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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남도지역주민 내 학생을 상으로 남도음식에 한 인식을 기술분석을 통해 고찰하고, 인식과 계의질 간의

계를 악하 다. 나타난 기술분석과 실증분석을 통해 지역 통음식에 한 이해와 한식으로서 지역 통음식이 자원

으로서 음식 을 활성화를 하는데 기 자료로 제공하고자 하 다. 선행연구결과에 하여 직간 으로 지지하고 있

다. 따라서 지역음식의 특성을 알고 있음으로 표 할 수 있는 인지는 지역음식에 한 지속 계 유지 등으로 표 이

됨으로 계의 질로서 표 되는 신뢰, 몰입, 만족은 지속 계, 유지, 심으로 표 할 수 있다. 지역음식으로 음식 을

성장 발 을 유도하기 해선 지역 음식에 한 의미와 스토리텔링이 부여가 된다면 지역 통음식의 이미지 구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 통 음식에 하여 인식이 호의 이거나 비호의 인 태도로서 련된 반응으로 악한다면 이후

지역음식에 한 극 인 심, 자부심 등 지역민으로서 지역음식에 하여 의미와 지속 인 심과 식음료행동에 련이

있을 것은 물론 지역 통음식이 자원으로 성장, 발 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단된다.

주제어 : 융․복합, 상품, 음식 , 인식, 행동의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ption, perception, and relationship 

quality through technical analysis of perception of southern food among college students of Namdo area. Through 

the analysis and empirical analysis, we tried to provide an understanding of local traditional foods and provide them 

as a basic data for local traditional food as a tourism resource. It directly or indirectly supports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It directly or indirectly supports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Therefore, the perception that can 

be expressed by know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local food is expressed by the continuous relationship and 

maintenance of the local food, so that the trust, the commitment, and the satisfaction expressed as the quality of 

the relationship can be expressed as the continuing relationship, maintenance and interest .If the meaning of local 

food and storytelling are given in order to induce growth and development of food tourism as a local food, it will 

be very helpful for building image of local traditional food. If local food is perceived as a favorable or unattractive 

attitude, it will be related to meaning and continuous interest and food and beverage behavior as local people such 

as active interest and pride in local food, It is believed that food will play a big role in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tourism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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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한국가의 지역특성 문화를 반 하는 것은여러 가

지가 있으나 그 음식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음식이

특정한 지역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국가나 특

정지역에서 활용되어 그 하나가 음식을 통한 것이

에 좋은 자원이 되고 있다.

음식 에 있어 핵심요소인 음식을 지역음식과 련

해서 지역을 표하는 음식으로 규정할 것인지 혹은 지

역에서 부터 내려오는 통음식인 한식으로규정 할

것인지에 한 문제는 어렵다. 공통 으로 나타나는 것

은 우리의 고유한 문화와 함께 발 해온 음식으로 자연

식에 가까운 음식이 많은 국가에서 심을 보이고 있다

[1].

음식 과 련한 연구는 직간 으로 진행되지는

않았으나 부분 한식이나 통음식에 한선택과 련

한 연구에 집 되어 있다. 련한 연구의 내용들은 부

분 Well-Being, LOHAS, Wellness등 한식이 우수하다는

과 기능성 음식으로 소비성향에 련된 연구가 집

되어 있다.

통음식은 문화자산 문화로 인식하고 음식에

한 소비자들은 슬로우푸드, 건강식, 자연식 등에 한

심 선호하며 이는특정국가나지역의문제가아닌 세

계 인 추세다[2,3].

따라서 음식이 활동의 한 부분으로 차지하면서

음식을 목 으로 하는 상품 개발이 세계 으로

증가하고 있다. 외식산업이 발달한 랑스 이태리에

서는 객을 끌어들이는 요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이태리식, 태국식, 일식, 랑스식, 식 등이 세계 으로

알려졌거나 즐기는 음식들이다. 그러나 우리의 음식은

국가 차원의 품질 리가 필요하며 물류 공 시

피 표 화를 비롯한 각 지역별로 특색이 있는 음식이 시

스템 품질 리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서비스품질에

한 이해도가 낮은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민의 입장에서 지역 통음식에

한 고찰한 연구는 미비하다. 그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

각하는지를 악하는 것이 지역 통음식을 상품화 략

을 수립하는데 요하다. 그러나 우리의 것을 이해를 하

지 못한 채 상품개발을 한다면 많은 장애물에 부딪칠 수

있다. 더욱이 남도지역 주민 에 지역 학교의 공

학생은 지역 통음식에 한 얼마나 알고있고 지역특성

음식에는 어떻게 있는지를 악하는 것은 많은 의미를

제시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남도지역주민 학생을

상으로 한 남도음식에 한 인식의 기술분석을 통한

악과 인식과 계의질 간의 계를 악하여 재의

문제 악 시사 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 나타난

기술분석과 실증분석을 통해 지역 통음식에 한 이해

와 한식으로서 지역 통음식이 자원으로서 음식

을 활성화를 하는데 기 자료로 제공하고 고찰하고

자 한다.

2. 론적 배경

2.1 식  개념 및 

음식 은 음식을 통해 즐거움을 찾는 것이며, 독특

한 음식 이벤트, 요리학교, 식료품 스토랑과 와이

리등을 모두 포함한 범 한 것이며, 문화 의 일

부로 고 스토랑이 아니라도 방문지역에서의 독특하

고 기억할만한 식도락 경험을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음식 은 특별 분야 의 일종으로서 음식의 주요 생

산자를 방문하고 음식축제에 참여하며 스토랑이나 특

정한 장소에서 음식을 시식하거나 특산물 생산지역의 특

성을 체험해 보는 것이 여행의 동기를 자극하는 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이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음식

은 특수목 의 한 형태로 여행자가 목 지를 단순히

방문하는것에서그치는 것이 아니라 목 지를 경험하고,

배우며, 참여하는 것으로 발 하고 있으며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 어디에서 그것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한

목 지에서의 사회․문화 경험을 추구하며 극 참

여 형태를 보이는 것이 특수목 이다[4].

2.2 식

인식은 상에 한 객의 심 정도를 나타내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각각 객의 개성과 특징에따라

서 심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구매의사 선택속성

에 향을 미친다. 제품의 특성이나 성격은 고객들이 각

각의 상품을 선택하는데 향을 미치며 제품의 가치나

가격측면에서 만족하더라도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

고, 반면에 그 지 않는 객들은 랜드 평가가 아니

라 제품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나 가치에 의하여 제품을

선택한다[1]. 따라서 인식을 본질과 의의를 바르게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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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별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상의 이념, 본질 등

이라고 단할 수 있다[5].

2.3 계  질

계의 질은 제품 는 서비스 매자와 소비자 사이

에 지속 이며 장기 인 계다[6]. 따라서 소비자의 니

즈(needs)를 반 하기 하여 가치 추가 해결책 도

출을 한 실행에 이 맞추어져 있다[7]. 계의 질은

소비자와의 계로서 신뢰, 몰입, 만족, 계의 지속성 등

으로 보면 볼수가 있다. 소비자들은새로운 서비스 제공

자를 찾아 거래하기에는 불확실성과 험이도사리고 있

기 때문에, 기존에 제공했던 서비스 제공자와의 지속

인 계유지를 시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상호간

의 믿음으로 이는 신뢰로 볼 수 있다[8]. 만족은 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생성되며, 소비자

가 제시하는 평가의 한 형태로 나타난다[7]. 몰입은 계

를 지속할 지에 한 묵시 이며, 명시 인 담보라고 한

다[9]. 한 상 방과의 계 요도가 높게 평가될 때,

그 계를 계속 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믿음이라고

한다[10]. 몰입은 계가 형성되는 단계에서 가장 늦은

시기에 형성된다고 하며, 상 으로 빠르게 형성되는

결속과는 달리, 몰입은 신뢰를 바탕으로 단계 으로 천

천히 형성되는 특징을 가진다[9]. 따라서이러한 신뢰, 만

족, 몰입의 향 계에 있어 선행연구들의 경우 만족이

신뢰와 몰입의 선행변수로 작용되었으나[11,12], 이와 반

로 신뢰가 만족과 몰입의 선행변수로 미치는 향을

규명하는 연구들이 차 확 되고 있다[13-16].

3. 연 설계

3.1 연 설계

본 연구는 융․복합 상품으로서 음식 활성화

를 한 연구로서 음식 은 방문지역에서의 독특하고

기억할만한 식도락 경험을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따

라서 본 연구는 지역의 통음식으로 남도음식에 한

인식에 해 기술분석을 실시하 으며 인식과 계의 질

의 계에 하여 Fig. 1과 같이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이

를 바탕으로 연구가설을 설정하 다.

Functional
recognition

Symbolic
recognition

trust

Commitment

Satisfaction

Fig. 1 Research model

3.2 가설설정

이정은․서경도(2017)에서 이미 밝히고 있는것 처럼

지역민이 지역 통음식에 한 인식, 계의 질간의

계를 공 학생들을 상으로 한 조사분석은 지속 인

소비자로서 상품을 생산하는 생산자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지역의 통음식에 한 인식

이 계의 질(신뢰, 몰입, 만족)에 어떠한 계있는 악

하고자 한다.

가설: 통음식의 인식은 계의 질에 유의한 향

을 미칠것이다.

하 가설1: 통음식의 기능 인식은 신뢰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하 가설2: 통음식의 기능 인식은 몰입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하 가설3: 통음식의 기능 인식은 만족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하 가설4: 통음식의 상징 인식은 신뢰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하 가설5: 통음식의 상징 인식은 몰입에 유의한

을 미칠 것이다

하 가설6: 통음식의 상징 인식은 만족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3.3 연 방법

본 연구를 한 데이터의 수집은 주 역시 라

남도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인 호텔외식조리학

을 공하는 학생을 상으로 데이터를 수집, 분석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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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 다. 연구목 을 달성하기 하여 주 역시

라남도 지역에 출신하여 거주하는 학생으로 한정하

다. 한 조사 상의 표본추출에 있어 모집단의 특성

과 추정을 가능하나, 복응답, 설문지의 응답 수거상

의 문제로 편의표본추출방식에 의해 조사를 실시하 다.

2016년 10월 1일 ~ 10월 30일까지 30일간 주 역시

라남도의 외식·조리 련 학과에 재학 인 학생들

에게사 설문 조사후 설문내용에 한 어구 문구 등

수정하 으며 학생들을 상으로 한 연구조사인만큼

련 강의시간에 교과목의 교강사 조를 구해 직 설문

조사를실시하 다. 수집된 300부 무응답이 많거나 불

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하여 250부에 하여 코

딩, 펀칭하여 최종 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 다. 실증조

사를 해 얻어진 유효표본은 SPSS 21.0을 활용하여 응

답자의 일반 인 특징과 남도음식의 표 인음식을

악하기 해 빈도분석을 실시하 으며 남도 통음식의

인식과 계의 질 간의 계를 향 계를 악하고자

했다. 따라서 인식은 기술분석을 하 으며 인식과 계

의 질은 각각의 연구개념에 하여 신뢰성검증을 해

Cronbah α계수를 활용하 으며 타당성분석을 해 탐색

요인 분석을 실시하 다. 가설검증을 하여 다 회귀

분석으로 검증하 다.

4. 실 분석

4.1 통계적특성

표본집단의 인구통계 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남자

112명(44.8%), 여자 138명(55.2%)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

었다. 조사 상자들의 학년별로 확인하면 1학년 140명

(55.0%), 2학년 55명(22.0%), 3학년 44명(17.6%), 4학년

11명(4.4%)로 나타나고 있었다.

4.2 전통 식 식에 한 기술분석

통음식에 한 응답자의 인식에 한 특성은 다음

Table 1과 같다.

Table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남도지역의 통음식에

한 인식은 유의수 내에서 항목 간에서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인식은 응답자들 간 많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단된다.

Item Mean St. Deviation

nutrition 3.96 .740

nature 3.97 .757

color 3.96 .740

flavor 3.97 .757

smell 3.95 .780

splurge 4.07 .796

recognition 4.00 .789

success 3.78 .888

amount 3.93 .861

quality 3.86 .839

tradition 3.98 .819

Total 3.82 .870

Table 1. Traditional food of descriptive analysis

4.3 식  신뢰성분석과 타당성분석

남도음식의 인식에 한 타당성과 신뢰성분석에 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남도음식 인식에 한 탐색 요

인분석을 해 Varimax 회 하 으며 인식에 한 당

11개 항목간 요인 재치가 낮거나 개념을 하게 구

하지 못하는 1개 항목을 제거하여 재차요인분석을 실시

하 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KMO =.926, Barettle 구

형성 =1759.388(df=45, p=.000)으로 탐색 요인분석을

하는데 합하다고 단할 수 있다. 인식에 한 각각의

요인에 한 요인명은 기능 인식, 상징 인식으로 명

명했다.

Item
Functional
recognition

Symbolic
recognition

common
ality

Cronba
h'
α

nature .801 .760

.914

color .830 .763

flavor .773 .738

smell .770 .754

splurge .799 .658

recognition .748 .717

.895

success .779 .671

amount .751 .682

quality .803 .736

tradition .773 .708

Eigenvalue .6.857 1.038

Distributed Rate 62.333 9.434

Cumulative dispersion 62.333 71.767

KMO=.855,Barrett's sphere formation=10355.824, df=635(p=0.000)

Table 2. Exploratory Factor & Reliability Analysis of 

Perception

4.4 계  질  신뢰성분석과 타당성분석

남도음식의 계의 질에 한 타당성과 신뢰성분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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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는 Table 3와 같다. 계의 질에 한 각각의

개념인 신뢰, 몰입, 만족의 탐색 요인분석을 해

Varimax 회 하 으며 각각의 개념은 각각 단일요인으

로 설정되었으며 각각 계의 질의 각각 요인은 단일요

인으로 신뢰, 몰입, 만족으로 명명하 다. Table3에서 보

는 것과 같이 탐색 요인분석을 평가하는 지수에

하다고 평가된다.

Factor Item Factor
common
ality

Cronbah'
α

trust

Desire, meet .846 .716

.811

Taste and
quality

.837 .701

Eating and
drinking
properly

.874 .763

Eigenvalue 2.180

Distributed Rate 72.665

Cumulative dispersion 72.665

KMO=.710, Barrett's sphere formation=251.295, df=3(p=0.000)

Commit
ment

safety .847 .718

.839belief .875 .765

certainty .887 .787

Eigenvalue 2.270

Distributed Rate 75.669

Cumulative dispersion 75.669

KMO=.720, Barrett's sphere formation=300.407, df=3(p=0.000)

Satisfact
ion

Excellent choice .860 .739

.834
joy .892 .795

Not
disappointed

.847 .718

Eigenvalue 2.252

Distributed Rate 75.063

Cumulative dispersion 75.063

KMO=.714, Barrett's sphere formation=291.706, df=3(p=0.000)

Table 3. Reliability analysis and validity analysis of 

Relationship quality

4.5 가설검

연구모형에 근거한 가설인. 통음식의 인식은 계

의질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의 가설을 설정하

으며 다 회귀분석으로 가설을 검증하 다. 가설검증결

과는 다음 Table 4와 같다. 분석결과 Table 4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가설인 통음식의 인식(기능 인식, 상징

인식)은 계의 질(신뢰, 몰입, 만족)간의 향 계에

하여 유의한 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따라서 상 가

설과 하 가설을 채택할 수 있다.

DV IV B S. E β t p

trust

Functional
recognition

.579 .066 .560 8.779 .000**

Symbolic
recognition

.232 .064 .231 3.625 .000**

R2=0.562, constant=.721 AdjR2=0.558, F=158.450, p=.000

Commitment

Functional
recognition

.579 .066 .560 8.779 .001**

Symbolic
recognition

.232 .064 .231 3.625 .000**

R2=0.562, constant=.721, AdjR2=0.558, F=158.420, p=.000

Satisfaction

Functional
recognition

.562 .061 .562 9.176 .001**

Symbolic
recognition

.247 .059 .254 4.148 .000**

R2=0.596, constant=1.543 AdjR2=0.592, F=182.018, p=.000

*p<0.05, **p<0.01

Table 4. Effect of the Perception on Relationship 

quality

5. 결론

남도지역주민 학생을 상으로 한 남도음식에

한 인식의 기술분석을 통한 인식과 계의질 간의

계를 악하 다. 따라서 나타난 기술분석과 실증분석을

통해 지역 통음식에 한 이해와 지역 통음식인 한식

이 갖는 자원으로서 음식 을 활성화를 하는데 기

자료로 제공하고 고찰하는데 그 목 이 있다.

음식 으로서 제가 되는 지역음식에 한 인식과

계의 질 간의 계에 있어서 연구가설의 근거가 되었

던 Andereck et al.(2005), Park (2010), Lee et al.(2011),

Ahn et al.(2012), Kim(2014), Yoon(2015)의 연구결과에

하여 직간 으로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음식의

특성을 알고 있음으로 표 할 수 있는 인지는 지역음식

에 한지속 계 유지등으로표 이됨으로 계

의 질로서 표 되는 신뢰, 몰입, 만족은 지속 계, 유

지, 심으로 표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음식을 음식

으로 성장 발 을 유도하기 해선 주 역시

라남도 음식에 한 인지와 스토리텔링이 부여가 된

지역 통음식의 이미지 구축에 큰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한 지역 통 음식의 인식에 하여 인식이 호의

이거나 비호의 인 태도로서 련된 반응으로 악한

다면 이후 지역음식에 한 극 인 심, 자부심 등 지

역주민으로서 지역음식에 하는 의미와 지속 인 심

과 식음료행동에 련이 있는 것은 물론 지역 통음식이

자원으로 성장, 발 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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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된다. 본 연구가 지속 인 연구를 해선 연구소재

에 해 많은 심과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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