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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향토음식은 지역의 원료와 조리방법을 사용해서 만든 음식이기 때문에 

이를 산업화하는 것은 지역 원부재료의 소비와 고용 창출, 산업과의 

연계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한 본고장의 

제철 음식을 먹는 것이 건강한 삶을 지속하는 비결이라는 소  ‘신토불이’

와 일맥상통하는 개념으로 소비자들의 식품안 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지

속가능한 친환경  삶을 유지하는 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연구는 향토음식이란 무엇이며, 우리나라 농업․농 에 해 과연 어

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향토음식의 종류  지역별 분포실태는 어떠한

지, 향토음식업에 한 사례연구를 통해 그 운 실태와 당면 문제, 그리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향 등을 살펴보고, 한편 소비자조사를 통해 이들 향

토음식업의 맛의 차이는 어떻게 생성된 것인지 조사․분석함으로써 향토

음식의 산업화를 해 필요한 정책 안을 모색한 것이다. 특히 지역의 공

동자산이라 할 수 있는 향토음식의 고유한 조리방법이나 지리  명칭을 어

떻게 보호할 것인지는 산업화의 당면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동안 향토음식을 발굴하고 조리방법 등을 소개한 연구는 더러 있었지

만 경제  에서 향토음식산업의 실태와 문제, 육성방안을 모색한 연구

는 많지 않았다. 비록 세 가지 향토음식에 한 사례연구이지만 이 분야의 

기 연구로서 향토음식산업에 한 정책  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를 빌어 마지않는다.  

2007. 11.

한국농 경제연구원장  최  정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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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지역개발 수단으로 향토음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가능성을 

살펴보고 향토음식의 산업화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특히 향토음식이란 무

엇이며, 종류와 지역별 분포는 어떠한지, 국 으로 리 알려진 춘천닭

갈비와 병천순 , 남원추어탕에 한 사례연구를 통해 운 실태와 당면 문

제를 살펴보고, 이를 기 로 정책 안을 제시하 다. 

  향토음식산업은 지역의 원부재료 소비와 고용 창출, 산업과의 연계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특히 향토음식을 활

용한 지역축제는 농 문화  소재로 각 을 받고 있으며, 본고장의 제철 

음식을 먹는 것은 소비자들의 식품안 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친환경  삶을 유지하는 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향토

음식이 가진 의미와 가능성에 비해 이를 활성화하기 한 정책  노력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실이다.

  우리나라에는 게는 4백∼5백 종에서 많게는 3천여 종의 향토음식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들  상업화에 성공한 품목으로 한 지리  

명칭을 포함한 37개 품목을 유형화한 결과, 춘천닭갈비나 주비빔밥․남

원추어탕 등 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것, 순창고추장과 보성녹차 등 군

(郡)지역을 상으로 한 것, 그리고 병천순 ․한산소곡주․언양불고기 등 

읍면(邑面)지역과 당두부나 천서리막국수 등 부락을 상으로 하는 것도 

있다. 음식의 형태별로는 부분이 지에서 시음할 수밖에 없는 요리형태

이지만 1/3 정도는 외지 반출이 가능한 주류와 엿, 한과류, 차류, 장류, 김

치, 젓갈 등도 있다.  

  향토음식산업의 실태와 문제를 악하기 해 춘천닭갈비와 병천순 , 

남원추어탕에 한 사례연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지에 ‘먹거리골목’을 

형성하고 지역경제에서 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

만 사례로 살펴본 춘천닭갈비나 병천순 , 남원추어탕 같은 음식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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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명성에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원부재료의 상당 부분이 지에서 조달되

지 못하거나, 조리방법이 표 화되어 있지 않는 등 개념상 향토음식으로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다. 더구나 이들 유명음식의 상표나 

상호가 구나,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

어서 향토음식의 차별  유통을 통한 지속 인 발 을 해하고 있는 것으

로 밝 졌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① 지역마다 숨어 있는 고유한 향토음식의 발굴  

육성, ② 향토음식의 조리법 등에 한 교육․훈련 강화, ③ 향토음식클러

스터의 지정, ④ 향토음식에 필요한 원부재료의 안정  공 , ⑤ 향토음식

의 가공  외식 랜차이즈 진, ⑥ 산업과의 연계 등을 향토음식산

업의 육성 방안으로 제시하 다. 

  향토음식산업의 핵심이 지역의 원료와 조리방법으로 만든 독특한 맛과 

오랜 세월 동안 입에서 입으로 해진 명성인 만큼 여하히 이를 보 하고 

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 산업 활성화의 건이 된다. 하지만 이

미 개별 상표로 등록한 것은 일정 기간 동안 배타  권리가 보장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향토음식의 원료나 조리방법에 한 규격과 기 을 마련

하고 인증표시를 통해 이를 차별화하는 방안을 제안하 다.

  특히 향토음식의 산업화는 소비자들에게 지역먹거리의 가치를 알리고, 

소비자 스스로 이들 향토음식의 고유한 맛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

는 소  미각과 식육에 한 교육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제철, 본고장에서 난 재료를 이용하여, 그 고장의 조리법으로 만든 향토음

식이 가진 요성과 의미에 한 국민  공감 를 형성할 때 비로소 향토

음식산업의 활성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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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Strategies for the Promotion of the 
Local Food Industry in Korea

Since the local food made of regional materials and recipes, and as the 
consuming of local food helps create jobs and stimulate tourism, they can 
be a strong instrument for vitalizing the regional economy. The con-
sumption of local seasonal food also helps secure food safety and provide 
opportunities to lead a sustainable and environment-friendly life.

This study focused on the following questions; (1) what is the defi-
nition, and the implications of the local food?; (2) how many varieties of 
local food are there and how are they distributed?; (3) what are the current 
situations and faced difficulties of the local food industry? and (4) how can 
the local food industry be promoted to vitalize the regional economy? The 
special concerns of this study lie in the question of how to protect the in-
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the brand names of local food which are well 
known as regional properties. The ultimat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
tify policy alternatives for the development of local food industry in Korea.

The study proposed followings as policy alternatives for the devel-
opment of local food industry based on the research: (1) finding new local 
food items which are forgotten and commercializing through research and 
development, (2) providing training opportunities for recipe of local food, 
(3) developing the local food cluster with integrated incentive system, (4) 
secure the stable supply of raw materials, (5) promote the processing of lo-
cal food and marketing at franchised restaurants, (6) promote local food in 
connection with tourism industry through local food festival and travel pro-
grams, and (7) recommend the adoption of a labeling system to protect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well-known local food brand names.

In addition, this stud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education 
about local food and consumers’ ability to differentiate local food from 



vi

other instant food for the promotion of the local food industry as a whole.  

Researchers: Dong-Phil Lee, Kyung-Eun Choi 
Research Period: 2007. 1. 1 –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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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제1장

1. 연구의 필요성  목

  농산물 수입 개방의 진 에 따라 우리 농수산물의 소비 진과 부가가치 

증 에 한 심이 커지면서, 농산물 가공  유통이 농정의 주요 부분으

로 새롭게 자리잡고 있다. 특히 외식산업에 한 정책  심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무게 심의 이동은 농업생산액이 37조 3,000억 원인 반

면, 식품제조업은 48조 원, 외식산업은 48조 4,000억 원으로 식품산업의 

비 이 매우 크다는 데서 공감을 얻고 있다. 더구나 소비자들의 식품비 지

출구조를 보면 신선식품의 지출은 1980년의 72.6%에서 2005년에는 29.8%

로 어드는 데 비해 같은 기간 외식지출은 3.7%에서 45.8%로 늘어나고 

있어 외식산업이 농업과 식탁의 연결고리로서 각 을 받고 있다. 

  향토음식은 지역의 원료농산물과 조리방법, 통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음식을 의미한다. 이는 식량자 률이 27% 남짓한 우리 상황에서 어디에서, 

가, 어떻게 생산한 것인지 알 수 있는 안 한 먹거리1란 에서 건강과 

안 을 염려하는 소비자들의 기본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일정한 공간  범  내의 지역농업과 한 연계를 맺고 있다는 과 지

역문화와 결합된 상품으로서 향토음식의 의미와 발  가능성이 크다

 1 사 으로 ‘먹을거리’란 표 이 사용되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이를 지역음

식이란 의미의 보통명사로 인식, ‘먹거리’로 사용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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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에서 농가소득 증 와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으로서 주목받고 있는 것

이다.

  이 연구의 목 은 지역개발 수단으로서 향토음식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

고 향토음식의 산업화를 해 업체의 실태와 문제, 그리고 소비자들의 향

토음식에 한 반응을 조사․분석하여 향토음식을 산업 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 분야에 한 선행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기 단계의 연구이지만 정책 상으로서 향토음식이 가진 문제

와 가능성을 살펴보고, 발 방향을 제시하 다는 에서 이 연구의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2. 주요 연구내용

  이 연구는 향토음식이란 무엇이며, 우리나라 농업․농 에 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향토음식의 종류  지역별 분포 실태는 어떠한지, 특

히 국 으로 유명한 향토음식업에 한 사례연구를 통해 그 운 실태와 당

면하고 있는 문제, 그리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향 등을 살펴보았다. 한편, 소

비자 조사를 통해 이들 향토음식업체에 한 평가와 지속 으로 방문하는 이

유는 무엇인지 등을 조사․분석함으로써 향토음식의 산업화를 해 필요한 

정책 안을 모색하 다. 주요 연구내용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1) 향토음식의 개념과 특징, 의미

  - 문화 콘텐츠로서 향토음식의 의미와 가능성

 (2) 국내외 향토음식 련 정책

  - 외국의 슬로푸드(slow food), 로컬푸드(local food), 지산지소(地産 

    地消) 등 련 정책

 (3) 우리나라의 향토음식과 사례연구 음식산업의 실태

  - 지역별  계 별 우리나라 향토음식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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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례지역의 개요  향토음식 산업체 운 실태

 (4) 사례 향토음식의 조리방법과 맛의 차이에 한 소비자 반응

  - 사례음식의 조리방법과 특징

  - 사례음식에 한 소비자 반응

 (5) 향토음식산업의 문제와 육성 방안

  - 향토음식산업의 발 을 한 종합  책

  보고서의 구성을 보면 제2장에서는 향토음식의 개념과 특징을 살펴본 

후에 향토음식산업이 갖는 의미를 논의하 다. 제3장에서는 국내외 향토음

식 련 정책의 추진실태를 소개하 는데 특히 외국의 슬로푸드나 로컬푸

드 운동과 유럽의 지리 명칭표시보호제도를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향

토음식의 종류와 유형, 그리고 산업  발달 경로에 해 논의한 후 사례연

구를 한 춘천닭갈비, 병천순 , 남원추어탕의 실태와 지역경제에서 차지하

는 비 을 살펴보았다. 제5장에서는 이들 사례품목의 조리방법과 원부재

료, 상차림을 살펴보고 향토음식에 한 소비자 반응을 분석하여 이들 음

식의 차별성을 규명해 보았다. 제6장에서는 향토음식산업의 문제와 발 방

향을 논의하고 산업으로의 육성 방안을 제시하 다. 

향토음식의 개념과 의미

향토음식의 실태

향토음식 
련 정책

향토음식산업과
사례업체 개요

향토음식에 한 
소비자 반응

향토음식산업의 육성 방안

그림 1-1.  연구 보고서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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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범   방법

  향토음식에는 직  소비할 수 있는 농림수산물은 물론 이를 조리한 식품

과 가공품이 포함된다. 한 사업단계별로 볼 때 상업화 (前) 단계에 있는 

것부터 상당 수  상업화된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일

반 으로 향토음식산업은 지역성을 갖는 식품산업의 한 역으로 사  

의미에서는 농수산물의 생산과 유통, 식품제조업, 외식산업, 식재료업과 식

품유통업까지 포 하는 의의 개념과 지역성을 가지는 일부 농수산물과 

가공식품  외식산업에 한정하는 의의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동안 지역농산물이나 농산물가공산업, 통식품 등에 해서 선행 연

구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의의 향토음식산업 에서도 특

히 외식산업을 심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범 를 한정하 다. 한 향토음

식은 지속가능한 농업  안 한 식료품의 공  수단으로 도시농업․농장

직거래․학교 식 등 지역먹거리와 련된 주제와 한 연 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는 신선식품이나 가공제품보다는 조리한 음식의 산업화란 

에 을 맞추어 연구를 수행하 다.  

  이 연구에서는 국 인 명성을 얻고 있는 향토음식을 상으로 사례 연

구를 하되, 특히 시․군 단 에 해당 음식의 사업장이 집단화되어 있는 음

식업을 주요 상으로 하 다. 왜냐하면 인구와 산업이 격하게 축되는 

시․군 단 에 일정한 업체가 집단화되어 있다면 그 자체가 나름 로 시장

에서 지속가능한 생존력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되는데 그것이 과연 무엇이

며, 어떻게 이를 진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인가 하는 이 

건이라고 단하 기 때문이다.

  식품산업은 크게 식품제조업과 외식산업( 의의 식품산업) 등 최종소비

재는 물론 식재료산업과 식품기계  포장재산업, 식품유통업 등을 포함하

는 것으로 정의된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향토음식산업이란 향토음식제조

업과 향토음식외식업을 포함한 의의 식품산업으로 상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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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업 원료 농수산물생산․유통

간재 식재료산업

식품

련 산업
자본재 식품기계․포장재업

향토음식

산업

식품산업

( 의)
최종소비재

식품산업

( 의)

식품제조업

외식산업

서비스업 식품유통업

그림 1-2.  식품산업의 구성과 연구 상으로서 향토음식산업

  연구방법으로 향토음식의 개념과 종류, 향토음식의 분류 등에 해서는 

국내외 문헌조사와 2차 자료를 정리하 다. 향토음식의 개념이 연구자에 

따라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산업의 규모를 정확하게 악하기는 어렵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게는 400～500여 종에서 많게는 3,300여 종의 향토

음식이 있다고 알려지는데, 이 연구에서는 이들 향토음식의 유형과 특징을 

검토함으로써 향토음식산업이 가지는 정책  의미를 살펴보았다.

  다만 향토음식의 실태와 문제를 악하고, 이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기 해 춘천닭갈비와 병천순 , 남원추어탕 등 향토음식 외식

업체를 선정하여 사례연구를 수행하 다. <그림 1-2>의 조작  개념에 의

하더라도 이들 업체가 우리나라의 향토음식에 한 표성을 갖는 것은 아

니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국  명성을 가진 향토음식으로 각기 도시(춘

천)와 농 (병천) 그리고 간지역(남원)에 치한 향토음식산업체가 어떻

게 운 되고 있는지 실태와 문제를 악한다는 에서 사례로 선택하 다. 

특히 사례연구 향토음식업체가 농업이나 지역경제와 연계성을 검토하는 

것은 지역개발정책 상으로서 향토음식산업체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방법

이 될 수 있다는 에서 이 연구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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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닭갈비

병천순대(천안)

남원추어탕

그림 1-3.  사례연구 상지역의 치

  그리고 사례지역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회 등을 통해 해당 향토음식

의 유래와 발 과정, 사업체 수와 종업원 등 련 산업의 실태, 그리고 지

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을 악하는 지역조사와 사례지역의 향토음식   

타 지역의 유사음식 에 해 경 실태와 원부자재 조달, 이들 업체가 당

면한 문제와 개선방안 등에 한 사업체 조사, 그리고 사례지역의 향토음

식과 타 지역에서 유사음식 소비자에 한 반응조사를 실시하 다. 이들 

조사  향토음식의 맛과 조리방법 등 기술  특징 규명을 한 향토음식

업체와 소비자 조사는 음식 분야의 문성을 요하는 만큼 숙명여  한국음

식연구원에 탁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여 제5장에 포함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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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 례 지 역 사례품목 음식  음식  고객

규모
3개 지역(춘천닭갈비, 병천순

, 남원추어탕)

지역내 업체 27개

타 지역 업체 61개

지역 내 업체 683명, 

타 지역 업체 61명

조사

내용

-향토음식  형성, 발 과정

-총 업체 수, 매출액, 종사자 수

-지자체의 지원실태 

-음식업체 경 실태

-원부재료 조달

-조리방법, 상차림

-문제   육성방안

-고객 특성

-선호 요인

-개선사항

표 1-1.  향토음식 설문조사 상  조사내용

  사례조사는 춘천과 천안 병천, 남원 등 3개 사례지역에 치하는 향토음

식업체에 해 각기 규모별( ․ ․소)로 3개 업체씩, 총 27개를 선정하

고 조군으로 서울이나 경기도 등 사례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동일한 종

류의 음식 업을 상으로 각 20여개씩 총 61개를 선정하여 <표 1-1>의 

조사내용으로 구성된 조사표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음식업체를 상으

로 하는 조사의 특성상 원료나 조리방법, 양념, 상차림 등에 한 업기

의 유출을 꺼리는 응답자의 태도로 인해 정확한 실상을 악하는 데 어려

움이 있었다.

  한편 소비자 조사의 경우 업체조사 시 음식 을 방문한 고객들에게 비

된 조사표를 나 어 주고 직  기입하는 방식으로 조사하 다. 조사결과는 

상품이 가진 속성(재료, 조리방법, 가격, 품질인증)별로 소비자들의 반응을 

분석하기 한 컨조인트 분석과 품목별로 향토음식과 다른 지역에 치한 

련 음식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악하기 해 요도-만족도 분석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을 실시하 다. 사례지역 향토음식

을 방문한 소비자를 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져 다른 지역 유사음식 소비

자와 비교하여 상 으로 사례지역 향토음식을 소비한 소비자 비율이 높

아서 이를 과 평가하 을 개연성이 있다는 을 밝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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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행연구 결과

  향토음식 분야에 한 선행연구는 크게 지역별 향토음식의 발굴  그 

특징에 한 연구와 향토음식을 활용한 산업 활성화 방안, 그리고 향

토음식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향분석 등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주로 식품 양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지역별 향토음식의 발굴과 그 특

징을 규명한 연구로는 ‘경상도 향토음식의 활성화 방안(김경자 외, 2001)’, 

‘ 라도 향토음식(신미경, 2001)’, ‘제주도 향토음식의 황과 망(오 주 

외, 2001)’, ‘서울․경기도 향토음식 활성화 방안(이춘자, 2001)’, ‘함경도지

역 향토음식(한정혜 외, 2001)’ 등을 들 수 있는데 지역별로 다양한 향토음

식을 소개하고 있다. 이 분야에서 농 진흥청 자원개발연구소는 1996년 

573종의 향토음식을 발굴하여 원부재료와 조리방법 등을 책자로 소개하고, 

2007년 3,300여 종의 향토음식에 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향토음식의 상품화 련 연구로는 한국 공사가 수행한 ｢향토음

식 상품화 방안(1993)｣이 그 시 인데,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표 인 

향토음식의 황과 특징, 국내외 향토음식 상품화 황을 토 로 문제

을 짚어보고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 후 2000년  반 산업

에 한 심이 제고되면서 향토음식 자원을 상품화하려는 노력이 강

하게 제기되었다. 여기에는 ‘향토음식 개발  상품화 방안에 한 연

구(권세정 외, 2004)’, ‘경기지방 향토음식의 상품화 개발 필요성 조사

(손 진, 2005)’, ‘지역축제에 있어서의 향토음식의 상품화에 한 연

구(정희선, 2000)’ 등이 있는데 부분 향토음식을 마  략으로 

새로운 상품으로 개발하여 상품화시키는 데 목 을 두고 있다. 다만 

이들 연구의 부분이 상품화 방안을 단편 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에 한계가 있다.

  상품으로서 향토음식의 가능성을 검토한 연구도 방법론 으로 진화

를 하고 있다. 를 들어 최수근 외(2006)는 울산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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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울산 향토음식의 화  상품화 방안에 한 요성과 만

족도 연구’를 수행하 는데 여기서는 울산 거주자들을 상으로 향토음식

에 한 요성과 만족 수 을 악하고자 IPA를 실시하 다. 그 결과 ‘보

편화시켜 세계 인 음식으로 만드는 것’에 한 요도가 가장 높고, ‘어릴 

때부터 향토음식 맛에 익숙해지도록 유도하는 것’에 한 만족도가 낮아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향토음식을 자주 먹도록 하여 자연스럽게 입맛을 들

이는 것이 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하 다.

  한편 박 곤(2006)은 최근 ｢향토음식산업 발 방안 연구｣를 통해 국

의 잠재 인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향토음식의 유형과 가격, 향토음식  시

설, 바람직한 정책이나 홍보 략, 수요 측 등을 조사․분석하고 홍보방

안과 향토음식 산업화를 한 정책개발, 향토음식의 외식산업화와 향토음

식산업 육성을 한 제도 정비, 코스와 향토음식 을 연계한 그린투어

리즘 활성화 등을 제안하 다. 이 연구는 향토음식산업에 해 종합 인 

근을 한 최 의 시도라는 에서 의미가 있지만 상지역을 시․도 단

로 설정하여 향토음식의 특징인 지역과 련한 분석의 구체성이 떨어진다

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한편 향토음식과 련된 정책연구로는 ｢ 통가공식품 육성방안(이동필  

외, 1993)｣과 ｢ 통식품에 한 소비자 평가와 시장 활성화 방안(이계임  

외, 2006)｣ 등 제조업을 심으로 한 통식품에 한 연구가 있다. 외식산

업의 경우 ｢외식산업의 발 이 농업 부분에 미치는 향과 응방안(이철

․김병률, 2000)｣과 같이 형 외식업체의 원료농산물 조달과 공 자에 

한 시장행 에 을 맞추어 공 자의 응방안을 분석하고 있으나 이 

연구는 농업  략일 뿐, 지역경제 발 과 한 향토음식과의 련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 밖에 ｢향토산업 육성방안( 주 남발 연구원, 2004)｣, ‘향토산업의 

성공 략에 한 연구(박성용 외, 2006)’, ‘우리나라의 향토산업의 황과 

발 방향(조창완 외, 2006)’ 등 새로운 지역개발 략으로서 지역의 부존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을 활성화하려는 향토산업 육성방안에 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김 호 외(2004)는 ｢지역발 을 한 향토자원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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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방안｣에서 향토자원은 향토  특성이 배태되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자원으로 보고, 지역범 ․자원특성․경제가치 측면에서 조작 으로 

정의하고 있다. 성공 혹은 모범 사례를 선정하여 원형자원 화형, 축

제․이벤트형, ․산업 복합화형, 산업화형의 4가지 활용 유형별로 개

발  활용실태를 분석하여 체계 인 지원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분야는 개념 자체가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본격

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토음식 분야에 한 그동안의 연구는 부분 식품 양이나 경

이란 에서 이루어졌으며, 지역개발 수단으로서 향토음식의 가능성에 

기 한 경제  의 연구는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연구는 

향토음식산업에 한 보다 종합 인 근을 시도한다는 과 시․군 단

의 향토음식업체를 상으로 지역과 업체, 그리고 고객들에 한 조사를 

실시하여 실태와 문제를 악하고, 지역개발 수단으로서 이들 산업의 육성

방안을 모색한다는 에서 기존 선행연구와 차이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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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향토음식의 개념과 특징

  최근 수입개방의 진 과 함께 식품의 안 성 문제가 야기되면서 향토음

식 는 로컬푸드(local food)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 향토음식에 

한 정확한 이해를 해서는 먼  ‘음식’이란 무엇이며, ‘식품’과는 어떻게 

다른지부터 검토하지 않으면 안된다. 사  의미로 사람이 먹고 마시는 물

건을 ‘음식’ 는 ‘음식물’이라 하고, 이러한 음식물이 거래 상이 되도록 

상품화한 것을 ‘식품’이라고 하나 일상생활에서는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어

서 이를 엄 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다만 먹거리(foods)는 조리음식, 가공식

품  천연식품을 총칭하는데, ‘조리음식(cooking)’이란 한정된 공간(가정, 

식당 등)에서 음식재료를 굽기․삶기․볶기 등의 방법으로 조리하여 그 공

간에서 먹을 수 있게 제공된 것이며, ‘가공식품(processed food)’은 음식재

료를 조리하여 일정한 용기에 담거나 살균․포장하여 장성과 유통성을 

강화시킨 음식물을 의미하는 것이 일반 인 견해이다. 따라서 음식을 의

의 먹거리로 정의하면 천연식품은 물론 가공품과 조리음식까지 포함하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거래 상이 되는 조리식품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 다면 향토음식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흔히 고향음식․토속음식․지

역먹거리 등으로 불리는 향토음식은 “그 지방에서 생산되는 재료를, 그 지

방의 조리법으로 조리하여, 과거로부터 그 지방 사람들이 먹어온 것으로 

재에도 그 지방 사람들이 먹고 있는 것(한국 공사, 1993)”으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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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유사한 개념으로 ‘ 통음식’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지역

의 향토음식을 포함하여 조상들이 오래 부터 먹어 온 한식, 혼인음식, 제

사음식, 식, 궁 음식 등을 총칭(한복진, 2001)”한다. 모두가 생성․소멸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지만 통음식이 시간 개념을 강조하는 데 비해 향토

음식은 지역성을 강조한다는 에 차이가 있다.

  특히 향토음식이나 통음식이 주로 가정이나 식당에서 조리되어 소비

되는 데 비해 통식품은 장성과 유통성을 보강하여 량으로 거래하는 

상품화 단계에 이른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가공식품에 가까운 개념으로 이

해된다.

  비록 향토음식을 취 하는 외식업체에 한 사례연구를 주된 연구방법으

로 채택하 으나 개념정의상 향토음식을 <표 2-1>과 같이 통식품의 한 

부분으로 직  소비할 수 있는 농수산물과 이를 조리한 식품  가공품을 

포 하는 이른바 ‘지역먹거리’, ‘로컬푸드(local food)’와 같은 개념으로 설

정하 다. 향토음식에 한 이와 같은 인식은 지역의 자연조건과 역사․문

화  배경을 기 로 원부재료와 조리방법에 있어서 고유한 지역성을 가진

다는 특징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농업과의 연

계성 등 정책 안을 모색하는 데 시사 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구분 개        념

향토

음식

통음식보다 의의 개념으로 그 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하거나, 그 지역

에서 고유하게 계승되어 온 비법으로 조리하거나 는 그 지역의 문화

 행사를 통해 발달된 음식

통

음식

그 지역에서 생산된 식자재를 주로 주민들이 오랜 역사를 통해 환경

과 사회경제 ․문화  요인의 향을 받아 발 시킨 식습 을 토 로 

그 지방 특유의 음식이 형성․ 래된 것으로 향토음식을 포  

통

식품

가정이나 식당 등에서 소비되는 향토음식과 통음식이 장성과 유통

성을 갖추어 량으로 상품화 단계에 이른 것

표 2-1.  향토음식 련 용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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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향토음식의 개념 구성

지역의

원부재료

지역의

문화 ․ 역사

지역의

조리방법

  향토음식의 개념을 구성하는 요소를 보면 지역의 자연  기후나 토양 

등 자연조건에 순응한 지역의 원부재료와 조리방법, 그리고 그 지역의 역

사와 문화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북부는 산이 많아 밭농사를 주

로 하기 때문에 잡곡 생산이 많고, 부와 남부는 벼농사를 많이 하므로 

북부지방은 잡곡밥, 남부지방은 밥과 보리밥을 주식으로 해왔다. 반찬은 

채소류를 심으로 김치․장아 ․젓갈․장류가 있는데 북부지방은 여름

이 짧고 겨울이 길어서 음식의 간이 싱거운 편이다. 남쪽으로 갈수록 음식

의 간이 세면서 매운맛도 강하고, 조미료와 젓갈을 많이 쓰는 경향이 있

다.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원부재료로 사용하는 데다 기후

에 따라 조리법도 달라지기 때문에 지역별로 고유한 향토음식을 생성하게 

되는 것이다.

  그 다면 고유한 향토음식이라 부를 수 있는 공간  범 는 과연 어느 

정도인가? 일반 으로 로컬푸드(local food)라고 할 때 물리  거리를 기

으로 소비지로부터 반지름 50km 이내에서 생산된 것으로 규정하지만

(B.Ilbey, D.Maye, 2005), 런던과 밴쿠버에서는 반지름 100마일, 미국에서

는 반지름 150마일 이내에서 생산․가공된 것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시안, 2007.9.13). 이는 국가나 도시마다 자연 ․지리  조건이 다르기 때

문에 획일 으로 설정하기는 어렵다는 을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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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분명한 것은 향토음식의 공간  범 는 자연조건은 물론 생활문

화를 바탕으로 한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범역이 되어야 한다는 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체로 시․군의 행정권역(반지름 약 16km)을 기 로 동

향(同鄕)이란 정태  동질감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지기 때문에 부분의 

향토음식은 시․군 행정구역을 단 로 악할 수 있다. 하지만 음식의 종

류에 따라 강원도 감자옹심이나 감자떡, 제주도 흑돼지와 자리물회, 옥돔

구이처럼 도 단  행정구역을 포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돌산갓김치나 병

천순 ․ 평메 국수․안흥 빵․풍기인삼․기장미역․한산소곡주와 같

이 읍․면 단  행정구역을 상으로 하는 것, 그리고 완주의 화심순두부, 

강릉의 당두부와 같이 마을에 근거를 두거나 혹은 몇 개 시․군 는 

읍․면에 걸친 공간  범역을 기반으로 발 한 향토음식도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향토음식을 설정하는 공간  범 는 원칙 으로 시․군

을 상으로 하되 음식의 종류에 따라 역사성과 통성 등을 고려하여 탄

력 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단된다. 

  다음으로 산업으로써 향토음식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는 이다. 일

반 으로 산업(産業)이란 ‘인간의 생활을 경제 으로 풍요롭게 하기 하

여 재화나 서비스를 창출하는 생산  기업이나 조직, 농업․목축업․임

업․ 업․공업을 비롯한 유형물(有形物)의 생산 이외에 상업․ 융업․운

수업․서비스업 따 와 같이 생산에 직  결부되지 않으나 국민 경제에 불

가결한 사업’도 포함된다. 따라서 산업화, 는 산업의 활성화는 단순한 자

원을 거래가 이루어지는 산업의 형태가 되도록 잠재  자원을 발굴․육

성․ 진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나 조직의 기능을 활발하게 하는 것으로 

향토산업과 련해서는 거래할 수 있는 재화를 개발하는 상품화, 상표를 

부착하여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거나 경쟁에서 유리한 치를 확보하려

는 랜드화, 그리고 다른 상품보다 특히 뛰어나거나 유명한 상품을 만들

어 차별 으로 유통하려는 명품화 등 마  략과 한 련이 있다.

  특히 산업이란 단순한 생산이나 가공 등 어느 한 부분의 경제행 만이 

아니라 ‘동일한 는 유사한 종류의 생산 인 경제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모든 생산단 의 집합’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향토자원이 산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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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하기 해서는 상품의 생산과 유통, 소비가 이루어지는 (全) 과정에

서 경제  타당성이 있어야 성립할 수 있다. 특히 발 단계별로 보면 잠재

 가치를 가진 단순한 자원 상태에서 연구개발 등을 통해 산업  이용이 

가능한 향토지 재산으로, 그 후 경 리와 기능  체계를 확립하고 권리

화하여 산업  가치사슬이 형성되면 비로소 향토산업으로 자리를 잡게 된

다. 따라서 기 단계의 향토음식은 <그림 2-2>의 좌측 부분으로 지 재산

권이 될 가능성을 가진 자원이지만, 시장수요를 바탕으로 련 기업  지

역민의 참여로 산업  가치사슬이 형성될 때 비로소 향토음식산업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제품으로의 생산 는
활용도에 한 인식

경 리의 확립 
기능  체계 확립

향토지 재산 소재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

∙ 실 으로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인정된 것
∙권리화의 상

∙ 련 기업  지역민의 참여로
  산업 인 가치사슬이 형성되는
  상태

향토산업

향토지 재산

그림 2-2.  향토지 재산과 향토산업의 계

  자료: 주 남발 연구원, 향토산업 육성 방안, p.14, 2004

  향토음식에 한 개념과 공간 ․시간  범 에 한 이상의 논의를 

제로 할 때 향토음식산업은 원부재료와 조리방법, 그리고 역사․문화란  

에서 분명한 지역성이 있어야 한다. 이때 지역성은 시․군 행정 단

를 기 로 설정할 수 있지만 품목에 따라 시․도 는 읍․면이나 마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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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다. 한편, 산업이란 에서는 새로운 음식의 발굴이 아니라 시장

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업화된 음식을 제로 한다. 향토음식산업에 

한 이상의 이해를 제로 할 때 일반 인 향토산업이 가진 특징과 크게 다

르지 않다. 

구     분 특징의 구체 인 내용

부가가치 창출 향토자원을 개발, 활용하여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

지역성 자원, 기술, 경  등의 공간  연고성

통성 상당한 정도 지역에 존재해 왔던 시간  배태성

집 화 지역 내 다수의 동종  후방 연 산업의 집단  존재

자료: 경상북도. ｢경북 향토산업육성계획｣. 2005.

표 2-2.  일반 인 향토산업의 특징

  즉 향토음식산업은 지역성과 통성으로 규명되는 향토성이 산업의 자

원이나 생산과정, 산출물의 성격을 기 로 상품화 는 산업화하여 부가가

치를 창출하며, 지역 내 동종 업체들이 집단화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향

토음식산업의 특성은 자원을 단하는 거나 잣 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하며, 어떤 특성을 시하느냐에 따라 산업의 범 나 정책 상이 달라질 

수 있다. 어 든 이상과 같은 특징으로 인해 향토음식산업은 지역의 통 

자원․문화․기술․인재를 이용하여 지역의 발 을 도모하는 내생  발  

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에서 

지역개발을 한 새로운 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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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생활 패턴의 변화와 향토음식 시스템의 붕괴 

  향토음식은 자연환경은 물론 사회․경제  환경과 신앙 등 문화  배경

을 바탕으로 오랜 세월을 두고 형성된 것이다. 세계 으로 자연환경에 따

라 생물자원이 다르기 때문에 열 지방에서는 카사바․얌․바나나․망고 

등 과일을 많이 소비하는 데 비해, 한 지방에서는 순록이나 생선을, 그리

고 온 지방에서는  등 곡물과 과일․채소를 주로 소비하는 것이 일반

이다.

  국가나 민족은 각 지역의 기후와 풍토에 알맞은 작물을 재배하고 가축을 

키워 식생활에 이용해 왔다. 따라서 여름에 고온다습하고 비가 많은 동아

시아에서는 을, 동과 유럽에서는 맥류와 목축, 남미에서는 옥수수가 

각각의 풍토에 합하여 에 지원이자 지역의 주된 식품으로 자리잡고 이

를 기 로 음식문화가 형성된 것이다. 

지    역 주요 농산물 기본 음식

동아시아 , 두, 채소
밥, 장류, 채소요리
(김치, 쓰 모노)

동․유럽
맥류( , 보리, 호 ), 가축의 

고기와 젖
빵, 구운 고기, 치즈, 발효유

남미 옥수수, 콩, 고추, 토마토
토티야(tortilla), 콩요리, 

살사(salsa)

자료: 구성자 외, 2006.

표 2-3.  지역별 주요 농산물과 기본 음식

  우리나라는 반도국가로서 사계 의 변화가 뚜렷하며, 륙성 기후와 해

양성 기후가 공존하고, 산과 강이 많은 지세와 지형, 해류와 연안의 상황이 

계 과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 부터 다양한 음식문화가 발달하

다. 우리나라 음식은 한반도에서 많이 생산되는 과 보리․콩 등 잡곡을 

이용한 밥과 계 별로 나는 온갖 채소를 활용한 국, 그리고 장류와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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젓갈 등 발효음식으로 구성되는데 수천 년간 내려오면서 우리 몸에 맞는 

통음식으로 자리잡고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켜왔다. 하지만 최근 무분별

한 서구식 생활의 와 수송  장수단, 가공처리기술의 발달로 이와 

같은 통식품과 향토음식의 특성이 크게 어들고 있어서 식품의 수 과 

농가소득은 물론 국민건강에까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1990∼2005년 기간 국민 1인 1일당 식품섭취를 보면 곡류가 감소하고 

낙농품과 육류․유지류 등의 소비량이 늘어나고 있다. 같은 기간 에 지구

성비는 당질이 69.2%에서 64.3%로, 단백질은 16.9%에서 15.4%로 조 씩 

어든 반면 지방은 13.9%에서 20.3%로 증가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식품

소비패턴과 양섭취가 크게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  분 곡류 채소류 과실류 육류 낙농품 어패류 해조류 유지류

1990 480.6 363.3 79.3 64.6 108.7 83.6 15.5 39.1

1995 474.1 439.9 107.1 89.5 129.1 91.4 32.1 38.9

2000 457.1 454.6 111.4 102.8 158.5 84.1 16.6 43.6

2005 421.3 397.0 121.4 100.0 172.2 105.4 26.2 50.7

증감(%) -12.34 1.09 1.53 1.54 1.58 1.26 1.69 1.30

자료: 한국농 경제연구원, ｢식품수 표｣. 2006.

표 2-4.  식품류별 1인 1일당 섭취량

                                                        단 : g, %

  식품소비 패턴에서의  다른 변화는 외식소비의 증가로, 가계비  식

품비 지출은 1990년 이후 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즉, 1990년의 경우 월

평균 식품비 22만 1,000원의 53.8%를 신선식품이 차지하고, 가공식품 

25.7%, 그리고 외식은 20.3%를 차지하 다. 그러나 2005년에는 월평균 식

품비 53만 8,000원  신선식품이 29.8%, 가공식품이 23.5%를 차지하는 

데 비해 외식은 45.8%를 차지하여 지난 15년 동안 신선식품의 지출이 크

게 어든 반면 외식지출은 배 이상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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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도
식품비
지출
(A)

가정지출
외식지출
(D)

식품 련
서비스

B/A C/A D/A
계

신선식품
(B)

가공식품
(C)

1970 12,120 11,884 9,698 2,186 230 6 80.0 18.0 1.9

1980 77,498 74,656 56,268 18,388 2,871 273 72.6 23.7 3.7

1990 220,834 175,573 118,796 56,777 44,844 417 53.8 25.7 20.3

1995 367,080 250,857 162,463 88,394 115,745 478 44.3 24.1 31.5

2000
2005

447,018
539,260

270,569
287,642

166,703
160,650

103,866
126,992

175,990
246,876

460
579

37.3
29.8

23.2
23.5

39.4
45.8

증감(%) 44.5 24.2 16.6 58.1 1,073.4 96.5 0.37 1.31 24.11

주: 통계청, 가계지출 자료(2006)를 이용하여 재계산

표 2-5.  월평균 가구당 식품비 지출변화
단 : 원, %

  이상에서 살펴본 식품소비의 서구화와 외식소비의 증가는 외국산 농산

물의 수입 증가와 식품자 률 하를 통해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거리를 더

욱더 멀게 한다. 즉, 문 옥답(門前沃畓)에서 계 마다 생산되던 곡식과 채

소, 과일로 밥과 국을 만들고, 김치와 된장을 담가 우리 몸에 맞는 안 한 

식품을 공 해 오던 통 인 향토음식의 수 시스템 붕괴라는 심각한 문

제를 야기하고 있다.

  먼  주요 식품의 자 률 수 을 살펴보면 <표 2-6>과 같다. 우리 국민

들의 주식인 밥을 먹는 사람들이 어들고, 반면 피자나 빵 등 가루제품 

소비가 증가하면서 곡류의 자 률은 1990년의 43.8%에서 2005년에는 

29.3%로 떨어지고 있다. 특히 1990년에는 거의 자 되었던 채소류나 과실

류․어패류는 2005년에 각기 94.5%, 85.6%, 64.3%로 지 률이 떨어지고, 

낙농품과 육류의 자 률도 72.8%  81.6%로 하되고 있어서  품목에 

걸쳐 범 하게 수입되고 있다. 이는 공  측면에서 우리나라 농업구조가 

세하고 경쟁력이 취약하다는 데 근본 인 문제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소

비 측면에서 통식품과 향토음식을 외면하면서 비롯된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식량자 률의 하는 결국 자원의 비효율  활용과 농가소득원의 

축으로 농업과 농 의 기본 인 역할을 흔들고 있다는 에서 문제의 심각

성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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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 %

년  도 곡류 채소류 과실류 육류 낙농품 어패류 해조류 유지류

1990 43.8 98.9 102.5 92.9 92.8 121.7 172.8  8.0

1995 30.0 99.2 93.2 89.2 93.3 100.4 122.2  4.8

2000 30.8 97.7 88.7 83.9 81.7 87.7 132.6  3.2

2005 29.3 94.5 85.6 81.6 72.8 64.3 130.7  2.8

증감(%) -14.5 -4.4 -16.9 -11.3 -20.0 -57.4 -42.1 -5.2

자료: 한국농 경제연구원, ｢식품수 표｣. 2006.

표 2-6.  주요 식품의 자 률 변화

  식품소비패턴의 변화와 향토음식 시스템의 붕괴가 가져오는  다른 문

제는 국민 양의 불균형과 이로 인한 건강상의 이 커지고 있다는 이

다. 특히 지방섭취 증가 등 식생활의 서구화와 양불균형을 래하는 

통식문화의 붕괴는 비만과 고 압․당뇨병․비만증․동맥경화증 같은 생

활습 병의 발병을 증가시키고 있어서 통식품이나 향토음식에 한 복

귀 등 건 한 식생활의 요성이 새삼 커지고 있다. 

  2005년 20세 이상 인구의 비만 비율은 31.8%로 1998년의 26.3%, 2001

년의 29.6%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비만은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이

로 인하여 당뇨병․심장병․ 장암 등을 유발할 우려가 큰 데 30세 이상 

인구의 당뇨유병률은 8.1%, 만성질환이환율은 30%에 이르고 있다. 

  우리 국민의 사망률  가장 높은 암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20∼30%가 

식생활과 련되어 있다고 한다. 특히 장암과 췌장암의 경우 채소와 과

일의 섭취 부족 등 동물성 식품을 주로 한 식생활과 련이 있는데 이들 

두 종류의 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지난 1995년의 5.8%  4.3%에서 2005

년에는 12.5%와 7.0%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 두 번째 사망요인인 순환기

계통의 질환 역시 포화지방산, 콜 스테롤을 비롯한 지방의 과다섭취, 식

이섬유․채소․과일․불포화지방산의 섭취부족 등 식생활과 련이 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향토음식시스템이 붕괴되면서 국민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혜경.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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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토음식산업 육성 의의

  우리나라는 오랜 역사와 산과 들, 바다 등 다양한 자연환경으로 구성되

어 있고 사계 이 뚜렷하여 지역마다 특유의 향토음식이 발 되어 왔다. 

그러나 일제 침략과 6․25 쟁, 그 후 공업화․도시화를 축으로 한 격한 

성장과정에서 식품소비 패턴이 서구화․획일화되면서 부분의 향토음식

이 사라지고 국  불명의 퓨 음식이 범람하고 있어서 식품자 률 하와 

함께 국민건강을 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1970～80년 의 도시화․공업화를 통한 경제성장의 틀 속에서 농 공업

개발 등을 통한 농 경제 활성화 략은 농 지역의 지가와 노임 상승으로 

벽에 부딪히게 되었다. 더구나 이와 같은 방식은 자원이나 시장에서 지역 

내 인력  원료조달체계 부족과 근로자의 지정착 미흡 등 지역경제와

의 연계성이 떨어지면서 지속가능한 지역발  략으로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의 성장과정에서 소외된 지역을 심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지역산업을 진흥하는 방법은 없는가?”라는 고민 끝에 지역의 특성에 따른 

숨겨진 자원을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개성을 살린 ‘얼굴 있는 향

토산업’을 육성하여 물질과 마음이 풍요롭고 아름다운 고장을 만들어 보자

는 내발  근방식이 등장하게 되었다. 새로운 지역개발 패러다임 하에서 

향토산업은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실 인 략을 구사해야 하므로 

지역이 주도 인 역할을 해야 하며, 향토자원의 산업화를 통해 지역의 소

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효과 인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는 에서 기 를 모으고 있다.  

  향토음식산업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기 해서는 향토음식이란 과연 어

떤 형태로 존재하 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먼  향토음식은 산과 들 , 

개울 등 지역의 자연조건 하에서 생산된 지역특산 식재료를 활용한다는 

과 원료의 생산시기와 지역은 물론 생산에 사용한 물까지도 고유한 특성을 

가진 차별 인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는 이다. 를 들어 ‘ 주 10미(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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味)’를 보면 콩나물의 경우 임실에서 생산된 ‘쥐 이 콩’을 원료로, 교동일

의 녹두포샘물로 기른 것이 고소하고 부드러워 좋다고 알려져 지역과 품

종, 생산방법이 반 되고 있다. 한 8월에 익는 ‘ 라시감’이나 여름 삼복

기간 주남천에서 잡히는 모래무지로 만든 ‘오모가리탕’은 계 과 지역  

특성이 반 되어 있다( 주시, 2007).  

  주 인근 지역에서 이 듯 토양이나 토질, 물 등 지역과 계 에 따라 

농산물조차 맛이 다르다고 인식하 는데 하물며 국 으로 보면 다양한 

향토음식이 발 되어 왔다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를 들어 된장만

하더라도 청국장과 담북장․막장․가루장과 함께 서울의 무장과 산집

장․충청도 비지장․진양된장․ 양된장․경상도 거름장․나주집장․

주집장 등은 각기 그 원료와 조리방법이 다르다<표 2-7>. 김치도 지역별로 

원부재료와 조리방법, 양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 종류가 다양한데 체로 

날씨가 추운 북부지방에서는 소 을 게 해서 싱겁게 먹는 데 비해 남부

지방에서는 빨리 시어지는 것을 막기 해 소 이나 젓갈을 많이 사용하는 

특징이 있다. 

  같은 종류의 된장이나 김치라도 지역마다 사용하는 원부재료나 조리법, 

양념의 종류 등에 따라 각기 다른 맛과 향을 가지고 있다는 에서 이른바 

향토음식의 특징인 고유성과 다양성이 생성된 것이다. 를 들어 비빔밥 

하나만 보더라도 주비빔밥은 밥을 지을 때 소  육수를 쓰고 뜸을 들일 

때 콩나물을 넣어서 콩나물밥을 지어 여러 가지 나물과 고추장으로 맛을 

낸 후 황포묵과 육회, 오실과, 콩나물국과 함께 낸다. 진주비빔밥은 화반

(花盤)이라고 하는데 콩나물 신 숙주나물을 쓰며, 해 나물과 해물보탕

국을 한 국자 넣고 쇠고기 육회를 듬뿍 얹어 선짓국과 함께 낸다. 안동비

빔밥은 헛제삿밥이라고 하는데 ․마늘․고추장을 쓰지 않고 간장으로 

간을 하여 탕국을 산 과 함께 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수산물의 경우 계 에 따라 수온과 해류의 흐름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역과 계 에 따라 주로 많이 잡히는 수산물의 종류가 다르다. 동해안의 

명태와 오징어, 서해안 꽃게와 새우․까나리, 무안낙지, 장흥키조개, 

굴비, 벌교꼬막, 덕 게, 제주갈치․오분자기 등이 표 인 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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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수산물은 계 별로 그 맛이 다르다고 하는데 ‘가을 어는 머리에 깨가 

서 말’이라거나 ‘가을 어 굽는 냄새를 맡으면 집 나갔던 며느리가 돌아온

다’는 속담에서 어는 가을이 제철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수산물은 자원고

갈에 비해 산란기에는 조업을 지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되는 철이 제한

종   류 원료  조리방법

서울무장

10월 장메주를 쑬 때 약간 작게 만들어 먼  띄워 항아리에 담고 

물을 부어두면 2∼3일 후에 물이 우러나 동동 뜨게 되는데 여기에 

소 간을 하여 3∼4일 후 익으면 동치미, 무, 배, 편육 등을 썰어서 

먹음.

산집장

보리 과 콩을 섞어 메주를 쑤어 띄운 후 한 달이 지난 뒤 가루로 

빻아 찹 밥을 해서 간장과 함께 섞어 버무림. 이것을 인 오이, 고

추, 가지, 양지머리 삶아 건진 것, 마른 하 등을 켜켜이 얹어가며 

항아리에 담아 말똥이나 퇴비 속에 삭힘.

충청도

비지장

콩비지를 강 볶아서 무명 자루에 담아 하루 반 정도 띄운 후 소

으로 간을 하여 삭힘. 충분히 삭은 비지장은 뚝배기에 비지장과 

함께 배추김치를 넣어 지져 먹으면 별미임.

진양된장

콩을 불려 삶다가 맷돌에 간 을 얹어 다시 푹 익  주먹만 하게 

빚어 2∼3일 동안 띄워 말림. 이것을 가루로 만든 다음 찹  풀과 

엿기름 삭힌 것을 합해 가지, 오이, 무, 박, 우엉 등을 넣고 하여 

볏짚이나 왕겨를 땐 잿더미 속에 묻어놓고 짚을 때면서 익힘.

양된장

콩을 삶다가 가루와 가루를 섞어 뜸을 들인 뒤 작은 주먹만 하

게 뭉쳐 띄워 말린 후 가루로 만들어 두었다가 필요할 때에 수시로 

풋고추, 가지, 무 등을 넣고 고춧가루, 마늘 등으로 양념하여 익  

먹음.

경상도

거름장

콩을 삶다가 보리를 섞어 익힌 뒤 메주를 만들어 뽕나무와 닥나무 

잎을 덮어 띄운 후 가루를 만들어 오이, 가지 등을 섞어 퇴비 속에 

묻어 익힘.

나주집장
룩을 띄워 가루를  찹 을 섞어 하룻밤 재운 후 여기에 가지, 

오이, 고춧잎 등을 넣고 퇴비나 왕겨불 속에 묻어 익힘. 

주집장
찹 로 밥을 질척하게 지어 여기에 메 가루를 엿기름과 섞고 가지, 

무, 고춧잎 등 채소를 넣어 아랫목에서 익  먹음.

표 2-7.  지역별 된장의 종류와 조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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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어서 한층 계 성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를 들어 인제황태나 

포항과메기는 추운 겨울이 제철이며, 숭어나 멸치, 게는 모두 의 미각

을 자극하는 해산물들이다.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월별 제철 수산물은 <표 

2-8>과 같다. 

월별 제철 생선 제철 해산물

 1 넙치, 고등어, 방어, 아귀, 치 김, 미역, 홍합

 2 돔, 숭어, 민어, 꼼치(물메기) 김, 미역, 홍합

 3 넙치, 멸치, 도다리, 놀래미, 주꾸미 미역, 키조개

 4 우럭, 게, 꽃게, 넙치

 5 꽃게, 조피볼락, 갑오징어 바지락, 복

 6 농어, 꽁치, 갯장어, 병어 미더덕, 피조개, 키조개, 바지락

 7 붕장어, 갯장어, 낙지, 꽁치, 병어 우 쉥이(멍게)

 8 우럭, 가자미, 오징어, 장어, 삼치 멍게

 9 갈치, 조기, 어, 삼치 다시마

10 어, 송어, 오징어, 멸치, 하

11 삼치, 꽃게

12 고등어, 송어, 구, 명태, 낙지

자료: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maf.go.kr/info/cook/l_product_list.asp)

표 2-8.  월별 제철 수산물의 종류 

  지역이나 계 별로 많이 잡히는 생선의 종류가 다르고 품질이 차이있는 

만큼 이를 원료로 만든 젓갈의 종류도 지역별로 다양하다. 백령도까나리액

젓, 강화밴댕이젓, 소래․ 천 새우젓, 서산어리굴젓, 강원도 서거리젓(북

어아가미)과 구알젓, 고성명란젓, 고흥석화젓, 경상도 멸치젓․ 구포젓

( 구아가미)․ 구알젓, 라도 돔배젓( 어 내장)․ 합젓․고록젓(꼴뚜

기)․황석어젓, 제주도 자리젓․게우젓( 복 창자) 등이 그것이다. 더구나 

같은 새우젓이라도 언제 잡은 것이냐에 따라 오젓과 육젓, 동백젓, 추젓 등

으로 구분되는데 kg당 가격을 비교하면 추젓이 4,000∼5,000원이라면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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젓은 1만 5,000원 수 으로 약 3배 이상 비싸게 거래된다(강경심씨네 새우

젓: www.ggsfood.com). 결국 지역과 계 , 그리고 그 지방에 고유한 조리

법과 양념의 미묘한 차이를 제 로 알지 못한다면 제철, 본고장 먹거리의 

독특한 맛을 즐길 수 없다는 에서 향토음식에 한 새로운 인식과 가치

의 재발견이 필요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향토음식산업이 가진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즉 향토음식산업은 향토산업의 한 부분으로 특정 지역에 기 한 

원부재료와 조리방법 등을 기 로 한 독특한 맛이나 향을 가진 음식의 제

조업, 는 외식업으로 식품산업의 한 부분이다. 따라서 기본 으로는 고용

창출이나 원료농산물의 소비  부가가치 창출이란 역할을 수행한다는 의

미를 가진다. 2004년 우리나라의 식품산업은 음식제조업의 경우 8,000개의 

업체에 18만 6,000명이 종사해서 약 48조원을 생산하고 있으며, 외식업분

야에는 61만 7,000개의 사업체에 168만 8,000명이 종사해서 48조 4,000억 

원 상당의 생산을 하고 있다(농림부, 2006). 향토음식산업의 규모는 정확하

게 알기 어렵지만 지역총생산과 고용에 기여하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2005년 재 우리나라 랜차이즈산업은 가맹본부 2,211개, 가맹  28

만 개, 종사자 수는 83만 명에 이르는 거 산업으로 2002년 41조원에서 지

난해 61조원으로 성장하 다. 업종별로는 외식업이 1,194개로 부분을 차

지하고 그 밖에 소매업이 515개, 서비스업이 502개(2005년 기 )로 구성되

어 있는데 가맹  수 역시 외식업이 14만여 개로 소매업(8,700개), 서비스

업(54,000개)보다 월등히 많다(산업자원부, 2006).

구       분 생산액(10억 원) 고용인력(천 명) 업체수(천 개)

식품제조업 47,981   186   8

외식산업 48,369 1,688 617

합      계 96,350 1,874 625

자료: 통계청, 업․제조업 통계조사, 도소매업  서비스업통계, 2004.

표 2-9.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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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향토음식은 외식산업2의 한 형태로 범 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지

역의 원부재료 소비와 고용창출,  등 련 산업과의 연계 등을 통해 

농 경제를 활성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를 들어 사례연구 상인 춘

천닭갈비나 병천순 , 남원추어탕 등 향토음식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특

정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부재료를 이용해서, 그 고장에 해오는 요리법

으로 만들어진다는 에서 지역농산물의 소비와 부가가치의 증 , 련 산

업의 발  등과 직결되기 때문에 지역농업 발 과 지역 내 경제순환을 

진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향토음식이 가진 두 번째 의미는 지역성을 갖는 한식(韓食)의 원형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표 인 국가 이미지 상품이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발  가능성이 있다는 이다.3 특히 이와 같은 에서 최근 농림부는 

‘한식세계화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식문화의 산업화는 고용창

출  소득 효과를 기 할 수 있으며, 후방 연 산업인 농축산업과 식자

재산업․ 산업․문화콘텐츠산업 등의 동반성장 효과도 기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향토음식이 갖는 세 번째 의미는 문화상품으로써의 가능성이다. 소

득수 의 향상과 함께 통문화와 건강한 먹거리에 한 수요가 늘고 주 5

일 근무 등으로 향토음식을 활용한 지역축제, 농 문화 과의 연계가 지

역경제의 활성화 수단으로써 각 을 받고 있다. 일본에서는 ‘구루메

(groumet)’ 붐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소비자들이 음식과 요리에 해 지

 2 외식산업이란 기업규모가 커지고 체인화한 음식서비스업을 종래의 생업 인 

음식업과 구분하여 일컫는 말임(나정기, 1998)  

 3 최근 농림부는 한식 세계화의 요성을 인식하고 “우수한 우리음식문화를 부가

가치가 높은 국가 이미지상품으로 개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목

표 아래 [한식세계화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4년간 78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하 음(농림부, 2007.2.15). 여기에는 ① 한식 세계화의 지속 ․주

도  추진체계 확립, ② 한식의 우수성 홍보  해외진출을 한 마  강화, 

③ 통한식의 발굴․개발  한식 련 서비스 개발, ④ 해외 한식당의 고

화․차별화  경 개선 유도, ⑤ 한식 련 문인력 양성과 해외진출 유도, 

⑥ 해외시장정보의 수집  제공체계의 구축 등의 6  과제가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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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심을 보이고 남녀노소를 비롯하여 미식가들이 맛집을 찾아다니는 새

로운 상품으로 각 을 받고 있다.4 <표 2-10>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 

우리나라도 향토음식을 주제로 한 축제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를 들어  

여주천서리막국수축제(9월), 춘천막국수축제(9월 ), 용 리황태축제(2월), 

학사평순두부축제(10월), 안흥 빵축제(10월 순), 강경젓갈축제(10월), 

동곶감페스티벌(12월), 순창고추장축제(11월 ), 남도음식 축제(10월), 

성돼지숯불요리축제(8월), 기장멸치축제(4월 말) 포항과메기축제(11월 

말∼1월 ) 등 향토음식을 테마로 한 음식축제가 문화콘텐츠로서 인근 지

역의 자원과 결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되고 있다.  

  향토음식이 가진 네 번째 의미는 식품안 성과 국민건강에 련된다. 즉 

외국산 농식품의 수입이 늘어나면서 ‘농장과 식탁과의 거리(food mileage)’

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장기간 소요되는 수송․ 장과정의 변질을 

방지하기 한 약품처리와 어떻게 생산되었는지 알 수 없는 식품의 유통에 

따른 안 성 문제, 그리고 장거리 수송에 따른 과다한 에 지 소비로 인한 

지구 온난화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 으로 도시의 빈 터에 

텃밭을 만들어 직  채소 등의 농작물을 기르는 도시농업(urban agriculture)

이나 인근 지역의 농민들이 생산한 신선하고 안 한 제철 농산물을 매할 

수 있는 농민시장 개설, 지역농산물로 학교 식 공  등 로컬푸드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 요즘의 상황이다.

 4 구루메는 랑스어에서 온 말로 ‘미식’, 혹은 ‘미식 문가’라는 뜻이나 일본에

서는 생활용어처럼 사용함. 일본을 연 별로 특징지어 표 하기를 1960년 는 

‘모 츠(morets)’로 맹렬히 분투․노력한 시 , 1970년 는 ‘뷰티풀(beautiful)’

로 양에서 질로 바  시 , 1980년 는 ‘딜리셔스(delicious)’로 미각을 찾는 시

, 1990년 는 ‘구루메(groumet)’로 미식 문가시 라 불리고 있음(김자경,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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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축     제     명

1 포항과메기축제(12월하∼1월상), 화천산천어축제, 인제열목어축제( )

2 인제빙어축제(상), 송정미역축제, 용 리황태축제, 고성명태축제( )

3
인제 고로쇠축제, 서천동백꽃주꾸미축제, 부산 나물축제( ), 군산주꾸미축
제(하)

4

양평개군산수유축제, 논산딸기축제, 지리산고로쇠약수제, 경주화 놀이한마
당, 토마토축제, 울진 게축제(상), 안리어방축제, 덕 게축제, 한국
의 술과 떡축제, 제주고사리축제( ), 낙안읍성축제, 기장멸치축제, 가덕도항
숭어들이축제(하)

5

강릉단오제, 칠곡아카시아벌꿀축제, 지리산한방약 축제(상), 분원마을붕어
찜축제, 양구곰취축제, 보령키조개축제, 법성포단오제, 양일월산산나물
축제( ), 서천 어도미축제, 통 쏙잡기축제, 하동야생차문화축제, 제주도새
기축제(하)

6
울산고래축제(상), 퇴 토마토축제, 부여백마강수박축제, 강정천올림은어축
제, 보목알품자리돔축제, 남해지족갯마을쏙잡기체험( ) 

7
괴산(소수)살구축제(상), 김포포도축제, 괴산청안수박축제, 완주비 수박축제
( ), 화악산토마토축제, 고창수박축제, 울릉도오징어축제, 김천포도축제(하) 

8

홍천찰옥수수축제, 고성송지호재첩잡이, 하동진교수상 어축제, 화은어축
제, 삼천포항 어축제(상), 정선감자축제, 주문진오징어․동해오징어축제, 충
주복숭아축제, 김제백구면포도축제, 성돼지숯불요리축제, 법환수산물일품
한치축제( ), 괴산청결고추축제, 동포도축제, 춘천막국수축제(하) 

9

여주천서리막국수축제, 진도참 복축제, 명지 어축제, 양고추문화제, 마산
어시장축제(상), 부도․가평포도축제, 음성청결고추축제, 산인삼축제, 청
양고추구기자축제( ), 생거진천 축제, 김제지평선축제, 단산포도축제, 문경
오미자축제(하), 양양송이축제, 횡성한우축제, 홍성남당리 하축제, 서천 어
축제, 고창수산물축제, 화춘양목송이축제, 풍기인삼축제(9월하∼10월상) 

10

홍천인삼축제, 제천약 건강축제, 울진송이축제, 경주버섯축제(상), 양동알밤
축제, 양양연어축제, 횡성안흥 빵축제, 논산강경젓갈축제, 홍성 천토굴새우
젓․조선김축제, 태안백사장 하축제, 충주사과축제, 자염축제, 남도음식문
화 축제, 부산자갈치문화 축제( ), 속 학사평순두부축제, 주국제발
효식품엑스포, 기장붕장어축제(하)

11
주천년의맛축제, 순창고추장축제, 악양 감축제, 청송사과축제(상), 주
한옥마을김장축제, 주김치 축제, 거창사과축제, 산청과일축제, 제주최남단
방어축제, 제주감귤축제, 제주국제차문화축제( )

12 동곶감페스티벌, 서귀포최남단감귤체험축제

자료: 정낙원․차경희, ｢향토음식｣. 2006. 재정리.

표 2-10.  국의 주요 음식축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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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식량자 률이 겨우 27% 수 으로 세계 각국에서 농수산 식

품을 수입하고 있다. 수입 농수산식품의 푸드 마일리지(food mileage)를 보

면 , 사과, 양배추, 양 나 숙주나물, 낙지 등 부분의 농수산물을 수입

하는 국의 경우 910km로 수집에서 선 ․운송․하역을 거쳐 소비자들

의 식탁에 오르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며 그 과정에서 신선도 유지

와 부패 방지를 해 화학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안 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이밖에 일본(표고버섯, 고등어, 명태) 1,214km, 필리핀(바나나, 새

우, 피조개, 바지락) 2,600km, 인도네시아( 갱이, 바지락) 5,245km, 호주

(쇠고기, 발효유, 굴) 8,330km, 미국(돼지고기, 상추, 토마토, 오 지) 

9,550km, 뉴질랜드(키 , 쇠고기, 소시지) 9,600km, 라질산 닭고기와 칠

산 포도, 토마토, 돼지고기, 송어와 아르헨티나산 홍어, 두유 등은 약 2

만km나 되어 수송에 장시간과 많은 화석 연료를 사용하게 된다. 이 과정에

서 CO2 발생에 의한 환경 괴 문제5와 함께 어디에서, 가, 어떻게 생산

된 것인지 모르는 식품에 국민의 생과 안 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향토음식은 옛날 고향에서 할머니나 어머니가 해 주

시던 본고장의 제철 음식을 먹는 것이 건강한 삶을 지속하는 비결이라는 

소  ‘신토불이(身土不二)’6와 ‘지산지소(地産地消)’7, 그리고 슬로푸드

 5 먹거리 물류는 엄청난 양의 연료를 소비하는데, 화훼․과일․채소․냉동먹거

리 같이 부분이 물로 이루어져 칼로리 물질이 별로 함유되어 있지 않은 상

품들이 그 주범임. 를 들어 캘리포니아 살리나스 밸리에서 키워 약 5,000㎞ 

떨어진 워싱턴까지 운송되는 상추는 목 지에 도착해서 음식 에 지로 제공하

는 것보다 36배나 더 많은 화석연료에 지를 운송과정에서 소모함(김종덕 등 

역, 로컬푸드, p61, 2006).

 6 身土不二食은 時食, 非加工食, 一物全體食, 均衡食과 함께 자연건강식의 다섯 

가지 원리 의 하나로 불교의 依正不二에서 유래된 사상임(박 곤, 2006). 

 7 지역에서 생산한 것을 지역에서 소비한다는 개념으로 90년  일본에서 유행한 

개념인데 4리 4방(16km) 이내에서 키운 것을 먹는 것이 건강에 가장 좋다는 

생각을 뒷받침함(김태곤,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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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주요 수입 농수산물의 푸드 마일리지

  거 리
   (km)

20,000

•아르헨티나(19,401km: 두유, 홍어, 어 등)

18,000 •칠 (18,355km: 포도, 토마토, 돼지고기, 송어 등)

• 라질(17,548km: 닭고기, 어, 붕장어, 어 등)

16,000

14,000

12,000

•미국(11,185km: 돼지고기, 상추, 토마토, 오이, 채소주스 등)

•캐나다(10,534km: 돼지고기, 호  등)

10,000 •스페인(10,019km: 올리 유, 사과, 포도 등)

•뉴질랜드(9,987km: 키 , 쇠고기, 소시지, 발효유 등)

9,000
• 랑스(8,992km: 식 , 발효유, 포도주 등)

•이탈리아(8,986km: 스 게티, 딸기, 식 , 발효유 등)

• 국(8,882km: 스키, 채소주스, 고등어, 한천 등)

•네덜란드(8,583km: 당근, 채소종자, 포도, 코코아분말 등)

8,000 •호주(8,392km: 쇠고기, 혼합조미료, 발효유, 굴 등)

•노르웨이(7,739km: 연어, 송어, 고등어 등)

7,000

•러시아(6,625km: 상치, 넙치, 가자미, 성게, 명태 등)

5,000 •인도네시아(5,276km: 고추, 갱이, 바지락, 붕장어 등)

•말 이시아(4,609km: 후추, 새우, 피조개 등)

3,000 •베트남(2,745km: 커피, 양 , 고추, 국수, 팽이버섯, 피조개 등)

•필리핀(2,614km: 바나나, 과실조제품, 새우, 피조개, 바지락, 미역 등)

1,000 •일본(1,153km: 청주, 지․표고버섯, 간장, 된장, 고등어, 김 등)  

• 국(962km: , 사과, 양배추, 김치, 무, 딸기, 양 , 고추 등)  

  주: (  )는 서울에서 각국의 수도까지 거리  주요 수입농식품 종류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테마별수출입통계(2007) http://www.indo.com/cgi-bin/d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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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ow food)8와 일맥상통하는 개념으로 소비자들의 식품안 을 보장할 뿐

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친환경  삶을 유지하는 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즉 지역농수산물을 원료로 만든 우리 몸에 맞는 음식으로 건강한 삶을 지

키는 것은 물론 지역농업과 식문화를 계승하고, 환경을 보 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유지와 생물자원  문화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에서 세

계화 시 에도 여 히 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향토음식의 맛과 의미를 제 로 알기 해서는 제철, 본고장에서 생산된 

원료와 손에서 손으로 해 온 조리방법으로 만들어진 음식의 소 함과 미

묘한 맛의 차이를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소비자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는 이다.

 8 패스트푸드가 량생산, 규격화, 기계화 등을 통해 맛이 획일화된 음식이라면 

슬로푸드는 국가별․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통음식이나 자연의 순리에 

따라 생산한 먹거리를 의미함(김종덕, 2003).



국내외 향토음식 련 정책의 추진실태  제3장

1. 우리나라의 향토음식산업 련 정책의 추진

  향토음식 련 정책에는 농림부의 통식품 육성(농산물가공산업육성

법), 문화 부의 무형문화재 계승발 (문화재보호법)  문화산업 진흥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차원에서 통식품 제조업체에 한 시설  운 자

 지원과 음식 분야의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를 선정하여 통문화의 보

과 계승을 지원한 것을 들 수 있다. 한 외식업체에 해서는 보건복지

부가 우수․모범업소의 지정9을 통해 일부 업체의 시설 개․보수 자 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들 모두 향토음식산업 육성과 직 인 연계성은 찾기 

어렵다. 

  농림부는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해 통식품을 “국산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되고, 부터 승되어 오는 우리 고유의 맛․

향․색깔을 내는 식품”으로 규정하고, 통식품의 품질인증제(물 방아마

크) 실시와 통식품명인 지정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통식품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1989년 이래 808개 통식품업체를 지정, 시설  운 자

9 ｢식품 생법｣ 규정에 따라 일반음식   생 리 상태가 우수한 업소를 지정

하여, 이들 업소에 상․하수도료 감면  찬기 구입비와 쓰 기 투 구입비 등

을 지원하고 모범음식 에 한 안내홍보책자를 발간하여 배부하고 있음. 식품

의약품안 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생등  기 에 따라 우

수업소 는 모범업소를 지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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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통식품산업 육성은 가공식품업체 주로 추진

해 왔을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국산 원료에 집착하여 통식품으로서의 차

별  품질 리나 ‘물 방아마크’에 한 소비자들의 인식 부족 등으로 향

토문화산업으로 발 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농 진흥청은 한국의 향토음식 573종을 발굴하여 백과사  식으로 

조리방법 등을 소개하고 있으나 정작 이들 향토음식의 산업화 실태는 악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산업육성정책으로 발 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  

밖에 재정경제부는 2006년 경남 울주군 ‘언양 계한우불고기특구’10를 지

부    처 련 법률 련 정책 는 사업명

농림부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통식품품질인증제도, 농산물가공산업
통식품 지정  통식품명인지정 제도

농산물품질 리법 지리  표시제

농업․농 기본법, 
국가균형발 특별법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 향토산업육성사업, 
지역농업클러스터, 신활력사업

행정자치부 향토지 재산육성사업

재정경제부
지역특화발 특구에
한 규제특례법

지역특화발 특구지정

문화 부

문화재보호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통음식 자원화사업

- 한국음식표 화, 한 랜드

문화재보호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요 무형문화재 지정

농 진흥청
향토음식 맥잇기 사업

농산물가공 장비지원

지방자치단체 조례, 고시 향토음식의 발굴, 모범업소 지정과 홍보지원 등

표 3-1.  향토음식산업 련 정책

10 울주군은 한우불고기 특산물을 활용하여 울주군 언양읍 4개리와 두동면 계리 

일 를 ‘언양․ 계한우불고기특구’로 지정받았음. 주요 사업내용은 옥외 고물 

설치와 간  정비를 실시하는 한우불고기 이미지 제고 사업, 계시장 환경개선

사업, 한우불고기축제 특성화사업, 한우번식기반조성  종축개량사업이며, 특

구법에 의거하여 도로통행 제한과 고물표시  설치 규제 특례가 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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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옥외 고에 한 규제완화 등을 통해 향토음식을 지역의 략산업

으로 육성할 계획이지만 아직 사업기간이 일천하여 그 성과를 단하기 어

렵다.  

  식품  련 산업의 요성과 산업  육성에 한 심이 늘어나면서 

농림부는 ‘식품산업육성종합 책(2005.9)’을 발표하고 지역 통식품을 포

함한 식품산업 육성을 한 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 에서 지역 통식

품은 향토음식산업과 유사한 개념인데 그 산업화를 해서 ① 우수한 통

음식을 발굴․개발․보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② 통음식업체에 

한 시설․운 자  지원, ③ 통음식의 랜차이즈화를 한 메뉴․조

리법 개발, 표 화 등의 연구와 기술교육  경 지원, ④ 랜드화 등을 

통한 새로운 통음식의 발굴과 외식산업 강화, ⑤ 통음식체험 ․내 고

향음식갖기 등 농 코스와 지역 통식품의 연계 등 지역 통음식의 

문화․ 상품화를 추진할 계획이지만 아직까지 부분 실천에 옮겨지지 

못하고 있다.

  이밖에 농림부는 우리 음식문화를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으로 개발하기 

해 ‘한식세계화추진방안(2006.12)’을 수립하고 통 한식의 발굴, 문인

력 양성, 해외 한식당의 고 화, 체계 인 해외시장정보 수집, 한식의 홍보 

 매 진 강화 등 한식의 세계화를 한 종합 인 구상을 밝힌 바 있

다. 이는 태국과 일본이 국가가 주도하여 자국 음식의 세계화를 추진하는 

데11 자극받은 것으로 한(韓) 랜드 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한식의 세계화 논리는 한편으로 지역에서 생산된 제고장 

먹거리가 국민 건강을 지키고 환경친화 이고 지속가능한 삶을 보장한다

는 로컬푸드와 향토음식의 본질  가치를 희석시킬 수도 있는 만큼 보다 

신 한 근이 필요하다. 

11 태국의 경우 2001년부터 ‘태국음식세계화 로젝트(Kitchen of the World)’의 일

환으로 2007년까지 태국음식 을 5,500개에서 8,500개로 늘린다는 구상하 음. 

일본은 1981년 농림수산성에 ‘외식산업실’을 설치하고, ‘외식산업종합연구센

터’를 설립하여 세계화 략을 추진하는데, 최근에는 ‘생선 밥(스시) 기 ’을 

정하고 인증제를 도입하 음(농림부, 한식세계화 추진방안,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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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추진과제 세부 지원사업

농업과 식품의 
연계 강화

산지농산물가공산업 육성
- 업체별 차등지원과 컨설
- 생수  제고  랜드화

국산농산물 가공수요 확
- 국산원료소비 강화
- 식자재 산업 육성

통가공식품 
생산․소비활성화

- 소비자지향  상품 개발
- 마  지원

통음식 발굴  산업화 
추진

- 통음식의 외식산업화
- 통음식의 상품화

식품산업 
인 라 구축, 
경쟁력 제고

정보  통계 
생산․공 체계 구축

- 식품통계조사
- 식품 련 정보의 자료화

인력 육성
- 인력수 조사
- 산업 장과 연계한 인력개발

기술개발․보  강화
- 식품산업 기술개발
- 첨단분야 연구강화

지도․자문기능 강화
- 컨설  시행체제 개선
- 종합․ 문성 확보

업체 간 연계  수출확
- 국산원료가공품 수출지원
- 기업 간 수직․수평 계열화

외식산업 육성을 한 
기반 구축

- 외식산업발  제도 개선
- 통외식 해외진출

소비자를 한 
고품질 농식품 
생산․공

고품질 농식품 공 체계 구축
- 선진 생시설 확충
- 제조공정 리 강화

농식품 유통의 효율화
- 가공식품, 통식품의 표 화
- 식품생산․유통시스템 개선

건 한 식문화 보  홍보
- 식품정보 소비자 제공
- 통식문화의 해외 홍보

식품산업 
지원행정체계 
확립

행정지원체제 정비
- 부처 간 의체 구성
- 지원  육성 근거법 마련

지자체의 역할 강화
- 지역식품산업클러스터 육성
- 세부계획 추진

자료: 농림부, 식품산업과, 2005

표 3-2.  농림부의 ‘식품산업종합육성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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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 지역의 향토음식을 선정하거나 업소를 지정하

고, 고유한 음식을 발굴․육성하도록 하는 등 심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

이지만 체 인 그림이나 비  없이 단편 이고 임시방편 으로 추진

하고 있다. 를 들어 경기도는 2004년부터 지역성(차별성)과 통성(고유

성)이 있는 토속음식을 발굴, 녹색농 체험마을을 심으로 슬로푸드마을

을 지정하여 농산물 소비 진과 도․농 교류 활성화를 추구하고 있다.12 

한 2005년 이후 향토음식 개발을 지원하고13, 2007년에는 도비 3억 

9,000만원과 시․군비 1억 6,000만원 등 5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성남향

토음식문화축제(8.14∼8.16), 제12회 여주천서리막국수축제(9.13∼9.16), 

제2회 의정부명물 개거리 음식축제(10.13∼10.14), 제3회 오이도조가비축

제(10.13∼10.14), 제2회 양주음식문화축제(10.20∼10.21), 이천맛자랑 회

(10.27) 등 10개소의 음식문화축제를 지원하고 있다(경기도, 2007.8). 

  충북농업기술원은 충북 고유의 향토음식을 상품으로 육성하기 해 

시․군 향토음식연구회원, 음식솜씨 보유자, 생활지도 공무원 등을 상으

로 청주ZEN한국식문화연구소에서 교육을 실시하 다. 이는 올갱이 등 

시․군 특산물을 이용한 향토음식 35종에 해 조리법, 담 법, 차림새 등

을 재정립하기 한 교육으로 향토음식문화의 기반을 다져서 이 고장의 특

색음식을 객이 꼭 먹고 가야 할 코스로 만드는 것이 목 이다. 특히 

농업기술원은 농 여성소득원개발사업을 통해 소규모 농특산물가공사업에 

주력해 왔으며 향토음식 자원화, 통식문화 계승, 농 여성솜씨상품개발 

을 하여 향토음식의 자원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 밖에 11월에는 ‘충북

12 경기도는 통식재료를 활용한 다양한 통음식을 맛보고 농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농 마을을 주로 마을당 20만∼1억 7,800만원을 지원하는 슬

로푸드마을을 지정․운 하고 있음.
13 경기도는 2005년부터 새로운 향토음식개발을 해 2억 9천만원을 지원하 는

데 여기에는 화성시의 바지락된장, 시흥시의 연식품 5종, 여주군의 고구마

장, 성남시의 남한산성닭죽과 여술마을갈매기살, 과천시와 김포시의 밤과 포도

를 이용한 음식개발 등이 포함되는데 재 특허나 상표등록을 비 임(동아

일보 2007.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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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가음식 시회’와 도향토음식경연 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라남도에서는 남도음식에 한 심이 높아지자 2001년 맛집 31곳을 

선정, ‘남도음식명가․별미집’이란 책자를 발간하 다. 2007년에는 그  2

곳을 취소하고 33곳을 추가하여 총 62곳의 명가와 별미집을 포켓사이즈 

책자로 발간하 다. 문가 9명으로 구성된 선정 원회가 남의 시․군이 

추천한 식당 가운데 1차 서류심사에 합격한 식당을 상으로 장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하 다. 여기에는 무안의 기 낙지․짚불구이(돼지고기)와 

목포의 홍어, 강진민물장어구이, 곡성은어회, 담양 죽순삼합과 죽계탕, 

굴비정식, 나주곰탕과 함평 육회비빔밥, 양불고기, 암짱뚱어탕, 구례

통밥, 장흥 바지락회와 키조개등심구이, 보성 어식당, 곡성의 닭잡아먹

는 참게탕, 진도간재미회 등이 포함되어 있다. 라남도는 여행자들이 쉽

게 찾아갈 수 있도록 식당 바깥에 상징물 등을 설치하고, 별도의 홈페이지

도 운 하여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정이다( 라남도, 2007). 

  한편 시․군 단 에서 향토음식을 발굴, 지정하는 곳도 있는데 충북 진

천군이나 남 강진군의 경우 ‘향토음식경연 회’를 개최하고 있으며,14 경

북 문경시도 1996년 이후 ‘향토음식맛자랑 회’를 개최, 새재묵조밥 등 7

개 음식을 향토음식으로 지정하고 홍보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북 남

원시는 축산과에 ‘추어담당 ’을 조직하고, 남원추어탕의 산업화를 추진하

고 있어서 일부 시․군에서는 향토음식의 발굴과 산업화를 한 구체 인 

사업을 개하고 있다. 

14 제12회 ‘강진청자축제’행사의 일환으로 개최(2007.9.10)된 강진 향토음식발굴을 

한 음식경연 회는 4천 4백만 원(그  50%는 국비보조)의 산을 들여 30여

개(음식  2, 식품제조업 3, 단체 9, 개인 13) 이 참여하 다는 에서 새로운 

지역정책으로 자리를 잡고 있음. 심사는 8명(도 추천 6명, 군 추천 2명)이 하는

데 농림부장 과 도지사상 등 5명을 선정 포상함. 출품작에 해서는 요리방법 

설명과 작품사진, 참가업소 소개 등을 수록한 홍보책자를 발간하여 국 으

로 배포하는데 체 으로 내 청정농산물을 활용하여 음식경연 회를 개최

함으로써 향토․특색음식을 발굴, 육성하여 통음식으로 계승발 하고 강진

군의 농산물소비 확 로 연계시켜 생산농가의 소득증 를 도모하고 있음.



국내외 향토음식 련 정책의 추진실태  39

그림 3-1.  남도음식 명가․별미집 안내도

자료: 라남도(2007).

  이상 향토음식 련 정책의 추진실태에 한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우

리나라는 산업화과정에서 식생활 패턴의 서구화․도시화에 따라 부분의 

향토음식이 소실되거나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실이다. 이는 

향토음식산업이 농  지역경제나 국민건강에 해 가지는 요성에 한 

인식이 부족하고, 다양한 지역 식문화의 계승․발 이나 향토음식의 산업

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 ․제도  배려가 부족한 데서 원인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동갈비나 안동찜닭 등 한때 국 으로 명성을 떨친 유명 향토음

식이 지속 으로 발 하지 못하고 쇠퇴하고 있다. 이는 원료와 요리방법 등 

음식 자체에 한 품질 리가 미흡하고, 이들 음식 는 음식을 제공하는 

상 의 상표와 상호에 한 리가 제 로 이루어지지 못해 소비자들의 신

뢰를 잃었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행 제도상 곡물․과실․가축은 물

론 포도주나 맥주, 음식물도 특허권과 상표권, 작권 등 다양한 형태로 지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특허청의 ‘식품분야 심사기 ’

에 의하면 향토음식의 조리방법 부분이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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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보호 상과 방법

지

재산권

법령

특허법
- 기술  사상의 창작으로 구체 인 수단과 확실한 효과가 

있는 물질, 방법, 용도 등 발명을 상 

실용신안법  

의장법

- 실용신안법은 물품의 형상․구조 는 조합에 한 기술  

사상을, 의장법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는 이들을 

결합하여 시각을 통해 미감을 느끼게 하는 고안을 보호

상표법

- 상표는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는 매하는 것을 업

으로 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련된 상품(서비스

포함)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해 사용하는 기호․

문자․도형을 결합한 것으로 상품의 명칭을 보호

부정경쟁방지  

업비 보호에 

한 법률

- 국내에 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 와 타인의 업비 을 침해

하는 행 를 방지하며 건 한 거래질서 유지

작권법
- 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 한 권리를 보호하고 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

개별법

보호

종자산업법
- 식물자원  신규성․구별성․균일성․안 성을 갖추고, 

고유한 품종명칭을 가지고 있으면 특허처럼 보호

농산물품질

리법

- 지리 표시는 명성이나 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 으로 지리

인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산물 는 가공품을 표

하기 하여 사용되는 지역․특정장소의 명칭으로 출처

표시와 품질표시 기능이 있어 상표와 유사한 역할 

문화재보호법

- 인 ․자연 으로 형성된 국가 ․민족 ․세계유산

으로서 가치가 큰 것으로서 유․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를 보 , 계승

행정

조치

지정 - 통식품명인지정과 요무형문화재지정 제도

인증 - 통식품품질인증과 민속공 품품질인증 제도 

허가
- 한약조제지침서에 기재된 처방을 천연물의약품으로 개발

할 경우 의약품허가단계  임상3상만으로 시  허용 

표 3-3.  우리나라의 향토지 재산권 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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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재 닭갈비 19건, 순  348건, 추어탕 76건 등 특허실용을 출원

하고 있으나 요리방법 자체보다 기자재개발 등에 치우쳐 있다. 특히 상호

는 국세청 지방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시(법인은 할 등기소에 법인회사의 

상호를 등록) 자동 으로 이루어지지만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다. 상표나 

상호에 한 배타  권리를 보호받으려면 ｢상표법｣상 상표  서비스표 등

록을 해야 하는데, ｢상표법｣ 제6조에 의해 ‘ 한 지리  명칭․그 약어 

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 상에서 제외되어 향토음식  그 상호

에 한 권리 보호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농림부는 지역특산 농산물  그 가공품의 명칭을 등록, 차별 으로 유

통하기 해 ｢농산물품질 리법｣을 근거로 1999년부터 지리 표시제를 도

입, 2007년 재 보성․하동녹차, 이천 , 순창고추장 등 40여 개를 등록하

고 있다. 하지만 2005년부터는 특허청이 ｢상표법｣을 개정, ‘지리 표시 단

체표장제도’를 도입하고 2006년 원주 참옻, 횡성 안흥 빵 등 17개 지역 

31개 특산품을 등록하 다. 지리 표시란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 으로 특정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

산․제조 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인데 같은 목 으로 농림

부와 특허청에서 서로 다른 제도를 운 하고 있어서 이 등록에 따른 낭비

와 혼란을 래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향토음식의 제조방법이나 상호 등 

지 재산권을 둘러싸고 있는 제도의 실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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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의 향토음식 련 정책 

2.1. 이탈리아의 슬로푸드(slow food) 운동15

  슬로푸드 운동은 ‘식사와 먹거리에 한 행동’을 기본으로 하는 국제

인 운동으로 1986년 이탈리아 북부도시 라(Bra)에서 식품첨가물 문제로 

타격을 입은 지역 와인의 명성 회복을 해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 ‘슬로푸

드 회’를 결성하게 되었다. 이들은 풍요롭고 인간다운 라이 스타일을 견

지하고, 지역의 식문화와 미각의 다양성을 지킨다는 에서 ‘슬로푸드

(slow food)'라 명명하고 달팽이를 심벌마크로 채택하 다. 

  1989년 12월 리에서 국제 슬로푸드 운동 설립 회를 개최하고, 슬로

푸드선언문16을 채택한 이래 108개국에 약 8만 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스

스(취리히)와 독일(뮌스터), 미국(뉴욕)에는 해외본부를, 일본(센다이)에는 

총 지부를 설치․운  이다. 한국에는 2001년 슬로푸드 서울지회(콘비

비움, Convivium)가 조직되었고, 2002년 ‘슬로푸드 한국 원회’가 창설되

15 김종덕의 ｢슬로푸드 슬로라이 (2003)｣와 ‘식량체계 환의 필요성과 과제

(2005)’ 그리고 슬로푸드국제 원회(http://www.slowfood.com)와 한국 원회

(http://www.slowfoodkorea.org) 홈페이지 등의 자료를 요약․정리한 것임.
16 ① 산업문명사회는 량생산과 효율성․스피드를 추구하고, 인간다운 생활습

을 침해하며, 패스트푸드로 표되는 것처럼 량생산으로 맛의 균일, 규격

상품, 체인조직의 가경쟁으로 소비자에게 패스트라이 를 강요하고 있음. ② 

이것에 처하기 해서는 식생활은 감성의 산물이며, 인간답게 천천히 맛을 

음미하는 것, 즉 ‘슬로푸드 식탁’을 되찾는 것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음. 향토요

리가 지니는 개성있는 맛과 깊이, 통식 문화를 재발견하고, 패스트푸드의 몰

개성 이고 균일한 맛이 일반화되어 가는 것을 막는 것임. ③ 생산성이란 이름 

아래 패스트푸드는 우리들 삶의 방식과 식생활환경을 바꾸고, 인간다운 생활

을 하고 있다. 이것에 항하기 해서 인간 심과 정신 으로 여유로운 

슬로푸드를 생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④ 슬로푸드는 보다 나은 미래를 구

하는 선구 인 문화 사회운동이다. 심벌 마크인 달팽이처럼 느릿느릿한 걸음

이지만 많은 지지자를 규합하면서 국제 인 연 를 통한 운동을 개해 가고 

있음(슬로푸드 선언문 문, 199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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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슬로푸드 회는 투철한 인간존 과 먹거리에 한 권리회복을 기본

철학으로 삼고 이론과 실천을 개하고 있다. 즉 취지를 함께하는 시민․

농가․식품사업자  연구자, 지방자치단체  식품단체의 참여로 건강식

문화운동 외에 멸종 기에 처한 농수산자원과 품종보호(생물다양성 확보

를 한 기  조성), 슬로푸드 인정 식재료․요리음식 의 등록, 식품 직

․ 시회, 미각교육과 지도자 육성  요리과학 학의 설립․운  등의 

활동을 개하고 있다.

  이탈리아 슬로푸드 운동의 구체 인 사업내용에는 ① 지역식문화 개발과 

출 활동, ② 미각의 산지운동과 <맛의 방주(Ark of Taste)>17 선언, ③ 슬로푸

드 지킴이(Slow Food Presidia),18 ④ 생물다양성 확보를 한 슬로푸드 기  

조성, ⑤ 미각교육과 음식문화 학교(University of Gastronomic Sciences) 등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맛의 차이를 감별할 수 있는 미각교육과 멸종 기에 

있는 품종이나 식재료, 요리자산 등을 보호하는 데 을 맞추고 있다.  

  2003년 11월 나폴리에서 개최된 제4회 슬로푸드국제 회 회에서는 학

교농장(school garden)을 새로운 사업으로 채택하고, 어린이들에게 슬로푸

드의 요성과 미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 다. 그 후 2004년 부터 라

시에 있는 마돈나 디 피오리 등학교에서 ‘학교농장’을 마련하고 아이들이 

일주일에 두 시간 정도 농작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수확물은 학교 식에 

활용함으로써 슬로푸드 운동과 학교농장  식을 연계하고 있다. 

  2005년 재 이탈리아에는 800개나 되는 ‘콘비비움(만찬회)'19이라는 모

17 1996년에 시작된 사업으로 세계 각지에서 사라지는 음식과 요리법을 찾아내 

식품생산기술, 재배 는 사육방법, 채소의 종류 등을 기록함으로써 보존하려

는 것인데 이탈리아에서는 450품목을 등록함.
18 음식과 가내수공업 기술, 농업 련 조경기술 분야의 소규모 농수축산물 생산

자나 집단을 재정 으로 지원, 보호하여 그들의 상품을 매할 수 있도록 세계

 유통망을 통해 소개, 홍보함.
19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며 우정을 나 는 친목 모임으

로 슬로푸드 운동의 지역모임 는 지회인데,  세계 으로 750개가 있음. 주

로 ① 음식과 음료 맛보기 는 워크 , ② 식품생산자 방문 는 직거래, ③ 

어떤 테마를 정해 요리하기 등 지역에 맞는 다양한 행사를 하는데 다른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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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 있는데 이들은 ‘돼지농장을 보러 가는 하이킹 모임’, ‘향토음식요리사

를 빙한 녁식사 모임’ 등 이벤트를 개최하거나, 어느 식품에 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마스터 오  푸드(Master of Food) 로그램’에는 와인․

치즈․채소․고기류 등 20개 코스가 있는데 이를 이수하면 ‘마스터 오  

푸드’ 칭호를 받게 된다.

사 업 명 슬로푸드 운동의 주요 사업내용

지역 식문화 
개발과 
출 활동

- 1990년 슬로푸드출 사 설립, 매년 스토랑․와인제조자․농가의 농산가
공품 등 지역식자재와 통 인 가공조리법을 이용한 요리를 선정하여 
달팽이마크를 붙여 객들에게 소개하는 ‘이탈리아오스테리아’란 책자 
발간(2005년 에는 식당 1,289곳 수록) 

- <맛보는 주간행사>를 개최, 고품질에 비싸지 않은 가격, 생활의 즐거움
과 사회  공감  확 , 식생활의 즐거움과 건강 등 슬로푸드의 철학을 
설명하고, 략과제의 추진방향 제시  

미각의 
산지운동과 
맛의 방주 
선언

- 1994년 개최된 미각살롱(Salone de gust)에서 지역농산물을 직거래방식
으로 교류하면서 미각식문화를 공유하는 시회 개최

- 1997년 <맛의 방주>를 선언하고, 멸 기에 처해 있는 농산물의 품종
이나 식재료를 보호하고, 지역농업을 활성화시켜 시민수요로 이어지는 운
동 착수   

생물 다양성 
확보를 한 
슬로푸드 기  

조성

- 농가에서 재배․사육하고 있는 식품재료 품종이나 요리사․ 소식품업자
가 가지고 있는 요리자산을 <맛의 방주>로 가지고, 지키고, 발 시키는 
연구를 하 는데 재 750종 등록

- 식생활의 올바른 이해를 하여 다양한 품종과 농업자산, 즉 식의 근원을 
보호하고 식의 통을 지키기 해 슬로푸드기  조성

- ‘슬로푸드상’을 제정, 매년 10여 명을 선정하여 포상  

미각교육과 
요리과학 학

- 1997년 오감교육에 한 연구계획과 실천을 정식사업으로 채택하고 이듬
해 ‘말하기․만들기․맛보기-학교에서의 미각교육 추진방법’을 결정  

- 2004년 종합 인 과학연구와 지도자 육성을 목 으로 라 근교에 요리
과학 학 설립, 식재료․식품유통․식품과학․제조양조기술․미각이론․
식품사업경  등을 가르치며, 유럽지역을 상으로 기업연수도 실시

- 2005년에는 팔마시 근교 콜로 노에 석사과정 학원 설치

자료: 슬로푸드 국제 원회 등 련 자료 요약․정리.

표 3-4.  슬로푸드 운동의 주요 사업

의 지회와 자매결연하거나 방문․교류하여 색다른 음식 문화와 먹거리 통을 

경험하고, 렴하면서도 수  높은 음식․식당․숙소․여행․식품구입․

을 소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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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영국의 로컬푸드(local food) 운동20

  농업의 기업화가 진 되고 농식품의 국제교역이 늘어나면서  세계

으로 운송되는 먹거리들이 가까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식품을 원료로 만

든 지역먹거리(local food)에 비해 신선도나 양 측면에서 떨어진다는 사

실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우병이나 구제역 등 식품의 안 성을 하

는 요소들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국 등지에서 로컬푸드의 역할21에 한 

심이 늘어나고 있다. 

  로컬푸드란 “일정한 지리  거리에 기 를 둔 것으로, 원산지표시의 유

무와는 상 없이 구매자가 살고 있는 곳에서 30마일 이내에서 생산된 식

품(Glove, 2005)”으로 단순하게 정의하지만, 그 역할을 고려하여 “생산자

와 소비자에게 당한 가격을 보장하면서 지속가능한 생산방법을 사용하

여 일정지역에서 생산․가공되어야 하고, 직거래나 공 체인의 단축을 통

해서 지역주민에게 유통되는 식품(Trobe, 2002)”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로컬푸드는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한 원료를 이용해서, 그 지방의 고유한 

조리방법으로 만든 식품이란 에서 틈새시장으로서 잠재력을 가지고 있

다. 특히 기존 농업정책에서 식품정책(food policy)으로, 단순히 규모화를 

통한 생산의 경쟁력 제고 방식에서 지역의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최 한 살려 소비자에게 달하여 제값을 받고 매한다는 에서 새로운 

근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로컬푸드는 ① 건강과 보건의료 측면에서 

비만이나 아토피 등 식원성 질병의 방을 통한 사회  비용을 감, ② 

20 농정연구센터의 계간농정연구 15권(2005년 가을)에 발표한 김태연의 ‘ 국의 

로컬푸드시스템 동향과 사례’, 김종덕 등(2006)이 번역한 라이언 핼웨일의 

｢로컬푸드｣, Trobe, H.(2002), Local Food 등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21 로컬푸드의 역할은 ① 생산자와 지역공동체에 경제  이득 제공, ② 모든 사람

이 신선한 식품에 근할 수 있게 하여 식품안 과 건강을 제공, ③ 다양한 식

품에 한 수요 충족을 해 다양한 농업시스템을 활용하여 환경  이득을 제

공, ④ 유통거리 단축으로 환경  건강상의 이득 제공, ⑤ 생산자․소비자, 그

리고 자연자원 간의 긴 한 을 통해 사회  이득 제공 등임(Trobe,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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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측면에서 생물다양성의 증진과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 ③ 농  지

역사회 유지  지역경제 활성화, ④ 농사체험-생태교육-학교 식-먹거리

교육의 연계, ⑤ 소득층의 먹거리와 소농의 생계보장을 연계하는 등 사

회복지 실 , ⑥ 농산물-음식의 지역성과 통문화의 계승발 이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로컬푸드 운동을 구 하는 구체 인 수단으로는 가까운 빈터에 텃밭을 

마련하고 채소 등을 직  생산해 먹는 도시농업에서부터 도시의 빈터에 인

근 지역 농가에서 생산한 농식품을 구입할 수 있는 농장 매장이나 농민직

거래장터를 개설하는 것, 그밖에 지역 내에서 생산된 농식품으로 학교 식

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국의 로컬푸드링크(Local Food Link)는 ① 생산자 교육, 경 자

문, 보조 과 시설투자에 한 융자  지원을 통해 생산 진, ② 생산자와 

매장․식당업자 간 연결, 농민직거래장터 개설, 랜드 형성, 학교 식 

지원 등 매 진, ③ 구매자그룹과 소비자 동조합 지원, 식품페스티벌 

개최  지역식품소비 운동으로 지역식품구매 진, ④ 소식지 발행, 회원

업체 목록 리, 정책 사업에 한 지원 신청  추진, 각종 회의나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네트워킹을 진함으로써 향토음식산업의 활성화를 도모

하고 있다(김태연,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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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로컬푸드 운동의 구체 인 사례

도시농업

(urban 

agriculture)

-밴쿠버에는 재 1,000여 개의 공공텃밭(community garden)이 

있는데 2010년까지 2,010개의 공공텃밭을 더 만들 계획이며, 100

마일 이내에서 생산된 농식품을 먹자는 ‘100마일 다이어트

(100mile Diet Society) 운동’, 직  기른 먹거리를 소득층에 

기부하는 뒤뜰나 기(Sharing Backyard), 한  나 기(Grow a 

Row, Share a Row) 운동 개

농민장터

(farmers' 

market)

-런던 메릴리본(Marylebone)거리의 주차장에 매주 일요일 오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런던에서 반지름 50km 이내에서 생산한 

20농가의 먹거리 33개 품목을 매하는데 2007년 5월 재 런던

의 농민시장은 15곳

- 국에는 농장 내에 매장(farm shop)을 개설하여 자신이나 인

근 농가에서 생산한 농식품을 직  매하거나 식품박스마

(Box schemes)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  계약하여 제철

에 생산되는 신선농산물을 공 하고 소비자를 자신의 농장으로 

청하는 이벤트 

학교 식

-2005년 재 일본의 학교 식( 등학교와 학교)에서 항상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고 있는 곳이 76.7%나 되며, 이와 련하여 학생

들에게 식재료를 소개, 지역농산물의 안  사용, 지역특산물사

용, 학생과 생산자의 교류체험활동 등 련 활동을 통해 지역농식

품의 요성을 교육 

기    타

- 국 로컬푸드 링크(Local Food Link)사업은 농장 매장이나 직

거래장터를 포함하여 주로 건강하고 안 한 식품의 생산과 소비

를 진하고 지역 식품업체들이 지역시장을 해 생산할 수 있도

록 지원 을 제공하며 지역특성을 가진 식품의 홍보  시회 

지원

-지역식품그룹(Regional Food Groups)은 지속가능한 농업과 식품

발 략(DEFRA, 2002)의 권고에 따라 지역별 ․소 규모 식

품업체들이 결합하여 지역식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시장 개척  

자료: 로컬푸드 련 자료 요약․정리.

표 3-5.  로컬푸드 운동의 여러 가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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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일본의 지산지소(地産地消) 운동22

  지산지소(地産地消)란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

을 기본으로 하는 활동으로, 신토불이(身土不二), 즉 ‘자신이 사는 곳에서 4

리 4방 이내에서 생산된 것을 먹고 살면 건강해진다’라는 말에서 유래하

다(김태곤, 2005). 일본 농림수산성의 ‘식료⋅농업⋅농 기본계획(2005.3)’에 

의하면 지산지소란 ‘지역 소비자의 기호를 반 한 농업생산과 생산된 농산

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운동을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계하는 활동’이

며, 이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얼굴이 보이고 화가 가능한 계에서 

소비자들에게 지역 농산물이나 식품을 구입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지역농업과 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수송비용이나 신선도, 지역농산물로서 매력있는 상품력, 어린이들

이 농업이나 농산물에 친근감을 느끼는 교육, 지역 내 물질순환이란 

에서 볼 때 산지와 소비자 간의 거리를 좁히는 것이 유리하다는 을 강조

하고 있다. 한 산지와 소비지 간의 거리가 짧을수록 양자 간의 심리  

거리도 단축되고, 면( 面) 커뮤니 이션 효과가 개선되어 소비자의 지

역농산물에 한 애착심이 깊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를 통해 지역농산물의 

소비확 와 지역농업을 지원하고 궁극 으로는 농지 유휴화 방지와 식량

자 률 향상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에서 그 의미를 찾고 있다.

  지산지소란 용어는 시노하라 다카시(蓧原 孝)  농림수산정책연구소장

이 1995년 간행한 ‘1차 산업의 부활’이란 서에서 사용하 는데, 그 후 

2000년 10월에 개최된 제20회 JA 국 회에서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농산

물 공 ’ 방식으로써 지산지소 운동을 제창하면서 국에 보 되었다. 2005

년 ｢식육기본법｣을 제정하고23, 이에 근거하여 수립한 ‘식료⋅농업⋅농

22 농정연구센터 146회 월례세미나에서 발표한 김태곤(2005.8)의 ‘일본의 지산지

소운동’, (사)한국농어 연구소 고다 다이스 의 ‘일본의 지산지소운동’, 한국

농 경제연구원 정은미(2005)가 번역한 ‘농업  나이가다의 지산지소 가능성

에 한 실증 연구’ 등의 자료를 요약․정리한 것임.
23 일본에서 ｢식육기본법｣을 제정한 것은 식생활에 한 국민교육으로 질병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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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에서 지산지소를 공세  농업의 하나로 강조하고 있다. 지산지소

의 주요 활동을 살펴보면 산지직 장을 통한 지역농산물을 지역소비자에

게 매하는 활동을 기본으로 지역 소매업이나 식당 등에 농산물을 공 하

는 활동, 학교 식에 지역농산물을 제공하는 활동, 지역가공업자에게 원료

농산물을 공 하는 활동, 그리고 ‘채소트러스트24’나 ‘주류트러스트’25 등

과 같은 소비자 연 형 농업활동 등이 있다.  

직  장

매물류활동 양  등

학교 식

매보 활동

복지시설

지산지소운동 정보활동     

외식⋅ 식

교류활동

가공 계

기    타

자료: 농림수산성, 지산지소추진 검토회의 자료 요약․재정리(2005.8).

그림 3-2.  일본 지산지소 운동의 활동 역

 

과 건강유지 외에 국민 스스로가 먹거리에 한 지식과 심을 가지고 선택하

게 함으로써 통식문화의 계승발 , 도시민의 농 체험을 통한 도․농 간 교

류 등으로 농   농업의 발 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해서임(김경주, 2007).
24 채소트러스트는 지역의 소비자가 회원이 되어 자 을 갹출하여 생산자에게 선

불한 후 수확한 농산물을 회원이 수취하는 운동으로 지역산 채소의 안정 인 

소비확보를 통하여 지역농업을 지지하는 효과가 있음.
25 주류트러스트는 1980년  후반에 지역술 산업 부흥을 해 나타난 일종의 주

문생산운동인데, 지역술 애주가들이 트러스트를 조직하고 일정한 액을 납입

하여 원료나 산도 등 품질을 지정하여 양조회사에 주문하는 방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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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의 지역특산 농산물  식품에 한 품질 리

3.1. 유럽연합의 지리적표시보호제도

  향토음식의 산업화를 한 핵심은 원료나 제조방법에서 지역  특성을 

기 로 차별  유통을 하는 것이다. 해당 식품이 지역산이라는 것을 확인

하기 해 유럽에서는 원산지표시보호제(Protected Designations of Origin; 

PDO), 지리 표시 보호제(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s; PGI), 통

특산품보증제(Traditional Specialities Guaranteed; TSG) 등을 통해 인지도

와 명성을 가진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상품명을 도용하는 것을 방지함으

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해 왔다. 

  지리  원산지에 의해 특성이 정해지는 상품을 보호(PGI, PDO)하는 것

은 생산지역-상품-소비자 간에 신뢰가 형성된 것을 상으로 리 알려진 

지역특산 농식품의 명성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이와는 달리 통특산품

구   분    용   요   건

원산지

보호제

(PDO)

-특정상품과 해당 상품의 이름이 기인한 지역의 계가 객 이고 

매우 긴 한 경우에 용.

-상품의 품질이나 특징이 본질  혹은 으로 원산지의 지리  

환경에서 기인한 것이어야 함.

-원재료의 생산과 가공부터 최종상품의 완성단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원산지에서 이루어져야 함.

지리 표

시보호제

(PGI)

-상품명을 따온 지역과 상품 간에 연계가 있어야 하지만 원산지보

호제에 비해 상 으로 완화된 기 용.

-해당 지역에서 상품을 생산(생산과정에서 모든 단계가 그 지역에

서 이루어질 필요 없음).

통특산

품보증제

(TSG)

- 부터 알려진 유서있는 성분을 포함하거나 통 인 방법으로 

생산되어야 하는데, 맛이나 원자재 등에 있어서 유사한 상품과 구

별할 수 있도록 구체 인 특성을 지녀야 함.

표 3-6.  유럽의 지리 표시제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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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G)은 제조방법에 있어서 통성을 보증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통식

품인증제도와 유사하게 운용되고 있다. EU회원국 에서 지리 표시보호

제와 원산지보호제의 용을 받는 상품은 포도주와 증류주를 제외하고도 

700여 종을 넘으며, 추가로 290여 종이 인증신청을 한 상태이다.

  지리 표시보호제도의 장 은 엄격한 품질 리를 통해 지역특산품으로 

정식인증을 받은 생산자와 생산조건을 정확히 수한 생산자에게만 배타

으로 그 상품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에 지역특

산품의 품질 리와 차별  유통이 가능하다는 이다. 

         국  가

 

품목 분류

벨
기
에

체
코

덴
마
크

독
일

그
리
스

스
페
인
랑
스

아
일
랜
드

이
탈
리
아

룩
셈
부
르
크

네
덜
란
드

오
스
트
리
아

포
르
투
갈

핀
란
드

스
웨
덴
국

소

계

치    즈 1 2 4 20 19 43 1 31 4 6 12 1 11 155

육가공품 2 8 10 4 1 28 1 2 28 84

신선육류 3 13 50 1 2 1 26 7 103

어 패 류 2 1 2 3 8

계란, 꿀, 낙농품 1 2 6 2 1 10 1 23 46

유지류, 올리 유 1 1 25 17 6 37 1 1 6 95

신선올리 10 4 2 1 17

곡물, 과일, 채소류 1 2 22 28 24 45 2 3 21 1 1 150 300

빵  제과류 1 4 1 7 3 1 17

맥    주 3 12 2 17

기타음료 31 5 3 39

비식품  기타 4 3 2 5 14 28

소계 4 5 4 92 90 98 114 55 104 5 7 40 73 1 4 213 724

자료: 유럽연합집행 원회(http:///ec.europa.eu/agriculture/equal/en/1bbab_en.htm), 2007.1

표 3-7.  유럽연합 국가  품목별 지리 표시 인증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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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들어 이탈리아에서 생산되는 ‘아르무나 즈콩(LENTEZA DE LA 

ARMUNA)’은 PGI 상품으로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살라만(Salamanca) 지

역의 756㎢에서 생산되는데 지방의회의 감독 하에 선별하고, 허가받은 공

장에서 가공해야 한다. 생산지역은 ① 넓고 비옥하며 소량의 알칼리성을 

포함하는 성 토양, ② 갈색, 혹은 불그스 한 색상과 칼슘․칼륨 함량이 

합한 토지, ③ 륙성기후와 은 강수량, ④ 길고 추운 겨울과 짧고 뜨

거운 건조한 여름 등으로 최상의 생산조건을 제공한다. 상표명에는 지리

표시제인 ‘Lenteja de La Armuna'란 문구를 포함해야 하며, 개별생산자나 

가공업자들이 상표명을 사용할 때는 규제 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26

  같은 이탈리아에서 생산되는 ‘ 르마햄(PROSCIUTTO DI PARMA)’은 

PDO로 가공하지 않은 숙성된 햄으로, 넓 다리의 윗부분까지 최  6cm를 

남기고 다듬는데 통상 8∼10kg이지만 최소한 7kg은 넘어야 된다. 분홍빛

의 빨강색이며 단면 사이에 백색의 지방이 산재되어 있다. 부드럽고 달콤

한 맛이 나며 짜지 않고, 특색 있는 향을 가지고 있다. 르마(Parma) 지방

의 인증된 지역(Via Emilia지역 남쪽으로 5km, 해발 900m와 Stirone강 서

쪽과 Enza강 동쪽)에서 생산되고, 그보다는 넓지만 Emilia-Romagna, 

Veneto, Lombardy, Piedmont, Molise, Umbria, Tuscany, Marche, Abruzzi 

and Lazio 지방에서 가공되어야 한다. 원료는 통 인 방법으로 사육된 

백색종과 랜드 이서 순종 는 잡종을 사용할 수 있는데 사육방법과 먹이

의 종류  공 방법에 한 구체 인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모니터링 시

스템에 의해 보증된 것이어야 한다. 인증농가는 생후 30일이 안된 모든 돼

지의 뒷다리에 생산자인증표시 마크를 새기고 개별 인 식별코드를 부여

하며, 도축장에서도 신선한 뒷다리에 해 식별가능한 날인과 증명서를 첨

부하게 된다. 그 후 소 으로 이는 가공작업이 시작되는 날짜를 속인

장형태로 새겨 넣고, 가공이 끝나면 리자의 감독 하에 로고(PARMA를 

새긴 직경 5cm의 타원)를 새겨서 유통하게 된다. 최종제품은 다른 상품과 

26 여기에서 소개하는 즈콩, 르마햄, 님스 올리  사례는 유럽연합의 지리

표시 상품을 소개하는 홈페이지(http://ec.europa.eu/agriculture/foodqual/quali1_en.htm) 

자료를 번역․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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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확실한 보증과 인증된 생산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는 로고(duke's 

crown)와 PDO 표시27 등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  

  랑스의 ‘님스 올리 (OLIVE DE NIMES)’는 특유의 버터향  개암

나무 열매향, 짠맛이 나고 즙이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랑스의 원산

지명칭통제기구(INAO)에 의해 AOC 표기 상으로 등록․ 리하고 있다. 

생산지역은 가르도의 올리  생산지역과 에로도의 동부(자연  경계로는 

동으로 론강, 남으로 까마르그 습지, 북동으로는 가르도 경계, 서로는 빽생

루․르 를 잇는 선까지의 해발 350m 이내의 구릉지)에 있는 223개 권역

에서 생산된다. 100% 피꼴린 품종이며, 다른 품종이 5%까지 섞일 수 있지

만 이 경우 ‘OLIVE DE NIMES’란 명칭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무 간 거

리는 최소 4m, 매년 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ha당 생산량은 10톤을 

과하지 못하도록 지하고 있다. 수확시기는 INAO와 상의하여 조례로 

결정되는데 기후에 따라 조정할 수 있지만 9월 1일 이  수확은 하고 있

다. 올리 는 최소한 5년 이상 된 나무에서 녹황색으로 변하기 에 수확

하며, 수확에서 가공까지 4일, 수확과 작업장 이동은 2일을 과할 수 없도

록 규정하고 있다. 결함이 있는 올리 가 3%를 넘지 말아야 하며, 통

인 감축젖산발효방식에 따라 가공하고 최소 36시간 침  후 네 번은 헹구

어야 한다. 도 1060의 바다소 물에 보 해서 3∼8℃ 사이의 온도에서 

장한다. INAO의 허가 없이 ‘OLIVE DE NIMES’란 원산지 명칭으로 

매할 수 없으며, 신선올리 의 생산과 가공․ 장 등은 일정 지역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신선올리 의 생산은 합한 필지목록을 근거로 올리  

원료  생산조건에 한 기 을 수하는 생산자가 신고한 필지에서 생산

하고, 매년 수확 시에 생산면 과 수확량 등을 신고해야 한다. 가공은 생산

자가 가공물량을 신고하고, 제품창고  용기를 확인 후에 허가장을 주게 

27 ‘Prosciutto di Parma’란 표기는 원재료 가공시(PDO  생산가공장소), 원재료의 

가공․포장․ 단작업(PDO, 포장․가공하는 장소, 인장이 더 이상 보이지 않

을 경우 생산날짜 표기), 얇게 써는 작업, 포장이 작업(duke's crown의 로고는 

포장면 의 25% 크기이며, 왼쪽코  편에 삼각형 모양과 검은 바탕으로 표

기), 포장작업 장소, 생산날짜, 기타 상품의 상태를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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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상의 사례를 통해 지역특산농식품의 경우 상품의 특성과 련하여 생

산지역은 물론 생산․가공 방법이 구체 으로 명시되어야 하고, 생산지역

도 법률로 정해 품질과 표시방법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2. 프랑스 와인의 지리적표시제도와 표시사례

  랑스에서 포도주란 ｢ 랑스공화국 1889년 8월 4일 법, 일명 로이그리

(Loi Griffe)법｣ 제1조에 의해 포도주를 “신선포도 는 신선포도 주스로

만 발효한 배타  의미의 생산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포도재배  포도주 

생산에 한 ｢유럽공동체법규(Règlementation) N°816/70(1970년 4월 28일)｣

에서도 이를 수용하고 있다.  

  이에 추가하여 포도주의 품질은 원료로 사용한 포도의 품종과 재배방법, 

재배지역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지는데, 랑스에서는 테이블용

포도주(vins de table), 지방특산포도주(vins de pays), AO-VDQS(vins 

delimites de qualite superieure), AOC(appellation d'origine controlee)의 4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들 포도주 에서 각기 고유한 법령에 의해 원료

와 제조방법을 규정하고, 지역명칭을 리하는 지역특산주만 590개(vin de 

pays 140개, AOC 450개)나 된다. 19세기 말 보르도 포도원에는 필록세라

(phylloxera)라는 뿌리를 갉아먹는 진딧물이 번져 포도원이 황폐화되었다. 

이때 항력이 강한 미국품종을 목하여 가까스로 포도원을 재건하게 되

었는데 이 무렵 와인의 생산이 고 가짜가 범람하자 1935년 ‘원산지통제

명칭(AOC) 제도’를 도입하여 보르도와인의 정통성을 지킴으로써 오늘날 

랑스와인의 명성을 얻게 되었다.

  보르도(Bordeaux)는 랑스 남서부 서양 연안의 북  45도에 치, 연 

평균 기온이 12℃로 랑스에서 가장 온화한 지방이다. 강우량은 연평균 

960mm인데 비교  습한 , 일조량이 많은 여름, 청명한 가을, 그리고 서

리가 늦게 내리는 겨울을 가지고 있다. 보르도는 부르고뉴와 함께 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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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2  와인산지인데 세계 으로 유명한 드와인과 디 트용 화이트와인

을 생산하고 있다. 보르도에는 소량으로 생산하는 곳까지 포함하여 57종의 

원산지명칭과 9천여 개소의 포도원이 있으며, 연간 와인 생산량은 

6,560,000hl이다. 생산자는 1950년  6만여 명에서 지 은 12,000명 수

으로 감소하고 있다. 한 네고시앙 400개 업체, 와인 개인 130개 업체 

등을 포함된 와인 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무려 6만여 명에 이른다. 

구    분 주   요   특   징

Vins de 

Table

(테이블 

포도주)

- EU 내의  지역(생산지역에 제한 없음)에서 생산된 포도로 포

도주를 담그고, 이를 블 딩할 수 있음.

- 랑스와인의 40%에 해당되는데 지역표시 없이 매

- EU 이외의 지역에서 수입할 경우 별도의 제한규정 있음.

Vins de 

Pays

(지방포도주)

- ‘지역와인’이란 뜻으로 엄격한 제도  규제 없이 생산 지역과 품

종 정도만 제한받는 등 ( 랑스와인의 15%)

- Territoriale, 즉 지역의 토질과 환경, 통을 반 한 포도주로 

련 법규에 의해 생산지역  생산조건 규정됨

- 3가지 범주[Departements, Zone, Region]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으로 구분 ONIVINS의 공인을 얻어야 함.

AO-VDQS

(Vins 

Delimites 

de Qualite

Superieure)

- ‘우수한 품질의 와인’이란 뜻으로 AOC보다 한 등  아래이지만 

생산조건이 법에 의해 규정된 단 면 당 최 생산량, 품종, 최

소알코올농도, 알코올량, 제조방법 규정

- 1945년부터 INAO의 승인 차를 거쳐 지정

- 생산량이 랑스 체 포도주의 2% 수 으로 매우 음.

AOC

(Appellation 

d'Origine 

Controlee)

- AOC는 ‘원산지통제명칭 리’란 뜻으로 지역별로 포도주 생산지

역, 포도품종, 양조방법, 최  알코올함량, 재배방법, 숙성조건, 

단 면 당 최 수확량 등을 엄격히 리하는 최상  포도주임.

- 지역(Terroir)개념에 근거하여 밭 단 로 구분되고 INAO의 승

인과 통제를 받아야 하는데 산  숙성조건 등에 해 상세한 

규정이 AOC별로 용되면서 INAO가 리( 랑스에 약 450개

의 AOC가 있는데 랑스 총 생산량의 35% 차지)

자료: 이동필외, 농민주  민속주산업 발 방안과 개발모델. 2005.

표 3-8.  랑스 포도주의 품질구분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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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보르도지역의 주요 와인생산지

자료: http://blog.naver.com/landy?Redirect=Log&logNo=120036196518 재구성

비록 생산자나 재배면 은 감소하고 있으나 AOC  고 와인 119,000ha

(호당 평균 9.7ha)로 부분의 고 와인이 여기서 생산되고 있다. 연간 생

산액은 약 32억 유로로 그  37%인 13억 유로가 외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보르도와인이 유명해진 것은 로마 시 부터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지역

의 기후와 토양이 포도 재배에 합한 데다 오랜 세월 동안 축 된 블 딩

기술로 좋은 와인을 만들고 일 부터 품질을 리하고 엄격한 표시제도를 

도입하 기 때문이다. 특히 보르도와인의 특징은 여러 가지 품종의 포도를 

블 딩하여 만든다는 이다. 드와인은 카베르네 쇼비뇽, 메를로, 카베르

네 랑, 티 베르도 등을 사용하고, 화이트와인에는 세미용, 소비뇽블랑, 

그리고 뮈스까델을 쓴다. 모든 포도마다 자라나는 생육조건과 수확 시기가 

다른데 결국 보르도와인이란 천혜의 자연조건과 우수한 포도, 그리고 이를 

가지고 블 딩하는 인간의 노력이 곁들여 보르도란 명성을 쌓아가고 있는 

것이다.

지롱드강

메독

오메독
생테밀리옹

포므몰

도르돈뉴강

그라브

소테른가론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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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토양의 형상 포도품종  와인특성

그라

-가론강과 도르돈뉴강이 합쳐 지롱드강을 이

루는데 강 좌측의 자갈과 모래가 섞인 퇴  

토양

-카베르네 쇼비뇽 품종 지로 섬세하고 균

형잡힌 바디의 와인 생산 지

메독

-지롱드강 왼쪽에 치하여 퇴 으로 굵은 

자갈이 많은 토양인데, 자갈은 온도유지와 

배수에 유리하고 양소와 물, 미네랄 섭취

에 유리

-카베르네쇼비뇽 품종 지로 강인한 맛의 

포도주로 토양, 과일맛의 포도주

생떼
리옹
뽀므롤

-지롱드강과 도르돈뉴강 오른쪽의 구릉지로 

토와 석회질이 섞인 토양인데 땅이 차고 

습도가 높아 가뭄에 향을 게 받기 때문

에 힘이 좋은 와인 생산

-메를로품종으로 카카오, 콜릿과 검은 딸

기류의 향기 나는 와인 생산  

자료: 네이버 블로그(http://blog.naver.com)의 보르도와인 련 자료 요약, 재정리

표 3-9.  보르도지방의 표 인 와인산지별 토양분포

  보르도 북서쪽 지롱드강 하류에 있는 비 2∼5km, 남북길이 75∼80km

의 메독 지역에는 지롱드강의 굵은 물이 퇴 하여 구릉지를 이루고 있는

데 비탈진 자갈언덕은 일조량(경사지)과 온도조 (강의 향), 배수와 온도

조 (자갈)이 잘 되어 최고의 포도산지로 알려진다. 특히 이 지역은 서양

과 지롱드강에서 부는 바람으로 인해 여름이 덥지 않고 겨울이 춥지 않으

며, 가을에 햇볕이 길어 포도 재배에 이상 인 조건을 갖추고 있다. 메독에

는 8개의 드와인 AOC가 있는데 북쪽의 메독(Medoc)과 남쪽의 오메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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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ut-Medoc)의 지역단  AOC와 뽀이악(Pauillac), 생테스테 (St.- 

Estephe), 생쥘리앙(St.-Julien), 마고(Margaux), 리스트락(Listrac), 믈리스

(Moulis) 등 6개의 마을단  AOC가 있다. 1855년 메독에서 생산되는 와인

은 그랑크뤼클라세, 크뤼 클라세와 크뤼부르주와 등으로 구분하 는데 크

뤼클라세로 분류된 60개  55개가 뽀이악, 생테스테 , 생 리앙, 마고등 

4개 마을에 분포되어 있다. 특히 뽀이악은 지롱드강 왼쪽을 따라 폭 3km, 

길이 6km 정도의 면 에 포도밭이 분포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보다 자갈이 

많고 배수가 잘 되어 메독에서 가장 유명한 와인마을이자 큰 마을이며 카

베르네 쇼비뇽 품종의 지로 샤토 라피드 로칠드(Lafite- Rothschild), 사

토 라투르(Latour), 샤토 무통로칠드(Mouton-Rothschild)란 최고  샤토가 

3개나 치하고 있다.

   보르도와인에는 <표 3-10>  <그림 3-4>처럼 라벨에 표시하는 내용이 

정해져 있다. 즉 일반 인 원산지명칭포도주는 단순하게 보르도(Bordeaux)

란 표시만 하는 데 비해 일정한 지역과 포도원이 지정된 곳에서 생산된 것은 

지역명과 농장이름까지 표시하게 된다. 라피드 로칠드는 뽀이악 최북단에  

있는 103ha의 포도밭을 소유하고 있어 1등   제일 큰 샤토인데 토양

구   분 표  기  방  법

Bordeaux   

단순히 보르도표시만 된 포도주는 원산지명칭보호품  첫단계로 

가격이 가장 .

싸고 쉽게 구할 수 있는 품목으로 지역명을 쓰기보다는 보통 

Mouton-Cadet 같이 랜드명으로 불림. 

Bordeaux + 

지역

오직 특정하게 정한 지역에서 생산될 때 Medoc이나 St-Emilion

과 같은 지역명을 보르도 다음에 붙여 표시.

Bordeaux + 

지역 + 

포도원

(Chateau)

최상  포도주로 보르도지역에는 약 9천 개의 포도원이 있지만 

공식 으로 품질을 인정받은 포도원은 수백 개에 불과함.

Medoc지역에는 61개의 포도원이 1855년 공식 인 구분작업을 

거쳐 Grand Cru Classe로 불리고 있으며, 한 단계 낮은 Cru 

Bourgeois에는 240여 포도원이 지정되어 있음.

표 3-10.  보르도포도주의 등 구분  표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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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르도 포도주 지리 표시 라벨표기

□ 필수표기사항

  ① A.O.C(원산지명칭보호; PDO)의 명칭

  ② 포도주의 액체량, 보통 75cl(centiliter)가 표 임

  ③ 알코올의 함량

  ④ 식별번호

  ⑤ 포도주가 병에 담긴 곳의 이름

  ⑥ 생산자의 주소, 이름, 국가명

□ 선택표기사항

  ⑦ 포도주가 만들어진 포도원의 이름

  ⑧ 포도주의 원료로 사용된 포도가 수확된 연도

  ⑨ 보통 보르도 포도주에 붙이는 호칭

  ⑩ 포도주가 생산된 포도원의 로고

  ⑪ 용기번호

그림 3-4.  랑스 보르도포도주의 라벨표기 방법

자료: 농림부 등. ｢지리 표시등록업무추진백서｣.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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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4m 두께의 석회암과 자갈로 이루어졌고 포도나무의 평균수명은 약 50

년이다. 샤토 라투르는 지롱드강에서 300m 정도 떨어진 곳에 치하는 

65ha의 포도밭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에서 47ha에서만 그랑크뤼  와인

을 생산하고 나머지 18ha는 세 곳의 샤토로 나뉘어 2등  와인을 생산하고 

있다. 서양기후에 척박한 자갈토양, 토 등으로 배수가 잘 되는 특징을 

가진다. 무똥 로칠드는 1855년 메독의 등 분류 시 2등 에 포함되었으나 

부단한 노력 끝에 1973년 최고  와인으로 재분류되었다. 이들 세 종류의 

와인은 마고지역의 샤토 마고  그라 지역의 샤토 오 리옹과 함께 보르

도 ‘다섯 개의 최고 ’이라는 별칭으로 세계 인 명성을 얻고 있다. 

3.3. 외국의 농식품에 대한 품질관리 및 표시제도의 시사점

  시장질서에 의해 향토음식의 차별  유통이 이루어지기 해서는 지역

먹거리의 가치를 소비자들이 인식하고 차별 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표시

와 품질 리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 에서 유럽연합의 지리 표시

제도와 랑스포도주  코냑에 한 검토의 시사 은 지역특산 농식품의 

경우 엄격한 품질기 을 가지고 철 하게 품질을 리하고 있으며, 특히 

지리 명칭을 등록하여 상표나 상호와 같이 사용함으로써 차별  유통을 

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모두 보호하고 있다는 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의 경우 이동갈비나 안동찜닭 등 한때 국 으로 명성을 떨친 유명 향토

음식이 지속 으로 발 하지 못하고 사라졌는데, 이는 원료와 요리방법 등 

음식 자체에 한 품질 리가 부족하고, 이들 음식 는 음식을 제공하는 

상 의 상표와 상호에 한 리가 제 로 이루어지지 못해 소비자들의 신

뢰를 잃었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유럽연합의 농식품에 한 지리 표시제도와 랑스와인에 한 표시방

법은 지역의 토지․기후․강우량 등 자연조건은 물론 사회․경제 인 조

건에 따라 오랜 세월 동안 형성된 그 지역의 고유한 향토음식의 품질과 명

성을 리하는 표 인 제도  장치이다. 당  1855년 시작한 랑스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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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등 제도에서 출발하여 1935년 AOC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 후 1970년  

유럽연합에서 이 제도를 지리 명칭표시보호제도(PDO  PGI)로 도입함

으로써 유럽 여러 나라에서 지역특산 농산물과 식품의 품질과 명성을 리

하는 제도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이들 지리 명칭표시 상품목을 보면 상품의 특성과 지역과의 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데 특히 일정한 생산지역과 품종, 생산방법 등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부분의 지리 표시보호품목은 지역특산물로

서의 품질과 명성을 보호하고 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명

품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이다. 특히 이와 같은 품질 리는 정부의 제도

인 뒷받침 에서 보르도와인 회나 생산자단체가 자율 으로 규제하고 

있다. 국가나 회 등이 나서서 엄격하게 품질 리를 하는 방식은 이탈리

아의 르마햄이나 스페인의 하몽, 국의 마오타이나 푸얼차(보이차), 자

메이카의 블루마운틴커피 등 세계 인 명성을 가진 명품 농식품에서 공통

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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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향토음식의 종류와 유형

  음식은 생활문화의 산물이기 때문에 사회경제  여건변화에 따라 향토

음식의 수나 종류도 달라진다. 특히 같은 음식이라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원부재료나 조리방법, 양념 등이 다르기 때문에 향토음식 여부를 결정하는 

기 을 설정하기 어려운 데다 주  만족도에 크게 의존하는 음식업의 속

성상 조사자나 연구자의 단에 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체 으로 어떠

한 향토음식이, 얼마나 있는지 제 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동안 향토음식에 한 연구결과를 보면 한국 공사(1993)는 458개, 

농 진흥청 자원개발연구소(1994)는 ‘한국의 향토음식’에 410개의 향토음식

을 소개한 이래 농 진흥청 향토음식 홈페이지(http://www2.rda.go.kr/food/)

를 통해 573개에 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28 이 밖에 박 곤(2006)은 그

의 학 논문인 ｢향토음식산업 발 방안 연구｣에서 954개의 향토음식명을 

소개하고 있다. 향토음식에 한 명확한 개념과 구분 기 이 없는 상태에서 

이들 향토음식의 개수가 얼마나 정확하며, 어느 정도나 상품화되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국 으로 많은 종류의 향토음식이 존재한다는 것

28 2007년 말 약 3,300여 종의 향토음식에 한 정보를 수록한 한국 통향토음식

이 발간될 정이며, 포털사이트를 구축하여 정보를 제공할 계획임(박홍

주, 2007.10, 농 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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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와 같은 향토음식은 어떻게 생성되는 것일까? 우리나라는 반도국가로서 

사계  변화를 비롯하여 륙성 기후와 해양성 기후가 공존하고, 산과 강이 

많은 지세와 지형, 해류와 연안의 상황이 계 과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 부터 음식문화가 발달하 는 데, 음식의 형성과정을 기 로 다음과 같

이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먼  그 지방이나 인근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는 

재료를 사용하여 발 시킨 음식으로, 남원추어탕․ 평메 국수․속 오징

어순 ․흑산도홍어․ 덕 게․하동재첩국․옥천올갱이국 등이 여기에 포

함될 수 있다. 한편 식재료 자체는 다른 지역에서 가져오더라도 조상들의 생

활양식과 기후, 풍토 등 지역  특성이 반 된 특유의 조리법이나 가공기술

을 이용해 발 시킨 음식으로 여기에는 춘천닭갈비․병천순 ․ 굴비․

강도리뱅뱅이․안동간고등어․포항과메기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마지막으

로 옛날부터 그 지방의 행사나 문화  경험과 련하여 생성된 오늘날까지 

해져오는 역사성 있는 음식으로 서울설 탕․제주빙떡․안동헛제삿밥 등

이 여기에 해당한다. 사례는 다를 수 있지만 체로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는 

식재료와 지역의 특성이 반 된 고유한 조리방법, 그리고 지역의 통 문화

행사의 한 부분으로 남아 있는 것이 일반 이다.

  가장 많은 향토음식을 소개한 박 곤(2006)의 자료를 기 로 지역별 향토

음식을 살펴보면, 주․ 남이 161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강원도 115

개, 충남․  106개,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이 각 101개로 비교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밖에 구․경북(81)과 제주(93), 

북(71), 충북(70), 서울(56)은 상 으로 은 것으로 밝 졌다. 주․

남지역에 향토음식이 많은 것은 아마도 산과 바다를 끼고 있는 우리나라의 

표 인 곡창지 로 그만큼 식생활이 풍족하 기 때문으로 단된다.

  향토음식은 자연조건은 물론 사회․경제  여건이나 생활문화를 바탕으

로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되는 것이다. 비록 큰 나라는 아니지만 산과 강

으로 막  있어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재료가 다르고, 기후나 문화 수 이 

달라 음식의 종류와 조리방법도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표 인 향토

음식과 그 특징은 <표 4-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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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향토음식 특            징

서

울

설 탕, 장국밥, 비빔국수, 메 만두, 떡국, 
편수(만두), 육개장, 추어탕, 각색 골, 비
아니, 신선로, 구 , 도미찜 

-생산되는 식재료 별로 없으나 국 각
지에서 모이므로 화려한 음식 발달
-음식량은 으나 가짓수가 많고, 쁘
고 작게 만들어 내며 간 정도의 간

경

기

도

개성편수, 개성닭젓국, 아욱토장국, 감동젓
개, 종갈비찜, 홍해삼, 용인외지, 개성보 김
치, 무비늘김치(칼로 며 소를 넣은 김치), 
순무김치, 장떡, 개성순 , 배추꼬지볶음, 뱅
어죽, 뀡김치, 고구마 기김치, 냉이토장국

-서해안 지방은 해산물이 풍부하며 동쪽 
산간지방은 산채가 많아 여러 음식 재
료가 생산
-개성음식을 제외하면 소박하고 다양

충

청

도

공주장국밥, 굴냉국, 넙치아욱국, 청포묵국, 
장떡, 말린묵볶음, 상어찜, 호도장아 , 새뱅
이지짐이, 조개젓, 홍어어시욱, 다슬기국, 
엄장, 열무짠지, 감자반, 게장, 소라젓, 고추
젓, 굴비구이, 박김치, 충주내장탕, 어리굴젓

-음식이 담백하고 구수하며 소박함
-서해안 지방은 해산물이 풍부, 충북 내
륙지방은 산채와 버섯이 많아 이를 활
용한 음식이 많음

강

원

도

강냉이밥, 감자밥, 메 막국수, 감자수제비, 
강냉이범벅, 어죽, 강릉방풍죽, 토장아욱죽, 
삼숙이탕, 쏘가리탕, 오징어순 , 동태순 , 
오징어불고기, 올챙이묵, 도토리묵, 메 묵, 
더덕구이, 명란젓, 오징어회, 참죽자반, 참죽
구이능이버섯회, 북어식해, 주문진정어리찜

-소박하고 먹음직스러운 음식
-산악지방은 육류를 쓰지 않는 음식이 
많으나 해안지방은 멸치나 조개 등 해
산물을 이용한 음식이 많음

라

도

꼬막무침, 꼴뚜기젓, 무생채, 추탕, 주애 , 
용 탕, 홍어어시욱, 죽순채, 천어탕, 토란탕, 
홍어회, 꽃게장, 산낙지회, 장어구이, 죽순찜, 
양애 , 각종 젓갈류, 나주집장, 부각, 산채
나물, 콩나물냉국, 나복병(무시루떡), 수리치
떡, 감단자, 차조기떡, 주경단, 복령떡, 섭
(화 ), 유과, 장성수수엿, 창평엿

-음식에 많은 정성을 쏟고 사치스러운 편
-호남평야의 풍부한 곡식과 서․남해안
의 많은 해산물로 다양한 음식 발달
-기후가 따뜻하여 간이 세고 맵고 자극
이며, 젓갈이 많이 들어감

경

상

도

비빔밥, 갱식, 건진국수, 닭칼국수, 구육개
장, 재첩국, 추어탕, 구탕, 아구찜, 미더덕
찜, 동태구이, 동래 , 해 리회, 미나리찜, 
우엉김치, 상어구이, 통 돔찜, 모싯잎송편, 
안동식혜

-사치스럽지 않고 소담하게 만듦
- 라도 음식보다 더 맵고 간이 센 음식 
맛을 지님
-남해와 동해로부터 해산물이 풍부, 농
산물도 풍부

제

주

도

복죽, 옥돔죽, 돼지새끼죽, 기죽(표고버
섯 끓임), 닭죽, 생선국수, 돼지고기육개장, 
자리물회, 톳냉국, 옥돔국, 상어지짐, 옥돔구
이, 양애무침, 상어산 , 복소라회, 톳나물, 
게우젓( 복창자젓), 자리젓, 생미역 , 다시
마 , 오메기떡, 빙떡, 감화채

-부지런하고 소박한 제주도 사람 성품처
럼 음식도 게 차리고 재료나 양념을 
많이 넣지 않음
-재료가 가진 자연의 맛을 그 로 살림
-음식 간은 짠 편이며, 회를 많이 먹음

표 4-1.  지역별 표 향토음식과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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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로 표 인 향토음식의 종류와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  

서울의 경우 조선시  500년의 도읍지로 궁 에서 먹던 음식을 비롯하여 

다양한 먹거리들이 모여 있는데 국 으로 유명한 통음식인 설 탕이

나 육개장․ 비아니․신선로 등은 물론 소주 한 잔과 함께 샐러리맨들의 

애환을 달래주던 무교동낙지․장충동족발․청진동해장국, 그리고 학생들

의 간식거리인 신당동떡볶이 등이 유명하다. 최근 식생활의 서구화와 간편

식화 추세에 따라  세계에서 음식들이 모여들어 토박이 서울향토음식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경기도는 그 자체로 다양한 식자재가 생산되는 서해안과 강원도․충청

도에 해 있지만 인구의 반이 거주하는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많은 군

부  등 시장과 가까이 있어서 음식이 발달하 다. 남북 분단  개성의 

향을 받아 개성닭젓국․개성편수․개성순 ․개성경단 등은 호사스럽고 

맛깔스러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여가시간이 늘어나고 교통수단

이 발달하면서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근교에 나들이를 갔다가 외식을 하는 

장소로서 이동갈비나 수원갈비․강화밴댕이회․임진강황복매운탕․이천

밥집․백암순  등이 리 알려지고 있다.

  강원도 음식은 산이 많고 지세가 험한 서지방과 바다를 끼고 있어 각

종 해산물이 풍부한 동지방으로 구분된다. 서지방에는 산채와 옥수수, 

감자, 메  등 밭에서 나는 잡곡을 이용한 산채한정식과 막국수․콧등치기

국수․감자옹심이 등이 유명하며, 동지방의 음식으로는 고성명태, 주문

진 오징어, 삼척곰치 등 제철에 나는 해산물을 이용해서 찜이나 탕으로 만

든 음식이 소비자들의 심을 끌고 있다. 평메 국수․안흥 빵․ 당두

부․춘천닭갈비나 막국수 등은 국 으로 알려진 강원도의 향토음식이다.

  충청도의 음식은 내륙지역인 충북과 바다에 한 충남으로 하게 구

분된다. 충북의 경우 충주호나 청호 인근의 민물고기를 식재료로 이용한 

올갱이국밥과 제천공어회․ 강민물장어구이․괴산꺽정이매운탕 등이 유

명하며, 충남에서는 서해안의 낙지나 꽃게․새우․ 어 등을 이용한 탕이

나 구이․회 등이 유명하다. 이 밖에 병천순 와 산의 인삼을 이용한 여

러 가지 음식, 국낙지탕․간월도어리굴젓․삽다리한과․한산소곡주 등



향토음식의 종류와 향토음식산업의 사례  67

이 이 지역의 주요한 향토음식이다.

  라도는 기름진 김제 만경평야와 호남평야에서 생산된 곡식과 른 바

다의 해산물, 둔산․지리산․내장산․월출산의 산채나 임산물, 그리고 

섬진강․ 산강․동진강․만경강․탐진강의 민물고기 등 식재료가 풍부해 

일 부터 맛의 본고장으로 알려져 있다. 표 인 향토음식에는 주비빔

밥과 모주, 콩나물국밥을 비롯하여 남원추어탕․진안애 찜․변산반도의 

백합 죽과 찜, 지리산산채비빔밥, 순창고추장과 고창복분자술 등 북지역 

음식과 목포의 생선회와 무안낙지․벌교꼬막․장흥키조개 등을 이용한 음

식과 나주곰탕․ 굴비․ 암어란․창평 엿․진도홍주 등이 남의 향

토음식으로 국에 리 알려져 있다. 

  경상도는 태백산과 지리산을 끼고 있어 밭작물과 축산물을 재료로 한 음

식이 발달되었으며, 기후가 온난하여 장이나 보 이 어려웠기 때문에 음

식이 짜고 매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 경북의 향토음식으로는 안동찜닭․지

례돼지왕소 구이․ 풍곰탕 등이 유명하며 경남의 향토음식으로는 진주

비빔밥․마산아구찜․동래 ․하동재첩국 등이 리 알려져 있다. 안동

의 경우 헛제삿밥․간고등어․안동식혜․건진국수․안동소주 등 집안에 

잔치나 제사 등 길흉사가 있을 때 만들어 먹던 음식이 통문화와 함께 많

이 남아 그  일부는 상업화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는 화산지 로 벼농사가 불가능하 기 때문에 일 부터 구릉지나 

밭농사에서 생산된 말과 돼지 등 축산물과 잡곡을 주식으로 해왔으며, 여

러 가지 해산물을 재료로 고유한 향토음식을 발 시켜 왔다. 표 인 제

주음식으로는 흑돼지를 모자반과 함께 끓여 해장국처럼 먹는 몸국과 말고

기회․꿩메 칼국수․돼지족탕 등이 있으며, 오분자기찜이나 성게국․옥

돔미역국․자리물회․오메기술 등은 국 으로 리 알려져 있다. 

  향토음식은 어떻게 분류하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한국 공사(1993)

에서는 남․북한 체를 도 단 로 구분하여 향토음식을 주식류․부식류․병과

류․음료류의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박 곤(2006)도 이에 기 하여 단일요리․

부식류․병과류․음청류의 4가지로 구분하 는데 이와 같은 분류방식은 식재료

의 종류나 요리의 형태, 용도 등을 구체 으로 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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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반해 농 진흥청(1994)은 향토음식을 용도에 기 하여 주식류와 

부식류․후식류․주류․기타의 5가지로 분류하고 재료나 조리방법에 따라 

25가지로 세분화하 다. 구체 으로 주식류는 밥류와 죽류, 면류 등 5가지

로, 부식류는 국․탕류, 골․볶음․ 개류 등 16가지로, 후식류는 떡류

와 과자류․음청류로 세분화하 다. 1994년 발굴한 410종의 향토음식을 

세분화된 분류기 으로 보면 떡류가 52종, 국․탕류가 47종, 과자류가 37

종, 주류가 22종으로 상 으로 가짓수가 많은 것으로 밝 졌다. 이 밖에

도 주식에 포함되는 밥과 죽, 면류와 반찬으로 먹는 찜․선류, 묵․두부류, 

장류, 젓갈류, 김치류가 많은 비 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악되었다.  

  한편 향토음식 에서 특히 지리  명칭을 포함한 음식은 3개 선행연구 

결과 92개가 발견되었는데 해당 시․도의 체 향토음식 수와는 달리 주

요 지나 교통 결 지에 리 이름난 향토음식이 많이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구    분 음식분류 종  수 음식분류 종  수

주식류

(53종)

밥류
죽류

16
17

면류
만두류  기타

16 
4

부식류

(222종)

국, 탕류
골, 볶음, 개류
찜, 선류
조림류
구이류
류

나물무침, 류
회류

47
 9
16
 7
14
14
10
13

부각, 튀김류
포, 자반류
묵, 두부류
장아 류
김치류
장류

젓갈, 식해류
순 류  기타

11
 3
16
10
14
15
19
 4

후식류

(110종)

떡류
과자류

52
37

음청류 21

주류(22종) 주류 22  

기타(3종) 식 류  3

계 410종

자료: 농 진흥청, 1994. 

표 4-2.  음식의 용도별 향토음식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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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요 지리  명칭 포함 향토음식

서울

경기

무교동낙지, 신당동떡볶이, 장충동족발, 청진동해장국, 마포갈비(5), 이

동갈비, 수원갈비, 의정부부 개, 의정부떡갈비, 백암순 , 이천 밥, 이

천게걸무김치, 이동막걸리, 천서리막국수, 곤지암소머리국밥, 용문산더덕

구이, 용문산산채비빔밥, 강화순무김치(13)

강원
춘천닭갈비, 춘천막국수, 당두부, 강릉방풍죽, 평창옥수수엿, 강릉산자

(6)

충청

괴산꺽정이매운탕(1), 병천순 , 백마강장어구이, 백마강조개국, 산집장, 

간월도어리굴젓, 삽다리한과, 동학사녹두빈 떡, 한산소곡주, 천안삼거리

빈 떡, 연산오골계백숙(10)

라

주비빔밥, 남원추어탕, 지리산산채비빔밥, 완주화심두부, 익산황등비빔

밥, 마이산더덕구이, 순창고추장, 고창복분자술(8), 나주곰탕, 무등산닭죽, 

굴비, 암어란, 함평한우비빔밥, 담양떡갈비, 담양추어탕, 창평 엿, 

순천백반, 보성녹차, 양숯불구이, 돌산갓김치, 함평손불엽삭젓, 신안임

자도새우젓, 진도홍주(16)

경상

구따로국밥, 안동헛제삿밥, 안동찜닭, 덕 게, 지례돼지고기구이, 

풍곰탕, 안동간고등어, 화수수풀떼기, 울릉도호박엿, 경주황남빵, 순흥

기주떡, 하회약과, 포항과메기, 청도추어탕, 문경한과, 새재묵조밥, 안동식

혜, 안동소주, 교동법주, 선산약주(20), 진양집장, 양집장, 진주비빔밥, 

충무김밥, 통 도미찜, 언양불고기, 기장어묵, 동래 , 합천한과, 화개

녹차, 하동재첩국, 산탁주, 지리산국화주(13)

표 4-3.  지리  명칭을 포함한 향토음식의 종류

주: 굵은 씨는 상표출원 건수를 기 으로 표 인 지리 명칭이 포함된 향토음식을 

나타내고,  친 것은 가공품 형태의 향토음식을 나타냄.

  이제까지 선행연구와 상표 출원건수를 기 로 지역 명칭을 사용한 주요 

향토음식을 악하면 <표 4-3>과 같이 략 97종에 이른다. 이들 지역 명

칭을 사용한 향토음식을 행정권역별로 구분하면 시 지역( 구따로국밥, 

주비빔밥, 수원갈비, 춘천닭갈비, 포항과메기, 의정부부 개, 천안삼거리

빈 떡, 강릉방풍죽, 이천 밥, 안동찜닭, 나주곰탕 등)이나 군 지역( 굴

비, 덕 게, 강화순무김치, 괴산꺽정이매운탕, 순창고추장, 합천한과, 보

성녹차, 하동재첩국, 진도홍주 등)을 상으로 한 음식이 있는가 하면, 

읍․면 지역(백암순 , 곤지암소머리국밥, 병천순 , 한산소곡주, 창평 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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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산갓김치, 지례돼지고기, 언양불고기 등)이나 리⋅동 지역(무교동낙지, 

신당동떡볶이, 장충동족발, 청진동해장국, 당두부, 천서리막국수 등), 산

이나 강, 섬(용문산더덕구이, 지리산국화주, 새재묵조밥, 간월도어리굴젓, 

임자도새우젓 등)도 있다.

  한편 이들 지리  명칭을 포함한 향토음식을 형태별로 살펴보면 부분

이 지에서 시음할 수밖에 없는 요리형태이지만 약 1/3은 지역 외 반출이 

가능한 가공품 형태를 띠고 있다. 가공품 형태의 향토음식으로는 주류(이

동막걸리, 한산소곡주, 진도홍주, 안동소주, 교동법주, 선산약주, 지리산국

화주, 산탁주 등)와 엿  한과류(평창옥수수엿, 창평 엿, 울릉도호박

엿, 강릉산자, 삽다리한과, 하회약과, 문경한과, 합천한과 등), 차류(보성녹

차, 화개녹차), 장류( 산집장, 순창고추장, 진양집장, 양집장 등), 김치

(강화순무김치, 돌산갓김치 등), 젓갈(간월도어리굴젓, 손불엽삭젓, 임자도

새우젓 등), 두부( 당두부, 화심두부 등), 순 (백암순 , 병천순  등) 등

이 있다.

  지역 명칭을 포함한 향토음식  표 인 37개에 해 특허청에 상표

등록 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는 <표 4-4>와 같다. 상표에 지리 명칭이 포

함된 37개 품목에 한 상표출원은 총 611건으로 그  50.2%가 거 당하

고 등록한 것은 36.5%, 나머지 13.2%는 심사 에 있다. 한편 등록한 223

개 상표에 해 출원자별로 보면 개인과 회사가 각기 61%  22.4%로 많

은 비 을 차지하고,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10.3%, 농조합법인이 6.3%

를 차지하고 있어서 범 하게 사유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표출원 횟수를 보면 보성녹차와 안동찜닭이 각 50건으로 가장 많고, 

안동소주․ 당두부․춘천닭갈비 등 30건 이상 출원한 경우도 8개나 된

다. 21∼30건을 출원한 품목에는 남원추어탕․순창고추장․ 주비빔밥․

돌산갓김치 등 5개, 11∼20건을 출원한 품목군에는 병천순 ․수원갈비․

굴비․안동간고등어 등 6개, 6∼10건을 출원한 품목에는 춘천막국

수․안동식혜․나주곰탕․ 풍곰탕․진도홍주 등 7개, 1∼5건을 출원한 

품목에는 간월도어리굴젓․고창복분자주․포항과메기․한산소곡주 등 11

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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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향 토 음 식
상표등록출원 등록형태

합계 출원 거 등록 개인 회사 지자체 농법인

서울

경기

무교동낙지 23  6 14  3  3

신당동떡볶이 12  10  2  2

장충동왕족발 32  7 14 11 11

청진동해장국  6  3  2  1  1

마포갈비  4  3  1  1

이동갈비 31  2 16 13 13

수원갈비 14  1  4  9  9

이천 밥  4  4  1  2  1

이동막걸리  4  2  2  2

곤지암소머리국밥  7  3  4  4

강원

춘천닭갈비 37  3 22 12 10  2

춘천막국수 10  1  4  5  2  2  1

당두부 41  1 29 11  6   5

충청

병천순 12  7  5  5

간월도어리굴젓  3  1  2  2

한산소곡주  3  2  1  1

라

주비빔밥 24  2 10 12  3  6  3

남원추어탕 21  5  9  7  5  2

순창고추장 22  2  6 14  5  6  2  1

고창복분자주  1  1  1

나주곰탕 10  2  6  2  2  

굴비 17  2 10  5  2  2  1

진도홍주  8  6  2  1  1

보성녹차 50  4 28 18  4  7  3  4

돌산갓김치 22  2 14  6  3  2  1

경상

안동찜닭 50 15 35

덕 게 16  6  6  4  4

풍곰탕  8  1  7  7

안동간고등어 11  3  6  2  1  1

울릉도호박엿  2  2  2

포항과메기  3  1  1  1  1

안동식혜  8  2  5  1  1

안동소주 48  4 11 33 21  5  1  6

진주비빔밥  1  1

충무김밥 40  4 17 19 19

언양불고기  2  2

동래  4  3  1  1

합       계 611 81 307 223 136 50 23 14

자료: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기술서비스. http://kipris.or.kr. 2007.

표 4-4.  향토음식에 한 상표출원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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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등록된 상표는 안동소주 33건을 비롯하여 충무김밥 19건, 보성녹차 

18건, 순창고추장 14건, 이동갈비 13건, 춘천닭갈비 12건, 당두부 11건, 

남원추어탕 7건, 병천순  5건 등 유사한 향토음식에 여러 건의 상표를 허

용하고 있어서 원래 상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안동찜닭은 50

건의 출원을 모두 거 하여 등록기 과 운용방식에 해 의문이 제기되기

도 한다.  

  사례연구 상인 춘천닭갈비의 경우 1989년부터 상표등록을 시도하 으

나 3년 3개월의 심의 끝에 1993년 10월에야 등록하게 되었다. 병천순 는 

1998년 11월, 남원추어탕은 1999년 2월에 각기 최 로 상표등록 한 이래 

몇몇 업체가 추가로 등록하고 있다. 남원시는 2005년 1월 12일 남원추어탕

에 한 상표등록을 하 으나 선 등록자가 3명이나 되어 배타  특성을 갖

는 상표권을 제 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29

2. 향토음식의 산업  발달경로

  앞 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에 400∼3,300여 종의 향토음식이 있다고 

알려진다. 하지만 그 에서 얼마나 많은 업체가 상업 으로 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역의 고유한 식재료나 조리방법을 기 로 타 지역 음식

과는 다른 맛을 내는, 소  그 지방의 향토음식으로 자리를 잡고 산업화되

었는지 단하기 어렵다. 행 통계제도상 의의 향토음식산업은 외식업

과 식품제조업에 포함될 수 있지만 이를 별도로 조사․공포하지 않기 때문

에 향토음식산업의 규모나 실태를 악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다만 일반 으로 산업화 과정을 보면, 가정에서 만들어 먹던 요리가 이

29 농식품에 한 상표권분쟁은 국제 으로도 발생하는데 2005년 상(주)이 200

만 달러를 들여 2년간에 걸친 소송 끝에 미국에서 순창고추장을 등록한 R사를 

상 로 진행한 상표무효화  업무방해 지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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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에 알려져 나름 로 조리방법이 표 화되고 명성을 얻어 시장진출 가능

성이 있다고 인정받으면 이를 기 로 음식 이나 가공업체로 창업할 수 있

을 것이다. 그 후 지속 인 연구개발과 홍보  매 진, 서비스개선 등을 

통해 사업을 확장해 나가면서 특정지역에 주로 많이 생산되거나 공 되는 

원부재료나 그 지역의 고유한 조리방법, 는 지역의 통 문화유산 등과 

결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단하는 업체들이 집 이 되면 이를 향토음식

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후 향토음식을 심으로 유사업체가 집 하고 

원부재료의 공 이나 가공용 기계나 주방용 자재의 공 ․수송․ 랜차이

즈 등 후방 연 산업이 발 하면 이를 통합하여 향토산업으로 발 이라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정에서 만들어 먹던 음식이 향토음식으로 자리잡고 산업으로 발 하

는 개념  과정을 도식화하면 <그림 4-1>과 같다. 즉, 가정음식으로 소비

하는 상업화  단계에서 음식 이나 가공업체로 창업을 하는 상업화 기

단계를 거쳐 특정지역에 유사업체들이 집 을 하는 산업  정착기를 거쳐 

고도성장을 하거나 아니면 쇠퇴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 일반 이다. 

다만 앞 에서 소개한 향토음식  어떤 것이, 어느 단계에 속하는지 알 

수 없지만 <표 4-3>에서 진한 씨로 표시한 품목들을 제외하고는 부분 

상업화 기 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실 으로 향토음식의 산업화 정도를 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

에 산업화의 수 을 단하기 어렵다. 다만 상표출원을 한 <표 4-3>의 

한 지리  명칭을 포함한 향토음식업체에 해 ‘ 츠114 화번호 홈페

이지’에 등록된 동일․유사 상호를 검색한 결과는 <표 4-5>와 같은데, 여

기에는 하나도 등록되지 않은 강릉방풍죽과 산채비빔밥, 각기 한 개씩만 

등록한 간월도어리굴젓과 안동식혜는 제외하 다. 상호별로는 장충동왕족

발이 2,761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100개 이상 공동으로 등록한 

향토음식에는 장충동족발․안동찜닭․춘천닭갈비․남원추어탕․충무김밥․

무교동낙지․병천순 ․ 덕 게․청진동해장국 등 9개 품목(1 유형)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30∼100개에는 이동갈비․마포갈비․보성녹차․나주

곰탕․ 굴비․수원갈비․춘천막국수․신당동떡볶이․언양불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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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비빔밥 등 10개 품목(2 유형), 10∼30개에는 돌산갓김치․순창고추장․

안동간고등어․이천 밥․곤지암소머리국밥․이동막걸리․안동소주․

당두부․ 풍곰탕․동래  등 10개(3 유형), 나머지 고창복분자․진도홍

주․한산소곡주․포항과메기․울릉도호박엿․진주비빔밥․간월도어리굴

젓․안동식혜 등은 1∼10개 품목(4 유형)이 있다. 

  이상의 자료를 통해 굳이 향토음식의 종류별 산업화 단계를 구분한다면 

(4 유형)은 상업화 기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2 유형)과 (3 유형)은 산

업  정착기, 그리고 (1 유형)은 고도성장기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강릉방풍

죽은 별도의 상호로 등록되지 않았다는 에서 상업화  단계의 향토음식

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1.  향토음식의 산업화 과정 

상업화 단계
(가정음식)

상업화 기
(향토음식창업)

상업화 정착기
(향토음식집 )

고도성장기
(향토음식산업)

업체수
매출액

시간

 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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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서
울 주 구

부
산
인
천
울
산
강
원
경
기
경
남
경
북 남 북

제
주
충
남
충
북
합계

무교동낙지 30 10 4 3 13 1 14 68 23 12 1 7 1 9 4  200

신당동떡볶이 5 1 3 1 2 6 3 3 4 2 2 1   33

장충동왕족발 284 109 140 310 100 237 27 56 536 289 129 66 229 12 168 69 2,761

청진동해장국 17 6 5 3 11 4 7 2 20 3 10 6 2 6 3  105

마포갈비 36 2 2 3 2 2 25 5 2 1 4 2    86

이동갈비 13 4 1 8 45 5 1 6 3 2 7 1    96

수원갈비 10 3 1 4 30 2 1 1 6 5    63

이천 밥 2 1 1 1 13    18

이동막걸리 1 1 1 1 6 1 1    12

곤지암소머리국밥 1 5 1 2 1 1 5 1    17

춘천닭갈비 33 8 8 40 4 16 8 31 73 34 31 9 21 2 30 36   384

춘천막국수 17 4 2 1 1 2 10 10 4 4 1 2 1   59

당두부 1 4 6 1   12

병천순 23 1 6 4 14 1 15 37 7 9 1 3 33 19  173

한산소곡주 1 4    5

주비빔밥 6 2 2 3 2 2 2 3 7 4 3 3 2 1 3   45

남원추어탕 108 10 2 8 10 9 3 5 111 12 5 7 17 1 11 5  324

순창고추장 2 1 1 3 1 11 1 2   22

고창복분자 1 6 1    8

나주곰탕 4 31 2 1 1 4 1 18 1   63

굴비 16 9 2 4 1 1 6 1 2 15 3 1   61

진도홍주 6    6

보성녹차 4 18 1 6 1 1 4 9 1 34 2 2 1 2   86

돌산갓김치 1 1 24   26

안동찜닭 21 2 157 15 15 4 38 10 23 29 81 11 1 10 13  430

덕 게 4 1 18 1 13 2 5 1 18 18 35 1 1 7  125

풍곰탕 2 3 2 3 1   11

안동간고등어 1 1 2 17 1   22

울릉도호박엿 3    3

포항과메기 1 3    4

안동소주 5 1 1 9 1 1   17

진주비빔밥 1 2    3

충무김밥 30 1 25 4 23 8 17 4 27 70 10 11 3 2 4 2  241

언양불고기 4 2 1 16 2 4 9 3   41

동래 4 1 1 1 3 1   11

자료: 츠114홈페이지(http://www.lets114.co.kr), 2007.11.

표 4-5.  유사 상호를 사용하는 향토음식 사업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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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고도 성장기에 들어선 향토음식의 발 경로는 크게 ①  수 을 

유지하면서 련 업체를 집 하는 경우와 ② 랜차이즈나 가공 등 련 

산업 진출 등으로 확산되는 경우, 아니면 ③ 시장수요가 어들거나 체

재가 등장하여 축되는 경우로 나 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 

사례 상으로 선정한 춘천닭갈비와 병천순 , 남원추어탕은 특정지역에 집

되어 있는 데다 일부는 공장제 생산을 통해 랜차이즈까지 하고 있어서 

체로 ①, ②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동갈비나 동래  등

은 과거의 명성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차 축되고 있어서 ③의 경로를 

밟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사례연구 상으로 선정한 3개 품목은 모두 음식업을 기본으로 하고 있

어서 크게는 외식산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닭갈비나 순 , 추어탕이 얼마

나 산업화되어 있고 그 에서 사례지역의 품목들이 어느 정도의 비 을 차

지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다만 국내 외식시장의 규모는 1982년 7조원에

서 80년  말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등 규모 국제행사를 치르면서 1996

년 31조원, 2004년 48조원으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2004년 재 

사업체 수는 60만 개, 종사자는 155만 6천 명에 이르고 있다.

연   도 매출액(백만 원) 사업체 수(개) 종사자 수(명)

1982  7,431,793   207,080   521,508

1986 10,603,201  259,451   708,905

1990 18,329,125 298,196   871,636

1996 31,394,502 520,576 1,254,367

2000 35,472,249 570,576 1,430,476

2004 48,369,597 600,233 1,556,008

연평균 증감률(%) 4.70 0.54 1.22

  주: 매출액 자료는 2000년 불변가격으로 환산

자료: 통계청, 도소매업  서비스업 총조사, 2006  

표 4-6.  우리나라 외식산업의 시장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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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식업체에 한 좀더 구체 인 정보는 한국표 산업분류상의 업종별 

음식 업 황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2004년 기  음식 업은 총 60만 

233개로 그  일반음식 은 32만 3,977개, 종업원은 89만 8,849명, 매출액

은 26조 8,49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체 음식 의 반

을 조  넘는 수 이다. 일반음식 의 85.9%가 한식 업으로 부분을 차

지하고 국음식 업이 7.5%, 서양음식 업이 3.9%, 일본음식 업이 1.5%

순으로 나타났다. 분식  김밥 문집, 피자와 햄버거 문  등은 기타음

식 업으로 분류되는데 체 음식 업체 수의 16.3%, 종사자 수의 15.4%

를 각기 차지하고 있다.

분       류
업 체  수(개) 종 사 자  수(명)

계 % 명 %

주      업 138,475 - 324,300 -

다 과  업 39,666 - 93,740 -

기

타

음

식

피자⋅햄버거⋅치킨 33,407 34.1 100,683 42.1

분식  김밥 문 60,577 61.7 125,918 52.7

이동 음식 업 - - - -

그 외 기타 음식 업 4,131 4.2 12,521 5.2

소     계 98,115 100.0 239,122 100.0

일

반

음

식

업

 한식 업 278,313 85.9 717,114 79.8

국음식 업 24,280 7.5 72,799 8.1

일본음식 업 4,994 1.5 24,428 2.7

서양음식 업 12,677 3.9 55,238 6.1

기  구내식당업 3,119 1.0 25,700 2.9

기타 일반음식 업 594 0.2 25,700 2.9

소     계 323,977 100.0 898,846 100.0

합        계 600,233 - 1,556,008 -

자료: 통계청, 도소매업  서비스업 총조사, 2006 

표 4-7.  표 산업분류에 따른 업종별 음식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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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토음식과 이들 외식산업의 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산업규모나 특징

을 규명하기 어려우나 부분의 향토음식산업은 일반음식 업  한식

업, 는 기타음식 업의 분식  김밥 문업에 포함될 것이다. 한식 업

은 분식  김밥 문 과 같이 99.8%가 개인사업체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

만 서양음식 업과 피자, 햄버거  치킨 문 은 개인사업체가 95% 수

으로 다소 낮은 반면, 회사법인이 각기 3.5%  4.3%, 회사법인에 종사하

는 종업원은 26%나 된다(김태희, 2007). 이를 근거로 할 때, 향토음식산업

도 조직형태에서 부분 개인사업체 심으로 운 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

된다.

  한편 음식 업에 한 실태조사 결과(한국음식 업 앙회, 2006)에 의하

면 외식업체의 월매출액 비 식자재 구입비율은 40% 이상이 36.6%, 30

∼40%가 32.4%로 많은 비 을 차지하고 있다. 20～30%라는 응답은 

20.2%에 불과하여 체로 40% 후로 추정되는데 인건비나 임 료 등을 

감안하면 수익을 얻기 어려운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식자재 구입

장소는 재래시장이 39.8%로 가장 많고, 그 밖에 농․수․축  16.9%, 

형할인매장 13.4%, 소유통업체 13.1%, 기업유통업체 5.0%의 순으로 

차지하고 있다. 구매방법별로는 농산물이나 과일류는 62.9%를 직  구매

에 의존하는 데 비해 축산물과 수산물, 공산품은 45∼49%만 직  구매하

고 있다. 반면 문업체로부터 구입하는 비 은 농산물  과일류의 경우 

16.9%에 불과한 데 비해 축․수산물과 공산품은 30% 후를 이들에 의존

하고 있는 것으로 밝 졌다(김태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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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토음식산업의 사례

3.1 사례품목의 유래와 발전과정

3.1.1. 춘천닭갈비

  닭갈비는 옛날부터 승되어 오던 음식이라기보다 1960년  안주용으로 

쓰이던 돼지고기 신 개발한 메뉴인 닭불고기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 

닭불고기는 양념한 닭고기를 석쇠에 올려 숯불로 구웠으나 1960년  후반

에 오면서 석쇠 신 둥근 철  에 양념 닭고기와 채소를 썰어 넣어 볶

은 형태인 닭갈비로 발 하게 되었다(황익주, 1994).

  춘천닭갈비 음식 은 강원도 춘천시 일 에 277개(닭갈비 회 등록업체

수는 130개) 있으며, 1970년  후반부터 자연발생 으로 춘천시 조운동의 

명동골목에 20여 업체가 집 하여 ‘명동닭갈비골목’을 형성하게 되었다.30  

그림 4-2.  춘천닭갈비 음식  거리

<춘천닭갈비 음식  골목> <춘천닭갈비골목 표지 >

30 닭갈비 음식 은 춘천시 일 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으나 명동 골목, 육림고개, 

낙원동 등에 집 되어 있음. 277개 음식 은 춘천시청의 집계 자료이며, 닭갈

비와 막국수를 겸하는 경우가 포함된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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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에 치한 닭갈비업체 277개에 조사결과 밝 진 업체당 평균 종업

원 수를 용하여 추정한 종업원은 체 음식업체(4,286개)  종업원 수

(10,544명)의 6.5%  11.8%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단 : 개, 명

년   도 총 사업체 수 총 종사자 수

2000년 4,290 9,910

2005년 4,286 10,544

자료: 춘천시, 사업체기 통계조사, 2006.

표 4-8.  춘천시 음식 업체 황

  춘천닭갈비업체  운 상태가 좋은 문업체는 60여 개 정도로 알려지

는데 이들은 연간 300억∼40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1일 닭갈비 소

비량은 평일 8톤, 주말 10톤 수 인데 1일 매량을 기 으로 할 때 10∼

50kg이 50%로 많은 비 을 차지하고 10kg 미만이 35%, 50kg 이상이 15%

를 차지하고 있다. 

구    분
1일 매량 닭갈비 1일 소비량(톤)

10kg 미만 10～50kg 50kg 이상 평일 주말

양(%) 35 50 15 8 10

자료: 춘천시청 내부자료 재구성, 2007.

표 4-9.  춘천닭갈비 음식 의 매량  소비량

  춘천시의 육계 사육은 21개 농가(일반 육계 17호, 토종닭 4호)가 있으나 

부분 외지 형유통업자들과 계약사육의 형태로 타 지역으로 반출되고 

있고, 정작 춘천닭갈비음식 에서 사용하는 닭고기는 유통업체를 통해 충

청도, 라도 등지에서 공 받고 있었다. 그 밖에 채소 등 부재료는 가락시

장 는 문도매상으로부터 공 받거나 일부 직  농사를 지어 조달하는 

경우도 있다. 닭고기의 경우 계약 사육의 형태를 구상해 보았으나 모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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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에서 병아리, 항생제, 왕겨 등을 공 받아 납품과 계열화 사육하는 

구조이므로 시내 육계농가에서 춘천닭갈비업체에 직거래로 납품하기는 어

려운 것이 실이다. 

구     분
품종별 사육 규모별(천 수)

계
일반육계 토종닭 10～30 30～50 50 이상

사육농가(호) 17 4 7 7 7 21

닭(수) 801,000 183,000 133,000 252,000 599,000 984,000

출처: 춘천시청 내부자료 재구성. 2007. 3.

표 4-10.  춘천시의 육계사육 황

  한편 지역 내에 치한 도계장인 (주) 진에서 7,000～8,000수/일 도계되

며, 군납 70%, 시  30%를 차지하고 있다. 춘천시 내에는 계육가공업체가 

20개 있으며, 이들 종업원 수는 100여 명 정도 된다. 이  HACCP 인증업

체는 2곳뿐이며, 나머지 업체는 종업원 3∼4명의 세한 규모로 소량 유통

되고 있다. 특히 HACCP 인증업체에서는 정상 인 유통과정을 거치므로 

그 지 않은 행  유통에 비해 비용 부담이 커서 경 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닭고기는 돼지와 소보다 변질속도가 빠른데 도계에서 가공까지 7∼8

일 정도 걸려서 생과 안 성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생 인 도계 

 가공을 하는 것이 요한 과제이다.

계육 가공업체 계육 매업소

업체 수
(개)

종업원 수
(명)

원료육 소비(톤) 도매업
(개)

소매업
(개)평일 휴일

20 100 8 10 7 33

자료: 춘천시청, 내부자료, 2007

표 4-11.  춘천시의 계육가공  매업소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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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료용 닭(닭다리살)은 평일 기  하루 8톤, 휴일 10톤 정도 쓰이고 있으

며, 이  수입육은 미국(66%), 덴마크(3.3%), 라질 등지에서 3톤 이상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춘천시청은 악하고 있다. 국내산으로는 하림․마

니커․체리부로․ 진 등에서 5톤 이상 구입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2007

년 재 춘천시 내 계육 매업소는 40개소 정도 있으나 어디에서, 어떻게 

사육된 것인지는 고사하고 닭고기의 원산지조차 분명치 않은 경우가 부

분이다.

수입축산물 유통업자

지역 내 계육가공업체

닭갈비 음식점

도축장

중간상인(소매상 포함)

닭갈비 음식점

계열화 업체

계육가공업체(도․소매)

[국내산] [외국산]

그림 4-3.  춘천닭갈비의 원료 유통경로

 단 : 명

주요 지 방문객 수 주요 지 방문객 수

강  745,878  도 92,506

강원도립춘천수렵장 9,565  청평사 162,417

남이섬 1,508,765  두산리조트 104,614

등선폭포 97,668  강 리조트 숙박시설 685,680

구곡폭포 288,740  국립춘천박물  114,347

소양  581,969  애니메이션 박물  113,046

도 483,815  강원도립화목원 201,679

춘천지구 기념  109,763  마을 리 휴양지(11개 합계) 19,499

집다리골자연휴양림 39,925   체 5,510,999

  주: 지 방문객 수는 외국인과 내국인 합계임

자료: 지식정보시스템 http://www.tour.go.kr. 2007.

표 4-12.  춘천 소재 주요 지의 방문객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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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 백만 원

축 제 명
개최
기간

축제 주요내용
개최
연도

개최
횟수

축제 산
(지원액)

축제
종류

춘천마임

축제

5.27～

6.3

(8일간)

거리축제, 마임공연, 

도깨비난장 등
1989 18

총 347

(국150, 도50, 

시120, 기27)

문화

술

춘천국제

연극제
7월 

연극공연, 토론회, 워크 , 

세계풍물 , 청소년캠  

등

1993 14
총 100

(도30, 시70)

문화

술

춘천

인형극제

8.9～

8.15

(7일간)

개막 퍼 이드, 

번개인형극,창작인형극공

모 , 인형극경연 회 등

1989 18
총 190

(국90, 시100)

문화

술

춘천막국수

축제
9월 통막국수 체험 1996 11 시 60

특산

춘천애니타

운페스티벌

9.8～

9.10

(3일간)

화제,애니메이션 공모  

컨퍼런스
1997 10

총 200

(도100,시100)

문화

술

소양강

문화제

9월 말

(3일간)
민속놀이, 풍물공연 1975 28 시 80

통

민속

춘천닭갈비 

축제
5월 

닭갈비 장터

민속놀이  이벤트
2004 3 시 20

특산

자료: 문화 부 홈페이지 http://www.mct.go.kr. 2007.

표 4-13.  2006년 춘천시 지역축제 황

  닭갈비 음식  이용객들은 지 거주자보다 외지인이 다수를 차지하

는데, 이는 서울․경기의 수도권에서 오는 객(연간 약 550만 명)들은 

가격이 렴하고 인지도가 높아 춘천을 방문하게 되면 명소처럼 닭갈비를 

먹고 가는 경향이 있다.

  춘천은 막국수축제․마임축제 등 다양한 종류의 지역 축제가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 4회째를 맞이한 닭갈비축제가 열려 춘천닭갈비를 홍보하고 

객을 유치하고 있다. 매년 5월경에 열리는 춘천닭갈비 축제는 춘천닭

갈비 의회가 주최, 춘천닭갈비축제조직 원회(축제기간 한시 기구) 주

으로 춘천시와 강원도의 지원을 받아 먹거리 매장 운   공연행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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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된다. 2006년 개최되었던 닭갈비축제의 객 수는 약 16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닭갈비축제행사를 주 하는 춘천닭갈비 의회는 향후 원재료

의 공동구매와 서비스의 질 개선  조리방법 개발을 해 의회를 심

으로 닭갈비업소 조직체(법인체)를 결성할 계획이다.

  춘천시에서는 닭갈비 명품화를 한 계획을 수립하되 ‘닭갈비 재료 공

처(생산농가) - 유통업체 - 음식 ’의 역할이 요하다고 단하여, 닭갈비 

음식 이 주도하고, 시에서는 이를 지원․ 리․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할 

계획이다. 춘천시에서는 닭갈비축제를 지원하고, 명동닭갈비골목 거리를 

정비하고자 닭 캐릭터 간 과 바닥 표시 을 설치하 다. 한 춘천시 자

체 으로 국내산 원료육을 사용하는 음식  100군데를 선정(춘천시 지정 

시범업소)하여 메뉴 을 제작하고, 쓰 기종량제 투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 으로 운 할 계획이다. 이 밖에 선정된 음식 을 검하여 기  미

달 시 경고 는 배제시키는 조치를 취하여 품질 리에도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춘천시, 2007).

  한편 춘천닭갈비에 해 상표를 개발하여 특허청에 등록하고자 했으나 

닭갈비 원료인 닭의 공 이 외지 국내산 는 외국산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농림부의 지리 표시제 등록을 추진 에 

있다.

3.1.2. 병천순

  천안시 병천면은 과거 아우내 장터에 도살장이 있었고, 장날 렴하고 

신속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순 가 발달하게 되었다. 그 이후 장터가 

쇠퇴하면서 순 음식 이 어들었지만, 1990년  독립기념 이 들어서면

서 유 순사당 등지로 방문객이 증가하 고, 구 한나라당 연수원을 비롯, 

기업 연수원이 들어서고 천안 상록리조트가 개장하여 시장 환경이 크게 변

하면서 활성화되기에 이르 다. 더구나 수도권 철이 천안까지 연장 개통

되면서 무임승차가 가능한 노년층들이 철을 이용하여 천안 인근의 

지를 방문하면서 병천순 를 먹으러 방문하는 손님들이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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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병천순  음식  거리

<순 거리> <천안시 시정 로고>

  병천순  음식 은 행정구역상 충청남도 천안시 병천면 병천리에 치

하며, 아우내 장터와 인 한 병천사거리에서 병천천과 이어지는 오거리까

지 순 거리가 조성되어 있다. 순 거리에 모여 있는 28군데 병천순  음식

의 연간 생산량은 250톤, 매출액은 150억 원 수 (2006. 12. 31 기 )으로  

2005년 천안시 음식업체(6,902개)  종업원 수(17,646명)의 0.4%  0.7%

를 차지하고 있다. 이  랜차이즈를 운 하는 업체 3군데는 공장제 형태

로 기계순 를 만들어서 업체당 국 으로 50～180개 체인 을 구축하여 

공 하고 있다. 

  공장 는 유통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병천면 지에서 수제 순 를 

만드는 24개 음식 을 심으로 병천순 의회가 조직되어 운  이다. 

이들은 재료를 공동구매하고 생 리와 함께 상표 등록을 해 결성되었

연     도 총 사업체 수 총 종사자 수

2000년 5,229 12,765

2005년 6,902 17,646

자료: 천안시, 사업체 기 통계 조사. 2006.

표 4-14.  천안시 음식 업 황

단 : 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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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재 친목 도모 정도의 활동 주로 운 되며 가격 조정 등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조리법 련 노하우는 의회에서 공유되지 않고 있고 

업체 간 경쟁은 치열하다.

  병천순  음식  이용객은 국 각지에서 찾아오며 특히 충북, 충주 등

지에서 많이 오고 있으나 병천면 거주자는 별로 이용하지 않고 있다. 평일 

방문객은 은 편이지만 주로 주말이나 연휴에 많이 찾아오고, 특히 여름

방학 기간이 성수기이다. 지하철과 경부고속도로의 근성이 좋고 인근에 

지가 있어 외지인구의 방문객(연간 약 330만 명)이 많은 편이다. 

단 : 명

지
독립
기념

코오롱
우정힐스

천안
상록리조트

태조산
지

유 순열사
유 지

계

방문객 97,805 57,781 1,792,653 276,553 208,708 3,313,730

  주: 지 방문객 수는 외국인과 내국인 합계임.

자료: 지식정보시스템 http://www.tour.go.kr. 2007.

표 4-15.  천안 소재 주요 지의 방문객 황

  병천순 를 상품으로 발 시켜 보고자 지역축제인 ‘ 화제’와의 연

계 노력으로 별도 용역을 추진했었으나 아직 구체 인 사업계획은 마련하

지 못하고 순 거리 정비 정도가 추진되고 있다. 천안시에서는 병천순  

산업 활성화를 연계시키고자 시티투어를 운 하면서 버스 운행코스로 

순 거리를 포함하여 운 하고 있다(천안시, 2007). 

  천안시에서는 남원시처럼 향토음식 육성을 한 별도의 담 이 구성

되어 있지 않고 식품에 한 반 인 업무를 담당하는 생과에서 맡고 

있으나 체계 인 육성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 천안시에서는 병천순 를 

상품으로 발 시켜 보고자 지역축제인 ‘ 화제’와의 연계를 한 연구용

역을 추진하 다. 병천순 거리를 정비하고 수제순 를 만드는 곳에 한해  

‘천안시 향토음식 ’으로 지정하여 로고를 만들어 차별화를 시도했으나 홍

보 부족 등으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시에서는 ‘병천

순 ’란 상표  상호표시에 한 권리 보호를 해 재 천안시와 지리

표시단체상표 등록을 의하여 추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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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제 명
개최

기간
축제의 주요내용

개최

연도

개최

횟수
주제

천안흥타령축제 10.3～7

․거리퍼 이드, 춤 경연, 천안아시

아도시 스, 외국 공연, 민속놀

이, 능소 , 부 행사

2003 5 
통

민속

천안시성환배축제 10월

․배 품평회  시회, 배 할인 

매, 배 시식  홍보, 주민화합 

잔치, 작목반 체육 회, 어린이 사

생 회, 배 가요제  이벤트 등

1995 1
특산

물

아우내 화제 2.28

․장터재   민속놀이, 애국도  

골든벨

․기념식, 재 행사

1978 1
역사

인물

자료: 문화 부 홈페이지. http://www.mct.go.kr. 2007.

표 4-16.  2006년 천안시 지역축제 황

3.1.3. 남원추어탕

  남원은 지리산과 섬진강을 끼고 퇴 층이 풍부하여 미꾸라지가 서식하

기에 좋은 조건이며, 지리산에서 나는 고랭지 우거지와 향신료인 피를 

쉽게 구할 수 있어 여타 지역보다 손쉽게 추어탕을 끓여 먹었다. 남원춘향

제 방문 등 을 목 으로 외지인들이 찾아오면서 국 으로 알려져 오

늘날의 ‘남원추어탕’이란 명성을 얻게 되었다.

  남원추어탕 음식 은 라북도 남원시 천거동 한루 주변에 형성된 추

어 거리에 30여개 업체가 집해 있다. 이들 음식 들은 2005년 남원의 음

식  수(1,180개)  종업원 수(2,617명)의 2.5%  3.6%를 차지하고 있다.

  남원시에서는 ‘남원’ 는 ‘춘향골’ 상호를 쓰는 국의 남원추어탕 음식

 525개를 악하고, 그  소규모를 제외한 430개를 추출하 다. 이  

95개 음식 을 남원 명  홍보 사로 하여 정보지와 기념품을 제공하

고, 이들 음식 을 통해 남원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공 하고 객을 

유치하도록 연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88  향토음식의 종류와 향토음식산업의 사례

그림 4-5.  남원추어탕 음식  거리

단 : 개, 명

연    도 총 사업체 수 총 종사자 수

2000 1,455 3,215

2005 1,180 2,617

자료: 남원시. 사업체 기 통계 조사. 2006.

표 4-17.  남원시 음식 업 황

구   분
음식  수
(개소)

종업원 수
(명)

소요량(톤) 매출액
(연/억 원)시래기 미꾸라지

계 430 2,950 4,248 1,416 2,196

지역 내(남원) 30 120 216 72 60

지역 외 400 2,830 4,032 1,344 2,136

자료: 남원시청. 내부자료. 2007.

표 4-18.  남원추어탕 음식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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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남원추어요리 의회’가 결성되어 30개의 남원추어탕 음식 이 

가입되어 있다. 의회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통해 남원 추어산업 육

성을 해 의견을 수렴하고, 추어데이 등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2007

년 5월 미꾸라지 생산 농가를 심으로 ‘춘향골남원추어연구회’ 모임을 결

성하 으며, 향후 생산자들의 연구모임과 음식 을 심으로 한 의회를 

연계․통합할 계획이다.

  남원추어탕 음식  이용객들은 수도권이 많은 비 을 차지하고 있고, 경

상도와 인근 주 등지에서 많이 방문하고 있다(연간 약 450만 명). 음식  

이용객들은 버스를 통해 단체로 한루를 비롯한 인근 지를 방문

하면서 남원추어탕을 식사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단 : 명

지 한루
지리산

국립공원
실상사

남원

지

만인

의총
교룡산

혼불

문학
합   계

방문객 1,602,094 1,439,864 30,458 1,076,200 192,245 30,831 146,431 4,518,123

  주: 지 방문객 수는 외국인과 내국인 합계이며, 지리산국립공원 집계는 남원시 부분임.

자료: 지식정보시스템. http://www.tour.go.kr. 2007.

표 4-19.  남원 소재 주요 지의 방문객 황

  남원에는 춘향제, 흥부제, 뱀사골단풍제 등 7개의 지역축제가 열리는데 

춘향제 기간에는 미꾸라지 체험행사를 통해 남원추어탕 요리를 홍보하고 

추어음식 20가지의 경진 회를 진행하고, 출시된 추어탕을 매하 다. 

  남원시는 추어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추어탕을 바탕으로 1

차․2차․3차 산업으로 발 시키기 한 노력을 기울이고자 축산과 산하

에 ‘추어산업계’를 신설․운  이다. 원재료 생산부터 매에서 까

지 연계하여 육성하기 해 연차 으로 생산기반과 가공시설, 추어탕 음식

을 육성할 계획이다. 한 추어데이 등 이벤트 행사를 통해 추어탕 홍보

를 강화하는 략을 수립하고, 추어연구센터의 건립과 통테마마을이 조

성되어 있다. 남원시에서는 남원지역뿐만 아니라 지역 외에서 ‘남원추어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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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 백만 원

축제명
개최

기간
축제의 주 요 내 용

개최

연도

개최

횟수

축제 산

(지원액)

축제

종류

지리산고로쇠

약수제

3. 17 

(1일간)

․산신제, 등산 회 

․고로쇠약수마시기

․고로쇠이고달리기 등

1989 18회

12

(지방비10,

기타2) 특산

춘향제
5.4～5.8

(5일간)

․춘향제향, 춘향선발 회

․춘향국악 , 길놀이

․ 국궁도 회, 통문화

  체험마당, 농악한마당

․ 국시조경창 회 등

1931 76회

804

(지방비600,

국비50,

기타154)

통

민속

바래 철쭉제
5월

(1일간)

․산신제, 노래자랑

․지리산사진 회

․철쭉걷기 회 등

1995 12회

34

(지방비10,

기타24) 특산

화산철쭉제
5월

(1일간)

․산신제

․철쭉따라걷기 

․자연보호, 농악단길놀이

1996 11회

7

(지방비5,

기타2) 특산

황산 첩제
8월15일

(1일간)

․황산 첩기념행사

․황산 첩재  

․투호 회

․E21 장군활쏘기 회 등

1986 21회

17

(지방비10,

기타7)

통

민속

흥부제

9월9일

(음력)

(2일간)

․흥부마을 터울림, 길놀이,

․창극흥부

․농악경연 회

․흥부사랑백일장

․놀부가요제 등

1993 14회
130

(지방비130)

통

민속

뱀사골단풍제
10월말

(1일간)

․산신제, 등산 회

․노래자랑 등
1978 29회

5

(지방비5)
기타

자료: 문화 부 홈페이지. http://www.mct.go.kr. 2007.

표 4-20.  2006년 남원시 지역축제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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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를 쓰는 음식 까지 연계시켜 남원지역에서 생산되는 미꾸라지와 농

산물을 공 하려는 구상을 하고 있다(남원시, 2007).31

  지리 표시제를 등록하고자 했으나 남원추어탕의 경우 농산물품질 리

원에서 취 하지 않으므로 이를 해 해양수산부와 의 이다. 우선 원

료가 확보가 요하므로 국립수산과학원 내수면양식연구소와 공동으로 치

어 생산 연구를 수행 이며, 미꾸라지 양식 농가(1개 작목반 23명)를 육성

하고 있다. 

3.2. 사례업체의 입지 및 경영실태

  향토음식 의 경   운  실태를 악하기 해, 사례로 지정한 춘천

닭갈비, 병천순 , 남원추어탕의 음식업체를 9개소씩, 총 27개 음식 을 조

사하고, 이들 업체의 실태를 비교․분석하기 해 수도권을 심으로 각기 

다른 지역에 치한 3개 품목별 음식업체 61개소를 조사하 다.  

  사례업체의 창업 시기를 보면 체로 1990∼2000년 기간  창업한 업

체가 77.7%로 부분을 차지하 다. 남원추어탕의 경우 70년  이 에 창

업한 업체가 22.2%를 차지하는 데 비해 병천순  음식 은 모두 90년  

이후 창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 을 시작하게 된 동기에서도 남원추어탕과 춘천닭갈비 등 향토음

식업체들은 부모나 친척이 경 하던 업체를 물려받은 경우가 29.6%를 차

지하고 66.7%가 신규창업인 데 비해, 타 지역의 유사업체들은 부모나 친척

이 운 하던 업체를 이어서 하는 경우는 21.4%에 불과하고, 부분

(78.6%)은 신규 창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31 이러한 배경에는 ‘남원추어탕’ 상호를 쓰는 음식  상당수가 남원지역 출신자

라는 것도 작용했다고 보여짐. 서울에 치한 한 추어탕 음식 의 경우 남원지

역 출신으로 극 으로 추어를 이용한 메뉴 개발과 보 에 앞장서 왔고 랜

차이즈를 운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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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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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친척

권유

(21.4%)

<향토음식업체> <타 지역 유사업체>

그림 4-6.  사례연구 업체의 창업 동기

  사례 향토음식업체가 재 장소에 입지 선정을 한 이유로 ‘동종 음식

의 집 (40.7%)’  ‘향토음식의 인지도(29.6%)’가 크게 작용하고, ‘교통 

편리성(7.4%)’은 별로 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타 

지역의 유사업체는 ‘교통의 편리성(37.5%)’을 가장 큰 요인으로 들고, ‘동

종음식  집 (9.8%)’과 ‘향토음식 인지도(3.3%)’는 상 으로 비 이 낮

게 나타났다. 이는 향토음식 이 일정 범 의 지역에 집단 으로 모여 있

고, ‘향토음식’을 인지하고 먹으러 오는 방문객들이 있기에 재의 장소에 

치하게 된 것으로 악되며, 이러한 요인이 결국 향토음식 임을 구별 

짓는 특징으로 연결된다. 반면, 다른 지역에 치하는 유사업체들은 향토

음식의 성격에 따른 요인보다는 일반 외식업체들의 주요 입지 선정 요인인 

교통의 근성을 요하게 생각하고 있어 향토음식업체와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한편, 원료 조달의 용이성은 사례업체만 3.7%로 낮게 나타

나 실제 입지 결정에는 거의 작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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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음식점의 집중 원재료 조달의 유리
향토음식의 인지도 정보 획득 용이
정부 또는 지자체의 지원 교통 편리성

그림 4-7.  사례연구 업체의 입지선정의 이유

  향토음식은 그 지방 고유의 조리방법을 바탕으로 발달해 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사례 향토음식 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조리방법을 개발하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남원추어탕의 경우 시행착오를 통해서 자체 으로 개

발한 경우가 88.9%로 부분을 차지하 고, 춘천닭갈비와 병천순 는 시

행착오를 통해서 자체 으로 개발(55.6%)하거나, 로 내려오는 비법을 

수받는 경우가 각각 33.3%, 44.4%를 차지하고 있었다. 다른 지역의 유

사업체 역시 시행착오를 통해서 자체 으로 개발하는 경우가 47.5%로 높

은 편이나, 기타 항목이 26.2%로 나타났다. 기타를 응답한 업체는 랜차

이즈로 운 하는 곳으로 본사(가맹본부)에서 조리방법을 교육받는 형태로 

운 된다. 랜차이즈는 가입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체로 본사에서 제

시하는 메뉴를 가맹 에서 취사선택하여 조리방법을 교육받고, 새로운 메

뉴 개발 시 교육 는 안내책자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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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로 내려오는 비법 전수 시행착오를 통한 자체 개발
지자체 또는 교육기관의 강습 협의회 회원 간 정보공유
기타

그림 4-8.  사례연구 업체의 조리법 개발방법

  사례 향토음식업체들은 의회를 결성하고 있었는데, 일부를 제외한 

부분 음식업체들이 의회에 가입되어 있다. 의회에 가입한 이유는 춘천

닭갈비 음식업체의 경우 친목도모와 시장동향에 한 정보 교류의 목 이 

각각 37.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 조리법에 한 정보 공유와 재료

의 공동구매를 목 으로 의회에 가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천순  음

식  역시 친목도모와 시장동향에 한 정보 교류의 목 이 각각 33.3%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그 외 조리법에 한 정보 공유와 재료의 공동구매를 

목 으로 의회에 가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원추어탕의 경우는 

친목도모의 목 이 88.9%를 차지하고, 일부 조리법에 한 정보습득이 용

이하다는 목 을 응답하여, 남원추어탕은 나머지 두 지역의 사례업체들과 

의회 가입 성격이 조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원추어탕 음식업

체의 경우 오래 부터 음식 을 경 해왔으므로 이미 조리법에 한 노하

우는 축 되어 있어 정보에 한 교류보다는 단순한 친목도모의 성격이 강

조되고 있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남원시의 주선으로 남원추어탕 음식 이 

주축이 된 남원추어요리 의회와 미꾸라지 생산농가들 심의 춘향골남원

추어연구회 모임이 결성되어 지역축제행사에 추어탕을 주제로 한 이벤트

를 주도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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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의회 가입 이유

  이와 같이 음식 의 창업 시기와 방식, 조리방법 등을 통해서 사례 향토

음식업체와 다른 지역의 유사업체 간 비교해 본바, 어느 정도 차이가 나타

나는데 이는 향토음식의 특징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다면 향토음식업체의 규모는 어느 수 인가? 3개 품목별 사례를 선

정할 때 의회와 담당 공무원의 조언을 받아 매출액과 시설 규모에 따라 

․ ․소로 각각 3개 업체씩 지정하여 조사하 으므로 조사 결과치의 

평균값으로 향토음식업체의 규모를 어느 정도 악할 수 있다. 

  사례 향토음식업체의 평균 건물면 은 159.4㎡로 음식숙박업 평균 139.4

㎡보다 조  컸으며, 건물도 자기소유가 48.1%로 우리나라의 음식숙박업 

평균인 21.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업체의 상시종업원 수는 4명, 

월 매출액은 2,739만 원인 데 비해, 음식숙박업 평균은 각기 2.7명  774만 

원으로 향토음식업체의 규모가 상 으로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향토음식업체의 평균 자본  규모는 8,000만 원, 객실 수는 1.9개, 테이

블은 22개인데, 부분 업체가 입소문 외에 별다른 홍보를 하지 않는다든

지 문조리사를 채용한 업체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에서 근 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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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식을 취하고 있다. 사례업체의 경 실태를 종합해 보면 4명의 종업원

과 자본  8,000만 원으로 월 2,982명의 고객으로부터 2,739만 원의 매출

을 올리고 있다. 품목별로 남원추어탕의 경우 상 으로 자본 과 고객은 

많았지만 종업원과 매출액은 조하다. 춘천닭갈비는 상시종업원이 많은

데, 이는 볶아 먹는 음식의 특성상 즉석 서비스가 음식의 맛과 고객 유치

에 상당한 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구   분 조리장
(㎡)

객실 수
(개)

테이블수
(개)

자본
(만원)

월매출액
(만원)

월고객수
(명)

상시
종업원(명)

춘천닭갈비 18.2 1.5 21.6 8,600 3,077 2,824 4.8

병천순 25.8 1.4 21.8 6,400 2,688 2,744 4.2

남원추어탕 38.1 2.7 22.8 9,000 2,451 3,377 3.1

평      균 27.4 1.9 22.1 8,000 2,739 2,982 4.0

표 4-21.  사례조사업체의 경 실태

3.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지역의 경제   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사례

업체의 규모가 세하고, 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사업체 단 로 새로운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향토음식업체가 지역경제에 미치

는 향을 악하기 해 사업체가 유발한 고용창출 효과와 업체의 소득과 

지출액을 통해 추정하는 방법으로 근하 다.32

32 음식업체에 한 조사의 특성상 매출액과 지출 항목에 한 정확한 자료 수집

에 한계가 있어 체효과 등 보다 정교한 분석을 하지 못함. 다만 이 연구를 

통해 향토음식산업의 육성이 낙후지역의 고용과 소득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 특히 제5장 2 에서 논의한 향토음식의 원부재료를 

지역 농업으로 지 조달할 경우 도시와 농 이 (win-win)할 수 있다는 사

실을 규명한 것은 새로운 발견이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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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조사업체의 경우 평균 4명의 상시종사자와 성수기 3.1명, 비수기 

0.5명의 임시종업원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악되었다<표 4-21>. 따라서 

사례지역 향토음식업체의 체 고용효과는 춘천닭갈비는 1,330명(성수기 

1,136명, 비수기 277명 일용직 별도), 병천순 는 130명(성수기 68명 일용

직), 남원추어탕은 93명(성수기 90명, 비수기 12명 일용직)의 상시고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제  효과는 소득과 지출액  해당 지역에 지출된 부분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매출액에서 지출액을 제외한 소득은 업체당 월평균 641만 8천

원(춘천닭갈비 403만 2천 원, 병천순  566만 3천 원, 남원추어탕 956만 

원)이다. 한편 조사업체의 지출액은 월평균 2,096만 8천 원인데 인건비는 

모두 지역에 귀속되지만 원부재료 지출의 52.5%, 임 료  조세공과 의 

6.2%, 기타 물품구입비 등의 4.5%만 지에 귀속되는 것으로 악되어 업

체당 평균 지역지출액은 1,145만 원(춘천닭갈비 1,425만 원, 병천순  

1,224만 원, 남원추어탕 582만 원) 수 이 되는 것으로 악되었다.

단 : 만 원, %

구        분
춘천닭갈비

( 지지출)

병천순

( 지지출)

남원추어탕

( 지지출)

평    균

( 지지출)

임        561.1 604.4 380 515.1

원부재료구입비 1,494.4(54.6) 1,127.8(53.1) 831.1(49.8) 1,151.1(52.5)

임 료  

조세․공과
517.1(6.9) 285.6(4.5) 155.5(7.2) 319.4(6.2)

기타 물품구입비 200.9(6.5) 103.9(4.9) 46.8(2.2) 117.2(4.5)

총 지출액 2,673.8 2,121.7 1,495 2,096.8

표 4-22.  조사업체의 월평균 지출액과 지지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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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이들 사례지역의 향토업체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소득효과는 직

소득과 비용  지역지출액으로 악할 수 있는데 춘천닭갈비 50억 

6,411만 원, 병천순  5억 128만 원, 남원추어탕 4억 6,140만 원으로 추정

된다. 재 주원료의 상당부분을 외지에서 조달하고 있어서 이를 개선할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단되지만 높

은 원료가격과 지역 내에서 고품질 원료를 안정 으로 확보할 수 있느냐가 

건인 것으로 보인다.



향토음식 특징에 한 소비자 인식33
 제5장

1. 향토음식 사례품목의 특징

1.1. 조리방법

가.  춘천닭갈비

  닭갈비를 조리하는 과정은 먼  양념장을 만들어서 숙성시킨 후, 닭고기

에 양념장을 발라서 재워 둔 뒤, 달군 철 에 닭고기와 양배추․고구마․

깻잎․버섯․ ․피망 등 야채와 가래떡을 넣어 볶아내면 된다. 구체

인 닭갈비의 조리방법은 먼  설탕․카 ․후추 등 분말재료를 간장에 섞

어서 간장양념을 만들고, 여기에 마늘․양 ․생강 등을 갈아서 2차 혼합

을 하고, 마지막으로 고춧가루와 소주 등을 혼합하여 섞어주면 양념장이 

완성된다. 

  그 다음은 양념장을 숙성하는 단계로, 냉장고에 3~5일 정도 양념장을 넣

어두어 숙성시키는데, 이때 업체마다 숙성기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부분 5일을 넘기지 않는다. 이 게 양념장을 숙성하면 각 재료의 맛이 어

33 5장 1   3 은 연구진이 비한 조사표를 기 로 숙명여  한국음식연구원 

한 실․진소연 박사 이 조사, 분석한 자료를 보고서 체제에 맞추어 재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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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념장 제조


2. 양념장 숙성 (냉장고에서 3～5일)


3. 닭고기 1차 양념장 바르기


4. 부재료 비 


5. 조리 비 

그림 5-1.  춘천닭갈비의 조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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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러지게 된다. 카 와 춘장․ 첩․각종 소스 등의 가공식품을 이용하거

나, 소주나 사이다 같은 재료들도 들어가는 등 업체마다 양념의 배합비율

과 재료의 종류가 달라서 음식 맛은 조 씩 차이가 있다. 양념장은 부분 

업체의 주인이 직  만들고, 조리사나 종업원은 부분 이미 숙성된 양념

장을 이용하여 닭갈비를 조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양념장이 

음식맛을 좌우하는 비법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 해서인데 조사 과정에

서도 배합비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음 단계는 생닭에 양념장을 바르고 12~24시간 동안 재워놓아 고기 조

직에 양념이 배어들게 한다. 그리고 닭갈비 이외에 조리하는 데 들어가는 

각종 재료를 씻어서 다듬는 단계로, 양배추․양 ․ 는 굵게 채를 썰고 

고구마도 껍질을 벗겨 굵게 채를 썰어 두고, 떡볶이떡은 미리 손으로 떼어

서 비해 둔다. 주방에서의 조리과정은 여기까지이며, 그 이후 조리하는 

과정은 주문 이후에 이루어진다. 달군 철 에 양념에 재워 둔 닭고기와 썰

어 둔 각종 야채와 가래떡을 넣어 볶아낸다. 닭갈비를 먹은 후 남은 야채

와 양념에 밥 는 국수사리를 넣어 볶아서 먹으면 된다.

나.  병천순

  순 는 시장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 인 순  외에도 지역마다 

풍부하게 생산되는 재료를 이용하여 지역마다 특색 있는 순 가 발달해 왔

다. 오징어가 많이 잡히는 속 는 오징어 몸통에 소를 넣어서 만드는 오징

어순 가 발달해 왔으며, 태백에는 코다리에 속을 넣고 김으로 싼 ‘코다리

순 ’가 유명하다. 장터 음식으로 발달한 병천순 는 직  손으로 순 를 

만들고 다른 지역보다 당면을 게 쓰는 데 비해 양배추․배추․양  등의 

야채를 많이 넣는 것이 특징이다.  

  순 를 만드는 과정은 내장과 창자를 세척한 뒤 뒤집어서 양배추․선

지․당면 등 야채와 양념으로 소를 채워 넣으면 된다.34 구체 인 조리방

34 음식 에서 수제순 를 만들 경우 하루 350㎏(인터뷰 업체의 경우, 4명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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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살펴보면, 먼  창자를 세척하게 되는데, 타 지역의 순 와는 달리 

돼지의 창자부   가장 가늘고 육질이 부드러운 소창을 나무로 뒤집

어가며 여러 번 세척한다. 기계순 는 뒤집지 않고 물로 세척하는 데 비해 

수제순 는 돼지 소창을 소 물로 여러 차례 세척하고 있어 생 이라고 

한다.

  그 다음은 순 에 넣을 소를 만드는 단계로, 배추․ ․고추․마늘 등 

23가지의 야채와 양념을 선지와 함께 비벼서 만들어 낸다. 그리고 나서 깔

기를 이용하여 수작업 방식으로 일일이 소창에 소를 다져 넣으면 순 가 

완성된다. 만들어진 순 는 바로 냉동시키고 사용할 만큼만 소 물에 삶아

내고, 순 국밥으로 먹을 경우 돼지 사골로 우려낸 국물에 넣고 끓여서 먹

으면 된다. 한 병천순 는 돼지피(선지)를 첨가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모

든 업체가 순 를 만든 후 바로 냉동하여 보 하고 있다. 반드시 숙성을 

시켜 식힌 후 바로 냉동하여야 연한 맛을 느낄 수 있으며 냉동기간은 보통 

3～4일을 넘기지 않고 있다.

  아직까지 조리방법이 정확히 표 화되어 있지는 않아 업체 나름 로 바

가지나 용기로 배합비를 맞추고 있으며, 수(數) 인 표 화는 아직 미흡한 

상태 다. 

  병천순 의 조리방법상의 특징은 양념과 채소, 선지를 많이 사용하며 모

든 순  제조과정을 손으로(수제) 작업한다. 다만, 집집마다 양념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씩 맛에 차이가 있다. 양념은 모두 주인이 직  배합하여 만들

고 순 를 창자에 넣는 것만 일용직 아주머니들이 4명씩 조를 이루어 업체

마다 돌아가면서 일하고 있다. 기계를 이용하여 순 를 만들 경우 수분이 

모자라서 맛이 뻑뻑하고, 부드럽지 않다. 이들은 손으로 순 를 만들어야 

내장을 깨끗하게 씻어 잡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정도 만들고 있으나 기계로 작업할 경우 하루 1,000㎏ 정도를 만들 수 있어 양

에서 한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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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자 세척

  

나무를 이용해서 뒤집어 가며 소 물로 여러 번 세척하여 비함.


2. 순  소 비

 

양배추, 선지, 당면 등과 양념을 넣어 소를 만듦


3. 창자에 순  소 넣기     

 깔 기를 이용하여 손으로 창자에 소를 넣음
→ 완성된 순 는 바로 냉동시키고 사용할 만큼만 소 물에 삶아냄

그림 5-2.  병천순 의 조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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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남원추어탕

  남원추어탕은 째 곱게 간 미꾸라지에 들깨가루와 된장을 풀어 넣고 각

종 양념과 시래기를 곁들여 끓여 낸 것이다. 계 에 따라 지리산과 남원 

일 에서 나는 고구마 기․토란 기․고사리 등을 넣기도 한다. 

  남부지방은 따뜻한 기후 조건 속에서 미꾸라지가 자라기 때문에 가 단

단하고 크기가 커서 통째로 먹기 불편하므로 미꾸라지를 갈아서 끓여 냈던 

것이 라도 는 경상도식 추어탕인 반면, 추운 북부지방에서는 미꾸라지 

크기가 작아서 통미꾸라지를 넣고 끓여 먹었는데, 이러한 통이 바로 서

울 는 강원도식 추어탕이다. 즉 경상도식 추어탕은 미꾸라지를 삶아 곱

게 으깨어 배추 등 푸성귀를 넣고 담백하게 끓여 내고, 라도식 추어탕은 

국물에 된장과 들깨 등을 넣어 구수한 맛을 내고 우거지를 듬뿍 넣어 끓여 

낸다. 강원도식 추어탕은 미꾸라지를 통째로 넣고 고추장을 풀어 뻘겋게 

요리하고, 서울식 추어탕은 미꾸라지를 많이 넣지 않고 사골 육수에 토란

․두부․유부․버섯을 넣어 끓인다. 이와 같이 지방마다 재료의 종류와 

특징이 다르고, 이에 따라 추어탕을 조리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남원지역의 추어탕은 미꾸라지와 시래기를 주재료로 하고 들깨와 고춧

가루, 된장 등을 사용하여 기본 인 추어탕 조리법과 같았으나 업체마다 

나름의 시행착오를 거쳐 각각 독특한 맛의 차이를 내고 있다. 

  추어탕을 만들기 해서는 먼  미꾸라지의 해감을 빼야 하는데 보통 

3~7일 물갈이를 하여 내장을 비워야 한다. 부분 업체는 미꾸라지를 구입

한 후에 큰 통에 미꾸라지를 넣고 물을 갈아주면서 해감을 뺀다. 조리법을 

표 화시킨 추어탕 업체의 경우에는 수집상에게 받은 자연산 미꾸라지를 

사용하여 자체 냉장 수족 을 통해 미꾸라지의 크기를 분류하고 5일 정도 

두어 이물질을 제거한다.  

  이때 반드시 살아 있는 미꾸라지를 사용해야 해감을 뺄 수 있으며, 깨끗

이 해감을 빼야 추어탕에서 비린내가 나지 않는다. 해감이 빠지면 물이 오

염되므로, 보통 하루에 1~2회 깨끗한 물로 갈아주고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

는 물을 더 자주 갈아주어야 한다. 다른 지역 추어탕 업체의 경우 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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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꾸라지 해감 빼고 삶기

남원추어탕의 미꾸라지 삶은 미꾸라지의 를 제거하는 모습


2. 시래기  비

말려놓은 시래기를 미리 삶아서 물에 불려 깨끗이 씻어 놓음(하루 ) 


3. 추어탕 끓이기

그림 5-3.  남원추어탕의 조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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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냉동으로 수입되는 갈아놓는 미꾸라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냉동 미꾸라지는 해감을 빼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므로 비린 맛이 나

게 되어 품질이 하된다. 

  이 게 깨끗이 해감을 뺀 미꾸라지는 소 물에 넣어 기 시킨 다음 끓는 

물에 푹 삶아놓는다. 삶아낸 미꾸라지는 채반을 이용하여 와 살을 손으

로 직  발라 를 제거하는데 최근에는 삶은 미꾸라지를 통째로 기계에 

가는 업체도 있다. 부분의 남원지역 추어탕 음식업체들은 손으로 직  

미꾸라지의 를 발라 추어탕을 끓이고 있다.  

  미꾸라지 비가 끝나면 들깨를 돌확에 갈아 시래기․된장․고춧가루 

양념장을 넣고 끓이다가 미꾸라지를 넣어 추어탕을 완성한다. 업체에서는 

매일 새벽 하루에 필요한 양만큼 추어탕 국물을 한꺼번에 끓여 놓고 주문

이 들어오면 뚝배기에 시래기와 국물을 넣어 끓여낸다. 남원지역에서는 특

히 ‘젠피’ 는 ‘ 피’라는 향신료를 요시하는데 추어탕을 먹을 때 손님

들의 취향에 따라 넣어 먹도록 배려하고 있다. 

1.2. 원부재료

가.  춘천닭갈비

  닭갈비를 조리하는 데 쓰이는 주재료는 닭다리 살과 고구마가 있고, 그 

외 부재료로 상추․깻잎․고추․마늘 등 야채류, 양념류로 양 , 고춧가루, 

간장 등이 쓰인다. 사례 향토음식업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주요 재료인 

닭고기는 월평균 1,725.5kg을 사용하고, 모두 국내산 생닭을 닭갈비 식자

재 유통업체를 통해 구매한다고 응답하 으나 실제로 많은 업체에서 수입

육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춘천시, 2007). 과거에는 춘천의 양계 

농가들이 춘천에 소재한 도계장을 이용하 으나, 90년  후반부터  없는 

닭갈비가 생겨나면서 닭다리 사잇살을 떠서 부분육만을 사용하므로 하

림․마니커 등의 제품을 이용하게 되었다. 최근 ‘춘천닭갈비’라는 향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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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보존하고 발 시키기 한 노력으로 연구회를 결성하여 춘천에서 생

산된 닭의 도계시설을 갖추고 ‘생산-가공-유통- 매’ 단계까지 체계 으로 

품질을 리하도록 추진 에 있다. 반면, 다른 지역 유사업체의 경우, 닭

고기는 국내산을 모두 쓰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맹 (franchisee)인 경우 

본사에서 납품받고 있고, 한 군데 업체에서는 반 조리된 형태로 공 받고 

있었다.35

  그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재료인 은 사례 향토음식업체에서 월평균 

252.5kg을 사용하고 있고, 강원도 춘천과 홍천, 라도에서 생산되어 부

분 정미소를 통해 공 받거나 일부 강원도에서 직  농사를 사용하고 있었

다. 고구마는 월평균 234.1kg을 사용하고 있었고, 여주․나주․해남 등지

에서 생산한 국내산을 이용하 으며, 그 외 상추․깻잎․고추․마늘과 같

은 채소류는 춘천시에 소재한 야채나라, 춘천상회 등 야채 문 도소매업

체를 통해 공 받고 있었는데 춘천지역에서 생산되거나 국내산을 쓰고 있

으며 직  농사를 지어 채소류를 조달하는 업체도 일부 있었다.36

구  분 재료명 춘천닭갈비 업체 타 지역 닭갈비 업체 

주재료 

닭다리
충청도, 라도,
그 외 국내산 

경기도, 강원도, 라도, 
경상도 등

고구마
여주, 나주, 해남, 
그 외 국내산 

국내산 

부재료 

상추 춘천, 국내산 국내산

깻잎 춘천, 국내산 국내산

고추 춘천, 국내산 국내산

마늘  강원도, 충청도, 국내산 국내산

표 5-1.  춘천지역과 타 지역 닭갈비재료의 산지 비교

자료: 닭갈비업체 29개 조사 결과 

35 조사한 다른 지역의 닭갈비 업체  65%가 랜차이즈 형태로 운 되고 있었음.
36 춘천에 소재한 닭갈비 업체들은 각 업체별로 오랫동안 거래해 온 야채 문 도

소매업체를 통해 구매하고 있으나, 시장 여건에 따라 야채류의 조달지역이 변

동되며, 원산지에 해서는 국내산 정도로 악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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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다른 지역 유사업체의 경우에는 닭갈비를 조리하는 데 쓰이는 각

종 야채류는 가락시장이나 하나로마트를 통해 구매하지만 가맹 인 경우 

본사에서 납품받고 있었다. 하지만 정확한 원부재료의 산지에 해서는 사

업자 스스로도 정확하게 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병천순

  병천순 를 만드는 데 쓰이는 주재료는 돼지창자, 돼지 사골, 선지, 양배

추, 양 , 부추 등 각종 야채와 당면, 갖은 양념 등이 있다. 이러한 재료를 

조달받아 병천순  음식 에서 직  양념 간을 하고 손으로 순 를 빚고 

있다. 순  조리 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재료는 양배추로 월평균 2,682kg

이 사용되고 있어 병천순 가 다른 지역 순 와 달리 양배추류를 많이 쓴

다는 특징이 드러났다. 양배추는 천안시에 소재한 하나로마트․형제마트 

등에서 구입하고 있는데 지역 내 농산물을 직거래 형태로 공 받지는 않고 

있다. 다른 지역의 순  음식  역시 인근 하나로마트, 농수산물시장, 재래

시장 등지에서 구입하고 있었다. 

  사례 향토음식 에서 순 를 만드는 주재료인 돼지창자․선지․돼지 머

릿고기 등은 과거 사조산업을 통해 공 받았으나, 지리 으로 더 가까운 곳

에 한국냉장(주)37이 생기면서 여기서 납품받는 곳이 증가하여, 재 사조산

업에서 공 받는 곳이 22.2%, 한국냉장(주)에서 공 받는 곳이 66.6%를 차

지하고 있다. 월평균 돼지창자는 1,060kg, 선지 550kg, 돼지 머릿고기 

289kg을 각기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도살장이 있던 아우내 장터

에서 쉽게 구할 수 있던 돼지창자를 이용해서 순 를 만들어 매했으나 주

변 여건의 변화에 따라 도살장이 사라지고 한국냉장(주)과 같은 문업체로

부터 을 지불하고 사와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다른 지역의 순  음식

은 인근 시장에서 원부재료를 구입하는 경우가 부분이었으며, 이들 조

사업체  20%를 차지하는 가맹 에서는 본사에서 만들어진 순 를 직  

37 한국냉장(주) 공장은 충북 청원군 오창면에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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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받고 있다.

  그 외 순 를 만드는 데 부재료로 쓰이는 부추․당면․깨 등은 주로 인

근 형제마트, 청주 청과물시장 등지에서 구매하는 반면, 다른 지역 순 업

체는 국내산 는 국산을 인근 시장을 통해 구매하고 있다. 다만, 찹 의 

경우 병천지역의 순 업체에서는 모두 천안에서 생산된 것을 사용한다고 응

답하 으며, 다른 지역 순 업체에서는 국산을 사용한다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 

구  분 재료명 병천 순  업체 타 지역 순  업체 

주재료 

돼지창자
(소창)

사조산업, 한국냉장(주)
놀부축산

안양 앙시장, 

남문시장, 

인천농수산물센터, 

마장동 우시장

선지 상동 상동

돼지 머릿고기 상동 상동

부재료 

찹 천안산 국내산, 국산

당면 국내산, 국산 국내산, 국산

마늘 국내산 국내산 

표 5-2.  병천지역과 타 지역 순 재료의 산지 비교

자료: 순 업체 29개 조사 결과

다.  남원추어탕

  추어탕은 곱게 간 미꾸라지에 들깨가루와 된장을 풀어 넣고 각종 양념과 

시래기를 곁들여 끓이는 음식으로 계 과 지역에 따라 미꾸라지를 갈거나 

통째로 넣는 방법, 그리고 첨가하는 시래기의 종류에 차이가 있다. 남원은 

지리산과 섬진강을 끼고 있어 퇴 층이 풍부하여 미꾸라지가 서식하기에 

좋은 조건이며, 지리산에서 나는 고랭지 우거지가 풍부하여 손쉽게 추어탕

을 끓여 먹어 오면서 ‘남원추어탕’이 발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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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어탕을 만드는 주재료인 미꾸라지는 사례연구 추어탕 음식업체의 경

우 월평균 1,611kg을 사용하고 있다. 남원․정읍 등 섬진강을 심으로 채

집하여 수집상을 통해 구입하거나 남원시 보 면에 치한 양식장에서 공

받고 있다. 업체별로 양식, 자연산, 는 양식산과 자연산을 섞어서 사용

하고 있어 같은 남원추어탕이라 할지라도 업체별로 미꾸라지 공 에 있어 

차이가 나타났다. 재 남원시에는 2,000톤 정도 자연산을 채취하여 소규

모 수집상을 통해 거래되고 있으나 양이 부족한 실정이며,38 국산 미꾸

라지 치어를 수입하여 남원시에 10개의 미꾸라지 양식장(보 면 5개소, 

산면 2개소, 수지면 2개소, 아 면 1개소)에서 양식하고 있으나, 국산 치

어 수입이 어려워지고 가격이 상승하자 미꾸라지 공 에 어려움을 겪고 있

다. 반면, 다른 지역의 추어탕업체는 상당수가 강원도 원주와 군산, 북 

정읍, 부안의 양식장에서 미꾸라지를 구입한다고 하 고, 그 외 노량진에

서 국산을 구입하거나 아  정확한 산지 악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

다. 타 지역의 조사업체  가맹 들은 본 에서 미꾸라지를 공 받는데, 

남원에서 공동구매하거나, 국산 미꾸라지를 공 받는 경우 는 미꾸라

지를 갈아서 납품받는 등 본 의 운  지침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공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39

  남원추어탕을 만드는 데 가장 많이 쓰이는 재료인 시래기는 사례 추어탕 

음식업체의 경우 월평균 2,907kg을 사용하고 있었다. 지리산․남원․곡성 

등 인근 지역에서 직  농사를 지어 조달하는 업체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그 밖에 지역 내 농산물시장을 통해 남원에서 생산된 시래기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그 외 마늘․ ․들깨․청양고추 등 채소류 역시 직  

농사를 짓거나 남원에 있는 농산물시장에서 구매하고 있었다. 반면, 다른 

지역의 추어탕 업체는 시래기를 비롯한 채소류는 정확한 산지를 알 수 없

었고, 농수산물시장․가락시장․하나로마트․도매시장 등을 통해 구매하

거나 가맹 의 경우 본 에서 공 받고 있었다. 

38 미꾸라지 채집이 쉽지 않고 단가도 높아 실제로 사용하는 업소는 국 으로 

1%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남원에 있는 양식업자는 밝히고 있음.
39 조사한 다른 지역의 추어탕 업체  23.8%가 랜차이즈 형태로 운 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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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재료명 남원추어탕 업체 타 지역 추어탕 업체 

주재료 
미꾸라지

라도(남원, 정읍) 채취
남원의 양식장

남원, 정읍, 군산, 부안, 
원주, 국

시래기 남원, 곡성 국내산

부재료 

마늘 남원, 곡성 국내산

남원, 곡성 국내산

고춧가루 남원, 곡성 국내산

표 5-3.  남원지역과 타 지역 추어탕 재료의 산지 비교

자료: 추어탕업체 29개 조사 결과

1.3. 상차림 

가.  춘천닭갈비

  닭갈비 음식 의 상차림에서는 춘천과 다른 지역 간의 차이 이 많았는

데 반찬의 종류와 양에 많은 차이가 있었다. 춘천지역의 모든 닭갈비 업체

는 물김치와 상추, 깻잎으로 반찬이 통일되어 있었다. 반면 다른 지역의 닭

갈비음식업체의 경우에는 반찬의 수와 양이 훨씬 많고 상차림의 구성이 다

양하 다. 이는 춘천 닭갈비업체의 개선 과제로 지 과 같은 상차림 구성

으로는 소비자들의 다양한 기호를 충족시키기 어려워 보인다. 

  한 모든 업체가 철 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부분의 음식 에서는 철

이 무겁다는 이유로 철  세척을 테이블에서 행주로 닦고 있다. 이는 

생상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철  주 에 든 때가 어붙은 경우가 많았

다. 이러한 문제 을 인식하고 여러 가지 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춘천닭

갈비 음식업체 에서 일부는 수정으로 만든 불 을 사용하거나, 도  

불 을 사용하여 시커멓고 더러운 불 의 이미지를 벗고자 노력하고 있다.  

재 철 에 볶는 형식의 단조로운 조리방법에서 벗어나 석쇠에 얹어 숯불

에 굽는 요리방법이 차 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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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닭갈비 업체> <타 지역 닭갈비 업체>

상차림: 닭갈비, 상추, 마늘, 소스, 동치미  

식  기: 멜라민

상차림: 호박나물, 배추김치, 미역냉국

식  기: 멜라민

그림 5-4.  춘천닭갈비의 상차림 비교

나.  병천순

  순  음식 의 상차림을 보면, 병천과 다른 지역 간에 큰 차이 은 없었

다. 타 지역의 순 음식 이 병천지역에 비해 반찬의 양과 종류가 조  더 

<병천순  업체> <타 지역 순  업체>

상차림: 깍두기, 풋고추, 부추, 배추김치, 새우젓 

식 기: 멜라민

상차림: 무채무침, 고추, 깍두기, 새우젓, 된장 

식 기: 멜라민

그림 5-5.  병천순 의 상차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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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기는 하 으나 큰 차이로 간주하기는 어려웠다. 식기의 경우도 두 

지역 모두 주로 멜라민 그릇을 사용하 고, 순댓국은 뚝배기를 사용하

다. 순 의 경우는 반찬의 종류나 양보다는 순  그 자체의 맛과 특징이 

병천순 의 차별성이라 할 수 있겠다. 

다.  남원추어탕

  추어탕 음식  상차림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남원지역이 훨씬 우수하

다. 즉 남원지역에서 조사한 모든 업체에서 반찬의 재료와 종류가 매우 다

양하 으나 다른 지역 추어탕 업체의 경우 거의 부분 생부추와 김치류가 

부 다. 한 식기는 부분 멜라민이나 스테인리스 스틸 그릇을 사용하

고 추어탕은 뚝배기에 담겨져 나온다. 남원지역의 경우에는 도자기그릇을 

사용하는 업체도 있었으며 남원지역의 특산품인 남원목기를 사용하는 곳

도 있었다. 목기를 사용할 경우 기 투자비용은 많이 들지만 음식의 담음

<남원추어탕 업체> <타 지역 추어탕 업체>

상차림: 생부추, 콩나물, 마늘장아 , 깻

잎, 토란 , 묵무침, 도라지, 겉

이, 어묵볶음       

식  기: 멜라민

상차림: 부추김치, 배추김치, 깍두기, 오

징어젓, 청양고추

식  기: 멜라민

그림 5-6.  남원추어탕의 상차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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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가 고 스럽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도자기에 비해 가볍고 깨지지 않아 

다루기에 훨씬 용이하다고 한다. 남원목기가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

워  사라져 가고 있으나 추어탕 음식업체에서 이를 극 활용하면 추

어탕 상차림이 보기 좋아질 뿐만 아니라 지역의 표 향토산업인 남원목기

와 남원추어탕이 상생하는 효과를 릴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2. 사례품목에 한 소비자 반응분석

2.1. 춘천닭갈비

가.  향토음식 소비 행태

  춘천닭갈비에 한 정보 입수는 친구나 친지 등 주 의 권유나 추천이 

64%로 가장 많고, 그 외 TV․라디오 등 방송매체 16%, 신문․잡지 고 

3.5%, 여행사 2.5%, 인터넷검색 2% 순으로 나타났다. 부분의 춘천닭갈

비 음식 이 세하여 홍보비용을 들여서 언론매체에 고를 하기는 어렵

다. 다만 웰빙과 향토음식에 한 심 증가로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통해 소개되는 경우가 많아졌고, 주변 친구나 친지 등 입소문을 통한 홍보

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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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2.5%)

인터넷 검색
(2%)

주위 권유 또는
추천(64%)

기타(12%)

TV, 라디오 방
송 등 언론매체

(16%)
신문, 잡지 등
광고(3.5%)

그림 5-7.  춘천닭갈비 소비자들의 정보입수 방식

  춘천닭갈비를 먹으러 올 때는 혼자 오는 경우는 1.5%로 아주 은 반면, 

가족 는 친척(46.8%), 친구 는 애인(30.5%), 직장 동료(16.7%)와 동행

하는 순으로 나타나, 부분 구와 같이 방문하는 나타났다. 이는 술안주

를 겸할 수 있는 음식의 특징 이외에도 춘천은 서울  수도권과 가까워 

춘천 는 인근 강원도 등지로 할 경우 들러서 먹고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40  

혼자(1.5%)

친구 또는 애인

(30.5%)

직장동료(16.7%)
가족 또는 친척

(46.8%)

기타(4.4%)

그림 5-8.  춘천닭갈비 소비자들의 동행 여부

40 강원도 화천 ‘산천어축제’ 기간에 춘천닭갈비 소비량이 증가했는데, 이는 화천

을 오가는 에 잠시 춘천에 들러 식사를 하고 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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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시기는 주말이 63.6%로 부분을 차지하고, 평일이 25.4%, 그 지

역축제 시 0.6%로 나타났다. 춘천시는 다양한 지역축제가 열리고 있는 데 

반해 축제로 인한 방문객 증가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이라 볼 수 있다. 따라

서 춘천닭갈비 손님은 주로 수도권과 가깝고 강원도 인근 지를 방문하

는 결 지로서 춘천이 가진 입지  특징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평일(25.4%)

기타

(10.4%)

주말(63.6%)

지역축제시(0.6%)

그림 5-9.  춘천닭갈비 소비자들의 방문시기

  춘천닭갈비 음식 을 방문한 횟수를 보면, 처음 방문한 경우가 20.8%를 

차지하고, 79.2%가 재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11회 이상 방문한 

경우가 34.7%나 차지하고 있어 재방문율이 상당히 높다. 한 응답자  

76.8%가 재방문 의사를 밝히고 있어 방문객들의 기호를 지속 으로 악

하여 방문객들을 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단된다. 

20.8

25.2

10.9
8.4

34.7

0

5

10

15

20

25

30

35

40

처음 방문 2~3회 방문 4~5회 방문 6~10회 방문  11회 이상 방문

(%)

그림 5-10.  춘천닭갈비 소비자들의 방문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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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6.4

16.3

24.6

52.2

0

10

20

30

40

50

60

전 혀  없 음 거 의  없 음   보 통   약 간  있 음 매 우  있 음

(%)

그림 5-11.  춘천닭갈비 소비자들의 재방문 의사

  방문객들에게 춘천닭갈비 음식 을 찾는 이유를 문의한 결과, ‘지역(음

식 )의 독특한 비법으로 차별화된 맛이 있다(54.8%)’는 응답이 가장 많고, 

‘인근 지를 방문하면서(23.6%)’, ‘값이 렴하고 먹기 편해서(11.6%)’, 

그 밖에 건강식이거나 옛것에 한 향수 때문에 찾아온다는 응답자도 있었

다. 이 게 볼 때, 방문객들은 춘천닭갈비의 차별화된 맛을 보기 해 오거

나, 인근 방문지를 찾아오면서 찾고 있어서 춘천닭갈비 맛에 한 지속

인 품질 리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지와의 연계 방안을 모색할 필

요가 있다.

54.8

23.6

11.6

0.5

3

6.5

0 10 20 30 40 50 60

식당(지역)만의 독특한 비법으로 차별화된 맛

인근 관광지 방문시 찾아옴

저렴하고 먹기 간편해서

건강식이어서

옛 것에 대한 그리움

기타

(%)

그림 5-12.  춘천닭갈비 소비자들의 지역향토음식  방문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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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비자의 향토음식 선호도 분석

  소비자들의 향토음식에 한 선호도를 분석하기 해 컨조인트 분석모

형에 의해 음식의 속성(재료, 조리방법, 가격, 품질인증)별 요도를 악

하고 각 속성 수 들의 선호도를 나타내는 효용을 측정하 다. 컨조인트 

분석은 상품이나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속성에 해 소비자(고객)들이 부

여하는 효용(utility)을 추정하여 그 소비자(고객)가 어떠한 상품을 선택할 

것인지를 측하는 데 사용하는 분석 기법이다(박찬수, 1994).

  3개 품목별로 각각에 해 4가지 속성과 각 속성별 수 을 조합하여 

24(3×2×2×2)개의 로 일이 만들어지나 응답시간의 지체로 인한 무성한 

응답을 이기 해 부분요인설계(fractional factorial design)를 이용하여 

로 일 수를 8개로 압축하여 선호도를 평가하 다. 피어슨계수

(Pearson's R)와 달 타우(Kendall's tau)의 통계량에 따라 조사 결과에 

한 컨조인트 모형의 합성은 인정되었다. 

속     성 속성수 부분가치 상  요도

춘천닭
갈비

재료

지역산 0.3264

40.78국내산 1.1806

수입산 -0.5069

조리방법
비표 화 -0.3490

15.53
표 화 0.3490

가격
7,000원 -1.7292

26.51
8,500원 -3.4583

품질인증
있음 -1.0521

17.18
없음 -2.1042

Pearson's R=0.995 (Sig=0.0000)

Kendall's tau=0.857(Sig=0.0015)

CONSTANT 8.5903

표 5-4.  춘천닭갈비의 속성수 별 선호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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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조인트 모형에 따라 음식(닭갈비) 선택 속성의 상  요도를 분석

한 결과, 춘천닭갈비를 선택할 때 소비자(방문객)들은 재료(40.78%)를 가

장 요하게 여기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가격(26.51%), 품질인증

(17.18%), 조리방법(15.53%) 순이었다. 

  속성별 수 을 비교해 보면 재료는 국내산을, 가격은 7,000원 를, 조리

방법은 표 화된 방식으로, 품질인증이 있는 닭갈비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

타나, 상과는 달리 소비자들은 춘천닭갈비 선택 시 지역산 원료에 한 

선호 인식은 그 게 높지 않다고 단된다. 

2.2. 병천순대

가.  향토음식 소비 행태

  병천순  음식 에 한 정보는 친구나 친지 등 주 의 권유나 추천

(60.5%)으로 입수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TV․라디오 등 방송

매체(15.5%)를 통해서 얻거나, 신문․잡지 고(11.6%), 인터넷검색(5.6%) 

여행사(3.4%) 순으로 입수하고 있다. 병천순  음식  역시 앞서 살펴본

인 터 넷  검 색

( 5.6%)

신 문 , 잡 지  등
 광 고 (11.6%)

TV , 라 디 오  방 송

등  언 론 매 체

(15.5%)

기 타

(3.4%)여 행 사 (3.4%)

주 위  권 유  또 는

추 천 (60.5%)

그림 5-13.  병천순  소비자들의 정보입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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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닭갈비 음식 과 마찬가지로 친구나 친지의 추천을 통한 입소문에 

다수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병천순 를 먹으러 올 때는 혼자 오는 경우는 9.6%로 많지 않고, 부분 

가족 는 친척(36.8%), 직장 동료(31%), 친구 는 애인(22.6%)과 동행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서 살펴본 춘천닭갈비의 경우 혼자 방문하는 경

우가 1.5%인 데 반해, 병천순 (9.6%)는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간편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식사로써 순 음식이 가지는 특징 때문으로 여겨

진다. 그리고 직장 동료와의 방문 역시 병천순  음식 이 춘천닭갈비 음

식 (16.7%)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난 것은 병천면 인근에 연수원이 많

이 입지하고 있다는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단된다. 

혼자(9.6%)

친구 또는 애인

(22.6%)

직장동료(31%)

가족 또는 친척

(36.8%)

그림 5-14.  병천순  소비자들의 동행 여부

  방문시기는 평일이 60.5%로 부분을 차지하고, 주말이 32.2%, 그 지역

축제 시 3.9%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춘천닭갈비 음식 의 방문시기와

는 달리 주말보다는 평일 방문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하철이 천안까

지 연장 개통되면서 무임승차가 가능한 노년층들이 천안으로 시티 투어를 

겸해서 병천순 를 심으로 먹고 가는 경우가 많은 것에서 연유하며, 

한 지리 으로 인근에 다수의 기업 연수원 등이 치하고 있어 직장인들도 

상당수 방문하고 있다는 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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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3.3%)
지역축제시

(3.9%)

주말(32.2%)
평일

(60.5%)

그림 5-15.  병천순  소비자들의 방문시기

  병천순  음식 을 방문한 횟수를 보면, 처음 방문한 경우가 38.9%를 

차지하고, 61.1%가 재방문한 것으로 나타나, 재방문율이 높은 편이다. 하

지만 앞에서 살펴본 춘천닭갈비 음식 의 재방문율(79.2%)보다는 낮게 나

타났다. 응답자  74.9%가 재방문 의사를 밝히고 있어 재 향토음식에 

한 만족은 높은 편으로 추정되나, 이를 꾸 히 이어가기 해서는 방문

객들의 선호 요인을 악하여 메뉴를 개발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것

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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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6.  병천순  소비자들의 방문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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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7.  병천순  소비자들의 재방문 의사

  방문객들이 병천순  음식 을 찾는 이유로 ‘지역(음식 )의 독특한 비

법으로 차별화된 맛이 있다’는 응답이 33%로 가장 많고, 인근 지를 방

문하면서 찾아오는 경우가 25.8%, 값이 렴하고 먹기 편해서 찾아오는 경

우가 19.7% 순으로 응답하 다. 그 밖에 옛것에 한 향수와 건강식이기 

때문에 찾아온다는 응답자도 있었다. 이 게 볼 때, 앞서 살펴본 춘천닭갈

비 음식 의 경우 춘천닭갈비의 차별화된 맛을 보기 해 방문했다는 응답

(54.8%)이 상당히 높은 반면, 병천순 를 찾는 방문객들은 차별화된 맛과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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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지역)만의 독특한 비법으로 차별화된 맛

인근 관광지 방문시 찾아옴

저렴하고 먹기 간편해서

건강식이어서

옛 것에 대한 그리움

기타

(%)

그림 5-18.  병천순  소비자들의 지역향토음식  방문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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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지 방문  렴하고 먹기 편리하기 때문에 찾아온다는 이유가 

비교  높게 나타나, 둘 다 향토음식의 맛을 추구하지만 병천순  음식이 

으로 렴한 식사 음식으로 소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소비자들의 향토음식 선호도 분석

  소비자들의 향토음식에 한 선호도를 분석하기 해 병천순 에 해

서도 컨조인트 분석모형에 의해 음식의 속성(재료, 조리방법, 가격, 품질인

증)별 요도를 악하고 각 속성 수 들의 선호도를 나타내는 효용을 측

정하 다. 춘천닭갈비와 동일한 속성에 한 속성별 수 을 조합하여 8개 

로 일에 한 선호도를 평가하 는데, 다만 음식별 가격차이가 있어 그 

부분만 조정하여 평가하도록 하 다. 

  컨조인트 모형에 따라 음식(병천순 ) 선택 속성의 상  요도를 분

석한 결과, 병천순 를 선택할 때 소비자(방문객)들은 재료(40.84%)를 가

장 요하게 여기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가격(27.47%), 품질인증(17.50%), 

조리방법(14.19%) 순으로, 춘천닭갈비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속          성 속성수 부분가치 상  요도

병천
순

재료

지역산 -0.1242

40.84국내산 1.0082

수입산 -0.8840

조리방법
비표 화 -0.0270

14.19
표 화 0.0270

가격
7,500원 -1.4804

27.47
9,500원 -2.9608

품질인증
있음 -0.3775

17.50
없음 -0.7549

Pearson's R=0.937 (Sig=0.0003)

Kendall's tau=0.857 (Sig=0.0015)

CONSTANT 7.3178

표 5-5.  병천순 의 속성수 별 선호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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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성별 수 을 비교해보면, 재료는 국내산을, 가격은 7,500원 를, 조리

방법은 표 화된 방식으로, 품질인증이 있는 병천순 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은 병천순 를 선택할 때 재료 자체가 지역산인지 여부에 

한 인식은 그리 높지 않다고 단된다. 

2.3. 남원추어탕

가.  향토음식 소비 행태

  남원추어탕 음식 에 한 정보는 친구나 친지 등 주 의 권유나 추천

(58.9%)을 통해서 얻는 경우가 가장 많고, 그 외 TV․라디오 등 방송매체 

(17%), 신문․잡지 고(11.2%), 인터넷검색(5%), 여행사(2.5%) 순으로 얻

고 있었다. 이는 부분의 남원추어탕 음식 이 세하여 홍보를 한 비

용 부담이 어렵기 때문에 주변 친구나 친지를 통한 입소문에 의존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주위 권유 또는

추천(58.9%)

여행사

(2.5%)

기타

(5.4%)
TV , 라디오 방송

등 언론매체

(17%)

인터넷 검색

(5%)

신문, 잡지 등 지

면 광고(11.2%)

그림 5-19.  남원추어탕 소비자들의 정보입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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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추어탕을 먹으러 올 때는 가족 는 친척과 함께 오는 경우(53.1%)

가 가장 많았고, 친구 는 애인(20.3%), 직장 동료(14.5%)와 동행하는 순

으로 나타나, 부분 동행자와 함께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자 오는 

경우는 10.8%로 낮은 순 이지만 앞에서 살펴봤던 춘천닭갈비(1.5%)에 비

하면 높게 나타난 것은 식사 음식으로서의 추어탕 요리의 특징 때문인 것

으로 이해된다. 

직장동료

(14.5%)

기타(1.2%)

혼자

(10.8%)

친구 또는 애인

(20.3%)
가족 또는 친척

(53.1%)

그림 5-20.  남원추어탕 소비자들의 동행 여부

  방문시기는 평일이 53.5%로 가장 많이 방문하며, 그 다음으로 주말이 

35.5%인 반면, 지역축제 시 방문은 1%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는 비교

 렴하고 손쉽게 먹을 수 있는 추어탕 음식의 특징으로 평일 방문객이 

높게 나타나며, 남원지역은 남원 한루를 비롯한 남원시의 지, 지리

산과 인근에 거리가 많아 노년층․주부․학생들의 평일 단체 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126  향토음식 특징에 한 소비자 인식

평 일 ( 53.5% )
주 말 ( 35.9% )

지 역 축 제 시 ( 1% )
기 타 ( 9.6% )

그림 5-21.  남원추어탕 소비자들의 방문시기

  남원추어탕 음식 을 방문한 횟수를 보면, 처음 방문한 경우가 40.4%를 

차지하고, 59.6%가 재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원추어탕 음식 은 2~3

회 방문한 경우가 35.8%로 나타난 반면, 4회 이상은 23.8% 정도로 재방문

율은 앞서 살펴본 춘천닭갈비, 병천순  음식 에 비해 낮은 편이다. 방문

객들 상당수가 서울, 수도권 등에서 오고 있고 교통 여건이 불편한 남원으

로 근성이 낮으므로 재방문율 역시 춘천닭갈비와 병천순 에 비해 낮은 

편이다. 한 응답자  60.1%가 재방문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이를 실

하기 해서는 방문객들의 선호를 악한 음식과 상차림, 서비스 등을 지

속 으로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40.4

35.8

11.3

4.2

8.3

0

5

10

15

20

25

30

35

40

45

처 음  방 문 2~3회  방 문 4~5회  방 문 6~10회  방 문     11회  이 상  방 문  

(%)

그림 5-22.  남원추어탕 소비자들의 방문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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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3.  남원추어탕 소비자들의 재방문 의사

  방문객들이 남원추어탕 음식 을 찾는 이유로, ‘지역(음식 )의 독특한 

비법으로 차별화된 맛이 있다(40.7%)’는 응답이 가장 많고, ‘인근 지를 

방문하면서(25.5%)’, ‘값이 렴하고 먹기 편해서(14.1%)’, 그 밖에 건강식

(8.5%)이거나 옛것에 한 향수(5.9%) 때문에 찾아온다는 응답자도 있었

다. 즉 방문객들은 남원추어탕만의 독특한 비법과 차별성을 맛보거나, 인근 

지를 찾아오면서 들르거나, 렴한 가격에 먹기 편해서 찾고 있는 방문

객들이 부분이다. 따라서 조리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메뉴의 시도를 통

해 맛의 차별화를 꾀하고, 지와의 연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40.7

25.5

14.1

8.5

5.9

5.3

0 5 10 15 20 25 30 35 40 45

식 당 ( 지 역 ) 만 의  독 특 한  비 법 으 로  차 별 화 된  맛

인 근  관 광 지  방 문 시  찾 아 옴

저 렴 하 고  먹 기  간 편 해 서

건 강 식 이 어 서

옛  것 에  대 한  그 리 움

기 타

%(%)

그림 5-24.  남원추어탕 소비자들의 지역향토음식  방문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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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비자들의 향토음식 선호도 분석

  소비자들의 향토음식에 한 선호도를 분석하기 해 남원추어탕에 

해서도 음식의 속성(재료, 조리방법, 가격, 품질인증)별 요도를 악하고 

각 속성 수 들의 선호도를 나타내는 효용을 측정하기 해 컨조인트 분석

을 실시하 다. 다만, 가격 속성에서 음식별 가격차이가 있어 가격 속성수

을 조정하여 평가하도록 하 다. 

  컨조인트 분석 모형을 통해 음식(남원추어탕) 선택 속성의 상  요

도를 분석한 결과, 남원추어탕을 선택할 때 소비자들은 재료(46.87%)를 가

장 요하게 여기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가격(27.14%), 조리방법

(13.42%), 품질인증(12.57%) 순이었다. 춘천닭갈비와 병천순 와는 달리, 

남원추어탕은 지역산 재료를 시하는 데 비해 품질인증에 해 가장 낮은 

요도를 보 다. 

속     성 속성수 부분가치 상  요도

남원
추어탕

재료

지역산 0.9641

46.87국내산 0.7802

수입산 -1.7443

조리
방법

비표 화 0.0221
13.42

표 화 -0.0221

가격
6,000원 -1.3725

27.14
8,000원 -2.7451

품질인증
있음 -0.4314

12.57
없음 -0.8627

Pearson's R=0.958 (Sig=0.0001)

Kendall's tau=0.929 (Sig=0.0006)

CONSTANT 6.9649

표 5-6.  남원추어탕의 속성수 별 선호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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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성별 수 을 비교해 보면, 재료는 지역산을, 가격은 6,000원 를, 조리

방법은 비표 화된 방식으로, 품질인증이 되는 추어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춘천닭갈비와 병천순 와 달리 지역산과 비표 화된 

조리방법에 한 선호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남원에서 추어탕을 토르트 

우치 형태로 개발하 으나, 추어탕의 특성상 소비자들은 옛날 방식으로 

손수 조리한 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3. 사례품목의 차별성  능  속성 분석

  향토음식이 산업으로 성장․발 하기 해서는 어느 지역의 음식이 다

른 지역의 유사한 음식과는 맛과 품질 등에서 확실하게 차별화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소비자들의 인식에 달려 있다. 한 소비자들은 음식이 가

지는 속성에 따라 음식을 선택하게 되므로 개별 속성에 한 소비자들의 

평가는 어떠한지 살펴보는 것은 요하다. 따라서 이 에서는 사례 품목

별로 각각 향토음식의 맛과 서비스 품질 등의 속성(19개)41에 한 소비자

들의 요도와 만족도를 5  척도로 악하고, 평가 결과를 요도와 만족

도를 양축으로 하는 매트릭스에 표시한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 분석하여 평가해 보았다. 

41 IPA 분석을 통해 살펴본 19가지 속성  음식 자체의 특성에 따른 차이가 있

어서 구체 인 맛에 한 속성을 악하기 해 4가지 속성은 3개 사례음식별

로 달리 설정하 는데, 춘천닭갈비는 매운맛, 질감, 부재료와의 어울림, 서비스

방식을, 병천순 는 고소한 맛, 씹는 느낌, 순  속 재료, 잡내의 유무를, 남원

추어탕은 고소한 맛, 국물의 농도, 주재료와의 어울림, 비린 맛의 유무로 조사

하 음. 그 외 15개 속성[냄새(향), 색(외 ), 1인분의 양, 반 인 맛, 반찬의 

종류와 양, 반찬의 맛, 가격, 음식과 식기의 청결성, 주재료의 국내산/지역산 여

부, 주재료의 신선도, 서비스, 기능성(건강식), 지리  명성, 시설  인테리어, 

지 재산권, 인증제도  마크]은 동일하게 조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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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A 분석은 상품이나 서비스가 지니고 있는 요 속성들에 하여 요

도(importance)  성취도(performance)를 소비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

는지를 동시에 분석하기 해 마 에서 개발된 것으로, ․외식업 등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즉 상품과 서비스에 한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해 이용 에는 각 속성의 요도를 조사하고, 이용 후에는 성

취도를 평가하게 하여 각 속성의 상 인 요도와 성취도를 동시에 분석

하게 된다. 이때 요도와 성취도를 X축과 Y축에 기재하고 심 42을 기

으로 사분면으로 나 게 되는데, Ⅰ사분면은 소비자들에게 요한 속성

으로 인식되며, 만족도 역시 높기 때문에 재 상태로도 충분한 역이고, 

Ⅱ사분면은 소비자에게는 매우 요하게 인식되나, 만족도가 낮아 집

인 심을 두어야 하는 역이며, Ⅲ사분면은 소비자들에게 요도와 만족

도 모두 낮은 역으로 우선순 를 둘 필요가 없으며, Ⅳ사분면은 소비자

들에게 요도는 낮으나 상 으로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 내고 있어 략

인 홍보가 필요한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다(김홍렬, 2006).

3.1. 춘천닭갈비

가.  차별성에 한 소비자 인식도  

  춘천닭갈비와 다른 지역의 닭갈비와 비교했을 때 맛의 차이가 있느냐는 

질문에 76%가 맛의 차이가 있다고 답하여 춘천지역과 다른 지역 닭갈비 

간에 맛의 차이가 뚜렷함을 알 수 있다.

  춘천닭갈비와 타 지역 닭갈비와의 차이 에 해서는 가장 첫 번째로 맛

(84.4%)을 들었는데, 서비스(1.7%)나 재료(4.6%)에 해서는 차별성이 없

42 IPA 분석을 한 사분면의 은 요도와 성취도의 평균값을 활용하거나, 

앙값, 표 편차에 의해 계산하는 방법, 임의 인 방법 등이 있으나, 이 연구에

서는 평균값으로 설정하여 역을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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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그림 5-25>.

  춘천지역 닭갈비와 타 지역 닭갈비와의 맛의 차이 으로는 칼칼하고 매

운 맛(32.9%), 재료의 신선함(24.7%), 닭고기의 쫄깃한 질감(19.2%), 떡․

채소 등 부재료의 맛(17.8%)을 선택하여 맛과 재료에 차별성을 가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재 료

4.6%
기 타
5.2%

영 양
1.2%

맛

84.4%

서 비 스
1.7%

분 위 기

2.9%

그림 5-25.  춘천닭갈비와 타 지역 닭갈비와의 차이

나.  능  속성에 한 IPA 분석

  춘천닭갈비와 다른 지역 닭갈비 간 맛의 속성에 한 요도와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춘천닭갈비에 한 만족도가 훨씬 높게 나타났다<그림 5-26>.  

 소비자들이 춘천닭갈비에 해 가장 요하게 생각하는 속성은 ‘ 반 인 

맛’과 ‘주재료의 신선도’ 고 가장 만족도가 높은 속성은 ‘부재료와의 어울

림’, ‘ 반 인 맛’이었다. ‘반찬의 맛’, ‘반찬의 종류와 양’의 경우 춘천 지

역의 경우 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았으며 다른 지역의 경우 요도에 비

해 만족도가 떨어졌으나 ‘반찬의 종류와 양’에 한 항목의 경우 춘천지역

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만족도가 매우 낮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맛에 한 항목  ‘씹는 질감’의 경우 고기의 육질이 가장 요한 요인

인데 춘천지역의 경우 주재료인 닭고기를 형 계육회사에서 납품받아 일

정 크기의 특정 부 의 생고기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입산 냉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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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을 많이 사용하는 다른 지역 닭갈비와 달리 일정한 규격의 생육을 사용

하는 춘천닭갈비의 경우 씹는 맛이나 조직감이 균일하고, 양념간이 배는 

정도를 조 할 수 있어 반 인 맛이나 씹는 맛에 한 만족도가 높은 것

으로 평가된다. 

  춘천닭갈비의 경우 ‘서비스’ 항목의 요도와 만족도가 매우 높았는데  

사례업체 부분 ‘서비스’의 만족도가 낮은 것과 조된 결과이다. 춘천에

서는 닭갈비를 주문하면 종업원이 재료를 철 에 얹고 불조 은 물론 먹기

에 당한 시 을 찾아 손님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음식을 익히는 과정과 

뒤 여 볶는 과정, 그리고 다 볶고 불을 이는 등 지속 인 서비스를 제

공한다. 조리과정에서도 함께 조리하는 부재료의 경우 익는 순서 로 떡볶

이 떡, 양배추 등 채소를 먼  먹도록 권유하고, 그 다음으로 고구마와 닭

고기 먹는 때를 알려 다. 이는 닭갈비의 맛을 높이는 데 기여할 뿐만 아

니라 부재료와의 조화도 잘 어울리게 하여 맛에 한 반 인 만족도를 

높이는 부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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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6.  닭갈비의 맛에 한 요도와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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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병천 순대 

가.  차별성에 한 소비자 인식도  

  병천순 와 다른 지역의 순 를 비교했을 때 맛의 차이가 있느냐는 질문

에 93.1%가 맛의 차이가 있다고 답하여 병천지역과 타 지역 순  간 맛

의 차이가 매우 뚜렷함을 알 수 있다. 

재료

18.8%

영양

11.0%

서비스

0.5%
맛

68.3%

분위기

1.4%

그림 5-27.  병천순 와 타 지역 순 와의 차이

  병천순 와 다른 지역 순 와의 차이 에 해서는 첫 번째로 맛

(68.34%), 그 다음으로 재료(18.8)와 양(11%) 순으로 응답하 고 분 기

(1.4%)나 서비스 (0.5%)에서는 차별성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그

림 5-27>. 

  병천순 와 타 지역 순 와의 맛의 차이 에 해서는 속 재료의 다양성

(36.2%)과 순 의 쫄깃한 질감(34.0%)을 가장 큰 차이로 들었고, 고소한 

맛(19.1%), 재료의 신선함(10.6%) 순으로 차이 을 인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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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능  속성에 한 IPA 분석

  병천순 와 다른 지역 순  간 맛의 속성에 한 IPA분석 결과 반

으로 병천순 에 한 만족도가 휠씬 높게 나타났다<그림 5-28>. 특히 병

천순 의 경우 채소와 선지를 많이 넣고, 손으로 만들기 때문에 재료와 잡

내, 반 인 맛 등 소비자가 요하다고 생각하는 변수에 해서 만족도

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 반면, 냄새는 요한 변수이지만 만족도는 낮게 평

가되어 향후 이 부분에 한 개선이 요구된다. 병천순 의 경우 다른 지역 

순 와는 달리 돼지 소창을 사용하고 선지를 많이 넣기 때문에 ‘냄새(향)’

에 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지만 소창 특유의 식감 때문에 ‘씹는 느낌’

에 한 만족도가 높게 평가되었다. 

  다른 지역 순 업체의 경우 ‘냄새(향)’의 요도와 만족도가 높게 나왔으

나 다른 모든 평가항목에서 병천순 에 비해 만족도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

났다. ‘1인분의 양’의 경우 병천순 의 만족도가 매우 높게 평가되었는데 

병천순 는 타 지역에 비해 양이 많을 뿐 아니라 포장을 해 갈 경우 음식

에서 직  먹을 때보다 더 많은 양을 주고 있다.

  다른 지역 순 업체의 경우 부분 소비자가 순 의 산지나 유통경로를 

알 수 없는 데 비해 병천에서는 업체별로 돌아가면서 순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병천순 는 ‘바로 만든 신선한 순 ’라고 인

식, ‘주재료의 신선도’와 ‘순  속재료’에 한 만족도가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게 평가되었다. 

  다른 지역 순 는 ‘ 반 인 맛’과 ‘냄새’, ‘색’ 등을 시하는데 이 부분

에 한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밝 져 병천순 보다 열등재로 평가하 다.  

병천순 의 경우 다른 지역 순 에 비해 냄새와 외 에 한 만족도가 낮

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병천순 의 조리법상 당면 신 양배추와 선지

를 많이 넣고, 손으로 만들기 때문에 잘랐을 때의 모양이 투박하고 속이 

많이 빠져나오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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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8.  순 의 맛에 한 요도와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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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남원추어탕

가.  차별성에 한 소비자 인식도  

  남원지역의 추어탕과 다른 지역 추어탕을 비교했을 때 맛의 차이가 있느

냐는 질문에 76.2%가 맛의 차이가 있다고 답하여 남원지역과 타 지역  

추어탕 간 맛의 차이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료

14.5%

영양

13.0%

기타

1.0%

맛

70.5%

분위기

1.0%

그림 5-29.  남원추어탕과 타 지역 추어탕과의 차이

  남원추어탕과 다른 지역 추어탕과의 차이 에 해서는 첫 번째로 맛

(70.5%)과 재료(14.5%), 양(13%) 순으로 응답하 다<그림 5-29>. 소비

자들은 남원추어탕의 가장 큰 특징을 추어탕의 맛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남원추어탕과 다른 지역 추어탕과의 맛의 차이 에 해서는 걸쭉하고 

진한 국물(67.4%), 고소한 맛(21.7%), 재료의 신선함(10.6%), 채소 등 부재

료의 맛(2.2%)을 들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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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능  속성에 한 IPA 분석

  남원추어탕과 다른 지역 추어탕 간 맛의 속성에 한 IPA분석 결과, 남

원추어탕에 한 만족도가 다른 지역보다 반 으로 높게 나타났다<그림 

5-30>. 소비자들이 남원추어탕에 해 가장 요하게 생각하는 속성은 ‘비

린 맛의 유무’와 ‘ 반 인 맛’이었고, 가장 만족도가 높은 속성은 ‘ 반

인 맛’, ‘냄새(향)’ 항목이었다.

  평가 항목  ‘국물의 농도’의 경우 남원추어탕과 다른 지역 추어탕과의 

만족도 차이가 커 소비자들이 남원추어탕의 국물이 훨씬 진하다고 인식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비스’에 한 항목의 경우 소비자가 요하게 생

각하는 속성인 데 반해 남원추어탕의 만족도가 매우 낮아 향후 서비스에 

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다른 지역 추어탕업체의 경우 국산 냉동, 국산 생물 미꾸라지, 국내

산 양식 미꾸라지 등 다양한 미꾸라지를 사용하는 것과는 달리 남원추어탕 

업체의 경우 남원에 소재한 미꾸라지 양식장 는 자연산의 생물 미꾸라지

와 직  재배한 채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반 인 맛과 비린 맛의 유

무, 주재료의 신선도 등 소비자가 요하다고 생각하는 변수에 해서 만

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남원추어탕은 다른 지역에 비해 추어탕에 미꾸라지를 많이 넣어 맛이 진

하고 국물의 농도도 걸쭉하다. 미꾸라지의 양이 많을수록 고소한 맛도 더

해지지만 비린 맛도 강해질 수 있는데 남원추어탕의 경우 살아 있는 미꾸

라지를 구입하여 며칠 동안 해감을 완 히 빼기 때문에 많은 양을 넣어도 

추어탕에 비린 맛이 거의 없게 된다. 한 타 지역 추어탕에 비해 들깨를 

많이 사용하는데, 들깨를 갈아서 바로 넣지 않고 체에 내려 그 즙만을 사

용하기 때문에 추어탕의 고소한 맛이 배가되고, 들기름의 산패도를 낮춰 

다. 이와 같은 이유로 타 지역 추어탕에 비해 국물의 농도, 고소한 맛, 냄

새 부분에 한 만족도가 높게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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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0.  추어탕의 맛에 한 요도와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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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향토음식산업의 당면 문제

  선행연구에 나타난 향토음식산업의 문제는 <표 6-1>과 같이 식품소비의 

서구화나 외식소비 등 식품소비 패턴의 변화와 향토음식의 가치인식과 

구분 문 제 정 책 과 제

공통
-식품소비 패턴의 서구화

-향토음식육성정책 부재

- 통식품  향토음식의 가치 재인식

-향토음식 발굴  산업화정책 도입, 제도정비

산업화

단계

- 통식세 의 노화로 

조리기능 단

-향토음식 기능보유자 발굴․지정  조리법

 수를 한 요리강습회와 심포지엄 주기  

개최, 통식 조리법 복원 

-조리방법의 일 성 결여 -조리방법의 표 화, 권리화

산업화

단계

-식자재 구입-생산- 매 

시스템의 체계성 결여

-시장수요 측  소비자 반응 모니터링을 

통한 체계 인 경  기법

-수입산 원부재료 증가,   

원산지 출처 불투명

-식자재 공동구매  계약재배, 정부의 자  

지원  리, 원산지표시 강화

-시설  서비스 부족 -시설  서비스 개선

-지역 상품과 연계 미약 - 지, 지역축제와 연계한 상품 개발

-향토음식 에 한 홍보 

  부족

-지역별 향토음식 안내책자 발간, 안내지도  

고  설치

-음식 의 고유한 조리방 

법, 상표, 상호 리 미흡

- 의회와 지자체의 지원으로 상표와 상호 

등록  품질 리

표 6-1.  선행연구에서 향토음식산업의 문제와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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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문제와 제철에 나는 지역의 식재료를 이용하여 통 인 제조방법으

로 조리하는 향토음식 그 자체의 문제, 그리고 산업화 과정에서 부딪히는 

문제 등으로 나 어 살펴볼 수 있다.

  먼  제철, 본고장에서 난 재료를 이용하여 옛날부터 그 고장에 내려오

는 조리법으로 만든 향토음식이 가진 가치나 의미에 한 인식이 부족하고 

이를 체계 으로 교육․훈련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이다. 식품소비 패턴의 서구화는 비만이나 당뇨병 등 각종 성인병을 유

발하고 식량자 률을 떨어뜨리는 등 우리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안 한 

먹거리를 안정 으로 공 해 온 농업과 농 의 역할을 뿌리째 흔들고 있

다. 지속가능한 삶을 해서는 식생활을 바꾸어야 한다는 자각을 바탕으로 

슬로푸드나 로컬푸드, 지산지소 등의 사회운동이 범 하게 확산되고 있

다. 우리도 향토음식이 가진 본질 인 가치를 바탕으로 왜곡된 식생활을 

바로잡기 한 식육교육과 학교 식 등 향토음식에 한 인식 제고와 다양

한 향토음식의 발굴, 그리고 이들 향토음식의 산업화를 한 정책을 도입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살아가는데 기본 으로 식(食)에 한 지식, 식(食)을 

선택하는 힘을 습득하여 건 한 식생활을 실천하는 것이 가능한 인간을 육

성하려는 일본의 ｢식육기본법｣(2005) 도입을 여겨볼 필요가 있다.43

  향토음식은 조리방법이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고 기술보유자의 손맛으

로 해지는 특징이 있는데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면서 음식조리기

술의 교육⋅훈련과 승기회가 어들고 있다. 더구나 원천기술을 보유한 

세 의 고령화로 인해 통 인 조리기술이 단 될 기에 처해 있다. 

43 2005년 6월 성립된 ｢식육기본법｣은 문과 4개항의 장(총칙, 식육추진기본계획 

등, 기본  시책, 식육추진 원회의 설치 등), 33조로 구성된 법률임. ‘식육추진

기본계획’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을 상으로 하는데 여기에는 국민

의 심신 건강 증진과 풍요로운 인간 형성, 식에 한 감사마음과 이해, 식육추

진운동 개 등 기본 인 방침과 식육에 한 심을 가진 국민의 비율을 70%

에서 90%로 확 하고, 아침을 결식하는 국민비율을 20  남성의 경우 30%에

서 15%로 이고, 학교 식에서 지역산물을 사용하는 비율을 21%에서 30%로 

향상하는 등의 구체 인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있음(김경주,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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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농림기술과 수확 후 처리기술, 교통통신 등의 발달로 인해 과거에는 특

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시기에나 구할 수 있던 식재료는 언제, 어디서나 쉽

게 구할 수 있게 된데다 매스컴의 향으로 식문화가 보편화되어 국 어

디에서나 타 지역의 향토음식을 쉽게 할 수 있게 되면서 맛의 고유성이 

사라지고, 획일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향토음식은 원료 확보가 쉽

지 않은 데다 조리과정이 복잡하고, 기계 인 량생산이 어려워 경제성이 

떨어지므로 요식업체에서는 이들 음식의 취 을 기피하고 있다. 따라서 

부분의 향토음식은 소규모 세음식 이나 집안에서 제례와 명 음식으로 

근근이 명맥을 유지하는 기상황에 처해 있다.44 

  더구나 지역의 통 인 조리법 신에 량 생산된 식품재료를 사용하

거나 인기 있는 음식을 모방한 유사 향토음식이 성행하여 오랜 기간동안 

애써 향토음식을 복원하거나 개발한 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기존 내려오던

진정한 향토음식의 이미지를 하시키고 있어서 이들 음식의 품질과 명성

을 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지역에 흩어져 있는 향토음식을 발

굴하고, 연구개발을 통해 표 화․규격화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련 지식을 권리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사례연구를 한 춘천닭갈비나 병천순 , 남원추어탕과 같이 렴한 가

격에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향토음식은 어떤 계기를 통해 입소문으로 국

인 명성을 얻고, 외지인의 근이 용이한 지나 교통 결 지에 치한

다. 몇몇 향토음식은 나름 로 향토음식산업이란 이름으로 존립하고 있는 것

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 유명 향토음식조차 원부재료의 산지가 불

분명하다는 과 향토음식을 취 하는 업체의 시설  서비스 미흡, 홍보  

 부진, 상표  상호 리 미비 등 지속 으로 발 하기 해 해결해야 할 

44 통식생활의 기 요인은 개인 으로는 불규칙한 식사, 짧은 시간 동안 한 

식사, 비만 상 등을 들 수 있으며, 가족 차원에서는 공동식사 통의 약화, 주

부들의 음식담당 통 약화, 인스턴트식품 남용, 통조리법 단 , 외식 시 패

스트푸드 선호, 손님 문화 단 , 혼상제 등 잔치음식 변질, 사회조직 차

원에서는 불량식품  보신식품 횡행, 과음․폭음의 음주문화, 계  미각 상실, 

식품유통 문제, 음식쓰 기 문제 등을 들 수 있음( 혜경,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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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소비자들의 기호

에 맞는 새로운 향토음식의 개발과 홍보  매 진, 원료의 안정  확보와 

서비스개선, 상표  상호 리 등이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구            분 춘천닭갈비 병천순 남원추어탕 평  균

홍보 부족 12.7 20.5 16.7 16.6

맛과 조리방법의 차별화 부족 17.1 15.2 21.4 17.9

원료의 원산지 불분명 19.2 13.1 12.1 14.8

상품화(가공품)의 미비  3.4  5.3  1.5  3.4

신세  기호에 맞는 메뉴 부재 10.9 14.0 11.8 12.2

식당의 시설 노후  6.5  8.2  9.7  8.1

서비스 미흡  3.4  7.0  5.1  5.2

상호 남발로 인한 명성 상실 26.8 16.7 21.8 21.8

표 6-2.  소비자들이 제시한 사례지역 향토음식의 문제   

단 : %

  향토음식에 한 선행연구의 문제 들을 보다 구체 으로 규명하기 해 

사례연구 상 향토음식의 소비자들에게 향토음식의 문제를 문의한 결과, 

‘ 리 알려진 향토음식의 상호를 남발하여 명성 상실(21.8%)’, ‘맛과 조리

방법에서 차별성 부족(17.9%)’, ‘원료의 원산지 불분명(14.8%)’ 같은 문제

가 높은 비 을 차지하고, 그 밖에 ‘홍보 부족(16.6%)’, ‘신세  기호에 맞

는 메뉴개발 부재(12.2%)’, ‘식당시설 노후(8.1%)’, ‘서비스 미흡(5.2%)’ 등 

일반 인 세업체의 문제를 들고 있다. 품목별로 춘천닭갈비의 경우 상호 

남발로 인한 명성 상실(26.8%)과 원료의 원산지 불명(19.2%), 맛과 조리방

법의 차별화 부족(17.1%)을 문제로 지 한 데 비해, 병천순 는 홍보부족

(20.5%)을, 남원추어탕은 상호 남발로 인한 명성 상실(21.8%)과 조리방법

의 차별화 부족(21.4%)을 주요 문제 으로 지 하고 있다. 

  사례지역에서 향토음식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에게 이들 음식산업의 경

쟁력을 제고하기 한 개선과제를 문의한 결과, 음식의 맛과 품질 향상

(37.0%), 좋은 원료 사용(20.4%), 상표등록과 공동 랜드화(14.8%), 지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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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사용(3.7%)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하 다. 다른 지역에서 유사 음식업에 

종사하는 사업자에게 같은 질문을 한 결과 맛과 품질 향상, 좋은 원료 사

용은 요한 과제라고 응답하 지만 상표등록이나 지역원료의 사용이 필

요하다는 응답 신 조리방법의 표 화  규격화(15.6%), 다양한 메뉴 개

발(10.9%)이 더 필요하다는 응답을 함으로써 우선순 에 있어서 지역 명

칭에 크게 의존하는 지의 향토음식업체와 견해를 조  달리하고 있다. 

  한편 향토음식업체를 방문한 고객들에게 같은 질문을 한 결과, 음식의 맛

과 품질 향상, 좋은 원료 사용, 홍보 강화 등은 사례업체와 같은 응답을 하

지만 ‘다양한 메뉴 개발(10.2%)’, ‘ 생 리 철 (7.7%)’, ‘조리방법의 표

화․규격화(6.3%)’, ‘지역원료 사용(5.9%)’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단 : %

구         분

향토음식업체 타 지역 유사업체

춘천
닭갈비

병천
순

남원
추어탕

평균
닭
갈비

순
추어
탕

평균

음식의 맛과 품질 향상 33.3 33.3 44.4 37.0 27.5 38.5 35.7 33.9 

좋은 원료 사용 11.1 11.1 38.9 20.4 27.5 20.5 16.7 21.6 

서비스 개선 -  5.6  5.6  3.7  2.5  5.1  7.1  4.9 

가격 인하  5.6  1.9 -  2.6 -  0.9 

홍보 강화 11.1  5.6 11.1  9.3 15.0 12.8 19.0 15.6 

조리법 규격화․표 화 -  0.0  2.5  5.1  4.8  4.1 

다양한 메뉴 개발 -  0.0 15.0 12.8  4.8 10.9 

생 리 철 - 22.2  7.4 -  2.6  4.8  2.5 

상표 등록, 공동 랜드화 22.2 22.2 14.8  5.0 -  2.4  2.5 

지역의 원료 사용 11.1  3.7  2.5 - -  0.8 

시설 개보수  5.6  1.9  2.5 - -  0.8 

합      계 100 100 100 100 100 100 -

표 6-3.  향토음식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해 필요한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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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외식산업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메뉴 개발과 조리법의 표 화, 생

과 서비스 개선, 홍보 강화 등이 요한 과제이지만, 특히 향토음식산업이 

당면한 문제 으로는 ① 향토음식의 조리방법이 표 화되어 있지 않다는 

, ② 향토음식에 지역산 원부재료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불투명하다는 , 

그리고 ③ 리 알려진 향토음식의 상호나 상표가 권리화되어 있지 않아 

품질이나 명성의 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을 들 수 있다.  

2. 향토음식산업의 발 방향

  이탈리아의 슬로푸드나 국의 로컬푸드, 일본의 지산지소, 미국의 

CAS(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그리고 우리나라의 신토불이(身土

不二) 운동은 지역에서 생산된 제철 농식품을 소비하는 것이 바로 소비자

들의 식품 생과 안 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지역농업과 지역사회를 유지

⋅발 시키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부분 소비자 심의 

사회운동으로 개되고 있지만 최근 개방화로 인한 식품의 장거리운송과 

얼굴을 모르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에 의한 식품안 성 문제 등 폐

해가 확산되면서 차 생산자와 소비자가 연 하는 새로운 형태의 거래방

식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하지만 지역에서 생산된 부분의 제철 농식품은 수입 농식품에 비해 가

격이 비싸고 공 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들 지역먹거리의 가치를 소비자

들에게 알리지 않고는 시장에서 일반 농식품과 경쟁하기 쉽지 않다. 따라

서 슬로푸드나 로컬푸드 운동의 성패는 소비자들에게 향토음식의 가치를 

제 로 알리고, 소비자 스스로 이들 향토음식의 고유한 맛을 구분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소  ‘미각교육’과 ‘식육교육’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

언이 아니다. 따라서 이는 지역농산물의 거래를 한 농민장터 개설과 학

교 식에서 지역농산물을 사용하는 것 등을 통해 지역먹거리와 향토음식

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사회운동으로 개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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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의 원부재료와 조리방법을 사용한 향토음식의 가치가 새롭게 조명

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 주 식품 행정의 틀 속에서 통식품

산업의 육성이나 식재료에 한 원산지표시를 강화하는 등 부분 으로 식

품과 외식산업에 한 심을 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아침 식사를 거

르거나 국민 식생활의 서구화 등 식품 소비패턴의 변화로 외식소비가 격

하게 늘어나면서 심지어 밥과 국, 김치, 된장 등으로 구성된 한식 소비가 

크게 어들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부분 향토음식은 맥이 끊어지

거나 퓨 화하는 가운데 지를 심으로 일부 향토음식이 산업 으로 

되고 있을 뿐이다.

단 : %

구          분

향토음식업체 소  비  자

춘천
닭갈비

병천
순

남원
추어탕

평균
춘천
닭갈비

병천
순

남원
추어탕

평균

향토음식 발굴, 메뉴 개발 7.7 14.8 7.4 10.0 17.1 17.4 18.8 17.8 

향토음식  지정  리 19.2 18.5 25.9 21.2 8.9 12.0 9.7 10.2 

조리방법 표 화  특허 3.8 - - 1.3 9.4 4.9 9.9 8.1 

향토음식에 한 연구 3.8 11.1 11.1 8.7 11.1 13.8 11.9 12.3 

조리법  서비스 교육 3.8 7.4 - 3.7 8.9 7.8 4.6 7.1 

계약생산과 원산지 표시 11.5 -  7.4 6.3 8.1 5.4 13.2 8.9 

시설 개보수 자  지원 11.5 3.7 18.5 11.2 2.3 3.3 1.7 2.4 

상표등록, 랜드 리 11.5 18.5 7.4 12.5 7.5 5.6 6.4 6.5 

홍보  매 진 11.5 7.4 7.4 8.8 7.3 10.6 9.2 9.0 

향토음식의 가공산업화 3.8 - 11.1 5.0 2.8 3.5 4.3 3.5 

랜차이즈 확 - 3.7 - 1.2 3.1 8.1 3.1 4.8 

  지역축제 연계 11.5 14.8 3.7 10.0 13.4 7.5 7.1 9.3 

합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표 6-4.  향토음식산업의 발 을 한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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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토음식산업의 발 을 해서는 이들 향토음식의 가치에 한 인식을 

바탕으로 향토음식을 발굴하고 연구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밖에도 

재 상업 으로 운 되는 향토음식산업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요

한 데, 사례업체에 해 향토음식산업의 발 을 한 정책과제는 무엇인지  

문의한 결과, ‘향토음식 의 지정  리(21.2%)’, ‘상호  상표 등록과 

랜드 리(12.5%)’, ‘향토음식의 발굴과 새로운 메뉴 개발(10%)’, ‘

지 는 지역축제와 연계(10%)’, ‘홍보  매 진 강화(8.8%)’, ‘향토음

식에 한 연구(8.7%)’, ‘원료의 계약생산  원산지 표시(6.3%)’ 등을 주

요 과제로 제시하 다.

  같은 질문을 소비자와 다른 지역에서 유사한 음식업에 종사하는 사업자

들에게 문의한 결과, 향토음식의 발굴과 연구개발, 홍보가 우선되어야 한

다는 은 마찬가지로 응답하 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경우 향토음식의 지

정 리,   지역축제와 연계, 원료의 계약생산을 주요 과제로 응답한 

데 비해, 다른 지역 사업자들은 음식의 조리법  서비스에 한 교육, 향

토음식 랜차이즈 확 를 강조하고 있고, 원료의 계약생산과 원산지표시, 

상표  상호등록, 지  지역축제와 연계 등에 해서는 매우 소극

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향토음식을 산업 으로 육성하기 해서는 향

토음식이 당면한 문제를 극복하면서 이들이 갖고 있는 특성, 즉 지역성과 

통성을 최 한 살려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를 상으로 향토음

식의 가치와 의미에 해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식생활 방식을 바꾸는 한

편, 향토음식산업체의 경우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삶, 그리고 고향의 입맛

을 찾는 고객들을 상으로 틈새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 음식산업의 

경 은 기본 으로 사업자 스스로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지역농업이나 식문

화 등과 련된 요성을 고려하여 정부는 향토음식의 산업화를 진하기 

한 연구개발, 교육  훈련, 품평회나 지역축제 등 홍보, 원료의 안정

인 공  등과 함께 차별  유통을 한 정책개발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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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향토음식의 발굴  향토음식산업의 활성화

◊ 1 시․군 1 향토음식의 발굴, 지정

◊ 향토음식과 지역농업  부문과 연계 강화 

⇧ ⇧

추진 략

향토음식의 발굴, 표 화 향토음식업체 지원, 육성

∙향토음식 경연 회

∙연구개발, 상품화

∙표 화  규격화 

∙시설  서비스 개선

∙홍보  매 진

∙지역축제 연계 

향토음식가공, 랜차이즈 지역식자재의 안정  공

∙경 자교육 확 ∙계약재배 지원  알선

⇧ ⇧

기반 조성

향토음식산업 활성화를 한 제도  기반 정비

◊ 향토음식에 한 지 재산권 련 제도 재정비

◊ 향토음식에 한 별도의 식품공  는 규격기  제정

◊ 식품명인  향토음식업체 지정

◊ 향토음식 홍보책자  포털 사이트 구축

그림 6-1.  향토음식산업의 발 방향

  선행연구 검토와 국내외 련 정책 그리고 사례조사 결과를 기 로 향토

음식산업의 발 방향은 <그림 6-1>과 같이 시․군당 한두 개 이상의 향토

음식을 발굴․지정하고, 산업화를 진하되 지역농업  과 연계를 강

화하는 것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향토음식은 지역성을 바탕으로 

장소를 상품화한다는 과 경제주체의 이동을 수반한다는 에서 소  장

소마 (place marketing)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지역에 

한 정체성․소속감․자 심 등을 확립시켜 주고 정서  안정을 도모하는 

효과 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를 한 추진 략으로는 향토음식의 발굴

과 표 화, 향토음식업체에 한 시설  서비스 개선과 홍보 강화를 한 

지원, 향토음식의 가공  랜차이즈화, 그리고 지역식자재의 안정  공

시스템의 확립 등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향토음식산업의 활성화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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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은 지 재산권 련 제도의 정비와 향토음식에 합한 ｢식품공 ｣의 

제정, 는 고유한 향토음식에 한 규격  조리방법 등에 한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 제정, 식품명인이나 향토음식업체로 지정하고 포털사이트를 

구축하여 국의 지 등과 연계한 지속 인 홍보  약시스템을 확립

할 필요가 있다.

  향토음식산업의 육성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즉 ① 지역별로 고유

한 향토음식을 발굴하고, 원료와 조리방법 등 향토음식의 특성(규격 등)을 

규명하여 표 화하고, ②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지리  명성을 가진 향

토음식의 조리방법과 이름, 는 상호를 권리화해서, ③ 원료 사용이나 조

리방법, 기타 생이나 서비스 등을 종합평가하여 향토음식 으로 지정, 

품질을 리할 필요가 있으며, ④ 향토음식에 한 연구개발과 교육․훈

련, 지역축제 등 이벤트를 통해 산업화를 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구체 으로는 농림부의 식품클러스터육성정책과 

식품명인제도의 활용, 그리고 향토산업육성사업 등과 연계하는 방안도 

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때 향토음식의 발굴  등록, 리는 지방자치단

체가 수행하되, 이를 한 지원  리를 한 제도  근거는 ｢식품산업

육성법｣ 등에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단된다.

3. 향토음식산업의 육성 방안

3.1. 새로운 향토음식의 발굴 및 육성

  향토음식의 산업화를 해서는 무엇보다 먼  가정이나 마을에서 많이 

만들어 먹던 음식자원을 발굴, 연구개발하여 상품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해서는 시․군별로 향토음식 경연 회나 맛자랑 회를 개최하여 

숨어 있는 향토음식을 발굴하고, 원부재료의 사용이나 조리방법 등을 표

화하여 규격 기 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실 으로 경북 문경시나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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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충북 진천군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향토음식 맛자랑 회 등을 통

해 향토음식을 발굴, 지정함으로써 지역의 자원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문경시의 경우 지역에서 생산․가공되는 농축산물을 이용한 향토음식을 

발굴하여 우수한 향토음식을 내외에 리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

민소득 증 에 기여하고자 1996년부터 향토음식 맛자랑 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역 내 요식업체가 개발한 음식 5∼6종을 출품하여 음식 에서 고

객들에게 제공하는 상차림을 시하고 별도로 300인분을 람객 등이 시

식할 수 있도록 비하면 일반시민  객들이 시식 후 스티커를 부착

하는 방식으로 평가하여 시상하고, 시에서 회 기간내 출품자에 해 음

식재료비는 일  지원해 다. 

  회입상작  ① 향토색을 느낄 수 있고 지역을 표할 수 있는 음식, 

② 음식재료는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버섯, 산채, 육류 등 사용, ③ 손님

에게 계  구분 없이 제공할 수 있는 음식, ④ 기타 음식의 외   내상, 

향토성이 있는 음식 등 기 45에 합하면 문경시 향토음식으로 지정하게 

된다. 향토음식으로 지정되면 지정서를 교부하고 간 을 제작․부착하고 

문경 음식  길잡이  시청 홈페이지 등에 홍보해 주고, 모범음식  지

정과 식품진흥기  융자알선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1996년 이래 새

재묵조밥, 메기매운탕, 활성탄돼지숯불구이, 약돌돼지샤 샤 , 상황버섯삼

계탕, 웰빙오미자만두 등 8종의 음식을 향토음식으로 지정하 다.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음식료품의 발굴  개발은 농산물소비를 진하

고 식문화를 계승․발 하는 효과도 있지만 문화콘텐츠로서 문경과 강진

45 문경시의 향토음식 출품기 은 ① 외 (음식이 탐스러워 식욕을 자극할 수 있

을 것, 1인분 식사로 당할 것, 음식 고유의 향이 있어 후각을 자극할 수 있을 

것), ② 내상( 인의 입맛에 맞으며 음식 섭취 시 식욕을 자극할 수 있을 것, 

양소가 히 배분되어 양 으로 가치가 있을 것), ③ 향토성(향토음식으

로서의 상품성과 경제성이 있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사용하며 구나 

쉽게 배울 수 있을 것, 특정 계층이 아닌 구나 음식을 선호하여야 할 것) 등

임(문경시,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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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음식과 련이 있는 도자기축제와 연계하여 새로운 상품을 만들

어 내고 있다는 에서도 여겨볼 만하다. 이때 행사의 일환으로 발굴된 

향토음식을 더욱 연구하여 명실 공히 지역의 식재료와 손맛, 정성이 담긴 

향토음식으로 개발하여, 이를 지역의 향토음식으로 지정하고, 향토음식업

체로 지정․지원함으로써 산업 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46 향토음식

자원의 발굴은 농업기술센터의 생활개선 담당자나 지역의 부녀회와 요식

업체 등이 주도 으로 추진하되, 필요시 학이나 연구기 의 문가의 

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향토음식경연 회의 경우 ․가을로 시

군-시도- 국 회를 개최하되, 이때 국경연 회에 입상한 향토음식의 경

우 그 요리사를 최근 제정된 ｢식품산업진흥법｣상의 ‘식품명인’으로 지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향토음식에 고유한 원료사용과 조리방법, 상표와 상호에 한 지

재산 리 등에 한 리규정이 없어 유사․모방식품이 범람하는 만큼 지

역 스스로 향토음식의 명성과 품질을 리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할 필요

가 있다. 향토음식의 발굴이나 규격기 을 등록․ 리하는 것은 앙정부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식품산업육

성법｣ 등에 지방자치단체가 향토음식을 발굴, 기 설정, 지원 가능한 근거

를 확보하되 구체 인 업무내용이나 지원  리방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때 앙정부는 지방자치단

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향토음식의 발굴, 규격화  산업화를 한 사업계

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는 제도 정비와 함께 향토산업육성사업이나 신활

력사업 등을 통해 지역별로 고유한 향토음식자원에 한 연구개발, 데이터

베이스 구축  자료 제공, 홍보   등 간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

다. 향토음식도 지역이 가진 자원이기 때문에 필요한 재원은 농림부의 향

토산업육성사업 등을 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46 이탈리아에서는 청의 주 으로 ‘이탈리아식당 정부인증제’를 실시하고 있

는데,  세계에 퍼져 있는 이탈리아음식 의 황  유명 요리사를 동원한 

순회요리지도 등을 추진함으로써 이탈리아 음식의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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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향토음식의 조리법 등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2005년 서울시내 ․ ․고교 상 신체검사 결과 비만 학생수가 17만 

4,506명(12.2%)으로 년 비 2만 명이나 증가하 다(김 희, 2007). 이는 

맞벌이 부부의 증가, 생활 패턴의 서구화 등으로 인한 패스트푸드  가공

식품 섭취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된다는 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따라서 국민들에게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철 농산물

로 옛날부터 먹어오던 향토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이 얼마나 요한지 교육

시켜 어릴 때부터 올바른 식생활 습 을 기르는 것이 매우 요하다. 

  더구나 향토음식은 구 되어 온 것이 부분이여서 이를 산업화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 의 하나가 집집마다 조리법과 맛이 다르다는 이다. 

한 향토음식을 만들 수 있는 기능보유자가 고령화되고, 과거 생산 는 사

육하며 충당했던 식자재은 시장에서 부분 구입하는 새로운 식문화가 형

성되어 통 인 향토음식의 조리법이 단 될 기에 처해 있는 것이 실

이다. 이와 같은 향토음식의 상실은 곧 국민들의 건강은 물론 식재료를 공

하는 농업과 농 , 나아가서는 통식문화의 붕괴라는 심각한 사회  문

제를 래하게 된다. 따라서 향토음식의 계승․발 을 해서는 지역의 고

유한 식재료를 보존하고 조리법에 한 정리와 체계 인 교육  훈련이 

필요하다. 

  <표 6-5>에서 알 수 있듯이 랑스나 이탈리아, 일본 등에서는 먹거리의 

근원을 보호하고 통식문화를 지키기 해 식당업자는 물론 일반 국민과 

어린이들을 상으로 미각과 식육․조리법 등에 한 체계 인 교육을 실

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학교 식과 함께 체계 이고 지속 인 생활교육 

차원의 식생활 교육을 도입․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시․군 단 의 

주부들이 향토음식연구회를 결성하고, 스스로 지역에 숨어 있는 계 별로 

특색 있는 향토음식의 발굴과 제품의 다양화는 물론, 향토문화원이나 농업

기술센터․여성단체는 지역주민을 상으로 그 고장 향토음식에 한 유

래와 맛의 구분, 조리방법, 원부재료, 음식  등에 한 교육을 통해 본

고장 향토음식의 특징과 가치, 조리방법 등에 한 식육교육을 실시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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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다. 특히 어린 학생을 상으로 향토음식의 소 함과 특징, 조리법 

등에 해 가르치는 이른바 ‘식육교육’이 본격 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

다. ‘먹는 것’에 한 지식과 ‘올바른 먹거리를 선택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바로 건강한 삶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이기 때문이다.

국  별 교육 등 활동내용

랑스

◦ 어린이들의 미각을 개발하고 풍부한 감성을 기름

  - 식생활체험을 통해 지역농업과 식자재 유래 등 식생활문화 이해 

◦ 국립식문화평의회(1989∼2000)의 미각교육사업 추진

  - ‘요리, 미각의 유럽계획’ 정책 추진과 요리문화자산의 선정  인증

  - 지방 통요리를 계승요리문화자산으로 등록문화부장 이 지정한 

    100선 통요리 지정  계획 수립

  - 어린이 미각기 교육을 한 ‘미각, 조리개발계획’ 수립  추진

  - 매년 10월 둘째 주를 ‘미각주간’으로 정하고, 어린이를 상으로 미

각조리 교실, 국 요리콩쿠르, 미각  식사에 한 토론회 개최

◦ 그린투어리즘과 교육농장제도

  - 국 1,200개 교육농장에서 식농체험과 자연환경체험

◦ 식생활과 농업을 결합한 시회: <식사합시다! 맛있는 요리> 개최

이탈
리아

◦ 지역의 식문화개발과 출 활동

  - 지역 식자재와 통  조리법을 이용한 스토랑․와인제조자, 농

가의 농산물가공품을 선정․소개(2005년  1,280개소)하고 <맛보

는 주간>행사 개최

◦ 미각의 산지운동과 <맛의 방주> 선언

  - 멸 기에 처해 있는 농산물의 품종이나 식재료를 보호

◦ 생물의 다양성 확보를 한 슬로푸드기  조성

  - 보호해야 할 식품재료의 품종과 요리자산의 등록(750종) 

◦ 미각교육과 요리과학 학

  - 말하기․만들기․맛보기: 학교에서 미각교육 추진

  - 요리과학 학 설치, 종합식생활부 개설, 미각교육센터 설치․운

◦ 학교농장 등 어린이를 한 로그램 운

◦ 만찬회로 지역요리를 잘 하는 요리사를 한 녁식사모임 개최

  - 일반인을 한 식생활교육 로그램 개설, Master of Food 

일  본

◦ ｢식육기본법｣의 제정(2005)과 국민 식생활교육

◦ 학교 식과 지산지소운동

  - 지역에서 생산, 가공된 식품을 학교 식 사용 확 (21→ 30%) 

표 6-5.  주요 선진국의 향토음식에 한 식육교육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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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향토음식클러스터의 지정 및 지원

  향토음식은 그 속성상 집 이익을 추구하기 해 특정지역에 집 해서 

집단화되는 경향이 있다. 집 이익(集積利益, economy of agglomeration)

이란 여러 종류의 업종 는 동종 업종의 산업이 한 지역에 집 될 경우 

개개의 기업들이 분산되어 흩어져 있을 때보다 집 으로 인한 많은 혜택을 

릴 수 있는데 이를 집 이익 는 집 경제라고 한다. 집 에 따른 이익

은 노동력과 원료 공 이 용이하고, 원료  제품의 수송비 감의 효과, 

문 인 상권을 형성하여 소비자 구매 진, 업종에 필요한 서비스를 

렴하게 공 받을 수 있다는 장 을 가진다.

  향토음식 이 집 되어 있는 것은 춘천닭갈비(춘천시내 277개소)와 병

천순 (면 소재지 일  28개소), 남원추어탕( 한루 일  30개소)을 사례로 

들 수 있다. 이 밖에도 소래나 천, 곰소, 강경, 신안 등지의 젓갈시장과 

강릉 당두부, 인제 용 리황태, 속  학사평순두부, 이동갈비, 지례흑돼

지, 굴비, 포항과메기 등이 모두 향토음식 는 향토음식 이 집 된 

곳이다. 이와 같이 지역별로 집 되어 있는 향토음식산업체들을 여하히 연

계․보완함으로써  의미의 식품산업클러스터로 육성할 것이냐는 

요한 정책과제이다. 농림부는 네덜란드의 푸드밸리(Food Valley)와 덴마크

의 외 순클러스터(Oresund Cluster) 등을 사례로 국제  경쟁력을 갖춘 수

출주도형 역 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하고, 2015년까지 시․군 단 로 69개

의 소 규모 식품클러스터를 개발할 계획이다. 하지만 역 식품클러스터

의 경우 실 가능성 때문에, 그리고 식품산업의 발 을 기약하기 어렵다는 

에서 오히려 기존의 향토음식 집 지역을 심으로 소 규모의 식품클

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밖에 2006년 9월 재정경제부장 은 ｢지역특화발 특구에 한 규제 

특례법｣에 따라 울산의 ‘언양․ 계한우불고기단지’를 먹거리로는 처음 특

구로 지정하 다. 언양읍 동․서․남부리, 어음리 일원과 두 면 계리에

는 오래 부터 한우고기만 문 으로 취 하는 100여 개의 불고기집이 

집단을 이루고 있는데 이곳을 방문하는 미식가들은 연간 2백만 명에 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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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울주군은 ① 한우불고기 이미지 제고와 명품화, ② 계시장 매시설 

등 환경개선, ③ 불고기축제 특성화 사업, ④ 한우번식기반 조성  종축개

량사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게 되면 언양․ 계한우불고기식당이 

지역의 한우사육업의 발 을 유도하고 한편으로는 인근의 자원과 연

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 된다. 향토음식산업의 발 을 

해 지역특화발 특구 형태로 지정․개발하는 것도 하나의 안이 될 수 있

으며, 향토산업육성이나 지역특화발 특구 등 기존의 련 사업과 연계해

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여주․이천도자기, 고창복분자, 보성녹차, 순창고추장 등 나름 로 성공

한 향토산업의 사례를 보면 특정지역에 다수의 후방 연 산업체가 집

되어 분업과 경쟁 계를 형성한다는 과 산․학․연․ 의 긴 한 조

계에 의해 새로운 기술과 정보교류는 물론 원료와 문 인력의 조달이 

용이하다는 공통 이 있다. 따라서 강경젓갈이나 순창고추장, 굴비, 포

항과메기 등 기존의 향토음식을 기 로 향토음식이 집단화된 산지를 상

으로 식품산업클러스터 형태의 소규모 향토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하여 종합

․체계 으로 지원함으로써 산업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향토음식

산업을 육성하기 한 클러스터  근방식은 후방산업 연  기업들, 

련 연구기 ․ 학 등이 공간 으로 집 하여 긴 한 네트워크를 형성하

도록 하겠다는 략이다. 향토음식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하기 해서는 종합

인 근이 필요한 데 해당 향토음식산업발 의회를 조직, 자원발굴에

서 제품 개발과 상업화, 랜드화를 거쳐 시장개척을 하는 것은 사업자들

이 심이 되어 추진하되, 정부는 련 제도의 정비와 자 지원․교육훈

련․연구개발․컨설 ․홍보  매 진 등 간 지원을 담당할 수 있도

록 련 정책과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3.4. 향토음식에 필요한 원부재료의 안정적 확보

  향토음식의 특징을 구성하는 핵심요소의 하나는 지역의 자연조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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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그 고장에서 주로 많이 생산되는 식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고유한 지

역원료를, 한 가격에 안정 으로 공 하는 것은 향토음식산업의 본래 

의미와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은 물론 지속  산업 발 을 해 

요한 과제이다. 하지만 향토음식산업이 필요로 하는 원부재료를 지에서 

안정 으로 공 할 필요가 있다는 당 성에도 불구하고 실 으로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이 문제이다.

  사례연구업체에 한 설문조사에 응답한 88개 업체에 해 원료구입 시 

애로사항을 문의한 결과 ‘높은 가격(49.4%)’과 ‘고품질 원료 확보 어려움

(29.9%)’이 많은 비 을 차지하고 있는데, 춘천닭갈비는 이 밖에도 ‘지역산 

원료의 확보가 어렵다’는 응답도 22.2%나 차지하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표 인 향토음식산업체라고 할 수 있는 춘천닭갈비와 병천순 , 남원추

어탕에 해서 원료 사용에 해 문의한 결과 비록 부분의 사례업체가 

‘국산원료를 사용한다’고 응답하고 있으나 사실상 채소류나 양념류 등 일

부 부재료를 제외하고, 닭고기나 돼지내장, 미꾸라지 등 주재료가 어디에

서, 어떻게 생산한 것인지 확인이 곤란한 경우가 많았다. 이는 결국 국산 

식재료, 그 에서도 지역에서 가, 어떻게 생산한 것인지 소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원료의 경우 시장에서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외국산 식재료

에 비해 훨씬 비싸기 때문에 질 좋은 지역 원료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실 으로 이들 향토음식산업체에서 가격이 다소 비싸더라도 싱싱하고 

안 한 제철 본고장 식재료를 사용하려면 결국 그 가치를 알아주는 소비자

들이 그에 걸맞은 가를 지불할 의사를 가지고, 음식  한 농장에서 식

탁에 이르기까지 생산-유통 과정에서 가, 어디서, 어떻게 생산․유통한 

것인지 투명하게 보여  수 있을 때 가능할 것이다. 를 들어 이천시의 

경우 2007년 1월부터 임 님표 이천 의 소비 진을 해 그동안 밥집

을 운 해 오던 내 23개 한식집을 선정, 시와 농 시지부에서 인증하는 

‘이천 밥집’을 운 함으로써 지역의 원료와 향토음식 간의 연계를 강화하

고 있다.47 같은 맥락에서 남원시도 추어탕에 필요한 국산 미꾸라지(둥굴

47 90년  반부터 부고속도로 서이천 IC에서 빠져나와 곤지암과 장호원 방면 

양쪽으로 밥집이 생겨나기 시작하 는데 메뉴로는 부분 간장정식, 갈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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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원활한 조달을 해 내수면양식연구소와 치어생산연구를 하고 있으

며, 미꾸라지 양식작목반과 시래기 생산농가(6개 작목반)를 육성하여 장차 

계약재배를 통해 안 한 지역 식재료를 안정 으로 공 하는 시스템을 구

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이천시, 2007). 

[이천  소비 진을 한 ‘임 님표 이천 ’ 사용업소 지정]

▢ 목
  ◦ 최고 품을 자랑하는 이천 의 소비 진을 한 ‘임 님표 이천 ’ 

사용업소 지정   제작․설치
  ◦  소비확 와 일반음식 , 소비자를 보호하는 (win-win) 략을 

추진하여 이천  경쟁력 강화

▢ 선정기
  ◦  내외 모범업소로 지정된 음식   희망업소
  ◦ 업개시 6개월 이상인 업소
  ◦ 을 60% 이상 주재료( 밥 등)로 사용하는 업소
  ◦ 농 에서 매하는 ‘임 님표 이천 ’ 사용하는 업소

▢ 사용업체 선정  처리 차
  ◦ 임 님표 이천  사용업체 신청서 수(농림과)
  ◦ 신청업소 지정가능 여부 장 확인(농림과, 농 시지부)
  ◦ 농 시지부와 사용업소 간 약서 체결(농 시지부)
  ◦ ‘임 님표 이천 ’ 사용업소 인증서 교부(시장, 농 시지부장)
  ◦ 지정업소  제작  부착(농림과, 농 시지부)
  ◦ 지정업체 사후 리(분기별 1회 지도 검)

▢ 사용업소 지정에 따른 수혜사항
  ◦ 지역농 의  매시 도매가격으로 공
  ◦ 최근 도정한 고 품질  공   
  ◦ ‘임 님표 이천 ’ 지정업소 홍보책자 제작 배부
  ◦ ‘임 님표 이천 ’ 사용업소임을 알리고 이용권장  홍보 

표 6-6.  ‘임 님표 이천 ’을 공 하는 이천 밥집 운 사례 

자료: 이천시청, 내부자료, 2007.

식, 불고기정식, 밥정식 등 정식코스로 구성되어 있음. 최근 ‘이천 밥집’의 

명성이 알려지자 안성 등 인근 지역에도 이천 밥집이 생겨나고 있어서 조리

법의 표 화와 상표  상호의 리가 필요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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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차 지방자치단체에서 향토음식의 원부재료와 조리방법 등에 한 규

격기 을 마련할 때 식재료의 품종과 생산지, 생산방법에 한 내용도 포

함한다든지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나 인증표시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좀 

비싸다 싶지만 진품 원료를 사용한 향토음식을 차별 으로 유통할 수 있도

록 표시제도와 인증제도의 정비를 통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요한 과제이다.   

3.5. 향토음식의 가공 및 외식프랜차이즈 촉진

  향토음식은 기본 으로 지역의 원료 공 과 시장을 제로 발 하기 때

문에 도시 인근이나 지 등 외지인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을 제외하고 

산업 으로 크게 발 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토음식에 한 소비

자들의 인지도를 바탕으로 이를 가공처리하고, 포장하여 식품 가공산업이

나 외식업 랜차이즈로 발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사례연구 상 품목  춘천닭갈비와 병천순 , 남원추어탕에서 일부 업

체가 랜차이즈 형태로 운 되고 있었다. 병천순 의 경우 면 소재지를 

상으로 한 기존의 시장규모에 한계가 있어서 지에서 식품공장을 운

하는 몇몇 업체가 기계로 만든 순 를 가맹 ( 국 150여 업체)에 공 하

고 있으나 한편 손으로 만드는 기존 병천순 의 특성을 상실할 수 있다는 

에서 지에서 음식 을 하는 업체들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사례업체에 해 향토음식의 명성을 기 로 가공식품 개발에 한 의견

을 문의한 결과, 응답자의 30∼40%는 ‘향토음식 고유의 맛을 상실할 우려

가 있다’고 반 하는 데 비해, 50∼60%는 ‘향토음식의 보 을 해 필요하

다’고 응답하 으며, 랜차이즈화에 한 의견을 문의한 결과, 응답자의 

14∼25%는 부정 인 데 비해, 43∼50%는 정 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이 찬성하는 이유로는 ‘홍보효과로 체 시장규모를 확 ’하고 ‘지역

의 향토음식문화를 소개함으로써 문화  자 심을 가질 수 있다’는 응답을 

한 데 비해, 반 하는 경우 ‘향토음식의 품질 리가 어렵고’, ‘지역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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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노출되어 향토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는 을 지 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문제는 향토음식의 원부재료나 조리방법에 한 규격기 을 설

정하고, 상표나 상호에 한 리체계가 확립되면 품질이나 기술  노하우 

등에 한 염려를 불식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향토음식을 가공산업화하거나 

랜차이즈를 통해 시장을 확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사실 향토음식산업의 화는 랜차이즈 형태를 취하는 것이 일반

이다. 랜차이즈는 본부의 가맹 에 한 통제력을 기 으로 제조업자가 

가맹 에게 자사의 이름으로 상품과 서비스의 매권한을 가지도록 허용

하는 상품유통 랜차이즈(product distribution franchising)와 단순히 가맹

에서 제조업자의 상호만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상호 랜

차이즈(trade name franchising), 그리고 랜차이 (franchiser)와 랜차이

지(fronchisee)가 지속 인 계에서 상품, 서비스, 상호뿐만 아니라 사업의 

반 인 개념과 방식까지 동일하게 행하는 동일사업형 랜차이즈

(business format franchising)로 구분할 수 있는데 외식산업의 경우 부분 

동일사업 형태의 랜차이즈로 이루어진다. (주)놀부(50개), 원할머니보

(50개) 배나무골오리집 등 나름 로 성공하고 있는 외식 랜차이즈가 없

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까지 향토음식의 경우 음식의 표 화와 지역명을 포

함하고 있는 상호의 이용규제 등 해결해야 할 난제를 안고 있어서 본격

인 산업화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단된다.48 

  하지만 장기 으로 볼 때 향토음식의 가공산업화나 랜차이즈는 비록 

48 우리나라의 경우 랜차이즈는 소자본창업으로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큰데도 불구하고 담기 이 없어 정부지원의 사각지

에 놓여 있음.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해 ｢가맹사업진흥에 한법률(가

칭)｣을 제정하여 ① 가맹사업의 요건(본부, 가맹 , 상호․상표 통일, 가맹 ) 

충족시 모든 업종에 용되며(순수 리 , 탁 은 제외), ② 창업에 필요한 

자 , 인력, 기술  입지 등 기본 정보와 소유통․서비스업자의 경우 기존 

독립자 업에서 가맹사업으로 환을 진, ③ 객 화된 근거를 통해 우수 가

맹본부를 인증하며, ④ 가맹사업 정보화의 진  가맹사업 부문의 자거래

기반 확립을 해 가맹사업정보화 시책을 수립하는 한편, ⑤ 랜차이즈의 체

계 , 효율  육성을 한 담기  지정 등이 추진될 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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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음식이 가진 장 인 장소마  략에 벗어나지만 피하기 어려운 시

장의 요구이다. 다만 이 경우 향토음식 자체가 가진 원부재료와 조리방법에 

있어서 특성을 잃지 않도록 철 한 품질과 랜드 리를 제하지 않으면 

안된다. 향토음식의 원료나 조리법, 상표  상호 등을 이용함에 있어서 단

지 상호사용권한(licensing)만 주는 것이 아니라 로열티 지 과 식재료 지

원, 고비 보조 등 실질 인 랜차이즈가 되어 해당 향토음식산업의 발

과 지역경제가 연계될 수 있도록 권리 계를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가  맹  

가  맹  본  부

상호 사업

활성화 

이윤창출을

통한

지속성

- 매권
- 상권
- 랜드사용권
- 상품  제품사용권
- 각종 업 노하우
  (품질, 고객, 인사,
   객, 경리, 생,
   매, 고육훈련 등)
- 각종 운  시스템
  구축
- 업을 한 각종
  운  매뉴얼
- 계 지속을 한
  시스템

- 가맹비
- 로열티

- 각종 수수료

- 집기 비품료
- 오  제반 비용

- 고 홍보비

- 물류 유통비
- 제품, 상품비

- 시장조사비

- 각종운 비

그림 6-2.  랜차이즈시스템의 기본구조

자료: 이 재, 외식산업 랜차이즈시스템 평가지표 개발에 한 연구, p.17, 2006  

3.6. 관광과 연계한 향토음식산업의 육성

  실 으로 향토음식을 산업화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에 

그 고장에서만 맛볼 수 있는 먹거리를 개발하고, 향토음식 이나 향토음식

먹거리골목 지정, 지역음식축제 개최, 여행사와 연계한 향토음식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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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등을 통해 산업과 연계하는 것이다. 먹거리패키지투어나 식도락

코스 개발 등 산업과의 연계는 객들이 지에 와서 그 지역의 

원부재료로 만든 향토음식을 소비한다는 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가 큰 것으로 알려진다. 

  최근 복잡한 유통단계를 여 렴한 가격으로 지에서 도축한 쇠고기

나 돼지고기를 구입해서 바로 요리해 먹을 수 있는 음식상품이 각 받

고 있다. 경북 김천의 지례흑돼지마을,49 화 성돼지숯불구이축제, 장흥

토요장터50 등이 그 사례인데 인근 지역에서 사육한 육류를 탁․도축하

여 좋은 고기를 안심하고 맛볼 수 있다. 성돼지숯불요리축제는 화군 

성면 성장터에서 8월 하순 주말에 2일간 개최되는데 암퇘지고기를 솔

잎 에 얹고 소나무 숯불에 익힌 성숯불돼지요리를 맛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축하공연  불꽃놀이, 요리경연 회, 아기돼지경주 회, 소주맛감

별 회, 무료한방진료 등의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지역특산 농식품과 연계된 독특한 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국

에서도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를 들어 요크셔의 치즈 제조장에서 직  

만든 치즈를 맛보거나 링컨셔의 시골농장에서 통소시지와 지역특산맥주

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미각패키지 상품 등이 그 인데 지역의 통음식

과 결합시킨  행사를 펼치고 있다. 그 결과 지역별로 다양한 음식축제

49 경북 김천시 지례면은 인구 2천여 명이 거주하는 농 마을이지만 1987년부터 

재래종 지례흑돼지 통을 복원하여 이를 요리한 20(면소재지 반지름 수백m 

내에 16곳)여 곳에 먹자골목을 형성하고 왕소 구이, 양념구이, 삼겹살, 돼지갈

비 등 다양한 메뉴로 성업 인데, 한 해 4만여 명의 객이 다녀감. 흑돼지

의 명성이 높아지자 1996년 산농  지례흑돼지작목반이 결성되어 7농가가 3

천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음. 
50 장흥군은 정남진에 있는 5일장을 리모델링하여 매주 토요일 시장을 개설하는

데 한우고기를 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입소문을 통해 지역민은 물론 외부

에서 5천～6천 명의 객이 방문하고 있음. 하루 40톤을 한정 매하는데 비

거세 한우생고기가 12,000원, 암소 한우생고기 가격은 17,000원(600g 기 )에 

매되고, 구입한 한우는 인근 식당에 가져가서 양념값을 내면 지에서 구워 

먹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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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활성화되는 동시에 지역의 통 식음료시장이 되살아나는 성과를 보고 

있다.51

  우리나라에서도 계 별로 생산되는 향토음식을 이용하여 다양한 지역축

제가 열리고 있으나 아직까지 기 단계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한 수단으

로써 자리를 잡지 못하는 것이 부분이다.52 

  사례연구 조사 상 향토음식의 경우 기본 으로 외지인들이 많이 찾는 

지에 치하거나 지역축제와 연계하여 상품의 역할을 하고 있다. 

2006년 제4회 춘천닭갈비축제에는 16만 명이나 참여하여 향토음식을 매개

로 한 새로운 도․농 교류모형을 제시하고 있다는 에서 지역축제 등을 

통해 객을 유치하는 것은 향토음식산업을 활성화하는 하나의 수단임

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다만 지역축제가 향토음식의 매출에 어떤 향

을 주는지 문의한 결과 응답자의 66.6%는 ‘매출액 증 에 기여한다’고 

답한 반면 25.9%는 ‘그 지 않다’고 응답하고 있는데, 이는 축제 시 단순

한 시식행사 참여나 체험 로그램 운  등 뚜렷한 수익모델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향토음식의  상품화를 해서는 그 지역에서나 맛볼 수 있는 독특한 

향토음식의 발굴과 개발,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특정 원부재료와 조리법 그

리고 상차림과 서비스 등 일정한 기 을 충족한 향토음식 문 의 지정  

리, 계 별․지역별로 개최되는 각종 지역단  음식축제의 내실화를 기

하고, 여행사와 연계한 향토음식 상품 개발, 향토음식의 유래나 조리

방법은 물론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음식 이나 제조업체 등에 한 종합

인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향토음식 정보의 제공, 지역  계 별 향토음

51 http://cafe.naver.com/ArticlePrint.nhn?clubid=10632847&articleid=896
52 지역축제의 상당 부분이 ① 축제의 목 이 불분명하다든지, ② 축제내용이 단

순하고 독창성과 질  수 이 낮다는 , ③ 축제 개최시기가 단오나 추석을 

후하여 계 으로 집 되어 있다는 , ④ 축제장소  공간 활용의 비효율

성, ⑤ 축제 련 문인력 양성의 미흡, ⑥ 축제의 상품화 마인드 부족, 

⑦  주도로 이루어지는데다 다양한 분야나 계층의 의견수렴 미흡 등의 문제

을 지 할 수 있음(정동채,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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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지도  달력의 제작과 보  등을 통해 향토음식을 리 알리는 것이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53

  향토음식의 산업화는 국민의 건강보호는 물론 지역농업의 발 과 통

식문화의 계승이란 에서 요한 의미를 가지는 만큼 농정의 한 역으로 

포함하여 ‘향토음식산업육성계획(안)’을 마련하고, 제도 정비와 함께 이를 

효과 으로 지원․육성하기 한 구체 인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특

히 지역의 축제나 상품과 연계한 향토음식경연 회를 정례화하여 시

군-시도- 국 회로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 게 발굴된 향토음

식, 는 향토음식 에 해 지정된 음식의 종류와 특성, 조리방법 등을 데

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국 향토음식 으로 찾아가는 방법을 맛지도 형

태로 홈페이지에 자세히 소개함으로써 과 연계한 향토음식의 산업화

를 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3.7. 향토음식의 규격과 상표 및 상호의 등록관리

  춘천닭갈비나 병천순 , 남원추어탕 등은 오랜 세월 동안 소비자들로부

터 인정받은 국 인 명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음식의 조리방법이나 

상표, 는 상호는 지 재산권으로 업활동에 있어서 고유한 맛 는 명

성에 한 소비자들의 차별 인 인식을 구체화할 수 있는 요한 업수단

이 된다. 하지만 부분의 향토자원이 특정 공동체나 지역에서 발 되어 

온 것으로서 공유재산에 해당되며, 구두로 승되거나 자연 상의 경험이

나 찰 는 직 으로 형성된 비체계 인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 

이를 기 로 특허를 출원하거나 상표 는 상호로 등록하는 지 재산권화

53 김철호(2007)에 의하면 라북도 내 향토음식 을 찾은 고객 455명에 한 조

사 결과를 5  척도로 분석한 결과, 향토음식을 선택하는 기 은 직  먹어본 

주윗사람들의 추천(3.57), TV나 라디오, 신문의 추천(3.35), 인터넷에 소개(3.10) 

등으로 나타났으며, 입소문 에서 요한 정보는 맛(4.16), 서비스(3.79), 인지

도(3.37), 가격(3.35), 향토성(3.20) 등의 순으로 밝 짐.



향토음식산업의 문제와 육성방안  165

에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향토산업 발 의 핵심인 향토지 재산권의 보호를 

한 제도  장치는 가지고 있으나 실 으로 춘천닭갈비․병천순 ․남원

추어탕 등 국 인 명성을 가진 향토음식이 원료나 조리방법 등 맛과 품

질, 상호에 한 리장치 없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 사례연구 품목

과 련하여 특허청에 상표출원  등록한 상표수는 춘천닭갈비가 94건을 

출원하여 27건이 등록되었으며, 병천순 는 29건을 출원하여 9건이, 남원

추어탕은 24건을 출원하여 7건이 각기 등록되었다(http://patent.kipris.or.kr). 

특히 남원은 지리산 인근에서 나는 토종미꾸라지와 고랭지우거지, 향신료

( 피)를 넣은 추어탕이 발달하 는데 이를 기 로 한루 인근 천거동에 

30여 개 남원추어탕집이 집 되어 향토산업으로 자리잡고 있으나 타 지역

에서 같은 상호를 사용하는 업체가 무려 430개나 되어 사실상 ‘남원추어

탕’에 한 상호나 품질 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서도 주시는 주비빔밥의 상표를 등록하여 리하고 있

다. 즉 주시는 1999년 12월 22일 특허청에 ‘ 주비빔밥’ 상표  서비스

표의 등록을 완료하고 (주) 주비빔밥과 상표․서비스표사용계약(통상사용

권)을 맺음으로써 사용료를 받고 있다.54 (주) 주비빔밥의 ‘ 주비빔밥’ 매

출액은 2006년 1월 6,769만 1,000원에서 2007년 1월에는 1억 4,619만 

7,000원, 2007년 9월에는 1억 8,669만 3,000원으로 증가하 다. 따라서 

주비빔밥 상표사용 징수액은 2006년 1월의 20만 3,000원에서 2006년 9월

에는 56만 6,000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리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는 출처표시와 품질표시  기능을 가

지고 있어서 상표와 유사한 역할을 하게 된다. 우리나라도 지리  특성을 

가진 농산물  그 가공품을 등록하는 지리 표시제도를 도입․운 하고 

있으나 2005년 별도의 지리 표시단체표장제도 도입하여 행정낭비와 기업

54 2004년 4월에 맺은 제3차 계약에 의하면 ① 상표 사용료는 매출액의 1000분의 

3, ② 서비스표 사용료는 국내 체인 은 가맹비의 1000분의 10, 국제 랜차이

즈는 매출액의 1000분의 10으로 하고,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0년간

(2004.4.1～2014.3.30)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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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을 가 시키고 있어서 조정이 필요한 상태이다. 

  따라서 국 인 명성을 가진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상표 는 상호

에 해서는 지자체나 해당 향토음식 의회 등이 해당 상품의 규격기 에 

기 하여 조정된 지리 표시(가공식품), 는 지리 표시 단체표장상표(음

식․서비스)로 등록하여 향토음식의 상표와 상호에 한 품질 리와 권리

계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향토음식은 특정한 지역에서 오래 부터 구나 만들어 먹던 음식

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가 조리방법이나 상표  상호를 등록하여 배타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 더구나 기 등록한 상표의 경우 ｢상표법｣상 권리

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들과 차별화하기 해서는 지방자치단

체가 향토음식의 종류별 원재료와 조리방법 등 기 을 제정하여 품질을 

구  분 지리 표시등록제 지리 표시 단체표장제

법률근거 농산물품질 리법(1999) 상표법(2004)

신청자격
특정지역 내 상 품목을 생산 

가공하는 단체로 구성된 법인

상 품목을 생산, 제조 는 

가공하는 자만으로 된 법인

등록 상 농산물과 가공품 제한 없음(모든 상품)

등록 차

신청→지리 표시등록 시 의회 심

사  장조사→신청공고→(이의

신청/심사)→등록공고

출원→심사 (1인) 심사→출원공고 

→(이의신청/심사)→등록공고

등록요건

-품목의 우수성

-명성과 지리  특성의 인과성

- 상지역 안에서 생산과 가공

-기타 농림부 장 이 정한 것

-상품의 품질, 명성 는 특성

-명성과 지리  특성의 연계성

- 상지역의 정의

-단체의 특성

등록효과
-지리 표시 배타  사용가능

 (항구 )

-지리  표시 배타  사용가능

 (10년간)

사후 리 -품 원에 의한 사후 리 -규정 없음(이해 계자 소송)

표 6-7.  우리나라의 지리 표시제도 운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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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특히 행 ｢식품공 ｣ 

 ｢건강기능성식품공 ｣은 최신 시설을 갖춘 식품업을 제로 하고 있어

서 향토음식에 용하기 어려운 만큼 별도의 공 을 마련하거나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해당 지역 향토음식의 규격기 을 ｢표 조리법｣ 형태로 설

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품질을 인증하여 차별 으로 리하는 방안을 강구

할 필요가 있다.



맺는말  제7장

  일반 으로 향토음식은 지역의 원료농산물과 조리방법, 지역의 통문화

를 바탕으로 하는 음식을 의미한다. 이는 어디에서, 가, 어떻게 생산한 

것인지 알 수 있는 지역먹거리란 에서 건강과 안 을 염려하는 소비자들

의 기본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지역농업과 한 연계를 

맺고 있다는 , 그리고 지역문화를 바탕으로 한 상품으로서 발  가

능성이 크다는 에서 농가소득 증 와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으로서 주목

받고 있다.

  이 연구는 향토음식이란 무엇이며, 우리나라 농업․농 에 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향토음식의 종류  지역별 분포실태는 어떠

한지, 특히 향토음식업에 한 사례연구를 통해 그 운 실태와 당면문제, 

그리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향 등을 살펴보는 한편 소비자조사를 통해 

이들 향토음식업의 맛의 차이는 어떻게 생성된 것인지 등을 종합 으로 

조사․분석함으로써 향토음식의 산업화를 해 필요한 정책 안을 모색한 

것이다.

  연구방법으로는 국내외 문헌조사와 2차 자료 분석, 그리고 춘천닭갈비․ 

병천순 ․남원추어탕 등 외식업체와 소비자를 상으로 사례연구를 수행

하 다. 이들 품목이 우리나라 향토음식산업에 해 표성을 갖는다고 

단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례연구 상으로 선택한 것은 재 

상업 으로 운 되는 향토음식산업의 실태와 문제를 악하고 지역개발 

수단으로서 농업과 음식의 연계고리를 찾고자 하는 이 연구의 목 에 부응

할 수 있다고 단하 기 때문이다. 연구에서는 향토음식업체에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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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주된 연구방법으로 채택하 으나 이 밖에도 선행연구와 국내외 

련 정책에 한 검토도 병행하 다. 통식품산업이란 유사한 제목으로 몇 

차례 선행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향토음식을 소재로 한 외식

산업에 을 맞추게 되었다. 

  향토음식에 한 정의는 직  소비할 수 있는 농수산물과 이를 조리한 

식품  가공품을 포 하는 이른바 ‘로컬푸드(local food)’와 같은 개념으

로 설정하 는데 향토음식에 한 이 같은 인식은 지역의 자연조건과 역

사․문화  배경을 기 로 원부재료와 조리방법에 있어서 고유한 지역성

을 가진다는 특징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농업

과의 연계성 등 정책 안을 모색하는 데 시사 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향토음식은 다른 지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고유한 맛이 핵심인데 이는 

자연조건에 순응한 지역의 원부재료와 조리방법, 그리고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향토음식산업은 원부재료와 

조리방법, 그리고 역사․문화란  에서 분명한 향토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때 향토의 공간  범 는 시․군 행정 단 를 기 로 설정할 수 

있지만 품목에 따라 시․도 는 읍․면이나 마을도 될 수 있으며 산업이

란 에서는 새로운 음식의 개발이 아니라 기 상업화된 음식을 제로 

한다. 향토음식산업은 지역성과 통성으로 규명되는 향토성이 자원의 종

류나 생산과정, 산출물의 성격을 기 로 상품화 는 산업화하여 부가가치

를 창출하며, 지역 내 동종 업체들이 집단화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 다면 향토음식이 왜 요하며,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최근 식

품소비의 서구화와 외식소비의 증가는 외국산 농산물의 수입 증가와 식품

자 률 하를 통해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거리를 멀게 함으로써 통 인 

향토음식 수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즉, 우리 국민들의 

주식인 밥을 먹는 사람들이 어들고, 피자나 빵 등 가루제품 소비가 늘

어나면서 곡류의 자 률은 1990년의 43.8%에서 2005년에는 29.3%로 떨어

지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농업구조가 세하고 경쟁력이 취약하다는 데 

문제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통식품과 향토음식을 외면하는 소비자들의 

태도도 무시할 수 없다. 어 든 이와 같은 상은 결과 으로 농가소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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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축시키고, 국민 양의 불균형과 이로 인한 비만과 고 압․당뇨병․

비만증․동맥경화증과 같은 생활 습 병의 발병을 증가시킨다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향토음식산업의 활성화는 지역의 원부자재 소비와 

고용창출,  등 련 산업과 연계 등을 통해 농 경제를 활성화하는 수

단이 될 수 있다. 특히 향토음식을 활용한 지역축제, 농 문화 과의 연

계가 지역경제의 활성화 수단으로서 각 을 받고 있다. 아울러 외국산 농

식품의 수입으로 식품안 성에 한 불안감이 큰 가운데 어머니가 해 주시

던 본고장의 제철 음식을 먹는 것이 건강한 삶을 지속하는 비결이라는 소

 ‘신토불이(身土不二)’와 일맥상통하는 개념으로 소비자들의 식품안 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친환경  삶을 유지하는 안으로 주목받

고 있는 것이다. 

  외국에서는 슬로푸드나 로컬푸드, 지산지소 운동 등을 통해 지역에서 생

산된 제철 농식품을 소비하는 것이 소비자들의 식품 생과 안 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지역농업과 지역사회를 유지⋅발 하는 핵심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들은 부분 소비자 심의 사회운동으로 개되

어 왔으나 최근 식품의 장거리운송과 얼굴을 모르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에 의한 식품안 성 문제 등 폐해가 확산되면서 차 생산자와 소비자

가 연 하는 새로운 형태의 거래방식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특히 지

역 식문화의 개발과 ‘맛의 방주 선언’을 통한 미각의 산지운동, 미각교육을 

실천하는 슬로푸드 운동과 도시농업․농민장터․학교 식을 강조하는 로

컬푸드 운동, 그리고 식육교육을 강조하며 학교 식을 실천하는 일본의 지

산지소 운동과 더불어 향토음식이 가진 가치와 의미, 그리고 이를 구 하

기 한 실천 인 안을 제시하고 있다. 

  향토음식이 가진 여러 가지 의미와 가능성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까지 이를 활성화하기 한 정책  노력은 지극히 미약하다. 를 들어 농

림부의 통식품육성(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문화 부의 무형문화재 계

승발 (문화재보호법)  문화산업 진흥(문화산업진흥기본법) 차원에서 

통식품 제조업체의 시설  운 자  지원과 음식분야의 무형문화재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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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자를 선정하여 통문화의 보 과 계승을 지원하 으나 사실상 향토

음식산업 육성과는 직 인 연계성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우리나라의 향토음식에 한 선행연구 결과를 보면 조리방법에 한 연

구가 부분이고, 일부 산업의 콘텐츠로서 지역별로 얼마나 많은 향토

음식이 존재하는지 등에 한 연구가 몇 편 있을 따름이다. 한국 공사

(1993)는 458개, 농 진흥청의 향토음식 홈페이지(2007)에는 573개, 그리

고 박 곤(2006)은 954개의 향토음식을 소개하고 있다. 향토음식에 한 

명확한 개념과 구분에 한 기 이 없는 상태에서 이들 향토음식의 개수가 

얼마나 정확하며, 어느 정도나 상품화되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아

직까지 국 으로 많은 종류의 향토음식이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

이다. 문제는 기능보유자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이 상태로 방치할 경우 머

지않아 부분의 향토음식이 소멸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이들 향토음식  한 지역명칭을 포함한 품목 37개를 상으로 유

형화한 결과 주비빔밥․수원갈비․춘천닭갈비․포항과메기 등 시( )지

역을 기반으로 하는 것과 굴비․ 덕 게․순창고추장․보성녹차․진

도홍주 등 군(郡)지역을 상으로 한 것, 그리고 병천순 ․한산소곡주․

창평 엿․돌산갓김치․언양불고기 등 읍․면(邑面)지역과 장충동족발․

청진동해장국․ 당두부․천서리막국수 등 마을을 상으로 하는 것도 있

다. 음식의 형태별로는 부분이 지에서 시음할 수밖에 없는 요리형태이

지만 약 1/3은 역외 반출이 가능한 주류(이동막걸리, 한산소곡주, 진도홍

주, 안동소주, 선산약주)와 엿  한과류(평창옥수수엿, 창평 엿, 울릉도호

박엿, 합천한과), 차류(보성녹차, 화개녹차), 장류( 산집장, 순창고추장, 

양집장), 김치(강화순무김치, 돌산갓김치), 젓갈(간월도어리굴젓, 손불엽삭

젓, 임자도새우젓), 두부( 당두부, 화심두부), 순 (백암순 , 병천순 ) 등

이 있다.      

  이들 향토음식  실제 상업 으로 운 되고 있는 향토음식산업의 실태

를 악하기 해 춘천닭갈비와 병천순 , 남원추어탕에 한 사례연구를 

실시한 결과 많은 업체가 먹거리골목을 형성하고 지역경제에서 요한 역

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춘천시에 닭갈비집이 277개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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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그 에서도 조운동에는 20여 업체가 집 하여 ‘명동닭갈비골목’을 

형성하고 있다. 천안시 병천면 순 거리에는 28개의 순 집이 집 되어 있

는데 랜차이즈 참여 업체도 3곳이나 된다. 남원시 천거동 한루 주변에

는 추어탕음식 이 30곳 정도 집해 있는데, 2007년에는 추어탕 가공공

장을 설립하여 토르트형태의 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정확한 규모는 

악하기 어렵지만 이들 업체는 고용효과는 물론 원료농산물과 식자재 구입 

등의 소득효과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객들에게 명물로 지역을 알리는데도 한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춘천닭갈비나 병천순 , 남원추어탕 같은 향토음식은 국 인 명

성에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원부재료의 상당부분이 지에서 조달되지 못

하고 있거나 조리방법이 표 화되어 있지 않다. 더구나 이들 향토음식의 

상표나 상호가 구나,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방치되어 있어서 향

토음식의 차별  유통을 통한 지속 인 발 을 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향토음식업체의 간 이나 정비해 주는 것이 

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직까지 향토음식에 한 정책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 이는 사례조사에서 향토음식의 문제 으로 ‘ 리 알려진 

향토음식의 상호를 남발하여 명성 상실’, ‘맛과 조리방법에서 차별성 부

족’, ‘원료의 원산지 불분명’ 등을 지 한 결과에서도 알 수 있다.

  향토음식산업의 발 을 해서는 지역별로 고유한 향토음식을 발굴하여 

원료와 조리방법 등 향토음식의 특징을 규명하여 표 화하고, 특히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명성을 가진 향토음식의 조리방법과 상표, 는 상호를 

권리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기 로 원료 사용이나 조리방법, 기타 생이

나 서비스 등을 평가해서 향토음식 을 지정하는 한편 향토음식에 한 연

구개발과 교육․훈련, 홈페이지나 지역축제 등을 통한 홍보강화로 산업화

를 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① 새로운 향토음식의 발굴  육성, ② 향토음

식의 조리법 등에 한 교육․훈련 강화, ③ 향토음식클러스터의 지정  

지원, ④ 향토음식에 필요한 원부재료의 안정  확보, ➄ 향토음식의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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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식 랜차이즈 진, ➅ 산업과 연계 등을 향토음식산업의 육성방

안으로 제시하 다. 특히 향토음식산업의 핵심이 지역의 원료와 조리방법

으로 만든 독특한 맛과 오랜 세월 동안 구 되어 온 명성인 만큼 여하히 

이를 보 하고 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 산업 활성화의 건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지역명칭을 포함한 향토음식 랜드라도 이미 등록한 것

은 ｢상표법｣에 의해 배타  권리가 보장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향토음식의 원료 사용이나 조리방법 등에 한 규격과 기 을 제정하고 인

증표시를 통해 차별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탈리아의 슬로푸드나 국의 로컬푸드, 일본의 지산지소, 미국의 

CAS(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그리고 우리나라의 신토불이 운동

이 공감 를 형성하는 것은 지역에서 생산된 제철 농식품을 소비하는 것이 

소비자들의 식품 생과 안 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지역농업과 지역사회

를 유지⋅발 하는 핵심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에서 생산된 

부분의 제철 농식품은 수입 농식품에 비해 가격이 비싸고 공 이 불안정

하기 때문에 이들 지역먹거리의 가치를 소비자들에게 제 로 알리지 않고

는 시장에서 경쟁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향토음식산업화의 성패는 소비자

들에게 향토음식의 가치를 알리고, 소비자 스스로 이들 향토음식의 고유한 

맛을 구분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소  ‘미각교육’과 ‘식육교육’이 선

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제철, 본고장에서 난 재료를 이용하여 옛

날부터 그 고장에 내려오는 조리법으로 만든 향토음식이 가진 의미와 발  

가능성에 한 국민들의 인식이 새로워질 때 비로소 다양한 향토음식의 발

굴과 산업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175

농림

수산

물

서울 마포의 새우젓

경기도 이천 , 김포 자 미, 고양 웅어

강원도
평창 산나물, 양양 송이, 횡성 더덕·한우, 인제 황태, 평창 송

어, 월주천꺼먹돼지, 삼척 미역

충청도 
충주 꿩, 민물고기, 보은 추, 제천의 약 , 단양 마늘, 증평 

인삼, 서산생강, 산인삼, 청양구기자, 성환배 

경상도

풍기인삼, 울진송이, 양인삼, 양고추, 산채, 문경사과, 마

(산약), 덕 게, 청송사과, 청송 추, 의성마늘, 의성옥사과, 

진 단감, 숭어, 언양 미나리, 울주배

라도 

굴비, 건새우, 죽순, 약 추, 토종꿀, 산수유, 매실, 돌산갓, 나

주배, 흑산도홍어, 녹차, 유자, 참미역, 래, 고구마, 참다래, 

매생이, 건문어, 미역, 김, 굴비, 구기자, 톳, 멜론, 곶감, 추, 

생강, 지, 딸기, 인삼, 표고버섯, 더덕, 복분자, 풍천장어, 수

박, 고추, 주 콩나물

제주도 감귤, 자리회, 옥돔, 복, 톳, 갈치, 선인장

조리

음식 

서울

설 탕, 신선로, 육개장, 탕반, 홍반, 약반, 떡찜, 흑임자죽, 잣

죽, 구 , 상추떡, 섞박지, 느티떡, 감동무젓, 홍합 , 매작과, 

탕평채, 비아니구이, 장김치, 편수, 생치만두, 약반, 빈 떡

경기도

김포-갈탕게탕, 미꾸라지털래기국수, 참게탕

가평-잣산박, 송화다식  철원-쑥갠떡  안성-소머리국밥

연천-즘떡  여주- 치찜, 산병  양주-호박식혜

이천-게걸무김치  주-부추편수  용인-무릇장아 , 표고버섯

구이  남양주-도토리빈 떡  부천-수수옴방떡

의정부-떡갈비  수원-갈비구이

강원도 

강릉 감자옹심이․감자떡, 횡성 더덕구이, 홍천 화로구이, 

평메 병, 강릉 당순두부, 춘천막국수, 속 오징어순 , 홍

천화로구이

부록 1

향토음식 분류

■ 가공 정도별로 분류한 향토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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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도

청주새뱅이 개, 괴산민물매운탕, 청원도리뱅뱅이, 옥천올갱이

국밥, 동용 탕, 서천소곡주, 산더덕구이, 태안 국낙지탕, 

서산어리굴젓

경상도
순메 냉면과 고백한우불고기, 게찜, 약돌돼지솔찜, 헛제삿

밥, 안동찜닭, 안동한우정식, 진주비빔밥

라도 

굴비 개, 치회, 백합죽, 청국장국, 콩잎요리, 용 탕, 메기

탕, 토끼탕, 버섯덮밥, 죽순회, 담양추어탕, 담양떡갈비, 들깻잎

부각, 고추부각, 통밥, 압록매운탕, 압록은어회, 석곡 돼지고

기 숯불구이, 은어훈제구이, 은어간장구이, 은어회, 치회, 참

게탕, 산채정식, 산채비빔밥, 양숯불갈비, 재첩국, 재첩회, 

어회, 백운산송어회, 부각, 투가리추어탕, 피부각, 맛꼬지, 애

요리, 순천백반, 피라미탕, 서 회, 노래미탕, 가오리찜, 즉석

복탕, 참장어탕, 장어구이, 해물해장국, 붕장어회, 꼬시, 바다

메기탕, 바다메기찜, 문어회, 피문어찜, 피문어죽, 흑염소탕, 다

슬기수제비, 사리국(다슬기탕), 쏘가리탕, 붕어찜, 흑염소숯

불구이, 추어산 , 나주곰탕, 가물치회, 오리탕, 미꾸라지구이, 

장어구이, 홍어찜, 함평한우 비빔밥, 세발낙지회, 민물장어구

이, 삼합회, 갈낙탕, 아귀탕, 세발낙지회홍탁, 홍어탕, 낙지연

포, 홍어회, 낙지죽, 바 옷우무, 갈낙탕, 짱뚱어탕, 표고버섯탕

수육, 표고 , 은어죽, 청맥죽, 더덕생채, 매생이탕, 물회, 바지

락회, 양탕(암염소탕), 우족탕 어회, 우 회, 꼬막정식, 돔배

젓, 진석화젓, 능성어젓, 능성어죽, 합국, 은어튀김, 매생이

국, 오골계탕, 추어탕, 청둥오리 야채주물럭, 장수통닭, 닭정식, 

뱀장어구이, 복요리, 용 탕, 도미회, 지리국, 복죽, 회덮

밥, 구기자밥, 해물뚝배기탕, 구기나물, 백합죽, 추어탕, 우어

회, 칠보편포, 아리민물고기매운탕, 화심순두부, 모악산보리

밥, 참붕어찜, 동상토종닭백숙, 둔산산채백반, 더덕무침, 애

찜, 애 탕, 양하느름 , 양하탕, 양하산 , 양하녹두나물, 양

하가지나물, 산 된장국, 산 튀김

제주도 
갈치호박국, 자리물회, 꿩토렴&꿩메 국수, 옥돔구이, 성게국, 

복국, 빙떡, 해물뚝배기

가공

식품 
경기도

김포-올방개묵, 연천-율무고추장, 용인-백암순

가평-옥수수술, 양평-호랭이술, 산수화주

고양-송포토속주, 여주-고구마묵

남양주-배식혜, 주-장단콩유과, 수원-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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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횡성안흥 빵, 홍성 천새우젓

충청도 천안호두과자

경상도 안동식혜, 기장미역, 함안 수곶감 

라도 

고추장굴비, 토종주, 강하주, 집장, 팔목주, 진고색주, 죽순장아

, 죽순정과, 추성주, 엿, 고들빼기김치, 도화젓, 참게장, 산

수유떡, 숯불구이한과, 고로쇠식혜, 산수유술, 작설차, 돌산갓

김치, 호박약과, 돔배젓, 집장, 홍어김치, 손불 삭젓, 병어젓, 

송어젓, 모치젓, 고구마술, 고구마조청, 엿, 홍탁, 임자도새우

젓, 어란, 멸치젓, 인동 막걸리, 송어젓, 돌김, 오징어젓, 꽃게

장, 어란(숭어알), 표고떡, 차가루양갱, 유자잎강정, 유자약과, 

유자매작과, 유자인 미, 토하젓, 매실장아 , 바닷게장, 꼴뚜

기젓, 새우젓, 진양주, 녹산주, 갓소박이, 래김치, 홍주, 구기

자고추장, 구기자떡, 구기자식혜, 게장, 통메주, 곰소젓갈, 과

하주, 백일주, 호산춘, 감장아 , 감식 , 모주, 다슬기장아 , 

더덕김치, 양하김치, 양하장아 , 산 장떡, 산 장아 , 복분

자주, 장아 , 감단자, 콩과자, 찹 고추장, 치즈, 엿

제주도 선인장꿀, 오메기술, 꿩엿

주

식

서울 홍반, 골동반, 잣죽, 흑임자, 타락죽, 편수, 탕반, 생치만두

경기도
이천 밥, 김포 자 미밥, 김포 미꾸라지털래기국수

주 공릉장국밥, 안성 쇠머리국밥, 주 부추편수

강원도 춘천막국수

충청도 옥천올갱이국밥, 동용 탕, 산인삼어죽

경상도
밥, 돼지국밥, 안동헛제삿밥, 안동건진 국수 쇠고기국밥, 장국

밥, 진주비빔밥, 백합죽, 충무김밥, 복죽, 산나물밥, 진주비빔밥

라도 

버섯덮밥, 산채정식, 산채비빔밥, 순천백반, 다슬기수제비, 함평

한우 비빔밥, 주비빔밥, 낙지죽, 은어죽, 청맥죽, 능성어죽, 닭

정식, 복죽, 회덮밥, 구기자밥, 백합죽, 세발낙지회홍탁, 모악

산보리밥, 둔산산채백반

제주도 보말죽, 콩죽, 옥돔죽, 복죽, 꿩메 칼국수

■ 용도별로 분류한 향토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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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식

서울
신선로, 탕평채, 설 탕, 육개장, 홍합 , 섞박지, 장김치, 구

, 떡찜, 비아니구이, 감동젓무, 빈 떡

경기도

김포-올방개묵, 갈탕게탕   여주-고구마묵, 치찜

이천-게걸무김치  용인-무릇장아 , 백암순 , 표고버섯구이

남양주-도토리빈 떡  고양-웅어매운탕  의정부-떡갈비

수원-갈비

강원도 

강릉 감자옹심이, 당순두부, 횡성 더덕구이, 홍천 화로구이,

평메 병, 속 오징어순 , 평창산나물, 양양송이, 월주천

꺼먹돼지, 평창송어회

충청도 

보은 추, 증평인삼, 충주꿩, 민물고기회, 괴산민물매운탕, 청원 

도리뱅뱅이, 제천 약 음식, 청주새뱅이 개, 단양 마늘, 태안

국낙지탕, 산더덕구이, 서산어리굴젓

경상도

수동메기매운탕, 장어구이, 참게탕, 합찜, 도다리쑥국, 하모회, 

어구이, 장어구이, 아귀찜, 미더덕찜, 풋고추찜, 수수풀떼기, 

약돌돼지솔찜, 게찜, 부추해물잡채, 동인갈비찜, 가죽장아 , 

참외장아 , 감장아 , 느타리버섯 장아 , 안동찜닭

라도 

감장아 , 갓소박이, 고추부각, 굴비 개, 사리국, 통밥, 더

덕김치, 돔배젓, 맛꼬지, 벌교 꼬막회, 바닷게장, 백운산송어회, 

병어젓, 부각, 붕장어회, 삼합회, 새우젓, 쏘가리탕, 압록매운탕, 

압록은어회, 애 찜, 양하느름 , 오골계탕, 우 회, 장수통닭, 

장어구이, 재첩국, 재첩회, 어회, 죽순회, 짱뚱어탕, 피부각, 

홍어찜, 흑산도홍어, 흑염소숯불구이, 가물치회, 가오리찜, 갈낙

탕, 고추장굴비, 곰소젓갈, 양숯불갈비, 구기나물, 굴비, 고들

빼기김치, 꼬막, 꼴뚜기, 꽃게장, 나주곰탕, 낙지연포, 노래미탕, 

치회, 능성어젓, 다슬기장아 , 담양떡갈비, 담양추어탕, 합

국, 도미회, 도화젓, 돌김, 돌산갓김치, 돔배젓, 동상토종닭백숙, 

들깻잎부각, 매생이탕, 매실장아 , 메기탕, 멸치젓, 모치젓, 문

어회, 물회, 미꾸라지구이, 민물장어구이, 바다메기찜, 바다메기

탕, 뱀장어구이, 붕어찜, 꼬시, 산 된장국, 산 장아 , 서

회, 석곡 돼지고기 숯불구이, 세발낙지회, 송어젓, 아귀탕, 양탕, 

양하가지나물, 양하김치, 어란, 오리탕, 오징어젓, 용 탕, 우족

탕 어회, 은어회, 은어훈제구이, 임자도새우젓, 장어구이, 죽순

장아 , 치회, 즉석복탕, 지리국, 진석화젓, 집장, 참게장, 참게

탕, 참붕어찜, 참장어탕, 찹 고추장, 청국장국, 추어산 , 추어

탕, 칠보편포, 콩잎요리, 토끼탕, 토하젓, 투가리추어탕, 래김

치, 풍천장어, 피라미탕, 피문어죽, 피문어찜, 해물뚝배기탕, 해

물해장국, 홍어김치, 홍어탕, 화심순두부, 흑염소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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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선인장떡국, 동지김치, 퍼데기김치, 우무냉국, 돼지고기육개장, 

멸치국, 자리조림, 양하무침, 옥돔미역국, 성게국, 고사리 름 , 

감귤

떡·

한

과

류

서울 느티떡, 상추떡, 약반, 매작과

경기도

가평-잣산박, 송화다식  철원-쑥갠떡  연천-즘떡 

여주-산병  양주-호박식혜  주-장단콩유과

남양주-배식혜  부천-수수옴방떡   수원-약과

강원도 강릉 감자떡, 횡성안흥 빵

충청도 서산생강한과, 천안호두과자

경상도

사과시루떡, 송편꽃떡, 유자잎이 미, 당근떡, 송구송편, 사과강

정, 송기떡, 송화다식, 솔잎강정, 모시송편, 참외정과, 감자경단, 

석탄병, 부편, 버섯색편, 문경새재찹 약과

라도 

죽순정과, 호박약과, 엿, 산수유떡, 숯불구이한과, 고구마조청, 

엿, 표고떡, 차가루양갱, 유자잎강정, 유자약과, 유자매작과, 구

기자떡, 산 장떡, 감단자, 콩과자, 엿

제주도 쑥떡, 빙떡, 기주떡

주

류 

경기도
가평-옥수수술  양평-호랭이술, 산수화주

고양-송포토속주  양주-송엽주

강원도 옥수수술, 평창 감자술

충청도 증평의 인삼 동동주, 서천소곡주

경상도 스무주, 석감주, 과하주

라도 

토종주, 강하주, 팔목주, 진고색주, 추성주, 산수유술, 고구마술, 

복분자주, 과하주, 백일주, 호산춘, 진양주, 녹산주, 홍탁, 인동

막걸리, 모주, 홍주

제주도 오메기술, 선인장 열매주

기

타

류

충청도 청양구기자차

경상도 집장, 마늘고추장, 사과조청

라도 곶감, 녹차, 유자, 고로쇠식혜, 작설차, 구기자식혜, 감식

제주도 선인장꿀, 꿩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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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한국농 경제연구원은 농업․농  정책을 연구하는 국무총리실에 

소속된 정부출연연구기 입니다. 희 연구원에서 이번에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으로서 향토음식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 향토음식의 

산업화를 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일환으로 표 인 향토음식 사례품목을 선정하여 향토음

식 업체(음식 )의 실태와 문제 , 지역경제에 미치는 향  개선 

방향 등을 악하고자 한국음식연구원과 함께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신 내용은 우리나라 향토음식의 황을 악하

고 향토음식산업의 발 , 나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업․농

의 활성화를 한 정책 안을 설정하는 데 귀 한 자료가 될 것

입니다. 

  선생님께서 조사표에 기입하시는 사항은 연구 이외에 다른 용

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업체 개별에 한 사항은 일체 공개

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설문 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7년 8월

한국농 경제연구원

숙명여자 학교 한국음식연구원

부록 2

향토음식산업에 한 업체(음식 ) 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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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음식  건물 조리장 객실 수 테이블 수

황 (     )㎡ (     )㎡ (     )개수 (     )개수

연령 성별 소지 자격증 / 련 교육훈련 내용

(      )세 남 / 여

1. 귀하의 음식 에 한 일반 사항에 한 질문입니다.

음식 명 연락처

표자명 창업(인수)연도

자본 건물소유 형태
① 자가 
② 임

2. 귀하( 표자)께서는 어떻게 귀 음식 을 운 하게 되셨습니까?

① 부모 는 친척으로부터 수      ② 신규 창업      ③ 기타(        )

3. 귀하의 음식 이 재 장소에 입지하게 된 주된 요인은 무엇입니까?

① 동종 음식 의 집 ② 원재료 조달의 유리

③ 향토음식의 인지도 ④ 정보 획득의 용이

⑤ 정부 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지원 ⑥ 교통의 편리성

⑦ 기타(                                   )

4. 귀 음식 에서는 어떤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까?

5. 귀 음식  종업원 수에 한 사항입니다.

1) 상시고용 종업원: (    ) 명, 그  지 거주자: (    ) 명

2) 일용직 종업원: 성수기 (     ) 명, 그  지 거주자: (    ) 명

                 비수기 (     ) 명, 그  지 거주자: (    ) 명

6. 귀 음식 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리사에 한 사항입니다.

7. 귀 음식 에서는 향토음식의 새로운 조리법을 주로 어떻게 개발하고 있습니까?

① 로 내려오는 비법 수받음

② 시행착오를 통한 자체  개발

③ 지자체 는 교육기 에서 강습받음

④ 의회 회원들 간 정보 공유

⑤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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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월평균 액 구성비 지 지출의 비율(%)

임 원 (     %)

원부재료 구입비 원 (     %)

물품 구입비(조리기구 등 포함) 원 (     %)

공과 ( 기, 수도, 화요  등) 원 (     %)

임 료(임 하는 경우만) 원 (     %)

세 원 (     %)

기타 비용 원 (     %)

총 지출액 원 100

8. 귀 음식 에서 월평균 지출되는 비용은 얼마나 차지하는지 비율을 각 항목별로 

기재해 주십시오.

9. 귀 음식 의 월평균 매출액  고객 수는 얼마나 됩니까?

1) 매출액: (           ) 원

2) 고객수: (           ) 명, 이  외지인: (            ) 명  

10. 원부자재 구입할 때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① 높은 가격 ② 고품질 재료 확보의 어려움

③ 물량 확보의 어려움 ④ 지역산 원료 확보의 어려움

⑤ 기타(                      )                    

11. 귀 음식 에서는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① 방송 매체 (맛 맛 등 TV, 라디오 등) ② 지자체를 통해서

③ 축제를 통해서 ④ 방송 고 는 단지 배포

⑤ 시회 등 각종 행사 참가 ⑥ 입소문을 통한 홍보

⑦ 기타(                          )

12. 귀하께서는 향토음식 의회에 가입하셨습니까?

① (12-1번으로)                       ② 아니오(13번으로)

12-1. 향토음식 의회에 가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요리법에 한 정보 습득  교환 용이   ② 시장 동향에 한 정보 습득 용이

③ 원재료의 공동 구매 용이           ④ 친목도모

⑤ 홍보 유리                ⑥ 기타(               )

13. 귀하께서는 랜차이즈에 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13-1번으로) ② 반 (13-2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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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찬성하실 경우(①번 답),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홍보 효과로 체시장규모 확

② 표 화  규격화를 통해 품질 향상 

③ 지역의 원부자재 소비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

④ 지역의 향토음식 문화 소개로 문화  자 심 고취

13-2. 반 하실 경우(②번 답),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향토음식의 품질 리의 어려움

② 향토음식에 한 기술 노출로 고유한 향토성 상실

③ 외지 손님의 지방문 감소

④ 경쟁 심화로 수익률 하 

14. 귀하께서는 방문객들이 향토음식을 선호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

까?

① 옛날부터 즐겨 먹었던 음식이므로  ② 가격이 렴 ③ 유명성

④ 맛이 좋아서       ⑤ 건강식이므로 ⑥ 기타(      )

15. 춘천시에서 개최되는 지역 축제가 귀 음식 의 매출액 증가에 기여합니까?

① 매우 그 다 ② 약간 그 다 ③ 보통  ④ 거의 그 지 않다 ⑤  그 지 않다

16. 축제 때 귀하의 음식 은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십니까?

① 축제 행사장에 시식 행사 참여(음식 공 )

② 축제 시 체험 로그램 운

③ 축제 시 비용 지원

④ 참여하는 바 없음

⑤ 기타(                                      )

17. 귀하의 향토음식 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사항을 모두 √표 해주십시오.

① 세제 혜택  융 지원 ② 음식  앞 거리 정비

③ 음식 메뉴 개발  서비스 등 교육 ④ 홍보

⑤ 생교육 ⑥ 기타(             )

18. 귀하께서는 향후 향토음식의 경쟁력을 높이기 해 개선해야 할 일이 무엇인

지 두 가지만 답해주십시오.  (      ), (      )  

① 음식 맛과 품질 향상 ② 좋은 원료 사용

③ 서비스 개선 ④ 가격 인하

⑤ 홍보 강화    ⑥ 조리방법의 규격화․표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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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다양한 메뉴 개발 ⑧ 생 리 철

⑨ 상표 등록을 통한 공동 랜드화 ⑩ 지역의 원료 사용

⑪ 시설 개보수

19. 귀하께서는 향토음식산업으로 발 해 나가기 해 필요한 정책 과제는 무엇인

지 세 가지만 답해주십시오. (      ), (      ), (      )  

① 향토음식 발굴  새로운 메뉴 개발

② 향토음식  지정  리

③ 조리방법 표 화  특허 등록

④ 향토음식에 한 연구개발

⑤ 향토음식 조리법  서비스 교육

⑥ 원료의 계약 생산과 원산지 표시

⑦ 시설 개보수 자  지원

⑧ 상표  상호 등록을 통한 랜드 지정  리

⑨ 홍보  매 진 강화

⑩ 향토음식의 가공식품 산업화 육성

⑪ 향토음식 랜차이즈 확

⑫ 지 는 지역축제와의 연계

20. 향토음식 발 을 해 정부 정책에 한 건의사항을 기재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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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재료명
월평균

사용량(㎏)
구입처 생산지 유통경로

주원료 닭다리살

부재료

떡볶이  

쫄면

 

고구마

채소류

상추 

깻잎

고추 

마늘

양념류

고춧가루

고추장

마른 고추

간장

참기름

통깨
( 는 깨소 )

마늘

양

생강

사과

배

키

※ 다음은 원부재료, 조리방법, 상차림, 서비스 방식에 한 면담조사 

항목입니다.

21. 귀 음식 의 주요 원부재료의 사용량과 구입처는 어디입니까? (구입처와 생산

지에서 국내산일 경우 시․군명, 외국산은 국가명을 기입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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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설탕  

황설탕

소

물엿

겨자

와사비

후춧가루

핫소스

굴소스

첩

고추기름

미원

진육수

치킨스톡

카 가루

춘장

청주(정종)

소주 

맛술
(미림, 미향)

와인 

콜라

사이다

매실청

꿀

기타

21-1. 다음은 주재료에 한 질문입니다.

1) 1인분 닭고기의 양은?

2) 음식의 1인분의 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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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 분량 외   색 

단무지 

오이냉국 

샐러드 

        

+식기의 종류, 양  칼로리 구성, 색의 조화

메뉴명 
주문에서 서빙까지 걸리는 

시간 
주문에서 먹기 시작하는 데 걸리는 

시간 

3) 어느 지역의 재료를 선호하십니까?

 ① 춘천지역 ② 강원도지역 ③ 국내산 ④ 수입산 ⑤ 기타

4)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맛 ② 신선도 ③ 가격 ④ 이미지 ⑤ 기타 

21-2. 다음은 양념에 한 질문입니다.

1) 양념을 배합한 뒤 숙성시키십니까? 아니면 배합하여 바로 사용하십니까?

2) 숙성을 시키신다면 얼마 동안?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 보기 외에 사용하는 양념의 재료가 있으십니까?

22. 조리방법 조사(사진 촬   면담)

- 순서도를 만들고 사진과 로 기록

23. 다음은 상차림 조사입니다.

24. 다음은 서비스 방식 조사입니다.

1) 서비스 방식은 ?  

 ① 철 볶음 ② 숯불구이 ③ 기타  

2) 소요 시간 측정

  

3) 후식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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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한국농 경제연구원은 농업․농  정책을 연구하는 국무총리실에 

소속된 정부출연연구기 입니다. 희 연구원에서 이번에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으로서 향토음식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 향토음식의 산

업화를 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일환으로 표 인 향토음식 사례품목을 선정하여 소비자(고

객)들의 향토음식에 한 선호  만족도, 개선 사항 등을 악하고

자 한국음식연구원과 함께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

신 내용은 우리나라 향토음식의 황을 악하고 향토음식산업의 발

, 나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업․농 의 활성화를 한 정

책 안을 설정하는데 귀 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조사표에 기입하시는 사항은 연구 이외에 다른 용

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업체 개별에 한 사항은 일체 공개

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설문 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7년 8월

한국농 경제연구원

숙명여자 학교 한국음식연구원

부록 3

향토음식산업에 한 소비자(고객) 조사표

▪ 조사음식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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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여기에서 드신 음식에 한 질문사항입니다.

1. 귀하께서 구와 함께 이 음식 에 오셨습니까?

① 혼자 ② 가족 는 친척 ③ 친구 는 애인

④ 직장동료 ⑤ 기타(                )

2. 귀하께서 이 음식 에 동행하신 분은 몇 명이며, 지불하신 액은 얼마나 됩니

까?

1) 동행인원수: (     ) 명 2) 소비 액(동행 체): (         ) 원

3. 귀하께서는 향토음식(춘천닭갈비)에 한 정보는 어디에서 얻으셨습니까? 

① TV, 라디오 방송 등 언론매체 ② 신문, 잡지 등 지면 고

③ 인터넷 검색 ④ 친구나 친지 등 주  권유 는 추천

⑤ 여행사 ⑥ 기타(                  )

4. 귀하께서 이 지역의 향토음식 (춘천닭갈비음식 ) 방문은 몇 번째이십니까?

① 처음 방문 ② 2~3회 방문 ③ 4~5회 방문

④ 6~10회 방문 ⑤ 11회 이상 방문 

 ※ ①번 외에 답하신 분만 해당됩니다.

4-1. 귀하께서는 이 향토음식 을 방문하신 시기는 주로 언제입니까? 

① 평일 ② 주말 ③ 지역축제시 ④ 기타(     )

5. 춘천닭갈비가 타 지방의 닭갈비와 차별화된 특징이 있습니까?

① (5-1번으로) ② 아니오(6번으로)

5-1. 춘천닭갈비가 타지방의 닭갈비와 비교했을 때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① 맛   ② 재료   ③ 양   ④ 서비스   ⑤ 식당 분 기   ⑥ 기타(   )

5-2. 춘천닭갈비와 타 지방 닭갈비와의 맛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① 칼칼한 매운맛 ② 닭고기의 쫄깃한 질감 ③ 떡, 채소 등 부재료의 맛 

④ 재료의 신선함 ⑤ 기타(   )

6. 귀하께서 이 음식 을 찾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이 식당(지역)만의 독특한 비법으로 차별화된 맛  ② 인근 지를 방문하면서 찾아옴

③ 값이 렴하고 먹기에 간편해서   ④ 건강식이어서

⑤ 옛것에 한 그리움(고향 생각이 나서)   ⑥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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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가격 재료 조리방법 회 품질인증 선호순 평가
(만 :100 )

1 7,500원 국내산 표 화 있음

2 7,500원 수입산 비표 화 없음

3 7,500원 지역산 비표 화 있음

4 9,500원 국내산 비표 화 없음

5 9,500원 지역산 표 화 없음

6 9,500원 수입산 표 화 있음

7 9,500원 지역산 비표 화 있음

8 7,500원 지역산 표 화 없음

구분

요도 만족도

매우 
요 요 보통

요
하지 
않음

 
요

하지 
않음

매우
불만
족

불만
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냄새(향)

2) 색(외 )

3) 1인분의 양

4) 반 인 맛

5) 매운맛

6) 질감(씹을 때 느낌)

7) 부재료와의 어울림 

8) 서비스 방식(철 에 직  조리)

9) 반찬의 종류와 양 

10) 반찬의 맛 

11) 가격

12) 음식과 식기의 청결성 

13) 주재료의 국내산/지역산 여부

14) 주재료의 신선도 

15) 서비스 

7. 춘천닭갈비를 가격, 재료 원산지, 조리방법, 품질인증에 따라 8가지 닭갈비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래를 보시고 어떤 닭갈비를 선택하실 것인지, 100  만

을 기 으로 평가해주시고 선호 순 를 매겨주십시오.

× × ×

가격(1인분)
- 7,500원
- 9,500원

재료
- 지역산
- 국내산(지역제외)
- 수입산

조리방법
- 비표 화
- 표 화

품질인증
- 있음
- 없음

8. 방문하신 지역에서 향토음식(춘천닭갈비)을 선택하는데 귀하께서는 다음 특성

들 각각에서 요하게 생각되는 정도와 만족도에 √표를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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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기능성(건강식)

17) 지리  명성 

18) 시설  인테리어

19) 지 재산권, 인증제도  마크

9. 춘천닭갈비의 개선할 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     ), (     )

① 홍보 부족 ② 맛과 조리방법의 차별화 부족

③ 원료의 원산지 불분명 ④ 상품화(가공품)의 미비

⑤ 신세  기호에 맞는 메뉴 부재 ⑥ 식당의 시설 노후

⑦ 서비스 미흡 ⑧ 타 지역의 ‘춘천닭갈비’ 상호 남

발로 인한 명성 상실 

10. 귀하께서는 춘천닭갈비를 맛보기 해 다시 방문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없음   ② 거의 없음   ③ 보통   ④ 약간 있음   ⑤ 매우 있음

11. 춘천 이외 지역에서 랜차이즈(가맹 ) 형태로 춘천닭갈비를 매하는 것에 

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부정   ② 약간 부정   ③ 보통  ④ 약간 정   ⑤ 아주 정

12. 가정에서도 손쉽게 먹을 수 있도록 춘천닭갈비 가공품(포장 형태) 개발에 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춘천닭갈비 고유의 맛 상실 우려 ② 춘천닭갈비 보 에 기여

③ 심 없음 ④ 기타(                  )

13. 향토음식인 춘천닭갈비가 발 해나가기 해 개선되어야 할 은 무엇인지 두 

가지만 답해주십시오.     (      ), (      )  

① 음식 맛과 품질 향상 ② 좋은 원료 사용

③ 서비스 개선 ④ 가격 인하

⑤ 홍보 강화 ⑥ 조리방법의 규격화․표 화 

⑦ 다양한 메뉴 개발 ⑧ 생 리 철

⑨ 상표 등록을 통한 공동 랜드화 ⑩ 지역의 원료 사용

⑪ 시설 개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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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일반 인 향토음식에 한 질문사항입니다.

14. 귀하께서는 향토음식이 왜 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지방에서만 생산되는 원부재료로 개발한 음식

② 기후, 풍토 등 지역 특성 는 타 지방과 차별 인 조리방법을 기 로 발 시킨 음식

③ 그 지방에서 옛날부터 내려온 통문화와 련된 역사성 있는 음식

④  내용 모두 해당

15. 귀하께서는 향토음식산업으로 발 해 나가기 해 필요한 정책 과제는 무엇인

지 세 가지만 답해주십시오. (      ), (      ), (      )  

① 향토음식 발굴  새로운 메뉴 개발

② 향토음식  지정  리

③ 조리방법 표 화  특허 등록

④ 향토음식에 한 연구개발

⑤ 향토음식 조리법  서비스 교육

⑥ 원료의 계약 생산과 원산지 표시

⑦ 시설 개보수 자  지원

⑧ 상표  상호 등록을 통한 랜드 지정  리

⑨ 홍보  매 진 강화

⑩ 향토음식의 가공식품 산업화 육성

⑪ 향토음식 랜차이즈 확

⑫ 지 는 지역축제와의 연계

■ 다음은 인 사항에 한 질문입니다.(해당란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16. 귀하의 성별과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성별: 남 / 여                         연령: (         )세

17. 귀하께서는 어떤 일에 종사하십니까?

① 문직 ② 농림수산업 ③ 자 업/ 사업

④ 회사원 ⑤ 공무원 ⑥ 주부

⑦ 학생 ⑧ 기타

18.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등학교 졸 이하 ② 학교 졸 ③ 고등학교 졸

④ 학교 졸 ⑤ 학원 졸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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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귀 의 한 달 평균 소득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① 100만원 이하 ② 101만~150만원 ③ 151만~200만원

④ 201만~250만원 ⑤ 251만~300만원 ⑥ 301만원 이상

20. 귀하의 거주지는 어디십니까?

           도               시( 역시)              구(읍․면․동)

- 응답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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