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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의 이야기보다 그 음식을 만든
사람의 이야기가 더 매력적이다
김유석 (주)와이티티 / 한국스토리텔링발전포럼

2013년 말에 사)비빔밥세계화사업단의 “전주비빔밥 스토리텔링 브랜딩
(branding)을 위한 디자인” 용역을 수행했다. 다행히도 전국의 다양한 비빔
밥이 아니라, 전주비빔밥이라는 구체적이고 좁혀진 소재를 가지고 진행할 수
있어서 스토리텔링 브랜딩으로 정갈하게 풀어 놓은 전주비빔밥 브로셔(그림
1)를 만들어 냈다. 이 브로셔의 기획에서 가장 고민했던 것은 이미 나와있는
수많은 전주비빔밥 관련 정보와 콘텐츠들을 어떻게 비벼서 펼쳐내야 하느냐
에 모아졌다. 이 작업에는 효과적으로 압축해 응집되고 임팩트(impact)있는
맛깔 난 콘텐츠로 재탄생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어찌 보면 관
련 정보가 너무 많아서 어떤 정보와 콘텐츠를 버릴 것인가라는 행복한 고민
을 한 것이었기도 했다.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점차 정돈된 내용으로 전주비빔밥 스토리텔링
이 자리 잡아갈 때, 기획자가 가장 중요하게 다룬 부분이 바로 그림 1의 전
주비빔밥 명인과 전주의 유명 비빔밥 업소 대표들의 인터뷰 그리고 전주대학
교 학생의 인터뷰 내용이었다.
객관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전주비빔밥의 콘텐츠로는 차별화된 브로셔가
나오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전주비빔밥이라는 대상을 여러 사람들이
어떤 다양한 시각으로 보고 있느냐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특히, 이 부분은 글의 제목에도 나타나 있듯이 “전주비빔밥 이라는 음식
의 이야기보다 그 전주비빔밥을 만들고 먹어 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매

<전주비빔밥-브로셔-표지-(사)비빔밥세계화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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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비빔밥-명인과-유명-업소-대표들의-인터뷰>
그림 1.-전주비빔밥-브로셔

력적이다.”라는 것에 그 중심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해당 꼭지의 말미에는 전주대에서 한식을 전공하는 한 학생의 생각을 소개함으로써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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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들만이 말해 온 전주비빔밥에 대한 무거움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얻기도 했다. 학생은 전
주비빔밥이 세계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재료들이 섞인 결과물이 마치 빛의 혼합처럼 밝은 느낌
을 주는 방향으로 관련된 여러 요소들이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한다. 학생이지만 멋진 의견이
다.
이 외에도, 본 작업에서는 식당의 식탁 위에 놓는 세팅지 디자인을 수행했다(그림 2). 총 세
종류의 세팅지를 디자인했지만, 여기에서는 앞의 한 사례만을 소개한다.
보는 바와 같이, 전북대 전자공학부와 한국음악학과 학생, 국제학부의 외국인 학생 그리고
전주 비보이그룹의 한 젊은이 등이 전주비빔밥을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마치 여러 재료들이 하나의 정갈하고 맛깔 난 전주비빔밥으로 탄생 되듯이 전
주비빔밥의 스토리텔링 또한 여러 사람들의 생각을 비벼내었다.
요컨대, 음식 스토리텔링의 핵심은 음식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음식을 만들
고 맛나게 먹어준 사람들의 이야기에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음식과 관련한 휴먼 스토리
텔링의 요체이다.

그림 2. 식당의 테이블에 올리는 세팅지 (전주 젊은이들이 말하는 전주비빔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