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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ies with various approaches are required for the globalization of Korean Food.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i) how

the preferences of foreign students residing in Korea on K-Wave, K-Drama, K-Pop and K-Friend affect their preference,

satisfaction level and repurchase intention on Korean food, and ii) which of the factors have the strongest effects on their

preference, satisfaction level and repurchase intention on Korean foo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higher K-Wave, K-Drama,

K-Pop and K-Friend preferences, the stronger effect on the preference, satisfaction level and repurchase intention on Korean

food (p=0.0001). Among the factors for Korean food preference, the most critical one was K-Wave preference (p=0.0001),

followed by K-Drama preference (p=0.0500). For the satisfaction level of Korean food, the most important factor among the

four was K-Wave preference (p=0.0496), followed by K-Drama preference (p=0.0500). For the repurchase intention on

Korean food, the most significant factor was the preference for K-Friend (p=0.0004), followed by K-Drama (p=0.0016) and

K-Wave (p=0.0030). Based on these results, more efforts to invigorate the preferences for K-Wave and K-Drama, as well as

various attempts to improve the preference for K-Friend are required for the globalization of Korean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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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한국과 중국의 국교수립(1992년) 이후 양국의 교류가 본격

화되었는데, 정부차원의 교류는 물론, 민간차원에서의 교류도

활발히 진행되면서 특히 한국문화가 중국에 영향을 미치기 시

작하면서 한류(韓流, K-Wave)라는 말이 생겨났다(Doopedia,

2018). K-Wave가 언제부터 누구에 의해 시작되었는지에 대

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지만, 인터넷 두산백과에 따르면, 2000

년 2월 1일 H.O.T.라는 한국의 팝 그룹이 중국 베이징의 공

인체육관에서 공연을 개최한 다음 날, 중국 신문들이 한국의

아티스트에게 열광하는 중국 청소년들에 대해 논평을 하면

서 한류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는 것이다(Doopedia,

2018). 그러나 그때 사용한 K-Wave는 사실상 K-Pop이었다.

즉, 중국에서의 K-Wave는 K-Pop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연

이어 2000년대 초, 한국의 [가을동화] 및 [겨울연가]라는 드

라마가 일본으로 수출되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되었는데,

특히 드라마 주인공인 배용준은 일본의 여성 팬들에게 엄청

난 인기를 끌었고, [욘사마]라는 별칭까지 얻었는데, 이들이

K-Drama의 효시가 되었다. 곧이어 드라마 [대장금]이 한국

에서의 인기는 물론, 중국, 동남아, 중동 등 해외로 수출되면

서 K-Drama가 급속히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그로 인해 배용

준, 이영애 등을 선두로 수많은 한류스타들이 탄생하였으며,

한국의 이미지 향상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특히나 [대장

금]은 단순히 드라마로만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드라마 속에 나오는 이영애라는 한류스타는 물론, 한

국의 전통의상, 그리고 한국의 음식에까지 강력한 영향을 미

*Corresponding author: Mi-Ock Lee, Department of Korean Food and Culinary Arts, Youngsan University, 142 Bansong-gil, Busan, 48015, Korea
Tel: +82-51-540-7212 Fax: +82-51-540-7137 E-mail: smilelee@ysu.ac.kr



502 韓韓韓韓韓韓韓韓韓韓 Vol. 33, No. 6 (2018)

치며 한국의 K-Food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

합해볼 때, K-Wave가 K-Pop으로 시작하여 K-Drama 및 K-

Food까지 이어짐에 따라 중국, 일본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의

젊은 세대들은 한국으로 유학을 오게 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

다. 이로써 K-Study까지 형성되었다. 2000년대 초반부터 불

기 시작한 K-Study로 인해 많은 수의 중국, 일본, 베트남, 몽

골 등의 학생들이 한국으로 유학을 오게 되었다. 한국으로

유학을 온 외국인학생들은, 한국으로 유학을 오기 전부터 한

류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K-Pop을 열심히 불렀고, K-

Drama를 열심히 시청했었고, 한국으로 유학을 오기로 결심

을 하면서 K-Study를 시작하였다고 본다.

또한 K-Drama의 영향으로 특히 드라마의 주인공이 입었

던 의상과 사용한 한국화장품은 물론 주인공이 사용하거나

휴대하였던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제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

아지면서 한국의 의류, 한국의 화장품 및 한국의 전자제품의

구매가 대폭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K-Fashion, K-Beauty

및 K-IT라 한다. 이 외에도 한국제품 전반에 대해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한국제품 구매와 관련된 K-Shopping이라는 용어

도 생겨났다. 또한 한국관광의 K-Tour도 활성화되고 있다.

한편, 학계에서의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먼저

한류(K-Wave)에 관한 연구로서, Jo(2014)는 한류가 중국인

의 한식레스토랑 선택속성과 이용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중

국 산동성 지난시를 중심으로 연구한 결과, 한류가 중국인의

한식레스토랑 선택속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Shin

et al.(2014)은 한류 문화콘텐츠가 한식 및 한국 제품 구매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한류 문화콘텐츠가 한식은 물

론 한국 제품구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한다.

둘째, 한국 드라마(K-Drama)에 관한 연구로서, Kim(2015)

은 한류 드라마 선택속성이 한식이미지 및 태도에 미치는 영

향을 연구하였는데, 한류 드라마 선택속성이 한식이미지 및

한식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Lu

(2012)는 한류 드라마 대장금의 성공요인과 중국 대중문화에

미친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대장금의 성공이 중국인의 대중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셋째, 한국 가요(K-Pop)에 관한 연구로서, Yin(2015)은 K-

pop브랜드의 브랜드자산에 관해 중국 소비자의 인식을 중심

으로 연구하였는데, 중국 소비자들의 K-Pop에 대한 브랜드

자산의 가치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넷째, 한국 음식(K-Food)에 관한 연구들은 매우 많은데, 조

사 대상에 따라 먼저 외국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한식

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Byun et al.(2001)은 미국에 거주

하는 한국인들의 한식에 대한 인지도를 연구하였고, Hong et

al.(2007)은 한식에 대한 미국인들의 선호도 평가에 관한 연

구를 한 결과, 미국인들도 한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Hong et al.(2008) 한식에 대한 UCLA dining

전문가들의 기호도에 관해 연구한 결과, UCLA dining 전문

가들도 한식에 대해 좋은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

다. Seo & Ryu(2009)는 중국 현지인의 한식에 대한 인식과

한식 레스토랑 만족도 및 재방문의도를 연구한 결과, 중국

현지인들도 한식 레스토랑에 대해 매우 만족하며 재 방문의

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Hong et al.(2009)은 한

식에 대한 하와이 현지 소비자들의 평가를 조사한 결과, 하

와이 현지인들도 한식에 대해 좋은 이미지로 평가를 하였다

고 한다. Min(2010)은 호주 현지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식의 인지도와 선호도를 연구하였고, Chung et al.(2011)은

베트남 소재 한식당 경영주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한 한

식의 세계화에 관한 연구하였고, Qi(2011)는 중국 상해지역

으로 진출한 한국외식업체의 메뉴선택 속성이 고객만족과 재

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한식메뉴 선택속성

이 고객만족과 재방문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고 한다. Liu(2012)는 중국 북경을 중심으로 중국인들의 한

식당 선택속성이 고객만족 및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한식당 선택속성이 고객만족 및 재방문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Lee(2013)는 외식업

체의 서비스실패회복에 관해 한국인과 필리핀을 대상으로 반

응을 연구한 결과, 서비스실패에 대한 서비스제공업체의 신

속한 대응은 고객만족과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고, Chung et al.(2014)은 파라과이 아순시온의 한식당 경

영주 및 식도락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한 한식 현지화

를 연구한 결과, 한식은 충분히 세계화 가능한 것으로 나타

났으며, Kang & Ko(2014)는 일본 돗토리 현에서 개최된 한

국식문화홍보행사에 참가한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한식에 대

한 인식과 태도를 조사한 결과, 한식을 잘 인식하고 있었고,

호의적인 태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Song(2014)은 비

빔밥에 대한 독일 바이로이드지역 학생들의 인식 및 기호도

조사하였는데, 독일학생들도 비빔밥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고,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Song(2015)은 독일

페그니쯔시 조리전공 학생들의 한식 패스트푸드에 대한 인

식과 기호도 조사하였는데,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Lee(2017)의 연구에서는 베트남 현지인들의 한식에 대한 인

지도, 이미지, 선호도, 선택속성, 만족도 및 재이용의도 모두

높게 나타났다. 한국으로 유학을 왔거나 관광을 온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Seo et al.(2003)은 일본 및

중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식에 대한 인지도 및 선호도를

연구하였는데 한식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고, 선호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Lee et al.(2005)은 한국을 찾은 일본관광객

들의 전통한식의 만족도를 연구한 결과, 전통한식에 대한 만

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Lee(2008)는 중국과 일본인을

중심으로 한식의 세계화요인이 외국인의 한국 이미지, 태도

및 상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고, Lee(2009)는

외국인 소비자의 한식 선호도와 한식의 관능적 특성을 평가

하였는데, 매우 호의적인 평가를 하였다. Seo & Ryu(2009)

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한식에 대한 만족도를 연구한 결과 매



K-Wave 선호도가 한식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503

우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Choi & Lee(2010)는 뉴욕 음

식전문가들의 한식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를 푸디

스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한 결과 뉴욕의 음식전문가들

도 한식에 대해 매우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Lee(2010)는 외국인의 한식에 대한 웰빙 가치 인식과 체험이

한식의 세계화에 미치는 효과 분석한 결과, 한식을 웰빙 음

식으로 인식하였으며 충분히 세계화가 가능한 음식으로 인

식하였다고 한다. Lee et al.(2010)은 외국인 소비자의 한식

선호도와 관능적 특성에 대한 인식정도를 연구한 결과, 한식

을 선호하였고, Lim et al.(2010)은 국내거주 국가별 외국인

의 한식 및 약선의 세계화를 평가한 결과, 한식 및 약선은

세계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으며, Kwak et al.(2010)은 한

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한식에 대한 인지도와 선호도를

연구한 결과, 인지도와 선호도 모두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Kim(2011)은 방한 일본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를 토

대로 식생활라이프스타일에 따른 한식 소비행동 및 시장세

분화를 연구한 결과, ‘식생활고관심집단’, ‘경제성지향형집

단’, 및 ‘간편성지향형집단’ 등 세 개의 집단으로 세분화하

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Jang & Jeong(2011)은 국내

에 거주하는 독일인들 한식에 대해 인지도와 선호도를 연구

하였는데, 인지도와 선호도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Yun(2011)은 한식 브랜드 이미지 척도 개발을 하여 외래 관

광객의 한식 선호도와 한식소비행동의도 관계를 연구한 결

과, 선호도가 높을수록 한식소비행동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고, Kim & Lyu(2012)은 부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한식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를 연구한 결과, 한식을 중요하

게 생각하며, 만족도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Kim et al.(2013)은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식생활 라이프스

타일에 따른 초밥선택속성이 한식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Meng et al.(2013)은 전북지역을

대상으로 중국유학생의 김치에 대한 인식 및 기호도를 연구

한 결과, 김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Yoon &

Park(2013)의 연구에 의하면 외국인의 한국음식에 대한 이미

지, 기호도, 중요도가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

고, Lee et al.(2013)의 연구에 의하면 중국인 및 미국인 유학

생의 탕평채에 대한 인식 및 기호도가 높다고 하였으며,

Luan(2014)에 따르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한식에 대

한 선호도가 높다고 하였고, Ryu et al.(2014)에 따르면 대전

지역 중국 및 일본 유학생의 거주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한식

적응도와 급식 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 Park et al.(2014)에

따르면 국내체류 외국인의 한국음식 선호도가 높다고 하였고

, Lee & Lee(2016)에 의하면 한국거주 동남아 노동자의 국가

별 푸드네오포비아와 한국음식인식과의 관계를 비교분석한

결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고, Cho et al.(2016)은 한

국에 거주하는 중국인유학생과 중국에 거주하는 중국현지 대

학생의 한식에 대한 인식 및 선호도를 비교 연구한 결과, 선

호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한편, Han(2017)은 중국인들의 한국음식의 적응과정을 연

구하였는데, 먼저 한식을 먹어보기 전부터 한식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한식을 먹어 보았고, 한식을 다음 기회에도 먹

어볼 의도를 가졌으며, 한식요리를 배워 본적이 있고, 한식

을 내 입맛에 맞게 요리할 줄 알게 되는 등 일련의 순서로

한식에 적응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평소 즐겨 먹는 한식이

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한식을 추천할 의향이 있게 되었다

고 한다.

이와 같이 K-Food에 대한 연구들이 다각적로 이루어졌으

며, 특히 K-Wave, K-Pop, K-Drama와 관련한 한식에 대한

연구로는 K-Wave, K-Pop, K-Drama 각각의 요인이 K-

Food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연구하여 왔다. 본 연구에서

는 이들 세 가지 요인인 K-Wave, K-Pop, K-Drama선호도

등이 K-Food에 어떤 양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자 하

며 특히 한국친구(K-Friend)의 개념을 추가하고자 한다. K-

Friend의 개념을 추가하고자 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외국인

이 어떤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정착하는 과정에는 그 나라

사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외국인

유학생의 K-Friend에 대한 선호도가 한식에 대한 선호도, 만

족도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관련 연구를

찾아보기는 어려웠다. 다만 Han(2017)의 연구에서, 중국인의

한식적응을 위한 의견지도자는 자기 자신이 49.6%, 대학친

구와 친구들이나 주변사람들이 각각 29.8, 21.3%순으로 나

타났고, 특히 대전 지역의 경우에는 대학친구가 53.5%로 높

게 나타났다고 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부산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

학생을 대상으로, K-Wave, K-Drama, K-Pop, K-Friend선호

도가 한식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즉,

한류 관련 요인을 K-Wave, K-Drama, K-Pop 및 K-Friend

선호도 4가지로 분류하고, 이들 요인이 한식에 대한 선호도,

만족도 및 재구매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적

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II. 연구 내용 및 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한국거주 외국인 유학생 중에서 부산지역 거주

자를 대상으로 한국음식에 대한 이미지, 선호도, 만족도 및

재구매의도를 조사하였다. 부산지역 대학 중에서 무작위로 4

개 대학을 선정하였으며, 각 대학마다 100부씩, 총 400부를

조사하였다. 조사요원에게 설문조사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설문조사 방법을 교육하였으며, 설문 응답자에게는 조사 직

전에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여 높은 응답률과 성의 있는 응

답을 유도하였으나, 답변의 불성실과 오류로 분석이 불가능

한 경우가 발생하여, 이를 제외한 322부(80.5%)를 분석에 활

용하였다. 조사기간은 2017년 9월 1일부터 14일까지 14일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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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내용 및 방법

연구에 사용된 설문은 Seo et al.(2003), Lee et al.(2005),

Hong & Lee(2007), Hong et al.(2009), Seo & Ryu

(2009), Choi & Lee(2010), Kwak et al.(2010), Lim et al.

(2010), Min(2010), Jang & Jeong(2011), Kim & Lyu

(2012), Lee(2013), Chung et al.(2014), Kang & Jhee

(2014), Kang & Ko(2014), Park et al.(2014), Song(2015),

Cho et al.(2016), Lee(2017) 등 선행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조

사 자료들을 참고하여 본 연구자가 재 작성하였다. 항목으로

는 인구 통계적 특성변수인 국적, 성별, 연령, 학력 및 직업

등 5항목이며, 독립변수로는 K-Wave(한류 전반에 관한 것으

로, K-Pop, K-Drama에 대한 부분도 간접적으로 포함된 개

념)에 관한 선호도 5문항, K-Drama에 관한 선호도 5문항,

K-Pop에 관한 선호도 5문항, K-Friend에 관한 선호도 5문항,

한국으로 유학을 오기 전 본국에서 K-Food에 관한 선호도 5

문항이며, 종속변수로는 한국음식의 선호도 4 문항, 만족도

6문항 및 재구매의도 4문항이다.

구체적인 설문내용 중에서 독립변수로, K-Wave에 관한 선

호도는 “평소 한류에 관한 소식을 자주 보거나 듣는다”, “전

반적으로 좋아 한다”, “분위기를 좋아 한다”, “한류스타를 좋

아한다” 그리고 “한류관련 내용을 앞으로도 계속 좋아할 것

이다”이며, K-Drama에 관한 선호도는 “평소 한국 드라마를

자주 시청한다”, “한국 드라마를 전반적으로 좋아한다”, “한

국 드라마의 전개 내용을 좋아한다”,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을 좋아한다”, “한국 드라마를 앞으로도 계속 좋아할

것이다”이며, K-Pop에 관한 선호도는 “평소 한국 가요를 자

주 듣는다”, “한국 가요를 전반적으로 좋아한다”, “한국 가

요의 가사, 멜로디, 리듬 등을 좋아한다”, “한국의 가수를 좋

아한다”, 그리고 “한국 가요를 앞으로도 계속 들을 것이다”

이며, K-Friend에 관한 선호도는 “평소 한국 친구를 자주 만

난다”, “한국 친구와 만나는 것을 좋아한다”, “한국 친구와

자주 만나서 얘기한다”, “한국 친구와 친하며 좋아한다”, “한

국 친구를 앞으로도 계속 만날 것이다”이며, 한국으로 오기

전에 본국에 있을 때 한국 음식에 대한 선호도는 “본국에서

평소에 한국음식을 자주 먹었다”, “본국에서 평소에 한국음

식 먹는 것을 좋아했다”, “본국에서 평소에 지인들과 한국음

식에 대해 자주 얘기했다”, “본국에서 평소에 한국음식 요리

사를 좋아했다”, 그리고 “본국에 계속 있었더라도 계속해서

한국음식을 먹었을 것이다”이다.

구체적인 설문내용 중에서 종속변수로 한식에 대한 선호

도는 “한식은 보약과 같은 음식이기 때문에 더 좋아한다”, “한

식은 곡류, 야채 위주의 건강식품이기 때문에 더 좋아한다”,

“한국음식은 영양이 풍부한 건강음식이기 때문에 더 좋아한

다”, “한국음식은 재료가 신선한 건강음식이기 때문에 더 좋

아한다”이며, 한식에 대한 만족도는 “한식의 맛에 만족한다”,

“한식의 영양에 만족한다”, “한식의 향에 만족한다”, “한식의

색상에 만족한다”, “한식의 웰빙 식단에 만족한다”, “한식의

전반에 대하여 만족한다”이며, 한식에 대한 재구매의도는 “나

는 외식을 할 기회가 있으면 한식을 이용할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한국음식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할 것이다”, “나

는 다른 사람에게 한식의 좋은 점에 대하여 말할 것이다” “

나는 친구나 친지, 동료에게 한식을 먹을 것을 권할 것이다”

이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모두 각각의 항목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

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한 Likert type 5점 척도로 조사하

였다.

3. 자료의 분석방법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제외한 모든 조사는 선행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5점 Likert-type척도와 동일하게 구성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AS package Program (Statistical

Analysis System, Cary, NC, U.S.A.)을 활용하였고, 조사대

상자의 일반적인 사항은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K-Wave,

K-Drama, K-Pop, 및 K-Friend에 대한 선호도가 한식의 선

호도, 만족도 및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회귀분석

을 하였고, 한식의 선호도, 만족도 및 재구매의도에 K-Wave,

K-Drama, K-Pop, 및 K-Friend에 대한 선호도 중 어떤 요인

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응답

자의 국적은 중국이 94.7%로서 절대다수였으며, 5.3%가 일

본, 필리핀, 베트남, 몽골 등 기타 국가였다. 성별은 남자

56.52%, 여자 43.48%로 나타났고, 연령은 20대 68.01%, 30

대 31.99%였다. 학력은 대학 재학생 79.50%, 대학원 이상

20.50%였다. 직업은 학생 93.48%, 기타 6.52%였다. 직업을

기타로 답한 응답자는 유학생들 중에서 학부과정을 마치고,

대학원에 진학예정이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

Variable Content N(%)

Nationality
China

Others

305(94.72)

 17( 5.28)

Gender
Male

Female

182(56.52)

140(43.48)

Age
20-29 years old

30 years old Over

219(68.01)

103(31.99)

Education
University

Graduate School

256(79.50)

 66(20.50)

Job
Student

Others

301(93.48)

21( 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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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요인들의 평균값

외국인 유학생들의 K-Wave, K-Drama, K-Pop 및 K-

Friend의 4요인에 대한 선호도가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식에

대한 선호도, 만족도 및 재구매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를 조사하였다.

5점 척도로 측정된 각 요인들의 값이 얼마나 높은지를 쉽

게 알기 위하여, 먼저 요인별로 항목의 값을 합산하고, 다시

항목수로 나눈 평균값을 <Table 2>에 나타내었다.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인 K-Wave는 4.26, K-Drama는 4.36, K-Pop은

4.31, K-Friend는 4.45로 나타났는데, 이는 4요인에 대한 선

호도가 모두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한류 전반에 대해 매

우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영향을

받는 요인인 한식에 대한 선호도, 만족도 및 재구매의도 역

시 5점 척도 기준으로 평균값을 구하였는데, 한식에 대한 선

호도는 4.19, 만족도는 4.21 그리고 재구매의도는 4.13으로

나타나, 역시 매우 높은 점수라 할 수 있다.

3. K-Wave, K-Drama, K-Pop 및 K-Friend에 대한 선호도가

한식의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Table 3>은 외국인 유학생의 K-Wave에 대한 선호도가

한식에 대한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단순

회귀분석한 결과이고, <Table 4>은 외국인 유학생의 K-

Drama에 대한 선호도가 한식에 대한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을 조사하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한 결과이며, <Table 5>은

외국인 유학생의 K-Pop에 대한 선호도가 한식에 대한 선호

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한 결과

이다. 또한 <Table 6>은 외국인 유학생의 K-Friend에 대한

선호도가 한식에 대한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

하여 단순회귀분석한 결과이다. 이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K-Wave, K-Drama, K-Pop 및 K-Friend (이하 “4요인”이라

함)에 대한 선호도 각각은 한식에 대한 선호도에 유의적으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p=0.0001). 즉, 각 4요인에 대

한 선호도가 높을수록 한식에 대한 선호도 역시 높아진다는

<Table 2> Mean Values of Variables

Variable Factors Mean SD

Independent

Variables

Preference for K-Wave 4.26 0.49

Preference for K-Drama 4.36 0.51

Preference for K-Pop 4.31 0.49

Preference for K-Friend 4.45 0.51

Dependent

Variables

Preference for K-Food 4.19 0.47

Satisfaction for K-Food 4.21 0.48

Repurchase Intention for K-Food 4.13 0.51

*Items were reordered from the highest to the lowest based on their

Mean values

<Table 3> The Effect of K-Wave Preference on K-Food Preference

Independent Var. D.F.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t-Value Pr.

Intercept 1 2.0586 0.1934 10.64 0.0001

K-Wave Preference 1 0.5019 0.0450 11.14 0.0001

*Model F-Value=124.14 (Pr>F=0.0001), Adj. R-Square =0.2773.

<Table 4> The Effect of K-Drama Preference on K-Food Preference

Independent Var. D.F.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t-Value Pr.

Intercept 1 2.5022 0.2022 12.37 0.0001

K-Drama Preference 1 0.3885 0.0459  8.45 0.0001

*Model F-Value=71.45 (Pr>F=0.0001), Adj. R-Square= 0.1800.

<Table 5> The Effect of K-Pop Preference on K-Food Preference

Independent Var. D.F.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t-Value Pr.

Intercept 1 2.2781 0.2024 11.25 0.0001

K-Pop Preference 1 0.4451 0.0465  9.55 0.0001

*Model F-Value=91.28 (Pr>F=0.0001), Adj. R-Square= 0.2195.

<Table 6> The Effect of K-Friend Preference on K-Food Preference

Independent Var. D.F.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t-Value Pr.

Intercept 1 2.7966 0.2158 12.96 0.0001

K-Friend Preference 1 0.3149 0.0481  6.54 0.0001

*Model F-Value=42.80 (Pr>F=0.0001), Adj. R-Square=0.1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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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의미한다. 4요인 중에서 어떤 요인이 한식에 대한 선호

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강력한지를 검정하기 위하여 4요인

을 독립변수로 하고, 한식에 대한 선호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Table 7>과같이, 4요인 중에서 K-

Wave (p=0.0001)가 유의적으로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K-Drama (p=0.05)로 나타났다.

그러나 K-Pop과 K-Friend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의 설명력 정도를 나타내는 Adj. R-Square값이 0.3480

로 나타났는데, 이는 다중회귀분석의 특성으로 볼 때 매우

높은 수치이다. 따라서, 4요인은 개별적으로는 한식의 선호

도에 유의하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4요인 중 어떤 것이

큰 영향을 미치는 가를 본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로는 K-

Wave, K-Drama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며, K-Pop과 K-

Friend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Sun(2016)은 연변조선족은 한국과의 교류가 활발해

지면서 한국문화의 영향을 받은 새로운 식문화가 형성되고

있다고 하였고, Hong(2017)은 중국연변 지역 대학생의 한식

에 대한 인식 및 선호도를 연구한 결과, 조선족과 한족 대학

생은 전통적인 조선음식보다 최근 한국의 문화인 한국음식

들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4. K-Wave, K-Drama, K-Pop 및 K-Friend에 대한 선호도가

한식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Table 8~11>은 각각 외국인 유학생의 K-Wave, K-

Drama, K-Pop, 및 K-Friend 선호도가 한식에 대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한 결과이

다. 이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4요인은 한식에 대한 만

족도에 유의적으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p=0.0001).

즉, 각 4요인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수록 한식에 대한 만족도

역시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4요인 중에서 어떤 요인이

한식에 대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강력한지를 검정하

기 위하여 4요인을 독립변수로 하고, 한식에 대한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Table 12>과 같

이, 4요인 중에서 K-Wave (p=0.0496)가 긍정적으로 가장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K-Drama

(p=0.05)로 나타났다. 그러나 K-Pop과 K-Friend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의 설명력 정도를 나타내는 Adj.

R-Square값이 0.2645로 나타났다. 즉, 4요인은 개별적으로는

한식의 만족도에 긍정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만, 4요

인 중 어떤 것이 큰 영향을 미치는 가를 본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로는 K-Wave, K-Drama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며, K-

Pop과 K-Friend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Jo(2014)는 한국드라마 및 한국음악선호도가 한식레

스토랑 선택속성과 한식의 이용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며, 한국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한식레스토랑 선택속성과 이

용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5. K-Wave, K-Drama, K-Pop 및 K-Friend에 대한 선호도가

한식의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Table 13>은 외국인 유학생의 K-Wave에 대한 선호도가

<Table 7> The Effect of K-Food Preference on K-Food Preference

Independent Var. D.F.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t-Value Pr.

Intercept Preference 1 1.5019 0.2276 6.60 0.0001

K-Wave Preference 1 0.2652 0.0631 4.20 0.0001

K-Drama Preference 1 0.2252 0.1163 1.93 0.0500

K-Pop Preference 1 0.0505 0.1283 0.39 0.6939

K-Friend Preference 1 0.1762 0.1263 1.40 0.1638

*Model F-Value=35.27 (Pr>F=0.0001), Adj. R-Square=0.3480.

<Table 8> The Effect of K-Wave Preference on K-Food Satisfaction

Independent Var. D.F.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t-Value Pr.

Intercept 1 2.4559 0.2099 11.70 0.0001

K-Wave Preference 1 0.4134 0.0488  8.46 0.0001

*Model F-Value=71.53 (Pr>F=0.0001), Adj. R-Square=0.1801.

<Table 9> The Effect of K-Drama Preference on K-Food Satisfaction

Independent Var. D.F.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t-Value Pr.

Intercept 1 2.3846 0.2031 11.74 0.0001

K-Drama Preference 1 0.4200 0.0461  9.10 0.0001

*Model F-Value=82.76 (Pr>F=0.0001), Adj. R-Square=0.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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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에 대한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한 결과이고(p=0.0001), <Table 14>은 외국

인 유학생의 K-Drama에 대한 선호도가 한식에 대한 재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한

결과이며(p=0.0001), <Table 15>은 외국인 유학생의 K-Pop

에 대한 선호도가 한식에 대한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한 결과이다(p=0.0001). 또

한 <Table 16>은 외국인 유학생의 K-Friend에 대한 선호도

가 한식에 대한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

여 단순회귀분석을 한 결과이다(p=0.0036). 이들 표에서 보

는 바와 같이 각 4요인은 한식에 대한 재구매의도에 유의적

으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각 4요인에 대한 선

호도가 높을수록 한식에 대한 재구매의도도 역시 높아진다

는 것을 의미한다. 4요인 중에서 어떤 요인이 한식에 대한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강력한 것인가를 검정하기

위하여 4요인을 독립변수로 하고, 한식에 대한 재구매의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Table 17>과 같

이, 4요인 중에서 K-Friend (p=0.0004)가 긍정적으로 가장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K-Drama

(p=0.0016), K-Wave (p=0.0030)의 순이었다. 그러나 K-Pop

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의 설명력 정도를

나타내는 Adj. R-Square값이 0.2450로 나타났다. 즉, 4요인

은 개별적으로는 한식의 재구매의도에 긍정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만, 4요인 중 어떤 것이 큰 영향을 미치는 가

를 본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로는 K-Friend가 가장 큰 영향을

주며, 다음으로 K-Drama, K-Wave 순으로 나타났고, K-Pop

<Table 10> The Effect of K-Pop Preference on K-Food Satisfaction

Independent Var. D.F.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t-Value Pr.

Intercept 1 2.4561 0.2117 11.60 0.0001

K-Pop Preference 1 0.4084 0.0487  8.38 0.0001

*Model F-Value=70.28 (Pr>F=0.0001), Adj. R-Square=0.1775.

<Table 11> The Effect of K-Friend Preference on K-Food Satisfaction

Independent Var. D.F.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t-Value Pr.

Intercept 1 2.5579 0.2147 11.91 0.0001

K-Friend Preference 1 0.3730 0.0478  7.79 0.0001

*Model F-Value=60.69 (Pr>F=0.0001), Adj. R-Square=0.1568.

<Table 12> The Effect of K-Food Preference on K-Food Satisfaction

Independent Var. D.F.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t-Value Pr.

Intercept Preference 1 1.6715 0.2463 6.79 0.0001

K-Wave Preference 1 0.1346 0.0683 1.97 0.0496

K-Drama Preference 1 0.2413 0.1259 1.92 0.0500

K-Pop Preference 1 0.0632 0.1389 0.46 0.6493

K-Friend Preference 1 0.0020 0.1366 0.01 0.9883

*Model F-Value=24.08 (Pr>F=0.0001), Adj. R-Square=0.2645.

<Table 13> The Effect of K-Wave Preference on K-Food Repurchase Intention

Independent Var. D.F.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t-Value Pr.

Intercept 1 2.2602 0.2255 10.02 0.0001

K-Wave Preference 1 0.4395 0.0525  8.37 0.0001

*Model F-Value=70.01 (Pr>F=0.0001), Adj. R-Square=0.1769.

<Table 14> The Effect of K-Drama Preference on K-Food Repurchase Intention

Independent Var. D.F.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t-Value Pr.

Intercept 1 2.9030 0.2343 12.39 0.0001

K-Drama Preference 1 0.2820 0.0532  5.29 0.0001

*Model F-Value=28.03 (Pr>F=0.0001), Adj. R-Square=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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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4

요인과 한식의 선호도, 만족도, 재이용구매의도의 상관관계

를 조사하고자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국적은 중국이

94.7%, 나머지 5.3%가 일본, 필리핀, 베트남, 몽골 등 기타 국

가였다. 성별은 남자 56.52%, 여자 43.48%, 연령은 20대

68.01%, 30대 31.99% 그리고 학력은 대학 재학생 79.50%, 대

학원 이상 20.50%였다. 직업은 학생 93.48%, 기타 6.52%였다.

둘째, 한국거주 외국인 학생의 K-Wave, K-Drama, K-Pop

및 K-Friend선호도가 매우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K-

Food에 대한 선호도, 만족도 및 재구매의도도 또한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셋째, 각 K-Wave, K-Drama, K-Pop 및 K-Friend선호도는

K-Food에 대한 선호도 만족도 및 재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4요인 증에서 어떤 요인이 K-Food에 대한 선호도

만족도 및 재구매의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한식에 대한 선호도인

경우에는 K-Wave가 가장 설명력이 높은 요인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K-Drama이었으나 K-Pop과 K-Friend는 유의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식에 대한 만족도인 경우에도

K-Wave가 가장 영향력이 높았으며, 그 다음이 K-Drama이었

으나, K-Pop과 K-Friend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식에 대한 재구매의도의 경우에는 K-Friend가 가장 설명

력이 높은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시사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은 K-Drama, K-Wave순으로 나타났으며,

K-Pop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K-

Wave, K-Drama, K-Pop에 대한 선호도에 K-Friend에 대한

선호도를 더하여 K-Food에 대한 선호도, 만족도 및 재구매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조사하였으며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한식의 세계화를 위한 노력은 한국음식 그 자체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콘텐츠와 관련한 K-Wave,

K-Drama, K-Pop은 물론 K-Friend 선호도 개념을 도입한 다

각적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K-Wave 관련요인들이 대부분 민간분야에서 추진되

고 있는데, 보다 더 큰 확산을 위해서는 민간부분에서의 활

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차원에서도 지

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K-Drama에 대한 선호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어야 한다. 겨울연가, 대장금, 별에서 온 그대, 태양의 후예 등

에 버금가는 한국의 드라마를 더욱 적극적으로 수출하여야 하

고, 배용준, 최지우, 이영애, 이병헌, 권상우, 안재욱, 장나라,

송혜교, 송중기에 이을 새로운 우수한 K-Drama 스타의 발굴

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K-Drama는 드라마에서 연출되는 상

황과 소품으로 인해, K-Food의 뿐만이 아니라, K-Fashion으

로 연결되고, 사용한 화장품은 K-Beauty로 연결되고, 사용한

<Table 15> The Effect of K-Pop Preference on K-Food Repurchase Intention

Independent Var. D.F.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t-Value Pr.

Intercept 1 2.6706 0.2368 11.27 0.0001

K-Pop Preference 1 0.3392 0.0545  6.22 0.0001

*Model F-Value=38.73 (Pr>F=0.0001), Adj. R-Square=0.1052.

<Table 16> The Effect of K-Friend Preference on K-Food Repurchase Intention

Independent Var. D.F.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t-Value Pr.

Intercept 1 3.4121 0.2478 13.77 0.0001

K-Friend Preference 1 0.1623 0.0552  2.94 0.0036

*Model F-Value=8.62 (Pr>F=0.0036), Adj. R-Square=0.0232.

<Table 17> The Effect of K-Food Preference on K-Food Repurchase Intention

Independent Var. D.F.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t-Value Pr.

Intercept Preference 1 2.1359 0.2278 7.98 0.0001

K-Wave Preference 1 0.2217 0.0742 2.99 0.0030

K-Drama Preference 1 0.4346 0.1369 3.17 0.0016

K-Pop Preference 1 0.1426 0.1509 0.95 0.3454

K-Friend Preference 1 0.5351 0.1485 3.60 0.0004

*Model F-Value=21.83 (Pr>F=0.0001), Adj. R-Square=0.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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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은 K-IT로 연결되며, 드라마 촬영지는 K-Tour로 연

결되고, 이 모든 것들은 K-Shopping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K-Friend가 한식의 재구매의도에 높

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K-Friend에 대한

선호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한다. 한국소재

대학의 교수들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적응도를 높이고,

수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한국학생과

의 교류를 추천하기도 한다. 이는 유학생만을 위한 방안이

아니라 한국학생도 이를 통하여 외국어 습득의 기회 및 국

제적 안목을 넓힐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멘토-멘티(mentor-mentee)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이러한 활동에 정부의 예산이 반영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를 통하여 K-Food 뿐만이 아니라, K-Wave, K-

Drama, K-Fashion, K-Beauty, K-IT, K-Tour 및 K-Shopping

등으로 연결됨과 동시에 또한 그 기반 위에서 K-Food가 더

욱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섯째, 한식에 대한 선호도, 만족도 및 재구매의도를 설

명하는데 있어서 K-Pop은 다중회귀분석에서는 유의한 요인

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으나, 단순회귀분석에서는 유의한 변

수였으므로 K-Pop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요인이다. 가수

H.O.T.가 K-Pop의 장을 열었고, 그 뒤를 이어 보아, 비, 원

더걸스, 싸이 등은 물론 최근에는 방탄소년단 등의 활약 등

이 있는데, 정부차원에서의 꾸준하고 지속적인 뒷받침이 필

요할 것으로 본다. 또한 K-Pop팀 멤버에 중국인, 태국인 등

을 포함시킨 사례도 있지만, 아직은 미미한 상황이라 할 수

있는데, 이를 더욱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K-Pop관

련 오디션과 관련된 방송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부산에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조

사하였지만, 분석 결과 중국인 유학생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

였기 때문에 한국에 유학 온 전체 외국인 유학생의 결과로 보

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한류 관련 여러

요인들 중에서 K-Wave, K-Drama, K-Pop 및 K-Friend만을

조사하였는데, 한식의 세계화를 위한 다양한 접근방식의 모색

을 위해서 향후에는 K-Fashion, K-Beauty, K-IT, K-Tour 및

K-Shopping 등을 포함한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그러

나 이러한 연구의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자료가 유학생들

은 물론, 한식의 세계화에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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