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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 and preferences relating to Korean fast food among students

of the College of Hotel management in Germany and utilize the analyzed data as baseline data for globalization of Korean

food. A total of 74 students with food-related majors were asked to complete a survey after cooking and tasting seven

different kinds of Korean dishes themselves. Exactly 97.3% of students reported that even though they never tried Korean

food before, that Korean food is uncomplicated and interesting to cook, very healthy with abundant vegetables and rice, and

suits their palate. Regarding the seven dishes of Korean food, the students stated that Gimbab (김밥) is most suitable for fast

food and sorted Japchebab (잡채밥), Gunmandu (군만두), Bulgogidubbab (불고기덮밥), Makjeok (맥적), Bibibguksu (비

빔국수), and Musaengche (무생채), in descending order, regarding globalization of Korean food. Gimbab (김밥) and

Gunmandu (군만두) both received the highest scores for being the most preferred Korean food. As students indicated

Korean food as a dish they would like to cook again, recommend to friends and familyies, and buy if sold in Germany, this

survey suggests that Korean food can be a competitive fast food in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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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세계 각국에서는 자국의 전통음식을 세계화하기 위한 치

열한 노력을 하고 있다. 외국인들에게 거부감이 많았던 일본

의 스시는 1964년 도쿄 올림픽 때 세계화의 발판을 마련하

였고, 2010년까지 일식인구 배증 5개년 계획의 결과 세계적

인 고급 요리가 되었다. 태국도 태국음식세계화 프로젝트를

통하여 해외식당을 전통적 식당, 현대적 식당과 패스트푸드

식당으로 나누어 운영하였으며 2005년까지 해외 식당 수를

8,500개 늘리고 태국에서 생산된 식품 및 각종 관련 재료 등

을 수출하는 데 성공하였다(Berendes R. 2012).

미국 레스토랑협회에서는 2002년에 미국인의 식생활에 가

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민족음식으로 중식, 이태리식, 멕시코

식 외에 일식, 라틴아메리카식, 프랑스식, 베트남식 그리고 한

식의 순으로 발표 한 바 있다(NRA 2002; Sloan AE. 2002).

우리는 그 당시 이미 한식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였지만

2015년인 지금까지도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식의 우수성에 대해서는 거의 모두가 공감하고 있지만,

우수한 음식이라는 막연한 기준만으로는 세계화를 추진하기

가 어렵다. 많은 사람들이 한식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어

야 하고, 가정에서도 따라 할 수 있는 만들기 쉬운 음식이라

는 인식과 조리에 필요한 식재료의 보급이 필요하다. 또 우

리 외식기업들이 해외시장으로 진출함으로써 우선적으로 외

국인들에게 다양한 한국음식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Lee & Cha 2009). 우리 정부는 ‘한식 세계화

2009’ 국제 심포지움에서 ‘세계인이 즐기는 우리 한식’을 비

전으로 한식을 세계 5대 음식화 한다는 전략을 발표 한 바

있다(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2009). 그러기 위해서는 영양적으로 그 우수성이 인정되고

있고 건강식으로도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있는(Chang et al.

2014) 우리의 한식을 해외 현지에서도 경험 할 수 있도록 더

욱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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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푸드(fast food, 즉석식)는 말 그대로 식당에서 주문

하면 빨리 나오는 음식을 말한다. 패스트푸드 산업은 세계

각국에서 빠른 성장을 보이지만,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에 따라 건강한 메뉴 개발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외식업체들도 저렴하고 간편하게 맛볼 수 있는

한식 패스트푸드로 해외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미국 맨해튼

의 ‘고소프레시’에서는 10달러 미만의 가격으로 손님이 밥 위

에 각종 나물과 채소들을 토핑처럼 얹거나 비빔볼 형태로 만

들어 바로 음식을 받아 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한식테이크

아웃 전문점 ‘코나코’도 불고기와 김치, 닭갈비, 제육볶음을

타코나 브리토, 국수, 라이스볼 등에 올려 판매하면서 뉴요커

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또 중국으로 진출하여 현재 250여

개의 가맹점을 운영 중인 ‘뚱스밥버거’와 로컬푸드 건강 쌈

밥 도시락도 한식 패스트푸드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된장, 간장, 김치 등의 발효음식과 고춧가루 등을 많이 사

용하는 한국 전통음식이 웰빙 트랜드에 부합되면서 한국음

식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이에 맞춰서

CJ 등 국내 식품업체들도 교포사회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수

준이었던 지금까지의 수출에서 벗어나 현지인을 상대로 한

우리 맛 알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995년 고추장 소스의 세계화를 시작했던 해찬들은 매년

100~360%의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CJ의 불고기 소스와

핫소스, 샘표식품의 미국 한식체인점으로 불고기바베큐, 비

빔밥과 된장국 등을 주 메뉴로 하는 미스터 김치, 두산의 종

가집김치, 농심의 김치와 라면 등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0년간의 한식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외국인을 대

상으로 한 한식당과 한식에 대한 의식과 기호도 조사연구

(Yoon 2005; Kweon & Yoon 2006; Hong et al. 2007;

Lee & Chae 2008; Hong et al. 2009; Park & Chung

2009; Seo & Rhu 2009; Choi & Lee 2010; Im et al.

2010; Lee 2010; Shin & Kwon 2010; Jeong et al. 2011;

Yang et al. 2011; An et al. 2012; Jeong et al. 2012;

Kim & Cha 2013; Jeong et al. 2014: Kang & Ko 2014;

Shin et al. 2014)와 한식 세계화에 대한 연구(Kim 2005;

Khoe et al. 2007; Na 2007; Lee 2008; Cho 2009; Lee

2010; Shin & Kwon 2010)가 많이 이루어져 왔지만 대부분

한국 거주 외국인 또는 주로 중국, 일본, 미국인들에 대한 조

사였다. 유럽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을 뿐 아니

라 특히, 조리 전공 학생들이 직접 한식을 만들어 보고 설문

에 응답한 조사 연구는 전무하다.

한식 세계화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능성이 큰 지역

에 대한 조사와 투자가 당연히 필요하지만 중국이나 일본,

미국 등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 부분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

직 미개척지이면서 앞으로의 무궁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준비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독일은 중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을 송출

하는 최대 규모의 관광시장이다. 또한 2012년 한국을 방문

한 독일인의 수가 최초로 10만 명을 넘어서면서 우리나라를

찾는 독일인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3).

독일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주요 패스트푸드 제품은 미국

의 맥도널드, 버거킹, KFC, 터키의 되너케밥(Doener kebab),

이탈리아의 피자 등이다. 그러나 최근 영양과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생선 및 채소가 주재료가 되는 메뉴가 출시되고 있

으며 함부르크에서 2008년 런칭된 ‘와쿠와쿠(WakuWaku)’는

아시아식 패스트푸드점으로 인도, 태국요리와 이탈리아, 독

일요리를 제공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패스트푸드 산업에

서는 가격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지만, 건강과 직결되는 먹

거리에 있어서는 품질에 대한 신용을 얻으면 충분한 매출이

보장되는 분야이고 패스트푸드점에 대한 수요는 경기 악화

에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www. Euromonitor.com 2015:

www.bioin.or.kr 2011).

또한, 태국의 전례와 같이 우리의 해외식당을 전통적 식당,

현대적 식당과 패스트푸드 식당으로 나누어 각각에 맞는 메

뉴를 선정하고 집중 공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럽 최대의 관광대국이지만 아직 한식시

장의 미개척지인 독일 현지에서, 앞으로 무궁한 가능성을 지

닌 잠재 고객인 조리 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음식을

직접 만들어 시식해 보고, 독일에서의 한식 패스트푸드 진출

에 대한 가능성 타진을 통하여 한식 세계화 방안 모색에 도

움이 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자 한다.

II. 연구 내용 및 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독일 페그니쯔시에 위치한 호텔경영학교(College

of Hotelmanagement)에 재학 중인 조리전공 대학생들 5개

반 74명을 대상으로 2015년 7월 6일~7월 17일까지 한국음

식 7가지를 각 반별로 실습을 통해 직접 만드는 과정을 체

험하고 시식한 다음 미리 준비된 설문지에 답하도록 하였다.

실습에 이용된 메뉴는 독일의 수도로 여러 종류의 한식당

이 있는 베를린시 거주 교민 및 현지인 20명과 한국거주 독

일인 5명을 대상으로 2015년 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이

메일과 직접 면담을 통한 설문조사로 패스트푸드화가 가능

하고 현지에서 만들기 편리할 것 같은 한국음식 10가지 중

에서 7가지를 선정하였다.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자료들(Han et al. 1998: Joo et al.

2001: Bai & Zhao 2003: Seo 2003: Hong et al. 2007)은

이미 오래전에 조사된 것이 많아서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들

에 대한 직접 조사 방법을 이용하였다. 또한, 한식 세계화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수행된 기존의 연구들은 그 메뉴가 현재

이미 한식 세계화에 성공한 사례로 알려져 있는 김치, 불고

기, 비빔밥, 갈비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었

으며 그 외 삼계탕, 잡채, 된장찌개 등이 주로 연구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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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Lee et. al. 2007: Lee & Lee 2008: Cha et. al 2012)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한식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 새

로운 메뉴를 추가하였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독일 페그니쯔 호텔경영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학교의 양

해 하에 조리전공 학생들의 수업시간을 활용, 조리실습을 먼

저 실시하였다. 조리과정은 독일어로 작성된 각 메뉴별 레시

피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연구자가 먼저 요리법을 시범 보

인 후 하루에 각 반별로 3~4가지의 요리를 만들어 시식하고

그 자리에서 설문지에 답하도록 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설문은 관련 논문과 자료들을 참고하여

(Hong 2007: Lee 2010: Kang & Ko 2014) 본 연구에 적

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발췌하여 조사대상자의 성별, 나이,

산업체 현장실습 혹은 직업적인 조리경력 등의 일반적인 사

항 3문항, 한국과 한식에 대한 인식 6문항, 한식을 체험 한

후의 인식 5문항, 7가지 한국음식에 대한 기호도 8문항, 한

식 패스트푸드의 독일 내 정착 가능성 4문항, 한식 조미료에

대한 인식 3문항과 한식의 홍보 방안에 대한 의견을 직접 제

안하도록 하였다. 소그룹별로 설문 조사를 하였기 때문에 누

락되거나 불성실하게 답하여 제외시킬 만한 설문지 없이 74

부(100%) 모두 분석에 활용하였다.

3. 자료의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PC +21.0 package program을 활용

하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은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

고 조리경력에 따른 한국과 한식에 대한 인식, 한식을 체험

한 후의 인식, 한식 패스트푸드에 대한 기호도, 한식 패스트

푸드의 독일 내 정착 가능성, 한식 조미료에 대한 인식 등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One-way ANOVA를 통해 유의성을

살펴보았으며, 집단 간의 차이 검증은 Duncan’s multiple

rang test를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

은 남자 54.1%, 여자 45.9%였으며, 연령은 모두 20대였지만

19~24세가 73.0%, 25세 이상이 27.0%였고, 현장 실습이나

직업적인 조리 경력은 ‘없다’ 29.7%, ‘1년 미만’ 21.6%,

‘1~2년’ 20.3%, ‘2~3년’ 17.6%, ‘3년 이상’ 10.8% 였다.

2. 한국과 한식에 대한 인식

조사대상자들의 한국과 한식에 대한 인식은 <Table 2>와

같다. 한국을 ‘전혀 모른다’와 ’모른다’고 답한 사람이 전체

의 25.7%였고, ‘삼성, LG, 현대, 기아 등의 회사를 아는가?’

라는 질문에는 ‘전혀 모른다’와 ‘모른다’고 답한 사람은 모두

0%였다. 그러나 ‘이러한 회사들이 한국계라는 것을 아는가?’

라는 질문에는 39.2%가 ‘전혀 모른다’와 ‘모른다’고 응답하

였다.

‘한식을 먹어 본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거의 대부

분인 97.3%가 ‘없다’고 답하였고 ‘한식을 요리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단 한명 뿐이었다.

3. 한식 요리 실습을 해 본 후의 인식

응답자들이 한국음식을 직접 요리 해 본 후의 인식에 대

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한식은 건강식이다’(4.53점)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이 ‘한식에는 다양한 조미료가 사용

된다’(4.26점), ‘한식은 조리방법이 흥미롭다’(4.24점), ‘한식

은 채소와 곡류의 사용이 많다’(3.80점), ‘조리과정이 복잡하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 Group N(%)

Gender
Male 40(54.1)

Female 34(45.9)

Age
19~24 54(73.0)

≥25 20(27.0)

Culinary

experience

non 22(29.7)

≤1year 16(21.6)

1~2year 15(20.3)

2~3year 13(17.6)

≥3year 08(10.8)

 total 74(100.0)0

<Table 2> Recognition of Korea and Korean food

Variable Content N(%)

Do you know anything 

about Korea?

never 3(4.1)

don’t know 16(21.6)

normal 14(18.9)

know 36(48.6)

very well 5(6.8)

Do you know the 

companies such as 

Samsung, LG,

Hyundae or Kia?

never 0(0.0)

don’t know 0(0.0)

normal 4(5.4)

know 27(36.5)

very well 43(58.1)

Did you know that 

these companies are 

Korean companies?

never 7(9.5)

don’t know 22(29.7)

normal 23(31.1)

know 18(24.3)

very well 4(5.4)

Have you ever tried 

Korean food?

yes 2(2.70)

no 72(97.3)

Have you ever cooked 

Korean food yourself?

yes 1(1.4)

no 73(98.6)

total 7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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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18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식이 내 입맛에 맞다’는

항목에 대한 답은 ‘그렇다’(1점)와 ‘그렇지 않다’(2점)로 나

누어지는데 1.09점으로 평가되었다.

조리 경력에 따라서는 ‘한식에는 다양한 양념류가 사용된

다’는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났으며 조리경력 2~3년(4.54

점)과 3년 이상(4.67점)이 조리경력이 없거나(3.91점), 1년 미

만(3.75점)인 학생들에 비해 더 많이 동의하고 있었다.

4. 7개 음식에 대한 인식과 기호도

1) 비빔국수에 대한 인식과 기호도

고추장이나 고춧가루 대신 간장 양념으로 맛을 낸 비빔국

수에 대한 인식과 기호도는 <Table 4>에서와 같다. 비빔국수

의 ‘전체적인 기호도’(4.53점)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이 ‘

향’(3.99점), ‘모양’(3.86점), ‘맛’(3.77점)의 순이었는데 비빔국

수의 ‘패스트푸드로서의 가능성’(3.73점)은 가장 낮은 점수로

응답하였다. 조리 경력에 따라서는 비빔국수의 ‘모양’에서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조리경력이 없는 학생의 점수가 3.82

점으로 조리경력 3년 이상인 학생(3.50점)에 비해 높은 점수

를 보여 비빔국수의 모양을 더 좋게 인식하고 있었다.

2) 맥적에 대한 인식과 기호도

맥적에 대한 조사대상자들의 인식과 기호도는 <Table 5>

와 같다. ‘패스트푸드로서의 가능성’에서 가장 높은 점수(4.45

점)이 나왔으며 맥적의 ‘모양’(4.05점), ‘맛’(4.01점), ‘향’

(4.00점)은 대체로 높게 나타났으나 ‘전체적인 기호도’는 가

장 낮은 3.88점으로 응답하였다. 조리경력에 따른 차이는 맥

적의 ‘향’과 ‘기호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났는데 ‘향’은 조리

경력이 없거나(4.00점) 1년 미만인 학생들(3.95점)이 조리경

력 2~3년(3.77점) 혹은 3년 이상(3.75점)인 학생들에 비해 높

은 점수로 답하였다. 전체적인 기호도는 반대로 조리경력 23

년(4.07점) 혹은 3년 이상(4.25)인 학생들이 조리경력이 없거

나(3.59점) 1년 미만인 학생들(3.56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패스트푸드로서의 가능성은 4.45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3) 불고기덮밥에 대한 인식과 기호도

불고기덮밥에 대한 인식과 기호도 조사는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특

히 ‘향’(4.74점)과 ‘패스트푸드로서의 가능성’(4.73점), ‘맛’

(4.71점)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전체적인 기호도’

(4.58점)과 ‘모양’(4.57점)에서도 높은 점수를 보였다. 조리경

력에 따른 차이는 ‘모양’과 ‘전체적인 기호도’에서 유의한 차

이를 보였는데 ‘모양’에서는 조리경력이 없는 학생(4.82점)이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학생(4.38점)보다 높은 점수를, ‘전

체적인 기호도’에서는 3년 이상 경력자와 2~3년 경력자가 각

각 4.84점, 4.78점으로 경력이 없는 학생(4.36점)에 비해 높

은 점수를 기록했다.

<Table 3> Perception for Korean food after cooking

Variable
Culinary experience

Total F-value
non ≤1year 1~2year 2~3year ≥3year

The cooking process is complicated 2.36±0.95 1.81±0.83 2.07±0.70 2.31±0.48 2.50±0.92 2.18±0.82 1.571

The dish suits my palate1) 1.09±0.29 1.06±0.25 1.13±0.35 1.08±0.28 1.13±0.35 1.09±0.29 0.139

The dish uses various kinds of seasoning 3.91±0.61a 3.75±0.68a 4.43±0.90ab 4.54±0.64b 4.67±1.30b 4.26±0.79 0.956*

The dish is abundant in vegetables and rice 4.32±0.78 4.44±0.51 4.00±0.76 4.00±1.00 4.25±0.89 3.80±0.78 0.952

The dish is very healthy 4.55±0.60 4.50±0.63 4.53±0.64 4.46±0.52 4.75±0.46 4.53±0.58 0.332

The cooking process is interesting 4.37±0.66 4.31±0.48 4.33±0.72 3.92±0.86 4.13±0.99 4.24±0.72 0.949

5-point Likert Scale (1=disagree strongly, 5=agree strongly)
1)1=agree, 2=disagree

*p<0.05
abcMeans in the row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4> Perception and preference of Bibibguksu (비빔국수)

Variable
Culinary experience

Total F-value
non ≤1year 1~2year 2~3year ≥3year

shape 3.82±0.73a 4.19±0.66ab 3.87±0.74ab 3.77±0.73ab 3.50±0.76b 3.86±0.73 *1.398*

flavor 3.86±0.56 4.06±0.68 4.20±0.86 3.92±0.76 3.75±0.47 3.99±0.68 0.850

taste 3.91±1.02 3.81±1.11 3.93±0.59 3.23±1.02 3.87±0.64 3.77±0.94 0.261

preference 4.41±0.59 4.52±0.81 4.60±0.51 4.62±0.51 4.50±0.53 4.53±0.60 0.341

The possibility as a fast food 3.73±0.70 3.81±0.54 3.67±0.90 3.77±0.44 3.63±0.74 3.73±0.67 0.148

5-point Likert Scale (1=disagree strongly, 5=agree strongly)

*p<0.05
abcMeans in the row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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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생채에 대한 인식과 기호도

무생채에 대한 인식과 기호도 <Table 7>과 같다. 무생채의

‘모양’은 4.03점, ‘기호도’(3.65점), ‘향’(3.64점), ‘맛’(3.62점)

의 순이였으며 ‘패스트푸드로서의 가능성’은 3.07점을 나타

냈다. 조리경력에 따른 차이는 ‘전체적인 기호도’에서 유의

한 차이를 보였는데 3년 이상(4.38점)과 2~3년(4.23점)의 경

력자들이 1~2년(3.47점), 1년 미만(3.38점)과 경력이 없는 사

람(3.36점) 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5) 김밥에 대한 인식과 기호도

조사대상자들의 김밥에 대한 인식과 기호도는 <Table 8>

와 같다. ‘패스트푸드로서의 가능성’이 4.99점으로 거의 모든

사람이 적합하다고 응답하였고 ‘전체적인 기호도’, ‘모양’,

‘맛’과 ‘향’도 각각 4.76점, 4.76점, 4.66점, 4.62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조리경력에 따른 차이는 ‘향’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3년 이상의 경력자(5.00점)와 2~3년 경력자(4.92점)에

비해 1년 이하(4.44점), 무경력자(4.41점)의 점수가 낮게 나

타났다.

6) 군만두에 대한 인식과 기호도

군만두에 대한 인식과 기호도는 <Table 9>와 같다. ‘패스

트푸드로서의 가능성’(4.96점), ‘모양’(4.92점) 등이 높은 점

수를 보였고 조리경력에 따른 차이는 ‘향’과 ‘전체적인 기호

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향’은 조리경력이 없는 학

생의 점수가 4.86점으로 3년 이상의 경력자(4.50점)에 비해

높았다. ‘전체적인 기호도’에서는 3년 이상의 경력자가 5.0

<Table 5> Perception and preference of Makjeok (맥적)

Variable
Culinary experience

Total F-value
non ≤1year 1~2year 2~3year ≥3year

shape 3.95±0.90 4.13±0.81 4.07±0.46 4.08±0.49 4.13±0.64 4.05±0.70 0.169

flavor 4.00±0.69a 3.95±0.57a 4.40±0.63ab 3.77±0.73ab 3.75±0.46b 4.00±0.66 *2.224*

taste 4.09±0.75 3.81±0.98 4.33±0.62 3.77±0.73 4.00±0.93 4.01±0.80 1.214

preference 3.59±1.05a 3.56±0.89a 4.27±0.59ab 4.07±0.86b 4.25±0.70b 3.88±0.91 *2.391*

The possibility as a fast food 4.41±0.59 4.44±0.73 4.60±0.63 4.46±0.52 4.25±0.89 4.45±0.64 0.407

5-point Likert Scale (1=disagree strongly, 5=agree strongly)

*p<0.05
abcMeans in the row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6> Perception and preference of Bulgogidubbab (불고기덮밥)

Variable
Culinary experience

Total F-value
non ≤1year 1~2year 2~3year ≥3year

shape 4.82±0.39a 4.50±0.52ab 4.67±0.52ab 4.47±0.52ab 4.38±0.52b 4.57±0.50 *2.195*

flavor 4.91±0.29 4.69±0.48 4.73±0.46 4.62±0.51 4.63±0.52 4.74±0.44 1.287

taste 4.77±0.43 4.69±0.60 4.53±0.52 4.93±0.28 4.62±0.52 4.71±0.48 1.316

preference 4.36±0.96a 4.45±0.70ab 4.47±0.52ab 4.78±0.28b 4.84±0.71b 4.58±0.74 *2.467*

The possibility as a fast food 4.86±0.35 4.69±0.48 4.60±0.51 4.69±0.48 4.75±0.47 4.73±0.45 0.865

5-point Likert Scale (1=disagree strongly, 5=agree strongly)

*p<0.05
abcMeans in the row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7> Perception and preference of Musaengche (무생채)

Variable
Culinary experience

Total F-value
non ≤1year 1~2year 2~3year ≥3year

shape 3.95±0.72 4.06±0.93 4.00±0.76 3.92±0.28 4.38±0.52 4.03±0.70 0.624

flavor 3.64±1.05 3.69±0.14 3.53±0.99 3.69±1.11 3.63±1.30 3.64±1.07 0.052

taste 3.45±0.74 3.44±0.63 3.67±0.82 3.85±0.90 4.00±0.76 3.62±0.77 3.438

preference 3.36±1.00a 3.38±0.96a 3.47±1.06a 4.23±0.73b 4.38±0.74b 3.65±1.00 *1.275*

The possibility as a fast food 3.14±0.83 3.19±0.75 2.87±0.83 3.08±0.64 3.00±1.07 3.07±0.80 1.275

5-point Likert Scale (1=disagree strongly, 5=agree strongly)

*p<0.05
abcMeans in the row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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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점을 표시한데 비해 조리경력이 없는 학생들은 4.64점으

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7) 잡채밥에 대한 인식과 기호도

조사대상자들의 잡채밥에 대한 인식과 기호도 <Table 10>

과 같이 ‘패스트푸드로서의 가능성’(4.97점), ‘맛’(4.93점), ‘모

양’(4.92점), ‘향’(4.91점)이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조리경력

에 따른 차이는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5. 한식 패스트푸드의 세계화 가능성

한식 패스트푸드의 세계화 가능성은 <Table 11>에서와 같

이 6개의 항목으로 질문하였는데 ‘실습한 한식을 다시 만들

어 보겠다’ 4.82점, ‘주변에 한식을 알리겠다’ 4.70점, ‘한식

이 독일에서 경쟁력이 있다’ 4.14점, ‘한국식당이 독일 내에

많이 생기면 좋겠다’ 4.10점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한식 패

스트푸드의 세계화가 가능하다’에서는 상대적으로 다소 낮은

점수(3.81점)가 나타냈다. ‘한식 패스트푸드를 판매하면 사

먹을 것이다’라는 질문은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로 답하게

했는데 1.03점으로 사 먹을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조리 경

력에 따른 차이는 ‘한국식당이 독일 내에 많이 생기면 좋겠

다’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3년 이상의 경력자들이 4.63

점을 표시한데 비해 1년 이하 4.19점, 경력이 없는 학생

4.09점, 1~2년 경력자 3,93점을 나타냈다.

6. 한식 양념류에 대한 인식

한식 양념류에 대한 인식결과는 <Table 12, 13>과 같다. ‘간

<Table 8> Perception and preference of Gimbab (김밥)

Variable
Culinary experience

Total F-value
non ≤1year 1~2year 2~3year ≥3year

shape 4.82±0.39 4.88±0.34 4.73±0.46 4.77±0.44 4.88±0.35 4.76±0.39 0.893

flavor 4.41±0.67a 4.44±0.63a 4.67±0.62ab 4.92±0.28b 5.00±0.00b 4.62±0.59 *3.122*

taste 4.68±0.48a 4.81±0.40ab 4.67±0.49ab 4.62±0.65ab 4.38±0.52b 4.66±0.50 1.044

preference 4.68±0.48 4.69±0.48 4.93±0.26 4.30±0.43 4.75±0.46 4.76±0.43 0.893

The possibility as a fast food 4.95±0.21 5.00±0.00 5.00±0.00 5.00±0.00 5.00±0.00 4.99±0.12 0.577

5-point Likert Scale (1=disagree strongly, 5=agree strongly)

*p<0.05
abcMeans in the row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9> Perception and preference of Gunmandu (군만두)

Variable
Culinary 

Total F-value
non ≤1year 1~2year 2~3year ≥3year

shape 4.91±0.29 4.88±0.34 4.93±0.26 4.92±0.28 5.00±0.00 4.92±0.27 2.435

flavor 4.86±0.35a 4.94±0.25ab 4.80±0.56ab 4.62±0.51ab 4.50±0.76b 4.78±0.48 *1.765*

taste 4.86±0.35 4.81±0.40 4.87±0.35 4.69±0.48 4.75±0.46 4.81±0.39 0.501

preference 4.64±0.66a 4.50±0.73ab 4.93±0.26ab 4.92±0.28ab 5.00±0.00b 4.76±0.54 *2.435*

the possibility as a fast food 4.91±0.29 4.94±0.25 5.00±0.00 5.00±0.00 4.88±0.35 4.96±0.23 0.727

5-point Likert Scale (1=disagree strongly, 5=agree strongly)

*p<0.05
abcMeans in the row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10> Perception and preference of Japchebab (잡채밥)

Variable
Culinary experience

Total F-value
non ≤1year 1~2year 2~3year ≥3year

shape 5.00±0.00 4.94±0.25 4.94±0.2 4.77±0.60 4.88±0.35 4.92±0.32 1.125

flavor 4.90±0.43 4.88±0.34 4.80±0.56 5.00±0.00 5.00±0.00 4.91±0.38 0.640

taste 5.00±0.00 4.88±0.34 4.93±0.26 4.92±0.28 4.88±0.35 4.93±0.25 0.696

preference 4.41±0.67 4.69±0.48 4.40±0.74 4.62±0.51 4.50±0.76 4.51±0.62 0.663

the possibility as a fast food 5.00±0.00 5.00±0.00 5.00±0.00 4.92±0.28 4.88±0.35 4.97±0.16 1.419

5-point Likert Scale (1=disagree strongly, 5=agree strongly)

*p<0.05
abcMeans in the row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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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된장, 참기름 등의 양념류를 구입한 경험이 있는가?’에는

1.88점으로 구입 경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앞으

로 간장, 된장, 참기름 등의 양념류를 구입할 것인가?’는

1.07점으로 앞으로 그러한 양념류에 대한 구입의사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간장, 된장, 참기름 등의 양념류를 구입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가장 많은

39.2%가 ‘용량’이라고 답하였고 다음이 ‘가격’(25.7%), ‘생산

국가’(18.9%), ‘맛’ 10.8%, 기타 5.4%로 나타났다.

7. 한식에 대한 홍보 방안

한국음식을 독일에 잘 알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주관식

질문에는 ‘한국과 한국음식을 소개하는 책자를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한다’, ‘한국음식이 건강한 음식이라는 것을 적극적

으로 알린다’, ‘한국음식을 소개하는 강연 등의 기회를 마련

한다’, ‘한국 대표 양념류를 주변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도

록 한다’, ‘한국 양념류를 소량 단위로 판매하여 부담 없이

구입하도록 한다’, ‘깨, 참기름, 된장, 간장 등이 건강에 좋다

는 것을 알린다’ 등의 의견들이 나왔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유럽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을 해외로 송출하는

관광 국가이면서도 한국음식의 미개척지인 독일 페그니쯔시

현지에서, 74명의 조리 전공 학생들과 함께 2015년 7월 6일

에서 7월 17일까지 7가지의 한국음식을 실습을 통하여 직접

만들고 먹어 보게 한 후, 그 음식에 대한 인식과 기호도를

조사, 한식 세계화의 일환으로서 한식 패스트푸드의 독일 진

출에 대한 기초 자료가 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

러나 독일 한 지역에서 조리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한

식을 만들어 보고 그에 대한 인식 및 기호도를 설문을 통하

<Table 11> The possibility for globalization 

Variable
Culinary experience

Total F-value
non ≤1year 1~2year 2~3year ≥3year

I would like to cook the dish again 4.59±1.79 5.00±1.71 4.73±1.53 5.00±1.71 4.88±2.03 4.82±1.70 2.210

I will recommend Korean food to my 

friends and families 
4.86±1.81 4.15±1.07 4.73±1.91 4.15±1.07 4.50±1.20 4.70±1.64 0.569

Korean food has competitiveness in 

Germany
4.32±1.76 4.50±2.16 4.00±2.27 3.46±1.39 4.25±1.75 4.14±1.89 0.627

Globalization of Korean food can be 

realised 
3.86±1.64 3.31±2.06 3.73±1.62 4.15±1.91 4.25±2.12 3.81±1.81 0.535

I wish there were more Korean 

restaurants in Germany
4.09±0.68a 4.19±0.66a 3.93±0.80a 3.92±0.28ab 4.63±0.52b 4.10±0.65 *1.940*

I would buy Korean fast food if they 

were sold in Germany1) 1.05±0.21 1.00±0.00 1.00±0.00 1.08±0.00 1.00±0.00 1.03±0.162) 0.638

5-point Likert Scale (1=disagree strongly, 5=agree strongly)

*p<0.05
abcMeans in the row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1)1=yes, 2=no

<Table 12> Perception for soybean paste, soy sauce, or sesame oil

Variable
Culinary experience

Total F-value
non ≤1year 1~2year 2~3year ≥3year

Have you ever bought soybean paste, 

soy sauce, or sesame oil?
1.77±0.42 1.94±0.25 1.93±0.26 1.85±0.38 2.00±0.00 1.88±0.33 1.112

Will you purchase such seasoning in 

the future?
1.09±0.29 1.13±0.34 1.00±0.00 1.00±0.00 1.13±0.35 1.07±0.25 0.856

1=yes, 2=no

<Table 13> Criteria to buy seasoning

Variable
Content N(%)

volume producing country taste price etc. Total

Which criteria do you find important 

when purchasing a seasoning?
29(39.2) 14(18.9) 8(10.8) 19(25.7) 4(5.4) 7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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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조사를 하기에는 응답자 수의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아

쉬운 점이다.

조사 대상자들이 조리전공자이기 때문에 성별이나 나이보

다는 산업체 현장 실습이나 직업적인 경력에 따른 차이가 있

는지를 보고자 하였지만 한식을 접해 본 경험이 거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기대했던 만큼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설문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남자 54.1%, 여자

45.9%, 19~24세 73.0%, 25세 이상이 27.0%이며, 산업체 실

습을 포함하는 조리 경력이 ‘없다’ 29.7%, ‘1년 이하’

21.6%, ‘1~2년’ 20.3%, ‘2~3년’ 17.6%, ‘3년 이상’ 10.8%

였다.

둘째, 조사대상자들의 74.3%가 한국을 보통 이상으로 알

고 있었으며, 삼성· LG· 현대· 기아 등의 회사를 모르는

학생들은 전혀 없었지만(0.0%), 이러한 회사가 한국계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학생은 39.2%로 나타나서 한국 알리기가

아직 더 절실하다고 사료된다. 한국 음식에 대해서는 지금까

지 먹어 본 적이 없는 학생이 97.2%였고, 한국음식을 요리

해 본 경험도 98.6%가 없는 것으로 응답하여 한식이 독일의

작은 도시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음식임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일본 돗토리현의 한국음식 홍보교류행사 참가자 중

81.4%가 한국음식을 알고 있으며 88.2%가 한국음식을 먹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것(Kang & Ko 2014)과는 큰 차이

를 보였다.

셋째, 한식을 직접 요리하고 먹어 본 후의 인식은 한식은

건강에 좋은 음식(4.53점)이고, 다양한 양념류가 사용(4.26점)

되며, 조리방법이 흥미로울(4.24점) 뿐 아니라, 채소와 곡류

의 사용이 많고(3.80점), 조리과정이 복잡하지 않은(2.18점)

음식으로 응답하였다. ‘한식은 곡류와 채소 위주의 건강식품’

이며 ‘반찬가짓수가 많아 조리법이 다양하다’고 답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에 대한 조사(Lee 2010)와 비슷한 결과를 보

였다. 또한 ‘그렇다’(1점)와 ‘그렇지 않다’(2점)로 답하는 ‘한

식이 내 입맛에 맞다’는 항목에는 1.09점으로 평가되어 독

일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 본 한식은 독일인의 입맛에도 잘

맞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리 경력에 따라서는 ‘3년 이상’

(4.67점)과 ‘2~3년’(4.54점)의 경력자가 조리경력이 ‘없다’

(3.91점)나 ‘1년 미만’(3.75점)인 학생들에 비해 ‘다양한 양념

류가 사용된다’는 항목에서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고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넷째, 한식 패스트푸드에 대한 평가는 ‘전체적인 기호도’

에서 ‘김밥’과 ‘군만두’가 각각 4.7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불고기덮밥’(4.58점), ‘비빔국수’(4.53점), ‘잡채밥’

(4.51점), ‘맥적’(4.25점), ‘무생채’(3.65점)의 순, ‘패스트푸드

로서의 가능성’은 ‘김밥’(4.99점), ‘잡채밥’(4.97점), ‘군만두’

(4.96점), ‘불고기덮밥’(4.73점), ‘맥적’(4.75점), ‘비빔국수’

(3.73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밥’에 관심이 많은 것은 독

일 내에서 한, 두가지의 내용물만 넣어 우리의 김밥처럼 말

아서 만든 ‘스시롤’이 비교적 비싼 가격으로 일식당과 슈퍼

마켓 등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

다. 또, ‘군만두’는 튀김류의 요리가 없는 독일에서 바삭하고

고소한 맛이 젊은 예비 요리사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것이라

생각된다. ‘불고기덮밥’과 ‘잡채밥’은 예상했던 대로 좋은 점

수를 받았지만, 된장 양념을 발라 구운 ‘맥적’과 많이 맵지

않게 조리한 ‘무생채’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돼지

고기를 많이 먹고 야외에서의 바비큐 문화에 익숙한 독일인

들에게 발효식품인 된장의 효능과 우수성 등을 홍보한다면

한식세계화에 새로운 메뉴로 발전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본다.

또한, 독일의 무는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무와 비슷한 맛을

내고 1년 내내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이다. ‘무생채’는 김

치보다 만들기가 쉽고 덜 맵기 때문에 ‘사이드 메뉴’로 개발

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다섯째, 한식 패스트푸드의 세계화 가능성에 대한 결과는

‘실습한 한식을 다시 만들어 보겠다’ 4.82점, ‘주변에 한식을

알리겠다’ 4.70점, ‘한식이 독일에서 경쟁력이 있다’ 4.14점,

‘한국식당이 독일 내에 많이 생기면 좋겠다’ 4.10점, ‘한식 패

스트푸드의 세계화가 가능하다’ 3.81점으로 나타냈다. ‘한식

패스트푸드를 판매하면 사 먹을 것이다’에는 ‘그렇다’ 1점, ‘그

렇지 않다’ 2점으로 1.03점의 결과를 보였다. 조리 경력에 따

른 차이는 ‘한국식당이 독일 내에 많이 생기면 좋겠다’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3년 이상의 경력자들이 4.63점으로

0~2년 이하의 경력이 낮은 학생들에 비해 높은 점수를 준 것

은 긍정적인 결과라 평가된다.

여섯째, 한식 양념류에 대한 인식결과는 ‘간장, 된장, 참기

름 등의 양념류를 구입한 경험이 있는가?’의 질문에는 1.88

점으로 구입 경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앞으로

간장, 된장, 참기름 등의 양념류를 구입할 것인가?’는 1.07점

으로 한식에 필요한 양념류에 대한 구입의사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간장, 된장, 참기름 등의 양념류를 구입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용량’(39.2%)을 가

장 먼저 고려한다고 답하였고, 다음이 ‘가격’(25.7%), ‘생산

국가’(18.9%), ‘맛’ 10.8%, 기타 5.4%로 나타났다. 현재 독

일에서 판매되고 있는 한국산 간장, 된장, 참기름 등은

500 mL 이상이 거의 대부분이다. 한국음식을 자주 요리하지

않는 외국인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양이고 이것이 한국제품을

구입하지 않는 이유로 연결된다. 일본산이나 중국산은 100,

150 mL 등의 소량 제품으로 만들어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곱째, 한국음식을 독일에 잘 알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주관식 질문에는 ‘한국과 한국음식을 소개하는 책자를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한다’, ‘한국음식이 건강한 음식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린다’, ‘한국음식을 소개하는 강연 등의 기회

를 마련한다’, ‘한국 대표 양념류를 주변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 ‘한국 양념류를 소량 단위로 판매하여 부담 없

이 구입하도록 한다’, ‘깨, 참기름, 된장, 간장 등이 건강에

좋다는 것을 알린다’ 등의 의견들이 나왔다. 한국음식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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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하는 책자는 대도시의 서점에서도 거의 볼 수 없을 뿐 아

니라 한식 강연도 아주 드문 것이 현실이다. 한국관광공사,

우리 대사관과 영사관 뿐 만 아니라 도처에 있는 교민회 등

에서도 독일인을 대상으로 한 요리 강습 등을 정기적으로 개

최하는 등 한국음식 알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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