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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has been conducted to research the interests and tastes in Korean cuisine aiming at Germans 
who have lived in Korea for over 6 months, create new Korean menu items to their taste, and provide 
preliminary data for the globalization of Korean cuisine. Germans living in Korea tend to prefer Korean dishes 
as much as German dishes, and males have more opportunities to have different Korean dishes than females 
through social activities. Most of them answered that they barely cook Korean food and gave low marks for 
the globalization of Korean food and ease of cooking. The main reason given for not cooking Korean food 
themselves was that it is complicated to cook, which is a direct indication of the lack of knowledge of the 
recipes. Therefore, the importance of simplification and standardization of recipes for the globalization of 
Korean food was revealed. From the study on Korean food preferences based on the restaurant frequenting 
practices of Germans, the most popular Korean restaurants were those which were located in popular 
restaurant districts or within walking distance and those with an elegant or tranquil ambience. To promote 
the globalization of Korean food, development of diverse easy recipes or education about Korean dishes for 
foreigners would enhance their understanding and familiarity of Korean cuis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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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식생활이란 수 천년동안 특정한 지역에서 살고 

있는 민족이 그 실에 응하여 온 생활 그 자체 

이므로 어느 한민족을 이해하는데 그 나라의 식

생활을 아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구천서 

1994, Park ES 1997). 한 음식을 서로 공유 한다

는 것은 높은 수 의 친교와 더불어 서로를 받아

들인다는 것을 상징하며, 나아가 민족고유의 음

식을 서로 달함으로서 민족 상호간의 이해와 

문화교류의 폭을 더욱 증진시킨다고 했다(Han JS 
등 1998, 김재수 2006). 

한국과 독일은 경제, 정치, 과학,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를 맺고 있으며, 민족 분단의 경험

을 공유한 역사  유 감에 바탕을 두고 긴 한 

계를 유지하고 있다. 독일은 한국의 7  수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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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7  수입국이다. 특히, 유럽국가 에서는 1
의 수출입 상국이다. 부분의 독일 기업들

은 모두 국제 으로 명한 기업들로서 약 120여
개가 넘는 독일 기업들이 지인원을 견하여 

한국시장에 자리 잡고 있다(KOTRA, 주한독일

사 ). 한, 양 국가 간의 학술교류도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어 100여개의 학 간 트 십이 체

결되어 있고, 60여명의 독일 교수가 한국 학에

서 활동하며 학술교류의 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 
 세계로 견 나갈 수 있는 이들에게 우리음식

에 한 좋은 이미지를  수 있다면 한식의 세계

화 가능성은 매우 정 이라 하겠다.
이에 주한 독일인을 연구 상으로 하여 독일 

민족의 통과 공동체를 상징하는 두드러진 문화

 요소인 음식문화를 심으로 그들의 생활문화

를 조사하 다. 한국 내 독일인 거주민은 다수

가 재 서울 한남동과 이태원동을 심으로 집

단  거주지를 형성하고 있다(김 진 1999). 이 

독일인 집단은 한국 내에 존재하고 있지만 제한

된 공간 내에서 먹고 마시는 음식과 식습 으로 

인하여 극히 일부분에서만 한국 음식 문화의 동

화가 이루어지고 있다(신성희 2008, Kim OS·Kim 
CD 2010). 따라서 독일인에 맞는 한국 식문화에 

한 홍보가 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논문은 주한 독일인의 한식에 한 인식과 

기호도를 조사하여 우리 통음식에 한 독일인 

선호도를 악하고 개선 을 찾아, 이를 토 로 

우리 음식문화에 한 심을 확 시키고, 나아

가 한식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음식으로 발

시키는데 거름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자 한다.

Ⅱ. 이론  배경

1. 외국인의 한식에 한 인식

최근 한국음식에 한 평가는 여러 면에서 친

숙하게 다가서고 있다. 가장 표 인 음식이 김

치라 할 수 있다. 김치는 냄새나 시각 인 모습에

서 외국인에게 그리 달가운 음식은 아니었다. 그
지만 2003년 사스(SARS: 성 호흡기 증후군)

가 아시아를 휩쓸 때 한국만이 안 하 는데 그 

원인으로 김치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김치

는 재평가 되었다. 게다가 미국 건강 문 잡지인 

‘헬스(Health)'인터넷 (eating.health.com)은 한

국의 김치를 세계 5  건강음식으로 선정하면서 

그 가치는 높아졌다. 한 비빔밥은 건강 음식으

로 인식되고 있다. 마이클 잭슨 등 많은 유명 외국

인들이 즐기면서 리 알려지게 된 비빔밥은 한

국의 가장 통 이며 인 음식으로 자연 

그 로의 모습을 지닌 슬로푸드의 가장 표 인 

면모를 지니기에 맛과 함께 몸에도 좋은 음식이

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게다가 한류의 물결 

속에서 한식은 문화콘텐츠로 외국인에게 인식되

고 있다. < 장 >, <주몽>, <겨울연가> 이후 한

식과 소 , 막걸리에 한 심과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게 되었다(Kim HY 2010). 이 듯 한국의 

음식은 세계 속에서 다양하게 인정받고 있다. 특
히 채소류  곡류를 비롯하여 각종 생선, 육류 

등 다양한 재료를 이용한 건강식이라는 이 육

류 심의 서양식과 조를 이루고 있다. 한, 한
식 스토랑의 메뉴선택속성에 한 연구(Kang 
YS 2011)에서도 메뉴선택시 한식의 맛과 양이 

가장 요한 고려요인이라고 조사된 바 있다. 하
지만 Kim JS(2005)의 연구에서 한국음식의 국제

화 제약요인으로 한식이 ’우수한 음식‘이라는 인

식부족, 한식에 한 종합 인 연구부족, 지화·
퓨 화 노력부족, 한국 식당의 생과 서비스의 

낙후, 한국 식문화의 격한 서구화, 식품유통구

조의 낙후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한 개선책

과 국제화 방안으로 지인의 기호를 악하고 

지에 맞게 간편화, 표 화해야 하며, 문 인 

한식 조리사 양성, 한국 음식의 서비스 개선, 극

 홍보  문화상품화, 한식에 한 연구개발이 

필요함을 강조하 다. 하나의 문화상품으로 한식

을 알리기 해 우리 고유의 통음식과 상차림

을 연구하고 각 나라의 문화와 목한 스토리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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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 부여, 다른 변문화와의 공유 등, 다양한 엔터

테인먼트를 통해 한식의 우수성을 우리가 인식하

고 외국인에게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2. 외국인의 한식에 한 인식  선호도 

연구동향

외국인 상 한국음식 인식  선호도에 한 

선행연구(Han JS 등 1998, Chang MJ·Cho MS 
2000, Joo NM 등 2001, Yoon HR 2005, Park YS 
2006, Lee YJ 2007)에서 미국인, 일본인, 국인의 

경우 한국음식에 해 보통이상의 인식  만족도

를 보 고, 선호하는 이유로는 맛, 건강, 색의 아

름다움이라고 응답하 으나 선호하지 않는 이유

는 복잡한 조리법, 매운맛, 비싼가격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국 에 따라 외국인의 성향이 달

랐으나 체로 불고기, 잡채, 비빔밥에 한 인식

과 선호도가 높았고 동남아와 동북아인의 경우 김

치 등 한국 통음식에 한 인식도  선호도가 

높은 반면, 미주와 유럽인의 경우 통의 맛 보다

는 맵지 않고 퓨 화된 한국음식을 선호하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지 까지 한식에 한 인식  선

호도 련 연구에서 상을 살펴보면, 일본인(Lee 
YJ 2007, Han JS 등 1998), 미국인(Chang MJ·Cho 
MS 2000, Joo NM 등 2001), 국인(Kweon 
SY·Yoon SJ 2006)이 주를 이루고 있고 외국인 출

신지역에 따른 비교연구(Yoon HR 2005, Jang HJ 
2009)에서도 북미,유럽, 아시아 륙으로 나 어 

략 인 비교만 이루어지고 있다. Yoon 
HR(2005)는 유럽이 음식 선택시 새로운 맛에 

한 고려요인이 크고, 비빔밥과 육류구이음식을 선

호한다고 하 으며, Jang HJ(2009)도 한국 음식에 

한 태도  행동의도에서 유럽인은 타 륙에 비

해 불확실 회피성이 낮게 나타났고 한식에 한 

가격을 비싸게 인식하지 않으며 한국 음식 에 

한 재방문 의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 하 다. 
유럽에서 가장 경제  의존도가 높은 독일에서

의 한식 지화  세계화를 해 독일인에 한 

한식 인식  선호도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Ⅲ. 연구 내용  방법

1. 연구 상  시기

본 연구는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독일인을 상으로 2010년 7월 20일부터 11월 30
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 내용은 주

한 독일인의 식습 과 한국음식에 한 선호도, 
외식 습 에 따른 한국음식의 선호도, 한국과 독

일음식 비교 등으로 구성 하 다.
본 연구를 하여 배부한 총 150부의 설문지 

, 회수된 설문지 128부에 하여 분석에 이용하

다.

2. 연구내용  방법

본 조사에 사용된 설문지는 선행연구(서동채 

2009, 이지  2005, Joo NM 등 2001, Park YI 등 

2010)를 참고로 하여 문으로 작성하 고 가

 객 식으로 하 으며 배포 인원은 150명을 목

표로 독일인이 자주 모이는 종교단체, 독일 상공

회의소  독일 문화원 등을 방문하여 어로 의

사소통이 가능한 독일인을 상으로 수행하 다.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에 한 문항은 성

별, 결혼유무, 연령, 월수입, 월지출 외식비용, 국
내거주기간, 동거인의 수, 종교 8문항으로 구성하

다. 한국 거주 독일인의 일반 인 식습 을 알

아보기 해 선호하는 일상음식, 한국음식섭취빈

도, 한국음식 직 조리 빈도, 한국 내에서의 자국

(독일)  한국 음식의 식사 횟수, 하루 세끼 식사

(아침, 심, 녁)  주로 식사하는 국가별 음식

의 형태 등을 알아보았고, 한국음식 이미지에 

한 인식도, 한국음식  방문 황에 한 설문을 

통하여 한국 내 독일인의 한국 음식에 한 선호

도를 조사하 다. 
 
3. 통계처리

본 연구를 해 수거된 설문자료의 통계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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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Category N (%)

Gender
Man 77 60.2
Woman 51 39.8

Marital status
Single 49 38.3
Married 79 61.7

Age
20-29 39 30.5
30-39 35 27.3
More than 40 54 42.2

Monthly Income 

Less than US2000 29 22.7
US2000-5000 37 28.9
US5000-8000 20 15.6
More than US8000 42 32.8

Monthly 
expenditure
on restaurants

Less than US400 35 27.3
US 400-700 36 28.1
US700-1000 34 26.6
More than US1000 23 18.0

Length of stay in Korea

Less than 1year 52 40.6
1-3 year 16 12.5
3-5 year 27 21.1
More than 5 years 33 16.7

Cohabitants

1 39 30.5
2 32 25.0
3 26 2.3
More than 4 31 24.2

Religion

Christian 59 46.1
Buddism 6 4.7
Catholicism 21 16.4
Islam 2 1.6
others 40 31.3

Total 128 100

SPSS 13.0 통계 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

이 분석하 다. 연구 상자의 일반 인 사항과 

외식습   음식  방문형태 등을 알아보기 

하여 빈도  백분율을 산출하 다. 연구 상자

의 일반  특성에 따라 식습   외식습 , 한국

음식의 용 등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하

여 교차분석(χ2 test)을 실시하 다. 한국음식에 

한 이미지에 한 인식은 수로 나타내어 기

술통계분석을 하 다. 

Ⅲ. 연구결과  고찰

1.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

조사 상인 한국에 거주하는 독일인의 일반

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남자 60.2%, 
여자 39.8% 고, 혼인유무에 따라서는 기혼 

61.7%, 미혼 38.3%로 분포하 다. 연령은 40 가 

42.2%로 많았고 20  30.5%, 30  27.3%로 조사

되었다. 월 소득은 800만원 이상 32.8%로 가장 많

은 분포를 보 고 200만원이상-500만원미만 

28.9%, 200만원미만 22.7%, 500만원이상-800만
원미만 15.6% 순으로 분포하 다. 월 식비지출은 

40만원이상-70만원미만 28.1%를 차지하 고, 40
만원미만 27.3%, 70만원이상-100만원미만 26.6%, 
100만원이상이 18.0%를 차지하 다.

한국 거주기간은 1년미만이 40.6%로 가장 많

았고, 3년이상-5년미만 21.1%, 5년이상 16.7%, 1
년이상-3년미만 12.5%로 나타났다. 동거인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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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ype of Favorite Food
N(%)

Category Korean food German food others Total χ²-value(p)

Gender
Male 38(49.4) 31(4.3) 8(20.4) 77(100.0) 3.075

(.380)Female 20(39.2) 25(49.0) 6(11.8) 51(100.0)

Marital status
Single 36(73.5) 10(2.4) 3(6.1) 49(100.0) 25.914***

(.000)Married 22(27.8) 46(58.2) 11(13.9) 79(100.0)

Age
20-29 31(79.5) 5(12.8) 3(7.7) 39(100.0) 44.995***

(.000)
30-39 8(22.9) 19(54.3) 8(22.9) 35(100.0)

More than 40 19(35.2) 32(59.3) 3(5.5) 54(100.0)

Monthly income 

Less than US2000/M 24(82.8) 3(1.3) 2(6.9) 29(100.0)
35.567***

(.000)
Less than US5000/M 14(37.8) 18(48.6) 5(13.5) 37(100.0)
Less than US8000/M 5(25.0) 10(5.0) 5(16.0) 20(100.0)

More than US800 15(35.7) 25(59.5) 2(4.8) 42(100.0)

Length of stay in 
Korea

Less than 1 year 27(51.9) 17(32.7) 8(15.4) 52(100.0)
32.853**

(.001)
1-3 year 6(37.5) 10(62.5) 0(.0) 16(100.0)
3-5 year 7(25.9) 18(66.7) 2(7.4) 27(100.0)

More than 5 years 18(54.6) 11(33.3) 4(12.1) 33(100.0)

Cohabitants

1 26(66.7) 12(3.8) 1(2.6) 39(100.0)
24.895*

(.015)
2 12(37.5) 15(46.9) 5(15.6) 32(100.0)
3 5(19.2) 17(65.4) 4(15.4) 26(100.0)

More than 4 15(48.4) 12(38.7) 4(12.9) 31(100.0)
Total 58(45.3) 56(43.8) 14(11.0) 128(100.0) 　

*p<.05, **p<.01, ***p<.001

혼자 거주하는 경우가 30.5%로 가장 많았고 2명 

25.0%, 3명 2.3%, 4명이상이 24.2%로 조사되었

다. 종교는 기독교가 46.1%로 가장 많았고 기타

가 31.3%, 가톨릭이 16.4%, 불교 4.7%, 이슬람교

가 1.6% 순으로 분포하 다.

2. 주한 독일인의 일반 식습

1) 선호하는 일상음식

한국에 거주하는 독일인이 선호하는 일상음식

은 <Table 2>와 같다. 분석결과 한식은 45.3%, 자
국음식인 독일식(유럽식)이 43.8%로 한식과 자국

음식을 비슷하게 선호하 고, 기타가 11.0%를 차

지하 다. 기타의 의견으로는 국음식, 태국음

식, 베트남음식 등의 의견이 조사되었다. 
일반  특성에 따른 선호하는 일상음식에서 결

혼유무에 따라 미혼(73.5%)은 한식을 일상음식으

로 선호하 고 기혼(58.2%)은 독일식(유럽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유의 인 차이를 보 다. 연령

에 따라서는 20 가 79.5%로 한식을 선호하 고, 
40세이상(59.3%), 30 ( 54.3%)는 독일식(유럽식)
을 일상음식으로 선호하 다. 월 소득별로는 200
만원미만이 82.8%로 한식을 선호하 고 800만원

이상(59.5%), 200만원이상-500만원미만(48.6%) 
순으로 독일식(유럽식)을 선호하 다. 한국거주

기간에 따라서는 5년 이상(54.6%), 1년 미만

(51.9%)이 한식을 선호하 고, 3년이상-5년미만

(66.7%), 1년이상-3년미만(62.5%) 순으로 독일식

(유럽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거가

족수에 따라서는 혼자거주(66.7%), 4명이상

(48.4%)인 경우에 한식을 선호하 고, 3명
(65.4%), 2명(46.9%)은 독일식(유럽식)을 선호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한국음식 섭취빈도

한국음식의 섭취 황에 한 조사는 <Table 3>
과 같다. 하루에 한 번 꼴로 먹는다는 의견이 

46.9%로 가장 많았고, 2-3일에 한 번이 31.3%,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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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Frequency of Korean Food Consumption
N(%)

Category Once a day
2-3day/
1 time

Once a week Almost no Total
χ²-value

(p)

Gender
Male 39(5.6) 24(31.2) 7(9.1) 7(9.1) 77(100.0) 6.062

(.109)Female 21(41.2) 16(31.4) 12(23.5) 2(3.9) 51(100.0)

Marital status
Single 37(75.5) 10(2.4) 0(.0) 2(4.1) 49(100.0) 29.641***

(.000)Married 23(29.1) 30(38.0) 19(24.1) 7(8.9) 79(100.0)

Age
20-29 32(82.1) 5(12.8) 0(.0) 2(5.1) 39(100.0) 49.774***

(.000)　
30-39 10(28.6) 14(4.0) 6(17.1) 5(14.3) 35(100.0)

More than 40 18(33.3) 21(38.9) 13(24.1) 2(3.7) 54(100.0)

Monthly 
income 

Less than US2000 23(79.3) 6(2.7) 0(.0) 0(.0) 29(100.0)
29.300***

(.001)　
Less than US5000 18(48.6) 15(4.5) 2(5.4) 2(5.4) 37(100.0)
Less than US8000 7(35.0) 6(3.0) 5(25.0) 2(1.0) 20(100.0)
More than US8000 12(28.6) 13(31.0) 12(28.6) 5(11.9) 42(100.0)

Length of stay 
in Korea

Less than 1 year 26(5.0) 16(3.8) 5(9.6) 5(9.6) 52(100.0)
26.613**

(.009)　
1-3 year 8(5.0) 2(12.5) 6(37.5) 0(.0) 16(100.0)
3-5 year 8(29.6) 11(4.7) 6(22.2) 2(7.4) 27(100.0)

More than 5 years 18(54.5) 11(33.3) 2(6.1) 2(6.1) 33(100.0)

Cohabitants

1 26(66.7) 7(17.9) 3(7.7) 3(7.7) 39(100.0)
34.717***

(.001)
2 13(4.6) 13(4.6) 6(18.8) 0(.0) 32(100.0)
3 11(42.3) 3(11.5) 8(3.8) 4(15.4) 26(100.0)

More than 4 10(32.2) 17(54.8) 2(6.5) 2(6.5) 31(100.0)
Total 60(46.9) 40(31.3) 19(14.8) 9(7.0) 128(100.0) 　

**p<.01, ***p<.001

주일에 한 번이 14.8%, 거의 먹지 않음이 7.0% 순
으로 나타났다. 일반 인 특성에서 혼인 유무에 

따라 미혼(75.5%)이 하루에 한번은 한국음식을 

섭취한다고 응답하 고 기혼이 2-3일에 한번

(38.0%) 섭취하는 것으로 유의 인 차이를 보

다. 연령에 따라서는 20 (82.1%)가 하루에 한번

은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30 는 4.0%만이 

2-3일에 한번 정도 한국음식을 섭취한다고 응답

하 으며, 40  이상은 2-3일에 한번(38.9%) 정도 

한국음식을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월 소

득에 따른 한국음식 섭취빈도는 200만원미만 

79.3%, 200만원이상-500만원 미만 48.6%, 500만
원이상-800만원미만 35.0% 순으로 하루에 한번 

정도 한국음식을 섭취하 고, 800만원이상은 

31.0%가 2-3일에 한번 정도 한국음식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기간에 따라서는 거주기간 

5년이상(54.5%)과 3년이상-5년미만(29.6%) 그룹

이 하루에 한번은 한국음식을 섭취하며, 1년이상

-3년미만 37.5%, 3년이상-5년미만 22.2%, 1년미

만 9.6%가 1주일에 한번 한국음식을 섭취한다고 

응답하여 거주기간이 길수록 한국음식 섭취빈도

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동거인에 따라 혼자거주 

하는 경우 66.7%가 하루에 한번 한식을 섭취하

고 동거인 4명이상인 경우 54.8%가 2-3일에 한번 

한식을 섭취한다고 응답하 다.

3) 한국음식 직 조리 빈도

한국음식 직 조리 황에 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체 으로 거의 조리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56.3%로 가장 많았고 2-3일에 한번 17.2%, 
하루에 한번 14.1%, 일주일에 한번 12.5%순으로 

조사되었다. 일반 인 특성에서 월 소득에 따라 

거의 조리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800만원이상

(73.8%)에서 가장 높았고, 200만원이상-500만원

미만(56.8%), 200만원미만(51.7%) 순으로 나타나, 
소득이 높을수록 직  조리하지 않는 경향으로 유

의 인 차이를 보 다. 거주기간에 따라서는 거의 

조리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1년이상-3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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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Frequency of Cooking Korean food 
N(%)

Category Once a day
1 time

/2-3days
Once a week

Almost 
never

Total
χ²-value

(p)

Gender
Male 12(15.6) 13(16.9) 8(1.4) 44(57.1) 77(100.0) 1.045

(.790)Female 6(11.8) 9(17.6) 8(15.7) 28(54.9) 51(100.0)

Marital status
Single 5(1.2) 10(2.4) 6(12.2) 28(57.1) 49(100.0) 1.335

(.721)Married 13(16.5) 12(15.2) 10(12.7) 44(55.7) 79(100.0)

Age
20-29 4(1.3) 9(23.1) 6(15.4) 20(51.3) 39(100.0) 12.184

(.203)
30-39 4(11.4) 6(17.1) 2(5.7) 23(65.7) 35(100.0)

More than 40 10(18.5) 7(13.0) 8(14.8) 29(53.7) 54(100.0)

Monthly income 

Less than US 2000 4(13.8) 2(6.9) 8(27.6) 15(51.7) 29(100.0)
36.048***

(.000)
Less than US 5000 3(8.1) 13(35.1) 0(.0) 21(56.8) 37(100.0)
Less than US 8000 7(35.0) 4(2.0) 4(2.0) 5(25.0) 20(100.0)
More than US 8000 4(9.5) 3(7.1) 4(9.5) 31(73.8) 42(100.0)

Length of stay 
in Korea

Less than 1year 4(7.7) 4(7.7) 10(19.2) 34(65.4) 52(100.0)
5.246***

(.000)
1-3 year 1(6.3) 1(6.3) 0(.0) 14(87.5) 16(100.0)
3-5 year 3(11.1) 13(48.1) 0(.0) 11(4.7) 27(100.0)

More than 5 years 10(30.3) 4(12.1) 6(18.2) 13(39.4) 33(100.0)

Cohabitants

1 3(7.7) 7(17.9) 2(5.1) 27(69.2) 39(100.0)
44.827***

(.000)　
2 0(.0) 7(21.9) 4(12.5) 21(65.6) 32(100.0)
3 9(34.6) 3(11.5) 2(7.7) 12(46.2) 26(100.0)

More than 4 6(19.4) 5(16.1) 8(25.8) 12(38.7) 31(100.0)
Total 18(14.1) 22(17.2) 16(12.5) 72(56.3) 128(100.0) 　

***p<.001

(87.5%), 1년 미만(65.4%), 5년 이상(39.4%) 순으

로 나타났고 3년이상-5년미만 48.1%가 2-3일에 

한번 정도 한국음식을 조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거인원에 따라서는 혼자 거주(69.2%), 2명
(65.6%), 3명(46.2%), 4명이상(38.7%) 순으로 거

의 조리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은 반면, 3명이 함

께 사는 경우 하루에 한번(34.6%)은 한국음식을 

조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식습 에 따른 음식섭취형태

식습 에 따른 음식섭취형태에 한 결과는 

<Table 5>와 같이 제시하 다. 아침은 82.8%가 

부분 독일식으로 섭취하고 있었으며 기타 의견

이 9.4%, 한식이 7.8%로 나타났다. 특히 기혼

(89.9%)이 미혼(71.4%)보다 독일식으로 아침식사

를 한다고 응답하 고, 동거인원에 계없이 

부분 독일식으로 아침을 섭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심은 한식이 58.6%로 가장 많았고 독

일식 19.5%, 기타(일식, 식 등) 21.9%로 나타났

다. 연령에 따라서 40  이상은 심으로 59.3%
가 한식을 이용하 으나 독일식도 25.9%가 이용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다른 연령 에서는 

심에 주로 한식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소득에 따라 500만원이상-800만원미만 그룹에서 

한식(55.0%)과 독일식(30.0%)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800만원이상 그룹은 심에 한

식(42.9%), 기타(33.4%), 독일식(23.8%) 순으로 

유의 인 차이를 보 다. 거주기간에 따라서는 1
년미만인 그룹은 한식(57.7%)과 기타(25.0%), 독
일식(17.3%) 순으로 이용했고, 1년이상-3년미만 

그룹에서는 한식(31.3%)과 기타 음식(50.0%)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타음식으로 일식을 

주로 먹는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밖에 3년이상-5
년미만 그룹(70.4%)과 5년이상 그룹(63.6%)은 

부분 한식을 즐기고 있었으며, 5년이상 그룹은 독

일식(27.3%)도 다른 그룹에 비해 많이 즐기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동거인원에 따라서 유의 인 

차이를 보이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부분 한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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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hoice of Cuisine according to Eating Habit
N(%)

Category
Eating habit-Breakfast Eating habit-Lunch Eating habit-Dinner

Korean German others Korean German others Korean German others Total 

Gender
Male 3(3.9) 66(85.7) 8(1.4) 44(57.1) 15(19.5) 18(23.4) 32(41.6) 26(33.8) 19(24.7) 77(100.0)
Female 7(13.7) 40(78.4) 4(7.8) 31(6.8) 10(19.6) 10(18.9) 16(31.4) 13(25.5) 21(43.2) 51(100.0)
χ²(p) 4.203(.122) 4.143(.387) 1.232*(.037)

Marital status
Single 8(16.3) 35(71.4) 6(12.2) 32(65.3) 6(12.2) 11(22.4) 27(55.1) 13(26.5) 9(18.4) 49(100.0)
Married 2(2.5) 71(89.9) 6(7.6) 43(54.4) 19(24.1) 17(21.5) 21(26.6) 26(32.9) 32(40.5) 79(100.0)
χ²(p) 9.306**(.010) 8.827(.066)　 17.723**(.001)　

Age
20-29 6(15.4) 27(69.2) 6(15.4) 28(71.8) 4(10.3) 7(17.9) 23(59.0) 9(23.1) 7(17.9) 39(100.0)
30-39 1(2.9) 33(94.3) 1(2.9) 15(42.9) 7(20.0) 13(37.2) 9(25.7) 12(34.3) 14(40.0) 35(100.0)
More than 40 3(55.6) 46(85.2) 5(9.2) 32(59.3) 14(25.9) 8(14.8) 16(29.7) 18(33.3) 20(37.0) 54(100.0)
χ²(p) 1.566(.103) 37.059***(.000) 25.653*(.012)

Monthly 
income

Less than US2000 4(13.8) 22(75.9) 3(1.3) 19(65.5) 2(6.9) 8(27.6) 19(65.5) 5(17.2) 5(17.2) 29(100.0)
Less than US5000 4(1.8) 30(81.1) 3(8.1) 27(73.0) 7(18.9) 3(8.1) 12(32.4) 11(29.7) 14(37.8) 37(100.0)
Less than US8000 2(1.0) 15(75.0) 3(15.0) 11(55.0) 6(30.0) 3(15.0) 8(4.0) 4(2.0) 8(4.0) 20(100.0)
More than US8000 0(.0) 39(92.9) 3(7.1) 18(42.9) 10(23.8) 14(33.3) 9(21.4) 19(45.2) 14(33.3) 42(100.0)
χ²(p) 6.990(.322) 34.084**(.001)　 31.814**(.001)　

Length of stay 
in Korea

Less than 1year 5(9.6) 41(78.8) 6(11.5) 30(57.7) 9(17.3) 13(25.0) 23(44.2) 15(28.8) 14(26.9) 52(100.0)
1-3 year 0(.0) 16(100.0) 0(.0) 5(31.3) 3(18.8) 8(50.0) 4(25.0) 6(37.5) 6(37.5) 16(100.0)
3-5 year 3(11.1) 20(74.1) 4(14.8) 19(7.4) 4(14.8) 4(14.8) 9(33.3) 10(37.0) 8(29.6) 27(100.0)
More than 5years 2(6.1) 29(87.8) 2(6.1) 21(63.6) 9(27.3) 3(9.1) 12(36.4) 8(24.2) 13(39.4) 33(100.0)
χ²(p) 8.519(.385) 32.461**(.009) 22.079(.141)

Cohabitants

1 5(12.8) 29(74.4) 5(12.8) 20(51.3) 6(15.4) 13(33.8) 18(46.2) 11(28.2) 10(25.6) 39(100.0)
2 1(3.1) 30(93.8) 1(3.1) 26(81.3) 2(6.3) 4(12.6) 6(18.8) 11(34.4) 15(46.9) 32(100.0)
3 2(7.7) 24(92.3) 0(.0) 15(57.7) 7(26.9) 4(15.4) 7(26.9) 9(34.6) 10(38.5) 26(100.0)
More than 4 2(6.4) 23(74.2) 6(19.4) 14(45.2) 10(32.2) 7(22.6) 17(54.8) 8(25.8) 6(19.4) 31(100.0)
χ²(p) 19.224*(.014) 27.034*(.041) 28.258*(.029)
Total 10(7.8) 106(82.8) 12(9.4) 75(58.6) 25(19.5) 28(21.9) 48(37.5) 39(35) 41(32.1) 128(100.0)

*p<.05, **p<.01, ***p<.001

많이 이용했지만 동거인 3명의 그룹에서는 한식 

57.7%, 독일식 26.9%로, 동거인 4명이상의 그룹

에서는 한식 45.2%, 독일식 32.2%를 심으로 이

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동거인이 많을수록 

독일식 이용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녁은 한식이 37.5%로 가장 많이 차지하 고 독일

식 30.5%, 기타음식( 식,일식 등) 32.0%로 이용

하고 있었다. 성별에 따라 남자는 한식(41.6%)과 

독일식(33.8%)을 주로 이용하 고, 여자의 경우 

기타음식(43.2%)과 한식(31.4%)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유무에 따라 미혼에서는 

한식(55.1%)이 부분을 차지하 고 독일식은 

26.5%가 이용하는 반면 기혼에서는 기타음식

(40.5%)과 독일식(32.9%)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연령에 따라서는 20 에서 한식

(59.0%)으로 녁식사를 많이 한다고 응답하

고, 30 는 독일식(34.3%)과 기타 음식(40.0%)으
로 녁식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40 이상에서는 기타 음식(37.0%)과 독일식

(33.3%)을 부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 

간 녁 식사의 음식선택이 유의 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월 소득에 따라 200만원미만은 한식

(65.5%)을 부분 선택하고 있었고, 2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은 기타음식(37.8%)과 한식(32.4%)
을, 800만원이상에서는 독일식(45.2%)과 기타음

식(33.3%)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유의 인 차

이를 보 다. 동거인원에 따라서도 유의 인 차

이가 나타났는데, 혼자 거주하는 그룹(46.2%)과 4
명이상(54.8%) 그룹에서 한식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동거인원 2명은 기타음식(46.9%)과 독

일식(34.4%)을, 동거인원 3명의 그룹에서도 기타

음식(38.5%)과 독일식(34.6%)을 더 많이 선택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한국음식에 한 이미지

한국음식 이미지에 한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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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Impression of Korean Food

Impression of Korean food Mean±SD

Korean food is delicious in general. 3.89 ± .81

Korean food is too spicy. 2.93 ± 1.02

Korean food is too salty. 2.47 ± 1.01

Korean food is too sweet. 2.20 ± .82

Korean food looks beautiful. 3.37 ± .72

Korean food is nutritious. 3.75 ± .77

Korean food is easy to cook 2.33 ± .78

Korean table settings are easy to understand. 3.42 ± .84

Korean Fermented food is very scientific. 3.16 ± .81

Hope to learn about Korean food. 3.44 ± .93

Total 3.20 ± .86

는 <Table 6>과 같다. 체 인 이미지에 한 

수(3.19)는 보통을 조  상회하는 수 이고 맛에 

한 이미지는 체 으로 맛있다(3.89)고 느끼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음식은 양이 우수

하다(3.75)’, ‘한국음식을 배우고 싶다(3.44)’, ‘상
차림이 용이하다(3.42)’ 등의 의견 순으로 높은 

수를 받았다. 이는 곧 한국에 거주하는 독일인들

이 한국음식을 맛이나 양면에서 우수하다고 느

끼고 있음을 나타내며, 한국음식을 다양한 시각

으로 발 시킬 수 있음을 제시한다고 본다. ‘한국

음식은 무 짜다(2.47)’, ‘한국음식은 조리하기가 

용이하다(2.33)’, ‘한국음식은 무 달다(2.20)’ 등
이 낮은 수를 받았는데, 짠맛과 단맛의 능

인 면은 수가 낮을수록 좋은 이미지가 되므로 

한국음식의 단맛과 짠맛이 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한국음식의 조리가 어렵

다고 생각하는 독일인이 많으므로 한국음식의 이

미지를 달할 때 음식의 맛과 양 외에 비 어

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국음식을 조리하기 쉽게 

느낄 수 있도록 메뉴에 한 간편화  표 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 으로 독일인은 건강과 섭생에 해서 

심이 많으며 건강한 식사를 해 엄격한 식사

리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채식을 주로 

하려고 하며 신선하고 가공되지 않은 식품과 잡

곡으로 양가 있는 음식섭취를 하겠다는 것이 

독일인 식생활의 경향(신성희 2008)은 본 조사에

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 다.

4. 한국음식  방문 황

1) 음식  선택속성

외식할 때 음식  방문형태에 따른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치 인 측면에 따른 방문은 

식당 집 지역이 39.8%로 가장 많았고 도보로 

갈 수 있는 곳 39.1%, 주차 가능한 곳 18.0%, 교외

가 1.6%로 조사되었다. 가격 인 측면에 따른 방

문형태로는 가격이 당한 곳이 74.2%로 가장 많

이 응답하 으며, 렴한 곳 18.0%, 기타 5.5%, 
비싼 곳 2.3% 순으로 응답하 다. 품질 인 측면

에 따른 방문형태에 한 결과는 재료의 품질이 

우수한 음식이 52.3%로 가장 많은 의견을 나타내

었으며 보기 좋은 음식 27.3%, 양이 많은 음식 

16.4%, 기타 3.9%의 순으로 차지하 다. 분 기

인 측면에 해서는 조용한 분 기를 42.0%로 

꼽았으며 이 많은 곳 30.5%, 우아한 분 기 

22.7%, 기타 3.1%, 시끄러운 분 기 0.8%로 조사

되었다. 마지막으로 납기 인 측면에 한 방문

형태는 보통이 71.1%로 차지해 당한 시 에 나

오는 것을 선호하 으며, 빨리 나오는 곳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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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Restaurant Selection Criteria 

Category N (%)

Location 

restaurant district 51 39.8
walking area 50 39.1

parking possibility 23 18.0
suburb 2 1.6

Price

reasonable 95 74.2
cheap 23 18.0
others 7 5.5

expensive 3 2.3

Quality 

high quality 67 52.3
good visual design 35 27.3

heavy quantity 21 16.4
others 5 3.9

Atmosphere 

tranquil atmosphere 55 43.0
popular area 39 30.5

elegant atmosphere 29 22.7
noisy atmosphere 1 0.8

others 4 3.1

Delivery 

normal 91 71.1
quick delivery 29 22.7
slow delivery 6 4.7

others 2 1.6
　 Total 128 100.0

천천히 나오는 곳 4.7%, 기타 1.6% 순으로 조사

되었다.

2) 한국식당 방문빈도

한국식당 방문빈도에 따른 조사 결과는 <Table 
8>과 같이 제시하 다. 체 으로 일주일에 2-3
번 방문하는 경우가 40.6%, 한 달에 2-3번 방문하

는 경우 30.5%, 매일 방문하는 경우 23.4%, 거의 

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5.5%로 나타났다. 일반  

특성에서 성별에 따라 남자는 매일 방문(33.8%)
하거나 일주일에 2-3번(36.4%) 정도 방문하는 반

면, 여자는 일주일에 2-3번(47.1%)이나 한 달에 

2-3번(41.2%) 정도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
혼유무에 따라 미혼인 경우 매일 방문(44.9%)하
거나 일주일에 2-3번(42.9%) 방문하는 경우가 많

았고, 기혼인 경우 한 달에 2-3번 정도 이용

(41.8%)하는 경우와 일주에 2-3번 정도 이용

(39.2%)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
령에 따라 20 는 매일 방문이 43.6%, 30 는 일

주일에 2-3번 정도가 54.3%, 40 이상은 한 달에 

2-3번이 46.3%로 연령에 따라 방문하는 횟수에서 

유의 인 차이를 보 다. 동거인원에 따라서는 

혼자 거주하는 경우 매일 방문(51.3%)하는 경우

가 더 많았고, 2명인 경우(56.3%)가 일주일에 2-3
번 방문한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3명인 경우

(38.5%)와 4명이상인 경우(51.6%)는 한 달에 2-3
번 정도 방문한다는 응답이 많아 동거인원에 따

라서도 한국식당 방문횟수가 유의 으로 다르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Ⅳ. 요약  결론

본 연구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독일인들을 

상으로 한국의 음식에 한 심  인식을 조

사하여 향후 한국음식의 세계화 특히, 유럽 진출

을 한 기 자료로 제공하고자 실시하 다. 독
일인의 식습 에 한 분석 결과에서는 체 으

로 한국 내에서 일상 으로 선호하는 음식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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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Frequency of Visiting Korean Restaurants
N(%)

Category Everyday
2-3times/

week
2-3times/

month
Almost Never Total

χ²-value
(P)

Gender
Male 26(33.8) 28(36.4) 18(23.4) 5(6.5) 77(100.0) 13.222**

(.004)Female 4(7.8) 24(47.1) 21(41.2) 2(3.9) 51(100.0)

Marital status
Single 22(44.9) 21(42.9) 6(12.2) 0(.0) 49(100.0) 28.694***

(.000)Married 8(1.1) 31(39.2) 33(41.8) 7(8.9) 79(100.0)

Age
20-29 17(43.6) 16(41.0) 6(15.4) 0(.0) 39(100.0) 54.080***

(.000)
30-39 5(14.3) 19(54.3) 8(22.9) 3(8.6) 35(100.0)

More than 40 8(14.8) 17(31.5) 25(46.3) 4(7.4) 54(100.0)

Monthly
income

US 2000/M 14(48.3) 11(37.9) 4(13.8) 0(.0) 29(100.0)
46.296***

(.000)　
US 5000/M 10(27.0) 21(56.8) 6(16.2) 0(.0) 37(100.0)
US 8000/M 2(1.0) 11(55.0) 7(35.0) 0(.0) 20(100.0)

US 8000/M more 4(9.5) 9(21.4) 22(52.4) 7(16.7) 42(100.0)

Length of stay 
in Korea

Less than 1 year 14(26.9) 16(3.8) 19(36.5) 3(5.8) 52(100.0)
16.532
(.168)

1-3 year 5(31.3) 5(31.3) 4(25.0) 2(12.5) 16(100.0)
3-5 year 8(29.6) 13(48.1) 4(14.8) 2(7.4) 27(100.0)

More than 5 year 3(9.1) 18(54.5) 12(36.4) 0(.0) 33(100.0)

Cohabitants

1 20(51.3) 13(33.3) 3(7.7) 3(7.7) 39(100.0)
53.534***

(.000)　
2 4(12.5) 18(56.3) 10(31.3) 0(.0) 32(100.0)
3 6(23.1) 8(3.8) 10(38.5) 2(7.7) 26(100.0)

More than 4 0(.0) 13(41.9) 16(51.6) 2(6.5) 31(100.0)
Total 30(23.4) 52(40.6) 39(30.5) 7(5.5) 128(100.0) 　

**p<.01, ***p<.001

식(45.3%)과 자국 음식인 독일식(43.8%)으로 나

타났다. 한국음식의 섭취 황은 일주일에 한번

(46.9%) 먹는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2-3일에 

한번(31.3%), 일주일 한번(14.8%)의 순으로 나타

났다. 특이 으로는 거의 먹지 않음도 7%정도 나

타났으며, 이는 한국에 거주한지 1년 미만, 고소

득층, 기혼 남성 그룹에서 먹지 않는 경향을 보

다. 한국음식의 직 조리 황에 있어서는 체

으로 거의 하지 않음이 56.3%로 가장 많았고, 2-3
일에 한번(17.2%), 하루에 한번(14.1%) 순으로 조

사되었다. 독일인의 한국음식에 한 일반 인 

인식에서는 '맛있다', ‘ 양가가 있다' 등에 하여 

높은 수를 받았으며, 체 인 이미지에 한 

수는 보통을 조  상회하는 수 으로 나타났다. 
한국음식의 능  면에 있어서는 ‘맛있다', ‘보기 

좋다', ‘맵거나 짜거나 달지 않다'에서 수가 평

균을 상회하는 수 으로 나타나, 한국 음식에 

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독일인의 외식습

에 따른 한국 음식의 선호도 분석 결과는 치

으로 식당 집 지역(39.8%)이나 도보로 갈 수 

있는 곳(39.1%) 등이 가장 많았으며, 분 기 인 

측면으로서는 조용한 분 기(43.0%)나 우아한 분

기(22.7%)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식당의 방문은 1주에 2-3회 40.6%, 1달에 2-3회 

30.5%, 매일 방문 23.4%로 조사되었으며, 주로 

미혼의 남성들이 찾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독일인의 한국음식에 한 이미지는 다음과 같

이 요약될 수 있겠다. 한국 음식은 능  측면인 

양과 맛, 향기, 시각 (색, 모양)인 면에 있어서

는 아주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 모든 한국음식

에 사용되는 양념에 있어서도 좋은 평가를 보

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한국음식의 수동  경험

을 통한 결과에 한 내용이 많았으나, 본 연구는 

한국음식을 직  조리하고 식생활에 목시키는 

경향을 물어 능동 으로 한국 식생활을 동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하 다. 평가결과, 거
주기간이 길수록 한국음식에 한 선호도가 높았

다는 연구(Joo NM 등 2001)와는 달리 거주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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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짧아도 한국음식이 독일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결과가 나타

났다. 하지만 응답자의 부분이 고학력, 기술

문직의 특정계층으로 일반 인 독일인의 식문화 

경향을 표한다고는 할 수 없다는 제한 을 배

제할 수는 없겠다. 한식의 지 용을 해서는 

독일 내 일반인을 상으로 한식에 한 인식조

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한식 체험행사나 교육을 

통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반면 한국음식의 식생활 용시 조리방법이나 

용가능성, 메뉴 선택에 있어서 다소 어려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음식이 상

으로 요리법이 복잡하거나 표 화되어 있지 않다

는 것을 반 한 결과라 사료된다(Park YS·Joo 
NM 2009, Yoon GS·Woo JW 1998). 따라서, 한국 

음식 세계화를 이루기 해서는 외국인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다양한 조리법의 개발과 한국 주

재 외국인들에게 한국음식과 련된 다양한 교육 

 홍보를 통하여 보다 극 인 자세로 한국 음

식 세계화를 한 석을 닦아야 할 것이다. 

한  록

본 연구는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독일인들을 상으로 한국의 음식에 한 심 

 인식을 조사하여 향후 한국음식의 세계화를 

한 기 자료로 제공하고자 실시하 다. 독일인

의 식습 에 한 분석 결과에서는 체 으로 

한국 내에서 일상 으로 선호하는 음식이 한식과 

자국 음식인 독일식으로 나타났고, 사회활동이 

많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다양한 한국음식을 

할 기회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음식의 

직 조리 황에 있어서는 응답자의 부분이 거

의 하지 않는다고 하 다. 한국음식을 직  조리

하지 않는 이유로는 복잡한 조리방법과 시피의 

이해부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음식의 세계

화를 해서는 시피의 간편화, 표 화가 필요

함을 알 수 있었다. 독일인의 외식습 에 따른 한

국 음식의 선호도 분석 결과는 치 으로 식당 

집 지역이나 도보로 갈 수 있는 곳 등이 가장 

많았으며, 분 기 인 측면으로서는 조용한 분

기나 우아한 분 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음식이 독일인, 더 넘어서 유럽인의 입맛을 

사로잡기 해서는 외국인을 한 한국음식교육 

 용 가능한 서피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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