 지원산업 조건, 정부 역할)의 세부 

요인들의 상대적 위치 분석을 통하여 총괄적인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있

다. 분석 자료는 외식업체 150개 조사와 전문가 조사 27개를 통해 구한 각 

요소별 경쟁력 지수를 계측하여 사용하였다. 외식업체들은 규모에 따라 특

18 충북대학교 전익수 교수와 공동으로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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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달라지는 점을 고려하여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소형 규모(종업원 5인 

미만)와 중대형 규모(종업원 수 5인 이상)로 구분하여 각각의 요소별 경쟁

력 지수를 계측하여 가중 평균하였으며, 이때 업체조사만의 한계를 완화하

고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 조사에서 나타난 각 요소별 경쟁력 지

수도 고려하여 가중 평균하였다.  

  일반적으로 포지셔닝 분석(또는 위상분석)은 분석대상이 되는 기업이나 

산업의 상대적 경쟁력을 파악하여 향후 전략 방향을 설정한다. 

  1) 우선 비교할 요인(criteria)을 선정, 2) 그 요인들 중에서 2개의 요인을 

선정하여 이를 축으로 격자/매트릭스를 구성, 3) Mapping으로 위치를 표

시, 4) 벤치마킹할 대상을 정하고 전략 방향을 수립한다.

  주요 요인으로 첫째 외식산업 경쟁력 기여도(중요도), 둘째 현실-최적 격

차로 설정하고, 각 분야별 세부지표들이 어디에 속하는지 포지셔닝으로 시

사점을 도출한다. 기준점은 요인별(외식산업 경쟁력 기여도(중요도), 현실-

최적격차) 평균으로 설정하였다. 

  요인1은 특정 요소의 외식산업 경쟁력 기여도(중요도), 요인 2는 특정요

소의 최적대비 현실격차이므로 중요도가 높으면서, 격차가 높은 요소를 가

능한 빨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산업적·정책적 전략이 필요하다.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외식산업 경쟁력 5대 분야 세부 요인들의 외

식산업 경쟁력 기여도(중요도)와 현실-최적 격차에 따른 외식산업 경쟁력 

요소들의 상대적 위치 분석을 중요도와 현실-최적 격차의 평균값을 두 축

으로 하는 사분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외식업체의 소규모와 중

대규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객관성을 강화하여 분석하였다. 

  ○ 1사분면: 외식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중요도)이 상대적으로 크고, 

최적 수준과 현 수준의 차이도 상대적으로 큰 영역 ▶ 시급

하고 중요한 조치 필요 영역

  ○ 2사분면: 외식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중요도)은 상대적으로 작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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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최적 수준과 현 수준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큰 영역 ▶ 

상대적으로 시급하지 않으나 적절한(중요한) 조치 필요 영역

   ○ 3사분면: 외식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중요도)이 상대적으로 작

고, 최적 수준과 현 수준의 차이도 상대적으로 작은 영역 

▶ 시급성과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영역

   ○ 4사분면: 외식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중요도)이 상대적으로 크

지만, 최적 수준과 현 수준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작은 영

역 ▶ 시급한 조치는 필요하지 않으나 중요한 영역으로 경

계 및 주의 대상 영역

  외식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중요도)이 상대적으로 크면서, 최적 수

준과 현 수준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은(4사분면) 요소들이 22개로 전체 

중에 41.5%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외식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중요

도)이 상대적으로 작으나, 최적 수준과 현 수준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큰(2

사분면) 요소들이 16개로 30.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요성과 시급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3사분면 영역에 속한 

요소들은 9개로 17.0%의 비중을 차지하였고,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크면서 

최적 수준과 현 수준의 차이도 상대적으로 큰(1사분면) 요소들은 6개이며 

전체 11.3%로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았다. 외식산업의 경쟁력에 대한 여러 

경쟁요소들의 중요도 평균치는 3.56이고, 이들 요소들의 최적대비 현실과

의 격차의 평균치는 1.57로 나타났다. 

  포지셔닝의 내용을 보면, 외식산업 경쟁력 요소들 중 중요성과 시급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1사분면에 속한 6개의 요소들은 생산요소 조건들인 ‘직원

고용의 안전성’, ‘업체의 자본력’, ‘업체의 매출액대비 순이익’, ‘매장 임대

료’, ‘독창적이고 고유한 레시피 보유 및 개발’과 기업의 전략, 구조 및 경

쟁 양상 요소조건인 ‘신메뉴 개발에 대한 의지’로 이들 요소들에 대한 산

업적·정책적 전략이 시급하고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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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분면 의미
체

개수 비

 1사
분면

외식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향( 요도)이 상
으로 큼, 
최  수 과  수 의 차이가 상 으로 큼

6 11.3

 2사
분면

외식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향( 요도)이 상
으로 작음, 
최  수 과  수 의 차이가 상 으로 큼

16 30.2

 3사
분면

외식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향( 요도)이 상
으로 작음, 
최  수 과  수 의 차이가 상 으로 작음

9 17.0

 4사
분면

외식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향( 요도)이 상
으로 큼, 
최  수 과  수 의 차이가 상 으로 작음

22 41.5

표 4-5.  외식산업 경쟁력 요소별 상  치 총 ( 체 외식업체)

단위: 개, %

주: 상대적 크기 비교에서 ‘큼’, ‘작음’의 기준은 중요도와 현실-최적 격차의 전체 평균값 기준.

  다음 그래프에서 2사분면에 있는 요소들은 중요도는 다소 낮지만 현실 

최적격차가 상대적으로 높은 요소들인 만큼 상대적으로 시급하게 다루어야 

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16개(30.2%)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요소들이 상당

한데 2사분면 내에 넓게 분포하는 만큼 그중에서도 중요도가 높은 그룹 또

는 현실-최적격차가 높은 그룹을 우선 조치할 필요가 있다. 이들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생산요소 조건인 ‘직원의 재교육(보수교육)’, ‘직원의 

외식관련 전공’, ‘대출 및 자금 유동성’, ‘신규 메뉴 개발을 위한 지출’, ‘신

규 메뉴에 대한 활용도’, ‘시설투자’와 수요조건인 ‘업체의 해외시장 진출 

정도’, 기업전략, 구조 및 경쟁양상 조건인 ‘직원 복지에 대한 인식’, ‘식재

료 구입의 전자상거래 비율’, 관련 및 지원산업 조건인 ‘식사재의 조달을 위

한 공동구매 및 공급망 구축’, ‘관광 및 호텔산업과의 협력’, ‘유통 및 판매 

경로의 다양성’, 정부 역할 조건인 ‘정부의 외식산업 지원정책’, ‘정부의 외

식산업 정책 합리적 집행’, ‘정부의 외식산업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정부의 

외식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 역할과 관련

된 모든 요소들에 대해 시급성이 높게 나타난 것(현실과 최적의 격차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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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은 정부의 외식산업 정책에 대한 외식산업 종사자들의 요구가 그만큼 

큰 것을 시사한다(규모별 포지셔닝 그림은 부록 3 참조). 

그림 4-16.  외식산업 경쟁력 해 요인들의 상  치

주 1) 외식산업 경쟁력 세부 요소들의 중요도 및 현실-최적 격차의 전체 평균(3.56, 1.57)

을 원점으로 하여 사분면으로 표시

   2) 군집1(6개): 직원의 고용안정성, 업체의 자본력, 업체의 매출액 대비 순이익, 매장임

대료, 독창적이고 고유한 레시피 보유 및 개발, 신메뉴 개발에 대한 의지

   3) 군집2(16개): 직원의 재교육(보수교육), 직원의 외식 관련 전공, 대출 및 자금 유동

성, 신규 메뉴 개발을 위한 지출, 신규 메뉴에 대한 활용도, 시설투자, 업체의 해외

시장 진출 정도, 직원 복지에 대한 인식, 식재료 구입의 전자상거래 비율, 식사재 

조달을 위한 공동구매 및 공급망 구축, 관광 및 호텔산업과의 협력, 유통 및 판매 

경로의 다양성, 정부의 외식산업 지원정책, 정부의 외식산업 정책 합리적 집행, 정

부의 외식산업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정부의 외식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4) 군집3(9개): 직원의 근무시간, 직원 중 파트타임 비중, 업체의 부채 비중, 소비자의 

업체 접근성, 차별화된 인테리어, 업체의 규모화 정도, 외식산업의 지역 집중도, IT 

활용능력(컴퓨터, 인터넷, SNS), 반가공 및 전처리 공급 능력

   5) 군집4(22개): 직원의 업무 생산성, 직원의 숙련도, 임금수준, 외식시장 규모, 소비자

의 업체에 대한 만족도, 소비자의 업체에 대한 신뢰도 및 충성도, 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소비자의 일관된 맛에 대한 요구, 소비자의 업체에 대한 정보 획득, 

경영자의 경영능력, 경영자의 사회적 윤리의식, 경영자의 건강, 안전, 환경에 대한 

중요성 인식, 경영자의 산업에 대한 이해도 및 경험, 경영계획 수립, 숙련된 직원을 

고용하는 능력, 홍보노력, 재고관리, 직원-경영자 간 업무효율성, 직원-경영자 간 유

대감, 식재료 공급의 용이성, 신규업체 및 동종업체 진입, 농수축산업의 공급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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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하부요인 15개 해 요인 ⇒ 6개 해 요인

1
경 체 
략

경 자의 경   능력

⇒ 경 자 능력

6 경 자의 건강, 안 ,  환경에 한 요

14 경 자의 사회  윤리의식

11
경 체

구조
직원-경 자 간 유 감

2
간  
향

정부의 외식산업 활성화를  한 제도 
개선

⇒ 법·제도 개선

3
인  
자원

직원의 숙련도

⇒ 직원 능력12 직원의 업무 생산성

13 직원의 고용 안정성

4
자본

매장 임 료
⇒

수익 련 
정도9 임  수

7
소비자 
인식

소비자의 업체에 한 만족도

⇒
일 된 맛 
제공  메뉴 
개발 정도

8 소비자에게 일 된 맛 제공

10 소비자의 업체에 한 신뢰도  충성도

5 연구개발 독창 이고 고유한 시피 보유  개발

15
경 체 
구조

식재료 공 의 용이성 ⇒
식재료 유통 
개선

3.2. 외식산업 경쟁력 저해요인 도출

  외식산업 경쟁력 저해 요인을 소규모 외식업체와 중·대규모 외식업체, 

전문가를 가중 평균하여 상위 15개를 분석한 결과, 외식업체는 경영체 전

략과 경영체 구조가 외식산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정부 역할 중 ‘정부의 외식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인적 자원, 자본 순으로 나타났다. 외식업체의 외식산업 경쟁력 저

해 요인 상위 15개 저해 요인을 6개로 유형화하였다. 

표 4-6.  외식산업 경쟁력 결정요인의 해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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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중치  × 현실최적격차 

가중치 






외식산업에미치는영향 

외식산업에미치는영향

4. 외식산업 경쟁력 저해 요인

  본 절에서는 규모별 외식업체와 전문가 의견을 가중 평균하여 외식산업 

경쟁력 지수를 도출하였으며, 전체 외식산업 경쟁력 저해요인은 2장 외식

산업 실태 분석과 규모별 외식업체와 전문가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외식산

업 경쟁력 저해 요인을 도출하였다.

4.1. 외식산업 경쟁력 지수

  외식산업 경쟁력 지수를 도출하기 위해 53개의 중요도와 현실-최적 격차

를 이용하였다. 

     - 외식산업 경쟁력 지수19

                 = 외식업체

  위 식은 53개 결정요인의 현실-최적 격차의 가중평균 합을 나타내는데, 

현재 수준에서 외식산업 경쟁력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최적 수준과의 격

차를 종합적으로 나타낸다. 또한 괄호 [  ]의 최대값은 5이나, 외식산업의 

경쟁력 지수의 최대값을 100으로 가정하였기 때문에 20을 곱하였다. 

19 김병률 외(2009)의 농업경쟁력 지수를 응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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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개의 결정요인의 최적 수준 대비 현재 수준을 각각의 결정요인의 중

요도로 가중한 것이며, 전체 결정요인의 종합적인 수준으로 나타낼 수 있

다. 현실-최적 격차가 0이라면 외식산업 경쟁력은 100이 되며, 이는 모든 

현재의 결정요인이 최적화된 수준이라는 의미이다. 반대로 모든 현실-최적 

격차가 최대값인 5라면 외식산업 경쟁력은 0이 된다는 의미다. 따라서 현

실-최적 격차를 중요도로 가중한 외식산업 경쟁력 지수는 69.02로 100을 

최적화로 가정할 경우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4.2. 외식업체의 수익 구조 취약

  외식산업 경쟁력 분석결과, ‘매장 임대료’ 요인이 외식산업 경쟁력을 가장 

크게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금 수준’도 저해 요인으로 나타났다. 

  2006~2012년 외식업의 매출액은 연평균 7.7% 상승하였으나, 영업비용

과 인건비는 각각 10.4%, 임대료는 9.9%로 나타나 매출액보다 비용의 연

평균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임대료 연평균 상승률이 가

장 높게 나타났다. 비용 상승은 신규 메뉴 개발이나 새로운 인테리어 등에 

대한 투자 저하로 외식산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5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연평균 매출액이 3.9% 상

승하였으나, 전체의 매출액 연평균 상승률 7.7%보다 낮아 소규모 외식업

체의 수익 구조는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건비 연평균 상승률도 매출액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부터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7.1% 상승한 5,580원으로 결정되어 외식

업체의 수익구조는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인 외식업체에서 적정 원재료 비율은 35~40%선이지만 판매가가 

저렴한 메뉴는 원가가 50%까지 육박하는 경우가 있다. 인건비 

20~25%, 제경비(임대료 포함) 20%, 제세공과금 10%, 투자이자 및 감

가상각비 5% 등으로 원가가 90~95%까지 치솟아 순이익은 3~5%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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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하며, 이익을 남기지 못하는 업체도 증가하고 있다”(식품외식경제신

문 2012. 4. 10.).

4.3. 경영자의 경영 능력 프로그램 부족

  외식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영자의 경영 능력을 향상시켜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자의 경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교육 및 컨설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외식기업에 대한 교육 사업은 aT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에서 총

괄하고 있으며, 심층컨설팅, 현장코칭, 해외한식당 컨설팅이 있다. 심층컨

설팅은 업력이 5년 이상 된 중소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코칭은 업력에 

제한이 없으며, 주로 경영(마케팅, 재무·인사전략, 조직·운영, 경영 전략 

등)과 관련된 컨설팅을 하고 있다. 

표 4-7.  외식기업 컨설  지원 상  내용

구 분 지원 상 컨설  내용

심층

컨설

업력 5년 이상, 

품목 제한 없음 경 ·기술, 외식, 수출  분야

(생산기술, 공장 신, 공정·원가·품질개선, 마 , 

재무·인사 략, 조직·운 , 경 략, 수출 등)장

코칭

업력  품목 

제한 없음

해외

한식당 

컨설

해외진출 국내 

외식기업, 

해외 운  인 

한식당

해외진출: 시장조사, 사업타당성 분석, 입지선정, 

매장 임차, 메뉴  가격결정, 인테리어, 이아웃, 

인허가  법률 련 서비스 등

해외방문: 경 개선, 홍보·마 , 원가 감, 메뉴

개발, 메뉴  디자인, 인테리어, 직무교육 등 한식

당 운  활성화를 한 분야에서 1∼2개로 한정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3). 식품외식기업 지원사업 종합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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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aT에서 주관하는 전체 컨설팅 사업 중 외식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컨설팅은 2012년 기준으로 전체의 14.3%에 불과한 실정이다. 운영 지원과 

관련한 컨설팅은 심층컨설팅 2개, 현장 코칭이 46개이며, 마케팅과 경영마

케팅은 심층컨설팅이 각각 7개, 6개이며, 현장코칭은 전무한 상황이다.

표 4-8.  외식기업 컨설  지원 규모  기간

구  분 정부지원 자부담 비율 수행기간

심층컨설 최  2억 원 국고 50%, 자부담 50% 최  1.6년

장코칭 1백만 원 국고 90%, 자부담 10만 원 4일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3). 식품외식기업 지원사업 종합안내서.

  또한 종업원 수가 5인 미만인 외식업체는 전체의 87.5%로 영세성이 높

아 교육 및 컨설팅 준비와 자부담에 대한 부담으로 교육 및 컨설팅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외식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경영자의 건강, 안전, 환경에 대한 

인지’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외식업 경영자들은 건강과 안전에 대한 정보를 받지 

못하는 비중이 32.0%로, 제조업의 24.2%, 도소매업 26.0%, 보건·사회복지

업 24.5%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업 경영자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육 및 컨설팅과 외식업 

경영 관련 정보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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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근무 여건 열악으로 전문 인력 부족

  외식산업 경쟁력의 저해 요인은 ‘직원의 숙련도’, ‘직원의 업무 생산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의 숙련도와 업무 생산성은 교육과 경험에서 나타나

는데, 외식산업의 평균 근속 기간은 2013년 기준 3.6년으로 농림어업의 9.3년, 

제조업 7.0년, 도소매업 5.2년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산업 종사자의 평균 근속기간이 가장 낮은 이유는 근무 여건이 열악

하기 때문이다. 외식산업 종사자들의 월급여 총액은 176만 9,000원으로, 

농림어업 271만 4,000원, 제조업 263만 4,000원, 도소매업 255만 6,000원

보다 크게 낮다. 또한 4대 보험 가입률도 외식업은 고용보험 54.6%, 건강

보험 47.5%, 국민연금 47.6%, 산재보험 88.8%로 농림어업(94.4%, 74.7%, 

79.6%, 100.0%), 제조업(99.3%, 94.3%, 96.1%, 95.2%, 99.3%), 도소매업

(86.3%, 86.6%, 87.0%, 97.2%)보다 크게 낮은 실정이다. 

  이처럼 근무여건이 열악하여 직원의 업무 생산성인 노동 생산성은 외식산업

의 경우 2013년 기준, 85.4로 전체 서비스업의 98.7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업체가 제공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종사자는 외식업의 경우 8.4%

로 농림어업 5.3%보다는 높으나, 제조업 21.7%, 도소매업 10.7%, 교육·서

비스업 32.9% 등 대부분의 산업보다 낮은 수준이다. 산업별 자가 유료 교

육에 대한 경험도 외식업은 4.2%로 제조업 5.4%, 교육·서비스업 13.8, 보

건·사회복지업 12.3%보다 낮다.

  이처럼 근무 여건이 열악하여 산업별 인력 부족률도 외식산업이 가장 높

게 나타났다. 외식업의 경우 2013년 기준 5.90%로 식료품 제조업 4.25%, 

교육·서비스업 1.50%, 보건업 2.35%보다 높다. 

  따라서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근무 여건을 개선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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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연구 개발 미흡

  외식산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 중 ‘신메뉴 개발에 대한 의지’, ‘소비

자에게 일관된 맛 제공’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소비자에게 일관된 맛 제

공’의 요인은 소규모 외식업체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가족 경영이 대

부분인 소규모 업체는 경영주가 직접 요리를 하기 때문에 맛의 일관성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동종 업체와의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메뉴 개발이 필요하다.

  통계청의 산업별 기술 도입 경험 유무에 대해서 살펴보면, 외식업은 기

술 도입 경험이 있는 업체가 4.2%로 나타나, 교육·서비스업 6.2%, 보건·서

비스업 9.5%, 제조업 15.3%보다 낮다. 또한 새로운 지식 및 기술 습득 경

험에 대해서도 외식업은 13.9%로 나타났으나, 제조업 27.1%, 도소매업 

16.1%, 교육·서비스업 43.6%, 보건·사회복지업 32.4%로 외식업보다는 대

부분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새로운 지식과 신기술 도입에서도 외식업은 

다른 산업보다 현저히 낮아 외식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

  최근 소비자의 트렌드를 맞추기 위해 많은 외식 연구소가 설립되고 있으

며, 경영 컨설팅과 메뉴 개발에 대한 연구를 대행하고 있다. 그러나 컨설팅 

비용과 메뉴 개발 비용이 높아 영세한 소규모 업체가 부담하기에는 현실적

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음식의 종류, 콘셉트, 트렌드 등에 따라 메뉴 개발 

비용이 다르지만, 감자탕의 경우,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1~2회 A/S

를 포함하여 대략 400만~5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며, 교육 과정의 수강료

도 200만 원으로 높다.20

20 H 외식연구소 연구개발팀 면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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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홍보 부족

  외식산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 중 경영체 전략의 ‘홍보 활동’이 높게 

나타났다. 외식업체의 창업 및 특성을 알리기 위해서는 소비자에 대한 홍

보가 필수다. 

  한국기업혁신조사에 따르면, 산업별 새로운 판매 전략으로 마케팅 혁신

을 시도한 적이 있느냐에 대하여 외식업은 3.6%로 교육·서비스업 2.5%보

다는 높으나, 도매 및 상품중개업 5.0%, 소매업 7.9%, 정보서비스업 4.5%

로 대부분의 다른 산업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격방식의 마케

팅 시도 유무에서는 외식업이 5.5%로 나타나, 소매업 5.9%를 제외하고는 

다른 산업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들이 음식 가격에 민감하기 때

문에 가격방식의 마케팅에 대한 시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홍보에 대한 중요성은 인지하고 시도는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외식업체는 영세성이 심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브랜드를 개발하거나 홍보, 

판촉 등 마케팅 활동에 제약이 따른다. 월간외식경영에 따르면, 2013년도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마케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외식업체에서 공감하지만, 마케팅 비용은 총 투자비의 10% 미만이 대부분

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외식업체의 홍보를 위한 교육과 지원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4.7. 국내산 식재료의 원활한 공급 미흡

  외식산업의 경쟁력 저해 요인으로 식재료의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

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외식업체들 조사 결과, 국내산 농산물 

이용률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가 80~90%이며, 향후 확대 의향보다는 축

소한다는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이용 의

향은 높으나, 공급이 불안정하여 국내산 농산물 이용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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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정 재수 유지 축소 계획 계

쇠고기  9.5 80.5 10.0 100.0

돼지고기  5.7 87.9  6.4 100.0

닭고기  2.5 91.9  5.6 100.0

고춧가루  8.8 86.3  5.0 100.0

가루  2.8 93.9  3.3 100.0

시 용 김치 10.1 87.4  2.4 100.0

표 4-9.  외식업체 주요 축산물  가공식품의 국내산 이용 확  여부

단위: %

자료: 최지현 외(2012). 농어업 부가가치의 새로운 창출을 위한 식품산업의 중장기 발전

전략(4/5차연도). 

  외식업체가 식재료를 조달하는 방법은 생산자로부터 직구매하는 가장 

간단한 단계부터 산지농협을 거쳐 중간도매/벤더업체, 또는 도매시장(재래

시장 포함), 대형 농축산물 유통센터 등을 통해 조달되는 방법 등 2~3단계

의 유통경로를 거쳐 식재료를 조달받고 있다. 수입산의 경우 수입상사를 

통해 조달되거나 직접 조달받는 경우도 있다.

  외식업체의 규모별 식재료 조달 방식을 보면, 중대규모 외식업체의 경우 

중간업자/벤더업체를 통해 가장 많이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소규

모 외식업체의 경우 직접 구매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대규모 외식

업체는 식재료 사용량이 많고 일정하기 때문에 중간업자/벤더업체를 이용

하며, 소규모 외식업체는 식재료 사용량이 적고 식재료가 부족할 때 구입

하는 경우가 많아 직접 구매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국내산 식재료를 이용하는 데는 공급이 불안정하여 경영상의 어

려움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지현 외(2012)에 따르면, 국내산 식재료 조달에 

대한 어려움 정도에 대한 외식업체 조사에서 국내산 식재료 조달이 어렵다

고 응답한 비율이 53.6%로 ‘그렇지 않다’의 16.0%보다 높아 국내산 식재

료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외식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내산 식재료를 원활하게 공

급하는 시스템 구축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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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  외식업체의 식재료 조달 체계도

자료: 최지현 외(2012). 농어업 부가가치의 새로운 창출을 위한 식품산업의 중장기 발전

전략(4/5차연도). KREI.

4.8. 소비자의 만족도 및 신뢰도 저조

  외식산업은 소비자와의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외식산

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외식업체의 소비자 만족도와 신뢰 구축은 필

수 요인이다. 

  소비자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외식업체의 위생이 가장 

중요하다. 최근 식품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외식업의 위생에 따른 

소비자의 신뢰 및 만족도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통계연보에 

따르면, 음식점의 2006년 식중독 발생 건수는 108건에서 2007년에 289건

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그 이후에도 100여 건 정도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2012년 음식점의 식중독 발생 건수는 총 95건으로 집단급식소 

63건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의 국내산 식재료 사용 의향이 크게 높은 반면, 국내산 식재

료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중국산 식재료를 국내산으로 표기하여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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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가 많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2014년 1~9월의 원산지표시 단속 

실적을 보면, 총 3,403건으로 이 중 거짓표시가 2,145건으로 가장 많았다. 

  따라서 외식업체의 소비자 만족도와 신뢰 구축을 위해서는 위생과 원산

지 표시에 대한 외식업체의 자정 능력이 요구된다. 

4.9. 외식산업 관련 법·제도 개선 

  외식산업의 경쟁력 저해요인으로 정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영향의 ‘정부의 외식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직접 

영향의 ‘정부의 외식산업 지원 정책’, ‘정부의 외식산업 예산 집행의 투명

성과 합리적 집행’이 외식산업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규모와 상관없

이 모두 포함되었다. 특히 외식업체가 요구하는 제도 개선으로는 세금관련 

제도 개선, 상가임대차보호법,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 영업 허가제 등이 가

장 많이 나타났다. 

 1)  의제매입세액공제21

  의제매입세액공제22는 국내산 농산물 이용 확대를 위해 국내산 농산물을 

구매할 경우 세금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국내산 농산물의 거래

내역을 부풀리는 등 탈세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 2014년부터 한도

액을 축소하여 국내산 농산물을 이용하는 외식업체의 연간 매출액이 2억 

원 이하일 경우에 60%만을 인정하게 되었다. 

  탈세 등으로 인한 지하경제를 없애기 위해 세액 공제 한도를 낮추는 것

21 김성우 외(2014). 식품산업의 국내산 농산물 이용 실태와 정책과제, 농업전망

2014. KREI.
22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본래 면세 품목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농수산물에 대해 정부가 일정 부분(5.7~7.6%)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중앙일보 2013. 12. 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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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국내산 농산물을 이용하였던 외식업체에서 가격이 낮은 수입산 농산물

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아, 국내산 농산물 이용을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 

2)  간이과세자 범

  간이과세자 범위는 1999년 12월에 개정된 연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으

로, 14년 동안 동일한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를 일평균으로 환산할 경우 

1일 13여 만 원 미만의 매출이어야만 영세업자로 구분되어 각종 세제 혜택

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12년 기준, 5인 미만의 사업체가 29만 2,947개, 

매출액은 23조 7,340억 원이어서, 사업체당 평균 매출액이 8,104만 원으로 

혜택을 받는 업체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간이과세자 중 매출액이 6

개월에 1,200만 원 미만인 영세사업자를 생계형으로 간주해 세금 납부 의

무를 면제해 주고 있으며,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도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에 대해 2% 공제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일본의 경우 간이사업자의 매출액 기준이 약 1억 원이며, 프랑스

는 1억 2천만 원으로 국내 간이과세자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다. 

  따라서 14년 동안 간이과세자 범위를 동결시킨 것은 물가상승률을 감안

하더라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종업원 수가 5인 미만 영세 자영업자가 전

체의 87.5%인 점을 고려하여 혜택을 넓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3)  상가건물 임 차보호법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는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구분된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러나 환

산보증금(보증금 + 월단취 차임액 × 100)을 기준으로 1억 5천만원 이상 3

억원 이하(서울특별시)인데, 약 2,000개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환산보증금은 1억 5,200만 원, 월임대료는 약 154만 원, 보증금은 약 2,730

만 원으로, 79.32%의 음식점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보증금 이내의 

환산보증금을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해당법의 최우선 변제대상 환

산보증금은 서울 기준 5,000만 원 이하, 변제금액은 1,500만 원으로,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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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운영을 위해 지불되는 임차비용과 현실적인 격차가 있어, 최우선변

제 대상 화산보증금과 변제금액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

다(최규완 2012). 

  더욱이 제2조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환산보증금은 권리금과 인테리어와 

같이 점포 임차 시에 발생하는 비용들은 포함하지 않아, 음식점주가 창업 

시에 발생하는 투자금에 비해 최우선변제 대상 환산보증금액과 변제금액

이 상대적으로 적다. 

4)  외식업 창업 시 신고제

  외식업체 창업 시 신고제이어서 창업 대비 폐업률이 크게 높아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1999

년 11월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

조·가공업, 식품냉동·냉장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등에 대한 

진입규제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되었다. 이에 따라 1998년에 외식업

체 수가 54만 3,000개에서 2012년에는 62만 5,000개로 15.1% 증가하였다. 

반면, 2007년에 창업한 외식업체 수는 19만 4,000개, 폐업한 외식업체 수

는 18만 5,000개로, 창업 대비 폐업률은 95.2%이었으며, 2012년에도 외식

업체 창업 수는 17만 9,000개, 폐업 수는 16만 9,000개로 폐업률이 94.5%

로 외식업체의 창업 대비 폐업률은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방안

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외식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제5장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 연구한 외식산업 실태 분석과 외식산업 경쟁력 저

해 요인 분석을 바탕으로 외식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외식산업은 소비자가구의 소득 증가에 따른 외식 선호 경향, 

핵가족화, 여성 취업 증가, 독신가구 증가 등의 추세로 외식산업의 전체 매

출액이 10년간 연간 6.7%의 고성장률을 나타내며 2012년 기준 63조 원이 

되었다. 서비스업종으로서 한편으로는 고급화되거나 규모화된 체인사업체

도 늘어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1인이나 가족 단위 사업으로 영세한 

사업체로, 진입이 용이하고 특히 최근 베이비부머들의 음식점 창업이 늘어

나고 있어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외식산업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산업 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요인들

을 도출할 수 있다. 우선 2장의 외식산업 구조와 경영 실태 등의 분석을 통

해 다음과 같이 외식산업의 경쟁력을 저해시키는 요인들과 개선과제를 도

출할 수 있다. 

  첫째, 무엇보다 외식산업을 구성하는 외식업체 중 주로 1인 또는 가족단

위 경영인 5인 미만 사업장이 87.5%이며, 연매출액 1억 미만이 60.6%으로 

영세한 업체가 대부분이어서 영세 외식업체 경쟁력 제고를 통해 외식산업

의 전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둘째, 외식산업은 서비스업에 속한 산업으로서, 서비스업종 10개 중 노

동생산성 지수가 85.4로 생산성이 최하위 그룹에 속해 있으며 경쟁력이 매

우 취약한 상태이다. 서비스업종은 주로 업종 종사자들의 노동서비스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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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외식업 종사자의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경쟁

력 제고에서 중요하다. 

  이와 같이 외식업체 규모의 영세성이 극심하고 대표적인 종사자의 생산

성 지표인 노동생산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영세성을 극복하는 사업의 규모

화 노력과 종사자의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경영 노력, 예컨대 인력 투입을 

대체하는 원료 투입 및 조리 프로세스 혁신 노력과 식단 등 요리 차별화를 

통한 고급화로 투입노동에 대한 산출수준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외식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외식업 자체의 경영 

측면의 개선도 중요하나, 외식업의 전후방 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동

반 발전하는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외식업

의 후방산업인 원료 농산물 생산과 조달 부문이 효과적으로 연계되어야 한

다. 그러나 영세한 외식업체는 원가절감을 위해 원료 구입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저가 농산물 및 수입산 농산물을 조달(sourcing)하는 데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전하고 고급 국산농산물 사용이 거의 불가능하며 이

로 인해 식단의 고급화도 어려워 저가 음식을 팔 수밖에 없는 악순환에 빠

진다. 따라서 영세한 외식업체에서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산 농

산물 이용이 불가피하나, 국내산 농산물 이용 확대를 위해 국내 농산물 원

료를 최대한 저가로 조달받을 수 있는 생산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안전하고 고급의 친환경 국산 농산물 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요리 차별화와 고급화 노력도 필요하다. 

  넷째, 외식업은 진입 장벽이 거의 없고 서비스의 개별화에 따른 창업의 

용이성, 특히 베이비부머들의 손쉬운 저투자 창업 아이템으로 외식업분야 

창업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이 경험과 자본, 정보와 마케팅 

능력 부족으로 고객 유치 전략이 부족하고, 요리 식단의 차별화가 용이하

지 않으며, 제한된 고객배후인구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영세사업장 창업

으로 사업의 지속성이 떨어져, 매년 창업 대비 폐업률이 95%에 달하는 등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4장에서 외식산업 경쟁력 53개 결정요인을 전문가와 소규모와 중

대규모를 가중 평균하여 분석한 결과, 경영자의 경영 능력이 외식산업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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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력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의 외식산업 활성화

를 위한 제도 개선, 직원의 숙련도, 매장 임대료, 독창적이고 고유한 레시피 

보유 및 개발, 경영자의 건강, 안전, 환경에 대한 중요도, 소비자의 업체에 

대한 만족도, 소비자에게 일관된 맛 제공, 임금수준, 소비자의 업체에 대한 

신뢰도 및 충성도도 외식산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외식산업의 경쟁력 저해요인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이 외식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외식업 경영자의 경영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이다. 외식 전문 경

영인을 발굴하는 교육과 직원의 고용 능력 등이 해당된다.

  둘째, 생산 부문의 인력자원인 직원의 근무여건 개선, 노동생산성, 직원

의 숙련도와 자본의 매장임대료, 연구개발 등이다.

  셋째, 수요 부문의 소비자 만족도 및 신뢰도 구축을 위한 식품 안전과 

원산지 표시 등이다. 

  넷째, 외식산업의 전방 산업인 식재료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농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이다.

  다섯째, 정부의 역할 중 법·제도 개선이다.

  2장의 외식산업 구조와 경영, 법 제도 분야의 분석에서 도출한 개선과제

들과 4장의 경쟁력 결정요인 및 저해요인 분석을 통해 도출한 과제들을 종

합하면, 외식업 경영자의 경영 능력 향상, 외식업체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비용 절감, 외식업 내부의 경영혁신을 위한 프로세스 개선, 근무 여건 개선

을 통한 전문 인력 충원, 외식업과 전후방 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수

익성 제고, 소비자 만족도 및 신뢰도 향상, 정부 역할 등이며, 외식산업 경

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 외식업체, 대학 및 연구소의 역할 분담을 제시하였

다. 따라서 외식산업 발전을 위한 경쟁력 제고 방안을 범주화하여 제시하

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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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식업 경영자 능력 고취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확대

  5인 미만 외식업체가 87.5%, 연매출액 1억 원 미만 60.6%인 영세한 외

식업체가 대부분인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으로서 외식산업 전체의 산업경

쟁력을 높기 위해서는 규모화되고 체인화된 대규모 외식업체가 아닌 영세

한 외식업체의 경쟁력(영세 외식업체의 지속성과 발전 가능성 제고)을 제

고하는 것이 외식산업 전체의 경쟁력 수준을 높이는 데 절대적으로 중요하

다. 이는 경쟁력 저해요인 분석에서 나타난 영세 외식업체의 경쟁력을 저

해하는 요인으로 제기된 경영자의 경영 능력과 사회적 윤리 의식, 정부정

책과 관련 있다. 

  진입장벽이 전혀 없는 외식업체 창업을 인위적으로 제한하여 진입장벽

을 만드는 것(예컨대, 외식업 신고제를 허가제로 회귀)은 바람직하지도 않

고 직업 선택의 기본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보다는 외식업체의 창업에 컨설팅 등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성장 가능

성을 높이는 방법과 창업한 영세 외식업 경영자가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영세 외식업체의 경영 안정을 위해서는 우선 외식업체 창업 단계에서 창

업 희망자에 대한 사전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창업 후 성장 가

능성을 높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외식기업에 대한 교육 사업은 aT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에서 총

괄하고 있으나, 지원 규모나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이다. 2013년 기준, 총 

167억 원인 식품·외식종합자금 사업의 연도별 재정투입 예산을 보면, 외식

업체 육성 자금은 30억 원으로 전체의 1.8%에 불과하다. 프로그램도 aT의 

전체 컨설팅 사업 중 14.3%, 전문인력 양성 교육 과정은 25%에 불과하다.

  외식산업의 소관 부처가 2008년부터 농식품부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예

산이나 프로그램이 부족하나, 외식산업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

에 외식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조

로운 컨설팅 및 전문인력 양성 교육에서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응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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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양한 내용의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소규모 외식업과 중대규모 외식업의 경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규모별 교

육 및 컨설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식업 종사자 5인 미만 업체가 전체의 87.5%이기 때문에 교육 및 

컨설팅 준비와 자부담에 대한 부담으로 교육 및 컨설팅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부담 비율 50%를 낮추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외식 창업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이기 때문에 아무런 규제 없이 창업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공급 과잉으로 사회적 비용이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창업 이전에 경영자 교육을 강화시켜 사업 초기부터 경영자의 경영 능력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외식업체에서도 경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

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체계적인 교육과 컨설팅은 경영 능력을 향상시

키고 실패를 줄여주기 때문에 결국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발생한다.

  또한 영세한 외식업체가 경영 안정을 위한 제약요인 적출과 해소를 위해 

노력할 필요성이 있으나, 외식업체가 스스로 경영 안정을 위한 걸림돌, 즉 

제약이 되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점포 임차를 통한 창업이 대부분이어서 임차기간 등 조건의 안전

성 제약으로, 창업 외식업체가 안정적인 사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최소한

의 점포 임차기간을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 

  둘째, 외식업체의 경영 안정에 가장 중요한 직원 고용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 중 하나가 4인 이상 종사자들에 대한 4대 보험 의무가입 등 복지지출 

부담이다. 이에 따라 영세한 사업장의 경우 4인 이상 종사자를 두지 않고

도 외식업을 운영할 수 있는 가족 단위 경영에 안주하고 있다. 따라서 영

세 외식업체의 경영 안정을 위해서는 추가 부담 경감 방안, 영세 사업장에 

종사자 4대 보험 일부 지원 또는 환급 등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영세 외식업체의 경영 안정을 위한 제약요인은 자금 부담으로, 이

를 해소하기 위해 농신보와 같이 외식업체에 대한 신용보증보험을 통한 자

금 조달 확대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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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식업체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비용 절감 방안 마련

  한국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23에 의하면, 서비스업 생산지수 증가는 

전 산업 생산지수 증가보다 낮은 0.9%에 그쳤고, 소매판매액 지수도 전년 

동월 대비 0.1% 감소하는 등 외식업의 경기 침체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

였다.

  또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발표한 2014년 2/4분기 외식업경기지

수24에 따르면, 최근 1년 만에 외식업경기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악화

된 최저치(71.28)를 기록하며 외식업계 경기 둔화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외식경기가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

으며, 소규모 외식업체가 중대규모 외식업체보다는 상대적으로 외식경기가 

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재료 지출동향도 전기와 전년 동월 대비 식

재료 원가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용 상승으로 인건비를 낮

추고자 고용을 줄이고 있으나, 인건비는 준고정비이기 때문에 인건비 감소

에는 한계가 있어 여전히 큰 비용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식업체의 매출액 감소로 인한 경기침체와 식재료비 상승 등 비용증가

로 인해 외식산업의 수익 구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외

식업계에서 수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매출액을 상승시키기 위한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외식산업 경쟁

력 결정요인 중 차별화된 인테리어, 메뉴 개발 등이 높게 나타났다. 차별화

된 인테리어는 외식업체의 아이템과 부합하고 소비자들의 트렌드도 반영

하여야 한다. 특히 소비자 타겟을 명확하게 하여 외식업체의 간판, 글씨체, 

색상, 입구 등을 설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전문가 컨설팅을 받는 등 이

미지 제고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3 KDI(2014). 서비스경제브리프. 2014년 2/4분기.
24 한국 외식업 경기지수(KRPI)란 외식업소의 매출, 고객수, 영업이익 등 경제 측

면에서 의미를 가지는 핵심요소들의 변화를 분석하고 외식업계의 성장과 위축

의 정도를 수치화해 나타내는 지표(aT(2014), 한국외식업 경기지수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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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메뉴 개발 등으로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노력도 필요하다. 1990년대 초반에는 면류 전문점 등이 두각을 나

타냈고, 이후 피자 등 패스트푸드가 각광을 받았으며, 1990년대 후반에는 

퓨전 메뉴가 키워드이었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커피, 샌드위치 등 주

식 외 메뉴가 발달하였고, 최근에는 한식세계화로 인해 외국인 소비자가 

증가하였으며, 분식점이 체인화되면서 소비 트렌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

다. 이에 외식업체는 이러한 소비 패턴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영 

전략을 모색하여야 한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한 통계 및 전망 분석을 통해 

신규 창업자와 기존 외식업체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아울러 지역별·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정보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업체는 비용 절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외식산업은 고정비용

(임대료, 인건비 등)이 높은 산업이기 때문에 비용 절감은 한계가 있으나, 

식재료 구입비용이 평균 45%25로 영업비용 중 가장 높기 때문에 이를 낮

추는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다양한 방법으로 식재료를 조달하고 있으나, 

전자상거래를 통한 직거래는 2012년 기준, 전체의 0.4%26에 불과하다. 따

라서 식재료 구입의 전자상거래 비율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는 외식업체와 농협물류센터 또는 공영도매시장과의 사이버거래 시

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사이버거래 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중

대규모 외식업체와 지역농협과의 직거래로 물량을 원하는 가격에 조달받

을 수 있게 된다. 중대규모 외식업체는 원료를 대량으로 이용하고, 요일별, 

월별, 연별 이용량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규모 외식업체는 식재료 사용량이 적고, 그 양도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농협 물류센터보다는 전국의 32개 공영도매시장과의 사이버거래가 

25 최지현 외(2012). 농어업부가가치의 새로운 창출을 위한 식품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4/5차연도). KREI. 
26 통계청(2012). 도소매업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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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적절하다. 이는 공영도매시장의 경우 소량 다품목 원료 공급이 가능하

기 때문이다. 

그림 5-1.  외식업체와 산지의 국내산 농산물 사이버 거래

자료: 김성우 외(2014). “식품산업의 국내산 농산물 이용 실태와 정책과제.” 농업전망 

2014. KREI를 참고하여 재구성함.

  공영도매시장의 유통주체(도매법인, 중도매인)를 통한 사이버 거래 시스

템을 활용할 경우, 공영도매시장에서 경매로 거래된 농산물을 지구별･권역

별 외식업체에 배송할 수 있다. 공영도매시장에서는 경매 또는 상장예외거

래가 매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식업체가 식재료 원료를 필요한 날짜에 맞

춰 사이버 거래소를 통해 주문할 경우 익일 배송이 가능하다. 

  또한 산지와 외식업체와의 직거래를 확대하여야 한다. 외식업체 조사결

과, 산지와의 직거래 경험은 15.7%이나, 직거래에 대한 만족도는 81.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소규모 외식업체의 산지 직거래 만족도가 중대

형 외식업체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7

27 aT(2013). 외식업체 식재료 구매실태 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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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산 농산물 직거래 산지 박람회28를 통해 식재료 공급을 확대시켜야 

한다. 2013년부터 aT와 지자체가 주관 및 주최하여 산지 출하조직과 외식

업체가 참여하는 산지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 외식업체는 좋은 식재료를 

싸게 조달받을 수 있고, 산지조직은 출하처를 다양하게 확보할 수 있기 때

문에 산지 박람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시 농협을 이용한 거래 시스템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의 도시 농협은 신용사업 위주이고 경제사업은 마트사업 실적이 대부분이

다. 따라서 도시 농협이 산지와 외식업체 간 직거래를 위한 물류 거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또한 산지직거래와 관련한 통

계 및 실시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외식업체의 구입

처를 다양화하여야 하는데, 이는 국내산 식재료의 품질도 높이는 방안이기

도 하다. 

3. 외식산업 경영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필요

  외식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외식업을 운영하는 경영방식의 개선, 즉 

업무프로세스 혁신(re-engineering innovation)을 통해 종사자의 노동생산성

을 높이고, 외식업체의 식단 등 요리 차별화를 통한 고급화로 투입노동에 

대한 산출수준을 높이는 2 Track 전략을 써, 비용절감 및 수익 증대 경영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Track 방식은 외식업의 경영효율을 

높이는 양면적인 방식이다. 하나는 비용 절감전략으로 산출 부문의 변화 

없이 투입비용 즉, Input-Cost(특히 종사자 인건비)를 절감하여 경영효율을 

28 aT에서는 식재료 직거래 매칭을 위한 외식 식재료 직거래 1차 산지 페어를 

2013. 6. 14.~15. 함양군에서 (사)한국외식산업경영연구원 CEO 과정 등 62개 

업체 대표와 8개의 산지 공급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열렸음. 이 기간 직거래 실

적은 약 10억 원이며, 현장 구매는 600만 원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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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는 방법이 있으며, 다른 하나는 산출 극대화전략으로 투입 비용 부문

의 변화 없이 산출 부문 혜택(Benefit)을 높여 경영효율을 제고하는 방식이 

있다. 

  노동서비스에 의존하는 서비스업종인 외식업의 경우, 원료매입비, 인건

비, 점포임대료가 중요한 원가구성요소인데, 그중에서도 종사자에 대한 인

건비를 줄여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종사자 인건비를 줄이는 

직접적인 방법으로 종사자 수를 줄이는 방법이 있으나, 이는 서비스의 축

소 등 서비스업 본연의 문제로 해석될 수가 있어 적절한 방법이 아니며, 

그 대신 식재료 원료의 투입 및 조리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인력 의존 업

무를 줄여 종사자 고용 비용을 절감하고, 투입 노동력 대비 생산성(노동생

산성)을 줄이는 간접적인 방법이 있다. 

  종사자의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또 하나의 방법은 외식업 원료를 조달하

고 요리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한 전처리 또는 반가공 원료 투입을 용이하

게 하여 종사자의 노동을 대체함으로써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이다. 일본의 

경우 일반외식업소에서는 표준화된 식단들로 인해 외식업소에서도 전처리 

또는 반가공 상태의 요리 원료를 납품받아 편리하게 요리하는 추세가 증가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소형 외식업소에서 요리 원료들을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전처리 또는 반가공 상태의 1차 가공 원료들을 표준화하여 

납품할 수 있는 전처리가공 및 반가공업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투입재 비용을 줄이는 비용절감을 통해 종사자의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접근방법 외에도 산출물, 즉 식단 등 요리 차별화를 통한 고급화로 투입노

동에 대한 산출수준을 높이는 노력도 필요하다. 식단(메뉴)의 차별화, 고급

화를 위해서는 메뉴 개발 노력, 즉 메뉴에 대한 R&D 노력이 필요하며, 투

입 원료의 국산화, 안전성, 친환경성을 통한 고급화가 필요하다. 

  현재 외식업은 기업화, 전문화 등으로 변화하면서 메뉴 개발을 위한 새로

운 직종이 생겨나고 있다. 과거에는 조리사나 외식업주가 자체 개발하였으

나, 프랜차이즈 등 대형 외식업체에서는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여 메뉴 기

획이나 개발 및 상품화에 대한 전문가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여 상품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시장 조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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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져야 하며, 소비자 구매 유형분석과 콘셉트 설정, 레시피 작성 및 가

격 책정까지 분석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소비 트렌드를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정보도 공유되어야 하며, 최근 드라마나 영화를 통한 한류의 열풍으

로 생기는 소비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최근에 음식메뉴 개발을 위한 민간 연구소가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그러

나 민간 연구소에 대한 정보가 없고,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지 측정하

기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외식 관련 민간연구소에 대한 정보와 신용 등급 

등 외식업체 니즈에 맞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식품산업통계

에 대한 정보를 aT에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외식 관련 연구소에 대한 정

보를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하여야 한다. 

  정부에서는 외식산업 R&D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농식품부의 

전체 예산 대비 R&D는 4.9%로, 지경부의 29.7%, 교육부의 10.1%보다 저

조한 실정이다. 농식품 민간 R&D 투자 비중은 26%로 국가 전체 R&D 투

자 대비 74%보다 크게 낮다. 또한 농식품 민간 R&D 중 외식과 관련된 

R&D 투자는 전무한 실정이다.29

  외식산업이 농식품부 소관 산업이 되었기 때문에 농식품 관련 민간 R&D 

뿐만 아니라 외식 관련 민간 R&D에 대한 예산도 편성될 필요가 있다.

4. 근무 여건30 개선을 통한 전문 인력 충원

  외식산업 종사자의 평균 근속 기간이 3.6년으로 다른 산업보다 크게 낮

아 전문 인력 양성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는 외식산업의 근무여건이 다른 

29 2010년 기준, 농식품부 내부 자료.
30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따르면, 직업의 지표는 ‘보상’, ‘일자리 수요’, ‘고용안정’, 

‘발전가능성’, ‘직업전문성’, ‘고용평등’으로 나누어져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보상’의 임금과 복리후생, ‘고용안정’의 정규고용과 고용유지, 근무시간, ‘직업

전문성’의 사회적 평판 등을 통칭하여 근무여건이라 함. 



외식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126

산업보다 열악하기 때문이다. 월급여 총액과 4대 보험 가입률도 다른 산업

보다 낮다. 이에 따라 외식업 노동생산성도 전체 서비스업보다 낮게 나타

났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외식산업은 저임금 고노동이라는 인식이 팽배하

여 외식업을 꺼리고 있다. 외식산업 관련 교육기관(고등학교, 대학교, 전문

대학)의 졸업생들은 매년 4,800명이나, 대기업 등에 취업자는 500명 내외

로 낮은 수준이다.31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교육을 통한 인식의 변화가 필

요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이미지를 제고하여야 한다.

  국내 외식산업 인력 양성을 위해 2년제 대학, 4년제 대학교 등이 있으나, 

등급별로 차별화되지 못하고 교육과정도 표준화되지 않아 전문 인력을 양

성하는 데 문제가 되고 있다.32

  또한 직원의 재교육도 미흡하고, 업종별, 직무별, 직급별 전문교육프로그

램도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외식업체의 니즈를 반영하지 못하여 현실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국내 외식산업 인력 양성을 위해 2년제 대학, 4년제 대학교 등이 있으나, 

등급별로 차별화되지 못하고 교육과정도 표준화되지 않아 전문 인력을 양

성하는 데 문제가 되고 있다.

  외식산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학교, 전문

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 등 교육 목표에 따라 표준교육과정이 개발될 필

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산학연이 공동 연구를 통해 외식산업 직무 유형에 따라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하여야 하며, 개발된 표준 교

육 안은 법제화시켜 교육 기관에서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 내

용을 이수할 경우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자격증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외식산업의 구인·구직 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고용노

31 김성훈 외(2012). 외식산업 육성 정책의 고용영향평가. 고용노동부.
32 김기영 외(2011). 외식산업 발전 방안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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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에서 워크넷을 운영 중이나, 모든 산업의 취업 정보가 있어서 외식산

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외식산업 통계를 제공하고, 해외 사업 등 실질적인 사업을 실행하는 aT가 

주축이 된 외식산업 구인·구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2013년까지는 외식기업 해외인턴사업을 aT가 주관하여 시행하였다. 

2014년부터 해외인턴사업이 해외취업과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운영하도록 통합되었다. 그러나 외식기업의 해외인

턴사업은 단순 취업 목적이 아닌 해외 외식기술을 배우고 이를 국내 외식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또한 외식산업은 농업과의 연

계가 강하여 국내산 식재료를 이용하여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역할이 가

능하므로 농업 관련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농업과 외식산업을 동반 성장

시킬 수 있다.

  또한 소규모 외식업체의 경우 인턴제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외식업은 쉽

게 창업이 가능하다는 인식과 최근 창업자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창폐업률이 높아지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현장에서의 경험이 외식업 경영

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외식업 창업을 위해 일정 기간 외식업체에

서의 인턴 경력을 쌓게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5. 외식업 수익성 제고를 위한 전후방 산업과의 연계 강화

  외식산업은 전후방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원료의 안정적 조달 및 국산 원

료의 고급화, 안전성과 위생, 친환경성을 활용해 수익성이 제고될 수 있으

며, 다른 한편으로 외식산업 산출물인 요리의 판매 및 홍보를 통해 수익성

이 제고될 수 있다. 

  외식산업, 특히 다수의 영세한 외식업체들이 원료를 안정적으로 조달하

기 위해서는 외식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원료들의 생산이 우선 규모화되어

야 하고 원료 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안정적인 조달처가 확보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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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며, 공동물류를 통한 조달물류비용을 줄일 수 있어야 한다. 

  외식업과 가공업 등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원료는 상품성이 있어 시

장에 출하되어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중품 이상의 상품보다는 주로 상품성

이 떨어져도 원료로 이상이 없는 중·하품 수준의 농산물을 전문적인 생산

자에 의해 대량재배, 대량생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농업생산 부

문에서는 외식업, 가공업에서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초다수성 품종 개발과 

외식 및 가공 전용 생산자 육성 또는 생산단지가 조성될 필요가 있다. 

  외식 전용 초다수성 품종 개발과 전문 생산주체 육성을 통한 원료의 안

정적 조달 방법 이외에도 산지유통센터의 선별과정에서 외식업 및 가공업

에 공급할 수 있는 중·하품 및 등외품의 안정적인 조달 루트도 조성할 필

요가 있다. 이를 위해 특히 로컬푸드 차원에서 지역 단위의 외식업 및 가

공용 중·하품 및 등외품 공급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외식 및 가공용 

중·하품 및 등외품의 원거리 공급은 운송 비용문제가 수반되어 가급적 지

역 단위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식산업 원료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방안은 영세한 

외식업체들에게 원료들을 저비용으로 연중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역 단위 외식업체들의 공동물류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저온저장고

(물류창고)와 공동수송차량으로 구성되는 공동물류시스템은 정부의 소상

공인 육성 차원에서 중소기업청의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할 필

요가 있으며, 국산 농산물의 이용 극대화 차원에서 농식품부 차원에서도 

공동물류시스템 구축사업에 매칭펀드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영세규모가 다수인 외식업체들은 매출액 자체가 소액이기 때문에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원가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대다수가 투입 원료인 농

산물을 가급적 낮은 가격으로 조달받고자 하는 전략을 쓸 수밖에 없는 것

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세 외식업체들은 국산 원료도 최대한 저가 

농산물을 조달받기를 원하며, 고추, 마늘, 양파 등 양념류를 비롯해 요리 

원료에서 필수적이며 조달비용 부담이 큰 원료 농산물을 저가의 수입 농산

물을 조달받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국산 원료의 안정적인 생산 및 조달체계를 구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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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함께 국내산 고급 원료,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원료의 외식업 소비 확

대를 위해서는 외식업체들의 식단을 차별화하여 고급화를 지향하는 외식

업체들을 육성하고, 업소의 식재료 원산지표기를 더욱 강화하여 고객들이 

한눈에 국산 식재료와 식단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외식산업의 전방 관련 산업이라 할 수 있는 외식요리의 다양한 판매(배

달 등)와 광고 홍보 분야에서 영세 외식업체들도 혜택을 받고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요리의 가정 내 배달이 크

게 늘고 있어 홍보전단과 광고물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 그중에서도 영세

한 외식업체들이 비용이 저렴한 인터넷, SNS를 통한 광고 홍보 방법을 적

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 외식업체 지도와 업체별 광고 홍보를 직접 입

력할 수 있는 자가 입력 외식업쇼핑지도 등을 개발 보급하는 방안도 모색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영업 협업화사업 지원 사업’33을 활

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aT의 K-Food 지원센터에

서 해외마케팅뿐만 아니라 국내 마케팅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공동브랜

드사업, 공동홍보물 제작 등의 사업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홍보 강화는 동종업계 간 차별화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외식

업체의 경영자가 주도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정부의 지원정책을 적극적

으로 활용하여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33 ○ 2014년 기준, 서울시에서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및 대형마트 등과의 경쟁으

로 인하여 소득기반이 축소된 영세 자영업자의 자생력 강화 및 자립 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 판매장 또는 공동 시설이용, 공동 운영시스템 구축사업, 

공동 브랜드 개발 등 협업사업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

임(서울신용보증재단, 공고 제2014소기업-9호). 

  ○ 지원 분야 대상은 3개 이상의 자영업체가 참여하고, 모든 참여업체가 소상

공인이어야 하며, 협업 참여업체 간 기능별로 역할 분담이 되어 있어야 함. 

협업사업계획은 참여업체 전원 동의의 방식으로 수립됨. 

  ○ 대상 사업 중 공동 브랜드 개발 및 활용(BI, CI, 포장디자인, 홍보 등)은 지

원한도가 2,000만 원 미만(사업비의 90% 이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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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비자 만족도와 신뢰도 향상을 위한 원산지표시 강화

  외식산업 경쟁력의 5대 분야 중 수요 조건인 소비자 인식이 외식산업 경

쟁력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신뢰 구축 및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외식업의 위생이 가장 중요하나, 식중독 발생 건수는 지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외식업에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식재료의 원산지표시를 

확대하여야 한다. 2012년 12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법 시행령이 개정되

면서 총 16개 품목으로 확대되었으며, 배달용 돼지고기(족발, 보쌈), 배추

김치의 고춧가루 등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원산지표시가 확대되었다. 원

산지표시가 확대 시행되자 올해 9월까지 원산지 거짓표시가 63%에 달하

는 등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표시 방법도 음식점 영업장 면적에 관계없이 메뉴판, 벽에 붙어 있는 게

시판의 옆이나 밑에 표시하도록 강화되었으며, 음식 원료의 혼합 비율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로 인해 외식업체의 효율적 운영에 저해된다는 의견도 있다. 예를 들

어 대형유통업체로부터 구입한 식재료에 대한 원산지가 잘못 표기될 경우 

의도치 않게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러나 소비자의 신뢰 및 만족도를 높이는 마케팅의 방법으로 인식하여 

외식업체에서 원산지표시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수입산 

원재료로 만든 음식은 품질이 나쁘다고 믿거나 불신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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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외식산업 관련 법·제도 개선 

  의제매입세액공제34는 국내산 농산물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국내산 농산

물을 이용할 경우 일정 부분 외식업체에 세금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그

러나 일부 외식업체에서 거래내역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작성된 영수증을 

이용하는 등 탈세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다. 따라서 2014

년부터 한도액을 축소하여 국내산 농산물을 이용하는 외식업체의 연간 매

출액이 2억 원 이하일 경우에 60%만을 인정하게 되었다.35

  거래내역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를 낮춘 것은 국내산 농산물 이용을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 이는 

국내산 식재료를 이용하였던 외식업체에서 가격이 낮은 수입산 농산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축소하기보다는 국내산 농산물 거래 

영수증을 투명하게 발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외식업체가 국내산 

농산물을 산지 조직과 이용할 경우 “지역 농협이나 지자체가, 도매시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관리공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영수증을 발급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김성우 외 2014). 

  간이과세자 범위는 1999년 12월에 개정된 연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으

로 14년 동안 동일한 기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일평균으로 환산할 경

우 1일 13여 만 원 미만의 매출이어야만 영세업자로 구분되어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5인 미만의 사업체의 연간 매출액은 8,104만

원으로 혜택을 받는 업체는 많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일본의 경우 간이사업자의 매출액 기준이 약 1억 원이며, 프랑스의 

34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본래 면세 품목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농수산물에 대해 정부가 일정 부분(5.7~7.6%)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중앙일보 2013. 12. 5일자).
35 김성우 외(2014). “식품산업의 국내산 농산물 이용 실태와 정책과제.” 농업전망 

2014. KREI.



외식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132

경우에는 1억 2,000만 원으로, 국내 간이과세자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다.

  따라서 14년 동안 간이과세자 범위를 동결시킨 것은 물가상승률을 감안

하더라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식업의 종업원 수가 5인 미만 영세 

자영업자가 전체의 87.5%인 점을 고려하여 혜택을 넓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외식산업을 위한 연간 정부의 지원정책과 사업은 많으나, 업체에 정보 

전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 지원 사업을 달력화하여 업체들이 보다 쉽게 

지원 사업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재 aT에서 외식기업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우

수외식업지구 육성 사업, 해외 외식시장 개척사업, 각종 통계자료 발표, 산

지 Fair 등 많은 지원 사업이 있으나, 사업 시행 시기와 대상, 범위, 규모와 

조건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간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하여 보급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8. 외식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역할 분담

  외식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실현시키기 위해 정부, 외식업체, 대학 및 

연구소의 역할을 구분하였다. 

  ‘영세 외식업체 규모화 추진’은 외식업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되, 정부

의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외식업체의 수익구조’는 외식업체가 주도

적으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정부에서는 수익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정

책 및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외식업 내부의 경영혁신을 위한 프로세스 

개선’은 정부가 여러 가지 교육 등 시스템을 구축하고 외식업체는 적극적

으로 참여하며, 대학 및 연구소에서는 최적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근무여건 개선을 통한 전문 인력 충원’은 종사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시

키는 데 외식업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야 하며, 정부는 교육 지원을 확대

하고, 대학 및 연구소는 수요자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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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은 주로 신메뉴 개발 등인데, 이는 대학 및 연구소가 소비자 

트렌드에 맞는 연구 개발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정부는 민간 

R&D 부분을 강화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홍보 강화’는 외식업체가 해

당 업체의 특성에 맞는 홍보 방법을 개발하여야 하며, 정부는 영세성이 높

은 외식업체들에게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외식업과 전후방 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수익성 제고’는 후방산업

인 농업과 전방 산업인 홍보와의 연계 강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정부가 주

도적으로 식재료 조달 시스템을 개선하고 유통비용을 줄여 식재료 가격을 

낮추고 공급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현재 식재료 조달 방법은 전통적

인 방법이 아닌 전자상거래나 직거래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따라서 외

식업체에서는 다양한 식재료 조달 방법을 이용하여 식재료 비용을 낮추고 

안정적으로 조달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홍보 강화를 

위해 외식업체가 적극적으로 인터넷이나 SNS를 활용하여야 하며, 정부의 

지원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소비자 만족도 및 신뢰도 향상’은 외식업체가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

고 위생과 신뢰 부분을 쌓아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부는 소비자의 식

품 안전과 수입산 식재료의 국내산 둔갑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외식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은 정부가 외식산업의 저해 요인

을 파악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제도를 만들거나 개선시키는 역할을 수

행하여야 한다. 또한 대학 및 연구소는 외식산업의 현실적인 문제와 정책

과 현실과의 격차를 줄이는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정부에게 

건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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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해요인 정부 외식업체
학  
연구소

세 외식업체 규모화 추진 ○ ◎ △

외식업체의 수익구조 개선 ○ ◎ △

외식업 내부의 경 신을 한 
로세스 개선

◎ ○ ○

근무여건 개선을 통한 
문 인력 충원

○ ◎ ○

연구개발 ○ ○ ◎

홍보 강화 ○ ◎ △

외식업과 후방 련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수익성 제고

◎ ○ △

소비자 만족도  
신뢰도 향상

○ ◎ △

외식산업 활성화를 한 
정부의 법·제도 개선

◎ △ ○

표 5-1.  외식산업 경쟁력 제고를 한 역할 분담

주: ◎는 주도적 역할, ○는 보조적 역할, △는 참여 및 관심.



요약 및 결론  제6장

  그동안 외식산업의 발전방안을 위한 많은 연구가 있었으나, 외식업 발전

을 저해하는 요인과 외식업 발전을 위한 세부 요소에 대한 발굴 정리, 이

를 통한 외식업의 세부적인 발전 제안이 부족한 데 기인하여 본 연구가 시

작되었다. 외식산업의 실태 분석과 외식업체 및 전문가 조사를 바탕으로 

외식산업 경쟁력 저해요인과 제고 방안을 도출하였다. 

  외식산업 실태 분석 결과, 식품산업 내에서의 외식업은 생산액은 가장 

낮으나, 고용은 많아 노동생산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 사

업체수는 5인 미만이 전체의 87.5%를 차지하여 영세성이 높다. 5인 미만 

외식업체의 매출액은 전체 외식업의 연평균 증가율 7.7%보다 낮은 3.9%이

나, 영업비용은 7.1%, 인건비 6.7%, 임차료 8.8%로 매출액 증가율보다 높

은 것으로 나타나 영세성이 더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식업을 다른 서비스 산업과 비교하였을 때, 노동생산성은 가장 

낮고, 근로시간은 가장 많으나, 급여가 낮고, 4대보험 가입률도 낮아 외식

업의 근속연수가 가장 낮은 3.6년으로 나타났다. 위생 기준도 2012년 기준 

전체 식중독 발생 건수가 266건이었으나, 음식점에서 발생된 건수가 95건

으로 학교급식 54건보다 많이 나타났다.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외식업의 정부 지원 사업의 이용 경험은 다른 산

업보다 많았고 만족도도 높았으나, 인지도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정

부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산업 경쟁력 53개 결정요인을 전문가와 소규모와 중대규모 외식업

체를 가중 평균하여 분석한 결과, 경영자의 경영 능력이 외식산업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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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의 외식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직원의 숙련도, 매장 임대료, 독창적이고 고유한 레시피 

보유 및 개발, 경영자의 건강, 안전, 환경에 대한 중요도, 소비자의 업체에 

대한 만족도, 소비자에게 일관된 맛 제공, 임금수준, 소비자의 업체에 대한 

신뢰도 및 충성도도 외식산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외식산업 실태 분석과 경쟁력 저해 요인을 종합하면 첫째, 우리

나라 외식업체의 경영자 능력 부족이다. 우리나라 외식업체는 종사자 수가 

5인 미만 외식업체는 87.5%, 연매출액 1억 원 미만이 60.6%로 대부분 영

세하기 때문에 영세한 외식업체의 경쟁력(영세 외식업체의 지속성과 발전 

가능성 제고)을 제고하는 것이 외식산업 전체의 경쟁력 수준을 높이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를 위해 외식업 창업에 진입장벽이 전혀 없기 때

문에 인위적인 진입장벽을 만드는 것보다 창업 컨설팅 등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외식업 경영자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창업 외식업체가 안정적인 사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점포 

임차기간을 법적으로 보호해야 하며, 추가 부담 경감 방안, 영세 사업장에 

대한 종사자 4대 보험 일부 지원 또는 환급하는 방안과 자금 부담 제약 해

소를 위해 농신보와 같이 외식업체에 대한 신용보증보험을 통한 자금 조달 

확대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외식업체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비용 절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

다. 최근 경기침체와 식재료비 상승 등 비용 증가로 외식업체의 경영 악화

는 더 심해졌다. 이를 위해 차별화된 인테리어로 소비자들의 트렌드를 반

영하여야 하며, 신메뉴 개발 등으로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노력도 필

요하다. 정부에서는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한 통계 및 전망 분석과 지역

별·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정보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외

식업체 영업비용 중 식재료 비용이 가장 높기 때문에 식재료 구입의 직거

래 및 사이버 거래 비율을 높여야 한다. 정부는 외식업체와 농협물류센터 

또는 공영도매시장과의 사이버거래 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내산 농산물 직거래 산지 박람회를 확대하고 도시 농협을 적극 이용하여

야 하며 이를 위해 산지직거래와 관련한 통계 및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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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외식업 경영혁신을 위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외식업을 운영하는 

경영방식의 개선, 즉 업무프로세스 혁신(re-engineering innovation)을 통해 

종사자의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외식업체의 식단 등 요리 차별화를 통한 

고급화로 투입노동에 대한 산출 수준을 높이는 2 track 전략을 이용하여, 

비용절감 및 수익 증대 경영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종사자 

인건비를 줄이는 직접적인 방법보다는 식재료 원료의 투입 및 조리 프로세

스 혁신을 통해 인력 의존적 업무를 줄여 종사자 고용 비용을 절감하고, 

투입 노동력 대비 생산성(노동생산성)을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

해 외식업소에서 요리 원료들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처리 또는 

반가공 상태의 1차 가공 원료들을 표준화하여 납품할 수 있는 전처리가공 

및 반가공업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요리 차별화를 통한 고급화

로 투입노동에 대한 산출 수준을 높이는 노력도 필요하다. 식단(메뉴)의 차

별화, 고급화를 위해서는 메뉴 개발 노력, 즉 메뉴에 대한 R&D 노력이 필

요하며, 투입 원료의 국산화, 안전성, 친환경성을 통한 고급화가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외식산업 R&D 활성화를 위해 외식 관련 민간 R&D 예산도 

편성할 필요가 있다.

  넷째,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한 전문 인력 충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외식산

업 종사자의 평균 근속 기간이 3.6년으로 다른 산업보다 크게 낮아 전문 

인력 양성이 어렵기 때문에 충분한 교육을 통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이미지를 제고시켜야 하며, 산학연이 공동 연구를 통

해 외식산업 직무 유형에 따라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외식산업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표준교육과정도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외식산업의 

구인·구직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턴제도를 활용하여 현장에서의 경험

을 일정 기간 쌓게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외식업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전후방 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강

화할 필요가 있다. 외식산업은 전후방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원료의 안정적 

조달 및 국산 원료의 고급화, 안전성과 위생, 친환경성을 활용해 수익성이 

제고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외식산업 산출물인 요리의 판매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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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수익성이 제고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외식업, 가공업에서 전문적으

로 사용하는 초다수성 품종 개발과 외식 및 가공 전용 생산자 육성 또는 

생산단지가 조성될 필요가 있다. 한편, 외식 및 가공용 중·하품 및 등외품

의 원거리 공급은 운송 비용문제가 수반되어 가급적 지역 단위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영세한 외식업체들에게 원료들을 저비용으로 

연중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역 단위 외식업체들의 공동물류시스

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외식산업의 전방 관련 산업인 광고 홍보 분야에

서 영세 외식업체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별 외식업체 지도와 업체

별 광고 홍보를 직접 입력할 수 있는 자가 입력 외식업쇼핑지도 등을 개발 

보급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서울시의 ‘자영업 협업화사업 

지원 사업’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여섯째, 소비자의 만족도와 신뢰도 향상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외식

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외식업주들의 철저한 식재료 원

산지 표시와 위생 의식을 고취시켜야 한다. 

  일곱째, 정부의 역할이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국내산 농산물 이용 확대

를 위해 세금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나, 거래내역 부풀리기 등으로 인한 탈

세 수단으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이는 국내산 농산물을 이용하였던 외식업

체에서 가격이 낮은 수입산 농산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아, 국내산 농산

물 이용을 축소시킬 수 있어, 국내산 농산물을 이용할 경우 지역 농협이나 

지방 행정기관이, 도매시장은 관리공사(사무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

해 영수증을 발급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또한 간이과세자 범위가 

지난 14년 동안 동일한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범

위를 현실화하여 영세 외식업체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한편, 

외식산업을 위한 연간 정부의 지원정책 달력을 제작하여 외식업체들이 정

부의 지원 정책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하여 보급하는 것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외식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련 주체 간 역할이 분담되어

야 한다. 외식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실현시키기 위해 정부, 외식업체, 

대학 및 연구소의 역할이 중요하다. 외식업체는 영세 외식업체의 규모화, 

수익구조 개선, 전문 인력 충원, 소비자 만족도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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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적인 역할을 하여야 하며, 정부는 제도적인 뒷받침으로 외식산업의 경쟁

력을 높여야 한다. 또한 대학 및 연구소는 외식산업의 현실적인 문제와 정

책과 현실과의 격차를 줄이는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정부에 

건의하여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외식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외식산업 실

태 분석과 외식업체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실시하

였다. 지금까지 외식산업 실태와 관련된 분석은 기존 연구에서 이루어졌으

나, 경쟁력 이론 틀에서 외식산업을 적용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여러 가지 한계로 본 연구에서 담아내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 이러

한 점들을 제시하여 향후 외식산업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우리나라 외식산업의 경쟁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와 비

교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가 간 산업 경쟁력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는 비

교 국가 간 지표가 같아야 하고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여야 하는데, 이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또한 최근에 한류로 인해 아시아는 물론 미국과 

유럽까지 우리나라 음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외식산업 경쟁력을 비교하고, 해당 국가에서의 한국 음식과 

자국 음식에 대한 경쟁력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외식산업 경쟁력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에서 발표한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실태를 파악하였고 외식업체의 설문조사를 통해 저해 요인을 선

정하였다. 외식산업 경쟁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지표를 바탕으

로 이루어져야 하나, 외식업체에서의 경쟁력과 관련한 통계지표는 없는 실

정이다. 따라서 향후 외식산업 관련 지표를 정형화할 필요가 있으며, 소비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외식산업 경쟁력을 진단하고 분석할 수 있는 모델 개발이 필요하

다. WEF나 IMD는 매년 국가 경쟁력을 비교하여 각 국가의 경쟁력 요인의 

강점과 약점을 발표하고 있다. 외식산업은 원재료 가격이나 식품안전, 소

비자의 선호도 등 외부 요인에 의해 빠르게 변화하고, 창업에 대한 규제가 

없어 창폐업률이 95% 이상 지속되는 등 사회적 비용이 들기 때문에 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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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경쟁력 진단 및 모델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외식업체가 대형화 및 프랜차이즈화되기 때문에 외

식산업 발전을 위해 어떻게 대형화와 프랜차이즈화되어야 하는지, 이에 대

한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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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1. 외식산업 경쟁력 결정요인별 영향분석

  외식산업의 경쟁력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생산요소조건, 시장수요조건, 

관련 및 지원산업, 기업의 전략, 구조 및 경쟁양상, 정부영역)이 전체 경쟁

력 및 상호 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회귀분석을 통해 정량적

으로 분석이 필요하다. 앞에서 실시한 DAG를 이용한 인과성 분석이 상호

관계에 대한 전체적인 그래프를 나타내 주었다면 요인별 영향분석은 정량

적으로 그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DAG상에서 외식산업 전체 경쟁력의 1

차적 원인 요소와 결과 요소 모두 회귀분석에서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정도로 나타난다. 

  인과관계 분석은 외식산업 관련 업체 150개 조사를 통해 구한 각 요소별 

경쟁력 지수 자료를 원용하였으며, 외식산업의 경쟁력 요소들과 전체 

경쟁력 간 회귀분석36을 실시하였다. 

1.1 분석결과 및 시사점

1)  외식업체 체

  앞서 분석한 DAG 결과를 근거로 회귀 분석한 결과, 외식산업의 경쟁력

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 중 생산요소조건 경쟁력, 관련 및 지원산업 경쟁력, 

기업의 전략, 구조 및 경쟁양상 경쟁력, 정부 역할 경쟁력이 전체 경쟁력에 

36 이때 외식산업 전체를 대상(pooling regression)으로 하되 조사 대상자들의 특수

성(업종, 규모 등)을 고려할 수 있는 더미변수(dummy variable)를 가미하여 특

성별 차이 여부도 확인하였음.

        , X는 경쟁력 요소, D는 특수성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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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7

  외식산업의 경쟁력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 중에서는 기업의 전략, 구조 

및 경쟁양상 경쟁력이 계수값 0.471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고, 다음으로 생산요소조건 경쟁력이 0.353, 관련 및 지원산업 조건 경

쟁력이 0.082, 정부 역할 경쟁력이 0.06 순으로 드러났다. 이는 외식산업의 

경쟁력은 외부 기업의 전략과 구조, 외부경쟁 대비 전략이 외식산업의 경

쟁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외식업체들의 내부 전략과 구조가 적

절하게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는지, 외부 경쟁 대응전략은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우선 점검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기업의 경영체 전략, 구조 및 경쟁양상 경쟁력 외에 생산요소의 경쟁력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는 

생산요소가 기업의 전략과 구조 및 외부 경쟁 대비에 매우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는 DAG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생산요소 경쟁력과 경

영체 전략, 구조 및 경쟁양상 경쟁력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것을 보

아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전략경영에서 경쟁우위를 위한 핵심적인 

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핵심역량(core competence) 이론과 같이 기업의 

경쟁 우위는 기업의 전략과 구조 및 외부경쟁 대비 전략 외에도 보다 근원

적으로 인적자원, 자본, 연구개발과 같은 자원의 역량에 있음을 시사한다.  

  외식산업 전체 경쟁력에 미치는 요소별 경쟁력 계수들의 절대적인 크기

를 비교해 보면 외부적인 요소(관련 및 지원산업 조건 경쟁력, 정부의 역할 

경쟁력)보다 내부적인 요소(기업의 전략, 구조 및 경쟁양상 경쟁력, 생산요

37 그러나 전체경쟁력에는 수요조건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DAG 상에서 외식산업 전체 경쟁력의 일차 원인 요소와 결

과 요소 모두 회귀분석에서는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정도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임. 또한, 특성별 차이를 고려하여, 업체 형태(한식, 일식, 중식, 서양식, 분

식 등)에 따라서 전체 경쟁력이 차이가 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부록에 결과 표 참조). 즉, 대표자 

연령, 사업기간, 고용원 수, 업체 크기도 외식산업 전체 경쟁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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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계수 표 편차 t-값 p-value 

상수 2.601 0.922 2.821 0.0055

생산요소 경쟁력 0.353 0.015 23.629 0.0000

기업의 략, 구조  
경쟁양상조건 경쟁력 

0.471 0.013 36.408 0.0000

련  지원산업 조건  경쟁력 0.082 0.011 7.749 0.0000

정부 역할 경쟁력 0.060 0.007 8.076 0.0000

변수 계수 표 편차 t-값 p-value 

상수 8.398 3.710 2.264 0.0250

외식산업 체 경쟁력 0.926 0.053 17.523 0.0000

소조건 경쟁력)의 계수가 절대적으로 커, 기업 내부의 경쟁력 강화 방안 강

구가 절대적으로 중요함을 시사한다. 

  앞서 DAG 분석에서 정부 역할 경쟁력이 전체 외식산업 경쟁력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으나 그 정도는 상대적으로 미약함도 눈여

겨 볼 필요가 있는데, 정부는 외식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이나 제도

에서 애로점(bottle neck)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만 접근

(관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부표 1-1.  체 경쟁력에 미치는 요소별 향 

  주: 외식산업 전체 경쟁력에 대한 회귀분석에서 수요조건 경쟁력, 기업의 전략, 구조 및 

경쟁양상조건 경쟁력, 관련 및 지원산업조건 경쟁력, 정부 역할 경쟁력 모두 유의수

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외식산업 전체 경쟁력이 수요조건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표 3-11>과 

같은데, 외식산업 전체 경쟁력의 계수값 0.926으로 외식산업 전체 경쟁력이 

1단위 증가할 때 수요조건 경쟁력은 0.93 단위만큼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준

다. 이는 앞서 DAG 분석에서 나타난 것처럼 외식산업 소비자의 인식을 개

선하고, 접근성을 높이고, 국내외시장 규모를 확대하는 등의 성장을 위해서

는 무엇보다 자체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을 정량적으로 보여준다.

부표 1-2.  외식산업 경쟁력의 수요조건에 미치는 향 

   주: 회귀분석 결과 외식산업 전체 경쟁력이 수요조건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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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계수 표 편차 t-값 p-value 

상수 5.807 1.476 3.935 0.0002

생산요소 0.328 0.025 13.262 0.0000

기업의 략, 구조  경쟁양상조건 0.519 0.020 25.446 0.0000

정부 역할 0.079 0.011 6.918 0.0000

2)  형 규모 외식업체

  앞서 분석한 DAG 결과를 근거로 회귀 분석한 결과, 외식산업의 경쟁력

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 중 생산요소조건 경쟁력, 기업의 전략, 구조 및 경

쟁양상 경쟁력, 정부 역할 경쟁력이 전체 경쟁력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산업의 경쟁력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 중에서는 기업의 전략, 구조 

및 경쟁양상 경쟁력이 계수값 0.519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고, 다음으로 생산요소조건 경쟁력이 0.328, 정부 역할 경쟁력이 0.079 

순인데, 이는 중대형 규모의 외식업체들의 경쟁력 요소들의 영향의 패턴은 

전체 외식업체의 경우와 유사하나 그 정도나 크기에 다소 차이가 나는 것

을 보여준다. 기업의 내부역량인 기업의 경영체 전략, 구조 및 경쟁양상 경

쟁력과 생산요소의 경쟁력이 전체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소형규모 업체

도 포함한 전체 외식산업의 경우보다 차이가 커져 있다. 즉, 기업의 전략, 

구조 및 경쟁양상 경쟁력이 생산요소 경쟁력보다 외식산업 경쟁력에 미치

는 영향력 정도가 큰데, 그 크기의 차이가 더 벌어졌다는 것으로 중대형 

규모의 외식업체들에서는 기업의 전략, 구조 및 경쟁양상 경쟁력의 중요성

이 상대적으로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중대형 규모의 외식업체들에서도 외부적인 요소(정부의 역할 경쟁

력)보다는 내부적인 요소(기업의 전략, 구조 및 경쟁양상 경쟁력, 생산요소

조건 경쟁력)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부표 1-3.  형 규모 외식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요소별 향 

주: 외식산업 전체 경쟁력에 대한 회귀분석에서 기업의 전략, 구조 및 경쟁양상조건, 관련 

및 지원산업조건, 정부 역할 모두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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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계수 표 편차 t-값 p-value 

상수 10.485 5.326 1.969 0.0528

외식산업 체 경쟁력 0.916 0.076 12.040 0.0000

  외식산업 전체 경쟁력이 수요조건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외식산업 전

체 경쟁력의 계수값 0.916으로 외식산업 전체 경쟁력이 1단위 증가할 때 

수요조건 경쟁력은 0.92 단위만큼 증가한다는 것으로 중대형 규모 외식업

체들의 경우는 소형 규모의 업체들을 포함한 전체 경우와 크게 차이가 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표 1-4.  형 규모 외식산업 경쟁력의 수요조건에 미치는 향 

주: 회귀분석 결과,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3)  소형 규모 외식업체

  앞서 분석한 DAG 결과를 근거로 회귀분석한 결과, 외식산업의 경쟁력

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 중 생산요소조건 경쟁력, 기업의 전략, 구조 및 경

쟁양상 경쟁력, 관련 및 지원산업 조건 경쟁력, 정부 역할 경쟁력이 전체 

경쟁력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산업의 경쟁력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 중에서는 기업의 전략, 구조 

및 경쟁양상 경쟁력이 계수값 0.444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고, 다음으로 생산요소조건 경쟁력이 0.386, 관련 및 지원산업 조건 경

쟁력이 0.096, 정부 역할 경쟁력이 0.079 순으로 나타났다.

  소형 규모 외식업체들의 경쟁력 요소들의 영향의 패턴은 전체 외식업체

의 경우와 유사하나 그 정도나 크기에 다소 차이가 났는데, 기업의 내부역

량인 기업의 경영체 전략, 구조 및 경쟁양상 경쟁력과 생산요소의 경쟁력

이 전체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중대형 규모 업체도 포함한 전체 외식산

업의 경우보다 차이가 줄어들어 있다. 즉, 기업의 전략, 구조 및 경쟁양상 

경쟁력이 생산요소 경쟁력보다 외식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가 

크기는 하나, 그 크기의 차이가 전체 업체, 중대형 업체들과 비교 시 가장 

작아 소형 규모의 외식업체들에서는 기업의 전략, 구조 및 경쟁양상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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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계수 표 편차 t-값 p-value 

상수 1.333 1.197 1.114 0.2691

생산요소 0.386 0.020 19.413 0.0000

기업의 략, 구조  쟁양상조건 0.444 0.017 25.747 0.0000

련  지원산업 조건 0.096 0.014 6.753 0.0000

정부 역할 0.054 0.010 5.244 0.0000

변수 계수 표 편차 t-값 p-value 

상수 5.990 5.115 1.171 0.2453

외식산업 체 경쟁력 0.941 0.073 12.952 0.0000

력의 중요성과 요소조건 경쟁력의 중요성의 상대적 차이는 더 줄어들었다. 

  또한, 소형 규모 외식업체들에서도 외부적인 요소(정부의 역할 경쟁력)

보다는 내부적인 요소(기업의 전략, 구조 및 경쟁양상 경쟁력, 생산요소조

건 경쟁력)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부표 1-5.  소형 규모 외식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요소별 향

주: 외식산업 전체 경쟁력에 대한 회귀분석에서 기업의 전략, 구조 및 경쟁양상조건, 관련 

및 지원산업조건, 정부 역할 모두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소형 규모 외식산업 전체 경쟁력이 수요조건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아

래 표 3.6과 같은데, 외식산업 전체 경쟁력의 계수값 0.941로 외식산업 전

체 경쟁력 1단위 증가할 때 수요조건 경쟁력은 0.94 단위만큼 증가한다는 

것으로 소형 규모 외식업체들의 경우도 중대형 규모의 업체들을 포함한 전

체 경우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영향력을 나타

내는 계수의 상대적 크기를 비교해 보면, 소형 규모 외식업체의 경우가 가

장 크고, 다음으로 전체 외식업체, 중대형 외식업체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계수의 상대적 크기는 소형 규모 외식업체의 경쟁력이 중대형 규모 외

식업체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직접적으로 소비자의 인식 개선과 접근성, 

국내외시장 규모 확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표 1-6.  체 경쟁력의 수요조건에 미치는 향 회귀분석결과

주: 회귀분석 결과,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부록 147

분야 세부분야 세부지표

체

상
기여도
( 요도)

실-최
 격차

생산요소 
조건

인 자원

1 직원의 업무 생산성 4 3.89 1.22

2 직원의 근무시간 3 3.38 1.35

3 직원의 재교육(보수교육) 2 3.55 1.92

4 직원의 외식 련 공 2 3.14 1.87

5 직원의 숙련도 4 3.99 1.35

6 직원  트타임 비 3 3.18 1.29

7 직원의 고용 안 성 1 3.65 1.81

자본

8 업체의 자본력 1 3.67 1.61

9 출  자 유동성 2 3.42 1.69

10 업체의 부채 비 3 3.32 1.35

11 업체의 매출액 비 순이익 1 3.61 1.81

12 매장 임 료 1 3.85 1.66

13 임  수 4 3.83 1.54

연구개발

14 신규 메뉴개발을 한 지출 2 3.38 2.05

15 신규 메뉴에 한 활용도 2 3.32 1.74

16 시설투자 2 3.35 1.58

17
독창 이고 고유한 시피 
보유  개발

1 3.67 2.00

수요요소
조건

국내외 
시장규모

1 외식시장 규모 4 3.74 1.11

2 업체의 해외시장 진출 정도 2 2.87 2.34

소비자
인식

3
소비자의 업체에 한 
만족도

4 3.98 1.13

4
소비자의 업체에 한 
신뢰도  충성도

4 3.96 1.07

5
식품 안 에 한 소비자 
인식

4 3.85 0.95

6
소비자의 일 된 ‘맛’에 
한 요구

4 3.93 1.22

소비자  
근성

7 소비자의 업체 근성 3 3.54 1.06

8
소비자의 업체에 한 정보 
획득 

4 3.56 1.05

부록 2

부표 2-1.  외식산업 경쟁력 세부 요소별 기여도( 요도)  실-최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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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세부분야 세부지표

체

상
기여도
( 요도)

실-최
 격차

기업의  
략, 
구조  
경쟁 
양상

경 체 
략

1 경 자의 경  능력 4 4.13 1.34

2 경 자의 사회  윤리의식 4 3.75 1.55

3
경 자의 건강, 안 , 
환경에 한  요

4 3.89 1.43

4
경 자의 산업에 한 
이해도  경험

4 3.83 1.28

5 경 계획 수립 4 3.74 1.51

6 숙련된 직원을 고용하는 능력 4 3.82 1.36

7 직원복지에 한 인식 2 3.52 1.67

8 신메뉴 개발에 한 의지 1 3.68 1.65

9 홍보 노력 4 3.78 1.16

10 차별화된 인테리어 3 3.49 1.15

11 재고 리 4 3.60 1.50

경 체구조

12 직원-경 자 간 업무효율성 4 3.72 1.49

13 직원-경 자 간 유 감 4 3.81 1.52

14 식재료 공 의 용이성 4 3.86 1.25

15 업체의 규모화 정도 3 3.42 1.55

경쟁양상

16 신규업체  동종업체 진입 4 3.65 1.52

17 외식산업의 지역 집 도 3 3.50 1.55

18
IT 활용능력(컴퓨터, 
인터넷, SNS)

3 3.19 1.26

19
식재료 구입의 자상거래 
비율

2 2.80 1.84

련  
지원산업 
조건

후방산업

1 농수축산업의 공  능력 4 3.65 1.23

2
반가공  처리 공  
능력

3 3.50 1.42

3
식자재의 조달을 한 
공동구매   공 망 구축

2 3.48 1.95

방산업 4   호텔산업과의 력 2 2.81 2.38

기타 5 유통  매경로의 다양성 2 3.39 1.78

정부 
역할

직  향

1 정부의 외식산업 지원정책 2 3.18 2.22

2
정부의 외식산업 정책 
합리  집행

2 3.21 2.30

3
정부의 외식산업 산 
집행의 투명성

2 3.10 2.00

간  향 4
정부의 외식산업 활성화를 
한 제도 개선

2 3.43 2.49

총계　 　 　 　 평균 3.56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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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부도 3-1.  외식산업 경쟁력 요소들에 한 형 규모 외식업체들의 인식 

  주 1) 중대형 규모 외식산업체의 경쟁력 세부 요소들의 중요도 및 현실-최적 격차의 전체 
평균(3.41, 1.62)을 원점으로 하여 사분면으로 표시

     2) 군집1(4개): 매장임대료, 독창적이고 고유한 레시피 보유 및 개발, 경영자의 산업에 대
한 이해도 및 경험, 신메뉴 개발에 대한 의지

     3) 군집2(6개): 업체의 해외시장 진출 정도, 관광 및 호텔산업과의 협력, 정부의 외식산업 
지원정책, 정부의 외식산업 정책 합리적 집행, 정부의 외식산업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정부의 외식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4) 군집3(10개): 직원의 재교육, 직원의 외식 관련 전공, 직원의 고용 안전성, 업체의 매출

액 대비 순이익, 신규메뉴 개발을 위한 지출, 신규메뉴에 대한 활용도, IT 활용능력(컴
퓨터, 인터넷, 눈), 식재료 구입의 전자상거래 비율, 식자재의 조달을 위한 공동구매 및 
공급망 구축, 유통 및 판매경로의 다양성

     5) 군집4(6개): 직원의 근무시간, 직원 중 파트타임 비중, 업체의 부채 비중, 시설투자, 농
수축산업의 공급 능력, 반가공 및 전처리 공급 능력

     6) 군집5(27개): 직원의 업무 생산성, 직원의 숙련도, 업체의 자본력, 대출 및 자금 유동성, 

임금수준, 외식시장 규모, 소비자의 업체에 대한 만족도, 소비자의 업체에 대한 신뢰도 
및 충성도, 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소비자의 일관된 맛에 대한 요구, 소비자의 
업체 접근성, 소비자의 업체에 대한 정보 획득, 경영자의 경영능력, 경영자의 사회적 
윤리의식, 경영자의 건강·안전·환경에 대한 중요, 경영계획 수립, 숙련된 직원을 고용
하는 능력, 직원복지에 대한 인식, 홍보노력, 차별화된 인테리어, 재고관리, 직원-경영
자 간 업무효율성, 직원-경영자 간 유대감, 식재료 공급의 용이성, 업체의 규모화 정도, 

신규업체 및 동종업체 진입, 외식산업의 지역 집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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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3-2.  외식산업 경쟁력 요소들에 한 소형규모 외식업체들의 인식

 주 1) 중대형 규모 외식산업체의 경쟁력 세부 요소들의 중요도 및 현실-최적 격차의 전체 

평균(3.38, 1.61)을 원점으로 하여 사분면으로 표시

    2) 군집1(3개): 매장임대료, 소비자의 일관된 맛에 대한 요구, 신메뉴 개발에 대한 의지

    3) 군집2(6개): 업체의 해외시장 진출 정도, 관광 및 호텔산업과의 협력, 정부의 외식

산업 지원정책, 정부의 외식산업 정책 합리적 집행, 정부의 외식산업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정부의 외식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4) 군집3(13개): 직원의 재교육, 직원의 외식 관련 전공, 대출 및 자금의 유동성, 업체

의 부채 비중, 업체의 매출액 대비 순이익, 신규메뉴 개발을 위한 지출, 신규메뉴

에 대한 활용도, 시설투자, 독창적이고 고유한 레시피 보유 및 개발, IT 활용능력

(컴퓨터, 인터넷, 눈), 식재료 구입의 전자상거래 비율, 식자재의 조달을 위한 공동

구매 및 공급망 구축, 유통 및 판매경로의 다양성

    5) 군집4(4개): 직원 중 파트타임 비중, 직원 복지에 대한 인식, 업체의 규모화 정도, 

반가공 및 전처리 공급 능력

    6) 군집5(27개): 직원의 업무 생산성, 직원의 근무시간, 직원의 숙련도, 직원의 고용 안

전성, 업체의 자본력, 임금수준, 외식시장 규모, 소비자의 업체에 대한 만족도, 소비

자의 업체에 대한 신뢰도 및 충성도, 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소비자의 업

체 접근성, 소비자의 업체에 대한 정보 획득, 경영자의 경영능력, 경영자의 사회적 

윤리의식, 경영자의 건강·안전·환경에 대한 중요, 경영자의 산업에 대한 이해도 및 

경험, 경영계획 수립, 숙련된 직원을 고용하는 능력, 홍보노력, 차별화된 인테리어, 

재고관리, 직원-경영자 간 업무효율성, 직원-경영자 간 유대감, 식재료 공급의 용이성, 

신규업체 및 동종업체 진입, 외식산업의 지역 집중도, 농수축산업의 공급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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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1. 외식산업 경쟁력 구성 분야별 기여도(중요도) 및 현실-최적 격차 그래프

부도 4-1.  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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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4-2.  형 규모의 외식업체

부도 4-3.  소형 규모의 외식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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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그래프

2. 1.  생산요소

부도 4-4.  생산요소 조건( 체)

부도 4-5.  생산요소 조건( 형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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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4-6.  생산요소 조건(소규모)

2. 2.  수 요요소  조건

부도 4-7.  수요요소 조건(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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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4-8.  수요요소 조건( 형 규모)

  

부도 4-9.  수요요소 조건(소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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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기 업의  략 ,  구조  경쟁 양 상  조건

부도 4-10.  기업의 략, 구조  경쟁 양상 조건( 체)

부도 4-11.  기업의 략, 구조  경쟁 양상 조건( 형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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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4-12.  기업의 략, 구조  경쟁 양상 조건(소규모)

2. 4.  련   지 원  산업 조건

부도 4-13.  련  지원 산업 조건(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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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4-14.  련  지원 산업 조건( 형 규모)

부도 4-15.  련  지원 산업 조건(소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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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  정부역 할  조건

부도 4-16.  정부 역할 조건( 체)

 

부도 4-17.  정부 역할 조건( 형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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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4-18.  정부 역할 조건(소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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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dent Variable: COMPET_ALL

Method:  Least Squares

Date:10/20/14   Time: 08:46

Sample: 1 150

Included  observations: 150

Variable Coefficient Std. Error t-Statistic Prob.  

C -0.13682 0.638564 -0.21427 0.8306

FIELD_KOREA -0.04873 0.280901 -0.17347 0.8625

FIELD_JAPAN -0.37785 0.411905 -0.91732 0.3605

FIELD_WESTE
RN

-0.42037 0.402425 -1.04458 0.298

COMPET_AP 0.304104 0.01002 30.34877 0

COMPET_D 0.168566 0.011319 14.89265 0

COMPET_F 0.390201 0.009747 40.03473 0

COMPET_R 0.081867 0.00672 12.18306 0

COMPET_SG 0.056121 0.004723 11.88191 0

R-squared 0.990627 Mean dependent var 68.65452

Adjusted 
R-squared

0.990095 S.D. dependent var 14.73538

S.E. of 
regression

1.466539 Akaike info criterion 3.661812

Sum squared 
resid

303.2539 Schwarz criterion 3.84245

Log likelihood -265.636 Hannan-Quinn criter.. 3.7352

F-statistic 1862.694 Durbin-Watson stat 1.343822

Prob(F-statistic) 0

부표 4-1.  업체 형태별(한식, 일식, 식, 서양식) 향력 지수 고려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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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dent  Variable: COMPET_ALL

Method: Least  Squares

Date:10/20/14   Time: 08:58

Sample: 1 150

Included  observations: 150

Variable Coefficient Std. Error t-Statistic Prob.  

　 　 　 　 　

C -0.068539 0.926932 -0.073942 0.9412

AGE -0.007732 0.015849 -0.487822 0.6264

EMPLOYEE -0.029609 0.042365 -0.698905 0.4858

DURATION 0.022932 0.024476 0.936896 0.3504

EXPERIENCE 0.01453 0.019394 0.749158 0.455

SCALE 0.002515 0.002118 1.187581 0.237

COMPET_AP 0.305131 0.010006 30.49339 0

COMPET_D 0.168377 0.011375 14.80232 0

COMPET_F 0.388213 0.009989 38.86394 0

COMPET_R 0.081902 0.007028 11.65384 0

COMPET_SG 0.054918 0.004769 11.51562 0

　 　 　 　 　

R-squared 0.990769     Mean dependent var 68.65452

Adjusted  
R-squared

0.990105     S.D. dependent var 14.73538

S.E. of  
regression

1.465761     Akaike info criterion 3.673132

Sum squared  
resid

298.6355     Schwarz criterion 3.893912

Log likelihood -264.4849     Hannan-Quinn criter. 3.762828

F-statistic 1491.952     Durbin-Watson stat 1.324206

Prob(F-statistic) 0 　　 　

부표 4-2.  업체별 다른 특성( 표자 연령, 사업기간, 고용원 수, 규모) 고려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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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외식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

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외식산업 경쟁력 결정요인들을 찾아, 향후 우리나라 외식

산업 경쟁력의 변화 추이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표 마련에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외식산업 경쟁력 강화에 저해가 되는 요인을 도출하고, 그 실태를 

파악한 후 외식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찾아내고자 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국내 외식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해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설문조사의 결과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며, 개인정보는 통계법 

제33조(비밀보호)와 제34조(통계종사자 의무)에 의해 비밀이 철저히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 연구책임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연구진: 김성우(책임), 김병률, 김윤진

❚ 문의: 02-3299-4115(김성우), 02-3299-4026(김윤진)

업체명 대표자 연령          세

대표자의 업력

(해당 산업 종사기간)
              년

고용인원 경영자 포함  

(현재)

               

명

운영 형태

① 가맹점 

② 직영점

③ 일반(개인)

사업장 평수
               

평

업체 형태  
① 한식 ② 일식 ③ 중식 ④ 서양식 ⑤ 분식

⑥ 기타(                   ) 

업체 주소

Ⅰ  귀 업체의 일반 현황을 기입해 주십시오.

부록 5

외식산업 경쟁력 결정 요인 분석을 위한 외식업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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