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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요약

2

1. 조사 개요
가. 조사 목적

¡ 글로벌 한식 시장의 한식 소비 동향 및 외식 소비자 특성을 파악하여 향후 한식 세계화 정
책 수립 및 사업 기획의 기초 자료를 산출하고자 함

¡ 해외 한식 소비자들의 소비 행태 및 트렌드를 비교 분석하여 업계 관계자에게 제공, 사업 
추진 및 의사결정 시 활용 가능한 자료를 지원하고자 함

나. 조사 설계

구 분 내 용

조사 대상
1) 주요 16개 도시 거주 중인 20~59세 현지인(재외동포 및 한인 제외)
2) 월 평균 외식 빈도 1회 이상 (*부스터 샘플의 경우, 외식 빈도 3회 이상)

조사 대상 도시
뉴욕, LA, 토론토, 파리, 런던, 로마, 북경, 상해, 동경, 타이베이, 방콕, 쿠알라룸푸르, 자카르타, 시드니,
리우데자네이루, 두바이

표본 수 총 9,600명 (도시별 600명, 대표 샘플 500명 + 부스터 샘플 100명)

표본 추출법 도시별 성/연령별 인구비례 할당1)

조사 방법 온라인 조사

설문 길이 약 25분

2. 종합 요약
가. 외식 소비 지표

¡ 2018년 조사 16개 도시 기준 전체 외식 지출액은 전반적으로 증가 또는 유지되고 있음. 방
콕의 경우 전년 대비 외식 지출액이 200% 증가함. 한식당 지출액과 함께 보면, 동북아시아 
권역은 전체 외식 지출액이 감소한 반면 한식당 지출액이 증가한 것이 특징적임

¡ 업태별 월별 외식 이용 빈도는 고급식당이 1.4회 일반식당 3.3회, 패스트푸드 3.9회, 카페/
바 3.4회, 테이크아웃 4.2회임. 전년 대비 전반적으로 외식 이용 빈도가 증가한 것이 특징이
며, 특히 패스트푸드, 카페/바, 테이크아웃의 이용 빈도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함

¡ 월 평균 배달음식 및 간편식 이용 빈도는 각각 4.2회, 4.1회임. 배달음식은 주로 직접 조리
하는 것을 대신하여 선택하며, 시간 및 조리과정의 단축이 이점으로 작용함. 간편식의 경우, 
상업도시를 중심으로 주기적 구매 행태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배달음식 및 간편식으로는 
중국, 이탈리아, 미국 음식의 선호도 높음

1) 해당 도시의 국가 통계청 자료를 통해 실제 인구 수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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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식 소비 지표
¡ 전체 16개 도시 기준 한식 인지도(7점 척도 중 5~7점 선택 비율)는 54.0%임. 아시아 권역

의 한식 인지도는 타 권역 대비 높은 수준이며, 유럽 권역 도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권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한식은 ‘매운 음식’이라는 인식이 강함. 북미나 유럽의 주요 도시에

서는 ‘다양한 메뉴’를 가진 에스닉푸드라는 이미지 강함
¡ 한식 취식 경험자의 한식 만족도는 93.9%로 현지인들이 접하는 한식이 질적인 측면에서 상

당히 성장한 수준임을 알 수 있음
¡ 한식의 강점은 ‘맛’, ‘모양’, ‘식사의 간편함’이며, ‘요리의 간편함’, ‘고급스러움’, ‘친숙함’ 측면

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 결과를 보임
¡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한식 메뉴는 비빔밥, 치킨, 불고기, 전골, 전의 순임

다. 한식당 지표
¡ 전체 16개 도시 중 북경, 상해, 방콕, 자카르타는 한식당 방문 경험율이 가장 높음. 상대적

으로 방문 경험율이 가장 낮은 도시는 런던, 로마, 동경임
¡ 한식당 방문 경험자들은 ‘음식’, ‘서비스’, ‘분위기’에 대해 높이 평가한 반면 ‘가격’과 ‘프로모

션’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음
¡ 주요 에스닉푸드 식당과 한식당을 비교한 결과, ‘메뉴의 다양함’, ‘음식의 건강함’, ‘내부 분

위기’ 측면에서 한식당이 경쟁 우위에 있음. 반면 ‘신속한 서비스’, ‘격식 있는 서비스’, ‘의사
소통’, ‘음식의 양’ 측면에서는 중요도 대비 만족도가 낮음

라. 시사점
¡ 한식의 위상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는 한국에 대한 친숙함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함. 현지 식

재료를 활용한 한식 메뉴 개발, K-Pop 등 한국 문화와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 구상 등을 통
해 한식 진흥의 변환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배달음식 및 간편식 이용 행태를 살펴본 결과 월 평균 배달음식은 4.2회, 간편식은 4.1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외식 빈도 대비 약 1/4 수준으로 이용 빈도가 높은 편임. 이
러한 트렌드를 기회 요인으로 삼아 현지 한식당 경영 및 국내 외식기업 해외 진출 시 일반 
식당의 형태만이 아니라 배달음식이나 간편식 시장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살펴볼 필요 있음

¡ 아시아권은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한식을 접하는 경우 많으므로 한류스타 및 PPL을 활용하
여 홍보의 효과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함 

¡ 한식당의 경우 서비스 측면에서 개선 필요함. 단편적인 서비스 개선을 목표로 삼기 보다는 
기존의 한식당 경쟁력 강화 사업들과 더불어 전문 컨설팅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현지인들의 
기대 가치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한식의 저변 확대를 위해 질적 측면에서 향후 한식 인지도 외에 한식 취식자의 만족도 또한 
주요 지표로 트래킹할 필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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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조사 개요

6

1. 조사 배경 및 목적
가. 조사 배경

¡ 한식진흥원은 한식의 글로벌화와 한식 진흥 정책을 위한 조사를 다양하게 진행, 외식 관련 
해외 진출 기업 및 개인, 정부가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해 온 바 있음

¡ 이에 비교 가능한 지표들을 총 정리하고, 주요 지표를 지속적으로 트래킹 하여 한식의 글로
벌화와 한식 진흥 정책에 필요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 존재함

나. 조사 목적
¡ 글로벌 한식 시장의 한식 소비 동향 및 외식 소비자 특성을 파악하여 향후 한식 세계화 정

책 수립 및 사업 기획의 기초 자료를 산출하고자 함
¡ 해외 한식 소비자들의 소비 행태 및 트렌드를 비교 분석하여 업계 관계자에게 제공, 사업 

추진 및 의사결정 시 활용 가능한 자료를 지원하고자 함

2. 조사 수행 방법
가. 조사 설계
(1) 조사 설계

¡ 본 조사는 주요 16개 해외 도시에 거주하며, 월 1회 이상 외식 경험이 있는 일반 소비자 
500명 및 월 3회 이상 외식 경험이 있는 일반 소비자 100명(부스터 샘플)을 모집하여 도시
별 600명, 총 9,6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함

¡ 2017년 「글로벌 한식당 현황조사」를 통해 재외공관 소재 국가를 중심으로 118개국을 조
사한 결과 해외 한식당 수가 90개국 33,499개로 집계됨에 따라, 기존 10개 도시2)에 국한
된 한식 소비자 정보를 16개 도시로 확대하여 향후 효과적인 한식 산업 정책 수립 기반을 
마련하고자 기획함

¡ 2017년 조사 도시 10개(뉴욕, LA, 북경, 상해, 동경, 파리, 런던, 시드니, 방콕, 쿠알라룸푸
르)에 추가로 신규 6개 도시 선정을 위해 한식 시장이 확대되고 있거나, 앞으로 확대될 가
능성이 있는 도시를 중심으로 문헌자료 등을 탐색·분석함. 추가로 외부 전문가(정보 수요자 
포함) 의견을 수렴하여 ‘대륙별 분산 조사’의 성격을 감안, 최종적으로 6개 신규 도시(캐나
다 토론토, 이탈리아 로마, 대만 타이베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 
UAE 두바이) 선정함

2) (‘17년 조사도시) 뉴욕, LA, 북경, 상해, 동경, 파리, 런던, 시드니, 방콕, 쿠알라룸푸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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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 및 업계 전문가 자문위원을 구성하여 조사 설계 및 결과 해석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의
견을 수집, 정보의 효용성과 정책적 활용 극대화를 도모함

구 분 내 용

조사 대상

대표 샘플
1) 주요 16개 도시 거주 중인 20~59세 현지인(재외동포 및 한인 제외)
2) 월 평균 외식 빈도 1회 이상

부스터 샘플
1) 주요 16개 도시 거주 중인 20~59세 현지인(재외동포 및 한인 제외)
2) 월 평균 외식 빈도 3회 이상

표본 수 총 9,600명 (도시별 600명, 대표 샘플 500명 + 부스터 샘플 100명)

표본 추출법 도시별 성/연령별 인구비례 할당3)

표본 설계 배경
기존 연구와 모집단이 유사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등분산의 가정(equal variation assumption) 하에
‘도시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로 기존 방법을 준수함

조사 방법 온라인 조사

표집 틀 온라인 패널

설문 길이 약 25분

조사 기간 2018년 6월 15일 ~ 7월 27일

나. 응답자 특성
[표 II-1] 응답자 특성

(단위: %)

전체

북중미 유럽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남미·중동

미국 캐나다 프랑스 영국
이탈
리아 중국 일본 대만 태국

말레이
시아

인도네
시아 호주 브라질 UAE

뉴욕 LA 토론토 파리 런던 로마 북경 상해 동경
타이
베이 방콕

쿠알라
룸푸르

자카
르타 시드니

리우
데자
네이루 두바이

사례수 (9,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성
별

남 50.6 47.3 47.8 48.7 48.8 49.2 49.2 50.7 50.8 51.0 48.0 47.3 51.2 50.0 49.3 49.2 71.2

여 49.4 52.7 52.2 51.3 51.2 50.8 50.8 49.3 49.2 49.0 52.0 52.7 48.8 50.0 50.7 50.8 28.8

연
령
별

20대 25.3 27.8 28.2 23.7 22.8 26.7 18.0 22.5 26.0 21.8 19.7 23.2 30.2 30.8 26.8 27.0 29.3

30대 27.9 27.5 26.5 24.7 25.2 31.3 24.0 26.8 24.3 27.0 28.0 25.0 31.3 31.3 27.7 27.3 37.7

40대 25.3 22.5 23.8 25.5 26.3 23.3 31.2 23.8 28.2 29.3 26.8 27.0 21.8 22.8 24.2 24.2 23.7

50대 21.6 22.2 21.5 26.2 25.7 18.7 26.8 26.8 21.5 21.8 25.5 24.8 16.7 15.0 21.3 21.5 9.3

최
종
학
력

고졸
이하

20.8 22.8 25.5 24.8 26.7 36.5 49.0 3.7 5.5 26.8 8.3 13.2 18.2 15.5 15.5 33.2 8.2

대졸 53.5 49.2 51.3 52.0 29.7 36.3 19.8 82.5 82.0 60.8 64.5 69.0 50.0 76.3 25.2 55.2 51.5

대학
원졸

25.7 28.0 23.2 23.2 43.7 27.2 31.2 13.8 12.5 12.3 27.2 17.8 31.8 8.2 59.3 11.7 40.3

3) 해당 도시의 국가 통계청 자료를 통해 실제 인구 수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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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러두기
¡ 문항별 시계열 분석 시, 측정문항이 상이한 경우 주석 표기함
¡ 문항별 시계열 분석 시, 보기 또는 측정방법(척도, 순위 등)이 상이한 경우 주석 표기함
¡ 해당 연도에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도시의 경우 n/a로 표기함
¡ 시사점 및 제언 등은 한식진흥원 실무진과의 협의를 통해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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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식 인지도
가. 2018년도 글로벌 한식 인지도

¡ 2018년 한식 인지도 54.0%(16개 도시, 9,600명 기준)
¡ 아시아 권역의 한식 인지도는 타 권역 대비 높은 수준이며, 유럽 주요 도시의 한식 인지도

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그림 III-1] 2018년도 글로벌 한식 인지도_세계 주요 도시별

[표 III-1] 2018년도 글로벌 한식 인지도_세부 척도별 응답 현황

(단위: %, 점(7점 척도 평균))

전체

북미 유럽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남미·중동

뉴욕 LA
토론
토 파리 런던 로마 북경 상해 동경

타이
베이 방콕

쿠알
라룸
푸르

자카
르타

시드
니

리우
데자
네이
루

두바
이

7점 (매우 잘 알고 있다) 7.3 9.7 11.7 4.3 4.3 4.2 2.3 14.8 9.7 2.3 4.0 7.7 3.5 10.5 6.8 9.5 11.2

6점 (알고 있다) 21.1 20.2 24.0 16.7 13.8 13.5 14.3 31.3 27.0 8.3 17.7 15.8 20.7 34.8 20.8 15.3 43.2

5점 (알고 있는 편이다) 25.6 23.8 28.5 26.7 17.3 24.7 16.5 28.3 33.3 17.5 37.0 28.5 31.2 30.0 28.2 12.8 25.5

4점 (보통이다) 20.2 14.3 15.5 20.3 18.0 18.2 12.7 18.7 23.2 38.3 29.5 25.2 29.3 12.3 23.2 11.2 12.7

3점 (알지 못하는 편이다) 12.6 11.3 13.0 12.8 23.0 17.5 15.8 4.3 5.5 22.7 9.8 16.0 6.3 9.8 12.2 19.0 3.0

2점 (알지 못한다) 5.9 10.7 4.8 6.8 11.3 10.7 13.2 1.3 0.7 6.0 1.7 3.5 3.7 1.2 5.5 11.5 2.7

1점 (전혀 알지 못한다) 7.3 10.0 2.5 12.3 12.2 11.3 25.2 1.2 0.7 4.8 0.3 3.3 5.3 1.3 3.3 20.7 1.8

top3 (5,6,7점) 54.0 53.7 64.2 47.7 35.5 42.3 33.2 74.5 70.0 28.2 58.7 52.0 55.3 75.3 55.8 37.7 79.8

middle (4점) 20.2 14.3 15.5 20.3 18.0 18.2 12.7 18.7 23.2 38.3 29.5 25.2 29.3 12.3 23.2 11.2 12.7

bottom3 (1,2,3점) 25.9 32.0 20.3 32.0 46.5 39.5 54.2 6.8 6.8 33.5 11.8 22.8 15.3 12.3 21.0 51.2 7.5

7점 척도 평균(점) 4.43 4.31 4.81 4.10 3.76 3.91 3.35 5.25 5.08 3.92 4.70 4.50 4.53 5.15 4.57 3.68 5.32



11

나. ′17-′18년도 한식 인지도 변화 원인 분석_전년 대비 인지도 하락 원인  
■ 전년도 대비 7점 척도 중 3~4점(보통이다/알지 못하는 편이다) 응답 비율 증가  
¡ 전년 대비 한식 인지도 변화를 살펴본 결과, 5~7점을 선택한 비율은 감소한 반면 3점 또는 

4점을 선택한 비율은 증가함4)
¡ 또한 1~2점(알지 못한다, 전혀 알지 못한다)의 응답율은 전년도 대비 하락함
¡ 한식 인지도 측정을 위한 척도별 응답율 변화에서 볼 수 있듯이, 전년도 대비 3~4점 선택

한 비율이 증가하여 전체 한식 인지도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됨
[표 III-2] 기존 10개 도시의 한식 인지도 연도별 추이

(단위: %, 점(7점 척도 평균))
2018년

(전체 16개 도시)
2018년

(10개 도시)
2017년

(10개 도시)
GAP ('18-'17)
(10개 도시)

7점 (매우 잘 알고 있다) 7.3 7.5 9.5 ▼2.0
6점 (알고 있다) 21.1 19.6 25.6 ▼6.0
5점 (알고 있는 편이다) 25.6 26.1 29.0 ▼2.9
4점 (보통이다) 20.2 22.4 12.9 ▲9.5
3점 (알지 못하는 편이다) 12.6 13.2 8.5 ▲4.7
2점 (알지 못한다) 5.9 5.8 7.0 ▼1.2
1점 (전혀 알지 못한다) 7.3 5.5 7.5 ▼2.0

top3 (5~7점) 54.0 53.2 64.1 ▼10.9
middle (4점) 20.2 22.4 12.9 ▲9.5
bottom3 (1~3점) 25.9 24.5 23.0 ▲1.5
7점 평균 4.43 4.46 4.64 ▼0.18

■ 연령별 큰 차이는 없으나, 전반적으로 3~4점 응답율 전년도 대비 증가함  
¡ 전년 대비 연령이 높을수록 3점(알지 못하는 편이다) 응답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4

점(보통이다) 응답율은 모든 연령대에서 전년도 대비 감소함
¡ 전반적으로 20대는 다른 연령대 대비 전년도와의 척도 항목별 응답율 차이가 크지 않은 편

이며, 변화의 폭은 40~50대에서 조금 더 두드러진 것으로 파악됨
¡ 향후 한식 인지도 제고 측면에서 40~50대 층 대상 한식의 내용적인 측면의 전파 활동이 효

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표 III-3] 기존 10개 도시의 한식 인지도 연도별 추이_세부 연령대별

(단위: %, 점(7점 척도 평균))

10개 도시 평균 20대 30대 40대 50대

‘18 ‘17
GAP
('18-'17) ‘18 ‘17

GAP
('18-'17) ‘18 ‘17

GAP
('18-'17) ‘18 ‘17

GAP
('18-'17) ‘18 ‘17

GAP
('18-'17)

사례수 (6,,000) (6,000) - (1,536) (1,642) - (1,636) (1,687) - (1,502) (1,506) - (1,326) (1,165) -
7점 (매우 잘 알고 있다) 7.5 9.5 ▼2.0 9.7 10.7 ▼1.0 8.1 11.9 ▼3.8 6.6 9.6 ▼3.0 5.1 4.1 ▲1.0
6점 (알고 있다) 19.6 25.6 ▼6.0 20.4 25.4 ▼5.0 21.7 29.2 ▼7.5 18.7 22.6 ▼3.9 16.9 24.4 ▼7.5
5점 (알고 있는 편이다) 26.1 29.0 ▼2.9 28.0 27.6 ▲0.3 28.4 29.7 ▼1.3 25.6 29.7 ▼4.1 21.9 29.2 ▼7.3
4점 (보통이다) 22.4 12.9 ▲9.5 20.1 11.7 ▲8.4 23.7 12.5 ▲11.1 22.6 14.0 ▲8.6 23.3 13.9 ▲9.4
3점 (알지 못하는 편이다) 13.2 8.5 ▲4.7 11.1 9.0 ▲2.1 11.6 6.6 ▲5.0 14.2 9.0 ▲5.2 16.4 9.9 ▲6.6
2점 (알지 못한다) 5.8 7.0 ▼1.2 5.9 7.6 ▼1.8 3.4 4.6 ▼1.3 6.7 8.5 ▼1.8 7.8 7.8 -
1점 (전혀 알지 못한다) 5.5 7.5 ▼2.0 4.9 8.0 ▼3.1 3.2 5.5 ▼2.3 5.7 6.5 ▼0.8 8.5 10.7 ▼2.2
top3 (5~7점) 53.2 64.1 ▼10.9 58.1 63.7 ▼5.6 58.1 70.8 ▼12.6 50.9 62.0 ▼11.1 43.9 57.7 ▼13.8
middle (4점) 22.4 12.9 ▲9.5 20.1 11.7 ▲8.4 23.7 12.5 ▲11.1 22.6 14.0 ▲8.6 23.3 13.9 ▲9.4
bottom3 (1~3점) 24.5 23.0 ▲1.5 21.9 24.6 ▼2.7 18.2 16.7 ▲1.5 26.6 24.0 ▲2.5 32.8 28.4 ▲4.4
7점 척도 평균(점) 4.46 4.64 ▼0.17 4.60 4.62 ▼0.02 4.68 4.91 ▼0.23 4.38 4.58 ▼0.20 4.13 4.33 ▼0.19

4) 연도별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2017년 조사 대상 도시였던 10개 도시(뉴욕, LA, 파리, 런던, 북경, 상해, 동경, 방콕, 
쿠알라룸푸르, 시드니)에 대한 수치를 제시 및 비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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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조사 대상 도시의 1점(‘전혀 알지 못한다’) 응답 비율 高
¡ 기존 10개 도시와 신규 6개 도시의 응답을 비교한 결과, 토론토·로마·리우데자네이루 등 일

부 신규 도시의 1점 응답 비율 높음. 실제로 한식당 방문 경험5), 한국 문화 인지도 등에서 
타 도시 대비 낮은 결과를 보여 현지 공관 및 관계 기관, 단체 등과 연계한 한식 홍보가 필
요할 것으로 보임

[표 III-4] 2018년도 글로벌 한식 인지도_신규 및 기존 도시 비교

(단위: %, 점(7점 척도 평균))

기존
10개 도시
평균

신규 6개 도시 GAP (신규
6개 도시-
기존 10개
도시)

신규 도시
평균 토론토 로마 타이베이 자카르타

리우데
자네이루 두바이

7점 (매우 잘 알고 있다) 7.5 7.0 4.3 2.3 4.0 10.5 9.5 11.2 ▼0.5
6점 (알고 있다) 19.6 23.7 16.7 14.3 17.7 34.8 15.3 43.2 ▲4.1
5점 (알고 있는 편이다) 26.1 24.8 26.7 16.5 37.0 30.0 12.8 25.5 ▼1.3
4점 (보통이다) 22.4 16.4 20.3 12.7 29.5 12.3 11.2 12.7 ▼6.0
3점 (알지 못하는 편이다) 13.2 11.7 12.8 15.8 9.8 9.8 19.0 3.0 ▼1.5
2점 (알지 못한다) 5.8 6.2 6.8 13.2 1.7 1.2 11.5 2.7 ▲0.4
1점 (전혀 알지 못한다) 5.5 10.3 12.3 25.2 0.3 1.3 20.7 1.8 ▲4.9

top3 (5~7점) 53.2 55.4 47.7 33.2 58.7 75.3 37.7 79.8 ▲2.2
middle (4점) 22.4 16.4 20.3 12.7 29.5 12.3 11.2 12.7 ▼6.0
bottom3 (1~3점) 24.5 28.2 32.0 54.2 11.8 12.3 51.2 7.5 ▲3.7
7점 평균 4.46 4.38 4.10 3.35 4.70 5.15 3.68 5.32 ▼0.08

■ K-Pop에 대한 관심 증가와 국제 사회 이슈의 영향6)
¡ 2016년 한국 연상 이미지 1위는 ‘한식’(12.5%)으로 1위를 차지한 반면, 2017년 한국 연상 

이미지 1위는 ‘K-Pop'(16.6%)이었으며 한식은 5위(7.5%)로 나타남
¡ K-Pop의 인기가 폭발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한국 드라마, 한국 음악(K-Pop), 한국 영화, 

한국 음식 등이 전파되는 것을 통틀어 일컫던 ‘한류(韓流, Hallyu, K-Waver)’가 점차 
K-Pop으로 집중되는 추세임

¡ 또한 K-Pop외에 북한 관련 이슈(1위: K-Pop, 2위: 북한/북핵 위협/전쟁위험, 3위: IT산업, 
4위: 드라마, 5위: 한식 순)가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해외 현지로의 한류 콘텐
츠(한식 포함) 전파 확산에 있어 북한 이슈가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됨

5) 「2017 글로벌 한식당 현황조사」(한식진흥원, 2017)에 따르면 로마와 리우데자네이루의 한식당 수는 각각 9개, 2개로 조사됨
6) 「글로벌 한류트렌드」(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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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식 만족도
가. 2018년도 글로벌 한식 만족도 종합

¡ 한식 취식 경험자의 한식 만족도는 93.9%임
¡ 한식을 먹어본 대부분의 경험자들이 90% 넘게 만족한다는 것을 통하여 해외에서 현지인들

이 접하는 한식이 질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성장한 수준임을 알 수 있음

[그림 III-2] 2018년도 글로벌 한식 만족도_세계 주요 도시별

(base: 한식 인지자 중 한식 취식 경험자, 단위: %(top3))

[표 III-5] 2018년도 글로벌 한식 만족도_연도별 추이

(base: 한식 인지자 중 한식 취식 경험자, 단위: %(top3), 점(7점 척도 평균))

북미 유럽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남미·중동

전체 뉴욕 LA
토론
토 파리 런던 로마 북경 상해 동경

타이
베이 방콕

쿠알
라룸
푸르

자카
르타

시드
니

리우
데자
네이
루

두바
이

2018년 93.9 94.3 94.7 93.5 97.3 91.3 95.7 95.9 92.7 82.0 91.1 94.8 94.9 93.8 92.1 96.6 96.3

7점 척도 평균(점) 5.90 6.07 6.18 5.97 6.15 5.92 6.04 5.83 5.69 5.31 5.53 5.94 5.85 5.92 5.95 6.23 5.88

2017년 83.2 89.2 87.7 n/a 89.9 84.0 n/a 82.2 81.3 54.2 n/a 87.6 89.5 n/a 82.1 n/a n/a

7점 척도 평균(점) 5.50 5.74 5.77 n/a 5.69 5.61 n/a 5.48 5.40 4.60 n/a 5.63 5.58 n/a 5.42 n/a n/a

* top3%는 7점 척도 만족도 문항(전혀 만족하지 않는다(1점)-만족하지 않는다(2점)-다소 만족하지 않는다(3점)-보통이다(4점)-만족하
는 편이다(5점)-만족한다(6점)-매우 만족한다(7점))의 결과 중 긍정 상위 3개(매우 만족한다-만족한다-만족하는 편이다)응답비율을 
의미함

* 2017년과 2018년의 조사규모(′17년 10개 도시, ′18년 16개 도시) 및 대상(′17년 한식 인지자, ′18년 한식 취식자) 상이하여 GAP 표기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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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식당 방문 경험 및 방문 빈도
가. 한식당 방문 경험

¡ 한식당 방문 비율은 63.1%임
¡ 중국(북경, 상해) 및 동남아시아 도시의 한식당 방문 비율이 타 권역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

로 높음. 반면 북미 및 유럽 도시는 40~50%대로 아시아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음
¡ 전년 대비 한식당 방문 경험율은 전체적으로 증가함. 전 세계적으로 해외 한식당이 증가하

는 추세에 따라 현지인의 한식당 방문 경험 기회가 증가한 것으로 보임7)

[그림 III-3] 한식당 방문 경험_세계 주요 도시별

(단위: %)

[표 III-6] 한식당 방문 경험_시계열 분석

(단위: %)

북미 유럽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남미·중동

전체 뉴욕 LA
토론
토 파리 런던 로마 북경 상해 동경

타이
베이 방콕

쿠알
라룸
푸르

자카
르타

시드
니

리우
데자
네이
루

두바
이

GAP ('18-'17) n/a ▲9.3 ▲11.4 n/a ▲7.3 ▲6.5 n/a ▲7.3 ▲7.0 ▲2.1 n/a ▲7.8 ▼2.2 n/a ▲14.5 n/a n/a

2018년 63.1 56.5 66.2 50.7 52.5 42.7 39.8 83.3 79.0 27.8 77.3 80.8 74.0 82.2 55.3 49.3 91.5

2017년 54.7 47.2 54.8 n/a 45.2 36.2 n/a 76.0 72.0 25.7 n/a 73.0 76.2 n/a 40.8 n/a n/a

* 위 차트 및 표의 수치는 한 달 평균 ‘1회 이상 한식당을 방문한다‘고 응답한 비율을 의미함
* 2017년과 2018년의 조사규모(′17년 10개 도시, ′18년 16개 도시) 상이하여 전체 값의 GAP 표기하지 않음

7) 「2017 글로벌 한식당 현황 조사」(한식진흥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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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식당 방문 빈도
¡ 한식당 방문 경험자의 평균 방문 빈도는 월 평균 2.4회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임
¡ 대부분의 도시가 평균 2회 정도의 빈도로 집계된 가운데, 두바이가 월 평균 4.5회로 가장 

높으며, 동경이 1.4회로 가장 낮음
¡ 동북아시아 권역이 타 권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한식당 방문 빈도가 낮게 나타남

[그림 III-4] 한식당 방문 빈도_세계 주요 도시별

(base: 한식당 방문 경험자, 단위: 회/월)

[표 III-7] 한식당 방문 빈도_시계열 분석

(base: 한식당 방문 경험자, 단위: 회/월)

북미 유럽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남미·중동

전체 뉴욕 LA
토론
토 파리 런던 로마 북경 상해 동경

타이
베이 방콕

쿠알
라룸
푸르

자카
르타

시드
니

리우
데자
네이
루

두바
이

GAP ('18-'17) n/a ▲0.1 - n/a ▲0.4 ▼0.2 n/a ▲0.2 ▲0.3 ▼0.1 n/a - ▲0.2 n/a ▲0.5 n/a n/a

2018년 2.4 2.5 2.2 2.0 2.1 2.0 2.1 2.0 1.9 1.4 1.8 2.1 2.4 2.5 2.2 2.7 4.5

2017년 2.0 2.4 2.2 n/a 1.7 2.2 n/a 1.8 1.6 1.5 n/a 2.1 2.2 n/a 1.7 n/a n/a

* 2017년과 2018년의 조사규모(′17년 10개 도시, ′18년 16개 도시) 상이하여 전체 값의 GAP 표기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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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식당 만족도 및 추천·재방문 의향
¡ 한식당 방문자의 만족도 및 추천 의향은 약 90% 수준임
¡ 북경과 상해 현지인들의 평가가 가장 긍정적인 반면 같은 동북아시아 도시인 동경과 타이베

이는 상대적으로 만족도 및 추천 의향 낮음
¡ 한식당 방문 경험자 10명 중 8~9명이 ‘한식당을 다시 방문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함. 이는 

한식당에 대한 높은 만족도가 재방문 의향으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임

[그림 III-5] 한식당 만족도 및 추천 의향_세계 주요 도시별

(base: 한식당 방문 경험자, 단위: %(top3))

* top3%는 7점 척도 만족도/추천의향 문항(전혀 만족/추천하지 않는다(1점)-만족/추천하지 않는다(2점)-다소 만족/추천하지 않는다
(3점)-보통이다(4점)-만족/추천하는 편이다(5점)-만족/추천한다(6점)-매우 만족/추천한다(7점))의 결과 중 긍정 상위 3개(매우 만족
한다-만족한다-만족하는 편이다)응답비율을 의미함

[그림 III-6] 한식당 (재)방문 의향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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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및 제고방안

¡ (한식 인지도) 한식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인 유럽, 남미 지역은 빵, 면류, 
육류 등 해당 지역의 식재료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한식 메뉴 개발과 진출을 통한 한
식 현지화 전략이 한식 인지도 제고에 있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또한 유럽 및 
남미 지역의 대중적 문화, 스포츠 등의 분야에서 한식 전파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음.

최근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며, 중국과의 무역 거래에 
있어서도 규제가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추세이기에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외국인의 한국 방문과 한식 인지도 제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해외 현지인이 한국을 방문하여 한식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확대하는 
것은 한식 인지도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됨. 또한, 현재 국제 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유지하는 동시에 'KCON(Korea Convention)8)'과 같은 
글로벌 규모의 페스티벌과 연계하여 한식을 홍보한다면, 현지에서의 한식 전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한식 진흥의 변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됨.

2018년도 현재, 해외로의 한식 전파 활동은 다양하고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지금보다 세계 속의 한식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지인들의 한국 및 한식 문화에 
대한 친숙함을 높일 수 있는 정책으로 유인할 필요가 있음. 한식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를 전파하기 위하여 현지인들이 한국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해야 함. 예를 들어 특정 한식 메뉴에 대해 현지 식재료를 활용한 레시피를 개발
하고 한국 문화에 대한 스토리텔링도 보급하여 현지에서 지금보다 쉽고 편하게 한식을 
일상생활에서 즐길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 있음.

¡ (한식 만족도) 한식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도시에 대하여 해당 도시의 
한식이 적정 수준으로 제공되는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각 
도시별 맞춤 전략을 통하여 한식의 현지화 및 접근 장벽을 낮추는 방법을 모색해야 
함. 예컨대 한식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동경의 경우 한식의 고급스러움과 모양에 
대해 개선 전략 수립할 필요 있음.9) 

8) CJ그룹이 2012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세계 최대급 K-Culture 페스티벌로, K-POP, K-드라마, K-무비 등 문화 콘텐츠와 IT, 
패션, 뷰티 등 첨단·제조업까지 ‘한류의 모든 것’을 테마로 컨벤션과 콘서트를 결합한 최초의 K-Culture 페스티벌임. 2018년 10
월 현재까지 총 8개국 11개 도시에서 개최됨

9) 동경의 한식 속성별 평가에서 ‘고급스러움(12.6%)’과 ‘모양이 좋음(27.5%)’ 항목이 가장 낮게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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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식당 방문 경험 및 방문 빈도) 북미 및 유럽은 경쟁 에스닉푸드 종류가 다양하고 
중국 및 이탈리아 음식의 외식 시장 점유율이 높으나,10) 아시안 푸드에 대한 거부감이 
낮은 만큼 현지인을 이끌 수 있는 한식당만의 전략이 필요함. 예를 들어 현지 식재료를 
활용한 퓨전음식 등 한식당 메뉴 추가 개발을 통하여 한식당으로의 유입 기대할 수 
있음.

현지 가장 많은 한식당11)이 운영되는 동북아시아 권역의 한식당 방문 빈도가 타 
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해당 권역의 한식당 운영 실태와 제반 
사항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점검해야할 시점인 것으로 보임.

¡ (한식당 만족도) 한식당 만족도는 높은 편이며 한식당 추천 의향 또한 양호한 편임. 
한식당을 방문해본 해외 현지인들은 대부분 한식당을 재방문하지만, 한식당 방문 
미경험자들의 경우 해외 한식당의 적극적인 홍보와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한식당 만족도 및 추천 의향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동경 및 타이베이에 
대한 시장 분석을 통하여 한식당 육성 전략을 수립해야 함.

¡ (종합) 한식의 양적 성장에 맞춰 질적 측면에서의 동반 성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몇몇 지역의 경우 한식에 대해 아직 생소하게 느끼는 경우도 있어, 해당 지역에 대해
서는 현지화 메뉴 개발 및 글로벌 규모의 페스티벌과의 연계 홍보를 통하여 현지인들이 
한식을 보다 쉽고 편하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할 필요 있음. 세계 주요 
도시별 한식 이용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시별 맞춤 전략을 수립하면 한식에 대한 
질적 성장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10) 최다 방문 에스닉 식당: [북미] 중국 > 미국 > 이탈리아 음식, [유럽] 이탈리아 > 중국 > 일본 음식
11)  「2017 글로벌 한식당 현황 조사」(한식진흥원, 2017) 결과에 따르면 한식당 수는 중국(15,985개), 일본(9,238개), 대만(858개)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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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식 지출액
¡ 전체 외식 지출액은 전년 대비 전반적으로 증가 또는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방콕의 경우 

전년 대비 외식 지출액이 약 200% 상승한 것이 특징적임
¡ 각 도시의 외식 지출액을 한식당 지출액과 함께 살펴보면 동북아시아의 경우 북경 및 상해

는 전체 외식 지출액이 감소한 반면 한식당 지출액은 증가함. 반면 뉴욕의 경우 전체 외식 
지출액이 증가한 반면 한식당 지출액은 다소 감소하여, 한식당 외 타 에스닉 식당에서의 지
출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됨

[표 IV-1] 전체 외식 지출액_연도별 추이

(단위: 현지 화폐/1회 1인당)

북미 유럽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남미·중동

뉴욕 LA
토론
토 파리 런던 로마 북경 상해 동경

타이
베이 방콕

쿠알
라룸
푸르

자카
르타

시드
니

리우
데자
네이
루

두바
이

GAP
('18-'17)

▲10.4 ▼3.7 n/a ▲6.7 ▲0.6 n/a ▼6.2 ▼6.2 ▲68.3 n/a ▲507.9 ▼6.2 n/a ▼3.8 n/a n/a

2018년 61.8 38.7 37.5 33.6 35.1 30.3 124.1 136.5 2425.9 769.4 1015.1 69.7 139493.1 50.5 92.1 229.6

2017년 51.4 42.4 n/a 26.9 34.5 n/a 130.3 142.7 2357.6 n/a 507.2 75.9 n/a 54.3 n/a n/a

2018년
(KRW)

70,241 43,986 32,545 43,733 51,692 39,439 20,301 22,330 24,490 28,221 35,031 19,028 10,448 40,530 28,394 71,033

* ‘2018년(KRW)’는 도시별 비교 가능하도록 원화(KRW)으로 환산하여 표기함 (환율 기준일: 2018년 10월 23일)
* 국가별 화폐단위 상이하여 16개 도시의 전체 평균값 별도 제시하지 않음

[표 IV-2] 한식당 지출액_연도별 추이

(단위: 현지 화폐/1회 1인당)

북미 유럽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남미·중동

뉴욕 LA
토론
토 파리 런던 로마 북경 상해 동경

타이
베이 방콕

쿠알
라룸
푸르

자카
르타

시드
니

리우
데자
네이
루

두바
이

GAP
('18-'17)

▼2.9 ▼13.4 n/a ▲4.4 ▼5.3 n/a ▲53.2 ▲65.3 ▲129.7 n/a ▲126.3 ▼4.2 n/a ▼6.0 n/a n/a

2018년 47.1 29.7 27.9 28.6 28.1 23.1 149.0 160.6 2372.9 442.6 556.4 57.3 161077.0 39.7 85.8 167.9

2017년 50.0 43.1 n/a 24.2 33.4 n/a 95.8 95.3 2243.2 n/a 430.1 61.5 n/a 45.7 n/a n/a

2018년
(KRW)

53533.2 33756.7 24213.5 37225.1 41383.1 30067.4 24374.3 26272.5 23955.0 16234.2 19201.3 15642.8 12064.6 31862.2 26451.7 51944.4

* ‘2018년(KRW)’는 도시별 비교 가능하도록 원화(KRW)으로 환산하여 표기함 (환율 기준일: 2018년 10월 23일)
* 국가별 화폐단위 상이하여 16개 도시의 전체 평균값 별도 제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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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당 이용 빈도
¡ 식당 이용 빈도는 전년 대비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이 특징임
¡ 업태별로 살펴보면, 패스트푸드, 카페/바, 테이크아웃의 이용 빈도는 2017년에 비하여 2배 

이상 증가함
¡ 이는 보다 다양한 활동에 시간을 소비하고자 하는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직접 재료를 준비하여 요리를 하기보다는 식당을 방문하거나 테이크아웃하여 먹는 것
이 비용이나 시간 측면에서 절약이 가능하기 때문임

[그림 IV-1] 업태별 식당 이용 빈도_연도별 추이

(단위: 회/월)

¡ 연령대별 결과를 살펴보면, 20~30대의 식당 이용 빈도가 40~50대 대비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이는 최근 주요 소비 주체로 언급되는 ‘밀레니얼 세대12)’와 연관 지어 해석이 가능함. 
조사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외식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함

[그림 IV-2] 업태별 식당 이용 빈도_연령대별 비교

(단위: 회/월)

12) Y 세대는 X 세대의 뒤를 잇는 인구집단. 주로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 출생한 세대를 주로 일컫는다. 2018년 1월 
기준 밀레니얼 세대(millennials)는 약 25억 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넘는다. 「‘미래 기업 운영의 뇌관’ 밀레니얼 세대 
공략법」 (삼성 스페셜 리포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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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밀레니얼 세대의 소비성향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 의 신용카드 지출내역을 분석한 결과
밀레니얼 세대와 전통세대의 소비행동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밀레니얼 세대는 외식비용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데이터는 2016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의
12개월 동안의 데이터를 분석결과이다.

출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및 디지털마케팅 전략 트렌드
(디지털리테일컨설팅그룹, 2018.04.16, http://www.marketcast.co.kr/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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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달 및 간편식13) 이용 현황
¡ 앞서 언급된 외식의 생활화와 더불어 배달음식과 간편식에 대한 이용도 늘고 있는 추세임. 

실제로 전체 외식 빈도 대비 배달음식 및 간편식 이용 빈도를 비교했을 때 약 1/4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매우 높은 빈도를 보임

¡ 배달음식 및 간편식의 이용 행태에서도 ‘더 간편하고, 더 간단함’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라이
프스타일이 반영됨. 조사에 따르면 배달음식은 주로 직접 조리하는 것을 대신하여 선택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시간이 덜 걸리고 조리 과정이 불필요한 점이 주요 이점으로 작용함. 간편
식의 경우 아직까지는 먹고 싶을 때마다 사서 먹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상업적으로 발달한 
대도시를 중심으로(LA, 동경, 두바이) 주기적 구매자 역시 늘고 있는 추세임. 또한, 간편식
을 이용하는 장소는 ‘집’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는 특정 상황이나 환경으로 인해 간편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식 식사 개념으로 선택함을 보여줌

[그림 IV-3] 배달음식 및 간편식 이용 빈도14)

(단위: 회/월)

13) 간편식(HMR: Home Meal Replacement)은 단순한 조리 과정만 거치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식재료를 가공·조리·
포장해 놓은 식품을 의미함. (농림축산식품부, aT 주관 「 2017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 - 간편식 시장」)

14) 배달음식 및 간편식은 전체 외식 빈도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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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4] 배달음식 이용 목적

(base: 배달음식 이용 경험자, 단위: %)

[그림 IV-5] 간편식 이용 행태

(base: 간편식 이용 경험자, 단위: %)



25

¡ 이렇듯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라 배달음식과 간편식이 하나의 주요한 외식 카테고리로 성
장하고 있으며, 한식 역시 이러한 흐름을 기회요인으로 적용할 수 있음

¡ 한식 취식 미경험자에게 ‘한식을 취식한 적 없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물리적 접근성이 부
족하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을 차지함

[그림 IV-6] 한식 미취식 이유

(base: 한식 인지자 중 취식 미경험자,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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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음식 및 간편식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소비자들은 여러 에스닉푸드를 접하게 되는데, 아
직까지 한식은 중국이나 이탈리아, 미국 음식에 비해 점유율이 높지 않은 편임

¡ 그러나 한식을 포함 총 11개의 대표 에스닉푸드를 제시했을 때 5순위 안에 든다는 것은 배
달음식이나 간편식으로서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선호율이 특히 도
드라지는 일부 도시들(북경, 상해, 쿠알라룸푸르, 자카르타)의 결과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
음

[그림 IV-7] 배달음식 및 간편식 선호 에스닉푸드

(base: 배달음식/간편식 이용 경험자, 단위: %)

[표 IV-3] 배달음식 및 간편식 ‘한식’ 선호도_도시별 비교

(base: 배달음식/간편식 이용 경험자, 단위: %)

북미 유럽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남미·중동

전체 뉴욕 LA
토론
토 파리 런던 로마 북경 상해 동경

타이
베이 방콕

쿠알
라룸
푸르

자카
르타

시드
니

리우
데자
네이
루

두바
이

배달음식 8.6 4.5 4.9 5.3 5.7 3.6 3.5 13.0 11.4 0.4 5.1 8.7 13.1 18.8 4.8 7.6 17.2

간편식 9.9 6.3 7.6 6.0 6.2 4.0 5.5 12.7 12.4 3.7 8.1 8.3 15.1 20.6 5.2 6.3 17.4

* 위 표의 수치는 배달음식 및 간편식 이용 시 ‘한식을 가장 자주 취식한다’고 응답한 비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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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및 제고방안

¡ (배달 및 간편식 이용 현황) 세계 각국에서는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라 배달음식과 
간편식이 하나의 주요한 외식 카테고리로 성장하고 있으며, 한식 역시 이러한 흐름을 
기회요인으로 적용할 수 있음.

한식당에서의 한식 소비와 더불어 배달식, 간편식 등으로 소비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현지에서 운영 중인 한식당(프랜차이즈 포함)에서 배달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 메뉴 개발 및 서비스 제공 환경 구축에 있어 
정부 지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또한 ‘한식을 취식한 적 없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물리적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을 차지함. 배달음식과 간편식은 일반 
식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접근성 측면에서 제약이 덜함. 때문에 현지 한식당 운영 및 
국내 외식기업 해외 진출 시, 일반 식당의 형태만을 한식 진출의 발판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배달음식이나 간편식 시장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살펴볼 필요 있음. 또한 대형
몰의 푸드코트에 입점하는 방식을 적극 장려하여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한식의 
이미지를 점진적으로 확산시킨다면, 한식 소비의 양적 확산에 있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종합) 전체적으로 외식 비용 및 빈도가 늘어나고 있어, 외식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임을 알 수 있음. 배달 및 간편식 이용 또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 들어 간편하고 빠르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이러한 트렌드에 발맞추어, 프랜차이즈를 포함한 현지 
한식당에서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간편식을 출시‧유통할 수 있는 기업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한식을 배달음식과 간편식의 형태로 소개한다면 접근성도 높아
지고 식당에 비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접할 수 있기 때문에 한식을 먹어보지 않은 
현지인들도 보다 쉽게 한식 취식을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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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식 인지경로
¡ 한식을 알게 되는 주된 경로는 ‘주변 지인의 소개’와 ‘주변 한식당 방문’으로 나타남
¡ 북미 및 유럽은 음식 관련 축제나 이벤트를 통하여 한식을 접하게 되는 경우도 많음
¡ 아시아권은 타 권역에 비하여 영화나 드라마, 쇼와 같은 방송 프로그램에 한식이 등장하여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주변 한식당을 방문하여 한식을 알게 된 경우는 북미나 유럽
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음

[그림 V-1] 한식 인지경로_권역별 비교

(base: 한식 인지자, 단위: %, 각 권역별 상위 3개 제시)

[표 V-1] 한식 인지경로_세계 주요 도시별

(base: 한식 인지자, 단위: %, 기타 응답 제외)

북미 유럽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남미·중동

전체 뉴욕 LA
토론
토 파리 런던 로마 북경 상해 동경

타이
베이 방콕

쿠알
라룸
푸르

자카
르타

시드
니

리우
데자
네이
루

두바
이

사례수 (5,237) (322) (385) (286) (213) (254) (199) (447) (420) (169) (352) (312) (332) (452) (335) (226) (479)
주변 지인 소개
(가족/친구/동료 등)

30.2 33.9 37.9 37.4 29.1 31.1 41.2 30.9 28.6 47.9 28.1 25.0 17.5 25.2 33.7 36.3 20.5

주변 한식당 방문 26.2 34.2 31.2 36.4 41.8 33.1 17.1 26.8 19.3 16.6 27.0 14.1 19.3 25.9 39.7 23.5 17.5
영화/드라마/쇼
관람 시 한식 등장

20.0 8.1 9.1 9.8 11.3 7.9 10.1 24.2 32.1 16.6 29.3 37.5 40.1 30.5 8.4 11.5 14.2

인터넷
(블로그/SNS 등)

13.1 10.2 9.9 6.6 8.0 11.0 14.6 11.6 12.4 11.2 11.6 15.4 12.0 10.2 6.9 14.2 34.0

음식 관련 축제/
이벤트

9.4 12.1 10.6 9.4 7.5 15.4 13.6 6.5 7.6 4.1 3.4 6.1 10.8 8.0 9.6 13.7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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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식 홍보 접촉경로 및 선호경로
¡ 한식 홍보 접촉 경로는 북미와 유럽의 경우 인터넷과 TV를 통하여 한식 홍보를 접하는 경

우가 가장 많으며, 동북아시아는 인터넷, 동남아시아와 오세아니아‧남미‧중동은 SNS를 통해 
한식 홍보를 접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한식 홍보 선호 경로는 전체적으로 인터넷을 선호하나, 동남아시아 및 오세아니아‧남미‧중동
의 경우 SNS에 대한 선호도가 타 권역에 비해 높음

[그림 V-2] 한식 홍보 접촉 경로 및 선호 경로

접촉 경로(위) (base: 한식 광고 홍보 활동 접촉 유경험자, 단위: %)
선호 경로(아래) (base: 전체,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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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 방문 시 희망 한식 활동
¡ 전반적으로 한국 문화 및 한국 음식에 대한 니즈가 존재함을 확인하였으며, 한국을 방문했

을 경우 희망하는 활동에 있어 각 권역별로 다른 양상을 보임
¡ 동북아시아를 제외하고 나머지 권역에서는 한식 만들기 체험에 대해서도 흥미를 느끼는 것

으로 나타남. 아시아권에서는 한국 맛집 탐방을 가장 많이 희망함. 특히 동남아시아는 한식 
관련 주요 지역 탐방을 희망하는 경우도 많음

[그림 V-3] 한국 방문 시 희망 한식 활동_권역별 비교

(base: 전체, 단위: %, 복수응답)

[표 V-2] 한국 방문 시 희망 한식 활동_세계 주요 도시별

(base: 전체, 단위: %, 복수응답)

북미 유럽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남미·중동

전체 뉴욕 LA
토론
토 파리 런던 로마 북경 상해 동경

타이
베이 방콕

쿠알
라룸
푸르

자카
르타

시드
니

리우
데자
네이
루

두바
이

사례수 (9,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맛으로유명한
한국식당방문 60.0 55.8 57.2 55.3 51.2 56.7 49.0 62.5 61.2 64.7 71.2 69.8 60.7 72.8 57.2 62.0 52.3

한식만들기체험 45.4 47.2 45.8 43.3 53.3 48.2 56.3 45.7 42.0 18.3 34.5 34.8 58.8 51.2 47.0 48.0 51.2

한식관련
주요지역탐방 39.5 34.2 35.7 36.0 30.8 33.5 29.2 30.8 29.3 16.5 37.5 49.0 55.2 73.8 40.0 44.8 56.0

한류콘텐츠에
노출된식당방문 35.7 28.5 31.3 25.3 31.5 26.0 17.2 42.5 45.8 25.3 46.3 48.2 43.3 42.0 29.2 36.3 52.3

한식조리교육 28.2 31.5 32.2 26.3 25.5 24.8 24.0 26.8 25.2 5.7 18.2 38.0 32.3 33.2 27.0 36.5 43.8

한식당창업교육 14.6 16.3 14.2 10.8 11.2 12.0 7.3 18.7 14.7 3.2 8.0 20.3 14.3 16.5 13.3 18.8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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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식 연상 이미지
¡ 권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한식=매운 음식’이라는 인식이 강하며, 이 때문에 ‘색

다른/이색적인’ 이미지도 동반함. 또한 공통적으로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는 이미지가 강함
¡ 타 권역에 비해 북미나 유럽, 오세아니아·남미·중동에서는 ‘다양한 메뉴’를 가진 에스닉푸드

라는 이미지가 강함. 해당 지역의 국가들은 식재료를 굽거나 튀기는 메뉴가 주를 이루는 반
면, 한식은 구이나 튀김을 포함하여 볶음, 무침, 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하는 것이 일반
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다양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은 것으로 해
석됨

[그림 V-4] 한식 연상 이미지_권역별 비교

(base: 한식 인지자,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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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식 속성별 평가
¡ 한식의 강점은 ‘맛’과 ‘모양’, 그리고 ‘식사의 간편함’
¡ ‘요리의 간편함’, ‘고급스러움’, ‘친숙함’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 결과를 보임
¡ 대륙별로는 전반적으로 오세아니아/남미/중동 지역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으며, 동

북아시아 지역에서는 한식의 ‘모양’, ‘건강한 음식’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음
¡ 도시별로는 리우 데 자네이루와 두바이 현지에서 한식 속성별 평가는 타 도시 대비 우수함

[그림 V-5] 한식 속성별 평가_권역별 비교

(base: 한식 인지자 중 한식 취식 경험자, 단위: %(top3))

[표 V-3] 한식 속성별 평가_세계 주요 도시별 비교

(base: 한식 인지자 중 한식 취식 경험자, 단위: %(top3))

북미 유럽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남미·중동

전체 뉴욕 LA
토론
토 파리 런던 로마 북경 상해 동경

타이
베이 방콕

쿠알
라룸
푸르

자카
르타

시드
니

리우
데자
네이
루

두바
이

사례수 (4,852) (281) (356) (263) (186) (219) (163) (436) (397) (167) (350) (309) (313) (437) (305) (206) (464)
맛이좋음 89.9 92.2 94.4 90.5 96.2 90.4 90.8 88.8 82.9 79.6 85.4 90.3 90.4 90.2 91.5 92.7 92.5
식사의간편함 88.0 90.4 87.1 85.6 96.2 81.3 84.7 93.1 91.7 57.5 84.0 90.6 89.1 90.4 86.2 90.3 90.7
모양이좋음 84.5 92.2 91.6 90.5 95.7 84.9 93.9 84.4 78.6 27.5 65.1 93.5 90.1 83.8 85.2 93.7 89.9
건강한음식 80.8 82.9 79.8 78.7 90.3 78.1 81.6 81.7 78.1 46.7 54.6 88.7 86.3 89.2 77.4 92.2 92.7
친숙함 77.6 79.0 76.4 78.7 79.6 66.7 82.2 88.8 82.4 65.9 75.4 80.9 41.5 78.0 75.7 84.0 90.7
요리의간편함 72.2 67.6 65.2 63.9 79.0 62.6 73.6 91.5 86.9 43.1 63.4 74.8 64.2 71.2 60.7 71.4 84.9
고급스러움 66.2 73.0 69.7 61.6 65.1 63.9 76.7 65.8 61.0 12.6 41.1 70.6 69.0 74.8 57.7 85.4 87.3

* top3%는 7점 척도 동의정도 문항(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동의하지 않는다(2점)-다소 동의하지 않는다(3점)-보통이다(4점)-동의
하는 편이다(5점)-동의한다(6점)-매우 동의한다(7점))의 결과 중 긍정 상위 3개(매우 동의한다-동의한다-동의하는 편이다)응답비율
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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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용 및 향후 이용의향 메뉴
¡ 한식 취식 경험자들은 비빔밥, 치킨, 불고기, 전골, 잡채 등을 가장 많이 취식함. 비빔밥은 

한식을 대표하는 메뉴로 맛은 물론 모양 측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아 꾸준한 인기를 이어
가고 있음

¡ 아직 한식을 맛보지 못한 현지인들 역시 치킨, 비빔밥, 불고기에 대한 호감도 높음. 한식이 
낯선 문화권에 한국의 ‘치맥(치킨과 맥주)’ 문화를 소개한다면 한식에 대한 친숙도를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그림 V-6] 한식당 이용 메뉴 및 향후 이용의향 메뉴

한식당 이용 메뉴(위) (base: 한식당 방문 경험자, 단위: %, 복수응답)
한식당 향후 이용 의향 메뉴(아래) (base: 전체, 단위: %, 복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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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및 제고방안
¡ (한식 인지경로) 아시아 국가 수출용 드라마/영화/예능 제작 시 한류스타 또는 제품 

PPL을 활용한 한식 노출(한국 음식 취식 장면 또는 정식 소개 등) 방법을 고민하여 
한식 홍보의 효과성을 높일 필요 있음. ‘주변 지인 소개’ 경로에 대한 공략은 사실상 
대중적 기반을 구축한다는 의미로, SNS/블로그 등 온라인 공간에서의 입소문과 같은 
구전 마케팅이 필요해 보임.

¡ (한식 홍보 접촉경로 및 선호경로) 한식 홍보 시 선호하는 경로는 인터넷이 1순위로 
꼽혀, 인터넷을 통한 한식 홍보가 긍정적인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함. 전체적으로 
온라인 매체를 통한 한식 홍보물 접촉이 많음. 이에 따라 비용 대비 효과가 좋은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하여 한식을 홍보하고, 각 권역별로 선호하는 경로를 추가적
으로 활용한다면 한식을 보다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한국 방문 시 희망 한식 활동) 한식 체험 페스티벌 등 행사를 통해 현지인이 한식을 
직접 요리하고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한식 인지도 제고뿐만 아니라 한식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또한 동북아시아는 한류 
콘텐츠 연관 관광 상품을, 동남아시아에 대해서는 한식 관련 주요 지역 탐방에 대한 
관광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홍보할 필요 있음.

¡ (한식 연상 이미지) 전반적으로 한식에 대하여 색다른 음식, 이색적인 음식이라는 
이미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 현지 식재료를 활용한 퓨전 레시피를 개발‧보급함으로써 
한식에 대해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함. 또한 매운 음식에 대한 현지 외식 
소비자들의 반응을 통하여 한식 레시피 전략을 수립할 필요 있음. 예컨대 매운 음식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면 순한 맛의 한식 레시피를 보급하거나 
한식 메뉴 중 맵지 않은 음식을 집중적으로 홍보해야 함.

¡ (한식 속성별 평가) 전체적으로 한식에 대해 ‘맛’, ‘모양’, ‘간편함’을 한식의 장점으로 
꼽았으나, 동경의 경우 ‘고급스러움’과 ‘모양이 좋음’ 항목에서 타 도시 대비 상대적으로 
현저히 낮은 평가 결과를 보여, 동경에 위치한 한식당에 대하여 플레이팅 교육 등 
한식 고급화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으로 보임.

¡ (종합) 대체로 접근이 손쉬운 온라인을 통하여 한식을 인지하였으며, 한류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은 국가의 경우 한류를 활용한 한식 홍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분석됨. 한식에 대한 기존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한식의 세부 속성별 강화 방안을 모색하여 한식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야 함.



Ⅵ. 한식당 지표
1. 한식당 인지경로 38

2. 한식당 속성별 평가 39

3. 한식당 경쟁력 진단 40

■ 시사점 및 제고방안 43



Ⅵ. 한식당 지표

38

1. 한식당 인지경로
¡ 한식당 방문 경험율이 가장 높았던 상위 4개 도시(북경, 상해, 방콕, 자카르타)와 하위 3개 

도시(런던, 로마, 동경)의 한식당 인지 경로를 비교해 본 결과, 주로 ‘가족/친지/지인 추천’을 
통해 한식당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는 공통점이 있음

¡ 런던과 로마, 동경은 방문 경험율이 높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레스토랑 프로모션/행사’
를 통한 정보 습득이 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평균 접촉 경로 개수 역시 더 낮
아, 한식당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로가 더 제한적인 것으로 해석됨

[그림 VI-1] 한식당 인지경로_방문 경험율 상·하위 도시 비교

(단위: %, 복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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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식당 속성별 평가
¡ 한식당 방문 경험자는 7가지 요소(음식, 가격, 장소, 프로모션, 분위기, 서비스, 종업원 커뮤

니케이션) 중 ‘음식’과 ‘서비스’, ‘분위기’에 대한 평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반면 ‘가격’과 
‘프로모션’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음

[그림 VI-2] 한식당 속성별 평가

(단위: %(top3))

* 위 차트의 수치는 7점 척도 문항에서 5점 이상을 응답한 비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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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식당 경쟁력 진단
가. 자주 방문하는 에스닉 식당

¡ 권역별로 해당 문화권의 에스닉푸드를 제외한 결과를 살펴보면, 북미와 유럽에서는 중국 음
식점, 동남아시아에서는 일본 음식점이 인기를 끔

¡ 한식당의 경우 아시아 지역에서의 방문율 가장 높음(동남아시아 및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3
위, 오세아니아·남미·중동에서 5위, 북미에서 6위, 유럽에서 9위)

[그림 VI-3] 자주 방문하는 에스닉 식당

(단위: %, 복수응답)

[표Ⅵ-1] 자주 방문하는 에스닉 식당_세계 주요 도시별 비교

(단위: %, 복수응답)

북미 유럽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남미·중동

전체 뉴욕 LA
토론
토 파리 런던 로마 북경 상해 동경

타이
베이 방콕

쿠알
라룸
푸르

자카
르타

시드
니

리우
데자
네이
루

두바
이

사례수 (9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American 27.3 47.8 52.8 38.5 19.2 30.0 10.8 13.0 11.5 7.5 22.5 21.0 26.0 41.3 15.5 39.2 40.3
Chinese 50.2 50.3 40.5 54.0 44.8 45.0 56.8 82.8 80.3 49.0 62.2 30.3 39.2 53.7 47.8 23.8 43.0
French 7.8 5.3 4.3 5.8 39.2 8.0 2.5 7.3 11.0 5.0 2.5 2.2 3.7 2.5 5.0 9.5 11.2
Indian 12.9 11.7 7.2 16.3 15.2 38.8 9.0 3.0 2.7 20.8 2.3 1.5 23.7 3.3 23.8 3.5 23.3
Italian 32.1 49.8 31.7 37.7 39.0 46.5 60.2 11.0 11.2 33.5 32.3 10.5 13.2 22.0 35.3 55.7 23.8
Japanese 41.1 19.3 22.5 27.8 42.8 18.3 41.5 43.5 43.5 56.7 67.5 66.5 38.0 69.2 26.5 47.2 27.5
Korean 28.1 14.7 18.5 20.3 14.7 12.2 10.8 50.0 44.0 16.3 33.3 33.5 41.2 51.5 21.5 15.8 50.7
Mexican 13.1 31.0 57.7 19.0 7.0 15.2 18.3 3.8 2.5 3.2 0.5 1.3 1.7 2.0 14.2 18.0 14.7
Spanish 6.3 18.0 9.0 3.3 7.3 9.8 10.2 4.7 3.8 4.3 0.7 0.8 2.2 1.7 4.0 9.0 12.0
Thai 22.8 12.2 20.2 15.3 13.2 19.2 8.0 11.7 15.0 17.8 26.7 81.0 48.2 9.3 46.2 3.8 17.2
Vietnamese 6.9 4.2 9.2 12.3 10.0 7.5 2.7 5.3 4.2 5.8 9.2 7.8 3.0 2.0 17.3 1.2 9.2

* 위 표의 에스닉푸드 식당은 알파벳순으로 정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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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식당 경쟁력
¡ 한식 레스토랑을 선택함에 있어 맛, 가격, 위생상태, 메뉴의 다양함, 음식의 건강함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데,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마케팅 믹스의 ‘7P 개념15)’에 접목시
켜 살펴보면 ‘Product(제품)’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다시 말해, 외식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효용을 가지고 있는 재화 즉, ‘음식’이 한식당 경쟁력의 핵심 요소라는 
해석이 도출됨

¡ 한식당의 경우 주요 에스닉푸드 식당 대비 ‘메뉴의 다양함’, ‘음식의 건강함’, ‘내부 분위기’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으나, ‘맛’과 ‘가격’ 측면에서 중국, 일본, 이탈리아, 미국, 태국 식당 대
비 경쟁 열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VI-4] 한식당 선택 기준

(단위: %)

15) 마케팅 믹스(Marketing Mix)란 일정한 환경적 조건과 일정한 시점 내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마케팅 수단들을 경영자가 
적절하게 결합 내지 조화해서 사용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7P는 총 7개(Promotion, Place, Price, Product, Process, Physical 
evidence, People)의 마케팅 요소(변수)를 의미하며, 이를 통해 타깃 고객층을 만족시키기 위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함 
(McCarthy, Jerome E. (1960). Basic Marketing. A Managerial Approach. Homewood, IL: Richard D. Ir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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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VI-5] 한식당과 주요 에스닉푸드 식당과의 속성별 경쟁력 분석

(단위: %)

* 한식당 지표를 0으로 간주했을 때, 양의 값은 해당 에스닉푸드가 한식당 대비 우위에 있음을, 음의 값은 열위에 있음을 의미함

[그림 VI-6] 한식당 만족도 대비 중요도 IPA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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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및 제고방안

¡ (한식당 인지경로) 런던, 로마, 동경 등 상대적으로 한식당 방문 경험율이 낮은 
도시에 대해서는 ‘레스토랑 프로모션/행사’, ‘블로그/SNS/YouTube’, ‘TV/라디오/잡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홍보 전략이 필요함.

¡ (한식당 속성별 평가) 한식진흥원에서 시행 중인 해외 한식당 경쟁력 강화 사업들과 
더불어 향후 현지 시장 현황을 분석하여 지역별 적정 가격 정책과 현지형 프로모션 
등 한식당을 방문하는 현지인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을 연구하여 지역에 공유할 
필요 있음.

¡ (한식당 경쟁력 진단) 주요 에스닉푸드 대비 한식당 경쟁력 확보를 위한 활동이 
요구되며,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는 물론, 현지 고객 조사를 통하여 고객 관점에서의 
메뉴 개발 및 가격 선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또한 한식당 서비스 측면에서의 
개선이 요구되며, 실제로 ‘신속한 서비스’, ‘격식 있는 서비스’, ‘의사소통’, ‘음식의 
양’ 항목에서는 중요도 대비 만족도가 낮아 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임.

한식당 종사자에 대한 서비스 교육은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필요 있음. 단편
적인 서비스 개선을 목표로 삼기 보다는 한식을 더 많은 사람에게 소개하고, 한식을 
즐기려는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 한식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함.

¡ (종합) 현지 한식당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홍보활동 및 
시장 조사가 선행되어야 함. 또한 실제/잠재 고객이 한식에 대하여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현지 한식당의 내실을 다질 필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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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뉴욕
가. 한 눈에 보는 한식 지표

미국 최대의 도시이자 상업, 금융, 무역의 중심지인 뉴욕.

국제 행사가 다수 개최되는 곳이자, 전 세계의 패션, 미술, 미식 트렌드를 선도하며, 

대도시의 매력을 찾는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도시.

다양한 인종이 거주하여 타 문화에 대해 개방적이며, 다양한 음식과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음. 

뉴요커들은 새로운 음식에 대해 항상 호기심을 갖고 있으며, 

전 세계의 미디어와 레스토랑 업계는 뉴욕에서 성공한 맛집에 주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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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뉴욕에서의 한식 현주소
¡ 뉴욕의 한식 인지도는 53.7%으로, 북미 권역의 타 도시에 비해 다소 낮은 편임. 주로 주변

한식당을 방문하거나 주변 사람의 소개를 통하여 한식을 인지함. 한식의 맛, 모양, 식사의 
간편함 등의 속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높게 평가하였으나, ‘고급스러움’, ‘요리의 간편함’ 
측면에서는 다소 부진한 경향을 보임

¡ 뉴욕 외식 소비자 중 절반 이상(56.5%)은 한식당을 방문한 경험이 있으며, 한식당을 선택
할 때 ‘맛’, ‘가격’, ‘위생상태’ 요소를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음. 한식당 방문 유경험자 
10명 중 9명은 한식당을 추천하고 재방문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에스닉 식당 중에서는 자국 음식을 제외하고는 중국 음식, 이탈리아 음식, 멕시코 음식이 가
장 애용되고 있으며, 에스닉 식당 방문 측면이나 호감도 측면에서 한국 음식보다 타 에스닉
푸드가 더 선호되는 경향이 있음

다. 뉴욕을 사로잡을 한식 전략
¡ 뉴욕 현지인들의 한식에 대한 만족 수준은 절대적으로 우수한 편이나, 타 에스닉푸드 대비 

맛, 가격, 메뉴의 다양성 측면에서 상대적 열위에 있음
¡ 지금까지 한식홍보활동이 한식의 외적 성장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면, 향후에는 한식의 질적 

성장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뉴욕 현지인들의 외식 트렌드, 즉 변화되는 식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타 에스닉푸드와 비슷한 수준으로 적정한 가격을 책정하여 심리적 접근 장벽을 낮춤으로써 
뉴욕의 한식 인지자 및 경험자를 확대할 필요 있음. 또한 기존 한식 인지자들은 한식에 대
해 ‘다양한 음식’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어, 개방된 태도를 지닌 뉴요커들에게 한식의 다양
성을 강조하는 마케팅 전략을 활용한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뉴욕 현지인들의 경우 이전 대비 음식 및 식당의 위생 상태에 대한 관여도가 높아지는 추세
이며 한식당은 타 에스닉푸드 대비 위생 상태는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어, 향후 현지 한식
진흥정책 계획 시 한식의 ‘깨끗한’, ‘건강한’ 등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한식에 대한 새로운 이
미지를 형성한다면 한식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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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LA
가. 한 눈에 보는 한식 지표

뉴욕 다음가는 미국 대표 도시인 LA.

사업, 국제 무역, 엔터테인먼트, 문화, 미디어, 패션, 과학, 스포츠, 기술, 교육의 중심도시이며,

세계 도시 순위 6위, 세계 파워 도시 13위에 오른 도시.

문화, 경제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 기업 본사들이 밀집해 있는 미국 내 가장 중요한 경제도시임.

다국적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LA는 포용적인 분위기이며,

각 나라의 특색이 짙은 음식들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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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LA에서의 한식 현주소
¡ 미국 LA는 세계 최대의 한인 타운이 위치하고 있으며, 한식당/한인마트 등 한식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이 다른 주요도시 대비 잘 구축되어 있는 편이기에 한식 인지도, 만족도 등의 
주요 지표가 매우 양호한 수준임16). LA의 경우 한국 음식을 북미 전역에 전파하는데 중요
한 거점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지 한인들의 추천 등 구전에 의한 홍보 활동도 한식을 알리
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한식 경험층의 특징을 살펴보면, 주로 연령이 낮을수록 한식에 대한 평가와 소비가 긍정적
이며, 주로 히스패닉, 아시아 계 현지인이 한식당을 더 자주 찾고 있음. 또한 한식을 간단하
고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간편식으로 즐기는 취향도 눈에 띔. 주로 불고기, 갈비, 치킨 등 
한식 메뉴 중 육류/구이류에 대한 취식 경험율이 높은 편이며, 향후 잡채와 같은 누들 음식
에 대한 취식 의향이 높은 편임

¡ LA의 차이나타운도 매우 큰 규모이며, 멕시코와 인접하고 있어 타 에스닉푸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임. 에스닉푸드별 식당 방문에 있어서 Mexican>American>Chinese 순이
며, 한식당 방문 경험은 타 문화권의 식당 대비 그 빈도가 낮은 편임. 하지만 한식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이고, 특히 대중적이고 친숙한 이미지가 강해 LA에서의 한식은 타 문화권의 
에스닉푸드와 비슷한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됨

다. LA를 사로잡을 한식 전략
¡ LA에서의 한식에 대한 취식 경험 및 평가는 긍정적인 수준이나, 한식에 대한 홍보 경험은 

비교적 낮은 편임. 이는 홍보 활동에 의한 한식 전파보다는 현지 식당 및 주변 추천에 의한 
전파가 더 활발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며, 향후 LA와 같은 한인 타운이 자리 잡고 있
는 도시의 한식 홍보에 있어 외식 전문 웹사이트 혹은 SNS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현지인의 한식 소비 특징을 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한식에 대한 친숙도 및 경험도가 높아 
중년층 이상 현지인에 대한 한식 소비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이 우선 요구되며, 중년층 및 
백인 등 상대적으로 한식 소비가 소극적인 층을 집중 공략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 수립 필
요함. 또한 한식은 ‘매운 음식’이라는 이미지를 조금 더 완화시키고 ‘건강하고 다양한 메뉴가 
있는’ 에스닉푸드의 이미지로 전환할 수 있는 홍보 활동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임

16) 한식 인지도: 64.2%, 한식 만족도: 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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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캐나다-토론토
가. 한 눈에 보는 한식 지표

캐나다의 제 1의 도시이자 다문화주의를 정책에 도입한 최초의 도시 토론토.

각종 박물관 및 미술관이 많아 문화관광에 적합한 도시.

다문화 역사 경관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타인에 대하여 수용적인 태도를 배우고 익히는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아시아계 이민 인구 유입과 함께 아시아 음식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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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토론토에서의 한식 현주소
¡ 토론토 현지인의 한식 인지도는 50% 이하 수준으로, 북미 타 도시 대비 한식 인지도가 상

대적으로 낮은 편임. 한식 취식자의 한식 만족도 또한 낮은 수준이며 한식당 만족도 대비 
한식당 추천 의향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한식 및 한식당에 대한 질적 향상이 필요한 것
으로 진단됨

¡ 토론토 현지인 중 20~30대의 경우 타 연령대에 비하여 한국 음식 및 문화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편이며, 여러 종류의 한식 메뉴에 대하여 취식 의향이 고르게 나타난 경향이 있어 한
식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것으로 해석됨 

¡ 한식 연상 이미지는 ‘매운 음식’, ‘색다른/이색적인 음식’ 등 매일 보는 음식이 아닌 다소 낯
선 음식이라는 인식이 존재함. 취식 경험자들의 경우, 한식의 ‘맛’, ‘모양’, ‘식사의 간편함’ 
등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

다. 토론토를 사로잡을 한식 전략
¡ 한국 문화와 음식에 대한 인지도와 만족도가 낮은 수준이므로 양적 측면의 홍보 강화와 현

지 한식당의 질적 측면의 성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물리적 접근을 넘어, 온라인 주문이나 
간편식 등 현지인이 한식을 손쉽게 손에 넣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현지인들 대
상으로 한식을 소개하는 기회를 확대해야 함

¡ 일반적으로 토론토 현지인은 지인의 추천으로 식당 정보를 얻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20대 
집단은 타 연령대에 비하여 블로그나 SNS를 통하여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
남. 한식 광고 및 홍보에 대하여 TV나 주위 사람을 통해 접하는 것을 선호하므로 향후 한
식 홍보 매체 선정 시 참고할 필요 있음

¡ 트렌드 최전방에 선 20~30대 청년층은 SNS, 인터넷 커뮤니티 등 온라인을 십분 활용하여 
발 빠르게 타 문화를 접하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음. 토론토의 20~30대 현지인 또한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한국 음식 및 문화에 대한 인지도가 높고, 한식당 경험률도 가장 높은 편
으로 나타남. 반면 한식당에 대한 만족도나 속성별 평가에 있어서는 후한 점수를 주지 않는 
편임. 40~50대 중장년층도 한식당 재방문 의향이 낮게 나타나, 토론토 현지 한식당의 주 
타겟층에 대한 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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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랑스-파리
가. 한 눈에 보는 한식 지표

프랑스의 정치·경제·교통·학술·문화의 중심지인 파리.

파리는 세계의 문화 중심지로 전 세계의 패션과 미식을 선도하고 있음.

낭만과 예술의 도시로 전 세계의 관광객들을 끌어 모으며,

에펠탑과 루브르박물관, 샹젤리제 거리 등 상직적인 관광지가 파리 내에 다수 포진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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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파리에서의 한식 현주소
¡ 파리의 한식 인지도는 낮은 편이나, 한식 만족도는 16개 주요 도시 중 가장 높은 수준임. 

유럽 권역 3개 도시(파리, 런던, 로마) 중 파리의 한식당 방문 경험율이 가장 높음. 한식당 
재방문 의향에 대해서도 한식당을 방문했던 10명 중 9명이 재방문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나, 파리 현지인들이 양질의 한식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한식당에 대해서는 ‘음식’, ‘가격’, ‘접근성’ 측면을 높게 평가하여 타 도시 대비 한식당이 주
요 거점에 위치하여 파리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에 따라 한식당 방문 경험율이 높게 나타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됨 

¡ 파리 현지인들은 자국 음식을 제외하고 에스닉푸드 식당 중 중국 음식과 일본 음식, 이탈리
아 음식을 가장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동북아시아 음식에 대해 친숙함을 느끼는 것
으로 해석됨. 이는 배달 및 간편식에서도 같은 경향을 보여, 한식 또한 중국 및 일본 음식과 
비슷한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진단됨  

다. 파리를 사로잡을 한식 전략
¡ 2011년부터 프랑스에 친환경‧유기농 시장이 꾸준히 성장함에 따라 식품의 안전성과 위생, 

제조 및 소비 과정에서의 환경 보호를 중시하는 추세임17). 식품 인증 기준에 대해 민감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으므로 한식당, 배달음식, 간편식에 대해 전체적으로 식품 인증 기준에 부
합하도록 해야 하며, 친환경적 기업 정신도 함께 부각한다면 한식 소비 증가에 기여할 것으
로 분석됨 

¡ 파리 외식 소비자의 외식 지출액은 전년 대비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향후 파리 외식 시장 성
장을 기대해볼 수 있음. 파리 외식 시장의 성장은 한식 및 한식당 소비 증가에도 정적(正的; 
positive)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함. 현재 한식 광고 및 홍보는 인터넷과 주변 사람을 통하
여 접하게 되는 경우가 가장 많으나 한식 광고와 홍보에 선호하는 매체 1순위로 TV, 2순위
로 인터넷을 꼽아, 향후 한식 홍보 런칭 시 텔레비전 광고 또는 한식 소개 콘텐츠를 제작하
여 홍보하거나 웹 사이트, 블로그, 유튜브 등 인터넷을 통하여 홍보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임

¡ 레스토랑 소개 전문 웹 사이트를 통하여 한식당을 접하게 되는 경우가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나,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며 건강식의 이미지를 어필한다면 한식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동시에 타 에스닉푸드와의 경쟁에서 한식 고유의 포지셔닝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최근 한국과 프랑스는 기후변화 및 자유무역 등 글로벌 현안 관련 우호 협력 관계를 강화하
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에 양국의 협력 관계 분위기에 발맞춰 상호 음식 문화 교류에 박
차를 가할 수 있는 최적의 시점으로 보임

17) KOTRA, 해외시장뉴스(201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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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국-런던
가. 한 눈에 보는 한식 지표

포브스에서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도시(2014년) 1위를 기록한 런던.

영어 사용, 시장 친화적 규제환경, 금융 인프라 등의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음.

세계 주요 도시 중 다양하면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공연 문화가 가장 발달된 도시임.

버킹엄 궁전, 런던아이, 대영박물관 등 관광지가 많아 매년 많은 해외 관광객들이 방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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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런던에서의 한식 현주소
¡ 런던 외식 소비자들의 한식 인지도는 유럽 권역(파리, 런던, 로마) 중 가장 높은 편이나, 한

식 만족도에서는 유럽 권역 도시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18). 한식당을 방문해본 경험
자의 비율도 절반 이하에 불과함

¡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한식당 추천 의향율이 한식당 만족도보다 낮은 경향을 보이지만, 런던
의 경우 한식당 만족도 비율보다 한식당 방문 경험자의 추천 의향율이 더 높음. 반면 한식 
미취식자의 향후 한식 취식 의향은 타 도시 대비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외식당, 간편식, 배달음식 모두 중국 음식, 이탈리아 음식, 인도 음식이 애용되고 있음. 한국 
음식의 순위는 에스닉푸드 중 전체적으로 낮은 편임

다. 런던을 사로잡을 한식 전략
¡ 런던 외식 소비자들이 정보 전달에 있어 능동적인 태도를 보이며 한식당 자체에 대한 만족

도가 아닌 다른 요소로 인하여 한식당 추천 의향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됨. 한식당 속
성별 평가 결과를 보았을 때, 런던 현지인들이 한식당을 방문하는 핵심 영향 요인은 음식을 
제외하고 분위기(외관, 내부 분위기, 편의시설 등)와 서비스(편리한, 신속한, 격식 있는)임. 
이국적인 매력과 높은 수준의 서비스로 한식당의 특장점을 강조해야 함

¡ 유럽 권역 내에서는 한식 인지도가 높은 편이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한식 인지도 제
고가 필요함. 런던 외식 소비자 10명 중 8명이 한식 홍보활동을 경험해본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한식 홍보활동 경험자의 경우 SNS와 인터넷을 통하여 한식 광고를 접한 것
으로 나타남. 반면 한식 홍보 선호경로는 인터넷, TV, 주변 지인 순으로 나타나, 보다 수동
적으로 정보를 접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경로를 바라고 있음

¡ 기존에 중국 음식과 이탈리아 음식, 인도 음식 등 다양한 에스닉푸드가 런던에서 견고한 위
치를 차지하여 압도적인 인기를 몰고 있어, 에스닉푸드간 경쟁에서 한식이 생존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해야 할 필요 있음

¡ 조사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영국의 외식(요식업) 시장 전체 판매액은 증가하고 있으며 
식당 내 식사 비율은 꾸준히 줄어드는 데 반해 방문포장 및 배달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임. 
IT 발전으로 배달 앱이나 웹 사이트 등을 통해 주문이 가능해진 것도 배달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됨. 또한 주문/배달 대행 서비스가 속속 생겨나면서 패스트푸
드나 중국 음식에 국한되어 있던 배달 서비스가 일반 음식점까지 확대되어, 영국 소비자들
이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집에서 즐길 수 있게 됨. 이러한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도록 한식
도 발 빠르게 대처하면 타 에스닉푸드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19)

18) 한식 인지도: 런던(42.3%) > 파리(35.5%) > 로마(33.2%) / 한식 만족도: 파리(97.3%) > 로마(95.7%) > 런던(91.3%)
19) KOTRA, 해외시장뉴스(2018.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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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탈리아-로마
가. 한 눈에 보는 한식 지표

유럽문화의 중심지이자 작지만 강한 역사의 도시 로마.

로마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이며,

오래된 역사만큼이나 다양한 문화와 유적이 현대인의 삶과 함께하고 있는 도시.

콜로세움, 판테온 등 고대 로마 유적과 관광지가 있어 매년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함.

최근 5년 간 이탈리아에 외국 음식점이 급증하고 있으며, 현지인들에게도 환영을 받고 있음.

로마는 이탈리아 내에서 밀라노 다음으로 외국 음식점이 많은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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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로마에서의 한식 현주소
¡ 로마 외식 소비자의 한식 인지도는 낮은 편이며, 유럽 주요 도시(런던, 파리, 로마) 중 가장 

낮게 나타남. 한식당 방문 경험 또한 낮은 축에 속함. 반면 한식 만족도는 양호한 수준임. 
로마의 한식 경험자들은 한식의 모양과 맛, 간편함에 주목한 것으로 보이며, 타 도시 대비 
‘모양’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아, 시각적인 요인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음. 한식당을 
이용할 때도 맛과 가격을 제외하고 플레이팅과 다양함이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는 것이 특징
적임

¡ 로마의 전체 외식 빈도는 평균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배달음식 및 간편식을 
이용하는 빈도는 평균 대비 다소 낮은 수준임. 로마 현지인들은 자국 음식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으며, 에스닉푸드 식당 중에서는 중국 음식, 일본 음식, 멕시코 음식이 인기 있음

다. 로마를 사로잡을 한식 전략
¡ 패션과 디자인 강국이라는 자부심을 가진 이탈리아 소비자들은 미적 외관에 매우 민감하여, 

이러한 경향이 한식 속성별 평가(모양) 및 한식당 이용 핵심 요인(플레이팅)에 투영된 것으
로 보임. 향후 신규 한식당 진출 및 기존 한식당 전략 수립 시 제공되는 음식의 외적 요인
을 고려해야 함 

¡ 2017년 이탈리아의 에스닉푸드 소비는 전년 대비 6.9% 증가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
세임. 중국 음식과 일본 음식이 외식당 뿐만 아니라 배달음식과 간편식에서도 기존 에스닉
푸드 시장을 지배하고 있음. 로마는 여러 국가의 관광객이 몰리는 도시인만큼 다양한 에스
닉푸드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므로 플레이팅과 스토리텔링 등을 보완하여 한식만의 차
별점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갖출 필요 있음 

¡ 로마의 경우 16개 주요도시에 비하여 한국 문화 인지도가 상당히 낮은 수준임20). 한국 문
화와 함께 한식을 널리 알리는 것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질적 
성장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한식 홍보 기획이 필요함

¡ 로마 외식 소비자들은 한식을 배달음식보다 간편식으로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최근 들
어 ‘푸드 테크(Food Tech)21)’ 스타트업 창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기존 식품 관
련 스타트업은 주로 주문배달 서비스에 집중하여 현재 성장 한계에 다다라, 전 세계적으로 
2015년을 기점으로 투자가 감소하는 추세임. 식품 생산, 가공, 운송, 보관 등 푸드 테크 산
업의 다른 분야에서는 창업활동이 활발히 이어지는 동시에 다양한 성공사례가 생겨나고 있
어, 간편식으로 한식 간편식 기업의 로마 진출 시 푸드 테크 산업을 고려할 필요 있음 

20) 한국 문화 인지도: (로마) 19.7% / (16개 주요 도시 전체): 48.7%
21) 기술 접목 분야는 식품 생산, 가공/제조, 운송, 보관, 기타 서비스 등 다양함. 식품 신선도 및 안전성 실시간 확인 서비스, 고객 

취향 맞춤형 식품 제조 서비스 등 응용범위도 점차 넓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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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중국-북경
가. 한 눈에 보는 한식 지표

세계적으로 유명한 역사문화도시 중 하나인 북경.

만리장성, 고궁 등 많은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산업 환경, 시장 환경, 정책 환경이 골고루 구비되어있는 도시임.

2017년 사드 문제로 한동안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한국 상품과 문화는 이미 중국 내 상당히 스며들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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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북경에서의 한식 현주소
¡ 북경의 한식 인지도는 세계 주요도시 중 가장 높으며, 이는 지리적․문화적․경제적으로 한국과 

중국 양국 간의 밀접한 관계에서 비롯된 결과로 보임. 북경은 중국의 수도로서 세계적인 주
요 관광도시 중 하나이기에 한식 세계화에 있어 핵심 거점으로 중요한 지역임. 2008년 베이
징 올림픽 이후 북경 내의 에스닉푸드는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이긴 하나 아직 자국 음
식 선호도가 다른 문화권 음식에 비해 높은 것이 특징임. 하지만 자국 음식 외에 한식, 일식 
등의 선호도가 높아 북경 현지인의 음식 취향은 아시안 음식에 좀 더 친숙한 것으로 해석됨

¡ 북경 현지인들은 한식에 대해 취식과 조리가 간편하다는 인식이 강한 편이며, 한식 소비에 
있어 지출액이 다른 외식 대비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한식에 대한 지불 가치가 긍정
적인 수준으로 볼 수 있음. 또한 북경 현지인들의 주변 사람으로부터 한식을 알게 된 경우
가 다수인 점은 향후 한식 전파 활동 전략 수립에 참고할 사항으로 보임

¡ 한식 메뉴로는 비빔밥과 삼겹살에 대한 취식 경험 및 향후 취식 의향이 높으며, 이는 음식 
문화에 있어 쌀을 주식으로 하는 점, 직화구이 음식에 대한 친숙함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보
이며, 그 외 전골 및 찌개 등에 대한 경험 층이 많은 편이나 현재보다 다양한 한식 메뉴의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다. 북경을 사로잡을 한식 전략
¡ 북경 현지인의 한식 인지도는 매우 높은 수준이기에, 인지도 제고 측면보다는 한식의 다양

한 메뉴를 알려 한식 취식 환경의 저변 확대를 도모해야 할 시점임. 즉, 현재 비빔밥, 삼겹
살 등에 대한 경험이 집중되는 점과 한식 미취식자들은 ‘한식이 입맛에 안 맞을 거 같아서’ 
한식을 경험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점을 참고하여 한식의 대표메뉴 외에 현지인들의 선호 
성향에 부합할 수 있는 음식에 대해 집중 연구할 필요 있음

¡ 또한 한식에 대한 이미지 중 ‘취식 및 조리의 간편함’과 북경 현지인의 간편식 취식 행태를 
고려하여 한식의 다양한 메뉴를 간편식으로 개발하여 일상생활에 보급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한식은 타 에스닉푸드에 비해 현지인들에게 친숙한 맛인 동시에 중국 음
식과 유사하게 요리 선택의 폭이 넓다는 경쟁력을 갖고 있으므로 배달음식이나 간편식으로
의 브랜드/상품화 전략을 펼침에 있어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 북경의 경우 한식 홍보 활동에 노출된 경험 층이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층에 비해 높은 
편이며, 현지인들이 선호하는 인터넷, SNS를 활용한 한식에 대한 홍보 활동은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콘텐츠 측면에서 한식의 특별한 장점 및 조리법에 
대한 소개를 강화한다면 한식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제고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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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중국-상해
가. 한 눈에 보는 한식 지표

국제화와 현대화가 이루어진 대도시이며 중국의 중요한 공업기지인 상해.

상해는 중국의 항구와 무역, 과학기술, 정보, 금융의 중심지이며,

중국의 대외개방 창구이자 주요 수출입 국경출입구임,

상해는 외국에 개항된 도시로 외국인·외국 문물과의 교류가 활발했으며,

현재 상해 주민들도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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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해에서의 한식 현주소
¡ 상해는 세계적인 무역도시로서 중국의 전통문화와 서구문화가 공존하는 특징이 있으며, 이

는 한식의 인지도 지표에서도 나타나고 있음(10명 중 7명 한식 인지). 현지인들의 외식 활
동은 계속해서 일상화되는 추세이며, 월 평균 외식 빈도는 늘어난 가운데 방문 외식당 업종
별로 살펴보면, 고급식당의 방문 빈도는 감소하고 일상적인 식사 장소(일반식당 및 패스트
푸드점)의 이용 빈도는 높아지는 특징을 보임

¡ 한식당 방문 시 평균 지출액은 전체 외식 평균 지출액보다 약간 높은 수준임. 일반식당을 
선택함에 있어 '가격'이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소비자들의 평균 외식 빈도가 계속해서 
높아지는 추세이므로, 음식 가격대가 높을수록 재방문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힘들 것
으로 분석됨

¡ 상해 현지인은 한식을 ‘매운 음식’의 이미지로 상기하는 편이며, 미디어 영상물(영화, 드라마 
등)에 의한 한식 접촉이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임. 하지만, 한식 홍보를 경험한 경우는 많지 
않아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요구되는 상황임

다. 상해를 사로잡을 한식 전략
¡ '레스토랑 프로모션 행사'는 상해의 외식 소비자들이 식당(한식당 포함)을 선택함에 있어 주

변인의 추천 다음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 이 같은 특징은 한식 관련 광고·홍보 활동 접
촉 및 선호 경로에서도 드러나는데, 1순위인 '인터넷'을 통한 접촉 및 선호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2순위인 '이벤트 및 행사'에 대한 수치는 증가하는 추세임. 따라서 한식 및 한
식당 홍보 정책 시 현지 공관 및 관계 기관, 단체 등과 함께 프로모션/이벤트/행사 프로그램
을 진행하여 그 효과성을 높일 필요성 존재함 

¡ 상해의 경우 북경보다 향후 한식 취식 의향율이 높은 편이지만 한식 홍보 활동에 노출된 층
은 북경보다 낮다는 특징을 참고하여 보다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요구되며, 이때 연령, 소득 
등을 고려한 특화된 홍보 콘텐츠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예시: 한식 식재료 소개, 주변 
한식당 소개 등)

¡ 또한 한국의 드라마, 영화 등을 통해 한식 메뉴와 조리법 등을 소개한다면 한식에 대한 긍
정적 이미지와 높은 만족 수준을 유지하는데 유익할 것으로 판단됨

[한류 콘텐츠 속의 한식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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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일본-동경
가. 한 눈에 보는 한식 지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도시들 중 하나이자 글로벌 도시인 동경.

문화, 예술, 패션, 경제, 금융, 제조업 등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의 본사가 가장 많이 밀집한 도시.

2012년 한·일 관계 악화 이후 반한 분위기로 몰락 위기에 빠졌던 도쿄 코리아 타운에서

최근 한류의 기운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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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동경에서의 한식 현주소
¡ 동경 현지 소비자의 한식 인지도는 동북아시아 권역의 타 도시(북경, 상해, 타이베이) 대비 

절반 수준임. 남성 집단의 인지도가 여성 집단에 비하여 낮으며, 특히 20대 남성 및 50대 
남성 집단의 한식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한식당 방문 경험자도 10명 중 2~3명에 
불과하며 한식당 추천 의향 또한 가장 낮음

¡ 한식의 속성별 평가도 전체적으로 타 도시에 비하여 낮은 수준임. 한식 속성 중 ‘고급스러움
(12.6%)’과 ‘모양이 좋음(27.5%)’ 항목이 상당히 낮게 평가됨. 한식에 대해서는 배달보다 
간편식 형태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자주 방문하는 에스닉 식당의 종류는 자국 음식이었으며, 자국 음식 외에는 중국 음식, 이탈
리아 음식, 인도 음식을 가장 선호하는 양상을 보임. 종합적으로 동경에서의 한식 경쟁력은 
타 에스닉푸드에 비하여 향상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다. 동경을 사로잡을 한식 전략
¡ 현재 동경에서 한식의 경쟁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진단됨. 현지에서 인기 있는 에스닉푸드는 

일본 음식, 중국 음식, 이탈리아 음식, 인도 음식이므로 이들의 맛이나 컨셉, 요리 방식 등을 
벤치마킹하여 퓨전 한식 메뉴를 선보이거나 일본 음식과 비슷한 전골이나 꼬치류와 차별을 
둘 수 있는 다양한 메뉴를 소개함으로써 새로운 이미지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동경 외식 소비자들은 주로 TV와 인터넷, 옥외 광고(옥상 간판, 광고탑, 네온사인 등)를 통
해 한식 홍보활동을 접하고 있으나, 정작 선호하는 경로는 TV, 인터넷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인 것으로 파악되어, 향후 동경 현지에서 한식을 홍보할 때에 
SNS를 활용한다면 특히 20대 집단에서 비교적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임 

¡ 최근 일본의 1인 가구가 총 세대의 3분의 1을 넘어서면서 1인 가구의 소비 특성에 최적화
된 메뉴 개발이 필요함. 한편 일본 가공식품 시장에서 ‘건강’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떠오
르고 있으며 ‘편리성’ 또한 향상되는 추세이므로 일본에서의 한식 진흥을 위하여 이러한 트
렌드를 반영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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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대만-타이베이
가. 한 눈에 보는 한식 지표

대만의 경제·문화의 중심지이자 국제적인 관광도시인 타이베이.

타이베이는 지금까지는 중국,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나

최근에는 개방적인 태도로 전 세계의 문화를 유연히 받아들이는 분위기이며,

자신들의 아이덴티티를 구축하는 도시.

다채로운 음식문화가 발달된 미식의 도시이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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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타이베이에서의 한식 현주소
¡ 타이베이에서의 한식 인지도는 58.7% 수준이며, 주로 영화/드라마/쇼 시청 중 한국 음식이 

등장하여 한식을 알게 되거나 주변 사람의 소개 또는 주변 한식당을 방문하여 한식을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 타이베이 현지인이 가장 자주 방문하는 에스닉푸드 식당은 일본 음식, 중국 음식, 한국 음
식, 이탈리아 음식 순으로, 동북아시아 음식이 타 에스닉푸드에 비하여 가장 애용되고 있으
며, 이탈리아 음식에 대해서도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간편식에서도 4개국의 음식이 많
이 이용되나, 배달은 중국 음식, 일본 음식, 미국 음식, 이탈리아 음식, 한국 음식 순으로 많
이 이용하는 경향이 있음 

¡ 태국 현지의 한식 인지자 대부분(99.4%)이 한식을 먹어본 경험이 있으며, 식당과 간편식/배
달음식으로 한식을 많이 이용함. 한식에 대해서는 ‘매운 음식’이라는 이미지와 함께 ‘드라마
에 나온 음식’, ‘색다른/이색적인 음식’으로 인식하고 있어, 현지인들이 한국 드라마나 영화 
등 한류 콘텐츠를 빈번하게 접촉함으로써 한국 음식을 직‧간접적으로 접하는 것으로 보임 

다. 타이베이를 사로잡을 한식 전략
¡ 대만 내 기존 한식당은 주로 개인이 운영하는 식당이 많았으나, 최근 들어 한국 프랜차이즈 

식당의 진출이 활발해지고 대만인이 운영하는 한식당도 다수 생겨나고 있는 추세임22)
¡ 한식당을 이용하는 타이베이 현지인 중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에 비해 많은 것으로 보아, 타

이베이의 한식당 주 소비자는 고소득층으로 볼 수 있음. 한식당 고급화는 소비자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한 마케팅 전략으로 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현재 타이베이의 요식업계에서
는 배달 시장이 급격히 성장함에 따라23) 배달음식에서의 한식의 위상을 공고히 한다면 한
식 인지도 및 만족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함

¡ 한류 박람회24)와 같은 한류 관련 행사와 연계해서 한식을 소개한다면 한식뿐만 아니라 한
국문화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22) KOTRA, 해외 시장뉴스(2016.08.12)
23) KOTRA, 해외 시장뉴스(2018.07.05)
24) 2017년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대만 타이베이 국제무역빌딩(TWTC)에서 한류 문화 및 한국 소비재‧서비스 산업 홍보(산업통상

자원부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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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태국-방콕
가. 한 눈에 보는 한식 지표

태국의 정치, 경제, 문화 중심지이자 세계적인 관광도시인 방콕.

방콕은 태국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태국의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음.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역동적인 도시 중 하나임.

세계 각지의 다양한 인종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다양한 가치에 개방적인 도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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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방콕에서의 한식 현주소
¡ 전년 대비 한식 인지도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도시 중 하나임. 반대로 한식에 대한 만족

도는 매우 높은 수준임25)
¡ 방콕은 한식의 ‘맛’과 ‘모양’, ‘식사의 간편함’에 대한 평가가 가장 두드러짐. 그러나 동북아

시아 지역 도시 대비 한식에 대한 ‘친숙함’은 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방콕 현지인이 한식을 알게 되는 경로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말할 수 있음. 가장 많이 접하

는 경로가 ‘한국 영화나 드라마, 예능 등에서 한식이 등장할 때’라는 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 방콕은 한식 인지경로 중 미디어콘텐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특징을 보임. 다시 말
해, 한국 미디어콘텐츠 접촉률이 낮은 집단은 한식에 대해 알게 될 가능성이 그만큼 낮을 
수 있음을 의미함

¡ 한국을 방문하여 체험하고 싶은 한식 관련 활동에 대해서도 ‘한류 콘텐츠에 노출된 식당 방
문’을 선택한 응답자가 16개 도시 중 가장 많음

다. 방콕을 사로잡을 한식 전략
¡ 현재 방콕에는 한식을 제대로 소개할 수 있는 통로가 부족함. 매운 맛, 단맛, 신맛 등 여러 

가지 맛을 구현하는 태국 음식의 특징을 고려한다면 한식이 그리 낯설지 않을 것임에도 불
구하고, 그 확산 속도가 더딘 이유가 여기에 있을 수 있음. 현재는 ‘주변 지인’, ‘한류 콘텐
츠 시청 시 접촉’ 등과 같은 소극적인 경로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실제 한식당을 통해 한
식을 알게 되는 경우는 적은 편임26). 때문에 국내 외식기업의 진출 또는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의 기회를 넓혀 한식 인지 경로의 범위 확대를 제안함

¡ 방콕 외식 소비자는 여러 에스닉푸드 레스토랑 중 자국 음식 취급 레스토랑을 이용하는 경
우가 절반이 넘음. 다른 에스닉푸드에 대한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더 높을 수 있음과 동
시에 그만큼 아직 외식 시장의 문이 열려있다는 뜻이기도 함

¡ 태국 레스토랑,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이용하는 일본 레스토랑과 비교했을 때, 공통적으
로 언급된 한국 레스토랑의 강점은 ‘종업원의 태도’, ‘격식 있는 서비스’, 그리고 ‘의사소통’
임. ‘레스토랑 외관’이나 ‘편의시설’에 대해서도 경쟁력을 갖고 있음. 결과적으로 방콕 현지에
서의 한식 확산 방법으로 한식당의 양적 확대를 목표로 한다면, 종사자들의 고객 접점 서비
스는 물론 공간에 대한 고민이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는 시사점을 말해줌

25) 한식 만족도: 전체 16개 도시 93.9% < 방콕 94.8%
26) 주변 한식당을 통한 한식 인지 비율: 자카르타 25.9% > 쿠알라룸푸르 19.3% > 방콕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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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가. 한 눈에 보는 한식 지표

말레이인, 중국인, 인도인이 공존하는 ‘Truly Asia(진정한 아시아)’ 쿠알라룸푸르.

쿠알라룸푸르는 말레이시아 경제, 문화의 중심지이며, 국제 무역과 상거래의 구심점임.

또한 수많은 다양한 국적의 여행객이 모여드는 도시임. 

다문화주의로 인해 다채로운 축제가 열리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곳인 만큼 음식에서도 그들의 다양성을 엿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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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쿠알라룸푸르에서의 한식 현주소
¡ 쿠알라룸푸르의 한식 인지도는 절반 정도의 수준임. 한식당 방문 경험율 역시 타 동남아시

아 도시(방콕, 자카르타)에 비해 낮음
¡ 말레이시아는 말레이인, 중국인, 인도인이 함께 사는 다민족 국가임. 말레이시아의 이러한 

국제적 양상은 다양한 에스닉푸드 레스토랑에 대한 경험으로 드러남. 실제로 최다 이용 에
스닉푸드 레스토랑의 1위부터 4위까지의 비율 차이가 타 도시에 비해 크지 않음27)

¡ 한국 영화나 드라마, 예능에서의 등장으로 한식에 대해 처음 알게 되는 경우가 40%로 독보
적인 것이 특징임

¡ 현지인들에게 한식의 이미지는 ‘매운 음식’, ‘ 건강에 좋은 음식’, ‘드라마에 나온 음식’ 이렇
게 3가지 키워드로 설명됨. 실제 취식 경험자들은 한식의 ‘맛’, ‘모양’, ‘식사의 간편함’, ‘음식
의 건강함’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반면 ‘고급스러움’, ‘친숙함’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
게 평가함

다. 쿠알라룸푸르를 사로잡을 한식 전략
¡ 앞서 언급하였듯 말레이시아는 다민족 국가이므로 어떤 시장이든 진입 정책 수립에 있어 언

어, 종교, 문화, 지역적 특성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임. 또한, 세계 최초이자 가장 높은 수준
의 할랄 식품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할랄28)시장의 리더 국가라는 사실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 이러한 특수성을 지닌 외식 환경에 한식이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접근 방법과 음식 메뉴·재료·조리법 자체에 방점을 두는 편이 바람직함

¡ 할랄 혹은 건강 한식 소개 및 홍보 수단으로서의 SNS나 인터넷, 한류 콘텐츠(드라마·영화 
등) 활용만으로는 한식 진흥의 질적 성장에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접근 방법을 보다 다양
화해야 함. 특정 집단의 접촉율이 높은 통로보다는 한 번에 다수의 사람들에게 노출될 수 
있는 현지의 TV 방송이나 인쇄매체 등을 활용하는 것이 방법이 될 것임

¡ 말레이시아 소비자의 인식 상에는 한식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에스닉푸드가 이미 자리 잡고 
있으나, 그 안에서도 한식만의 차별점을 부각시켜 소구해야 함. 조사 결과, 쿠알라룸푸르 현
지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에스닉푸드 레스토랑(태국, 중국, 일본 레스토랑)에 비해 한식
당의 경쟁력으로 분석된 것이 ‘메뉴의 다양함’임. 선호 메뉴이자 취식의향 메뉴인 ‘비빔밥’과 
‘치킨(치맥)’ 외에도 탕류, 구이류, 볶음류 등 다양한 선택 폭이 있음을 알리고, 이를 현지 
상황(다민족 및 할랄 이슈)에 들어맞게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말레이시아 
한식 부흥 전략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임

27) 최다 방문 에스닉푸드 식당(1순위): 태국 식당 22.2% > 중국 식당 18.8% > 일본 식당 13.8% > 한국 식당 13.2%
28) 아랍어로 ‘신(알라)이 허용하다’는 뜻으로 식품뿐 아니라 이슬람교 신자 (무슬림)의 생활 전반에 걸쳐 이슬람법 (샤리아, 

Shariah)에 따라 사용이 허용되는 것을 의미함. 그 중에서도 식품은 글로벌 할랄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큰 부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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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인도네시아-자카르타
가. 한 눈에 보는 한식 지표

인도네시아 도시 중 가장 큰 경제적 역할을 하는 집적경제도시 자카르타.

국가정부와 다양한 사업기관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군도의 다양한 문화가 녹아 있는 도시.

인구 1,000만 명이 넘는 국제적 도시이며,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비즈니스맨들로 인해 동남아 최대의 비즈니스 도시로 성장.

인도네시아의 다른 도시에 비해 상반된 다양한 문화들을 가지고 있으며,

전통과 현대, 부와 빈곤 등의 상반된 문화가 거대한 도시를 따라 형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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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카르타에서의 한식 현주소
¡ 자카르타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도시들 중에서 한식 인지도가 높은 축에 속함29). 한식을 처

음 접하게 되는 경로는 주변 사람과 인근 한식당 방문, 콘텐츠 시청 중 등장의 3가지가 고
루 언급됨. 연상 이미지로는 ‘매운 음식’, ‘건강에 좋은 음식’, ‘드라마에 나온 음식’ 등이 가
장 많이 언급되어, 한류 콘텐츠에 대한 영향력이 일부분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줌

¡ 조사 결과, 현지인들은 ‘맛’, ‘건강함’과 함께 ‘식사의 간편함’을 한식의 장점으로 보는 것으
로 나타남. 이는 여러 가지 식기류를 사용하는 양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손쉽게 떠먹거나 비
벼먹을 수 있는 한식 메뉴를 염두에 둔 결과로 해석됨. 반대로 ‘요리의 간편함’과 ‘고급스러
움’ 속성은 현지인들의 인식 상에서 한식의 주요한 특징은 아님

¡ 비빔밥과 불고기, 치킨, 전골은 자카르타 외식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경험한 한식 메뉴들임. 
삼계탕, 갈비탕, 감자탕 등 탕류에 대한 관심은 낮고, 실제로 향후 취식의향에서도 우선순위
에 있지 않음

¡ 한식당은 중국과 일본 식당 다음으로 많이 찾는 에스닉 식당임. 한식당을 선택함에 있어서
는 맛과 가격 외에도 ‘메뉴의 다양함’, ‘위생 상태’, ‘격식 있는 서비스’, ‘플레이팅’, ‘내부 분
위기’ 등을 고려함

다. 자카르타를 사로잡을 한식 전략
¡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무슬림이 많은 국가이며,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무슬림에게 닭

고기는 가장 대중적이고 인기 있는 육류임30). 또한, 더운 날씨로 인한 음식의 부패를 막기 
위해 튀김과 볶음 요리가 발달함. 이 같은 내용들을 종합했을 때, 현지인들에게 대부분의 한
국 음식은 큰 거부감 없이 즐길 수 있는 에스닉푸드일 것임. 실제로 한국 드라마를 통해 소
개된 ‘치맥(치킨과 맥주)’에 힘입어 한국식 치킨 프랜차이즈가 흥행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함31)

¡ 중국 및 일본 음식점과 비교했을 때, 한식당은 ‘격식 있는 서비스’ 측면에서 뛰어난 경쟁력
을 가지고 있음. ‘내부 분위기(인테리어, 소품, 음악 등)’나 ‘식당 평판/이미지’에서도 마찬가
지임. 현지 한식당 경영인 및 종사자들 대상으로 서비스관련 교육의 장을 마련하여 이 같은 
한식당의 강점을 유지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이 바로 ‘치맥(치킨과 맥주)’ 문화임. 외식문화가 발달한 특성과 닭고
기와 튀김요리를 즐기는 입맛, 현재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반영된 소비성향을 고려한 결과임. 
‘치맥’ 문화를 통해 한식(또는 한국의 식문화)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린다면, 보다 폭 넓은 
한식 메뉴에 대한 경험 욕구 역시 뒤따라올 것으로 기대함

29) 한식 인지도: 자카르타 75.3% > 쿠알라룸푸르 55.3% > 방콕 52.0%
30) 「천 가지 이야기가 있는 나라 인도네시아」 (즐거운상상, 2009) p.47
31) 「인도네시아 소비시장을 열어라」 (한국무역협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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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호주-시드니
가. 한 눈에 보는 한식 지표

호주 최대의 상공업 도시이자 경제·문화·교육의 중심지인 시드니.

시드니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3대 항구 중 하나로 이름을 날리고 있으며,

각국의 도시 평가에서 꾸준히 상위권에 오르며 살기 좋은 곳으로 각광받는 도시.

시드니에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으며,

매년 많은 이색적인 축제와 호주 최대의 사회 문화 이벤트가 개최되고 있음.

최근 호주 내 부를 축적한 중국 유학생과 이민자 수가 계속 증가하면서

아시아 열풍이 가속화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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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드니에서의 한식 현주소
¡ 한식 인지도는 절반 정도 수준임. 20대는 10명 중 6명이, 30~50대는 10명 중 5명 정도가 

한식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주변 한식당을 방문하거나 주변인들의 소개로 접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나머지 경로(음식 관련 박람회, 영화/드라마/쇼 시청, 인터넷 게시물 등)
를 통해 알게 된 경우는 적음

¡ 한식을 먹어본 현지인들은 한식의 속성 중 ‘맛이 좋음’, ‘식사가 간편함’, ‘모양이 좋음’에 가
장 많이 공감했으며, 반대로 ‘요리가 간편함’, ‘고급스러움’에는 상대적으로 덜 공감하는 반응
을 보임

¡ 호주의 소비자들은 아시아 요리를 매우 다양하게 접함. 각 국의 식재료도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음. 호주의 조사기관 McCrindle의 보고서32)에 따르면, 젊은 층을 중심으로 다국적 식
음료를 선호하는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이렇듯 개방적인 호주 외식 시장의 특징은 
호주에서 맛볼 수 있는 아시아 요리는 각국의 고유한 맛을 정확하게 내기보다는 현지 입맛
에 맞춰 변형된 것들이 많다는 의미임33)

다. 시드니를 사로잡을 한식 전략
¡ 다양한 식음료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호주의 외식 시장에서 ‘한식’의 존재감에 힘을 싣기 

위해서는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임. 현지 입맛에 맞춰 퓨전의 형태로 소개된 음식
은 소비자의 인식 상에서 에스닉푸드 고유의 정체성을 잃기 쉽기 때문임. 예를 들어, 한식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한식인지 일식인지 현지인의 인식 상에서 명확히 구분되지 않
는 경우임. 이와 같은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한식’과 ‘한식당’ 부흥 정책의 방향성을 
통일할 필요가 있음

¡ 조사 결과, 타 에스닉푸드 레스토랑 대비 한식당의 대표 경쟁력은 ‘건강한 음식’과 ‘격식 있
는 서비스’로 나타남. 이러한 기존 한식당의 경쟁력을 유지·강화하는 동시에 ‘한식’에 대한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이 설정되어야 함. 예컨대 한식의 건강함과 한식 문화의 정갈
함을 테마로 삼아, 그 속에서 종사자 서비스, 홍보 활동, 메뉴 구성, 프레젠테이션(인테리어, 
퍼포먼스 등) 등을 구상함으로써 한식의 정체성과 나아갈 방향을 설정해야 함

¡ 인지도를 높이고 홍보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경로는 온라인 플랫폼이 바람직해 보임. 
이용 식당을 선택함에 있어 주변인의 추천과 더불어 ‘레스토랑 소개 전문 웹사이트’에 대한 
응답도 다수 집계되었기 때문임. 대표적인 레스토랑 리뷰 웹사이트(Zomato, Broadsheet 등)
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 또한 고려해봐야 할 것임

32) IBIS World, Channel 10, McCrindle Research, The Sydney Morning Herald
33) 「세계를 잃다, 호주」(일사 샤프, 2014) p.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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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브라질-리우 데 자네이루
가. 한 눈에 보는 한식 지표

시드니, 나폴리와 함께 세계 3대 미항 중 하나로 꼽히는 항구도시 리우 데 자네이루.

브라질 내에서 상파울루에 이어 제 2위의 도시로 평가되었으며,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축제인 카니발이 열리는 도시이자 브라질 최대 기업들이 위치하는 도시,

유럽의 이민들이 이주해와서 정착한 이후로

다양한 역사적 맥락들과 얽히고 설키며 다채로운 식문화가 형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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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의 한식 현주소
¡ 리우 데 자네이루의 한식 인지도는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10명 중 3명꼴임. 20~30대 

집단은 40% 수준이나, 40대와 50대에서는 그보다 낮은 30% 수준임. 이 때문에 한식을 떠
올렸을 때 ‘색다른/이색적인 음식’이라는 이미지가 지배적임. 다음으로 ‘건강에 좋은 음식’이
라는 인식도 강한데, 건강 및 미용 관련 산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현재 브라질 소비자의 
특성을 감안하면 긍정적인 단서임. 실제 한식 취식 경험자들 역시 ‘모양’과 ‘맛’ 다음으로 ‘건
강함’ 항목에 높은 점수를 주었음

¡ 현지 한식당 방문자들은 특히 종업원과(의사소통, 용모, 태도 등) 서비스(편리성, 신속성, 격
식)를 좋게 평가함. 불고기와 비빔밥 등 한식 전파 초기에 주로 소개되는 대표 메뉴에 대한 
경험율 및 선호도 높음. 또한, 만족도와 추천의향, 재방문의향은 20~30대는 물론 40대에서
도 유사하게 높은 비율로 조사됨. 한식에 대한 인지도는 젊은 층에 비해 낮은 편이나 한식
을 즐기고 한식당 고객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상당한 집단으로 해석됨

¡ 한식에 대한 홍보활동은 온라인상에서 가장 많이 접함. 블로그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
그램 등의 플랫폼을 통한 홍보에 대해 우호적이나 인쇄매체나 라디오, 이벤트 및 행사를 통
해서는 적극적인 반응을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다. 리우 데 자네이루를 사로잡을 한식 전략
¡ 브라질에서의 한국은 아직까지 ‘콘텐츠’에 집중되어 있음. 한류 열풍으로 시작된 한국 문화

에 대한 관심이 한식 부흥에까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임
¡ 우선적으로 눈여겨 봐야할 것은 브라질 현지인들이 주목하는 한식의 ‘건강함’ 임. 현재까지

는 ‘김치’, ‘불고기’, ‘비빔밥’ 등이 거부감 없이 즐길 수 있으면서 웰빙의 요소를 갖춘 대표 
한식 메뉴로 알려져 있음34). 그러나 갈비, 갈비찜, 잡채, 전 등 현지인들에게는 아직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맛과 영양을 고루 갖춘 메뉴들이 존재함. 현지화 검증을 거쳐 ‘건강식’
으로서의 이미지를 소구한다면, 20~30대뿐만 아니라 한식당에 대해 반응이 좋은 40대도 함
께 타겟팅이 가능할 것임

¡ 현지의 다른 에스닉푸드(이탈리아, 미국, 일본) 식당과 한식당을 비교 했을 때, 가장 눈에 
띄게 나타난 한식당의 경쟁우위 요소는 ‘식당(브랜드)의 평판 또는 이미지’임. 한식당의 평
판과 이미지가 형성된 경로를 추적해보면, 블로그/유튜브/페이스북 등이 큰 역할을 했을 것
으로 추정됨. 조사 결과, 현지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홍보 경로이자 실제 식당 선택 시 정보
를 수집하게 되는 주요 통로이기 때문임. 이처럼 이미 효과성이 입증된 홍보 경로를 십분 
활용하여 보다 적극적인 한식 알리기 활동을 펼쳐나가야 할 시점임

34) 「한국의 3가지 맛」(브라질 일간지 ‘폴랴 지 상파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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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UAE-두바이
가. 한 눈에 보는 한식 지표

아시아, 중동, 동아프리카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이며 중동, 아프리카 시장 공략의 거점 두바이.

두바이는 중동·아프리카의 물류, 비즈니스, 금융, 관광의 허브이며, 중동에서 중요한 항구도시.

UAE 사회 중 굉장히 개방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모인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만큼, 다양한 문화가 뒤섞여있음.

또한 레바논, 이란, 모로코 등을 포함한 중동지역의 다양한 음식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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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두바이에서의 한식 현주소
¡ 아랍에미리트의 대표도시 두바이는 유럽, 중동, 아시아 간의 무역 허브로서, 세계 각국 간의 

무역거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특징이 있으며, 이슬람 기반의 자국 문화와 인구의 절대다수
를 차지하는 외국인들의 영향으로 유입된 새로운 문화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도시임. 비즈니
스가 활발한 도시적 특징으로 인해 온라인 거래가 활발하며, 이는 현지인들의 식당 정보 수
집 경로 및 한식 인지 경로에서도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식당정보 수집 경로 1순위: 블
로그/SNS, 한식 인지경로 1순위: 인터넷 사진 또는 글)

¡ 두바이 현지인들의 한식에 대한 평가는 비교적 우수한 편이며, 배달음식 및 간편식의 경우 
한식에 대한 경험도가 높은 편임. 하지만 에스닉푸드 호감도에 있어 미국 음식 및 중국 음
식 대비 낮은 것이 특징임. 현지인들의 한식에 대해서는 ‘맛이 좋음, 친숙한, 모양이 좋은’ 
등의 이미지가 강한 편이며, 색다르고 신선한 이미지보다 대중적인 이미지로 인식되고 있음

¡ 주요 취식 경험 한식 메뉴는 다른 세계 주요도시 대비 다양한 편이며, 비빔밥/전골/치킨 등
의 경험층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며, 향후 잡채/전 등의 전통 한국음식에 대한 취식 의향(관
심)이 높음. 한식에 대한 조리법 및 메뉴 정보에 대한 니즈가 있으며, 향후 한식 관련 주요 
지역 탐방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파악됨

다. 두바이를 사로잡을 한식 전략
¡ 두바이 현지인의 외식 소비 지출액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편이며, 다양한 문화가 공유하는 

도시로써 한식의 전파에 있어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고급식당
의 한식부터 배달/간편식 스타일의 한식까지 폭넓은 진출이 가능한 지원 정책이 효과적일 
것이며, 온라인에서의 정보 공유가 일상에서 보편화된 만큼 한식에 대한 관련 정보를 다양
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전파할 필요 있음

¡ 또한 두바이 현지에서는 애프터눈 티를 즐기는 문화가 있으며, 외국인의 영향으로 금요일 
낮이면 늦은 아침 겸 점심을 먹기 위한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음. 즉 한식에 있어 식사 메
뉴 외 전통차(식혜, 수정과 등) 및 한국형 디저트(떡, 빙수 등)를 제공하는 한국 카페 브랜
드의 현지 진출을 적극 장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국의 전통적인 부분을 강조하
되 메뉴의 현지화를 통해 다양한 층의 현지인을 공략할 수 있는 전략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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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계표
[표 VIII-1] 한식 인지도

(단위: %, 점(7점 척도 평균))

전체

북미 유럽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남미·중동

뉴욕 LA
토론
토 파리 런던 로마 북경 상해 동경

타이
베이 방콕

쿠알
라룸
푸르

자카
르타

시드
니

리우
데자
네이
루

두바
이

사례수 (9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① 전혀 알지 못한다 7.3 10.0 2.5 12.3 12.2 11.3 25.2 1.2 0.7 4.8 0.3 3.3 5.3 1.3 3.3 20.7 1.8

② 알지 못한다 5.9 10.7 4.8 6.8 11.3 10.7 13.2 1.3 0.7 6.0 1.7 3.5 3.7 1.2 5.5 11.5 2.7

③ 알지 못하는 편이다 12.6 11.3 13.0 12.8 23.0 17.5 15.8 4.3 5.5 22.7 9.8 16.0 6.3 9.8 12.2 19.0 3.0

④ 보통이다 20.2 14.3 15.5 20.3 18.0 18.2 12.7 18.7 23.2 38.3 29.5 25.2 29.3 12.3 23.2 11.2 12.7

⑤ 알고 있는 편이다 25.6 23.8 28.5 26.7 17.3 24.7 16.5 28.3 33.3 17.5 37.0 28.5 31.2 30.0 28.2 12.8 25.5

⑥ 알고 있다 21.1 20.2 24.0 16.7 13.8 13.5 14.3 31.3 27.0 8.3 17.7 15.8 20.7 34.8 20.8 15.3 43.2

⑦ 매우 잘 알고 있다 7.3 9.7 11.7 4.3 4.3 4.2 2.3 14.8 9.7 2.3 4.0 7.7 3.5 10.5 6.8 9.5 11.2

종합
결과

①+②+③
BOTTOM3

25.9 32.0 20.3 32.0 46.5 39.5 54.2 6.8 6.8 33.5 11.8 22.8 15.3 12.3 21.0 51.2 7.5

④ MIDDLE 20.2 14.3 15.5 20.3 18.0 18.2 12.7 18.7 23.2 38.3 29.5 25.2 29.3 12.3 23.2 11.2 12.7

⑤+⑥+⑦
TOP3

54.0 53.7 64.2 47.7 35.5 42.3 33.2 74.5 70.0 28.2 58.7 52.0 55.3 75.3 55.8 37.7 79.8

평균 : (7점) 4.43 4.31 4.81 4.10 3.76 3.91 3.35 5.25 5.08 3.92 4.70 4.50 4.53 5.15 4.57 3.68 5.32

[표 VIII-2] 한식 만족도

(base: 한식 인지자 중 한식 취식 경험자, 단위: %, 점(7점 척도 평균))

전체

북미 유럽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남미·중동

뉴욕 LA
토론
토 파리 런던 로마 북경 상해 동경

타이
베이 방콕

쿠알
라룸
푸르

자카
르타

시드
니

리우
데자
네이
루

두바
이

사례수 (4852) (281) (356) (263) (186) (219) (163) (436) (397) (167) (350) (309) (313) (437) (305) (206) (464)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0.4 0.7 0.6 0.8 0.5 0.5 0.0 0.0 0.5 1.2 0.0 0.0 0.0 0.2 1.3 0.0 0.0

② 만족하지 않는다 0.3 0.7 0.6 0.4 0.0 0.0 0.0 0.2 0.0 1.2 0.3 0.3 0.0 0.0 0.7 0.0 0.2

③ 다소 만족하지 않는다 0.6 0.7 0.6 0.4 0.0 1.4 0.6 0.9 0.3 1.2 1.1 0.3 0.0 0.5 1.0 1.0 0.0

④ 보통이다 4.9 3.6 3.7 4.9 2.2 6.8 3.7 3.0 6.5 14.4 7.4 4.5 5.1 5.5 4.9 2.4 3.4

⑤ 만족하는 편이다 21.7 15.3 12.4 18.3 11.3 22.4 14.7 28.2 28.2 34.7 36.9 23.9 24.6 15.6 17.0 10.7 23.9

⑥ 만족한다 46.4 40.6 38.2 44.1 53.2 34.7 52.8 47.2 51.4 38.3 44.6 41.1 50.5 56.8 40.7 44.7 52.4

⑦ 매우 만족한다 25.8 38.4 44.1 31.2 32.8 34.2 28.2 20.4 13.1 9.0 9.7 29.8 19.8 21.5 34.4 41.3 20.0

종합
결과

①+②+③
BOTTOM3

1.2 2.1 1.7 1.5 0.5 1.8 0.6 1.1 0.8 3.6 1.4 0.6 0.0 0.7 3.0 1.0 0.2

④ MIDDLE 4.9 3.6 3.7 4.9 2.2 6.8 3.7 3.0 6.5 14.4 7.4 4.5 5.1 5.5 4.9 2.4 3.4

⑤+⑥+⑦
TOP3

93.9 94.3 94.7 93.5 97.3 91.3 95.7 95.9 92.7 82.0 91.1 94.8 94.9 93.8 92.1 96.6 96.3

평균 : (7점) 5.90 6.07 6.18 5.97 6.15 5.92 6.04 5.83 5.69 5.31 5.53 5.94 5.85 5.92 5.95 6.23 5.88

[표 VIII-3] 한식당 방문 경험

(단위: %)

전체

북미 유럽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남미·중동

뉴욕 LA
토론
토 파리 런던 로마 북경 상해 동경

타이
베이 방콕

쿠알
라룸
푸르

자카
르타

시드
니

리우
데자
네이
루

두바
이

사례수 (9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경험 있음 63.1 56.5 66.2 50.7 52.5 42.7 39.8 83.3 79.0 27.8 77.3 80.8 74.0 82.2 55.3 49.3 91.5

경험 없음 36.9 43.5 33.8 49.3 47.5 57.3 60.2 16.7 21.0 72.2 22.7 19.2 26.0 17.8 44.7 50.7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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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III-4] 한식당 방문 빈도

(base: 한식당 방문 경험자, 단위: 회/월)

전체

북미 유럽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남미·중동

뉴욕 LA
토론
토 파리 런던 로마 북경 상해 동경

타이
베이 방콕

쿠알
라룸
푸르

자카
르타

시드
니

리우
데자
네이
루

두바
이

사례수 (5989) (326) (390) (303) (307) (251) (238) (498) (473) (163) (464) (483) (442) (491) (331) (294) (535)

평균 : (회) 2.4 2.5 2.2 2.0 2.1 2.0 2.1 2.0 1.9 1.4 1.8 2.1 2.4 2.5 2.2 2.7 4.5

[표 VIII-5] 한식당 만족도

(base: 한식당 방문 경험자, 단위: %, 점(7점 척도 평균))

전체

북미 유럽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남미·중동

뉴욕 LA
토론
토 파리 런던 로마 북경 상해 동경

타이
베이 방콕

쿠알
라룸
푸르

자카
르타

시드
니

리우
데자
네이
루

두바
이

사례수 (6054) (339) (397) (304) (315) (256) (239) (500) (474) (167) (464) (485) (444) (493) (332) (296) (549)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0.2 0.9 0.3 0.3 0.3 0.4 0.4 0.0 0.2 0.0 0.0 0.2 0.0 0.0 0.0 0.0 0.0

② 만족하지 않는다 0.2 0.3 0.5 0.3 1.3 0.4 0.0 0.0 0.2 0.0 0.0 0.2 0.0 0.2 0.0 0.0 0.0

③ 다소 만족하지 않는다 0.7 0.9 1.0 0.3 1.3 1.6 1.3 0.0 0.2 1.8 1.3 0.2 0.7 0.6 1.5 0.3 0.2

④ 보통이다 9.0 7.7 6.0 8.6 6.0 12.9 9.6 6.2 4.4 22.2 14.9 8.0 12.4 6.9 9.0 9.5 9.3

⑤ 만족하는 편이다 25.6 16.2 15.9 23.4 14.6 21.1 25.5 30.0 34.4 41.3 44.4 32.8 30.0 16.2 23.5 9.1 24.8

⑥ 만족한다 44.2 40.1 40.8 40.1 53.0 35.5 45.6 46.6 48.3 29.9 34.3 39.6 44.8 57.8 38.9 48.6 49.4

⑦ 매우 만족한다 20.1 33.9 35.5 27.0 23.5 28.1 17.6 17.2 12.2 4.8 5.2 19.0 12.2 18.3 27.1 32.4 16.4

종합
결과

①+②+③
BOTTOM3

1.1 2.1 1.8 1.0 2.9 2.3 1.7 0.0 0.6 1.8 1.3 0.6 0.7 0.8 1.5 0.3 0.2

④ MIDDLE 9.0 7.7 6.0 8.6 6.0 12.9 9.6 6.2 4.4 22.2 14.9 8.0 12.4 6.9 9.0 9.5 9.3

⑤+⑥+⑦
TOP3

89.9 90.3 92.2 90.5 91.1 84.8 88.7 93.8 94.9 76.0 83.8 91.3 86.9 92.3 89.5 90.2 90.5

평균 : (7점) 5.73 5.94 6.01 5.83 5.86 5.73 5.67 5.75 5.66 5.14 5.27 5.68 5.55 5.86 5.81 6.03 5.72

[표 VIII-6] 한식당 추천 의향

(base: 한식당 방문 경험자, 단위: %, 점(7점 척도 평균))

전체

북미 유럽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남미·중동

뉴욕 LA
토론
토 파리 런던 로마 북경 상해 동경

타이
베이 방콕

쿠알
라룸
푸르

자카
르타

시드
니

리우
데자
네이
루

두바
이

사례수 (6054) (339) (397) (304) (315) (256) (239) (500) (474) (167) (464) (485) (444) (493) (332) (296) (549)

① 전혀 추천하지 않는다 0.1 0.0 0.0 0.0 0.3 0.4 0.4 0.0 0.4 0.0 0.0 0.0 0.0 0.2 0.6 0.3 0.0

② 추천하지 않는다 0.4 0.6 0.5 0.7 1.9 0.8 0.4 0.0 0.4 0.0 0.4 0.2 0.0 0.2 0.6 0.0 0.0

③ 다소 추천하지 않는다 1.4 1.5 2.3 0.7 2.9 1.6 2.1 1.6 0.6 2.4 1.7 0.8 1.1 1.2 1.8 1.0 0.4

④ 보통이다 10.3 7.7 6.5 13.2 6.7 9.8 11.7 7.0 6.8 34.7 16.2 9.5 13.1 9.1 9.6 6.4 10.7

⑤ 추천하는 편이다 25.7 21.2 15.4 27.3 10.2 26.6 28.9 26.4 34.4 37.7 41.8 29.7 30.9 15.4 19.9 10.8 29.3

⑥ 추천한다 39.2 35.1 40.1 33.6 47.6 30.5 37.2 44.8 43.0 21.0 33.8 37.3 39.6 49.1 38.0 36.1 41.3

⑦ 매우 추천한다 22.9 33.9 35.3 24.7 30.5 30.5 19.2 20.2 14.3 4.2 6.0 22.5 15.3 24.7 29.5 45.3 18.2

종합
결과

①+②+③
BOTTOM3

1.9 2.1 2.8 1.3 5.1 2.7 2.9 1.6 1.5 2.4 2.2 1.0 1.1 1.6 3.0 1.4 0.4

④ MIDDLE 10.3 7.7 6.5 13.2 6.7 9.8 11.7 7.0 6.8 34.7 16.2 9.5 13.1 9.1 9.6 6.4 10.7

⑤+⑥+⑦
TOP3

87.8 90.3 90.7 85.5 88.3 87.5 85.4 91.4 91.8 62.9 81.7 89.5 85.8 89.2 87.3 92.2 88.9

평균 : (7점) 5.70 5.91 5.98 5.66 5.89 5.75 5.57 5.75 5.61 4.90 5.25 5.71 5.55 5.86 5.80 6.17 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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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III-7] 한식당 재방문의향

(base: 한식당 방문 경험자, 단위: %, 점(7점 척도 평균))

전체

북미 유럽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남미·중동

뉴욕 LA
토론
토 파리 런던 로마 북경 상해 동경

타이
베이 방콕

쿠알
라룸
푸르

자카
르타

시드
니

리우
데자
네이
루

두바
이

사례수 (6054) (339) (397) (304) (315) (256) (239) (500) (474) (167) (464) (485) (444) (493) (332) (296) (549)

① 전혀 방문할 의향 없다 0.2 0.0 0.0 0.3 0.6 0.8 0.8 0.0 0.2 0.0 0.2 0.0 0.0 0.0 0.3 0.3 0.0

② 방문할 의향 없다 0.2 0.6 0.3 0.0 0.6 0.4 0.4 0.0 0.0 0.6 0.0 0.2 0.2 0.0 0.0 0.3 0.0

③ 다소 방문할 의향 없다 1.0 0.6 1.3 0.7 0.6 3.1 1.7 0.8 0.4 2.4 0.2 0.8 1.8 1.6 0.6 1.0 0.2

④ 보통이다 9.8 7.7 6.8 8.9 7.3 8.2 12.1 5.8 6.8 27.5 13.8 10.3 16.7 7.7 9.3 5.1 10.7

⑤ 방문할의향이있는편이다 23.3 15.3 14.4 22.4 13.7 21.9 27.6 24.0 29.7 35.3 40.5 26.8 26.1 13.0 19.6 14.2 26.6

⑥ 방문할 의향 있다 40.4 39.8 40.6 39.5 44.1 35.5 35.1 46.4 43.0 23.4 34.7 39.0 39.4 50.1 37.7 32.8 45.2

⑦ 매우 방문할 의향 있다 25.1 36.0 36.8 28.3 33.0 30.1 22.2 23.0 19.8 10.8 10.6 22.9 15.8 27.6 32.5 46.3 17.3

종합
결과

①+②+③
BOTTOM3

1.4 1.2 1.5 1.0 1.9 4.3 2.9 0.8 0.6 3.0 0.4 1.0 2.0 1.6 0.9 1.7 0.2

④ MIDDLE 9.8 7.7 6.8 8.9 7.3 8.2 12.1 5.8 6.8 27.5 13.8 10.3 16.7 7.7 9.3 5.1 10.7

⑤+⑥+⑦
TOP3

88.9 91.2 91.7 90.1 90.8 87.5 84.9 93.4 92.6 69.5 85.8 88.7 81.3 90.7 89.8 93.2 89.1

평균 : (7점) 5.78 6.01 6.04 5.85 5.97 5.77 5.59 5.85 5.74 5.11 5.41 5.72 5.50 5.94 5.91 6.16 5.69

[표 VIII-8] 한식당 향후 방문 의향

(base: 한식당 방문 미경험자, 단위: %, 점(7점 척도 평균))

전체

북미 유럽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남미·중동

뉴욕 LA
토론
토 파리 런던 로마 북경 상해 동경

타이
베이 방콕

쿠알
라룸
푸르

자카
르타

시드
니

리우
데자
네이
루

두바
이

사례수 (3546) (261) (203) (296) (285) (344) (361) (100) (126) (433) (136) (115) (156) (107) (268) (304) (51)
① 전혀 방문할 의향 없다 8.8 7.7 4.4 10.8 12.3 7.3 16.1 7.0 0.8 9.5 1.5 7.8 10.9 0.9 5.6 10.2 17.6
② 방문할 의향 없다 7.3 9.2 5.9 6.8 7.0 6.7 8.6 7.0 3.2 9.9 1.5 7.8 7.7 5.6 5.2 8.6 11.8
③ 다소 방문할 의향 없다 9.4 7.3 7.4 8.1 11.2 5.8 6.9 11.0 14.3 14.1 11.8 7.8 10.3 6.5 7.5 10.2 17.6
④ 보통이다 27.7 19.2 19.2 21.3 23.5 20.9 38.0 42.0 41.3 40.0 41.9 44.3 30.8 20.6 17.5 17.1 21.6
⑤ 방문할 의향이 있는
편이다

25.9 29.1 30.0 28.7 19.6 29.7 19.9 20.0 28.6 20.1 30.1 25.2 22.4 26.2 34.0 28.0 25.5

⑥ 방문할 의향 있다 15.4 21.1 21.7 18.9 21.4 22.1 6.9 12.0 11.9 3.9 9.6 6.1 12.8 29.9 24.3 15.1 3.9

⑦ 매우 방문할 의향 있다 5.5 6.5 11.3 5.4 4.9 7.6 3.6 1.0 0.0 2.5 3.7 0.9 5.1 10.3 6.0 10.9 2.0

종합
결과

①+②+③
BOTTOM3

25.5 24.1 17.7 25.7 30.5 19.8 31.6 25.0 18.3 33.5 14.7 23.5 28.8 13.1 18.3 28.9 47.1

④ MIDDLE 27.7 19.2 19.2 21.3 23.5 20.9 38.0 42.0 41.3 40.0 41.9 44.3 30.8 20.6 17.5 17.1 21.6

⑤+⑥+⑦
TOP3

46.8 56.7 63.1 53.0 46.0 59.3 30.5 33.0 40.5 26.6 43.4 32.2 40.4 66.4 64.2 53.9 31.4

평균 : (7점) 4.23 4.42 4.75 4.29 4.15 4.56 3.72 4.01 4.29 3.73 4.41 3.93 4.05 4.96 4.66 4.33 3.45

[표 VIII-9] 전체 외식 지출액

(단위: 국가별 화폐단위/1회 1인당)

북미 유럽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남미·중동

뉴욕 LA 토론토 파리 런던 로마 북경 상해 동경
타이
베이 방콕

쿠알
라룸
푸르

자카
르타 시드니

리우
데자
네이
루 두바이

사례수 (575) (564) (578) (569) (575) (585) (587) (586) (524) (584) (581) (576) (573) (566) (575) (530)

국가별 화폐단위 USD USD CAD EUR GBP EUR CNY CNY JPY TWD THB RM IDR AUD BRL AED

평균 지출액 61.8 38.7 37.5 33.6 35.1 30.3 124.1 136.5 2,425.9 769.4 1,015.1 69.7 139,493.1 50.5 92.1 2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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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III-10] 업태별 식당 이용 빈도

(단위: 회/월)

전체

북미 유럽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남미·중동

뉴욕 LA
토론
토 파리 런던 로마 북경 상해 동경

타이
베이 방콕

쿠알
라룸
푸르

자카
르타

시드
니

리우
데자
네이
루

두바
이

사례수 (9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고급식당 1.4 1.9 1.5 1.3 0.8 1.1 0.8 1.3 0.9 0.4 1.0 1.1 1.3 1.3 1.2 1.5 5.3

일반식당 3.3 3.2 2.9 2.4 2.4 2.2 2.5 3.4 2.8 3.6 5.7 3.1 4.3 2.9 2.6 3.7 5.5

패스트푸드 3.9 4.4 5.0 4.4 2.9 2.9 2.6 3.8 3.6 2.3 3.6 4.9 4.8 4.0 3.6 4.3 5.9

카페/바 3.4 3.1 2.5 3.3 3.4 3.2 9.2 2.2 2.1 2.2 2.9 1.9 2.9 2.7 3.4 4.2 5.2

테이크아웃 4.2 3.6 3.3 3.2 3.0 2.8 2.1 4.7 4.6 1.8 6.1 9.0 6.2 4.1 3.2 3.1 5.7

합계 16.2 16.2 15.2 14.6 12.5 12.2 17.2 15.4 14.0 10.3 19.3 20.0 19.5 15.0 14.0 16.8 27.6

[표 VIII-11] 배달음식 이용 빈도

(단위: 회/월)

전체

북미 유럽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남미·중동

뉴욕 LA
토론
토 파리 런던 로마 북경 상해 동경

타이
베이 방콕

쿠알
라룸
푸르

자카
르타

시드
니

리우
데자
네이
루

두바
이

사례수 (9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평균 : (회) 4.2 5.3 3.8 2.8 4.4 4.1 2.5 5.2 5.3 0.9 4.3 3.3 4.4 4.8 3.0 5.3 8.5

[표 VIII-12] 배달음식 선호 에스닉푸드

(base: 배달음식 이용 경험자, 단위: %)

전체

북미 유럽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남미·중동

뉴욕 LA
토론
토 파리 런던 로마 북경 상해 동경

타이
베이 방콕

쿠알
라룸
푸르

자카
르타

시드
니

리우
데자
네이
루

두바
이

사례수 (7866) (515) (469) (434) (508) (504) (431) (538) (525) (229) (492) (530) (527) (568) (442) (554) (600)

Chinese 27.4 31.8 17.9 31.6 15.4 27.0 18.6 69.3 73.3 16.6 43.9 3.0 16.3 24.8 18.8 8.8 14.7

Italian 16.2 19.6 19.4 19.8 14.6 19.0 48.0 2.8 1.5 33.2 15.0 11.1 10.8 7.0 20.4 26.2 9.0

American 13.4 18.4 19.6 16.1 8.7 9.1 2.6 3.0 3.0 10.9 17.7 17.4 24.3 19.0 8.6 17.0 14.8

Japanese 11.0 4.3 3.4 6.9 19.9 3.0 16.9 4.6 5.3 28.8 10.6 19.2 5.7 18.7 3.6 23.3 9.7

Korean 8.6 4.5 4.9 5.3 5.7 3.6 3.5 13.0 11.4 0.4 5.1 8.7 13.1 18.8 4.8 7.6 17.2

Thai 7.8 2.5 9.4 4.4 6.9 4.6 1.9 1.9 1.3 1.7 3.5 36.0 18.0 0.7 22.4 0.4 7.7

Indian 4.1 3.1 2.8 5.8 3.7 19.8 1.4 0.7 0.2 3.1 0.6 0.0 3.4 0.5 9.7 0.9 9.7

Mexican 3.0 7.4 14.7 2.1 0.8 3.8 3.7 1.5 0.8 0.0 0.2 1.3 0.4 0.5 3.6 2.5 4.8

French 2.4 1.7 0.6 1.2 18.1 2.0 0.2 0.4 2.1 0.9 0.2 0.8 1.1 0.0 1.4 1.3 4.7

Spanish 1.5 4.1 3.8 0.9 1.6 3.8 1.9 1.1 0.6 0.9 0.2 0.0 0.2 0.4 0.7 0.9 3.2

Vietnamese 1.2 1.4 1.7 1.2 3.0 1.6 0.5 1.3 0.4 0.0 1.0 1.1 0.2 0.4 3.6 0.2 1.0

Other 3.4 1.2 1.7 4.8 1.8 2.8 0.9 0.4 0.0 3.5 2.0 1.3 6.5 9.2 2.5 11.0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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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III-13] 배달음식 이용 목적

(base: 배달음식 이용 경험자, 단위: %)

전체

배달음식 에스닉푸드 종류

American Chinese French Indian Italian Japanese Korean Mexican Spanish Thai Vietnamese Other

사례수 (7866) (1051) (2154) (187) (321) (1273) (869) (675) (239) (120) (617) (91) (269)

직접 조리하는
것을 대신하여

68.0 65.6 68.3 76.5 69.5 74.3 59.7 62.7 73.6 70.0 70.8 69.2 65.1

직접 식당을
방문하는 것을
대신하여

32.0 34.4 31.7 23.5 30.5 25.7 40.3 37.3 26.4 30.0 29.2 30.8 34.9

[표 VIII-14] 간편식 이용 빈도

(단위: 회/월)

전체

북미 유럽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남미·중동

뉴욕 LA
토론
토 파리 런던 로마 북경 상해 동경

타이
베이 방콕

쿠알
라룸
푸르

자카
르타

시드
니

리우
데자
네이
루

두바
이

사례수 (9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평균 : (회) 4.1 4.1 3.3 3.1 4.2 3.5 2.5 3.7 3.5 1.7 3.4 5.8 4.5 4.7 2.4 4.8 10.0

[표 VIII-15] 간편식 구매 주기

(base: 간편식 이용 경험자, 단위: %)

전체

북미 유럽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남미·중동

뉴욕 LA
토론
토 파리 런던 로마 북경 상해 동경

타이
베이 방콕

쿠알
라룸
푸르

자카
르타

시드
니

리우
데자
네이
루

두바
이

사례수 (7015) (364) (369) (332) (469) (398) (329) (497) (499) (187) (479) (568) (523) (539) (330) (541) (591)

먹고 싶을 때마다
사서 먹는다

82.1 80.2 75.9 80.4 85.7 80.7 85.4 83.9 83.2 78.6 85.2 87.7 88.0 79.6 79.7 80.4 75.3

규칙적으로 구입해
놓고 먹는다

17.9 19.8 24.1 19.6 14.3 19.3 14.6 16.1 16.8 21.4 14.8 12.3 12.0 20.4 20.3 19.6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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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III-16] 간편식 선호 에스닉푸드

(base: 간편식 이용 경험자, 단위: %)

전체

북미 유럽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남미·중동

뉴욕 LA
토론
토 파리 런던 로마 북경 상해 동경

타이
베이 방콕

쿠알
라룸
푸르

자카
르타

시드
니

리우
데자
네이
루

두바
이

사례수 (7015) (364) (369) (332) (469) (398) (329) (497) (499) (187) (479) (568) (523) (539) (330) (541) (591)

Chinese 23.4 14.6 9.5 21.4 12.8 19.6 13.4 58.8 59.7 21.9 47.2 6.2 17.6 26.5 16.4 6.1 14.7

Italian 13.7 17.3 13.0 18.4 13.4 22.9 50.5 3.4 4.0 9.1 11.5 2.5 7.6 7.8 17.6 28.1 8.8

American 12.4 28.0 27.4 21.7 5.5 9.8 3.0 2.8 1.8 3.7 5.0 4.9 14.9 16.5 8.8 24.4 18.4

Japanese 11.2 4.1 6.0 5.4 8.1 4.8 10.0 9.3 11.0 50.3 14.4 17.4 8.0 16.9 7.0 14.0 7.3

Korean 9.9 6.3 7.6 6.0 6.2 4.0 5.5 12.7 12.4 3.7 8.1 8.3 15.1 20.6 5.2 6.3 17.4

Thai 9.8 3.6 5.7 6.6 6.2 4.8 2.7 3.2 2.4 3.2 5.4 56.9 18.7 1.1 15.5 1.1 5.6

Indian 4.7 5.8 3.0 6.9 4.9 15.6 2.7 2.0 0.8 2.1 2.9 0.4 5.0 1.7 12.1 0.7 11.0

French 4.4 2.7 1.6 3.3 33.5 4.3 1.8 2.0 3.2 1.1 0.8 0.7 1.3 0.6 3.3 3.3 4.6

Mexican 3.4 6.3 19.0 2.4 3.8 5.5 5.2 1.6 1.4 0.0 0.6 0.2 1.5 0.7 3.6 4.4 2.5

Spanish 2.5 7.7 3.5 3.0 1.7 5.3 2.7 2.8 1.0 2.1 0.8 0.7 1.0 0.2 3.3 2.4 4.4

Vietnamese 1.8 1.9 2.4 1.8 2.8 1.8 1.8 1.2 2.2 2.1 1.5 1.8 1.1 0.9 3.9 0.2 2.4

Other 2.8 1.6 1.4 3.0 1.1 1.8 0.6 0.2 0.0 0.5 1.7 0.2 8.0 6.5 3.3 8.9 2.9

[표 VIII-17] 간편식 이용 장소

(base: 간편식 이용 경험자, 단위: %)

전체

간편식 에스닉푸드 종류

American Chinese French Indian Italian Japanese Korean Mexican Spanish Thai Vietnamese Other

사례수 (7015) (869) (1642) (309) (327) (959) (783) (696) (240) (176) (690) (125) (199)

집(내 집 또는 친구 집) 80.9 81.7 85.2 70.6 75.8 85.1 83.4 77.7 72.9 59.7 80.7 58.4 91.0

직장 43.8 47.8 37.2 48.2 47.7 35.0 42.5 55.7 46.7 54.5 50.0 48.8 34.7
야외 34.1 39.2 26.9 42.4 42.2 27.4 32.1 46.0 37.5 46.0 32.9 40.8 27.6
학교 9.4 7.9 6.8 16.5 14.1 5.8 7.0 12.2 16.7 23.9 9.9 23.2 4.0

기타 0.9 1.5 0.6 1.9 0.3 0.8 0.5 1.1 0.0 0.0 1.3 0.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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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III-18] 한식 미취식 이유

(base: 한식 인지자 중 취식 미경험자, 단위: %)

전체

북미 유럽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남미·중동

뉴욕 LA
토론
토 파리 런던 로마 북경 상해 동경

타이
베이 방콕

쿠알
라룸
푸르

자카
르타

시드
니

리우
데자
네이
루

두바
이

사례수 (331) (41) (29) (23) (27) (35) (36) (11) (23) (2) (2) (3) (19) (15) (30) (20) (15)

집 또는 직장
근처에 한식을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없어서

30.8 14.6 34.5 30.4 37.0 34.3 38.9 27.3 17.4 50.0 0.0 66.7 42.1 40.0 26.7 35.0 26.7

근처에 한식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19.9 17.1 17.2 26.1 14.8 11.4 22.2 27.3 47.8 0.0 50.0 0.0 21.1 6.7 13.3 10.0 40.0

가격이 너무
비싸서

18.1 24.4 17.2 8.7 18.5 17.1 13.9 27.3 17.4 0.0 0.0 0.0 21.1 13.3 20.0 25.0 20.0

입맛에 안 맞을 것
같아서 (매운 맛,
마늘 향 등)

16.9 26.8 13.8 13.0 14.8 22.9 13.9 9.1 13.0 50.0 50.0 0.0 10.5 20.0 23.3 10.0 6.7

한식을 먹어본
주변 지인들의
평이 좋지 않아서

10.6 9.8 13.8 13.0 11.1 14.3 8.3 9.1 4.3 0.0 0.0 33.3 5.3 6.7 16.7 15.0 0.0

기타 3.6 7.3 3.4 8.7 3.7 0.0 2.8 0.0 0.0 0.0 0.0 0.0 0.0 13.3 0.0 5.0 6.7

[표 VIII-19] 한식 인지경로

(base: 한식 인지자, 단위: %)

전체

북미 유럽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남미·중동

뉴욕 LA
토론
토 파리 런던 로마 북경 상해 동경

타이
베이 방콕

쿠알
라룸
푸르

자카
르타

시드
니

리우
데자
네이
루

두바
이

사례수 (5183) (322) (385) (286) (213) (254) (199) (447) (420) (169) (352) (312) (332) (452) (335) (226) (479)

주변사람(친구,
동료, 가족 등)이
소개해줘서 알게
됨

30.2 33.9 37.9 37.4 29.1 31.1 41.2 30.9 28.6 47.9 28.1 25.0 17.5 25.2 33.7 36.3 20.5

거주지 인근
한식당을 방문해서
처음 알게 됨

26.2 34.2 31.2 36.4 41.8 33.1 17.1 26.8 19.3 16.6 27.0 14.1 19.3 25.9 39.7 23.5 17.5

영화/드라마/쇼를
시청/관람하던 중에
한식이 등장해서
알게 됨

20.0 8.1 9.1 9.8 11.3 7.9 10.1 24.2 32.1 16.6 29.3 37.5 40.1 30.5 8.4 11.5 14.2

인터넷(블로그,
SNS, 게시판)에서
사진이나 글을
보고 알게 됨

13.1 10.2 9.9 6.6 8.0 11.0 14.6 11.6 12.4 11.2 11.6 15.4 12.0 10.2 6.9 14.2 34.0

음식 관련
축제/박람회/이벤트
등에 참석했다가
알게 됨

9.4 12.1 10.6 9.4 7.5 15.4 13.6 6.5 7.6 4.1 3.4 6.1 10.8 8.0 9.6 13.7 13.8

기타 1.0 1.6 1.3 0.3 2.3 1.6 3.5 0.0 0.0 3.6 0.6 1.9 0.3 0.2 1.8 0.9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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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III-20] 한식 홍보 접촉 경로

(base: 한식 광고 홍보 활동 접촉 유경험자, 단위: %)

전체

북미 유럽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남미·중동

뉴욕 LA
토론
토 파리 런던 로마 북경 상해 동경

타이
베이 방콕

쿠알
라룸
푸르

자카
르타

시드
니

리우
데자
네이
루

두바
이

사례수 (3573) (179) (193) (110) (92) (112) (89) (331) (277) (47) (205) (303) (396) (434) (105) (181) (519)

인터넷(웹사이트,
블로그, YouTube
등)

18.3 13.4 14.5 10.9 14.1 18.8 23.6 19.3 19.5 17.0 22.9 23.1 16.9 21.7 13.3 28.7 12.3

SNS (Facebook,
Instagram, and
Twitter 등)

16.8 14.0 16.1 11.8 4.3 14.3 20.2 0.9 4.3 6.4 11.7 20.1 29.5 16.6 10.5 24.3 27.9

주위사람(친구 및
동료 등)

12.0 15.1 13.0 21.8 20.7 4.5 5.6 16.3 17.0 4.3 13.7 12.9 8.1 12.0 9.5 8.8 8.1

TV 11.1 12.8 15.0 8.2 14.1 11.6 11.2 4.8 5.1 27.7 12.2 15.8 11.1 17.1 7.6 8.3 7.9

홍보 리플렛 및
브로슈어

9.6 11.2 5.7 7.3 13.0 16.1 12.4 15.1 12.3 0.0 5.4 7.3 10.9 6.5 10.5 7.2 10.0

이벤트 및 행사 8.7 6.7 5.2 6.4 6.5 7.1 9.0 17.2 15.2 17.0 16.1 6.9 2.0 8.5 9.5 2.2 7.9

옥외 광고
(옥상간판, 광고탑,
네온사인 등)

7.3 8.9 7.3 7.3 6.5 7.1 6.7 13.0 8.7 8.5 8.3 5.0 5.8 3.7 16.2 7.2 6.2

인쇄매체 (신문,
잡지 등)

7.2 10.6 10.4 11.8 7.6 7.1 4.5 3.6 8.3 6.4 4.9 5.3 8.1 8.8 11.4 6.1 6.0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교통수단
내외부에 설치된
광고)

5.7 3.4 9.3 5.5 6.5 7.1 4.5 7.9 6.5 10.6 3.4 2.6 4.5 3.7 6.7 5.0 7.7

라디오 3.2 3.9 3.6 9.1 5.4 6.3 2.2 1.8 3.2 0.0 1.5 1.0 2.5 1.6 3.8 2.2 6.0

기타 0.1 0.0 0.0 0.0 1.1 0.0 0.0 0.0 0.0 2.1 0.0 0.0 0.5 0.0 1.0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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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III-21] 한식 홍보 선호 경로

(base: 전체, 단위: %)

전체

북미 유럽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남미·중동

뉴욕 LA
토론
토 파리 런던 로마 북경 상해 동경

타이
베이 방콕

쿠알
라룸
푸르

자카
르타

시드
니

리우
데자
네이
루

두바
이

사례수 (9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인터넷(웹사이트,
블로그, YouTube
등)

20.2 18.7 21.2 17.8 18.2 19.2 22.8 22.5 23.5 22.5 25.0 22.0 16.5 24.2 17.3 18.5 13.2

SNS (Facebook,
Instagram, and
Twitter 등)

18.1 12.5 15.2 10.5 12.2 11.0 11.8 3.0 2.2 15.2 15.0 34.5 42.5 23.5 13.7 31.3 35.5

TV 16.9 19.3 18.3 19.2 23.0 18.8 18.7 6.7 8.3 28.5 10.8 20.5 12.0 18.7 19.5 22.7 5.5

주위사람(친구 및
동료 등)

12.9 16.0 14.8 18.5 15.3 13.3 12.3 18.7 18.7 7.0 15.7 7.3 6.8 11.3 15.8 5.2 9.8

이벤트 및 행사 8.5 5.2 4.8 6.2 5.5 5.2 5.0 21.2 21.3 9.8 21.8 5.2 1.0 9.0 5.7 2.3 6.3

홍보 리플렛 및
브로슈어

7.2 9.0 8.2 10.8 7.3 10.5 11.3 8.5 8.3 1.7 1.3 4.3 8.0 3.2 10.2 5.5 7.5

옥외 광고
(옥상간판, 광고탑,
네온사인 등)

5.2 5.2 4.7 3.5 4.8 5.8 4.7 9.0 9.5 2.8 2.5 3.7 4.7 3.5 5.0 7.3 6.5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교통수단
내외부에 설치된
광고)

4.1 4.0 4.0 2.3 6.0 7.0 6.0 5.8 4.3 5.3 3.0 1.7 2.7 2.0 3.3 2.7 5.7

인쇄매체 (신문,
잡지 등)

4.0 6.0 4.7 5.7 5.3 6.2 2.8 2.7 1.7 2.2 2.7 0.5 4.7 3.7 5.2 2.3 7.2

라디오 2.2 3.0 3.8 4.2 2.2 2.8 3.7 1.7 1.8 2.7 1.5 0.2 0.8 0.7 2.8 1.5 2.3

기타 0.7 1.2 0.3 1.3 0.2 0.2 0.8 0.3 0.3 2.3 0.7 0.2 0.3 0.3 1.5 0.7 0.5

[표 VIII-22] 한국 방문 시 희망 한식 활동

(base: 전체, 단위: %, 복수응답)

전체

북미 유럽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남미·중동

뉴욕 LA
토론
토 파리 런던 로마 북경 상해 동경

타이
베이 방콕

쿠알
라룸
푸르

자카
르타

시드
니

리우
데자
네이
루

두바
이

사례수 (9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맛으로 유명한
한국 식당 방문

60.0 55.8 57.2 55.3 51.2 56.7 49.0 62.5 61.2 64.7 71.2 69.8 60.7 72.8 57.2 62.0 52.3

한식 만들기 체험 45.4 47.2 45.8 43.3 53.3 48.2 56.3 45.7 42.0 18.3 34.5 34.8 58.8 51.2 47.0 48.0 51.2

한식 관련 주요
지역 탐방

39.5 34.2 35.7 36.0 30.8 33.5 29.2 30.8 29.3 16.5 37.5 49.0 55.2 73.8 40.0 44.8 56.0

한류 컨텐츠에
노출된 식당 방문

35.7 28.5 31.3 25.3 31.5 26.0 17.2 42.5 45.8 25.3 46.3 48.2 43.3 42.0 29.2 36.3 52.3

한식 조리 교육 28.2 31.5 32.2 26.3 25.5 24.8 24.0 26.8 25.2 5.7 18.2 38.0 32.3 33.2 27.0 36.5 43.8

한식당 창업 교육 14.6 16.3 14.2 10.8 11.2 12.0 7.3 18.7 14.7 3.2 8.0 20.3 14.3 16.5 13.3 18.8 34.0



105

[표 VIII-23] 한식 연상 이미지

(base: 한식 인지자, 단위:%(top3))

전체

북미 유럽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남미·중동

뉴욕 LA
토론
토 파리 런던 로마 북경 상해 동경

타이
베이 방콕

쿠알
라룸
푸르

자카
르타

시드
니

리우
데자
네이
루

두바
이

사례수 (5183) (322) (385) (286) (213) (254) (199) (447) (420) (169) (352) (312) (332) (452) (335) (226) (479)

매운 음식 20.4 15.8 19.5 23.4 11.7 13.8 13.6 16.1 19.5 54.4 52.8 7.7 18.4 18.1 21.5 7.1 18.8

건강에 좋은 음식 12.3 13.7 14.5 13.6 14.6 13.8 7.0 7.4 6.2 7.1 4.3 16.7 16.9 15.3 12.2 18.6 15.2

색다른/이색적인
음식

11.9 12.4 7.8 12.9 20.7 11.8 21.6 21.9 13.6 1.2 11.1 17.6 3.9 9.1 7.8 19.9 3.5

다양한 메뉴 10.5 13.0 13.5 11.5 17.4 11.4 24.1 4.9 7.9 4.7 5.1 10.6 9.6 9.3 11.3 13.7 9.2

먹기 편리한 음식 8.7 13.7 11.2 10.8 9.9 13.8 11.1 8.1 8.3 4.7 2.8 10.6 6.6 5.8 11.0 9.7 5.4

대중적인 음식 7.9 8.7 10.1 10.8 6.1 8.3 3.5 6.5 5.7 14.2 2.3 8.3 10.8 8.8 10.4 3.5 8.6

드라마에 나온
음식

7.4 1.9 1.8 2.4 0.5 3.9 2.5 12.3 15.0 3.0 11.6 13.5 12.0 11.9 2.1 3.5 7.3

청결한 음식 5.1 2.8 1.8 1.0 9.4 3.1 6.5 7.6 5.7 1.2 2.6 6.4 6.9 8.4 4.8 5.8 5.4

조리하기 쉬운
음식

5.0 6.2 6.2 3.8 2.3 5.9 2.0 8.3 6.9 0.6 2.6 3.2 6.3 2.0 6.6 5.3 5.8

고급스러운 음식 3.8 3.7 3.1 2.4 2.8 5.9 1.5 2.9 5.5 1.2 1.1 2.2 2.1 3.8 3.0 8.4 8.4

비싼 음식 3.4 3.4 4.7 3.5 2.3 2.4 1.5 3.1 3.1 1.2 0.6 1.3 3.3 4.0 5.1 2.7 7.3

짠 음식 3.1 4.0 4.7 2.8 2.3 5.5 3.5 0.9 2.6 5.3 2.8 1.6 2.4 2.9 3.0 1.8 5.0

기타 0.5 0.6 1.0 0.7 0.0 0.4 1.5 0.0 0.0 1.2 0.3 0.3 0.6 0.7 1.2 0.0 0.0

[표 VIII-24] 한식 속성별 평가

(base: 한식 인지자 중 한식 취식 경험자, 단위: %(top3))

전체

북미 유럽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남미·중동

뉴욕 LA
토론
토 파리 런던 로마 북경 상해 동경

타이
베이 방콕

쿠알
라룸
푸르

자카
르타

시드
니

리우
데자
네이
루

두바
이

사례수 (4852) (281) (356) (263) (186) (219) (163) (436) (397) (167) (350) (309) (313) (437) (305) (206) (464)

맛이 좋음 89.9 92.2 94.4 90.5 96.2 90.4 90.8 88.8 82.9 79.6 85.4 90.3 90.4 90.2 91.5 92.7 92.5

식사의 간편함 88.0 90.4 87.1 85.6 96.2 81.3 84.7 93.1 91.7 57.5 84.0 90.6 89.1 90.4 86.2 90.3 90.7

모양이 좋음 84.5 92.2 91.6 90.5 95.7 84.9 93.9 84.4 78.6 27.5 65.1 93.5 90.1 83.8 85.2 93.7 89.9

건강한 음식 80.8 82.9 79.8 78.7 90.3 78.1 81.6 81.7 78.1 46.7 54.6 88.7 86.3 89.2 77.4 92.2 92.7

친숙함 77.6 79.0 76.4 78.7 79.6 66.7 82.2 88.8 82.4 65.9 75.4 80.9 41.5 78.0 75.7 84.0 90.7

요리의 간편함 72.2 67.6 65.2 63.9 79.0 62.6 73.6 91.5 86.9 43.1 63.4 74.8 64.2 71.2 60.7 71.4 84.9

고급스러움 66.2 73.0 69.7 61.6 65.1 63.9 76.7 65.8 61.0 12.6 41.1 70.6 69.0 74.8 57.7 85.4 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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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III-25] 한식당 인지경로

(단위:%, 복수응답)

전체

북미 유럽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남미·중동

뉴욕 LA
토론
토 파리 런던 로마 북경 상해 동경

타이
베이 방콕

쿠알
라룸
푸르

자카
르타

시드
니

리우
데자
네이
루

두바
이

사례수 (6054) (339) (397) (304) (315) (256) (239) (500) (474) (167) (464) (485) (444) (493) (332) (296) (549)

가족/친지/
지인 추천

65.3 64.0 68.8 69.1 66.0 64.1 57.3 67.4 64.8 54.5 69.4 59.4 61.3 74.2 71.1 61.1 62.7

레스토랑 소개
전문 웹사이트

44.0 43.1 42.8 42.8 50.8 41.0 52.7 50.2 42.8 34.7 34.5 48.5 40.8 36.1 42.2 53.0 48.3

레스토랑
프로모션/행사

41.4 45.1 45.1 43.4 18.1 45.7 30.1 47.4 46.4 19.2 31.9 54.2 47.5 43.6 38.9 40.9 39.7

블로그/SNS/
YouTube

41.1 36.6 33.5 27.3 35.2 38.7 28.5 21.8 18.4 25.7 31.3 62.7 64.2 44.6 32.8 58.8 71.9

TV, 라디오, 잡지
등 대중 매체

32.2 31.6 31.5 19.7 21.3 33.2 17.2 33.0 36.5 31.1 34.1 27.0 32.7 37.9 25.0 22.3 55.6

기타 1.0 0.9 2.3 1.6 1.3 0.4 0.4 0.2 0.0 4.8 1.1 1.0 0.5 1.8 1.5 0.3 0.4

[표 VIII-26] 한식당 이용 메뉴

(base: 한식당 방문 경험자, 단위:, %, 복수응답)

전체

북미 유럽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남미·중동

뉴욕 LA
토론
토 파리 런던 로마 북경 상해 동경

타이
베이 방콕

쿠알
라룸
푸르

자카
르타

시드
니

리우
데자
네이
루

두바
이

사례수 (6054) (339) (397) (304) (315) (256) (239) (500) (474) (167) (464) (485) (444) (493) (332) (296) (549)

비빔밥 37.0 22.7 22.2 34.9 39.4 28.5 26.4 40.4 42.2 52.7 60.1 37.7 46.4 41.2 29.5 25.3 31.9

치킨 27.5 28.6 26.7 24.3 20.6 30.1 22.6 13.2 20.9 10.8 27.4 42.1 36.9 29.0 35.2 31.4 29.0

불고기 22.9 23.3 31.7 25.7 26.0 18.8 15.9 20.2 14.6 10.2 17.5 14.8 25.9 38.7 28.3 25.7 22.0

전골 20.0 15.3 13.9 18.8 14.6 18.4 14.6 20.8 22.2 7.8 22.8 29.1 16.7 19.1 18.1 20.6 29.0

잡채 17.8 20.9 24.9 23.4 21.0 27.0 20.9 11.6 12.4 16.8 4.7 11.5 14.6 18.1 17.5 23.0 27.0

찌개 15.6 11.5 12.1 13.2 13.7 11.3 16.7 21.0 19.4 29.3 22.2 10.7 20.0 17.8 13.9 11.5 8.9

갈비 15.3 21.2 31.7 23.4 14.3 11.7 24.7 13.4 13.5 29.3 3.9 15.7 7.4 10.3 20.2 17.9 7.8

전 15.2 18.6 14.4 10.5 19.0 20.7 17.6 17.4 16.9 26.3 14.0 3.7 10.1 15.0 13.0 17.9 19.1

냉면 14.4 14.7 14.6 16.1 13.0 12.9 14.6 23.0 15.0 19.8 9.1 14.8 13.7 14.8 14.8 9.5 11.3

떡볶이 14.4 9.7 7.8 9.5 10.2 10.9 15.9 11.6 13.7 13.2 23.3 17.5 16.7 16.6 10.8 16.9 18.8

삼겹살 14.2 11.5 12.8 10.9 9.2 11.3 11.3 25.8 26.2 24.6 22.6 15.1 7.4 10.5 9.3 9.1 6.9

닭갈비 12.5 8.8 14.6 11.2 16.8 15.2 15.5 10.2 6.5 8.4 4.7 20.6 19.4 11.6 14.5 15.2 9.3

육개장 11.7 15.3 12.6 16.8 14.0 12.9 14.2 9.6 13.3 13.8 8.2 8.9 9.5 10.1 12.7 11.1 11.5

삼계탕 11.4 10.6 6.8 8.6 6.3 9.8 5.9 14.0 14.8 11.4 23.9 10.7 11.9 9.3 9.0 5.7 13.3

갈비찜 10.2 14.5 13.1 12.8 15.6 11.3 10.9 9.6 11.0 1.8 3.9 7.8 5.2 6.3 12.0 18.9 12.0

감자탕 7.8 10.6 5.3 13.8 10.5 9.0 8.4 8.6 8.2 4.2 3.2 8.5 3.4 3.7 7.5 15.5 8.9

보쌈 7.8 8.0 7.8 6.3 7.9 7.8 14.2 7.6 9.5 1.2 9.7 7.2 2.7 4.7 7.2 6.8 13.1

갈비탕 6.9 4.4 8.8 5.6 5.1 10.2 5.9 8.8 7.0 3.6 7.5 5.4 8.6 8.1 6.3 5.1 6.9

없음 1.4 4.1 2.3 1.6 2.5 2.7 1.3 0.6 0.6 1.2 0.2 1.6 2.0 0.6 2.1 1.0 0.4

기타 0.8 2.1 0.8 0.0 0.0 2.0 0.0 0.0 0.2 1.2 0.2 0.6 2.0 1.8 1.5 0.3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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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III-27] 한식당 향후 이용의향 메뉴

(base: 전체, 단위:%, 복수응답)

전체

북미 유럽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남미·중동

뉴욕 LA
토론
토 파리 런던 로마 북경 상해 동경

타이
베이 방콕

쿠알
라룸
푸르

자카
르타

시드
니

리우
데자
네이
루

두바
이

사례수 (9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비빔밥 25.1 20.3 20.2 18.8 23.8 21.7 20.0 34.5 34.0 34.3 35.5 26.2 29.8 23.3 21.0 21.0 17.0

치킨 23.2 28.3 30.3 28.7 19.7 29.0 24.5 12.2 15.7 8.8 28.5 19.3 28.5 19.7 27.0 26.0 25.3

불고기 19.1 19.0 23.5 23.0 22.2 19.5 15.7 16.3 16.2 14.3 18.2 13.3 20.8 24.8 23.5 22.8 12.0

전골 18.2 17.2 14.3 18.0 17.2 15.8 14.0 20.8 21.7 5.5 21.7 21.7 22.0 20.7 19.3 15.5 25.8

전 18.1 16.8 14.8 13.3 20.8 15.0 25.5 20.8 21.8 21.5 17.0 13.5 17.8 12.0 14.8 19.0 24.8

잡채 16.7 24.3 24.8 23.3 20.0 20.7 18.8 9.5 8.7 9.0 8.0 12.2 17.2 12.3 19.2 16.5 22.3

갈비 15.9 17.8 19.8 21.0 15.5 12.7 21.5 12.7 13.7 23.2 6.7 17.0 9.8 17.5 18.0 20.7 7.3

닭갈비 15.7 15.7 17.8 15.3 19.2 19.3 14.0 10.3 10.3 16.3 10.2 19.3 19.3 18.7 17.3 16.2 12.2

찌개 14.1 12.7 11.5 10.0 10.3 9.7 8.5 20.0 14.2 18.7 15.2 18.0 15.0 16.7 13.0 15.0 16.5

냉면 13.7 13.0 14.7 12.0 10.0 16.2 8.7 20.7 16.3 17.3 15.2 13.3 13.5 15.3 14.0 7.3 11.2

삼겹살 13.5 8.2 8.7 9.2 14.0 8.8 12.2 21.0 22.5 19.8 21.0 16.8 5.8 13.3 11.5 11.8 11.5

삼계탕 13.1 9.0 9.5 10.5 5.5 8.8 6.7 13.8 21.8 19.0 24.0 14.8 16.2 13.5 11.0 7.0 19.2

떡볶이 12.2 6.0 12.3 7.3 11.2 8.0 16.7 9.8 12.7 9.3 15.7 10.7 15.7 14.3 8.3 17.2 20.3

갈비찜 12.1 18.5 15.2 15.2 13.5 13.3 9.8 9.3 10.3 4.7 10.0 14.2 4.7 10.0 14.8 16.8 13.0

육개장 11.6 10.3 11.7 10.3 8.8 10.5 11.3 14.0 11.8 11.7 11.0 11.8 11.8 17.8 10.7 11.0 10.7

감자탕 10.2 10.5 10.3 9.2 9.7 13.2 6.5 10.8 12.3 5.5 7.2 16.2 8.2 10.5 9.0 14.0 10.3

보쌈 8.2 7.3 6.5 5.7 7.7 8.3 9.0 10.7 10.2 4.7 10.5 13.2 4.5 6.0 8.2 7.7 11.7

갈비탕 8.2 7.2 8.5 5.7 7.7 8.7 5.0 8.2 9.7 8.0 9.8 7.7 8.7 12.2 6.2 7.3 10.7

없음 5.1 6.3 4.0 7.8 8.3 7.8 9.7 4.2 2.2 9.3 1.8 2.7 3.8 1.5 6.3 3.3 2.5

기타 0.5 0.8 0.5 0.7 0.2 1.3 0.7 0.0 0.0 0.3 0.2 0.5 0.7 1.0 0.5 0.5 0.2

[표 VIII-28] 한식당 속성별 평가

(base: 한식당 방문 경험자, 단위:%(top3))

전체

북미 유럽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남미·중동

뉴욕 LA
토론
토 파리 런던 로마 북경 상해 동경

타이
베이 방콕

쿠알
라룸
푸르

자카
르타

시드
니

리우
데자
네이
루

두바
이

사례수 (6054) (339) (397) (304) (315) (256) (239) (500) (474) (167) (464) (485) (444) (493) (332) (296) (549)

음식 (맛, 양, 건강,
다양함, 플레이팅)

85.9 86.7 90.7 85.2 86.7 78.5 84.9 89.4 87.3 70.7 80.2 88.9 80.9 87.8 84.6 89.5 89.4

서비스 (편리한,
신속한, 격식
있는)

82.2 84.4 84.1 80.9 84.8 77.3 87.0 85.4 84.6 47.9 65.7 90.3 76.1 86.8 80.7 89.9 88.9

분위기(외관, 내부
분위기, 편의시설
등)

81.4 82.0 83.9 78.3 84.4 77.0 84.1 88.2 84.4 48.5 62.1 88.0 77.7 86.4 78.6 88.9 87.4

종업원 (의사소통,
용모, 태도 등)

77.7 80.5 79.8 79.6 82.5 72.3 77.0 83.2 81.2 39.5 56.7 81.0 73.6 81.9 73.2 90.2 87.1

장소 (접근성) 76.7 79.1 81.4 75.3 79.4 71.1 74.5 78.6 74.9 48.5 63.1 82.9 70.0 81.7 75.3 82.8 88.0

가격 75.2 80.2 82.1 81.3 81.6 75.0 77.4 77.4 74.7 50.9 56.9 74.4 61.5 74.6 77.1 81.4 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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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III-29] 자주 방문하는 에스닉 식당

(단위:%, 복수응답)

전체

북미 유럽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남미·중동

뉴욕 LA
토론
토 파리 런던 로마 북경 상해 동경

타이
베이 방콕

쿠알
라룸
푸르

자카
르타

시드
니

리우
데자
네이
루

두바
이

사례수 (9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Chinese 50.2 50.3 40.5 54.0 44.8 45.0 56.8 82.8 80.3 49.0 62.2 30.3 39.2 53.7 47.8 23.8 43.0

Japanese 41.1 19.3 22.5 27.8 42.8 18.3 41.5 43.5 43.5 56.7 67.5 66.5 38.0 69.2 26.5 47.2 27.5

Italian 32.1 49.8 31.7 37.7 39.0 46.5 60.2 11.0 11.2 33.5 32.3 10.5 13.2 22.0 35.3 55.7 23.8

Korean 28.1 14.7 18.5 20.3 14.7 12.2 10.8 50.0 44.0 16.3 33.3 33.5 41.2 51.5 21.5 15.8 50.7

American 27.3 47.8 52.8 38.5 19.2 30.0 10.8 13.0 11.5 7.5 22.5 21.0 26.0 41.3 15.5 39.2 40.3

Thai 22.8 12.2 20.2 15.3 13.2 19.2 8.0 11.7 15.0 17.8 26.7 81.0 48.2 9.3 46.2 3.8 17.2

Mexican 13.1 31.0 57.7 19.0 7.0 15.2 18.3 3.8 2.5 3.2 0.5 1.3 1.7 2.0 14.2 18.0 14.7

Indian 12.9 11.7 7.2 16.3 15.2 38.8 9.0 3.0 2.7 20.8 2.3 1.5 23.7 3.3 23.8 3.5 23.3

French 7.8 5.3 4.3 5.8 39.2 8.0 2.5 7.3 11.0 5.0 2.5 2.2 3.7 2.5 5.0 9.5 11.2

Vietnamese 6.9 4.2 9.2 12.3 10.0 7.5 2.7 5.3 4.2 5.8 9.2 7.8 3.0 2.0 17.3 1.2 9.2

Spanish 6.3 18.0 9.0 3.3 7.3 9.8 10.2 4.7 3.8 4.3 0.7 0.8 2.2 1.7 4.0 9.0 12.0

Other 4.4 2.5 1.7 5.5 4.5 5.8 2.0 0.3 0.3 1.8 1.2 0.3 10.5 10.8 4.5 14.0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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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III-30] 한식당 선택 기준

(단위: %, 복수응답)

전체

에스닉 식당별

American Chinese French Indian Italian Japanese Korean Mexican Spanish Thai Vietnamese Other

사례수 (9600) (923) (2414) (272) (475) (1256) (1459) (844) (392) (195) (929) (189) (252)

맛 61.5 57.2 65.0 40.8 58.7 64.0 64.6 52.8 60.7 34.9 71.7 55.0 58.3

가격 37.9 42.5 39.9 26.8 36.8 36.3 37.6 27.5 38.5 27.7 44.1 32.3 49.6

위생 상태 24.2 19.2 27.2 22.4 21.9 20.6 25.7 24.3 20.2 20.0 26.7 18.0 32.5

다양함 16.4 13.5 16.8 14.0 11.8 16.5 16.7 21.1 10.2 15.4 19.5 19.0 14.3

식당(브랜드) 평판
또는 이미지

16.0 16.4 17.7 15.4 16.6 17.8 14.8 15.9 15.8 15.4 13.1 15.3 9.5

건강 14.7 10.9 16.8 12.5 14.1 10.2 18.3 16.8 13.3 13.8 14.5 12.7 11.9

양 13.9 16.9 13.2 11.8 19.4 14.3 11.4 13.0 16.6 15.4 12.9 16.4 13.5

내부 분위기
(인테리어, 소품,
음악 등)

12.4 11.3 8.0 22.4 12.6 17.5 13.4 15.4 14.5 12.8 10.8 13.2 8.3

신속한 서비스 11.2 16.7 11.8 9.6 9.9 10.5 9.0 10.1 12.0 13.8 10.5 10.1 9.1

플레이팅 10.0 7.2 7.4 14.0 9.3 14.4 13.2 11.7 8.2 12.8 8.1 5.8 6.3

접근성 9.9 9.1 13.0 7.7 10.3 8.8 9.0 7.6 8.4 8.7 9.9 7.9 7.5

가격 할인 9.8 13.0 9.1 9.9 10.3 7.8 8.3 12.6 9.9 13.8 7.6 14.8 13.5

격식 있는 서비스 7.0 7.7 6.7 11.8 4.4 6.0 7.0 11.0 6.1 8.2 5.7 5.8 4.8

편리한 서비스
(주문, 지불 등)

6.7 8.5 7.0 6.3 6.7 5.8 6.1 6.4 7.9 7.7 5.4 6.3 8.3

태도 5.3 4.6 5.0 6.6 5.3 4.7 5.8 6.9 8.9 10.3 2.8 5.3 2.8

주차 공간 4.5 5.0 5.1 5.1 4.8 3.9 3.6 5.1 3.1 4.6 4.4 6.9 2.4

편의 시설
(화장실, 놀이시설
등)

4.4 5.7 3.3 6.6 4.2 5.0 3.2 5.8 5.6 9.2 3.4 6.3 6.0

외관 3.8 4.2 2.7 7.0 3.8 3.6 3.6 3.8 4.3 6.7 4.5 8.5 0.8

인지도 있는
경영주/종업원

3.3 3.5 2.2 7.7 4.6 3.8 2.4 5.2 4.8 4.6 2.4 4.8 2.0

의사소통 3.2 3.3 2.2 4.8 4.8 2.5 2.9 4.3 4.8 8.7 3.2 4.2 2.0

종업원 용모 3.0 3.7 1.9 5.5 4.8 2.6 2.5 3.9 5.1 4.6 2.0 4.2 2.8

개인적 관계 2.9 2.6 2.2 8.8 3.8 3.5 2.0 2.5 4.1 8.7 2.0 2.6 4.0

특별 이벤트
(마술쇼, 밴드 등)

2.9 3.7 1.5 5.9 3.4 3.0 2.1 4.4 4.6 7.2 2.0 6.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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