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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adaptation for Korean foods and satisfaction for university foodservice by na- 
tionality and residence period of Chinese and Japanese university students in Daejeon, Republic of Korea. Among 330 ques- 
tionnaires distributed to Chinese and Japanese students, 294 complete questionnaires (89.1%) were analyzed. The questionnaire 
included two 5-point scales for measuring levels adaptation of for Korean food and satisfaction with university foodservice, 
respectively. Japanese students’ level of adaptation for Korean food (3.16)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Chinese students 
(2.96). As the length of residence in Korea increased, the frequency of using university lunch service per week significantly 
decreased. The main factor when selecting a menu item was food taste (39.8%, 22.8%) in both Chinese and Japanese students, 
whereas the next main factor was preference (16.4%) in Chinese students and nutrition (18.7%) in Japanese students. The 
preferred cooking methods for meat were stir-frying (31.6%) and roasting (25.9%). For fish, Chinese students preferred braising 
(32.7%), whereas Japanese students preferred roasting (26.8%). Both Chinese and Japanese students preferred sukchae (45.6%, 
43.1%) for vegetables. Factor analysis grouped 17 items measuring university foodservice into four factors, ‘sanitation & 
employee service’, ‘physical environment’, ‘food’ and ‘customized menu & information’ and the mean scores were 3.56, 3.30, 
3.20 and 3.00, respectively. Chinese students were significantly more satisfied than Japanese students with the ‘physical 
environment’, ‘sanitation & employee service’ and ‘customized menu & informat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efforts such 
as developing a greater variety of menu items with mild tastes and somewhat less flavor, applying preferred cooking methods, 
offering special menus for foreign students, providing nutrition information on menus, and offering a description of menu items 
in the foreign languages could improve Chinese and Japanese students' levels of satisfaction with university food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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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 대학들의 국제화․세계화 추세로 인해 국내 외

국인 유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하다가 교육부가 지난 2011년
도입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의 영향으로
2012년부터 다소 감소하긴 하였으나, 2013년 4월 기준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학위과정 5만 6,715명(66.0%)과 어학 연
수 및 교환학생 등의 비학위과정 2만 9,208명(6.4%)을 합쳐
총 85,923명에 이른다. 이 중 중국 유학생의 비율이 58.6%(5
만 343명)로 가장 높고, 일본 5.0%(4,344명), 몽골 3.6%(3,092
명), 베트남 3.4%(2,998명), 미국 3.1%(2,668명) 등의 순이다. 

특히, 대전지역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수는
총 3,420명으로 서울, 경기, 부산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실
정이다(Korean Educational Statistics Service 2013).
국내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유학생과 일본 유학생의 경우, 같은 동양 문화권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의 새로운 환경과 문화에 적응해가는 과
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 중 하나가 자국
음식과는다른새로운 맛과향을지닌한국음식에대한적응

이다. 정부의 한식 세계화 추진으로 한국음식의 영양적 우수
성에 대해 많은 홍보가 이루어지고, 한류 열풍으로 한국음식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는 있으나, 한국음식에 대해 체계적
으로 배우거나 접해볼 기회가 없던 유학생은 한국음식 적응

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중국 유학생 유치 전략 및 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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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 2012)에 따르면, 중국 유학생들은 대체로 한국음식이
너무 매워 적응하기가 힘들고, 기숙사 식당이나 학생 식당을
이용하려 해도 대부분한국 학생 위주이다 보니 입맛에 맞지

않아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으

며, 5명중 1명은교내식당의식사 질개선을요구하는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심층 면접에
서도 대학 급식에서 제공되는 식단이 만족스럽지 않아 음식

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Lim 2009), 
중국 유학생의 기숙사 급식 만족도를 조사한 연구(Jung & 
Jeon 2011)에서도 기숙사 급식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맛이
없어서라는 응답(45.5%)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및 일본 유학생을 대상으로 국적 및 한국 거주 기간에

따른 한식 적응 정도와 대학 급식 이용 행태, 선호 조리법, 
급식 만족도 등을 파악하여 이를 반영한 식단을 개발하고, 
만족도가 낮은 요인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 유학생들의 다

양한 요구를충족시킬수 있는양질의 급식을제공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 또는 일본 유학생

들을대상으로식생활과관련되어이루어진연구들을살펴보

면 식행동 및 식습관(Rho & Chang 2012), 영양 상태(Gaowei 
et al 2013), 한국음식 인지도 및 선호도(Ha 2010, Her & 
Park 2013, Seo et al 2003, Song & Moon 2011), 김치 선호도
(Jung et al 2012, Kim et al 2013, Meng et al  2013), 한식당
만족도(Moon & Song 2012, Seo & Shin 2006) 등에 대한 연
구만이 수행되어왔다. 유학생들의 개선 요구가 높은 급식과
관련된 연구로는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기숙사 급식 만족

도를 평가한 연구(Jung & Jeon 2011)만 있을 뿐, 유학생들의
한식 적응도와 대학 급식 이용 행태 및 급식 만족도에 대해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의 재학 비율이 높은

대전지역 소재 대학교를중심으로중국및 일본 유학생의한

식 적응 정도, 대학 급식 이용 행태 및 개선사항, 식재료별
선호 조리법, 급식 만족도 등을 파악하여 국적 및 거주 기간
에 따른 차이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대학 급식 운영에 있어

유학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급식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급식 품질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대전 소재 4년제 대학교 중 4개교에 재학 중인

중국 및 일본 유학생 가운데 대학 급식 이용 경험이 있는 총

330명을 대상으로 2012년 10월 26일부터 한 달간 실시되었

다. 조사자가 중국 및 일본 유학생을 직접 만나 중국어와 일
본어로 각각 작성된 설문지를 배부하고, 연구 취지와 설문
내용및기재 방법등에대해설명한후, 자기기입법으로설
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전 예비 조사는 대전 유성구 소재
외국인 기숙사인 누리관에거주하는중국및 일본유학생 각

각 30명을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결과를 바탕으로 외국
인유학생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부 설문 문항을수정 보완하

였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설문지는 중국 및 일본 유학생의 한식 적응도, 대학 급식

이용 행태및 개선사항, 선호 조리법, 급식만족도 등을 조사
하기 위한 영역으로 나누어 구성되었다. 
한식 적응도 문항은 선행 연구(Chin 2007)에서 사용된 문

항을본 연구의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나는김치 냄새에익
숙하다’, ‘나는 마늘, 고추 등의 강한 향에 익숙하다’, ‘나는
매운 맛의 한국음식을 좋아한다’, ‘나는 된장, 고추장, 간장
등 한국 장류음식을 좋아한다’, ‘나는 채소쌈, 해산물 등 생
으로 먹는 음식에 익숙하다’ 등 총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대학급식 이용행태에 관한 문항은 ‘점심급식 이용 빈도’, ‘주
된 이용 이유’, ‘동행자’, ‘메뉴 선택 시 고려사항’, ‘잔반 여
부’, ‘가장 많이 남기는 음식’, ‘음식을 남기는 주된 이유’, 
‘대학급식의 질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등 총 8문항으로 구
성되었다. 급식에서 제공되는 음식의 선호 조리법을 조사하
기 위한 문항은 식재료를 육류, 생선류, 채소류로 분류한 후, 
각각의 주요 조리법 중 가장 선호하는 조리법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급식 만족도 측정을 위한 문항들은 관련 선행 연구
(Jung & Jeon 2011, Kim 2000, Seo & Shin 2006)와 중국 및
일본 유학생 각각 10명을 대상으로 한 중심 그룹 면담 결과
를 바탕으로 개발하여 전문가 검토를 거쳐 수정 보완한 후

총 23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일반사항으로는 국적, 성별, 
학년, 한국 거주 기간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3. 통계 처리
배부된 330부의 설문지 모두(회수율 100%)가 회수되었으

며, 이 중 응답이 부실 기재된 36부를 제외한 총 294부(분석
율 89.1%)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에 대한 통계 분석은 SPSS(IBM SPSS version 

19, Chicago, IL, USA)를 이용하여각 문항에 대한 빈도와 백
분율 또는 평균과 표준편차 등의 기술적 통계치를 구하였다. 
한식 적응도 및 급식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각 문항별

동의 정도를 선택하도록 한 문항들의 경우, ‘매우 그렇지 않
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응
답에각각 1, 2, 3, 4, 5점을부여하여각문항및전체의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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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다문항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크론바하 알파값(Cronbach’s α)을 구하였다. 급식 만
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23개 문항에 대해서는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실시하
였으며, 요인들 간의 상호 독립성을 유지하여 회전하는 직각
회전(Varimax Rotation) 방식을 사용하여 요인 분석을 실시
하였다. 공통분산비가 낮거나, 분산이 2개 이상의 요인에 의
해 비슷한 비중으로 설명되는 문항을 제거하면서 보다 적합

한 요인 모형을 찾아가는 과정을 반복하여 17개 문항의 4개
요인 모형을 확정지었다. 또한 변인 간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카이제곱검정(Chi-square test) 또는독립표본 t-test와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으며, 분산분석 후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경우, 사후검정을 위해 던컨의
다중 비교(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사항
조사 대상자인 중국 및 일본 유학생의 일반사항은 Table 

1에서와 같이 국적별로는 중국 58%, 일본 42%이었으며, 성
별로는 여학생 60%, 남학생 40%이었다. 학부생이 58%로 가
장많았으며, 어학연수중인유학생이 31%, 대학원생이 11%
이었다. 한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유학생은 응
답자의 1/3(33.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6∼12개월 미
만(22.1%), 36개월 이상(21.4%) 순이었다.

2. 한식 적응도
한국음식에 대한 중국 및 일본 유학생의 적응도를 평가하

기 위한다섯 문항의크론바하 α 값은 0.674로, 문항간 내적
일관성이 신뢰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검증되었다. 5점 척도
로 측정된 다섯 문항의 평균값은 3.05로 유학생의 한식 적응
도 수준은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국적별로
비교해 보면, 일본 유학생의 전반적인 한식 적응도(3.16)가
일본 유학생(2.96)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p=0.009). 한식에
대한 적응도 평가 항목 중 ‘나는 된장, 고추장, 간장 등 한국
장류 음식을 좋아한다’(p=0.033), ‘나는 김치냄새에 익숙하
다’(p=0.018), ‘나는 마늘, 고추 등의 강한 향에 익숙하다’(p< 
0.001)에서 일본 유학생이 중국 유학생보다 적응 점수가 유
의하게 높았다. 일본 유학생이 중국 유학생에 비해 한국 장
류 음식에 대한 적응 점수가 높은 것은 일본의 낫토, 간장, 
미소 섭취에 익숙한 식습관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유
학생이 감지하는 김치의 관능적 특성을 분석한 연구(Kim et 
al 2013)에서 중국 유학생은 김치 냄새에 대해 신냄새, 발효
취, 매운 냄새, 비린내, 이취 순으로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n=294)

Characteristics Category Frequency(%)

Nationality
China 171(58.2)

Japan 123(41.8)

Gender
Male 118(40.1)

Female 176(59.9)

Educational status

Language course  90(30.6)

Freshman  31(10.5)

Sophomore  48(16.3)

Junior  55(18.7)

Senior  38(12.9)

Graduate  32(10.9)

Length of
residence in Korea

(month)

< 6  98(33.3)

6 ∼ < 12  65(22.1)

12 ∼ < 24  47(16.0)

24 ∼ < 36  21( 7.1)

≥ 36  63(21.4)

나타났으며, 중국 유학생의 김치에 대한 인식 및 기호도를
조사한 연구(Meng et al 2013)에서도 중국 유학생은 김치의
매운맛, 젓갈 및 양념으로 인한 특유의 냄새와 숙성이 오래
된 신김치에 대한 거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
과를 뒷받침해 주었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을 포함한 동양인
과 서양인의 거주 초기 한국음식 적응 정도에 대해 조사한

연구(Park et al 2012)에서는 동양인의 경우, 한국음식 적응
에 어려움을 느낀 정도에 대해 보통(45%)이라는 응답이 가
장많았고, 보통이상의어려움을겪는대상자들은그이유에 
대해 매워서, 재료가 낯설어서, 조리 방법이 익숙지 않아서, 
냄새와 색깔이 이상해서, 달아서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편, 한국 거주 기간별 중국 유학생과 일본 유학생 간에 한식
적응도에 있어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기에 결과표를 따로 제

시하지 않았다. 대학 급식소에서는 한식 적응에 어려움을 느
끼는유학생들을 위해 한식에 대한 거부감을 일으킬 수있는

발효 냄새와 고춧가루, 생강, 젓갈 같은 자극적인 양념을 줄
이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3. 대학 급식 이용 행태
중국 및 일본 유학생의 대학 급식 이용 행태에 대해 조사

한 결과, 점심 급식 이용 횟수는 일주일에 1∼2회가 46%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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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Level of adaptation for Korean foods of Chinese and Japanese students in Korea

Total
(n=294)

Nationality
t pChina

(n=171)
Japan

(n=123)

I like the hot taste of Korean foods. 3.16±1.031) 3.23±1.10 3.07±0.93 1.375 0.170

I like Korean fermented soybean foods such as Doenjang, Gochujang 
and Kanjang. 3.07±1.01 2.96±1.05 3.22±0.94 —2.143 0.033

I am accustomed to eating raw foods such as Ssam(lettuce wrap) and 
seafood. 3.05±1.09 2.95±1.18 3.18±0.95 —1.816 0.070

I am accustomed to the odor of kimchi. 3.02±0.90 2.91±0.87 3.16±0.71 —2.383 0.018

I am accustomed to the strong flavors of garlic and pepper. 2.94±0.98 2.75±1.05 3.20±0.83 —4.084 <0.001

Average 3.05±0.66 2.96±0.69 3.16±0.60 —2.617 0.009

1) 5-point scale : 1=strongly disagree, 2=disagree, 3=neutral, 4=agree, 5=strongly agree.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일주일에 3∼4회 이상(43.5%)이
었다(Table 3). 국적별로 비교해 보면, 일주일에 3∼4회 이상
이용한다는 중국 유학생은 약 2/3(64.9%)에 달하는 반면, 일
본 유학생은 14%에 불과하여중국 유학생의 점심 급식이용
빈도가 일본 유학생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다(p<0.001). 중
국 유학생의 식행동을 조사한 연구(Rho & Chang 2012)에서
는 점심식사 장소로 남녀 중국 유학생 모두 학교 식당 이용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중국 여학생의 과반수(53.7%)가, 중
국 남학생의 약 1/3이상(38.7%)이 점심에학교식당을 이용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거주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점심급식을 일주일에 3∼4회 이상 이용한다는 응
답이 절반 이상(52.0%)이었으나, 거주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
용 빈도가 유의적으로 감소하여 거주 기간이 6개월에서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오히려 일주일에 1∼2회 이용한다는 응답
이 과반수를 차지하였다(p<0.041). 이는 유학 초기에 한국음
식에 대한 호기심에서 급식을 자주 이용하는 유학생이 많았

으나, 한국 거주 기간이 길어질수록 자국음식에 대한 향수로
또는 대학급식에서 제공되는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아 자국

음식을 스스로 조리해서 먹거나 자국음식을 판매하는 외부

식당을이용하게되면서급식이용빈도가 감소한 것으로추

측된다. 동행인으로는 유학생의 2/3 이상인 74%가 자국 친
구나 한국 이외 나라의 외국인 친구라고 응답하였으며, 메뉴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한국 친구와 동행하는 비율은 11 
% 밖에 되지 않았다. 일본 유학생은 급식소를 혼자 이용한
다는 비율이 30%로 중국 유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
(p<0.001), 한국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일 때까지는 한국친구
와 동행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였으나, 이후로는 유의적으
로 감소하여 2년이상 거주한경우에는 다시 자국친구나한
국 이외 나라의 외국인 친구와 동행하는 비율이 약 80%에

이르렀다(p=0.003). 메뉴 선택시 가장고려하는 사항으로 중
국(39.8%) 및일본(22.8%) 유학생모두에서음식맛이라는응
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중국 유학생은 선호도(16.4 
%), 음식 양(11.7%)과 가격(11.7%) 순이었던 반면, 일본 유
학생은 영양(18.7%), 위생(13.8%)과 외관(13.8%) 순으로 나
타나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01). 한국에 1년 이상 거
주한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식 구매행동 특성에 대해 조사한

연구(Kim 2004)에 따르면 일본인은 한식당에서 메뉴 선택
시 한식의 맛을 가장 고려하며, 그 다음으로는 한식의 위생, 
신선도 순으로 나타나, 일본 유학생이 대학 급식에서 메뉴
선택 시 고려하는 사항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잔반 여부
에대해 유학생의약 2/3(66%)은거의 남기지 않는다고 응답
하였으며, 국적별로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한국 거주 기
간이 6개월 미만인 유학 초기에는 남기지 않는다는 응답이
75%에 달한 반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56%로 나타나
거주 기간별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12).
일주일에 1회 이상 점심에 대학 급식을 이용한다고 응답

한 264명의 유학생을 대상으로 주된 이용 이유에 대해서 조
사한 결과, 거리가 가까워서(45.1%)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으로는 가격이 저렴해서(28.4%), 친구의 권유(11.4%) 순이었
다(Table 4). 한국 거주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유학 초기에는
거리가가까워서, 가격이저렴해서다음으로음식주문시언
어문제때문에대학 급식소를 이용한다는 응답(11.0%)이 다
른 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아 차이를 보였다. 이는 일부 유
학생의 경우, 유학 초기에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외부 식당
을이용할경우, 음식주문시 겪게되는 어려움과관련이있
는 것으로 보인다.
급식소 이용 시 음식을 남긴다고 응답한 100명의 유학생

을 대상으로 주로 남기는 음식의 종류와 잔반 원인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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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Usage behaviors for university foodservice of Chinese and Japanese students in Korea

Total
(n=294)

Nationality
χ2 p

Length of residence (month)
χ2 pChina

(n=171)
Japan

(n=123)
< 6

(n=98)
6∼<12
(n=65)

12∼<24
(n=47)

≥ 24
(n=84)

Frequency of 
using lunch 
service per 

week

0 30(10.2) 7( 4.1) 23(18.7)

78.436 <0.001

7( 7.1) 7(10.8) 3( 6.4) 13(15.5)

13.164 0.0411~2 times 136(46.3) 53(31.0) 83(67.5) 40(40.8) 38(58.5) 26(55.3) 32(38.1)

≥ 3~4 times 128(43.5) 111(64.9) 17(13.8) 51(52.0) 20(30.8) 18(38.3) 39(46.4)

Companion

Friends of one's 
own nation and/or 
foreign friends of 
nation except Korea

217(73.8) 149(87.1) 68(55.3)

41.350 <0.001

78(79.6) 36(55.4) 36(76.6) 67(79.8)

19.857 0.003

Alone 46(15.6) 9( 5.3) 37(30.1) 10(10.2) 16(24.6) 10(21.3) 10(11.9)

Korea friends 31(10.5) 13( 7.6) 18(14.6) 10(10.2) 13(20.0) 1( 2.1) 7( 8.3)

Main factor
when 

selecting
menu item

Taste 96(32.7) 68(39.8) 28(22.8)

57.269 <0.001

28(28.6) 21(32.3) 10(21.3) 37(44.0)

39.899 0.008

Preference 40(13.6) 28(16.4) 12( 9.8) 12(12.2) 4( 6.2) 11(23.4) 13(15.5)

Sanitation 34(11.6) 17( 9.9) 17(13.8) 15(15.3) 7(10.8) 3( 6.4) 9(10.7)

Nutrition 32(10.9) 9( 5.3) 23(18.7) 9( 9.2) 11(16.9) 5(10.6) 7( 8.3)

Quantity 27( 9.2) 20(11.7) 7( 5.7) 13(13.3) 3( 4.6) 6(12.8) 5( 6.0)

Appearance 26( 8.8) 9( 5.3) 17(13.8) 14(14.3) 8(12.3) 2( 4.3) 2( 2.4)

Price 24( 8.2) 20(11.7) 4( 3.3) 3( 3.1) 6( 9.2) 6(12.8) 9(10.7)

Promptness of 
serving 15( 5.1) 0( 0.0 ) 15(12.2) 4( 4.1) 5( 7.7) 4( 8.5) 2( 2.4)

Leftover
No 194(66.0) 114(66.7) 80(65.0)

0.084 0.772
73(74.5) 38(58.5) 36(76.6) 47(56.0)

10.922 0.012
Yes 100(34.0) 57(33.3) 43(35.0) 25(25.5) 27(41.5) 11(23.4) 37(44.0)

Table 4. Reasons for using lunch service of Chinese and Japanese students in Korea

Total
(n=264)

Nationality Length of residence (month)
China

(n=164)
Japan

(n=100)
< 6

(n=91)
6∼<12
(n=58)

12∼<24
(n=44)

≥24
(n=71)

Near distance 119(45.1) 69(42.1) 50(50.0) 36(39.6) 36(62.1) 14(31.8) 33(46.5)

Low price 75(28.4) 56(34.1) 19(19.0) 27(29.7) 10(17.2) 17(38.6) 21(29.6)

Friend's recommendation 30(11.4) 25(15.2) 5( 5.0) 7( 7.7) 5( 8.6) 4( 9.1) 14(19.7)

Delicious food 22( 8.3) 10( 6.1) 12(12.0) 9( 9.9) 6(10.3) 3( 6.8) 3( 4.2)

Linguistic difficulties in ordering food 12( 4.5) 4( 2.4) 8( 8.0) 10(11.0) 0( 0.0 ) 2( 4.5) 0( 0.0 )

Various menu 6( 2.3) 0( 0.0 ) 6 (6.0) 2( 2.2) 1( 1.7) 3( 6.8) 0( 0.0 )

조사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응답자의 약 1/3(32.0%)은
국․탕 및 찌개류를 주로 남긴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는
김치류(27.0%), 밥류(19.0%) 순이었다. 국적별로 종류를 보
면, 중국 유학생은 국․탕 및 찌개류(38.6%), 김치류(26.3%), 

밥류(26.3%) 순이었던 반면, 일본 유학생은 김치류(27.9%), 
국․탕 및 찌개류(23.3%), 채소류(14.0%), 생선류(14.0%) 순
이었다. 중국유학생의기숙사급식실태를조사한연구(Jung 
& Jeon 2011)에서도 김치류를 가장 많이 남기는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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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Leftover foods and their reasons of Chinese and Japanese students in Korea

Total
(n=100)

Nationality Length of residence (month)
China
(n=57)

Japan
(n=43)

< 6
(n=25)

6∼<12
(n=27)

12∼<24
(n=11)

≥24
(n=37)

Leftover foods

Broth/stew 32(32.0) 22(38.6) 10(23.3) 2( 8.0) 12(44.4) 5(45.5) 13(35.1)

Kimchi 27(27.0) 15(26.3) 12(27.9) 16(64.0) 3(11.1) 1( 9.1) 7(18.9)

Rice 20(19.0) 15(26.3) 5(11.6) 3(12.0) 4(14.8) 0( 0.0) 13(35.1)

Vegetables 7( 7.0) 1( 1.8) 6(14.0) 1( 4.0) 5(18.5) 1( 9.1) 0( 0.0)

Fish 6( 6.0) 0( 0.0 ) 6(14.0) 0( 0.0) 3(11.1) 2(18.2) 1( 2.7)

Meat 4( 4.0) 2( 3.5) 2( 4.7) 2( 8.0) 0( 0.0) 0( 0.0) 2( 5.4)

Dessert 4( 4.0) 2( 3.5) 2( 4.7) 1( 4.0) 0( 0.0) 2(18.2) 1( 2.7)

Reasons for 
leftover

Not to one's taste 41(41.0) 29(50.9) 12(27.9) 10(40.0) 11(40.7) 2(18.2) 18(48.6)

Dislike dish or food material 26(26.0) 14(24.6) 12(27.9) 4(16.0) 6(22.2) 5(45.5) 11(29.7)

Too much amount 17(17.0) 14(24.6) 3( 7.0) 2( 8.0) 4(14.8) 3(27.3) 8(21.6)

Have not eaten before 8( 8.0) 0( 0.0) 8(18.6) 5(20.0) 3(11.1) 0( 0.0) 0( 0.0)

Dislike flavor 6( 6.0) 0( 0.0) 6(14.0) 4(16.0) 1( 3.7) 1( 9.1) 0( 0.0)

Others 2( 2.0) 0( 0.0) 2( 4.7) 0( 0.0) 2( 7.4) 0( 0.0) 0( 0.0)

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국․탕 및 찌개류, 생선류, 밥류 순으
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한국거주
기간이 6개월 미만인유학생의 약 2/3(64%)는김치류를 주로
남긴다고 응답했으나,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비율이 낮
아지는 경향을 보이면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19% 수
준으로 감소하였다. 대학 급식소에서는 유학생들의 김치 잔
반 감소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김치의 영양적 우수성을 강조

한 정보 제공을 통해 김치를 건강식품으로 인식하도록 해야

하겠다. 아울러 그들의 기호에 맞는 김치류를 제공함으로써
김치 선호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 서울․경기지역에 거
주하는외국인과유학생을 대상으로 김치의 종류 및숙성기

간에 따른 기호 특성을 분석한 연구(Jung et al 2012)에서는
김치의 숙성 초기와 완숙기에 선호도가 더 높으며, 배추김치
와 오이김치는 매우 선호하는 반면, 총각김치, 파김치, 갓김
치는 기호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잔반 원인으로는 입맛에 맞지 않아서(41.0%)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싫어하는 음식이거나 식재료이어서(26.0%), 양
이 너무 많아서(17.0%) 순이었다. 따라서 대학 급식 관리자
는 잔반 감소를 위하여 메뉴 계획 시 유학생의 선호도가 높

은 음식이나 식재료를 반영하고, 자극적인 맛과 향을 가급적
줄이면서 유학생의 입맛에 맞는 맛을 개발하고 보완하기 위

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4. 선호 조리법

대학 급식에서 제공되는 음식의 식재료를 육류, 생선류, 
채소류로 나누어 유학생들이 선호하는 조리법을 조사한 결

과는 Table 6과 같다. 육류 조리법으로 유학생의 약 1/3(31.6 
%)은 볶음을 가장 선호하였고, 그 다음으로 구이(25.9%)를
선호하여 유학생들은 전반적으로 습열 조리보다는 건열 조

리 방식을 이용한 육류 요리를 더 좋아하는 경향을 보였다. 
국적별로 보면 볶음, 구이 다음으로 중국 유학생은 조림을, 
일본 유학생은 끓이기를 선호하여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p<0.001). 생선류에 대한 선호 조리법은 조림(26.2%), 끓이
기(22.4%), 구이(21.1%) 순이었으며, 중국유학생은조림(32.7 
%)을 가장 선호하는 것에 반해, 일본 유학생은 구이(26.8%)
를가장선호하는것으로나타나, 유의적인차이가있었다(p< 
0.001). 채소류 조리법으로는 중국 유학생과 일본 유학생 모
두데치거나익혀서 무치는 숙채(45.6%, 43.1%)를 가장 선호
하였으나, 그 다음으로 중국 유학생은 생채(42.7%)를, 일본
유학생은 절임(28.5%)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p<0.001). 이러한 결과는 야채절임인 나라쯔께
즉, 장아찌류를 즐겨먹는 일본인의 식습관에서 기인한 것으
로 생각된다. 중국 또는 일본 유학생의 한국음식 선호도를
조사한 연구들(Ha 2010, Soe et al 2003, Song & Moon 2011)
에서 전반적으로 불고기, 삼겹살구이, 생선구이 등 구이류
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는데, 본 연구에서도 육류 및 생
선류 선호 조리법으로 구이가 각각 상위순위를 차지하여 유

사한 양상을 보였다. 거주 기간별로 비교하면, 한국 거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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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Preferred cooking methods of Chinese and Japanese students in Korea

Food group Cooking methods Total
(n=294)

Nationality
χ2 p

Length of residence (month)
χ2 pChina

(n=171)
Japan

(n=123)
< 6

(n=98)
6∼<12
(n=65)

12∼<24
(n=47)

≥ 24
(n=84)

Meat

Stir-frying 93(31.6) 56(32.7) 37(30.1)

26.757 <0.001

26(26.5) 20(30.8) 15(31.9) 32(38.1)

29.156 0.015

Roasting 76(25.9) 50(29.2) 26(21.1) 34(34.7) 8(12.3) 11(23.4) 23(27.4)

Braising 56(19.0) 42(24.6) 14(11.4) 15(15.3) 13(20.0) 14(29.8) 14(16.7)

Boiling 30(10.2) 10( 5.8) 20(16.3) 15(15.3) 9(13.8) 1( 2.1) 5( 6.0)

Steaming 23( 7.8) 9( 5.3) 14(11.4) 5( 5.1) 8(12.3) 3( 6.4) 7( 8.3)

Deep-fat frying 16( 5.4) 4( 2.3) 12( 9.8) 3( 3.1) 7(10.8) 3( 6.4) 3( 3.6)

Fish

Braising 77(26.2) 56(32.7) 21(17.1)

26.772 <0.001

30(30.6) 12(18.5) 14(29.8) 21(25.0)

19.911 0.175

Boiling 66(22.4) 47(27.5) 19(15.4) 28(28.6) 10(15.4) 9(19.1) 19(22.6)

Roasting 62(21.1) 29(17.0) 33(26.8) 22(22.4) 16(24.6) 11(23.4) 13(15.5)

Steaming 39(13.3) 22(12.9) 17(13.8) 5( 5.1) 12(18.5) 8(17.0) 14(16.7)

Stir-frying 28( 9.5) 9( 5.3) 19(15.4) 8( 8.2) 9(13.8) 3( 6.4) 8( 9.5)

Deep-fat frying 22( 7.5) 8( 4.7) 14(11.4) 5( 5.1) 6( 9.2) 2( 4.3) 9(10.7)

Vegetable

Sukchae(blanching and 
seasoning)

131(44.6) 78(45.6) 53(43.1)

59.199 <0.001

39(39.8) 25(38.5) 27(57.4) 40(47.6)

24.862 0.015

Saengchae/salad 88(29.9) 73(42.7) 15(12.2) 32(32.7) 14(21.5) 10(21.3) 32(38.1)

Braising/salting 42(14.3) 7( 4.1) 35(28.5) 13(13.3) 16(24.6) 5(10.6) 8( 9.5)

Pan frying/
deep fat frying

29( 9.9) 10( 5.8) 19(15.4) 13(13.3) 7(10.8) 5(10.6) 4( 4.8)

Boiling 4( 1.4) 3( 1.8) 1( 0.8) 1( 1.0) 3( 4.6) 0( 0.0) 0( 0.0)

간이 길어질수록육류조리법중 볶음을가장선호한다는응

답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거주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다른 군에서와 달리 구이를 가장 선호하여 유의적

인 차이를 보였다(p=0.015). 또한한국에서의거주 기간이 길
어질수록 채소 조리법중 숙채와 생채 같은 저열량조리법을

선호하는 비율이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p= 
0.015).

5. 대학 급식 개선사항
중국 및 일본 유학생이 생각하는 대학 급식의 개선사항으

로는 Table 7에서와 같이 메뉴의다양화(31.0%), 1인분량 증
가(16.3%), 음식 맛(13.3%), 급식비인하(13.3%) 순이었다. 국
적별로는 중국 유학생의 경우, 메뉴의 다양화(42.7%)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1인
분량 증가(19.9%), 급식비 인하(17.0%), 음식 맛(12.9%) 순이
었다. 반면, 일본 유학생은 급식소 위생 및 청결(17.1%)과 종
사원의 친절(17.1%)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는급식소 분위기(15.4%), 메뉴의다양
화(14.6%) 순으로 나타나, 유학생의 국적 간 유의적인 차이
를보였다(p<0.001). 중국 및 일본 유학생을대상으로 한식당
개선점에 대해 조사한 연구(Soe et al 2003)에서도 가장 개선
되어야 할사항으로중국유학생은 메뉴의다양성과 음식 가

격을, 일본 유학생은 음식점 위생 및 청결을 지적하여 대학
급식소 개선사항에 대해 조사한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전반적으로 유학생들은 대학 급식에서 메뉴의 다양화에 대

한 개선이 가장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는데, 급식 메뉴가 획일
적으로 자주 반복되거나, 다른 메뉴임에도 불구하고 조리법
이 동일하거나, 음식 맛이 비슷할 경우, 메뉴가 다양하지 못
하다고 느끼게 된다. 이는 급식 불만족으로 이어져 잔반 증
가의원인이 되기에메뉴선택의폭을늘리기 위하여 유학생

의 기호를 고려한 다양한 식재료와 선호 조리법을 활용하여

입맛에 맞는 신메뉴를 개발함으로써 글로벌 메뉴 역량을 강
화하는 것이시급하다고하겠다. 거주기간별로비교해보면, 
한국에서 6개월 이상 1년 미만 거주한 유학생의 경우, 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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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Demand for improvement of university foodservice of Chinese and Japanese students in Korea

Total
(n=294)

Nationality
χ2 p

Length of residence (month)
χ2 pChina

(n=171)
Japan

(n=123)
< 6

(n=98)
6∼<12
(n=65)

12∼<24
(n=47)

≥ 24
(n=84)

Menu variety 91(31.0) 73(42.7) 18(14.6)

85.018 <0.001

30(30.6) 12(18.5) 14(29.8) 35(41.7)

42.413 0.004

Increase in portion size 48(16.3) 34(19.9) 14(11.4) 16(16.3) 7(10.8) 10(21.3) 15(17.9)

Food taste 39(13.3) 22(12.9) 17(13.8) 8( 8.2) 8(12.3) 8(17.0) 15(17.9)

Price reduction 39(13.3) 29(17.0) 10( 8.1) 16(16.3) 14(21.5) 4( 8.5) 5( 6.0)

Sanitation & cleanliness 27( 9.2) 6( 3.5) 21(17.1) 6( 6.1) 7(10.8) 6(12.8) 8( 9.5)

Atmosphere 23( 7.8) 4( 2.3) 19(15.4) 8( 8.2) 8(12.3) 1( 2.1) 6( 7.1)

Employee's kindness 21( 7.1) 0( 0.0) 21(17.1) 9( 9.2) 8(12.3) 4( 8.5) 0( 0.0)

Others 6( 2.0) 3( 1.8) 3( 2.4) 5( 5.1) 1( 1.5) 0( 0.0) 0( 0.0)

비 인하(21.5%)를 개선사항으로 지적한 응답이 다른 군에서
와 달리 가장 많았으며, 거주 기간이 길어질수록 대학급식에
서 제공되는메뉴의 다양화와음식맛에대한개선이필요하

다는 지적이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p=0.004).

6. 급식 만족도 요인 분석
유학생의 급식 만족도에대한 요인분석결과는 Table 8과

같다. 문항들의 타당도 검정 결과, Kaiser-Meyer-Olkin(KMO) 
계수는 0.857,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인 근사 카이제곱 값
은 1,807.401(p<0.001)로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
다. 요인 분석 결과, 4개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도출된 각 요
인은 ‘물리적 환경’, ‘위생 및 종사원 서비스’, ‘맞춤형 메뉴
및 정보’, ‘음식’으로 명명되었다. 각 요인의 고유치는 3.06, 
2.78, 2.11, 2.09이었으며, 4개 요인이 급식 만족도에 대해 설
명하는 총 분산은 59.10%이었다. 각 요인별크론바하의 α 값

은 0.77, 0.84, 0.78, 0.68로 문항 간 내적 일관성이 신뢰할 만
한 수준이었다.
요인 1인 ‘물리적 환경’ 요인에는 시설의 구비, 식당의 환

기 및 밝기, 식기 반납의 편리성, 적절한 좌석 수, 식당의 인
테리어가 포함되었다. 요인 2인 ‘위생 및 종사원 서비스’ 요
인에는 식당의 청결, 종사원의 친절, 종사원 외모의 청결, 배
식 서비스의 신속성이 포함되었다. 요인 3인 ‘맞춤형 메뉴
및 정보’ 요인에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특별식 제공 이벤
트, 식단에 대한 영양 정보제공, 메뉴에대한 외국어 설명이
포함되었다. 요인 4인 ‘음식’ 요인에는 메뉴의 다양성, 선호
음식의 제공, 1인 분량의 적절성, 음식의 맛, 메뉴의 영양적
균형이 포함되었다.
유학생의 대학 급식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평균은 3.28

로 보통(3점)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었다. 도출된 4개의 만족
도 요인별 평균 점수는 ‘위생 및 종사원 서비스’(3.56), ‘물리

적 환경’(3.30), ‘음식’(3.20), ‘맞춤형 메뉴 및 정보’(3.00) 순
이었다. 특히 ‘위생 및 종사원 서비스’ 만족에 해당하는 항목
중 종사원의 친절에 대한 만족도는 3.59로 가장 높은 반면, 
개선이 요구되는 ‘맞춤형 메뉴 및 정보’에 해당하는 항목 중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특별식 제공(2.99)에 대한 만족도는
가장 낮았다. 또한 앞서 대학 급식의 개선사항으로 유학생들
의지적이 많았던 메뉴의 다양성과 1인분량 관련 항목에 대
한 급식 만족도는 각각 3.09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여
결과가 일치함을 보여 주었다. 한국 대학생과 외국인 유학생
을 대상으로 기숙사 급식의 서비스 품질을 비교한 연구(Kim 
2000)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서비스 품질 항목 중 새
로운 음식에 대한 홍보, 후식 제공, 기호에 맞는 식단, 식품
및음식 관련 영양 정보 제공, 메뉴의 다양성, 음식의영양소
함량 표시 등에 대한 만족도가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 본 연
구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대학구내식당의 서비스품질이학교만족도에미치는영향

에 대해 조사한 연구(Zhao 2012)에서는 대학 급식소의 기능
적품질 중전반적인 시설과장비, 편의시설 이용, 실내 장식
및색상, 규모등 유형성이고객만족도에 가장큰영향을미
치며, 대학 급식에 대한 유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학교
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
를근거로유학생들의 학교만족도 영향 요인인대학 급식만

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대학 당국의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

고 본다. 최근 외국인 유학생 이외에도 외국인 근로자, 외국
인 환자 등 한국에서 장기간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증가함에

따라위탁급식전문업체에서는이들의 급식 만족도를높이

기위하여각국의 맞춤형현지식을 제공하는 등의노력을 기

울이고 있다.

7. 급식 만족도 요인에 대한 차이 분석



24(1): 143～155 (2014)                     외국인 유학생의 한식 적응도 및 급식 만족도 151

Table 8. Factor analysis of satisfaction for university foodservice of Chinese and Japanese students in Korea
(n=294)

Factors Mean±SD1) Factor
loadings Eigen value Variance(%) Cronbach’s α

Factor 1 : Physical environment

Install of facilities 3.35±0.86 0.818

3.06 18.01 0.77

Ventilation and brightness of dining room 3.29±0.81 0.716

Convenience of tableware return 3.32±0.95 0.665

Appropriate seating capacity 3.50±0.87 0.629

Interior of dining room 3.03±0.79 0.521

Subtotal 3.30±0.62

Factor 2 : Sanitation & employee service 

Sanitation of dining room 3.56±0.91 0.813

2.78 16.36 0.84
Kindness of employees 3.59±0.97 0.796

Cleanliness of employees’s appearance 3.54±0.91 0.792

Promptness of serving 3.56±0.88 0.588

Subtotal 3.56±0.75

Factor 3 : Customized menu & information

Offering special menus for foreign students 2.99±0.89 0.842

2.11 12.44 0.78Providing nutrition information on menus 3.02±0.89 0.771

Description of menu items in foreign languages 3.13±0.91 0.747

Subtotal 3.00±0.75

Factor 4 : Food 

Variety of menu 3.09±0.84 0.731

2.09 12.29 0.68

Provision of preferred food 3.24±0.81 0.694

Appropriateness of portion size 3.09±0.88 0.628

Taste of food 3.28±0.75 0.526

Nutrition balance of menu 3.29±0.86 0.489

Subtotal 3.20±0.55

Total 3.28±0.50

Total variance explained : 59.10%

1) 5-point scale: 1=strongly disagree, 2=disagree, 3=neutral, 4=agree, 5=strongly agree.

유학생의 국적, 한국 거주 기간, 점심 급식 이용 빈도, 잔
반 여부, 한식 적응도에 따라 급식 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9에 제시하였다. ‘물리적 환경’(p<0.001), ‘위생
및 종사원 서비스’(p<0.001), ‘맞춤형 메뉴 및 정보’(p=0.002)
에 대한 만족도는 중국 유학생이 일본 유학생보다 유의적으

로 높았다. 중국 유학생은도출된 4가지 요인중 ‘위생및 종

사원 서비스’(3.93)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
으로는 ‘물리적 환경’(3.44), ‘음식’(3.19) 순이었다. 반면, 일
본유학생은 ‘음식’(3.21)에대한 만족도가가장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물리적환경’(3.19), ‘위생및종사원서비스’(3.06) 
순이었다. 중국 및 일본 유학생 모두 급식 만족도 요인 중
‘맞춤형메뉴 및정보’에대하여가장낮은만족 수준을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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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Satisfaction for university foodservice by general characteristics, eating behaviors and level of adaptation for 
Korean food of Chinese and Japanese students in Korea (n=294)

Foodservice satisfaction factor

Variables Physical
environment

Sanitation &
employee service

Customized menu & 
information Food

n Mean±S.D.1)

Nationality

China 171 3.44±0.66b2) 3.93±0.60b 3.17±0.71b 3.19±0.55

Japan 123 3.19±0.51a 3.06±0.64a 2.89±0.76a 3.21±0.55

t-value(p-value) 4.927(<0.001) 11.981(<0.001) 3.187(0.002) –0.234(0.815)

Length of residence (month)

< 6 98 3.36±0.62b 3.57±0.88b 2.93±0.74 3.26±0.62

6∼<12 65 3.07±0.51a 3.25±0.71a 3.13±0.77 3.24±0.53

12∼<14 47 3.39±0.65b 3.62±0.64b 2.92±0.88 3.14±0.52

≥ 24 84 3.35±0.65b 3.78±0.59b 3.19±0.62 3.12±0.47

F-value(p-value) 3.872(0.010) 6.573(<0.001) 2.532(0.057) 1.435(0.233)

Frequency of using lunch service per week 

0 30 3.13±0.48a 3.00±0.62a 2.71±0.68a 3.09±0.47

1∼2 times 136 3.20±0.57a 3.35±0.70b 3.04±0.79b 3.18±0.55

≥ 3∼4 times 128 3.43±0.68b 3.93±0.66c 3.05±0.75b 3.25±0.56

F-value(p-value) 5.629(0.004) 35.674(<0.001) 4.079(0.018) 1.168(0.313)

Leftover 

Yes 100 3.23±0.70 3.42±0.79a 2.94±0.79 3.11±0.58

No 194 3.33±0.57 3.64±0.72b 3.10±0.72 3.24±0.53

t-value(p-value) –1.376(0.170) –2.473(0.014) –1.765(0.079) –1.929(0.055)

Levels of adaptation for Korean food 

Low level group 148 3.11±0.63a 3.52±0.72 2.98±0.70 3.14±0.48

High level group 146 3.48±0.55b 3.60±0.78 3.12±0.78 3.26±0.61

t-value(p-value) –5.218(<0.001) –0.9807(0.328) –1.681(0.094) –1.907(0.058)

1) 5-point scale : 1=strongly disagree, 2=disagree, 3=neutral, 4=agree, 5=strongly agree 
2) a∼c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mean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 by Duncan’s test at α=0.05.

다. 이는 대학 급식 개선사항의 우선 순위로 중국 유학생은
메뉴의 다양성, 1인 분량, 음식 맛을, 일본 유학생은 급식소
위생 및 청결, 종사원의 친절, 급식소 분위기를 지적한 결과
에 부합하는 것이다. 일본 및 중국 유학생의 한식당 서비스
품질 만족도를 평가한 Soe & Shin(2003)의 연구에서도 중국
유학생은 중국 음식문화의 다양한 식재료와 조리법 습득으

로 인해 한식 자체의 내적 품질에 대한 만족도는 일본 유학

생에 비해 낮았지만, 한식당의 위생, 분위기, 서비스 등 외적
품질에 대한 만족도는 일본 유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국적별 만족도 차이의 경향이 대학 급식소를 대상으로 분석

한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중국 유학생의 기숙사 급식
만족도를 평가한 Jung & Jeon(2011)의 연구에서는 전반적으
로 시설 측면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위
생적인 측면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 급식소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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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급식 만족도를 평가한 본 연구 결과의 만족도 순위와

다소 차이를 보였다. 한국에 비교적 장기간 거주하는 유학생
인 아닌단기방문한 일본인과중국인의한식당 만족도를비

교한 연구(Kim 2013)에서는 일본인의 경우, 음식의 양과 가
격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으나, 종사원의 위생과 한식당의 청
결에 대해 만족도는 낮았고, 중국인의 경우에는 종사원의 응
대 태도, 종사원의 위생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으나, 음식의
양과 가격에 대해서는 낮은 만족도를 보여,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한국 거주 기간별로는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유학생은 다른 군에 비해 ‘물리적 환경(p=0.010)’
과 ‘위생 및 종사원 서비스’(p<0.001)에 대한 만족도가 유의
적으로 낮았다. ‘음식’에 대한 만족도는한국 거주 기간이 길
어질수록 유의적이지는 않았지만 낮아졌는데, 이는 한국에
서의 거주 기간이 길어질수록 자국음식에 대한 향수로 한식

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졌거나, 한국음식을 익숙하게 느끼게
되면서 선호도가 낮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학 급식
소에서의 점심 이용 빈도가 일주일에 3∼4회 이상인 유학생
은 1∼2회 이하인 유학생보다 ‘물리적 환경’에 대한 만족도
가 유의적으로 높았으며(p=0.004), 이용 빈도가 높은 유학생
은 이용 빈도가 낮은 유학생보다 ‘위생 및 종사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유의적으로 높았다(p<0.001). 또한 일주일에
1∼2회 이상 이용하는 유학생은 이용하지 않는 유학생에 비
해 ‘맞춤형 메뉴 및 정보’에 대한 만족도가 유의적으로 높았
다(p=0.018). 잔반 여부별로 보면, 급식을 남기지 않는 유학
생이 남기는 유학생보다 전반적인 급식 만족도가 높았으며, 
‘위생 및 종사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유의적으로 높았
다(p=0.014). 유학생의 한식 적응도 평균값인 3.05를 기준으
로 한식 적응도가 높은 군과 낮은 군으로 나누어 급식 만족

도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한식 적응도가 높은 군이 낮은 군
보다 전반적인 급식 만족도가 높았으며, ‘물리적 환경’에 대
한 만족도는 유의적으로 높았다(p<0.001).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대전지역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 및 일본 유학생은 국적, 한국 거주 기간, 점심 급식 이
용 빈도, 잔반 여부, 한식 적응도에 따라급식 만족도에차이
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급식 품질에 대한 유학
생들의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러한 차이를 신속하게 파

악하고, 급식 운영에적극 반영하여개선하도록 해야 하겠다. 
특히 중국 및일본유학생 모두에게서 만족도가 가장낮았던

‘맞춤형 메뉴 및 정보’에 대한 개선이 가장 시급하며, ‘음식’
에 대해낮은만족도를보인중국 유학생을 위해서는다양한

메뉴 개발과좀 더많은양의음식을배식하도록 하고, ‘위생
및종사원 서비스’와 ‘물리적환경’에대해 낮은 만족도를보
인 일본 유학생을 위해서는 체계화된 위생 관리 프로그램의

철저한 적용과 종사원 친절 교육, 그리고 급식소의 물리적

환경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아울러 고국에서와 달리 식
생활환경이 변화되면서 영양적인 문제를겪을 수있는외국

인 유학생을 위해 자국 언어를 활용한 영양 상담을 통한 영

양 관리 지원도 필요하다고 보며, 향후 연구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영양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조사와 영양

교육을 통한 식습관변화에대한분석이 수행되어야 할것으

로 본다.

요약 및 결론

본연구는 대전지역소재 4개대학교에재학중인중국및
일본 유학생들의 한식 적응도, 대학 급식 이용 행태 및 개선
사항, 선호 조리법, 급식 만족도 등을 조사하였으며 국적 및
거주 기간 등에 따라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조사 대상자
인 중국(171명)과 일본(123명) 국적의 유학생 비율은 각각
58%, 42%이었으며, 한국 거주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유학생
이 1/3(33.3%)로 가장 많았고, 6∼12개월 미만(22.1%), 36개
월 이상(21.4%) 순이었다. 유학생의 한식 적응도는 3.05로
보통 수준이었으며, 일본 유학생(3.16)의 한식적응도가 중국
유학생(2.96)보다 높았다(p=0.009). 중국 유학생의 대학 급식
점심 이용 빈도가 일본 유학생에 비해 높았고(p<0.001), 한국
거주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용 빈도가 감소하였다(p<0.041). 
대학 급식 이용의 주된 이유로는 거리, 가격, 친구 권유이었
고, 한국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음식 주문 시 언어
문제 때문에(11%) 이용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일본 유학생은 혼자 급식을 이용하는 비율(30%)이 높았다
(p<0.001). 메뉴 선택 시 가장 고려하는 사항으로 중국(39.8 
%) 및 일본(22.8%) 유학생 모두 음식 맛이었으며, 그 다음으
로중국유학생은선호도(16.4%), 음식양(11.7%)과가격(11.7 
%) 순인반면, 일본유학생은영양(18.7%), 위생(13.8%)과외
관(13.8%) 순으로 차이를 보였다(p<0.001). 한국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유학생의 약 2/3(64%)는김치류를주로 남겼는
데, 2년 이상거주한 경우에는 19%로낮아졌다. 육류 조리법
으로 볶음, 구이 다음으로 중국 유학생은 조림을, 일본 유학
생은 끓이기를 선호하였으며, 생선류 조리법으로 중국 유학
생은 조림(32.7%)을, 일본 유학생은 구이(26.8%)를 가장 선
호하여 국적별로 차이가 있었다(p<0.001). 채소류 조리법으
로 중국(45.6%) 및 일본(43.1%) 유학생 모두 숙채를 가장 선
호하였으나, 그 다음으로 중국 유학생은 생채(42.7%)를, 일
본 유학생은 절임(28.5%)을 선호하였다(p<0.001). 한국 거주
기간이 길어질수록 육류 조리법 중 볶음, 채소류 조리법 중
숙채와 생채 같은 저열량조리법선호비율이 증가하는경향

을 보였다(p=0.015). 대학 급식 개선사항으로 중국 유학생은
메뉴 다양화(42.7%)를, 일본 유학생은 급식소 위생 및 청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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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과 종사원 친절(17.1%)을가장 많이 지적하여 차이를
보였다(p<0.001). 유학생의 대학 급식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
도 평균은 3.28로 보통보다 다소 높았으며, 요인 분석 결과, 
도출된 4개의 요인별 평균 점수는 ‘위생 및 종사원 서비

스’(3.56), ‘물리적 환경’(3.30), ‘음식’(3.20), ‘맞춤형 메뉴 및
정보’(3.00) 순이었다. ‘물리적 환경’(p<0.001), ‘위생 및 종사
원 서비스’(p<0.001), ‘맞춤형 메뉴 및 정보’(p=0.002)에 대한
만족도는 중국 유학생이 일본 유학생보다 높았다. 대학 점심
급식을 주 3∼4회 이상이용하는 유학생이 모든요인에 대해
가장 만족도가 높았고, 급식을 남기지 않는 유학생(3.64)이
남기는 유학생(3.42)보다 ‘위생 및 종사원 서비스’에 대한 만
족도가 높았으며(p=0.014), 한식 적응도가 높은 군(3.48)은
낮은 군(3.11)보다 ‘물리적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p<0.001). 따라서 한식 적응에 어려움을겪고 있는 유학생들
을 위하여, 자극적인 맛과 향을 가급적 줄이면서 식재료별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난 조리법을 이용하여 입맛에 맞는 다양

한 메뉴를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 무엇보다도 대학 급식 만
족도에 있어 중국 및 일본 유학생 모두에게 가장 낮게 평가

되고있는 ‘맞춤형메뉴 및정보’에대한개선을위하여특정
요일에 나라별 특별식 제공 이벤트를 실시하는 동시에, 유학
생들이 기호에 맞는 메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메뉴 영양 정

보, 음식의 유래나 특징, 식재료, 조리법 등에 대해 외국어로
자세하게 설명된 메뉴 가이드를 제작 배포하는 것이 선행되

어야 하겠다. 또한 ‘음식’에 대해 낮은 만족도를 보인 중국
유학생을 위해 다양한 메뉴 개발과 좀 더 많은 양의 음식 배

식이 필요하며, ‘위생 및 종사원 서비스’와 ‘물리적 환경’에
대해 낮은 만족도를 보인 일본 유학생을 위해서는 체계화된

위생 관리 프로그램의 철저한 적용과 종사원 친절 교육, 그
리고 급식소의 물리적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유학
생 급식 만족도 제고를 위한 이러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은

나아가 유학생들의 한국 대학에서의 학교생활 만족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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