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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contribute to the globalization of Korean food, a Korean food culture publicity event was conducted at Hayabusa

Station, Tottori Province, Japan. This study investigated and analyzed recognition and preferences towards Korean food

in participants at the event. The method of information acquisition was also analyzed. Most participants had prior

experience eating Korean food. As for information, participants responded that they were affected by public media such

as dramas, and the most effective way of getting information was participating in lectures. This study also investigated

intake of 20 kinds of Korean food and found highest preferences for bibimbap, kimchi, naengmyeon, and galbigui, in that

order. The main motive for participating in the Korean food culture publicity event was a desire to experience a new

culture. Further, satisfaction, intention to participate, and intention to recommend Korean food were high. These attitudes

had significant effects on the intention to visit Korea. In the future, Korean food culture publicity events held in foreign lands

can contribute to Korean tou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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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한 나라의 음식은 국가 브랜드나 이미지 향상에 많은 기

여를 할 뿐만 아니라 관광산업과 연계되어 국가 경쟁력을 강

화시키는 문화상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국가브랜드위원회와

삼성경제연구소의 국가이미지 개선을 위한 전략에 따르면 국

제 행사와 한류를 적극 연계하여 한국의 문화 홍보에 주력

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국가브랜드지수 조사 2012a). 국제

행사를 통해 형성 또는 변화되는 국가이미지는 그 가치를 계

산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그 나라의 모든 활동에 영향

을 미치므로 중요하다(Nam 2003). 따라서 한식을 세계화하

기 위해서는 먼저 국제문화와 어우러질 수 있는 글로벌 식

문화로서의 한식문화를 홍보하여야 하며, 그 방안으로 문화

마케팅을 활용할 것을 강조하였다(Kim 2013).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이 담긴 한식은 영양적, 과학적으

로 우수한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

하다가 최근 드라마, K-pop 등 한류 열풍에 힘입어 세계시

장에서 한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2008년 농

림수산식품부는 식품산업진흥을 위해 ‘한식세계화 선포식’을

개최하고, 한식의 건강 기능성 연구와 현지인의 입맛에 맞는

세계화가 가능한 한식 개발, 한식 전문 교육기관 설립을 통

한 인력 양성, 한식의 관광상품화, 해외 한식당의 재정비 및

교육, 국제규모 행사에서의 한식 홍보, 해외 유명호텔에서의

한식프로모션 행사 추진 등 한식을 전세계의 K-food로 전환

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http://www.at.or.kr).

특히 국제규모의 행사를 통한 한국식문화홍보활동의 경우

해외 현지인들에게 한국의 전통 식품 및 식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소비자 체험 확대를 통해 한식을 현지인들에게 널

리 알리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농식품부에서는 2012년부터

국제규모의 식품박람회를 통해 KOREA FOOD SHOW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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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하고 있으며, 이러한 홍보활동을 통해 현지인들의 한식

선호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한국식품

조리과학회 2012).

한식세계화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한식세계화를 위한 전

략에 관한 연구(Kim 2013; Kim & Lim 2012; Cho 2009;

Na 2007; Ha 2005), 한식세계화를 위한 한식 우수성 연구

(Joo & Lee 2011), 외국인 대상 한식에 대한 인식과 태도,

세계화에 인식 연구(Kim 2012; Lee 등 2012; Kim 등

2011; Jang & Jeong 2011; Lee & Yoon 2011; Lee 등

2011; Chang 등 2010; Choi & Lee 2010; Han 2010;

Lim 등 2010; Lee 2010; Shin & Kwon 2010; Shin

2009; Lee & Lee 2008; Lee 2007), 한식 세계화를 위한

한식조리사 양성방안과 세계화 인식 연구(Jang 2012; Lee

2010; Min 2009), 한식 세계화에 있어 현지 한식과 한식당

에 관한 의식과 서비스 품질에 관한 연구(Choi 2012;

Chung 등 2011; Min 2011; Lee 등 2005), 한식세계화에

대한 외식조리전공 대학생의 인식 연구(Na 2013; Jin 2011;

Kim 등 2009), 한식세계화를 위한 한식의 이슬람 문화권 확

산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Lee & Lee 2013) 등이 있다.

그 밖에 한국식문화홍보활동과 같은 이벤트 행사가 국가

이미지나 한식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는 Lee

(2012)의 중국 상하이엑스포 한국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국

음식 홍보효과에 대한 연구, 한식 식자재 프로모션을 통한

한식 세계화 방안 연구(Lee 등 2008)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식문화홍보 관련 활동들이 현지인들에

게 한국과 한식의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만족도는 어

느 정도인지, 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연구는 특

정 기관에서 정부의 위탁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그 효과

를 측정하는 경우나(www.hansik.org) 선행연구와 같이 국내

방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식 선호도, 구매의도, 세계화 방

안 등을 조사하는 연구를 제외하고는 거의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외에서의 한식에 대한 관심이 증가

되는 시점에 한국과 음식문화가 유사할 뿐만 아니라 한국음

식 선호경향이 빠르게 향상되고 있는(Choi & Han 2012) 일

본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식에 대한 경험 정도와 인지도를 알

아보고, 식문화홍보활동을 통해 형성된 한식에 대한 태도를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해외에서의 한식세계화를

위한 식문화홍보활동을 계획함에 있어 좀 더 효과적이고 발

전적인 프로그램을 기획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나아가

한식세계화를 위한 전략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하야부사역 축제’는 일본 돗토리현의 무인(無人) 기차역인

하야부사역을 지키기 위해 인근 주민들이 모임을 만들어

2009년부터 매년 8월 개최하고 있는 일본 최고의 철도역 축

제이다. 2013년 8월 코레일 대전충남본부(지탄역)는 하야부

사역과 자매결연을 맺고 이를 계기로 ‘하야부사역 축제’를

통해 한국음식을 중심으로 한 ‘한국문화알리기’ 행사를 개최

하였다(http://www.newsis.com).

II. 연구내용 및 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2013년 8월 12일 일본의 돗토리현에서 주관하

는 제 5회 하야부사역축제 프로그램 중 하나로 한국식문화

홍보행사를 개최하고, 행사 참가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한국식문화홍보행사에 참가한 일본 현지인들에

게 행사가 끝난 후 일본어로 작성된 설문지를 배부하고 연

구의 목적을 간략히 설명 한 뒤 총 300부의 설문지를 배부

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한 대답이나 분석이 불가능

한 63부 설문지를 제외한 총 237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조사에 사용된 설문지는 선행연구(Shin & Kwon 2010,

Kim & Kim 2008, Lee 2007)를 참고하여 본 연구의 목적

에 맞게 수정·보완하였으며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6문항과 한국식문화홍보 행사

에 참가한 참가자들의 한식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한식 인

지 여부, 한식 섭취 경험 여부, 한식 섭취 횟수, 한국음식을

알게 된 경로, 효과적인 한식관련 정보 획득 방법 등의 의견

조사를 위한 5문항, 세계화가 가능한 한국음식 20종에 대한

인지도 여부와 경험여부를 묻는 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한국식문화홍보행사 참가 동기 6문항과 한국식문화홍보행사

를 통한 한식 태도 연구를 위해 한식에 대한 인식 10문항,

만족도 4문항, 재방문의사와 추천의도, 방문의도 등 5문항으

로 구성하였다.

이 중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한국식문화홍보행사 참

가자들의 한식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을 제외한 한국식

문화홍보행사 참가동기와 태도에 대한 모든 문항은 리커트

5단계 척도를 기준으로 구성하였다.

3. 통계처리

본 연구는 한국식문화홍보행사 참가자의 동기와 행사를 통

한 태도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로 자료 분석은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v. 17.0 통계 패키

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

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고, 조사대상자의 한식

관련 특성과 한국 음식 인지도, 섭취 경험 여부, 한식인식과

만족도, 재방문의도, 추천의도는 교차분석(Chi-square)과 기

술통계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다음 <Table 1>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알아

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성별은

남성 107명(45.1%), 여성 130명(54.9%)으로 나타났고, 연령



316 韓韓韓韓韓韓韓韓韓韓 Vol. 29, No. 4 (2014)

은 10대 14명(5.9%), 20대 29명(12.2%), 30대 44명(18.6%),

40대 65명(27.4%), 50대 53명(22.4%), 60대 이상 32명

(13.5%)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회사원 106명(44.7%), 주부 44명(18.6%), 자영업

29명(12.2%), 학생 24명(10.1%)으로 나타났고, 학력은 고졸

이하 109명(46.0%), 대학교 재/졸 98명(41.4%), 대학원 재/

졸 16명(6.8%)으로, 거주지역은 돗토리현 132명(55.7%), 기

타지역 105명(44.3%)으로 나타났다. 한국방문 경험여부는 있

다 60명(25.3%), 없다 177명(74.7%)으로 나타났고, 한국방문

경험이 있는 60명을 대상으로 방문횟수를 분석한 결과 1회

36명(60.0%), 2회 6명(10.0%), 3회 9명(15.0%), 4회 이상이

9명(15.0%)으로 나타났다.

2. 조사대상자의 한식 관련 특성

다음은 조사대상자의 한식 관련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행

사 전 한국음식 인지여부와 한식 섭취 경험 여부, 한식 섭취

횟수, 한식을 알게 된 경로, 효과적인 한식관련 정보 획득 방

법을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Chung 등(2011)의 연구에 따

르면 한식에 대한 선호 정도는 한국 방문 경험과 섭취 경험

의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하여 본 연구에서도 조사대

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한식 인지여부와 한식 섭취 경

험여부, 한식 섭취 횟수 등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한

식을 알게 된 경로와 효과적인 한식관련 정보 획득 방법은

다중응답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1) 한국식문화홍보행사 전 한식 인지

한국식문화홍보행사 참가자들의 행사 참가 전 한식 인지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분석결과 전체적

으로 볼 때, 193명(81.4%)은 한국식문화홍보행사 전 한식을

알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고, 44명(18.6%)은 모르고 있던 것

으로 나타났다.

2) 한식 섭취 경험여부

다음 <Table 3>은 한식 섭취 경험여부를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볼 때, 209명(88.2%)은 한식을 섭취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8명(11.8%)은 섭취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는 한국방문 경험여부

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05). 한국방

문 경험이 있는 경우, 경험이 없는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국음식을 섭취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

방문 경험이 있는 참가자들의 경우 대부분 한식을 당연히 먹

어보았을 것으로 사료되나, 한국을 방문하지 못한 참가자들

의 경우도 한식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현지 한식

당을 많이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Yang 등(2011)의 연구에서 미국, 일본, 중국 소비자

를 대상으로 미국, 중국, 일본 소비자의 한식당 이용행태를

분석한 결과 중국 85.4%, 미국 80.9%, 일본 78%순으로 한

식당 방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의 경우

미국, 중국에 비해 한식당 방문 빈도가 월 1회(37.2%)로 상

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된 것과 같은 결과라 하겠다.

(1) 한국음식 섭취빈도

다음 <Table 4>는 한국음식을 섭취한 경험이 있는 209명

을 대상으로 섭취빈도를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전체적

으로 볼 때, ‘1-2회’ 48명(23.0%), ‘3-5회’ 47명(22.5%), ‘6

회 이상’ 94명(45.0%)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6회 이상 한

국음식을 섭취해 본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는 학력, 한국방문 경

험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 .05).

먼저 학력에 따라서는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6회

이상 한국음식을 섭취해 본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방문 경험

여부에 따라서는 방문 경험이 있는 경우 방문 경험이 없는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섭취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Category N(%)

Gender
Male 107(45.1)

Female 130(54.9)

Age

(years)

10-19 14(5.9)

20-29 29(12.2)

30-39 44(18.6)

40-49 65(27.4)

50-59 53(22.4)

60≤ 32(13.5)

Occupation

Student 24(10.1)

Company employee 106(44.7)

housewife 44(18.6)

Public service & 

Professional worker
29(12.2)

Others 34(14.3)

Educational level

≤High school 109(46.0)

College, University 98(41.4)

≥Graduate school 16(6.8)

Others 14(5.9)

Occupied area
Tottori 132(55.7)

Others 105(44.3)

Korean visit

experience

Yes 60(25.3)

No 177(74.7)

number of Korean

visit experience

1 36(60.0)

2 6(10.0)

3 9(15.0)

more than 4 9(15.0)

Sub total 60(100.0)

Total 23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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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음식에 대한 정보원

다음 <Table 5>는 한국음식에 대한 정보원을 알아보기 위

하여 다중응답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볼 때, ‘드라마·대중매체’가 95명(31.1%)으로 가장 높게 나

타나 전세계에 불고 있는 한류의 효과를 알 수 있다. 다음으

로는 ‘한국요리점 방문’ 94명(30.8%), ‘박람회·강연회’ 35

명(11.5%), ‘인터넷’, ‘주변의 권유’가 각 17명(5.6%)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 세계 9개국 3,600명을 대상으로 ‘한국’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을 설문한 결과 1위는 ‘드라마’, 2위는 ‘K-

pop’으로 나타났으며(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2012), Choi &

Han(2012)의 연구에서도 한국 음식을 수용하게 되는 주요 동

기가 TV라고 응답한 것과 같은 결과이다. 즉 한국 드라마와

K-pop를 통해 한국의 문화적 특성이 반영되면서 한국의 문

화를 받아들이는데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였을 뿐만 아

니라 오히려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인지도와 이미

지가 긍정적으로 형성된 것을 알 수 있다(Moon & Park

2012, Kim 등 2009).

또한 Han & Lee(2012)는 한국을 방문한 관광객을 대상으

로 한국과 한식에 대한 정보수집 방법을 조사한 결과 관광

책자와 잡지를 보고 가장 많이 얻으며 다음으로 지인의 추

천이라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한국음식 홍보를 위한 가장 효

과적인 방법은 드라마, TV, 잡지 등의 대중매체를 이용하는

것이며, 다음으로는 박람회, 강연회 등의 한국식문화교류활

동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직접적으로 현지인을 만나 면대

면으로 홍보함으로써 좀 더 효과적으로 한국의 식문화를 이

해시키고 나아가 홍보를 통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하겠다.

4) 한국음식에 대한 정보를 얻는 효과적인 방법

다음 <Table 6>은 한국음식에 대한 정보를 얻는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응답분석

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볼 때, ‘박람회·

강연회’가 135명(45.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드라마·

<Table 2> Korean food recognition before Korean food culture publicity event

Category

Korean food recognition before Korean food 

publicity event χ2

(p)
Yes No

Gender
Male 91(85.0) 16(15.0) 1.683

(.194)Female 102(78.5) 28(21.5)

Age

(years)

10-19 11(78.6) 3(21.4)

3.563

(.614)

20-29 25(86.2) 4(13.8)

30-39 38(86.4) 6(13.6)

40-49 53(81.5) 12(18.5)

50-59 39(73.6) 14(26.4)

60≤ 27(84.4) 5(15.6)

Occupation

Student 19(79.2) 5(20.8)

.930

(.920)

Company employee 87(82.1) 19(17.9)

housewife 37(84.1) 7(15.9)

Public service & Professional worker 22(75.9) 7(24.1)

Others 28(82.4) 6(17.6)

Educational level

≤High school 85(78.0) 24(22.0)

3.608

(.307)

College, University 85(86.7) 13(13.3)

≥Graduate school 13(81.3) 3(18.8)

Others 10(71.4) 4(28.6)

Occupied area 
Tottori 113(85.6) 19(14.4) 3.429

(.064)Others 80(76.2) 25(23.8)

Korean visit

experience

Yes 51(85.0) 9(15.0) .676

(.411)No 142(80.2) 35(19.8)

number of Korean

visit experience

1 30(83.3) 6(16.7)

1.612

(.657)

2 6(100.0) 0(.0)

3 7(77.8) 2(22.2)

more than 4 8(88.9) 1(11.1)

Sub total 51(85.0) 9(15.0)

Total 193(81.4) 44(18.6)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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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73명(24.5%), ‘인터넷’ 65명(21.8%)으로 나타났다.

한국세계화 정책 방향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들이 한

국식당을 이용한 후에 한국 및 한국음식에 대한 이미지가 좋

아졌다고 조사된 바(한국외식정보 2007), 정부는 2008년 한

식 세계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 심포지엄에서 한식 고급화와

홍보·마케팅을 위한 방안으로 해외 현지인을 대상으로 박

람회 등을 통해 다양한 한식체험행사를 개최할 것을 제시하

였다(농림수산식품부 2008). 또한 Lee 등(2012)의 연구에 따

르면 외국의 음식을 자주 접할수록 해당 국가의 문화를 자

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태도가 형성되어 음식관광으

로 연결된다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 해외에서의 박

람회나 강연회 등을 통한 한국식문화홍보행사가 현지인들의

한식에 대한 이해를 도와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데 효과

적인 방법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일회성의 행사가

아닌 지속적인 홍보계획과 현지인에게 매력적으로 소구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이 요구된다 하겠다.

3. 세계화가 가능한 한국음식 인지도와 섭취 경험 조사

다음 <Table 7>은 한식세계화 정책 방향 최종보고서((주)

한국외식정보 2007)를 참고로 글로벌화가 가능하다고 조사

된 한국음식 20여 종을 제시하고, 알고 있는 음식과 먹어본

경험이 있는 음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다중응답분석을 실시

한 결과이다.

먼저 한국음식 20여종 중 알고 있는 음식을 분석결과 전

체적으로 볼 때, ‘비빔밥’이 230명(8.9%)으로 가장 높게 나

타났고, ‘김치(배추김치, 깍두기, 물김치)’ 226명(8.7%), ‘전

류(파전, 김치전)’ 217명(8.4%), ‘냉면’ 209명(8.1%), ‘소갈비

구이(찜)’ 198명(7.6%), ‘김구이’ 184명(7.1%), ‘김치찌개’

178명(6.9%), ‘불고기’ 157명(6.1%), ‘삼계탕’ 151명(5.8%),

‘떡볶이’ 143명(5.5%), ‘돼지갈비구이(찜)’ 116명(4.5%), ‘잡

채’ 111명(4.3%), ‘순두부찌개’ 97명(3.7%), ‘떡’ 80명

(3.1%), ‘갈비탕’ 72명(2.8%), ‘만두(국)’ 62명(2.4%), ‘김밥’

51명(2.0%), ‘닭볶음탕’ 42명(1.6%), ‘음료(식혜, 수정과)’ 37

명(1.4%), ‘낙지볶음’ 33명(3.3%)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3> Experience of Korean food 

Category 
Experience of Korean food χ2

(p)Yes No

Gender
Male 98(91.6) 9(8.4) 2.168

(.141)Female 111(85.4) 19(14.6)

Age

10-19 13(92.9) 1(7.1)

10.707

(.058)

20-29 27(93.1) 2(6.9)

30-39 41(93.2) 3(6.8)

40-49 59(90.8) 6(9.2)

50-59 46(86.8) 7(13.2)

60≤ 23(71.9) 9(28.1)

Occupation

Student 22(91.7) 2(8.3)

2.351

(.672)

Company employee 92(86.8) 14(13.2)

housewife 41(93.2) 3(6.8)

Public service & Professional worker 24(82.8) 5(17.2)

Others 30(88.2) 4(11.8)

Education

≤High school 91(83.5) 18(16.5)

4.664

(.198)

College, University 91(92.9) 7(7.1)

≥Graduate school 14(87.5) 2(12.5)

Others 13(92.9) 1(7.1)

Occupied area 
Tottori 117(88.6) 15(11.4) .058

(.810)Others 92(87.6) 13(12.4)

Korean visit

experience

Yes 58(96.7) 2(3.3) 5.546*

(.019)No 151(85.3) 26(14.7)

number of Korean

visit experience

1 34(94.4) 2(5.6)

1.379

(.710)

2 6(100.0) 0(.0)

3 9(100.0) 0(.0)

more than 4 9(100.0) 0(.0)

Sub total 58(96.7) 2(3.3)

Total 209(88.2) 28(11.8)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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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식 중 먹어본 경험이 있는 음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응답분석을 실시한 결과 ‘비빔밥’이 180명(9.7%)으로 가

장 높게 나타났고, ‘김치(배추김치, 깍두기, 물김치)’ 177명

(9.6%), ‘전류(파전, 김치전)’ 173명(9.3%), ‘냉면’ 156명

(8.4%), ‘소갈비구이(찜)’ 156명(8.4%), ‘김구이’ 154명(8.3%),

‘김치찌개’ 126명(6.8%), ‘불고기’ 106명(5.7%), ‘떡볶이’ 95

명(5.1%), ‘돼지갈비구이(찜)’ 91명(4.9%), ‘삼계탕’ 83명

(4.5%), ‘잡채’ 69명(3.7%), ‘순두부찌개’ 57명(3.1%), ‘떡’

57명(3.1%), ‘갈비탕’ 43명(2.3%), ‘만두(국)’ 37명(2.0%), ‘김

밥’ 32명(1.7%), ‘음료(식혜, 수정과)’ 23명(1.2%), ‘닭볶음탕’

19명(1.0%), ‘낙지볶음’ 17명(0.9%)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 일본인들이 한국음식 중 가

장 많이 알고 있고, 먹어본 음식으로 선정한 ‘비빔밥’과 ‘김

치’는 국가브랜드위원회가 주한외국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식’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조사한 결과 ‘김치와 불고기’

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고 하였으며(국가브랜드위원회 2012b),

<Table 4> Intake Frequency of Korean Food 

Category
Intake frequency of Korean Food χ2

(p)1-2 3-5 More than 6 Other

Gender
Male 23(23.5) 21(21.4) 48(49.0) 6(6.1) 3.061

(.382)Female 25(22.5) 26(23.4) 46(41.4) 14(12.6)

Age

10-19 2(15.4) 4(30.8) 6(46.2) 1(7.7)

15.006

(.451)

20-29 5(18.5) 5(18.5) 15(55.6) 2(7.4)

30-39 8(19.5) 11(26.8) 17(41.5) 5(12.2)

40-49 14(23.7) 8(13.6) 29(49.2) 8(13.6)

50-59 14(30.4) 10(21.7) 21(45.7) 1(2.2)

60≤ 5(21.7) 9(39.1) 6(26.1) 3(13.0)

Occupation

Student 6(27.3) 6(27.3) 9(40.9) 1(4.5)

10.036

(.613)

Company employee 23(25.0) 22(23.9) 38(41.3) 9(9.8)

housewife 10(24.4) 6(14.6) 23(56.1) 2(4.9)

Public service & Professional worker 6(25.0) 6(25.0) 8(33.3) 4(16.7)

Others 3(10.0) 7(23.3) 16(53.3) 4(13.3)

Education

≤High school 30(33.0) 18(19.8) 36(39.6) 7(7.7)

17.509*

(.041)

College, University 12(13.2) 27(29.7) 43(47.3) 9(9.9)

≥Graduate school 2(14.3) 1(7.1) 8(57.1) 3(21.4)

Others 4(30.8) 1(7.7) 7(53.8) 1(7.7)

Occupied area 
Tottori 26(22.2) 30(25.6) 48(41.0) 13(11.1) 2.822

(.420)Others 22(23.9) 17(18.5) 46(50.0) 7(7.6)

Korean visit 

experience

Yes 10(17.2) 8(13.8) 30(51.7) 10(17.2) 9.595*

(.022)No 38(25.2) 39(25.8) 64(42.4) 10(6.6)

number of Korean 

visit experience

1 9(26.5) 3(8.8) 16(47.1) 6(17.6)

16.806

(.052)

2 0(.0) 3(50.0) 2(33.3) 1(16.7)

3 1(11.1) 1(11.1) 4(44.4) 3(33.3)

more than 4 0(.0) 1(11.1) 8(88.9) 0(.0)

Sub total 10(17.2) 8(13.8) 30(51.7) 10(17.2)

Total 48(23.0) 47(22.5) 94(45.0) 20(9.6)

*p<0.05

<Table 5> Source of Korean food information(multiple response)

Category N %

Source of Korean food information

drama · public media 95 40.1(31.1)

Exposition event 35 14.8(11.5)

Visit of Korean food restaurant 94 39.7(30.8)

Internet 17 7.2(5.6)

recommendation of acquaintances 17 7.2(5.6)

Other 47 19.8(15.4)

Total 305 (N=237) 128.8 (N=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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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글로벌화가 가능한 한식을 설

문한 결과 ‘비빔밥과 불고기’가 선정된 것과 비슷한 결과라

하겠다(중앙일보 2009. 3. 24.). 이는 Ha(2005)의 연구에서

일본인에게 한국음식을 조사한 결과 ‘갈비, 불고기, 비빔밥,

냉면, 해물파전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방한 일본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식 인지도와 기호도를 조사한 Lee & Yoon

(2011)의 연구에서도 비빔밥, 냉면, 김치, 불고기, 전류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Lee 등(2010)은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식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일본인의 경우 파전, 갈비탕, 잡채, 칼

국수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는 조금 다

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Kwak 등(2012)의 연구에서

국내 거주 일본인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한식을 설문한 결과

밥류와 구이 및 볶음류, 찌개류 순으로 선호한다고 조사된바

거주지에 관계없이 일본인들의 한식 선호 경향은 비슷함을

알 수 있다.

4. 한국식문화홍보행사 참가 동기

다음 <Table 8>은 한국식문화홍보행사 참가동기를 알아보

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전체

적으로 볼 때, ‘새로운 문화를 체험하고 싶다’(M=3.26)가 가

장 높게 나타났고, ‘한식을 좋아하기 때문이다’(M=3.12), ‘한

식의 독특한 특색을 느끼고 싶었다’(M=3.11), ‘한식을 더 많

이 알고 싶어서이다’(M=3.07), ‘한식을 먹어보고 싶었다’

(M=3.03), ‘동행자(친구, 지인)의 권유 때문이다’(M=2.85) 순

으로 나타났다.

이는 Noh(2012)의 연구에서 상해엑스포 한국관 방문자를

대상으로 참가동기를 조사한 결과 외국의 문화를 경험하고

알고 싶은 것으로 참가 동기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한국

관에서 체험하고 싶은 활동으로는 한국음식체험이 가장 높

게 나타났다. Yang(2011)은 국내 축제 참가자를 대상으로 참

가동기를 조사한 결과 일상생활에 변화를 주고 다양하고 독

특한 체험을 하기 위해 축제에 참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Table 6> Effective method to acquire Korean food information (multiple response)

Category N %

Effective method to acquire

Korean food information

Exposition event 1350 57.0(45.3)

Drama · Movie 73 30.8(24.5)

Internet 65 27.4(21.8)

Other 25 010.5(8.4)

Total 298 (N=237) 125.7 (N=100%)

<Table 7> Recognition and Eatten experience of Korean food

Recognition the food in Korean food Eatten experience in Korean food

Item N % Item N %

bibimbap 230 97.0(8.9) bibimbap 180 84.9(9.7)

gim bap 51 21.5(2.0) gim bap 32 15.1(1.7)

naengmyeon 209 88.2(8.1) naengmyeon 156 73.6(8.4)

samgye tang 151 63.7(5.8) samgye tang 83 39.2(4.5)

galbi tang 72 30.4(2.8) galbi tang 43 20.3(2.3)

mandu(guk) 62 26.2(2.4) mandu(guk) 37 17.5(2.0)

kimchi jjigae 178 75.1(6.9) kimchi jjigae 126 59.4(6.8)

sundubu jjigae 97 40.9(3.7) sundubu jjigae 57 26.9(3.1)

dak maeunjjim 42 17.7(1.6) dak maeunjjim 19 9.0(1.0)

jeon (pajeon, kimchijeon) 217 91.6(8.4) jeon (pajeon, kimchijeon) 173 81.6(9.3)

kimchi (baechu kimchi, 

kkakdugi, mul kimchi)
226 95.4(8.7)

kimchi (baechu kimchi, 

kkakdugi, mul kimchi)
177 83.5(9.6)

jap chae 111 46.8(4.3) jap chae 69 32.5(3.7)

so galbi gui (Jjim) 198 83.5(7.6) so galbi gui (Jjim) 156 73.6(8.4)

bulgogi 157 66.2(6.1) bulgogi 106 50.0(5.7)

dwaeji galbi gui (jjim) 116 48.9(4.5) dwaeji galbi gui (jjim) 91 42.9(4.9)

gim gui 184 77.6(7.1) gim gui 154 72.6(8.3)

topokki 143 60.3(5.5) topokki 95 44.8(5.1)

nakji bokkeum 33 13.9(3.3) nakji bokkeum 17 8.0(0.9)

cha (sikhye, sujeonggwa) 37 15.6(1.4) cha (sikhye, sujeonggwa) 23 10.8(1.2)

tteok 80 33.8(3.1) tteok 57 26.9(3.1)

Total 2,594(N=237) 1094.5(N=100%) Total 1851(N=237) 873.1(N=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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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축제나 이벤트 참가자들은 행사를 통해 욕구를 충족시키

고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개최지와 프로그램을 선택한다고 하

였다. 따라서 축제 등의 행사를 기획할 때는 단순한 시식과

전시 등의 일방적인 정보전달이 아닌 한식을 다양하게 체험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현지인 또는 외국

인 관광객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법임을 알 수 있다.

5. 한국식문화홍보행사를 통한 한식 태도

다음은 한국식문화홍보행사를 통한 참가자들의 태도를 알

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한국식문화

홍보행사 참가자들의 태도는 한식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 재

방문의사 및 추천의도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1) 한국음식홍보행사를 통한 한식 이미지

다음 <Table 9>는 한국식문화홍보행사를 통한 한국 식문

화와 한식의 관능적 특성에 대한 정보, 한식 이해를 통한 이

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볼 때, ‘한국음식은 맛있다’(M=4.19)는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한국음식은 영양적이며 건강에

우수한 음식이다’(M=3.99), ‘한국음식은 아름답다’(M=3.89),

‘한국음식은 종류가 다양해서 좋다’(M=3.79)로 나타나 한국

식문화교류활동을 통해 참가자들로 하여금 한국의 식문화를

이해하는 계기가 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Lee(2007)의 연구에서 일본관광객을 대상으로 한국

음식에 대한 만족도를 설문한 결과 한국음식의 영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맛, 양, 다양성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한 건강관련 인지도가 높을 때 한국으로의 재방문의도가 가

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식문화홍보행사를 통해 한식을 시식한 결과 ‘한

국음식은 짜고 맵다’(M=3.42), ‘한국음식은 양이 많다’

(M=2.97), ‘한국음식의 재료는 생소하다’(M=2.86), ‘한국음

식 특유의 냄새가 싫다’(M=2.54), ‘일본사람의 입맛에 잘 맞

는다’(M=2.40), ‘한국음식의 질기거나 물컹거리는 질감이 싫

다’(M=2.37)고 응답하였다.

이는 Kwak 등(2012)의 연구에서 한국음식의 짜고 매운맛

과 향에 대해서는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같은 결

과이다. Lee(2007)의 연구에서는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

로 한국음식의 관능적 특성을 조사한 결과 일본인의 경우 다

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짠맛과 매운맛은 강하게 느끼고 양

이 많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일본음식의 경우

재료의 맛과 향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조리와 양념을 최소

화하고 미각과 시각의 즐거움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식문화

로 음식의 양을 적게 먹기 때문이라 하였다.

따라서 일본에서의 한국음식 세계화를 위해서는 음식 고

유의 특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짜고 매운맛과 특유의 냄

새 등을 개선하고 나아가 건강기능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

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2) 한식홍보행사 만족도

다음 <Table 10>은 한식홍보행사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하

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볼 때, ‘한식홍보행사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M=4.12)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한식홍보행사는 만족한다’

(M=3.84), ‘한식홍보행사가 한국음식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Table 8> Participation motivation of Korean food culture publicity event

Item M SD

Participation motivation of 

Korean food publicity event

I want to feel peculiarity of Korean food 3.11 1.105

I want to experience in new culture 3.26 1.060

I want to know Korean food more 3.07 1.049

I want to have Korean food 3.03 1.069

A fellow traveler (acquaintance, friend) persuaded me to participate in the event 2.85 1.179

I like Korean food 3.12 1.094

<Table 9> Impression of Korean food

Item M SD

Impression of Korean food

Korea food is delicious 4.19 0.892

Korean food looks beautiful (color, flavor, and shape) 3.89 0.854

Korean food is nutritional and excellent in health 3.99 0.823

Korean food is many kinds 3.79 0.871

Korean food is spicy and salty 3.42 1.014

I dislike smell, peculiar to Korean food. 2.54 0.950

I dislike toughness or mushy texture, peculiar to Korean food. 2.37 0.886

The material of Korean food is strange to me. 2.86 0.972

Korean food is palatable to Japanese. 2.40 0.981

Korean food is large in quantity. 2.97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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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M=3.84), ‘이 행사를 통해 한국음식에 좋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M=3.84) 순으로 나타났으며, 한식홍보행사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평균 3.9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Noh(2012)는 상해엑스포 참가동기 연구에서 한국관 방문

객을 대상으로 만족요인과 행동의도를 조사한 결과 한국홍

보전시관의 시설과 전시내용은 만족하나 체험프로그램에 대

한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

다. 이는 상해엑스포 한국홍보전시관에서 진행한 홍보행사의

경우 한식, 태권도, 대중문화, 복식 등 한국문화 전반을 다룬

반면 본 연구의 배경이 된 하야부사역 축제에서의 한식홍보

행사는 한국의 음식만을 홍보대상으로 하였으며, 기존의 축

제나 박람회에서의 음식전시는 대부분 눈으로 보기만 할 뿐

시식이나 조리법을 배우지 못하는 반면, 본 행사 참가자들의

경우 전시된 음식의 대부분을 시식할 수 있도록 하고 전시

된 음식 중 일부의 조리방법을 시연하고 체험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문화체험에 대한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어 만족도

가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3)한국음식홍보교류행사 재방문의도와 추천의도

다음 <Table 11>은 한국식문화홍보행사의 재방문의사와

추천의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이

다.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볼 때, ‘한국음식홍보행사에 또 참

가할 의사가 있다’(M=3.93)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 행사

를 통해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졌다’(M=3.91), ‘이 행사를 주

변 사람들에게 추천할 의사가 있다’(M=3.81), ‘이 행사를 통

해 한국음식을 주변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졌다’(M=3.72),

‘이 행사를 통해 한국과 한식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다’

(M=3.61) 순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음식홍보행사를 통한 재방

문의사와 추천의도는 평균 3.8로 나타났다.

Joo & Lee(2011)와 Lee 등(2009)의 연구에 따르면 음식

상품의 정보제공을 통해 긍정적인 태도가 형성되는 경우 해

당국가로의 음식관광의도가 높아진다고 하였으며, Choi &

Han(2012)의 연구에서 한국방문 전후 일본 관광객들이 가진

한국음식에 대한 의견을 분석한 결과 한국을 방문하기 전에

는 한식에 대한 관심이 있는 정도인데 반해 방문 후에는 한

식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추천의도

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음식홍보행사는 행사만

족도 뿐만 아니라 재방문의도와 추천의도에도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고 나아가 한국으로의 관광의도를 높이는데 기여

할 수 있으므로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 한국식문화홍보행사

는 참가자들에게 한국과 한식을 더 많이 알고 싶어하고 나

아가 한국을 방문하고 싶은 욕구를 고취시킴으로써 한식 홍

보 뿐만 아니라 관광의도를 높여 관광산업의 발전에도 기여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을 알 수 있다.

IV. 요약 및 결론

한식세계화를 위한 일환으로 일본 돗토리현의 하야부사역

축제에서 한국식문화홍보행사를 개최하고, 참가자들에게 한

식에 대한 인식과 선호도 뿐만 아니라 한국식문화홍보행사

가 한식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으며, 결과를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한국식문화홍보행사 참가자들의 한식에 대한 특성을 분석

하기 위해 한국식홍보행사 전 한식 인지여부와 섭취 경험여

부, 한국음식 정보를 얻는 방법과 효과적인 방법을 조사한

결과 참가자 209명 중 81.4%(193명)이 한국음식 홍보교류행

사 전에 한국음식을 알고 있었으며, 88.2%(209명)이 섭취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방문 경험이 있는

참가자가 방문 경험이 없는 참가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섭취

<Table 10> Satisfaction of Korean food culture publicity event

Item M SD

Satisfaction of Korean food 

culture publicity event

I am satisfied with publicity interaction event of Korean food 3.84 0.835

The Korean food culture publicity interaction event was helpful to the understanding 

of Korean food
3.84 0.845

I think that it is desirable to have food culture publicity interaction event frequently 4.12 0.794

This event gives me a good opportunity to have concernments on Korean food 3.84 0.903

Total 3.91 0.844

<Table 11> Revisit intention and recommend intention of Korean food culture publicity event

Item M SD

Revisit the decision and 

recommended of Korean food 

culture promotion

I want to participate in Korean food culture publicity event 3.93 0.863

I want to recommend this event to neighbors 3.81 0.900

I want to recommend korean food to neighbors through this event 3.72 0.921

I want to know more about Korea and Korean food through this event 3.61 0.953

I want to visit Korea through this event 3.91 0.876

Total 3.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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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음식에 대한 정보를 얻는 방법으로는 드라마·대중매

체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한국요리점 방문, 박람회·강연

회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음식에 대한 정보를 얻는 가장 효

과적인 방법으로는 박람회·강연회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드라마·영화 순으로 나타났다.

글로벌화가 가능한 한국음식 20여 종 중 알고 있는 음식

과 섭취 경험이 있는 음식을 조사한 결과 ‘비빔밥’과 ‘김치’,

‘전류’, ‘냉면’, ‘갈비구이’순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일본인이 선호하는 한식의 경향이 밥

류와 구이 및 볶음류, 찌개류 순으로 조사된 바 일본 현지에

서의 한국음식을 대중화하기 위해서는 비빔밥, 불고기, 김치

등 알려진 음식 이외에도 다른 음식을 개발하여 홍보하는 것

이 필요하다.

한국식문화홍보행사에 참가한 동기를 조사한 결과 ‘새로운

문화를 체험하고 싶다’가 가장 높게 나타나 차후 해외에서의

한국음식 홍보교류행사를 개최함에 있어서 한식을 직접 체

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구성하는 것이 참가

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인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음식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한식에 대한 인식

과 만족도, 추천의도를 조사하였다. 한국식문화홍보행사를 통

해 한식을 맛보고 한식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한식은

맛있다’, ‘한식은 영양적이며, 건강에 우수한 음식이다’, ‘한

식의 색, 향, 모양이 좋다’, ‘한식은 종류가 다양해서 좋다’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식은 짜고 맵다’, ‘한식은 양이 많

다’, ‘한식은 특유의 냄새가 싫다’ 등의 의견도 비교적 높게

나타나 한국음식 세계화를 위해서는 음식 고유의 특성은 해

치지 않는 수준에서 짜고 매운맛과 특유의 냄새 등을 개선

하는 현지화 작업이 필요하다 하겠다. 한국식문화홍보행사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

며 한국식문화행사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고, 또 참가할 의사

가 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싶다고 조사된 바, 현

지에서 한국음식을 직접 보고, 만들고, 먹어 볼 수 있는 체

험 행사가 한국음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해를 도울 뿐

만 아니라 욕구가 충족되어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축제 재방문의도와 추천의도 뿐만 아니라 한국으

로의 방문의도에 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지금까지 해외에서 개최된 한국

식문화홍보행사의 경우 다양하고 활발하게 진행되고는 있으

나 효과에 대한 검증이 객관화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한식

을 홍보함에 있어 어떠한 매체가 효과적이며, 어떠한 부분을

강조해야 하는지 등을 명확히 알 수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일본 현지 축제의 한국식문화홍보행사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식에 대한 인식과 좋고 싫은점, 참가동기, 만족도, 재방문의

사와 추천의도 등을 직접적으로 측정한 연구로 그 의미가 크

다고 할 수 있으며, 향후 해외에서의 한국식문화홍보활동을

개최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 사료된다.

반면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하야부사역 축제는 지역주

민들이 중심이 되어 5년째 지속되어온 유명한 축제이나 총

참가자가 약 700여명 정도로 규모가 작은 축제이다. 또한 한

국식문화홍보행사의 경우 프로그램 특성상 사전 홍보를 통

해 미리 참가의사를 밝힌 일부 참가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

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 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따라

서 향후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 일본 뿐만 아니

라 해외에서 각국에서 개최되는 한국식문화홍보행사 참가자

를 대상으로 그 성과를 측정하고 국가별로 비교하는 연구가

계속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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