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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symbols and visual expressions employed in the food culture content of official website designed to

promote three cities in Korea, Seoul, Jeonju and Jeju, were subjected to semiotic analysis. In this study, it was assumed that

these websites reflected the varying perspectives of the people behind the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these routes

of Internet communication, and the semiotic choices made in order to exemplify each city’s food cultural image. The aim

of the study was to analyze the communication strategies of food cultural branding in the terms of the online content

regarding Seoul, Jeonju, and Jeju with a focus on the comparative points in these cities’ official websites. This study included

conducting semiotic content analyses of the aforementioned cities’ official web pages in an attempt to determine the food

branding strategies used to differentiation and produce more favorable perceptions of these three cities. Building upon the

findings drawn from this comparative study, the present work can be used to determine more effective ways of strategically

differentiating the images of local food culture associated with these cities from the view of brand communications. This

study also demonstrates viable directions for designing web content for a city where the food cultural messages can be

delivered in a thoughtful and effective m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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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음식은 음식문화의 수출을 통한 외화획득과 고용창출, 전

후방 산업의 수출 증대 효과는 물론 관광산업 발전 등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Lee 등

2007). 실제로, 지역의 고유한 음식은 관광객에 의한 소비

액 중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며 관광객이 체험해 보고 싶어

하는 주요 항목이 되고 있다. 즉, 음식문화가 관광목적지를

결정짓는 주요한 유인 요소로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는데,

바로 이런 차원에서 미식관광이라는 목적관광 마케팅이 탄

생하기도 한 것이다(Boniface 2003; Hall & Sharples

2003; Cohen & Evieli 2004; Okumus 등 2007;

Henderson 2009). 또한, 관광객들은 음식 소비를 통해 그

나라 또는 그 지역의 진정한 문화를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

기 때문에 음식문화 자체가 그 국가와 지역의 이미지를 형

성하는 귀중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Okumus, Okumus & Mckercher 2007; Henderson

2009).

실제로, 음식은 개인과 가문의 기호세계(Semiosis)인 동

시에 해당 공동체의 기호세계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특

히, 한 지역의 이미지가 내포하는 문화성이란 쉽게 바뀌지

않으며, 타 지역에서 모방하기 어려운 그들만의 독창성을 가

진다는 점에서 지역브랜드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다. 물

론 지역문화는 단순히 지역을 대표하는 산업이나 특산물 보

다는 그것을 형성하는 데 더 장기적인 시간을 필요로 하지

만, 한 번 형성되면 지역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설득력 있

게 만들어주는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Jeon 2008). 즉, 어떤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음식문화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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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강력하게 인식되어 있다면, 그 지역의 다양한 특성들

에 대한 평가 또한 좋은 영향을 받을 것임에 틀림없다. 이

러한 점에서 음식을 둘러싸고 발현되는 다양한 사회적 문화

의 실천에 대한 규명은 이미 구조주의 기호학의 주요 과제

였다(Park 2003). Barthes(1985)에 따르면, 요리는 특정

한 문화와 사회의 이데올로기를 투사하는 메타-언어를 제

공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례로 Barthes는 포도주와

비프스테이크를 프랑스적 민족성을 발현하는 기호로 간주하

고, 포도주도 그냥 술이 아니라 토템의 음료이며, 비프스테

이크 또한 포도주처럼 피의 신화를 상징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Barthes 1985; Park 2003).

그러나 이러한 메타-언어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음식문화 시장은 아직도 그 브랜딩의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는 듯 보인다. 이는 그 동안 음식문화브랜딩에 대한 중요

성의 인식이 부족했던 데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

며, 학계 관련 학자들의 음식문화에 대한 연구가 다분히 영

양학적 또는 조리법 위주의 연구(Kye 등 1995; Jung 2000)

로 편중되어 왔다는 데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응용분야에서도 최근 한국의 고유한 음식메뉴 자

체에 대한 관심(Cha 등 2000, Min 2006)이나 각 지역의

향토음식발굴에 관한 관심(Jin 1986; Yun 1994; Jung 등

1996; Oh 2000; Kim & Cho 2002; Jang 등 2008) 등은

활발해진 반면, 한국 음식문화의 브랜드화 방안에 대한 관

심은 오히려 직접적인 체험마케팅의 일환인 축제나 이벤트

등과의 관련성(Kim & Ahn 2008; Lee 2008; Kim & Ahn

2009) 속에서만 국한되어 진행되어 왔다. 또 다른 편에서는

음식자체에 대한 중요성 인식에 기반하여 음식자체를 상품

화시키는 방안에 대하여 고민하는 연구들(Joo 2005; Lee

2008; Kim & Jin 2008; Kim & Kim 2008; Lee 등 2008)

도 등장했는데, 이 역시 어떻게 한국의 음식문화를 세계화

시킬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는 홍보전략에

대한 관심으로는 연결되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해외홍보를 위한 한국 지역의 문화이미

지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서울시, 전주시, 제주시라는 대표

적인 3개 대도시의 공식 홍보웹사이트에서 음식문화 관련

정보공간의 분석을 통해 비교 분석해보고자 한다. 즉, 본 연

구의 목적은 외국인들에게 가장 먼저 지역의 이미지와 정보

를 제공해줄 수 있는 관문(gateway)의 역할을 하는 대표적

인 공식 지역홍보 홈페이지를 선정하여 그 음식문화 홍보콘

텐츠의 시각적(조형적, 도상적)이고 언어적인 담론을 기호학

적인 방법으로 비교 분석해보는데 있다. 따라서 3개 지역

웹사이트 담화에 대한 시각적, 언어적 차원의 커뮤니케이션

전략 분석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이미지커뮤니케이션 전략

의 문화지향 가치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진

단하여 그 개선 방향을 찾아볼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음식문화와 지역이미지

차별화된 지역문화브랜딩을 위해서는 경험적 이미지와 상

징적 이미지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 이는 지역의 이미지

가 해당 지역의 문화적 상징체계를 구현하는 주요 인자로서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적 독특성, 즉 ‘지역의 고유성’을 드러

내는데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실제로, 마케팅 분야에

서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지역문화브랜드 이미지의 개념

은 ‘각 개인이 지역의 각 부분을 자신과의 물리적인 상호관

계 속에서 인식하는 과정을 통해 그 지역 전체를 하나의 정

신적인 이미지로 정형화한 것’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Yim

1999). 여기서 지역의 음식문화란 음식의 재료, 맛, 모양,

색깔은 물론, 식사의 제공절차, 테이블세팅, 조리과정의 퍼

포먼스, 식사장소 등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

다(Reynold 1993). 이런 맥락에서 Baik 등(2008)은 특정

지역에서의 ‘상징’과 ‘경험’ 그리고 ‘체험’같은 개념을 기반

으로 공동체의식, 종교문화, 문화유산, 생태환경 그리고 맛

(음식) 같이 지역경쟁력을 제고하는 5가지 척도로 구성된 오

각형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Baik 등 2008).

사회기호학적 틀에서 보면, 음식은 각 사회나 지역의 이

데올로기적인 과정의 응축으로 재해석될 수 있다. 실제로,

음식문화는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전개되며, 이 같은 사

회문화적 맥락은 음식을 섭취하는 행동을 통해 우리를 ‘식

사’라는 고도의 문화 커뮤니케이션의 주체로 변형시킨다

(Park 2003). 이런 맥락에서 음식문화와 지역이미지는 매

우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는 음식이 지

역이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원천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Henderson 2004; Quan & Wang 2004). 그러나 음식이

란 지역을 여행을 하는 관광객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생체리

듬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만나게 되는 오브제이기 때문에 지

역이미지 형성의 중요한 원천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역의 관광객들에게 음식은 맛이라는 가장 감각적이고 생

리학적인 욕구와 기억의 촉발을 통해 지역의 특정한 이미지

를 각인시켜주는 매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원천이

된다고 말하는 편이 옳겠다(Tikkanen 2007).

음식은 그 실질적 혜택과는 무관하게 우리에게 즐거움과

재미 그리고 사회적인 의미를 부여해 준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저녁식사 예절도 삶의 방식에 통찰력을 제공해줄 수

도 있으며(Bell and Valentine 1997), 관광객들이 그들 자

신의 문화와 새롭게 접한 지역의 문화간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Hegarty &

O’Mahoney 2001; Williams 1997). 이런 주제는 학계 연

구자들의 관심은 물론 지역의 식품업계 종사자나 지역관광

마케팅 혹은 기획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의 관심을 불러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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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기도 했다(Long 2004).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관심은 서

구 선진국의 관광지나 관광시장에 필요한 마케팅 조건에 대

한 탐색쪽으로만 초점이 맞추어져 진행되어왔다는 한계점을

가지기도 한다(Henderson 2009).

실제로, 어떤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특별한 관심과 진

지함을 가지고 그 지역의 음식을 체험하고 배우려는 의도를

행동에 옮긴다면 지역과 관광객 사이에는 지속적인 연계성

이 생기게 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요즘 지역의 음식을 기

반으로 하는 테마지역관광의 장르가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

는데, 이런 장르는 요리관광(Wolf 2002), 미식관광(Hjalanger

& Richards 2002), 맛관광(Boniface 2003) 그리고 음식

관광(Hall 등 2003)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름으로 명명되

면서 활성화되고 있다. 대체로 이런 미식관광의 형태는 프

랑스의 보르도나 브루고뉴 같은 지역의 와인관광처럼 주로

지역의 토속음식에 대한 평가나 감상의 차원은 물론 각 지

역의 문화관광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Jeon 2008).

그러나 특정 지역에서의 직접적인 미식의 경험이 그 지역

을 관광지로 선택하게 하고, 이미지를 각인시키는데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Remmington

& Yuksel 1998Neild 등 2000), ‘한국 음식의 세계화’를 부

르짖는 요즘, 음식문화에 대한 간접적인 감각경험을 통해서

한국 지역을 방문하고자 하는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여행지의 의사결정과정에까지 강력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홍보 커뮤니케이션 매체쪽으로 관심을 돌릴 필요가 있다

. 더구나 한국 음식문화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이 한국음식

의 국제화와 상품화에 대한 연구에만 집중되어 왔을 뿐 한

국 음식문화의 글로벌한 홍보커뮤니케이션 방안이나 브랜드

화에 대한 문제의식이 미흡했다는 점도 중요한 문제제기가

될 수 있겠다(Jang & Cho 2000; Kim 등 2004; Kim

2005; Won 등 2006; Lee 2007; Kim & Jin 2008). 따라

서 본 연구는 지역의 음식문화에 대한 애착과 관계맺음에 전

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체로써 지역의 공식웹사이

트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2. 웹사이트를 통한 지역 이미지 홍보

각 국가나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문화를 소개하는 홍보자

료는 관광목적지를 선택하는 과정 자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

칠 뿐만 아니라, 관광목적지에도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여하

는 기능을 한다(Kim & Kim 2008). 문화체육관광부의

2008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

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 홍보영상물과 관광달력, 포스터,

연하장 등의 영상 및 홍보 시각물 등을 각 시장별 현지인의

감각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2008관광동향). 또

한, 시민 참여를 독려하면서 해외홍보용 이미지 자료 발굴

을 목적으로 매년 개최되는 ‘관광사진 공모전’, ‘관광포스터

공모전’, ‘관광 플래시 애니메이션 공모전’, 그리고 ‘관광 애

니메이션 공모전’ 등이 문화체육관광부나 한국관광공사를 통

해 기획 공모되고 있는 현황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

을 것이다.

사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음식관광 활성화 및 스토리

텔링을 활용한 한식 매력 창출을 위하여 ‘우리 고장 맛 이

야기’라는 책자 발간을 시도한 바 있다. 실제로 이를 위해

이 정부기관은 전국 170개 지자체 대상 설문조사 및 방문

취재, 역사, 문화 자료수집, 학계, 업계 음식전문가 자문회

의 등을 거쳤으며, 이렇게 제작된 책자에는 지자체와 공동

으로 선정한 지역별 대표음식, 대표음식에 얽힌 스토리텔링

읽을거리, 음식점, 인근관광지 등 종합적인 음식관광 정보

를 수록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 책자는 전국 지자체, 관

광안내소, 여행사 등에 배포되었으며, 현재, 다양한 지방음

식의 매력을 외국인 관광객에게 널리 홍보하고 한국 음식관

광의 활성화와 한식세계화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외국어 번

역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2008 관광동향).

그러나 최근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한 국가 홍보 커뮤니케

이션이 잡지, 카달로그, 안내책자, 포스터와 같은 전통적인

인쇄광고를 점차 대체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각 지역

의 웹사이트는 경우에 따라 역동적인 동영상과 다채로운 음

향까지 결합시킬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특히 문화브랜드 커

뮤니케이션 전략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정보 매체라

고 할 수 있다(Oh 2006). 따라서 최근 국내의 연구자들도

공공기관의 웹사이트 분석 및 평가와 관련된 주제를 많이 다

루고 있다. Kim(1999)은 일찍이 국내외 사이트 비교를 중

심으로 웹페이지를 활용한 국가홍보전략 분석을 진행한 바

있다. 또한, 한국과 미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비교분석함

으로서 인터넷을 활용한 한국의 국가홍보 현황과 문제점을

조사, 분석하여 한국 국가홍보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던

Han(2000)의 연구나 국정홍보처와 독일언론 정보처의 홈

페이지 비교분석을 통해 정부홍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던 Yoo(2002)의 연구 그리고 해외경제PR이

라는 주제로 관심의 영역을 좁혀, 한국, 미국, 캐나다의 경

제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해외경제홍보의 실태를 살펴보고자

시도한 Han & Kim(2004)의 연구도 위와 같은 연구의 일

환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각디자인이나 시각기호학적 차원의 연구들도 진

행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정부부처 사이트에 나타난 국가

이미지 표현에 관한 분석을 시도한 Kwon(2005)의 연구나

주프랑스 대사관의 한,중,일 문화원 웹사이트의 디자인을 문

화기호학적으로 분석한 Oh(2006)의 연구 그리고 3개 국가

의 공식 웹사이트에 대한 분석을 통해 홈페이지가 각 국가

의 차별적인 문화이미지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분

석결과를 제시한 Jeon(2007)의 연구도 그 사례가 될 수 있

겠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음식문화와 관련하여 커뮤니케이션 매

체의 전략 분석을 시도한 연구를 찾아볼 수 없었다. 반면,

드물지만 해외에서는 Okumus 등(2007)이 홍콩과 터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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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안내책자와 웹 사이트 등에서 그들의 음식문화를

적용한 마케팅방안을 비교, 분석하면서 음식문화야말로 색

다른 매력요소로서 관광목적지를 차별화시킬 수 있는 요인

이 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이런 맥락에

서 지역의 웹사이트 홍보 콘텐츠 속 음식문화 담화의 분석

을 목적으로 하는 본 연구의 시도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더구나 본 연구는 서울, 전주, 제주도 3개 도

시들의 웹사이트를 통해 각 지역의 음식문화 브랜딩이 어떻

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정성적

인 분석 방법론인 기호학적 방법론을 차용할 예정이다. 그

러므로 이제부터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자하는 기호학의 개

념과 방법론을 개괄적으로 간략히 설명함으로써 이해를 돕

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기호학적 방법론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전주시, 제주시 3개 지역 웹사이

트의 구조를 분석하기 위하여 문화기호학적 방법론을 활용

하고자 한다. 특히 Joly(1993)와 Floch(1990)의 연구방법

을 참조할 것이다.

1. 이미지 분석을 위한 기호학적 도구

Joly(1993)는 조형적 메시지, 도상적 메시지, 언어적 메

시지 등 세 가지 차원에서 시각적 메시지의 분석과 상호작

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안에 담겨있는 심층적인 의

미를 추출하고자 시도한 바 있다. 본 연구도 시각적 메시지

의 분석을 위해 조형기호의 시각적 메시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Joly(1993)의 분석방식을 활용할 예정이다. 따라서

다음의 표로 제시된 항목들 즉, 조형적 기호의 시각적 메시

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Joly(1993)가 제시한 세부항목들과

그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면서 조형기호의 분석 방식을 이해

할 필요가 있겠다.

두 번째, 시각적 메시지를 해석하기 위하여 도상적 기호

의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실제로, 도상적 기호의 분석 방

식은 표상적인 모티프의 확인 작업을 넘어 암시적 즉 심층

적 의미까지를 찾아내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암시적 의

미작용은 장소, 대상, 자세의 사회문화적 사용법 등 다양한

공시(connotation)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인용과 모순어법,

생략과 같은 수사학의 문체들도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Joly 1993). 이러한 도상적 메시지의 분석을 위

하여 Floch(1990)는 130여개의 향정신성 의약품관련 광고

홍보물을 분석하는 연구에서 “준-상징적 체계(semi-

symbolic system)” 개념을 활용하고 있다. 이 개념은 형태

적 (figurative) 대립에서부터 주제적(thematic) 대립에까

지 걸쳐 형성되는 의미적 대립 가치라고 설명될 수 있을 것

이다. 예를 들어, ‘낮과 밤’의 형태적 대립은 맥락에 따른

준-상징적 체계에 따르면, ‘유쾌와 불쾌’라는 주제적 대립

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은 특히 시각적인 기호를

분석하는데 유용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텍스트 분석을 위한 기호학적 도구

본 연구는 3개 도시의 공식웹사이트에서 표현되고 있는

지역음식문화브랜드 핵심컨셉을 도출하기 위하여 기호학의

동위성(Isotope)이라는 개념을 활용하고자 한다. 동위성은

담화의 동형성(즉, 맥락의 일치 또는 동일성)을 보장하는 의

미론적 단위들의 반복을 의미한다. 텍스트나 영상의 전개에

서 발견되어지는 동위소들은 담화내용의 일관성을 유지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만약 우리가 독자나 구경꾼 등 수신자의

입장에 있다면, 이것은 텍스트 읽기의 애매모호함을 해소시

켜주는 동질적 요소들을 찾아 해석하게 해주는 차원의 문제

가 될 것이다. 그래서 동위성은 담화의 통사론적 차원과 관

련되어 있는 기호학적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사실 텍스

트나 영상의 읽기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이런 동위소를

알아채는 일인데, 이는 텍스트나 영상을 구성하는 서로 다

<Table 1>The items of plastic signs for visual message analysis

조형기호  정 의 

프레임
프레임은 시야의 개념이다. 특정한 부분만 보여지는 구성은 보는 이로 하여금 표상의 시야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을 상상적으
로 구성하게 한다. 보이지 않는 것을 완성하는 것은 바로 시야 밖 le hors-champ 의 개념이다. 

위치조절
중심위치조절 le cadrage 개념은 프레임의 개념과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프레임이란 시각적 표상의 한계이고, 위치조절 개념은 
이미지의 크기(사진화된 파사체와 카메라 렌즈 사이 거리의 결과)와 연관된다.

촬영의 각도 수직적 부감의 촬영각도는, 집약적인 느낌을 주고, 반부감의 촬영각도는 보는 이의 높이와 위치하는 시선이 나타난다. 

렌즈의 선택 보는 이의 시선과 일치하며 가까운 부분에 초점을 맞춘 경우 얕은 심도의 처리를 찾아볼 수 있으며 전체를 보여주는 촬영에서
는 깊은 심도의 처리를 찾아볼 수 있다.

구성
구성 또는 시각 메시지의 내적 지형도는 조형적 기본 도구 가운데 하나이다. 페이지 구성을 살펴볼 때 하강적 수직구조는 위에
서 아래 방향으로 시선을 유도하는 익숙한 시선처리구성이다.

형태  클로즈업된 이미지에서 형태는 덩어리로 인식되는 반면, 선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선적인 형태로 인식된다. 

색감 색감은 색깔과 빛의 해석으로 심리적, 생리적 효과를 미친다.

텍스처
그룹 뮈에 따르면, 텍스처란 색깔처럼 표면의 질을 뜻하며, 표면의 질은 구성요소들의 질(속성과 크기)과 요소들의 반복의 질
로 정의된다. 시각적 메시지는 시각 감각으로부터 다른 형태의 감각들을 요구함으로써, 공감각적 교감 현상을 활성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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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요소들을 맥락context적인 가치에서 출발하여 관찰하고

담화의 내용에 깔려 있는 관계의 망을 추출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다(Floch 1995).

3. 3개 도시 문화가치 비교를 위한 기호학적 도구

Floch(1990)는 시트로엥의 수많은 텔레비전 광고를 비교

분석하면서 자동차의 서로 다른 소비가치부여 유형을 기호

사각형(semiotic square)의 개념을 활용하여 추출해냈다.

여기서 80년대 시트로엥 브랜드의 커뮤니케이션은 실제적

가치, 유토피아적 가치, 비판적 가치, 유희적 가치라는 4가

지 가치 유형으로 구별되었다. 실제로, 이 네 가지 유형은

그 포지셔닝을 통한 정당성을 기반으로 브랜드의 정체성을

분석하는데 매우 유용한 역할을 했다. 여기서 사용된 컨셉

즉, 실제적 가치, 유토피아적 가치, 비판적 가치, 유희적 가

치는 상징가치(basic value)와 유용가치(practical value)

라는 가치대립쌍의 개념에서 출발하여 모순과 전제의 관계

를 거쳐 확장된 소비가치사각형의 네 가지 가치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Jeon 2008).

따라서 본 연구는 3개 도시의 지향 문화가치의 비교를 위

하여 이 포지셔닝 모델을 활용할 것이다.

IV. 연구분석

본 연구는 음식문화를 통한 지역의 이미지커뮤니케이션 전

략비교를 위하여 2009년 9월 현재 한국의 주요도시인 서울

시, 전주시, 제주시의 공식 홍보 웹사이트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실제로 우리는 지역의 공식 홈페이지가 내국인은 물

론 외국인이 야후(Yahoo)나 구글(Google)같은 포털사이트

에 각 지역명을 검색했을 때 가장 먼저 찾아지는 정보창구

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연구의 타당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

다. 특히, 본 연구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한식 세계화'

의 차원에서 외국인의 입장에서 접촉 가능한 외국어 버전의

웹사이트에 관심을 기울이고자 한다. 따라서 3개 도시의 일

관성있는 비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3개 도시 모두가 공통

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웹사이트의 영어버전을 분석하고자

한다.

서울: http://english.seoul.go.kr

www.visitseoul.net

전주: http://www.jeonju.go.kr

http://tour.jeonju.go.kr

제주도: http://english.jeju.go.kr

http://english.tour2jeju.net

본 연구가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한 3개 도시는 한국의 수

도이며 외국인들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서울시, 맛의 고

향이라고 불리우는 전주시, 그리고 한국의 대표적인 관광도

시 제주시이다. 이는 이 도시들을 인지도 차원은 물론 관광

객수 차원, 지리적 특성 차원, 특히 음식문화와 관련해서도

그들만의 강한 특성을 드러내는 대표적 지역으로 평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3개 도시의 영문웹사이트에서

음식관련 메인 메뉴를 기준으로 시각적 이미지 콘텐츠들의

조형적, 도상적 분석 및 언어적 텍스트 콘텐츠들의 동위성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1. 웹사이트의 음식문화 영역 메뉴 구성

1) 웹사이트의 전체 구조

우선, 3개 지역 웹사이트의 구조를 살펴보면, 서울시의 음

식문화는 공식웹사이트의 ‘Come & Visit’ 영역 안에 ‘Dining

Out’이라는 하위메뉴로 분류되어 직접적인 음식문화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전주시의 음식문화는 ‘Jeonju Life’

의 영역안에 ‘Foods’라는 하위메뉴로 구성되어 있는데,

‘Foods’ 메뉴를 클릭하면 자동적으로 ‘Tour’ 페이지로 이동

되어진다. 이는 전주시가 음식문화를 중요한 지역관광의 영

역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단적인 근거라고 할 수 있

겠으나, 그 절차의 복잡성이나 효율성 차원에서 보면 오히

려 메인페이지에서 처음부터 ‘Foods’ 메뉴를 ‘Culture &

Tourism’의 영역에 포함시키는 편을 고려해볼 필요도 있겠

다. 한 편, 제주시 웹사이트의 메인 페이지 구성을 살펴보

면, 이 도시 역시 음식을 ‘Tour’의 하위분류로 포함시키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즉, ‘Tour’ 메뉴를 클릭하면 자동적

으로 ‘Jeju Tour Info(http://tour.jeonju.go.kr)’ 홈페이

지로 이동하게 되며 그 중 ‘What to eat’라는 하위메뉴로

명명되어진 부분이 음식문화를 주제를 다루고 있는 담화 영

역이라고 할 수 있겠다.

위와 같이 3개 도시 웹사이트의 메인구성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3개 도시 모두가 음식문화를 Tour(관광)의 영역과

관련지어 위치시키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는 지역

이 음식문화를 중요한 마케팅 장르로 인식하고 있음과 동시

에 음식문화가 창출할 수익효과에 대한 기대가 높음을 나타

내는 결과라 하겠다.

<Figure 1> value-system in consumption of Flo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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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식(Food)영역 하위 메뉴 구성

(1) 서울 홈페이지의 “음식” 영역 하위 메뉴

서울시의 웹사이트는 음식문화영역에 해당하는 ‘Dining

Out’의 하위메뉴로 ‘Best Eats’ ‘Unique Korean Food’

‘Street Food’를 두고 각각에 해당하는 구성요인을 아래의

표와 같이 포함시키고 있는데, 그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서

울시가 서울 지역의 향토음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보다

는 오히려 한국을 대표하는 전형적인 한국음식들을 소개하

는 차원에서 홈페이지를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전주 홈페이지의 “음식”영역 하위 메뉴

전주시의 홈페이지에서는 ‘Tour’ 영역의 페이지(http://

tour.jeonju.go.kr)의 하위메뉴로 구성되어 있는 ‘Food’의

세부구성을 살펴보면 Hanokmaeul, Bibimbap, Korea

Food, Bean sprouts, Stone Pot Rice, Cooked rice,

Omogary, Good Restaurant, Health Food, Makgeolli,

Store Beer와 같은 하위분류를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서울

시가 향토음식 보다는 대표적인 한국음식에 대한 소개에 일

관했던 것과는 다르게, 전주시는 전주만의 독창적인 향토음

식에 대한 정보에 초점을 두고 하위 세부항목 들을 마련하

고 있음을 드러낸다. 특히, Hanokmaeul, Bibimbap, Bean

sprouts, Stone Pot Rice, Omogary, Makgeolli, Store

Beer와 같은 하위분류는 전주 지역만의 지역색을 잘 나타내

는 음식문화 항목 분류로 간주될 수 있겠다.

(3) 제주도 홈페이지의 “음식” 영역 하위 메뉴

제주시의 홈페이지는 ‘Tour’ 영역의 하위영역으로 ‘what

to eat’을 설정하고 있는데, 그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Korean Food, Restaurants, Japanese Restaurants,

Making Jeju Dishes, Local Food in Jeju, Recommended

Restaurants, 등 6가지의 하위메뉴를 발견할 수 있다. 실

제로, 제주시의 하위메뉴 분류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음식점에 대한 정보 항목이고 두

번째는 제주 향토음식에 대한 정보 항목이라고 할 수 있겠다.

2. 홈페이지 상에 나타나는 3개 도시의 음식문화 브랜드 지

향가치 분석

1) 시각적 이미지 분석

(1) 조형적 이미지 분석

각 지역의 웹사이트의 조형적인 이미지를 분석하기 위하

여 본 연구는 Martine Joly(1993)의 연구방식을 차용하고

자 한다. 즉, 이 연구는 프레임, 중심위치조절, 촬영의 각도,

페이지 구성, 형태, 텍스처, 색깔 등의 기표(significant)를

기준으로 조형적인 기호의 기의(signified)를 탐색할 것이

다. 따라서 서울시, 전주시, 제주시 등 3개 지역의 조형적

메시지는 메인 화면에서 주목되기 쉬운 두 가지 차원으로 나

누어 탐색될 것인데, 그 첫 번째 차원이 상단 이미지의 구

성이 될 것이며, 두 번째 차원은 각 세부 내용에 배치되어

진 음식관련 담화의 동반사진이 될 것이다.

• 상단 이미지의 구성에 대한 조형적 이미지 분석

서울, 전주, 제주도 웹사이트의 음식영역의 첫 페이지를

살펴보면 상단부의 메뉴바와 길게 위치하고 있는 상단이미

지가 있고 왼쪽 세로방향으로는 세부 메뉴를 선택할 수 있

<Figure 2> web site construction of seoul.

<Figure 3> web site construction of jeonju.

<Figure 4> web site construction of 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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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상단부의 이미지를 비교해

보면 서울은 클로즈업 된 음식의 조리 전(前)단계의 사진을

고정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전주는 음식 사진이 아닌 전

통 민속화가 그려진 부채모양의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다. 제

주도의 웹사이트에서는 서울과 유사한 크기의 이미지가 상

하로 움직이면서 2개의 이미지가 교차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를 상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프레임차원에서 살펴보면, 서울과 제주도의 음

식 사진은 일정 부분이 클로즈업되어 특정한 부분만 보이는

구성을 취하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표상의 시야에서 보

이지 않는 나머지 부분을 상상으로 채워 넣도록 부추긴다.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것을 완성하는 것은 바로 시야 밖(hors-

champ)의 개념이다. 반면 전주의 사이트는 전통무늬의 바

탕위에 민속화가 그려진 부채가 왼쪽에 위치하고 있어 사물

의 형태가 구체적으로 온전히 드러나고 있는데, 이는 서울

이나 제주도의 형식과는 대조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중심위치조절(cadrage)차원에서 살펴보면, 서울

과 제주의 웹사이트는 근접된 촬영의 이미지로 묘사되어 있

는 반면, 전주의 웹사이트에서는 거리감이 느껴지는 구성으

로 전체를 보여주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세 번째, 촬영의 각도차원에서 살펴보면, 서울과 제주의

웹사이트에서 촬영각도는 수직적 부감이고, 그것은 집약적

인 느낌으로 집중을 유도하고 있는 반면, 전주에서는 수평

적인 시선으로 관찰자의 시선과 일치시키고 있다.

네 번째, 페이지 구성차원에서 살펴보면 상단 이미지의 구

성이 하강적 수직구조로써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시선을 유

도하며 안정감을 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반적

인 웹사이트의 구성으로 상위메뉴선택 후 왼쪽 메뉴바에서

세부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익숙한 시선처리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3개 도시 웹사이트 모두에서 같은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섯 번째, 형태차원에서 살펴보면, 서울과 제주도 웹사

이트의 이미지에서는 형태가 덩어리로 인식되는 반면, 전주

의 웹사이트에서는 선으로 인식되고 있다. 즉, 서울과 제주

의 이미지 형태는 클로즈업된 음식의 덩어리들로 인식되면

서 주제성을 드러내주는 반면, 전주 웹사이트에서는 바탕을

이루는 전통무늬가 선적인 요소들로 단순묘사되어 있어 상

징성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여섯 번째, 이미지의 크기 차원에서 살펴보면 서울과 제

주도의 이미지는 대상이 확대되어 세부적인 설명이 가능할

만큼 크기가 큰 반면, 전주의 이미지는 크기가 작으나 대상

체 전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대상의 이미지가 온전히 전달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곱 번째, 메뉴바의 색감을 살펴보면, 서울은 화려한 색

감으로 다채로움과 다양함을 보여주는 반면, 전주는 한 가

지 색감을 단계별로 나타나며 어우러지는 조화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제주도는 한 가지 색의 단조로운 구성으로 깨

끗한 인상을 전달하면서 제주도의 청정함을 표출하고 있다.

여덟 번째, 텍스처 차원에서 살펴보면, 서울과 제주의 이

미지는 음식의 부드러운 질감을 표출함으로써 식감을 자극하

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반면, 전주의 이미지는 전통문양

의 얇은 두께감과 부채 살의 우툴두툴한 질감을 표출하며 체

험욕구를 야기시키는 촉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아홉 번째, 메뉴바의 색깔을 살펴보면, 검정과 삼원색을

<Table 2> The construction of food culture on seoul web site

Come & Visit
Dining Out

Best Eats Kimchi(김치), Bibimbap(비빔밥), bulgogi(불고기), Samgyetang(삼계탕)

Unique Korean Food 삼계탕 외 14종류의 음식에 대한 정보(삼계탕, 해물파전, 조호탕, 굴비구이, 애탕, 약식, 설렁탕, 오미자, 버섯전골, 임자
수탕, 굴밥, 구절판, 불고기, 보쌈, 비빔밥) 

Street Food 거리음식에 대한 정보(Tteokbokki/Sundae/Gunmandu/Eomuk, Gopchang Vendor, Toast, Gimbap, Bbeongtuigi, Soft Ice Cream, 
Ggultaraeyeot (Yongsuyeom), Hotteok, Dalgona Bbopgi, Chicken Ggochi/ Rice Cake Ggochi, Hot Bar/ Hotdog)

<Figure 5> The main picture of seoul/ jeonju/ jeju web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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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는 서울시는 ‘한국적, 색동의’라는 기의를 통해 한국

적 정통성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전주가 활용하는 하늘색,

파랑색 등의 기표는 깨끗한 자연이라는 가치의 강조로, 제

주도의 파랑색은 바다나 섬 같은 제주도의 환경적인 독특성

을 표출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 세부구성의 음식담화 동반사진의 조형적 이미지 분석

세부적인 내용 구성을 조형적 메시지 차원으로 살펴보면,

서울은 대표성 있는 음식의 사진만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

반면 전주는 음식사진을 크게 위치시켜 웹사이트 방문자의

시선을 유도하고 있다. 제주도의 웹사이트는 크기 차원에서

는 서울과 유사하지만, 화질이나 이미지의 구성면에서는 서

울 웹사이트보다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다. 세부적인 사항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프레임 차원에서 살펴보면, 모든 이미지는 음식

의 사진인 만큼 해당 음식들은 모두 프레임 안에 존재하며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형식을 취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프레임차원에서는 3개 도시 모두가 같은 형식을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 중심위치조절 차원에서 살펴보면, 음식관련 담

화에 동반된 이미지이기 때문에 대체로 근접거리 촬영이 이

루어져 묘사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주의 웹사이트

에서는 한정식과 같은 한상차림식 구성이 선호되기 때문에

원거리 촬영의 전체 이미지를 볼 수 있다.

세 번째, 촬영각도와 렌즈의 선택 차원에서 보면, 서울과

제주에서는 주로 단품요리의 촬영이 이루어져 촬영각도가

보는 이의 시선과 일치하여 나타나는 반면, 전주에서는 한

상차림과 같은 이미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90도에 가까

운 수직적인 시선처리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부분적인 것

보다 전체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촬영각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서울과 제주에서는 주로 음식 자체에 초점을 맞춘 이

미지들이 얕은 심도의 처리로 초점화되어 명료성을 보여주

고 있는 반면, 전주 웹사이트의 사진은 깊은 심도의 처리로

선명함과 공간성을 표현해주고 있다.

네 번째, 구성 및 형태 차원에서 살펴보면, 3개 도시의 웹

사이트 이미지 모두가 같은 형식을 나타내고 있는데, 언어

적 텍스트와 함께 구성되는 사진이미지이기 때문에 음식은

중심에, 다른 요소들은 주변부로 배치되고 있다. 이는 주체

<Table 3> The plastic signs analysis of top-oriented image

조형

기호

서울 웹 페이지 전주 웹 페이지 제주도 웹 페이지

기표 기의 심층기의 기표 기의 심층기의 기표 기의 심층기의

프레임 부재 시야 밖 상상적 현전 시야 안 구체적 부재 시야 밖 상상적

위치 조절 가까움 근접성 묘사 폭넓음 거리감 전체 가까움 근접성 묘사

촬영 각도 부감 수직 집중 반 부감 수평 관찰자시선 부감 수직 집중

구성 하강적 수직 균형 안정감 하강적 수직 균형 안정감 하강적 수직 균형 안정감

형태 면 덩어리 주제성 선 단순 묘사 상징 면 덩어리 주제성

이미지 크기  큼 대상의 확대 세부적 설명 작음 전체형태부각 이미지 전달  큼 대상의 확대 세부적 설명

메뉴바색감 화려한 다채로움 다양함 단계별 어우러짐 조화 단조로운 깨끗한 청정함

텍스처 부드러움 식감 호기심 우툴두툴 촉감적 체험 부드러움 조리된 관심도

메뉴바 색깔 검정색/삼원색 한국,색동 정통성 하늘색/파랑색 깨끗함 자연 파랑색 바다, 섬 독특성

 <Figure 6> The pictures of seoul/ jeonju/ jeju for food conver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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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는 오브제에 몰입하게 하는 집약적인 효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다섯 번째, 크기와 차원(dimension)에서 살펴보면, 텍스

트와 이미지가 동시에 구성되는 형식은 3개 도시 모두가 공

통적으로 취하고 있지만, 서울과 제주는 작은 크기의 음식

사진들을 열거하면서 여러 가지 음식 기표들을 각각의 사진

으로 한 번에 제시하고 있는 반면, 전주는 비교적 크기가 큰

한상차림류의 음식사진을 제시하여 사진 한 장 속에 통합적

인 이미지를 표출하고 있다. 실제로, 웹사이트의 음식 사진

은 한국음식에 대한 정보를 처음 접하는 외국인에게는 한국

에 대한 호기심을 야기하는 중요한 매개가 될 수 있다. 특

히, 한국음식 자체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는 외국인들에게

는 서울과 제주도 같이 작은 크기의 사진이미지를 제시하는

것은 취약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전

주의 웹사이트는 음식담화 텍스트에 부합하는 사진이미지를

비교적 크고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전주의 음식문화에 대

한 정보는 물론 이미지를 전달하는 데도 효율적인 구성을 취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여섯 번째, 동반 사진의 색감을 살펴보면, 서울은 전체적

으로 차가운 느낌을 주는데, 이는 분명하고 이성적인 서울

의 지향가치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전주는 따뜻한 느낌을 주는데, 이는 정감과 정성의 가치를

지향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겠으며, 제주도는 이미지가 전

반적으로 흐려 희미한 느낌을 주지만 동시에 서민적인 가치

를 지향함을 드러낸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2) 도상적 이미지 분석

위에서 본 연구가 화면구성을 통한 조형적 시각메시지를

살펴보았다면 지금부터는 시각 이미지에 나타나 있는 각각

의 모티프들이 지니는 암시적인 의미들을 확인해 보고자 한

다. 도상적 기호의 분석은 모티프의 해석에 암시적 의미과

정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진다(Joly 1993). 즉, 사회문화적

관습을 통해 각인된 요소들의 암시적인 의미를 재발견함으

로써 메시지의 해석이 보다 풍요로워진다고 할 수 있다. 실

제로, 시각적 이미지는 준-상징적 표층체계인 도상기호를

통해 각 지역의 홈페이지가 추구하는 가치를 표출해 준다.

본 연구는 배경 이미지, 음식이미지 그리고 식재료 차원의

시각적 기호와 관련하여 3개 지역의 도상적 메시지를 분석

해 볼 것이다.

• 배경 이미지의 도상적 분석

서울시의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흰색과 베이지색의 한지

에 전통창문의 격자무늬를 그려 넣은 배경화면이 나타나는

데, 이를 통해 우리는 전통적 정서를 느낄 수 있다. 실제로

창문이나 문같이 가려진 장소를 열어보는 의미를 가진 기표

나 한지 같이 그림자나 실루엣을 통해서 형태를 파악하게 하

는 반투명적 오브제들은 /호기심/ 같은 심층적 의미를 담는

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한 편, 전주시의 Tour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상단부 배경

에서 전반적으로 펼쳐진 한국의 전통 떡살 무늬를 발견할 수

있다. 여기서 한국의 전통음식인 떡은 쌀을 많이 활용하는

한국음식의 특성을 반영함과 동시에 하나하나 손으로 만들어

내는 한국음식의 손맛을 표출하는 기표라고 할 수 있다. 따

라서 음식관련 홈페이지에 등장하는 이런 배경 문양은 전주

음식의 /장인정신/이라는 심층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다.

제주시의 웹사이트 배경을 살펴보면, 흰색과 연하늘색 바

탕에 파랑색의 메뉴바의 구성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색채

는 푸른 하늘이나 푸른 바다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인

데, 이는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도의 특성을 표현함과 동시

에 심층적으로는 제주도의 /청정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

겠다.

• 음식 이미지의 도상적 분석

서울시 웹사이트 음식담화에 나타난 음식이미지를 살펴보

면, 김치, 불고기, 삼계탕 같은 대표적인 한국음식의 사진

이 동반됨을 알 수 있다. 즉, 서울의 웹사이트에는 서울만

의 향토음식이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음식에 대한 음

식소개가 각각의 이미지와 함께 올려져있는데, 이는 타 지

역과는 다른 서울의 /대표성/ 또는 /정당성/을 함축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Table 4>The plastic signs analysis of detailed configuration food-image

조형

기호

서울 웹 페이지 전주 웹 페이지 제주도 웹 페이지

기표 기의 심층기의 기표 기의 심층기의 기표 기의 심층기의

프레임 현전 시야 안 구체적 현전 시야 안 구체적 현전 시야 안 구체적

위치조절 가까움 근접성 묘사 폭넓음 거리감 전체 가까움 근접성 묘사

촬영 각도 가벼운 부감 시선맞춤 단품요리 부감 수직적 시선 한상차림 가벼운 부감 시선맞춤 단품요리

렌즈 선택 얕은심도 초점화 명료성 깊은심도 선명함 공간성 얕은심도: 초점화 명료성

구성 중앙중심적 주제성 몰입 중앙중심적 주제성 몰입 중앙중심적 주제성 몰입

형태 덩어리 주제성 집약 덩어리 주제성 집약 덩어리 주제성 집약

크기와 차원 작음 가시적 다양성 큼 내포적 통합적 작음 가시적 다양성

색감 차가움 분명함 이성적 따뜻한 정감 정성 흐린 희미한 서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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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주의 웹사이트 음식담화에 동반된 음식이미지를

살펴보면, 병풍, 교자상, 유기그릇 같은 기표들을 발견할 수

있다. 실제로 이런 기표들은 격식과 품위가 있는 전주의 음

식문화를 상징함과 아울러 심층적으로는 손님을 접대함에

정성을 기울이는 전주시민의 /환대성/을 상징한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한편, 제주도 웹사이트는 Korean Food, Restaurants,

Japanese Restaurants, Recommended Restaurants의

카테고리를 통해 음식점에 대한 실제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Making Jeju Dishes, Local Food in Jeju같

은 향토음식 관련 담화 카테고리에서는 동반된 음식이미지

를 찾을 수 있다. 각각의 이미지는 성게국, 갈치국, 한치물

회 같은 향토음식이 담긴 그릇만을 집중적으로 확대해서 보

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플라스틱 그릇이나 투가리 같

은 서민적 그릇에 담긴 탕종류의 사진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는 제주도의 서민적이고 친근한 음식을 표출하고 있을 뿐 아

니라, 심층적으로는 제주도 음식문화의 /소박함/를 의미한

다고 할 수 있겠다.

• 식재료의 도상적 분석

서울시의 웹사이트 음식담화에 동반된 이미지에서 우리는

삼계탕, 불고기 같은 음식의 내부에서 드러나는 인삼, 대추,

버섯 같은 식재료 기표를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서울시가 몸

에 좋은 한국의 전통적 보신용 음식재료를 활용함으로써 영

양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한국 음식의 /건강성/을 심층적

으로 표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한편, 전주시의 웹사이트 음식이미지 사진에서는 도라지,

취나물, 흑나물, 시금치 등의 각종 나물과 된장찌개, 청국

장 같은 여러 가지 전통찌게류의 음식에 들어가는 각종 야

채류 등의 식재료 기표를 찾을 수 있다. 이는 각종 나물이

한정식으로 대표되는 전주라는 지역의 음식문화 즉, 전주의

손맛을 표현함과 동시에 심층적으로는 산나물과 청국장, 된

장 같은 음식류가 상징하는 /정성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제주도의 웹사이트 음식담화의 동반 이미지는

갈치, 성게, 전복 같은 생선류 기표를 담고 있다. 이러한 식

재료 기표는 제주만의 환경적이고 지역적인 특성인 섬문화

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런 식재료는 날

것이 아니라, 국이나 죽 종류로서 표현되고 있는데 이는 제

주도만의 음식문화 즉, 생선을 날것이 아니라, 익혀서 먹는

제주도만의 /독특성/을 심층적으로 상징하고자 한다고 해석

할 수 있겠다.

2) 언어적 텍스트 분석

본 장에서는 서울, 전주, 제주의 웹사이트 음식관련 담화

텍스트들의 언어적 기호들을 동위소의 개념을 활용하여 분

석함으로써 3개 도시의 심층적인 음식문화 지향가치가 무엇

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서울의 경우

텍스트 차원에서 서울의 음식문화와 관련 ‘Best Eats’,

‘Unique Korean Food’, ‘Street Food’라는 메뉴 항목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가장 눈에 띄는 어휘는 단연

‘Seoul’이 아니라, ‘Korea’ 또는 ‘Korean’임을 알 수 있

다. 또한, ‘Best Eats’ 항목에서는 특히 representing,

signature, traditional, king, dynasty, kingdom,

palace 과 같은 어휘소의 빈번한 반복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역시 서울이라는 도시가 가지는 한국의 대표도시로서의

/정당성(legitimacy)/을 표출하는 동위소들이라고 할 수 있

다. 즉, 서울시 웹사이트의 음식담화는 해당 지역에 초점을

맞춘 해당 지역만의 향토음식을 소개하는 다른 지역의 음식

관련 담화와는 다르게 ‘한국음식’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서울시 웹사이트는 한국

의 대표음식 김치, 불고기, 삼계탕 등은 ‘Best Eats’의 세

부내용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해물파전, 구절판, 삼계탕, 굴밥, 보쌈 등의 음식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레서피를 ‘Unique Korean Food’ 항목

하에 제시하고 있는데, 그 구성에서는 /계절적(seasonal)/가

치를 발견할 수 있다. 즉, 각 음식명과 함께 제시되는 소제

목에서는 물론 각 음식담화 텍스트 안에서도 /계절성/을 상

징하는 summer, autumn, rainy season, summer days,

June, summer night, spring, spring time, season,

seasonal, cold winter, cool fall, winter season 등의 동

위소들이 쉽게 찾아진다. 이는 어떤 계절에 서울에 방문해도

맛있는 한국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서울의 /역량

(competence)/을 상징하는 동위소들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편, 서울 음식담화 텍스트에서는 well-being, efficacy,

energy, nutritional, nutritious, nutrients, vitality,

medicinal 등의 어휘들이 한국음식의 탁월한 /효능성

(efficacy)/의 동위소로써 빈번하게 나타남으로써 영양가가

<Table 5> The analysis of iconic sign

서울시 전주시 제주시

기표 기의 심층 기의 기표 기의 심층 기의 기표 기의 심층 기의

배경 이미지 창문 격자 전통 호기심 떡살 문양 전통 장인정신 파랑색 바다 하늘 청정성

음식 이미지 김치, 불고기 한국대표음식 대표성 병풍, 상 격식 환대 플라스틱그릇 서민 소박함

식재료 인삼, 대추 등 보신 건강성 각종나물 손맛 정성 생선국 섬문화 독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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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고, 건강에 좋은 보약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서울은 한국음식에 초점을 맞추어 /정당성/을

표현하고, /계절성/을 보임으로써 /역량/을 보임과 동시에

음식의 /효능성/ 등을 표출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Floch의

분류 중 /비판적/가치가 강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다.

• 전주의 경우

전주시 Tour영역의 웹페이지(http://tour.jeonju.go.kr)

는 Culture, Tour, Theme라는 메인메뉴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Tour’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Food’ 영역

에는 Hanokmaeul, Bibimbap, Korea Food, Bean

sprouts, Stone Pot Rice, Cooked rice, Omogary, Good

Restaurant, Health Food, Makgeolli, Store Beer같은

세부항목들이 분류되어 있다. 각 세부항목의 텍스트에서는,

우선 craftsmanship, definitely, elaborately, delicately,

special 같은 어휘들의 반복을 찾을 수 있는데 이는 /정성

성(elaboration)/의 가치를 드러내는 동위소라고 할 수 있

겠다. 또한, 유사한 맥락에서 hometown, memory,

home-style, mothers, missing, abundant, plentiful,

kindheart 같은 어휘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전주라

는 도시가 방문객에서 부여해 줄 수 있는 /푸근함(warmth)/

의 가치를 드러내는 동위소라고 볼 수 있겠다.

또 한편에서는 journey, travel, traveling, romance,

grace, elegance, spirit 등의 어휘소를 통해 전주라는 도

시의 이미지가 추구하는 감성적인 /낭만성(romantic)/을 표

하고 있다. 또한, 음식 자체를 설명하면서 자주 반복되는

harmony, mixed, coexisting, balanced, mixture,

coexistency 등의 단어는 전주의 음식만이 가지는 /조화성

(harmonious)/이라는 가치를 반영하는 동위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전주시야 말로

음식문화를 통해 방문객들에게 감성적인 꿈을 꾸게 하는 /

유토피아적/가치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제주의 경우

제주시의 웹사이트는 ‘Tour’의 하위요소로 ‘what to eat’

항목을 설정하고 있다. 제주도 사이트의 주제별 구분 제목

명을 보면 단순히 명사(noun)가 아니라 What to see, what

to do, where to stay, what to eat 등과 같은 명사구

(nounal phrase)를 활용함으로써 지역 방언이 살아있는 제

주도만의 /독창성/을 연상시키는 방식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what to eat’ 하위에 있는 세부메뉴

중 Korean Food, Restaurants, Japanese Restaurants,

Recommended Restaurants 항목은 단순히 레스토랑 위치

나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하고, 우

리는 Making Jeju Dishes와 Local Food in Jeju의 텍스

트만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이 도시가 음식문화와 관

련하여 신화적이고 독창적인 가치보다는 /실용적/ 가치를

표출하는데 집중하고 있음을 보이는 단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겠다.

Making Jeju Dishes와 Local Food in Jeju 항목의 텍

스트를 살펴보면, unique, excellent, special, original,

<Table 6> The linguistic element of food discours on seoul web site

음식명 소제목

Samgyetang(삼계탕) Korea's Top Summer Tonic Food

Haemul Pajeon(해물파전) A Treat in the Rainy Season

Jehotang(재호탕) Tonic to Help You Beat the Summer Heat

Aetang(애탕) A Bowl of Fragrant Mugwort Soup Will Give You Spring Vitality

Omija Punch(오미자 차) Beat the Heat with a Refreshing Korean Drink

Mushroom Jeongol(버섯전골) The Taste of Autumn Taken from the book “100 Beautiful Korean Dishes”

Imjasutang(임자수탕) Beat the Summer Heat with Some Cold Chickin Soup

<Figure 7> The verbal isotope in seoul “Food” conversation.
<Figure 8> The verbal isotope in jeonju “Food” conver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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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ellency 등의 어휘들이 제주도만의 /독창적인(original)/

가치의 동위소로서 자주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도 ‘summer’라는 단어가 매우 자주

반복되면서 제주도가 여름관광의 최적지임을 표출하고 있는

데, 여름시즌을 위한 메뉴를 많이 제시하고 있는 것도 이 지

역의 특징 중 하나가 될 수 있겠다.

한편에서는, sea, island, fish, water, fresh 등의 어휘

의 반복을 통해 제주만의 지리적인 자연환경 즉, /자연

(nature)/ 가치적 특성을 보여주는데 집중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음식재료의 묘사에 자주 등장하는 sliced, roasted,

seasoned, salted, boiled, raw 같은 조리방식과 관련한 어

휘소들은 /지역적(regional)/ 가치를 반영하는 동위소라고

분류할 수도 있다. 이는 제주가 웹사이트를 통해 제주의 환

경이나 지역적 특성에 중점을 둔 /실제적(practical)/ 가치

를 추구하고 있음을 내포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본 연구는 서울, 전주, 제주 등 한국의 대표적

인 3개 도시의 음식문화 홍보커뮤니케이션 양상을 웹사이트

에 나타난 시각 이미지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

다. 실제로 이 연구는 음식문화라는 것이 지역의 강력한 문

화브랜드로서 지역이미지를 형성하는데 큰 비중을 차지함은

물론, 관광산업이나 문화상품화를 통해 지역경제에까지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임을 인지하면서 시작되었

다. 더구나 최근 중앙정부 차원은 물론 지방정부 차원에서

도 ‘한식의 세계화' 방안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도시들이 각 지역의 음식문화에 대해 어떠

한 시각과 전략을 견지하고 있는지를 탐색하고자 한 본 연

구의 시도는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 전주, 제주의 공식 웹사이트에 나

타난 음식영역 담화를 조형적, 도상적 그리고 언어적으로 분

석해봄으로서 3개 도시 음식문화가치의 지향점을 찾아보고

자 노력하였다. 이를 통하여 각 도시의 환경과 특성을 반영

한 지역의 음식문화에 대한 지향 문화가치가 각기 어떻게 다

르게 나타나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 그 결과를 한 눈에 살

펴볼 수 있도록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즉, 서울은 웹사이트를 통해 음식문화 콘텐츠를 다루면서,

지역의 향토음식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한국의 대표음식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조형적 메시지 차원은 물론, 도상적 그

리고 언어적 메시지 차원에서도 /정통성/과 /효능성/의 가

치를 드러내며 궁극적으로 ‘비판적인’ 문화 가치를 지향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한편, 전주는 다른 지역들에 비해 음식

문화에 대한 비중을 크게 두고 다양한 구성을 보여주고 있

었는데, 전주라는 도시를 대표하는 문화상징으로써 음식문

화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지역의 다른 문화요소들과의 결합

을 통해 음식문화의 상품화와 브랜드화를 시도하고 있었다

고 정리할 수 있겠다. 실제로, 전주의 음식관련 영역 담화

를 살펴보면, 이미지적 차원은 물론 텍스트적 차원에서도 /

정성성/과 /조화성/의 지향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는 전

주의 음식문화에 ‘유토피아적인’ 가치가 표출되고 있음을 의

미하는 것이다. 또한, 제주의 경우는 음식문화 담화를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가치에 다른 2개의 지역과는 차별적으로

환경 및 지리적인 특징이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라는 환경적 특징이 식

재료와 생활방식 전반에 영향을 미처 왔을 뿐만 아니라 제

주만의 /독특성/을 반영하는 음식문화의 지향가치에도 반영

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독특성/을 기반으로

제주는 제주 지역의 음식문화에 대한 /유용성/이라는 ‘실제

적' 문화가치를 담아내고자 했다. 이와 같은 해석을 기반으

로 3개 도시의 지향 문화가치를 포지셔닝시켜 보면 다음과

같다.

위의 포지셔닝에서 보면, 서울은 음식문화를 통한 지역이

미지 형성 차원에서도 정통성을 바탕으로 한 다분히 비판적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의 국

가 홍보웹사이트와의 차별성이 무엇일까에 대한 문제제기를

남긴다. 물론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은 한국의 수도로써

의 대표성을 강조함으로써 외국인에게 서울에 방문해야 하

는 좀 더 강한 정당성을 제공해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지

역에 대한 호감이나 음식 같은 지역문화에 대한 매력은 정

<Figure 9> The verbal isotope in jeju “Food” conversation.

<Table 7> The comparison of 3 cities food culture value oriented

서울 웹사이트 전주 웹사이트 제주도 웹사이트

조형적 다양함, 이성적 조화, 정성 청정함, 서민적

도상적 호기심, 대표성, 건강성 장인정신, 환대, 정성 청정성, 소박함, 독특성

언어적 정당성, 계절적, 효능성 푸근함, 낭만성, 조화성 독창적, 자연, 지역적

지향가치 비판적 가치 유토피아적 가치 실제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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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적이고 교육적인 비판적 접근방식 보다는 감성적인 접근

방식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만큼 커뮤니케이션 전략 차원

에도 좀 더 환상적이고, 신화적이며 감각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반면, 전주의 경우에는 음식문화 담화를 통해 유토피아적

인 접근 방식을 지향하고 있지만 음식문화 자체를 전주라는

지역의 대표이미지로 연결시켜내기 위해서는 홍보커뮤니케

이션 콘텐츠에 유희적 접근 방식을 병행함이 좋겠다. 이는

자칫 신화적이고 환상적인 정신적 지향가치만이 강조되다

보면 전주라는 지역의 음식문화 이미지를 너무 무겁고 진지

하게만 인식함으로써 방문욕구나 의사결정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제주의 경우에는 음식문화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전략 방향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환경적 요인을 너무 강

하게 반영한 것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는 제주라는 지역의

음식문화가 다채롭다기 보다 너무 지역적인 환경에 좌우되

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제주가 웹사이트 홍

보콘텐츠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는 음식담화들은 제주도의

맛집에 대한 실제적 정보(위치와 전화번호 등)에 치우쳐서

너무도 사실적으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호감

이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는 감성과 감각이 부족하다고 말

할 수도 있겠다. 즉, 제주도는 음식을 관광의 부분 중 경제

상품으로만 인식하면서 문화로서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부

족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제주도는 자기

지역에 어울리는 감성적이고 신화적이며 유쾌한 음식문화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데 집중하면서 그것을 홍보하는데

필요한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3개 도시의 분석결과를 정리하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지향 전략이나 현황에서는 차이를 보이지만 전반적

으로는 3개 지역 모두가 아직은 지역의 음식문화 이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평가하고자 한다. 따

라서 이러한 본 연구의 평가를 받아들여 이제부터 각 도시

는 지역의 음식문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함과 동시에, 지

역의 브랜딩 전략 기획 단계에서 부터 신화적 차원의 유토

피아적 가치와 현대적 시각의 유희적 가치가 동시에 녹아있

는 지역 음식문화 브랜딩 전략을 포함시켜 진행할 필요가 있

겠다. 만약 이러한 당위성이 받아들여진다면, 웹사이트 홍

보 콘텐츠의 이미지와 텍스트를 분석하여 각 지역의 문화가

치 지향 현황을 진단해 보고자 시도한 이 연구의 의의는 충

분히 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본 연구가 3개 지역의 음식문화 홍보콘텐츠 커

뮤니케이션 전략을 비교하고자 시도하면서 공식 웹사이트만

을 연구대상으로 삼은 점은 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브로셔, 포스터, 광고 등 여러 가지

홍보커뮤니케이션 도구들 각각이 지역의 독창적인 음식문화

가치를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비교분석하는 후속연

구를 통해 그 개선방향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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