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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음식 로그램들이 인기를 끌면서 음식과 목시킨 다양한 소재의 방송 로그램이 거 출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쟁력 있는 로그램 제작을 하여 각 로그램들은 시청자들의 기획의도에 한 

선호유형을 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는 음식 로그램과 기획의도에 한 시청자들의 선호

유형을 도출하 고 총 3개의 유형을 발견하 다. 제1유형은 능동  실용정보 습득형으로 실용성과 오락성

을 요하게 여기며 휴식의 수단으로써 음식과 음식 로그램을 즐기는 유형이다. 제2유형은 문화  교양지

식 추구형으로 문  정보를 탐구하는 유형이다. 이들은 음식의 본질  의미와 올바른 정보 달에 주안

을 둔다. 마지막으로 제3유형은 동질  생활 착 투 형으로 명명하 다. 주로 음식 로그램과의 상호작용

에 만족감을 느끼는 유형으로 방송 로그램이 제공하는 스토리텔링과 소통에 즐거움을 느낀다. 이와 같이 

각 유형들은 서로 다른 성향을 지니고 있었으며, 이것을 토 로 음식 로그램의 컨셉 디자인을 제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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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th the rising popularity of food shows driven by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food-incorporated broadcasting programs based on various 

materials are produced in large numbers. This situation has raised a need for each program to 

examine viewers' preference factors for planning intentions in order to produce competitive 

programs. This study thus examined viewers' preference factors for food programs and planning 

intentions and discovered total three factors. The first factor places importance on practicality 

and entertainment and enjoys food and food programs as a means of resting. The second factor 

searches for specialized information and focuses on the essential meanings of food and the 

delivery of the right information. Finally, The third factor gets satisfaction from interactions with 

food programs and finds joy in storytelling and communication provided by broadcasting 

programs. These factors have different tendencies from one another, and the present study 

proposed a concept design for food broadcasting programs based on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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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미디어의 환경이 변화하고 뉴미디어가 등장하면서 

한국사회는 재 음식을 소재로 하는 흔히 쿡방, 먹방 

이라고 불리는 방송 로그램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1]. 

이러한 음식 로그램들을 통해 문 요리사들이 방송

에 거 출연하면서 선풍 인 인기를 끌고 있고, 그 인

기는 고나 매체에 등장하는 횟수로도 간음할 수 있는 

수 이다. 한 요리사를 장래의 희망으로 선택하는 학

생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련학과의 지원율도 높

아지고 있다[2]. 이 게 요리사를 하는 들의 인식

은 과거와 비교해 보았을 때 상 으로 정 인 모습

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의 배경에는 음식을 소재

로 하는 방송이 한몫을 하고 있고 한국사회에 매우 큰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부

분이다. 

이 게 선풍 인 인기를 리고 있는 음식 로그램

은 재 다양한 종류와 형태로 제작되어지고 있다. 음

식이라는 소재를 통해 다양한 의도와 효과를 용할 수 

있고 그것을 기 하며 많은 음식 로그램이 제작-방

되고 있는 것이다. 방송 로그램은 다양한 미디어매체

를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근하기 쉽다는 특

징을 지니고 있어 개인의 삶과 사회에 지 한 향을 

미친다. 이 부분에서 음식 로그램은 한 개인의 삶에 

향을 미치면서 식생활과 건강까지 좌우 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며 제작과정에서의 기획 의도는 매우 요

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로그램을 하는 시청자(수용자)들은 수많

은 미디어들을 비교하고 그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정보

를 스스로 선택한다. 이 과정에서 로그램을 있는 그

로 수용하기도 거부하기도 하며, 간혹 기획 과정에서 

의도한바 와는 상이한 부분에서 열 하기도 한다. 즉 

수용자들의 욕구는 다양하고 모든 매체들이 이들의 욕

구를 충족시킬 수는 없다. 이 듯 다양한 시청자들의 

태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방송 로그램들은 이들에게 

휘둘려 방향성을 잃기도 하고 변질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문제 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시청자들의 지속

인 이용과 성공 인 로그램 개발을 해선 이들이 기

획의도를 공감 할 수 있도록 선호하는 요소들을 히 

조합하여 욕구에 충족시킬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 

방송 로그램의 제작과 기획에 한 기존의 연구들

을 살펴보면, 이헌율(2015), 최문경·박지훈·박진선

(2013), 과 같이 다양한 사례를 심으로 한 리얼리티 

로그램의 연구가 진행 되었다. 한 차찬 ·박주연

(2012) 같이 오락 로그램을 분석하여 새로운 포맷을 

개발한다거나, 서은아(2002)와 같이 변화하는 방송환

경, 다큐멘터리 로그램 제작과 련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그러나 성장하고 있는 음식 로그램의 

역에서 이에 한 학문  연구 자료는 부족한 실정이

다. 음식 로그램은 재 리얼리티 로그램의 형태와 

유사하게 기획되고 있으나[7], 이는 음식 로그램의 독

특한 성향을 모두 설명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청자들이 음식 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지하는 과정에

서의 유형을 알아보고자 한다. 각각의 음식 로그램의 

기획의도에 한 응답자들의 인식유형들을 확인하여 

다양한 시각으로 음식 로그램을 개발 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의 목 을 제시한다. 첫째, 음식을 소재로 하

는 방송 로그램의 기획의도에 한 시청자의 인식은 

어떠한 형태로 유형화되는가? 둘째, 각 유형들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가? 셋째, 유형별 특징을 통해 제안 

할 수 있는 기획 구성  컨셉 디자인은 무엇인가?

Ⅱ. 이론적 배경

1. 음식프로그램과 이용과 충족이론

음식은 삶을  하는 데에 있어서 필수 인 것으로 

과거부터 재까지 인간의 삶에서 끊이지 않는 화제 거

리이다. 인간의 삶을 그려내는 방송매체에서도 음식은 

지속 으로 등장했으며 드라마, 화, 능, 교양 등 다

양한 형태로 존재했다. 그러나 최근의 음식 로그램은 

오락성 이라는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과거의 

음식 로그램은 요리하는 방법을 설명해주거나 맛집을 

소개하는 정도에서 그쳤다면 재의 음식 로그램은 

오락성을 가미하면서 시청자에게 즐거움을 선사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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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다[8]. 한 푸드포르노 기법을 사용하며 먹는 

모습 그 자체를 소재로 하기도 한다. 푸드포르노는 

재의 음식 로그램에서 많이 사용하는 카메라 기법  

하나로 인들에게 먹고자하는 욕구를 시각 으로 

충족시키는 독특한 형식의 포맷이다[9]. 이 듯 소  쿡

방, 먹방 이라고 칭하는 재의 음식 로그램은 먹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요리하는 모습을 능화 시켜 시청

자에게 즐거움을 주면서 시청자들에게 꾸 히 소비되

고 있다. 

이 게 지속되는 음식 로그램의 인기는 TV 방송

로그램이라는 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매체를 통하

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10]. 수용자들은 시청을 

통해 TV 로그램과 상호작용을 한다. 시청 후 수용자

의 정보에 한 주  인식을 통해 의미가 부여되면서 

매체와 수용자는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다. 즉, 방송 로

그램을 시청하는 시청자의 직업, 상황 등을 반 하고 

그것을 통해 각자 다른 의미로 다가갈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수용자들의 상황 속에서 미디어가 수용자들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간혹 수용

자 개인의 욕구에 부합하지 않는 것에는 부정 으로 반

응 할 수 있으며 이는 다른 매체를 선택하거나 이용을 

거부하는 상황까지 발생 할 수 있다[11].

음식 로그램은 다양한 수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해 나날이 발 해가며 다양한 포맷의 형태가 구 되

고 있다. 실제로 수용자들은 음식 로그램을 시청하면

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이는 선행된 연구들에

서 확인 할 수 있다. 김형우(2015)의 연구에 따르면 가

족의 해체로 1인가구가 지속 으로 증가 되고 혼밥족

이 늘어가면서 음식 로그램들은 이들의 외로움을 달

래고 정서  유 감을 느끼게 한다.  다른 연구에서

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음식 로그램이 조력자의 역

할을 하기도 한다. 실생활에 유용하고 간단한 시피들

을 통해 경제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1]. 

앞서 언 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정보의 요구와 이

용은 수용자 심이 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12]. 

이러한 수용자 심의 상은 이용과 충족이론을 통해 

설명된다. 이용과 충족이론은 수용자가 매체에서 제공

하는 정보를 능동 으로 이용한다는 개념의 이론으로 

수용자가 미디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사용하느냐를 

설명한다[13]. 즉, 음식 로그램을 시청하는 수용자들

이 어떠한 방법으로 인식하고 선택하면서 실생활에 

용하는지에 해 설명하기 유용한 이론인 것이다. 방송

로그램의 역에서 이론과 충족이론은 주로 이문

(2015)처럼 시청 동기나 만족도를 연구하거나, 김남호

(2016)와 같이 수용자들의 이용행태를 연구하는 데에 

용되었다. 이 듯 이용과 충족이론에서 수용자의 능

동  행 는 심 인 요소작용하고 있지만 미디어의 

기능 한 요하게 작용한다. 미디어의 속성에 따라 

수용자의 이용 동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

이며 이것은 로그램의 향력을 의미한다[16]. 그만

큼 방송 로그램의 기획은 그것을 시청하는 수용자들

에게 매우 요하게 작용되는 요소  하나인 것이다.  

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과 기획의도

한 능 로그램에서는 한국의 잘 알려지지 않은 안

타까운 역사  사실을 재조명 하면서  국민의 이목을 

끌고 심 을 울렸다.  다른 능 로그램은 랩퍼들

을 거 노출하면서 인기를 끌었으며 국을 힙합에 물

들게 했다. 이처럼 방송 로그램은 사회 , 문화 으로 

효과를 미치며 시청자들의 삶에 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방송 로그램의 기획에 있어서 재의 트 드

는 단순한 재미를 추구함에 더불어 스토리텔링을 함으

로서 시청자들의 공감을 이끌고 상호작용하는 것이다. 

이와 련한 연구로 류웅재(2015)에 따르면 음식 로그

램은 시청자들의 ‘정서  허기’를 달래주는 역할을 한다

고 하 다[8]. 한 홍자경·백 민(2016)은 방송에서 출

연하는 방송인들과 시청자들은 서로 소통하며 즐거움

을 얻는다는 연구결과를 보 다[17]. 이처럼 시청자들

은 방송 로그램에서 보이는 구성과 스토리 속에서 다

양한 감성을 느끼길 원한다[18]. 

시청자로 하여  만족을 느끼게 하는 성공 인 기획

을 해선 요한 몇 가지의 요소가 존재한다. 첫째, 

로그램이 제시하는 소재이다[16]. 여기서 소재라는 것

은 흔히 TV를 시청하면서 보여 지는 심 인 아이템

을 의미하며 이것은 로그램을 그려내는 데에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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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소재를 통해 시청자들은 참신함

을 느끼고 호기심을 가진다. 둘째, 소재를 풀어가는 과

정이다. 이 과정은 기획의 의도로 이어지는데 기획 의

도는 보여 지는 과정에서 그 로그램이 향후 이루어 

나가고자하는 목표와 의도를 내포하고 있으며 방송의 

방향성이 결정되는 목  지향 인 과정이다. 즉, 기획의

도란 방송의 제작자들이 시청자들에게 달하고자 하

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기획 의도는 로그램의 성격을 

결정하고 개 방향을 설정 하는 데에 큰 향을 미친

다[19].이처럼 기획 의도는 해당 로그램의 존재의 정

당성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방향을 알려주는 지표와 같

은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성공 인 로그램이 되기 

해선 간에 방향성을 잃거나 변질되어서는 안 될 것이

다. 한 그에 따른 정  효과가 수반되기 때문에 더

욱 요한 의미를 지닌다. 기획을 함에 있어 그들이 원

하는 기 효과까지 기획의도에서 담아내고 있는 것이다. 

기획의도는 로그램의 성패에도 요한 역할을 하

지만 사회, 문화 으로도 요한 기능을 한다. 방송 로

그램과 같은 미디어매체는 불특정 다수에게 방 되며 

시간과 공간의 구분 없이 쉽게 근 할 수 있어 한 사회

에 미치는 력이 크기 때문이다. 즉, 그 시 의 유행

을 주도하고 수용자의 인식에 향을 미칠 수 있기 때

문에 그 의도와 기능이 요하다고 할 수 있다[16]. 

마지막으로 기획의도 단계에서는 시청하는 상과 

실행의 가능성을 염두 하여야 하며 참신한 아이디어와 

성을 담아 시청자와의 커뮤니 이션을 하는 것 

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그러나 시청자들의 수용능력

과 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주제의

식을 가진 로그램의 기획과 기획의 의도란 그만큼 

요하다고 할 수 있다[19].  

Ⅲ. 연구 방법

1. Q 방법론

Q 방법론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직 인 경

험을 토 로 자아를 확인하고 상을 통해 가설을 발견

해 나가는 가설 발견  방법이다[21]. Q에서는 사람이 

변인으로 작용하는데 이것은 연구자가 임의로 자극과 

일부항목을 통제하는 R방법과는 큰 차이 이라고 할 

수 있다[22]. 즉, Q 방법론은 인간의 체 인 행동방식

과 개연성을 통해 연구가 이루어지는 방법론으로 방법

론 안에 객 성과 주 성을 히 용함으로써 R 방

법론에서 간과된 인간이 지니는 주 성을 객  시각

으로 연구 할 수 있는 기법인 것이다[23].

2. 연구절차

1단계 : Q 표본의 선정
1) Q 모집단(Q population) 구성
 : 지상파 채널 4개, 종합편성채널 6개의 음식프로그램을 확인.
2) Q 표본(Q sample) 선정
 ① 1차: 총 43개의 방송프로그램 중 기획의도에 따라 중복되는 컨셉

의 프로그램을 제외.
 ② 방송종사자, 요리사, 푸드스타일리스트 등 관련전문가와 상의하

여 최종 23개의 Q 표본 선정.
3) Q 카드와 Q 분류
 : 분포표를 구성하고 이와 함께 사용될 Q카드를 제작.

2단계 : P 표본의 선정
1) 소표본의 원칙에 의해 P 표본 선정.
2) 비 구조화된 표본 설계 방식을 적용하여 음식프로그램 시청경험이 

있는 23명의 P 표본선정

3단계 : Q 분류

1) 강제분포방식에 의해 분포표에 분류 

점수/카드수 -3/2 -2/3 -1/4 0/5 +1/4 +2/3 +3/2

                 가장 동의하지 않음                가장 동의

2) 극단에 위치한 긍,부정 각 2개의 진술문에 대해 인터뷰작성.

4단계 : 자료처리  결과해석

1) 수집된 자료를 점수화
2) 데이터 입력 후 Quanl 프로그램을 통한 요인분석

5단계 : 결론  논의

1) 유형별 요약과 유형별 선호유형 분석  
2) 유형별 기획 컨셉 제시

표 1. 연구의 흐름

3. Q 표본과 P 표본

본 연구는 비구조화 표본설계 방식을 이용해 Q 표본

과 P 표본을 선정하 다. Q 모집단은 2017년 1월 1일 

- 2017년 7월 31일을 기 으로 방 이거나 종 된 4

개의 지상  채 과 6개의 종합편성채 의 음식 로그

램을 확인하여 Q 모집단을 구성하 다. 그 결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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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유형 (N=12) 

번호 이름 시청인원 선호장르
인자
가 치

1 김** 가족 예능 .7694

2 김** 혼자 예능 1.2223

4 고** 혼자 예능 .5042

7 윤** 혼자 예능 1.8928

9 김** 혼자 예능 .5478

표 4. 표본의 구성과 인자가중치

43개의 음식 로그램을 찾았다. 각각의 모집단들은 장

르의 형식에 따라서 먹방-쿡방, 통요리-퓨 요리-버

라이어티, 투어-탐방 등 다양하게 구성되고 있었는데, 

Q 모집단 구성을 해서 비 구조화 방식에 의한 Q 표

본을 선정하 다. Q 표본은 10개의 방송사 홈페이지에

서 제공하고 있는 기획의도를 토 로 동질 되는 성향의 

로그램을 군집화 하여 표성이 나타날 수 있는 상

들을 심으로 구성하 다1. 

P 표본은 소표본 원리를 바탕으로 음식 TV 로그램

을 시청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23명을 선정하 고 비구

조화 표본설계방식을 통해 P 표본을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2. 

4. Q 분류

Q 소 은 개인 내에서 요성의 차이를 확인하는 과

정으로 찬성과 반 에 의미가 없는 과정이다[23]. 응답

자에게 연구에 한 체 인 설명 후에 Q 표본을 호

감, 립, 비호감 의 집단으로 나 고, 분포표에 맞게 분

류 작업을 진행했다. 추가의 의견을 수집하기 해 인

터뷰와 별도의 설문지를 통해 소 을 완료하 다. 1

-7 의 수를 부여해 코딩을 과정을 마쳤으며 이후 Q

요인분석 작업을 진행하 다3.

1 Q 모집단은 Q 방법론에서 사용되는 진술문들의 총합으로 하나의 문

화에서의 통용되는 의견의 집합체이다. 개인의 주 성을 확인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Q 모집단이 될 수 있다[24]. Q 모집단을 통

해 선정된 Q 표본은 Q 모집단 안에서 표성을 띄는 진술문을 추출

한 것이며, 이것은 이후 Q 소 을 진행할 때 사용 된다. 표본설계 방

식에는 구조화와 비구조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 구조화 표본의 경

우 피셔의 구조화 표본설계방식으로 표본을 군집화하게 되며, 비구

조화 표본의 경우 일정한 기 이 없이 표본을 선정하게 된다[25].

2 P 모집단에서 선정된 집단인 P 표본은 실제로 Q 분류를 행하는 응답

자들을 의미하며 Q 소터 라고도 일컫는다[26]. P 표본은 많은 표본의 

수를 요하지 않는데 이는 소표본 원칙 이론을 따르기 때문이다. Q 방

법론은 한 개인 내부에서의 차이를 확인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은 

표본으로도 연구가 가능한 것이다[27]. P 표본은 스키마타

(Schemata) 기법이 유용하게 사용된다. 스키마타(Schemata)란 톰슨

(Thompson,1996)이 제시한 방법  하나로 서로가 상이한 인식을 지

닌 사람들을 연구 상으로 삼을 때 유용한 기법이다[28]. 

3 Q 분류는 표본이 선정된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으로 Q 소 이라고도 

한다. Q 분류는 선정된 P 표본이 Q 표본을 자아지시  방법으로 스

스로 이동시켜 진술문을 분류하도록 한다. 개인의 주  사고를 일

정한 모양의 분포표 에 배열하면서 Q 소 이 진행되는 것이다.

Ⅳ. 결과해석

1. 결과분석

음식 로그램에 한 시청자의 인지유형을 분석한 

결과 아이겐 값 1.0 이상을 기 으로 총 3개의 유형을 

발견하 다. 이 유형들은 각각 서로 다른 고유의 특성

을 지니고 있었으며 각각의 아이겐 값은 4.8514, 2.9344, 

1.9775, 총 변량은 0.4245로 42%의 설명력을 지니고 있

는 것을 확인하 다.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아이겐값 4.8514 2.9344 1.9775

변량 .2109 .1276 .0860

총 변량 .2109 .3385 .4245

표 2. 아이겐값, 변량, 총 변량

상 계 계수는 유형간의 유사성을 나타내는 계수

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제1유형과 제3유형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제1유형과 제2유형이 가장 낮은 값을 보이

고 있다.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제1유형 1.000

제2유형 .003 1.000

제3유형 .168 .075 1.000

표 3. 상관관계 계수 

유사한 인지성향을 지니고 있는 3개의 유형의 P 표본

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으며 인자가 치는 각각의 유

형을 표 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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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송** 혼자 예능 .9251

11 최** 혼자 예능 1.1375

12 이** 혼자 예능 .7792

13 주** 혼자 예능 1.5431

17 이** 무관 예능 .8536

18 금** 혼자 예능 .9022

19 윤** 혼자, 가족 교양 .4457

제2유형 (N=6)

번호 이름 시청인원 선호장르
인자
가 치

8 이** 혼자 교양 .6423

14 이** 혼자 교양 .7493

15 강** 혼자 교양 1.3861

21 이** 무관 교양 1.3064

22 이** 혼자 교양 1.1568

23 김** 혼자 교양 1.3369

제3유형 (N=5)

번호 이름 시청인원 선호장르
인자
가 치

3 김** 혼자 예능 1.0326

5 김** 가족들과 예능 .6604

6 금** 혼자 예능 1.6656

16 김** 혼자 교양 .6236

20 김** 무관 예능 .2207

2. 유형 해석

2.1 제1유형: 능동적 실용정보 습득형

방송 로그램은 시청자(수용자)들의 상황을 반 하

고, 그들을 통해 의미가 부여된다. 제1유형은 실에 처

한 상황과의 상 계를 요하게 생각하며 실용성에 

주안 을 두고 있다. 음식콘텐츠 스토리에 해서는 능

동 인 태도로서 선택 행 를 표출하고 있다. 즉, TV시

청을 통해 리만족하고 있으며, 재미와 공감 를 형성

하는 포맷이 주를 이루는 로그램 구성을 선호하고 있

다. 최용 ·임성원(2005)에 따르면 미디어는 다양한 수

용자에 의해 서로 다른 의미로 다가간다[11]. 제1유형은 

기획된 로그램의 소재  본인의 상황에 의미를 두고 

히 이용할 수 있는 실용  정보에 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 지친 실에서는 느끼기 어려운 즐

거움이라는 감성에 주안 을 두고 있다. 

제1유형은 주로 실생활에 하기 쉬운 음식이나 시

피를 소개하는 로그램들을 선호한다. 이를 통해 실

에서의 유용성을 요하게 생각하는 유형임을 확인 할 

수 있다. 외국인에게 한식을 소개하거나(#16, z-score 

1.61) 맛집(#15, z-score 1.09), 시피를 소개(#13, 

z-score 1.84; #17 z-score 1.09; #11, z-score 1.71)하는 

로그램들에게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으며 가볍고 

편하게 시청 할 수 있는 오락의 요소가 가미된 로그

램들을 선호하고 있다.

혼밥하는 사람이나 요리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쉽고 간편하게 음식을 알려주어 매우 실용 일 뿐더러  

유머도 있어 한 번쯤 따라 해 볼 가치가 있어 즐겨본다. 

(NO.2)  

이들은 지친일상에서 가볍게 실행 할 수 있는 음식

로그램을 선호하기 때문에 공감  형성이 어렵거나 일

상에서 용하기 힘든 로그램에 해선 부정 인 시

각을 지닌다(#21, z-score -1.06). 평소 멀리했던 것들을 

소재로 하는 로그램이나 인지를 하며 시청해야 하는 

로그램들에 해 시청을 거부하는 것이다(#4, 

z-score -1.01; #8 z-score -1.06; #3 z-score -1.72). 각

각의 기획 의도는 의미가 있으나 시청자들은 이와 공감

하지 못하고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내가 평소 좋아하지 않는 소재라서 더 재미가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하면서 보지 않으면 흐름이 깨진

다. 휴식을 해 보는 것인데 공부하는 것 같은 압박감

을 다. (NO.11)  

사회는 새로움이란 찾아볼 수 없는 지루한 일상

들의 연속이기도 하며, 하루하루 스트 스 속에서 살아

가고 있다. 다수의 사람들은 먹는 재미로 스트 스를 

해소하기 해 음식 로그램을 시청하며 따라 해보고 

먹어보길 원한다. 제1유형 한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수많은 방송 로그램들  그들의 욕구를 충족

시켜  수 있는 로그램을 선택하여 시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지친생활속의 즐거움과 휴식을 해 

음식 로그램을 선택하여 시청하는 것이다. 이들에게 

음식 로그램이란 간단하고 쉽게 할 수 있는 시피 

정보를 통해 먹는 즐거움을 리고, 재미의 요소로 마

음의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도와주는 하나의 도구인 셈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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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로그램명 표 수
13 집밥백선생3 1.84

11 냉장고를 부탁해 1.71

16 윤식당 1.61

17 편의점을 털어라 1.09

15 수요미식회 1.09

4 대식가들          -1.01

21 딜리셔스데이 로맨스 -1.06

8 미스터리 식당 Q -1.06

3 서가식당 -1.72

표 5. 제1유형에서 z-score ±1이상의 수치를 보인 프로그램

2.2 제2유형: 문화적 교양지식 추구형

방송 로그램은 시청자(수용자)들에게 사회-문화  

활동에 향을 끼치는 력이 있다. 제2유형은 생활 

속 지식과 정보를 방송 로그램을 통해 얻고, 개인의 

가치 과 캐릭터를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신변잡기식

의 토크보다는 시피와 솔루션 심의 도 있는 스토

리를 심으로 로그램을 선택한다. 즉, 요리시연과 건

강지식의 정보를 얻고자 하기 때문에, 음식에 한 깊

이 있는 이야기가 포맷으로 된 로그램 구성을 선호하

고 있는 것이다. 박 순(2006)에 따르면 미디어는 시

의 흐름을 주도하고 수용자의 인식에 향을 미친다고 

하 다[16]. 이처럼 제2유형은 방송 로그램을 통해 형

성된 음식에 해 올바르고 건강한 인식이 사회  문화

으로 정 인 효과를 미치길 기 하는 것이다.

제2유형은 음식에 한 문화와 역사를 알아보고 간

으로 느껴볼 수 있는 로그램에 해 심을 표하고 

있다. 이들은 요리가 심이 되면서 음식의 본질을 담

아 낼 수 있는 로그램들은 선호하고 있으며 문성 

있는 로그램을 선택하여 시청하는 경향을 보인다(#2, 

z-score 2.07; #15, z-score 1.43). 음식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는 새로운 정보 한 호감을 가지고 시청 하는 편

이다(#1, z-score 1.55). 이들은 주로 음식의 역사와 음

식과 인간이 공존하는 삶과 련된 소재의 로그램을 

선호하고 있다.

각종 인스턴트와 혼밥, 외식문화에 들어 있는 도시

인들에게 음식의 유래나 향토 음식을 소개하고 그 안에 

담긴 휴머니즘까지 느낄 수 있어 힐링이 된다. (NO.21)

이 게 깊이 있는 정보를 요하게 여기는 제2유형의 

응답자들은 음식을 그  재미의 요소로 표 하는 로

그램들에 해 부정  시각을 지니고 있다. 음식과 그

것의 기본인 건강함이라는 본질을 흐리거나(#17, 

z-score -1.87) 단지 먹는 모습을 보여주기 한 방송들

에 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14, z-score -1.12; 

#18, z-score -1.17; #21 z-score -1.75) 이러한 로그

램들은 부 한 내용으로 시청자들의 인식에 향을 

 것이라고 단하기 때문이다.

요리 로그램 보다는 연 인이나 식당홍보를 한  

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는데 이러한 본

질을 흐리는 로그램들은 심을 가지고 보지 않는다. 

(NO.22)

다수의 로그램에서는 요리연구가, 작가, 역사 문

가 등 일반인 문가가 출연해 해당 문분야의 소견을 

사실 으로 제시하면서 인기를 리고 있다. 제2유형 

한 이러한 왜곡되지 않는 정보를 공유하고자 한다. 

사회 , 경제  여건으로 건강하지 못한 식생활을 반복

하고 있는 인들에게 이러한 정보제공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재미와 이슈화를 해 부

정  요소들을 더 많이 노출하고 부추기거나 본질과는 

다른 오락성만을 강조하는 몇몇 로그램들에 해 아

쉬움을 표하고 있다. 로그램이 가지는 력이 사회

의 트 드를 주도하면서 식생활 건강 이라는 이슈가 

정 으로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

를 바탕으로 제2유형의 응답자들은 교양정보의 방송

로그램을 선호하고 있으며 음식 로그램을 통해 인간

에게 이로운 음식정보를 추구하고 이를 통해 건강한 

삶, 의미 있는 삶을 지향하고자 하는 것이다.

번호 로그램명 표 수
2 한국인의 밥상 2.07

1 요리인류-도시의맛 1.55

15 수요미식회 1.43

14 인생술집 -1.12

18 맛있는 토요일 밥 한번 먹자 -1.17

21 딜리셔스데이 로맨스 -1.75

17 편의점을 털어라 -1.87

표 6. 제2유형에서 z-score ±1이상의 수치를 보인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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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3유형: 동질적 생활밀착 투영형

방송 로그램은 시청자(수용자)와 비 면으로 커뮤

니 이션하면서, 서로 상징  상호작용을 한다. 제3유

형 한 방송 로그램의 콘텐츠를 믿고 신뢰하면서, 방

송과 호흡하고 소통하는 이종(異種)간의 사랑을 추구한

다. 그래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어울리고, 함께 공

감 를 구성할 수 있는 퓨  환경을 구축하기를 좋아한

다. 음식콘텐츠 스토리에 해 수동 이지만 립 인 

태도로 로그램 선택을 하고 있다. 즉, 실제로 혹은 가

상으로 참여하고 소통을 하는 등, 스토리텔링이 포맷으

로 된 로그램 구성을 선호하고 있는 것이다. 정형기

(2016)에 따르면 기획 의도는 로그램의 방향성에 큰 

향을 미친다[19]. 동질감과 성을 담은 제2유형의 

선호 로그램은 음식이라는 소재를 우리, 함께 라는 

키워드의 기획의도로 풀어나가면서 시청자들에게 공감

을 이끌어 내고 있는 것이다.

이 유형은 방송 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감성을 느끼

고자 하는 유형이다. 주로 출연진들과의 상호교감과 진

솔하고 인간 인 화에 함께 하기를 원하며 실에서

는 느끼기 힘든 일상에서의 소소한 즐거움을 라운

을 통해 경험하고 느끼고자 한다(#14, z-score 1.53; #10, 

z-score 1.22). 한 여유로운 삶에 한 동경을 가지고 

있는 이 유형은 음식 로그램을 통해 리만족을 느끼

고자 하는 경향을 보인다.(#16, z-score 2.32).

시청자들의 집을 방문하여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는 에서 근사하거나 자극 이

지 않지만 오히려 인간 인 요소들을 통해 편안하게 시

청할 수 있어서 좋다.(No.5)   

이 게 공감 를 형성하면서 소소한 즐거움을 선호

하는 제3유형은 시청을 하는 동안 편안함을 주는 로

그램을 원한다. 무언가를 인지하면서 시청해야 하는 방

송들에는 거리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주로 다양한 주

제의 일방 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로그램을 꺼

려한다(#13, z-score -1.11, #20, z-score -1.72; #5, 

z-score -2.01).   

음식을 일부 사람들의 기호로 승패를 나 는 것이 옳

지 않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경쟁구도는 시청하는데 불

편함을 주고 더 꺼려지게 된다.(No.6)    

방송 로그램은 그 시 의 사회상을 반 한다. 치열

하고 각박한 실의 연속에서 인들은 타인과 화

하거나 계하기를 꺼려하는 태기에 빠져있고 시청

자들은 방송을 통해 마음의 로를 받고자 한다. 제3유

형 한 이러한 실 속에서 시공간의 제약이 없이 자

신이 원할 때 부담 없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방송 로

그램들을 선호하고 있다. 즉, 자신의 삭막한 마음을 치

유 할 수 있는 방송 로그램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한 타인과 소통하고자 하는 욕구를 음식 로그램을 통

해 어느 정도 해소하고자한다. 이들은 음식 로그램의 

스토리텔링과 출연진들의 인간 인 화를 시청함으로

써 이들과 상호작용하고 잔잔한 재미를 느끼는 것이다.

번호 로그램명 표 수
16 윤식당 2.32

14 인생술집 1.53

10 한끼줍쇼 1.22

13 집밥 백선생3 -1.11

20 먹거리 X파일 -1.72

5 백종원의 푸드트럭 -2.01

표 7. 제3유형에서 z-score ±1이상의 수치를 보인 프로그램

Ⅴ. 결론 및 논의

1. 유형별 요약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획의도에 따른 음식 로그

램에 한 인식유형은 총 3가지가 발견되었다. 발견된 

3가지의 인식유형은 각각의 독특한 성향을 띄고 있음

을 확인하 고 각각 능동  실용정보 습득형, 문화  

교양지식 추구형, 동질  생활 착 투 형으로 명명하

다.

제1유형은 능동  실용정보 습득형으로 실용성과 오

락성을 띄는 음식 로그램을 통해 편안한 즐거움을 느

끼고자 한다. 이들은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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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인기 있는 출연진과 재미있고 

간단한 시피를 함으로써 보는 즐거움과 먹는 즐거

움을 리면서 안식을 취하는 것이다. 제2유형은 문화

 교양지식 추구형으로 음식에 깃든 역사정보나 건강 

정보 등의 본질  요소들을 탐구하고자 하는 유형이다. 

가벼운 내용으로 사회에 부정 인 향을 끼치는 것을 

우려하며, 진 하고 문 인 정보를 통해 올바른 식습

과 정보를 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인다. 제3유형은 동

질  생활 착 투 형으로 음식 로그램을 시청하면서 

공감 를 형성하고자 한다. 로그램이 제공하는 다양

한 스토리텔링과 상호작용을 통해 만족감을 느끼는 것

이다. 이들은 안정 이고 편안한 내용을 즐겨 시청하는 

유형으로 다양한 계층과 함께 소통하고자 한다.

2. 분석 및 컨셉 디자인 제언

본 연구는 로그램의 기획의도를 거하여 음식TV

로그램의 시청자들의 인지유형을 알아보았다. 기존

에 진행되었던 행태 주의  연구들과는 차별성이 있는 

시청자들의 주  인지유형을 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한 차후에 연구될 음식TV 로그램의 기획의

도와 련한 연구에 기 자료가 될 것이며 음식TV방

송 로그램 제작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연구결과에서는 로그램 기획의도와 선호유형에 따

른 각각의 유형별 특징과 성향을 살펴보았다. 이와 같

은 결과를 바탕으로 z-score ±1을 기 하여 로그램

을 분류하 다. 한 해당 로그램의 기획의도 내 핵심

키워드를 토 로 분석하여 컨셉 디자인을 제언하 다. 

제1유형은 실용성 있는 시피와 로그램이 제공하

는 오락성을 통해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 유형으로 주로 

인기 있는 종편방송국에서 제작하는 로그램을 선호

한다. 이들은 이목을 끌만한 재미있고 인기 있는 연

인들이 출연하는 로그램에 호감을 표하고 있는 것이

다. 이와 더불어 음식이나 쉽게 따라 할 수 있을 만한 

시피에 한 정보에도 심을 보이고 있는데 음식이

라는 소재를 통해 다양한 즐거움을 느끼면서 휴식을 취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유형의 호감을 이끌기 해선 앞

서 언 한 재미와 실용성 두 가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일상에서 용 가능한 기발하거나 실

용 인 아이디어 제공하거나 다양한 계층의 시청자들

이 공감할 수 있는 소재로 성을 높여야할 필요성이 

있다. 한 트 드나 유행을 악하고 목시켜 호기심, 

호감도 상승시키는 방법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제1유형: 능동  실용정보 습득형

로그램명 키워드 분석

13.집밥백선생3 레시피

1. 인기 있는 배우나 MC가 출
연, 호기심과 호감도를 높임.
3. 인기 있는 종편방송국 제작.
2. 음식, 레시피에 대한 정보를 
제공.

11.냉장고를 부탁해 레시피

16.윤식당 한식당

17.편의점을 털어라 음식소개

15.수요미식회 
미식 
가이드

4.대식가들   역사,문화 1. 다양한 기획의도가 있으나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함.
(공감대 형성 힘듦)
2. 공영, 지역방송국 제작.
3. 음식을 매개로 독특하고 뚜
렷한 소재 노출.

21.딜리셔스데이 로맨스 연애기술

8.미스터리 식당 Q 과학

3.서가식당 책

컨셉 디자인
1. 일상에서 적용 가능한 기발하거나 실용적인 아이디어 제공.
2. 대부분의 계층의 시청자가 공감할 수 있는 대중화된 소재.
3. 트랜드, 유행을 파악하고 접목시켜 호기심, 호감도 상승.

표 8. 제1유형 프로그램 분석

제2유형: 문화  교양지식 추구형

로그램명 키워드 분석

2.한국인의 밥상 역사
1. 일반전문가가 포함되어 출연
하여 전문적인 정보전달. (지역
의 토종 음식연구가, PD, 요리
연구가)
2. 음식에 깃든 역사 정보를 제
공. 

1.요리인류-도시의맛 역사

15.수요미식회 역사

14.인생술집 혼술
1. 건강과는 연계성이 없는 포
맷.
2.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 먹기 
위한 방송.

18.맛있는 토요일 밥 한
번 먹자

맛집

21.딜리셔스데이 로맨스 맛집

17.편의점을 털어라 편의점

컨셉 디자인
1. 다양한 분야의 정보와 접목시킨 전문적 지식 제공.
2. 이후 발생될 상황들에 대한 책임감 있는 프로그램 제작.
3. 음식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분위기의 포맷.

표 9. 제2유형 프로그램 분석

제2유형은 음식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정보들을 음식

로그램들을 통해 문 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이러

한 성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유형의 응답자들은 

건강과는 상반된 소재의 로그램들을 기피하는 모습

을 보인다. 주로 역사정보나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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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에 심을 보이고 있으며 인기 연 인 보다는 해당 

분야의 문가나 연구가가 출연하는 로그램을 선호

한다. 고로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목시킨 문  지

식이나 음식을 진 히 알아 볼 수 있는 포맷이 개발될 

필요성이 요구된다.

제3유형은 음식 로그램의 스토리텔링과 함께 나  

수 있는 공감  형성에 만족감을 느끼는 유형이다. 이

들은 로그램속의 출연진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심리

 안정과 휴식을 느끼고자 하는데 주로 다양한 계층이 

어울리는 로그램을 즐겨 시청하고 있으며 일방 이

고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로그램에는 부정 인 의

견을 보이기도 한다. 즉, 이들에게는 자극 이지 않고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는 소재를 개발하는 것이 건인 

것이다. 한 시청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공감 를 형

성 할 수 있을 만한 포맷이 개발되어야 한다.

제3유형: 동질  생활 착 투 형

로그램명 키워드 분석

16.윤식당 함께 1. 다양한 계층이 출연.
2. ‘함께’,‘우리’를 강조하
며 어울림에 목적을 둠(시청자, 
국민, 인종, 나이).

14.인생술집 함께

10.한끼줍쇼 국민

13.집밥 백선생3 레시피
1. 특정 정보제공에 목적을 둠
(레시피, 컨설팅, 먹거리 비판).

20.먹거리X파일 비판

5.백종원의 푸드트럭 창업비결

컨셉 디자인
1. 억지스럽지 않고 자극적이지 않는 편안함 제공.
2. 욜로,휘게 등의 여유로움과 관련한 트랜드를 반영.
3. 시청자와 더 밀접하게 참여 할 수 있는 포맷 개발.
4. 여행과 같은 일상에서의 색다른 경험을 제공. 

표 10. 제3유형 프로그램 분석

3. 연구의 한계점

본 논문은 음식을 소재로 하는 방송 로그램과 해당 

로그램의 기획의도에 한 시청자들의 선호도와 인

식유형을 확인하 고 그에 따른 시사 을 제공한다는 

것에 연구의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몇 가지의 한계

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며 후속연구를 기 하는 바이다. 

첫째, Q 모집단 선정과정에서 지정범 를 정하 고 이

로 인해 국내에서 방 되는 모든 음식방송 로그램을 

포함하지 못했다는 이다. 둘째, 주  연구방법론인 

Q 방법론을 보완하기 한 실증  방법의 연구가 필요

하다는 이다. 차후 이를 보완 할 수 있는 후속연구가 

진행된다면 더욱 가치 있는 기 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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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Q 표본 

1. 요리인류  
- 도시의 맛

2. 한국인의 밥상 3. 서가식당

전 세계 음식에 담겨
있는 역사적 의미에
서부터 현재의 사회 
문화적 특징까지. 인
류 식문화의 트렌드
와 전 지구적 이슈, 
그리고 도시와 인간
에 관한 인류학적 정
보를 해석하고 설명
한다.

지역별 대표음식들
의 숨겨진 역사와 이
야기, 음식문화를 푸
드멘터리롤 꾸며낸
다. 옛 방식을 이어
오는 사람들의 이야
기와 레서피속의 과
학성을 찾아낸다.

책속에 등장하는 음
식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책 한권 뚝딱 
먹게 되는<서가식
당>!책속의 요리들
을 함께 맛본다.

방송사 :  KBS1 방송사 :  KBS1 방송사 :  KBS1

출연자 :  이욱정
출연자 : 매회 변경 

(지역민 출연)

출연자:강승화,권해
효,박찬일,한은정,김

태훈,김소봉

4. 대식가들
5. 백종원의 
푸드트럭

6. 꾸러기 식사교실

식재료를 역사와 문
화가 깃든 삶의 재료
로 바라본다.
요리에 관련된 실용
적 정보부터 역사, 
문화적 이야기까지 
재미있는 이야기와 
맛으로 푸는 식재료 
탐험.

요식업계 창업의 신'
이라 불리는 백종원
이 푸드트럭들을 통
해 창업과 장사의 비
결을 소개.

아이들의 건강한 밥
상을 위한 어린이 요
리 솔루션 프로그램.

방송사 :  KBS1 방송사 :  SBS 방송사 :  MBC

출연자 :  박은영, 
이욱정

출연자 :  백종원, 
김성주

출연자 : 매회  변경

7. 슈퍼 푸드의 비밀 
천년만년

8. 미스터리 식당 Q 9. 최고의 요리비결

현대인들을 위협하
는 각종 성인병!
각종 가공식품이 불
러온수많은질병들!
무병장수의 꿈을 이
루게 해 줄 비밀을 
공개한다.

음식과 그 속에 숨
어진 과학 속 비밀
을 알아가는 프로그
램. 모든 것이 미스
터리한 미스터리 식
당Q와 미스터리를 
풀어나가 보자!

요리의 대가가 출연
하여 평소에 즐겨먹
는 장, 찌개, 김치등 
기본음식의 제조 비
법을 체계적으로 알
려준다.

방송사: TV조선 방송사: EBS 방송사: EBS

출연자 :  허수경
출연자 :  

미스터LEE쉐프, 
큐리, 알공이

출연자 : 이특

10. 한끼줍쇼 11. 냉장고를 부탁해 12. 잘먹겠습니다

‘혼밥’이 트렌드
가 되고 있는 요
즘… 평범한 가정, 
국민들의 저녁 속으
로 들어가 저녁 한 
끼 나누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엿본다.

처치곤란 천덕꾸러
기 냉장고 재료가 
최고의 셰프를 만나
신분상승된다.냉장
고 주인의 고민해결
맞춤 레시피와 셰프
군단의 15분 요리대
결! 

특별한 맛집 메뉴와 
인생스토리가 먹음
직스럽게 버무려진 
세상에 하나뿐인 푸
드 토크쇼.

방송사: JTBC 방송사: JTBC 방송사: JTBC

출연자 :  강호동, 
이경규

출연자 :  김성주, 
안정환

출연자 :  조세호, 
양세형, 문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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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집밥백선생3 14. 인생술집 15. 수요미식회

어려워진 경제,식비
부담이 더욱 커진 요
즘 백선생만의 생활 
초밀착 생계형레시
피를 공개한다. 

왠지 그냥 한잔 마시
고 싶은날!
가장 핫한 이들의 가
장 인간적인 술자리,
집에서 혼술하며 보
면 왠지 이들과 함께 
마시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든다. 

화려한 입담만으로
침샘을 자극하는 적
나라한 미식가이드. 
맛은 물론, 이름난식
당에 숨어있는 음식
의 역사, 유래, 그리
고 비하인드스토리
까지!

방송사: TVN 방송사: TVN 방송사: TVN

출연자:백종원,윤두
준,이규한,양세형,남

상미

출연자:신동엽,김준
현,김희철,유라,

김루트

출연자:신동엽,전현
무,이현우,홍신애,황

교익

16. 윤식당 17. 편의점을 털어라
18. 맛있는 토요일 

밥 한번 먹자

지친 몸과 마음이 쉬
어가기위해 발리에
서 한식당을 오픈한
다.다양함속에 어우
러져 함께 살아보는 
따뜻한 이야기가 있
는곳 윤식당.

간단하면서도 맛있
게 먹을 수 있는
새롭고기발한‘편의
점을 털어만든 음
식’을 소개한다.

외식 전성시대, 외식
은 필수지만 어디에 
가서 뭘 먹을지 결정 
장애에 빠진 사람들
에게 제대로된 맛집
을 소개한다.

방송사: TVN 방송사: TVN 방송사: 채널A

출연자 :  윤여정, 
신구, 이서진, 

정유미

출연자 :  이수근, 
윤두준

출연자 :  김재우, 
김일중, 신동, 

홍윤화

19. 유쾌한 삼촌 
-착한농부를 찾아서

20. 먹거리x파일
21. 딜리셔스데이 

로맨스

농촌,어촌,산촌으로 
착한농부들을 만나
기위해 셰프가나섰
다! 좋은재료를 키워
내는 착한농부와 최
고의 요리를 만드는 
요리사의 만남이 시
작된다.

소비자가 잘 모르고
있던 '먹거리'에 대한 
숨겨진 진실과 이면
을 이야기한다.'먹거
리'의생산, 유통, 소
비와 관련된 문화를 
비판하고 그 대안을 
모색한다.

맛있는 음식도 먹고 
성공하는 연애의 기
술도 알아보는 시간. 
당신의 성공적인 연
애를 책임질 특급 맛
집 정보를 공개한다. 

방송사: 채널A 방송사: 채널A 방송사: OBS

출연자 :  이연복, 
강레오

출연자 : 김진
출연자 :  데니안, 

박은지

22. 오! 이맛이야 23. 이맛이야

수도권지역의 맛집을 
소개. 세밀한 취재를 
통해 맛집만을 찾아 
소개한다.

제철산지 최고의 음
식을 찾아 그 속에 숨
어있는 맛의 비밀을 
밝혀낸다. 음식 본연
의 맛, 식재료의 원천
을 찾아 떠난다.

방송사: OBS 방송사: MBN

출연자 : 매회 
변경(지역 

식당경영자, 주민)

출연자 :  신현준, 
이수근, 권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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