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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applied to the PCA (Primary Components Analysis) for the sixteen table setting at the 2017 Yeongju local food 
contest. In this contest, we have developed a seonbibansang and a temple one-dish meal. As a result of the correlation analysis, 
the applicability and composition were 0.7980, harmony and taste were 0.7747 and easiness and composition were 0.7435. In the 
Primary Component Y1, all the variables X1…X10 mean that the quality of the food had positive values greater than zero. The 
second Primary Component Y2 has a large positive value while X4, X5, X6, X7, X9 have negative values. Y2 is a value representing 
the sanitation variable, and can be considered a traditional and characteristic table setting natural to the native food in Yeongju. 
In addition, we developed an-hyangbansang and seonmyoaecheong food content by applying PCA factors (the elements of harmony, 
ease and sanitation). Table setting of an-hyangbansang provided energy 61.5%, protein 20.0% and fat 18.5% and seonmyoaecheong 
provided energy 62.7%, protein 15.4% and fat 22.2%. This satisfied the necessary amount of caloric nutrient intake that could be 
provided in a meal. Especially through story-telling, a modern interpretation - or rebranding - of local and traditional foods could 
make these traditional food products familiar to consumers currently. The developed table setting is felt to be conductive to the 
possible commercialization and introduction of traditional food into the mainstream commercial food service industry.

Key words: primary components analysis, local foods, cultural heritage, buddhist cuisine

†Corresponding author: Hui Jeong An, Dept. of Food Industry Research Institute, Gyeongbuk College, Gyeongbuk 36133, Korea. 
Phone: +82-54-820-5829, Fax: +82-54-820-6264, E-mail: hui2018@naver.com 

서 론   

역사적으로 내려온 경북 3대 문화는 철기문화 중심이었던 

가야문화(김해금관가야, 고려대가야), 삼국시대 경주를 중심

으로 한 신라문화, 조선시대 경북북부권의 유교문화로 나누

어 볼 수 있다. 특히 유교문화는 소수서원의 회헌 안향 선생

과 더불어 경북 영주의 선비정신에 그 영향이 많이 남아 있으

며, 영주시민의 향토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소수서원(사
적 제 55호)은 1543년 주세붕(1495~1554)이 세운 우리나라 최

초의 사액서원이며, 고등교육기관으로 조선시대 강학과 선현

의 제향기능(동학서묘)을 담당했던 곳이다. 주세붕은 주자의 

학문을 계승 발전하기 위해 주자의 백록동서원의 예를 따라 

백운동서원을 건립하였다(Song JS 2006). 이곳에 주세붕은 안

향을 기려 사묘와 서원을 세우고, 주자를 숭앙하며, 그의 뜻을 

따르고자(Ok YJ 2005) 하였다. 또한 삼국사기에 의하면 영주

의 부석사(국보 제18호)는 의상(625~702)이 중국 유학 후, 수
도처로 안주하다가 676년(신라 문무왕 16년) 임금의 뜻을 받

들어 창건하였다고 전해지며, 의상은 통일신라 직후 오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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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od materials recorded at sosuseowongi 

Type of alcohol Cheongju, Shangcheongju, Jungcheongju, Soju, ensemble, untasty liquor
Bean Yellow bean, bean, red bean, pine nut

Fish Pollack, whole fish, small fish, herring, halibut, shad, dried fish, cod, salmon roe, heavy fish, sea fish, sweet 
fish, small fish

Dried fish Dried cod, dried salmon, dried halibut, dried octopus, half-dried herring or billfish
Meat Liver, lung, roe deer meat, beef, raw meat, compound leaf meat, dried fish, raw hog, cooked hog

Chicken, pheasant Uncooked pheasant, chicken
Shellfish Abalone, mussel, sea mustard, fresh abalone

Bean leaves Bean leaves, persimmon leaves

Persimmon Dried persimmon, ripe persimmon, soak persimmon in brine
Fruits Fruits excluding watermelon

Vegetable Eggplant, cucumber, scallion
Rice Rice, millet, yellow millet

The others Salt, rice cake, yeast, Yakgwa (cookie), Sanjeak (meat roasted)

Table 1. Food materials recorded at Sosuseowongi

쟁에 시달린 대중들의 마음을 화엄수행과 신앙으로 달래주

었다고 한다. 최근 문화산업을 통한 한국문화의 정체성을 찾

으려는 노력들이 활발하며(Kim & Chung 2013), 지역성이 강

한 식문화는 웰빙과 함께 문화유산의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

다. 문화의 시대인 21세기를 맞이하여 지역문화 개발은 세계

화에 대응하여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국가 경쟁력의 기반

이 되고 있다(Kim & Chung 2010). 이에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향토음식을 소중한 자원으로 인식하고, 지역관광 

상품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

다(Kim & Chung 2013). 
향토음식은 특정지역에 기반을 둔 음식으로써 그 지역의 

자연환경에 순응하면서 정치, 사회, 문화의 시대적 변화에 따

른 영향을 받는다(Hwang & Kim 2014). 2008년 이후 정부의 

한식세계화 정책과 맞물려 향토음식의 산업화가 중요해졌지

만, 각 지역 음식문화에 대한 역사성 및 과학성 등의 기초연

구가 부족하여 보니 상품개발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고, 각 지

역별로 특색이 없는 비슷한 음식들이 향토음식으로 등장하

고 있다(Kim & Chung 2013). 또한 향토음식 체계화에 관한 

연구(Lee SH 2005) 및 향토음식 상품화에 대한 연구들이 보

고되었으나(Kim & Oh 1998; Kim & Jin 2008; Lee 등 2010), 
기존의 향토음식의 발굴과 더불어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

한 새로운 지역 콘텐츠음식의 발굴이 필요한 실정이다(Kim 
& Chung 2013). 음식은 단순히 생명유지를 위한 것만이 아니

라, 각 지역의 역사적 문화유산 및 음식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한편, 지식콘텐츠 유통 산업이 급성장함에 따라 지식 자산

으로서의 스토리텔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원을 발굴하며, 

문화콘텐츠, 산업, 공공서비스, 마케팅, 교육, 커뮤니케이션, 
리더십, 조직관리 등 폭 넓게 활용되고 있다. 디지털 시대의 

대표적인 의사소통인 스토리텔링은 사건, 지식, 정보(Story) + 
소리, 그림, 영상(Tell) + 교감, 상호작용(ing)으로 어떤 이야기

를 재미있고 감동적으로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교감하며, 세
상과 소통하는 것이다. 스토리텔링의 힘은 막강하여 음식과 

지역문화에 적합한 스토리를 만든다. 또한 요리를 접목하여 

치유와 회상 및 추억을 공유하는 향토음식을 브랜드화 함으

로써 소비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여 각인시킨다. 또한 스토

리텔링의 캐릭터는 현대사회의 온갖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특정기업을 분별해 낼 수 있는 상징성을 지닌다. 스토리텔링

을 활용하여 역사적 스토리를 가진 향토음식을 발굴하는 것

은 지역홍보에 도움이 되며, 대대로 이어온 향토음식으로서

의 역사적 뿌리를 찾고, 문화적인 가치가 존재하는 관광 상

품으로서 혼을 불어 넣는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다(Kim & 
Chung 2013). 이에 영주지역의 소수서원지에 기록된 식자재 

및 부석사를 바탕으로 한 향토음식 문화콘텐츠 개발은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접근이 어려웠던 역사, 전
통, 문화, 설화 등이 쉽고 재미있게 기억되며(Kim & Chung 
2013), 소비자의 감성을 채워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유산 및 문화관광상품인 소수서원과 

부석사를 활용하였다. 따라서 영주 선비문화 이미지에 맞는 

지역 음식의 스토리를 발굴하여 소수서원 선비밥상을 재현

하고, 부석사 관광객의 먹거리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고자, 소
비자 만족이 가능한 사찰음식을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를 제고할 것이다. 또한 지역의 관련 종사자들에게 전반적인 

메뉴 컨설팅을 함으로써 향토음식문화 상품개발의 기초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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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Table setting)

Menu layout
Steamed rice (Bop) Soup Side dish and desert

1 Win the first in a 
state examination Millet bop Edible shoots of a 

fatsia bean soup
Seasoned a young radish chunggukjang, Ginseng mushroom bulgogi, Yam 
hard-boiled, Eggplant-jeon, Bean leaves kimchi, Apple hard-boiled

2 Virtue of seonbi Apple ginseng bop
Wild edible greens 
bean curd perilla 

soup

 Vinegar cure of grilled eggplant mushroom, Rolled chunggukjang apple vegetable 
beaf, Young leafs put on cod, Cucumber kimchi, Apple fresh kimchi, Grape gwapyun

3 Yeongju seonbi bansang 
using the special products Millet bop Potato soup 

put on sujebi

Tteok-galbi add fried garlic, Seasoned eggplant, Ripe persimmon cabbage fresh 
kimchi, Seasoned three colors vegetable, Rolled chunggukjang seaweed, Apple 
sujeongwa

4 Hansangcharim with 
natural colors

Various three colors 
bop

Soup of Pheasant 
have ginseng 

Chunggukjang mung-bean pancake, Pickled bean leaves, Sesame sweet rice puffs 
millefeuille, Rolled omelet beef chicken, Rainbow dubuseon, Chilled watermelon 
vegetable

5 The table to help in 
studying Dried ark-shell bop Pollack clear 

soup
Chunggukjang pig-ling, Chilled fresh ginseng, Bean curd jeon-mukjjeon, Stir- fired 
eggplant, Young radish kimchi, Cabbage-seokttanja

6 Seonbi bansang 
hearted Yeongju 

Sweet potato 
glutinous millet bop

Small octopus 
boiled chicken 

soup

Wrapped  buseoktae chunggukjang bean curd in bean leaves,  Chilled ripe persi-
mmon-pyeonyuk-ginseng, Seasoned dried persimmon, Bunch of three colors 
pan-fried (shiitake, shrimp, young pumpkin), Grilled sweetfish, Watermelon- jelly

7 Nine-cheob seonbi 
bansang

Ginseng
nutrition bop

Clear pine 
mushroom-
daikon soup

Salmon(cold smog salad), Tteokgalbi, Seasoned lotus root perilla, Deep fried 
ginseng, Boiled nut-sweet pumpkin, Cucumber-daikon kimchi, Spring sprout lettuce 
salad, Fried dried-laver

8

Yeongju seonbi hansang 
based on sosuseowon food 
ingredients and iseokggan 

experienced record 

Bop White gourd-
melon clear soup

Cucumber slice-pollack meat nulumi, Steamed hog buseoktae chunggukjang, Rice 
gruel have ginseng, Steamed eggplant, Kimchi dried slice octopus-white gourd 
melon, Ginger honey snack

9 Formal dinner of apricot 
blossoms

Buseoktae bean-
millet bop Aged amber soup Water parsley and beef ties, Edible shoots of a fatsia watery kimchi,  Seasoned 

chunggukjang vegetables, Seasoned deodeok

10 Confucian scholar 
well-being menu

Glutinous bop 
included by-gone 

ostericum, chestnut, 
abalone

Confucian scholar
chicken cold soup

Seasoned eggplant, Chilled cucumber-ginseng (ginseng sauce), Chunggukjang- 
tteokgalbi, Ginseng-sweet rice punch

11 Sobaksan-jark  confucian 
scholar bansang

Joseon dynasty 
walnut bop

Dried pollack-
seaweed soup 

Chunggukjang grilled dishes chinese pepper bean curd, Black rice chinese dioscorea 
pan-fried, Cucumber pan-fried, Red-chili-paste pickled-vegetables pan- fried, 
Beef-burdock pan-fried, Seasoned five colors vegetables, Milk vetch root tea, 
Steamed dish of sweetfish-abalone

12 Seonbi bansang of 
restoration

Ginseng mung 
beans millet bop

Slice the 
chicken soup 

Rolled chunggukjang Korean native cattle, Buseoktae-seafood pancake, Perilla 
seasoned of five colors vegetables, Wild vegetable dumpling (wild vegetable 
gyuasang), Apple white kimchi, Fresh ginseng lotus root salad

13 Yeonhwasang (small 
portable dining table) Buseoktae bop Soup loach with 

mackerel

Rolled Yeongju Korean native cattle-apple, Chilled chicken salad (chunggukjang 
sauce), Seasoned pungi ginseng-apple, Seasoned dongbu jelly (kind of mung bean 
jelly), Seasoned perilla-white radish-vegetables, Drink an ojeongju (kind of 
traditional liquor)

14 Juggyegugug 
(name of velly)

Intelligent glutinous 
millet bop Gugog soup Steamed bean curd, Stir-fried cucumber, Kimchi rolled lotus root, Beef-vegetables 

wrapped in wheat crepes, picled, Salad buseoktae bean, Jeho-soup good for thirst

15 Table of summer 
special

Barley rice
(Boribap) Manila clam soup

Soy sauce, Kimchi, Cucumber perilla soup, Water kimchi, Steamed stem of garlic, 
Seasoned three colors vegetable, Glazed dried pollack, Pan-fried, Chilled chicken 
breast

16 Waiting lunch table Edible shoots of a 
fatsia bop

Neungi mushroom- 
bean sprouts soup

Spit-roasted beef eggplant, Rolled ginseng cucumber, Gilled bean curd-chung-
gukjang, Gilled sweetfish

Table 2. Table setting of 16 teams in 2017 Yeongju local food contest

로 활용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실험재료 및 방법

본 연구는 소수서원지(2007) 물목에 기록된 식자재(Table 
1) 주류, 콩, 어물, 건어물, 육류, 닭, 꿩, 조개류, 콩잎, 감, 과
일, 채소, 쌀 등과 영주 특산물을 이용한 스토리가 있는 담박

한 선비반상(밥, 국 또는 탕, 찬류 4~6종, 디저트 1종)을 주제

로 한 2017년 영주 향토음식 경연대회에서 1차 심사를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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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ory characteristics of 16 table setting (N=10)
X1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1 4.8ab2) 4.4bcd 13.1bc 8.5bc 7.8fg 12.1b 16.7cd 4.5a 3.8bc 8.8b

2 4.5abc 4.3cd 13.2bc 8.5bc 8.3cde 11.5b 16.3de 4.3ab 4.2b 8.2bcde

3 4.8ab 4.4bcd 13.7b 8.2c 8.4bcde 12.1b 16.0ef 4.4ab 4.6a 8.8b

4 4.8ab 4.0d 13.4b 8.5bc 7.7g 11.6b 16.0ef 3.7cd 3.8bc 7.9cde

5 4.5abc 4.0d 13.4b 8.8b 8.2def 12.1b 16.2def 3.7cd 3.8bc 8.2bcde

6 4.8ab 4.5abc 13.1bc 8.3bc 8.6abcd 11.5b 16.2def 3.3d 3.4cd 7.9cde

7 4.4bc 4.4bcd 13.1bc 8.3bc 8.9a 11.9b 16.3de 3.3d 4.6a 8.3bcd

8 4.9a 4.8ab 14.3a 9.5a 8.6abcd 13.5a 18.5a 4.7a 4.8a 9.5a

9 4.8ab 4.9a 13.7b 8.5bc 9.0a 11.6b 16.9bc 4.0bc 4.0b 8.8b

10 4.8ab 4.7abc 13.1bc 8.8b 8.1efg 13.7a 16.3de 4.0bc 4.0b 8.2bcde

11 4.2c 4.6abc 13.5b 9.5a 8.8ab 13.6a 17.3b 4.0bc 4.7a 8.5bc

12 4.6abc 4.5abc 13.1bc 8.3bc 8.2def 12.1b 16.7cd 3.5d 4.0b 7.9cde

13 4.8ab 4.0d 12.7c 8.3bc 8.1efg 12.1b 16.7cd 3.3d 3.3d 7.6e

14 4.8ab 4.7abc 13.2bc 8.3bc 8.7abc 11.7b 16.3de 4.6a 3.4cd 8.2bcde

15 4.3c 4.0d 13.6b 8.3bc 8.2def 11.6b 15.7f 4.0bc 3.3d 8.5bc

16 4.3c 4.0d 13.4b 8.7bc 8.6abcd 12.0b 16.3de 3.7cd 4.0b 7.7de

1) X1: Sanitation, X2: neatness, X3: taste, X4: composition, X5: color, X6: applicability, X7: easiness, X8: creation, X9: theme, X10: harmony
2) Mean separation within column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Table 3. Sensory characteristics of 16 table setting in 2017 Yeongju local food contest

한 2차 심사(현장 경연대회) 16팀(Table 2)이 출품한 상차림

(Table setting)을 주성분분석에 활용하여 선비반상 및 사찰 일

품요리 콘텐츠 개발에 기초자료로 사용하였다. 최적의 메뉴

개발을 위한 심사기준은 영주향토음식 협의회의 전문 패널 

10명을 관능검사 요원으로 선정하여 현장 경연 심사항목 즉, 
사전준비 및 위생 5, 조리과정 청결 5, 맛 15, 메뉴구성 10, 
색 10, 적용성 15, 용이성(음식점 기술이전 용이성) 20, 창작

성 5, 주제성 5, 조화성 10점에 대한 심사(총 100점)를 하였으

며(Table 3), 이들 10개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주성분분석으

로 해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 주성분 분석치를 활용하여 

선비 1인 반상 및 사찰 일품요리를 개발하였다. 또한 현장방

문, 소수서원과 부석사의 사료 수집 및 문헌분석을 통해 스토

리텔링 대상과 아이템을 선정하였다(Kim & Chung 2013).

2. 출품된 작품의 관능검사 결과를 통한 주성분분석
주성분분석(primary components analysis)은 상관관계가 존

재하지 않는 새로운 변수(주성분), 즉 서로 독립인 변수를 얻

음으로서, 최적의 요리를 개발하는데 초기분석용으로 유용한 

방법이다. 이를 통해 다변량 데이터에 존재하는 비정규성

(abnormality)과 이상치(outliers)를 활용하여 상차림에 가장 영

향을 끼치는 변수를 구할 수 있다. 출품된 상차림의 주성분 

즉, 사전준비 및 위생, 조리과정 청결, 맛, 메뉴구성, 색, 적용

성, 용이성, 창작성, 주제성, 조화성 등 10개 변수를 활용하여 

주성분분석(PCA)을 실시하였다. 각 변수에 대한 고유치 값 

1~3개를 선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상차림의 최적조건을 제시

하였고, 이 조건에 따라 1인 선비반상 및 사찰 일품요리 상차

림을 연출하였으며, 레시피 표준화 과정 및 영양소분석을 진

행하여 최종 상차림을 개발하였다. 

3. 선비 1인 반상의 콘텐츠 설계
선비반상은 밥이나 죽을 사용한 치료방법이 서술되어 있

어 선조들의 식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조선 초기 식

치 전문 의방서의 대표작 ‘식료찬요(세조 6년(1460)에 어의 

전순의가 세조의 명에 따라 편찬함)’와 ‘이석간경험방’(이석

간(1509~1574)이 저술한 경험의방서)에 의한 식재료 및 2017
년 영주 향토음식 경연대회 상차림을 토대로 하였다. 선비반

상은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을 통하여 질병을 치유

(Sin SH 2008)하고 몸을 다스리며 마음을 수양할 수 있는 건

강한 음식(Oh JH 2013)들로 구성하였다. 또한 소수서원 문헌

을 활용한 선비문화와 선비사상에 입각한 역사적 인물인 회

헌 안향선생을 스토리텔링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소수서원 

선비들이 학문을 정진하는데 도움을 주었던 음식, 즉 수험식, 
웰빙식, 영양식으로 음식콘텐츠를 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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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lation matrix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 Sanitation 1.0000

X2 Neatness 0.3868 1.0000

X3 Taste 0.0276 0.3089 1.0000

X4 Composition －0.1799 0.3000 0.5423 1.0000

X5 Color －0.2485 0.5368 0.3080 0.1952 1.0000

X6 Applicability －0.0056 0.4075 0.2857 0.7980 0.0623 1.0000

X7 Easiness 0.2113 0.5537 0.4828 0.7435 0.3062 0.6190 1.0000

X8 Creation 0.2673 0.4289 0.5558 0.3219 0.0028 0.2613 0.3387 1.0000

X9 Theme －0.1636 0.3943 0.5282 0.5598 0.3789 0.5387 0.5220 0.2845 1.0000

X10 Harmony 0.2199 0.5570 0.7747 0.4473 0.2448 0.3726 0.5697 0.7277 0.5540 1.0000

Table 4. Correlation matrix of primary components analysis using 10 variables of 16 table setting in 2017 Yeongju local 
food contest

4. 사찰 일품요리의 콘텐츠 설계
육식 위주의 식생활이 최근 각종 성인병을 유발하여 소비

자의 관심이 자연식, 건강식을 선호하는 추세이며(Hong 등 

2007), 사찰음식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역시 증가하고 있다. 
한국 사찰은 주로 산속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 지형에서 얻을 

수 있는 밭작물과 산야초를 활용한 식문화가 발달되어 왔다. 
2014~2015년 사찰음식 학술 포럼(Temple Food Academic 
Forum)을 통한 한국 사찰 음식의 특징과 실제 현황을 분석한 

자료 및 인도에서 출판된 ‘요가의 음식학(Para-Vidya 2011)’에
서 유용한 정보를 취하여 수행음식의 식생활을 반영하였으며, 
부석사 화엄사상과 연관된 콘텐츠 및 선묘와 의상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 등을 주제로 하여 음식콘텐츠를 연출하였다.

Eigenvalue of the correlation matrix

Eigenvalue Difference Proportion Cumulative

1 4.6338 3.0321 0.4634 0.4634

2 1.6017 0.3924 0.1602 0.6236

3 1.2092 0.1477 0.1209 0.7445

4 1.0614 0.5804 0.1061 0.8506

5 0.4810 0.0352 0.0481 0.8987

6 0.4457 0.2031 0.0446 0.9433

7 0.2426 0.0729 0.0243 0.9676

8 0.1697 0.0732 0.0170 0.9845

9 0.0964 0.0382 0.0096 0.9942

10 0.0581 - 0.0058 1.0000

Table 5. Eigenvalue of the correlation matrix of PCA using 10 variables of 16 table setting in 2017 Yeongju local food 
contest 

5. 개발 콘텐츠의 영양소 분석
본 연구의 선비반상 메뉴패턴은 주식 1가지, 국 및 탕 1가

지, 반찬 5가지, 김치 2가지로 구성하였고, 사찰음식은 일품

요리로 볶음밥, 비빔밥 및 덮밥 중에서 비빔밥으로 선택하였

다. 사찰음식의 경우 식재료와 조리법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시각적 효과를 고려하여 구성하였다(Lee & Kim 2015). 개발

된 소수서원 선비반상 및 부석사 일품요리는 1인 분량으로 

한국영양학회(The Korean Nutrition Society)에서 제공되는 

CAN-pro 4.0을 사용하여 영양평가를 실시하였다. 

6. 통계분석
측정값은 Statistical Analysis System(ver. 9.3, SAS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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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ree plot (10 variables) and plot of prin2×prin1 (one of the 16 table setting observations is hidden) of primary 
components analysis.

Cary, NC, USA)의 ANOVA 검정을 행하였으며, 주성분 분석

(Primary Components Analysis)을 사용하였다. 개체분류, 데이

터스크린, 이상치 탐색으로 추출된 주성분으로 향토음식 콘

텐츠 상차림에 최적조건을 제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향토음식 경연대회에 출품된 상차림들의 주성분분석
출품된 상차림 장원급제, 선비의 덕목, 영주 특산물을 이

용한 선비상, 자연의 색을 담은 한상차림, 공부에 도움을 주

는 밥상, 영주를 담아낸 선비반상, 선비들의 9첩 반상, 소수서

원 물목과 이석간경험방을 참고로 한 영주선비한상, 행화정

찬, 유생웰빙식단, 소백산자락 유생밥상, 원기회복 선비반상, 
연화상, 죽계구곡, 여름을 맞이하는 상, 기다려지는 점심밥상 

등 16팀의 상차림(Table 2)을 주성분 10개 변수를 활용하여 

주성분분석(PCA)을 실시하였다. 주성분분석은 평균이 0인 

연속형 확률변수 X1, …, Xp의 분산을 최대한 설명하는 선형

결합(Linear combination)을 사용하여(Park CY 2013) 차원축소

를 통해 다변량 변수들을 요약하고, 변수들 간의 구조를 분석

할 수 있는 통계기법이다(Jung & Seo 2013). 상관행렬로 각 

변수를 그 변수의 표준편차로 나누는 변환을 한 다음, 변환된 

변수의 공분산행렬로 주성분분석을 하는 것이다(Kim JH 
2015). 우선 Table 3의 표준화자료로 상관관계 분석결과(Ta-
ble 4)를 보면 적용성과 구성이 0.7980, 조화성과 맛이 0.7747, 
용이성과 구성이 0.7435로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이 상관행

렬에 대한 고유분석을 한 결과(Table 5), 상관행렬 고유값이 

1 이상인 변수는 4개이므로 변수 4개를 우선 결정할 수 있으 

나, 두 번째 기준인 고유값에 의한 누적설명 비율을 보면, 두
번째 고유값까지의 설명력이 62.36%이므로 좀 더 포괄적 해

석을 위하여 관심 있는 주성분을 두 개까지 설정하였다. 또한 

데이터가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어 군집, 특이치, 추세를 탐지

할 수 있는 Scree plot(Fig. 1)에서 주성분분석의 고유값을 살

펴보면, 첫 번째 값에서 두 번째 값으로 급격하게 감소되었으

며, 세 번째부터는 조금씩 감소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므

로, 관심 있는 주성분을 두 개로 결정하였다. 위 결과로부터 

Prin1, Prin2로 나타나 있는 주성분 고유벡터(Table 6)를 Y1, 
Y2로 다음과 같이 표기하였다. 

Y1=0.05X1 + 0.31X2 + 0.35X3 + 0.36X4 + 0.19X5 + 0.32X6 

+ 0.38X7 + 0.29X8 + 0.34X9 + 0.38X10

Y2=0.67X1 + 0.22X2 + 0.04X3╶ 0.31X4╶ 0.25X5╶ 0.22X6

╶ 0.03X7 + 0.39X8╶ 0.26X9 + 0.24X10

첫 번째 주성분 Y1에서는 상차림의 품질을 의미하는 변수 

X1, …, X10 모두 0보다 큰 양의 값을 가지고 있으며, X1, X5를 

제외하고, 모두 0.34 근처의 값을 가지는 선형결합을 이루고 

있었다. 두 번째 주성분 Y2에서는 X1이 큰 양의 값을 가지는 

반면에 X4, X5, X6, X7, X9이 음의 값을 가지고 있어 주성분 

Y2는 X1, X2, X3, X8, X10(위생, 청결, 맛, 창작성, 조화성)과 X4, 
X5, X6, X7, X9(메뉴구성, 색, 적용성, 용이성, 주제성)의 차이

를 나타낸 성분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주성분 Y2는 

위생 변수(X1)가 가장 큰 값으로 영주 향토음식 상차림의 성

격을 어느 정도 대변해 준다고 사료된다. 
또한 주성분 Y1과 Y2를 이차원 평면에 그려진 Fig. 1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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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genvectors

Prin1 Prin2 Prin3 Prin4 Prin5 Prin6 Prin7 Prin8 Prin9 Prin10

X1 Sanitation 0.0567 0.6713 －0.1077 0.3715 0.2437 0.3054 0.1826 0.2992 0.2297 0.2606

X2 Neatness 0.3196 0.2258 0.3438 0.4391 －0.3036 －0.1351 0.1524 －0.1121 －0.6096 －0.1335

X3 Taste 0.3512 0.0489 0.0885 －0.4789 0.4476 0.0725 0.4867 0.1642 －0.1576 －0.3775

X4 Composition 0.3617 －0.3134 －0.3389 0.0424 0.1933 －0.2860 0.0555 0.2323 －0.2864 0.6291

X5 Color 0.1924 －0.2561 0.7298 0.1574 0.0984 －0.2021 0.0648 0.1871 0.4729 0.1626

X6 Applicability 0.3227 －0.2202 －0.4270 0.3013 －0.3119 －0.0660 0.4374 －0.1261 0.4304 －0.2735

X7 Easiness 0.3812 －0.0351 －0.1256 0.3029 0.4713 －0.0404 －0.6092 －0.1079 0.0566 －0.3686

X8 Creation 0.2912 0.3926 －0.0742 －0.3683 －0.4165 －0.4089 －0.3036 0.3911 0.1607 －0.0893

X9 Theme 0.3436 －0.2611 0.0686 －0.0861 －0.3199 0.7602 －0.2086 0.2671 －0.0614 0.0508

X10 Harmony 0.3883 0.2448 0.0800 －0.2955 －0.0207 0.0961 －0.0293 －0.7279 0.1638 0.3579

Table 6. Eigenvector of PCA using 10 variables of 16 table setting in 2017 Yeongju local food contest 

Obs.1) Sorted by the Prin 1
TS2) Prin1 Prin2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1 13 －2.7345 0.0175 4.8 4.0 12.7 8.3 8.1 12.1 16.7 3.3 3.3 7.6
2 4 －1.8812 0.6343 4.8 4.0 13.4 8.5 7.7 11.6 16.0 3.7 3.8 7.9
3 6 －1.8286 0.3941 4.8 4.5 13.1 8.3 8.6 11.5 16.2 3.3 3.4 7.9
4 15 －1.5978 －0.1524 4.3 4.0 13.6 8.3 8.2 11.6 15.7 4.0 3.3 8.5

5 16 －1.0385 －1.9288 4.3 4.0 13.4 8.7 8.6 12.0 16.3 3.7 4.0 7.7
6 12 －0.9919 －0.2689 4.6 4.5 13.1 8.3 8.2 12.1 16.7 3.5 4.0 7.9
7 5 －0.8624 －0.8220 4.5 4.0 13.4 8.8 8.2 12.1 16.2 3.7 3.8 8.2
8 2 －0.5146 －0.0010 4.5 4.3 13.2 8.5 8.3 11.5 16.3 4.3 4.2 8.2
9 7 －0.5006 －1.6037 4.4 4.4 13.1 8.3 8.9 11.9 16.3 3.3 4.6 8.3

10 14 －0.2855 1.6612 4.8 4.7 13.2 8.3 8.7 11.7 16.3 4.6 3.4 8.2

11 1 0.1247 1.7506 4.8 4.4 13.1 8.5 7.8 12.1 16.7 4.5 3.8 8.8
12 10 0.6659 0.2579 4.8 4.7 13.1 8.8 8.1 13.7 16.3 4.0 4.0 8.2
13 3 0.8192 1.1897 4.8 4.4 13.7 8.2 8.4 12.1 16.0 4.4 4.6 8.8
14 9 1.5507 0.9902 4.8 4.9 13.7 8.5 9.0 11.6 16.9 4.0 4.0 8.8
15 11 3.0421 －2.7729 4.2 4.6 13.5 9.5 8.8 13.6 17.3 4.0 4.7 8.5
16 8 6.0333 0.6540 4.9 4.8 14.3 9.5 8.6 13.5 18.5 4.7 4.8 9.5

1) Obs. is observation order.
2) TS is Table setting of 16 teams.

Table 7. Sorted by the Prin 1 of PCA using 10 variables of 16 table setting in 2017 Yeongju local food contest 

재그림(Scree plot)을 보면 첫 번째 주성분의 설명력이 크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것은 첫 번째 주성분에 대한 각 변수의 

계수 대 두 번째 주성분에 대한 계수를 그래프로 표시한 것으

로, 적재가 —1 또는 1에 가까우면 변수가 상차림에 많은 영향

을 주고 있음을 나타낸다. 적재그림(Fig. 1)에 별표로 위치하

고 있는 점들 중에 제 1사분면에 위치하고 있는 세 점과 제 

4사분면에 있는 한 점은 변수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것으

로 식별되었다. 주성분 Y1의 값을 크기순으로 배열한 결과

(Table 7) 1보다 큰 양의 값을 가진 상차림(food)은 8, 11, 9번이

었고, 주성분 Y2에서는 1, 14, 3번 상차림이 가장 높은 값을 

가지고 있었다(Table 8). 위 결과로 얻어진 성분인 조화성, 용
이성, 위생 및 가장 큰 값을 가진 8, 11, 1, 14번 상차림의 식품 

재료인 조, 인삼, 청국장, 가지, 콩잎, 오색나물, 연근을 토대로 

하여 1인 선비반상 및 사찰일품요리를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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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ed menu layout of seonbi bansang 

Steamed rice and
side dish

Boiled rice with millet, Pollack skin urumi, Braised dried pollack, Steamed croaker, Steamed cheonggukjang ray, 
Three colors seasoned vegetables, Chinese cabbage bean leaves-jeon (pancake), Watery kimchi made of sliced 
radishes, Kimchi

Soup Boiled ginseng-chicken soup
Dessert drink Dried lotus root tea

Table 9. Design of seonbi bansang (one-man) contents

Obs.1) Sorted by the Prin 2

TS2) Prin1 Prin2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1 11 －2.7729 3.0421 4.2 4.6 13.5 9.5 8.8 13.6 17.3 4.0 4.7 8.5
2 16 －1.9288 －1.0385 4.3 4.0 13.4 8.7 8.6 12.0 16.3 3.7 4.0 7.7
3 7 －1.6037 －0.5006 4.4 4.4 13.1 8.3 8.9 11.9 16.3 3.3 4.6 8.3
4 5 －0.8220 －0.8624 4.5 4.0 13.4 8.8 8.2 12.1 16.2 3.7 3.8 8.2
5 12 －0.2689 －0.9919 4.6 4.5 13.1 8.3 8.2 12.1 16.7 3.5 4.0 7.9

6 15 －0.1524 －1.5978 4.3 4.0 13.6 8.3 8.2 11.6 15.7 4.0 3.3 8.5
7 2 －0.0010 －0.5146 4.5 4.3 13.2 8.5 8.3 11.5 16.3 4.3 4.2 8.2
8 13 0.0175 －2.7345 4.8 4.0 12.7 8.3 8.1 12.1 16.7 3.3 3.3 7.6
9 10 0.2579 0.6659 4.8 4.7 13.1 8.8 8.1 13.7 16.3 4.0 4.0 8.2

10 6 0.3941 －1.8286 4.8 4.5 13.1 8.3 8.6 11.5 16.2 3.3 3.4 7.9
11 4 0.6343 －1.8812 4.8 4.0 13.4 8.5 7.7 11.6 16.0 3.7 3.8 7.9

12 8 0.6540 6.0333 4.9 4.8 14.3 9.5 8.6 13.5 18.5 4.7 4.8 9.5
13 9 0.9902 1.5507 4.8 4.9 13.7 8.5 9.0 11.6 16.9 4.0 4.0 8.8
14 3 1.1897 0.8192 4.8 4.4 13.7 8.2 8.4 12.1 16.0 4.4 4.6 8.8
15 14 1.6612 －0.2855 4.8 4.7 13.2 8.3 8.7 11.7 16.3 4.6 3.4 8.2
16 1 1.7506 0.1247 4.8 4.4 13.1 8.5 7.8 12.1 16.7 4.5 3.8 8.8

1) Obs. is observation order.
2) TS is Table setting of 16 teams.

Table 8. Sorted by the Prin 2 of PCA using 10 variables of 16 table setting in 2017 Yeongju local food contest 

2. 소수서원유생식단유추를통한선비반상(1인)의최적조
건 선정

소수서원지에 기록된 식자재는 주류, 콩, 어물, 건어물, 육
류, 닭, 꿩, 조개류, 콩잎, 감, 과일, 채소, 쌀 등이었다. 소수서

원 유생들은 세금으로 납부된 물품 외에 학업을 마치고, 과거

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오른 선배들이 후배들을 위하여 서신

과 함께 보내온 식자재가 대부분이었으므로 늘 식자재가 부

족하여 변변치 못한 음식을 먹었으며, 고생을 이겨가며 공부

하는 것이 선비의 본분이라 인식하였다(Sosuseowongi 2007)
고 전해진다. 이에 소식의 중요성 및 절제를 통하여 음식을 

섭취한 선조들의 지혜를 담은 음식 콘텐츠에 집중하였다. 소
수서원지(2007)에 기록된 식자재, 영주 특산물(한우, 인삼, 사
과, 부석태 콩), 주성분분석 자료 8, 11, 1, 14번 상차림을 바탕

으로 콘텐츠를 설계(Table 9)하였으며, 소박함, 선비의 건강

과 원기회복, 두뇌활동과 학습에 도움을 주는 식품들로 구성

하였다. 

3. 사찰음식유추를통한부석사일품요리의최적조건선정
사찰음식은 저염, 저당 조리법으로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

는 장점이 크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행식으로서 이 

념과 철학이 담겨 있어야 한다. 사찰음식 학술포럼(Temple 
Food Academic Forum 2015)에서 법송스님은 한국 사찰 음식

의 특징이 채식이라는 점, 현대인이 선호하는 자연식품이자 

친환경 식품을 재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 오신채(마늘, 부
추, 파, 달래, 흥거)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하였

으며, 계절의 특징을 반영하며 경제 원리에 따라 저장식품을 

이용하고, 음식을 약으로 삼고 먹는다는 데서 찾아야 한다고 

하였다. 불교는 수행자가 음식을 섭취할 때의 마음가짐은 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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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ed menu layout of buddhist temple one-dish meal (bibimbap)

Steamed rice and
side dish

Boiled rice with millet, Seasoned eggplant (winter: dried eggplant), Stir-fried young pumpkin (winter: dried 
pumpkin), Stir-fried gourd vegetable (winter: dried gourd), Stir-fried bellflower roots, Seasoned wild edible 
greens, Stir-fried bracken, Stir-fried old kimchi (required)

Soup Shiitake mushroom perilla soup or Clear soup of bean curd-white radish

Dessert drink Ginseng tea

Table 10. Design of buddhist temple one-dish meal contents

Fig. 2. Portrait of an-hyang as a national treasure No. 111 (1243~1306) and table setting of an-hyangbansang.

기기 위해서도 아니고, 취하기 위해서도 아니며, 치장을 위해

서도 아니고, 그저 이 몸을 유지하기 위해, 지탱하기 위해, 해
로움을 정지시키기 위해, 청정범행을 잘 지키기 위해서일 뿐

(Dhammadithi B 2014)이라는 생명유지의 관점이 보편적이다. 
이는 붓다의 가르침을 전하는 성전인 경장(Sutta Pitaka)의 4
아함 5부(예전에는 9분교 12구경)중에 중부인 맛지마 니까야

(Majjhima-nikaya)에 나오는 구절로 수행자가 음식을 섭취할 

때의 마음가짐이다. 수행음식으로서 ‘요가의 음식학(2011)’
은 자신의 신체에 필요하다고 느끼는 음식을 선택할 수 있도

록 16종의 무기질(유황, 산소, 질소, 칼슘, 규소, 불소, 철, 마
그네슘, 망간, 나트륨, 칼륨, 인, 요오드, 탄소, 염소, 수소)별
로 음식목록을 제시하여 요가의 수행음식을 선택하는데 유

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Hwang 등(2015)에 의하면 사찰

음식의 장점은 건강식, 정신적 의미, 소박한 이미지, 성인병 

예방, 위생 안정성, 품질, 소식, 맛 순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사찰음식은 건강식이라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는 것으로 여

겨진다. 이에 부석사 사찰음식 일품요리는 ‘요가의 음식학’에
서 식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수행음식의 범위 및 건강식을 

고려하였으며, 주성분 분석 Y1, Y2에서 나온 인자들 조화성, 
용이성, 위생을 적용하여 사찰일품요리를 설계하였다(Table 10).

4. 스토리텔링을통한소수서원선비반상(1인) 콘텐츠 개발

소수서원은 1541년(중종 36년) 7월에 풍기군수로 부임한 

주세붕이 안향(1243~1306)을 배향하는 사당을 건립하여 백운

동서원이라 칭하였다. 그리고 1548년 10월 풍기군수로 부임

한 퇴계 이황(1501~1570)이 백운동서원에 국가의 사액을 바

라는 글을 올리고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명종은 대제학 신

광한(1484~1555)에게 서원의 이름을 짓게 하여 ‘이미 무너진 

유학을 다시 이어 닦게 했다’는 뜻의 ‘소수’로 결정하고, 1550
년(명종 5년) 2월에 ‘소수서원’이라고 쓴 현판을 내렸다고 한

다(Sosuseowongi 2007). 사액을 내려 국가가 서원의 사회적 

기능을 인정한다는 것은 곧 서원의 중요한 기능인 선현의 봉

사와 교화사업을 국가가 인정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안향 선생(Fig. 2)은 우리나라 최초의 성리학자로 1289년 

충렬왕을 따라 원나라에 가서 주자서를 직접 배우고 돌아왔

으며, 육영재단인 양현고를 설치하여 후학을 양성하였다. 안
향은 불교를 대체하기 위해 성리학을 공부했으므로 안향의 

주자성리학은 형이상학적이기보다는 일상생활과 직결된 생

활예절 중심이었다. 이후 성리학은 조선의 건국이념으로 성

장했다. 이를 토대로 영주시민의 향토문화로 남아있는 안향 

선생의 선비정신을 기리며, 영주지역 특산물 및 소수서원 물

목을 중심으로 한 선비반상 콘텐츠, 즉 주자학의 현실사회를 

긍정하는 인간관의 실현 및 합리적 정신을 반영하여 안향반

상을 연출하였다(Fig. 2).

5. 스토리텔링을 통한 부석사 일품요리 콘텐츠 개발
의상이 중국 유학 후 창건한 부석사는 경북 영주시 부석면 

봉황산 중턱에 있는 절로 한국 화엄종의 근본 도량이다. 부석



Vol. 30, No. 5(2017)    영주향토음식 콘텐츠개발을 위한 주성분분석 및 문화유산(소수서원, 부석사) 자원의 활용연구 1077

Nutrients
Developed table setting

An-hyangbansang Seonmyoaecheong
Energy (kcal) 762.5 759.8

Protein (g) 38.1 30.2
Fat (g) 15.7 19.2

Carbohydrate (g) 117.5 123.4

Fiber (g) 10.5 20.7
Vitamin A (μg RE) 430.9 361.6

Vitamin B1 (mg) 0.506 0.502
Vitamin B2 (mg) 0.432 0.501

Niacin (mg) 6.5 5.8
Vitamin C (mg) 48.5 49.5

Calcium (mg) 284.2 296.4
Iron (mg) 7.6 11.1

Table 11. Nutrient contents of developed table setting

Fig. 3. Hwaeomjongjosahoejeon (scene of meeting Uisang and Seonmyo was possessed of Gosansa, Kyoto, Japen) and 
table setting of seonmyoaecheong. 

사 무량수전은 봉정사 극락전 및 수덕사 대웅전 등과 더불어 

우리나라 주심포 양식의 대표적인 목조건물이다. 의상이 화

엄학의 법계연기 사상을 서술한 그림시인 화엄일승법계도

(668년)는 삼라만상, 과거, 현재, 미래, 인과인연의 모든 차원

을 심심 미묘하게 표현한 대작으로 오늘날 사람들이 즐겨 외

우고 배우는 가르침이 되었다. 영주 부석사 외에 양양의 낙산

사, 동래의 범어사, 지리산의 화엄사, 울진의 불영사가 의상

대사의 혼이 담긴 대표적인 사찰이라고 전해진다. 
의상대사와 선묘낭자의 기록은 송나라 찬녕(919~1002)이 

편찬한 송고승전(989~988년)의 ‘당신라국의상전’과 고려의 

일연(1206~1289)이 쓴 삼국유사(1282년경)의 ‘의상전교’ 및 

일본의 명혜스님(묘에쇼닌, 1173~1232)이 쓴 ‘화엄종조사회

전(화엄연기)’에 잘 묘사되어 있다. 화엄종조사회전의 의상이 

선묘를 만나는 장면(Fig. 3)은 일본 쿄토 명승지 고산사에 보

존되어 있는 에피소드 형식의 긴 두루마기 그림(에마키) 중
에 한 장면이다. 본래 6개의 그림이었으나, 4개의 그림이 남

아있다고 전해진다. 아름다운 선묘와 젊은 비구 의상, 바다에 

몸을 던진 선묘의 숭고한 사랑이야기(National Museum of 
Korea 2009)는 오늘날 부석사를 찾는 사람들에게 널리 회자

되고 있다. 따라서 의상이 중국 유학시절에 선묘낭자와 애절

한 사랑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인과인연의 차원을 선묘애청

(선묘의 사랑을 담은 맑은 비빔밥) 일품요리로 연출하였다

(Fig. 3).
  
6. 소수서원선비반상및부석사일품요리의영양소분석
안향반상 상차림은 기장밥, 인삼 닭곰탕, 명태껍질누르미, 

북어찜, 조기찜, 가오리찜, 삼색나물(가지나물, 박나물, 산나

물), 배추전, 나박김치, 김치로 구성하여 최대한 지방의 함량

을 적게 하는 찜 조리법을 활용하였고, 선묘애청 상차림은 오

신채와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채식 및 고수 간장소스로 간을 

맞춘 가지나물, 호박나물, 취나물, 도라지, 박나물, 고사리나

물, 묵은 김치를 물에 세척해서 볶아 고명으로 얹은 맑은 비

빔밥과 표고버섯 들깨탕으로 구성하였다(Table 9, 10). 상차

림은 음식의 균형배율, 신선한 계절식품, 조리시간 및 조리방

법, 단체급식에 적합한 음식 등 여러 제반사항 등을 고려하였

고(Lee 등 2015),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2015년 한국인 영양

소 섭취기준인 성인 1일 열량 2,000(여자)~2,400(남자) kcal 중 

3분의 1에 해당되는 700~800 kcal 범위의 상차림을 구성하였

다. 영양소를 기준으로 한 영양평가에서 칼슘, 철분, 비타민 

A, 비타민 C 등 모두 한 끼 식사에서 제공되는 양의 섭취기준

이 충족되었다(Table 11). 열량영양소의 구성 비율에서 안향

반상 상차림은 에너지 61.5%(762.5 kcal), 단백질 20.0%(38.1 
g), 지방 18.5%(15.7 g)이었고, 선묘애청 상차림은 에너지 

62.7%(759.8 kcal), 단백질 15.4%(30.2 g), 지방 22.0%(19.2 g)
이었다. 두 상차림 모두 열량영양소 섭취비율이 적정비율범

위 안에 포함되었다(Table 12). 이는 한 끼 식사에서 제공할 

수 있는 에너지 및 영양소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는 밥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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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 ratio of calorie nutrients (%)

Carbohydrate Fat Protein
Adequate rate of calorie nutrients 55~65 15~30 7~20
Intake rate of an-hyangbansang 61.5 18.5 20.0
Intake rate of seonmyoaecheong 62.7 22.0 15.0

Table 12. Caloric intake rate of developed table setting

사료된다.

요약 및 결론

본 실험은 2017년 영주 향토음식 경연대회 16팀의 출품된 

상차림을 주성분분석에 활용하여 선비반상 및 사찰일품요리

를 설계하였다.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보면, 적용성과 구성이 

0.7980, 조화성과 맛이 0.7747, 용이성과 구성이 0.7435로 높

은 상관성을 보였다. 주성분분석 결과에서 주성분 Y1은 음식

의 품질을 의미하는 변수 X1, …, X10 모두 0보다 큰 양의 값

을 갖고 있었다. 두 번째 주성분 Y2는 X1이 큰 양의 값을 가지

는 반면에 X4, X5, X6, X7, X9가 음의 값을 갖고 있었다. 주성

분 Y2는 위생 변수(X1)를 나타낸 값으로, 제 2주성분(Y2)은 영

주 향토음식 상차림의 성격을 어느 정도 대변해 준다고 사료

된다. 또한 주성분분석 결과에서 나온 인자들 조화성, 용이

성, 위생을 적용하여 안향반상 및 선묘애청 향토음식 콘텐츠

를 개발하였다. 안향반상 상차림은 에너지 61.5%, 단백질 

20.0%, 지방 18.5%를 제공하였고, 선묘애청 상차림은 에너지 

62.7%, 단백질 15.4%, 지방 22.2%를 제공하여 한 끼 식사에서 

제공될 수 있는 열량영양소 섭취비율을 충족하였다. 특히 스

토리텔링을 통한 향토음식의 현대적 해석으로 소비자에게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하였다. 개발된 상차림은 지역의 

전통음식으로서 외식산업 상품화 접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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