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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 본 조사는 글로벌 한식 시장의 한식 소비동향에 대한 파악 및 외식소비특성을 

측정하여 향후 정책수립과 사업 기획의 기초 자료를 산출하는데 있음 

◻ 글로벌 시장의 한식 소비자들의 소비행태 및 트렌드를 비교 분석하여 업계관계자에 

제공하여 효과적인 의사 결정을 지원하고자 함  

2) 조사 설계 

◻ 본 조사는 주요 10개 도시에 거주하며, 월 1회 이상 외식 경험이 있는 일반 

소비자 500명 및 월 3회 이상 외식 경험이 있는 부스터 샘플 100명을 모집하여 

도시별 600명, 전체 6,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함 

[표Ⅰ-1] 조사 설계

   

구분 내용

조사 대상

본 샘플 :
1) 주요 10개 도시 거주하는 20~59세 현지인(재외동포 및 한인 제외)
2) 월 1회 이상 외식하는 사람

부스터 샘플 :
1) 주요 10개 도시 거주하는 20~59세 현지인(한국인 제외)
2) 월 외식 빈도 3회 이상

표본 수 
총 6,000명 (도시별 600명)
본 샘플 500명 + 부스터 100명 

표본 추출 
방법

샘플링 : 도시별 성별/연령별 인구비례할당

표본 설계
배경

기존 연구와 모집단이 유사한 경향성을 갖고 있다는 등분산의 가정(equal 
variation assumption) 하에 ‘도시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로 기존방법 
준수

조사 방법 온라인 조사 

표집 틀 온라인 패널

설문 길이 약 25분 

조사 기간 2017년 9월 29일 ~ 10월 20일

 



2017년 글로벌 한식 소비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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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 요약 

◻ 2017년 10개 도시 전체 기준 한식 인지도는 64.1%이며, 동남아시아 권역이 

80.0%로 가장 높고, 중국 75.0%, 미국 63.3%, 유럽/오세아니아 57.2% 순임

◦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케이팝 외 드라마, 한식 등의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지속 상승 중이며, 이러한 관심이 한식 인지도 향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한식 만족도는 83.2%로 비교적 높은 편이고 권역별로는 동남아시아가 88.6%로 

가장 높고 일본이 54.2%로 가장 낮음

◻ 한식당 방문의향은 권역별로 동남아시아에서 방문 의향이 82.7%로 높게 나타남

◻ 한식당 추천의향은 권역별로는 미국이 93.8%로 전체 대비(89.7%) 높은 편임

◻ 음식 관광을 위해 한국을 방문할 의향은 56.7%로 동남아의 의향이 83.9%로 가장 높음 

◻ 한식 홍보 공식 SNS 인지도는 중국에서 53.9%로 가장 높으며 동남아시아가 46.8%로 

그 뒤를 따르고 있음

◻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지표에서 중국권역과 동남아 권역이 전체 평균을 상회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음1) 

[표Ⅰ-2] 주요 지표 종합

[단위: %]
한식
인지도

한식
만족도

한식당
만족도 

한식당
방문
의향

한식당
추천
의향

음식
목적
방한
의향

한식
홍보 
공식 
SNS 

인지도

전체 64.1 83.2 92.2 73.8 89.7 56.7 32.7

권역

미국 63.3 88.4 95.6 74.8 93.8 49.6 25.9

중국 75.0 81.8 92.6 82.7 88.1 69.9 53.9

일본 32.8 54.2 67.5 38.5 61.7 28.0 8.8

유럽/오세아니아 57.2 85.1 92.8 73.1 92.0 43.9 21.7

동남아시아 80.0 88.6 93.3 82.7 91.6 83.9 46.8

1) 일본은 모든 지표에서 최하위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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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식인지도를 시계열로 분석한 결과, 뉴욕은 예년 수준을 유지하며 북경, 상해는 

소폭 하락한 가운데 파리, 런던 방콕은 각각 28.3%p, 22.7%p, 15.9%p로 큰 폭으로 

증가함

◦ 미국, 중국 권역은 보다 선제적으로 한식진흥정책을 전개했던 지역으로 이들 주요 국가는 

북한이슈, 싸드, 완만한 경기회복세 등의 영향을 받아 보합세, 또는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판단됨

◦ 신흥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파리, 런던, 방콕, 쿠알라룸푸르 등은 한류 열기와 

더불어 국가별 맞춤 홍보활동(한식 홍보 공식 SNS 등)을 통해 큰 폭으로 증가함

◦ 그러나, 아직 전체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현재와 같은 증가세를 유지한다면 

향후 성장이 더 기대되는 지역들임 

◻ 한식 만족도는 북경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도시에서 증가하였음

◦ 뉴욕(20.5%p), 상해(7.5%p), 파리(25.8%p) 런던(44.3%p), 방콕(18.4%p) 증가 

◦ 한식 경험자를 기준으로 한 지표이므로 해당 지표의 성장은 한식의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로 볼 수 있음

◦ 특히, 뉴욕 및 파리, 방콕이 상대적으로 높게 증가하였는데 도시 소비 성향에 

맞춘 한식당 거점 구축, 홍보활동, 마케팅 활동의 결과로 보임 

◻ 한식당 만족도는 상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도시에서 증가함

◦ 파리 18.2%p, 런던 17.4%p, 시드니 14.3%p 증가함  

◻ 한식당 방문 의향 측면에서는 2017년 10개 도시 전체 73.8%로 파리(78.7%), 런던(7.08%), 

방콕(79.3%)이 각각 9.3%p, 10.7%p, 2.7%p 성장함 

◻ 한식당 추천 의향도 상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도시에서 비교적 큰 폭으로 성장하였으며 

특히, 파리(24.3%p), 런던(19.2%p) 및 방콕(10.2%p)의 세 도시가 상대적으로 더 증가하였음

◻ 음식 목적의 방한의향은 방콕(27.4%p)과 뉴욕(2.0%p)에서 증가하였음

◦ 최근 싸드 이슈로 중국관광객 유입이 줄어든 틈을 동남아 관광객이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동남아 소비자의 유입은 한식 관심과 제반 의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됨

◻ 한식 홍보 공식 SNS 인지도는 10개도시 평균 32.7%로 나타났으며 권역별로는 

중국이 53.9%, 동남아시아 53.3%로 타 권역 대비 높은 편임

◦ 도시별로는 파리(14.4%에서 9.6%p 상승한 24%) 및 북경(49.9%에서 7.1%p 증가한 57.0%)과 

방콕(52.1%에서 1.9%p 증가한 54.0%)에서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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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2015 한식세계화 홍보효과 조사 (도시별 1000명)
2) 2016 글로벌한식외식산업조사결과 보고서(도시별 400명)
3) 2014 해외외식 및 한식산업조사 (도시별 500명)
*2017년 N수 : 한식인지도, 한식당방문의향, 음식 목적 방한의향, SNS 인지도(도시별 각 600명씩), 
              한식만족도, 한식당만족도, 한식당추천의향(각 도시별 한식인지자 베이스)

구분 
[단위:%]

연도 뉴욕 북경 상해 파리 런던 방콕

한식
인지도

GAP(‘17-’15) ▼-3.3 ▼-5.0 ▼-7.5 ▲28.3 ▲22.7 ▲15.9

2017 61.0 76.2 73.8 56.5 51.7 77.8

20151) 64.3 81.2 - 28.2 - 61.9

20141) 53.1 81.3 25.2

20131) 40.6 81.9 20.3 29.0

20121) 28.5 - 70.9 29 31.6

한식
만족도 

GAP(‘17-’15) ▲20.5 ▼-2.4 ▲7.5 ▲25.8 ▲44.3 ▲18.4
2017 89.2 82.2 81.3 89.9 84.0 87.6

2015 68.7 84.6 64.1 69.2

2014 58.7 73.8 52.9

2013 48.3 76.9 45.8 39.7

2012 34.5 64.5 41.7

한식당
만족도

GAP(‘17-’15) ▲6.4 ▲3.9 ▼-1.1 ▲18.2 ▲17.4 ▲4.5

2017 97.2 93.4 91.7 94.5 93.1 94.3

20162) 90.8 89.5 92.8 89.8

20143) 77.7 80.8 74.9 76.3 75.7

한식당 
방문의향

GAP(‘17-’15) ▲1.7 ▼-3.9 ▼-10.3 ▲9.3 ▲10.7 ▲2.7

2017 75.2 83.8 81.5 78.7 70.8 79.3

2015 73.5 87.7 69.4 76.6

2014 69.7 91.8 75.9

2013 59.8 93.4 69.5 60.1

2012 48.0 88.0 59.7

한식당 
추천의향

GAP(‘17-’16) ▲7.3 ▲3.8 ▼-3.7 ▲24.3 ▲19.2 ▲10.2

2017 96.1 91.0 85.0 94.1 93.5 93.6

2016 88.8 87.2 88.7 83.4

2014 75.0 73.7 72.6 69.8 74.3

음식 
목적 

방한의향

GAP(‘17-’16) ▲2.0 ▼-8.3 ▼-12.1 ▲27.4
2017 48.5 70.0 69.8 80.3
2016 46.5 78.3 81.9 52.9

한식홍보
공식
SNS 

인지도 

GAP(‘17-’15) ▼-2.0 ▲7.1 ▲9.6 ▲1.9

2017 27.8 57.0 24.0 54.0

2015 29.8 49.9 14.4 52.1

[표Ⅰ-3] 주요 지표 시계열 분석 (도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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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평균(8.8회) 대비 높은 외식 빈도를 보이는 권역은 동남아시아로 월 평균 13.4회로 

타 권역보다 5회 이상 높음

◻ 1인당 외식지출금액 수준은 미국(46.9달러) 및 런던(46.1달러)이 가장 많고 호주(41.2달러), 

나머지 국가들은 20달러 이하의 외식지출금액을 나타내고 있음 

◻ 한식당 이용 측면에서는 한식당 이용 빈도는 전체 평균 월 2회 정도이며 미국이 2.3회, 

동남아시아가 2.2회로 약간 더 높음. 일본의 한식당 이용 빈도가 1.5회로 모든 권역 중 

가장 낮게 나타남 

◻ 1인당 한식당 지출금액은 미국은 46.3달러, 런던 44.7달러로 외식지출금액과 유사한 

반면, 호주는 34.7달러로 외식지출금액(41.2달러) 보다 약 6.5달러 낮게 형성되어 있음 

◻ 중국(14.5달러), 일본(20달러), 방콕(13.2달러) 및 쿠알라룸푸르(15.1달러)로 외식지출금액과 

유사하거나 소폭 낮은 수준의 한식당 지출금액을 보이는 반면, 유일하게 파리만 28.6달러로 

일반 외식지출금액(20.4달러) 보다 높은 지출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 한식이 파리에서 

상대적으로 일정 부분 고가 외식으로 인식되어 있음을 추측할 수 있음 

[표Ⅰ-4] 외식 및 한식당 이용 빈도 및 1 인당 지출 금액

  

권역

외식이용 한식당 이용

사례수
외식빈도

(회)

1인당 
외식지출
금액

(US달러)

사례수
한식당 
이용 

빈도(회)

1인당 
한식지출

금액
(US달러)

전체 6,000 8.8 3,282 2.0

미국 1,200 8.4 46.9 612 2.3 46.3

중국 1,200 8.3 20.6 888 1.7 14.5

일본 600 8.3 21.0 154 1.5 20.0

유럽/
오세아니아

1,800 6.4
파리(20.4)
런던(46.1)
호주(41.2)

733 1.9
파리(28.6)
런던(44.7)
호주(34.7)

동남아시아 1,200 13.4

방콕(15.5)
쿠알라
룸푸르
(18.6)

895 2.2

방콕(13.2)
쿠알라
룸푸르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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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별 외식/한식당 이용 빈도 및 지출금액의 추이를 살펴보면, 빈도를 기준으로 

할 때, 한식당 외식과 일반 외식 모두 증가된 도시는 방콕과 동경으로 나타남

◻ 뉴욕, 파리, 런던, 시드니 등은 외식 빈도의 증가는 있었으나 한식당 이용 빈도는 

증가되지 않음 

◻ 1인당 지출금액 관점에서는 뉴욕과 LA, 동경의 1인당 한식 외식 지출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뉴욕은 9.3달러로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함 

[표Ⅰ-5] 외식 및 한식당 이용 빈도 및 지출금액 증가 현황

◻ 외식시장 대비 한식당은 사적인 모임을 위한 방문이 상대적으로 많음

◻ 특히, 중국은 일상적인 식사보다 사적인 모임(57.8%) 비중이 더 높음

◻ 공적인 모임 시, 한식당 방문비율은 전체 평균 4.7%로 아직 크게 높지 않은 편임. 

다만, 동남아시아에서 상대적으로 높음(10.3%로 전체 평균대비 5.6%p 높음)

[표Ⅰ-6] 외식 vs. 한식당 방문 목적

 

빈도 1인당 지출 금액

외식빈도 증가 도시
(2016년 대비)

한식당 이용 빈도 
증가 도시 

(2016년 대비)

외식 증가 도시
(2016년 대비)

한식당 외식 증가 도시 
(2016년 대비)

뉴욕(4.3회증가)

LA(0.7)

동경(0.6)

파리(3.1)

런던(2.3)

시드니(3.1)

방콕(2.5)

동경(0.9회)

방콕(0.3)

뉴욕(42.1달러/고급식당)

LA(45달러/고급식당)

북경(61.6위안/고급식당)

상해(69.7위안/고급식당)

동경(4,610엔/고급식당)

뉴욕(9.3달러)

LA(14.5달러)

동경(1.2달러)

[단위: %]
외식 한식

일상적인 
식사

사적인 
모임

공식적인 
모임

일상적인 
식사

사적인 
모임

공식적인 
모임

전체 72.4 21.9 5.7 62.6 32.7 4.7

권역

미국 85.9 8.7 5.4 85.1 11.1 3.8

중국 60.5 34.9 4.6 40.7 57.8 1.6

일본 72.6 25.2 2.1 59.1 39.0 1.9

유럽/오세아니아 74.2 21.4 4.5 66.3 30.6 3.1

동남아시아 68.7 20.8 10.5 66.6 23.1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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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식당 및 한식당 주요 인지 경로는 ‘가족/친지/지인추천’이 가장 많음. 

(외식당 79.7%, 한식당 53.1%)

◻ 가족/친지/지인추천이 가장 많긴 하지만 권역별로 중국 권역의 경우 레스토랑 소개전문 

웹사이트(47.6%) 또는 레스토랑 프로모션/행사(34.6%) 등을 통해 한식당을 인지하는 경

우가 상대적으로 높음. 또한, 동남아도 레스토랑과 연계된 경로를 통해 한식당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중국과 동남아시아 권역은 레스토랑 내 POP(Point of Purchase) 마케팅 및 

프로모션을 활성화하는 전략이 필요함

◻ 동남아시아는 블로그/SNS 등 온라인/모바일채널을 통한 한식당 인지도가 비교적 높아 

해당 채널의 적극 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표Ⅰ-7] 외식 vs. 한식당 인지 

[단위: 복수응답%]

권역
구분

가족/친지/
지인 추천

레스토랑 
소개 전문 
웹사이트

레스토랑 
프로모션/

행사

블로그/
SNS

TV, 라디오, 
잡지 등 
대중 매체

전체
외식당 (N=6,000) 79.7 64.5 52.5 47.9 43.0

한식당 (N=4,621) 53.1 33.9 20.9 20.0 21.5

미국 권역
외식당 (N=1,200) 83.4 62.1 51.4 48.7 43.3

한식당 (N=855) 58.6 23.0 15.5 8.3 15.8

중국 권역
외식당 (N=1,200) 80.6 68.5 61.5 49.5 30.6

한식당 (N=1,114) 60.3 47.6 34.6 23.1 33.8

일본 권역
외식당 (N=600) 71.7 75.7 20.5 49.3 56.3

한식당 (N=378) 37.8 34.5 3.3 15.5 17.8

유럽/
오세아니아 

권역

외식당 (N=1,800) 82.1 68.2 51.7 45.0 38.6

한식당 (N=1,186) 45.2 28.2 12.6 12.4 12.4

동남아시아 
권역

외식당 (N=1,200) 75.3 51.8 61.7 68.3 35.9

한식당 (N=1,088) 59.8 39.2 33.7 42.3 30.5

◻ 고급식당 기준, 중국은 위생상태(25.1%), 외관(15%)을 특히 더 고려한다면 유럽/

오세아니아 소비자들은 식당평판/이미지(34.1%)를 더 주요하게 고려함

◻ 일반식당 기준, 미국 소비자들은 다양함(20.9%), 외관(12.7%)을 고려한다면 동남아시아 

소비자들은 위생상태(21.2%) 더 고려하는 편임

◻ 카페/바 기준, 동남아소비자들은 내부 분위기(38.1%)를 상대적으로 더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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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태
[단위:

복수응답%]

고려
요소

맛
식당 
평판/  
이미지

내부 
분위기

가격 다양함
격식 
있는 
서비스

위생
상태

건강 외관
편리한 
서비스 

양
경영주/
종업원
인지도

가격 
할인

태도
신속한 
서비스

고급
식당

전체 49.5 31.9 29.6 24.7 14.7 14.4 13.9 13.8 12.6 10.7 8.4 8.2 8.1 8.1 7.9
미국 53.0 31.2 32.2 26.6 14.0 10.4 8.3 14.0 17.4 11.8 13.1 4.8 7.2 8.0 5.8

중국 48.4 19.2 31.7 29.7 14.0 9.3 25.1 10.8 15.0 18.9 5.4 2.0 9.6 4.7 11.3
일본 70.1 25.8 33.0 27.8 5.2 18.6 7.2 7.2 9.3 10.3 4.1 5.2 3.1 14.4 8.2

유럽/
오세아니아

48.0 34.1 27.1 23.8 18.7 12.8 10.6 13.6 13.9 9.6 11.4 5.7 7.9 9.5 8.1

동남아시아 49.0 23.8 28.6 33.3 16.3 8.4 18.0 11.2 14.1 15.0 6.8 2.5 11.9 5.5 10.5

일반
식당

고려
요소

맛 가격
식당
평판/ 
이미지

위생
상태

내부 
분위기

다양함 건강
편리한 
서비스 

접근성 양
신속한 
서비스

가격 
할인

외관 태도
편의
시설

전체 55.0 43.6 22.8 17.7 17.3 16.6 14.6 13.9 13.0 11.0 10.8 9.2 9.1 6.1 6.1

미국 54.4 42.0 25.8 12.0 19.2 20.9 15.0 14.0 8.5 12.5 11.6 8.5 12.7 6.6 4.2
중국 54.6 38.9 12.2 29.2 11.6 16.8 10.3 16.8 18.9 11.4 14.9 12.4 11.4 2.2 7.6

일본 70.4 63.6 14.8 13.7 19.1 4.1 6.2 5.8 34.3 11.8 7.5 6.6 4.9 8.1 3.2
유럽/

오세아니아
50.9 47.0 23.1 14.1 20.0 19.2 13.4 13.7 10.8 13.2 11.3 8.9 11.2 6.5 4.9

동남아시아 56.5 46.8 14.7 21.2 11.9 19.9 12.8 14.4 13.7 11.8 13.0 13.0 10.2 4.2 5.5

패스트
푸드

고려
요소

맛 가격
신속한 
서비스

편리한
서비스

위생
상태

접근성
식당
평판/   
이미지

다양함 건강
가격 
할인

양
내부 
분위기

외관
주차
공간

편의
시설

전체 48.2 44.8 28.4 21.3 18.5 18.4 17.7 15.2 12.6 11.7 11.0 6.9 6.6 6.0 5.3
미국 54.0 46.8 26.1 21.0 11.1 12.5 20.8 16.3 15.0 12.9 11.7 8.1 8.2 5.3 4.5

중국 42.5 39.5 32.9 17.4 27.6 25.1 8.6 16.6 4.7 9.9 14.1 7.5 10.2 8.3 8.0
일본 60.7 63.8 22.4 12.0 9.8 42.9 10.1 4.9 3.7 14.4 15.6 5.8 1.5 4.3 4.9

유럽/
오세아니아

44.3 47.2 31.6 21.2 12.2 17.0 19.0 16.9 9.2 10.8 12.9 7.8 7.9 6.3 4.8

동남아시아 41.8 47.4 30.2 20.8 20.1 21.6 11.8 18.2 6.5 13.1 11.0 7.4 9.1 10.1 6.8

카페/
바

고려
요소

맛 가격
내부 
분위기

식당 
평판/ 
이미지

편리한 
서비스

다양함 접근성
신속한 
서비스

외관
격식 
있는 
서비스

위생
상태

건강
특별
이벤트

양
가격 
할인

전체 38.2 33.1 30.9 18.5 16.2 15.9 13.3 12.8 12.7 11.2 11.1 10.7 9.3 8.9 8.6

미국 46.4 36.9 23.3 17.7 17.7 18.2 11.7 17.5 15.0 4.1 8.0 14.8 8.0 10.0 10.0
중국 31.3 24.0 48.1 18.3 17.8 16.3 12.5 6.3 22.6 9.1 14.4 5.3 17.3 4.3 7.2

일본 60.8 45.2 36.0 12.4 7.0 7.0 36.6 8.1 10.2 2.7 11.3 2.2 5.4 10.8 6.5
유럽/

오세아니아
40.1 38.4 22.9 18.9 16.8 16.8 15.7 16.8 11.2 4.6 11.0 13.4 6.3 12.3 8.3

동남아시아 36.6 34.8 38.1 16.7 17.7 18.6 9.7 8.2 18.8 7.4 11.9 7.6 12.1 6.3 11.5

테이크
아웃

고려
요소

맛 가격
신속한 
서비스

편리한 
서비스 

식당
평판/
이미지

위생
상태

다양함 건강 접근성 양
가격 
할인

외관
주차 
공간

내부 
분위기

태도

전체 53.4 45.2 26.8 22.6 17.7 17.8 16.6 13.6 13.3 13.2 12.5 6.0 5.3 4.6 4.3
미국 55.7 47.7 26.7 25.1 20.1 10.3 17.9 12.9 13.5 12.9 10.5 6.6 4.8 5.3 4.2

중국 56.8 45.0 21.1 16.8 10.4 34.3 17.5 8.9 15.0 13.6 10.7 10.0 6.1 3.6 3.6
일본 78.3 57.2 15.0 13.3 5.6 10.0 5.6 7.2 36.7 22.8 11.1 2.2 1.7 2.8 4.4

유럽/
오세아니아

47.5 47.8 30.6 22.3 18.0 11.1 18.9 11.8 12.8 15.6 13.3 5.5 5.0 6.4 3.9

동남아시아 52.6 49.3 24.1 20.5 10.3 21.8 20.3 10.8 14.0 13.0 12.8 8.8 10.3 3.7 4.2

[표Ⅰ-8] 업태별 식당 방문 시 고려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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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식당에 대해서는 미국소비자들은 외관(13.9%)을 중시하고 중국은 식당 평판/이미지(30.3%), 

건강(24.2%), 위생상태(23.1%) 및 내부분위기(17.6%)를 많이 고려함

◻ 일본 소비자들은 가격(57.8%) 외, 접근성(27.3%)도 고려함

◻ 동남아 소비자들은 가격(41.6%), 가격할인(14.1%) 등의 요소를 상대적으로 더 고려함

[표Ⅰ-9] 한식당 방문 시 고려 요소

[단위:복수응답%] 사례수 맛 가격

식당
평판/ 
이미
지

다양
함

건강
위생
상태

내부 
분위
기

외관

편리
한 
서비
스 

접근
성

양

신속
한 
서비
스

가격 
할인

격식 
있는 
서비
스

태도

전체 (3,282) 58.2 34.6 24.3 22.6 18.9 18.2 14.3 11.3 10.1 10.0 9.8 9.4 9.2 7.5 5.9

권역

미국 (612) 60.8 37.9 23.7 24.8 19.1 15.4 14.5 13.9 9.5 9.2 14.4 9.2 6.4 5.7 5.6

중국 (888) 53.5 21.3 30.3 16.4 24.2 23.1 17.6 7.7 12.0 8.1 5.4 8.9 8.1 14.1 6.3

일본 (154) 75.3 57.8 17.5 6.5 5.8 17.5 9.1 5.8 3.9 27.3 19.5 6.5 5.8 1.9 4.5

유럽/
오세아니아

(733) 54.0 34.4 22.0 29.5 19.2 13.9 12.6 12.6 9.8 10.8 12.4 10.2 7.8 5.2 5.3

동남아시아 (895) 61.5 41.6 21.7 24.2 15.4 18.9 13.3 13.1 9.9 8.8 7.4 10.1 14.1 5.0 6.6

◻ 한국 문화 인지도는 전체 대비 중국(65.3%) 및 동남아(68.6%)에서 높으며 특히, 

방콕은 이전 연도와 비교하여 20.9%p 증가함. 파리의 인지도 또한 증가(33.1%p)함

[표Ⅰ-10] 한국 문화 인지도

[단위: %] 인지도 증감 추이 

전체 53.0 4.23

권
역

미국 52.9 ▼-1.1 (뉴욕)
중국 65.3 ▼-8.7 (북경)
일본 15.2 -

유럽/ 오세아니아 47.1 ▲33.1 (파리)
동남아시아 68.6 ▲20.9 (방콕)

◻ 한국 방문 시, 가장 하고 싶어 하는 활동은 맛집 탐방(65.3%)이며 이외 한식만들기체험

(40.1%), 한류 콘텐츠에 노출된 식당방문(32.7%), 한식조리교육(27.2%) 순으로 희망하고 있음 

◻ 중국소비자들은 특히, 한식만들기체험(53.3%) 및 한식조리교교육(32.5%) 등 체험형 관광

활동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으며 동남아 소비자들은 한식관련 지역 탐방(65.2%) 또는 

한류컨텐츠에 노출된 식당 방문(46.1%) 등에 더 관심이 많아 지역별로 차이를 보임 

◻ 각 권역별 소비자 니즈에 맞는 한식 관광 활동을 제안하여 한식과 한국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는 전략 수립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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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Ⅰ-11] 방한 시 체험하고 싶은 한식 관련 활동

[단위: 복수응답%]

맛으로 
유명한  

한국 식당 
방문

한식 관련 
주요 지역 

탐방

한식 
만들기 
체험

한류 
컨텐츠에 
노출된 
식당  
방문

한식 조리 
교육

한식당 
창업 교육

전체 65.3 51.4 40.1 32.7 27.2 19.2

권역

미국 60.8 45.5 38.2 34.5 26.4 17.6

중국 69.7 45.5 53.3 22.9 32.5 21.9

일본 70.8 29.2 33.9 22.6 10.7 6.0

유럽/
오세아니아

58.2 49.1 32.8 26.8 25.3 17.0

동남아시아 68.9 65.2 37.0 46.1 27.3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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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권역 요약]

[도시 선정 이유]

◻ 뉴욕은 유행 및 문화를 선도하는 대표도시이므로 한식진흥원이 사업 초기부터 중점적으로 

진흥정책을 전개해 온 도시 중 하나임

◻ 미국은 동부와 서부 특성이 기후, 경제, 인종,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상이하므로 미국 

권역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서부의 대표도시인 LA를 포함함

[한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 미국 권역의 한식 인지도는 63.3%로 글로벌 전체 평균인 64.1%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2015년과 비교할 때, 3.3%p 소폭 하락하였음 

◻ 그러나, 한식을 경험한 사람의 한식 만족도는 89.2%로 나타나 이전 년도와 비교하여 

20.5%p 상승하였음

◻ 최근의 북한 이슈로 한국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고 미국의 최근 경기 지표가 호조를 

보이고는 있지만 개인들이 체감하는 실물경기는 회복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한식인지도 및 

한식당 방문경험이 지난해보다 하락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한식을 경험한 사람들의 한식만족수준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한식인지 및 경험자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이들을 통해 좋은 구전을 형성해 나간다면 미국권역에서 한식진흥의 

기반이 보다 더 공고해질 것으로 판단됨

[표Ⅰ-12] 미국 권역 주요 한식 지표

지표 지역 2017년 비교치 Gap 단위 비교 대상

한식
인지도

미국 권역 63.3 64.1 ▼-0.8 % 2017 전체 평균

뉴욕 61.0 64.3 ▼-3.3 % 2015 한식세계화홍보효과조사

LA 65.5 - - %

한식만족도

미국 권역 88.4 83.2 ▲5.2 % 2017 전체 평균

뉴욕 89.2 68.7 ▲20.5 % 2016 글로벌한식외식산업조사

LA 87.7 - - %

한식당
방문 경험 

미국 권역 51.0 54.7 ▼-3.7 % 2017 전체 평균

뉴욕 47.2 54.7 ▼-7.5 % 2017 전체 평균

LA 54.8 54.7 ▲0.1 % 2017 전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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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 이용 행태]

◻ 뉴욕은 외식 빈도 및 한식당 이용 빈도 모두 16년에 비해 소폭 하락한 반면, 

LA는 외식 빈도는 유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한식당 이용 빈도 감소함

◻ 한편, 미국권역의 한식당 이용 빈도는 전체 시장과 비교할 때, 평균을 약간 상회하고 있어 

미국에서의 한식당 이용 빈도는 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표Ⅰ-13] 미국 권역 외식 및 한식당 이용 빈도

항목 지역 2017년 비교치 Gap 단위 비교 대상

외식
이용
빈도

미국 권역 8.4 8.8 ▼-0.4 회 2017 전체 평균

뉴욕 8.0 8.1 ▼-0.1 회 2016 글로벌한식외식산업조사

LA 8.9 8.2 ▲0.7 회 2016 글로벌한식외식산업조사

한식당
이용
빈도

미국 권역 2.3 2.0 ▲0.3 회 2017 전체 평균

뉴욕 2.4 3.0 ▼-0.6 회 2016 글로벌한식외식산업조사

LA 2.2 2.7 ▼-0.5 회 2016 글로벌한식외식산업조사

◻ 외식당 및 한식당 방문 모두, 전체 시장과 비교할 때, ‘일상적인 식사’의 방문 

목적이 가장 많아 외식(한식포함) 문화가 좀 더 일상 생활속에 보편화된 것으로 

추측됨 

◻ 외식당과 비교 시, 한식당 방문 목적은 ‘사적인 모임’이 상대적으로 더 많음

[표Ⅰ-14] 미국 권역 외식 및 한식당 방문 목적

[단위:%] 일상적인 식사 사적인 모임 공식적인 모임 

외식당 
방문 
목적

전체 평균 72.4 21.9 5.7

미국 85.9 8.7 5.4

뉴욕 85.1 8.6 6.3

LA 86.7 8.8 4.5

한식당 
방문 
목적

전체 평균 62.6 32.7 4.7

미국 85.1 11.1 3.8

뉴욕 83.0 12.0 4.9

LA 86.9 10.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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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한식당의 업태는 주로 ‘일반식당(68.1%)’이며, 약 20% 정도만이 ‘고급

식당’을 방문하여 기타 업태 비중은 아직 낮은 편. 그러나 고급식당 방문경험

은 뉴욕의 경우는 2014년 이래 증가하는 반면, LA는 하락함 

[표Ⅰ-15] 미국 권역 방문 한식당 업태

[단위:%] 일반식당 고급식당
패스트
푸드

카페/바
테이크
아웃

방문 한식당 업태 68.1 22.7 6.9 1.2 1.1

2016년 대비 증감 (뉴욕) ▲14.2 ▲5.3 ▼-12.1 ▼-8.9 -
2014년 대비 증감 (뉴욕) ▲26.0 ▲6.6 ▼-12.4 ▼-20.9 -
2016년 대비 증감 (LA) ▲12.2 ▼-0.6 ▼-9.3 - ▼-2.6
2014년 대비 증감 (LA) ▲13.4 ▼-1.1 ▼-9.4 ▼-12.6 ▼-0.4

◻ 2016년 대비 뉴욕(9.3달러)과 LA(14.5달러) 모두 1인당 한식 지출 금액이 증가하고, 

외식 빈도가(뉴욕 0.6회, LA 0.5회) 감소되었지만 1인당 지출비용이 증가된 것으로 

볼 때, 메뉴가격 상승 등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됨 

◦ 1인당 한식당 지출금액 상승으로 1인당 외식지출 금액과 유사한 수준이 됨

[표Ⅰ-16] 미국 권역 1 인당 외식 및 한식당 지출 금액

　[단위: USD] 지역 2017년 비교치 Gap 단위 비교 대상

1인당 
외식지출

금액

미국 권역 46.9
뉴욕 51.4 48.8 ▼-2.6 USD 2016 글로벌한식외식산업조사
LA 42.4 35.1 ▲7.3. USD 2016 글로벌한식외식산업조사

1인당 
한식당 지출

금액

미국 권역 46.3
뉴욕 50.0 40.7 ▲9.3 USD 2016 글로벌한식외식산업조사
LA 43.1 28.6 ▲14.5 USD 2016 글로벌한식외식산업조사

◻ 한식당 선택 시 ‘맛’과‘가격’외에도 ‘다양함’과 더불어 ‘외관’등의 요소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다 ‘다양한 메뉴’개발 대응 및 한식당 외관의 

호감을 제고할 수 있는 디자인 및 마케팅 요소 등의 고려가 필요함

[표Ⅰ-17] 미국 권역 한식당 선택 시 주요 고려요소

한식당 선택 시
주요 고려 요소

[단위: 복수응답%]
맛 가격 다양함

식당 
평판  

/이미지
건강

위생
상태

내부
분위기

외관
편리한
서비스

전체 58.2 34.6 22.6 24.3 18.9 18.2 14.3 11.3 10.1
미국 권역 전체 60.8 37.9 24.8 23.7 19.1 15.4 14.5 13.9 9.5

뉴욕 58.0 35.0 25.1 27.2 19.1 15.9 14.1 13.4 10.6
LA 63.2 40.4 24.6 20.7 19.1 14.9 14.9 14.3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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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한식당 이용 의향]

◻ 한식당 방문 의향은 74.8%로 전체시장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LA는 

이전 년도에 비해서 하락을 보임

◻ 한식당 추천의향은 한식당 경험자에서 나오는 지표로 전체시장과 비교 시, 긍정적인 

수치임. 특히, 뉴욕 소비자들의 한식당 추천의향은 96.1%로 매우 높은 편

[표Ⅰ-18] 미국 권역 한식당 방문 및 추천 의향

항목 지역 2017년 비교치 Gap 단위 비교 대상

한식당
방문
의향

미국 권역 74.8 73.8 ▲1.0 % 2017 전체 평균

뉴욕 75.2 73.5 ▼-1.7 % 2015 한식세계화홍보효과조사

LA 74.5 80.3 ▼-5.8 % 2016 해외외식 및 한식산업조사

한식당
추천의향

미국 권역 93.8 89.7 ▲4.1 % 2017 전체 평균

뉴욕 96.1 71.7 ▲24.4 % 2015 한식세계화홍보효과조사

LA 91.8 91.6 ▲0.2 % 2016 해외외식 및 한식산업조사

[기타 이슈]

◻ 한국문화에 대한 인지도는 전체 시장과 유사하게 절반정도에 머물러 있지만 향후 

더 성장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됨

◻ 음식 관광 목적의 방한의향은 2016년과 비교하여 소폭 상승했으나 전체시장 대비 

낮아 미국소비자들의 방한의향을 높일 수 있는 활동 전개가 필요함

[표Ⅰ-19] 미국 권역 기타 이슈

항목 지역 2017년 비교치 Gap 단위 비교 대상

한국문화
인지도

미국 권역 52.9 53.0 ▼-0.1 % 2017 전체 평균

뉴욕 54.8 55.9 ▼-1.1 % 2015 한식세계화홍보효과조사

LA 51.0

음식관광
목적의
한국

방문의향

미국 권역 49.6 56.7 ▼-7.1 % 2017 전체 평균

뉴욕 48.5 46.5 ▲2.0 % 2016 글로벌한식외식산업조사

LA 50.7 50.3 ▲0.4 % 2016 글로벌한식외식산업조사

한식 홍보 
공식 SNS 
인지도

미국 권역 25.9 32.7 ▼-6.8 % 2017 전체 평균

뉴욕 27.8 29.8 ▼-2.0 % 2015 한식세계화홍보효과조사

LA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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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권역 요약] 

[도시 선정 이유]

◻ 중국의 여러 도시 가운데 다른 나라의 문물을 가장 먼저 받아 들여 중국 전역으로 

전파하는 역할을 하는 상해와 중국의 공식 수도인 북경 주요 도시로 선정되었음

[한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 중국의 한식 인지도는 75.0%로 글로벌 전체(64.1%) 대비 높은 편이나, 전년 대비 

북경 5.0%p, 상해 7.5%p 하락함

◦ 최근 싸드 영향으로 한-중 관계가 경색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됨

◻ 한식 전반적 만족도는 81.8%로 전체(83.2%)보다 약간 낮은 수준임

◦ 북경에서는 소폭 하락하였지만 상해에서 7.5%p 상승함 

◻ 한식당 행동지표로 볼 수 있는 한식당 방문 경험은 74.0%로 전체(54.7%) 대비 

높은 수준임

◻ 싸드 관련 이슈로 중국 내에 팽배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한식에 대한 

인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표Ⅰ-20] 중국 권역 한식 지표

항목 지역 2017년 비교치 Gap 단위 비교 대상

한식
인지도

중국 전체 75.0 64.1 ▲10.9 % 2017 전체 평균

북경 76.2 81.2 ▼-5.0 % 2015 한식세계화홍보효과조사

상해 73.8 81.3 ▼-7.5 % 2014 한식세계화국내외종합홍보마케팅

한식
만족도

중국 전체 81.8 83.2 ▼-1.4 % 2017 전체 평균

북경 82.2 84.6 ▼-2.4 % 2015 한식세계화홍보효과조사

상해 81.3 73.8 ▲7.5 % 2014 한식세계화국내외종합홍보마케팅

한식당
방문 
경험

중국 전체 74.0 54.7 ▲19.3 % 2017 전체 평균

북경 76.0 54.7 ▲21.3 % 2017 전체 평균

상해 72.0 54.7 ▲17.3 % 2017 전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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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당 이용 행태]

◻ 중국은 전반적으로 16년에 비해 전체 외식 빈도와 한식 이용 빈도가 모두 감소함

◦ 외식 빈도 하락폭 대비 한식 이용 빈도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적음

[표Ⅰ-21] 중국 권역 외식 및 한식당 이용 빈도

항목 지역 2017년 비교치 Gap 단위 비교 대상
외식
이용
빈도

북경 8.3 11.3 ▼-3.0 회/월 2016 글로벌한식외식산업조사

상해 8.4 11.2 ▼-2.8 회/월 2016 글로벌한식외식산업조사

한식당
이용
빈도

북경 1.8 2.3 ▼-0.6 회/월 2016 글로벌한식외식산업조사

상해 1.6 3.4 ▼-1.8 회/월 2016 글로벌한식외식산업조사

◻ 외식당 방문 목적으로 ‘일상적인 식사’가 가장 많은 것에 비해 한식당 방문 목적은 

‘사적인 모임’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상해가 북경보다 1.1%p 높음)

[표Ⅰ-22] 중국 권역 외식 및 한식당 방문 목적

항목 [단위: %] 일상적인 식사 사적인 모임 공식적인 모임 

외식당 
방문 목적

중국 전체 60.5 34.9 4.6

북경 60.1 35.2 4.7

상해 60.9 34.6 4.4

한식당 
방문 목적

중국 전체 40.7 57.8 1.6

북경 40.1 57.2 2.6

상해 41.2 58.3 0.5

◻ 중국에서는 한식당은 주로 ‘가족’이나 ‘친구’ 등 편한 사람과 함께 방문하고 있음

[표Ⅰ-23] 중국 권역 한식당 동행인

항목 [단위: %] 가족 친구 연인 혼자 직장 동료

일상적인 
식사의
한식당 
동행인

중국 전체 37.4 38.2 - 16.6 7.8

북경 41.0 37.7 - 15.3 6.0

상해 33.7 38.8 - 18.0 9.6

사적인 
모임의
한식당 
동행인

중국 전체 25.9 60.8 13.3 - -

북경 27.6 57.1 15.3 - -

상해 24.2 64.7 1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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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한식당의 업태는 주로 ‘일반식당(73.2%)’이며, 2016년 대비 9.2%p 증가함

◻ 또한, 약 20% 만이 ‘고급식당’을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방문

한식당 업태 비중은 아직 낮은 편임

[표Ⅰ-24] 중국 권역 방문 한식당 업태

항목 [단위:%] 일반식당 고급식당
패스트
푸드

카페/바
테이크
아웃

방문 
한식당 업태

중국 전체 73.2 20.3 6.0 0.3 0.2
북경 70.4(▲9.2) 22.1(▲1.1) 6.8(▼-7.1) 0.7(▼-3.2) -
상해 76.2(▲25.5) 18.3(▼-7.1) 5.1(▼-6.8) - 0.5

2016년 방문 
한식당 업태

북경 61.2 21.0 13.9 3.9 -
상해 50.7 25.4 11.9 12.0 -

◻ 전체 1인당 외식 지출 금액은 증가한 반면, 1인당 한식 지출 금액은 감소함

◦ 작년에는 외식과 한식이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한식당 지출 금액이 북경 14.4위안,  

   상해 2.2위안 낮아져 평균 외식 지출(북경 130.3위안, 상해 142.7위안) 보다 낮은   

   1인당 한식 지출 금액(북경 95.8위안, 상해 95.3위안) 수준을 보임

[표Ⅰ-25] 중국 권역 1 인당 외식 및 한식당 지출 금액

항목 지역 2017년 비교치 Gap 단위 비교 대상

1인당 외식
지출 금액

북경
130.3 116.8 ▲13.5 CNY 2016 글로벌한식외식산업조사
19.8 17.7 ▲2.1 USD 2016 글로벌한식외식산업조사

상해
142.7 142.0 ▲0.7 CNY 2016 글로벌한식외식산업조사
21.7 21.6 ▲0.1 USD 2016 글로벌한식외식산업조사

1인당 
한식당

지출 금액

북경
95.8 110.2 ▼-14.4 CNY 2016 글로벌한식외식산업조사
14.6 16.7 ▼-2.2 USD 2016 글로벌한식외식산업조사

상해
95.3 144.0 ▼-48.7 CNY 2016 글로벌한식외식산업조사
14.5 21.9 ▼-7.4 USD 2016 글로벌한식외식산업조사

◻ 한식당 선택 시 ‘식당 평판/이미지(24.3%)’, ‘건강(18.9%)’, ‘위생상태(18.2%)’, ‘가격

(34.6%)’ 등의 요소를 주요하게 고려함

 ◦ 상해에서 식당 평판/이미지(33.6%), 내부 분위기(20.6%) 등의 감성적 요소를 중시함 

[표Ⅰ-26] 중국 권역 한식당 선택 시 주요 고려 요소

한식당 선택 시
주요 고려 요소

[단위: 복수응답%]
맛

식당 
평판  

/이미지
건강 위생상태 가격

내부 
분위기

다양함

전체 58.2 24.3 18.9 18.2 34.6 14.3 22.6
중국 전체 53.5 30.3 24.2 23.1 21.3 17.6 16.4

북경 53.1 27.2 24.1 22.6 20.4 14.7 15.6
상해 53.9 33.6 24.3 23.6 22.2 20.6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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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한식당 이용 의향]

◻ 향후 한식당 방문 의향은 82.7%로 글로벌 전체 평균보다는 높지만 2016년 대비 

북경 3.9%p, 상해 10.3%p 하락함

◻ 한식당 추천의향은 88.1%로 전체 평균인 89.7%이 비해 약간 낮은 수준임

◦ 북경에서는 추천의향이 7.8%p 증가하였지만 상해에서는 3.4%p 하락함

[표Ⅰ-27] 중국 권역 한식당 방문 및 추천 의향

항목 지역 2017년 비교치 Gap 단위 비교 대상

한식당
방문의향

중국 권역 82.7 73.8 ▲8.9 % 2017 전체 평균

북경 83.8 87.7 ▼-3.9 % 2015 한식세계화홍보효과조사

상해 81.5 91.8 ▼-10.3 % 2014 한식세계화국내외종합홍보마케팅

한식당
추천의향

중국 권역 88.1 89.7 ▼-1.6 % 2017 전체 평균

북경 91.0 83.2 ▲7.8 % 2015 한식세계화홍보효과조사

상해 85.0 88.4 ▼-3.4 % 2014 한식세계화국내외종합홍보마케팅

[기타 이슈]

◻ 한국문화 인지도(65.3%), 음식관광 목적의 한국 방문 의향(69.9%)은 모두 전체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이지만 전년과 비교 시 하락함

◦한국 문화 인지도는 북경 8.7%p, 음식관광 목적의 한국 방문 의향은 

  북경 8.3%p, 상해 12.1%p 하락함

◻ 한식 홍보 공식 SNS 인지도는 53.9%로 전체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전년 

대비 큰 폭의 상승을 보임(21.1%p 상승함)

◦ 인지도 유지 및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한식 홍보 공식 SNS 활용이 필요함

[표Ⅰ-28] 중국 권역 기타 이슈

항목 지역 2017년 비교치 Gap 단위 비교 대상

한국문화
인지도

중국 권역 65.3 53.0 ▲12.3 % 2017 전체 평균

북경 65.0 73.7 ▼-8.7 % 2015 한식세계화홍보효과조사

음식관광
목적 한국
방문의향

중국 권역 69.9 56.7 ▲13.2 % 2017 전체 평균

북경 70.0 78.3 ▼-8.3 % 2016 글로벌한식외식산업조사

상해 69.8 81.9 ▼-12.1 % 2016 글로벌한식외식산업조사

한식 홍보 
공식

SNS 인지도

중국 권역 53.9 32.8 ▲21.1 % 2017 전체 평균

북경 57.0 49.9 ▲7.1 % 2015 한식세계화홍보효과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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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권역 요약]

[도시 선정 이유]

◻ 기존에 글로벌한식외식산업 조사 및 2014년 해외외식한식산업조사 대상 도시였으며 

해외외식한식산업조사에서 한식당 재방문의향이 5점 만점 평균 3.3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아 2017년 점검 대상 도시로 선정됨 

[한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 일본의 한식 인지도는 32.8%로, 전체 평균인 64.1%의 약 1/2로 낮은 수준임

◻ 한식당 방문 경험 역시 25.7%로 낮은 수준이며, 전년 대비 15.7%p의 하락함 

◻ 한식 전반적 만족도는 54.2%로 전체시장 평균인 83.2%보다 하회함

◻ 대체로 최근의 혐한 기류 및 위안부 이슈 등 한-일 관계 경색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지표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됨 
◦2016-2017 글로벌 한류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본은 28.3%가 반한류 분위기를   
 공감한다고 답하였으며 특히, “한국과의 정치/외교 갈등”은 26.5%로 반한류   
 분위기의 주요 이유임2)

[표Ⅰ-29] 일본 권역 한식 지표

2017년 비교치 Gap 단위 비교 대상

한식 인지도 32.8 64.1 ▼-15.7 % 2017 전체 평균

한식 만족도 54.2 83.2 ▼-29.0 % 2017 전체 평균

[한식 이용 행태]

◻ 외식 이용 빈도는 월 8.3회로 전년도 대비 0.6회 증가한 반면,

한식 이용 빈도는 월 1.5회로 전년도 대비 0.9회 하락함

[표Ⅰ-30] 일본 권역 외식 및 한식당 이용 빈도

[단위:회] 2017년 비교치 Gap 단위 비교 대상

외식 이용 빈도 8.3 7.7 ▲0.6 회/월 2016 글로벌한식외식산업조사

한식당 이용 빈도 1.5 0.6 ▼-0.9 회/월 2016 글로벌한식외식산업조사

2) 2016-2017 글로벌한류 실태조사, 2017.04.10.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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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식당과 한식당 모두 방문 목적으로 ‘일상적인 식사’가 가장 많지만, 한식당의 

경우 ‘사적인 모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Ⅰ-31] 일본 권역 외식당 및 한식당 방문 목적

항목 [단위:%] 일상적인 식사 사적인 모임 공식적인 모임 

외식당 방문 목적 72.6 25.2 2.1
한식당 방문 목적 59.1 39.0 1.9

◻ 한식당은 일상적인 식사를 위해서는 주로‘가족’과 식사를 하며, 사적인 모임의 경우 

‘친구’와 함께 방문하는 행태를 보임

[표Ⅰ-32] 일본 권역 한식당 동행인

항목 [단위:%] 혼자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연인

일상적인 식사의
한식당 동행인

28.6 39.6 26.4 5.5 -

사적인 모임의
한식당 동행인

- 31.7 58.3 - 10.0

◻ 방문 한식당의 업태는 주로 ‘일반식당’이 90.3%로 압도적으로 높으며, 그 외의 

한식당 업태 방문 비중은 아직 낮은 편 

[표Ⅰ-33] 일본 권역 방문 한식당 업태

[단위:%] 일반식당 고급식당
패스트
푸드

카페/바
테이크
아웃

방문 한식당 업태 90.3 3.9 3.2 1.9 0.6

◻ 1인당 외식 지출 금액과 한식 지출 금액은 유사한 수준으로 작년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Ⅰ-34] 일본 권역 1 인당 외식 및 한식당 지출 금액

　항목 2017년 비교치 Gap 단위 비교 대상

1인당 외식 지출 금액
2,357.6 2,134.8 ▲222.8 JPY 2016 글로벌한식외식산업 조사

20.8 18.8 ▲2.0 USD 2016 글로벌한식외식산업 조사

1인당 한식당 지출 금액
2,243.2 2,104.4 ▲138.8 JPY 2016 글로벌한식외식산업 조사

19.8 18.5 ▲1.2 USD 2016 글로벌한식외식산업 조사



Ⅰ. 요약

21

◻ 한식당 선택 시 ‘가격(57.8%)’, ‘접근성(27.3%)’, ‘양(19.5%)’등 경제적, 편의성 

측면의 요소들을 주요하게 고려함 

[표Ⅰ-35] 일본 권역 한식당 선택 시 주요 고려 요소

한식당 선택 시
주요 고려 요소 

[단위: 복수응답%]
맛 가격 접근성 양

식당평판 
/이미지

위생상태

전체 58.2 34.6 10.0 9.8 24.3 18.2

일본(동경) 75.3 57.8 27.3 19.5 17.5 17.5

[향후 한식당 이용 의향]

◻ 향후 한식당 방문 의향은 38.5%로 전체 평균인 73.8%에 비해 낮은 수준

◻ 한식당 추천 의향은 61.7%로 전체 평균인 89.7%에 비해 낮은 수준임

[표Ⅰ-36] 일본 권역 한식당 방문 및 추천 의향

항목 2017년 비교치 Gap 단위 비교 대상

한식당 방문 의향 38.5 73.8 ▼-35.3 % 2017 전체 평균

한식당 추천 의향 61.7 89.7 ▼-28.0 % 2017 전체 평균

[기타 이슈]

◻ 한국 문화에 대한 인지도(15.2%)는 글로벌 전체 평균 대비 약 1/2 수준으로 낮음

◻ 음식 관광 목적의 한국 방문 의향은 전체 평균에 비해서 크게 낮은 수준임

[표Ⅰ-37] 일본 권역 기타 이슈

　항목 2017년 비교치 Gap 단위 비교 대상

한국문화 인지도 15.2 31.3 ▼-16.1 % 2017 전체 평균

음식관광목적의
한국방문의향

28.0 56.7 ▼-28.7 % 2017 전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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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오세아니아 권역 요약]

[도시 선정 이유]

◻ 파리의 경우 유럽 트렌드를 선도하는 도시로 기존에 글로벌한식외식산업 조사 및 

2014년 해외외식한식산업조사 대상 도시였으며 홍보효과조사에도 포함되었던 도시임. 

최근 프랑스에서 SNS 홍보 강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성과 측정이 필요

하여 선정함

◻ 런던은 2014 해외 외식·한식산업조사에 포함 이후, 2016년에 측정되지 않음. 최근 

유럽지역에서 현지인 선호 식재료 사용 레시피 게재3) 등 SNS 홍보활동을 

강화하면서 파리와 더불어 한식 진흥 현황 파악이 필요한 도시로 부상 중에 있음

◻ 시드니도 2014 해외 외식·한식산업조사에 포함 이후, 2016년에 측정되지 않음. 

2018년도 정책 과제 상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어 포함됨 

[한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 유럽/오세아니아 권역의 한식 인지도는 57.2%로 글로벌 전체 평균인 64.1% 대비 

다소 낮으나 2014년 대비 파리와 런던의 한식 인지도는 큰 폭으로 상승함

◻ 한식당 방문 경험은 40.7%로 전체 평균인 54.7%보다 낮음

◻ 한식 전반적 만족도는 85.1%로 글로벌 평균인 83.2%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며, 

2014년에 대비 증가함

[표Ⅰ-38] 유럽/오세아니아 권역 한식 지표

항목 지역 2017년 비교치 Gap 단위 비교 대상

한식
인지도

권역 전체 57.2 64.1 ▼-6.9 % 2017 전체 평균

파리 56.5 28.2 ▲28.3 % 2015 한식세계화홍보효과조사

런던 51.7 29.0 ▲22.7 % 2013 한식세계화홍보효과조사

시드니 63.3 - - % -

한식
전반적 
만족도

권역 전체 85.1 83.2 ▲1.9 % 2017 전체 평균

파리 89.9 64.1 ▲25.8 % 2015 한식세계화홍보효과조사

런던 84.0 39.7 ▲44.3 % 2014 한식세계화국내외종합홍보마케팅

시드니 82.1 - - % -

한식당
방문
경험

권역 전체 40.7 54.7 ▼-14.0 % 2017 전체 평균

파리 45.2 54.7 ▼-9.5 % 2017 전체 평균

런던 36.2 54.7 ▼-18.5 % 2017 전체 평균

시드니 40.8 54.7 ▼-13.9 % 2017 전체 평균

3) 농업경제신문, 2017.08.17. http://www.thekpm.com/news/articleView.html?idxno=9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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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당 이용 행태]

◻ 외식 이용 빈도는 6.4회로 전체 평균인 8.8회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2014년 대비, 

증가하고 있음

◻ 한식당 이용 빈도는 1.9회로 전체 평균(2.0회)과 유사한 수준임

[표Ⅰ-39] 유럽/오세아니아 권역 외식 및 한식당 이용 빈도

　항목 지역 2017년 비교치 Gap 단위 비교 대상

외식
이용
빈도

권역 전체 6.4 8.8 ▼-2.4 회 2017 전체 평균
파리 6.5 3.5 ▲3.0 회 2014 해외외식및한식산업조사
런던 5.8 3.5 ▲2.4 회 2014 해외외식및한식산업조사

시드니 6.9 3.8 ▲3.1 회 2014 해외외식및한식산업조사

한식당
이용
빈도

권역 전체 1.9 2.0 ▼-0.1 회 2017 전체 평균

파리 1.7 1.9 ▼-0.2 회 2010유럽∙동남아 및 품목별시장조사

런던 2.2 - - 회 -

시드니 1.7 - - 회 -

◻ 외식당 방문 목적으로 업태와 관계없이 ‘일상적인 식사’가 가장 많으며 한식당도 

크게 다르지 않음. 다만, 파리의 경우 ‘사적모임’을 위해 한식당을 방문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음(54.2%)

[표Ⅰ-40] 유럽/오세아니아 권역 외식당 및 한식당 방문 목적

[단위: %]

고급식당 일반식당 패스트푸드 카페/바 테이크아웃

일상
적
식사

사적
모임

공적
모임

일상
적

식사

사적
모임

공적
모임

일상
적
식사

사적
모임

공적
모임

일상
적
식사

사적
모임

공적
모임

일상
적
식사

사적
모임

공적
모임

외식
당 
방문 
목적

권역 
전체 55.1 35.4 9.5 74.4 23.2 2.5 84.0 13.4 2.6 73.7 20.6 5.7 82.3 14.1 3.6

파리 31.3 60.3 8.4 50.1 48.1 1.8 77.2 21.6 1.1 51.5 39.2 9.3 79.1 17.5 3.4

런던 69.7 22.0 8.3 85.7 11.4 2.8 88.0 7.9 4.1 78.4 14.6 7.1 80.6 14.5 4.8

시드니 65.3 22.8 11.9 87.2 10.0 2.8 87.5 9.9 2.6 86.3 12.2 1.5 86.6 11.0 2.4

◻ 한식당은 주로 ‘가족’과 함께 방문하는 비율이 높으나 런던의 경우 사적모임을 

목적으로 ‘연인’(37.8%)과 방문하는 비율 높음

[단위: %] 일상적인 식사 사적인 모임 공식적인 모임 

한식당 
방문 
목적

권역전체 66.3 30.6 3.1
파리 42.4 54.2 3.3
런던 78.8 17.1 4.1
시드니 81.6 16.3 2.0



2017년 글로벌 한식 소비자 조사

24

[표Ⅰ-41] 유럽/오세아니아 권역 한식당 동행인

[단위: %] 사례수

일상적 식사 사적인 모임

혼자 가족 친구
직장 
동료

기타 연인 가족 친구 기타

권역전체 (733) 14.2 56.2 25.3 3.7 0.6 32.6 42.4 24.6 0.4

도시
파리 (271) 19.1 51.3 16.5 12.2 0.9 28.6 42.9 28.6 -
런던 (217) 14.0 52.0 32.7 1.2 - 37.8 35.1 24.3 2.7

시드니 (245) 11.5 62.5 24.0 1.0 1.0 42.5 47.5 10.0 -

◻ 유럽/오세아니아 권역의 소비자가 주로 방문하는 한식당은 ‘일반식당’이며, 

약 17.9% 만이 ‘고급식당’을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Ⅰ-42] 유럽/오세아니아 권역 방문 한식당 업태

항목 일반식당 고급식당
패스트
푸드

카페/바
테이크
아웃

권역 전체 70.5 17.9 8.2 1.8 1.6

파리 71.2 18.8 5.2 3.3 1.5

런던 64.5 22.6 11.5 0.5 0.9

시드니 75.1 12.7 8.6 1.2 2.4

◻ 파리(24.2유로)와 런던(33.4파운드)에서는 전체 외식 지출금액과 한식 지출 금액이 

유사한 수준이지만 시드니(45.7호주달러)의 경우는 한식 지출 금액이 다소 낮은 편임

◻ 2014년과 비교 시 파리는 7.6유로 감소, 시드니는 1.5호주달러로 유사 수준, 런던은 

2.4파운드 증가함

[표Ⅰ-43] 유럽/오세아니아 권역 1 인당 한식당 지출금액

　항목 지역 2017년 비교치 Gap 단위 비교 대상

1인당 한식당 
지출금액

vs. 외식 전체

파리
24.2 26.9　 ▼-2.7 EUR 2017 1인당 외식지출금액

28.7 31.9 ▼-3.2 USD 2017 1인당 외식지출금액

런던
33.4 34.5　 ▼-1.1 GBP 2017 1인당 외식지출금액

44.6 46.1 ▼-1.5 USD 2017 1인당 외식지출금액

시드니
45.7 54.3 ▼-8.6 AUD 2017 1인당 외식지출금액

35.1 41.7 ▼-6.6 USD 2017 1인당 외식지출금액

1인당 한식당 
지출금액
vs. 2014년

파리
24.2 31.8 ▼-7.6 EUR 2014 해외외식및한식산업조사

28.7 37.7 ▼-9.0 USD 2014 해외외식및한식산업조사

런던
33.4 31.0 ▲2.4 GBP 2014 해외외식및한식산업조사

44.6 41.4 ▲3.2 USD 2014 해외외식및한식산업조사

시드니
45.7 47.2 ▼-1.5 AUD 2014 해외외식및한식산업조사

35.1 36.2 ▼-1.1 USD 2014 해외외식및한식산업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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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식당 선택 시 ‘맛(54%)’, ‘가격(34.4%)’, ‘다양함(29.5%)’, ‘식당평판/이미지(22.0%)’

등을 주요하게 고려함

[표Ⅰ-44] 유럽/오세아니아 권역 한식당 선택 시 주요 고려 요소

[단위: 복수응답%] 맛
식당 
평판 

/이미지
건강

위생상
태

가격
내부 

분위기
다양함

격식 
있는 

서비스

편리한 
서비스

신속한 
서비스

권역전체 54.0 22.0 19.2 13.9 34.4 12.6 29.5 5.2 9.8 10.2

도시

파리 52.0 21.0 19.2 19.2 35.1 11.4 33.2 4.4 8.9 11.8

런던 53.0 23.5 21.7 9.7 29.0 13.8 27.2 7.4 10.6 11.1

시드니 57.1 21.6 17.1 11.8 38.4 12.7 27.3 4.1 10.2 7.8

[향후 한식당 이용 의향]

◻ 향후 한식당 방문 의향은 73.1%로 글로벌 전체 평균인 73.8%와 유사한 수준이

며, 2014년 대비 증가함

◦ 파리 4.7%p, 시드니8.0%p 상승한 반면, 런던은 4.2%p 하락함

◻ 한식당 추천의향은 92.0%로 전체 평균(89.7%) 대비 약간 높은 수준이며, 

2014년 대비 뚜렷한 상승을 보임 

[표Ⅰ-45] 유럽/오세아니아 권역 한식당 방문 및 추천 의향

항목 지역 2017년 비교치 Gap 단위 비교 대상

한식당
방문
의향

권역 전체 73.1 73.8 ▼- 0.7 % 2017 전체 평균

파리 78.7 74.0 ▲ 4.7 % 2014 해외외식및한식산업조사

런던 70.8 75.0 ▼- 4.2 % 2014 해외외식및한식산업조사

시드니 69.8 61.8 ▲ 8.0 % 2014 해외외식및한식산업조사

한식당
추천의향

권역 전체 92.0 89.7 ▲ 2.3 % 2017 전체 평균

파리 94.1 69.8 ▲24.3 % 2014 해외외식및한식산업조사

런던 93.5 74.3 ▲19.2 % 2014 해외외식및한식산업조사

시드니 88.2 59.4 ▲28.8 % 2014 해외외식및한식산업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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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이슈]

◻ 유럽/오세아니아 권역의 한국 문화 인지도(47.1%)는 전체 평균(53.0%) 대비 낮은 

수준임

◦ 단, 시계열 분석이 가능한 파리 결과 추정 시,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2015년 대비 33.1%p 상승)

◻ 유럽/오세아니아 권역의 음식관광 목적 한국방문의향(43.9%)은 전체 평균(56.7%)에 

비해 낮은 수준임

◻ 한식공식 홍보 SNS 인지도는 21.7%로 전체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파리의 

시계열 분석 결과 추정 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Ⅰ-46] 유럽/오세아니아 권역 기타 이슈

　항목 지역 2017년 비교치 Gap 단위 비교 대상

한국문화
인지도

권역 전체 47.1 53.0 ▼-5.9 % 2017 전체 평균

파리 50.2 17.1 ▲33.1 % 2015 한식세계화 홍보효과조사

런던 47.0 - - % -

시드니 44.2 - - % -

음식관광
목적의
한국

방문의향

권역 전체 43.9 56.7 ▼-12.8 % 2017 전체 평균

파리 37.7 - - % -

런던 50.3 - - % -

시드니 43.7 - - % -

한식 홍보 
공식 

SNS 인지도

권역 전체 21.7 32.7 ▼-11.0 % 2017 전체 평균

파리 24.0 14.4 ▲9.6 % 2015 한식세계화 홍보효과조사

런던 26.5 - - % -

시드니 14.5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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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요약] 

[도시 선정 이유]

◻ 방콕의 경우 글로벌한식외식산업 조사 및 한식홍보효과조사 대상 도시였으며 최근 

동남아시아에서 한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도시로 성과측정이 필요하므로 

포함시킴 

◻ 쿠알라룸푸르는 최근 한류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도시로 2012년 이후 측정에 포함

되지 않았었음. 방콕과 더불어 동남아시아의 주요 거점 도시로 부상하면서 2018년도 

정책 과제 상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어 포함됨 

[한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 동남아 권역의 한식 인지도는 80.0%로 글로벌 전체 평균인 64.1%를 훨씬 상회하며 

방콕의 경우 2015년과 비교할 때, 15.9%p 큰 폭으로 상승하였음 

◻ 한식을 경험한 사람의 한식 만족도 또한, 18.4%p 상승한 87.6%를 나타내 양적인 

면 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동남아에서 K-pop, 한국드라마 등의 한류콘텐츠들이 큰 인기를 얻으며 한식에서도 

인지저변이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특히, 동남아 권역 중, 한식진흥원 입장에서 보다 신흥도시로 볼 수 있는 쿠알라룸푸르가 

큰 폭으로 성장하여 향후가 더 기대됨

◻ 다만, 한식당 방문경험이 한식인지도 및 한식만족도 대비 다소 떨어지는 부분은 향후 한식

취식경험을 확대할 수 있는 거점식당 확충과 마케팅홍보 활동 등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표Ⅰ-47] 동남아시아 권역 한식 지표

항목 지역 2017년 비교치 Gap 단위 비교 대상

한식
인지도

동남아 전체 80.0 64.1 ▲15.9 % 2017 전체 평균

방콕 77.8 61.9 ▲15.9 % 2015 한식세계화홍보효과조사

쿠알라룸푸르 82.2 - - %

한식
만족도

동남아 전체 88.6 83.2 ▲5.4 % 2017 전체 평균

방콕 87.6 69.2 ▲18.4 % 2016 글로벌한식외식산업조사

쿠알라룸푸르 89.5 - - %

한식당
방문 경험

동남아 전체 74.6 54.7 ▲19.9 % 2017 전체 평균

방콕 73.0 54.7 ▲18.3 % 2017 전체 평균

쿠알라룸푸르 76.2 54.7 ▲21.5 % 2017 전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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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 이용 행태]

◻ 전반적으로 동남아권역의 월 평균 외식 빈도는 매우 높음(2017년 전체 평균 대비 

4.6회 더 많은 13.4회임)

◻ 이에 비해 한식 이용 빈도는 전체 평균 수준이어서 한식취식경험과 한식당 방문 경험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방콕의 경우 2016년 대비 한식 이용 빈도가 증가 추세에 있음 

[표Ⅰ-48] 동남아시아 권역 외식 및 한식당 이용 빈도

　항목 지역 2017년 비교치 Gap 단위 비교 대상

외식
이용
빈도

동남아 전체 13.4 8.8 ▲4.6 회 2017 전체 평균

방콕 12.4 9.9 ▲2.5 회 2016 글로벌한식외식산업조사

쿠알라룸푸르 14.3 15.3 ▼-1.0 회 2012 해외도시별정보전략조사

한식당
이용
빈도

동남아 전체 2.2 2.0 ▲0.2 회 2017 전체 평균

방콕 2.1 1.8 ▲0.3 회 2016 글로벌한식외식산업조사

쿠알라룸푸르 2.2 회

◻ 외식당 및 한식당 방문 모두, 전체 시장과 비교할 때, ‘공식적인 모임’의 방문 

목적이 상대적으로 높아 다른 도시와 달리 ‘일상적인 식사’ 쏠림현상이 덜 함. 

즉, 보다 다양한 목적으로 외식 및 한식당을 방문하고 이는 높은 외식 빈도로 

이어지는 것으로 판단됨

◻ 공식적인 모임 측면에서 방콕과 쿠알라룸푸르가 매우 상이한데 방콕의 경우, 한식당

에서 공식적인 모임을 하는 경우가 18.7%로 매우 높은 편. 한식당이 사적인 모임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같은 공적인 모임 등 다양한 취식 상황(Occasion)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긍정적으로 판단됨 

[표Ⅰ-49] 동남아시아 권역 외식당 및 한식당 방문 목적

[단위:%] 일상적인 식사 사적인 모임 공식적인 모임 

외식당 
방문 
목적

전체 평균 72.4 21.9 5.7

동남아 68.7 20.8 10.5

한식당 
방문 
목적

전체 평균 62.6 32.7 4.7

동남아 66.6 23.1 10.3

방콕 56.2 25.1 18.7

쿠알라룸푸르 76.6 2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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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한식당의 업태는 방콕 기준,‘고급식당(47.7%)’이 ‘일반식당(42.2%)’보다 

더 높아 고급식당 방문비율이 20% 수준에 머물고 있는 타 도시들과 차이를 보임. 

특히, 고급식당 방문경험이 2016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고급 한식당을 

더 확충하여 이런 추세를 지속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봄 

[표Ⅰ-50] 동남아시아 권역 방문 한식당 업태

   

[단위:%] 일반식당 고급식당
패스트
푸드

카페/바

방문 한식당 업태(방콕) 42.2 47.7 8.2 1.4

2016년 대비 (방콕) ▼-18.9 ▲30.8 ▼-10.1 ▼-2.3

◻ 한식당을 주로 인지하는 경로로 방콕은 블로그/SNS나 레스토랑 소개 전문 웹사이트 

등의 온라인/모바일 채널이 상대적으로 높고 쿠알라룸푸르는 가족/친지 등 주변인 및 

레스토랑 프로모션/행사가 높아 도시별로 차이를 보임. 특히, 방콕은 전체시장 대비, 

온라인/모바일 채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도시로 이들 채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홍보 방안 수립이 요구됨 

[표Ⅰ-51] 동남아시아 권역 한식당 인지 경로

[단위: %] 사례수
가족/
친지/

지인 추천

블로그/
SNS

레스토랑 소개 
전문 웹사이트

레스토랑 
프로모션/행사

TV, 라디오, 
잡지 등 

대중 매체

전체 (6,000) 53.1 20.0 33.9 20.9 21.5

도시
방콕 (600) 53.7 53.2 47.8 30.8 31.0

쿠알라룸푸르 (600) 65.8 31.3 30.5 36.5 30.0

   

◻ 한식당 선택 시 ‘맛(61.5%)’과‘가격(41.6%)’외에도 ‘다양함(24.2%)’과 더불어 

‘가격할인(14.1%)’ 및 ‘외관(13.1%)’등의 요소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나 

한식당 프로모션이나 한식당 외관의 호감을 제고할 수 있는 디자인 및 마케팅 요소 

등의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표Ⅰ-52] 동남아시아 권역 한식당 선택 시 주요 고려 요소

[단위: 복수응답%] 사례수 맛 가격 다양함
식당
평판 

/이미지

위생
상태

건강
가격 
할인

내부
분위기

외관
신속한 
서비스

권역 전체 (895) 61.5 41.6 24.2 21.7 18.9 15.4 14.1 13.3 13.1 10.1

도시
방콕 (438) 59.6 32.9 22.6 23.5 28.1 11.9 12.1 14.6 16.7 11.9
쿠알라
룸푸르

(457) 63.2 49.9 25.8 19.9 10.1 18.8 16.0 12.0 9.6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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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한식당 이용 의향]

◻ 한식당 방문 의향은 82.7%로 전체 시장 대비 8.9%p 높고 추천의향도 1.9%p 높아 

향후 성장이 더 기대되는 시장임

◻ 방콕, 쿠알라룸푸르 모두, 성장트렌드를 유지하고 있음 

◦ 한식당 방문 의향: 쿠알라룸푸르(86.0%), 방콕(79.3%)

◦ 한식당 추천 의향: 방콕(93.6%), 쿠알라룸푸르(89.7%)

[표Ⅰ-53] 동남아시아 권역 한식당 방문 및 추천 의향

　항목 지역 2017년 비교치 Gap 단위 비교 대상

한식당
방문
의향

동남아
권역

82.7 73.8 ▲8.9 % 2017 전체 평균

방콕 79.3 76.6 ▲2.7 % 2015 한식세계화홍보효과조사

쿠알라룸푸르 86.0 68.9 ▲17.1 % 2012 해외도시별 정보전략조사

한식당
추천의향

동남아
권역

91.6 89.7 ▲1.9 % 2017 전체 평균

방콕 93.6 83.4 ▲10.2 % 2015 한식세계화홍보효과조사

쿠알라룸푸르 89.7 - - %

[기타 이슈]

◻ 한국문화에 대한 인지도 및 음식 관광 목적의 방한 의향 공히, 전체 시장 대비 

월등히 높아 동남아에서의 한류트렌드 및 한국선호 영향으로 해석됨

◻ 한식 홍보 공식 SNS 인지도도 46.8%로 전체시장 대비 14.0%p 높아 긍정적인 편임 

[표Ⅰ-54] 동남아시아 권역 기타 이슈

항목 지역 2017년 비교치 Gap 단위 비교 대상

한국문화
인지도

동남아
전체

68.6 53.0 ▲15.6 % 2017 전체 평균

방콕 69.8 48.9 ▲20.9 % 2015 한식세계화홍보효과조사
쿠알라
룸푸르

67.3 %

음식관광
목적의
한국

방문의향

동남아
전체

83.9 56.7 ▲27.2 % 2017 전체 평균

방콕 80.3 52.9 ▲27.4 % 2016 글로벌한식외식산업조사
쿠알라
룸푸르

87.5 %

한식 홍보 
공식 

SNS 인지도

동남아
전체

46.8 32.8 ▲14.0 % 2017 전체 평균

방콕 54.0 52.1 ▲1.9 % 2015 한식세계화홍보효과조사
쿠알라
룸푸르

3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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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 전반적으로 신흥 시장 성격의 동남아시아 권역의 성장이 눈에 띄며 중국권은 탄탄한 

인지 기반으로 만족 지표가 더욱 공고해져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유럽/오세아니아 권역 중, 파리는 뉴욕보다 인지는 낮으나 한식만족도가 높아 권역

에서 진행했던 여러 한식홍보활동들의 질적 성과가 있다고 판단됨

◻ 미국 권역은 한식 진흥 활동이 오래전부터 전개되어 온 권역이니만큼 비교적 공고한 

인지도와 만족도를 기반으로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의 성과를 보이고 있음. 또한, 한식

경험자들의 한식만족도 및 한식당 추천 의향 등이 높은 점은 긍정적으로 해석됨 

◻ 일반 외식소비가 ‘일상적 식사’중심의 보편성을 갖고 있는 데 비해, 한식 소비는 

특별한 사적 또는 공적 모임 중심으로 보다 많이 소비되고 있어 한식 경험 확대를 

통해 외식시장으로 보다 더 깊숙이 침투할 필요가 있음 

◻ 각 권역의 소비자들이 한식 소비 관련 기대하는 주요 고려사항으로 맛이나 가격적인 

요소 외에 중국은 식당평판/이미지, 건강 및 위생상태, 미국은 외관,  일본은 가격 및 

접근성, 동남아 소비자들은 가격과 가격할인 등의 요소를 상대적으로 더 고려하므로 

이런 소비자 특성을 반영한 한식 홍보/마케팅 정책 수립 필요함 

 [미국 권역]

◻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북한과의 갈등국면 및 느린 경기회복세로 인해 미국

권역의 한식 관련 지표들은 소폭 하락하거나 보합세를 보이고 있음

◦ 미국 권역은 동남아 및 중국 대비 한식인지도, 한식당 방문 경험, 한식당 방문의향 

등이 높지는 않으나 한식만족도 및 한식당 추천의향 등 경험자의 한식 관련 지표는 

전체평균 대비 높음

◦ 따라서, 한식 경험자들을 보다 더 확대하여 한식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형성하고 이들을 

통해 긍정적 구전효과를 도모한다면 미국권역에서 한식진흥활동의 성과를 더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판단됨

◦ 특히, 뉴욕소비자들은 한식과 관련하여 한식 만들기, 조리교육 등 직접 체험에 관심이 

많고 LA소비자들은 한류콘텐츠를 통해 한식 소비에 관심을 보이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하므로 지역별로 차별화된 접근을 통해 한식마케팅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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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권역]

◻ 중국권역은 최근 싸드 영향으로 중국 권역의 한식에 대한 인지 및 만족, 한식당 방문

경험이 소폭 하락하긴 하였으나 글로벌 전체와 비교하면 중국은 동남아 다음으로 

한식 및 한식당 지표가 높은 권역임

◦ 한식당 방문의향 및 추천의향, 음식목적의 방한의향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성을 

보이는 권역이므로 꾸준한 관리와 집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특히, 중국 소비자들은 식당 방문 시,‘식당 평판/이미지’와 ‘외관, 내부 분위기’등 

시설에 대한 관심이 많으므로 한식당 유인 전략 수립 시 주요 고려 요소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함

◦ 또한, 음식목적의 방한 시, ‘맛집 탐방’, ‘한식 만들기/체험행사’등에 비교적 

관심이 높은 편으로 중국 소비자 및 관광객들을 위한 체험 이벤트, 프로모션 등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일본 권역]

◻ 일본은 전체 시장과 비교 시 한식 인지도, 한식당 방문 경험, 한식 만족도 등 대부분의 

지표가 낮은 권역임

◦ 최근의 혐한 기류와 다소 시들해진 한류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지표 수준이 

평균을 하회하는 것으로 추측됨

◦ 전반적으로 한식은 친구들과 사적인 모임을 하는 장소로 가격 역시 일반 식당과 

유사하거나 조금 저렴한 식당으로 여김

◦ 한식 선택 시에는 ‘맛’, ‘가격’, ‘접근성’을 주요하게 고려해 ‘편의성’중심의 

일반식당으로 인식되고 있음. 따라서, 일본인 입맛에 맞는 새로운 메뉴 개발에 힘쓰고 

경제적이고 편리한 외식이라는 개념을 전달하는 것이 보다 중요함

◦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나라이며, 수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지만 조사 결과 

한국 문화에 대한 인지도와 음식관광목적의 한국방문의향이 전체 평균 대비 매우 

낮아, 한식 중심의 한국문화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일으킬 요소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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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오세아니아 권역]

◻ 유럽/오세아니아 권역은 전체 평균과 비교 시 한식에 대한 인지도와 방문 낮음. 한식 

만족도는 전체 평균보다 약간 높으며, 상승세가 두드러진 권역임. 한편, 한식 인지도는 

증가하고 있지만 방문 경험은 이전 대비 감소함

◦ 한식당을 방문한 고객의 만족도는 높으며, 경험자들의 방문 의향과 추천 의향이 

전체 평균보다 높고 또한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따라서 한식을 인지한 고객이 실제 방문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시험 방문(Trial) 

촉진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유럽/오세아니아 고객은 한식당을 일상적인 식사나 사적인 모임을 위해 가족, 친구와 

방문을 하며, 가격과 다양함을 추구하는 편임. 따라서 초기 방문을 유도하며 동시에 

메뉴다양성, 재미있는 서비스 구성 등 보다 입체적인 소비자 유인전략을 전개해 

나가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동남아 권역]

◻ 동남아권역은 타 권역 대비,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음

◦ 외식 빈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고 일상적 식사 외 사적, 공적모임으로 외식당을 

찾는 비중이 높은 소비자 특성을 기반으로 한식도 빠른 속도로 시장에 침투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특히, 최근의 K-pop, 한국드라마 같은 한류영향으로 한식에 대한 관심이 고조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한류는 10~20대 젊은 연령 층과 SNS상에서의 상호 교류를 통해 팬층을 넓혀나가고  

  있으며, K-pop에 이은 패션, 화장품까지도 관심을 보임4)

◦ 동남아 소비자들은 한식당 선택 시, 맛, 메뉴다양성 외에도 ‘가격 및 가격할인’

같은 가격 추구적 성향을 보이므로 한식메뉴구성 시, 다양한 소비자층을 공략할 수 

있는 가격라인업을 갖추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임

◦ 또한, 음식 목적의 방한의향이 높은 점을 감안, 이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레스토랑

프로모션/행사와 한국관광을 연계하거나 온라인/모바일채널을 통해 한류콘텐츠 속 한식/

한식당 소개 등 보다 다양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4) 헤럴드 경제, 2017.11.17.,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111700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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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utline of Survey

1) Purposes

◻ This survey is conducted to understand characteristics of dining and 
consumption trends of Korean food around global Korean food market in order 
to provide foundational information of hereafter policy establishment and 
project plans

◻ It also provides analyses of consumption trends and Korean food consumer 
behaviors in global market; therefore, it supports relevant experts to make 
effective decisions

2) Survey Design

◻ This survey is conducted in 10 major cities for 500 respondents who dine at 
least once in a month as a general consumer, and for 100 respondents who 
dine at least three times a month as a boosting sample, as of 600 per city in 
total of 6,000 respondents

[TableⅠ-1] Survey design

   

Category Contents

Survey target

Main sample :
1) Local respondents who are age of 20 to 59 years old living in 10 
major cities excluding overseas Korean
2) Respondents who dine at least once a month

Boosting sample :
1) Local respondents who are in age of 20 to 59 years old living in 10 
major cities excluding overseas Korean
2) Respondents who dine at least three times a month

Sample size 
Total 6,000 persons (600 per city)
Main sample 500 + Boosting sample 100

Sampling method Sampling : Population quota of gender and age by city

Sample design
Complied with existing method of ‘population quota of gender and age by 
city’under equal variation assumption of existing study and survey target

Survey method Online survey

Sample frame Online panel

Length of survey About 25 minutes

Survey period September 29th – October 20th,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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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verview

◻ The overall Korean food awareness in 10 cities in 2017 is 64.1%, and Southeast 

Asia (SEA) region is highest as of 80.0%, China region is 75.0%, U.S. region is 

63.3%, Europe/Oceania region is 57.2%

◦ SEA region is steadily increasing as they are interested in K-pop and 

Korean culture such as Korean drama and Korean food, and it seems to have 

affect on Korean food awareness

◻ Korean food satisfaction is 83.2%, likely to be high, in region-specific, SEA 

region is highest as of 88.6% and Japan region is lowest as of 54.2%

◻ SEA region has highest intention to visit Korean restaurant as of 82.7%

◻ U.S. region has higher intention to recommend Korean restaurant as of 93.8% 

compared to total (89.7%)

◻ Overall intention to visit Korea for gourmet tour is 56.7% and SEA region is 

highest as of 83.9%

◻ Korean food promotion official social networking service (SNS) awareness is 

highest in China region as of 53.9% and SEA is 46.8% as second highest

◻ In general, China and SEA region exceed than the average of the whole region in 

most indicators1) 

[TableⅠ-2] Main indicators summary

[Unit: %]
Korean 
food 

awareness

Korean 
food 

satisfaction

Korean 
restaurant 
satisfaction

Intention 
to visit 
Korean 

restaurant

Intention to 
recommend 
Korean 

restaurant

Intention 
to visit 

Korea for 
gourmet 
tour

Korean 
food 

promotion 
official 
SNS 

awareness

Total 64.1 83.2 92.2 73.8 89.7 56.7 32.7

Region

U.S. 63.3 88.4 95.6 74.8 93.8 49.6 25.9

China 75.0 81.8 92.6 82.7 88.1 69.9 53.9

Japan 32.8 54.2 67.5 38.5 61.7 28.0 8.8

Europe/
Oceania

57.2 85.1 92.8 73.1 92.0 43.9 21.7

South 
East Asia

80.0 88.6 93.3 82.7 91.6 83.9 46.8

1) Japan region appears to be lowest in every indic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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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result of time-series analysis on Korean food awareness, New York maintains 
average year rates and Bejing and Shanghai have slight declines while Paris, 
London, and Bangkok have significant increases as each by 28.3%p, 22.7%p, and 
15.9%p◦ Korean food promotion policy has been carried forward preemptively in U.S. 
and China regions and they show steady tone or downturn in effect of recent 
North Korean issues, THAAD, and gradual economic recovery

◦ Paris, London, Bangkok, Kuala Lumpur, the emerging market, increase in a 
result of customized promotional activities (Korean food promotion official 
SNS) along with amid Korean wave

◦ However, they are yet below the average. Their potential growth is highly 
expected if they maintain current increases

◻ Korean food satisfaction has increased in most cities except for Bejing

◦ Following cities have increased: New York(20.5%p), Shanghai(7.5%p), Paris(25.8%p) 
London(44.3%p), Bangkok(18.4%p)

◦ As the indicator is based on the Korean food experienced consumers, this 
can be seen as measure of the qualitative growth as well as quantitative 
growth of Korean food

◦ In particular, New York, Paris and Bangkok have increased relatively high, 
which seems to be a result of the establishment of Korean restaurants, 
promotional and marketing activities that match urban consumption patterns

◻ Korean restaurant satisfaction has increased in most cities except for Shanghai

◦ Each city increases in Paris by 18.2%p, London by 17.4%p, Sydney by 14.3%p

◻ In terms of intention to visit Korean restaurant in 10 cities in 2017, the whole  average 
is 73.8%, and Paris(78.7%), London(70.8%), Bangkok(79.3%) increased by 9.3%p, 10.7%p, 
and 2.7%p

◻ Intention to recommend Korean restaurant has increased relatively significantly 
in most cities except for Shanghai; distinctively increased in three cities; 
Paris(24.3%p), London(19.2%p) and Bangkok(10.2%p)

◻ Intention to visit Korea for gourmet tour has increased in Bangkok(27.4%p) and 
New York(2.0%p)◦ The recent decline in Chinese tourists due to THAAD issus has been        
    replaced by Southeast Asian tourists, and such inflow of Southeast Asian   
    consumers and their interests in Korean food are expected to have a      
    positive influence

◻ Korean food promotion official SNS awareness is 32.7% in average of 10 cities 
and by regions, China is 53.9% and SEA is 53.3%, which are higher than other 
regions

◦ By city: Paris(from 14.4% to 24.0 % increased by 9.6%p), Beijing(from 49.9% to 57.0% 
increased by 7.1%p), and Bangkok(from 52.1% to 54.0% increased by 1.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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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2015 Korean Food Marketing Communication Survey(1,000 respondents per city)
2) 2016 Global Korean Food·Dining Industrial Survey report(400 respondents per city)
3) 2014 Overseas Dining & Korean Food Industrial Survey(500 respondents per city)
*2017 Sample : Korean food awareness, Intention to visit Korean restaurant, Intention to visit Korea for gourmet tour,  
               Korean food promotion official SNS awareness(600 per city), 
               Korean food satisfaction, Korean restaurant satisfaction, Intention to recommend Korean             
               restaurant(respondents aware of Korean food in each city)

Indicator
[Unit:%]

Year New York Beijing Shanghai Paris London Bangkok

Korean 
food 

awareness

GAP(‘17-’15) ▼-3.3 ▼-5.0 ▼-7.5 ▲28.3 ▲22.7 ▲15.9

2017 61.0 76.2 73.8 56.5 51.7 77.8

20151) 64.3 81.2 - 28.2 - 61.9

20141) 53.1 - 81.3 25.2 - -

20131) 40.6 - 81.9 20.3 29.0 -

20121) 28.5 - 70.9 29 31.6 -

Korean 
food 

satisfaction 

GAP(‘17-’15) ▲20.5 ▼-2.4 ▲7.5 ▲25.8 ▲44.3 ▲18.4

2017 89.2 82.2 81.3 89.9 84.0 87.6

2015 68.7 84.6 - 64.1 - 69.2

2014 58.7 - 73.8 52.9 - -

2013 48.3 - 76.9 45.8 39.7 -

2012 34.5 - 64.5 - 41.7 -

Korean 
restaurant 
satisfaction

GAP(‘17-’15) ▲6.4 ▲3.9 ▼-1.1 ▲18.2 ▲17.4 ▲4.5

2017 97.2 93.4 91.7 94.5 93.1 94.3

20162) 90.8 89.5 92.8 89.8

20143) 77.7 80.8 74.9 76.3 75.7

Intention to 
visit 

Korean 
restaurant

GAP(‘17-’15) ▲1.7 ▼-3.9 ▼-10.3 ▲9.3 ▲10.7 ▲2.7

2017 75.2 83.8 81.5 78.7 70.8 79.3

2015 73.5 87.7 - 69.4 - 76.6

2014 69.7 - 91.8 75.9 - -

2013 59.8 - 93.4 69.5 60.1 -

2012 48.0 - 88.0 - 59.7 -

Intention to 
recommend 
Korean 

restaurant

GAP(‘17-’16) ▲7.3 ▲3.8 ▼-3.7 ▲24.3 ▲19.2 ▲10.2

2017 96.1 91.0 85.0 94.1 93.5 93.6

2016 88.8 87.2 88.7 - - 83.4

2014 75.0 73.7 72.6 69.8 74.3 -

Intention to 
visit Korea 

for 
gourmet 
tour

GAP(‘17-’16) ▲2.0 ▼-8.3 ▼-12.1 - - ▲27.4

2017 48.5 70.0 69.8 - - 80.3

2016 46.5 78.3 81.9 - - 52.9

Korean 
food 

promotion 
official SNS 
awareness 

GAP(‘17-’15) ▼-2.0 ▲7.1 - ▲9.6 - ▲1.9

2017 27.8 57.0 - 24.0 - 54.0

2015 29.8 49.9 - 14.4 - 52.1

[TableⅠ-3] Time-series analysis of main indicators (by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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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A region shows higher frequency of dining as of 13.4 times a month than the all 

area average (8.8 t/m), which means SEA region dines 5 more times than other 

regions

◻ U.S.(46.9USD) and London(46.1USD) have spent the most per capita when dining, 

Sydney(41.2USD) is the next and other cities spend less than 20USD

◻ In terms of the frequency of Korean restaurant usage, the all area average is 2 times 

a month, U.S.(2.3 times) and SEA region(2.2 times) are slightly higher. Japan region’s 

frequency of Korean restaurant usage is 1.5, which is lowest among all region

◻ Korean restaurant expenditure per capita in U.S. is 46.3USD, and London is 44.7USD, 

which are similar to general dining expenditure; however, Sydney is 34.7USD, which is 

6.5USD lower than general dining expenditure (41.2USD)

◻ Korean restaurant expenditure in China(14.5USD), Japan(20USD), Bangkok(13.2USD) 

and Kuala Lumpur(15.1USD) are about same or a bit less amount than general 

dining expenditure whereas only Paris spend more in Korean restaurant(28.6USD) 

than in general dining restaurants(20.4USD), which can be indicated that Korean 

food is recognized as relatively expensive dining 

[TableⅠ-4] Frequency and per capita expenditure of dining and Korean restaurant usage 

  

Region

Usage of dining Usage of Korean food

Sample size
Frequency of 

dining
(times)

Per capita 
expenditure 
when dining

(USD)

Sample size

Frequency of 
Korean 

restaurant 
visits
(times)

Per capita 
expenditure 
at Korean 
restaurant
(USD)

Total 6,000 8.8 - 3,282 2.0 -

U.S. 1,200 8.4 46.9 612 2.3 46.3

China 1,200 8.3 20.6 888 1.7 14.5

Japan 600 8.3 21.0 154 1.5 20.0

Europe/
Oceania

1,800 6.4
Paris(20.4)

London(46.1)
Sydney(41.2)

733 1.9
Paris(28.6)

London(44.7)
Sydney(34.7)

South East 
Asia

1,200 13.4

Bangkok
(15.5)
Kuala 
Lumpur
(18.6)

895 2.2

Bangkok
(13.2)
Kuala 
Lumpur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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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we look at the frequency of usage and expenditure in Korean restaurant, 
cities where both the frequency of Korean and general restaurants is increased 
are Bangkok and Tokyo

◻ New York, Paris, London, and Sydney have increased in the frequency of 
general restaurants yet, the frequency of Korean restaurant have not increased

◻ In terms of expenditure in Korean restaurant per capita, New York, LA, and 
Tokyo have increased. Especially in New York have increased by a relatively 
large margin to 9.3USD 

[TableⅠ-5] Frequency and expenditure of dining and Korean restaurant usage

◻ Compared to general dining market, Korean restaurant is relatively more 
visited for private dining purpose

◻ China especially has higher proportion of ‘private dining(57.8%)’ than ‘eating’

◻ For official occasion, the rate of visits to Korean restaurant is yet not too high, 
with the total average of 4.7%. However, it is relatively high in SEA region 
(10.3% which is higher than all area average by 5.6%p)

[TableⅠ-6] Visiting purpose of dining and Korean restaurant

 

Frequency Per capita expenditure

Frequency of dining 
increased

(Compared to '2016)

Frequency of Korean 
restaurant increased
(Compared to '2016)

Expenditure of dining 
increased

(Compared to '2016)

Expenditure of 
Korean restaurant 

increased
(Compared to 

'2016)

New York (4.3times increased)

LA(0.7)

Tokyo(0.6)

Paris(3.1)

London(2.3)

Sydney(3.1)

Bangkok(2.5)

Tokyo(0.9times)

Bangkok(0.3)

New York

(42.1USD/Fine Dining)

LA(45USD/Fine Dining)

Beijing(61.6CNY/Fine Dining)

Shanghai(69.7CNY/Fine Dining)

Tokyo(4,610JPY/Fine Dining)

New York(9.3USD)

LA(14.5USD)

Tokyo(1.2USD)

[Unit: %]
Dining Dining at Korean restaurant

Eating Private dining
Official 
occasion

Eating Private dining
Official 
occasion

Region(all areas) 72.4 21.9 5.7 62.6 32.7 4.7

Region

U.S. 85.9 8.7 5.4 85.1 11.1 3.8

China 60.5 34.9 4.6 40.7 57.8 1.6

Japan 72.6 25.2 2.1 59.1 39.0 1.9

Europe/Oceania 74.2 21.4 4.5 66.3 30.6 3.1

South East Asia 68.7 20.8 10.5 66.6 23.1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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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ommendation from family/relatives/acquaintances’is most important 

channel to learn about general dining and Korean restaurants

(general dining restaurant 79.7%, Korean restaurant 53.1%)

◻ Although the most frequently used channel is ‘recommendation from 

family/relatives/acquaintances’, in China region, ‘restaurant reviewing 

website(47.6%)’or ‘restaurant promotion/event(34.6%)’are also relatively 

high. SEA region, also learns to recognize Korean restaurants through 

restaurant associated routes

◻ China and SEA regions are therefore need a strategy to enable POP(Point of Purchase) 

marketing and promotion within restaurants

◻ SEA region has higher level of Korean restaurant awareness via online/mobile 

channels such as blog/SNS, so it is deemed necessary to actively utilize such channels

[TableⅠ-7] Awareness channel of dining and Korean restaurant
[Unit: multiple responses%]

Region Type

Recommendation 
from family, 
friends and 
acquaintance

Restaurant 
reviewing 
website

Restaurant 
promotion
/event

Blog/
SNS

Mass media 
such as TV, 

radio, 
magazine, 

etc.

Region
(all areas)

Dining (N=6,000) 79.7 64.5 52.5 47.9 43.0
Korean restaurant 

(N=4,621)
53.1 33.9 20.9 20.0 21.5

U.S.
Dining (N=1,200) 83.4 62.1 51.4 48.7 43.3
Korean restaurant 

(N=855)
58.6 23.0 15.5 8.3 15.8

China 
region 
whole

Dining (N=1,200) 80.6 68.5 61.5 49.5 30.6
Korean restaurant 

(N=1,114)
60.3 47.6 34.6 23.1 33.8

Japan 
region

Dining (N=600) 71.7 75.7 20.5 49.3 56.3
Korean restaurant 

(N=378)
37.8 34.5 3.3 15.5 17.8

Europe/Oce
ania region

Dining (N=1,800) 82.1 68.2 51.7 45.0 38.6
Korean restaurant 

(N=1,186)
45.2 28.2 12.6 12.4 12.4

South East 
Asia region

Dining (N=1,200) 75.3 51.8 61.7 68.3 35.9
Korean restaurant 

(N=1,088)
59.8 39.2 33.7 42.3 30.5

◻ By ‘fine dining’, China is likely to consider more on sanitation(25.1%) and 

appearance of restaurant(15%), while European/Oceanian consumers are likely to 

consider reputation of restaurant(34.1%)

◻ By ‘casual dining’, U.S. consumers are likely to consider variety(20.9%), appearance of 

restaurant(12.7%), whereas SEA consumers are likely to consider sanitation(21.2%)

◻ By ‘cafe/bar’, SEA consumers relatively consider more on atmosphere(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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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s
[Unit:
multiple 

responsesr
%]

KBF Taste

Restaur
-ant's 
reputati
on

Atmosph
-ere

Price Variety
Formal 
service

Sanita
-tion

Healthy

Appeara
-nce of 
restaura
-nt

Conve
-nient 
service

Quantity

Well-kn
own 
CEO/
staff

Discount Attitudes
Rapid 
service

Fine 
Dining

All region 49.5 31.9 29.6 24.7 14.7 14.4 13.9 13.8 12.6 10.7 8.4 8.2 8.1 8.1 7.9

U.S. 53.0 31.2 32.2 26.6 14.0 10.4 8.3 14.0 17.4 11.8 13.1 4.8 7.2 8.0 5.8
China 48.4 19.2 31.7 29.7 14.0 9.3 25.1 10.8 15.0 18.9 5.4 2.0 9.6 4.7 11.3

Japan 70.1 25.8 33.0 27.8 5.2 18.6 7.2 7.2 9.3 10.3 4.1 5.2 3.1 14.4 8.2
Europe/
Oceania

48.0 34.1 27.1 23.8 18.7 12.8 10.6 13.6 13.9 9.6 11.4 5.7 7.9 9.5 8.1

SEA 49.0 23.8 28.6 33.3 16.3 8.4 18.0 11.2 14.1 15.0 6.8 2.5 11.9 5.5 10.5

Casual 
Dining

KBF Taste Price

Restaur
-ant's 
reputati
on

Sanita
-tion

Atmosph
-ere

Variety Healthy
Conve
-nient 
service

Accessi
-bility

Quantity
Rapid 
service

Discount

Appeara
-nce of 
restaura
-nt

Attitudes Facility

All region 55.0 43.6 22.8 17.7 17.3 16.6 14.6 13.9 13.0 11.0 10.8 9.2 9.1 6.1 6.1

U.S. 54.4 42.0 25.8 12.0 19.2 20.9 15.0 14.0 8.5 12.5 11.6 8.5 12.7 6.6 4.2
China 54.6 38.9 12.2 29.2 11.6 16.8 10.3 16.8 18.9 11.4 14.9 12.4 11.4 2.2 7.6

Japan 70.4 63.6 14.8 13.7 19.1 4.1 6.2 5.8 34.3 11.8 7.5 6.6 4.9 8.1 3.2
Europe/
Oceania

50.9 47.0 23.1 14.1 20.0 19.2 13.4 13.7 10.8 13.2 11.3 8.9 11.2 6.5 4.9

SEA 56.5 46.8 14.7 21.2 11.9 19.9 12.8 14.4 13.7 11.8 13.0 13.0 10.2 4.2 5.5

Fast 
Dining

KBF Taste Price
Rapid 
service

Conve
-nient 
service

Sanita
-tion

Accessi
-bility

Restaur
-ant's 
reputati
on

Variety Healthy Discount Quantity
Atmosph
-ere

Appeara
-nce of 
restaura
-nt

Parking 
space

Facility

All region 48.2 44.8 28.4 21.3 18.5 18.4 17.7 15.2 12.6 11.7 11.0 6.9 6.6 6.0 5.3

U.S. 54.0 46.8 26.1 21.0 11.1 12.5 20.8 16.3 15.0 12.9 11.7 8.1 8.2 5.3 4.5
China 42.5 39.5 32.9 17.4 27.6 25.1 8.6 16.6 4.7 9.9 14.1 7.5 10.2 8.3 8.0

Japan 60.7 63.8 22.4 12.0 9.8 42.9 10.1 4.9 3.7 14.4 15.6 5.8 1.5 4.3 4.9
Europe/
Oceania

44.3 47.2 31.6 21.2 12.2 17.0 19.0 16.9 9.2 10.8 12.9 7.8 7.9 6.3 4.8

SEA 41.8 47.4 30.2 20.8 20.1 21.6 11.8 18.2 6.5 13.1 11.0 7.4 9.1 10.1 6.8

Cafe
/Bar

KBF Taste Price
Atmosph
-ere

Restaur
-ant's 
reputati
on

Conve
-nient 
service

Variety
Accessi
-bility

Rapid 
service

Appeara
-nce of 
restaura
-nt

Formal 
service

Sanita
-tion

Healthy
Special 
events

Quantity Discount

All region 38.2 33.1 30.9 18.5 16.2 15.9 13.3 12.8 12.7 11.2 11.1 10.7 9.3 8.9 8.6
U.S. 46.4 36.9 23.3 17.7 17.7 18.2 11.7 17.5 15.0 4.1 8.0 14.8 8.0 10.0 10.0

China 31.3 24.0 48.1 18.3 17.8 16.3 12.5 6.3 22.6 9.1 14.4 5.3 17.3 4.3 7.2
Japan 60.8 45.2 36.0 12.4 7.0 7.0 36.6 8.1 10.2 2.7 11.3 2.2 5.4 10.8 6.5

Europe/
Oceania

40.1 38.4 22.9 18.9 16.8 16.8 15.7 16.8 11.2 4.6 11.0 13.4 6.3 12.3 8.3

SEA 36.6 34.8 38.1 16.7 17.7 18.6 9.7 8.2 18.8 7.4 11.9 7.6 12.1 6.3 11.5

Take 
out

KBF Taste Price
Rapid 
service

Conve
-nient 
service

Restaur
-ant's 
reputati
on

Sanita
-tion

Variety Healthy
Accessi
-bility

Quantity Discount

Appeara
-nce of 
restaura
-nt

Parking 
space

Atmosph
-ere

Attitudes

All region 53.4 45.2 26.8 22.6 17.7 17.8 16.6 13.6 13.3 13.2 12.5 6.0 5.3 4.6 4.3
U.S. 55.7 47.7 26.7 25.1 20.1 10.3 17.9 12.9 13.5 12.9 10.5 6.6 4.8 5.3 4.2

China 56.8 45.0 21.1 16.8 10.4 34.3 17.5 8.9 15.0 13.6 10.7 10.0 6.1 3.6 3.6
Japan 78.3 57.2 15.0 13.3 5.6 10.0 5.6 7.2 36.7 22.8 11.1 2.2 1.7 2.8 4.4

Europe/
Oceania

47.5 47.8 30.6 22.3 18.0 11.1 18.9 11.8 12.8 15.6 13.3 5.5 5.0 6.4 3.9

SEA 52.6 49.3 24.1 20.5 10.3 21.8 20.3 10.8 14.0 13.0 12.8 8.8 10.3 3.7 4.2

[TableⅠ-8] Key Buying Factors to visit restaurants by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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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arding Korean restaurant, U.S. consumers value appearance of restaurant(13.9%) whereas 

Chinese consumers value reputation of restaurant(30.3%), healthy(24.2%), sanitation(23.1%) 

and atmosphere(17.6%)

◻ Japanese consumers consider mainly accessibility(27.3%) besides price(57.8%)

◻ SEA consumers relatively consider more on factors such as price(41.6%), discount(14.1%)

[TableⅠ-9] Key Buying Factors to visit Korean restaurant

[Unit:multiple 
responses%]

Sample 
size

Taste Price

Reputa
tion of 
restaur
ant

VarietyHealthy
Sanitati

on
Atmos
phere

Appear
ance 
of 

restaur
ant

Conve
nient 

service 

Access
ibility

Quantity
Rapid 
service

Price 
discount

Formal 
service

Attitudes

Region(all areas) (3,282) 58.2 34.6 24.3 22.6 18.9 18.2 14.3 11.3 10.1 10.0 9.8 9.4 9.2 7.5 5.9

Region

U.S. (612) 60.8 37.9 23.7 24.8 19.1 15.4 14.5 13.9 9.5 9.2 14.4 9.2 6.4 5.7 5.6

China (888) 53.5 21.3 30.3 16.4 24.2 23.1 17.6 7.7 12.0 8.1 5.4 8.9 8.1 14.1 6.3

Japan (154) 75.3 57.8 17.5 6.5 5.8 17.5 9.1 5.8 3.9 27.3 19.5 6.5 5.8 1.9 4.5

Europe/
Oceania

(733) 54.0 34.4 22.0 29.5 19.2 13.9 12.6 12.6 9.8 10.8 12.4 10.2 7.8 5.2 5.3

South East 
Asia

(895) 61.5 41.6 21.7 24.2 15.4 18.9 13.3 13.1 9.9 8.8 7.4 10.1 14.1 5.0 6.6

◻ Korean culture awareness is high in China(65.3%) and SEA(68.6%) compared to 

the whole, especially Bangkok has increased by 20.9%p from the previous year. 

Paris has increased by 33.1%p as well

[TableⅠ-10] Korean culture awareness

[Unit: %] Awareness Increasing/decreasing progress

Region(all areas) 53.0 4.23

Region

U.S. 52.9 ▼-1.1 (New York)

China 65.3 ▼-8.7 (Beijing)

Japan 15.2 -

Europe/Oceania 47.1 ▲33.1 (Paris)

South East Asia 68.6 ▲20.9 (Bangk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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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n visiting Korea, the most desirable activity is visiting famous restaurant for its 

taste(65.3%), and others are in following order: cooking event  in Korean cuisine(40.1%), 

visiting restaurants that were exposed on Korean contents(32.7%), Korean cooking 

class(27.2%)

◻ Each region shows different favorite activities, as Chinese consumers are more 

interested in experiencing tour such as cooking event Korean cuisine(53.3%), Korean 

cooking class(32.5%), and SEA consumers are more interested in exploring regions 

related to Korean food(65.2%) or visiting restaurants that were exposed on Korean 

contents(46.1%)

◻ It is needed to establish strategies to increase satisfaction with Korean food 

and Korea by proposing suitable activities to consumers in each region 

[TableⅠ-11] Desirable Korean food related activities when visiting Korea

[Unit: multiple responses%]

Visit 
famous 

restaurant 
for its 
taste

Explore 
famous 
regions 

related to 
Korean 
cuisine

Cooking 
event in 
Korean 
cuisine

Visit 
famous 

restaurants 
that were 

on 
K-contents

Korean 
cooking 
class

Korean 
restaurant 
venture 
training

Region(all areas) 65.3 51.4 40.1 32.7 27.2 19.2

Region

U.S. 60.8 45.5 38.2 34.5 26.4 17.6
China 69.7 45.5 53.3 22.9 32.5 21.9
Japan 70.8 29.2 33.9 22.6 10.7 6.0
Europe/
Oceania

58.2 49.1 32.8 26.8 25.3 17.0

South East Asia 68.9 65.2 37.0 46.1 27.3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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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U.S. Region]

[Selection of cities]

◻ New York is one of the representative cities of fashion and culture, the 

Korean Food Promotion Institute has focused on promoting its policies from the 

beginning of the project

◻ LA, the representative city of the West, is included to understand U.S. better 

as characteristics of the East and the West of the United States differ in 

many ways including climate, economics, race, and culture

[Perception and attitudes towards Korean food]

◻ Korean food awareness in the U.S. is 63.3%, similar to the all area average of 64.1%, 

but comparing to 2015, it has slightly fallen by 3.3%p

◻ However, the Korean food satisfaction rate by respondents who have experienced 

Korean food is 89.2%, which increased than the previous year by 20.5%p

◻ Although recent U.S. economic indicators are showing improvement, the recent North 

Korea issues are raising anxiety and the actual economy by individuals improves 

slow. So, it seems that Korean food awareness and experience of visiting Korean 

restaurant has decreased from the previous year

◻ On the other hand, considering the high satisfaction level of Korean food experience, 

if the number of Korean food experiencers expands and they go viral, it is believed 

that the basis for promoting of Korean food in the U.S. will be more solid

[TableⅠ-12] Main indicators summary in U.S. region

Indicator Region '2017
Comparative 

value
Gap Unit Compared to

Korean food 
awareness

U.S. 63.3 64.1 ▼0.8 % 2017 all area average

New York 61.0 64.3 ▼3.3 %
2015 Korean Food Marketing 
Communication Survey

LA 65.5 - - %

Korean food 
satisfaction

U.S. 88.4 83.2 ▲5.2 % 2017 all area average

New York 89.2 68.7 ▲20.5 %
2016 Global Korean Food·Dining 
Industrial Survey

LA 87.7 - - %

Korean 
restaurant
visiting 

experience 

U.S. 51.0 54.7 ▼3.7 % 2017 all area average

New York 47.2 54.7 ▼-7.5 % 2017 all area average

LA 54.8 54.7 ▲0.1 % 2017 all area a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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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 behavior of Korean food]

◻ In New York, the frequency of dining at both general and Korean restaurants 

have sightly decreased as of 2016, whereas LA tends to maintain the 

frequency of dining at general restaurants but the frequency of dining at 

Korean restaurant has decreased

◻ Meanwhile, since the frequency of Korean restaurants in the U.S. region is 

slightly higher than the average of all areas, it needs appropriate management 

and attention in order to keep the current level of Korean restaurant usage

[TableⅠ-13] Frequency of dining and Korean restaurant usage in U.S. region

Indicator Region '2017
Comparative 

value
Gap Unit Compared to

Frequency of 
Dining usage

U.S. 8.4 8.8 ▼-0.4 times 2017 all area average

New York 8.0 8.1 ▼-0.1 times
2016 Global Korean Food·Dining 
Industrial Survey

LA 8.9 8.2 ▲0.7 times
2016 Global Korean Food·Dining 
Industrial Survey

Frequency of 
Korean 

restaurant 
usage

U.S. 2.3 2.0 ▲0.3 times 2017 all area average

New York 2.4 3.0 ▼-0.6 times
2016 Global Korean Food·Dining 
Industrial Survey

LA 2.2 2.7 ▼-0.5 times
2016 Global Korean Food·Dining 
Industrial Survey

◻ The most frequented visiting purpose is ‘eating’ for both general and Korean 

restaurants, compared to the region as whole, which can be assumed that 

dining culture including Korean food is generally common in daily life

◻ When comparing with general restaurants visits, Korean restaurants are more 

visited for ‘private dining’purpose

[TableⅠ-14] Visiting purpose of dining and Korean restaurant in U.S. region

[Unit:%] Eating Private dining Official occasion 

Dining 
purpose

Region(all areas) 72.4 21.9 5.7

U.S. 85.9 8.7 5.4

New York 85.1 8.6 6.3

LA 86.7 8.8 4.5

Dining 
purpose 
at Korean 
restaurant

Region(all areas) 62.6 32.7 4.7

U.S. 85.1 11.1 3.8

New York 83.0 12.0 4.9

LA 86.9 10.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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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most frequently visited type of Korean restaurant is ‘causal 
dining(68.1%)’, only about 20% visit ‘fine dining’, and other types are yet 
not as high. However, visiting fine Korean restaurant has increased in New 
York whereas LA has decreased from 2014

[TableⅠ-15] Types of visited Korean restaurant in U.S. region

[Unit:%] Casual Dining Fine Dining Fast food Cafe/Bar Take out
Visited Korean restaurant types 68.1 22.7 6.9 1.2 1.1

Changes compare to '2016 
(New York)

▲14.2 ▲5.3 ▼-12.1 ▼-8.9 -

Changes compare to ‘2014
(New York)

▲26.0 ▲6.6 ▼-12.4 ▼-20.9 -

Changes compare to '2016 (LA) ▲12.2 ▼-0.6 ▼-9.3 - ▼-2.6

Changes compare to ‘2014 
(LA)

▲13.4 ▼-1.1 ▼-9.4 ▼-12.6 ▼-0.4

◻ Compared to 2016, both New York(9.3USD) and LA(14.5USD) have increased the 
spending in Korean restaurant while the frequency of dining has decreased (New 
York by 0.6times, LA by 0.5times). As the dining expenditure per capita has 
increased, it is assumed that there were some changes such as price increases◦ As Korean restaurant expenditure per capita has increased, it reaches 
similar amount as dining expenditure per capita at general restaurants

[TableⅠ-16] Per capita expenditure of dining and Korean restaurant in U.S. region

[Unit: USD] Region '2017
Comparative 

value
Gap Unit Compared to

Per capita 
dining 

expenditure

U.S. 46.9
New York 51.4 48.8 ▼-2.6 USD 2016 Global Korean Food·Dining Industrial Survey

LA 42.4 35.1 ▲7.3. USD 2016 Global Korean Food·Dining Industrial Survey
Per capita
Korean 

restaurant 
expenditure

U.S. 46.3

New York 50.0 40.7 ▲9.3 USD 2016 Global Korean Food·Dining Industrial Survey

LA 43.1 28.6 ▲14.5 USD 2016 Global Korean Food·Dining Industrial Survey

◻ When visiting Korean restaurants, besides ‘taste’ and ‘price’, ‘appearance of 
restaurant’ are mainly considered as well as ‘variety’; therefore, it will need to 
consider developing ‘variety of menu’ and ‘enhancing the appearance’ of Korean 
restaurant

[TableⅠ-17] Key Buying Factors for Korean restaurant in U.S. region

Korean
restaurant KBF

[Unit: multiple 
responses%]

Taste Price Variety
Reputation 

of 
restaurant

Healthy Sanitation Atmosphere
Appearance 

of 
restaurant

Convenient 
service

Region(all areas) 58.2 34.6 22.6 24.3 18.9 18.2 14.3 11.3 10.1
U.S. whole 60.8 37.9 24.8 23.7 19.1 15.4 14.5 13.9 9.5
New York 58.0 35.0 25.1 27.2 19.1 15.9 14.1 13.4 10.6

LA 63.2 40.4 24.6 20.7 19.1 14.9 14.9 14.3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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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ntion to visit Korean restaurant in the future]

◻ The intention to visit Korean restaurant in the U.S. region(74.8%) seems to be 

similar to all area average, while LA has fallen than the previous year

◻ The intention to recommend Korean restaurant, basis of Korean restaurants 

experiencers, is viewed positive when compared to the whole market. Especially 

96.1% of New York consumers would recommend a Korean restaurant

[TableⅠ-18] Intention to visit and recommend Korean restaurant in U.S. region

Indicator Region '2017
Comparative 

value
Gap Unit Compared to

Intention to 
visit Korean 
restaurant

U.S. 74.8 73.8 ▲1.0 % 2017 all area average

New York 75.2 73.5 ▼-1.7 % 2015 Korean Food Marketing Communication Survey

LA 74.5 80.3 ▼-5.8 % 2016 Overseas Dining & Korean Food Industrial Survey

Intention to 
recommend 
Korean 

restaurant

U.S. 93.8 89.7 ▲4.1 % 2017 all area average

New York 96.1 71.7 ▲24.4 % 2015 Korean Food Marketing Communication Survey

LA 91.8 91.6 ▲0.2 % 2016 Overseas Dining & Korean Food Industrial Survey

[Other indicators]

◻ The awareness of Korean culture remains about half as  the whole market, but 

it assumes it has more potential growth in the future

◻ The intention to visit Korea for gourmet tour has slightly increased compared to 

2016. However as it is lower than the whole market averag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ctivities that can increase the intention of U.S. consumers

[TableⅠ-19] Other indicators in U.S. region

Indicator Region '2017
Comparati
ve value

Gap Unit Compared to

Korean 
culture 

awareness

U.S. 52.9 53.0 ▼-0.1 % 2017 all area average
New York 54.8 55.9 ▼-1.1 % 2015 Korean Food Marketing Communication Survey

LA 51.0
Intention to 
visit Korea 
for gourmet 

tour

U.S. 49.6 56.7 ▼-7.1 % 2017 all area average
New York 48.5 46.5 ▲2.0 % 2016 Global Korean Food·Dining Industrial Survey

LA 50.7 50.3 ▲0.4 % 2016 Global Korean Food·Dining Industrial Survey

Korean food 
promotion 
official SNS 
awareness

U.S. 25.9 32.7 ▼-6.8 % 2017 all area average

New York 27.8 29.8 ▼-2.0 % 2015 Korean Food Marketing Communication Survey

LA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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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China Region] 

[Selection of cities]

◻ Beijing and Shanghai are selected, as Beijing is the capital city, and as Shanghai 

plays a role of the first to accept other culture and spread throughout the nation

[Perception and attitudes towards Korean food]

◻ China(75.0%) has higher Korean food awareness than the whole average(64.1%), yet 

it has decreased from the previous year in Beijing by 5.0%p, and Shanghai by 7.5%p

◦ It is estimated that recent THAAD deployment has strained South Korea and 

China’s relationship

◻ The overall satisfaction of Korean food is 81.8%, which is slightly lower than the 

whole average(83.2%)

◦ Beijing has a slight fall whereas Shanghai has a rise by 7.5%p
◻ Korean restaurant experience as behavior indicator is 74.0%, higher than the 

whole average(54.7%)

◻ It is assumed that negative public opinions about South Korea in China due to 

recent THAAD deployment affected the perception of Korean food

[TableⅠ-20] Main indicators summary in China region

Indicator Region '2017
Comparative 

value
Gap Unit Compared to

Korean 
food 

awareness

China 75.0 64.1 ▲10.9 % 2017 all area average

Beijing 76.2 81.2 ▼-5.0 %
2015 Korean Food Marketing 
Communication Survey

Shanghai 73.8 81.3 ▼-7.5 %
2014 Korean Food Marketing 
Communication Survey

Korean 
food 

satisfaction

China 81.8 83.2 ▼-1.4 % 2017 all area average

Beijing 82.2 84.6 ▼-2.4 %
2015 Korean Food Marketing 
Communication Survey

Shanghai 81.3 73.8 ▲7.5 %
2014 Korean Food Marketing 
Communication Survey

Korean 
restaurant 

visit 
experience

China 74.0 54.7 ▲19.3 % 2017 all area average

Beijing 76.0 54.7 ▲21.3 % 2017 all area average

Shanghai 72.0 54.7 ▲17.3 % 2017 all area a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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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 behavior of Korean restaurant]

◻ The overall frequency of dining and Korean restaurant in China has decreased than 2016

◦ Compared to the reduction in frequency of dining, the rate of Korean food   

   usage decreased relatively small

[TableⅠ-21] Frequency of dining and Korean restaurant usage in China region

Indicator Region '2017
Comparative 

value
Gap Unit Compared to

Frequency of 
Dining usage

Beijing 8.3 11.3 ▼-3.0
times/
month

2016 Global Korean Food·Dining 
Industrial Survey

Shanghai 8.4 11.2 ▼-2.8
times/
month

2016 Global Korean Food·Dining 
Industrial Survey

Frequency of 
Korean 

restaurant 
usage

Beijing 1.8 2.3 ▼-0.6
times/
month

2016 Global Korean Food·Dining 
Industrial Survey

Shanghai 1.6 3.4 ▼-1.8
times/
month

2016 Global Korean Food·Dining 
Industrial Survey

◻ General restaurants are mostly visited for ‘eating’purpose as Korean restaurants 

are mostly visited for ‘private dining’(Shanghai is higher than Beijing by 1.1%)

[TableⅠ-22] Visiting purpose of dining and Korean restaurant in China region

Indicator [Unit: %] Eating Private dining Official occasion 

Dining 
purpose

China 60.5 34.9 4.6
Beijing 60.1 35.2 4.7

Shanghai 60.9 34.6 4.4
Korean 

restaurant 
visiting 
purpose

China 40.7 57.8 1.6

Beijing 40.1 57.2 2.6

Shanghai 41.2 58.3 0.5

◻ Many usually visit Korean restaurants with close companions such as ‘family’or ‘friends’

[TableⅠ-23] Korean restaurant visiting companion in China region

Indicator [Unit: %] Family Friends
Significant 

other
Alone Colleague

Korean restaurant 
companion for 

“eating” purpose

China 37.4 38.2 - 16.6 7.8
Beijing 41.0 37.7 - 15.3 6.0

Shanghai 33.7 38.8 - 18.0 9.6

Korean restaurant 
companion for 

“private dining” 
purpose

China 25.9 60.8 13.3 - -
Beijing 27.6 57.1 15.3 - -

Shanghai 24.2 64.7 1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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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ual dining(73.2%)’is usually visited and has increased by 9.2%p from 2016

◻ Also, only 20 % visits ‘fine dining’and other types of Korean restaurant is 
visited yet to be low

[TableⅠ-24] Types of visited Korean restaurant in China region

Indicator [Unit:%] Casual Dining Fine Dining Fast Dining Cafe/Bar Take out

Visited Korean 
restaurant 

type

China 73.2 20.3 6.0 0.3 0.2
Beijing 70.4(▲9.2) 22.1(▲1.1) 6.8(▼-7.1) 0.7(▼-3.2) -

Shanghai 76.2(▲25.5) 18.3(▼-7.1) 5.1(▼-6.8) - 0.5

Visited Korean 
restaurant 
type (2016)

Beijing 61.2 21.0 13.9 3.9 -

Shanghai 50.7 25.4 11.9 12.0 -

◻ The general dining expenditure per capita has increased while expenditure at 
Korean restaurant per capita has decreased◦ Last year, the expenditures at general dining and Korean restaurant were   
   similar, yet this year the expenditure at Korean restaurant has decreased in  
   Beijing by 14.4CNY and Shanghai by 2.2CNY (Beijing 95.8CNY, Shanghai     
   95.3CNY), which is lower than general dining expenditure(Beijing 130.3CNY,  
   Shanghai 142.7CNY) 

[TableⅠ-25] Per capita expenditure of dining and Korean restaurant in China region

Indicator Region '2017
Comparative 

value
Gap Unit Compared to

Per capita 
dining 

expenditure

Beijing
130.3 116.8 ▲13.5 CNY

2016 Global Korean Food·Dining 
Industrial Survey

19.8 17.7 ▲2.1 USD

Shanghai
142.7 142.0 ▲0.7 CNY
21.7 21.6 ▲0.1 USD

Per capita 
Korean 

restaurant 
expenditure

Beijing
95.8 110.2 ▼-14.4 CNY

2016 Global Korean Food·Dining 
Industrial Survey

14.6 16.7 ▼-2.2 USD

Shanghai
95.3 144.0 ▼-48.7 CNY
14.5 21.9 ▼-7.4 USD

◻ ‘Reputation of restaurant(24.3%)’, ‘healthy(18.9%)’, ‘sanitation(18.2%)’, and 
‘price(34.6%) are considered mainly when visiting Korean restaurant

 ◦ Shanghai considers emotional elements such as ‘reputation of restaurant(33.6%)’and 
‘atmosphere(20.6%)’

[TableⅠ-26] Key Buying Factors for Korean restaurant in China region

Korean restaurant 
KBF

[Unit: multiple 
responses%]

Taste
Reputation 

of 
restaurant

Healthy Sanitation Price Atmosphere Variety

Region(all areas) 58.2 24.3 18.9 18.2 34.6 14.3 22.6
China 53.5 30.3 24.2 23.1 21.3 17.6 16.4
Beijing 53.1 27.2 24.1 22.6 20.4 14.7 15.6

Shanghai 53.9 33.6 24.3 23.6 22.2 20.6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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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ntion to visit Korean restaurant in the future]

◻ Intention to visit Korean restaurant is 82.7%, higher than all area average yet, 

compared to 2016 both cities have decreased by 3.9%p(Beijing), 10.3%p(Shanghai)

◻ Intention to recommend Korean restaurant is 88.1%, slightly lower than the 

whole average of 89.7%

◦ In Beijing, intention to recommendation has increased by 7.8%p, whereas 

Shanghai has decreased by 3.4%p

[TableⅠ-27] Intention to visit and recommend Korean restaurant in China region

Indicator Region '2017
Comparative 

value
Gap Unit Compared to

Intention to 
visit Korean 
restaurant

China 82.7 73.8 ▲8.9 % 2017 all area average

Beijing 83.8 87.7 ▼-3.9 % 2015 Korean Food Marketing Communication Survey

Shanghai 81.5 91.8 ▼-10.3 % 2014 Korean Food Marketing Communication Survey

Intention to 
recommend 
Korean 

restaurant

China 88.1 89.7 ▼-1.6 % 2017 all area average

Beijing 91.0 83.2 ▲7.8 % 2015 Korean Food Marketing Communication Survey

Shanghai 85.0 88.4 ▼-3.4 % 2014 Korean Food Marketing Communication Survey

[Other indicators]

◻ Both Korean culture awareness(65.3%) and intention to visit Korea for gourmet tour(69.9%) 

are higher than the whole average, but have decreased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 Korean culture awareness has decreased in Beijing by 8.7%p, and intention for    
   Korean gourmet tour also has decreased in Beijing by 8.3%p, Shanghai by 12.1%p

◻ Korean food promotion official SNS awareness is 53.9%, higher than the whole 

average and significantly increased from the previous year(by 21.1%p)

◦ It is necessary to utilize Korean food promotion official SNS in order to     

   maintain and improve the awareness

[TableⅠ-28] Other indicators in China region

Indicator Region '2017
Comparative 

value
Gap Unit Compared to

Korean culture 
awareness

China 65.3 53.0 ▲12.3 % 2017 all area average
Beijing 65.0 73.7 ▼-8.7 % 2015 Korean Food Marketing Communication Survey

Intention to 
visit Korea for 
gourmet tour

China 69.9 56.7 ▲13.2 % 2017 all area average
Beijing 70.0 78.3 ▼-8.3 % 2016 Global Korean Food·Dining Industrial Survey

Shanghai 69.8 81.9 ▼-12.1 % 2016 Global Korean Food·Dining Industrial Survey
Korean food 
promotion 
official SNS 
awareness

China 53.9 32.8 ▲21.1 % 2017 all area average

Beijing 57.0 49.9 ▲7.1 % 2015 Korean Food Marketing Communication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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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Japan Region]

[Selection of cities]

◻ Tokyo was selected as it was included in global Korean Food·Dining Industrial survey and 2014 
Overseas Dining & Korean Food Industrial Survey, and it needs to be inspected as its intention 
to revisit Korean restaurant is 3.3 out of 5 in 2014 survey, which is considered relatively low

[Perception and attitudes towards Korean food]

◻ Korean food awareness in Japan is 32.8%, which is about 1/2 lower than the 
whole average of 64.1%

◻ Experience of visiting Korean restaurant is 25.7%, which is also low and 
15.7%p decreased from the previous year

◻ The overall satisfaction of Korean food is 54.2%, lower than the whole market 
average of 83.2%

◻ It is assumed that current anti-Korea atmosphere and “comfort women”issues 
affected the strained relationship of South Korea and Japan and it leads to 
reduction in indicators
◦According to 2016-2017 Global Korean wave survey, 28.3% of Japanese agrees 
with anti-Korea atmosphere, and “political/diplomacy conflicts with 
Korea(26.5%)”seems to be main reason for its cause2)

[TableⅠ-29] Main indicators summary in Japan region

Indicator '2017
Comparative 

value
Gap Unit Compared to

Korean food 
awareness

32.8 64.1 ▼-15.7 % 2017 all area average

Korean food 
satisfaction

54.2 83.2 ▼-29.0 % 2017 all area average

[Use behavior of Korean food]

◻ The frequency of dining is 8.3 times a month, increased by 0.6times than the 
previous year, whereas Korean restaurant frequency is 1.5times a month, 
decreased by 0.9 times than the previous year

[TableⅠ-30] Frequency of dining and Korean restaurant usage in Japan region

[Unit: times] '2017
Comparative 

value
Gap Unit Compared to

Frequency of Dining 
usage

8.3 7.7 ▲0.6
times/
month

2016 Global Korean Food·Dining 
Industrial Survey

Frequency of Korean 
restaurant usage

1.5 0.6 ▼-0.9
times/
month

2016 Global Korean Food·Dining 
Industrial Survey

2) 2016-2017 Global Korean wave survey, 2017.04.10. published by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Korea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Culture Ex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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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most frequently visiting purpose for both general dining and Korean restaurant is 

‘eating’, though Korean restaurant has relatively higher portion of ‘private dining’ 

[TableⅠ-31] Visiting purpose of dining and Korean restaurant in Japan region

Indicator [Unit:%] Eating Private dining Official occasion 

Dining purpose 72.6 25.2 2.1
Korean restaurant visiting 

purpose
59.1 39.0 1.9

◻ Korean restaurant is usually visited for eating with ‘family’ and for private dining 

with ‘friends’

[TableⅠ-32] Korean restaurant visiting companion in Japan region

Indicator [Unit:%] Alone Family Friends Colleague
Significant 

other
Korean restaurant companion 

for “eating” purpose
28.6 39.6 26.4 5.5 -

Korean restaurant companion 
for “private dining” purpose

- 31.7 58.3 - 10.0

◻ The most frequently visited type of Korean restaurant is ‘casual dining’ of 

90.3%, other types still remain low in proportion 

[TableⅠ-33] Types of visited Korean restaurant in Japan region

[Unit:%] Casual Dining Fine Dining Fast Dining Cafe/Bar Take out

Visited Korean restaurant 
type

90.3 3.9 3.2 1.9 0.6

◻ The amount of general dining and Korean restaurant expenditure per capita 

are similar, and it shows slight increase from the previous year

[TableⅠ-34] Per capita expenditure of dining and Korean restaurant in Japan region

　Indicator '2017
Comparative 

value
Gap Unit Compared to

Per capita dining 
expenditure

2,357.6 2,134.8 ▲222.8 JPY

2016 Global Korean Food·Dining 
Industrial Survey

20.8 18.8 ▲2.0 USD

Per capita Korean 
restaurant expenditure

2,243.2 2,104.4 ▲138.8 JPY
19.8 18.5 ▲1.2 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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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onomic and convenience factor such as ‘price(57.8%)’, ‘accessibility(27.3%)’, 

and ‘amount(19.5%)’are primarily considered when visiting Korean restaurant

[TableⅠ-35] Key Buying Factors for Korean restaurant in Japan region

Korean restaurant KBF 
[Unit: multiple 
responses%]

Taste Price Accessibility Quantity
Reputation 

of 
restaurant

Sanitation

Region(all areas) 58.2 34.6 10.0 9.8 24.3 18.2

Japan(Tokyo) 75.3 57.8 27.3 19.5 17.5 17.5

[Intention to visit Korean restaurant in the future]

◻ Intention to visit Korean restaurant is 38.5%, lower than the whole average of 73.8%

◻ Intention to recommend Korean restaurant is 61.7%, lower than the whole average of 89.7%

[TableⅠ-36] Intention to visit and recommend Korean restaurant in Japan region

Indicator '2017
Comparative 

value
Gap Unit Compared to

Intention to visit 
Korean restaurant

38.5 73.8 ▼-35.3 % 2017 all area average

Intention to 
recommend Korean 

restaurant
61.7 89.7 ▼-28.0 % 2017 all area average

[Other indicators]

◻ Korean culture awareness(15.2%), which is about 1/2 lower than the whole average

◻ Intention to visit Korea for gourmet tour is significantly lower than the whole 

average

[TableⅠ-37] Other indicators in Japan region

Indicator '2017
Comparative 

value
Gap Unit Compared to

Korean culture awareness 15.2 31.3 ▼-16.1 % 2017 all area average

Intention to visit Korea for 
gourmet tour

28.0 56.7 ▼-28.7 % 2017 all area a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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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Europe/Oceania Region]

[Selection of cities]

◻ Paris is a leading country for European culture, and it was included in global 
Korean Food·Dining Industrial survey, 2014 Overseas Dining & Korean Food 
Industrial Survey, and Korean Food Marketing Communication Survey. Recently in 
France, various activities such as strengthening the promotion of SNS, are being 
widely promoted and as a result, it needs to measure its performance

◻ London was not included in 2016 Overseas Dining & Korean Food Industrial Survey 
after 2014. As recently, SNS promotional activities such as posting recipes for 
local’s preferred ingredients3) have strengthened, along with Paris, it begins to 
emerge as cities that needs to understand status of Korean food promotion

◻ Sydney also was not included in 2016 Overseas Dining & Korean Food Industrial Survey 
after 2014. It was included as it becomes more important for 2018 policy agenda

[Perception and attitudes towards Korean food]

◻ Korean food awareness in Europe/Oceania region is 57.2%, lower than the whole average 
of 64.1%, but compared to 2014, in Paris and London it has significantly increased

◻ Experience of visiting Korean restaurant is 40.7%, lower than the whole average of 54.7%

◻ The overall satisfaction of Korean food is 85.1%, slightly higher than the whole 
average of 83.2% and has increased compared to 2014

[TableⅠ-38] Main indicators summary in Europe/Oceania region

Indicator Region '2017
Comparative 

value
Gap Unit Compared to

Korean 
food 

awareness

Europe/
Oceania

57.2 64.1 ▼-6.9 % 2017 all area average

Paris 56.5 28.2 ▲28.3 %
2015 Korean Food Marketing 
Communication Survey

London 51.7 29.0 ▲22.7 %
2013 Korean Food Marketing 
Communication Survey

Sydney 63.3 - - % -

Korean 
food 

satisfaction

Europe/
Oceania

85.1 83.2 ▲1.9 % 2017 all area average

Paris 89.9 64.1 ▲25.8 %
2015 Korean Food Marketing 
Communication Survey

London 84.0 39.7 ▲44.3 %
2014 Overseas Dining & Korean Food 
Industrial Survey

Sydney 82.1 - - % -

Korean 
restaurant 

visit 
experience

Europe/
Oceania

40.7 54.7 ▼-14.0 % 2017 all area average

Paris 45.2 54.7 ▼-9.5 % 2017 all area average
London 36.2 54.7 ▼-18.5 % 2017 all area average
Sydney 40.8 54.7 ▼-13.9 % 2017 all area average

3) Agricultural economy news, 2017.08.17. http://www.thekpm.com/news/articleView.html?idxno=9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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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 behavior of Korean restaurant]

◻ The frequency of dining usage is 6.4 times a month, which is lower than the 
whole average of 8.8 times, but it is increasing compared to 2014

◻ The frequency of Korean restaurant usage is 1.9 times, similar to the whole average(2.0 
times)

[TableⅠ-39] Frequency of dining and Korean restaurant usage in Europe/Oceania region

Indicator Region '2017
Comparative 

value
Gap Unit Compared to

Frequency of 
Dining usage

Europe/
Oceania

6.4 8.8 ▼-2.4 times 2017 all area average

Paris 6.5 3.5 ▲3.0 times
2014 Overseas Dining & Korean Food 
Industrial Survey

London 5.8 3.5 ▲2.4 times
Sydney 6.9 3.8 ▲3.1 times

Frequency of 
Korean 

restaurant 
usage

Europe/
Oceania

1.9 2.0 ▼-0.1 times 2017 all area average

Paris 1.7 1.9 ▼-0.2 times
2010 Market Research by item in 
Europe & South East Asia

London 2.2 - - times -
Sydney 1.7 - - times -

◻ The general dining is most frequently visited for ‘eating’regardless of its types 
and Korean restaurant is not so different. However, Paris consumers relatively tend 
to visit Korean restaurant for ‘private dining(54.2%)’

[TableⅠ-40] Visiting purpose of dining and Korean restaurant in Europe/Oceania region

[Unit: %]

Fine Dining Casual Dining Fast Dining Cafe/Bar Take out

Eating
Private 
Dining

Offici
al 

occa
sion

Eating
Private 
Dining

Offici
al 

occa
sion

Eating
Private 
Dining

Offici
al 

occa
sion

Eating
Private 
Dining

Offici
al 

occa
sion

Eating
Private 
Dining

Offici
al 

occa
sion

Dining 
purpo
se

Europe/
Oceania 55.1 35.4 9.5 74.4 23.2 2.5 84.0 13.4 2.6 73.7 20.6 5.7 82.3 14.1 3.6

Paris 31.3 60.3 8.4 50.1 48.1 1.8 77.2 21.6 1.1 51.5 39.2 9.3 79.1 17.5 3.4
London 69.7 22.0 8.3 85.7 11.4 2.8 88.0 7.9 4.1 78.4 14.6 7.1 80.6 14.5 4.8
Sydney 65.3 22.8 11.9 87.2 10.0 2.8 87.5 9.9 2.6 86.3 12.2 1.5 86.6 11.0 2.4

◻ Usually Korean restaurant is visited with ‘family’, yet in London, it is visited 
with ‘significant other(37.8%)’ for ‘private dining’

[Unit: %] Eating Private dining Official occasion 

Korean 
restaurant 
visiting 
purpose

Europe/Oceania 66.3 30.6 3.1
Paris 42.4 54.2 3.3

London 78.8 17.1 4.1
Sydney 81.6 16.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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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Ⅰ-41] Korean restaurant visiting companion in Europe/Oceania region

[Unit: %]
Sample 
size

Eating Private Dining

Alone Family Friend Colleague Others
Significant 
other

Family Friend Other

Europe/Oceania (733) 14.2 56.2 25.3 3.7 0.6 32.6 42.4 24.6 0.4

City
Paris (271) 19.1 51.3 16.5 12.2 0.9 28.6 42.9 28.6 -

London (217) 14.0 52.0 32.7 1.2 - 37.8 35.1 24.3 2.7
Sydney (245) 11.5 62.5 24.0 1.0 1.0 42.5 47.5 10.0 -

◻ European/Oceanian consumers usually visit ‘casual dining’of Korean 

restaurant, only about 17.9% visits ‘fine dining’

[TableⅠ-42] Types of visited Korean restaurant in Europe/Oceania region

Region Casual Dining Fine Dining Fast Dining Cafe/Bar Take out

Europe/Oceania 70.5 17.9 8.2 1.8 1.6

Paris 71.2 18.8 5.2 3.3 1.5

London 64.5 22.6 11.5 0.5 0.9

Sydney 75.1 12.7 8.6 1.2 2.4

◻ In Paris(24.2EUR) and London(33.4GBP), the general dining expenditure is similar to 

expenditure at Korean restaurant, but in Sydney(45.7AUD), the expenditure at 

Korean restaurant is lower than that of the general dining

◻ Compared to 2014, Paris has decreased by 7.6EUR, Sydney is similar by 1.5AUD, 

but London has increased by 2.4GBP

[TableⅠ-43] Per capita expenditure of Korean restaurant in Europe/Oceania region

　Indicator Region '2017
Comparati
ve value

Gap Unit Compared to

Per capita 
Korean restaurant 

expenditure 
vs. Dining as 

whole

Paris
24.2 26.9　 ▼-2.7 EUR

2017 Dining expenditure per 
capita

28.7 31.9 ▼-3.2 USD

London
33.4 34.5　 ▼-1.1 GBP

44.6 46.1 ▼-1.5 USD

Sydney
45.7 54.3 ▼-8.6 AUD

35.1 41.7 ▼-6.6 USD

Per capita 
Korean restaurant 
expenditure vs. 

2014

Paris
24.2 31.8 ▼-7.6 EUR

2014 Overseas Dining & 
Korean Food Industrial Survey

28.7 37.7 ▼-9.0 USD

London
33.4 31.0 ▲2.4 GBP

44.6 41.4 ▲3.2 USD

Sydney
45.7 47.2 ▼-1.5 AUD

35.1 36.2 ▼-1.1 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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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ste(54%)’, ‘price(34.4%)’, ‘variety(29.5%)’, and ‘reputation of 

restaurant(22.0%)’are mainly considered to visit Korean restaurant

[TableⅠ-44] Key Buying Factors for Korean restaurant in Europe/Oceania region

[Unit: multiple 
responses%]

Taste
Reputation 

of 
restaurant

Healthy Sanitation Price Atmosphere Variety
Formal 
service

Convenient 
service

Rapid 
service

Europe/Oceania 54.0 22.0 19.2 13.9 34.4 12.6 29.5 5.2 9.8 10.2

City

Paris 52.0 21.0 19.2 19.2 35.1 11.4 33.2 4.4 8.9 11.8

London 53.0 23.5 21.7 9.7 29.0 13.8 27.2 7.4 10.6 11.1

Sydney 57.1 21.6 17.1 11.8 38.4 12.7 27.3 4.1 10.2 7.8

[Intention to visit Korean restaurant in the future]

◻ Intention to visit Korean restaurant is 73.1%, which is similar to the whole 

average of 73.8% and it shows an increase from 2014

◦ While Paris and Sydney have increased by 4.7%p, 8.0%p, London has       

    decreased by 4.2%p

◻ Intention to recommend Korean restaurant is 92.0%, shows significant 

improvement than 2014

[TableⅠ-45] Intention to visit and recommend Korean restaurant in Europe/Oceania region

Indicator Region '2017
Comparative 

value
Gap Unit Compared to

Intention to 
visit Korean 
restaurant

Europe/
Oceania

73.1 73.8 ▼- 0.7 % 2017 all area average

Paris 78.7 74.0 ▲ 4.7 %
2014 Overseas Dining & Korean 
Food Industrial Survey

London 70.8 75.0 ▼- 4.2 %
2014 Overseas Dining & Korean 
Food Industrial Survey

Sydney 69.8 61.8 ▲ 8.0 %
2014 Overseas Dining & Korean 
Food Industrial Survey

Intention to 
recommend 
Korean 

restaurant

Europe/
Oceania

92.0 89.7 ▲ 2.3 % 2017 all area average

Paris 94.1 69.8 ▲24.3 %
2014 Overseas Dining & Korean 
Food Industrial Survey

London 93.5 74.3 ▲19.2 %
2014 Overseas Dining & Korean 
Food Industrial Survey

Sydney 88.2 59.4 ▲28.8 %
2014 Overseas Dining & Korean 
Food Industrial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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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indicators]

◻ Korean culture awareness in Europe/Oceania is 47.1%, lower than the whole 

average of 53.0%

◦ However, when estimating Paris which can be analyzed by time-series, it    

   shows distinctive rise (increased by 33.1%p compared to 2015)

◻ Intention to visit Korea for gourmet tour(43.9%) in Europe/Oceania is lower than 

the whole average(56.7%)

◻ Awareness of Korean food promotion official SNS is 21.7% is lower than the 

whole average, estimating by Paris’s time-series analysis, it seems to be 

growing

[TableⅠ-46] Other indicators in Europe/Oceania region

Indicator Region '2017
Compara

tive 
value

Gap Unit Compared to

Korean 
culture 

awareness

Europe/
Oceania

47.1 53.0 ▼-5.9 % 2017 all area average

Paris 50.2 17.1 ▲33.1 %
2015 Korean Food Marketing 
Communication Survey

London 47.0 - - % -

Sydney 44.2 - - % -

Intention to 
visit Korea 
for gourmet 

tour

Europe/
Oceania

43.9 56.7 ▼-12.8 % 2017 all area average

Paris 37.7 - - % -

London 50.3 - - % -

Sydney 43.7 - - % -

Korean food 
promotion 
official SNS 
awareness

Europe/
Oceania

21.7 32.7 ▼-11.0 % 2017 all area average

Paris 24.0 14.4 ▲9.6 %
2015 Korean Food Marketing 
Communication Survey

London 26.5 - - % -

Sydney 14.5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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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Southeast Asia Region] 

[Selection of cities]

◻ Bangkok was selected as it was included in Global Korean Food·Dining Industrial 

Survey and  Korean Food Marketing Communication Survey. Also it is considered 

to be well-influenced by Korean wave, that is required to measure its 

performance 

◻  Kuala Lumpur is uprising city that survey was not conducted since 2012. Along 

with Bangkok, it becomes major hub city in Southeast Asia and higher importance 

of 2018 policy agenda

[Perception and attitudes towards Korean food]

◻ Awareness of Korean food in Southeast Asia is 80.0%, which is well above the 

whole average of 64.1%, and Bangkok has increased by 15.9%p compared to 2015

◻ Satisfaction of Korean food, basis of Korean food experiencers, is 87.6% increased 

by 18.4%p, which shows qualitative growth as well as quantitative

◻ It is assumed that as Korean contents, K-pop, and Korean drama, gain huge 

popularity in Southeast Asia, the Korean food-relevant awareness also seems to 

be expanding significantly

◻ In particular, Kuala Lumpur, considered to be more emerging city among 

Southeast Asia region in perspectives of Korean food Institute, is expected to 

grow significantly in the future

◻ On the other hand,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experience of visiting Korean 

restaurant by expanding the number of  the restaurants and marketing promotion 

activity

[TableⅠ-47] Main indicators summary in Southeast Asia region

Indicator Region '2017
Comparative 

value
Gap Unit Compared to

Korean 
food 

awareness

Southeast Asia 80.0 64.1 ▲15.9 % 2017 all area average

Bangkok 77.8 61.9 ▲15.9 % 2015 Korean Food Marketing Communication Survey

Kuala Lumpur 82.2 - - %

Korean 
food 

satisfaction

Southeast Asia 88.6 83.2 ▲5.4 % 2017 all area average

Bangkok 87.6 69.2 ▲18.4 % 2016 Global Korean Food·Dining Industrial Survey

Kuala Lumpur 89.5 - - %
Korean 

restaurant 
visit 

experience

Southeast Asia 74.6 54.7 ▲19.9 % 2017 all area average
Bangkok 73.0 54.7 ▲18.3 % 2017 all area average

Kuala Lumpur 76.2 54.7 ▲21.5 % 2017 all area a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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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 behavior of Korean food]

◻ In overall, Southeast Asia(13.4times) dines more often in a month (4.6times more 

often than the whole average 2017)

◻ Though the frequency of visiting Korean restaurant is similar to the whole 

average, it is deemed to improve experience of visiting Korean restaurants

◻ Compare to 2016, Bangkok is increasing in visit of Korean restaurants

[TableⅠ-48] Frequency of dining and Korean restaurant usage in Southeast Asia region

Indicator Region '2017
Comparative 

value
Gap Unit Compared to

Frequency 
of Dining 
usage

Southeast Asia 13.4 8.8 ▲4.6 times 2017 all area average

Bangkok 12.4 9.9 ▲2.5 times
2016 Global Korean Food·Dining 
Industrial Survey

Kuala Lumpur 14.3 15.3 ▼-1.0 times
2012 Overseas City Strategic 
Informational Survey

Frequency 
of Korean 
restaurant 
usage

Southeast Asia 2.2 2.0 ▲0.2 times 2017 all area average

Bangkok 2.1 1.8 ▲0.3 times
2016 Global Korean Food·Dining 
Industrial Survey

Kuala Lumpur 2.2 times

◻ For visits to general dining and Korean restaurants, the purpose of ‘official 

occasion’ is relatively higher compared to the whole average, so the purpose 

of dining is more even as opposite to other cities. In other words, it is deemed 

that visiting purpose of dining and Korean restaurant is more diverse and this 

leads to a higher frequency of dining

◻ In terms of official occasion, Bangkok and Kuala Lumpur are very different. As 

of Bangkok, official occasion is held highly of 18.7% at Korean restaurant. It is 

seen positive as Korean restaurants are visited in various occasions, such as 

private dining and business events

[TableⅠ-49] Visiting purpose of dining and Korean restaurant in Southeast Asia region

[Unit:%] Eating Private dining Official occasion 

Dining 
purpose

Region(all areas) average 72.4 21.9 5.7

South East Asia 68.7 20.8 10.5

Korean 
restaurant 
visiting 
purpose

Region(all areas) average 62.6 32.7 4.7

South East Asia 66.6 23.1 10.3
Bangkok 56.2 25.1 18.7

Kuala Lumpur 76.6 2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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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umers in Bangkok usually visit ‘fine dining(47.7%)’of Korean restaurants, 

higher than ‘causal dining(42.2%)’, which is distinctive from other cities where 

the frequency of fine dining is 20%. In particular, the experience of visiting 

Korean restaurant has significantly increased from 2016; furthermore, it is 

considered to be important to maintain this trend by expanding the number of 

‘fine dining’of Korean restaurants

[TableⅠ-50] Types of visited Korean restaurant in South East Asia region

   

[Unit:%] Casual Dining Fine Dining Fast Dining Cafe/Bar

Visited Korean restaurant 
type(Bangkok)

42.2 47.7 8.2 1.4

Compared to ’2016 
(Bangkok)

▼-18.9 ▲30.8 ▼-10.1 ▼-2.3

◻ Two cities shows difference in learning about Korean restaurants: Bangkok does via 

blog/SNS or restaurant reviewing website as Kuala Lumpur does from family, 

friends, and acquaintance, and restaurant promotion/event. Especially, as Bangkok 

uses online/mobile channel compared to the whole average, it needs to establish 

more effective promotion activity

[TableⅠ-51] Korean restaurant aware channel in South East Asia region

[Unit: %]
Sample 
size

Recommendation 
from family, 
friends, and 
acquaintance

Blog/
SNS

Restaurant 
reviewing 
website

Restaurant 
promotion
/event

Mass media 
such as TV, 

radio, 
magazine, etc.

Region(all areas) (6,000) 53.1 20.0 33.9 20.9 21.5

City
Bangkok (600) 53.7 53.2 47.8 30.8 31.0

Kuala Lumpur (600) 65.8 31.3 30.5 36.5 30.0

   

◻ When visiting Korean restaurant, ‘variety(24.2%)’, ‘price discount(14.1%)’, 

‘appearance of restaurant(13.1%)’ are mainly considered along with ‘taste(61.5%)’ 

and ‘price(41.6%)’; therefore, design and marketing elements should be enhanced 

for the promotion of Korean restaurants and its appearance

[TableⅠ-52] Key Buying Factors for Korean restaurant in South East Asia region

[Unit: multiple 
responses%]

Sample 
size

Taste Price Variety
Reputation 

of 
restaurant

Sanitation Healthy
Price 

discount
Atmosph

ere

Appeara
nce of 
restaura

nt

Rapid 
service

Southeast Asia (895) 61.5 41.6 24.2 21.7 18.9 15.4 14.1 13.3 13.1 10.1

City
Bangkok (438) 59.6 32.9 22.6 23.5 28.1 11.9 12.1 14.6 16.7 11.9
Kuala 
Lumpur

(457) 63.2 49.9 25.8 19.9 10.1 18.8 16.0 12.0 9.6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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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ntion to visit Korean restaurant in the future]

◻ Intention to visit Korean restaurant is 82.7%, higher than the whole average by 

8.9%p, and recommendation intention is higher by 1.9%p. It is more expected to 

grow in the future

◻ Both Bangkok and Kuala Lumpur remain the trending of growth 

◦ Intention to visit Korean restaurant: Kuala Lumpur(86.0%), Bangkok(79.3%)

◦ Intention to recommend Korean restaurant: Bangkok(93.6%), Kuala Lumpur(89.7%)

[TableⅠ-53] Intention to visit and recommend Korean restaurant in South East Asia region

Indicator Region '2017
Compa
rative 
value

Gap Unit Compared to

Intention to 
visit Korean 
restaurant

Southeast Asia 82.7 73.8 ▲8.9 % 2017 all area average

Bangkok 79.3 76.6 ▲2.7 %
2015 Korean Food Marketing 
Communication Survey

Kuala Lumpur 86.0 68.9 ▲17.1 %
2012 Overseas City Strategic 
Informational Survey

Intention to 
recommend 
Korean 

restaurant

Southeast Asia 91.6 89.7 ▲1.9 % 2017 all area average

Bangkok 93.6 83.4 ▲10.2 %
2015 Korean Food Marketing 
Communication Survey

Kuala Lumpur 89.7 - - %

[Other indicators]

◻ Korean culture awareness and intention to visit Korea for gourmet tour is 

equally higher than the whole average, it is interpreted as affect of trending 

of Korean wave and preference for Korea

◻ Awareness of Korean food promotion official SNS is 46.8%, shows positivity as it 

is higher than the whole average by 14.0%p 

[TableⅠ-54] Other indicators in South East Asia region

Indicator Region '2017
Comparative 

value
Gap Unit Compared to

Korean 
culture 

awareness

SEA 68.6 53.0 ▲15.6 % 2017 all area average
Bangkok 69.8 48.9 ▲20.9 % 2015 Korean Food Marketing Communication Survey

Kuala Lumpur 67.3 %
Intention to 
visit Korea 
for gourmet 

tour

SEA 83.9 56.7 ▲27.2 % 2017 all area average
Bangkok 80.3 52.9 ▲27.4 % 2016 Global Korean Food·Dining Industrial Survey

Kuala Lumpur 87.5 %

Korean food 
promotion 
official SNS 
awareness

SEA 46.8 32.8 ▲14 % 2017 all area average
Bangkok 54.0 52.1 ▲1.9 % 2015 Korean Food Marketing Communication Survey

Kuala Lumpur 3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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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ications]

◻ In overall, Southeast Asia, as of emerging market, shows distinctive growth, and China 

on solid foundation of awareness, tends to show satisfaction indicators becoming strong

◻ Among Europe/Oceania region, Paris has lower awareness level but higher 

satisfaction level of Korean food, it is assumed that various Korean food promotion 

activities that were conducted results qualitative growth

◻ As U.S. region has long been promoting Korean food, its awareness and 

satisfaction present similar from the previous year. Also, Korean food 

experiencers-basis indicators such as satisfaction of Korean food and intention to 

recommend Korean restaurant are high, interpreted as positive

◻ While general dining consumption is more common with the focus of ‘eating’, 

Korean restaurant is consumed with the focus of ‘private dining’ and ‘official 

occasion’; therefore, it requires to penetrate the dining market further by 

expanding Korean food experience

◻ Besides the entire region’s consumers consider taste and price, China region 

considers reputation of restaurant, health, sanitation, as U.S. region considers 

appearance of restaurant, as Japan considers price and accessibility, as Southeast 

Asia region considers price and discount. It needs to establish promotion and 

marketing policies of Korean food based on such consumer’s characteristics

 [U.S. Region]

◻ The indicators related to Korean food was firm or slightly turndown in the U.S., 

Trump as president due to conflicts with North Korea and slow economic recovery

◦ U.S. region’s Korean food satisfaction, experience and intention to visit Korean  

   restaurant is not as high as China region, but satisfaction of Korean food and    

   recommendation intention to Korean restaurant is higher than the whole average

◦ Therefore, the success of Korean food promotion activity is expected by expanding  
   Korean food experience, form positive perception, and seek out for going viral 

◦ Especially, New York consumers are more interested in direct experience such as 
cooking event in Korean cuisine and cooking class, whereas LA consumers are 

more likely to interested in Korean food consumption through Korean wave 

contents. It would be more effective to carry out different promotional activities 

and approaches for Korean food by its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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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na Region]

◻ China region has slightly fallen in Korean food awareness and satisfaction, and 

experience of visiting Korean restaurant due to recent THAAD deployment, yet 

compared to entire region, China holds second highest level of indicators of Korean 

food and Korean restaurant 

◦ As it shows high tendency of intention of visiting, recommending Korean restaurant,  
   or for gourmet tour in Korea, it needs continuous management and attention

◦ Since Chinese consumers are interested in facility including‘reputation of 

restaurant’and ‘apparence and atmosphere of restaurant’ when visiting a 

restaurant, it is necessary to utilize these factors when establishing Korean 

restaurant’s marketing strategy

◦ In addition, when visiting Korea for gourmet tour, consumers are more interested 
in ‘visiting famous restaurants’ and ‘cooking Korean food’, thus experience 

events and promotions for Chinese consumers and tourists will be effective

 [Japan Region]

◻ Japan has low rate in most indicators such as awareness and satisfaction of Korean 

food, experience of visiting Korean restaurant

◦ It is estimated that the overall indicators are below the whole average due to 
recent anti-Korea atmosphere and faded Korean wave affect

◦ In overall, Korean restaurant is perceived as a place for private dining with 
friends and price is similar or cheaper than that of casual dining 

◦ ‘Taste’, ‘price’, and ‘accessibility’ were considered mainly when visiting 

Korean restaurant, which shares similarity of casual dining that are focused on 

convenience. As a result, it is crucial to develop new menu that more suit to 

Japanese’ appetite, and deliver a message that Korean food is affordable and 

convenient

◦ Although Japan is geographically close and a number of tourists visits 

Korea, according to the result of survey awareness of Korean culture and 

intention to visit Korea for gourmet tour is lower than the whole average, 

it needs new point to bring interests of Korean culture and its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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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rope/Oceania Region]

◻ Europe/Oceania region has lower rate of Korean food awareness and the frequency 

to visit Korean restaurant than the whole average. Korean food satisfaction is 

slightly exceeded the whole average, and the region is in a rising trend. While 

Korean food awareness is increasing while the frequency of visiting Korean 

restaurant has decreased from the previous year

◦ Satisfaction of Korean restaurant visitors is high, intention to visit and recommend 
Korean restaurant is also higher than the average, and shows distinctive 

increases

◦ Therefore, it is believed it needs trial promotion strategy to attract consumers 
who have experienced with Korean restaurant and encourage for actual visits

◦ European/Oceanian consumers visit Korean restaurants for eating and private 

dining with family and friends, pursuing price and menu variety. Furthermore, it 

needs to develop multi-dimensional strategy, such as variety of menu, and 

interesting service configuration in parallel with inducing initial visits

 [Southeast Asia Region]

◻ Southeast Asia region shows remarkable growth compared to other regions 

◦ This region has the highest frequency of dining and Korean food is rapidly 
entering to the market with consumer characteristics of dining for private 

and official occasions along with eating

◦ The interest of Korean food is seen to be growing with the influence of 
Korean wave such as K-pop and Korean drama

- The recent Korean wave is expanding its fandom through SNS with 

younger generation in their teens to 20s, and now it reaches to fashion and 

cosmetics4)

◦ Southeast Asian consumers seem to be price-oriented as they consider 

‘price’ and ‘discount’ besides ‘taste’ and ‘variety of menu’ when 

visiting Korean restaurant, so when configuring the menu it seems affective 

to design price line-up in order to serve diverse range of consumers

◦ In addition, considering high willingness to visit Korea for gourmet tour, it 

would be effective to approach consumers in more diverse and exciting 

contents relating restaurant promotion/events with Korea tour or introducing 

Korean food and restaurants via online and mobile channels

4) Herald Corporation, 2017.11.17.,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111700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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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 배경 및 목적

1) 배경 

◻ 급속한 시장개방을 바탕으로 자국의 음식을 세계에 알리고 수출전략 상품과 

연계하거나 문화콘텐츠와 더불어 외식산업을 세계화하는 추세가 활발함

◻ 그간 한식진흥원은 한식의 글로벌화와 한식진흥정책에 필요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세계 주요 권역 및 도시를 대상으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왔음 

◻ 해외 외식시장의 실정과 특성을 파악하고 현황 정보를 수집하는 산업조사, 주요 

한식거점을 선정하기 위한 도시별 정보전략조사, 한식진흥정책의 효과 및 성과

를 파악하는 홍보효과 조사 등을 2010년부터 다양하게 진행하여 외식 관련 

해외진출기업, 개인, 정부가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해 온 바 있음 

◻ 이에 본 조사는 글로벌 한식 시장의 한식 및 외식 소비 동향을 조사∙분석하여 

정책과 사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한식진흥원에서 수행한 조사

(산업조사, 정보전략조사, 홍보효과조사 등)와 비교 가능한 지표들을 총 정리함

으로써, 이제까지 진행되어온 한식진흥원의 주요 조사 결과를 일람할 수 있는 

보고서를 산출함 

2) 목적

◻ 본 조사는 글로벌 한식 시장의 한식 소비동향에 대한 파악 및 외식소비특성을 

측정하여 향후 정책수립과 사업 기획의 기초 자료를 산출하는데 있음 

◻ 글로벌 시장의 한식 소비자들의 소비행태 및 트렌드를 비교 분석하여 업계관계

자에 제공하여 효과적인 의사 결정을 지원하고자 함



2017년 글로벌 한식 소비자 조사

72

2. 수행 방법 

1) 데스크리서치

◻ 2차 자료 조사를 통한 자료 수집을 통해 국가 및 도시 정보, 경제지표, 주요 

시장 특성 정보를 파악함 

◻ 데스크리서치의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음 

◻ 자료원: 대한무역공사 및 CIA,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IMF, 산업통상자원부, 

프랑스 통계청(INSEE),The World Fact Book2014,영국 통계청 등 

주요 조사 항목 

국가 및 도시
정보 

일반사항
- 위치, 면적, 수도, 기후, 주요 도시, 언어, 종교 등

인구 현황 - 인구, 민족, 교민 수 등 

경제 지표 
- GDP, 1인당 GDP, 실업률, 물가상승률, 화폐단위, 
  산업구조, 교역량 및 교역품목 등 

경제 동향 및 전망 

정치사회 환경 – 한국과의 관계 등

시장 특성 

소비자 특성 및 소비 트렌드 

한국상품 인지도 

유통 및 마케팅 

(미국, 중국) 지역별 특성 

[표Ⅱ-1] 데스크리서치 주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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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비자조사

가. 조사 설계 

◻ 본 조사는 주요 10개 도시에 거주하며, 월 1회 이상 외식 경험이 있는 일반 

소비자 500명 및 월 3회 이상 외식 경험이 있는 부스터 샘플 100명을 모집하여 

도시별 600명, 전체 6,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함 

   

구분 내용

조사 대상

본 샘플 :
1) 주요 10개 도시 거주하는 20~59세 현지인(재외동포 및 한인 제외)
2) 월 1회 이상 외식하는 사람

부스터 샘플 :
1) 주요 10개 도시 거주하는 20~59세 현지인(한국인 제외)
2) 월 외식 빈도 3회 이상

표본 수 
총 6,000명 (도시별 600명)
본 샘플 500명 + 부스터 100명 

표본 추출 
방법

샘플링 : 도시별 성별/연령별 인구비례할당

표본 설계
배경

기존 연구와 모집단이 유사한 경향성을 갖고 있다는 등분산의 가정(equal 
variation assumption) 하에 ‘도시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로 기존방법 
준수

조사 방법 온라인 조사 

표집 틀 온라인 패널

설문 길이 약 25분 

조사 기간 2017년 9월 29일 ~ 10월 20일

[표Ⅱ-2] 조사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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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표본 구성 

가) 전체 

　
[단위:
%]

국가 전체 전체 미국 중국 일본
유럽/오세
아니아

동남아 

도시
일본포함 일본제외 뉴욕, LA

북경, 
상해

동경
파리, 
런던, 
시드니

방콕, 
쿠알라
룸푸르

사례수
(명)

%
사례수
(명)

%
사례수
(명)

%
사례수
(명)

%
사례수
(명)

%
사례수
(명)

%
사례수
(명)

%

성별
남자 (3,016) 50.3 (2,707) 50.1 (593) 49.4 (606) 50.5 (309) 51.5 (897) 49.8 (611) 50.9

여자 (2,984) 49.7 (2,693) 49.9 (607) 50.6 (594) 49.5 (291) 48.5 (903) 50.2 (589) 49.1

연령

20대 (1,642) 27.4 (1,509) 27.9 (328) 27.3 (339) 28.3 (133) 22.2 (471) 26.2 (371) 30.9

30대 (1,687) 28.1 (1,520) 28.1 (339) 28.3 (316) 26.3 (167) 27.8 (512) 28.4 (353) 29.4

40대 (1,506) 25.1 (1,330) 24.6 (287) 23.9 (306) 25.5 (176) 29.3 (451) 25.1 (286) 23.8

50대 
이상

(1,165) 19.4 (1,041) 19.3 (246) 20.5 (239) 19.9 (124) 20.7 (366) 20.3 (190) 15.8

연평균 
가구 
소득

저소득층 (1,809) 30.2 (1,577) 29.2 (205) 17.1 (273) 22.8 (232) 38.7 (498) 27.7 (428) 35.7

중산층 (2,028) 33.8 (1,847) 34.2 (378) 31.5 (579) 48.3 (181) 30.2 (512) 28.4 (385) 32.1

고소득층 (2,163) 36.1 (1,976) 36.6 (371) 30.9 (348) 29.0 (187) 31.2 (790) 43.9 (387) 32.3

한식 
인지도

인지 (3,845) 64.1 (3,648) 67.6 (759) 63.3 (900) 75.0 (197) 32.8 (1029) 57.2 (183) 15.3

보통 (776) 12.9 (595) 11.0 (96) 8.0 (214) 17.8 (181) 30.2 (157) 8.7 (825) 68.8

비인지 (1,379) 23.0 (1,157) 21.4 (345) 28.8 (86) 7.2 (222) 37.0 (614) 34.1 (192) 16.0

최종
학력

고졸 
미만

(1,066) 17.8 (991) 18.4 (293) 24.4 (63) 5.3 (75) 12.5 (452) 25.1 (388) 64.7

대졸 (3,575) 59.6 (3112) 57.6 (669) 55.8 (803) 66.9 (463) 77.2 (815) 45.3 (180) 30.0

대학원 
졸

(1,359) 22.7 (1297) 24.0 (238) 19.8 (334) 27.8 (62) 10.3 (533) 29.6 (26) 4.3

[표Ⅱ-3] 응답자 특성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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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국/중국/일본 권역

　
[단위
:%]

국가 권역 미국 중국 일본

도시
권역 전체 뉴욕 LA 북경 상해 동경

사례수
(명) % 사례수

(명) % 사례수
(명) % 사례수

(명) % 사례수
(명) % 사례수

(명) %

성별
남자 (3,016) 50.3 (284) 47.3 (309) 51.5 (299) 49.8 (307) 51.2 (309) 51.5

여자 (2,984) 49.7 (316) 52.7 (291) 48.5 (301) 50.2 (293) 48.8 (291) 48.5

연령

20대 (1,642) 27.4 (161) 26.8 (167) 27.8 (179) 29.8 (160) 26.7 (133) 22.2

30대 (1,687) 28.1 (180) 30.0 (159) 26.5 (170) 28.3 (146) 24.3 (167) 27.8

40대 (1,506) 25.1 (143) 23.8 (144) 24.0 (140) 23.3 (166) 27.7 (176) 29.3

50대 
이상

(1,165) 19.4 (116) 19.3 (130) 21.7 (111) 18.5 (128) 21.3 (124) 20.7

연평
균 
가구 
소득

저소득층 (1,809) 30.2 (164) 27.3 (214) 35.7 (134) 22.3 (139) 23.2 (232) 38.7

중산층 (2,028) 33.8 (189) 31.5 (182) 30.3 (275) 45.8 (304) 50.7 (181) 30.2

고소득층 (2,163) 36.1 (247) 41.2 (204) 34.0 (191) 31.8 (157) 26.2 (187) 31.2

한식 
인지
도

인지 (3,845) 64.1 (366) 61.0 (393) 65.5 (457) 76.2 (443) 73.8 (197) 32.8

보통 (776) 12.9 (50) 8.3 (46) 7.7 (106) 17.7 (108) 18.0 (181) 30.2

비인지 (1,379) 23.0 (184) 30.7 (161) 26.8 (37) 6.2 (49) 8.2 (222) 37.0

최종
학력

고졸 
미만

(1,066) 17.8 (134) 22.3 (159) 26.5 (22) 3.7 (41) 6.8 (75) 12.5

대졸 (3,575) 59.6 (321) 53.5 (348) 58.0 (376) 62.7 (427) 71.2 (463) 77.2

대학원 
졸

(1,359) 22.7 (145) 24.2 (93) 15.5 (202) 33.7 (132) 22.0 (62) 10.3

인종*

백인/
중화계

(660) 36.7 (365) 60.8 (295) 49.2 -　 -　 -　 -　 -　 -　

흑인/
말레이

(139) 7.7 (79) 13.2 (60) 10.0 - - - - - -

히스패닉/
인디안

(208) 11.6 (82) 13.7 (126) 21.0 - - - - - -

아시아계 (148) 8.2 (51) 8.5 (97) 16.2 - - - - - -

기타 (45) 2.5 (23) 3.8 (22) 3.7 - - - - - -

[표Ⅱ-4] 응답자 특성 – 미국/중국/일본 권역

*인종은 미국(뉴욕, LA)에서만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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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럽/오세아니아 및 동남아 권역

[단위:%]

국가 유럽 오세아니아 동남아

도시
파리 런던 시드니 방콕

쿠알라
룸푸르

사례수
(명) %

사례수
(명) %

사례수
(명) %

사례수
(명) %

사례수
(명) %

성별
남자 (303) 50.5 (304) 50.7 (290) 48.3 (297) 49.5 (314) 52.3

여자 (297) 49.5 (296) 49.3 (310) 51.7 (303) 50.5 (286) 47.7

연령

20대 (154) 25.7 (177) 29.5 (140) 23.3 (160) 26.7 (211) 35.2

30대 (164) 27.3 (178) 29.7 (170) 28.3 (182) 30.3 (171) 28.5

40대 (150) 25.0 (146) 24.3 (155) 25.8 (155) 25.8 (131) 21.8

50대 이상 (132) 22.0 (99) 16.5 (135) 22.5 (103) 17.2 (87) 14.5

연평균 
가구 소득

저소득층 (171) 28.5 (227) 37.8 (100) 16.7 (215) 35.8 (213) 35.5

중산층 (199) 33.2 (203) 33.8 (110) 18.3 (200) 33.3 (185) 30.8

고소득층 (230) 38.3 (170) 28.3 (390) 65.0 (185) 30.8 (202) 33.7

한식 
인지도

인지 (339) 56.5 (310) 51.7 (380) 63.3 (467) 77.8 (493) 82.2

보통 (27) 4.5 (64) 10.7 (66) 11.0 (66) 11.0 (62) 10.3

비인지 (234) 39.0 (226) 37.7 (154) 25.7 (67) 11.2 (45) 7.5

최종
학력

고졸 미만 (142) 23.7 (173) 28.8 (137) 22.8 (40) 6.7 (143) 23.8

대졸 (230) 38.3 (299) 49.8 (286) 47.7 (459) 76.5 (366) 61.0

대학원 졸 (228) 38.0 (128) 21.3 (177) 29.5 (101) 16.8 (91) 15.2

인종 *

중화계 -　 -　 -　 -　 -　 -　 -　 -　 (388) 64.7

말레이 - - - - - - - - (180) 30.0

인디안 - - - - - - - - (26) 4.3

기타 - - - - - - - - (6) 1.0

[표Ⅱ-5] 응답자 특성 – 유럽/오세아니아 및 동남아 권역

*인종은 쿠알라룸푸르에서만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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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가 자문회의

◻ 조사 수행 시, 전문가 풀(pool)을 구성하여 조사 설계 단게 및 사후 보고서 작성 

시 전문가의 자문을 활용함

◻ 자문위원 구성

◦ 통계전문가 2인으로 구성(업체 및 한식진흥원 추천 1인)됨

◻ 자문회의 세부 추진 현황 

◦ 사전 자문회의 :

  사업 초기, 전체 사업수행계획 수립단계와 설문 초안에 대해 자문위원들의 

  의견 수집, 설문 보완 작업에 활용

◦ 사후 자문회의 :

  1차 보고서 도출 후, 보고서 보완 단계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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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 검증

◻ 조사 결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아래의 4단계 검증 과정을 자체적으로 시행

하고 최종 산출데이터에 대해 업체 위촉 통계 전문가의 검증을 수행함 

◻ 검증 절차

◦ 조사 종료 후 엑셀 로직 프로그램을 통해 누락항목 및 오류 항목 점검하여 

   오류 제거

◦ SPSS 통계 프로그램을 통해 응답 문항 간의 로직 점검

◦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낮은 이상치 검증 실시

◦ 오류응답 및 불성실 응답에 대해 샘플 대체

   (도시별 전체 샘플의 10~15% 추가수집)

◦ 검증 완료된 데이터에 대해  SPSS 통계 패키지를 사용하여 통계처리

[그림Ⅱ-1] 자료 처리 및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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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러두기

◻ 기존 한식진흥원에서 진행했던 연도별 주요 조사 목록과 조사 수행 도시는 

아래와 같음

[표Ⅱ-5] 연도별 한식진흥원 용역현황

연도/
용역명 

2017 
글로
벌한
식조
사

홍보효과조사 산업조사 

2012 
한식

세계화
홍보
효과
조사

2013 
한식

세계화
홍보
효과
조사

2014
한식세
계화 

국내외 
종합
홍보

마케팅

2015
한식세
계화 
홍보
효과
조사

2010
유럽∙동
남아 및 
품목별 
시장
조사

2011
해외 

도시별 
정보
전략 
조사

2012
해외 

도시별 
정보
전략 
조사

2014 
해외

외식 및 
한식
산업
조사

2016 
글로벌
한식
외식 
산업
조사

도시

뉴욕
LA
북경
상해
동경
파리
런던

시드니
방콕

쿠알라
룸푸르

뉴욕
상해
런던

뉴욕
상해
파리
런던

뉴욕
상해
파리

뉴욕
북경
태국
파리

파리
상해
북경

방콕
시드니

쿠알라
룸푸르

뉴욕
LA
북경
상해
파리
런던
동경

시드니

뉴욕
LA
북경
상해
방콕
동경

도시 및 
샘플수
(도시별)

10개
도시

도시별 
600명

뉴욕
1,117명
상해

1,200명
런던

1,030명

도시별
1,000명

도시별
1,000명

도시별
1,000명

도시별 
500명

방콕 
703명
시드니 
700명

쿠알라
룸푸르
262명

도시별
500명

도시별
400명

* 기존 한식진흥원 용역의 조사 수행 지역은 2017년 조사 도시와 비교 가능한 도시만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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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표는 본 보고서의 주요 분석 콘텐츠별로 기존 용역결과에서 비교 가능한 

문항들을 정리한 결과임

◻ 연도별 문항별 시계열 분석 시, 측정문항이 상이한 경우, 주석 표기 함

◻ 연도별 문항별 시계열 분석 시, 측정방법(척도, 순위 등)이 상이한 경우, 주석 

표기 함

◦단, 측정방법을 서로 상이한 경우, 일대일 비교 가능한 지표는 리코드(Recode)하여 

  비교 분석함

◻ 전체 및 권역별 시계열 분석 시, 연도별로 도시가 상이한 경우, 주석 표기함

◻ 한식 인지도 및 한식 만족도는 홍보효과조사의 문항과 시계열 분석을 진행함

◦ 단, 권역별에서는 2010, 2011년 산업조사 자료에 해당 도시 있을 경우 추가 

  비교 제시함

◻ 한식당 지표 중, 방문경험여부, 방문의향, 추천의향은 홍보효과조사와 기본으로 

시계열 분석을 하였으며, 2010년, 2011년 산업조사 자료에 해당 도시 있을 경우 

추가 비교를 진행함

◻ 이외, 외식 주요지표는 산업조사를 바탕으로 비교 제시함



Ⅱ. 조사 개요

81

[표Ⅱ-6] 글로벌 한식 소비자 조사 분석을 위한 설문 문항 분석

문항
대분
류

문항
소분류

2017 
글로
벌한
식조
사

홍보효과조사 산업조사 
2012 
한식세
계화홍
보효과
조사

2013 
한식세
계화홍
보효과
조사

2014
한식세
계화 

국내외 
종합홍
보마케

팅

2015
한식세
계화 

홍보효
과조사

2010
유럽∙
동남아 

및 
품목별 
시장조

사

2011
해외 
도시별 
정보전

략 
조사

2012
해외 
도시별 
정보전

략 
조사

2014 
해외외
식 및 
한식산
업조사

2016 
글로벌
한식외

식 
산업조

사

한식
지표

한식
인지도 ◎ ◎ ◎ ◎ ◎

한식
만족도 ◎ ◎ ◎ ◎ ◎

외식
지표

외식빈도 ◎ ○ ○ ○ ○ ◎

업태별 
외식빈도 ◎ ○ ◎

1인당
외식지출

규모
◎ ◎

업태별
1인당

외식지출
규모 

◎ ◎

인지경로 ◎ ◎

방문목적 ◎ ◎

방문
동행인 ◎ ◎

KBF ◎ ◎

한식
당
지표

방문빈도 ◎ ◎ ◎ ◎

1인당
지출규모 ◎ ○ ○ ○ ◎

인지경로 ◎ ○

방문목적 ◎ ○ ○ ○ ◎

동행인 ◎ ○ ○ ○ ◎

방문업태 ◎ ○ ◎

만족도 ◎ ○ ○

KBF ◎ ○ ○ ◎

방문의향 ◎ ◎ ◎ ◎ ◎ ○ ○

추천의향 ◎ ○ ○

한국
문화 
및 
음식
관광 
외

한국문화
인지도 ◎ ◎

음식관광 
방한의향 ◎ ◎

음식관광 
희망활동 ◎ ○ ◎

SNS 
인지도 ◎ ◎

*◎: 문항 및 보기가 동일하여 직접 비교가 가능한 문항

**○: 문항은 동일하나, 보기 또는 응답 형태 등이 상이하여 직접 비교는 어려운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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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식 소비자 지표 

1) 한식 인지도

◻ 2017년 한식 인지도는 64.1%이며, 동남아시아 권역이 80.0%로 가장 높고, 

중국 75.0%, 미국 63.3%, 유럽/오세아니아 57.2%, 일본 32.8% 순임

◻ 도시별로는 쿠알라룸푸르가 82.2%로 가장 높고, 방콕(77.8%), 북경(76.2%), 

상해(73.8%) 등의 순임

◦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케이팝 외 드라마, 한식 등의 한류에 대한 관심이 

   지속 상승 중이며, 이러한 관심이 한식 인지도 향상에 영향을 미침

◻ 성별로는 남성이 65.3%로 여성(62.9%)보다 상대적으로 한식 인지도가 높음

◻ 연령별 한식 인지도는 30대가 70.8%로 가장 높고, 20대 63.7%, 40대 62.0%,

50대 이상이 57.7%임

◻ 학력별 한식 인지도는 대학원 졸업이 74.2%로 가장 높고, 대학교 졸업 65.3%, 

고졸 미만이 47.0%임

◻ 뉴욕, 북경, 상해는 2015년 대비 인지도가 하락한 반면, 파리, 방콕은 인지도가 

크게 상승함

◻ 방콕의 경우 2015년 대비 한식 인지도가 15.9%p 상승함

[그림Ⅲ- 1] 한식 인지도

*1점(전혀 알지 못한다), 2점(알지 못한다), 3점(별로 알지 못한다), 4점(보통이다),
5점(어느 정도 알고 있다), 6점(알고 있다), 7점(매우 잘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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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점] 사례수 비인지 보통 인지
평균

(7점 척도)

전체 (6,000) 23.0 12.9 64.1 4.64

전체(일본제외) (5,400) 21.4 11.0 67.6 4.72

권역

미국 (1,200) 28.8 8.0 63.3 4.52

중국 (1,200) 7.2 17.8 75.0 5.21

일본 (600) 37.0 30.2 32.8 3.86

유럽/오세아니아 (1,800) 34.1 8.7 57.2 4.21

동남아시아 (1,200) 9.3 10.7 80.0 5.20

도시

뉴욕 (600) 30.7 8.3 61.0 4.45

LA (600) 26.8 7.7 65.5 4.60

북경 (600) 6.2 17.7 76.2 5.31

상해 (600) 8.2 18.0 73.8 5.12

동경 (600) 37.0 30.2 32.8 3.86

방콕 (600) 11.2 11.0 77.8 5.07

쿠알라룸푸르 (600) 7.5 10.3 82.2 5.33

런던 (600) 37.7 10.7 51.7 4.03

파리 (600) 39.0 4.5 56.5 4.10

시드니 (600) 25.7 11.0 63.3 4.51

성별
남자 (3,016) 21.0 13.7 65.3 4.70

여자 (2,984) 25.0 12.1 62.9 4.57

연령

20대 (1,642) 24.6 11.7 63.7 4.62

30대 (1,687) 16.7 12.5 70.8 4.91

40대 (1,506) 24.0 14.0 62.0 4.58

50대 이상 (1,165) 28.4 13.9 57.7 4.33

최종
학력

고졸 미만 (1,066) 38.1 14.9 47.0 3.94

대졸 (3,575) 21.0 13.7 65.3 4.69

대학원 졸 (1,359) 16.3 9.4 74.2 5.05

[표 Ⅲ-1] 한식 인지도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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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한식 인지도
[단위: %, 점]

2017
글로벌한식 

소비자 
조사

2015
한식세계화
홍보효과

조사

2014
한식세계화
국내외종합
홍보마케팅

2013 
한식세계화
홍보효과

조사

2012 
한식세계화
홍보효과

조사

한식 인지도 
차이

(‘17-’15)

뉴욕
인지자 비율(%) 61.0 64.3 53.1 40.6 28.5 ▼-3.3

7점 척도 평균(점) 4.45 4.63 3.95 3.53 2.98 ▼-0.18

북경
인지자 비율(%) 76.2 81.2 - - - ▼-5.0

7점 척도 평균(점) 5.31 5.27 - - - ▲0.04

상해
인지자 비율(%) 73.8 - 81.3 81.9 70.9 ▼-7.5

7점 척도 평균(점) 5.12 - 5.29 5.29 4.92 ▼-0.17

파리
인지자 비율(%) 56.5 28.2 25.2 20.3 - ▲28.3

7점 척도 평균(점) 4.1 3.58 3.07 2.85 - ▲0.52

런던
인지자 비율(%) 51.7 - - 29 31.6 ▲22.7

7점 척도 평균(점) 4.03 - - 3.16 3.19 ▲0.87

방콕
인지자 비율(%) 77.8 61.9 - - - ▲15.9

7점 척도 평균(점) 5.07 4.79 - - - ▲0.28

[표 Ⅲ-2] 한식 인지도 시계열 분석 (도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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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식 만족도

◻ 한식 만족도는 83.2%로 비교적 높은 편임

◻ 권역별로는 동남아시아가 88.6%로 가장 높고 일본이 54.2%로 가장 낮음

◻ 도시별로는 파리가 89.9%로 가장 높고 쿠알라룸푸르(89.5%), 뉴욕(89.2%), 

LA(87.7%) 등의 순임

◻ 성별로는 여성이 84.6%로 남성(81.9%) 대비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30대가 86.5%로 가장 높고, 20대 84.2%, 40대 80.7%, 50대 이상이 

79.6%임

◻ 학력별로는 대학원 졸업이 86.8%로 가장 높고, 대학교 졸업 82.6%, 고졸 미만 

79.5%임 

◻ 2015년 대비 뉴욕(20.5%p), 상해(7.5%p) 한식 만족도가 상승했으며, 파리는 2014

년 대비 25.8%p 상승함

[그림Ⅲ- 2] 한식 만족도

*1점(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2점(만족하지 않는다), 3점(다소 만족하지 않는다), 4점(보통이다),
 5점(어느 정도 만족한다), 6점(만족한다), 7점(매우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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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점] 사례수 불만족 보통 만족
평균

(7점 척도)

전체 (4,621) 3.8 13.0 83.2 5.50

전체(일본제외) (4,243) 3.1 11.1 85.8 5.58

권역

미국 (855) 4.1 7.5 88.4 5.75

중국 (1,114) 3.2 15.0 81.8 5.44

일본 (378) 12.2 33.6 54.2 4.60

유럽/오세아니아 (1,186) 3.5 11.4 85.1 5.56

동남아시아 (1,088) 1.7 9.7 88.6 5.61

도시

뉴욕 (416) 4.3 6.5 89.2 5.74

LA (439) 3.9 8.4 87.7 5.77

북경 (563) 3.7 14.0 82.2 5.48

상해 (551) 2.7 16.0 81.3 5.40

동경 (378) 12.2 33.6 54.2 4.60

방콕 (533) 1.3 11.1 87.6 5.63

쿠알라룸푸르 (555) 2.0 8.5 89.5 5.58

런던 (374) 4.3 11.8 84.0 5.61

파리 (366) 2.2 7.9 89.9 5.69

시드니 (446) 4.0 13.9 82.1 5.42

성별
남자 (2,382) 4.4 13.7 81.9 5.46

여자 (2,239) 3.3 12.1 84.6 5.55

연령

20대 (1,238) 3.6 12.1 84.2 5.57

30대 (1,405) 3.4 10.1 86.5 5.59

40대 (1,144) 4.1 15.2 80.7 5.44

50대 이상 (834) 4.4 15.9 79.6 5.34

최종
학력

고졸 미만 (660) 4.8 15.6 79.5 5.39

대졸 (2,824) 4.0 13.4 82.6 5.47

대학원 졸 (1,137) 2.9 10.3 86.8 5.65

[표 Ⅲ-3] 한식 만족도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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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한식 만족도
[단위: %, 점]

2017
글로벌한식 

소비자 
조사

2015
한식세계화
홍보효과

조사

2014
한식세계화
국내외종합
홍보마케팅

2013 
한식세계화
홍보효과

조사

2012 
한식세계화
홍보효과

조사

한식 만족도 
차이

(‘17-’15)

뉴욕
만족도 비율(%) 89.2 68.7 58.7 48.3 34.5 ▲20.5

7점 척도 평균(점) 5.74 5.33 5.06 4.73 4.45 ▲0.41

북경
만족도 비율(%) 82.2 84.6 - - - ▼-2.4

7점 척도 평균(점) 5.48 5.48 - - - 0.0

상해
만족도 비율(%) 81.3 - 73.8 76.9 64.5 ▲7.5

7점 척도 평균(점) 5.4 - 5.16 5.26 5.1 ▲0.24

파리
만족도 비율(%) 89.9 64.1 52.9 45.8 - ▲25.8

7점 척도 평균(점) 5.69 4.86 4.75 4.58 - ▲0.83

런던
만족도 비율(%) 84.0 - - 39.7 41.7 ▲44.3

7점 척도 평균(점) 5.61 - - 4.6 4.72 ▲1.01

방콕
만족도 비율(%) 87.6 69.2 - - - ▲18.4

7점 척도 평균(점) 5.63 5.22 - - - ▲0.41

[표 Ⅲ-4] 한식 만족도 시계열 분석 (도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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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식 소비자 지표  

1) 외식 빈도 

◻ 전체 월평균 외식 빈도는 8.8회이며, 권역별로는 동남아시아가 13.4회로 가장 높고 

유럽/오세아니아가 6.4회로 가장 낮음

◻ 도시별로는 쿠알라룸푸르가 14.3회, 방콕 12.4회로 평균을 상회함

◻ LA는 8.9회, 뉴욕은 8.0회, 상해 8.4회, 북경 8.3회로 전체 평균과 유사한 수준임

◻ 반면, 시드니(6.9회), 파리(6.5회), 런던(5.8회)의 외식 빈도는 낮은 편임

◻ 뉴욕은 2016년 대비 외식 빈도가 증가한 반면, LA, 북경, 상해는 하락함

◻ 런던, 파리, 시드니의 월평균 외식 빈도는 2014년 대비 증가했으며, 

방콕은 2016년 대비 월평균 외식 빈도가 2.5회 증가함

사례수 평균 (회/월)

전체 (6,000) 8.8

권역

미국 (1,200) 8.4
중국 (1,200) 8.3
일본 (600) 8.3

유럽/오세아니아 (1,800) 6.4
동남아시아 (1,200) 13.4

도시

뉴욕 (600) 8.0
LA (600) 8.9
북경 (600) 8.3
상해 (600) 8.4
동경 (600) 8.3
방콕 (600) 12.4

쿠알라룸푸르 (600) 14.3
런던 (600) 5.8
파리 (600) 6.5
시드니 (600) 6.9

성별
남자 (3,016) 9.5
여자 (2,984) 8.1

연령

20대 (1,642) 9.3
30대 (1,687) 9.7
40대 (1,506) 8.6

50대 이상 (1,165) 6.9

최종
학력

고졸 미만 (1,066) 6.6
대졸 (3,575) 9.1

대학원 졸 (1,359) 9.6

[표 Ⅲ-5] 외식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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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단위: 회]

2017
글로벌한식
소비자 조사

2016
글로벌한식
외식산업

조사

2014 
해외외식 및
한식산업

조사

 외식 빈도 차이
(‘17-‘16)

뉴욕 12.4 8.1 5.7 ▲4.3

LA 8.9 8.2 5.3 ▲0.7

북경 8.3 11.3 4.0 ▼-3.0

상해 8.4 11.2 3.7 ▼-2.8

동경 8.3 7.7 2.7 ▲0.6

[표 Ⅲ-6] 월평균 외식 빈도 시계열 분석 (도시별) (1)

* 2014년 해외 외식 및 한식 산업 조사에서는 외식 빈도에 대한 범위로 질문. 월평균으로 리코드함

도시

[단위: 회]

2017
글로벌

한식소비자 
조사

2016
글로벌한식외

식산업
조사

2014 
해외외식및한

식산업
조사

2012
해외도시별정

보전략
조사

2011
해외도시별
정보전략

조사

외식 빈도 
차이

(‘17-‘16)

파리 6.5 - 3.4 - - ▲3.1

런던 5.8 - 3.5 - - ▲2.3

시드니 6.9 - 3.8 - - ▲3.1

방콕 12.4 9.9 - - 15.6 ▲2.5

쿠알라룸푸르 14.3 - - 15.3 - ▼-1.0

[표 Ⅲ-7] 외식 빈도 시계열 분석 (도시별) (2)

* 2011년 해외 도시별 정보 전략 조사에서는 주(week)를 기준으로 질문. 월평균으로 리코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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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태별 외식 빈도

◻ 업태별 월평균 외식 빈도는 일반식당 2.6회, 패스트푸드 2.1회, 테이크아웃 1.6회, 
고급식당 1.2회, 카페/바 1.0회임

◻ 권역별로는 일본의 일반식당(3.3회)에서의 외식 빈도가 높은 편이며, 동남아시아는 
일반식당(3.7회), 테이크아웃(2.4회), 고급식당(1.9회)에서의 빈도가 높음

◻ 도시별로는 방콕(3.2회), LA(2.6회), 북경(2.4회)은 패스트푸드에서의 외식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이외 도시들은 일반식당에서의 외식 빈도가 높게 나타남

◻ 성별로는 남자는 테이크아웃을 제외한 대부분 업태에서의 외식 빈도가 여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일반식당 (2.7회), 패스트푸드 (2.4회), 고급식당 (1.3회), 카페/바(1.1회)

◻ 연령별로는 30대가 대부분의 업태에서 외식 빈도가 가장 높은 편임◦ 일반식당 (2.7회), 패스트푸드 (2.3회), 테이크아웃(1.8회), 고급식당 (1.4회), 카페/바(1.2회)

◻ 학력별로는 대학원 졸업이 테이크아웃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태에서의 외식 빈도가 
높게 나타남 ◦ 일반식당 (2.8회), 패스트푸드 (2.2회), 고급식당 (1.6회), 카페/바(1.1회)

◻ 시계열 분석에서는 전년 대비 큰 차이는 없으나, 경기 불황 및 소비 심리 불안으로 
외식 빈도가 대체로 하락한 것으로 보임◦ 일반식당에서 뉴욕 0.5회, LA 0.5회, 북경 2.3회, 상해 1.6회, 동경 1.0회, 
   방콕 19.회 감소함◦ 반면, 뉴욕(1.3회), LA(1.4회), 동경(0.4회), 방콕(2.2회)에서 테이크아웃에서의   
   빈도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

[단위:회] 사례수 고급식당 일반식당 패스트푸드 카페/바 테이크아웃
전체 (6,000) 1.2 2.6 2.1 1.0 1.6

권역

미국 (1,200) 1.1 2.3 2.3 1.0 1.7
중국 (1,200) 1.3 2.3 2.3 0.8 1.5

일본 (600) 0.4 3.3 2.0 1.2 1.0
유럽/오세아니아 (1,800) 0.9 2.0 1.3 0.9 1.1

동남아시아 (1,200) 1.9 3.7 3.1 1.4 2.4

도시

뉴욕 (600) 1.2 2.3 2.0 0.9 1.6

LA (600) 1.0 2.4 2.6 1.0 1.8
북경 (600) 1.4 2.2 2.4 0.7 1.5

상해 (600) 1.2 2.4 2.3 0.8 1.6
동경 (600) 0.4 3.3 2.0 1.2 1.0

방콕 (600) 2.5 2.8 3.2 0.9 2.2
쿠알라룸푸르 (600) 1.4 4.5 3.0 1.8 2.6

런던 (600) 0.9 1.7 1.2 0.9 1.1
파리 (600) 1.0 2.1 1.5 0.8 1.0

시드니 (600) 0.8 2.3 1.3 1.2 1.3

성별
남자 (3,016) 1.3 2.7 2.4 1.1 1.6

여자 (2,984) 1.0 2.4 1.9 1.0 1.6

연령

20대 (1,642) 1.3 2.6 2.3 1.2 1.7

30대 (1,687) 1.4 2.7 2.3 1.2 1.8
40대 (1,506) 1.0 2.6 2.2 0.9 1.4

50대 이상 (1,165) 0.9 2.5 1.6 0.7 1.2

최종
학력

고졸 미만 (1,066) 0.7 1.8 1.8 0.7 1.3

대졸 (3,575) 1.1 2.7 2.2 1.1 1.7
대학원 졸 (1,359) 1.6 2.8 2.2 1.1 1.5

[표 Ⅲ-8] 업태별 외식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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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단위:회]

업태별
2017

글로벌 한식
소비자 조사

2016
글로벌한식

외식산업 조사

 업태별 
외식 빈도 차이
(‘17-‘16)

뉴욕

고급식당 1.2 1.5 ▼-0.3
일반식당 2.3 2.6 ▼-0.3

패스트푸드 2.0 2.5 ▼-0.5
카페/바 (기타) 0.9 1.2 ▼-0.3
테이크아웃 1.6 0.3 ▲ 1.3

LA

고급식당 1.0 1.1 ▼-0.1
일반식당 2.4 2.9 ▼-0.5

패스트푸드 2.6 2.8 ▼-0.2
카페/바 (기타) 1.0 1.1 ▼-0.1
테이크아웃 1.8 0.4 ▲1.4

북경

고급식당 1.4 1.5 ▼-0.1
일반식당 2.2 4.5 ▼-2.3

패스트푸드 2.4 3.7 ▼-1.3
카페/바 (기타) 0.7 1.3 ▼-0.6
테이크아웃 1.5 - -

상해

고급식당 1.2 1.8 ▼-0.6
일반식당 2.4 4.0 ▼-1.6

패스트푸드 2.3 3.2 ▼-0.9
카페/바 (기타) 0.8 1.5 ▼-0.7
테이크아웃 1.6 - -

동경

고급식당 1.0 0.3 ▲ 0.7
일반식당 2.0 3.0 ▼-1.0

패스트푸드 3.3 2.2 ▲ 1.1
카페/바 (기타) 1.2 0.9 ▲ 0.3
테이크아웃 0.4 - ▲ 0.4

방콕

고급식당 2.5 1.6 ▲0.9
일반식당 2.8 4.7 ▼-1.9

패스트푸드 3.2 2.5 ▲0.7
카페/바 (기타) 0.9 0.8 ▲0.1
테이크아웃 2.2 - -

[표 Ⅲ-9] 업태별 월평균 외식 빈도 시계열 분석 (도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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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인당 외식 지출 금액

◻ 도시별 1회 평균 외식 비용은 뉴욕 51.4달러(한화 약 5만 7천원*), LA 42.4달러 

(한화 약 4만 7천원), 북경 130.3위안(한화 약 2만 1천원), 상해 142.7위안

(한화 약 2만 3천원, 일본 2,357.6엔(한화 약 2만 3천원)임

◻ 태국 507.2바트(한화 약 1만 7천원), 쿠알라룸푸르 75.9링깃(한화 약 2만원), 

영국 34.5파운드(약 5만원), 프랑스 26.9유로(약 3만 4천원), 시드니 54.3호주 

달러(한화 약 4만 5천원)임

◻ 방콕은 전년 대비 외식 빈도(일반식당 제외)는 증가, 1인당 외식 지출 금액은 

소폭 감소함

◦2016년과의 차이는 0.9 US달러(한화 약 1,000원)로 금액 변화는 거의 없는 것

으로 볼 수 있음

국가
미국
[USD]

중국
[CNY]

일본
[JPY]

프랑스
[EUR]

영국
[GBP]

호주
[AUD]

태국
[THB]

말레이
시아
[MYR]

US달러 46.9 20.6 21.0 20.4 46.1 41.2 15.5 18.6

현지화 - 136.5 2,357.6 26.9 34.5 54.3 507.2 75.9

도시 뉴욕 LA 북경 상해 동경 파리 런던 시드니 방콕
쿠알라
룸푸르

사례수 (N=600) (N=600) (N=600) (N=600) (N=600) (N=600) (N=600) (N=600) (N=600) (N=600)

US달러 51.4 42.4 19.7 21.5 21.0 20.4 46.1 41.2 15.5 18.6

현지화 - - 130.3 142.7 2,357.6 26.9 34.5 54.3 507.2 75.9

[표 Ⅲ-10] 1 인당 외식 지출 금액 (도시별)

* 환율 기준일: 2017년 12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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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수
미국
[USD]

중국
[CNY]

일본
[JPY]

영국
[GBP]

프랑스
[EUR]

호주
[AUD]

태국
[THB]

말레이
시아
[MYR]

성별
남자 (3,016) 49.2 129.4 2,180.2 39.1 29.1 56.6 528.7 79.3

여자 (2,984) 44.6 143.9 2,546.0 29.7 24.8 52.1 486.2 72.1

연령

20대 (1,642) 41.2 142.4 2,242.5 33.1 23.5 47.5 523.7 66.8

30대 (1,687) 58.7 138.5 2,347.3 40.4 28.2 57.7 474.6 73.9

40대 (1,506) 45.6 136.3 2,084.5 31.7 26.4 56.7 521.8 81.3

50대 이상 (1,165) 39.7 125.9 2,882.6 30.2 30.0 54.1 517.4 93.5

최종
학력

고졸 미만 (1,066) 39.6 120.8 1,932.0 28.9 22.7 51.6 460.8 70.9

대졸 (3,575) 48.9 125.0 2,316.0 34.8 25.5 51.4 506.6 72.6

대학원 졸 (1,359) 50.2 167.3 3,183.0 41.2 31.1 60.9 528.5 96.8

[표 Ⅲ-11] 1 인당 외식 지출 금액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단위:US달러]
2017

글로벌한식
소비자 조사

2016
글로벌한식
외식산업
조사

 외식 지출 금액 차이
(‘17-‘16)

뉴욕 51.4 48.8 ▲2.5

LA 42.4 35.1 ▲7.3

북경
19.7

(130.3 CNY)
17.6

(116.8 CNY)
▲2.1

(▲13.5 CNY)

상해
21.5

(142.7 CNY)
21.4

(142.0 CNY)
▲0.1

(▲0.7 CNY)

동경
21.0

(2,357.6 JPY)
19.0

(2,134.8 JPY)
▲2.0

(▲222.8 JPY)

방콕
15.5

(507.2 THB)
16.4

(537.4 THB)
▼-0.9

(▼-30.2 THB)

[표 Ⅲ-12] 1 인당 외식 지출 금액 시계열 분석 (도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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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업태별 1인당 외식 지출 금액

◻ 업태별 1인당 외식 지출 금액은 고급식당에서의 지출액이 가장 높고, 패스트

푸드 및 테이크아웃에서의 지출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음

◻ 고급식당에서의 1인당 외식 지출 금액은 방콕을 제외한 대부분의 도시에서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뉴욕(42.1달러), LA(45.0달러), 북경(61.6위안), 상해(69.7위안), 동경(4,610엔)

   증가함

◻ 일반식당에서의 1인당 외식 지출 금액은 2016년 대비 대부분의 도시에서 

증가함

◦ 뉴욕(25.8달러), LA(23.5달러), 북경(24.1위안), 상해(39.5위안), 동경(682.3엔),   

   방콕 (109.0바트) 증가함

◻ 패스트푸드에서의 1인당 외식 지출 금액은 뉴욕, LA, 상해, 동경은 증가한 반면, 

북경, 방콕은 감소함

◦ 뉴욕(9.0달러), LA(15.1달러), 상해(6.4위안), 동경(214.4엔) 증가함

◦ 북경(6.6위안)과 방콕(9.6바트)은 감소함

◻ 카페/바에서의 1인당 외식 지출 금액은 뉴욕, LA, 상해에서는 증가, 북경, 방콕

에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뉴욕(2.5달러), LA(3.7달러), 상해(3.8위안) 증가

◦ 북경(0.4위안), 방콕(79.5바트) 감소함

도시 
뉴욕
[USD]

LA
[USD]

북경
[CNY]

상해
[CNY]

동경
[JPY]

파리
[EUR]

런던
[GBP]

시드니
[AUD]

방콕
[THB]

쿠알라
룸푸르
[MYR]

US달러 51.4 42.4 19.7 21.5 21.0 20.4 46.1 41.2 15.5 18.6

현지화 - - 130.3 142.7 2357.6 26.9 34.5 54.3 507.2 75.9

업태별

고급식당 100.8 94.1
42.0

(278.3)
49.2

(325.7)
87.8

(9,855.7)
65.7
(55.60

84.8
(63.4)

83.2
(109.6)

23.9
(779.8)

40.0
(163.0)

일반식당 56.6 48.4
15.8

(105.1)
19.3

(128.1)
22.7

(2,549.5)
32.0
(27.1)

50.1
(37.5)

41.7
(55.0)

15.6
(469.5)

17.9
(73.2)

패스트푸드 32.9 28.0
6.9

(46.2)
8.71
(57.6)

8.1
(913.2)

17.6
(14.9)

33.8
(25.4)

32.6
(43.0)

9.21
(277.0)

12.2
(49.9)

카페/바 38.9 29.6
18.5

(123.0)
21.3

(141.2)
15.0

(1,683.4)
23.9
(20.3)

30.9
(23.1)

30.0
(39.6)

22.3
(671.1)

16.7
(68.3)

테이크아웃 33.3 27.8
6.47
(42.8)

7.9
(52.8)

8.6
(967.5)

20.3
(17.2)

33.5
(25.1)

25.8
(34.0)

10.5
(318.1)

10.1
(41.5)

[표 Ⅲ-13] 업태별 1 인당 외식 지출 금액 (도시별)

* 괄호 안은 현지 화폐 기준



2017년 글로벌 한식 소비자 조사

98

도시

[단위:도시
별 화폐]

업태별
2017

글로벌한식
소비자 조사

2016
글로벌한식
외식산업
조사

업태별
외식 지출 금액 차이

(‘17-‘16)

뉴욕
(USD)

고급식당 100.8 58.7 ▲42.1

일반식당 56.6 30.8 ▲25.8

패스트푸드 32.9 23.9 ▲9.0

카페/바 (기타) 38.9 36.4 ▲2.5

테이크아웃 33.3 - -

LA
(USD)

고급식당 94.1 49.1 ▲45.0

일반식당 48.4 24.9 ▲23.5

패스트푸드 28.0 12.9 ▲15.1

카페/바 (기타) 29.6 25.9 ▲3.7

테이크아웃 27.8 - -

북경
(CNY)

고급식당 278.3 216.7 ▲61.6

일반식당 105.1 81.0 ▲24.1

패스트푸드 46.2 52.8 ▼-6.6

카페/바 (기타) 123.0 123.4 ▼-0.4

테이크아웃 42.8 - -

상해
(CNY)

고급식당 325.7 256.0 ▲69.7

일반식당 128.1 88.6 ▲39.5

패스트푸드 57.6 51.2 ▲6.4

카페/바 (기타) 141.2 137.4 ▲3.8

테이크아웃 52.8 - -

동경
(JPY)

고급식당 9,855.7 5,245.7 ▲4,610

일반식당 2,549.5 1,867.2 ▲682.3

패스트푸드 913.2 698.8 ▲214.4

카페/바 (기타) 1,683.4 - -

테이크아웃 967.5 1,395.6 ▼-428.1

방콕
(THB)

고급식당 779.8 834.2 ▼-54.4

일반식당 469.5 360.5 ▲109.0

패스트푸드 277 286.6 ▼-9.6

카페/바 (기타) 671.1 750.6 ▼-79.5

테이크아웃 318.1 - -

[표 Ⅲ-14] 업태별 1 인당 외식 지출 금액 시계열 분석 (도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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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식당 인지 경로

◻ 외식당에 대한 정보는 주로 가족/친지/지인 추천(79.7%)을 통해 얻는 비율이 

가장 높고, 레스토랑 소개 전문 웹사이트(64.5%), 레스토랑 프로모션/행사(52.5%) 

등의 순임

◻ 모든 권역에서 가족/친지/지인추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성별에서는 남자가 레스토랑 프로모션/행사, TV, 라디오, 잡지 등 대중 매체에서

의 비율이 여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 연령별로는 20대에서는 블로그/SNS, 40대 이상은 가족/친지/지인 추천 및 

TV/라디오/잡지 등 대중 매체를 통해 정보를 얻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에서 블로그/SNS를 통해 정보를 얻는 비율이 높은 편임 

◻ 뉴욕, LA, 상해, 동경은 가족/친지/지인 추천 비율이 2016년 대비 증가한 반면, 

북경, 방콕에서는 소폭 하락함

◻ LA, 북경, 상해, 동경, 방콕은 레스토랑 소개 전문 웹사이트를 통한 정보 획득 

비율이 2016년 대비 크게 상승함

[그림Ⅲ- 3] 외식당 인지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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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복수응답%] 사례수
가족/친지

/지인 
추천

레스토랑 
소개 전문 
웹사이트

레스토랑 
프로모션/

행사

블로그/
SNS

TV, 
라디오, 
잡지 등 
대중 매체

기타

전체 (,6000) 79.7 64.5 52.5 47.9 43.0 3.3

권역

미국 (1,200) 83.4 62.1 51.4 48.7 43.3 2.8

중국 (1,200) 80.6 68.5 61.5 49.5 30.6 0.7

일본 (600) 71.7 75.7 20.5 49.3 56.3 7.0

유럽/
오세아니아

(1,800) 82.1 68.2 51.7 45.0 38.6 5.2

동남아시아 (1,200) 75.3 51.8 61.7 68.3 35.9 1.8

도시

뉴욕 (600) 83.8 62.8 48.8 52.8 41.0 2.5

LA (600) 83.0 61.3 54.0 44.5 45.7 3.0

북경 (600) 81.5 68.2 62.8 29.3 48.5 0.3

상해 (600) 79.7 68.8 60.2 31.8 50.5 1.0

동경 (600) 71.7 75.7 20.5 49.3 56.3 7.0

방콕 (600) 71.5 59.7 59.7 67.7 35.2 1.2

쿠알라룸푸르 (600) 79.0 44.0 63.7 68.8 36.7 2.3

런던 (600) 79.3 66.0 57.5 45.8 38.7 4.3

파리 (600) 85.0 73.3 42.8 42.0 39.7 5.8

시드니 (600) 82.0 65.2 54.8 47.2 37.5 5.5

성별
남자 (3,016) 76.9 64.2 53.1 47.3 45.1 3.0

여자 (2,984) 82.4 64.8 51.8 48.6 40.8 3.6

연령

20대 (1,642) 77.5 61.4 50.2 57.9 41.4 2.1

30대 (1,687) 77.1 66.0 52.6 54.5 39.9 1.9

40대 (1,506) 80.1 66.4 53.1 43.8 45.0 3.6

50대 이상 (1,165) 85.8 64.2 54.7 29.7 47.0 6.7

최종
학력

고졸 미만 (1,066) 81.6 59.4 53.4 45.6 43.3 5.3

대졸 (3,575) 80.4 64.2 52.6 48.4 43.2 3.0

대학원 졸 (1,359) 76.1 69.4 51.5 48.6 42.1 2.5

[표 Ⅲ-15] 외식당 인지 경로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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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복수응답%]

　인지 경로

2017
글로벌

한식소비자 
조사

2016
글로벌한식
외식산업
조사

2014 
해외외식 및
한식산업

조사

외식당 인지 
경로 차이
(‘17-‘16)

뉴욕

가족/친지/지인 추천 83.8 68.7 36.6 ▲15.1

레스토랑 프로모션/행사 62.8 46.3 11.0 ▲16.5

블로그/SNS 52.8 29.4 5.8 ▲23.4

TV/라디오/잡지 대중 매체 48.8 - - -

레스토랑 소개 전문 웹사이트 41.0 41.4 8.4 ▼-0.4

기타 2.5 - 10.4 -

LA

가족/친지/지인 추천 83.0 73.9 61.2 ▲9.1

레스토랑 프로모션/행사 61.3 53.9 8.6 ▲7.4

TV/라디오/잡지 대중 매체 54.0 - - -

레스토랑 소개 전문 웹사이트 45.7 34.4 11.4 ▲11.3

블로그/SNS 44.5 25.9 9.0 ▲18.6

기타 3.0 - 7.0 -

북경

가족/친지/지인 추천 81.5 82.1 - ▼-0.6

레스토랑 소개 전문 웹사이트 68.2 47.5 - ▲20.7

레스토랑 프로모션/행사 62.8 - - -

TV/라디오/잡지 대중 매체 48.5 37.3 - ▲11.2

블로그/SNS 29.3 29.4 - ▼-0.1

기타 1.2 - - -

상해

가족/친지/지인 추천 79.7 79.2 - ▲0.5

레스토랑 소개 전문 웹사이트 68.8 52.2 - ▲16.6

레스토랑 프로모션/행사 60.2 - - -

TV/라디오/잡지 대중 매체 50.5 32.2 - ▲18.3

블로그/SNS 31.8 30.5 - ▲1.3

기타 - - - -

동경

가족/친지/지인 추천 75.7 36.1 32.0 ▲39.6

블로그/SNS 71.7 18.6 5.6 ▲53.1

레스토랑 프로모션/행사 56.3 - - -

레스토랑 소개 전문 웹사이트 49.3 41.5 24.8 ▲7.8

TV/라디오/잡지 대중 매체 20.5 22.3 8.6 ▼-1.8

기타 7.0 - - -

방콕

가족/친지/지인 추천 71.5 75.2 - ▼-3.7

블로그/SNS 67.7 59.4 - ▲8.3

레스토랑 프로모션/행사 59.7 - - -

레스토랑 소개 전문 웹사이트 59.7 42.8 - ▲16.9

TV/라디오/잡지 대중 매체 35.2 53.6 - ▼-18.4

기타 1.2 - - -

[표 Ⅲ-16] 외식당 인지 경로 시계열 분석 (도시별)

* 2016년 글로벌한식 외식 산업조사는 기타가 2개 이상으로 구분되어 직접 비교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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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업태별 방문 행태 

가. 방문 목적

◻ 일상적인 식사를 위해 식당을 방문하는 비율이 72.4%로 가장 높고, 사적인 모임 

21.9%, 공식적인 모임 5.7%임

◻ 권역별로도 업태별 관계없이 일상적인 목적으로 식당을 찾는 비율이 가장 높음

◻ 2016년 대비, 일상적인 식사 비율이 뉴욕은 모든 업태에서 증가, LA는 패스트푸드를 

제외한 업태에서 증가, 북경은 고급식당, 패스트푸드에서 증가, 상해는 카페/바를 

제외한 업태에서 증가함. 동경은 고급식당에서만 일상적인 식사 비율이 증가했으며, 

방콕은 고급식당과 카페/바에서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Ⅲ- 4] 업태별 방문 행태 - 방문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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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고급식당 일반식당 패스트푸드 카페/바 테이크아웃

일상
적식
사

사적
인 

모임

공식
적인
모임

일상
적식
사

사적
인 
모임

공식
적인
모임

일상
적식
사

사적
인 
모임

공식
적인
모임

일상
적식
사

사적
인 
모임

공식
적인
모임

일상
적식
사

사적
인 

모임

공식
적인
모임

전체 52.8 33.1 14.0 74.3 23.1 2.6 85.4 12.3 2.3 58.7 31.9 9.4 85.0 11.9 3.1

권역

미국 73.4 13.5 13.1 88.4 8.8 2.9 90.6 5.7 3.7 81.8 12.4 5.8 91.3 5.5 3.2

중국 32.6 53.4 14.1 62.4 37.0 0.7 89.2 10.0 0.8 17.3 76.2 6.5 91.2 7.5 1.3

일본 36.1 55.7 8.2 68.7 29.6 1.7 86.2 13.2 0.6 58.1 39.8 2.2 92.8 4.4 2.8

유럽/
오세아
니아

55.1 35.4 9.5 74.4 23.2 2.5 84.0 13.4 2.6 73.7 20.6 5.7 82.3 14.1 3.6

동남아
시아

57.4 21.2 21.4 76.0 19.0 5.0 76.8 20.5 2.7 53.2 22.7 24.0 74.4 21.6 4.0

도시

뉴욕 73.3 11.1 15.5 87.3 9.4 3.3 89.4 6.2 4.5 82.0 11.5 6.5 90.3 6.1 3.5

LA 73.5 15.8 10.7 89.5 8.1 2.4 91.7 5.2 3.1 81.6 13.2 5.2 92.3 4.8 2.9

북경 34.2 52.1 13.7 59.5 39.8 0.7 89.7 9.5 0.8 18.1 74.4 7.5 90.9 8.3 0.8

상해 30.8 54.8 14.4 65.0 34.4 0.7 88.8 10.5 0.8 16.7 77.8 5.6 91.5 6.7 1.8

동경 36.1 55.7 8.2 68.7 29.6 1.7 86.2 13.2 0.6 58.1 39.8 2.2 92.8 4.4 2.8

방콕 57.5 16.5 26.0 67.6 24.3 8.1 64.6 32.6 2.8 38.0 21.6 40.4 56.1 37.9 6.1

쿠알라
룸푸르

57.3 28.1 14.6 83.2 14.5 2.3 89.7 7.6 2.6 65.7 23.6 10.6 90.3 7.5 2.2

런던 69.7 22.0 8.3 85.7 11.4 2.8 88.0 7.9 4.1 78.4 14.6 7.1 80.6 14.5 4.8

파리 31.3 60.3 8.4 50.1 48.1 1.8 77.2 21.6 1.1 51.5 39.2 9.3 79.1 17.5 3.4

시드니 65.3 22.8 11.9 87.2 10.0 2.8 87.5 9.9 2.6 86.3 12.2 1.5 86.6 11.0 2.4

성별
남자 54.1 32.8 13.0 73.4 23.7 2.9 84.5 13.0 2.5 56.4 34.4 9.2 84.1 12.3 3.6

여자 51.3 33.4 15.2 75.2 22.6 2.2 86.3 11.6 2.1 61.0 29.5 9.5 85.9 11.5 2.6

연령

20대 56.9 31.0 12.1 74.5 22.7 2.9 84.5 13.6 2.0 54.7 34.3 11.1 82.4 14.3 3.3

30대 53.4 29.6 16.9 75.3 21.7 3.0 83.6 13.3 3.1 60.6 30.9 8.5 84.2 11.7 4.1

40대 50.9 35.7 13.4 73.9 24.0 2.2 86.0 11.9 2.1 62.1 29.2 8.7 85.7 11.3 2.9

50대 
이상

47.7 39.3 13.0 73.3 24.7 2.0 89.0 9.2 1.8 57.8 33.4 8.7 90.6 8.5 0.9

최종
학력

고졸 
미만

59.7 27.5 12.7 80.5 17.0 2.6 88.5 9.2 2.3 69.6 21.2 9.2 85.7 10.3 4.0

대졸 52.7 32.2 15.2 74.7 22.9 2.5 86.0 11.7 2.3 57.7 32.6 9.8 86.2 11.0 2.8

대학원 
졸

50.2 37.4 12.4 69.2 28.0 2.8 81.1 16.8 2.1 54.8 36.6 8.6 81.1 15.6 3.3

[표 Ⅲ-17] 업태별 방문 행태 - 방문 목적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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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업태 목적

2017
글로벌

한식소비자 
조사

2016
글로벌한식
외식산업

조사

외식당 방문 목적 
차이

(‘17-‘16)

뉴욕

고급식당

일상적인 식사 73.3 53.1 ▲20.2

사적인 모임 11.1 37.2 ▼-26.1
공식적인 모임 15.5 9.7 ▲5.8

일반식당
일상적인 식사 87.3 82.2 ▲5.1
사적인 모임 9.4 14.6 ▼-5.2

공식적인 모임 3.3 3.2 ▲0.1

패스트푸드

일상적인 식사 89.4 94.7 ▼-5.3

사적인 모임 6.2 4.3 ▲1.9
공식적인 모임 4.5 1.0 ▲3.5

카페/바
일상적인 식사 82.0 65.7 ▲16.3
사적인 모임 11.5 26.5 ▼-15.0

공식적인 모임 6.5 7.7 ▼-1.2

LA

고급식당

일상적인 식사 73.5 55.7 ▲17.8

사적인 모임 15.8 37.3 ▼-21.5
공식적인 모임 10.7 7.0 ▲3.7

일반식당
일상적인 식사 89.5 84.4 ▲5.1
사적인 모임 8.1 14.6 ▼-6.5

공식적인 모임 2.4 1.1 ▲1.3

패스트푸드

일상적인 식사 91.7 93.6 ▼-1.9

사적인 모임 5.2 6.4 ▼-1.2
공식적인 모임 3.1 - -

카페/바
일상적인 식사 81.6 66.0 ▲15.6
사적인 모임 13.2 28.4 ▼-15.2

공식적인 모임 5.2 5.5 ▼-0.3

북경

고급식당

일상적인 식사 32.6 16.6 ▲16.0

사적인 모임 53.4 44.9 ▲8.5
공식적인 모임 14.1 38.5 ▼-24.4

일반식당
일상적인 식사 62.4 64.7 ▼-2.3
사적인 모임 37.0 33.9 ▲3.1

공식적인 모임 0.7 1.4 ▼-0.7

패스트푸드

일상적인 식사 89.2 80.9 ▲8.3

사적인 모임 10.0 19.1 ▼-9.1
공식적인 모임 0.8 - ▲0.8

카페/바
일상적인 식사 17.3 30.1 ▼-12.8
사적인 모임 76.2 57.2 ▲19.0

공식적인 모임 6.5 12.7 ▼-6.2

상해

고급식당

일상적인 식사 30.8 14.6 ▲16.2

사적인 모임 54.8 49.3 ▲5.5
공식적인 모임 14.4 36.1 ▼-21.7

일반식당
일상적인 식사 65.0 59.5 ▲5.5
사적인 모임 34.4 36.8 ▼-2.4

공식적인 모임 0.7 3.7 ▼-3.0

패스트푸드

일상적인 식사 88.8 77.1 ▲11.7

사적인 모임 10.5 19.7 ▼-9.2
공식적인 모임 0.8 6.1 ▼-5.3

카페/바
일상적인 식사 16.7 22.6 ▼-5.9
사적인 모임 77.8 71.4 ▲6.4

공식적인 모임 5.6 6.1 ▼-0.5

[표 Ⅲ-18] 업태별 방문 행태-방문 목적 시계열 분석 (도시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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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업태 목적
2017
글로벌

한식소비자 조사

2016
글로벌한식외식산업

조사

외식당 방문 목적 
차이

(‘17-‘16)

동경

고급식당

일상적인 식사 36.1 26.8 ▲9.3

사적인 모임 55.7 65.2 ▼-9.5
공식적인 모임 8.2 8.0 ▲0.2

일반식당
일상적인 식사 68.7 71.9 ▼-3.2
사적인 모임 29.6 27.4 ▲2.2

공식적인 모임 1.7 0.7 ▲1.0

패스트푸드

일상적인 식사 86.2 86.9 ▼-0.7

사적인 모임 13.2 13.1 ▲0.1
공식적인 모임 0.6 - ▲0.6

카페/바
일상적인 식사 58.1 69.6 ▼-11.5
사적인 모임 39.8 30.4 ▲9.4

공식적인 모임 2.2 - ▲2.2

방콕

고급식당

일상적인 식사 57.5 51.1 ▲6.4

사적인 모임 16.5 37.8 ▼-21.3
공식적인 모임 26.0 11.1 ▲14.9

일반식당

일상적인 식사 67.6 83.1 ▼-15.5
사적인 모임 24.3 14.9 ▲9.4

공식적인 모임 8.1 2.0 ▲6.1

패스트푸드

일상적인 식사 64.6 82.9 ▼-18.3
사적인 모임 32.6 14.2 ▲18.4

공식적인 모임 2.8 2.9 ▼-0.1

카페/바

일상적인 식사 38.0 16.0 ▲22

사적인 모임 21.6 78.8 ▼-57.2
공식적인 모임 40.4 5.2 ▲35.2

[표 Ⅲ-19] 업태별 방문 행태-방문 목적 시계열 분석 (도시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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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방문 시 동행인

◻ 일상적인 식사를 위해 식당에 방문하는 경우, 업태와 관계없이 가족과 동행하는 비율
(고급식당 62.7%, 일반식당 56.8%, 패스트푸드 39.0%, 카페/바 34.3%, 테이크아웃 
44.1%)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사적인 모임으로 연인 또는 가족과의 동행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공식적인 모임은 직장 동료, 상사와 동행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권역별로는 미국은 고급식당(54.4%), 패스트푸드(36.4%), 카페/바(33.3%)를 연인과 
동행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며, 대부분의 업태를 친구와 동행하는 비율이 높은 편임

◻ 일본은 일상적 식사를 혼자 하는 비율(고급식당 31.4%, 일반식당 28.3%, 패스트푸드 
62.6%, 카페/바 53.7%, 테이크아웃 62.3%)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업태
[단위:%]

목적

일상적 식사 사적인 모임 공식적인 모임

혼자 가족 친구
직장 
동료

기타 연인 가족 친구 기타
직장  
동료/
상사

고객 기타

고급
식당

전체 10.8 62.7 21.2 3.1 2.3 29.9 39.0 30.6 0.5 43.8 32.0 24.2

미국 13.0 61.7 22.0 0.9 2.3 54.4 35.4 8.9 1.3 29.9 14.3 55.8
중국 12.8 52.4 30.0 4.4 0.4 16.1 31.5 52.4 - 41.7 56.5 1.9

일본 31.4 45.7 14.3 2.9 5.7 24.1 40.7 35.2 - 62.5 37.5 -
유럽/

오세아니아
10.1 63.1 20.1 3.6 3.1 46.4 39.2 13.7 0.7 31.7 39.0 29.3

동남아시아 3.5 41.0 9.4 2.3 1.2 4.9 12.9 3.1 0.3 12.5 4.1 4.8

일반
식당

전체 13.3 56.8 23.5 4.7 1.7 19.3 38.4 41.4 0.9 53.2 26.1 20.7

미국 10.6 60.4 25.2 1.5 2.3 37.0 39.7 20.5 2.7 33.3 37.5 29.2
중국 20.2 40.4 30.4 8.9 0.2 10.4 28.8 60.7 - 83.3 16.7 -

일본 28.3 52.0 12.5 5.9 1.2 15.2 21.7 62.3 0.7 50.0 37.5 12.5
유럽/

오세아니아
8.5 62.1 22.6 4.0 2.8 29.2 48.7 22.1 - 39.4 27.3 33.3

동남아시아 8.1 46.3 17.0 4.1 0.5 2.5 9.9 5.8 0.7 3.6 0.9 0.5

패스트
푸드

전체 37.3 39.0 15.5 7.3 0.9 15.6 45.7 35.5 3.2 57.3 31.7 11.0
미국 30.9 49.8 16.3 1.4 1.6 36.4 43.2 18.2 2.3 48.3 31.0 20.7

중국 52.0 16.6 13.7 17.6 0.1 5.2 37.7 57.1 - 50.0 50.0 -
일본 62.6 31.0 4.3 2.1 - - 39.5 55.8 4.7 - 100.0 -

유럽/
오세아니아

26.0 49.1 17.8 5.8 1.2 19.4 58.2 22.4 - 57.7 34.6 7.7

동남아시아 24.2 32.0 14.8 5.1 0.7 3.3 8.4 7.3 1.6 2.1 0.4 0.1

카페/바

전체 27.2 34.3 31.2 5.9 1.4 21.2 20.3 57.0 1.5 62.2 30.1 7.7

미국 31.2 32.0 31.5 3.6 1.8 33.3 37.3 25.5 3.9 50.0 33.3 16.7
중국 34.7 22.7 34.7 8.0 - 19.1 8.8 72.1 - 39.3 60.7 -

일본 53.7 21.3 21.3 1.9 1.9 13.5 13.5 68.9 4.1 50.0 50.0 -
유럽/

오세아니아
25.9 35.7 28.5 8.5 1.5 21.9 37.7 37.7 2.6 59.5 33.3 7.1

동남아시아 5.8 23.2 21.4 2.4 0.4 6.1 6.3 10.0 0.4 17.3 4.8 1.9

테이크
아웃

전체 41.4 44.1 8.1 5.5 0.9 19.0 59.3 18.7 3.1 50.6 36.5 12.9

미국 32.5 53.4 10.2 2.1 1.8 23.5 58.8 14.7 2.9 55.0 25.0 20.0
중국 60.7 18.4 5.7 15.0 0.2 5.0 37.5 57.5 - 71.4 28.6 -

일본 62.3 31.7 2.4 2.4 1.2 25.0 50.0 25.0 - 40.0 60.0 -
유럽/

오세아니아
31.5 51.7 10.9 4.6 1.2 27.8 53.0 17.4 1.7 48.3 41.4 10.3

동남아시아 28.6 39.8 4.3 1.5 0.2 3.0 15.6 1.8 1.2 1.8 1.5 0.7

[표 Ⅲ-20] 업태별 방문 행태 - 방문 동행인



Ⅲ. 소비자 조사 결과

107

업태
[단위:%]

목적 동행인
2017
글로벌

한식소비자 조사

2016
글로벌한식

외식산업 조사

외식당 방문 
동행인 차이
(‘17-‘16)

고급
식당

일상적인  
식사 

혼자 14.7 12.8 ▲1.9
가족 59.9 66.1 ▼-6.2

친구 21.7 19.2 ▲2.5
직장 동료 0.9 1.2 ▼-0.3

기타 2.8 0.7 ▲2.1

사적인 
모임 

연인 45.5 51.4 ▼-5.9

가족 42.4 39.5 ▲2.9
친구 12.1 8.1 ▲4.0

기타 - 1.0 ▼-1.0

공식적인 
모임

직장 동료 23.9 57.0 ▼-33.1

고객 19.6 43.0 ▼-23.4
기타 56.5 - -

일반
식당

일상적인  
식사 

혼자 11.1 12.4 ▼-1.3
가족 59.0 58.1 ▲0.9

친구 26.4 27.6 ▼-1.2
직장 동료 1.6 1.4 ▲0.2

기타 1.9 0.6 ▲1.3

사적인 
모임 

연인 47.5 33.6 ▲13.9

가족 32.5 54.6 ▼-22.1
친구 20.0 11.8 ▲8.2

기타 - - -

공식적인 
모임

직장 동료 35.7 48.0 ▼-12.3

고객 35.7 52.0 ▼-16.3
기타 28.6 - -

패스트
푸드

일상적인  
식사 

혼자 29.8 25.5 ▲4.3
가족 49.2 46.9 ▲2.3

친구 17.2 23.9 ▼-6.7
직장 동료 1.9 3.2 ▼-1.3

기타 1.9 0.6 ▲1.3

사적인 
모임 

연인 36.4 12.7 ▲23.7

가족 54.5 42.5 ▲12.0
친구 9.1 32.2 ▼-23.1

기타 - 12.7 ▼-12.7

공식적인 
모임

직장 동료 50.0 - -

고객 37.5 100.0 ▼-62.5
기타 12.5 - -

카페/바

일상적인  
식사 

혼자 28.0 18.5 ▲9.5
가족 28.7 39.5 ▼-10.8

친구 36.0 35.9 ▲0.1
직장 동료 5.5 6.1 ▼-0.6

기타 1.8 - -

사적인 
모임 

연인 39.1 21.0 ▲18.1

가족 34.8 44.4 ▼-9.6
친구 21.7 34.6 ▼-12.9

기타 4.3 - -

공식적인 
모임

직장 동료 38.5 58.4 ▼-19.9

고객 46.2 41.6 ▲4.6
기타 15.4 - -

[표 Ⅲ-21] 업태별 방문 행태 - 방문 동행인 시계열 분석 (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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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태
[단위:%]

목적 동행인
2017
글로벌

한식소비자 조사

2016
글로벌한식

외식산업 조사

외식당 방문 
동행인 차이
(‘17-‘16)

고급
식당

일상적인  
식사 

혼자 11.2 14.0 ▼-2.8
가족 63.6 55.4 ▲8.2

친구 22.4 29.3 ▼-6.9
직장 동료 0.9 - -

기타 1.9 1.4 ▲0.5

사적인 
모임 

연인 60.9 50.6 ▲10.3

가족 30.4 37.6 ▼-7.2
친구 6.5 10.8 ▼-4.3

기타 2.2 1.0 ▲1.2

공식적인 
모임

직장 동료 38.7 38.7 -

고객 6.5 61.3 ▼-54.8
기타 54.8 - -

일반
식당

일상적인  
식사 

혼자 10.1 6.7 ▲3.4
가족 61.7 57.4 ▲4.3

친구 24.0 34.1 ▼-10.1
직장 동료 1.4 ▲1.4

기타 2.7 1.8 ▲0.9

사적인 
모임 

연인 24.2 44.5 ▼-20.3

가족 48.5 10.9 ▲37.6
친구 21.2 10.9 ▲10.3

기타 6.1 ▲6.1

공식적인 
모임

직장 동료 30.0 51.3 ▼-21.3

고객 40.0 48.7 ▼-8.7
기타 30.0 ▲30.0

패스트
푸드

일상적인  
식사 

혼자 31.9 27.4 ▲4.5
가족 50.3 50.5 ▼-0.2

친구 15.5 19.5 ▼-4.0
직장 동료 1.0 1.7 ▼-0.7

기타 1.3 0.9 ▲0.4

사적인 
모임 

연인 36.4 20.6 ▲15.8

가족 31.8 66.9 ▼-35.1
친구 27.3 20.6 ▲6.7

기타 4.5 ▲4.5

공식적인 
모임

직장 동료 46.2 ▲46.2

고객 23.1 ▲23.1
기타 30.8 ▲30.8

카페/바

일상적인  
식사 

혼자 34.1 30.6 ▲3.5
가족 35.3 24 ▲11.3

친구 27.2 42.3 ▼-15.1
직장 동료 1.7 2.1 ▼-0.4

기타 1.7 1 ▲0.7

사적인 
모임 

연인 28.6 16.5 ▲12.1

가족 39.3 38 ▲1.3
친구 28.6 45.6 ▼-17.0

기타 3.6 ▲3.6

공식적인 
모임

직장 동료 63.6 51.4 ▲12.2

고객 18.2 48.6 ▼-30.4
기타 18.2 ▲18.2

[표 Ⅲ-22] 업태별 방문 행태 - 방문 동행인 시계열 분석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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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태
[단위:%]

목적 동행인
2017
글로벌

한식소비자 조사

2016
글로벌한식

외식산업 조사

외식당 방문 
동행인 차이
(‘17-‘16)

고급
식당

일상적인  
식사 

혼자 13.1 27.9 ▼-14.8
가족 59.1 47.3 ▲11.8

친구 24.1 21.5 ▲2.6
직장 동료 3.6 3.3 ▲0.3

기타 - - -

사적인 
모임 

연인 17.7 18.7 ▼-1.0

가족 32.5 42.8 ▼-10.3
친구 49.8 38.5 ▲11.3

기타 - - -

공식적인 
모임

직장 동료 49.1 49.3 ▼-0.2

고객 50.9 50.7 ▲0.2
기타 - - -

일반
식당

일상적인  
식사 

혼자 22.1 23.3 ▼-1.2
가족 38.3 37.4 ▲0.9

친구 28.9 20.9 ▲8.0
직장 동료 10.7 18.3 ▼-7.6

기타 - - -

사적인 
모임 

연인 10.1 3.9 ▲6.2

가족 30.8 40.8 ▼-10.0
친구 59.2 55.3 ▲3.9

기타 - - -

공식적인 
모임

직장 동료 66.7 - -

고객 33.3 100.0 ▼-66.7
기타 - - -

패스트
푸드

일상적인  
식사 

혼자 51.8 36.4 ▲15.4
가족 18.5 24.9 ▼-6.4

친구 13.8 11.2 ▲2.6
직장 동료 15.9 27.4 ▼-11.5

기타 - - -

사적인 
모임 

연인 2.8 2.2 ▲0.6

가족 47.2 39.9 ▲7.3
친구 50.0 57.9 ▼-7.9

기타 - - -

공식적인 
모임

직장 동료 66.7 - -

고객 33.3 - -
기타 - - -

카페/바

일상적인  
식사 

혼자 36.1 41.6 ▼-5.5
가족 27.8 38.0 ▼-10.2

친구 25.0 17.9 ▲7.1
직장 동료 11.1 2.5 ▲8.6

기타 - - -

사적인 
모임 

연인 22.3 18.8 ▲3.5

가족 6.8 17.1 ▼-10.3
친구 70.9 64.1 ▲6.8

기타 - - -

공식적인 
모임

직장 동료 40.0 74.0 ▼-34.0

고객 60.0 26.0 ▲34.0
기타 - - -

[표 Ⅲ-23] 업태별 방문 행태 - 방문 동행인 시계열 분석 (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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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태
[단위:%]

목적 동행인
2017
글로벌

한식소비자 조사

2016
글로벌한식

외식산업 조사

외식당 방문 
동행인 차이
(‘17-‘16)

고급
식당

일상적인  
식사 

혼자 12.4 66.1 ▼-53.7
가족 44.2 29.0 ▲15.2

친구 37.2 5.0 ▲32.2
직장 동료 5.3 - ▲5.3

기타 0.9 - ▲0.9

사적인 
모임 

연인 14.4 15.8 ▼-1.4

가족 30.3 42.3 ▼-12.0
친구 55.2 41.0 ▲14.2

기타 - 1.0 -

공식적인 
모임

직장 동료 34.0 43.3 ▼-9.3

고객 62.3 56.7 ▲5.6
기타 3.8 - ▲3.8

일반
식당

일상적인  
식사 

혼자 18.5 43.5 ▼-25.0
가족 42.1 28.2 ▲13.9

친구 31.6 14.5 ▲17.1
직장 동료 7.4 13.8 ▼-6.4

기타 0.3 - ▲0.3

사적인 
모임 

연인 10.8 6.7 ▲4.1

가족 26.8 54.5 ▼-27.7
친구 62.4 38.9 ▲23.5

기타 - - -

공식적인 
모임

직장 동료 100.0 56.7 ▲43.3

고객 - - -
기타 - - -

패스트
푸드

일상적인  
식사 

혼자 52.3 51.2 ▲1.1
가족 14.7 25.9 ▼-11.2

친구 13.5 8.6 ▲4.9
직장 동료 19.3 14.3 ▲5.0

기타 0.3 - -

사적인 
모임 

연인 7.3 2.1 ▲5.2

가족 29.3 44.2 ▼-14.9
친구 63.4 53.7 ▲9.7

기타 - - -

공식적인 
모임

직장 동료 33.3 100 ▼-66.7

고객 66.7 - -
기타 - - -

카페/바

일상적인  
식사 

혼자 33.3 53.2 ▼-19.9
가족 17.9 18.6 ▼-0.7

친구 43.6 19.6 ▲24.0
직장 동료 5.1 8.6 ▼-3.5

기타 - - -

사적인 
모임 

연인 16.5 9.0 ▲7.5

가족 10.4 26.8 ▼-16.4
친구 73.1 64.2 ▲8.9

기타 - - -

공식적인 
모임

직장 동료 38.5 65.7 ▼-27.2

고객 61.5 34.3 ▲27.2
기타 - - -

[표 Ⅲ-24] 업태별 방문 행태 - 방문 동행인 시계열 분석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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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태
[단위:%]

목적 동행인
2017
글로벌

한식소비자 조사

2016
글로벌한식

외식산업 조사

외식당 방문 
동행인 차이
(‘17-‘16)

고급
식당

일상적인  
식사 

혼자 31.4 20.2 ▲11.2
가족 45.7 58.0 ▼-12.3

친구 14.3 21.8 ▼-7.5
직장 동료 2.9 - -

기타 5.7 - -

사적인 
모임 

연인 24.1 14.9 ▲9.2

가족 40.7 44.0 ▼-3.3
친구 35.2 32.6 ▲2.6

기타 - - -

공식적인 
모임

직장 동료 62.5 28.4 ▲34.1

고객 37.5 61.1 ▼-23.6
기타 - 10.5 ▼-10.5

일반
식당

일상적인  
식사 

혼자 28.3 19.9 ▲8.4
가족 52.0 51.4 ▲0.6

친구 12.5 17.3 ▼-4.8
직장 동료 5.9 8.2 ▼-2.3

기타 1.2 3.2 ▼-2.0

사적인 
모임 

연인 15.2 12.9 ▲2.3

가족 21.7 52.0 ▼-30.3
친구 62.3 28.8 ▲33.5

기타 0.7 6.3 ▼-5.6

공식적인 
모임

직장 동료 50.0 58.4 ▼-8.4

고객 37.5 - -
기타 12.5 41.6 ▼-29.1

패스트
푸드

일상적인  
식사 

혼자 62.6 63.1 ▼-0.5
가족 31.0 23.7 ▲7.3

친구 4.3 8.5 ▼-4.2
직장 동료 2.1 4.1 ▼-2.0

기타 - 0.5 ▼-0.5

사적인 
모임 

연인 - 7.6 ▼-7.6

가족 39.5 38.4 ▲1.1
친구 55.8 31.8 ▲24.0

기타 4.7 22.3 ▼-17.6

공식적인 
모임

직장 동료 - - -

고객 100.0 - -
기타 - - -

카페/바

일상적인  
식사 

혼자 53.7 51.2 ▲2.5
가족 21.3 17.2 ▲4.1

친구 21.3 19.8 ▲1.5
직장 동료 1.9 7.0 ▼-5.1

기타 1.9 4.9 ▼-3.0

사적인 
모임 

연인 13.5 19.6 ▼-6.1

가족 13.5 19.9 ▼-6.4
친구 68.9 55.1 ▲13.8

기타 4.1 5.3 ▼-1.2

공식적인 
모임

직장 동료 50.0 - -

고객 50.0 - -
기타 - - -

[표 Ⅲ-25] 업태별 방문 행태 - 방문 동행인 시계열 분석 (동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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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태
[단위:%]

목적 동행인
2017
글로벌

한식소비자 조사

2016
글로벌한식

외식산업 조사

외식당 방문 
동행인 차이
(‘17-‘16)

고급
식당

일상적인  
식사 

혼자 3.9 3.0 ▲0.9
가족 42.5 79.6 ▼-37.1

친구 8.4 13.3 ▼-4.9
직장 동료 1.7 3.5 ▼-1.8

기타 1.0 0.6 ▲0.4

사적인 
모임 

연인 2.5 2.7 ▼-0.2

가족 12.0 47.9 ▼-35.9
친구 1.7 49.4 ▼-47.7

기타 0.2 - -

공식적인 
모임

직장 동료 16.0 28.7 ▼-12.7

고객 3.7 71.3 ▼-67.6
기타 6.4 - -

일반
식당

일상적인  
식사 

혼자 10.0 10.5 ▼-0.5
가족 42.7 61.1 ▼-18.4

친구 11.4 21.6 ▼-10.2
직장 동료 3.0 6.7 ▼-3.7

기타 0.5 - -

사적인 
모임 

연인 1.9 4.6 ▼-2.7

가족 14.3 33.2 ▼-18.9
친구 6.5 62.2 ▼-55.7

기타 1.6 - -

공식적인 
모임

직장 동료 6.5 19.7 ▼-13.2

고객 1.1 80.3 ▼-79.2
기타 0.5 - -

패스트
푸드

일상적인  
식사 

혼자 28.7 20.5 ▲8.2
가족 21.5 40.9 ▼-19.4

친구 8.6 31.9 ▼-23.3
직장 동료 4.7 6.2 ▼-1.5

기타 1.1 0.6 ▲0.5

사적인 
모임 

연인 4.1 4.7 ▼-0.6

가족 14.1 10.7 ▲3.4
친구 11.6 84.7 ▼-73.1

기타 2.8 - -

공식적인 
모임

직장 동료 2.2 15.7 ▼-13.5

고객 0.3 84.3 ▼-84.0
기타 0.3 - -

카페/바

일상적인  
식사 

혼자 3.8 16.6 ▼-12.8
가족 17.8 28.2 ▼-10.4

친구 13.9 38.6 ▼-24.7
직장 동료 1.4 16.6 ▼-15.2

기타 1.0 - -

사적인 
모임 

연인 6.7 6.3 ▲0.4

가족 8.2 4.2 ▲4.0
친구 6.3 88.6 ▼-82.4

기타 0.5 0.9 ▼-0.4

공식적인 
모임

직장 동료 30.3 30.3 -

고객 6.3 69.7 ▼63.5
기타 3.8 - -

[표 Ⅲ-26] 업태별 방문 행태 - 방문 동행인 시계열 분석 (방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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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식당 방문 시 고려요소

◻ 고급 식당은 식당 평판/이미지(31.9%), 내부 분위기(29.6%), 가격(24.7%), 다양함

(14.7%)을 주요하게 고려함 

◻ 일반 식당에서는 가격(43.6%), 식당 평판/이미지(22.8%), 위생상태(17.7%), 내부 분위기

(17.3%)를 중시함

◻ 패스트푸드점에서는 가격(44.8%), 가격 할인(11.7%) 등의 가격 관련 요소 및 신

속한 서비스(28.4%), 위생상태(18.5%) 등의 요소를 주요하게 고려함

◻ 카페/바에서는 내부 분위기(30.9%)에 대한 고려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가격

(33.1%), 식당 평판/이미지(18.5%), 다양함(15.9%), 편리한 서비스(16.2%)를 중시함

◻ 테이크아웃은 신속한 서비스(26.8%), 편리한 서비스(22.6%) 고려 비율이 높은 편

이며, 위생상태(17.8%), 식당 평판/이미지(17.7%) 등도 주요 고려 요소임

◻ 중국은 대부분의 업태에서 위생상태(고급식당 25.1%, 일반식당 29.2%, 패스트푸드 

27.6%, 테이크아웃 34.3%)에 대한 고려 비율이 높은 편임

◻ 일본은 가격(일반식당 63.6%, 패스트푸드 63.8%, 카페/바 45.2%), 접근성(일반

식당 34.3%, 카페/바 36.6%, 테이크아웃 36.7%), 양(패스트푸드 15.6%, 카페/바 

10.8%, 테이크아웃 22.8%)등 실용적인 측면을 주요하게 고려함

◻ 2016년 대비 뉴욕은 대부분의 업태에서 내부 분위기와 식당 평판/이미지를 고려

하는 비율이 증가함 

◦ 반면, 다양함에 대한 고려 비율은 업태별 관계없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LA는 카페/바를 제외한 업태에서 식당 평판/이미지, 외관은 전년 대비 증가한 

반면, 대부분의 업태에서 건강, 위생 상태 등에 대한 고려 비율은 하락함

◻ 북경과 상해는 대부분의 업태에서 건강, 다양함에 대한 고려 비율이 전년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동경은 업태별 관계없이 접근성, 편리한 서비스에 대한 고려 비율은 증가한 

반면, 건강, 위생 상태에 대한 고려 비율은 전년 대비 하락함

◻ 방콕은 업태별 관계없이 가격, 외관에 대한 고려 비율은 증가한 반면, 식당 

평판/이미지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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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태
고려요소
[단위: 

복수응답%]
맛

식당 
평판/  
이미지

내부 
분위기

가격 다양함
격식 
있는 
서비스

위생
상태

건강 외관
편리한 
서비스 

양
경영주/
종업원
인지도

가격 
할인

태도
신속한 
서비스

고급
식당

전체 49.5 31.9 29.6 24.7 14.7 14.4 13.9 13.8 12.6 10.7 8.4 8.2 8.1 8.1 7.9
미국 53.0 31.2 32.2 26.6 14.0 10.4 8.3 14.0 17.4 11.8 13.1 4.8 7.2 8.0 5.8

중국 48.4 19.2 31.7 29.7 14.0 9.3 25.1 10.8 15.0 18.9 5.4 2.0 9.6 4.7 11.3
일본 70.1 25.8 33.0 27.8 5.2 18.6 7.2 7.2 9.3 10.3 4.1 5.2 3.1 14.4 8.2

유럽/
오세아니아

48.0 34.1 27.1 23.8 18.7 12.8 10.6 13.6 13.9 9.6 11.4 5.7 7.9 9.5 8.1

동남아시아 49.0 23.8 28.6 33.3 16.3 8.4 18.0 11.2 14.1 15.0 6.8 2.5 11.9 5.5 10.5

일반
식당

고려
요소

맛 가격
식당
평판/ 
이미지

위생
상태

내부 
분위기

다양함 건강
편리한 
서비스 

접근성 양
신속한 
서비스

가격 
할인

외관 태도
편의
시설

전체 55.0 43.6 22.8 17.7 17.3 16.6 14.6 13.9 13.0 11.0 10.8 9.2 9.1 6.1 6.1

미국 54.4 42.0 25.8 12.0 19.2 20.9 15.0 14.0 8.5 12.5 11.6 8.5 12.7 6.6 4.2
중국 54.6 38.9 12.2 29.2 11.6 16.8 10.3 16.8 18.9 11.4 14.9 12.4 11.4 2.2 7.6

일본 70.4 63.6 14.8 13.7 19.1 4.1 6.2 5.8 34.3 11.8 7.5 6.6 4.9 8.1 3.2
유럽/

오세아니아
50.9 47.0 23.1 14.1 20.0 19.2 13.4 13.7 10.8 13.2 11.3 8.9 11.2 6.5 4.9

동남아시아 56.5 46.8 14.7 21.2 11.9 19.9 12.8 14.4 13.7 11.8 13.0 13.0 10.2 4.2 5.5

패스트
푸드

고려
요소

맛 가격
신속한 
서비스

편리한
서비스

위생
상태

접근성
식당
평판/   
이미지

다양함 건강
가격 
할인

양
내부 
분위기

외관
주차
공간

편의
시설

전체 48.2 44.8 28.4 21.3 18.5 18.4 17.7 15.2 12.6 11.7 11.0 6.9 6.6 6.0 5.3
미국 54.0 46.8 26.1 21.0 11.1 12.5 20.8 16.3 15.0 12.9 11.7 8.1 8.2 5.3 4.5

중국 42.5 39.5 32.9 17.4 27.6 25.1 8.6 16.6 4.7 9.9 14.1 7.5 10.2 8.3 8.0
일본 60.7 63.8 22.4 12.0 9.8 42.9 10.1 4.9 3.7 14.4 15.6 5.8 1.5 4.3 4.9

유럽/
오세아니아

44.3 47.2 31.6 21.2 12.2 17.0 19.0 16.9 9.2 10.8 12.9 7.8 7.9 6.3 4.8

동남아시아 41.8 47.4 30.2 20.8 20.1 21.6 11.8 18.2 6.5 13.1 11.0 7.4 9.1 10.1 6.8

카페/
바

고려
요소

맛 가격
내부 
분위기

식당 
평판/ 
이미지

편리한 
서비스

다양함 접근성
신속한 
서비스

외관
격식 
있는 
서비스

위생
상태

건강
특별
이벤트

양
가격 
할인

전체 38.2 33.1 30.9 18.5 16.2 15.9 13.3 12.8 12.7 11.2 11.1 10.7 9.3 8.9 8.6

미국 46.4 36.9 23.3 17.7 17.7 18.2 11.7 17.5 15.0 4.1 8.0 14.8 8.0 10.0 10.0
중국 31.3 24.0 48.1 18.3 17.8 16.3 12.5 6.3 22.6 9.1 14.4 5.3 17.3 4.3 7.2

일본 60.8 45.2 36.0 12.4 7.0 7.0 36.6 8.1 10.2 2.7 11.3 2.2 5.4 10.8 6.5
유럽/

오세아니아
40.1 38.4 22.9 18.9 16.8 16.8 15.7 16.8 11.2 4.6 11.0 13.4 6.3 12.3 8.3

동남아시아 36.6 34.8 38.1 16.7 17.7 18.6 9.7 8.2 18.8 7.4 11.9 7.6 12.1 6.3 11.5

테이크
아웃

고려
요소

맛 가격
신속한 
서비스

편리한 
서비스 

식당
평판/
이미지

위생
상태

다양함 건강 접근성 양
가격 
할인

외관
주차 
공간

내부 
분위기

태도

전체 53.4 45.2 26.8 22.6 17.7 17.8 16.6 13.6 13.3 13.2 12.5 6.0 5.3 4.6 4.3
미국 55.7 47.7 26.7 25.1 20.1 10.3 17.9 12.9 13.5 12.9 10.5 6.6 4.8 5.3 4.2

중국 56.8 45.0 21.1 16.8 10.4 34.3 17.5 8.9 15.0 13.6 10.7 10.0 6.1 3.6 3.6
일본 78.3 57.2 15.0 13.3 5.6 10.0 5.6 7.2 36.7 22.8 11.1 2.2 1.7 2.8 4.4

유럽/
오세아니아

47.5 47.8 30.6 22.3 18.0 11.1 18.9 11.8 12.8 15.6 13.3 5.5 5.0 6.4 3.9

동남아시아 52.6 49.3 24.1 20.5 10.3 21.8 20.3 10.8 14.0 13.0 12.8 8.8 10.3 3.7 4.2

[표 Ⅲ-27] 업태별 방문 행태 – 식당 방문 시 고려 요소

* 각 업태별 상위 15개 속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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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식당
[단위: 복수응답%]

일반식당
[단위: 복수응답%]

패스트푸드
[단위: 복수응답%]

카페/바
[단위: 복수응답%]

속성 2017 2016
KBF 
차이
(17-16)

속성 2017 2016
KBF 
차이
(17-16)

속성 2017 2016
KBF 
차이
(17-16)

속성 2017 2016
KBF 
차이
(17-16)

맛 51.4 47.5 ▲3.9 맛 56.2 62.9 ▼-6.7 맛 51.3 56.4 ▼-5.1 맛 46.0 42.7 ▲3.3 

식당 
평판 / 
이미지

31.8 21.7 ▲10.1 가격 42.4 39.9 ▲2.5 가격 42.9 48.4 ▼-5.5 가격 36.0 35.4 ▲0.6 

내부 
분위기 30.7 20.4 ▲10.3 

식당 
평판/ 
이미지

26.6 21.5 ▲5.1 
신속한 
서비스 27.7 35.1 ▼-7.4 

식당 
평판/ 
이미지

20.5 18.5 ▲2.0 

가격 26 23.2 ▲2.8 다양함 21.4 23.5 ▼-2.1 
편리한 
서비스 22.1 14.5 ▲7.6 다양함 19.5 25.2 ▼-5.7 

외관 19.3 5.9 ▲13.4 내부 
분위기 20.9 12.9 ▲8.0 

식당 
평판 / 
이미지

21.3 18.2 ▲3.1 편리한 
서비스 19.5 10.2 ▲9.3 

건강 14.9 20.3 ▼-5.4 외관 14.1 4.2 ▲9.9 다양함 16.8 18.9 ▼-2.1 
내부 
분위기 18.0 13.9 ▲4.1 

다양함 14.5 27.8 ▼-13.3 건강 14.1 13.9 ▲0.2 건강 14.3 15.6 ▼-1.3 외관 17.5 7.3 ▲10.2 

양 14.2 12.9 ▲1.3 편리한 
서비스 13.9 9.6 ▲4.3 위생

상태 13.4 18.7 ▼-5.3 신속한 
서비스 14.5 20.6 ▼-6.1 

편리한 
서비스 13.2 12.9 ▲0.3 신속한 

서비스 12.7 17.1 ▼-4.4 양 11.2 10.5 ▲0.7 건강 12.5 20.1 ▼-7.6 

격식 
있는 
서비스

8.8 28.3 ▼-19.5 
위생
상태 12.2 20.9 ▼-8.7 외관 10.4 5.0 ▲5.4 

특별이
벤트 10.5 5.0 ▲5.5 

특별
이벤트 8.8 4.4 ▲4.4 양 11.3 21.0 ▼-9.7 가격 

할인 10.4 7.3 ▲3.1 태도 9.5 6.7 ▲2.8 

위생
상태 8.4 17.3 ▼-8.9 접근성 8.2 14.7 ▼-6.5 

내부 
분위기 10.1 8.2 ▲1.9 접근성 9.5 6.8 ▲2.7 

접근성 8.4 7.7 ▲0.7 
가격 
할인 6.8 9.2 ▼-2.4 접근성 10.1 13.1 ▼-3.0 

위생
상태 8.5 19.7 ▼-11.2

편의
시설 7.1 5.1 ▲2.0 

격식 
있는 
서비스

6.1 5.6 ▲0.5 
격식 
있는 
서비스

5.6 4.2 ▲1.4 
편의
시설 8.5 7.1 ▲1.4 

태도 6.1 7.9 ▼-1.8 태도 5.9 9 ▼-3.1 
주차 
공간 5.0 3.3 ▲1.7 

개인적 
관계 8.0 - -

신속한 
서비스 5.7 11.7 ▼-6.0 종업원 

용모 4.9 2.2 ▲2.7 편의
시설 4.8 4.6 ▲0.2 양 7.5 10.4 ▼-2.9 

주차 
공간 5.7 3.2 ▲2.5 

개인적 
관계 4.0 0.6 ▲3.4 태도 3.9 4.4 ▼-0.5 

가격 
할인 6.0 8.6 ▼-2.6 

가격 
할인 5.1 7.4 ▼-2.3 

의사
소통 4.0 2.8 ▲1.2 

개인적 
관계 3.6 0.6 ▲3.0 

종업원 
용모 6.0 8.2 ▼-2.2 

경영주/
종업원 
인지도

5.1 - - 특별
이벤트 3.8 1.1 ▲2.7 의사

소통 3.6 4.9 ▼-1.3 의사
소통 6.0 10.5 ▼-4.5 

종업원 
용모 4.4 5.7 ▼-1.3 편의

시설 3.8 3.7 ▲0.1 종업원 
용모 3.4 6.0 ▼-2.6 

격식 
있는 
서비스

5.5 14.1 ▼-8.6 

개인적 
관계 4.4 2.0 ▲2.4 

주차 
공간 2.8 2.8 - 

경영주/
종업원 
인지도

3.4 - -
경영주/
종업원 
인지도

5.0 - -

의사
소통 3.0 6.5 ▼-3.5 

경영주/
종업원 
인지도

2.4 - -
특별
이벤트 2.5 2.1 ▲0.4 

주차 
공간 4.5 9.1 ▼-4.6 

[표 Ⅲ-28] 업태별 방문 행태 - 방문 시 고려요소 시계열 분석 (뉴욕)

*2017년 글로벌한식소비자조사, 2016년 글로벌한식외식산업조사 년도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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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식당
[단위: 복수응답%]

일반식당
[단위: 복수응답%]

패스트푸드
[단위: 복수응답%]

카페/바
[단위: 복수응답%]

속성 2017 2016
KBF 
차이
(17-16)

속성 2017 2016
KBF 
차이
(17-16)

속성 2017 2016
KBF 
차이
(17-16)

속성 2017 2016
KBF 
차이
(17-16)

맛 54.6 58.1 ▼-3.5 맛 52.6 64.3 ▼-11.7 맛 56.3 61.1 ▼-4.8 맛 46.7 46.9 ▼-0.2 

내부 
분위기 33.7 21.8 ▲11.9 가격 41.6 37.0 ▲4.6 가격 50.1 53.9 ▼-3.8 가격 37.7 36.2 ▲1.5 

식당 
평판 / 
이미지

30.6 20.2 ▲10.4 
식당 
평판 / 
이미지

24.9 21.8 ▲3.1 신속한 
서비스 24.7 37.0 ▼-12.3 내부 

분위기 28.3 16.1 ▲12.2 

가격 27.1 26.2 ▲0.9 다양함 20.3 27.3 ▼-7.0 
식당 
평판 / 
이미지

20.4 15.2 ▲5.2 신속한 
서비스 20.3 22.4 ▼-2.1 

외관 15.5 2.3 ▲13.2 
내부 
분위기 17.4 20.4 ▼-3.0 

편리한
서비스 20.0 7.9 ▲12.1 건강 17.0 19.4 ▼-2.4 

다양함 13.4 25.6 ▼-12.2 건강 15.9 23.8 ▼-7.9 다양함 15.9 15.1 ▲0.8 다양함 17.0 30.2 ▼-13.2 

건강 13.1 19.1 ▼-6.0 편리한
서비스 14.2 10.5 ▲3.7 건강 15.7 16.9 ▼-1.2 편리한

서비스 16.0 7.8 ▲8.2 

양 12.0 12.2 ▼-0.2 양 13.7 10.8 ▲2.9 
가격 
할인 15.0 9.7 ▲5.3 

식당 
평판 / 
이미지

15.1 15.4 ▼-0.3 

격식 
있는 
서비스

12.0 37.0
▼-25.

0 
위생상
태 11.7 15.8 ▼-4.1 접근성 14.5 9.0 ▲5.5 

가격 
할인 13.7 7.8 ▲5.9 

편리한
서비스 10.3 4.3 ▲6.0 외관 11.2 4.5 ▲6.7 양 12.1 14.5 ▼-2.4 접근성 13.7 6.9 ▲6.8 

태도 10.0 6.3 ▲3.7 신속한 
서비스 10.5 11.8 ▼-1.3 위생상

태 9.0 24.1 ▼-15.1 외관 12.7 8.3 ▲4.4 

가격 
할인 9.3 8.6 ▲0.7 

가격 
할인 10.3 5.8 ▲4.5 

내부 
분위기 6.4 6.7 ▼-0.3 양 12.3 14.4 ▼-2.1 

특별
이벤트 8.6 6.4 ▲2.2 접근성 8.8 11.8 ▼-3.0 외관 6.4 3.9 ▲2.5 

위생상
태 7.5 16.6 ▼-9.1 

위생
상태 8.2 11.0 ▼-2.8 태도 7.3 2.1 ▲5.2 주차 

공간 5.5 3.7 ▲1.8 태도 7.5 11.3 ▼-3.8 

종업원 
용모 6.2 7.8 ▼-1.6 개인적 

관계 5.6 1.8 ▲3.8 편의시
설 4.3 4.1 ▲0.2 편의시

설 6.6 4.2 ▲2.4 

신속한 
서비스 5.8 6.3 ▼-0.5 

경영주/
종업원 
인지도

5.4 - - 태도 3.8 2.1 ▲1.7 
개인적 
관계 6.6 - -

개인적 
관계 5.8 0.8 ▲5.0 

주차 
공간 4.9 4.8 ▲0.1 

특별이
벤트 3.6 1.7 ▲1.9 

특별이
벤트 5.7 3.4 ▲2.3 

주차 
공간 5.2 6.1 ▼-0.9 

격식 
있는 
서비스

4.6 10.1 ▼-5.5 
격식 
있는 
서비스

3.3 4.4 ▼-1.1 
경영주/
종업원 
인지도

3.8 - -

접근성 4.8 8.5 ▼-3.7 
편의시
설 4.6 2.7 ▲1.9 

종업원 
용모 2.9 4.0 ▼-1.1 

주차 
공간 3.3 8.6 ▼-5.3 

경영주/
종업원 
인지도

4.5 0.4 ▲4.1 특별이
벤트 4.4 1.6 ▲2.8 개인적 

관계 2.9 0.4 ▲2.5 
격식 
있는 
서비스

2.8 9.6 ▼-6.8 

편의
시설 3.8 4.9 ▼-1.1 

의사
소통 3.4 7.2 ▼-3.8 

경영주/
종업원 
인지도

2.9 0.4 ▲2.5 
의사
소통 2.8 7.7 ▼-4.9 

의사
소통 3.1 6.0 ▼-2.9 

종업원 
용모 2.7 4.2 ▼-1.5 

의사
소통 2.4 4.1 ▼-1.7 

종업원 
용모 2.4 6.8 ▼-4.4 

[표 Ⅲ-29] 업태별 방문 행태 - 방문 시 고려요소 시계열 분석 (LA)



Ⅲ. 소비자 조사 결과

117

고급식당
[단위: 복수응답%]

일반식당
[단위: 복수응답%]

패스트푸드
[단위: 복수응답%]

카페/바
[단위: 복수응답%]

속성 2017 2016
KBF 
차이
(17-16)

속성 2017 2016
KBF 
차이
(17-16)

속성 2017 2016
KBF 
차이
(17-16)

속성 2017 2016
KBF 
차이
(17-16)

맛 43.1 41.7 ▲1.4 맛 51.3 56.9 ▼-5.6 맛 51.2 45.0 ▲6.2 내부 
분위기 40.7 31.9 ▲8.8 

식당
평판/
이미지

36.4 37.7 ▼-1.3 
위생
상태 28.2 38.1 ▼-9.9 

위생
상태 35.1 37.2 ▼-2.1 

격식 
있는 
서비스

35.7 13.8 ▲21.9 

내부 
분위기 27.4 32.8 ▼-5.4 가격 25.9 23.9 ▲2.0 가격 28.0 13.1 ▲14.9 

식당평
판/이미
지

20.6 21.3 ▼-0.7 

격식 
있는 
서비스

20.7 20.9 ▼-0.2 
식당
평판/
이미지

24.7 20.5 ▲4.2 신속한 
서비스 27.7 16.2 ▲11.5 맛 19.6 26.4 ▼-6.8 

위생
상태 20.0 18.5 ▲1.5 건강 22.4 34.8

▼-12.
4 

편리한
서비스 25.1 21.6 ▲3.5 

경영주/
종업원 
이미지

18.6 1.3 ▲17.3 

경영주/
종업원 
이미지

19.2 2.9 ▲16.3 편리한
서비스 18.1 12.0 ▲6.1 건강 24.5 43.1 ▼-18.6 편의

시설 15.6 7.1 ▲8.5 

건강 15.5 33.5 ▼-18.0
내부 
분위기 16.5 13.1 ▲3.4 

식당
평판/
이미지

18.7 17.8 ▲0.9 
특별
이벤트 15.6 6.3 ▲9.3 

가격 15.5 9.0 ▲6.5 다양함 12.5 18.1 ▼-5.6 접근성 14.8 20.2 ▼-5.4 건강 12.6 28.9 ▼-16.3 

다양함 12.2 19.0 ▼-6.8 
편의
시설 12.2 5.0 ▲7.2 다양함 11.6 16.6 ▼-5.0 

위생
상태 12.1 23.4 ▼-11.3 

편의
시설 10.7 5.9 ▲4.8 접근성 10.4 16.1 ▼-5.7 

가격 
할인 10.0 8.6 ▲1.4 가격 12.1 16.6 ▼-4.5 

태도 10.5 7.3 ▲3.2 
격식 
있는 
서비스

9.9 6.7 ▲3.2 
경영주/
종업원 
이미지

6.3 - - 다양함 12.1 14.1 ▼-2.0 

편리한
서비스 9.7 10.5 ▼-0.8 

경영주/
종업원 
이미지

9.9 - - 편의
시설 5.5 4.5 ▲1.0 편리한

서비스 12.1 15.2 ▼-3.1 

가격 
할인 8.0 4.0 ▲4.0 

신속한 
서비스 9.6 9.7 ▼-0.1 양 5.0 15.9 ▼-10.9 태도 11.1 11.7 ▼-0.6 

외관 8.0 13.2 ▼-5.2 가격 
할인 8.7 8.1 ▲0.6 

격식 
있는 
서비스

4.5 4.6 ▼-0.1 종업원 
용모 10.6 5.9 ▲4.7 

신속한 
서비스 7.5 6.5 ▲1.0 

특별
이벤트 5.9 1.8 ▲4.1 태도 4.5 6.0 ▼-1.5 

개인적 
관계 9.0 0.6 ▲8.4 

접근성 6.0 9.0 ▼-3.0 태도 5.6 8.5 ▼-2.9 주차 
공간 4.2 3.7 ▲0.5 외관 8.5 13.9 ▼-5.4 

주차 
공간 5.2 4.4 ▲0.8 개인적 

관계 5.4 - - 내부 
분위기 4.0 13.0 ▼-9.0 신속한 

서비스 8.0 7.7 ▲0.3 

종업원 
용모 5.0 2.7 ▲2.3 외관 4.9 4.5 ▲0.4 

개인적 
관계 3.7 - -

가격 
할인 5.5 5.7 ▼-0.2 

개인적 
관계 5.0 1.0 ▲4.0 양 4.9 14.2 ▼-9.3 외관 3.4 4.3 ▼-0.9 

의사
소통 5.0 7.6 ▼-2.6 

특별
이벤트 4.7 6.8 ▼-2.1 주차 

공간 4.0 4.3 ▼-0.3 종업원 
용모 3.2 1.5 ▲1.7 접근성 4.5 25.9 ▼-21.4 

양 4.5 9.4 ▼-4.9 의사
소통 3.3 1.8 ▲1.5 특별

이벤트 3.2 2.2 ▲1.0 주차 
공간 4.0 6.1 ▼-2.1 

의사
소통 2.5 3.5 ▼-1.0 

종업원 
용모 2.6 1.9 ▲0.7 

의사
소통 2.6 4.9 ▼-2.3 양 4.0 8.7 ▼-4.7 

[표 Ⅲ-30] 업태별 방문 행태 - 방문 시 고려요소 시계열 분석 (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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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식당
[단위: 복수응답%]

일반식당
[단위: 복수응답%]

패스트푸드
[단위: 복수응답%]

카페/바
[단위: 복수응답%]

속성 2017 2016
KBF 
차이
(17-16)

속성 2017 2016
KBF 
차이
(17-16)

속성 2017 2016
KBF 
차이
(17-16)

속성 2017 2016
KBF 
차이
(17-16)

맛 49.6 40.7 ▲8.9 맛 52.7 40.1 ▲12.6 맛 44.9 44.3 ▲0.6 내부 
분위기 43.2 27.6 ▲15.6 

식당
평판/
이미지

39.8 32.2 ▲7.6
식당
평판/
이미지

37.4 22.7 ▲14.7 
위생
상태 37.8 36.8 ▲1.0 

격식 
있는 
서비스

38.0 16.7 ▲21.3 

내부 
분위기 34.3 29.5 ▲4.8 가격 26.5 13.8 ▲12.7 가격 30.9 13.6 ▲17.3 

식당
평판/
이미지

24.8 30.5 ▼-5.7 

격식 
있는 
서비스

28.1 17.1 ▲11.0 위생
상태 26.3 31.9 ▼-5.6 신속한 

서비스 27.8 22.0 ▲5.8 편리한 
서비스 19.7 16.7 ▲3.0 

경영주/
종업원
인지도

18.8 4.0 ▲14.8 건강 21.4 41.7 ▼-20.3 편리한 
서비스 27.0 15.0 ▲12.0 맛 18.8 20.2 ▼-1.4 

건강 18.5 28.8 ▼-10.3 편리한 
서비스 17.9 13.8 ▲4.1 

식당
평판.
이미지

23.7 20.8 ▲2.9 
경영주/
종업원
인지도

15.8 0.6 ▲15.2 

위생
상태 18.3 21.3 ▼-3.0

내부 
분위기 14.7 18.2 ▼-3.5 건강 23.0 31.3 ▼-8.3 

위생
상태 14.5 17.1 -2.6 

가격 17.2 3.4 ▲13.8 다양함 12.5 25.4 ▼-12.9 다양함 15.1 17.0 ▼-1.9 가격 14.5 13.1 ▲1.4 

편의 
시설 11.2 8.2 ▲3.0

경영주/
종업원
인지도

11.2 4.3 ▲6.9 접근성 11.0 21.4 ▼-10.4 다양함 13.7 15.5 ▼-1.8 

다양함 8.7 15.2 ▼-6.5
편의 
시설 11.2 4.1 ▲7.1 

가격 
할인 8.2 7.0 ▲1.2 

특별 
이벤트 12.8 11.2 ▲1.6 

신속한 
서비스 6.3 8.2 ▼-1.9

격식 
있는 
서비스

9.8 3.3 ▲6.5 
경영주/
종업원
인지도

7.1 1.3 ▲5.8 
편의 
시설 11.1 11.4 ▼-0.3 

특별 
이벤트 5.4 10.1 ▼-4.7

신속한 
서비스 8.3 11.1 ▼-2.8 양 6.4 15.6 ▼-9.2 태도 9.4 11.0 ▼-1.6 

외관 5.4 16.4
▼-11.

0
가격 
할인 7.9 10.6 ▼-2.7 편의 

시설 5.4 3.7 ▲1.7 개인적 
관계 9.4 - -

태도 5.2 6.8 -1.6 접근성 7.4 14.4 ▼-7.0 
내부 
분위기 5.1 13.7 ▼-8.6 

신속한 
서비스 9.0 16.0 ▼-7.0 

종업원 
용모 4.9 3.8 ▲1.1 태도 5.7 8.6 ▼-2.9 태도 4.3 6.2 ▼-1.9 건강 6.8 23.1 ▼-16.3 

개인적 
관계 4.9 - - 주차 

공간 5.3 6.5 ▼-1.2 
격식 
있는 
서비스

4.1 9.0 ▼-4.9 외관 6.4 15.4 ▼-9.0 

접근성 4.6 14.4 ▼-9.8 양 5.0 15.4 ▼-10.4 
종업원 
용모 3.6 2.4 ▲1.2 

종업원 
용모 6.4 5.0 ▲1.4 

가격 
할인 4.6 6.5 ▼-1.9 특별 

이벤트 4.4 3.3 ▲1.1 외관 3.3 9.4 ▼-6.1 가격 
할인 6.0 9.1 ▼-3.1 

편리한 
서비스 4.6 8.4 ▼-3.8 종업원 

용모 4.4 2.7 ▲1.7 주차 
공간 2.8 4.8 ▼-2.0 접근성 5.1 17.3 ▼-12.2 

주차 
공간 4.4 10.0 ▼-5.6

개인적 
관계 2.8 0.4 ▲2.4 

의사
소통 2.3 2.3 0.0 

주차 
공간 4.7 7.5 ▼-2.8 

양 1.6 6.9 ▼-5.3 외관 2.6 3.5 ▼-0.9 
개인적 
관계 2.0 0.4 ▲1.6 양 4.3 11.2 ▼-6.9 

의사
소통 0.8 8.1 ▼-7.3 의사

소통 2.4 4.3 ▼-1.9 특별 
이벤트 1.8 1.6 ▲0.2 의사

소통 3.4 3.8 ▼-0.4 

[표 Ⅲ-31] 업태별 방문 행태 - 방문 시 고려요소 시계열 분석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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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식당
[단위: 복수응답%]

일반식당
[단위: 복수응답%]

패스트푸드
[단위: 복수응답%]

카페/바
[단위: 복수응답%]

속성 2017 2016
KBF 
차이
(17-16)

속성 2017 2016
KBF 
차이
(17-16)

속성 2017 2016
KBF 
차이
(17-16)

속성 2017 2016
KBF 
차이
(17-16)

맛 70.1 66.9 ▲3.2 맛 70.4 72.7 ▼-2.2 가격 63.8 77.4 ▼-13.6 맛 60.8 61.4 ▼-0.6

내부 
분위
기

33.0 27.4 ▲5.6 가격 63.6 56.3 ▲7.2 맛 60.7 60.3 ▲0.4 가격 45.2 46.9 ▼-1.7

가격 27.8 25.7 ▲2.1 접근성 34.3 28.0 ▲6.3 접근
성 42.9 17.1 ▲25.8 접근성 36.6 25.3 ▲11.2

식당 
평판 

/이미지
25.8 16.8 ▲9.0 

내부 
분위
기

19.1 21.5 ▼-2.5 신속한 
서비스 22.4 21.4 ▲1.0 내부 

분위기 36.0 28.9 ▲7.1

격식 
있는 
서비스

18.6 21.4 ▼-2.8 
식당 
평판 

/이미지
14.8 10.5 ▲4.3 양 15.6 26.6 ▼-11.0

식당 
평판 

/이미지
12.4 15.9 ▼-3.5

접근
성 17.5 11.7 ▲5.8 

위생
상태 13.7 7.8 ▲5.9

가격 
할인 14.4 17.9 ▼-3.5

위생
상태 11.3 14.5 ▼-3.2

태도 14.4 3.8 ▲10.6 양 11.8 16.1 ▼-4.3 편리한 
서비스 12.0 4.9 ▲7.0 양 10.8 10.1 ▲0.6

의사 
소통 12.4 1.6 ▲10.8 태도 8.1 7.5 ▲0.7

식당 
평판 

/이미지
10.1 3.8 ▲6.3 외관 10.2 6.1 ▲4.1

편리
한서
비스 

10.3 2.7 ▲7.6 

신속
한 
서비
스

7.5 8.9 ▼-1.4
위생
상태 9.8 8.4 ▲1.5 태도 8.6 14.3 ▼-5.7

외관 9.3 8.9 ▲0.4 
가격 
할인 6.6 4.2 ▲2.4

내부 
분위기 5.8 10.8 ▼-5.0

신속한 
서비스 8.1 6.0 ▲2.0

신속
한 
서비
스

8.2 7.6 ▲0.6 건강 6.2 14.4 ▼-8.2 다양함 4.9 20.1 ▼-15.2 편리한 
서비스 7.0 4.8 ▲2.2

위생
상태 7.2 13.2 ▼-6.0 편리한 

서비스 5.8 5.3 ▲0.5
편의 
시설 4.9 3.7 ▲1.2

다양
함 7.0 28.9 ▼-21.9

건강 7.2 17.4 ▼-10.2 
주차 
공간 5.1 2.9 ▲2.2 태도 4.3 8.3 ▼-4.0

가격 
할인 6.5 3.8 ▲2.6

다양
함 5.2 28.3 ▼-23.1 외관 4.9 4.1 ▲0.8 주차 

공간 4.3 3.3 ▲1.0 의사 
소통 6.5 4.6 ▲1.9

경영주/
종업원 
인지도

5.2 1.9 ▲3.3 다양함 4.1 29.4 ▼-25.3 건강 3.7 6.7 ▼-3.1
특별 
이벤
트

5.4 2.6 ▲2.8

주차 
공간 4.1 11.4 ▼-7.3 의사 

소통 3.9 3.0 ▲0.9
의사 
소통 2.8 2.9 ▼-0.1

개인
적 
관계

5.4 1.5 ▲3.8

특별 
이벤
트

4.1 2.7 ▲1.4 편의 
시설 3.2 2.4 ▲0.8

격식 
있는 
서비
스

1.8 1.5 ▲0.3 편의 
시설 3.2 6.8 ▼-3.6

양 4.1 15.7 ▼-11.6 
경영주/
종업원 
인지도

2.4 0.4 ▲1.9 외관 1.5 1.9 ▼-0.3

격식 
있는 
서비
스

2.7 0.6 ▲2.1

개인
적 
관계

4.1 - -
개인
적 
관계

1.9 - -
경영주/
종업원 
인지도

1.5 - - 건강 2.2 14.2 ▼-12.0

가격 
할인 3.1 3.4 ▼-0.3 

격식 
있는 
서비스

1.7 2.6 ▼-0.9
특별 
이벤트 1.5 1.3 ▲0.2

주차 
공간 1.6 2.1 ▼-0.5

편의 
시설 2.1 7.2 ▼-5.1 종업원 

용모 1.3 1.6 ▼-0.4
개인적 
관계 0.9 - -

경영주/
종업원 
인지도

1.6 - -

종업원 
용모 2.1 4.4 ▼-2.3 특별 

이벤트 1.1 0.4 ▲0.7 종업원 
용모 0.9 1.7 ▼-0.8 종업원 

용모 - 0.6 -

[표 Ⅲ-32] 식당 방문 시 고려요소 시계열 분석 (동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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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식당
[단위: 복수응답%]

일반식당
[단위: 복수응답%]

패스트푸드
[단위: 복수응답%]

카페/바
[단위: 복수응답%]

속성 2017 2016
KBF 
차이
(17-16)

속성 2017 2016
KBF 
차이
(17-16)

속성 2017 2016
KBF 
차이
(17-16)

속성 2017 2016
KBF 
차이
(17-16)

맛 49.0 69.2 ▼-20.2 맛 56.5 66.9
▼-10.

4 
가격 47.4 40.3 ▲7.1 내부 

분위기 38.1 33.0 ▲5.1 

가격 33.3 22.4 ▲10.9 가격 46.8 32.7 ▲14.1 맛 41.8 49.3 ▼-7.5 맛 36.6 24.5 ▲12.1 

내부 
분위기 28.6 15.0 ▲13.6 위생

상태 21.2 32.1 ▼-10.9 신속한 
서비스 30.2 31.9 ▼-1.7 가격 34.8 24.3 ▲10.5 

식당 
평판 

/이미지
23.8 36.4 ▼-12.6 다양함 19.9 32.9 ▼-13.0 접근성 21.6 27.7 ▼-6.1 외관 18.8 13.8 ▲5.0 

위생
상태 18.0 25.1 ▼-7.1 

식당 
평판 

/이미지
14.7 23.5 ▼-8.8 

편리한
서비스 20.8 14.2 ▲6.6 다양함 18.6 17.2 ▲1.4 

다양함 16.3 28.7 ▼-12.4 
편리한
서비스 14.4 13.2 ▲1.2 

위생
상태 20.1 20.1 0.0 

편리한
서비스 17.7 20.1 ▼-2.4 

편리한
서비스 15.0 11.8 ▲3.2 접근성 13.7 23.0 ▼-9.3 다양함 18.2 37.9 ▼-19.7 

식당 
평판 

/이미지
16.7 26.6 ▼-9.9 

외관 14.1 6.6 ▲7.5 가격 
할인 13.0 6.7 ▲6.3 가격 

할인 13.1 14.1 ▼-1.0 특별
이벤트 12.1 12.6 ▼-0.5 

가격 
할인 11.9 4.6 ▲7.3 

신속한 
서비스 13.0 12.2 ▲0.8 

식당 
평판 

/이미지
11.8 22.6

▼-10.
8 

위생
상태 11.9 8.4 ▲3.5 

건강 11.2 3.2 ▲8.0 건강 12.8 5.3 ▲7.5 양 11.0 7.6 ▲3.4 가격 
할인 11.5 8.3 ▲3.2 

신속한 
서비스 10.5 10.3 ▲0.2 내부 

분위기 11.9 12.1 ▼-0.2 주차 
공간 10.1 5.6 ▲4.5 주차 

공간 10.2 21.1 ▼-10.9 

접근성 9.3 22.8 ▼-13.5 양 11.8 4.3 ▲7.5 외관 9.1 1.3 ▲7.8 접근성 9.7 28.8 ▼-19.1 

주차 
공간 8.7 9.6 ▼-0.9 외관 10.2 4.4 ▲5.8 

내부 
분위기 7.4 4.8 ▲2.6 

신속한 
서비스 8.2 14.0 ▼-5.8 

격식 
있는 
서비스

8.4 9.6 ▼-1.2 
주차 
공간 10.2 13.2 ▼-3.0 

편의
시설 6.8 6.4 ▲0.4 건강 7.6 3.4 ▲4.2 

편의
시설 7.6 4.6 ▲3.0 

특별
이벤트 5.7 1.1 ▲4.6 건강 6.5 4.7 ▲1.8 

편의
시설 7.6 10.9 ▼-3.3 

특별
이벤트 7.0 4.4 ▲2.6 

편의
시설 5.5 4.6 ▲0.9 

격식 
있는 
서비스

4.4 5.5 ▼-1.1 
격식 
있는 
서비스

7.4 6.8 ▲0.6 

양 6.8 5.7 ▲1.1 태도 4.2 3.3 ▲0.9 특별
이벤트 4.4 - - 양 6.3 5.0 ▲1.3 

태도 5.5 3.0 ▲2.5 종업원 
용모 3.7 - - 태도 3.7 3.9 ▼-0.2 태도 5.6 11.2 ▼-5.6 

개인적 
관계 4.8 0.4 ▲4.4 

개인적 
관계 3.0 - -

종업원 
용모 3.1 0.5 ▲2.6 

종업원 
용모 5.2 2.5 ▲2.7 

종업원 
용모 4.7 2.5 ▲2.2 

격식 
있는 
서비스

2.9 3.7 ▼-0.8 개인적 
관계 3.0 - - 개인적 

관계 5.0 1.5 ▲3.5 

경영주/
종업원 
인지도

2.5 0.8 ▲1.7 
의사
소통 2.1 0.7 ▲1.4 

의사
소통 2.6 1.1 ▲1.5 

의사
소통 4.1 5.3 ▼-1.2 

의사
소통 2.2 3.2 ▼-1.0 

경영주/
종업원 
인지도

1.5 4.3 ▼-2.8 
경영주/
종업원 
인지도

1.4 0.5 ▲0.9 
경영주/
종업원 
인지도

3.5 0.7 ▲2.8 

[표 Ⅲ-33] 업태별 방문 행태 - 방문 시 고려요소 시계열 분석 (방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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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식당 지표

1) 한식당 방문 경험 여부 

◻ 한식당 방문 경험은 54.7%로 과반수 정도이며, 월평균 2.0회 방문함

◻ 권역별로는 중국(74.0%) 및 동남아시아(74.6%)의 방문 경험 비율이 타 권역 대비 

높게 나타남 

◻ 도시별로는 북경(76.0%), 쿠알라룸푸르(76.2%), 방콕(73.0%), 상해(72.0%) 등 중국 및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방문 경험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는 30대(62.0%), 20대(60.4%) 비율이 40대 이상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방문 경험 비율이 높아짐

◦대학원 졸업 64.9%, 대학교 졸업 56.3%, 고졸 이하 56.3%임 

[그림Ⅲ- 5] 한식당 방문 경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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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사례수 방문 경험 있음 방문 경험 없음

전체 (6,000) 54.7 45.3

전체(일본제외) (5,400) 57.9 42.1

권역

미국 (1,200) 51.0 49.0

중국 (1,200) 74.0 26.0

일본 (600) 25.7 74.3

유럽/오세아니아 (1,800) 40.7 59.3

동남아시아 (1,200) 74.6 25.4

도시

뉴욕 (600) 47.2 52.8

LA (600) 54.8 45.2

북경 (600) 76.0 24.0

상해 (600) 72.0 28.0

동경 (600) 25.7 74.3

방콕 (600) 73.0 27.0

쿠알라룸푸르 (600) 76.2 23.8

런던 (600) 36.2 63.8

파리 (600) 45.2 54.8

시드니 (600) 40.8 59.2

성별
남자 (3,016) 57.2 42.8

여자 (2,984) 52.2 47.8

연령

20대 (1,642) 60.4 39.6

30대 (1,687) 62.0 38.0

40대 (1,506) 48.7 51.3

50대 이상 (1,165) 43.9 56.1

최종
학력

고졸 미만 (1,066) 36.4 63.6

대졸 (3,575) 56.3 43.7

대학원 졸 (1,359) 64.9 35.1

[표 Ⅲ-34] 한식당 방문 경험 여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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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식당 방문 빈도 

◻ 한식당 방문 빈도는 평균 2.0회임

◻ 권역별로는 미국 2.3회로 가장 많고, 일본이 1.5회 가장 적음

◻ 북경(2.4회), LA(2.3회), 상해(2.2회), 파리(2.2회), 시드니(2.2회)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40대 이상에서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40대 2.2회, 50대 이상 2.2회

[단위: 회] 사례수 평균 (회/월)

전체 (3,282) 2.0

전체(일본제외) (3,128) 2.0

권역

미국 (612) 2.3

중국 (888) 1.7

일본 (154) 1.5

유럽/오세아니아 (733) 1.9

동남아시아 (895) 2.2

도시

뉴욕 (2,712) 1.9

LA (570) 2.3

북경 (283) 2.4

상해 (329) 2.2

동경 (456) 1.8

방콕 (432) 1.6

쿠알라룸푸르 (154) 1.5

런던 (438) 2.1

파리 (457) 2.2

시드니 (217) 2.2

성별
남자 (271) 1.7

여자 (245) 1.7

연령

20대 (1,725) 2.1

30대 (1,557) 1.8

40대 (991) 2.2

50대 이상 (1,046) 2.2

최종
학력

고졸 미만 (734) 1.7

대졸 (511) 1.5

대학원 졸 (388) 1.7

[표 Ⅲ-35] 한식당 방문 빈도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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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단위: 회]

2017
글로벌한식 
소비자 조사

2016
글로벌

한식 외식산업
조사

2011
해외 도시별
정보전략
조사

2010
유럽∙

동남아 및
품목별

시장조사

한식당 방문 
빈도 차이
(‘17-‘16)

뉴욕 2.4 3.0 - - ▼-0.6

LA 2.2 2.7 - - ▼-0.5

북경 1.8 2.3 - 2.5 ▼-0.6

상해 1.6 3.4 - 2.4 ▼-1.8

동경 1.5 0.6 - - ▲0.9

시드니 1.7 - 2.4 - ▼-0.7

방콕 2.1 1.8 2.3 - ▲0.3

[표 Ⅲ-36] 한식당 방문 빈도 시계열 분석 (도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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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인당 한식당 지출 금액

◻ 1인당 한식당 지출 금액은 뉴욕 50.0 달러(한화 약 5만 4천원), LA 43.1달러(한화 약 4

만 7천원), 일본 2,243.2엔(한화 약 2만 2천원), 북경 95.8위안, 상해 95.3위안(한화 약 1

만 6천원)임

◻ 쿠알라룸푸르 61.5링깃(한화 약 1만 6천원), 태국 430.1바트(한화 약 1만 4천원)임

◻ 런던 33.4파운드(한화 약 4만 9천원), 시드니 45.7호주 달러(한화 약 3만 8천원), 

파리 24.2유로(한화 약 3만 1천원)임

◻ 미국, 유럽, 호주에서 한식당 지출 금액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뉴욕, LA, 동경은 2016년 대비 1인당 한식당 지출 금액이 증가함 

국가
미국
[USD]

중국
[CNY]

일본
[JPY]

프랑스
[EUR]

영국
[GBP]

호주
[AUD]

태국
[THB]

말레이
시아
[MYR]

US달러 46.3 14.5 20.0 28.6 44.7 34.7 13.2 15.1

현지화 - 95.6 2,243.2 24.2 33.4 45.7 430.1 61.5

도시 뉴욕 LA 북경 상해 동경 파리 런던 시드니 방콕
쿠알라
룸푸르

US달러 50.0 43.1 14.5 14.4 20.0 28.6 44.7 34.7 13.2 15.1

현지화 - - 95.8 95.3 2,243.2 24.2 33.4 45.7 430.1 61.5

[표 Ⅲ-37] 1 인당 한식당 지출 금액 (도시별) (2017)

* 환율 기준일: 2017년 12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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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USD] 미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호주 태국 말레이시아

사례수 (612) (888) (154) (217) (271) (245) (438) (457)

성별
남자 49.1

14.1
(92.4)

19.3
(2,183.0)

50.4
(37.6)

31.0
(26.2)

35.9
(46.8)

13.7
(450.0)

15.7
(63.9)

여자 42.5
15.0
(98.5)

20.3
(2,301.9)

35.1
(26.2)

25.6
(21.6)

33.9
(44.1)

12.6
(413.5)

14.5
(59.0)

연령

20대 41.1
15.5

(102.2)
18.0

(2,034.3)
47.7
(35.6)

27.4
(23.1)

32.2
(41.9)

13.1
(429.4)

12.8
(52.2)

30대 58.2
14.9
(98.2)

18.1
(2,046.7)

43.7
(32.6)

30.3
(25.6)

37.1
(48.3)

13.0
(425.4)

14.2
(57.7)

40대 39.3
13.7
(90.2)

18.8
(2,134.4)

40.4
(30.1)

27.8
(23.5)

37.1
(48.3)

13.1
(429.7)

18.4
(74.8)

50대 
이상

38.2
13.2
(86.8)

24.9
(2,823.6)

48.2
(35.9)

28.8
(24.3)

33.6
(43.8)

13.6
(444.6)

19.2
(78.3)

최종
학력

고졸 
미만

39.4
12.9
(84.8)

25.0
(2,832.1)

40.5
(30.2)

24.6
(20.8)

33.3
(43.3)

12.4
(407.4)

14.1
(57.4)

대졸 48.4
13.5
(88.6)

19.8
(2,237.2)

43.5
(32.4)

26.5
(22.4)

33.9
(44.2)

13.2
(431.5)

14.3
(58.4)

대학
원 졸

46.6
16.9

(110.9)
16.9

(1,915.4)
50.7
(37.8)

31.6
(26.7)

37.3
(48.6)

13.2
(432.2)

19.0
(77.3)

[표 Ⅲ-38] 1 인당 한식당 지출 금액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2017)

[단위:US달러]
2017
글로벌

한식소비자 조사

2016
글로벌한식
외식산업

조사

2011
해외도시별
정보전략
조사

한식당 지출 금액 
차이

(‘17-‘16)

뉴욕 50.0 40.7 - ▲9.3

LA 43.1 28.6 - ▲14.5

북경
14.5

(95.8 CNY)
16.7

(110.2 CNY) - ▼-2.2
(▼-14.4)

상해
14.4

(95.3 CNY)
21.8

(144.0 CNY) - ▼-7.4
(▼-48.7)

동경
20.0

(2,243.2 JPY)
18.8

(2,104.4 JPY) -
▲1.2

(▲138.8)

시드니
34.7

(45.7 AUD)
35.8

(47.2 AUD)
21.3

(28.1 AUD)
▼-1.1
(▼-1.5)

방콕
13.2

(430.1 THB)
18.7

(610.3 THB)
18.6

(607.5 THB)
▼-5.5

(▼-180.2)

* 괄호 안은 현지 화폐 기준

[표 Ⅲ-39] 1 인당 한식당 지출 금액 시계열 분석 (도시별)

4) 한식당 인지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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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식당 인지는 주로 가족/친지/지인추천(53.1%)를 통해 접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레스토랑소개 전문웹사이트(33.9%), TV/라디오/잡지 대중매체(21.5%) 등의 순임 

◻ 중국 권역에서 가족/친지/지인 추천(60.3%) 및 레스트랑 소개 전문 웹사이트를 

통한 한식당 인지 비율(47.6%)이 상대적으로 높음

◻ 연령별로는 20(26.6%),30대(23.5%)는 블로그/SNS를 통한 인지 비율이 높은 편임

◻ 학력별로는 대학원 졸업(40.4%)에서 레스토랑 소개 전문 웹사이트를 통한 비율

이 높게 나타남

◻ 뉴욕은 한식당 인지 경로 대부분이 전년 대비 하락함

◻ LA는 가족/친치/지인 추천을 통한 비율은 전년 대비 1.3%p 상승한 반면, 타 인지 경로

에서는 하락함

◻ 북경, 상해는 대중매체를 통한 비율은 전년 대비 각각 6.4%p, 6.7%p 상승한 

반면, 타 인지 경로에서 하락함 

◻ 동경은 가족/친지/지인추천 및 대중매체를 통한 비율은 전년 대비 각각 6.4%p, 

5.4%p 상승한 반면, 블로그/SNS, 레스토랑 소개 전문 웹사이트를 통한 비율은 

–2.9%p 하락함

◻ 방콕은 블로그/SNS, 레스토랑 소개 전문 웹사이트를 통한 인지 비율이 전년 

대비 각각 3.3%p, 11.5%p 상승함 

[그림Ⅲ- 6] 한식당 인지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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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복수응답%] 사례수
가족/친지

/지인  
추천

레스토랑 
소개 
전문 

웹사이트

TV, 
라디오, 
잡지 등 
대중매체

레스토랑 
프로모션/

행사

블로그 
/SNS

기타 경험없음

전체 (6,000) 53.1 33.9 21.5 20.9 20.0 1.6 15.8

전체(일본제외) (5,400) 54.8 33.8 21.9 22.8 20.5 1.6 14.7

권역

미국 (1,200) 58.6 23.0 15.8 15.5 8.3 2.6 21.6

중국 (1,200) 60.3 47.6 33.8 34.6 23.1 0.3 2.0

일본 (600) 37.8 34.5 17.8 3.3 15.5 1.8 25.7

유럽/
오세아니아

(1,800) 45.2 28.2 12.4 12.6 12.4 2.1 25.4

동남아시아 (1,200) 59.8 39.2 30.5 33.7 42.3 1.3 4.5

도시

뉴욕 (600) 55.0 23.5 16.5 14.7 6.7 2.8 23.7

LA (600) 62.2 22.5 15.2 16.3 10.0 2.3 19.5

북경 (600) 59.3 47.3 31.2 35.2 23.8 0.2 2.3

상해 (600) 61.3 47.8 36.5 34.0 22.3 0.3 1.7

동경 (600) 37.8 34.5 17.8 3.3 15.5 1.8 25.7

방콕 (600) 53.7 47.8 31.0 30.8 53.2 1.0 4.0

쿠알라룸푸르 (600) 65.8 30.5 30.0 36.5 31.3 1.7 5.0

런던 (600) 39.0 28.8 14.2 15.2 6.5 2.0 31.7

파리 (600) 47.8 30.3 10.2 7.8 22.2 2.0 20.0

시드니 (600) 48.8 25.5 12.8 14.8 8.5 2.2 24.7

성별
남자 (3,016) 52.5 33.6 21.9 21.0 20.1 1.6 14.1

여자 (2,984) 53.7 34.2 21.2 20.7 19.9 1.7 17.5

연령

20대 (1,642) 51.9 31.9 24.2 19.1 26.6 1.3 13.9

30대 (1,687) 53.5 38.4 22.3 22.1 23.5 1.1 13.0

40대 (1,506) 52.7 34.5 21.5 21.9 16.6 1.7 17.1

50대 이상 (1,165) 54.6 29.4 16.6 20.2 10.1 2.8 20.9

최종
학력

고졸 미만 (1,066) 45.5 22.0 15.9 15.0 12.3 1.2 28.3

대졸 (3,575) 55.4 34.9 22.9 22.2 21.2 1.6 13.7

대학원 졸 (1,359) 52.8 40.4 22.5 22.1 22.9 2.0 11.6

[표 Ⅲ-40] 한식당 인지 경로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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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한식당 인지 경로

[단위:복수응답%]

2017
글로벌

한식소비자 조사

2016
글로벌한식외식산업

조사

한식당 인지 경로 
차이

(‘17-‘16)

뉴욕

가족/친지/지인 추천 55.0 63.8 ▼-8.8

레스토랑 소개 전문 웹사이트 23.5 39.6 ▼-16.1

TV, 라디오, 잡지 등 대중 매체 16.5 25.4 ▼-8.9

레스토랑  프로모션/행사 14.7 - -

블로그/SNS 6.7 28.0 ▼-21.3

기타 2.8 - -

LA

가족/친지/지인 추천 62.2 60.9 ▲1.3

레스토랑 소개 전문 웹사이트 22.5 47.5 ▼-25.0

레스토랑 프로모션/행사 16.3 - -

TV, 라디오, 잡지 등 대중 매체 15.2 22.1 ▼-6.9

블로그/SNS 10.0 22.2 ▼-12.2

기타 2.3 - -

북경

가족/친지/지인 추천 59.3 75.6 ▼-16.3

레스토랑 프로모션/행사 47.3 - -

TV, 라디오, 잡지 등 대중 매체 35.2 28.8 ▲6.4

레스토랑 소개 전문 웹사이트 31.2 44.3 ▼-13.1

블로그/SNS 23.8 28.1 ▼-4.3

기타 0.2 - -

상해

가족/친지/지인  추천 61.3 75.7 ▼-14.4

레스토랑 프로모션/행사 47.8 - -

레스토랑 소개 전문 웹사이트 36.5 48.7 ▼-12.2

TV, 라디오, 잡지 등 대중 매체 34 27.3 ▲6.7

블로그/SNS 22.3 32.6 ▼-10.3

기타 0.3 - -

동경

가족/친지/지인  추천 37.8 31.4 ▲6.4

레스토랑 소개 전문 웹사이트 34.5 38.5 ▼-4.0

TV, 라디오, 잡지 등 대중 매체 17.8 12.4 ▲5.4

블로그/SNS 15.5 18.4 ▼-2.9

레스토랑 프로모션/행사 3.3 - -

기타 1.8 - -

방콕

가족/친지/지인  추천 53.7 72.9 ▼-19.2

블로그/SNS 53.2 49.9 ▲3.3

레스토랑 프로모션/행사 47.8 - -

레스토랑 소개 전문 웹사이트 31.0 36.3 ▲11.5

TV, 라디오, 잡지 등 대중 매체 30.8 34.0 ▼-3.2

기타 1.0 - -

[표 Ⅲ-41] 한식당 인지 경로 시계열분석 (도시별)

* 2016년 글로벌한식 외식 산업조사는 기타가 2개 이상으로 구분되어 직접 비교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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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식당 이용행태

가. 방문 목적

◻ 일상적인 식사를 목적으로 한식당을 이용하는 비율이 62.6%로 가장 많음

◻ 미국은 일상적 식사를 위한 한식당 방문 비율(85.1%)이 타 권역 대비 높은 편이며, 

중국은 사적인 모임으로 방문하는 비율(57.8%)이 높게 나타남

◻ 도시별로는 일상적 식사에서 LA 86.9%, 뉴욕 83.0%, 시드니 81.6%로 높은 편이며, 

사적인 모임에서 상해 58.3%, 북경 57.2%, 파리 54.2%로 높은 편임

◻ 연령층에 관계없이 일상적인 식사를 목적으로 한식당을 찾는 비율이 가장 높음 

◻ 사적인 모임은 연령 및 학력 수준이 높아질수록 비율이 높아짐

◦50대 이상 34.8%, 대학원 졸업 38.4%임

◻ 미국과 중국은 전년 대비 일상적인 식사는 증가한 반면, 사적인 모임은 감소함

◦일상적 식사: 뉴욕 13.7%p, LA 9.9%p, 북경 5.0%p, 상해 9.9%p 증가함

◦사적인 모임: 뉴욕 –13.2%p, LA –10.0%p, 북경 –1.4%p, 상해 –1.4%p 감소함 

◻ 반면, 동경은 일상적인 식사는 전년 대비 감소(-6.3%p)한 반면, 사적인/공식적인 

모임은 증가함 (사적인 모임 6.2%p, 공식적인 모임 0.1%p) 

◻ 방콕은 일상적이거나 사적인 모임은 각각 –13.7%p, -2.7%p 감소한 방면, 공식적 모임은 

16.5%p 증가함

◻ 쿠알라룸푸르는 2012년과 비교하여 일상적인 식사 목적의 한식당 방문이 

62.5%p 대폭 증가됨

[그림Ⅲ- 7] 한식당 이용행태- 방문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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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사례수 일상적인 식사 사적인 모임 공식적인 모임

전체 (3,282) 62.6 32.7 4.7

전체(일본제외) (3,128) 62.8 32.4 4.9

권역

미국 (612) 85.1 11.1 3.8

중국 (888) 40.7 57.8 1.6

일본 (154) 59.1 39.0 1.9

유럽/오세아니아 (733) 66.3 30.6 3.1

동남아시아 (895) 66.6 23.1 10.3

도시

뉴욕 (283) 83.0 12.0 4.9

LA (329) 86.9 10.3 2.7

북경 (456) 40.1 57.2 2.6

상해 (432) 41.2 58.3 0.5

동경 (154) 59.1 39.0 1.9

방콕 (438) 56.2 25.1 18.7

쿠알라룸푸르 (457) 76.6 21.2 2.2

런던 (217) 78.8 17.1 4.1

파리 (271) 42.4 54.2 3.3

시드니 (245) 81.6 16.3 2.0

성별
남자 (1,725) 62.4 33.0 4.6

여자 (1,557) 62.9 32.2 4.9

연령

20대 (991) 64.6 31.1 4.3

30대 (1,046) 61.4 32.9 5.7

40대 (734) 62.0 33.0 5.0

50대 이상 (511) 62.2 34.8 2.9

최종
학력

고졸 미만 (388) 76.3 19.1 4.6

대졸 (2,012) 62.2 32.8 5.1

대학원 졸 (882) 57.6 38.4 4.0

[표 Ⅲ-42] 한식당 이용 행태 – 방문 목적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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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한식당
방문 목적

 [단위: %]

2017
글로벌한식 
소비자 조사

2016
글로벌한식 
외식산업
조사

2012
해외도시별
정보전략
조사

2011
해외도시별
정보전략
조사

한식당 방문
목적 차이
(‘17-‘16)

뉴욕

일상적인 식사 83.0 69.3 - - ▲13.7

사적인 모임 12.0 25.2 - - ▼-13.2

공식적인 모임 4.9 5.5 - - ▼-0.6

LA

일상적인 식사 86.9 77 - - ▲9.9

사적인 모임 10.3 20.3 - - ▼-10.0

공식적인 모임 2.7 2.7 - - 0.0

북경

일상적인 식사 40.1 35.1 - - ▲5.0

사적인 모임 57.2 58.6 - - ▼-1.4

공식적인 모임 2.6 6.2 - - ▼-3.6

상해

일상적인 식사 41.2 31.3 - - ▲9.9

사적인 모임 58.3 59.7 - - ▼-1.4

공식적인 모임 0.5 9.0 - - ▼-8.5

동경

일상적인 식사 59.1 65.4 - - ▼-6.3

사적인 모임 39 32.8 - - ▲6.2

공식적인 모임 1.9 1.8 - - ▲0.1

시드니

일상적인 식사 76.6 - - 31.9 ▲44.7

사적인 모임 21.2 - - 52.6 ▼-13.3

공식적인 모임 2.2 - - 7.1 ▼-4.9

방콕

일상적인 식사 56.2 69.9 - 23.3 ▼-13.7

사적인 모임 25.1 27.8 - 51.2 ▼-2.7

공식적인 모임 18.7 2.2 - 11.5 ▲16.5

쿠알라
룸푸르

일상적인 식사 76.6 - 14.1 - ▲62.5

사적인 모임 21.2 - 51.4 - ▼-30.2

공식적인 모임 2.2 - 16.4 - ▼-14.2

[표 Ⅲ-43] 한식당 이용 행태 – 방문 목적 시계열 분석 (도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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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방문 동행인

◻ 일상적인 식사를 위해 한식당 방문 시, 가족과 함께하는 비율이 52.1%로 가장 

많고, 친구 30.8%, 혼자 방문 12.4% 등의 순임

◻ 일상적인 식사에서 20대는 친구와 방문하는 비율(43.0%)이 높고, 40대(63.3%)와 

50대 이상(54.4%)은 가족과 방문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 뉴욕은 일상적 식사에서 가족과 방문하는 비율이 전년 대비 –2.8%p 감소한 반

면, 혼자 방문하는 비율은 6.3%p 증가함. LA는 가족 방문 비율(5.2%p) 증가, 혼

자 방문 비율(-2.5%p)이 감소함

◻ 북경과 상해는 일상적 식사에서 가족과 방문하는 비율은 각각 –17.0%p, -11.6%p

감소한 반면, 친구와 방문하는 비율은 각각 20.8%p, 18.3%p 증가함

◻ 방콕은 사적인 모임에서 가족과 방문하는 비율이 45.6%p 증가했으며, 쿠알라룸푸르

에서는 큰 차이가 없음

[그림Ⅲ- 8] 한식당 이용행태- 방문 동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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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일상적 식사 사적인 모임 공식적 모임

사례
수

혼자 가족 친구
직장 
동료

기타
사례
수

연인 가족 친구 기타
사례
수

직장 
동료/
상사

고객 기타

전체 (2,055) 12.4 52.1 30.8 4.2 0.6 (1,072) 20.0 35.9 43.8 0.4 (155) 64.5 23.2 12.3

전체(일본제외) (1,964) 11.6 52.6 31.0 4.1 0.7 (1,012) 20.6 36.2 42.9 0.4 (152) 65.1 22.4 12.5

권역

미국 (521) 12.5 52.6 32.4 1.5 1.0 (68) 48.5 36.8 11.8 2.9 (23) 60.9 17.4 21.7

중국 (361) 16.6 37.4 38.2 7.8 -　 (513) 13.3 25.9 60.8 - (14) 42.9 57.1 -

일본 (91) 28.6 39.6 26.4 5.5 - (60) 10.0 31.7 58.3 - (3) 33.3 66.7 -

유럽/
오세아
니아

(486) 14.2 56.2 25.3 3.7 0.6 (224) 32.6 42.4 24.6 0.4 (23) 47.8 34.8 17.4

동남아
시아

(596) 5.7 59.1 29.9 4.5 0.8 (207) 16.4 54.6 28.5 0.5 (92) 73.9 15.2 10.9

도시

뉴욕 (235) 16.2 49.4 33.2 0.9 0.4 (34) 58.8 29.4 8.8 2.9 (14) 64.3 28.6 7.1

LA (286) 9.4 55.2 31.8 2.1 1.4 (34) 38.2 44.1 14.7 2.9 (9) 55.6 - 44.4

북경 (183) 15.3 41.0 37.7 6.0 - (261) 15.3 27.6 57.1 - (12) 41.7 58.3 -

상해 (178) 18.0 33.7 38.8 9.6 - (252) 11.1 24.2 64.7 - (2) 50.0 50.0 -

동경 (91) 28.6 39.6 26.4 5.5 - (60) 10.0 31.7 58.3 - (3) 33.3 66.7 -

방콕 (246) 6.5 63.0 26.4 3.3 0.8 (110) 15.5 71.8 11.8 0.9 (82) 74.4 14.6 11.0

쿠알라
룸푸르

(350) 5.1 56.3 32.3 5.4 0.9 (97) 17.5 35.1 47.4 0.0 (10) 70.0 20.0 10.0

런던 (171) 14.0 52.0 32.7 1.2 - (37) 37.8 35.1 24.3 2.7 (9) 22.2 33.3 44.4

파리 (115) 19.1 51.3 16.5 12.2 0.9 (147) 28.6 42.9 28.6 - (9) 55.6 44.4 -

시드니 (200) 11.5 62.5 24.0 1.0 1.0 (40) 42.5 47.5 10.0 - (5) 80.0 20.0 -

성별
남자 (1,076) 17.6 50.8 27.7 3.4 0.5 (570) 24.6 36.1 38.6 0.7 (79) 63.3 29.1 7.6

여자 (979) 6.6 53.4 34.1 5.0 0.8 (502) 14.7 35.7 49.6 - (76) 65.8 17.1 17.1

연령

20대 (640) 13.8 37.8 43.0 4.2 1.3 (308) 24.7 25.6 49.4 0.3 (43) 65.1 9.3 25.6

30대 (642) 12.0 57.2 26.6 3.9 0.3 (344) 21.5 35.5 43.0 - (60) 70.0 25.0 5.0

40대 (455) 11.2 63.3 21.1 4.4 - (242) 19.0 41.7 38.4 0.8 (37) 59.5 29.7 10.8

50대 
이상

(318) 11.9 54.4 28.3 4.4 0.9 (178) 10.1 46.6 42.7 0.6 (15) 53.3 40.0 6.7

최종
학력

고졸 
미만

(296) 12.2 58.4 25.7 1.7 2.0 (74) 25.7 41.9 31.1 1.4 (18) 44.4 11.1 44.4

대졸 (1,251) 11.3 51.4 32.7 4.3 0.3 (659) 17.9 34.9 46.9 0.3 (102) 73.5 18.6 7.8

대학원 
졸

(508) 15.2 50.0 28.9 5.3 0.6 (339) 22.7 36.6 40.4 0.3 (35) 48.6 42.9 8.6

[표 Ⅲ-44] 한식당 이용행태- 방문 동행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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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일상적인 식사

동행인
[단위: %]

2017
글로벌한식 
소비자 조사

2016
글로벌한식 
외식산업조사

2012
해외도시별
정보전략조사

한식당 방문
동행인 차이
(‘17-‘16)

뉴욕

가족 49.4 52.2 - ▼-2.8

친구 33.2 32.6 - ▲0.6

혼자 16.2 9.9 - ▲6.3

직장 동료 0.9 4.5 - ▼-3.6

기타 0.4 0.8 - ▼-0.4

LA

가족 55.2 50 - ▲5.2

친구 31.8 36.4 - ▼-4.6

혼자 9.4 11.9 - ▼-2.5

직장 동료 2.1 1.0 - ▲1.1

기타 1.4 0.7 - ▲0.7

북경

가족 41.0 58 - ▼-17.0

친구 37.7 16.9 - ▲20.8

혼자 15.3 17.0 - ▼-1.7

직장 동료 6.0 8.1 - ▼-2.1

기타 - - - -

상해

친구 38.8 20.5 - ▲18.3

가족 33.7 45.3 - ▼-11.6

혼자 18.0 28.4 - ▼-10.4

직장 동료 9.6 5.8 - ▲3.8

기타 - - - -

동경

가족 39.6 39.2 - ▲0.4

혼자 28.6 17.8 - ▲10.8

친구 26.4 32.7 - ▼-6.3
직장 동료 5.5 7.0 - ▼-1.5

기타 - 3.3 - -

방콕

가족 63.0 56.9 - ▲6.1

친구 26.4 29.6 - ▼-3.2
혼자 6.5 6.1 - ▲0.4

직장 동료 3.3 5.7 - ▼-2.4
기타 0.8 1.7 - ▼-0.9

쿠알라
룸푸르

가족 56.3 - 31.6 ▲24.7

친구 32.3 - 38.4 ▼-6.1
직장 동료 5.4 - 11.9 ▼-6.5

혼자 5.1 - 1.7 ▲3.4

기타 0.9 - - -

[표 Ⅲ-45] 한식당 이용 행태 – 방문 동행인 시계열 분석 (도시별) (1)

* 2012년 해외 도시별 정보전략 조사에서는 보기 기준이 상이하여 직접 비교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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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사적인 모임

동행인
[단위: %]

2017
글로벌한식 
소비자 조사

2016
글로벌한식 
외식산업조사

2012
해외도시별

정보전략조사

한식당 방문
동행인 차이
(‘17-‘16)

뉴욕

연인 58.8 25.3 - ▲33.5

가족 29.4 40.4 - ▼-11.0

친구 8.8 30.9 - ▼-22.1

기타 2.9 - - -

LA

가족 44.1 38.6 - ▲5.5

연인 38.2 25.5 - ▲12.7

친구 14.7 34.5 - ▼-19.8

기타 2.9 1.4 - ▲1.5

북경

친구 57.1 57.7 - ▼-0.6

가족 27.6 33.5 - ▼-5.9

연인 15.3 8.8 - ▲6.5

기타 - - - -

상해

친구 64.7 52.6 - ▲12.1

가족 24.2 39.8 - ▼-15.6

연인 11.1 7.6 - ▲3.5

기타 - - - -

동경

친구 58.3 54.2 - ▲4.1

가족 31.7 34.7 - ▼-3.0

연인 10.0 11.0 - ▼-1.0

기타 0.0 - - -

방콕

가족 71.8 26.2 - ▲45.6

연인 15.5 4.7 - ▲10.8

친구 11.8 68.4 - ▼-56.6

기타 0.9 0.8 - ▲0.1

쿠알라
룸푸르

친구 47.4 - - -

가족 35.1 - - -

연인 17.5 - 10.2 ▲7.3

기타 - - - -

[표 Ⅲ-46] 한식당 이용 행태 – 방문 동행인 시계열 분석 (도시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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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식적인 모임

동행인
[단위: %]

2017
글로벌한식 
소비자 조사

2016
글로벌

한식 외식산업
조사

2012
해외도시별
정보전략
조사

한식당 방문
동행인 차이
(‘17-‘16)

뉴욕

직장 동료 64.3 40.6 - ▲23.7

고객 28.6 49.1 - ▼-20.5

기타 7.1 - - -

LA

직장 동료 55.6 39.4 - ▲16.2

고객 44.4 60.0 - ▼-15.6

기타 - - - -

북경

고객 57.1 43.1 - ▲14.0

직장 동료 42.9 56.9 - ▼-14.0

기타 - - - -

상해

직장 동료 50.0 40.3 - ▲9.7

고객 50.0 59.7 - ▼-9.7

연인
기타

동경

고객 66.7 62.2 - ▲4.5

직장 동료 33.3 37.8 - ▼-4.5

기타 - - - -

방콕

직장 동료 74.4 54.5 - ▲19.9

고객 14.6 45.5 - ▼-30.9

기타 11.0 - - -

쿠알라
룸푸르

직장 동료 70.0 - - -

고객 20.0 - 4.5 ▲15.5

기타 10.0 - - -

[표 Ⅲ-47] 한식당 이용 행태 – 방문 동행인 시계열 분석 (도시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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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식당 이용행태- 자주 방문하는 한식당 업태

◻ 자주 방문하는 한식당 업태는 일반식당이 69.2%로 가장 많고, 고급식당 21.8%, 

패스트푸드점 6.8% 등의 순임

◻ 권역별로는 일본에서 일반식당의 한식당을 이용하는 비율(90.3%)이 높게 나타남

◻ 도시별로는 동경(90.3%), 상해(76.2%), LA(76.0%), 쿠알라룸푸르에서(75.9%) 일반

식당 방문 비율이 타 도시 대비 높은 편이며, 런던은 패스트푸드점 방문 비율

(11.5%)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성별로는 큰 차이가 없으나, 고급식당에서 남성 방문 비율(23.6%)이 상대적으로 

높음

◻ 연령별로는 20대(26.4%)와 30대(23.4%)가 고급식당 방문 비율이 타 연령 대비 

상대적으로 높음

◻ 학력별로는 고급식당에서 대학원 졸업 이상의 비율(26.9%)이 높은 편이며, 

패스트푸드점에서는 고졸 미만이 비율(11.3%)이 높게 나타남 

◻ 2016년과 비교 시, 고급 식당 방문 비율이 뉴욕(5.3%p), 북경(1.1%p), 동경(0.7%p), 

방콕(30.8%p)에서 증가함

◻ 일반식당은 방콕을 제외한 대부분의 도시에 방문 비율이 증가함

◻ 패스트푸드와 카페/바는 대부분의 도시에서 방문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Ⅲ- 9] 한식당 이용행태- 자주 방문하는 한식당 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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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사례수 고급식당 일반식당
패스트
푸드

카페/바
테이크
아웃

전체 (3,282) 21.8 69.2 6.8 1.2 1.0

전체(일본제외) (3,128) 22.7 68.1 6.9 1.2 1.1

권역

미국 (612) 20.3 70.6 6.5 0.8 1.8

중국 (888) 20.3 73.2 6.0 0.3 0.2

일본 (154) 3.2 90.3 3.9 1.9 0.6

유럽/
오세아니아

(733) 17.9 70.5 8.2 1.6 1.8

동남아시아 (895) 30.7 59.4 7.2 1.9 0.8

도시

뉴욕 (283) 25.4 64.3 6.7 1.4 2.1

LA (329) 15.8 76.0 6.4 0.3 1.5

북경 (456) 22.1 70.4 6.8 0.7 -

상해 (432) 18.3 76.2 5.1 - 0.5

동경 (154) 3.2 90.3 3.9 1.9 0.6

방콕 (438) 47.7 42.2 8.2 1.4 0.5

쿠알라룸푸르 (457) 14.4 75.9 6.1 2.4 1.1

런던 (217) 22.6 64.5 11.5 0.9 0.5

파리 (271) 18.8 71.2 5.2 1.5 3.3

시드니 (245) 12.7 75.1 8.6 2.4 1.2

성별
남자 (1,725) 23.6 67.3 7.0 1.3 0.8

여자 (1,557) 19.8 71.2 6.6 1.1 1.3

연령

20대 (991) 26.4 63.7 7.3 1.7 0.9

30대 (1,046) 23.4 67.4 7.1 1.1 1.1

40대 (734) 19.1 72.8 6.0 1.0 1.2

50대 이상 (511) 13.3 78.3 6.5 1.0 1.0

최종
학력

고졸 미만 (388) 16.5 68.6 11.3 1.3 2.3

대졸 (2,012) 20.6 71.4 6.2 0.9 0.9

대학원 졸 (882) 26.9 64.3 6.1 1.9 0.8

[표 Ⅲ-48] 한식당 이용행태- 자주 방문하는 한식당 업태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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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업태

 [단위: %]

2017
글로벌한식 
소비자 조사

2016
글로벌한식 
외식산업조사

2014 
해외외식 및
한식산업조사

2010
유럽∙

동남아 및
품목별

시장조사

한식당 방문 
업태 차이
(‘17-‘16)

뉴욕

일반식당 64.3 50.1 38.3 - ▲14.2
고급식당 25.4 20.1 18.8 - ▲5.3

패스트푸드 6.7 18.8 19.1 - ▼-12.1
카페/바 (기타) 2.1 11.0 23.0 - ▼-8.9
테이크아웃 1.4 - 0.8 - -

LA

일반식당 76.0 63.8 50.4 - ▲12.2
고급식당 15.8 16.4 16.9 - ▼-0.6

패스트푸드 6.4 15.7 15.8 - ▼-9.3
테이크아웃 1.5 - 14.1 - -

카페/바 (기타) 0.3 4.1 0.7 - ▼-2.6

북경

일반식당 70.4 61.2 57.9 - ▲9.2
고급식당 22.1 21.0 17.3 - ▲1.1

패스트푸드 6.8 13.9 12.7 - ▼-7.1
카페/바 (기타) 0.7 3.9 8.6 - ▼-3.2
테이크아웃 - - 3.6 - -

상해

일반식당 76.2 50.7 - ▲25.5
고급식당 18.3 25.4 - ▼-7.1

패스트푸드 5.1 11.9 - ▼-6.8
테이크아웃 0.5 - - -

카페/바 (기타) - 12.0 - - -

동경

일반식당 90.3 86.2 87.8 - ▲4.1
고급식당 3.9 3.2 4.9 - ▲0.7

패스트푸드 3.2 7.3 4.6 - ▼-4.1
카페/바 (기타) 1.9 3.3 0.3 - ▼-1.4
테이크아웃 0.6 - 1.5 - -

파리

일반식당 71.2 - 41.4 9.1 ▲29.8
고급식당 18.8 - 30.8 6.0 ▼-12.0

패스트푸드 5.2 - 15.4 4.3 ▼-10.2
테이크아웃 3.3 - 11.2 2.0 ▼-7.9

카페/바 (기타) 1.5 - - - -

런던

일반식당 64.5 - 41.9 - ▲22.6
고급식당 22.6 - 17.6 - ▲5.0

패스트푸드 11.5 - 25.0 - ▼-13.5
카페/바 (기타) 0.9 - - - -

테이크아웃 0.5 - 13.2 - ▼-12.7

시드니

일반식당 75.1 - 62.7 - ▲12.4
고급식당 12.7 - 15.2 - ▼-2.5

패스트푸드 8.6 - 8.8 - ▼-0.2
카페/바 (기타) 2.4 - 0.5 - ▲1.9
테이크아웃 1.2 - 10.6 - ▼-9.4

방콕

고급식당 47.7 16.9 - - ▲30.8
일반식당 42.2 61.1 - - ▼-18.9

패스트푸드 8.2 18.3 - - ▼-10.1
카페/바 (기타) 1.4 3.7 - - ▼-2.3
테이크아웃 0.5 - - - -

[표 Ⅲ-49] 한식당 이용행태- 한식당 업태 시계열 분석(도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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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방문 한식당 만족도

◻ 한식당 만족도는 92.2%로 높은 수준임

◻ 권역별로는 미국이 95.6%로 전체 대비 높은 편이며, 일본은 67.5%임

◻ 도시별로는 뉴욕(97.2%), 런던(94.5%), 방콕(94.3%), LA(94.2%), 북경(93.4%), 쿠알라룸푸르

(92.3%)가  전체 대비 한식당 만족도가 높음 

◻ 성별로는 여자(93.4%)가 남자(91.1%)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30대(93.9%) 40대(93.7%)에서 한식당 만족도가 높은 편임

◻ 학력 수준이 높아질수록 한식당 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대학원 졸업 93.3%, 대학교 졸업 92.2%, 고졸 미만 89.7%임

◻ 2016년 대비 뉴욕, LA, 북경, 동경, 방콕에서의 한식당 만족도는 상승함

◦ 반면, 상해의 한식당 만족도는 소폭 하락함 (-1.1%p)

◻ 파리, 런던, 시드니는 2014년 대비 한식당 만족도가 크게 상승함

◦ 파리 18.2%p, 런던 17.4%p, 시드니 14.3%p 증가함

[그림Ⅲ- 10] 방문 한식당 만족도

*1점(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2점(만족하지 않는다), 3점(다소 만족하지 않는다), 4점(보통이다),
5점(어느 정도 만족한다), 6점(만족한다), 7점(매우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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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점] 사례수 불만족 보통 만족
평균

(7점 척도)

전체 (3,282) 1.5 6.3 92.2 5.79

전체(일본제외) (3,128) 1.3 5.3 93.4 5.83

권역

미국 (612) 2.1 2.3 95.6 6.06

중국 (888) 0.6 6.9 92.6 5.74

일본 (154) 5.2 27.3 67.5 4.95

유럽/
오세아니아

(733) 2.0 5.2 92.8 5.84

동남아시아 (895) 0.8 5.9 93.3 5.77

도시

뉴욕 (283) 1.1 1.8 97.2 6.14

LA (329) 3.0 2.7 94.2 6.00

북경 (456) 1.1 5.5 93.4 5.77

상해 (432) - 8.3 91.7 5.72

동경 (154) 5.2 27.3 67.5 4.95

방콕 (438) 0.5 5.3 94.3 5.87

쿠알라룸푸르 (457) 1.1 6.6 92.3 5.66

런던 (217) 2.8 4.1 93.1 5.88

파리 (271) 1.5 4.1 94.5 5.87

시드니 (245) 2.0 7.3 90.6 5.76

성별
남자 (1,725) 1.8 7.1 91.1 5.75

여자 (1,557) 1.1 5.5 93.4 5.84

연령

20대 (991) 1.8 8.1 90.1 5.77

30대 (1,046) 1.2 4.9 93.9 5.86

40대 (734) 1.0 5.3 93.7 5.80

50대 이상 (511) 2.0 7.4 90.6 5.70

최종
학력

고졸 미만 (388) 3.1 7.2 89.7 5.67

대졸 (2,012) 1.1 6.7 92.2 5.77

대학원 졸 (882) 1.6 5.1 93.3 5.90

[표 Ⅲ-50] 방문 한식당 만족도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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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한식당 만족도

[단위: %, 점]

2017
글로벌한식 
소비자 조사

2016
글로벌한식 

외식산업조사

2014 
해외외식 및

한식산업 조사

방문 한식당 
만족도 차이
(‘17-‘16)

뉴욕

만족도 비율(%) 97.2 90.8 77.7 ▲6.4

7점 척도 
평균(점)

6.14 8.40 4.14 ▼-2.26

LA

만족도 비율(%) 94.2 92.3 79.2 ▲1.9

7점 척도 
평균(점)

6.00 8.51 4.25 ▼-2.51

북경

만족도 비율(%) 93.4 89.5 80.8 ▲3.9

7점 척도 
평균(점)

5.77 8.22 4.08 ▼-2.45

상해

만족도 비율(%) 91.7 92.8 74.9 ▼-1.1

7점 척도 
평균(점)

5.72 8.26 3.94 ▼-2.54

동경

만족도 비율(%) 67.5 34.9 48 ▲32.6

7점 척도 
평균(점)

4.95 6.10 3.45 ▼-1.15

파리

만족도 비율(%) 94.5 - 76.3 ▲18.2 

7점 척도 
평균(점)

5.87 - 3.98 ▲1.89

런던

만족도 비율(%) 93.1 - 75.7 ▲17.4 

7점 척도 
평균(점)

5.87 - 3.92 ▲1.95

시드니

만족도 비율(%) 90.6 - 76.3 ▲14.3 

7점 척도 
평균(점)

5.76 - 3.98 ▲1.78

방콕

만족도 비율(%) 94.3 89.8 - ▲4.5

7점 척도 
평균(점)

5.87 8.06 - ▼-2.19

[표 Ⅲ-51] 방문 한식당 만족도 시계열 분석 (도시별)

* 2014년 해외외식 및 한식 산업조사는 5점 척도(4+5점), 2016년 글로벌 한식외식산업조사는 10점 
척도(7+8+9+10점)로 응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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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한식당 방문 의향

◻ 한식당 방문의향은 73.8%로 비교적 높은 수준임

◻ 권역별로는 동남아시아에서 방문 의향이 82.7%로 높게 나타남

◻ 도시별로는 동경(38.5%), 시드니(69.8%), 런던(70.8%)을 제외한 7개 도시의 한식당 

방문 의향은 전체 대비 높음

◻ 성별로는 여성(74.2%)이 남성(73.4%) 대비 상대적으로 높음 

◻ 연령별로는 20대(75.5%), 30대(78.8%)의 한식당 방문 의향 비율이 높은 편임

◻ 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한식당 방문 의향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임

◦대학원 졸업 81.0%, 대학교 졸업 74.0%, 고졸 미만 64.2%임

◻ 2015년 대비 파리(9.3%p), 방콕(2.7%p),뉴욕(1.7%p)의 한식당 방문 의향은 상승함

[그림Ⅲ- 11] 한식당 방문 의향

*1점(전혀 방문할 의향 없다), 2점(방문할 의향 없다), 3점(다소 방문할 의향 없다), 4점(보통이다),
5점(어느 정도 방문할 의향 있다), 6점(방문할 의향 있다), 7점(매우 방문할 의향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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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점] 사례수 의향 없음 보통 의향 있음
평균

(7점 척도)

전체 (6,000) 12.5 13.7 73.8 5.17

전체(일본제외) (5,400) 10.5 11.8 77.7 5.30

권역

미국 (1,200) 15.4 9.8 74.8 5.22

중국 (1,200) 4.3 13.0 82.7 5.54

일본 (600) 31.0 30.5 38.5 3.93

유럽/
오세아니아

(1,800) 14.1 12.8 73.1 5.09

동남아시아 (1,200) 6.3 11.1 82.7 5.46

도시

뉴욕 (600) 16.0 8.8 75.2 5.19

LA (600) 14.8 10.7 74.5 5.25

북경 (600) 4.0 12.2 83.8 5.61

상해 (600) 4.7 13.8 81.5 5.48

동경 (600) 31.0 30.5 38.5 3.93

방콕 (600) 7.2 13.5 79.3 5.43

쿠알라룸푸르 (600) 5.3 8.7 86.0 5.48

런던 (600) 17.2 12.0 70.8 5.01

파리 (600) 9.0 12.3 78.7 5.36

시드니 (600) 16.2 14.0 69.8 4.92

성별
남자 (3,016) 12.2 14.4 73.4 5.16

여자 (2,984) 12.9 12.9 74.2 5.17

연령

20대 (1,642) 12.0 12.5 75.5 5.22

30대 (1,687) 9.1 12.2 78.8 5.35

40대 (1,506) 13.1 15.3 71.6 5.10

50대 이상 (1,165) 17.6 15.3 67.1 4.89

최종
학력

고졸 미만 (1,066) 18.9 17.0 64.2 4.78

대졸 (3,575) 11.9 14.2 74.0 5.17

대학원 졸 (1,359) 9.3 9.7 81.0 5.45

[표 Ⅲ-52] 한식당 방문 의향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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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한식당
방문의향

[단위: %, 점]

2017
글로벌한식 
소비자 조사

2015 
한식세계화
홍보효과

조사

2014
한식세계화

국내외
종합홍보
마케팅

2013
한식세계화
홍보효과

조사

2012
한식세계화
홍보효과

조사

한식당 방문
의향 차이
(‘17-‘15)

뉴욕

방문 의향 
비율(%)

75.2 73.5 69.7 59.8 48.0 ▲1.7

7점 척도 
평균(점)

5.19 5.37 5.15 4.67 4.37 ▼-0.18

북경

방문 의향 
비율(%)

83.8 87.7 - - - ▼-3.9

7점 척도 
평균(점)

5.61 5.65 - - - ▼-0.04

상해

방문 의향 
비율(%)

81.5 - 91.8 93.4 88.0 ▼-10.3 

7점 척도 
평균(점)

5.48 - 5.98 6.14 5.40 ▼-0.50 

파리

방문 의향 
비율(%)

78.7 69.4 75.9 69.5 - ▲9.3

7점 척도 
평균(점)

5.36 5.06 5.24 4.98 - ▲0.30

런던

방문 의향 
비율(%)

70.8 - - 60.1 59.7 ▲10.7 

7점 척도 
평균(점)

5.01 - - 4.77 4.88 ▲0.24

방콕

방문 의향 
비율(%)

79.3 76.6 - - - ▲2.7

7점 척도 
평균(점)

5.43 5.46 - - - ▼-0.03

[표 Ⅲ-53] 한식당 방문 의향 시계열 분석 (도시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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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한식당
방문의향

[단위: %, 점]

2017
글로벌

한식 소비자 
조사

2014
해외외식및한

식산업
조사

2012
해외도시별정

보전략
조사

2010
유럽∙동남아
및품목별
시장조사

한식당 방문
의향 차이
(‘17-‘14)

LA

방문 의향 
비율(%)

74.5 - - 80.3 ▼-5.8

7점 척도 
평균(점)

5.25 - - 4.23 ▲1.02

동경

방문 의향 
비율(%)

38.5 41.0 - - ▼-2.5

7점 척도 
평균(점)

3.93 3.33 - - ▲0.60

시드니

방문 의향 
비율(%)

69.8 61.8 - - ▲8.0 

7점 척도 
평균(점)

4.92 3.75 - - ▲1.17

쿠알라
룸푸르

방문 의향 
비율(%)

86.0 - 68.9 - ▲17.1

7점 척도 
평균(점)

5.48 - - - -

[표 Ⅲ-54] 한식당 방문 의향 시계열 분석 (도시별) (2)

* 2010 유럽/동남아 및 품목별 시장조사는 4점(3+4점)척도, 2012 해외도시별 정보전략조사는 
5점(4+5점)척도, 2014 해외외식 및 한식산업조사는 5점(4+5점)척도로 응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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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한식당 추천 의향

◻ 2017년 한식당 추천의향 조사 결과 응답자의 89.7%가 한식당 추천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권역별로는 미국이 93.8%로 전체 대비 높은 편임

◻ 도시별로는 뉴욕(96.1%), 파리(94.1%), 방콕(93.6%), 런던(93.5%), LA(91.8%), 

북경(91.0%) 의 한식당 추천 의향은 전체 대비 높게 나타남

◻ 성별로는 여성(91.1%)이 남성(88.5%) 대비 높음 

◻ 연령별로는 30대(92.1%)와 40대(91.8%)의 한식당 추천 의향 비율이 높은 편임

◻ 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한식당 추천 의향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대학원 졸업 91.0%, 대학교 졸업 89.7%, 고졸 미만 87.1%임

◻ 2016년 대비 방콕(10.2%p), 뉴욕(7.3%p), 북경(3.8%p)의 한식 추천 의향 비율은 

증가한 반면, 상해(-3.7%p)는 감소함

[그림Ⅲ- 12] 한식당 추천 의향

*1점(전혀 추천하지 않는다), 2점(추천하지 않는다, 3점(다소 추천하지 않는다), 4점(보통이다),
 5점(어느 정도 추천한다), 6점(추천한다), 7점(매우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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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점] 사례수 의향 없음 보통 의향 있음
평균

(7점 척도)

전체 (3,282) 2.3 8.0 89.7 5.77

전체(일본제외) (3,128) 2.0 6.8 91.1 5.81

권역

미국 (612) 2.8 3.4 93.8 6.08

중국 (888) 1.9 10.0 88.1 5.67

일본 (154) 6.5 31.8 61.7 4.81

유럽/
오세아니아

(733) 2.5 5.6 92.0 5.86

동남아시아 (895) 1.3 7.0 91.6 5.74

도시

뉴욕 (283) 1.1 2.8 96.1 6.19

LA (329) 4.3 4.0 91.8 5.98

북경 (456) 2.2 6.8 91.0 5.72

상해 (432) 1.6 13.4 85.0 5.61

동경 (154) 6.5 31.8 61.7 4.81

방콕 (438) 1.1 5.3 93.6 5.84

쿠알라룸푸르 (457) 1.5 8.8 89.7 5.64

런던 (217) 3.2 3.2 93.5 5.95

파리 (271) 1.5 4.4 94.1 5.91

시드니 (245) 2.9 9.0 88.2 5.71

성별
남자 (1,725) 2.6 8.9 88.5 5.73

여자 (1,557) 1.9 7.1 91.1 5.81

연령

20대 (991) 3.1 9.2 87.7 5.71

30대 (1,046) 1.8 6.1 92.1 5.85

40대 (734) 1.4 6.8 91.8 5.80

50대 이상 (511) 2.7 11.4 85.9 5.65

최종
학력

고졸 미만 (388) 3.4 9.5 87.1 5.73

대졸 (2,012) 1.7 8.6 89.7 5.73

대학원 졸 (882) 3.1 5.9 91.0 5.86

[표 Ⅲ-55] 한식당 추천 의향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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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한식당 추천의향

[단위: %, 점]

2017
글로벌한식 
소비자 조사

2016
글로벌한식

외식산업조사

2014
해외외식 및
한식산업 조사

한식당 추천 
의향 차이
(‘17-‘16)

뉴욕

추천 의향 
비율(%)

96.1 88.8 75.0 ▲7.3

7점 척도 
평균(점)

6.19 8.21 4.13 ▼-2.02

LA

추천 의향 
비율(%)

74.5 91.6 79.2 ▲0.2

7점 척도 
평균(점)

5.25 8.33 4.19 ▼-3.08

북경

추천 의향 
비율(%)

91.0 87.2 73.7 ▲3.8

7점 척도 
평균(점)

5.72 8.10 4.01 ▼-2.38

상해

추천 의향 
비율(%)

85.0 88.7 72.6 ▼-3.7

7점 척도 
평균(점)

5.61 8.21 3.92 ▼-2.60

파리

추천 의향 
비율(%)

94.1 - 69.8 ▲24.3

7점 척도 
평균(점)

5.91 - 3.91 ▲2.00

런던

추천 의향 
비율(%)

93.5 - 74.3 ▲19.2

7점 척도 
평균(점)

5.92 - 3.92 ▲2.00

시드니

추천 의향 
비율(%)

88.2 - 59.4 ▲28.2

7점 척도 
평균(점)

5.71 - 3.71 ▲2.00

방콕

추천 의향 
비율(%)

93.6 83.4 - ▲10.2

7점 척도 
평균(점)

5.84 7.83 - ▼-1.99

[표 Ⅲ-56] 한식당 추천 의향 시계열 분석 (도시별)

* 2014년 해외외식 및 한식 산업조사는 5점 척도(4+5점), 2016년 글로벌 한식외식산업조사는 10점 
척도(7+8+9+10점)로 응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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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한식당 선택 시, 주요 고려 요소

◻ 한식당 이용 시, 소비자들은 가격(34.6%), 식당 평판/이미지(24.3%), 다양함

(22.6%), 건강(18.9%), 위생상태(18.2%)를 주요하게 고려하고 있음

◻ 일본은 타 권역 대비 접근성(27.3%), 양(19.5%)에 대한 고려 비율이 높은 편임

◻ 성별에서는 여성들이 맛(62.2%), 가격(36.8%), 식당 평판/이미지(24.9%), 다양함

(23.5%) 등의 요소에 대한 고려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은 맛(65.8%), 식당 평판/이미지(26.8%), 건강(22.5%)을 20대

는 가격(36.8%)을 주요하게 고려함

◻ 학력별로는 대학원 졸업 이상에서 다양함(23.6%), 건강(20.0%)을 고려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2016년 대비, 미국은 맛, 식당 평판/이미지, 외관 등의 고려 비율이 증가한 반면, 

다양함, 건강, 위생상태 등의 고려 비율은 감소함

◻ 중국은 식당 평판/이미지, 격식 있는 서비스, 편리한 서비스 등의 고려 비율이 

증가했으며, 건강, 내부 분위기, 다양함 등에 대한 고려 비율은 감소함

◻ 동경은 맛, 가격, 식당 평판/이미지 등 소비자들이 주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들이 

모두 증가함

◻ 방콕은 맛, 식당 평판/이미지, 다양함 등에 대한 고려 비율이 감소함

[그림Ⅲ- 13] 한식당 이용 행태 - 한식당 선택 시, 주요 고려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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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복수응답%]
사례
수

맛 가격

식당
평판/ 
이미
지

다양
함

건강
위생
상태

내부 
분위
기

외관

편리
한 

서비
스 

접근
성

양

신속
한 

서비
스

가격 
할인

격식 
있는 
서비
스

태도

전체 (3,282) 58.2 34.6 24.3 22.6 18.9 18.2 14.3 11.3 10.1 10.0 9.8 9.4 9.2 7.5 5.9

전체(일본제외) (3,128) 57.3 33.4 24.6 23.4 19.5 18.2 14.6 11.6 10.4 9.1 9.4 9.6 9.4 7.8 6.0

권역

미국 (612) 60.8 37.9 23.7 24.8 19.1 15.4 14.5 13.9 9.5 9.2 14.4 9.2 6.4 5.7 5.6

중국 (888) 53.5 21.3 30.3 16.4 24.2 23.1 17.6 7.7 12.0 8.1 5.4 8.9 8.1 14.1 6.3

일본 (154) 75.3 57.8 17.5 6.5 5.8 17.5 9.1 5.8 3.9 27.3 19.5 6.5 5.8 1.9 4.5

유럽/
오세아니아

(733) 54.0 34.4 22.0 29.5 19.2 13.9 12.6 12.6 9.8 10.8 12.4 10.2 7.8 5.2 5.3

동남아시아 (895) 61.5 41.6 21.7 24.2 15.4 18.9 13.3 13.1 9.9 8.8 7.4 10.1 14.1 5.0 6.6

도시

뉴욕 (283) 58.0 35.0 27.2 25.1 19.1 15.9 14.1 13.4 10.6 8.8 12.7 8.8 5.3 7.8 6.7

LA (329) 63.2 40.4 20.7 24.6 19.1 14.9 14.9 14.3 8.5 9.4 15.8 9.4 7.3 4.0 4.6

북경 (456) 53.1 20.4 27.2 15.6 24.1 22.6 14.7 7.7 12.7 9.0 6.4 8.6 8.8 12.1 6.8

상해 (432) 53.9 22.2 33.6 17.4 24.3 23.6 20.6 7.6 11.3 7.2 4.4 9.3 7.4 16.2 5.8

동경 (154) 75.3 57.8 17.5 6.5 5.8 17.5 9.1 5.8 3.9 27.3 19.5 6.5 5.8 1.9 4.5

방콕 (438) 59.6 32.9 23.5 22.6 11.9 28.1 14.6 16.7 11.9 9.6 6.4 11.9 12.1 5.7 3.9

쿠알라
룸푸르

(457) 63.2 49.9 19.9 25.8 18.8 10.1 12.0 9.6 8.1 8.1 8.3 8.3 16.0 4.4 9.2

런던 (217) 53.0 29.0 23.5 27.2 21.7 9.7 13.8 14.7 10.6 6.9 14.3 11.1 6.5 7.4 6.9

파리 (271) 52.0 35.1 21.0 33.2 19.2 19.2 11.4 7.7 8.9 12.9 11.8 11.8 8.1 4.4 4.1

시드니 (245) 57.1 38.4 21.6 27.3 17.1 11.8 12.7 15.9 10.2 11.8 11.4 7.8 8.6 4.1 5.3

성별
남자 (1,725) 54.5 32.5 23.7 21.7 19.1 16.9 14.1 11.3 11.0 10.4 11.5 10.0 9.0 8.8 6.6

여자 (1,557) 62.2 36.8 24.9 23.5 18.7 19.7 14.6 11.3 9.2 9.6 8.0 8.8 9.4 6.1 5.3

연령

20대 (991) 53.7 36.8 20.7 21.5 14.8 17.6 16.8 10.6 10.3 9.1 11.6 9.3 9.9 8.5 7.7

30대 (1,046) 57.4 32.0 23.3 21.9 19.2 19.6 13.0 11.9 11.0 10.4 9.2 10.4 9.8 7.9 5.3

40대 (734) 60.1 32.8 28.6 22.6 21.4 16.5 14.7 10.2 10.4 11.3 8.3 8.6 8.7 7.1 5.4

50대 이상 (511) 65.8 37.8 26.8 26.0 22.5 19.0 11.7 13.1 7.6 9.0 10.0 9.0 7.4 5.3 4.7

최종
학력

고졸 미만 (388) 57.5 43.3 22.7 22.7 17.0 16.8 11.6 11.6 8.2 10.1 13.1 11.6 9.8 5.7 4.6

대졸 (2,012) 61.9 35.9 25.1 22.1 18.8 18.8 14.3 10.7 10.4 10.0 9.5 9.6 8.6 7.3 5.9

대학원 졸 (882) 49.9 27.7 23.0 23.6 20.0 17.5 15.5 12.5 10.2 10.0 9.2 8.2 10.4 8.8 6.6

[표 Ⅲ-57] 한식당 이용 행태 - 한식당 선택 시, 주요 고려 요소 (2017)

*상위 15개 속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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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뉴욕 [단위: 복수응답%] LA [단위: 복수응답%]

속성 2017 2016
한식당 

KBF 차이
(‘17-‘16)

속성
[단위:

복수응답%]
2017 2016

한식당 
KBF 차이
(‘17-‘16)

맛 58.0 42.7 ▲15.3 맛 63.2 52.5 ▲10.7

가격 35.0 35.4 ▼-0.4 가격 40.4 28.0 ▲12.4

식당 평판 
/이미지 27.2 18.5 ▲8.7 다양함 24.6 29.4 ▼-4.8

다양함 25.1 25.2 ▼-0.1 식당 평판 
/이미지 20.7 14.5 ▲6.2

건강 19.1 20.1 ▼-1.0 건강 19.1 24.1 ▼-4.9

위생상태 15.9 19.7 ▼-3.8 양 15.8 16.3 ▼-0.5

내부 
분위기 14.1 13.9 ▲0.2 위생상태 14.9 21.1 ▼-6.2

외관 13.4 7.3 ▲6.1 내부 
분위기 14.9 11.8 ▲3.1

양 12.7 10.4 ▲2.3 외관 14.3 7.9 ▲6.4

편리한 
서비스 10.6 10.2 ▲0.4 접근성 9.4 9.3 ▲0.1

접근성 8.8 6.8 ▲2.0 신속한 
서비스 9.4 18.1 ▼-8.7

신속한 
서비스 8.8 20.6 ▼-11.8 편리한 

서비스 8.5 8.1 ▲0.4

격식 있는 
서비스 7.8 14.1 ▼-6.3 가격 할인 7.3 5.5 ▲1.7

태도 6.7 6.7 0.0 특별 
이벤트 5.2 5.8 ▼-0.6

편의 시설 5.7 7.1 ▼-1.4 개인적 
관계 4.9 3.4 ▲1.5

가격 할인 5.3 8.6 ▼-3.3 태도 4.6 5.2 ▼-0.7

특별 
이벤트 5.3 5.0 ▲0.3 의사 소통 4.6 8.4 ▼-3.9

주차 공간 4.9 9.1 ▼-4.2 주차 공간 4.3 4.7 ▼-0.4

경영주/
종업원 
인지도

4.9 3.1 ▲1.8 격식 있는 
서비스 4.0 13.6 ▼-9.6

종업원 
용모 4.6 8.2 ▼-3.6 편의 시설 3.0 3.9 ▼-0.8

개인적 
관계 2.8 3.4 ▼-0.6 종업원 

용모 3.0 5.3 ▼-2.2

의사 소통 2.5 10.5 ▼-8.0 
경영주/
종업원 
인지도

2.4 3.1 ▼-0.6

[표 Ⅲ-58] 한식당 이용행태- 한식당 선택 시, 주요 고려 요소 시계열 분석 (미국)

*2017년 글로벌한식소비자조사, 2016년 글로벌한식외식산업조사 년도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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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북경 [단위: 복수응답%] 상해 [단위: 복수응답%]

속성 2017 2016
한식당 

KBF 차이
(‘17-‘16)

속성
[단위:

복수응답%]
2017 2016

한식당 
KBF 차이
(‘17-‘16)

맛 53.1 53.9 ▼-0.8 맛 53.9 44.9 ▲9.0 

식당 평판
/이미지 27.2 23.3 ▲3.9 식당 평판

/이미지 33.6 25.2 ▲8.3 

건강 24.1 37.1 ▼-13.0 건강 24.3 37.7 ▼-13.3 

위생상태 22.6 26.5 ▼-3.9 위생상태 23.6 20.6 ▲3.0 

가격 20.4 16.3 ▲4.1 가격 22.2 10.1 ▲12.1 

다양함 15.6 19.8 ▼-4.2 내부 
분위기 20.6 21.0 ▼-0.4 

내부 
분위기 14.7 16.0 ▼-1.3 다양함 17.4 20.0 ▼-2.7 

경영주/
종업원 
인지도

14.3 5.9 ▲8.4 격식 있는 
서비스 16.2 14.4 ▲1.8 

편리한 
서비스 12.7 9.9 ▲2.8 편리한 

서비스 11.3 8.5 ▲2.9 

격식 있는 
서비스 12.1 9.6 ▲2.5 

경영주/
종업원 
인지도

9.5 9.5 0.0

접근성 9.0 10.2 ▼-1.2 신속한 
서비스 9.3 7.6 ▲1.6 

가격 할인 8.8 9.9 ▼-1.1 외관 7.6 10.0 ▼-2.4 

신속한 
서비스 8.6 7.8 ▲0.7 가격 할인 7.4 6.4 ▲1.0 

외관 7.7 7.0 ▲0.7 접근성 7.2 12.3 ▼-5.2 

편의 시설 7.0 4.1 ▲3.0 종업원 
용모 5.8 5.2 ▲0.6 

특별 
이벤트 7.0 2.7 ▲4.3 태도 5.8 7.1 ▼-1.3 

종업원 
용모 6.8 5.5 ▲1.3 편의 시설 5.3 5.6 ▼-0.3 

태도 6.8 7.4 ▼-0.6 특별 
이벤트 4.4 5.5 ▼-1.1 

양 6.4 13.5 ▼-7.1 양 4.4 13.0 ▼-8.6 

개인적 
관계 4.6 3.0 ▲1.6 개인적 

관계 3.9 4.6 ▼-0.7 

의사 소통 4.2 7.4 ▼-3.3 주차 공간 2.3 4.8 ▼-2.5 

주차 공간 3.9 3.4 ▲0.5 의사 소통 1.6 6.0 ▼-4.4 

[표 Ⅲ-59] 한식당 이용행태- 한식당 선택 시, 주요 고려 요소 시계열 분석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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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단위:복수응답%]

2017
글로벌한식
소비자 조사

2016
글로벌한식 

외식산업조사

한식당 KBF 차이
(‘17-‘16)

맛 75.3 68.9 ▲6.4 

가격 57.8 42.7 ▲15.1 

접근성 27.3 18.5 ▲8.8 

양 19.5 16.0 ▲3.5 

식당 평판/이미지 17.5 8.9 ▲8.6 

위생상태 17.5 19.0 ▼-1.5 

내부 분위기 9.1 23.1 ▼-14.0 

다양함 6.5 32.3 ▼-25.8 

신속한 서비스 6.5 7.9 ▼-1.4 

건강 5.8 15.9 ▼-10.1 

가격 할인 5.8 5.0 ▲0.8 

외관 5.8 7.2 ▼-1.4 

종업원 용모 5.8 0.7 ▲5.1 

주차 공간 5.2 3.0 ▲2.2 

편의 시설 4.5 4.6 ▼-0.1 

태도 4.5 10.5 ▼-6.0 

편리한 서비스 3.9 2.6 ▲1.3

경영주/종업원 인지도 3.9 1.4 ▲2.5 

특별 이벤트 3.2 1.2 ▲2.0 

의사 소통 2.6 4.7 ▼-2.1 

격식 있는  서비스 1.9 5.3 ▼-3.4 

개인적 관계 1.9 0.6 ▲1.3 

[표 Ⅲ-60] 한식당 이용행태- 한식당 선택 시, 주요 고려 요소 시계열 분석 (동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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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단위:복수응답%]

2017
글로벌한식
소비자 조사

2016
글로벌한식 

외식산업조사

한식당 KBF 차이
(‘17-‘16)

맛 59.6 67.1 ▼-7.5

가격 32.9 32.5 ▲0.3

위생상태 28.1 24.5 ▲3.5

식당 평판/이미지 23.5 29.7 ▼-6.1

다양함 22.6 38.7 ▼-16.1

외관 16.7 4.5 ▲12.1

내부 분위기 14.6 11.8 ▲2.8

가격 할인 12.1 5.6 ▲6.5

건강 11.9 8.9 ▲3.0

편리한 서비스 11.9 9.3 ▲2.5

신속한 서비스 11.9 11.5 ▲0.4

접근성 9.6 19.3 ▼-9.7

양 6.4 8.0 ▼-1.6

주차 공간 6.2 5.3 ▲0.9

편의 시설 5.7 3.6 ▲2.1

격식 있는 서비스 5.7 7.2 ▼-1.5

특별 이벤트 3.9 1.2 ▲2.7

태도 3.9 3.3 ▲0.6

종업원 용모 3.7 0.4 ▲3.3

의사 소통 3.4 2.2 ▲1.2

개인적 관계 3.2 1.2 ▲2.0

경영주/종업원 인지도 2.1 4.1 ▼-2.1

[표 Ⅲ-61] 한식당 이용 행태- 한식당 선택 시, 주요 고려 요소 시계열 분석 (방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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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취식 경험 및 취식 의향 한식 메뉴

가. 취식 경험 한식 메뉴

◻ 취식 경험 한식 메뉴 중 Korean BBQ의 취식 경험 비율(48.0%)이 가장 높고,

비빔밥(33.2%), 치킨(25.4%), 냉면(19.6%) 등의 순임

◻ 권역별로는 모든 권역에서 Korean BBQ의 취식 경험 비율이 가장 높음

◦ 중국 53.6%, 동남아시아 53.3%, 미국 47.1%, 일본 45.5%, 유럽/오세아니아 36.3%임

◻ 미국은 갈비찜(20.4%), 중국은 전골(25.6%) 및 떡볶이(20.9%), 일본은 전(30.5%) 및 찌개

(27.9%), 유럽/오세아니아는 잡채(20.9%), 동남아시아는 닭갈비(23.6%)의 취식 경험 비율이 

타 메뉴 대비 높게 나타남

[그림Ⅲ- 14] 취식 경험 한식 메뉴



2017년 글로벌 한식 소비자 조사

158

[단위: 
복수응답%]

사례
수

Kor
ean 
BB
Q

비
빔
밥

치
킨
(맥
주)

냉
면

닭
갈
비

불
고
기

전
골

찌
개

삼
계
탕

떡
볶
이

잡
채

갈
비
찜

육
개
장

전
갈
비
탕

감
자
탕

보
쌈

전체 (3,282) 48.0 33.2 25.4 19.6 18.3 16.3 16.1 14.6 14.1 13.7 12.8 12.2 11.7 11.6 9.1 7.9 7.1

전체
(일본제외)

(3,128) 48.2 32.9 26.4 19.4 18.7 16.4 16.8 13.9 14.2 13.7 12.7 12.6 11.3 10.7 9.2 8.0 7.2

권
역

미국 (612) 47.1 23.2 29.2 14.4 20.1 22.1 13.1 10.0 9.2 9.8 18.5 20.4 11.1 14.4 10.0 9.3 7.0

중국 (888) 53.6 42.0 17.5 21.1 9.2 16.1 25.6 12.7 15.9 20.9 7.5 10.0 10.0 7.4 8.7 7.5 8.6

일본 (154) 45.5 39.6 5.8 24.0 11.7 14.9 2.6 27.9 13.6 11.7 14.3 3.9 20.8 30.5 7.8 5.8 4.5

유럽/
오세아
니아

(733) 36.3 29.9 27.8 18.6 22.9 19.6 10.9 11.5 13.2 11.6 20.9 13.8 12.7 13.6 9.8 10.1 7.9

동남아
시아

(895) 53.3 33.1 32.1 21.9 23.6 10.1 15.5 19.8 16.6 11.1 7.2 8.9 11.4 9.1 8.7 5.8 5.5

도
시

뉴욕 (283) 35.3 24.4 30.4 15.9 22.3 20.1 13.1 10.2 10.6 9.2 18.0 21.9 10.6 14.8 12.4 11.7 8.1

LA (329) 57.1 22.2 28.3 13.1 18.2 23.7 13.1 9.7 7.9 10.3 18.8 19.1 11.6 14.0 7.9 7.3 6.1

북경 (456) 49.3 39.9 15.4 27.0 9.9 16.4 24.3 13.4 16.4 19.3 9.2 10.3 11.0 6.1 8.6 8.6 9.6

상해 (432) 58.1 44.2 19.7 14.8 8.6 15.7 26.9 12.0 15.3 22.7 5.8 9.7 9.0 8.8 8.8 6.5 7.4

동경 (154) 45.5 39.6 5.8 24.0 11.7 14.9 2.6 27.9 13.6 11.7 14.3 3.9 20.8 30.5 7.8 5.8 4.5

방콕 (438) 50.0 29.0 37.4 19.2 23.1 8.2 18.3 16.4 12.3 15.5 5.9 12.1 9.6 7.5 10.3 7.8 8.9

쿠알라
룸푸르

(457) 56.5 37.0 26.9 24.5 24.1 11.8 12.9 23.0 20.8 6.8 8.3 5.9 13.1 10.5 7.2 3.9 2.2

파리 (271) 33.9 31.7 24.7 19.2 25.5 17.3 8.9 11.4 12.2 12.9 19.6 14.0 12.2 19.6 8.5 10.7 8.9

런던 (217) 29.5 28.1 23.5 22.6 22.1 15.2 12.4 9.2 16.1 11.5 22.1 15.7 14.3 11.1 13.8 12.4 9.7

시드니 (245) 44.9 29.4 35.1 14.3 20.8 26.1 11.8 13.5 11.8 10.2 21.2 11.8 11.8 9.4 7.8 7.3 5.3

성
별

남자 (1,725) 48.0 30.4 24.8 19.2 18.8 16.8 15.7 12.7 15.0 12.1 11.2 13.9 13.3 13.1 10.0 9.5 7.7

여자 (1,557) 48.1 36.4 26.1 20.0 17.9 15.8 16.6 16.6 13.2 15.4 14.5 10.3 9.9 10.0 8.2 6.1 6.5

연
령

20대 (991) 51.0 30.4 29.7 21.4 18.5 14.9 16.3 13.6 13.4 15.1 9.2 10.6 12.2 12.2 8.0 7.8 7.4

30대 (1,046) 44.6 32.4 27.1 19.9 19.3 15.9 16.0 15.1 14.1 14.0 14.2 11.8 9.8 12.0 9.5 9.7 7.3

40대 (734) 50.8 34.2 21.5 17.6 17.0 17.4 16.2 16.1 15.0 12.1 12.7 13.9 13.1 10.6 10.2 6.5 6.5

50대 
이상

(511) 45.4 39.1 19.4 18.6 18.0 18.2 16.0 13.1 14.3 12.3 16.8 13.9 12.5 11.2 9.2 6.5 7.0

최
종
학
력

고졸 
미만

(388) 44.3 25.0 30.7 21.6 20.4 15.2 13.4 13.4 16.0 11.9 16.8 12.6 13.1 11.6 12.1 5.4 7.0

대졸 (2,012) 51.5 35.1 25.0 20.4 17.4 16.0 16.3 14.3 11.8 14.3 11.3 12.4 11.4 11.2 8.1 8.0 6.8

대학원 
졸

(882) 41.7 32.7 23.9 16.9 19.5 17.6 17.1 15.8 18.7 12.9 14.3 11.7 11.7 12.6 10.2 8.8 7.9

[표 Ⅲ-62] 취식 경험 한식 메뉴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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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취식 의향 한식 메뉴

◻ 가장 먹고 싶은 한식 메뉴 또한 Korean BBQ(34.1%)가 가장 많고, 치킨(29.0%), 

비빔밥(25.0%), 닭갈비(20.8%) 등의 순임

◻ 모든 권역에서 Korean BBQ의 취식 의향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중국은 Korean BBQ를 제외한 대부분의 메뉴에서 전년 대비 감소함. 

◻ 동경은 Korean BBQ, 전에 대한 취식 의향 비율은 전년 대비 증가함

◻ 방콕은 대부분의 한식 메뉴에 대한 취식 의향률은 전년 대비 감소함

[그림Ⅲ- 15] 취식 의향 한식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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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복수응답%]

사례
수

Kor
ean 
BB
Q

치
킨(
with 
맥
주)

비
빔
밥

닭
갈
비

갈
비
찜

불
고
기

냉
면

잡
채 전

삼
계
탕

찌
개

전
골

육
개
장

떡
볶
이

감
자
탕

갈
비
탕

보
쌈

전체 (2,718) 34.1 29.0 25.0 20.8 16.9 16.9 17.0 16.6 15.1 13.6 13.5 10.9 10.6 9.9 7.9 7.9 6.5

전체
(일본제외)

(2,272) 33.8 32.3 22.9 21.7 19.1 17.2 16.0 17.8 13.4 12.6 11.4 12.5 10.4 9.9 8.7 8.0 7.3

권
역

미국 (588) 32.3 36.7 18.7 20.4 25.9 20.1 9.5 22.6 14.6 9.2 11.1 11.6 9.4 8.0 8.3 6.8 6.6

중국 (312) 46.2 21.8 38.8 8.3 11.2 17.3 25.6 6.7 5.8 20.5 10.3 17.6 9.6 16.0 6.4 12.5 7.7

일본 (446) 35.9 12.1 35.7 15.9 6.1 15.2 21.7 10.5 23.8 18.8 24.2 2.7 11.4 9.6 4.0 7.6 2.5

유럽/
오세아
니아

(1067) 29.9 33.1 21.1 26.1 19.7 15.9 16.1 20.7 14.7 10.4 10.9 10.7 11.2 8.4 9.4 7.1 7.9

동남아
시아

(305) 37.4 31.5 21.3 22.3 11.8 16.1 18.4 9.5 14.4 19.0 14.8 15.4 10.8 12.8 9.5 8.5 6.2

도
시

뉴욕 (317) 27.8 36.6 16.4 20.5 25.9 17.0 12.0 24.0 13.6 10.4 11.4 11.7 10.4 9.1 10.4 7.3 8.2

LA (271) 37.6 36.9 21.4 20.3 25.8 23.6 6.6 21.0 15.9 7.7 10.7 11.4 8.1 6.6 5.9 6.3 4.8

북경 (144) 48.6 22.2 37.5 6.3 9.7 17.4 28.5 6.9 6.3 18.1 9.7 18.1 7.6 14.6 6.9 11.1 9.0

상해 (168) 44.0 21.4 39.9 10.1 12.5 17.3 23.2 6.5 5.4 22.6 10.7 17.3 11.3 17.3 6.0 13.7 6.5

동경 (446) 35.9 12.1 35.7 15.9 6.1 15.2 21.7 10.5 23.8 18.8 24.2 2.7 11.4 9.6 4.0 7.6 2.5

방콕 (162) 41.4 37.7 21.0 18.5 13.0 12.3 16.7 7.4 11.7 14.8 17.9 15.4 6.8 15.4 11.1 8.0 9.3

쿠알라
룸푸르

(143) 32.9 24.5 21.7 26.6 10.5 20.3 20.3 11.9 17.5 23.8 11.2 15.4 15.4 9.8 7.7 9.1 2.8

파리 (329) 26.7 28.6 26.1 27.1 17.3 12.5 15.2 23.1 19.1 10.3 12.5 11.2 14.9 9.4 8.5 6.7 4.3

런던 (383) 28.5 35.5 18.0 25.6 19.1 15.1 18.0 17.2 16.2 9.4 13.3 9.7 9.4 9.1 11.5 8.1 11.7

시드니 (355) 34.4 34.6 19.7 25.9 22.5 20.0 14.9 22.3 9.0 11.5 6.8 11.3 9.6 6.8 7.9 6.5 7.0

성
별

남자 (1,291) 34.5 27.1 22.8 19.0 16.9 17.0 18.0 13.5 13.7 13.6 15.7 11.5 12.1 10.0 10.0 10.1 7.4

여자 (1,427) 33.7 30.6 27.0 22.4 17.0 16.8 16.0 19.4 16.4 13.7 11.4 10.3 9.3 9.8 6.1 6.0 5.7

연
령

20대 (651) 36.9 34.3 20.3 21.4 14.4 14.0 19.0 13.8 13.8 11.1 12.6 9.2 12.1 10.9 8.9 8.0 7.1

30대 (641) 32.4 30.7 26.1 20.1 13.3 14.5 19.2 16.8 16.7 12.5 13.4 10.6 12.5 12.6 7.2 8.1 6.7

40대 (772) 35.8 27.8 26.6 20.6 17.0 19.0 15.2 16.3 16.1 14.4 12.7 12.4 9.8 8.9 8.0 8.2 6.2

50대 
이상

(654) 31.0 23.2 26.9 20.9 22.9 19.6 14.8 19.4 13.8 16.5 15.3 11.0 8.1 7.3 7.6 7.3 6.1

최
종
학
력

고졸 
미만

(678) 33.5 34.5 18.9 22.4 19.2 16.8 15.9 18.0 15.6 10.9 12.1 9.0 10.6 9.3 8.6 6.2 6.6

대졸 (1,563) 35.4 28.0 27.1 19.3 16.2 17.1 17.7 15.9 15.0 14.1 13.9 11.8 10.2 10.0 7.5 8.3 6.1

대학원 
졸

(477) 30.8 24.3 27.0 23.1 16.1 16.4 15.9 17.0 14.7 16.1 13.8 10.5 11.7 10.3 8.4 9.0 7.8

[표 Ⅲ-63] 취식 의향 한식 메뉴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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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 문화 및 음식관광 외

1) 한국 문화 인지도 

◻ 한국 문화 인지도는 53.0%로 과반수가 한국 문화에 대해 알고 있음

◻ 권역별로는 동남아시아 68.6%, 중국 65.3%로 전체 대비 높음

◻ 도시별로는 방콕(69.8%), 쿠알라룸푸르(67.3%), 상해(65.7%), 북경(65.0%), 뉴욕

(54.8%)은 전체 대비 한국 문화 인지도가 높은 편임

◻ 성별로는 남성(54.9%)이 여성(51.1%) 대비 높음 

◻ 연령별로는 30대(60.4%)가 타 연령 대비 높음

◻ 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한국 문화 인지도도 상승하는 경향을 보임

◦대학원 졸업 64.6%, 대학교 졸업 52.8%, 고졸 미만 38.8%임

◻ 뉴욕과 북경은 2015년 대비 한국 문화 인지도가 각각 –1.1%p, -8.7%p 하락한 

반면, 파리, 방콕의 한국 문화 인지도는 각각 33.1%p, 20.9%p 상승함

[그림Ⅲ- 16] 한국 문화 인지도

*1점(전혀 알지 못한다), 2점(알지 못한다), 3점(별로 알지 못한다), 4점(보통이다),
 5점(어느 정도 알고 있다), 6점(알고 있다), 7점(매우 잘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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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점] 사례수 비인지 보통 인지
평균

(7점 척도)

전체 (6,000) 31.3 15.7 53.0 4.23

전체(일본제외) (5,400) 27.4 15.4 57.2 4.37

권역

미국 (1,200) 35.3 11.8 52.9 4.15

중국 (1,200) 13.1 21.6 65.3 4.86

일본 (600) 66.3 18.5 15.2 3.02

유럽/
오세아니아

(1,800) 38.7 14.2 47.1 3.91

동남아시아 (1,200) 16.8 14.6 68.6 4.77

도시

뉴욕 (600) 35.3 9.8 54.8 4.17

LA (600) 35.3 13.7 51.0 4.13

북경 (600) 13.3 21.7 65.0 4.92

상해 (600) 12.8 21.5 65.7 4.80

동경 (600) 66.3 18.5 15.2 3.02

방콕 (600) 19.0 11.2 69.8 4.80

쿠알라룸푸르 (600) 14.7 18.0 67.3 4.75

런던 (600) 38.5 14.5 47.0 3.91

파리 (600) 38.7 11.2 50.2 3.94

시드니 (600) 39.0 16.8 44.2 3.90

성별
남자 (3,016) 28.8 16.3 54.9 4.34

여자 (2,984) 33.8 15.0 51.1 4.12

연령

20대 (1,642) 29.2 15.5 55.3 4.34

30대 (1,687) 24.5 15.1 60.4 4.53

40대 (1,506) 34.0 15.6 50.4 4.13

50대 이상 (1,165) 40.7 16.8 42.5 3.80

최종
학력

고졸 미만 (1,066) 44.1 17.1 38.8 3.64

대졸 (3,575) 30.5 16.7 52.8 4.23

대학원 졸 (1,359) 23.5 11.9 64.6 4.70

[표 Ⅲ-64] 한국 문화 인지도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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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한국 문화 인지도

[단위: %, 점]

2017
글로벌한식
소비자 조사

2015
한식세계화
홍보효과조사

한국 문화 인지도 차이
(‘17-’15)

뉴욕
인지 비율 (%) 54.8 55.9 ▼-1.1

7점 척도 평균(점) 4.17 4.23 ▼-0.07

북경
인지 비율 (%) 65.0 73.7 ▼-8.7

7점 척도 평균(점) 4.92 5.07 ▼-0.15

파리
인지 비율 (%) 50.2 17.1 ▲33.1

7점 척도 평균(점) 3.94 3.13 ▲0.81

방콕
인지 비율 (%) 69.8 48.9 ▲20.9

7점 척도 평균(점) 4.80 4.40 ▲0.40

[표 Ⅲ-65] 한국 문화 인지도 시계열 분석(도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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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식 관광을 위한 한국 방문 의향 여부

◻ 음식 관광을 위해 한국을 방문할 의향은 56.7%로 비의향 비율 대비 13.3%p 높음

◻ 도시별로는 쿠알라룸푸르(87.5%), 방콕(80.3%), 북경(70.0%), 상해(69.8%)는 전체 대비 높음

◻ 성별로는 남성(58.4%)이 여성(54.9%)보다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가 각각 62.4%로 타 연령 대비 높은 편임

◻ 학력별로는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한국 방문 의향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2016년 대비, 북경과 상해는 한국 방문 의향이 각각 –8.3%p, -12.1%p 감소한 

반면, 뉴욕, LA, 동경, 방콕에서의 비율은 각각 2.0%p, 0.4%p, 5.3%p, 27.4%p 

증가함

[그림Ⅲ- 17] 음식 관광을 위한 한국 방문 의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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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사례수 방문의향 있음 방문의향 없음

전체 (6,000) 56.7 43.4

전체(일본제외) (5,400) 59.8 40.2

권역

미국 (1,200) 49.6 50.4

중국 (1,200) 69.9 30.1

일본 (600) 28.0 72.0

유럽/
오세아니아

(1,800) 43.9 56.1

동남아시아 (1,200) 83.9 16.1

도시

뉴욕 (600) 48.5 51.5

LA (600) 50.7 49.3

북경 (600) 70.0 30.0

상해 (600) 69.8 30.2

동경 (600) 28.0 72.0

방콕 (600) 80.3 19.7

쿠알라룸푸르 (600) 87.5 12.5

런던 (600) 50.3 49.7

파리 (600) 37.7 62.3

시드니 (600) 43.7 56.3

성별
남자 (3,016) 58.4 41.6

여자 (2,984) 54.9 45.1

연령

20대 (1,642) 62.4 37.6

30대 (1,687) 62.4 37.6

40대 (1,506) 51.1 48.9

50대 이상 (1,165) 47.4 52.6

최종
학력

고졸 미만 (1,066) 41.5 58.5

대졸 (3,575) 58.7 41.3

대학원 졸 (1,359) 63.1 36.9

[표 Ⅲ-66] 음식 관광을 위한 한국 방문 의향 여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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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별
음식 관광 방문의향

[단위: %]

2017
글로벌한식 
소비자 조사

2016
글로벌한식외식

산업조사

음식 관광 목적 
방한 의향 차이
(‘17-‘16)

뉴욕 48.5 46.5 ▲2.0

LA 50.7 50.3 ▲0.4

북경 70.0 78.3 ▼-8.3

상해 69.8 81.9 ▼-12.1

동경 28.0 22.7 ▲5.3

방콕 80.3 52.9 ▲27.4

[표 Ⅲ-67] 음식 관광을 위한 한국 방문 의향 시계열 분석 (도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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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 방문 시, 음식 관광 희망 활동

◻ 한국 방문 시, 음식 관광 관련 희망 활동으로는 ‘맛으로 유명한 한국 식당 방문’이 

65.3%로 가장 많고, ‘한식 관련 주요 지역 탐방’(51.4%), ‘한식 만들기 체험’(40.1%) 

등의 순임 

◻ 권역별로도 ‘맛으로 유명한 한국 식당 방문’ 비율이 가장 높음

◻ 중국은 ‘한식 만들기 체험(53.3%)’, ‘한식 조리 교육(32.5%)’, ‘한식당 창업 

교육(21.9%)’의 비율이 높음

◻ 동남아시아는 ‘맛으로 유명한 한국 식당 방문(68.9%)’, ‘한식관련 주요 지역 

탐방(65.2%)’, ‘한류 콘텐츠에 노출된 식당 방문(46.1%)’의 비율이 높은 편임. 

한류 열풍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음식 관광 희망 활동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음

◻ 연령별로는 40대 이상은 ‘맛으로 유명한 한국 식당 방문(67.5%)’이, 20대는

‘한류 콘텐츠에 노출된 식당 방문(35.2%)’, ‘한식 조리 교육(29.6%)’의 비율이 

높은 편임

◻ 학력별로는 대학원 졸업 이상에서 ‘한식 조리 교육(29.1%) 및 한식당 창업 교육

(21.1%)’에 대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16년 대비 중국은 ‘한식당 창업 교육’, ‘한식 조리 교육’에 대한 비율이 

증가한 반면, ‘맛으로 유명한 한국 식당 방문’ 비율은 감소함

◻ 동경은 ‘한식 만들기 체험, 한식 조리 교육’이 방콕은 ‘맛으로 유명한 한국 

식당 방문’외 대부분의 활동에 대한 비율이 증가함

[그림Ⅲ- 18] 한국 방문 시, 음식 관광 희망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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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복수응답%] 사례수

맛으로 
유명한  
한국 
식당 
방문

한식 
관련 
주요 
지역 
탐방

한식 
만들기 
체험

한류 
컨텐츠에 
노출된 
식당  
방문

한식 
조리 
교육

한식당 
창업 
교육

전체 (3,399) 65.3 51.4 40.1 32.7 27.2 19.2

전체(일본제외) (3,231) 65.0 52.6 40.4 33.2 28.0 19.8

권역

미국 (595) 60.8 45.5 38.2 34.5 26.4 17.6

중국 (839) 69.7 45.5 53.3 22.9 32.5 21.9

일본 (168) 70.8 29.2 33.9 22.6 10.7 6.0

유럽/
오세아니아

(790) 58.2 49.1 32.8 26.8 25.3 17.0

동남아시아 (1,007) 68.9 65.2 37.0 46.1 27.3 21.6

도시

뉴욕 (291) 61.2 46.0 41.2 33.7 27.8 18.2

LA (304) 60.5 45.1 35.2 35.2 25.0 17.1

북경 (420) 66.4 44.5 53.1 21.2 33.1 23.3

상해 (419) 73.0 46.5 53.5 24.6 32.0 20.5

동경 (168) 70.8 29.2 33.9 22.6 10.7 6.0

방콕 (482) 69.9 64.3 34.0 49.0 24.1 18.5

쿠알라룸푸르 (525) 68.0 66.1 39.8 43.4 30.3 24.6

런던 (302) 53.6 47.7 35.8 28.1 26.2 18.2

파리 (226) 55.8 50.4 34.1 25.2 23.9 21.7

시드니 (262) 65.6 49.6 28.2 26.7 25.6 11.5

성별
남자 (1,760) 61.8 51.4 39.6 31.7 25.2 19.5

여자 (1,639) 69.1 51.4 40.6 33.7 29.2 18.8

연령

20대 (1,025) 61.1 49.9 41.5 35.2 29.6 22.6

30대 (1,053) 63.3 51.9 40.8 32.4 26.6 19.4

40대 (769) 67.5 53.2 38.2 33.6 28.0 18.3

50대 이상 (552) 73.9 50.9 38.8 27.4 22.6 13.4

최종
학력

고졸 미만 (442) 61.8 48.0 34.6 29.4 27.1 18.6

대졸 (2,100) 68.1 52.6 41.7 34.6 26.4 18.5

대학원 졸 (857) 60.2 50.3 39.0 29.6 29.1 21.1

[표 Ⅲ-68] 한국 방문 시, 음식 관광 희망 활동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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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음식 관광 희망 활동

 [단위: 복수응답%]

2017
글로벌한식 
소비자 조사

2016
글로벌한식외식

산업조사

음식 관광 희망 
활동 차이
(‘17-’16)

뉴욕

맛으로 유명한 한국 식당 방문 61.2 75.8 ▼-14.6

한류 콘텐츠에 노출된 식당 방문 33.7 44.5 ▼-10.8

한식 만들기 체험 41.2 60.4 ▼-19.2

한식 관련 주요 지역 탐방 46.0 45.5 ▲0.5

한식당 창업 교육 18.2 16.1 ▲2.1

한식 조리 교육 27.8 17.8 ▲10.0

LA

맛으로 유명한 한국 식당 방문 60.5 79.1 ▼-18.6

한류 콘텐츠에 노출된 식당 방문 35.2 32.5 ▲2.7

한식 만들기 체험 35.2 56.4 ▼-21.2

한식 관련 주요 지역 탐방 45.1 48.1 ▼-3.0

한식당 창업 교육 17.1 21.7 ▼-4.6

한식 조리 교육 25.0 16.3 ▲8.7

북경

맛으로 유명한 한국 식당 방문 66.4 82.8 ▼-16.4

한류 콘텐츠에 노출된 식당 방문 21.2 69.1 ▼-47.9

한식 만들기 체험 53.1 52.4 ▲0.7

한식 관련 주요 지역 탐방 44.5 41.2 ▲3.3

한식당 창업 교육 23.3 15.3 ▲8.0

한식 조리 교육 33.1 12.5 ▲20.6

상해

맛으로 유명한 한국 식당 방문 73.0 77.0 ▼-4.0

한류 콘텐츠에 노출된 식당 방문 24.6 66.2 ▼-41.6

한식 만들기 체험 53.5 46.4 ▲7.1

한식 관련 주요 지역 탐방 46.5 50.5 ▼-4.0

한식당 창업 교육 20.5 13.6 ▲6.9

한식 조리 교육 32.0 18.3 ▲13.7

동경

맛으로 유명한 한국 식당 방문 70.8 75.5 ▼-4.7

한류 콘텐츠에 노출된 식당 방문 22.6 25.4 ▼-2.8

한식 만들기 체험 33.9 18.5 ▲15.4

한식 관련 주요 지역 탐방 29.2 39.6 ▼-10.4

한식당 창업 교육 6.0 5.5 ▲0.5

한식 조리 교육 10.7 5.5 ▲5.2

방콕

맛으로 유명한 한국 식당 방문 69.9 85.3 ▼-15.4

한류 콘텐츠에 노출된 식당 방문 49.0 33.1 ▲15.9

한식 만들기 체험 34.0 32.0 ▲2.0

한식 관련 주요 지역 탐방 64.3 61.0 ▲3.3

한식당 창업 교육 18.5 16.7 ▲1.8

한식 조리 교육 24.1 28.9 ▼-4.8

[표 Ⅲ-69] 한국 방문 시, 음식 관광 희망 활동 시계열 분석(도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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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식 홍보 공식 SNS 인지도

◻ 한식 홍보 공식 SNS 인지도는 32.7%임 

◻ 권역별로는 중국이 53.9%, 동남아시아 53.3%로 타 권역 대비 높은 편임

◻ 도시별로는 북경(57.0%), 방콕(54.0%), 상해(49.2%), 쿠알라룸푸르(39.5%) 등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인지도가 높은 편임

◻ 성별로는 남성(36.3%)이 여성(29.1%)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 연령별로는 20대(39.3%)와 30대(37.6%)의 인지도가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인지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대학원 졸업 42.2%, 대학교 졸업 32.6%, 고졸 미만 21.1%임 

◻ 2016년 대비 뉴욕은 한식 홍보 공식 SNS 인지도가 하락한 반면, 북경, 파리, 

방콕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Ⅲ- 19] 한식 홍보 공식 SNS 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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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사례수

알고 
있고 본 
적도 
있다

알고 
있지만 
본 적은 
없다

알고 
있다

본적 
있다

인지도
합계

모른다

전체 (6,000) 9.5 13.1 4.6 5.6 32.7 67.3

전체(일본제외) (5,400) 10.4 14.2 4.9 5.9 35.4 64.6

권역

미국 (1,200) 7.2 8.9 4.0 5.8 25.9 74.1

중국 (1,200) 18.3 25.7 6.2 3.8 53.9 46.1

일본 (600) 0.5 3.8 1.5 3.0 8.8 91.2

유럽/
오세아니아

(1,800) 5.6 7.0 4.8 4.3 21.7 78.3

동남아시아 (1,200) 13.2 18.7 4.6 10.3 46.8 53.3

도시

뉴욕 (600) 7.2 9.2 4.7 6.8 27.8 72.2

LA (600) 7.2 8.7 3.3 4.8 24.0 76.0

북경 (600) 20.7 26.2 5.7 4.5 57.0 43.0

상해 (600) 16.0 25.2 6.7 3.0 50.8 49.2

동경 (600) 0.5 3.8 1.5 3.0 8.8 91.2

방콕 (600) 18.8 19.8 4.0 11.3 54.0 46.0

쿠알라룸푸르 (600) 7.5 17.5 5.2 9.3 39.5 60.5

런던 (600) 6.5 9.5 5.5 5.0 26.5 73.5

파리 (600) 5.8 6.8 6.5 4.8 24.0 76.0

시드니 (600) 4.3 4.7 2.5 3.0 14.5 85.5

성별
남자 (3,016) 10.1 14.2 5.8 6.1 36.3 63.7

여자 (2,984) 8.8 12.0 3.3 5.0 29.1 70.9

연령

20대 (1,642) 11.5 16.7 5.0 6.0 39.3 60.7

30대 (1,687) 12.0 13.5 6.0 6.0 37.6 62.4

40대 (1,506) 8.2 10.5 3.7 4.8 27.2 72.8

50대 이상 (1,165) 4.4 11.0 2.8 5.2 23.4 76.6

최종
학력

고졸 미만 (1,066) 4.5 8.7 3.0 4.9 21.1 78.9

대졸 (3,575) 8.4 14.5 4.1 5.6 32.6 67.4

대학원 졸 (1,359) 16.0 13.0 7.0 6.1 42.2 57.8

[표 Ⅲ-70] 한식 홍보 공식 SNS 인지도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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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별　
한식 홍보 공식 SNS 인지도

[단위:%] 

2017
글로벌한식 
소비자 조사

2015
한식세계화

홍보효과조사

 한식 홍보 SNS 
인지도 차이
(‘17-’16)

뉴욕 27.8 29.8 ▼-2.0

북경 57.0 49.9 ▲7.1

파리 24.0 14.4 ▲9.6

방콕 54.0 52.1 ▲1.9

[표 Ⅲ-71] 한식 홍보 공식 SNS 인지도 시계열 분석(도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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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1. [SA] 귀하께서 현재 거주하시는 국가 및 도시는 어디이십니까?

PROG: 해당 국가/도시만 제시

SQ2. [SA] 귀하께서는 어느 나라 국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1) 한국인 è설문 중단2) 한국계 현지인 (재외동포) è설문 중단3) 현지인4) 제3국인

SQ3. [SA]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1) 남자
2) 여자

SQ4. [OE] 귀하께서 태어나신 연도는 어떻게 되십니까? 

 

     ______________________ 년 

PROG: 1999년(20세) 이후 출생자 및 1957년생(60세) 이하 출생자 설문 중단 (20~59세 응답자 대상)

SQ5. [MA] 현재 귀하나 귀하의 가족 중 다음 업종에 종사하는 분이 계십니까?  

1) 외식/음식 관련 제조 회사 è설문 중단
2) 외식/음식 관련 판매 유통 회사 è설문 중단
3) 외식업체/음식점 è설문 중단
4)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è설문 중단
5) 해당 사항 없음

국가 도시
1) 미국 11) 뉴욕      12) LA
2) 중국 21) 북경      22) 상해
3) 일본 31) 동경
4) 태국 41) 방콕
5) 말레이시아 51) 쿠알라룸푸르
6) 영국 61) 런던
7) 프랑스 71) 파리
8) 호주 81) 시드니

SQ. Scree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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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개월 내 외식 빈도] 

SQ6. [OE] 귀하께서는 최근 1개월 간 얼마나 자주 외식을 하셨습니까? 

PROG: 월 1회 미만 응답자 설문 종료

월 1회 이상 응답자(500명) 메인 샘플로 표집, 월 3회 이상은 목표 샘플(100)까지 Boosting

Booster 샘플은 메인 샘플의 성*연령 쿼터 반영하여 Soft Quota로 적용 예정  

[업태별 한달 평균 외식 빈도] 

SQ7. [MA][OE] 귀하께서는 다음 5가지 업태에 대해 한달 평균 얼마나 자주 방문하셨습니까? 

PROG: SQ7의 합은 SQ6보다 클 수 없으며, 모두 0회일 경우 설문 종료, 응답 범위 0~90 

‘외식’이란 가정에서 취사(炊事)를 통하여 음식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음식점 등에서 음식을 구입하여 

이루어지는 식사 형태를 말합니다. 구내식당, 기숙사 식당 등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외식의 예로는 Fine Dining, Casual Dining, Fast Dining, Café/Bar 등이 있습니다.

- Fine Dining: 분위기와 접객 서비스가 우수하고 고품질, 고가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테이블 

서비스와 풀 서비스 그리고 코스 메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날 또는 중요한 

손님을 접대할 수 있는 고급 식당으로 상대적으로 객단가가 높습니다. 

- Casual Dining: 패스트푸드보다는 고급스럽고, 온전히 갖춰진 파인 다이닝보다는 상대적으로 

편안하고 가격이 낮은 것이 특징입니다. 

- Fast Dining: 즉석 편의 식품점으로 셀프 서비스 방식으로 제공 시간이 빠르고, 보통 수준의 

가격입니다. 메뉴 구성이 단순하고 주로 대용식이나 간식의 간단한 메뉴 위주입니다. 객단가가 상대적으로 

낮고 주류 판매는 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조리 방식으로 신속하게 제공되는 

시간절약형 업태입니다. 

- Café/Bar: 백화점, 쇼핑몰, 대형건물, 고속도로 휴게소, 집단 급식소에 출점하는 것이 특징으로 셀프서비스 

방식의 간이 식당입니다. 점포간 객석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Take out(To go/Take away): 음식점, 레스토랑 등의 구분 없이 식당에서 음식을 포장하는 형태를 말합니

다. 음식의 종류와 상관없이 식당에서 준비된 음식을 포장하여 집 또는 다른 곳에서 먹는 것을 뜻합니다. 

나는 1달에 평균 _______ 회 외식을 한다

업태 한달 평균 방문 빈도
1) 고급 식당 (Fine Dining) 한달 평균 _______회 방문
2) 일반 식당 (Casual Dining) 한달 평균 _______회 방문
3) 패스트 푸드(Fast Dining) 한달 평균 _______회 방문
4) 카페/바 (Café/Bar) 한달 평균 _______회 방문
5) 테이크아웃 (Take out) 한달 평균 _______회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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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귀하의 외식 이용 현황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월평균 지출액] 

A1. [OE] 귀하의 한달 평균 총 지출액은 평균 얼마 정도이십니까? 총 지출액은 외식비뿐만 아니라, 식료

품비, 의료비, 보험료, 주거비, 각 세금 등을 모두 포함한 실제 소득 중 지출하는 총 금액을 말합니다. 

월 평균 지출액  ______________ (국가별 화폐 단위 제시) 

PROG: SQ1 응답 기준, 국가별 화폐 단위 제시

[외식 지출액(객단가, 1회 1인 기준)] 

A2. [OE] 귀하께서는 한번 외식하실 때, 1인당 얼마 정도의 금액을 지출하십니까? 

1인당 지출액  ______________ (국가별 화폐 단위 제시) 

PROG: A1 기준 동일, 국가별 화폐 단위 제시

[식당 인지 경로]

A3. [MA] 귀하께서는 식당에 대한 정보를 주로 어디에서 얻으십니까? 많이 이용하신 순서대로 최대 3개

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보기 Rotation]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1) 가족/친지/지인 추천2) 블로그/SNS(facebook, twitter, Instagram 등)3) 레스토랑 소개 전문 웹사이트4) TV, 라디오, 잡지 등 대중 매체5) 레스토랑 프로모션/행사
9)  기타 (구체적으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ROG: A4~A7 (SQ7 응답값에 따라 Loop)

SQ7 업태별 외식 빈도 상위 1순위와 최하위 순위 업태에 대해서만 질문 

단, SQ7 빈도에서 ‘0’인 경우는 최하위 업태에서 제외하고, 그 다음 하위 업태에 대해서 질문

[업태별 방문 목적] 

A4. [SA] 귀하께서 [SQ7]에서 외식하실 때, 주로 어떤 목적으로 방문하셨습니까? 

1) 일상적인 식사 (Eating)
2) 사적인 모임 (Private dining)
3) 공식적인 모임 (Official occasion)

A. 외식 이용 행태 

국가 화폐 단위 국가 화폐 단위
1) 미국 USD 5) 말레이시아 RM
2) 중국 CNY 6) 영국 GBP
3) 일본 JPY 7) 프랑스 EUR
4) 태국 THB 8) 호주 A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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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태별 방문 시, 동행인] 

A5. [SA] 귀하께서 [SQ7]에서 [A4] 목적으로 외식하실 때, 주로 누구와 함께 방문하십니까? 

PROG: A4 응답에 따라 응답 보기 제시

[업태별 방문 시, 1인당 지출 비용] 

A6. [OE] 귀하께서 [SQ7]에서 외식하실 때, 1인당 얼마 정도의 금액을 지출하셨습니까? 

PROG: A1 기준 동일, 국가별 화폐 단위 제시

[업태별 방문 시, KBF] 

A7. [MA] 귀하께서 [SQ7]에서 외식하실 때, 식당을 선택하시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가장 주요하게 고려

하신 기준을 순서대로 최대 3개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보기 Rotation]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PROG: P7요소는 제시하지 말 것/ 최소 1개 이상 응답되어야 함

☞A4~A7 응답란

일상적인 식사 (Eating) 사적인 모임 (Private dining) 공식적인 모임 (Official occasion)
1) 혼자

2) 가족

3) 친구 

4) 직장 동료

5) 기타 (구체적으로: ___________)

1) 연인

2) 가족 

3) 친구

4) 기타 (구체적으로: __________)

1) 직장 동료/상사

2) 고객 (잠재 고객 포함)

3) 기타 (구체적으로: ___________)

업태 1인당 지출 비용
1) 고급 식당 (Fine Dining) 1인당 지출액  ______________ (국가별 화폐 단위 제시)
2) 일반 식당 (Casual Dining) 1인당 지출액  ______________ (국가별 화폐 단위 제시)
3) 패스트 푸드(Fast Dining) 1인당 지출액  ______________ (국가별 화폐 단위 제시)
4) 카페/바 (Café/Bar) 1인당 지출액  ______________ (국가별 화폐 단위 제시)
5) 테이크아웃 (Take out) 1인당 지출액  ______________ (국가별 화폐 단위 제시)

7P 요소 7P 세부 속성 7P 요소 7P 세부 속성
Product 1) 맛 P h y s i c a l 

evidence

10) 위생상태 
2) 양 11) 내부 분위기(인테리어, 소품, 음악 등)
3) 건강 12) 외관
4) 다양함 13) 주차 공간

Price 5) 가격 14) 편의 시설 (화장실, 놀이시설 등)
Place 6) 접근성 Process 15) 편리한 서비스 (주문, 지불 등)
Promotion 7) 가격 할인 16) 신속한 서비스

8) 특별 이벤트 

(마술쇼, 밴드, 생일파티 등)

17) 격식 있는 서비스
People 18) 의사 소통

9) 식당(브랜드) 평판 또는 이미지 19) 종업원 용모
20) 태도 
21)개인적 관계
22) 인지도 있는 경영주/종업원

SQ7. 외식 빈도 A4. 방문 목적 A5. 동행인
A6. 1인당 지출

액

A7. 식당 선택 기준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4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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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에스닉 식당 이용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업태별 자주가는 에스닉 식당] 

B1. [MA] 귀하께서 [SQ7]에서 외식하실 때, 가장 자주 방문하는 에스닉 식당은 어디입니까? 자주 방문하

는 순서대로 최대 3개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보기 Rotation]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PROG: 최소 1개 이상 응답되어야 함

[에스닉 푸드별 호감도] 

B2. [SA] 귀하께서는 각 에스닉 식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래 척도를 참고하여 평가해 주십시

오

B. 에스닉 식당 관련 인식 및 태도 

1) American 2) Chinese 3) French 4) Indian
5) Italian 6) Japanese 7) Korean 8) Mexican
9) Spanish 10) Thai 11) Vietnamese 97) 기타 (________)

[보기 Rotation] 매우 마음에 

들지 않는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다소 마음에

들지 않는다
보통이다

어느 정도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든다

매우

마음에

든다
1 American 

Restaurant
1 2 3 4 5 6 7

2. Chinese

Restaurant 
1 2 3 4 5 6 7

3 French

Restaurant
1 2 3 4 5 6 7

4. Indian

Restaurant
1 2 3 4 5 6 7

5. Italian

Restaurant
1 2 3 4 5 6 7

6. Japanese

Restaurant
1 2 3 4 5 6 7

7. Korean

Restaurant
1 2 3 4 5 6 7

8. Mexican

Restaurant
1 2 3 4 5 6 7

9 Spanish 

Restaurant
1 2 3 4 5 6 7

10 Thai 

Restaurant
1 2 3 4 5 6 7

11. Vietnamese

Restaurant
1 2 3 4 5 6 7



2017년 글로벌 한식 소비자 조사

180

[에스닉 식당 선택 시, KBF] 

B3. [MA] 귀하께서 [B1_1순위] 선택 시,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가장 주요하게 고려하신 기준을 

순서대로 최대 3개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PROG: P7요소는 제시하지 말 것/ 최소 1개 이상 응답되어야 함

지금부터는 ‘한식’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한식 인지 정도] 

C1. [SA] 귀하께서는 ‘한식’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아래 척도를 참고하여 평가해 주십시오. 

PROG: C1 4)~7)응답자만 C2로 이동 

      C1 1)~3)응답자는 D1으로 이동

[한식 인지 최초 경로] 

C2. [SA] 귀하께서 처음으로 한식을 알게 되셨을 때, 어떤 경로를 통해 알게 되셨습니까? 

1) SNS(facebook, twitter, Instagram 등)를 통해서 2) (한류 스타) 방송을 통해서 3) 가족, 지인 등 주변 사람을 통해서 4) 유투브 등의 동영상 사이트를 통해서 5)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9)  기타 (구체적으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7P 요소 7P 세부 속성 7P 요소 7P 세부 속성
Product 1) 맛 P h y s i c a l 

evidence

10) 위생상태 
2) 양 11) 내부 분위기(인테리어, 소품, 음악 등)
3) 건강 12) 외관
4) 다양함 13) 주차 공간

Price 5) 가격 14) 편의 시설 (화장실, 놀이시설 등)
Place 6) 접근성 Process 15) 편리한 서비스 (주문, 지불 등)
Promotion 7) 가격 할인 16) 신속한 서비스

8) 특별 이벤트 

(마술쇼, 밴드, 생일파티 등)

17) 격식 있는 서비스
People 18) 의사 소통

9) 식당(브랜드) 평판 또는 이미지 19) 종업원 용모
20) 태도 
21)개인적 관계
22) 인지도 있는 경영주/종업원

C. 한식 관련 인식 및 태도 

한식
인지
정도 

전혀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별로

알지 못한다 보통이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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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 연상 이미지] 

C3. [MA] 귀하께서는 ‘한식’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생각나시는지 순서대로 최대 3개까지 응답해 주십시

오. [보기 Rotation]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한식 속성별 동의 정도] 

C4. [SA] 귀하께서는 아래의 한식 속성들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아래 척도를 참고하여 평가해 주

십시오.

[한식 전반 만족도] 

C5. [SA] 귀하께서는 ‘한식’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아래 척도를 참고하여 평가해 주십시오.

지금부터는 ‘한식당’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한식당 인지 경로]

D1. [MA] 귀하께서는 한식당에 대한 정보를 주로 어디에서 얻으십니까? 경험하신 정보원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1) 매운 음식 2) 건강에 좋은 음식 3) 색다른/이색적인 음식
4) 고급스러운 음식 5) 다양한 메뉴 6) 비싼 음식
7) 드라마에 나온 음식 8) 양이 많은 음식 9) 먹기 편리한 음식
10) 청결한 음식 11) 짠 음식 12) 대중적인 음식
97) 기타 (_________________) 

[보기 Rotation]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다소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어느

정도

동의한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1 맛이 좋음 1 2 3 4 5 6 7
2 신선함 1 2 3 4 5 6 7
3 친숙함 1 2 3 4 5 6 7
4 모양이 좋음 1 2 3 4 5 6 7
5 고급스러움 1 2 3 4 5 6 7
6 영양가 풍부함 1 2 3 4 5 6 7
7 건강한 식재료 1 2 3 4 5 6 7
8 요리의 간편함 1 2 3 4 5 6 7
9 식사의 간편함 1 2 3 4 5 6 7

한식
만족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다

다소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어느 정도
만족한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1 2 3 4 5 6 7

D. 한식당 이용 행태

1) 가족/친지/지인 추천 2) 블로그 /SNS 3) 레스토랑 소개 전문 웹사이트
4) TV, 라디오, 잡지 등 대중 매체 5) 레스토랑 프로모션/행사 9) 기타 (구체적으로: 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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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당 방문 빈도] 

D2. [OE] 귀하께서는 한달 평균, 한식당을 얼마나 자주 방문하십니까? 

    한달 평균 _______________회 한식당 방문

99) 가지 않음 à D8-1로 이동

[한식 지출액(객단가, 1회 1인 기준)] 

D3. [OE] 귀하께서는 한식당에서 한번 외식하실 때, 1인당 평균 얼마 정도의 금액을 지출하십니까? 

1인당 지출액  ______________ (국가별 화폐 단위 제시) 

PROG: A1 기준 동일, 국가별 화폐 단위 제시

PROG: D4~D7 Loop / D4 응답값에 따라 D4~D7 질문

[한식당 방문 목적] 

D4. [SA] 귀하께서는 한식당을 주로 어떤 상황에서 방문하셨습니까? 

1) 일상적인 식사 (Eating)
2) 사적인 모임 (Private dining)
3) 공식적인 모임 (Official occasion)

[한식당 방문 시, 동행인] 

D5. [SA] 귀하께서는 한식당에 [D4] 목적으로 방문하실 때, 주로 누구와 함께 방문하셨습니까? 

PROG: D4 응답에 따라 응답 보기 제시

[한식당 방문 업태] 

D6. [SA] 귀하께서 한식당을 방문하실 때, 가장 자주 방문하시는 한식당의 업태는 무엇입니까?
1) 고급 식당 (Fine Dining)
2) 일반 식당 (Casual Dining)
3) 패스트푸드점(Fast food restaurant) 
4) 카페/바 (Café/Bar)
5) 테이크아웃 (Take out)

일상적인 식사 (Eating) 사적인 모임 (Private dining) 공식적인 모임 (Official occasion)
1) 혼자

2) 가족

3) 친구 

4) 직장 동료

5) 기타 (구체적으로: ___________)

1) 연인

2) 가족 

3) 친구

4) 기타 (구체적으로: __________)

1) 직장 동료/상사

2) 고객 (잠재 고객 포함)

3) 기타 (구체적으로: 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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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당 KBF] 

D7. [MA] 귀하께서 한식당을 선택하실 때, 가장 주요하게 고려하신 요소는 무엇입니까? 중요하게 생각하

신 

순서대로 최대 3개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보기 Rotation]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PROG: P7요소는 제시하지 말 것/ 최소 1개 이상 응답되어야 함

☞D4~D7 응답란

[경험 한식 메뉴] 

D8. [MA] 아래의 메뉴들은 한식당에서 판매하고 있는 메뉴들입니다. 제시된 메뉴들을 보시고 질문에 응

답해 주십시오. 귀하께서 먹어보신 메뉴 중, 가장 자주 드시는 메뉴는 무엇입니까? 가장 자주 드시는 

메뉴를 순서대로 최대 3개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보기 Rotation]

가장 자주 먹는 메뉴: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PROG: D8, D8-1 동일 보기 사용/ 최소 1개 이상 응답

D8-1. [MA] 그럼, 향후 한식당에서 드시고 싶은 메뉴는 무엇인지 순서대로 최대 3개까지 응답해 주십시

오. [보기 Rotation]

향후 먹고 싶은 메뉴: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PROG: D2에서 99)응답자만 / 최소 1개 이상 응답 / 응답 후 D12-1로 이동

7P 요소 7P 세부 속성 7P 요소 7P 세부 속성
Product 1) 맛 P h y s i c a l 

evidence

10) 위생상태 
2) 양 11) 내부 분위기(인테리어, 소품, 음악 등)
3) 건강 12) 외관
4) 다양함 13) 주차 공간

Price 5) 가격 14) 편의 시설 (화장실, 놀이시설 등)
Place 6) 접근성 Process 15) 편리한 서비스 (주문, 지불 등)
Promotion 7) 가격 할인 16) 신속한 서비스

8) 특별 이벤트 

(마술쇼, 밴드, 생일파티 등)

17) 격식 있는 서비스
People 18) 의사 소통

9) 식당(브랜드) 평판 또는 이미지 19) 종업원 용모
20) 태도 
21)개인적 관계
22) 인지도 있는 경영주/종업원

D4. 한식당 

방문 목적
D5. 동행인 D6. 방문 업태

D7. 한식당 선택 기준

1순위 2순위 3순위

1
일상적인 식사 

(Eating)

2
사적인 모임 

(Private dining)

3
공식적인 모임 

(Business d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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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설명 메뉴 설명

1. 비빔밥 

밥 위에 당근과 버섯, 

소고기, 달걀 등을 올리

고 고추장과 함께 비벼

서 먹는 음식

11. 갈비탕

소갈비와 무를 넣어 끓인 

음식으로 국물과 갈비, 

당면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영양식

2. 불고기

얇게 썬 소고기에 간장 

양념장을 넣고 재운 후 

불판이나 숯불화로에 

구워서 먹는 음식

12. 냉면

메밀과 전분으로 만든 

쫄깃한 면에 동치미와 

소고기 육수를 섞어 만든 

차가운 국물을 넣은 음식

3. Korean 

BBQ

불판이나 숯불화로에 

구워서 먹는 음식으로 

기름장에 찍어 먹거나 

배추, 상추 등 쌈에 싸서 

먹는 음식 (Galbi, 

Samgyeopsal 등)

13. 떡볶이

가래떡을 적당한 길이로 

잘라 쇠고기(해산물)와 

여러 가지 야채를 섞고 

고추장과 갖은 양념으로 

볶은 음식

4. 찌개

뚝배기나 작은 냄비에 

곡물을 바특하게 잡아 

고기, 채소, 두부 따위를 

넣고 간장, 된장, 
고추장, 젓국 따위를 

쳐서 갖은 양념을 하여 

끓인 음식

14. 보쌈

삶은 돼지고기를 얇게 

썰어 매콤하게 무친 무와 

절인 배추에 함께 싸 먹는 

음식

5. 전

생선, 애호박, 고추 

등으로 지져 만든 다양

한 전을 초간장과 함께 

곁들여 먹는 음식

15. 갈비찜

소나 돼지 갈비를 물에 

담가 핏물을 없애고 

지방을 제거하여 당근과 

밤, 은행 등을 섞어 간장

을 비롯한 갖은 양념을 

하여 부드럽게 조려낸 

음식

6. 잡채

삶은 당면과 볶은 채소, 

버섯, 고기 등을 간장 

양념에 함께 버무려 먹

는 음식

16. 닭갈비

닭고기를 고추장 양념장에 

재웠다가 뜨겁게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르고 

양배추, 고구마, 당근, 

떡과 함께 볶아 먹는 

음식

7. 감자탕

돼지등뼈와 감자, 

우거지, 들깨가루, 깻잎, 

파, 마늘 등을 넣고 

얼큰하게 끓인 탕

17. 치킨

(with 맥주)

밀가루로 튀긴 닭고기 조

각 요리. 치킨과 가장 선

호하는 조합으로 맥주와 

콜라가 있음

8. 육개장

소 양지머리와 곱창, 

무 등을 푹 삶은 뒤 

대파, 토란 대, 고사리 

같은 채소를 넣고 

고춧가루로 매콤하게 

양념한 음식

97. 기타 (___________________) 

9. 전골

고기나 채소, 해물 등을 

냄비나 전골물에 담고 

육수를 부어 상에서 

끓여 가며 먹는 음식

99.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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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한식당 만족/불만족 이유] 

D9. [SA] 귀하께서 방문하신 한식당에 대한 경험을 아래 척도를 참고하여 평가해 주십시오. [보기 

Rotation]

[방문 한식당 만족도]

D10. [SA] 귀하께서 방문하신 한식당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아래 척도를 참고하여 평가해 주십시

오.

D11. [SA] 귀하께서는 ‘한식당’을 지인에게 추천할 의향이 어느 정도이십니까? 아래 척도를 참고하여 평

가해 

주십시오.

[한식당 재방문 의향] 

D12. [SA] 귀하께서는 한식당을 재방문 하실 의향이 어느 정도이십니까? 아래 척도를 참고하여 평가해 

주십시오.

10. 삼계탕

영계에 인삼, 찹쌀, 마늘 

등을 넣고 끓인 탕으로 

여름철 즐겨 먹는 보양

식

한식당
경험 요소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다

다소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어느 
정도

만족한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1 2 3 4 5 6 7
1. 메뉴 (맛, 양, 건강, 다양함) 1 2 3 4 5 6 7
2. 가격 1 2 3 4 5 6 7
3. 위치 (접근성) 1 2 3 4 5 6 7
4. 프로모션 (가격 할인, 이벤트 등) 1 2 3 4 5 6 7
5. 분위기(외관, 내부 분위기, 편의시설 등) 1 2 3 4 5 6 7
6. 서비스 (편리한, 신속한, 격식 있는) 1 2 3 4 5 6 7
7. 종업원 (의사소통, 용모, 태도 등) 1 2 3 4 5 6 7

한식당
만족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다

다소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어느 정도
만족한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1 2 3 4 5 6 7

한식
추천
의향 

전혀 
추천하지 
않는다

추천하지 
않는다

다소 
추천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어느 정도
추천한다 추천한다

매우 
추천한다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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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당 방문 의향] 

D12-1. [SA] 귀하께서는 향후 한식당을 방문 하실 의향은 어느 정도이십니까? 아래 척도를 참고하여 

평가해 주십시오.

*지금부터는 한식 광고/프로모션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식 광고/홍보 활동 경험 여부] 

E1. [SA] 귀하께서는 한식과 관련된 광고 또는 홍보 활동을 접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1) 경험 있음 à E2로 이동
2) 경험 없음 à E4으로 이동

[한식 광고/홍보 인지 경로] 

E2. [MA] 그럼, 귀하께서는 한식 광고/홍보를 주로 어느 매체를 통해 알게 되셨습니까? 주로 접하신 경

로를 순서대로 최대 3개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보기 Rotation]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PROG: 최소 1순위 이상 응답해야 함

[한식 광고/홍보 인지 경로] 

E3. [SA] 그럼, 한식 광고/홍보 활동은 주로 어떤 매체를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식 광고/홍보 관련 활동 경험] 

E4. [MA] 귀하께서는 한식 광고/홍보 활동 외에 한식 관련 활동을 접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접해보신 

활동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보기 Rotation]

1) 한식 관련 교육 체험 (한식 강좌, 요리 교육 등)

한식당 

재방문 

의향

전혀 
방문할 

의향 없다

방문할 
의향 없다

다소 방문할 
의향 없다 보통이다

어느 정도
방문할 의향 

있다

방문할 
의향 있다

매우 방문할 
의향 있다

1 2 3 4 5 6 7

한식당

방문의향

전혀 
방문할 

의향 없다

방문할 
의향 없다

다소 방문할 
의향 없다 보통이다

어느 정도
방문할 의향 

있다

방문할 
의향 있다

매우 방문할 
의향 있다

1 2 3 4 5 6 7

E. 한식 광고/프로모션  

1) TV 2) 라디오 3) 신문
4) 잡지 5) 인터넷 6) SNS
7) 옥외 광고 8) 교통 광고 9) 이벤트 및 행사
10) 홍보 리플렛 및 브로슈어 11) 주위 사람 (친구 및 동료 등) 97) 기타 (구체적으로: 

____________)

1) TV 2) 라디오 3) 신문
4) 잡지 5) 인터넷 6) SNS
7) 옥외 광고 8) 교통 광고 9) 이벤트 및 행사
10) 홍보 리플렛 및 브로슈어 11) 주위 사람 (친구 및 동료 등) 97) 기타 (구체적으로: 

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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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식 관련 장소 방문 (전시관, 체험관, 박람회 등)
3) 한식 관련 관광 체험 
4) 한식 관련 제품 구매 (식기, 디자인 용품, 책자 등)
9)  경험 없음 à E6으로 이동

[한식 관련 활동 경험 별 인지 경로] 

E5. [MA] 귀하께서 경험하신 한식 관련 활동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되셨습니까? 경험하신 활동 별

로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한식재단 SNS 인지 여부]

E6. [SA] 귀하께서는 한식재단에서 운영하는 SNS (The Taste of Korea)를 알고 계시거나 보신 적이 있으십

니까? 

1) 알고 있고 본 적도 있다
2) 알고 있지만 본 적은 없다
3) 알고 있다
4) 본적 있다
5) 모른다 à E8로 이동

      [한식재단 영문 페이스북] à 국가별 언어 페이스북 화면 이미지 변경 / 국가별 이미지 별도 제공

[한식재단 SNS 만족도] 신규

E7. [SA] 귀하께서 참여하신 한식 재단 SNS(The Taste of Korea)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아래 척

도를 참고하여 평가해 주십시오.

[한식재단 컨텐츠] 신규

E8. [MA] 귀하께서는 한식 재단 SNS(The Taste of Korea)를 통해 주로 얻고 싶으신 한식 관련 정보는 무

엇입니까? 해당되는 사항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보기 Rotation]

한식 관련 경험 활동 인지 경로
1. 한식 관련 교육 체험 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한식 관련 장소 방문 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한식 관련 관광 체험 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한식 관련 제품 구매 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TV 2) 라디오 3) 신문
4) 잡지 5) 인터넷 6) SNS
7) 옥외 광고 8) 교통 광고 9) 이벤트 및 행사
10) 홍보 리플렛 및 브로슈어 11) 주위 사람 (친구 및 동료 등) 97) 기타 (구체적으로: __________)

한식
재단
SNS

만족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다

다소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어느 정도
만족한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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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한식 관련 활동에 대한 참여 의향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국 문화 인지 정도] [신규]

F1. [MA] 귀하께서는 한국 문화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아래 척도를 참고하여 평가해 주십시

오.

[한식 체험 목적 관광을 위한 방문의향] 

F2. [SA] 향후 귀하께서는 한식 체험 목적 관광을 위해서 한국을 방문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1) 방문 의향 있다 à F3으로 이동
2) 방문 의향 없다 à F2-1로 이동

[한식 체험 목적 한국 관광 미방문 이유] [신규]

F2-1. [MA] 한식 체험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이유를 모두 선택

해 

주십시오. [보기 Rotation]

[한식관련 참여 의향 활동] 

F3. [MA] 귀하께서 한국 방문 시, 한식 관련하여 하시고 싶은 활동은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

오. 

[보기 Rotation]

PROG: 활동 카테고리는 제시하지 말 것/ 최소 1개 이상 응답

1) 한식의 역사적/문화적 이야기 2) 한식의 맛 3) 한식의 건강함
4) 다양한 한식 메뉴 정보 5) 한식의 특별함 6) 한식 조리법

7) 한식당, 한국 식료품점 정보 8) 한국의 식사 예절
97) 기타 (구체적으로: 

_____________)

F. 한식 관련 활동 참여 의향

한국 
문화
인지
정도

전혀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다소 알지 
못한다 보통이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1 2 3 4 5 6 7

1) 사드배치, 북한 위협 등 치안 (안전성) 2) 대중 교통/숙박 불편함
3) 언어 소통 4) 출입국 절차의 불편함
5) 관광 안내 서비스 미비 6) 외국인 배척 이미지
7) 여행 경비 부담 97) 기타 (구체적으로 : __________________________) 

활동 세부 활동
식당 방문 1) 맛으로 유명한 한국 식당 방문

2) 한류 컨텐츠에 노출된 식당 방문
한식 문화 체험 3) 한식 만들기 체험

4) 한식 관련 주요 지역 탐방
한식 관련 교육 5) 한식당 창업 교육

6) 한식 조리 교육

DQ. Demograp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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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Q1. [SA] 귀하의 인종은 무엇입니까? 

PROG: DQ1은 미국, 말레이시아에서만 제시/ 미국, 말레이시아 국가별로 제시

DQ2. [SA] 귀하의 연평균 가구 소득은 어떻게 되십니까? 개인별이 아닌, 가구당 소득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PROG: 조사 대상국 별로 보기 제시 

DQ3. [SA] 귀하의 결혼 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DQ3-1. [OE] 귀하의 자녀 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_______________명

DQ4. [SA]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미국 (SQ1에서 1)응답자) 말레이시아 (SQ1에서 5)응답자)

1) 백인 (White or Caucasian)
2) 흑인 (Black or African American)
3) 히스패닉 (Hispanic or Latino)
4) 아시아계 (Asian)
5) 인디언 (Indian)
6) 태평양 섬 지역인 (Pacific islander)
7) 북미 원주민 (Native american)
9)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중화계 (Chinese)
2) 말레이인 (Malay)
3) 인디안 (Indian)
9)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미국 (USD) 중국 (RMB) 일본 (JPY) 태국 (THB) 말레이시아 (RM) 영국(GBP) 프랑스 (EURO) 시드니 (AUD)
1. 4만달러 미만

2. 4만~5만 달러 

미만

3. 5만~6만 달러 

미만

4. 6만~7만 달러 

미만 

5. 7만~8만 달러 

미만 

6. 8만~10만달러 

미만

7. 10만 달러 

이상 

1.20만위안 미만

2. 20만~30만 

위안 미만

3. 30만~40만 

위안 미만

4. 40만~50만 

위안 미만

5. 50만~60만 

위안 미만

6. 60만~70만 

위안 미만

7. 70만 위안 

이상 

1. 400만엔 미만

2. 
400만~500만엔 

미만

3. 
500만~600만엔 

미만

4. 
600만~700만엔 

미만

5. 
700만~800만엔 

미만

6.800만~1,000만

엔 미만

7. 1,000만엔 

이상

1. 30만바트 

미만

2. 

30만~40만바트 

미만

3. 

40만~50만바트 

미만

4. 

50만~60만바트 

미만

5. 

60만~70만바트 

미만

6. 

70만~80만바트 

미만

7. 80만 바트 

이상

1. 3만링깃 미만

2.3만~4만링깃 

미만

3.4만~5만링깃 

미만

4.5만~6만링깃 

미만

5.6만~7만링깃 

미만

6.7만~8만링깃 

미만

7.8만 링깃 이상

1. 1만 파운드 

미만

2. 1만~2만 

파운드 미만

3. 2만~3만 

파운드 미만

4. 3만~4만 

파운드 미만

5. 4만~5만 

파운드 미만

6. 5만~6만 

파운드 미만

7. 6만 파운드 

이상

1. 2만유로 미만

2. 2만~3만 유로 

미만

3. 3만~4만 유로 

미만

4. 4만~5만 유로 

미만

5. 5만~6만 유로 

미만

6. 6만 유로 

이상

1. 3만 달러 

미만 

2. 3만~4만 달러 

미만

3. 4만~5만 달러 

미만 

4. 5만~6만 달러 

미만

5. 6만~7만 달러 

미만

6. 7만 달러 

이상

1) 미혼 2) 기혼 무자녀 3) 기혼 유자녀

à DQ3-1로 이동

4) 이혼

5) 별거 6) 사별 7) 동거

1) 고졸 미만 2) 고졸 3) 전문대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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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Q5. [SA] 귀하의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DQ6. [SA] 귀하의 종교는 어떻게 되십니까?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 대학교 졸업 5) 대학원 졸업 6) 박사 이상

1) 공무원 2) 기업인, 경영인 3) 사무, 기술직
4) 판매, 서비스직 5) 생산, 기능, 노무직 6) 자영업
7) 전문직

(교사, 교수, 의사, 변호사 등)

8) 학생 9) 주부

10) 무직 97) 기타

1) 천주교 2) 기독교 3) 불교 4) 힌두교
5) 이슬람 6) 유대교 97) 기타 (__________) 99) 종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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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1. [SA]Please select the city you line in 

PROG: Show only corresponding country/city

SQ2. [SA] What is your nationality?

1) Korean èTerminate2) Overseas Korean (Korean resident abroad) èTerminate3) Native/Local4) Foreigner (neither Korean nor native)

SQ3. [SA] What is your gender?

1) Male
2) Female

SQ4. [OE] Which year were you born?

 

Year _________________

PROG: Terminate those who were born after year 1998 (20yrs old) and before year 1957 (60 yrs old) 
      (20~59 years old are target respondents)

SQ5. [MA] Do you or any members of your family currently work in any of the following fields or 
industries? 

1) Food/Dining relating manufacture èTerminate
2) Food/Dining relating sales/distribution èTerminate
3) Restaurant èTerminate
4) Restaurant franchise èTerminate
5) None of the above

SQ. Screener    

Country City
1) US 11) New York      12) Los Angeles
2) China 21) Beijing        22) Shanghai
3) Japan 31) Tokyo
4) Thailand 41) Bangkok
5) Malaysia 51) Kuala Lumpur
6) UK 61) London
7) France 71) Paris
8) Australia 81) Syd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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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ning monthly frequency]

SQ6. [OE] How often do you eat out in a recent month?

PROG: Terminate those who eat out less than once a month
“Dining more than once a month” is main sample, and booster sample (“Dining more than three times 
a week”) is open up to N=100
Booster samples’ quota will be applied as following main samples’ gender by age’ quota

[Dining frequency by restaurant types]

SQ7. [MA][OE] How often do you dine in average monthly within five types below? 

PROG: Sum of SQ7 cannot be bigger than SQ6’s sum and terminate if all SQ7=0 (Range from 0 to 90)

‘Eat-out’ is a style of eating a meal away from home, as at a restaurant. This excludes cases where one has 

no choice such as school cafeteria, dormitory restaurant, etc.

- Fine Dining: It provides a style of eating in expensive restaurants, where quality food is served in a highly 

formal way. It usually provide good table services and full service as well as course meals. It is an exclusive 

restaurant where to take important guests or for important days, and with relatively high costs.

- Casual Dining: It is fancier than fast-food restaurant, yet serves moderately-priced food in a casual 

atmosphere. 

- Fast Dining: It is a self-service restaurant that offers, fast, self-delivery, and regular price. Menu is usually 

simple and mainly for snacks and instant food. Customer transaction is relatively low and alcoholic beverages 

are not sold. It serves in the same cooking style to save time. 

- Café/Bar: It is like an informal restaurant where offers hot meals and simple food at department stores, 

shopping malls, rest stops, etc., and it’s common to share the table with other customers. 

- Take out (To go/Take away): It means packing the prepared food in a restaurant or somewhere else to eat 

food, regardless of types of restaurants. 

In average, I dine _______times a month

Type Monthly dining frequency in average
1) Fine Dining Dine _________ times a month in average
2) Casual Dining Dine _________ times a month in average
3) Fast Dining Dine _________ times a month in average
4) Café/Bar Dine _________ times a month in average
5)Take out(To go/Take away) Dine _________ times a month in a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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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 you will be asked about your dining usage and attitude. 

[Monthly average expenditure]

A1. [OE] What is your average monthly expenditure in total? Total expenditure includes not only 

dining, but also grocery, medical, insurance and living expenses including tax. 

Monthly average expenditure ________________________ (Applied to each local currency)

PROG: Show local currency depends on SQ1

[Dining expenditure (Customer transaction, per capita per time)]
A2. [OE] How much do you usually spend per capita per time when dining?

Per capita Expenditure ____________________ (Applied to each local currency)

PROG: Show local currency depends on SQ1 (refer to items at A1)

[Restaurant awareness channel]

A3. [MA] How do you usually gather information about restaurant? Please rank up three channels in 
order of frequency. [Item Rotation]

1st: _____, 2nd: _____, 3rd: _____
1) Recommendation from family, friends, and acquaintance2) Blog/Social Network Service (facebook, twitter, Instagram, etc.)3) Restaurant reviewing website4) Mass media such as TV, radio, magazine, etc.5) Restaurant promotion/event
9)  Others (Please specify: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ROG: A4~A7 (Loop according to SQ7)
Evaluate only highest- and lowest-frequented type according to SQ7 (Dining frequency by type)
But, if SQ7=lowest is 0, exclude it and evaluate next lowest

A. Dining usage and attitude

Country Currency Country Currency
1) USA USD 5) Malaysia RM
2) China CNY 6) UK GBP
3) Japan JPY 7) France EUR
4) Thailand THB 8) Australia A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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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s to visit restaurant by its types]

A4. [SA] What was your main purpose when you dine at [SQ7]? 

1) Eating
2) Private dining
3) Official occasion

[Companion by restaurant types]

A5. [SA] Who do you usually visit with when you dine at [SQ7] for [A4]? 

PROG: Show items according to A4’s response

[Dining expenditure per capita]

A6. [OE] How much do you usually spend per capita at [SQ7]?

PROG: Show local currency depends on SQ1

Eating Private dining Official occasion
1) Alone

2) Family

3) Friend

4) Colleague

5) Others

(Please specify: ___________)

1) Significant other

2) Family

3) Friends

4) Others

(Please specify: ___________)

1) Colleague/Boss

2) Clients (includes potential 

clients)

3) Others

(Please specify: ___________)

Types Expenditure per capita
1) Fine Dining Expenditure per capita ______________ (Corresponding currency)
2) Casual Dining Expenditure per capita ______________ (Corresponding currency)
3) Fast Dining Expenditure per capita ______________ (Corresponding currency)
4) Café/Bar Expenditure per capita ______________ (Corresponding currency)
5) Take out(To go/Take 

away)

Expenditure per capita ______________ (Corresponding cur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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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F when visiting restaurant by types]

A7. [MA] When you eat out at [SQ7], what is the criteria for choosing a restaurant? Please rank up 
your three most important consideration in order. [Item Rotation]

1st: _____, 2nd: _____, 3rd: _____

PROG: P7 elements shouldn’t be displayed / at least one attribute needs to be chosen
☞A4~A7 Response box

7P element 7P attributes 7 P 

element

7P attributes

Product 1) Taste Physical 

evidence

10) Sanitation 

2) Quantity 11) Atmosphere (interior, decorations, music)

3) Healthy 12) Appearance of restaurant

4) Variety 13) Parking space

Price 5) Price 14) Facility (restroom, playground, etc.)

Place 6) Accessibility Process 15) Convenient service (ordering, payment, 

etc.)

Promotion 7) Discount 16) Rapid service

8) Special events 

(Magic show, live band, birthday party, 

etc.)

17) Formal service

People 18) Communication

9) Restaurant (Brand)’s reputation 19) Appearance of staff

20) Attitudes

21) Personal relations

22) Well-known CEO/staff

SQ7. Dining 

frequency

A4. Visiting 

purpose

A5. 

Companion

A6. 

Expenditure 

per capita

A7. Criteria of choice

1st 2nd 3rd 

1st

4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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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 you will be asked about ethnic restaurant.    

[Frequently visited ethnic restaurant] 

B1. [MA] What kind of ethnic restaurant do you visit most often when you eat at [SQ7]? Please rank 
up most-often visited kinds of restaurant in order. [Item Rotation]

1st: _____, 2nd: _____, 3rd: _____

PROG: At least one item needs to be chosen

[Preference of Ethnic restaurant] 

B2. [SA] What is your attitude towards the following ethnic food restaurant using a scale of 

1-7, where 1=Strongly Dislike and 7=Strongly Like?

B. Ethnic restaurant Awareness and Attitudes

1) American 2) Chinese 3) French 4) Indian
5) Italian 6) Japanese 7) Korean 8) Mexican
9) Spanish 10) Thai 11) Vietnamese 97) Others: 

(______)

[Item Rotation]
Strongly 

Dislike

Mostly 

Dislike

Slightly 

Dislike
Neither 

Slightly 

Like

Mostly 

Like

Strongly 

Like

1 American Restaurant 1 2 3 4 5 6 7
2. Chinese Restaurant 1 2 3 4 5 6 7
3 French Restaurant 1 2 3 4 5 6 7
4. Indian Restaurant 1 2 3 4 5 6 7
5. Italian Restaurant 1 2 3 4 5 6 7
6. Japanese Restaurant 1 2 3 4 5 6 7
7. Korean Restaurant 1 2 3 4 5 6 7
8. Mexican Restaurant 1 2 3 4 5 6 7
9 Spanish Restaurant 1 2 3 4 5 6 7
10 Thai Restaurant 1 2 3 4 5 6 7
11. Vietnamese Restaurant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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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F for ethnic restaurant] 

B3. [MA] What is the criteria for choosing [B1=1st]? Please rank up your top three most import 

consideration in order.

1st: _____, 2nd: _____, 3rd: _____

PROG: P7 elements shouldn’t be displayed/at least one attribute needs to be chosen

* Now, you will be asked about Korean food.

[Korean food awareness] 

C1. [SA] How well do you know about Korean food? Please use the scale below, where 1=Not at all 

Aware, 7=Extremely aware.

PROG: C1=4~7, move on to C2 / C1=1~3, move on to D1 (section D)

[Initial channel of Korean food awareness] 

C2. [SA] How were you first introduced to Korean food?

1) SNS (facebook, twitter, Instagram, etc.)2) Media (e.g. Korean celebrity) 3) Family, friends and acquaintance 4) Video sites such as YouTube5) Online searching
9)  Others (please specify: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7P element 7P attributes 7 P 

element

7P attributes

Product 1) Taste Physical 

evidence

10) Sanitation 

2) Quantity 11) Atmosphere (interior, decorations, music)

3) Healthy 12) Appearance of restaurant

4) Variety 13) Parking space

Price 5) Price 14) Facility (restroom, playground, etc.)

Place 6) Accessibility Process 15) Convenient service (ordering, payment, 

etc.)

Promotion 7) Discount 16) Rapid service

8) Special events 

(Magic show, live band, birthday party, 

etc.)

17) Formal service

People 18) Communication

9) Restaurant (Brand)’s reputation 19) Appearance of staff

20) Attitudes

21) Personal relations

22) Well-known CEO/staff

C. Korean Food Awareness and Attitudes

Korean 
food 

awareness 

Not at all 
Aware

Mostly 
Unaware

Slightly 
Unaware Neither Slightly 

Aware
Moderately 

Aware
Extremely 

Aware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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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food associated image] 

C3. [MA] What do you associate with when you hear ‘Korean Food’? Please pick first three things that 
comes to mind.

[Item Rotation]
1st: _____, 2nd: _____, 3rd: _____

[Agree/Disagree of characteristics of Korean food] 

C4. [SA] How do you like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of Korean food? Please use the scale below, 

where 1=Strongly Disagree, 7=Strongly Agree.

[Overall satisfaction of Korean food] 

C5. [SA] How satisfied are you with Korean food? Please use the scale below, where 1=Extremely 

Dissatisfied, 7=Extremely Satisfied.

1) Spicy food 2) Healthy food 3) Exotic/unusual food
4) Fancy food 5) Various menu 6) Expensive food
7) Food on drama 8) Heavy food 9) Easy to eat
10) Neat and clean food 11) Savory food 12) Popular food
97) Others: 

(_______________) 

[Item Rotation] Strongly 

Disagree

Mostly 

Disagree

Slightly 

Disagree
Neither

Slightly

Agree

Mostly 

Agree

Strongly 

Agree
1 Tastes good 1 2 3 4 5 6 7
2 Freshness 1 2 3 4 5 6 7
3 Familiarity 1 2 3 4 5 6 7
4 Good looks 1 2 3 4 5 6 7
5 Exclusive 1 2 3 4 5 6 7
6 Highly nutritious 1 2 3 4 5 6 7
7 Healthy ingredients 1 2 3 4 5 6 7
8 Easy to cook 1 2 3 4 5 6 7
9 Easy to eat 1 2 3 4 5 6 7

Overall 
Satisfa
c-tion 

Extremely 
Dissatisfied

Mostly 
Dissatisfied

Somewhat 
Dissatisfied Neither Somewhat 

Satisfied
Mostly 

Satisfied
Extremely 
Satisfied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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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 you will be asked about ‘Korean Restaurant’

[Channel of Korean restaurant awareness]
D1. [MA] How do you usually gather information about Korean restaurant? Please select all sources 

you have used.

[Frequency of Korean restaurant visits] 

D2. [OE] How often do you go to Korean restaurant per month in average?

    In average, I go to Korean restaurant _______________ times per month
99) I don’t go to Korean restaurant à Move on to D8-1

[Expenditure on Korean food (customer transaction, per capita per time)] 

D3. [OE] How much do you usually spend per capita per time at Korean restaurant?

Per capita Expenditure ____________________ (Corresponding local currency)
PROG: Show local currency depends on SQ1

PROG: D4~D7 Loop / Show D4~D7 according to D4
[Purposes to visit Korean restaurant] 

D4. [SA] What was your main purpose when you dine at Korean restaurant? 
1) Eating
2) Private dining
3) Official occasion

[Companion when visiting Korean restaurant] 

D5. [SA] Who do you usually visit with when you dine at Korean restaurant for [D4]? 

PROG: Show items according to D4’s response

D. Korean Restaurant Usage Pattern

1)Recommendation of 

family/friends/acquaintance

2) Blog /SNS 3) Restaurant introduction 

websites
4) Mass media (TV, radio, 

magazine)

5) Restaurant promotion/events 9) Others (Please specify: 

_________)

Eating Private dining Official occasion
1) Alone

2) Family

3) Friends

4) Colleagues

5) Others (Please specify: 

___________)

1) Significant other

2) Family

3) Friends

4) Others (Please specify: 

___________)

1) Colleagues/Boss

2) Client (includes potential clients)

3) Others (Please specify: 

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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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s of visited Korean restaurant] 

D6. [SA] What kind of Korean restaurant do you visit the most?
1) Fine Dining
2) Casual Dining
3) Fast Dining
4) Café/Bar
5) Take out (To go/Take away) 

[Korean restaurant KBF] 

D7. [MA] What is the criteria for choosing Korean restaurant? Please rank them up in order of your 
most important consideration up to three. [Item rotation]

1st: _____, 2nd: _____, 3rd: _____

PROG: P7 elements shouldn’t be displayed/at least one attribute needs to be chosen

☞ D4~D7 Response box

[Experienced Korean menu] 

D8. [MA] These dishes are sold in Korean restaurant. Please answer after you fully review the menu 

below. Out of this menu, which dish do you eat most frequently? Please rank them up in order of 
the frequency. [Item rotation]

Most frequented eat: 1st: _____, 2nd: _____, 3rd: _____

PROG: Use the same menu for D8, D8-1/ at least one menu needs to be chosen

7P element 7P attributes 7P element 7P attributes

Product 1) Taste Physical 

evidence

10) Sanitation 

2) Quantity 11) Atmosphere (interior, decorations, music)

3) Healthy 12) Appearance of restaurant

4) Variety 13) Parking space

Price 5) Price 14) Facility (restroom, playground, etc.)

Place 6) Accessibility Process 15) Convenient service (ordering, payment, 

etc.)

Promotion 7) Discount 16) Rapid service

8) Special events 

(Magic show, live band, birthday 

party, etc.)

17) Formal service

People 18) Communication

9) Restaurant (Brand)’s reputation 19) Appearance of staff

20) Attitudes

21) Personal relations

22) Well-known CEO/staff

D4. Visiting 

purposes
D5. Companion

D6. Restaurant 

types

D7. Criteria of choosing Korean restaurant
1st 2nd 3rd

1 Eating
2 Private dining
3 Business occa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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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1. [MA] Then, what are some dishes you want to try at Korean restaurant in the future? Please 

rank your top three dishes in order. [Item Rotation]
 Menu to eat in the future: 1st: _____, 2nd: _____, 3rd: _____

PROG: Show only for D2= 99 / at least one menu needs to be chosen / then, move on to D12

Menu Description / Image Menu Description

1. 

Bibimbap 

Bibimbap Rice topped 

with sauteed beef and a 
variety of colorful 

vegetables that is mixed 

at the table with spicy 
gochu-jang sauce. A hint 

of sesame oil helps to 

bring out the flavor.

11. Galbi 

tang

Short Rib is soaked in cold 
water to remove the 

blood, and white radish 

chunks simmered together 
until tender. The clear 

stock is rich and savory, 

and the tender meat falls 
off the bone. (Glass 

noodles may be added.)

2. Bulgogi

Bulgogi is prepared with 

beef that has been 

marinated in soy sauce, 
honey,minced green 

onion, garlic, sesame 

seeds, and pepper, and 
then grilled. The excess 

liquid can be mixed with 

rice, which tastes as 
good as the bulgogi 

itself.

12. 

Tteok-bokki

Stir-fried Rice Cake: Sliced 
rice cake bar (garae tteok) 

or thin rice cake sticks 

(tteok-bokki tteok) stir-fried 
in a spicy gochu-jang 

sauce with vegetables and 

fish cakes.

3. Korean 

BBQ

Grilled Pork Belly : 

Fat-streaked pork belly 
grilled and dipped in salt 

or ssamjang (red soybean 

paste dip). Also eaten 
wrapped in lettuce 

leaves. (Galbi, 

Samgyeopsal etc.)

13. Cold 
noodles(Nae

ngmyeon)

Cold noodle dish of thin, 

chewy that are made of 
buckwheat and potato 

starch, and it serves in 

cold beef broth.

4. Jjigae

There are many varieties; 
it is typically made with 

meat, seafood or 

vegetables in broth 
seasoned with gochujang, 

doenjang, ganjang or 

saeujeot. 

14. Bossam

Napa Wraps with Pork: 

Boiled pork wrapped in 
cabbage leaves with a 

spicy relish made of sliced 

radish. The meat may also 
be dipped in salted shrimp 

sauce and wrapped in 

cabbage or bossam kimchi 
leaves.

5. Jeon

Jeon refers to a dish 

made by seasoning 

whole, sliced, or minced 
fish, meat, vegetables, 

etc., and coating them 

with wheat flour and egg 
wash before frying them 

15. Galbi 

Jjim

Braised Short Ribs Beef 

short ribs, trimmed of fat, 

seasoned in sweet soy 
sauce, and braised until 

tender with carrots, 

chestnuts, ginko nuts, 
and other veget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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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il. 

6. Japchae

Stir-fried Glass Noodles 

and Vegetables Glass 
noodles stir-fried with 

beef and assorted 

mushrooms and 
vegetables.

16. 

Dak-galbi

Spicy Stir-fried Chicken:  
Chicken pieces marinated 

in a gochujang sauce, and 

stirfried in a flat grill pan 
with cabbage, sweet 

potato, carrots, or tteok 

(rice cakes).

7. Gamja 

tang

Pork Back-bone Stew: 
A thick soup made of 

pork backbones, potato, 

green cabbage leaves 
(ugeoji), crushed perilla 

seeds, perilla leaves, 

spring onions and garlic.
A spicy dish with a deep 

and robust flavor.

17. Fried 
Chicken

(with beer)

Fried chicken is a dish of 
consisting of chicken 

pieces which have been 

floured then fried. It is 
famous to go with beer or 

coke.

8. 

Yukgaejang

Spicy Beef Soup:

A soup made of beef 

brisket, radish, leek, taro 
stems, and fiddleheads, 

and seasoned with red 

chili powder for a spicy 
flavor.

97. Others (___________________) 

9. Jeongol

Jeongol is a Korean-style 

hot pot made by putting 

meat, mushroom, 
seafood, seasoning, etc., 

in a stew pot, adding 

broth, and boiling it. 

99. None

10. Samgye 

tang

Ginseng Chicken Soup 

Tender:  whole young 
chicken stuffed with 

ginseng, jujubes, sweet 

rice, and whole garlic 
cloves and simmered 

until tender. The 

combination of chicken 
and ginseng creates a 

complex yet harmonious 

flavor. A classic 
summertime dish that 

revitalizes the body and 

s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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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isfaction of visited Korean restaurant] 

D9. [SA] What is your attitudes toward the following elements about Korean restaurant you visited? Please 

use the scale below, where 1=Extremely Dissatisfied, 7=Extremely Satisfied. [Item Rotation]

[Satisfaction of visited Korean restaurant]

D10. [SA] How satisfied are you with Korean restaurant you visited? Please use the scale below, where 

1=Extremely Dissatisfied, 7=Extremely Satisfied.

[Intend to recommend Korean food] 

D11. [SA] How likely would you be to recommend Korean restaurant to a friend? Please use the scale 

below.

[Intend to revisit Korean restaurant] 

D12. [SA] How likely would you be to revisit Korean restaurant? Please use the scale below.

[Intend to visit Korean restaurant]

Experience of Korean 
restaurant 

Extremely 
Dissatisfie

d

Mostly 
Dissatisfie

d

Somewha
t 

Dissatisfie
d

Neither 
Satisfied 

nor 
Dissatisfie

d

Somewha
t 

Satisfied
Mostly 

Satisfied
Extremely 
Satisfied

1 2 3 4 5 6 7
1. Menu (taste, 
quantity, healthiness, 
variety)

1 2 3 4 5 6 7

2. Price 1 2 3 4 5 6 7
3. Accessibility 1 2 3 4 5 6 7
4. Promotion (discount, 

events, etc.) 1 2 3 4 5 6 7

5. Atmosphere 
(appearance, interior 
décor, etc.)

1 2 3 4 5 6 7

6. Service (Convenient, 
Rapid, Formal) 1 2 3 4 5 6 7

7. Employee/Staff 
(Communication, 
physical appurtenance, 
attitude, etc.)

1 2 3 4 5 6 7

Satisfaction 
of Korean 

food

Extremely 
Dissatisfied

Mostly 
Dissatisfied

Somewhat 
Dissatisfied Neither Somewhat 

Satisfied
Mostly 

Satisfied
Extremely 
Satisfied

1 2 3 4 5 6 7

Intend to 
recommen
d Korean 

food 

Would never
recommend

Would not 
recommend

Somewhat 
not 

recommend
Neither Somewhat 

recommend
Mostly 

recommend

Would 
definitely 

recommend

1 2 3 4 5 6 7

Intend to 
visit 

Korean 
restaurant

Would never
visit

Would 
not 
visit

Somewhat 
not visit Neither Somewhat 

visit
Mostly 

visit

Would 
definitely 

visit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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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 Show only for D2= 99

D12-1. [SA] How likely would you be to visit Korean restaurant in the near future? Please use the scale 

below.

* Now, you will be asked about Korean food advertisement/promotion. 

[Experience of Korean food advertisement/promotion]] 

E1. [SA] Do you have any experience (seen or heard) with advertisement or promotion about Korean 
food?

1) Yes, I have à Move on to E2
2) No, I don’t à Move on to E4

[Channel of Korean food ad/promotion] 

E2. [MA]Then, through which media channel did you mostly have experience with Korean food 
advertisement/promotion? Please rank up top three channels in order. [Item Rotation]

1st: _____, 2nd: _____, 3rd: _____

PROG: At least one channel needs to be chosen

[Channel of Korean food ad/promotion] 

E3. [SA] Then, what is the best medium for Korean food advertisement and PR?

1st: _____, 2nd: _____, 3rd: _____

Intend to 
visit 

Korean 
restaurant

Would never
visit

Would 
not 
visit

Somewhat 
not visit Neither Somewhat 

visit
Mostly 

visit
Would 

definitely 
visit

1 2 3 4 5 6 7

E. Korean food Advertisement/Promotion

1) TV 2) Radio 3) Newspaper
4) Magazine 5) the Internet 6) SNS (Social Network System)
7) Outdoor advertisement 8) Transport advertisement 9) Event and promotion
10) Promotion leaflets or 

brochure

11) Friends, colleagues, etc. 97) Others (Please specify: 

_______)

1) TV 2) Radio 3) Newspaper
4) Magazine 5) the Internet 6) SNS (Social Network System)
7) Outdoor advertisement 8) Transport advertisement 9) Event and promotion
10) Promotion leaflets or 

brochure

11) Friends, colleagues, etc. 97) Others (Please specify: 

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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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ence of Korean food ad/promotion activity] 

E4. [MA] Do you have any experience with activities related to Korean food except for advertisement 

and promotion? Please select ALL you have experienced with. [Item Rotation]
1) Educational experience with Korean food (Korean food cooking course or class, etc.)
2) Visiting places related to Korean food (exhibition, experience tour, expo, etc.)
3) Tour related to Korean food 
4) Purchasing products related to Korean food (utensils, goods, pamphlet, etc.)
9)  None à Move on to E6

[Channel of activities related to Korean food] 
E5. [MA] How did you experience related to Korean food activities? Please select all channels base on 

EACH activity. 

[Awareness of Korean Food Foundation’s SNS]

E6. [SA] Have you heard or known there is a Facebook page for Korean food SNS (The Taste of 
Korea) that runs by Korean Food Foundation? 

1) Yes, I’ve heard and known
2) Yes, I’ve heard but not known
3) Yes, I know
4) Yes, I’ve heard
5) No, I don’t know à Move on to E8

    
 [KFF Facebook page in English] à Change the image by the country / Images will be provided

Activity of experience Korean food Awareness Channel
1. Educational experience with Korean 

cuisine

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Visiting places related to Korean 

cuisine

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Tour related to Korean cuisine 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Purchasing products related to Korean 

cuisine

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TV 2) Radio 3) Newspaper
4) Magazine 5) the Internet 6) SNS (Social Network System)
7) Outdoor advertisement 8) Transport advertisement 9) Event and promotion
10) Promotion leaflets or brochure 11) Friends, colleagues, etc. 97) Others (Please specify: 

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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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isfaction of KFF’s SNS] [NEW]

E7. [SA] How satisfied are you with Korean Food Foundation’s SNS (The Taste of Korea)? Please use 

the scale below, 

where 1=Extremely Dissatisfied, 7=Extremely Satisfied. 

[KFF’s contents] [NEW]

E8. [MA] What kind of information do you wish to obtain from Korean Food Foundation’s SNS (The Taste 
of Korea)? Please select ALL that you wished to obtain. [Item Rotation]

* Now, you will be asked about your intention to participate in activities related to Korean food.
[Awareness of Korean culture] [NEW]

F1. [MA]  How well do you know about Korean culture? Please use the scale below, where 1=Not at 

all Aware, 7=Extremely aware.

[Visiting intention to experience Korean food] 
F2. [SA] Do you have intention to visit Korea to experience Korean food in the future? 

1) Yes, I have à Move on to F3
2) No, I don’t à Move on to F2-1

[Reasons not to visit Korea to experience Korean food] [NEW]
F2-1. [MA] What concerns you to not visit Korea to experience Korean food? [Item Rotation]

Satisfa
ction 

of 
KFF’s 
SNS

Extremely 
Dissatisfied

Mostly 
Dissatisfied

Somewhat 
Dissatisfied

Neither 
Satisfied 

nor 
Dissatisfied

Somewhat 
Satisfied

Mostly 
Satisfied

Extremely 
Satisfied

1 2 3 4 5 6 7

1) Historical and cultural stories of 

Korean food
2) Taste of Korean food 3) Healthiness of Korean food

4) Various Korean food menus 5) Uniqueness of Korean food 6) Korean food recipes
7) Information of local Korean 

restaurant and Korean ingredient 

market

8) Korean eating etiquette
97) Others (please specify: 

__________)

F. Intend to Participate in Activities related to Korean Food

Korean 
culture 
awaren

ess

Not at all 
Aware

Mostly 
Unaware

Slightly 
Unaware

Neither 
Aware nor 
Unaware

Slightly 
Aware

Moderately 
Aware

Extremely 
Aware 

1 2 3 4 5 6 7

1) Security 

(THAAD deployment, North Korea provoking, etc.)

2) Inconvenience of public transportation and 

accommodation
3) Language barrier/communication 4) Inconvenience of immigration procedures
5) Insufficient of tourist information 6) Anti-Foreigner
7) Travel expenses 97) Others (Please specify : 

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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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nd to participate in activities related to Korean food] 

F3. [MA] What are some activities you want to participate in when you visit Korea? Please select ALL 

activities you want to participate in. [Item Rotation]

PROG: Do not show the category / at least one activity needs to be chosen

DQ1. [SA] Please specify your ethnicity origin (or race)?

PROG: Ask only USA and Malaysia for DQ1/ Show the columns according to responding country

DQ2. [SA] What is your combined annual household income? 

PROG: Show according to responding country/ (Applied to each local currency)

Category Activity
Visiting restaurant 1) Visit famous restaurant for its taste

2) Visit famous restaurants that were on K-Drama, K-pop, or 

K-entertainment shows, etc.
Cultural experience related to 

Korean food

3) Cooking experience in Korean cuisine
4) Explore famous regions related to Korean cuisine

Educational session related to 

Korean food

5) Korean restaurant establishment training
6) Korean cooking class

DQ. Demographics  

USA (SQ1=1) MALAYSIA (SQ1= 5)
1) White or Caucasian
2) Black or African American
3) Hispanic or Latino
4) Asian
5) Indian
6) Pacific islander
7) Native American
9)   Other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Chinese
2) Malay
3) Indian
9)   Other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USA (USD) CHINA (RMB) JAPAN (JPY)
THAILAND 

(THB)

MALYASIA 

(RM)
UK(GBP) FRANCE (EURO)

AUSTRALIA 

(AUD)
1. Less than 
$40,000
2. $40,000-$49,999
3. $50,000-$59,999
4. $60,000-$69,999
5. $70,000-$79,999
6. $80,000-$99,999
7. $100,000 or 
more

1.Less than 
¥200,000
2. 
¥200,000-¥299,999
3. 
¥300,000-¥399,999
4. 
¥400,000-¥499,999
5. 
¥500,000-¥599,999
6. 
¥600,000-¥699,999
7. ¥700,000 or 
more

1. Less than 
¥4,000,000
2. 
¥4,000,000-¥4,999,
999
3. 
¥5,000,000-¥5,999,
999
4. 
¥6,000,000-¥6,999,
999
5. 
¥7,000,000-¥7,999,
999
6. 
¥8,000,000-¥9,999,
999
7. ¥10,000,000 or 
more

1. Less than ฿300,000
2. ฿300,000- ฿399,999
3. ฿400,000- ฿499,999
4. ฿500,000- ฿599,999
5. ฿600,000- ฿699,999
6. ฿700,000- ฿799,999
7. ฿800,000 or 
more

1. Less than RM 
30,000
2.RM30,000-RM39,
999
3. 
RM40,000-RM49,9
99
4.RM50,000-RM59,
999
5. 
RM60,000-RM69,9
99
6. 
RM70,000-RM79,9
99
7. RM 80,000 or 
more

1. Less than 
₤10,000
2. 
₤10,000-₤19,999
3. 
₤20,000-₤29,999
4. 
₤30,000-₤39,999
5. 
₤40,000-₤49,999
6. 
₤50,000-₤59,999
7. ₤60,000 or 
more

1. Less than 
€20,000
2. 
€20,000-€29,999
3. 
€30,000-€39,999
4. 
€40,000-€49,999
5. 
€50,000-€59,999
6. €60,000 or 
more

1. Less than 
$30,000
2. $30,000-$39,999
3. $40,000-$49,999
4. $50,000-$59,999
5. $60,000-$69,999
6. $70,000 or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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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Q3. [SA] What is your current marital status?

DQ3-1. [OE] How many children do you have (including step-children)?

     

_________________ (children)

DQ4. [SA] What is the highest level of education you have completed?

DQ5. [SA] What is your occupation?

DQ6. [SA] What is your religion?

Thank you for your time to participate.

1) Single, never married 2) Married without children 3) Married with children

à Move to DQ3-1
4) Divorced

5) Separated 6) Widowed 7) Living with partner

1) Less than high school 2) High school/ GED 3) 2-year College Degree
4) 4-year College Degree 5) Master’s Degree 6) Doctoral Degree or more

1) Civil servant 2) Business man(woman), 

entrepreneur

3) Clerical / Technician

4) Sales, Customer service 5) Precision production/ 

Craft worker/ Laborer

6) Self-employed

7) Professional , Specialty 8) Student 9) Homemaker
10) Unemployed 97) Others

1) Catholic 2) Christianity 3) Buddhism 4) Hinduism
5) Islam 6) Judaism 97) Others: (__________) 99) Athe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