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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scheme that can enhance the value of native local foods by analyzing the case

into which storytelling is incorporated in order to revitalize native local foods. Towards this end, the cases of native local

foods throughout the country were recommended through professional survey and one region among them was finally

selected through the field study. The survey on the native local foods was conducted through qualitative study. The four

stages of storytelling: the findings of storytelling, the production of storytelling, the experience of storytelling, and sharing of

storytelling were analyzed by stage and the contents of the survey by stage were developed. In the findings of story, the

origins and background of the main family’s foods and food-related stories were derived. The production of stories deals

with how to convey the stories of surveyed native local foods to consumers and it presented the stories about the place and

food menu. In the experience of storytelling, the physical environment and non-physical environment, in which people visit

native local eating houses and experience native local foods were analyzed. Finally, in the sharing of story, how the tourists

who have experienced the native local foods make stories and disseminate and share them was analyzed.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through the storytelling technique it presented the findings, production, experience and sharing of native

local foods in the level that can apply to practical business. Although the research is in the stage of inquiry,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esented the basic methodology that can induce the revitalization of the native local food industry

through examining the tradition and significance of native local foods that can be found in all the regions of the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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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식품산업은 총 100조원의 시장규모와 163만 명이 종사하

는 국가 경제의 중추적인 산업(이a 2008)으로 정부는 식품

산업을 21세기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여 농업의 부

가가치 확대와 고용창출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식품은 단지 먹기 위한 것에서 탈피하여 건강과 미용,

질병치료 등 기능성을 추가한 약식동원(藥食同源)의 개념으

로 진일보하고 있다. 이러한 식품산업에 대한 정책적인 관

심의 증가와 더불어 지역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향토음식

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영광굴비, 남원추어

탕, 전주비빔밥, 이천쌀밥 등은 지역을 기반으로 한 향토적

인 음식으로 지역주민들과 외지인들에게 지역의 대표적인

먹거리로 인식되어 있고 지역에서는 향토음식을 통한 관광

객증가와 소득증대를 위한 매우 중요한 자원이 되고 있다.

이처럼 지역에서 생산된 식재료를 활용한 향토음식은 1차 산

업위주의 농업에 2·3차 산업이 융합한 것으로 지역의 새

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

가 된다.

향토음식은 일정한 공간적 범위 내의 지역농업과 밀접한

연계를 맺고 지역문화와 결합된 관광상품으로서 향토음식의

의미와 발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이 & 최 2007). 관광

상품 측면에서도 향토음식은 지역을 방문하는 중요한 동기

요인을 제공한다.

향토음식은 지역이라는 공간적인 특수성에 고유한 요리방

법과 역사·문화적인 배경과 이야기가 포함된 특성이 있다.

이러한 특성은 신기성(novelty)을 추구하는 관광객들에게 향

토음식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선택동기를 부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향토음식에 담겨져 있는 역사·문화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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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뿐만 아니라 음식을 만드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스토리

텔링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차별적인 요소로 다가가게 된다.

이와 같은 점에 착안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문화가 가

미된 홍보, 마케팅을 통해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 향토음식

스토리를 개발하고 한식 스토리 콘텐츠를 보급하는 등의 사

업을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음식이라는 문화원형이 영화, 드라마, 만화, 관광상

품, 체험프로그램, 기념품, 게임, 광고 등 다양한 콘텐츠로

가공되고 상업화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음식문화는 국

가와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전파하는 강력한 요체가 되

기도 한다. 2006년 개봉한 일본영화 ‘우동’은 일본인들의

정신을 대변하는 음식으로도 유명한 우동을 소재로 영화한

한 것으로 이 영화를 통해 일본의 대표음식인 우동을 전 세

계에 알리는 음식문화 콘텐츠로 활용한 것이다.

이처럼 지역의 관광상품으로 향토음식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지만 관광객들에게 어떻게 소구(appeal: 마음에 들

어 흥미를 끔)되고 포지셔닝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미

진하고 특히, 음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개발하고 관광객들에

게 전달하는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향토음식의 차별화 및 가치상승을 위한 중

요한 요소로 음식문화에 대한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을 인식

하고 향토음식의 관광상품화를 위한 탐색적인 연구를 시도

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향토음식에 대한 스토리텔링 적용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스토리텔링 기법과 과정을 제시하

여 향토음식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향토음식 개념과 특징

향토음식은 지역의 특색있는 향토자원을 활용하여 2차산

업으로 발전시킨 향토성이 있는 음식이다. 초창기에는 지역

주민들이 선호하고 이러한 현상들이 확대되어 지역을 방문

하는 관광객들에게도 매력적인 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향토음식의 개념에 대한 연구자의 연구를 살펴보면,

지역적인 공간성과 음식 조리법에 대한 고유성, 문화적인 관

점에서의 의례성에 대해 주로 논의하고 있다.

Shin(2000)은 지역특산물을 이용하여 그 지역의 독특한

전래 조리법에 의하여 만든, 지역주민들이 선호하는 음식으

로 정의한다. 또한 전통음식보다 협의의 개념으로 그 지역

의 특산물을 이용하거나, 그 지역에서 고유하게 계승되어 온

비법으로 조리하거나 또는 그 지역의 문화적 행사를 통해 발

달된 음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시간적 개념보다는 지역

공간의 수평적 개념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생성되고 소멸되

는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된 음식이고, 주변 지역의 음식과

분명한 차별성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이 & 최 2007). 최

근 향토음식이 지역에서 생산·재배되는 원재료를 활용하지

않는 사례가 나타나 향토음식으로 간주해야 하느냐에 대한

학자들의 논쟁이 있지만 농수산물 생산·재배의 공간적인

범위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향토음식과 유사한 개념인 전통음식은 예부터 전하여 내

려오는 음식으로 오랫동안 한 지역에서 먹어온 음식으로 절

기식, 시식과 통과의례 음식이 있으며, 왕실, 반가의 화려

했던 궁중음식 등이 있다(Han 등 2000). 우리나라에서 대

략 1세기 이전부터 일상생활, 궁중, 통과의례, 세시풍속 등

을 통한 고유의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특성을 지니면서 지

역특성에 맞게 전승되어 현존하는 음식문화로서 한국인의

식생활에 유익하도록 재창조 해 오는 음식문화로 정의한다.

그 지역에서 생산된 식자재를 위주로 주민들이 오랜 역사를

통해 환경과 사회경제적·문화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 발전

시킨 식습관을 토대로 그 지방 특유의 음식이 형성·전래된

것으로 향토음식을 포괄하는 전통음식은 지역의 공간적인

특성과 향토성을 강조하면서도 지역주민들이 1세기(3세대 정

도) 이상 선호하고 있는 시간적인 개념을 중요하게 고려하

고 있다(이 & 최 2007).

전통음식과 향토음식이 개념상으로 어느 정도의 변별력이

있지만, 많은 학자들이 유사한 개념으로 간주하고 있고 개

념상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없는 듯 하다. 이 두 가

지가 상호연관성이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 향토음식은 전통

음식의 뿌리이자 모체이고(Son 2005), 향토음식이 점차 시

간이 지나면서 전통의 성질을 갖게 되어 전통향토음식으로

발전된다고 하였다(이 & 최 2007). 따라서 한국음식 특히

전통음식에서 향토음식을 배제하여 생각할 수 없는 유기적

인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향토음식은 지역성을 기반으로 장소를 상품화한다는 점과

경제주체의 이동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장소마케팅(place

marketing)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지역에 대

한 정체성·소속감·자긍심 등을 확립시켜 주고 정서적 안

정을 도모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이 & 최 2007).

또한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과 가공을 통한 고용창출에 기

여한다. 연관산업에 대한 파급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향

토음식을 테마로 한 지역축제, 먹거리의 상품화로 지역활성

화를 위한 문화관광상품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향토음식 연구는 향토음식의 연구기반 조성, 학제적 연구

풍토 조성 기여, 전통문화 보존과 계승, 향토음식의 원형보

존과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전통음식에 대한 재평가, 일자

리와 창업기반 조성, 지역사회의 음식문화 정체성과 애향심

확립에 기여한다(이b 2008). 이러한 학문적·사회적 의의

를 고찰하고 향토음식을 통한 지역활성화를 위한 사례분석

을 통해 접근하고자 한다.

2. 스토리텔링 개념과 특징

미래학자 롤프 옌센(Jensen 2000)은 드림소사이어티

(dream society)를 예고한 바 있다. 즉 21세기는 흥미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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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야기가 담긴 감성적 관광 상품개발이 관건이 된다는 암

시이다. 드림소사이어티는 꿈과 감성을 파는 사회로서 상품

이 아니라 상품 속에 꿈과 감성을 담은 스토리를 팔아야 하

는 사회이다. 곧 지역방문객(또는 소비자)들에게 지역의 이

미지나 전통 등 스토리텔링화 한 꿈을 제시하고 그 꿈의 실

현방법으로 특정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Buitoni 2007). 꿈은 하나의 상품이나 서비스가 아

니라 특별한 경험이다. 여기에서 향토음식의 특성을 이야기

로 연출하여 방문객들의 오감에 어필할 수 있도록 하는 스

토리텔링 기법이 요구되는 것이다.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은 ‘story’, ‘tell’, ‘ing’의 세 요

소로 구성된 단어다. 즉 이야기와 말하다, 그리고 현재진행

형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이야기(story)는 인간의 문

화·예술 행위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이 있고, 다양한 분야

에서 작동하는 기제로 인정받아 왔다. ‘tell’은 단순히 말한

다는 의미 외에 시각은 물론 심지어 촉각이나 후각 같은 다

른 감각들까지 포함한다. 특히 구연자와 청취자가 같은 맥

락 속에 포함됨으로써 구연되는 현재 상황이 강조된다. 현

장성의 회복, 즉 새롭게 확장된 구술문화의 차원이 되는 것

이다. 여기에 ‘ing’는 상황의 공유, 그에 따른 상호작용성의

의미를 내포한다(최 2007).

스토리텔링은 분야별로 변형된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이야기를 핵심으로 하고 이야기를 활용한 다양한 가치를 창

출하기 위한 방안임에는 대부분의 연구자가 동의를 하고 있

는 듯 하다. 몇 가지 분야의 개념을 고찰해 보면, 관광분야

에서는 스토리텔링이 관광자원을 중심으로 관광지와 관광자

가 정보와 체험을 공유하면서 하나의 공동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관광객의 체험과 추억의 관리를 통해 관광

객, 관광지, 지역주민이 공동의 감성체계를 만들어 가는 것

으로 정의하고 있다(한국관광공사 2005). 관광지에서 스토

리텔링은 관광객의 체험을 보다 짜임새 있게 할뿐 아니라 그

들에게 몰입의 상태로 유도하게 한다(최 2006). Choi &

Lim(2008)은 스토리 발굴, 체험, 공유의 과정을 통해 상호

작용을 하면서 공유가치를 만드는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스토리텔링은 문화콘텐츠의 다양한 분야를 소통이 가능하

게 할 수 있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일반인들에게 접근이 어

려웠던 역사, 전통, 문화, 설화 등을 이해하기 쉽고, 기억하

기 쉽고, 재미있게 가공하여 원재료와 소비자의 연결을 원

활하게 한다. 그래서 최근 제품에 스토리를 결합하여 새로

운 형태로 포장하여 소비자와 커뮤니케이션하는 스토리텔링

마케팅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스토리텔링은 창의력과 경쟁

력의 보고인 문화원형을 가공하여 매체의 특성에 맞도록 재

구성되어 영화, 에니메이션, 게임, 광고 등에 활용되면서 괄

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최근 인문학 분야에서도 문화콘텐츠의 개발과 활용을 위

해 스토리텔링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인

문학의 위기를 타계할 방책으로 문학과 이야기의 콘텐츠화

는 가장 왕성하게 논의가 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에

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은 인문학자의 관점에서 주로 논의가

되어 콘텐츠의 상품화와 상업화에는 미약하다는 것이다. 해

석중심의 연구에서 생산성 중심의 전략적이고 구체적인 차

원의 접근이 요구된다.

3. 선행연구 검토

향토음식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특산물을 이용한 향토음식

의 역사적 배경, 향토음식의 인지도와 선호도 연구, 향토음

식의 조리방법과 조리법의 표준화 및 영양성분 분석 등이 주

로 수행되었을 뿐(Chin 1986; Yoon 1994; Shin 등 1996;

Cha & Park 2003; Kim & Jin 2008) 음식이라는 문화콘

텐츠를 활용한 상품화 사례로 스토리텔링기법을 적용한 연

구는 매우 미진한 실정이다. 향토음식과 스토리텔링에 대한

선행연구가 몇 편 등장하지만 아직 기초적인 단계이다. Kim

& Jin(2008)은 지역에서 오랫동안 뿌리내리고 살아온 선조

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이야기적 구조를 가지고 명가의 집

안내력, 종택 및 명가 대표음식의 유래 및 만드는 방법의 특

성을 파악하여 각 향토음식에 대한 단계적 접근방법을 시도

하였다.

음식문화 스토리텔링을 연구한 이c(2008)는 서울, 제주,

단양에 대한 지역별 접근을 시도하였고, 이(2006)는 지역의

인문자원의 하나인 설화를 구체적인 스토리텔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요소와 사례를 제시하였으며, 한(2006)는 지역관광

산업의 육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이야기 속에 오락과 흥미를

불어 넣는 스토리텔링 활용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상품화

를 위한 탐색적인 연구수준에 머물러 현장에서 필요한 방법

론적인 기법과 접목에 대해 한계가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방

법의 제시가 요구된다.

향토음식은 음식이라는 제품에 음식과 관련된 다양한 이

야기나 문화 등을 콘텐츠화 하면 향토음식의 매력증진과 부

가가치를 향상시킨 상품화에 도움이 된다. 이러한 과정들이

고객들에게는 방문욕구와 동기를 부여하게 되고 보다 강력

한 이미지로 형성되어 잠재 고객들에게 홍보하는 중요한 수

단이 되기도 한다.

스토리와 향토음식이 결합되어 상품과 소비자는 원활한 커

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고, 이것은 향토음식의 이미지를 상

승시키고 관광상품으로 소비자에게 포지셔닝을 하는데 중요

한 기능을 하게 되는데(Kim & Jin 2008), 관광분야에서

향토음식을 활용한 스토리텔링에 대한 연구는 미진하고 현

장에 적용하기 위한 실용적인 연구가 부족한 편이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향토음식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스토리텔

링 사례를 분석하여 실무적인 시사점을 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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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지

향토음식에 대한 스토리텔링 사례를 연구하기 위해 우선

향토음식관련 선행연구(농촌진흥청 2008) 검토와 더불어 관

련 분야 전문가 3명(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 향토음식 컨

설팅기관)의 조사를 통해 각 도별로 1개씩의 향토음식을 선

정하였다. 전문가 조사에서는 향토음식에 고유한 스토리가

가미된 것을 도별로 1개씩 추천을 받았고 연구자가 최종적

으로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내는 것을 1차 조사 대상지로 선

정하였다. 1차적으로 선정된 향토음식을 판매하는 장소(마

을, 식당)를 방문하여 연구에 필요한 구체적인 스토리에 대

한 조사를 통해 본 연구의 목적에 가장 부합되는 향토음식

으로 최종 1개를 선정하였다<Table 1>.

연구 대상지로 최종 선정된 곳은 농가단위에서 향토음식을

제공하고 있는 ‘서지초가뜰’로 강원도 강릉시에 소재하고 있

는 향토음식점이다. 1998년에 사업을 시작하였고 9대째를 이

어오고 있는 종갓집 음식을 상업화하였다. 강릉시에서 향토

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았고, 2007년 농촌진흥청에서 농가맛

집으로 선정된 곳이다. 또한 ‘서지마을 못밥 이야기’라는 책

을 발간하였고 인터넷 커뮤니티와 블로그 등에서 활발하게

음식점에 대한 정보가 게재되어 있고, 신문이나 잡지 등을

통해 비교적 홍보가 많이 된 곳이다. 무엇보다 본 연구의 목

적에 부합한 향토음식 활성화를 위한 스토리텔링의 단계별

과정을 제시하는 데 가장 적당한 대상지로 판단되었다.

2. 연구방법

향토음식에 대한 자료수집을 위해 식당경영을 책임지고 있

는 대표와 심층면접을 시행하였다. 조사는 2008년 9월 10

일에서 10월 10일까지 30일에 걸쳐 1차적인 조사가 이루어

졌다. 심층면접을 위해 연구자 1명과 연구보조원 1명이 동

행하였고, 연구자는 연구에 대한 주요한 내용에 대한 질문

을 주도하였고, 연구보조원은 녹음기를 통해 녹음을 하고 면

접자의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현장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면접 대상자에게 미리 전

화통화로 연구의 목적과 인터뷰 내용, 조사일정과 조사시간

등에 대해 알리고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 한 후 직접 대상

지를 방문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조사는 조사자

의 라포(rapport)를 형성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라포형성

은 조사대상자가 충분한 이야기를 들려 줄 수 있도록 친근

한 심적 상태를 만들기 위해 진행하였다. 면접을 하기 전 연

구의 목적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면접시 주고받는 대화

내용이 그들에게 친숙하고 쉬운 용어를 사용하도록 노력하

였다. 면접은 1시간 30분 정도 진행이 되었고 면접 진행 중

음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면접

내용이 질문의 초점에서 벗어날 경우 연구자가 제지하고 필

요한 질문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여 면접내용이 연구목적에

부합되도록 진행하였다. 연구목적을 위한 구체적인 질문사

항으로는 첫째, 향토음식을 개발하게 된 배경과 사업동기,

둘째, 향토음식과 관련된 스토리, 셋째, 향토음식 체험 후

의 고객반응과 성과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면접조사과정

에서 충분하게 파악이 덜된 부분은 관련자료 요청(신문기

사, 잡지기사, 책자 등)으로 추가 자료를 보충하였다.

조사된 내용은 Choi & Lim(2008)의 연구에 스토리 연출

을 추가하여 스토리 발굴→스토리 연출→스토리 체험→스

토리 공유의 4단계로 전개하였다. 스토리 발굴은 향토음식

이 보유하고 있는 전통성과 인물 등에 대한 이야기를 도출

하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스토리 연출은 발굴한

스토리로 음식을 개발하고 음식의 메뉴를 결정하여 소비자

들에게 매력적이게 어필 할 수 있도록 시각적, 미각적으로

보이게 하는 것이다. 스토리 체험은 향토음식을 직접 먹어

보고 시각, 미각, 청각 등을 활용해 음식에 대한 경험을 해

보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보거나 듣

는 것이 포함된다. 스토리 공유는 스토리를 체험한 소비자

가 자신의 경험담을 구전이나 인터넷 매체, 인쇄매체 등을

활용해 잠재 고객들에게 전달해 주는 과정이다. 이러한 4단

계를 거쳐 향토음식에 대한 스토리가 확산되고 재공유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IV. 스토리텔링 적용 사례

1. 스토리 발굴

스토리텔링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단계로 스토리의 발굴

은 가장 중요하다. 어떠한 스토리가 있는지, 어느 정도의 스

토리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통해 생산성이 담보된 가치있

는 콘텐츠를 발굴하는 단계이다. 주요 내용은 <Table 2>에

정리되어 있다.

1) 창녕 조씨의 종갓집 음식(300년)

향토음식의 정체성을 전승시키는 주체가 지역사회 구성원

이며, 그것을 향유하는 계층 또한 지역사회 구성원이다(이b

2008). 따라서 향토음식은 특정지역 구성원들이 즐겨먹던

음식이거나 특정 집안에 전해 내려온다. 선대로부터 전해 내

<Table 1> 연구대상지 선정

지역 1차 선정 향토음식 2차 선정 향토음식
서울·경기도 이천쌀밥

강원도 못밥과 질상(종갓집음식) 최종 대상지 선정
충청북도 삼굿구이

충청남도 강경젓갈백반

경상북도 헛제사밥

경상남도 하동재첩국

전라북도 흥부잔치밥

전라남도 영광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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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오는 상차림과 손맛이 종갓집의 전통과 더불어 전승되고

있다.

제가 창녕 조씨 맏며느리로 서지마을 종갓집에서 9대째를

살고 있어요. 예전부터 농사일을 하면서 종갓집 대대로 먹

던 음식이 있는데요. 집안에 찾아오는 손님을 대접하면서

저희 집 음식이 맛있다는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여러 군

데서 음식점을 운영하라는 말을 많이 들었죠. 초기에는 우

리 종갓집에 전해지는 음식들을 가지고 장사를 한다는 게

자칫 조상들께 누를 끼치는 것 같아 한참을 망설였어요.

2) 농경문화와 음식의 만남

향토음식은 지역의 농경생활문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

다. 현재는 많이 사라졌지만 농경사회에 농업과 함께 그 지

역에서 생산되는 음식의 재료로 독특한 향토음식을 유지·

발전시키고 있다. 옛날의 향토음식을 통해 농촌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다.

우리 마을에서 전해 내려오는 특색있는 향토음식을 상품

화하기 위해 농경생활과 관련이 있는 음식을 개발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마을은 주로 논농사를 예전부

터 많이 지었는데 모내기철 일꾼들을 위해 음식을 장만해

서 광주리에 이고 가, 들판이나 논두렁에 펼쳐놓고 먹던

들밥도 생각하게 되었구요. 모내기하고 수확하느라 바쁜

시기에 두레·품앗이로 이웃끼리 도우며 살던 우리 민족

의 농경문화도 좋을 것 같았어요. 또 예전엔 이웃들의 도

움으로 모내기가 끝난 뒤 다시 일꾼들과 어울려 한 상 차

려 먹었던 생각이 났어요. 논에서 모내기하느라 고생한 남

편을 위로하는 뜻으로 부인이 마련한 음식이었죠. 일꾼들

에게 집안의 음식 솜씨를 자랑하는 뜻도 담겨 있고요.

한 조리의 쌀은 두 사람 몫의 밥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질

이 25명, 객식구를 또 그렇게 잡으면 오륙십 여명. 그러

면 씻은 쌀이 30조리, 두어 말이면 될 것 같은 쌀을 어머

니는 끝이 없이 퍼냅니다. 중략. 이애걸이 참을 내고 잇

달아 아침준비, 또 첫 참, 점심, 술깨는 참, 세참, 야지랑

참, 아주머니들의 능숙한 손놀림과 상상도 못할 반찬의 양

에 새댁은 속으로 놀라는 일 뿐입니다(최 2008).

씨종지떡은 저희 마을에서 대대로 모심기 철에 먹었던 바

라지 떡인데요. 모판에 쓰고 남은 종자 볍씨를 빻아 호박

고지, 대추, 밤, 콩, 팥, 감껍질 등과 햇쑥을 섞어 만든

떡이죠. 마지막 남은 볍씨로 버무린 떡이라고 해서 이름

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3) 질, 질꾼, 질터, 질먹는 날 이야기

서지마을 농경생활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활용하여 그 의

미를 되새겨 현대에 적용하는 것을 발굴하였다. ‘질’은 모를

심는 날의 일꾼수를 의미하고, ‘질꾼’은 모를 심는 일꾼, ‘질

짠다’는 모심은 일정을 계획하는 일, ‘질먹다’는 일꾼들의

잔치를 의미한다(최 2008).

논농사일은 이렇게 질이 들어가야 말이 이우러집니다. 큰

댁에서 이애걸이한 모심기는 이 논 저 논을 돌아 골짜기

다락논까지 모꼴을 놓자면 한 달은 실히 걸립니다. 중략.

모심던 품앗이는 어떻게 되는지, 질꾼들의 근황도 일년에

한번씩은 챙겨야 됩니다. 무엇보다 지친 심신을 하루 푹

쉬고 싶습니다. 질먹는 날입니다. 온 봄을 허리 펼 새 없

던 질꾼을 생각하면 안식구들은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어

머니는 정성들여 질꾼상을 차립니다. 올해는 전매총각이

스무살이 되는 해입니다. 씨종지떡이랑 총각판례떡도 해

야합니다(최 2008).

큰댁 주위의 키 큰 소나무 그늘은 어디나 질터입니다. 이

집 저집에서 모여든 음식은 과녕터말기를 금새 들뜬 잔치

자리로 만듭니다. 마을어른상, 선군상, 질꾼상 차례대로

음식상이 나옵니다. 술은 어른들상에 올리고 상일꾼은 사

회를 봅니다(최 2008).

2. 스토리 연출

스토리 발굴을 통해 음식점이라는 장소 또는 공간과 음식

의 메뉴를 개발하고 이를 어떻게 연출하고 의미를 부여하느

냐가 관건이다. 향토음식점에 어울리는 공간과 건축물의 구

조 등 내외부적인 물리적 환경과 더불어 음식과 관련있는 비

물리적인 환경의 구성도 매우 중요하다. 모내기를 통하여 마

을 사람들이 함께 화합하고 함께 기원하며, 한 해의 결실을

기대하는 즉, 농촌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의식이며, 축제이며

중요한 문화이다. 못밥과 질상도 한 해의 농사의 기대와 기

원을 그대로 담은 음식이며 하늘의 순리를 따라 살아가는 농

부들의 삶과 맛을 전해 준다.

1) 공간과 건축 등 물리적 환경

저희 집은 강릉시에서 향토음식농가로 지정받았어요. 향

토음식점으로 운영하기 위해 식당건물과 안내판, 굴피지

붕, 내부 인테리어, 화장실, 식당 주변 벤치, 농사짓는 도

구들, 친환경농업 생산물을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있어요.

전통음식을 제공하는 식당으로써 전통적인 시설의 모습과

<Table 2> 창년 조씨의 종갓집 음식의 스토리 발굴 내용

테 마 주요내용

창년 조씨의
종갓집 음식

·9대째 내려오는 종갓집의 농사음식
·음식점을 하게 된 배경과 고민

농경문화와
음식의 만남

·마을에서 모내기 때 먹던 음식
·모내기로 고생한 남편을 위로하는 부인
의 마음

질, 질꾼, 질터,
질먹는 날 이야기

·모를 심는 날의 일꾼과 일꾼 수
·모내기가 끝나고 잔칫상을 나눠먹는 장
소와 질먹는 날의 재미있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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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풍스러운 분위기를 전해주고 싶었어요. 시설물은 지을

때도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전통가옥을 짓는 분

들께 조언도 많이 구했어요.

2) 못밥

못밥은 농촌에서 모내기 할 때 함께 일을 하던 일꾼들이

먹던 음식이다. 농촌의 이러한 농경생활문화를 현재에 그대

로 그 의미를 살려 재현한 것이다. 못밥의 의미를 전해 주

기 위해 메뉴와 음식에 대한 스토리를 전개하였다.

못밥은 모내기를 할 때 일하는 마을사람들에게 먹이던 음

식이죠. 못밥은 농촌지역이면 어디든지 다 있을 겁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못밥을 먹는 이벤트가 간혹 진행이 되더

라구요. 그런데 저희는 그것을 농경문화의 중요한 특징으

로 보고 음식으로 개발했어요. 저희 집에서 판매하고 있

는 못밥은 흰쌀에 팥을 넣는 것이 특징인데 붉은 색의 팥

이 액을 물리친다는 속설이 있잖아요. 그리고 모내기 일

꾼들이 고된 일을 하는데 영양섭취를 해서 일을 하는데 문

제가 되지 않게 하자는 취지로 했어요.

현재 못밥의 상차림은 밥과 국은 나무그릇에 담겨 나와

요. 들밥 먹는 분위기를 느끼게 해주자는 거죠. 평범해 보

이는 상차림이지만, 모두 깔끔한 맛을 자랑하는 친환경 음

식이예요. 부새우탕이 독특하게 제공되는데요. 그건 경포

호에서만 잡힌다는 부새우(작은 민물새우)를 끓여낸 탕이

예요. 초당두부 외에 갖가지 나물들과 해산물, 묵은김치

등을 고객에게 제공해요. 

3) 질상

질상이란 이름은 이웃끼리 모내기를 도울 때 꾸려진 한 무

리의 일꾼을 한 질이라 부른 데서 나왔다. 대개 논 주인의

부인이 남편과 일꾼들을 위해 음식을 장만한 뒤 마을 당산

나무 밑이나 숲속 널찍한 곳에 모여앉아 풍년을 기원하며 먹

고 마시는 자리였다. 때에 따라선 일꾼들이 저마다 한 두 가

지씩 마련해 온 음식을 함께 나눠먹기도 했다고 한다.

<Figure 1>에 질상 상차림 외 음식메뉴 장면이 나타나있다. 

질상은 못밥보다 한 등급 높은 상차림이라고 생각하면 돼

요. 못밥 차림을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씨종지떡을 내죠.

모판에 뿌리고 남은 볍씨를 찧어 만든 떡으로, 곡식이 소

진돼 가던 모내기철 귀하게 먹던 음식이죠.

질상의 메뉴로는 명태찜, 감자조림, 고추튀김, 시금치, 잡

채, 전(야채, 단호박), 메밀전병, 두부전, 백김치, 김치,

마늘장아찌, 마늘종, 깻잎, 포식해(어포들을 잘게 썰어 만

든 식혜), 떡볶이, 머위, 고사리, 고춧잎, 지누아리장아

찌, 매실장아찌, 생선과 생미역, 코다리찜, 삼색나물, 숭

늉 등이 제공되고 계절에 따른 메뉴가 달라져요.

3. 스토리 체험

스토리 체험은 향토음식을 먹는 것과 더불어 그 음식에 대

한 스토리를 직접 듣거나 책이나 안내책자 등을 통해 소개

되는 정보를 직접 습득하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뿐만

아니라 향토음식과 어울리는 음식점의 건축물, 공간구성, 내

외부 환경, 종업원의 복장과 서비스, 맛 등을 종합적으로 관

광객들은 체험하게 된다. 따라서 향토음식과 관련된 일련의

유무형 이미지를 스토리와 결부하여 체험하게 하는 것이 필

요하다. 스토리 체험 유형은 <Table 3>에 간략하게 설명되

어 있다.

1) 물리적 환경

식당 옆에 굴피집이 있어요. 저 집을 수리할 때 고민도 많

이 했어요. 과연 어떻게 짓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일지. 중

략. ‘이집은 절대 잘 지으면 안 됩니다. 촌스럽고 못 지은

것 같아 잘 지은 집이 되어야 한다구요’. 중략. ‘이 집은

<Figure 1> 질상 상차림 외 음식메뉴 장면

<Table 3> 스토리 체험 유형

구 분 내 용

물리적
환경

외부적
요소

건축물, 공간구조, 주변환경, 농촌경관, 
안내판 등

내부적
요소

청결성, 쾌적성, 심미성, 내부 인테리
어 등

비물리적
환경

실체적
요소

음식 맛, 디스플레이, 메뉴명, 메뉴판, 
종업원 복장 등

정서적
요소

음식에 대한 종업원 설명, 서비스, 이미
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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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살립시다. 나름대로 잘 지은 집입니다. 헐고 새로

지으면 백년이 넘는 세월을 그냥 잃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건 세상 어느 곳에도 어떻게 해도 찾을 수 없는 것입니

다’(최 2008).

저희 식당 앞 논에서 검정쌀을 재배하고 있는데 여름철에

메뚜기들이 뛰어놀아 방문객들이 매우 좋아해요. 친환경

농산물을 직접 보고 먹으니 더욱 신뢰가 간다고 하더군

요. 2007년 농촌진흥청에서 농가맛집으로 선정이 되면서

사업비를 지원받았는데요. 그래서 도시 주부들이나 어린

이들을 대상으로 음식체험이나 농사, 농업체험을 진행해

요. 농경문화와 그에 따른 음식에 대한 해설도 준비를 하

고 음식을 먹으면서 그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

어요.

2) 비물리적 환경

종갓집 대대로 전해오는 전통의 맛을 고수하기 위해 고생

을 많이 했어요. 농산물 재료 값이 비싸도 친환경 농산물

만 고집해요. 음식물을 담는 그릇, 실내장식 하나하나에

도 정성이 들어갔죠. 중략. 찾아 오시는 손님들이 보시도

록 직접 무말랭이, 호박 이런 것들을 말리고 해요. 이런

것들이 손님들에게 더 호감을 주는 것 같더라구요.

손님들이 찾아오면 될 수 있으면 시간을 내서라도 음식의

유래와 주변 시설에 대한 소개를 해 주고 있어요. 기자분

들도 많이 오시고 중요한 분들이 오시면 바쁘더라도 해

요. 그러한 것들이 입소문을 타고 많이 전해 진 것 같아

요. 그게 바로 저희집에 대한 이미지고 손님들에 대한 서

비스라고 생각해요.

4. 스토리 공유

스토리의 공유는 스토리와 방문객이 만들어낸 스토리 간

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공동의 스토리를 만들어 내는 과정

이다(Choi & Lim 2008). 향토음식의 경우 신문기사와 여

행잡지, TV 프로그램 등 대중매체를 통해 정보가 제공되고

인터넷 커뮤니티나 블로그 등을 통해 음식점의 맛 소개가 일

반적이다. 현대에 와서 인터넷을 매개로 한 온라인 커뮤니

티의 강화로 온라인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막강한 힘을 발휘

한다. 또한 이러한 이야기는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 생성되

고 가공되면서 상호작용(interactive)을 통해 새로운 스토리

로 전파되는 가치사슬을 형성한다.

못밥, 질상 같은 이름만큼이나 음식은 개성이 있다. 우선

반주로 송죽두견주라는 술이 있다. 찹쌀, 멥쌀, 흑미, 차

좁쌀 따위 재료에 누룩과 솔잎, 진달래꽃이 들어간다. 중

략. 한정식 맛을 소박하게 음미할 수 있는 식단으로는 1

<Figure 2> 온라인상의 스토리 공유 사례

*자료: 싸이월드 블로그, http://cyhome.cyworld.com/?home_id=a2022106&postSeq=2626424 에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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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짜리 질밥이 무난하다. 계절에 따라 나오는 음식에 차

이가 있는데 메밀전, 삼색나물, 잡채, 코다리찜, 집된장으

로 끓인 찌개, 생선과 생미역, 젓갈 따위가 나온다. 종갓

집에 초대받아 소박하게 한상 대접을 받은 느낌이 제대로

든다(주간동아 2008).

최영간 대표님과의 이야기를 나누며 모내기라는 행사가 단

순히 모를 심어 한해의 농사를 시작하는 행위로만 알고 있

었던 나에게 모내기를 통하여 마을사람들이 함께 화합하

고, 함께 기원하며, 한해의 결실을 기대하는 즉, 농촌사람

들에게는 하나의 의식이며, 축제이며 중요한 문화였음을

알게 되었다. 중략. 못밥과 질상 또한 이러한 한 해의 농

사의 기대와 기원을 그대로 담은 음식이며 하늘의 순리를

따라 살아가는 농부들의 삶과 맛을 지키고 싶었다는 최대

표님의 정성과 마음을 음식을 맛보기 전부터 느낄 수 있

었다(다음카페 현대여행클럽 여행후기 중에서).

향토음식 체험 후 스토리의 공유를 위해 인터넷 커뮤니티

에 <Figure 2>와 같이 사진 이미지와 향토음식과 음식점

등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여 온라인상에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스토리의 공유를 통해 잠재 관광객들이 정보

를 수집하여 음식점을 방문하게 되고 또 다른 스토리의 체

험으로 새로운 스토리의 공유가 지속적으로 형성되게 된다.

5. 향토음식 스토리텔링 논의

본 연구에서 분석한 향토음식의 스토리 발굴, 스토리 연

출, 스토리 체험, 스토리 공유 과정을 통해 <Table 4>와 같

이 단계별 주요 내용들을 제시하였다. 심층면접과 자료조사

를 통해 크게 3가지의 스토리를 도출하여 장소와 음식에 대

한 연출을 시도하고, 이러한 연출을 고객들이 체험할 수 있

게 함으로써 스토리의 공유가 효과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분석되었다. 스토리 발굴단계에서부터 고객들이 스토

리를 공유하는 단계까지 일관되게 스토리의 테마를 각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단계별로 스토리의 맥락이 고객들에게

몰입될 수 있도록 하여 향토음식점과 음식메뉴에 대한 이미

지를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향토음식의 소중함과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가능하고

고객들의 체험을 통한 공유의 활성화는 결국 향토음식을 산

업화로 유도할 수 있게 된다.

향토음식에 대한 스토리를 발굴해서 목록화하는 하는 연

구는 데이터의 수집과 정리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

이다. 하지만 그러한 데이터를 공간과 메뉴에 대한 자연스

러운 연출을 통해 고객들이 연출에 대한 결과물을 체험하게

하는 과정에 대한 논의가 그간 부족하였다. 선행연구의 맹

점으로 지적한 바와 같이 향토음식을 상품화하기 위해 연구

를 접근했지만 정작 실무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연출하고 상

품화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부족하였다. 향토음식

이 문화콘텐츠로 생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제 스토리

발굴 차원을 넘어서 지역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법들과 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수준의 연구들이 뒷받침 되

어야 할 것이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향토음식의 활성화 방안으로 스토리텔링을 접

목한 사례를 분석하여 향토음식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문가조사를 통해 전

국의 향토음식 사례를 추천받고 현장검증을 통해 최종 1개

의 대상지를 선정하였다. 향토음식에 대한 조사는 질적연구

를 통해 이루어 졌다. 심층면접을 통해 조사된 내용 중 부

족한 부분은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다.

스토리텔링을 위한 단계로 스토리 발굴, 스토리 연출, 스

토리 체험, 스토리 공유의 4단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단

계별 조사된 내용을 전개하였다. 스토리 발굴에서는 종갓집

음식의 유래와 배경, 음식관련 이야기 등을 도출하였다. 스

토리 연출에서는 조사된 향토음식의 스토리를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어필할 것인가에 대한 것으로 메뉴와 메뉴에 대한 스

토리를 제시하였다. 스토리 체험은 향토음식점을 방문해서

직접 맛을 보고 음식 외 물리적, 비물리적 환경에서 느끼는

것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스토리 공유는 향토음식을 체

험한 관광객들이 어떻게 스토리를 만들고 전파하며, 어떻게

스토리를 공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향토음식에는 매우 가치있는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경우

에 따라서는 하찮은 이야기도 있을 수 있다. 지역에서 매우

소중하고 의미있는 음식자원으로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어떻게 스토리를 발굴하고 그것을 연출해서 관광객들에게

체험시키고 잠재 관광객들에게 확산시킬 것인가는 향토음식

점 경영자뿐만이 아니라 행정가, 연구가 등이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가공과 소비를 확산시

<Table 4> 단계별 스토리 텔링 과정

스토리 발굴 → 스토리 연출 → 스토리 체험 → 스토리 공유

·창녕 조씨의 종갓집 음식
·농경문화와 음식의 만남
·질,질꾼,질터,질먹는 이야기

장
소

공간, 건축물,
주변환경
인테리어 등

물리적 환경
-내부적요소
-외부적 요소 구전, 대중매체,

인터넷, 여행후기 등
음
식

못밥질상
비물리적 환경

-실체적 요소
-정서적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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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고 향토음식을 테마로 한 지역 음식점들이 활성화 될 때

창업이 증가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국 지역관광의 활성화에 향토음식의 성장은 매우 중

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스토리텔링 기법을 통해 향토음

식의 발굴과 연출, 체험, 공유의 과정을 단계별로 실무에서

적용 가능한 수준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비록 탐색적 수

준의 연구지만 지역에 산재해 있는 향토음식의 전통과 의미

를 되새기고 향토음식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기초

적인 방법론을 제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향후 향토음식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론적인 접근

을 활용한 연구의 활성화로 한국적인 특성에서 아직 보물처

럼 숨겨져 있는 지역의 맛과 멋이 제대로 평가받고 개발되

어 진정한 문화콘텐츠로 부상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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