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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헌 수¶

경주대학교 외식조리학부
¶

Effect of Perceived Risk on Chinese Street Foods of 
Korean Tourists on Eating Intention: 

Focusing on Moderator Effect of Food Neophobia

Heon-Su Ha¶

Dept. of Food Service Management and Culinary, Gyeongju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perceived risk of Chinese street foods affect on eating in-
tention and verify the moderator effect of food neophobia between them. To test study hypotheses, we apply 
a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nd a hierarchic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findings and implication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Korean tourist perceived hygienic risk on Chinese street foods most highly, 
followed health risk, social/psychological risk. Second, while perceived health or social/psychological risk on 
Chinese street foods has s significant and negative effect on eating intention, but perceived hygienic risk has 
no significant effect. Third, there is a evidence to support moderating effect between perceived hygienic risk 
and eating intention of Chinese street f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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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길거리 음식은 서민들이 즐겨 찾는 음식이다. 
길거리 음식은 저렴한 가격에 비해 양이 풍부하

고, 맛이 좋은 편이다. 또, 접근성이 좋고, 서비스
가 신속하게 제공되고, 먹기 편리하기 때문에 전
사회계층으로부터 간식용이나 식사대용으로 널

리사랑받고있다. 이에반해간단한기술로소규
모로 운영되기 때문에 저 자본을 가진 서민들이

창업하는경우가많고, 대부분불법적으로운영되
고있어점주의위생관념이낮고, 관계당국의위

생관리도철저하게이루어지지않는단점이있다. 
그러나 길거리 음식 문화는 각 나라마다 고유의

음식문화가 스며들어 있어 해외 여행객이면 한

번 들러 보는 관광명소의 역할도 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야타이(屋台)'라는 포장마차가 유

명하다. 개성 있는 간이요리와 더불어 서민들이
간단하게 주류를 즐길 수 있는 장소로 후쿠오카

의야타이가유명하고, 싱가포르에서는호커센터
(hawker center)가 유명하다(Choi JW 2008). 이는
기존의 주택가나 시장 근처의 골목에서 흔히 볼

수있는서민들의외식장소로, 과거길거리에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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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하였던 것을 정부가 직접 관리하여 육성한 것

이다. 또, 베트남이나 태국에서도 길거리 음식을
관광명소화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이
화란 2015; Min YK, Bae IH 2015). 한국에서도
청계천 개발을 계기로 주변 노점상을 폐쇄하고,  
‘청계천풍물벼룩마켓’을 만들어외국인 관광객이
찾는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육성하려고 시도하였

다(Kim HJ 2009).
해외관광객입장에서는여행국의길거리음식

은그나라의풍치를느낄수있는이색적관광명

소로 인식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해외의 길거
리 음식은 자신이 전혀경험해 보지 못한혐오음

식이될수도있고, 또불량한위생상태로인하여
그나라음식문화에대해부정적인식을가질수

도있다. 우리나라의개고기음식뿐만 아니라, 산
낙지, 홍어, 번데기등과 같은음식은이색음식으
로 우리나라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외국인에게는 혐오음식이 될 수 있어 우

리나라에 대한 부정적 이지미를 심어줄 수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한류의 영향으로 최근 한식에 대한 세계인의

인지와 인기가 계속 높아져 가고 있지만, 한국의
길거리 음식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 한국 체류 외국인이나 외국 관광객의 한국
길거리음식을시식하는동영상을유튜브를통해

쉽게만나볼수있다. 이런관점에서한국길거리
음식을 관광브랜드화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고할수있다. 그러나길거리음식의열악한위생
관리는 길거리 음식의 브랜드화를 막고 있는 가

장큰장애물라고할수있다. 길거리음식의관광
브랜드화작업이중요함에도불구하고, 길거리음
식에대한 위생과 영양실태 조사정도에머무는

등 길거리 음식에 대한 본격적인 학술연구는 많

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에본연구에서는식품위험인지가길거리음

식 시식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관계
에서개인이 가지고 있는새로운음식에 대한 혐

오증인푸드네오포비아가어떤조절효과를하는

지 실증 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연구의 인과관
계를 명확히 하기위해서 국내 길거리 음식을대

상으로 하지 않고, 한국 사람에게는 혐오적으로
느낄수있는길거리음식이많이있고, 위생인식
이나 관리가 한국보다 덜 철저한 중국 길거리음

식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을 하였다. 이를 통하여
국내길거리음식을관광명소화하여국내관광산

업을 발전시킬 수있는 실증적 기초자료를 제공

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길거리 음식

길거리음식 (street foods)을길거리 혹은 기타
유사한공공장소에서상인들에의해조리, 판매되
는 즉석에서 먹을수 있는식음료로서 정의할수

있는데(Simopoulos 2000), 매장의 공간적 성격상
일정 장소에서 바로 구매하여 소비하거나, 더 이
상의 가공이나 조리 없이 소비할 수있는 음식이

다(Barth 1982; Powell, Brodber & Campbell 1990). 
WHO(1984)에서도길거리음식의특징을조리가
불필요한 음식, 길거리에서 조리된 음식 그리고
즉석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규정하였다. 
길거리음식의대부분은길가에서불법적인형

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전혀 임대료를 지불

하지않거나, 상대적으로적은임대료와자본, 시
설비용을 지불하고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매장
운영에 비용이 적게 들어 다른 음식점에 비해저

렴하게 음식을 제공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가격 우위에다 공간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서비스가 빨리 제공되는 편리성을 갖추고 있다. 
또, 저렴한 가격에 비해 맛도 괜찮고 양도 많아
(Kim HY et al 2006), 저소득층, 아동부터노인층, 
그리고학생에서부터직장인까지거의모든사회

계층들이 즐겨하는 음식이다(Haryani et al 2007), 
길거리음식점은간단한기술로조리가가능하

기때문에기본적시설만으로도운영이가능하여

비교적소규모로운영되어자본이적게투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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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arno & Allain 1991). 또, 재료공급자가다수
의 길거리 매장에 동시에 재료를 공급함으로써

단체구입에따른비용절약효과가있다. 따라서
사회 취약 계층이나 저자본 계층이 쉽게 창업할

수 있는 분야이고, 가족 구성원들끼리 매장을 운
영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 경제 활성화와 노동시

장 창출에 큰 역할을 한다(Tinker 1999). 길거리
음식점은 행정기관의 관리 밖에 있는 경우가 많

아도시미관을해치고, 합법적영업을하는주변
상권에부정적영향을미쳐, 이에따른갈등이그
치지 않고 있다. 또, 배수와 전기 등 기본적인 사
회 기반 시설 공급이 열악해 환경문제를야기하

거나, 화재의 위험성을다분히 지니고 있다. 무엇
보다도 길거리 음식점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간

상의특징으로인해 식수공급이여의치 않아 위

생의문제가심각하다는점이다. 더구나투명하지
않는 재료 공급과 이에 대한 행정관계기관의 규

제가 사실상 불가능해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이 큰 것이 사실이다. 

2. 식품위험지각

인류는 생존을 위해 에너지 공급 목적으로 식

품을 섭취하다가 생산력 발전에 따라 점점 기호

및 맛을 추구하였다. 최근에는 웰빙의 영향으로
식품안전과 친환경 식품에 대한관심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위험지각도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위험지각(perceived 
risk)은 소비자행동 분야에서 Bauer(1960)에 의해
처음으로제기되었다. 소비자의행동은어느정도
의 불확실성은 필연적이고, 이에 따라 소비자가
행동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초래될수 있

다. 이런 예상하지 못한 결과에는 소비자에게 이
익이될수도있지만, 대부분바람직하지못한경
우가 많다는 점에서 위험이 따르는데, 이렇게 소
비자가행동전에느끼는위험의정도, 또는불확
실성이라 할 수 있다(Bauer 1960). 또, 그는 위험
지각이란소비자가특정구매목적을달성하기위

하여상표나점포선택, 구매방식선택등다양한

선택의사결정상황에서지각하는주관적, 심리적
인 위험이라 하였다(Bauer 1960). 
위험(risk)이란 통상 해로움이나 손실이 생길

우려가있는상태를의미하는데, 식품영양학분야
에서는 위험(risk)과 위해(hazard)를 구별하여 사
용한다. 위험(risk)은식품오염이나또는소비자가
유해물질에노출되어인체에부정적효과를미칠

확률을의미하고, 이에반해위해(hazard)는그부
정적 효과의 심각성 정도를 의미한다(Lee JE 
2013). 예를들어살모넬라의경우, 식중독에걸릴
확률이높기때문에위험이높다고할수있는반

면, 농약잔류물노출은암에걸릴위험은매우낮
으나, 그 결과 사망에 이를 수가 있으므로 높은
위해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Ha HS et al 2015). 
소비자의식품안전에대한위험은다양한요인

에 의해발생한다. 첫째는, 과학만능이라는 근대
적사유가무너지고, 불확실성의시대를필연적으
로받아들이고있다(Lee JE 2013). 학술적으로또
는과학적으로안전하다고입증되었다고해도, 또
권위있는식품안전기구가안전하다고판정을해

도 소비자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식
품첨가물, MSG, GMO에 대한 지속적인 논란과
미국 소수입에 대한 국민들의 결렬한 반대 시위

가이에해당한다고볼수있다(Ha HS et al 2015). 
이에 따라 식품 안전 규제도 ‘완벽한 안전’이나
‘무관용원칙’이폐기되고, ‘수용가능한위험(accep-
table risk)’으로변하고있다(Henson & Trial 1993). 
이는 모든 식품엔 발암물질, 중금속, 식품첨가물, 
잔류농약등의위험물질이존재할수밖에없기에, 
절대적인 안전기준이 아닌 상대적인 안전기준을

적용해야한다는것이다(Yoon YI, Kim KJ 2013). 
즉,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의 크기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이고, 위험보다 이익이 더 큰 경우
이를수용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식품안전에대
한 완벽한 행정 규제나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

기 때문이다. 식당에 원산지 규정을 강제해도 대
부분 식당에서 이를 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

는 경우가 많고, 이를 완벽하게 행정관리를 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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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행정관리비용이천문학적으로들기때문이다

(이인선 2000). 마지막으로, 생산자나소비자의식
품안전에대한인식이철저하지못하게때문이다. 
시장에서경쟁이치열해비용절감이필요하거나, 
또 자본의 이윤추구 욕심에서 저렴한 재료를 사

용하는경우가많다. 또, 경제적으로취약계층에
서 무엇보다 싼 가격의 제품을 선호하기 때문이

다.  

3. 푸드 네오포비아(Food Neophobia)

푸드네오포비아(Food Neophobia)는새로운음
식을 혐오하거나 회피하는 경향(Piner & Hodden 
1992)으로 신음식혐오증으로 불리운다. 푸드 네
오포비아 성향은 Pliner & Hobden(1992)이 개발
한 푸드 네오포비아 척도(FNS: Food Neophobia 
Scale)를 이용하여 측정하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새로운 음식을 회피하는 경향이 높고, 점수가 낮
을수록 새로운 음식에 대한 거부감이 낮은 것으

로 정의된다. 
푸드네오포비아는편식습관을가져오는개인

적인 성향이지만, 가족이나 주변의 식사습관, 문
화적 배경 등에도 영향을 많이 받는다. Kim MS 
(2011)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푸드 네오포비아에
대해연구하였는데, 가족식사횟수가많을수록푸
드 네오포비아 성향이 낮아진다고 보고하였다. 
또, Choi JW(2011)는 도서벽지 초등학생을 대상
으로연구하였는데, 핵가족이대가족보다푸드네
오포비아성향이높게나온다고보고하였다. Tuo-
rila(2001)는 교육 수준이 낮고, 도시화의 정도가
낮을수록, 또 노인층이 푸드 네오포비아 성향이
높다고보고한반면, Past & Rene(2001) 연구에서
는고학년일수록, 여학생보다남학생이푸드네오
포비아 성향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푸드네오포비아는자신에게익숙한음식을선

호하고, 익숙하지 않은 음식을 혐오하는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다. 특히 외
국의 이색적인 향토 음식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

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푸드 네오포비아 성향

이 강한사람은 외국 여행이나 외국거주에 애로

를 많이 느낀다. 최근 국내의 해외 이주노동자와
이주여성이급증함에따라그들이문화적응에관

련해네오포비아성향이중요한요인으로작용한

다고 볼 수 있다. 배윤경(2011)은 국내 이주자의
한식과 문화적응에 관해 연구를 하였는데, 국가
혐오나푸드네오포비아성향이문화적응에부정

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 Kim SJ, 
Park HJ, Lee KH(2011)는한국인과동남아시아인
의 푸드네오포비아 연구에서 푸드 네오포비아는

다른 민족 간의 음식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는데

적합한도구라고 주장하였고, Kim SJ(2011)는 푸
드네오포비아의정도에따라외국인의음식선택

동기가 한식구매태도 및 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고 보고하였다. 
국내 소비자도 외국 음식 문화에 거부감을 가

질수 있다. Choi JY(2009)은국내 소비자를대상
으로 푸드 네오포비아 성향이 에스닉 레스토랑

만족과 재방문 의도에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하

였고, Lee YH, Lee SS(2014)의 아시아인의 푸드
네오포비아 연구에서는 푸드 네오포비아가 음식

선택동기에유의적인영향력이있다고보고하였

다. 이와 같이 푸드 네오포비아는 다른 국가간의
인적, 물적 교류를 억제하는 가장 중요한 장애물
로여겨지고있다. 이런관점에서국내길거리음
식에 대한 혐오적 인식은 국내 관광산업에 매우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4. 로지스틱 모형의 조절효과 검증 모형

두 가지 범주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요인을 분

석하는경우, 로지스틱회귀분석을사용하는데독
립변수에 조절변수가 투입되는 경우 조절효과를

검증할 경우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Hierar-
chic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한다. 
본 연구의 경우, 종속변수인 중국 길거리음식 시
식의도를 Y라하고, 여기에영향을미치는독립변
수인식품위험지각을 X라 표시하며, 푸드 네오포
비아를조절변수인 M이라고하면 위계적회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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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ceived Risk on 
Foods

Eating Intention

Food Neophobia

 <Fig. 1> Research model.

석의 모형은 다음과 같다. 
 

 

 

위모형을위계적로지스틱회귀분석모형이라

한다. 이때 푸드 네오포비아 수준에 따라 식품위
험지각이시식의도에미치는 영향인 에서 유의

적인 차이가 있는지, 즉 푸드 네오포비아의 조절
효과가 있는지는 판단은 회귀계수  의 귀무

가설의 검증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푸드 네오
포비아의평균값을중심으로평균값보다낮은경

우 푸드 네오포비아 저집단으로 0으로 코딩하고, 
평균값보다높은경우푸드네오포비아고집단으

로 1로코딩하여이진변수(binary variable)로변환
하여모형에투입하였다. 따라서푸드네오포비아
저집단의 경우, 즉 M=0인 경우

 

 

 

가되고, 푸드네오포비아고집단의경우, 즉 M=1
인 경우

 

가된다. 두식의차이인 는 Y 절편이되고식품

위험지각의 수준에 관계없이 시식의도를 상승시

키거나하락시키는효과가되는데, 이를조절변수
M의 주효과(main effect)라 한다. 또, 독립변수 X
의 계수에서의 차이인 는 푸드 네오포비아 두

집단간에 독립변수인 식품위험지각이 시식의도

에미치는영향력에서의차이를의미하는데, 이를
조절변수 M의 상호작용효과(interaction effect)라
하고, 이 효과가 M의 조절효과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과 연구가설

한국관광객의중국길거리음식시식의도에미

치는 영향과 이 과정에서 푸드 네오포비아의 영

향을 분석하기 위해 <Fig.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인류가 음식을 섭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생존

을위한에너지공급때문이다. 그러나인류의생

산력이 급증함에 따라 음식의 맛과 기호를 추구

하게 되고, 더 나아가 최근에는 웰빙의 영향으로

식품 안전이나 친환경 음식을 중시하게 되었다

(이애자 2010). 따라서식품위생상태가다른음식

보다불량한것으로알려진길거리음식(Kim HY, 

et al 2007)에서는 소비자의 시식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길거리 음식에 대한 소

비자의 위험지각이라할 수 있다. Choi JW(2008) 

연구에서도길거리음식에대한위험지각이소비

자의구매행동에유의적인영향력을미친다고보

고하였다. 특히 외국의 길거리 음식은 그 나라의

향토적성격으로인해관광객이느끼는식품위험

지각이더크다고볼수있다(Kim HJ 2009). 따라

서 한국 관광객이 중국 길거리 음식에서 느끼는

식품위험지각은중국길거리음식시식의도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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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리꼬치 전갈꼬치 지네꼬치

뱀꼬치 새꼬치 불가사리꼬치

향력이있다고볼 수 있기 때문에다음의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 H1. 식품 위험지각은 중국 길거리음식
시식의도에 영향을 미친다.

푸드 네오포비아도 식품 구매와 음식 섭취 형

태에다양한영향을미친다(Choi JW 2009). 외국
식품의 경우, 소비자가 식품에 대한 정보가 매우
적기 때문에 외국 식품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

(Kim SJ, Park HJ, Lee KH 2011; Kim SJ, Lee KH 
2012). Kim SJ(2011)의 연구에 따르면 푸드 네오
포비아정도에따라외국인의음식선택동기가한

식구매행동및의도에서유의적인차이를보임으

로써, 푸드네오포비아가조절변수의역할을한다
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외국 식품에 대한 거부감
의 정도에 따라 중국 길거리음식 시식의도에 미

치는영향력이달라질 수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

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 H2: 푸드네오포비아성향은식품위험지
각과 중국 길거리음식 시식의도 간

에 조절효과가 있다.

2. 자료수집 및 표본의 특성

한국관광객이중국길거리음식시식의도에미

치는 영향과 또 그과정에서푸드 네오포비아성

향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2015년 12월
한달간에걸쳐 4개여행사와 3개중국여행인터
넷동호회를통해중국여행을계획중인 3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여
행사담당자와인터넷동호회책임자에서설문의

목적과 응답방법을 충분히 설명한 후 그들의 책

임 하에 설문 응답자 본인이 기재하도록 하였다. 
회수된설문지 370부 중에분석에부적절하게응
답한 17부를제외한총 353부를가지고실증분석
을하였다. 표본의일반적특성은 <Table 1>과같
다. 

<Table 1>에의하면남자여행객이전체의 57.2 
%이고, 여자여행객이 42.8%로나왔다. 연령별로
보면 40대가 35.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20대가 31.8%로나왔다. 학력에서는고졸이하가
15.0%, 전문대 졸업자가 20.8%, 대졸 학력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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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 N %

Sex
Male 202 57.2

Female 151 42.8

Age

20～29 112 31.8

30～39 65 18.5

40～49 125 35.3

50 yrs≤ 51 14.5

Education

High school 53 15.0

College 73 20.8

University 112 31.8

Graduate school 114 32.4

Street food preferences

Hate 31 8.7

Normal 161 45.7

Like 161 45.7

China visit 

1～2 118 33.5

3～4 149 42.2

5～6 49 13.9

7≤ 37 10.4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31.8%, 대졸이상학력자가 32.4%로나왔다. 길거
리음식 선호 정도에서는 싫어하는 경우가 8.7%, 
보통이 45.7%, 좋아하는경우가 45.7%로 나왔다. 
중국여행횟수별로는처음인경우가 33.5%, 3～4
회가 42.2%, 5～6회가 13.9%, 7회 이상이 10.4%
로 나왔다. 

3. 측정도구

길거리음식에대해소비자가지각하는위험요

인으로 Laroche et al(2004)가 개발하고, 이인선
(2000), Choi JW(2008)의연구에사용된설문도구
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사회심리적

위험지각, 위생위험지각, 신체위험지각 등 3가지
위험 요인을 선정하여 이에 따른 설문문항을 구

성하였다. 위생위험지각은 식수나전기 부족으로
인한 조리사나 조리 기구의 세척 및 살균 불량, 

또는흙, 먼지등의오염원에노출될위험으로정
의하고, 총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체위
험지각은음식 섭취 후 소비자의 건강에 좋지않

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따라 소비자가 지각하

게 되는 위험으로 정의하고, 총 3개 문항으로 구
성되어있다. 사회심리적위험지각은구매와관련
되어 자아상이나 자아개념에 대한 잠재적 손실, 
또는 인간관계 손실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가

능성에 따라 소비자가 지각하게 되는 위험으로

총 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식품위험지각은
모두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전혀 그렇지
않다=1부터매우그렇다=5로코딩하고, 평균값을
측정값으로하였다. 푸드네오포비아는 Pliner & Ho-
bden(1992)이 개발한 푸드네오포비아 척도(Food 
Neophobia Scale: FNS) 10 항목 중 본 연구 목적
에맞게타국음식에대한식품선호와편식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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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Items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ences
(%)

Total 
cumulative 

(%) 

Cronbach 
 value

Perceived 
risk on 
foods

Sanitary risk

Poor cleaning .904

3.593 35.926 35.926 0.872
Spoilage of food .842

foul water .797

Ancient material .725

Health risk

Health risk .811

2.504 25.044 60.971 0.788 Disease .784

Rejection of the body .689

Social 
psychology 

risk

Injury to dignity .825
1.194 11.943 72.914 0.814

Uncomfortable partner .770

Food neophobia

Unusual food .677

2.758 68.955 68.955 0.849
A foreign food .820

New food .608

Imbalanced diet .653

<Table 2>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of items 

정도 등 총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5점척도로전혀그렇지않다=1부터매우그렇다
=5로 코딩하고 평균값을 측정값으로 하였다. 

4.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

연구변수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을

위해탐색적요인분석을실시하고, 설문도구의내
적일치도를 구하기 위해 Cronbach 값을 구하였
다. 탐색적요인분석시요인적재값추정은주성분
방식을택하고, 회전은 Varimax 방식을택하였다. 
부적절한 설문문항 기준은 요인적재값 0.5/0.4로
하였다(Table 2). 
분석결과, 식품위험지각에서는요인 1은 ‘위생

위험지각’, 요인 2는 ‘신체위험지각’, 요인 3은 ‘사
회심리적 위험지각’으로 인식되었다. 요인적재값
은모두 0.5 이상이고, 각요인에해당하는고유값
은 1.0 이상, 세 개의요인이 설명하는 변동은전
체 변동의 72.914%로 50.0% 이상으로나와 식품
위험지각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양호한

것으로 나왔다. 또, Cronbach 값도 위생위험지
각에서는 0.872, 신체위험지각에서는 0.788, 사회
심리적 위험지각에서는 0.814로 모두 0.7 이상으
로 나와, 설문도구의 내적일치도도 양호하였다. 
푸드 네오포비아 성향에서는 요인적재값이 모두

0.5 이상으로 나왔고, 고유값은 2.758로 1.0 이상, 
요인이 설명하는 변동력은 68.855%로 50.0% 이
상으로나와, 푸드네오포비아측정도구의신뢰도
와 타당도는 양호하게 나왔다. 또, Cronbach 값
도 0.849로, 0.7 이상으로 나와 푸드 네오포비아
설문도구의 내적일치도도 양호하였다. 

5. 자료처리방법

회수된총 370부중부적절하게응답한 17부를
제외한 353부를 가지고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통계 패키지는 SPSS 18.0이고, 구
체적인 통계방법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본의
일반적특성을파악하기위해빈도분석을실시하

고, 설문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을 위해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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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Minimum 

value
Maximum 

value
Average

Standard 
deviation

Ranking

Perceived risk 
on foods

Sanitary risk 1.25 5.00 3.68 0.73 1

Health risk 1.00 5.00 3.44 0.80 2

Social psychology risk 1.00 5.00 2.58 0.96 4

 Entire 1.22 5.00 3.36 0.68 3

Food neophobia 1.00 4.50 2.41 0.82 .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Sanitary 
risk

Health 
risk

Social 
psychology risk

Food 
neophobia

Eating 
intention

Sanitary risk 1

Health risk 0.70*** 1

Social psychology risk 0.37*** 0.58*** 1

Food neophobia 0.87*** 0.91*** 0.72*** 1

Eating intention —0.03 —0.24** —0.25*** —0.1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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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4> Correlation matrix

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하
고, Cronbach 값을구하였다. 기초 분석으로 기
술통계와 상관계수를 제시하고, 연구가설검증을
위해 로지스틱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
lysis)과위계적로지스틱회귀분석(Hierarchical Lo-
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Ⅳ. 실증분석

1. 연구변수 기술 통계

<Table 3>은 연구변수인 식품위험지각과 푸드

네오포비아의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그
리고평균순위등을기술한표이다. 표에의하면
식품위험지각은 평균 3.36으로 ‘보통이다’보다
조금 높게 나온 반면, 푸드 네오포비아는 평균
2.41로 ‘보통이다’보다 약간 낮게 나왔다. 식품위
험지각의 하위영역변수별로 보면 위생위험지각

이평균 3.68로가장높게나왔고, 그다음으로신

체위험지각이 평균 3.44, 사회심리적 위험지각이
평균 2.58의 순으로 나왔다. 

2. 연구변수 상관관계

각연구대상변수간의상관관계를분석하기위

해 Pearson 상관계수를 구하여 정리하였다(Table 
4). 분석 결과, 식품위험지각과 푸드 네오포비아
간에는모두매우강한정(+)의유의적인상관관계
가있었다. 시식의도에서는신체위험지각(r=—0.24, 
p<.01), 사회심리적 위험지각(r =—0.25, p<.001), 
그리고 푸드 네오포비아(r =—0.19, p<.05)와 유의
적인 부(—)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위생위험지
각과는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없었다. 

3. 식품위험지각이 중국 길거리음식 시식

의도에 미치는 영향

<Table 5>는 식품위험지각이 중국 길거리음식

시식의도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기위해로지스

틱 회귀분석을한결과이다. 분석결과, 신체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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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E t-value p-value OR

Sanitary risk —0.398 0.573 1.135 0.364 0.671

Health risk —1.032 0.642 2.583 0.108 0.356

Social psychology risk —0.420 0.349 1.452 0.228 0.657

M —2.629 1.924 1.867 0.172 0.072

Sanitary risk*M —0.537 0.729 3.359 0.031* 0.584

Health risk*M 0.183 0.782 0.202 0.517 1.201

Social psychology risk*M 0.163 0.448 0.133 0.716 1.177

* p<.05, ** p<.01, *** p<.001.
M: food neophobia.

<Table 6> Regression result of H2

B S.E t-value p-value OR

Sanitary risk —0.158 0.207 1.984 0.184 0.853

Health risk —0.911 0.336 7.359 0.007** 0.402

Social psychology risk —0.771 0.331 5.434 0.020* 0.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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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5> Regression result of H1

지각에서는 B=—0.911(p<.01)로 유의적인 부(—)
의 영향력이 있었고, 오즈비는 0.402로 신체위험
지각한 단위 상승할 때중국 길거리음식시식의

도가 0.402배로 떨어졌다. 사회심리적 위험지각
에서는 B=—0.771(p<.05)로유의적인부(—)의영
향력이 있었고, 오즈비는 0.463으로 사회심리적
위험지각 한 단위 상승할때 중국길거리음식 시

식의도는 0.463배로 떨어졌다. 이에 반해 위생위
험지각에서도 부(—)의 영향력이 있었으나, 유의
적인 영향력은 아니었다. 

4. 푸드 네오포비아의 조절효과 검증

<Table 6>은 푸드 네오포비아 성향이 중국 길

거리음식에 대한 식품위험지각과 시식의도 간에

조절효과가있는지검증하기위해위계적로지스

틱회귀분석을실시하였다. 푸드네오포비아는평
균 2.41를 기준으로 평균 이하일 경우 푸드 네오
포비아 저집단으로 0으로 코딩하고, 평균 이상일

경우 푸드 네오포비아 고집단으로 1로 코딩하여
이진변수(binary variable)화 하여 식품위험지각과
상호작용항을 만들어 독립변수로 추가하였다. 
분석 결과, 푸드 네오포비아의 주 효과는 B=  

—2.629(p>.05)로 부(—)의 주효과가 있었으나, 유
의적이지 않았다. 조절효과를보면 위생위험지각
에서 B=—0.537(p<.05)로 유의적인 부(—)의 조절
효과가 있었다. 즉, 푸드 네오포비아 저집단에서
는 B=—0.398(p>.05)로부(—)의영향력이있었지
만 유의적이지 않았고, 위생위험지각 한 단위 상
승할 때중국길거리음식 시식의도가능성이 exp
(—0.398)=0.671배떨어지나푸드네오포비아고집
단에서는 B=—.398+(—.537)=—.935로부(—)의영
향력이 있었고, 위생위험지각 한 단위 상승할 때
중국길거리음식시식의도가능성이 exp(—0.398—
(—0.537)=0.392)배로 푸드 네오포비아 저집단

보다 유의적으로 더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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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최근 한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점점 올라가고, 한류가 큰 인기를 얻으면
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수도 점점 늘어나

고있다. 이에한식에대한관심과인기도올라가
고있고, 외국관광객이쉽게접할수있는길거리
음식에대한관심도점점커져가고있다. 길거리
음식은 저렴한 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과 맛

이 좋은 장점이 있지만, 영세 소자본으로 운영되
고, 전기및식수공급이충분하지않아, 위생상태
가 좋지 않는 단점이 있어 오히려한국 이미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한국 길거리 음식을
관광 브랜드를 하기 위해서는 외국 관광객이 지

각하는식품위험이시식의도에어떤영향을미치

는지실증적으로연구하는것이우선되어야한다. 
본 연구는 중국을 방문하는 한국 관광객을 대상

으로 이색 식품이 많은 중국 길거리음식에 대한

식품위험지각이중국길거리음식에대한시식의

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개인이 가지고 있
는 푸드 네오포비아의 조절효과를 검증함으로써

한국 길거리 음식의 관광 브랜드화에 필요한 정

보를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본연구
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식품위험지각에서 위생위험지각이 가장

높게 나왔고, 그 다음으로 신체위험지각, 사회심
리적 위험지각의 순으로 나왔다.
둘째, 식품위험지각이중국길거리음식시식의

도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결과, 신체위험지각과
사회 심리적 위험지각은 유의적인 부(—)의 영향
력이있었지만, 위생위험지각에서는유의적인 영
향력이 없었다. 
셋째, 푸드네오포비아는 위생위험지각과중국

길거리음식 시식의도 간에 유의적인 부(—)의 조
절효과가 있었지만, 신체위험지각과사회심리적
위험지각에는 유의적인 조절효과가 없었다. 즉, 
위생위험지각한단위상승하면푸드네오포비아

가 낮은 집단보다 푸드 네오포비아가 높은 집단

이 시식의도 가능성가 두 배정도로낮아지는결

과를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가지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식품위험지각에서 위생위험지각이 가장 높게 나

왔지만, 시식의도에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고, 
신체위험지각이 유의적인 영향력이있었다. 이는
외국관광객이길거리음식이어느정도위생상태

가불량하다는것을이미고려를하고있고, 신체
적 위험이그리 크지 않다면시식할의도가 있다

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위생위험지각과위생위
험지각을 넘어서는 신체위험지각과의 경계점에

대한연구가더진행되어야하고, 이와동시에신
체위험지각을 감소시킬 수 있는 행정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 사회심리적 위험지각도 시
식의도에부정적인영향력이있기때문에, 행정관
청 차원에서 매장과 식품 용기의 디자인을 고급

할 필요가 있다. 또, 푸드 네오포비아 성향이 큰
집단에서 위생위험지각이 시식의도에 부정적인

영향력이 크게나왔다. 즉, 푸드네오포비아가높
은 집단은동영상등 통해길거리음식에 대한부

정적 구전효과를일으켜 국가 이미지를 크게훼

손할가능성이크다. 따라서위생위험지각도감소
시킬 방안도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연구는중국길거리음식을대상으로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한국 길거리음식에 적

용할때주의가필요하다. 특히중국은한국사람
에게는 혐오적이라느낄 수있는 정도의 이색길

거리음식이많기때문에이에따라본연구의결

과가 과대평가되었을가능성이 있다. 위생위험지
각의 수준이 신체위험지각보다 높으나, 위생위
험지각은 시식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반

면, 신체위험지각은 시식의도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차이를 나오게 하는 요인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더필요하다. 이는차후연구과제로삼는 다.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관광객의 중국 길거리



한국조리학회지 제 22권 제 7호(2016)264

음식에대한식품위험지각이중국길거리음식시

식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그 관계에서 푸드 네오

포비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다. 이 관계
를 검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위계적

로지스틱회귀분석을적용하였다. 분석결과는다
음과 같다. 첫째, 식품위험지각 중 위생위험지각
이 가장 높게 나왔고, 그다음으로신체위험지각, 
사회심리적 위험지각이 순으로 나왔다. 둘째, 신
체위험지각과 사회심리적 위험지각은 중국 길거

리음식 시식의도에 유의적인 부(—)의 영향력이
있었지만, 위생위험지각은 유의적인영향력이 없
었다. 즉, 신체위험지각과사회심리적위험지각이
상승하면시식의도는유의적으로낮아졌다. 셋째, 
푸드 네오포비아는 위생위험지각과 중국 길거리

음식 시식의도간에 유의적인 부(—)의 조절효과
가 있었지만 신체위험지각과 사회심리적 위험지

각은 유의적인조절효과가없었다. 즉, 푸드네오
포비아가높은집단이낮은집단보다위생위험지

각이 시식의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이 높게

나왔다. 

주제어: 길거리 음식, 식품 위험지각, 푸드 네

오포비아, 시식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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