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ISSN 1225-4339   eISSN 2287-4992
Korean J. Food Nutr. Vol. 27. No. 6, 1078~1089 (2014)
http://dx.doi.org/10.9799/ksfan.2014.27.6.1078  

THE KOREAN JOURNAL OF
한국식품영양학회지
FOOD AND NUTRITION

- 1078 -

종가의 음식관광자원 가능성 연구

- 인제종가 팸투어 참가자 대상으로 -

최 지 아․†이 은 주

온고푸드커뮤니케이션

A Study on Feasibility as Food Tourism Resources of Head Families (Jong Ga) 
- With a Inje Jong Ga Familiarization Tour Participants -

Jia Choi and †Eun-Joo Lee
O’ngo Food Communication Company, Seoul 110-320,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reveal how Jong Ga and its cuisine is perceived by Koreans and foreign tourists 
and to develop Jong Ga culinary culture for culinary tourism. The Inje Jong Ga was chosen since it is located in Jeonju, 
Hanok Village, which is a destination for tourists and gourmet enthusiasts. In-depth personal interviews were performed 
with Koreans and with foreign tourists who were visiting Korea. Interviews were done to provide deeper insight into the 
comments and subject matters. Most tourists selected “having one table setting for each (Doksang)” as the most distinctive 
part of Jong Ga and its cuisine. To develop the experience at a Jong Ga as a culinary destination, questionnaires were 
created to study six areas: preferences on length of stay, price range, food serving style, things to be improved, expectations 
by as a tourist at a Jong Ga, and the role of the food guide. Perceptions toward Jong Ga and its cuisine were generally 
positive, but the quality of service and lack of organization in establishments were perceived to be the negative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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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음식자원은 관광동기 및 관광체험 활동의 핵심요소로 작

용할 수 있다. 2013년 문화관광체육부 조사에 의하면 방한 외

래관광객의 주요 활동에서 쇼핑 70.9%, 식도락관광 39%로 

나타났고, 특히 일본 관광객의 경우 음식체험이 관광비중의 

60%를 넘었다고 했다(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4). 2013년 6월,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

역의 식재료, 전통음식, 한식관련 체험 등을 관광상품으로 개

발하기 위해 MOU(Memorando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하

였다. 음식은 이제 단순한 먹거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외래 방문

객의 방문 동기로도 작용하고 있다(Yi & No 2013;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3).

음식관광(Culinary Tourism)이란 별개의 산업으로 인식되

었던 관광산업과 식품외식산업을 연결하는 새로운 개념이다. 
1998년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한 미국의 학자 루시롱은 ‘음식

을 통한 타 문화의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Long LM 
1998). 음식관광은 메뉴뿐 아니라, 식재료를 얻는 방식, 조리

법, 식사법 등 식문화 전반을 하나의 패키지로 관광상품화하

는 것을 말한다.
현대인들의 생활방식이 건강하고 여유 있는 삶을 중시하

며, 속도 우선주의 풍조의 대안으로 슬로푸드 운동이 세계적

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의 전통문화와 음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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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종가와 종가음식의 가치가 재조명 

받고 있다(RDA 2011b).
종가는 시조로부터 대대로 맏아들로만 이어져 내려오는 

집을 의미하며, 한국에는 조선 중기 이후 4백년 가까이 유지

되어온 종가도 많이 있다. 종가는 유교문화의 전승 주체로서, 
핵가족이 일반화된 현대 한국사회에서도 전통적인 가치와 

생활양식의 보고이자 표본으로 기능하고 있다. 종가 고유의 

식문화를 가지고 종부에 의해 전승된 것을 ‘종가음식’이라고 

한다(Lim HC 2011; Yi & No 2013).
종가음식은 각 집안의 전통과 종부의 솜씨, 그리고 지역 

특산물이 어우러져 형성된 문화유산이다. 음식의 종류도 제

사, 일상의 식사, 접빈, 구제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 방대

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다. 종가음식은 조선시대 유교문화

의 대표적인 산물로서, 종가의 문화와 연계하여 종합적인 상

품의 개발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종가의 문화를 알리는 방

법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거주 외국인과 

외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종가음식의 연구 및 대중화와 고

급화의 노력이 요구된다(RDA 2011b).
정부는 전통문화가 담긴 고택․종택 등 전통한옥과 종가

음식을 연계하여 문화와 이야기가 있는 음식체험 프로그램

의 개발 및 종가음식의 산업화를 통한 음식관광 상품화를 추

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사전에 음식관광 프로그램을 점검

하기 위해 팸(FAM)투어를 실시한다. ‘팸(FAM)투어’는 Familiari-
zation Tour의 줄임말로 보통 사전답사여행을 뜻하며, 지방자

치단체나 여행업체 등이 자신들의 상품이나 특정 관광지를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Cho KS 2012). 문체

부는 고택․종택을 포함 전국 635개 한옥을 대상으로 시설개

보수 및 문화체험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

부는 27개 종가의 음식을 발굴했다(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3).

종가음식의 관광체험 사례로는 경북 봉화의 안동 권씨 종

가 ‘유교문화체험’ 프로그램, 경북 영양의 재령 이씨 석계 이

시명 종가의 ‘고택체험관’ 운영과 대구껍질느르미 등 음식

디미방 에 기록되어 있는 메뉴 체험, 강원 강릉의 창녕 조씨 

명숙공 가문의 농가맛집 ‘서지초가뜰’ 운영 등을 들 수 있다

(RDA 2011b). 그러나 종가의 의욕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종
가가 음식관광지로 활성화된 사례는 찾기 어렵다. 

종가음식에 관한 선행 연구의 경우, Yoon SK(1996), Kim 
KR(2004), Lim 등(2008, 2009)은 종가음식의 특징인 제례음식

문화를 통해 종가음식을 연구하였고, Kwon 등(2013)은 종가

의 손님맞이음식에 관해 연구하였다. Kwon 등(2014)은 종가

의 고조리서에 수록된 병과류 조리법을 연구하였으며, Yi & 
No(2013)은 안동 종가음식 산업화사업으로 CI, BI를 개발 연

구하였다. 그러나 아직 종가의 음식관광자원화 가능성을 살

펴보기 위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인제종가를 대상으로 팸투어를 기획․실행하여 

팸투어 참가자를 대상으로 종가의 음식관광자원 가능성에 관

한 탐색적 연구를 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종가음식을 활용

한 음식관광 모델 개발에 기초적인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및 내용

1.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전라북도 전주시 한옥마을에 위치한, 전주 4대 

내리 효자 가문으로 알려진 ‘인제종가’를 대상으로 하였다. 
인제종가는 한옥마을 내에 위치해 있어 주변에 연계할 수 있

는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교통여건이 편리해, 음식관광을 수

행할 수 있는 여건이 비교적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를 위해 농촌진흥청, 학계, 음식관광 업계 등의 음식, 외식, 
음식관광 분야 12명의 전문가가 종가의 사전 방문조사를 하

Table 1. Demographic of interviewees

No Gender Occupation Original ethnicity

1 F Researcher USA
2 M Chef France
3 M Researcher UK
4 M Professor Canada
5 F Professor Singapore
6 M Engineer Singapore

7 F Restaurant manager Thailand
8 F Student USA
9 F Nurse Sweden
10 F Housewife Canada
11 F Blogger Hong Kong
12 F Scientist Malaysia

13 M Food & service professionals Korea
14 M Food & service professionals Korea
15 F Food research Korea
16 F Dietitian Korea
17 F Housewife Korea
18 F Fashion designer Korea

19 M Movie director Korea
20 M Food & service CEO Korea
21 F Food columnist Korea
22 F Chef Korea
23 F Artist Korea
24 M Writer Korea

N=24 persons (1~12 foreigners, 13~24 Kor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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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우선 인제종가가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은 유형자원과 무

형자원으로 분류하였다. 이후 음식관광에 활용할 수 있는 자

원을 발굴하여 팸투어를 기획하고 실행하였다. 이를 위해 전

주의 향토음식과 인제종가의 내림음식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특산물을 활용하고, 인제종가 내림음식의 특징

을 고려한 메뉴를 개발하였다. 팸투어 실행에 앞서 사전 시식

회를 통해 메뉴 및 서비스를 개발하였다. 
인제종가에서 2013년 10월 29일에 팸투어를 실행하였으

며, 미식가 또는 음식관련 전문가로 외국인 12명, 내국인 12
명 총 24명을 선택적으로 표본화하여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

였다. 외국인은 한식에 관심이 있으나 경험이 적어 참신한 의

견을 제시할 수 있는 구르메(미식가)를 선정하였으며, 내국인

은 미식가, 요리사, 언론 등 트렌드를 비교적 빠르게 접하는 

사람들을 참가자로 선정하였다. 참가자의 일반적 특징은 

Table 1과 같다. 외국인 중 외식관련 전문가는 3명이며, 내국

인 중 외식관련 전문가는 7명으로 조사되었다.

2. 연구방법
심층 인터뷰는 질적 연구의 일종으로 대상자의 전문성과 

견해를 직접 사용하는 방법으로 인류학, 사회학, 심리학 등에

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특정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

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McCraken G 1988, Morgan DL 1988, 
Choi & Lee 2010). 심층 인터뷰한 내용을 분석하는 방법론은 

일반적으로 현상의 기술(description), 기술내용의 분류(classifi-
cation), 개념 간 상호 연관성에 따른 재구성(reorganization), 결
과의 해석(interpretation)의 4단계로 구성된다(Dey I 1993, Choi 
& Lee 2010). 본 연구에서는 인제고택의 음식관광지로서의

Table 2. Categories derived from in-depth interview 

Category Questions

Satisfaction Are you satisfied with today’s culinary tour? 
Table setting Do you prefer full table setting meal served at once on a single table or would you prefert be served in course-meal style?

Length of stay What type of experience do you prefer? overnight (stay 1 day) like in a hotel or an Korean traditional house (Hanok) 
or just a 3 hour experience like today?

Price How much would you pay for the experience like today. Please factor in transportation, food and guide (food curator).

Serving style 
What style of food would you like to experience in ‘Jong Ga’ For example, do you think they should do this 
in restaurant-style with servers or home style where it is a bit informal. If you think there are many dishes and 
that they should focus on one dish, please mention it here.

Expectations What were your expectations for the Inje Jong Ga culinary tour before you came? Did the tour meet your 
expectations?

Impressive part In your opinion, what was the most impressive part of the tour?
Things to be 
improved

What do you think could be improved to make this program better? Or What should be considered the most to 
develop this program to sell to tourist and travelers?

Role of food guide What do you expect from food guide? or What should food guide keep in mind or know to upgrade the program?

경쟁력을 다각도로 알아보기 위해 팸투어 참가자를 심층 인

터뷰하였다. 팸투어를 마친 후 설문지를 내외국인 동일한 순

서로 배포하여 작성하였다. 이후 필요에 따라 팸투어 참가 대

상자들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 또는 대면 인터뷰를 진행하

였다.  

3. 설문지 구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의 내용은 팸투어 참여 후의 만

족도, 기대했던 점, 기대에 부합했던 점, 아쉬웠던 점, 가장 

인상적인 점, 개선해야 할 점, 가장 체험하고 싶은 것, 바람직

한 상차림 유형, 고려해야 할 점, 음식관광 유형, 상품 가격, 
종가음식 해설자가 알아야 할 것, 종가음식해설에서 기대되

는 점 등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 항목까지는 총 13
문항이다. 이 중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는 Likert 10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동일한 문항을 조사대상자에게 동일한 

순서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주제

별로 묶어서 Table 2와 같이 재구성한 후 결과를 해석하였다.

4. 팸투어 내용

1) 종가음식을 활용한 음식관광 자원 발굴
‘한옥마을’은 약 543채의 한옥이 밀집되어 있는, 보기 드문 

주거 문화지를 형성하고 있는 곳이다(Lee & Lee 2011). 한옥

마을은 보여주기 위한 한옥이 아닌 지역민들과 같이 숨 쉬고 

호흡하며 살아가는 곳으로서 큰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마을 

내에 역사유물과 근현대사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인제종가의 안채로 사용하는 ‘학인당(學忍堂)’은 전주한옥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고택이자 민가 중 문화재로 지정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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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곳으로 본채가 1908년 건립되어 100년이 넘었다. 학인

당은 착공 당시부터 칠량(七樑)집, 팔배접으로 다양한 장치들

을 하여 소리의 울림을 내기 위해 설계된 집으로 대한민국 최

초의 판소리 공연장이었다(Cho YH 2010, Lee & Lee 2011, 
Korean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and Creativity 
2011). 해방 후에는 백범 김구선생이 숙소로 사용하는 등 역

사적 의미가 있는 장소로도 알려져 있다(RDA 2011a). 
19세기부터 전라도 최대의 물류집산지로 전국적으로 명성

을 얻었던 ‘남부시장’은 인제종가에서 오랜 단골로 이용하고 

있는 건어물 상점과 생선가게 등이 있어 이야기 거리가 있고, 
지역특산물을 알리는 음식광지로 개발할 여지가 있는 곳이

다. 본 연구를 위해서 한옥마을, 인제종가, 남부시장 등을 연

계한 팸투어를 기획 및 실행하였다. 

2) 내용구성 및 프로그램
팸투어의 내용구성은 100여 년 전부터 전통을 이어온 전

주 ‘학인당’에서 한국 문화의 진수인 ‘종가와 문화’를 체험함

으로써 근현대에 많이 사라진 한국의 고급문화, ‘食’을 통해 

느끼고 즐기는 시간을 갖고자 함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Table 
3과 같다. 본 팸투어는 일반적인 맛집탐방과는 차별화하여 

음식관광의 전문인력인 음식관광해설사(푸드큐레이터)가 동

행하면서 음식관광자원과 종가음식을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

춰 해설하였다. 
음식관광해설사는 ‘식(食)’을 관광자원으로 해석하고, 관

광객에게 이를 재미있고 의미있게 전달하는 사람을 일컫는

다. 음식관광해설사는 종가의 문화 전반은 물론 주변의 관련 

자원을 연계하고, 이를 하나의 상품으로 엮는 일과 해설하는 

역할을 하며, 이번 팸투어에서 음식관광지로서 종가를 해설

하였다.

Table 3. Main program & familiarization tour schedule 

Time
(foreigner/native) Program Details

09:00~11:50/
13:00~15:50 Drive to Jeonju, arrive at Nambu market

Explain the purpose and the concept of the tour, As the theme of the food 
tour is “how Inje Jong Ga has eaten for a long time”, explain its 
geographic and cultural meaning and story that the family has

11:50~12:30/
15:50~16:30 Tour of Nambu market & Hanok village Orientation by food guide of Nambu market & Hanok village 

12:30~12:40/
16:30~16:40

Tour of Hakindang (Inje Jong Ga house- 
Korea traditional house) Tour by owner of Hakindang 

12:40~13:00/
16:40~17:00 Enjoy Pansori (Korean folk music) Performance of Korean opera Arirang, Learn to Pansori 

13:00~14:30/
17:00~18:30 Lunch/dinner Explanation of foods 

14:30~15:00/
18:30~19:00

Viewing test products, receive gift sets, and 
evaluations Stationery, preserved food products, tea etc

3) 식사 메뉴 구성
본 연구에서는 관광객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종가밥상을 준

비하고자 인제종가의 내력을 조사하였다. 인제종가는 예향의 

고장에서 지역의 문화예술인을 양성하고, 소리판을 마련해왔

다. 건립주인 백낙중은 예술에 조예가 깊었는데, 특히 국악과 

소리를 아꼈다고 한다. 인제종가는 학인당을 전주의 예술, 음
식 문화의 중심으로 새롭게 부활시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문화

를 체험하게 하고자 한다(RDA 2011a). 소리를 즐겨온 종가의 

특색을 살리기 위해 ‘풍류밥상’으로 메뉴 테마를 기획하였다.
전주의 향토음식에는 전주비빔밥, 콩나물국밥, 한정식, 돌

솥밥이 있다. 전주 10미(味)라 하면 열무, 애호박, 무, 게, 모
자, 파라시, 서초(담배), 황포묵, 콩나물, 미나리를 말하는데, 
전주와 전주 인근에서 나는 식재료들이다. 이들은 전주 맛의 

원천이 된 먹거리들이다(Min KH 2009). 인제종가의 대대로 

전해 내려온 내림음식으로는 한채(무채김치), 맛나지, 누르

미, 생합작(대합전), 쇠고기전골, 미나리물김치 등이 있다(RDA 
2011a).

이에 전주의 한정식과 인제종가의 고유의 식문화를 반영

하여 메뉴를 구성하였다. 종가음식은 각 집안의 전통과 종부

의 솜씨, 그리고 지역 특산물이 어우러져 형성되었기 때문이

다(RDA 2011b). 또한 관광객 특히 외국인을 고려한 메뉴를 

구성하기 위해 전채요리와 후식은 새로운 감각으로 개발하

였다. 식사는 풍류를 즐기기 위한 주안상 차림으로 하였고, 
외국인은 오찬, 내국인은 만찬으로 제공하였다. 오찬과 만찬

은 메뉴구성은 동일하였다. 
오찬과 만찬은 각각의 독상차림으로 5첩 반상을 기본으로 

한, 4단계 식사법으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 식사 제공은 식전

주와 함께 전채요리 3종(대하잣즙무침, 생선전, 북어보푸라

기)을 제공하였다. 전채요리는 전통주와 잘 어울리는 메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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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가 자주 만드는 음식을 중심으로 차려서 자연스럽게 인

제종가의 식문화와 풍류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였다. 두 번째

는 진지상으로 따뜻하게 먹어야 맛을 더 할 수 있는 밥과 국

(차조밥, 쇠고기 맑은 무국)을 제공하였고, 세 번째로는 주요

리(떡갈비, 송이버섯구이)를 밥 먹기 바로 직전에 제공하여 

밥과 찬품을 중심으로 먹는 한식의 전통을 살렸다. 청주는 식

사와 함께 마실 수 있도록 계속 제공하였다. 진지상 메뉴 중 

기본찬 5종(월과채, 더덕구이, 생합작, 한채, 멸치조림)과 간

장 소스(종가 50년 이상 빈티지) 1종, 김치 2종(배추김치, 고
들빼기김치)은 한상차림으로 미리 제공되어 있었다. 마지막

으로 진지상을 정리한 후 후식 3종(다식, 율란, 감피낭시에)
을 제공했다. 주안상답게 식전주로 탱자를 이용한 전통주 칵

테일, 반주로 먹을 수 있도록 청주를 제고하였으며, 후식 음

료로는 연꽃차를 제공했다. 
식사 메뉴 중 차조밥, 쇠고기 맑은 무국, 생합작, 한채, 북

어보푸라기, 더덕구이, 멸치조림, 배추김치, 고들빼기김치는 

종가 내림음식으로 종가의 조리법 그대로 조리하였으며, 전
채요리와 주요리는 종가가 즐기는 음식 중에서 계절성과 지

역식재료를 고려하여 선정하되, 프리젠테이션은 현대적 감각

으로 개발하였다. 이 중 월과채는 종가에서는 모르는 메뉴였

으나, 전주 10미 중 하나인 애호박을 사용하기 위해 추가하였

다. 또한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서양식 조

리법을 적용한 전통주 칵테일과 감피낭시에를 메뉴로 구성

Table 4. Menu of familiarization tour 

Division Menu

Appetizer
course

Dried pollack floss
Seasoned prawn with pine nut
Pan-fried white fish pancake
* Aperitif (traditional cocktail)

Jinjisang
(Tradition 

Korean 
dinner 
table) 

Principal course

Boiled glutinous millet
Clear beef radish soup
Cabbage Kimchi
Korean lettuce Kimchi
Soy sauce (1960 vintage)

House specialty 
course

(Chanpum)

Grilled short rib patties
Grilled Songi mushroom
Sautéed vegetables
Grilled Deodeok (bellflower root)
Pan-fried clam
Chilled julienned radish
Braised anchovy
* Clear rice wine

Dessert course

Dasik
Yullan
Persimmon financier
* Lotus flower tea

하였다. 이는 관광객들을 지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의도이

다. 메뉴 구성은 Table 4와 같다. 

4) 상차림 및 서비스 제공 방식
한식이 한상에 차려 동시에 먹는 공간전개형이라면, 양식

은 순서에 따라 제공된 시간에 따라 먹는 시간전개형이다. 공
간전개형은 밥과 국을 중심으로 반찬이 주변을 이루고 있으

며, 각각의 맛이 서로 유기적으로 얽혀 있는 상호의존성을 기

반으로 하여 정성을 나타내고, 양식은 개체의 독립성을 기반

으로 코스의 가짓수로 음식의 품격을 대변한다(Lee 등 2013).
한식의 전통을 살린 독상의 공간전개형 상차림과 시간전

개형 상차림을 절충하였으며, 서비스도 이에 맞추어 제공하

였다. 이는 종가집에서 독상 기본의 공간전개형으로 주식인 

밥을 중심으로 찬을 곁들여 먹는 우리의 식문화를 체험케 하

기 위함이며, 시간전개형은 생선, 육류 등의 음식을 적정한 온

도를 유지하여 맛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독상의 한상을 미리 차려 놓되, 그 중 전채요리, 주요리와 식

사 그리고 후식으로 음식의 내용에 따라 나누어 제공하였다. 
식기는 전채요리에서 후식에 이르기까지 가을임을 고려하

여 방짜유기를 반상기로 사용하였으며, 그 외에 책상반, 소
반, 휘건, 메뉴북을 Fig. 1과 같이 제공하였다.  

 

Fig. 1. Table setting and menu books. 

5) 환경 및 분위기 연출
이 밖에 환경과 분위기 연출을 위해 Table 5와 같이 공연, 

의상, 배경 음악 등에 한국적 이미지를 고려하여 연출하였다. 
풍류밥상의 분위기를 돋우기 위해 판소리, 가야금 공연을 하

였으며, 통일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진행 스텝 및 서빙 

인력은 검정색 옷으로 통일하여 착용하였다. 특히 음식관광

해설사, 서빙 인력, 진행 인력 등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한옥

과 어울리는 한국의 멋을 내기 위해 조각보를 이용한 소품 

및 조끼, 앞치마를 착용하였다. 상차림에 놓는 휘건에는 꽃 

문양의 수를 놓았다. 

결과 및 고찰

1. 종가음식 관광상품 이용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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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Environmental production elements for familiarization tour 

Classification Contents

Concert

- Concert: Korean opera
- Performer: singer 1 person, chorus 1 person, Kayagum player 1 person
- Concert hour: 20 minutes
- Title: Ariarang (registered as UNESCO's world heritage)

Dress code - All black with an accent color according to their role
- Korean style pachwork vest (Chogakbo) 

Background music - Gil-nori (5:27), moonlight to the sky (4:15), hunter's moon (4:49), happy day (4:20), present (4:08), run & fly (4:35), 
cool running (4:08), flower's waltz (8:24) etc.

종가음식 관광상품 이용 만족도의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응답자 중 외국인은 모두 상당히 긍정적인 응답을 하여 매우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의 경우도 평균 7.5로 상당히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에 제시한 종가음식 관광

상품에 대한 사전 기대 조사에서 외국인 5명은 “종가에 대해

서 아는 바가 없거나 잘 몰라서 특별히 기대한 바가 없다”고 

응답함으로써 다수가 종가음식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지 않

았으나, 예상보다 수준 높은 고급의 종가식문화 체험에 매우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내국인은 고급문화로서 종

가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며 상차림이나 음식의 온도 전반적

인 진행사항에 대해서 외국인보다 기대치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찰 결과, 외국인의 만족도가 내국인에 비해 다소 높았음

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외국인은 한식의 원형을 잘 모르고, 종
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며, 새로운 문화체험을 흥미로워 했기

Table 6. Customer satisfaction measurement on Jong Ga's food and tour 

Classification Foreigner
frequency (n=12)

Korean (Mean±S.D.)
frequency (n=12)

Customer satisfaction
“yes (5)”, “yes 100%”, “yes, very much”, “yes, 
very”, “very much”, “excellent experience”, “yes, 
impressive”, “ immensely”

7.5±1.68

Table setting

One table serving 6 5
Course meal 1 2
Eclectic arrangement 3 5
Etc. (doesn't matter) 2 -

Type of the 
tour

Stay type (overnight) 6 9
3 hour stay 4 3
Etc. 2 -

Price range
Stay type (overnight) ₩185,000 ₩275,000
3 hour stay ₩90,000 ₩140,000

Activities
“original Jong Ga's meal”, “1 table setting per 
person”, “Jong Ga's home meal style”, “ex-
planation on menu” etc

“Jong Ga's home meal”, “sauces and unique 
cooking methods of Jong Ga”, “ancestral rites 
food”, “concert after a meal”, “pottery (Ong Gi)”

M: Mean, S.D.: Standard Deviation, N: Frequency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내국인의 경우에는 특히 외식관

련 전문가들이 음식에 대해 매우 낮은 평점을 준 것으로 보

아, 그들의 한식에 대한 기준 설정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종가음식 관광상품 형태
종가음식 관광상품의 형태에 대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음식을 내는 방식에 대해서 외국인은 ‘한상차림’ 6명, ‘코스

상차림’ 1명, ‘절충식’ 3명, ‘상관없다’ 2명으로 특히 한상차

림의 독상 체험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식의 서빙

방식을 매우 흥미로워했음을 알 수 있다. 내국인은 ‘한상차

림’ 5명, ‘코스상차림’ 2명, ‘절충식’ 5명으로 내국인도 한상

차림을 바람직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상 형태의 식

사법은 오늘날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내외국인 전원이 “매우 

특별한 식사였다”, “잠시나마 나의 신분이 높아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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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가에서의 독상 체험은 내가 양반이 된 듯 한 자부심 그리

고 한국문화에 대한 긍지가 강해졌다”와 같이 응답함으로써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외국인과 내국인 둘 다 독상의 한상차

림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관광유형은 외국인은 ‘체류형(숙박 포함)’ 6명, ‘체험

형(3시간)’ 4명, ‘기타’ 2명으로 체류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응답자 중 계절별로 여름에는 체류형, 겨울에는 체

험형으로 운영하는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내국인은 ‘체류형’ 
9명, ‘체험형’ 3명으로 체류형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로써 외국

인과 내국인 모두 체류형 관광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가음식 음식관광 상품의 적정가격 조사에서는 외국인은 

체류형(1박+조식)이 ‘평균 18.5만 원’, 체험형(3시간)이 ‘평균 

9만원’ 정도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내국인은 체류형이 

‘평균 27.5만 원’, 체험형이 ‘평균 14만 원’이면 적절하다고 

응답하여 외국인과 내국인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내국인

이 가격을 더 높게 응답하였으며, 외국인은 내국인이 책정한 

가격의 64∼67% 선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동일한 음식관광 

상품이라도 대상에 따라 가격 책정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

다. Yang 등(2004)은 외국인 관광객들은 한국전통음식 관련 

관광상품 선택 시 가격, 장소, 소요시간, 형태 순으로 중요하

게 고려하고 있다고 하였다.       
체험활동은 외국인은 ‘원형의 종가음식’, ‘식당음식과는 

차별화된 가정식’을 선호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한국의 상차

림을 체험해 보고 싶다고 응답했다. 내국인은 가장 체험하고 

싶은 활동으로 ‘종가에서 먹는 그대로의 음식’, ‘종가의 차별

화된 장맛과 요리법’, ‘현지 종가에서만 맛 볼 수 있는 음식’, 
‘종가제례음식체험’, ‘식사 후 음악공연’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Lee SM(2010), Park & Seo(2010)과 Kim 등
(2013)의 연구와도 일맥상통하고 있는데, 음식관광에서 관광

지 고유가치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

으며, 전통의 맛을 살리는 것, 지역적인 문화가 강하게 반영

된 음식이 중요한 요소로 조사되었다. 이는 종가음식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종가가 가진 고유한 음식문화를 적

극적으로 활용해야 함과 더불어 관광지로서 가져야 하는 다

양한 자원의 매력성도 동시에 관리, 개선해야 함을 시사한다. 
외국인과 내국인 관광객의 인식 차이는 Table 6과 같다. 

Table 7. Prior expectations of tourism products on Jong Ga's food and tour 

Classification Summary

Foreigner
“story and the recipe of Jong Ga”, “recipe of the family”, “experience of Korean tradition”, “enjoy Hanok”, “beautiful 
house”, “great food”, “dreaming like atmosphere”, “Jeonju's landscape”, “since I didn't know much about Jong Ga, I din't 
expect anything, etc. (5 persons)”

Korean “Jong Ga's traditional manner and traditional food of Jong Ga”, “balance between old house and Korean food”, “simple 
taste”, “table setting”, “clean and sophisticated food”

Yang 등(2004)은 한국전통음식 관련 관광상품에 대해 언어권

별로 선호하는 유형에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으며, Zang 등
(2014) 등은 한․중 대학(원)생의 음식관광지 선택속성 품질

요소 평가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다고 하

였다. 또한 Kim JS(2012)의 연구에서는 고궁의 외래관광객이 

언어권별로 사전정보탐색, 정보탐색유형, 문화권별 고궁관광

에 대한 관심분야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결과는 시사하는 바

가 크다. 결국 종가 음식관광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향후 언어권별로 차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3. 종가음식 관광상품 사전 인식
종가음식 관광상품의 사전 기대에 대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외국인은 체험 전에 ‘종가와 관련된 이야기’, ‘인제종가

의 음식조리법’, ‘종가음식의 맛’, ‘한국의 전통문화’, ‘아름다

운 집’ 등을 기대하였으며, 체험 후 기대에 모두 만족한 것으

로 조사되었다. 기타 5명은 ‘전에 와 본 적이 없어서 기대하

거나 실망한 부분이 없다’, ‘별로 기대하지 않았으나, 기대 이

상의 경험이었다’, ‘특별히 기대한 부분은 없지만 매우 만족

스러웠다’ 등으로 응답하여 외국인의 다수는 종가에 대해 잘 

몰라 특별한 기대는 없었지만, 기대 이상으로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조차 종가에 대해 거

의 아는 바가 없었다고 응답해, 종가를 한국의 특별한 관광자

원으로 해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시급한 것

으로 생각된다.
내국인은 종가음식관광을 통해 ‘한국종가 고유의 문화’, 

‘종부를 통해 계승되는 종가 고유의 음식’, ‘양반의 기품 있는 

문화’, ‘한옥이라는 공간과 한식과의 조화’를 기대하였던 것

으로 나타났으며, 체험 후 ‘식당 음식과는 차별화 된 특이한 

음식’, ‘담백한 맛과 정성이 깃든 종가의 기본찬’, ‘독상차림’, 
‘정갈하고 깨끗한 음식’을 체험하고 싶은 것으로 나타났다. 
Lee SM(2010)는 관광지에서 음식을 선택할 때 지역적인 특

성, 음식 맛, 유명한 맛집에 근거하여 음식을 선택한다고 하

였다.

4. 종가음식 관광상품 중 인상 깊었던 요소
종가음식 관광상품 중 인상 깊었던 요소의 결과는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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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Fig. 2 및 Fig. 3과 같다. 종가음식 관광상품을 체험하며 일

반 관광상품과는 달랐던 특별했던 점에 대해서 외국인은 ‘남
부시장’, ‘식사’, ‘집안투어’, ‘판소리와의 만남’, ‘독상’, ‘연꽃

차’, ‘유교문화’를 꼽았다. 특히 음식의 서빙방식을 매우 흥미

로워 하여, “독상차림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특별한 경

험”이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전주 지역의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주 지역의 코스를 개발하고자 한 Min 
KH(2009)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관광객

의 음식에 대한 관심이 단순히 먹는다는 개념을 탈피하여, 그 

지역을 다각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문화적 맥락이 포함되

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종가의 음식관광자원화를 위해서

는 종가음식에 고유성을 반영한 체험 콘텐츠와 기존의 문화

관광 요소들을 믹스시켜서 실현 가능한 음식관광 상품을 개

발해야 할 것이다.      
내국인은 ‘독상차림과 고즈넉한 고택의 조화’, ‘음식의 담

백한 맛과 정성이 깃든 종가의 기본찬’과 ‘독상차림’을 인상 

깊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접받는 느낌’, ‘판소

리 공연’을 인상 깊게 여겼으며, ‘종가에서 평소에 먹는 음식 

그대로 맛보기’ 등 종가만의 역사적 가치와 고유성을 매우 

      

Fig. 2. Tour of Hakindang, enjoy Pansori, full table setting meal served at once on a single table.

      

Fig. 3. A single table, demonstration & dessert course of lotus flower tea. 

Table 8. Impressive elements of Inje Jong Ga's familiarization tour

Classification Summary

Foreigner “Nambu market”, “food, meal”, “introduction of house”, “food and Pansori concert”, “tradition of Hakindang”, “lotus leaf 
tea”, “Hanok”, “food presentation”, “unique table setting”, “confucian's culture”

Korean “taste and preparation of food”, “balance between interior or exterior and food”, “having one table just for me makes me 
feel special”, “enjoyed a meal and a concert”, “brassware tableware”, “authentic music”, “well organized program”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종가음식 관광상품의 개선 및 고려해야 할 요소
종가음식 관광상품의 개선 및 고려해야 할 요소의 결과는 

Table 9와 같다. 외국인은 향후 고려해야 할 요소로 ‘종가에 

대한 자세한 설명’, ‘주변을 둘러보고 종가의 분위기와 문화

를 즐길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응답하

였다. ‘메뉴 설명(팜플렛 등)은 한국어로 불리는 그대로 영문

으로 표기하고, 식재료 및 조리법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혼자 여행 온 관광객도 참여할 수 있는 체험’과 

‘종가에 대한 설명서에 한국어와 영어의 병행 표기’ 등이 종

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 특이

한 것은 “전채요리용 젓가락과 식사용 젓가락 두 종류가 있

어 사용할 때 복잡하다”고 응답하였는데, 칼, 나이프 등 다양

한 식사운반 도구를 다양하게 사용하는 외국인이 응답한 사

실이라 흥미로웠다. 
내국인은 ‘종가와 음식에 대한 설명 보강’, ‘인제종가 만의 

고유한 음식 부족’, ‘서비스 연계 미흡’, ‘음식이 식어 제 맛을 

느끼지 못한 점’, ‘음식보다는 음식을 담는 상이나 그릇이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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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Elements needed to improve Inje Jong Ga's as culinary destination

Classification Summary

Foreigner
“explain more about Hakindang”, “more explain about menu”, “market tour was too short time”, “free time wanted”, 
“description on how the menu is called in Korean”, “a few song was western music, Korean song wanted”, “a  bit rushed”, 
“option needed to a tourist who travels alone”, “marketing”, “overnight program required”  

Korean

“need to have a distinct historical value”, “more research needed to develop Jong Ga's concept meal”, “importance of Korean 
sauces: needs to be made from the scratch”, “personality of the hostess of Hakindang; too talkertive”, “lack of uniqueness 
of the menu”, “better service required when eating”, “tableware and setting was too emphasized rather than taste of the 
food”, “elegant manner of the family”, “family need to understand their house, food and culture in point of tourist view”, 
“target the client and develop a service that fits them” 

조된 것’ 등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특히 내국인 중에서도 식

품외식전문가들은 음식에 대한 눈높이가 매우 높았던 것으

로 음식의 질, 서비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외
국인에 비해 종가 주변의 음식관광 자원과의 연계에는 별 관

심을 나타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국인의 경우, 종가집 사람들은 품위가 있고, 점잖

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서 인지 ‘종부의 적극적이고 지나치

게 활발한 모습이 한국인이 기대하는 기존의 종부의 이미지

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종가음식 관광상품화를 위해서는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한 

종부, 종손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전반적으로 내외국인 모두 종가는 한국의 고급문화를 엿

볼 수 있고, 일반관광 상품과 차별화 된 특별한 것으로서 높

은 호감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종가의 식문화

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해당 종가가 가지고 있

는 역사적 가치와 고유성이 강조되어야 하며, 종가가 가지고 

있는 자원 중 관광자원으로서 경쟁력이 있는 음식, 스토리 등

에 더 많은 연구와 투자 및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통적

이었다. 음식은 특정국가나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중

요한 관광자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음식에 관련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음식관광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것으

로 여겨진다(Yang 등 2004; Lee SM 2010; Park JW 2010).  

6. 음식관광해설사의 역할
기대하는 음식관광해설사의 역할의 결과는 Table 10과 같

다. 외국인은 음식관광해설사에게 ‘투어의 콘셉트’, ‘지역 및 

Table 10. Role of food guide

Classification Summary

Foreigner
“concept of the tour”, “better and specific explanation on food”, “explain more in depth about the history of Hakindang”, 
“knowdedge on food and cooking method”, “friendly”, “patience”, “storytelling”, “comfortable mood or atmorphere”, “write 
menu in english and in Korean”, “marketing toward foodies”, “fluent english”

Korean “knowdedge of Korean traditional food”, “exact explanation about food”, “historical investigation on food culture”, “various 
stories required”, “unknown episode related to food”

종가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 외에 ‘종가의 음식과 조리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 
‘쾌적한 분위기의 조성을 위해 친절하고 외국어’가 능통할 것

을 자질로 요구했다. 또한 ‘지역의 다른 관광자원과 유기적으

로 연결하여 재미있게 설명’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내국인은 음식관광해설사는 ‘한국전통음식 및 식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며, ‘종가음식의 고유한 특성’, ‘상차

림’, ‘다양한 스토리’ 등의 지식을 바탕으로 한 해설 능력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Park SY(2013)의 음식문화해

설사의 역할 중요도 조사에서 한국음식관련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스토리텔링이 가장 중요하다고 나타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좀 더 세분화된 종가음식관광 해설을 위

해서는 ‘지역의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 등 지역 만의 특성

이 있는 해설을 기대한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즉, 종가음식관광을 해설하기 위한 음식관광해설사는 종

가의 유무형의 자원을 관광객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지역의 역사, 문화는 물론 종가 가문의 

스토리텔링과 현재 종손 및 종부 등 가족에 대한 이해도 필요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은 내국인에 비해 음식뿐 아니라, 한옥, 시장 

등 주변 환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함으로써 음식관광

해설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전주 한옥마을에 있는 ‘인제종가’의 식자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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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대로 미식가, 식품외식전문가 등의 관련 외국인과 내국인 

24명을 대상으로 ‘종가음식을 활용한 음식관광 팸투어’를 실

시하였다. 팸투어 참가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의 질적 연

구 방법으로 종가의 음식관광자원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외국인과 내국인 모두 공통적으로 ‘대대로 

종손에 의해 내려오는 종가문화’, ‘종부에 의해 전승되어 온 

종가음식’ 등 종가의 역사적 가치와 고유성을 중시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내외국인 모두 ‘공간전개형 독상차림’과 

‘체류형(숙박 가능) 관광’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가 

음식관광에서는 편리함보다는 전통적이고 고풍스러운 분위

기를 즐기고, 독특한 체험, 여유 있는 관광을 하고자 하는 것

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과 내국인 관광객은 동일한 프로그램을 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가음식 관광상품에 대한 인식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은 잘 알지 못했던 새로운 

종가 식문화 체험에 만족도가 매우 높았으나, 내국인의 경우 

종가의 이미지 및 종가음식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결과로 상

대적으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내국인은 특히 ‘원활하지 

않은 서비스’, ‘상품화된 종가 이미지’ 등에 아쉬움을 나타냈

다. 특히 음식관광 상품가격에 대한 차이가 크게 나타났는데, 
외국인은 내국인이 적정하다고 생각한 상품 가격의 약 65%
선으로 책정하였다. 이는 외국인과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상

품을 별도로 개발해야 함을 시사한다. 내국인의 경우에는 수

준 높은 품질의 음식 제공을 중요하게 여겼다. 따라서 향후 

종가의 메뉴 선택과 서비스 방법에 대해 적절한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관련 연계자원은 종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며, 재미를 더

해주는 요소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인은 음

식뿐만 아니라, ‘한옥마을’, ‘남부시장’ 등의 연계자원에 대한 

‘투어시간의 연장’과 ‘자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고 있었으며, 
대부분 조사대상자들은 ‘판소리 공연’이 인상 깊었다고 하여 

문화와의 연계자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한 자원을 흥미롭게 알리고 해설할 수 있는 음식관광해설사

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종가의 음식관광자원화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종가는 오랫동안 이어온 종택, 음식, 
역사와 인물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독특한 관광자원으로

서 종가음식 관광상품을 잘 개발한다면 음식을 맛보고 즐기

는 것은 물론, 종가음식을 통해 전통 식문화를 배우고, 유교

문화를 체험하는 고급문화관광 상품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종

가음식은 웰빙, 힐링, 로컬푸드라는 트렌드에 부합되며, 전통

음식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더하는 것으로 지역경제에도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 종가의 음식관광 자원의 가능성을 높이고자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표적 관광객층을 먼저 

고려한 후에 기획해야 한다. 식도락 관광객은 고급화와 세심

한 배려가 있는 서비스의 보완 필요하며, 무작위 관광객은 좀 

더 쉬운 음식으로 준비하는 등 세분화된 상품기획이 필요하

다. 관광객의 유형별로 외국인과 내국인 또는 식도락여행자

와 관광 중에 음식을 먹고자 하는 사람, 방한 외국인과 거주 

외국인 등에 따라 유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을 다양하

게 개발해야 한다. 
둘째, 음식관광지로서 관광객이 소비할 수 있는 ‘식(食)’에 

초점을 맞춘 상품 개발 및 해설할 수 있는 인력 확보가 필요

하다. 음식관광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사실에 근거한 

스토리를 엮어 이를 해설할 수 있는 인력이 양성되어야 한다. 
현재는 종손, 종부 등이 운영하고 있으나, 본격적인 음식관광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이 투입되어야 할 것이다. 더
불어 종손과 종부의 음식관광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방문

하는 손님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선지지 견학을 할 수 있게 하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종가음식 뿐만 아니라, ‘장 만들기’, ‘김장 담그기’ 등

의 종가의 특별한 손맛을 기대하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체험상품이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이들을 연계하여 

패키지 상품개발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넷째, 체류형 음식관광지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숙박 

시설 및 서비스 관련 매뉴얼을 제시하고, 이를 잘 지킬 수 있

도록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음식관광지로서 종가를 알리기 위해 관광업체, 소

셜 네크워크, 홈페이지 및 브로슈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해야 한다. 특히 외국인을 위한 영문 홍보물이 있어야 하며, 
영어로 원활하게 소통이 가능한 인력도 투입되어야 한다. 이
를 위해 인근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주부를 ‘종가음식해설

사’로 양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팸투어 참여 외국인과 내국인을 대상으로 종가 

음식관광자원 가능성을 연구한 것으로써, 연구결과로 이를 

일반화하여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내국인의 대

다수가 식품외식전문가로 음식관광의 시각보다는 음식에 주

목하였던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향 후 후속 연구를 통해 외국

인의 경우, 국적․성별에 따라, 내국인의 경우 직업․성별 등

에 따라 심화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종가음식의 무분별한 상품화와 대중화 전략은 종

가 고유의 특징을 손상시킬 수 있다. 종가의 음식관광지화

는 불특정다수를 위한 관광이 아닌, 종가를 존중하고, 종가

문화를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기

획하고, 이를 적절하게 실현했을 때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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