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97

http://dx.doi.org/10.14400/JDC.2016.14.5.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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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  목적  수정  계획행동 론  활용하여 행동 도에 하여 태도, 지각  행동통제, 주 적 규

 미치는 향력  한식  적용시켜 실 하고 한 화 친숙도  추가하여 개 간  향 계  알아보고

 하 다. 한  한 래 객  상 로 조 정식 형  적용시켜 한 결과, 한식 화 친숙도는 태도

에 한 향  미치 , 주 적 규  태도  지각  행동통제  행동 도에 한 향  미치는 것 로 나타

났다. 또한 태도  지각  행동통제는 행동 도에 한 향  미치는 것 로 나타났다. 연 결과 실 적  시사점

 제시하  경제적 능력 갖춘 현 가 주로 용하는 SNS  활용  통해 한 화에 친숙할 수 는 아  개

 론 한식 계화  해 진행  계 진출 행사에  한 화  접목한 한식프로그램 개  래 객  

들에게 한 화에 한 친숙  가지게 할 것  는 한식 뿐 만  아니라 산업 전 에 정적 향

 미칠 것 다.

주제어 : 한 화 친숙도, 수정  계획행동 론, 한식, 태도, 주 적 규 . 행동 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among subjective norms, attitude,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action intended with Korean culture familiarity using extended behavior model. To test 

hypotheses structural equation model was used. The results are shown as follows: Korea culture familiarity 

influences significantly attitude, and subjective norms also influences attitude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In addition, attitude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influence significantly action intended.

Development Korean food Program and events that combines Korean culture will affect the eating behavior of 

foreign tourists and the Globalization of Korean Food.

Key Words : Korean culture Familiarity, Extended planned behavior model, Korean foods, Attitude, Subjective n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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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문화체육 부는 한류에 한 아시아, 미주, 유럽을

조사한 결과[1] “한국하면 가장 먼 떠오르는 이미지로

‘한류’가 1 인 것으로 발표되었다. 1990년 한류라는 단

어가 국시장을 심으로 사용될 때만 해도 한국 드라

마와 음악에 국한 되었으나 지 의 한류는 한국을

표하는 명사가 되었으며 한국어, 한국음식, 한국드

라마, 한국 음악과 화장품 IT 산업 등 그 상이

확 되고 있다. 이러한 한국문화에 한 정 인 이미

지는 한국제품 구매의도에 직 인 향을 미치며[2],

국인들의 한국드라마 시청을 통한 한국의 음식문화,

생활습 , 통 술에 한 간 경험은 한국제품의

구매의도 방문태도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한국을 방문한 국인 객과 러시아 객을

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음식이 가장 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4]. 이는 외래 객의 문화와 입

맛을 고려하지 않고 매 조리되는 한식의 한계 이라

할 수 있다. 이미지 만족도가 높을수록 한국이미지

에 정 향을 보이고 재방문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나지만 메뉴개발 한국문화를 목시킨 한식의 개

발이 선행 되지 않으면 한식 세계화는 어려울 것이다.

한식이란 한국문화와 뗄 수 없는 한국역사와 함께 형

성된 음식문화의 한 형태로 볼 수 있고 한국문화의 컨텐

츠 개발에도 한식 세계화를 한 음식문화 개발이 활발

히 이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식은 어권 객과 동남아 객의 입맛을 충

족시키기 해 음식문화의 요한 세 가지 기 인 맛,

양, 생을 바탕으로 외래 객의 입맛에 맞는 한식

메뉴개발과 매체를 통한 가 이 져야 한다. 모

바일 서비스 련 연구에서 우리나라 IT산업과 서비

스를 연계한 산업 개발에 해 정 결과를 제시

하 고 한국문화를 입은 IT 서비스 산업은 외래 객에

게 친숙도를 갖게 할 것이다[5]. Dagger & O'Brien[6]는

특정 제품 서비스에 한 직․간 인 경험은 지식

을 형성하고 정보를 취득할 뿐 아니라 친숙성이 증가한

다고 하 다. 즉 한국 문화에 한 지식과 정보를 외래

객들에게 제공하기 한 매체와 온라인 활동은 한

국문화에 한 친숙도를 갖게 할 것이며 한식에 한

심과 한식 섭취행동으로 이어져 한국문화, 한국 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외래

객의 한국문화에 한 친숙도가 한식세계화에 향을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외래 객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과정 심

근방법으로 행동에 미치는 향을 인지 , 심리 요인

으로 설명한 Ajzen의 계획행동이론은 실제 행동 측에

우수성이 입증된 이론이나 구성개념간의 계를 설명하

는데 설명력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는[7]

에서 이를 보완하기 한 수정 모델의 필요성과 행동의

도에 한 측 가능성에 한 의문이 선행 연구결과 제

기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계획행동이론에 변수를 추가

한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이 등장하기 시작 하 고 다양한

분야에서 련 연구가 이 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미진한

상태이다. 따라서 계획행동이론에 한국문화 친숙도를 추

가하여 외래 객의 한식소비 행동의 향 계를 살펴

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 은 계획행동이론의 핵심이론에

해당하는 행동의도에 하여 태도, 지각된 행동통제, 주

규범이 미치는 향력을 한식에 용시켜 실증분석

하고 한 한국문화 친숙도를 추가하여 구성개념간의 설

명력을 높이고 향 계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

도는 한국문화 친숙도가 한식소비행동에 미치는 구체

인 향을 악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한식세계화

에 한 한국문화 친숙도 개발 이미지 구축에 시사

을 제공 할 것으로 기 된다.

2. 론적 경

2.1 한 화 친숙도

문화란 인간의 삶에 나타나는 총체 인 행동 생활

양식 그 자체이다. 신주철[8]은 한국문화를 동아시아의

특정 지역을 하면서 한국의 구성원들이 의식 으로 이

루어 온 유·무형의 산물로써 지리와 자연 상까지 포함

하는 포 으로 개념으로 정의하 다. 즉 ‘한국문화’란

한국의 통· 술·의식주 생활양식 등 다양한 범 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1999년 이후 국을 시작으로 일본 동남아시아에

불기 시작한 ‘한류’라는 상은 한국 련 음악, 화,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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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마, 음식을 비롯한 최근 k-beauty로 불리는 화장품에

이르기까지 한국인들의 문화가 여과 없이 외래 소비자·

객들에게 되는 상으로 문화에 국한되지

않고 한국선호사상을 가리키는 일반명사로 이해할 수 있

으며 단순히 한 지역, 한 국가의 문화로 인식되는 것에서

탈피하여 문화 교류라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

처럼 한류, 한국문화가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유럽, 미주

로 뻗어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최근 인터넷의발달로인

한 SNS 매체와 스포츠, 가요, 화 등 월드스타

의 배출이 컸다. 이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배우게 하

고 한국을 지로 선택하려는 의지를 갖게 하며 한국

음식 등 한국문화에 해 정보와 경험을 축 하게 하

다. 즉 한국문화에 한 친숙도를 높이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한국문화에 한 친숙도가 높은 객의 경우 재방

문하고자 하는 의도가 높으며, 한국문화, 한국연 인에게

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한국 음식에도 심이 많으며

[9], 한국문화 친숙도가 높은 일본 객의 경우 한식소

비행동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

이와 같이 한국문화 친숙도는 다양한 분야에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가운데 한식의 경우 한국

을 표하는 통 음식으로서 음식은 국가와 민족의 정

체성 생활양식을 포함하고 사회·경제 요인과 결합

해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표 인 국가 이미

지 상품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11], 2012년 한국문화

연구원의 한식 련 조사 국, 일본, 태국, 베트남의

아시아 4개국을 상으로 한국에 한 호감도와 한국방

문의도에 한 연구[12]는 외국인들이 한식에 한 친숙

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따라

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한국문화

친숙도 개념을 사용하여 외래 객의 한식 소비행동을

측하고자 한다.

2.2 확  계획행동 론

사회인지이론을 바탕으로 한 합리 행동이론은 상

으로 간결함을 보이는 것이 장 이라고 평가되고 있지

만, 인간은 활용 가능한 정보를 합리 , 체계 으로 활용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회 행동에 있어서 인간의 의

지로 통제 불가능한 행동들이 있기에 합리 행동 이론

으로 설명하는데 한계가 발생하 다. 이러한 합리 행

동이론의 한계 을 보완하고 극복하기 해 태도, 주

규범에 지각된 행동통제라는 변인을 추가하여 계획행

동이론을 제시하 다[13].

Ajzen & Fishbein[14]의 계획행동이론의 주요변인을

살펴보면 ‘태도’는 특정 행동을 통하여 기 되는 결과의

가능성과 그 결과에 해 자신이 부여하는 선호된 가치

의 평가 함수 계로 선택 인 것이 아니라 학습되며, 비

교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고, 행동하도록 동기를 주어

개인이 행동을 익히고 방향을 정하는데 도움을 주고 좋

고 싫음을 나타내는 평가 인 요인을 말한다[15]. ‘주

규범’은 개인이 특정 행동을 하는데 향력을 미치는 사

회 인 압력에 한 개인의 믿음으로 인지된 규정 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16]. 그리고 ‘지각된 행동통제’는

실제 행동을 수행하는 것이 얼마나 쉬우느냐 어려우냐에

한 개인이 주 으로 평가하는 지각 정도로[17], 개인

이 보유한 자원· 기회가 많을수록, 장애나 방해물이 을

수록 개인의 행동에 한 지각 통제력은 증가한다[18].

계획행동이론은 기존 행동이론들에 비해 행동 의도나 실

제행동을 측함에 있어서 우수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선행연구에서 증명되었지만 최근 들어 구성개념들 간의

계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을 보완하기 한

수정모델의 개발 필요성이 언 되어지고 있다[19].

최근 계획행동이론 련 논문에서는 행동의도 행동

에 한 설명력을 높이기 해 독립변수 이외에 다양한

외생변수를 추가하여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의 연구도 활

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산업을 상으로 한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하지만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의 개발 연

구는 객의 행동의도 행동을 측하는데 합한

이론이며 모형구조는 실제행동에 향을 주는 변인을 밝

히는데 합하고 검증하는데 한 이론이다. 외래

객의 한국문화에 한 심은 한식에 한 심을 높이

는 요인으로 나타났고[9], 한국문화 친숙도는 한식소비행

동의도에 정의 향을 미친다고 하 다[10].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계획된 행동이론의 태도,

주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에 한국문화 친숙도를 추

가한 확장된 계획행동이론 모형을 검증하고 한국문화 친

숙도가 외래 객의 한식섭취 행동에 어떠한 향을 미

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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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 정  연  

3.1 가 정

한국문화에 한 외래 객의 심 친숙정도는

한국 한국제품구매에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류 콘텐츠에 한 호감도는 국가이미

지에 향을 미치고 한류 문화콘텐츠의 흥미정도, 이용

용도 심정도가 베트남 객의 태도에 정의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0]. Ajzen(1991)[21]은 태도,

주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는 행동의도에 향을 미

친다고 하 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

은 가설을 도출하 다.

가설 1: 외래 객의 한국문화 친숙도는 한식소비에

한 태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외래 객의 한국문화에 한 주 규범은

한식소비에 한 태도에 정(+) 향을 미칠 것

이다.

가설 3: 외래 객의 한국문화에 한 주 규범은

지각된 행동통제에 정(+) 인 향을 미칠 것

이다.

가설 4: 외래 객의 한국문화에 한 주 규범은

한식소비 행동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진용화·이기종[22]의 연구결과 한류호감도와 국가 이

미지는 태도에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방문의도에 정

(+)의 향을 미치며 한류호감도의 경우 태도보다 더 큰

향력을 나타낸다고 하 다. 따라서 외래 객의 한국

문화와 련된 행도의도를 측하는데 친숙도와 련된

국가 호감도는 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이러한 선행연구

를 바탕으로 가설을 도출하 다.

가설 5: 외래 객의 한식에 한 소비태도는 한식소

비 행동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지각된 행동통제는 특정행동에 필요한 기술, 자원, 기

회에 있어 개인이 지각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지각된 행

동통제와 행동의도간의 인과 계는 선행연구에서 이미

검증되었으며, 국인의 한국방문의도에 지각된 행동통

제는 방문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한국· 국인

을 상으로 스마트폰 구매의도를 조사한 연구에서 심리

요인이 향을 미친다는[23] 연구를 바탕으로 가설을

도출하 다.

가설 6: 외래 객의 한식에 한 지각된 행동통제는

한식소비 행동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3.2 변수  조 적 정

한국문화 친숙도는 외래 객이 인식하고 있는 한국

문화에 한 지식 경험으로 정의하고 측정항목은 곡효

용․김형곤․이수진[24]의 연구를 바탕으로 7개의 항목

을 이용하 다. 주 규범은 외래 객이 가지고 있

는 한국문화에 한 태도나 가치 의 정도로 정의하고

이충기․송학 의 연구[25]를 바탕으로 4개 항목을 이용

하 다. 태도는 외래 객들의 한국문화에 한 일 성

있게 호의 는 비호의 으로 반응하려는 감정으로 정

의하고 이충기․송학 [25]의 연구를 바탕으로 5개 항목

을 이용하 다. 지각된 행동통제는 한국문화를 이용하는

외래 객들이 한식섭취행동에 필요한 기술 ,자원, 기회

가 어느 정도인가에 한 개인의 지각정도로 정의하고

이충기․송학 [25]의 연구를 바탕으로 4개 항목을 사용

하 다. 행동의도는 외래 객들이 한식소비 행 를 수

행하려는 의도의 강도로 정의하고 손정기[26]의 연구를

바탕으로 4개 항목을 활용하 다. 모든 측정항목들은 모

두 Likert 7 척도로 측정하 다.

3.3 료수집  

본 연구에서 설정된 가설들을 검증하기 해 부산을

방문한 외래 객을 상으로 2015년 10월 1일부터 10

월 29일까지 실시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통해 데이터

를 수집하여 분석하 다. 표본은 편의추출법에 의거 300

부를 배포하여 260부의 설문지를 회수하 으나 불성실한

설문지 36부를 제외하고 최종 으로 224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 다.

설문지는 선행연구의 내용과 문가들과의 면담을 통

해 도출된 내용들을 심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조사가

실시되기 에 사 비조사를 실시하여 문항들을 수정

하여 최종설문지를 작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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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자료는 응답자의 인구 통계 특성을 살펴보

기 하여 SPSS 22를 이용한 빈도분석과 탐색 요인분

석 신뢰성 검증을 실시하 다. 그리고 구조방정식모

형의 합도 평가와 가설을 검증하기 해 AMOS 22

로그램을 이용하 다.

4. 실  

4.1 표본  특

본 연구의 인구통계 특성을 악하기 하여 빈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1>와 같이 성별은 남성이

147명(65.6%), 여성이77명(34.4%) 으로 남성이 많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20 이하가 34명(15.1%), 30

54명(24.1%), 40 52명(23.2%), 50 45명(20.1%), 60

이상이 39명(17.4%)로 나타났으며 국 은 유럽이 27명

(12.1%), 미국이 35명(15.6%), 일본이 59명 (26.3%), 국

이 71명(31.7%), 기타 32명 (14.3%)로 나타났으며 한국방

문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126명(56.3%)로 나타났고, 경험

해본 한국문화는 한식144명(64.3%), 화39명(17.4%), 드

라마 20명(8.9%), 음악,잡지,책 13명(5.8%), 기타 8명

(3.6%)로 나타났다.

Categories Frequencies %

Sex
Male 147 65.6

Female 77 34.4

Age

20‘s 34 12.5

30’s 54 24.1

40’s 52 23.2

50‘s 45 20.1

60’s above 39 17.4

Nationality

Europe 27 12.1

America 35 15.6

Japan 59 26.3

China 71 31.7

Other 32 14.3

Korean culture

Experience

korean food 144 64.3

korean movies 39 17.4

korean drama 20 8.6

k-pop, magazine 13 5.8

Other 8 3.6

Korea Visit

Experience

yes 126 56.3

no 98 43.8

Total 224 100.00

<Table 1> Characteristics of Sample

4.2 신뢰   타당  

신뢰성 분석은 항목간의 내 일 성을 검정하기 해

Cronbach’s α계수를 이용하 다. 일반 으로 α계수가 .7

이상이면 신뢰성이 양호한 것으로 볼 수 있다(Nunnally

& Bernstein, 1994). 분석결과 <Table 2>에서와 같이 각

개념의 Cronbach’s α계수는 .7 이상으로 나타나 내 일

성이 확보된 것으로 평가된다.

Factor & Items β S.E. CR AVE α

Familiarity

T1

T2

T3

T4

.781

.791

.887

.787

.125

.176

.152

.845 .575 .845

Attitude

A1

A2

A4

A3

.743

.785

.667

.724

.084

.103

.116

.832 ..554 .832

Subjective

Norms

S2

S1

S3

S4

.768

.821

.910

.779

.102

.125

.119

.853 .593 .853

Perceive

Behavioral

Control

P1

P3

P2

.783

.861

.900

.113

.111
.821 .606 .822

Action Intended
A1

A2

.765

.890 .148
.577 .557 .731

<Table 2> Result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탐색 요인분석을 거친 측정항목을 하여 해 확

인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2>에 제시되어 있

다. 분석결과, 모델의 합도 지수에서 측정모델의 자료

합성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으며(χ
2
(97)=159.682, p=.000,

GFI=.924, AGFI=.880, CFI=.971, RMSEA=.054), 측정문

항의 표 추정치들이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타당성

이 확보되었다. 합성신뢰도(CR: composite reliability) 값

은 .7과 평균추출분산(AVE: averaged variance extracted)

값은 .5를 과하여 타당성이 확보된다고 확인되었다.

Variables F A S P A

Familiarity(F) 1.0

Attitude(A) .455 1.0

Subjective Norms(S) .416 .553 1.0

Perceive Behavioral Control(P) .354 .465 .496 1.0

Action Intended(A) .422 .574 .608 .518 1.0

Mean 3.92 4.44 5.04 4.81 4.52

S.D. 1.55 1.60 1.51 1.76 1.52

* all variables are significant at level of α=0.01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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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간의 상 계분석을 실행

하 다. 그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 다.

4.3 가 검

4.3.1 연 형 검

확인 요인분석을 통해 모형별로 제시한 잠재변인들

간의 계를 악하 다. 한국문화 친숙도에 한 외래

객들의 주 규범, 테도, 지가된행동통제 그리고

행도의도간의 향 계를 분석하기 해 구조방정식모

형분석을실시하 는데모형 합도지수는(χ
2
( )=189.269,

p<.05, GFI=.909, AGFI=.864, CFI=.960, RMSEA=.062로

권장치를 상회하고 있어 연구모형의 합도는 타당하다

고 단할 수 있다.

.483**

.556
**

.265
**

.162
**

.424**

.203
**

Familiarity

Familiarity

Familiarity

Familiarity

Familiarity

[Fig. 1] Result of Hypotheses Testing
* p<.05, ** p<.01

4.3.2 가  검 결과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설 1을 검증한 결과

외래 객의 한국문화 친숙도는 한식소비 태도에 유의

한 정(+)의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검증결과, β=.556,

C.R.=2.554로 유의수 α=.01에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2 외래 객의 한식에 한 주

규범이 태도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검증결과 β=.566, C.R.=5.776로 유의수 α=.01에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3 주

규범은 지각된 행동통제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검증결과 β=.483, C.R.=5.693로 유의수

α=.01에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4 주 규범은 행동의도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검증결과 β=.265, C.R.=2.794로 유의수

α=.01에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5 한식에 한 태도는 행동의도에 유의한 (+)의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검증결과 β=.424, C.R.=3.850로 유의

수 α=.01에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6 지각된 행동통제는 행동에 향을 미칠 것이라는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검증결과 β

=.162, C.R.=2.083로 유의수 α=.01에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Result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 

Testing

Hypothe

sis
Structure paths β S.E C.R Results

H1 Familiarity→Attitude .562 .100 5.737 Supp

H2 Subjective Norms→Attitude .648 .196 4.934 Supp

H3
Subjective Norms→

Perceive Behavioral Control
.538 .121 5.643 Supp

H4
Subjective Norms→

Action Intended
.349 .127 3.896 Supp

H5 Attitude→Action Intended .411 .111 3.595 Supp

H6
Perceive Behavioral Control→

Action Intended
.219 .092 2.743 Su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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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문화에 한 친숙도의 한식소비

태도에 한 향 계를 계획행동이론(TPB)모형에 첨

가하여 실증 으로 분석 연구하고자 하 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

국문화에 한 친숙도는 한식소비 태도에 정(+)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문화

친숙도가 주 규범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많은 기존의 지 이미지 연구결과와 일치하

고 있다. 셋째, 한국문화 친숙도는 지각된 행동통제에 유

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외래 객

의 한식소비에 한 태도, 주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는 행동의도에 각각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한국문화에 한 친숙

도는 태도, 주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를 통해 한식소

비 행동의도 형성과정을 악할 수 있었다.

연구의 분석결과 한국문화에 한 태도가 외래 객

음식소비 행동의도에 정 인 향을 미쳤으나 이러한

태도는주변 환경에 의해 쉽게 변화될 수있기 때문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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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한식 련 문화에 친숙할 수 있는 로그램개발이

필요하다. 세계 사용자가 5 만명을 돌 하는데 걸린

시간이 TV가 13년, 페이스북 1년, 트 터 9개월 밖에 걸

리지 않았다[27]. 정부와 련기 은 한식의 세계화와 한

국문화를 알리기 한 최 의 매체인 SNS 활용방범을

모색해 야 할 것이다. 권의 연구에서 소비자가 선호도

가 형성되면 경쟁 우의를 가지고 친숙도를 높여 충성

고객이 된다고 하 고[28], 모바일 u-tour시스템 이

개인의 지각된 유용성을 통해 구매의도에 정 향을

미친다고 하 다[29]. 한 모바일 메신져 서비스 이용고

객의 정 감정은 지속 사용 추천의도 확률을 높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30]. 따라서 한식세계화를 한 한

국문화 친숙도를 높이기 하여 한류 스타를 이용한 한

식문화 홍보캠페인과 SNS를 통한 한국맛집 소개 쉽게

만들 수 있는 한식 시피를 공유함으로써 한국문화에

친숙함을 느끼고 이는 한국식당 방문 섭취행동으로

이어지 질 것이다.

2009년 정부의 한식세계화를 시작으로 한류 열풍을

따라 동남아에서 한식에 한 인지도가 높아졌으며 세계

보건기구(WHO)는 한식을 양학 으로 한 균형을

갖춘 ‘모범식’으로 소개하 고 세계 많은 외식 련 종사

자들도 한식에 심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살펴

보면 한국문화에 한 정보와 친숙도가 한식의 소비행동

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라 생각된다. 한식세계화

를 하여 첫째 한국문화와 목된 행사와 상품의 계발

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다. 문화에 한 친숙도는 외래

객의 소비태도나 행동의도에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둘째, 한식이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문화로 인식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 하고 한식의 고유성을 가지고 음식문

화의 보편성과 공유성을 살려 외국인들의 입맛에 맞는

새로운 한식의 개발이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소비세 가

80,90년 출생자들로 SNS 는 인터넷을 활용한 새로운

마 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도는 외래 객에게

한국에 한 친숙도를 갖게 할 것이며 이는 한식소비 태

도에 향을 미쳐 한식의 세계화를 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 을 가지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 이은 후속연구를 해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

하고자 한다. 첫째로 조사방법에 있어서 본 연구는 횡단

설계에만 의존하고 있으나, 친숙도, 태도, 주 규

범, 지각된 행동통제 등은 상당기간에 걸쳐 형성되고 유

지되기 때문에 종단 연구를 실시할 경우 여러 요인들

을 보다 정확하게 악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측정방

법에 있어서 가설검증을 하여 외래 객의 지각에 기

한 자료를 사용하 기 때문에 자기보고에 의한 공통방

법변량(common method variance)과 련된 문제가 남

아있다. 셋째로 조사 상 지역과 표본의 한계 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지역에 한정하 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 이 있다고 여겨진다. 향후 연구에서

는 보다 다양한 표본을 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

결과가 일반화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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