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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TV 프로그램 <한끼줍쇼>를 통해 보여주고자 한 한국인의 정서, 문화, 음식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한국 사회는 

그동안 급격한 산업화의 영향으로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왔다. 그로 인해 현대인의 모습은 컴퓨터와 모바일 폰을 친구 삼아 

지내거나 식사시간을 넘겨서 혼자 식사를 해결하는 등 단출하고 분주한 생활을 보내고 있다. 이제는 예전처럼 단란하게 가족끼

리 저녁을 먹으며 즐겁게 얘기 나누는 것이 이제는 흔치 않은 풍경이 되어 버렸다. 앞으로 4차 산업으로 나아가는 시점에서 한

국 사회는 개인주의, 소외된 삶이 가속화될 것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 가족과 이웃을 돌아보며 무엇이 더 소중한지를 자 한다.

키워드: 정서(emotion), 문화(culture), 음식(food), 여행(travel), 방송(broadcast), 프로그램(program)

I. 서론

최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와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을 유심히 

살펴본 적이 있는가? 현대인의 모습은 규칙적으로 자신의 일과 다른 

생활들을 계획된 틀 안에서 잘 소화하며 살아가고 있는듯하다. 하지만 

좀 더 면밀히 그들의 생활에 깊숙이 들어가 조목조목 살펴보면 꼭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진 않는다.

한국 사회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겪으면서 야기된 각종 

병폐가 정신적 빈곤으로 이어졌으며, 현대인들은 그들의 심리적 불안

감을 해소하고 싶어 한다.[1]

한국의 행복지수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나? 2017년 2월 OECD가 

발표한 행복지수에서 한국은 32개회원국 중 31위였다. 경제면에서는 

선진국 대열에 올랐으나 국민의 행복도는 후진국 중에서도 후진국인 

셈이다. 그만큼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살고 있어 

행복지수 1위 나라인 부탄보다도 삶의 질에 있어서는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한 조사에서 서울 시민 10명 중 4명은 주말과 휴일 

여가시간에 텔레비전을 시청(42.5%)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고 있었으   며,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 활동으로는 

관광 활동   (37.4%)이 1순위로 꼽혔다.(아시아경제,2017.1.09.)그래

서, 요즘 TV프로그램을 보면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듯 리얼리티 프로그

램, 여행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 등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그중에서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한끼줍쇼>라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프로그램에 나타난 음식, 여행, 정서를 통해 진정으로 찾아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한다.

II. 한국문화의 이해

1. 한국문화

예부터 이어져 온 한국 문화와 정서는 무엇이 있을까? 여기에서 

말하는 한국 문화, 한국 정서는 존재하며 다른 것과 차별화를 지니고 

있을까?

문화란,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적 또는 생활 이상을 

실현하고자 사회 구성원에 의하여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 양식이나 

생활 양식의 과정 및그 과정에서 이룩하여 낸 물질적, 정신적 소득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며 의식주를 비롯하여 언어, 풍습, 종교, 학문, 

예술, 제도 따위를 모두 포함한다.

정서란 어떤 사물 또는 경우에 부딪혀 일어나는 갖가지 감정, 

상념, 또는 그러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기분과 분위기라고 기술되어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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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는 문화적 성장 배경, 환경에 따른 민족 간의 표현 방법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 물론 서양과 동양에서의 차이점과 동양에서도 

한국적, 중국적, 일본적인 정서를 구별함이 추상적일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떠한 대상에서 느끼는 기분, 분위기와 같은 정서는 그들 민족 나름의 

독특한 고유의 문화배경이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3]

문화와 정서는 오랜 세월 동안 우리의 조상이 겪어 온 인고의 

산물이며, 대대로 물려준 유산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

예를 들면 예부터 조상들은 품앗이, 향약, 두레 등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해 왔으며, 이것이 현재에 와서는 그 명맥이 끊어진 듯 

잘 나타나지 않으나 위기상황에서는 어김없이 국민들이 단결된 모습을 

보일 때 여전히 국민 문화와 정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1인 가구의 증가 

한국 사회와 가정은 집단과 공동체 생활을 중요시 해오면서 살아왔

고, 특히 가정은 대가족화가 일상적인 모습이었다. 불과 몇 십 년 

전만 해도 3대가 걸쳐 사는 가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점점 핵가족화가 진행되어 1인 가구가 오히려 대세를 이루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인 가구의 증가로 1인 가구의 비중은 

28%에 이른다.(통계청,2015) 점차 1인 가구는 증가할 것이며 향후 

1인 가구가 절반을 차지할 것이라는 보고도 있다. 

각박한 현대인의 모습, 바쁜 현대인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1인 가구이다. 직장과 가까운 곳으로 이동하면서 점점 핵가족화를 

가속화 시킨 것이다.

‘혼밥’이라는 단어를 들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국어사전에는 

혼자 먹는 밥 또는 그런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혼밥’으로 

인해서 가족과의 대화 단절, 이웃과의 소통 단절 등 점점 대중과의 

교감이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III. TV프로그램 <한끼줍쇼>에 나타난 

음식, 여행, 정서

TV 프로그램 <한끼줍쇼>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문제를 잘 이해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소통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음식을 통해서, 여행을 

통해서 화두를 던지고 가족과 이웃과의 문제점을 풀어나가려 했다. 

예능 프로그램이지만 ‘식(食)큐멘타리’라는 콘셉트를 전면에 내세

워 음식과 관련된 부분을 진솔하게 표현하고자 했으며, <한끼줍쇼>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재미있고 즐겁고 시원스럽게 풀어나가고자 

했다. 그리고, 음식을 통해 소통하고 여행을 통해 소통하며 잊혀 

가는 우리의 정서를 지루하지 않게 알려주고 있다. 

‘나 혼자 산다’, ‘미운 우리 새끼’ 등과 같이 혼자 사는 모습, 

현재의 트렌드를 보여주는 예능의 대세 속에서 이웃과의 소통, 정을 

느끼게 해주는 이러한 프로그램은 또 다른 즐거움을 시청자들에게 

선사하고 있다.

1. <한끼줍쇼>에 나타난 음식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혼밥’이 트렌디 되고 있는 요즘, 식구끼리 

집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는 것이 흔하지 않는 풍경이 되어 가고 

있다. 저녁을 집에서 먹지 않고 밖에서 해결하는 가정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TV 프로그램에서는 음식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생각보다 많다. 

'음식'과 관련된 먹방, 쿡방 등이 대세인 요즘, 음식의 소재를 다루면서 

<한끼줍쇼>와 같이 음식으로 소통을 하는 프로그램은 그다지 많지 

않다. <한끼줍쇼>는 ‘삼시 세끼', '윤식당' 등 가족 그리고 이웃, 친구가 

함께 먹는 음식을 통하여 일상적이고 잔잔한, 그리고 공감하고 소통하

는 프로그램을 통해 의미를 되살리게 하는 좋은 기획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한국인들은 예로부터 인사가 ‘식사 하셨습니까?’처럼 먹을 것을 

중요시 여기고 먹을 것을 나누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민족이었다. 

먹는 것이 부족한 시절이기도 하지만 그 말속에는 이웃을 배려하고 

정을 나누는 마음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한국인에게 고향은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농어촌이 많은 편이다. 

고향과 내재된 의미로는 ‘향수’, ‘그리움’, ‘추억’, ‘포근함’, ‘정’ 

등이 많이 나타난다. 이는 고향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보편적인 한국인

의 정서와 같다고 할 수 있는데, 사라져가는 음식에 대한 아쉬움이 

고향의 맛, 즉 어머니의 손맛과 연계되어 표출되고 있다.[4]

하지만 요즈음 저녁 식사는 ‘혼밥’의 유행어처럼 가족과 함께 식사하

기가 어려운 저녁 풍경이 되어 가고 있다. 어머니의 손맛이 그리운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가족을 나타내는 말이 식구(食

口)인 것처럼, 한국인에게 밥상을 같이 한다는 것은 가족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음식을 나눌 때의 마음, 주는 사람의 정(情)을 담은 

마음이 음식을 더욱 맛깔나게 하는 것이다.[5]

<한끼줍쇼>에서는 이런 부분을 짚어내고 있다. 출연자들이 가정집

의 초인종을 눌러 한 끼의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지 묻는다. 시청자들에

게 부족한 가족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고향의 향수를 출연자들의 

가정 방문을 통해 다시 한 번 상기 시키려 하고 있다. 

물 한 잔을 쉽게 얻어 마실 수 있는 때가 얼마 전이라고 하지만.. 

이제는 메말라진 인심으로 이것조차 쉽지 않은 것이 지금의 모습이다. 

출연자들과 방문을 허락한 가정의 식구들과 하는 한 끼의 식사는 

배를 불리는 데에만 목적이 있지 않다. 같이 먹는 저녁 식사를 통해서 

‘혼밥’이 아닌 ’집밥’을 시청자들에게 선사하려는 것이다. 

‘집밥’은 단순한 밥이 아니라 ‘집밥’은 정(情)이며, 특히 현대인들의 

‘저녁 집밥’은 사랑과 소통의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 가정에서 

먹는 ‘집밥’은 현대의 인스턴트 음식들과 구별되는 토속적 음식들에 

의하여 우리의 전체성, 통일성이 회복되는 과정의 목도를 통해 시청자

는 옛 한국인의 모습을 감각적 차원에서 경험하고 수용하게 된다.[6] 

잊혀 가는 이웃과의 소통, 그리고 가족과의 정을 나눌 수 있는 

옛 모습의 그 저녁 밥상을 <한끼줍쇼>에서는 선사하고 있으며, 시청자

도 그런 추억을 다시 찾기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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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끼줍쇼>에 나타난 여행

사회에서 해야 할 일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개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면서 여기에 대한 관심이 

더 증대되고 있다. 오늘날의 사회는 산업사회에서 환경오염, 공해, 

인스턴트식품 등에서 야기되는 폐해를 직접 접하면서 건강, 웰빙 

또는 웰 다잉, 자연주의, 삶의 질 추구 성향과 맞물려 지친 현대인들이 

‘fast’에서 ‘slow’로 자연회귀의 현상을 보이는 생활의 형태가 늘어나

고 있다. 정신적으로 힘들고 지친 현대인이 자신의 삶의 패턴을 돌아보

며 여유로움 속에서 생각하고 삶을 음미하며 심리적 안정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7] 

방송 프로그램을 보면 다양한 여행 프로그램이 시청자의 시선을 

이끈다. ‘걸어서 세계 속으로’, ‘꽃보다 할배’, ‘세계 테마 기행’, 

‘뭉치면 뜬다’ 등 대부분의 여행 프로그램이 해외여행지에서 촬영한 

것들이라 시청자의 눈을 현혹시킨다. 물론 일반인들이 꾸준히 해외여

행을 갈 수 없기 때문에 눈요기로 생각해도 좋지만, 생활에 지친 

시청자들에게 가볍게 갈만한 여행지를 보여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한끼줍쇼>에서는 소소한 여행의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한끼줍쇼>가 여행을 표방한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다른 프로그램

에서 전달하지 못하는 색다름이 있다. 출연자들은 그 동네에서 밥을 

얻어먹기 전에 어떤 동네인지를 탐방하기 시작한다. 그 과정에서 

몰랐던 부분을 알기도 하고 의외의 장소를 발견하며 기뻐하기도 

한다. 여행이라고 하기에도 때로는 거창하게 느껴질 정도로 작은 

동네 탐방이지만 새롭고 신기한 것을 발견하는 것은 생각 이상으로 

시청자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다. 우리 동네에도 숨겨진 여행지가 

있다? 혼자여도 좋고, 친구나 가족, 연인끼리 가벼운 기분으로 이 

동네 저 동네 기웃거리면서 마음의 힐링을 얻을 수 있다면 더 무엇을 

바라겠는가? 경상도에서는 저녁에 ‘마실 가자’ 라는 말을 하곤 한다. 

경상도 방언인데 ‘이웃집에 놀러 가자’ 또는 ‘동네를 한 바퀴 둘러보자’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된다. 예전부터 우리는 산책하며 마음의 힐링을 

얻었으며, <한끼줍쇼> 프로그램에서도 ‘마실’처럼 작은 여행을 통해 

동네 여행을 통해 소소한 즐거움과 힐링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3. <한끼줍쇼>에 나타난 정서

‘커뮤니티 공간’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았을 것이다.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에서도 ‘커뮤니티 공간’은 존재한다. 이것은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특정 공간에서 서로 공유하며 소통하는 장소로 결국 

모여서 교감과 정보를 나누는 공간이다. 

예전에도 이런 것이 있었는데 ‘사랑방’이라는 공간을 기억하는가? 

우리 민족은 ‘사랑방’이라는 공간을 통해 이웃과 소통하고 나눔을 

실천하고 있었다. ‘커뮤니티 공간’으로 예전부터 우리 민족은‘사랑방’

을 활용하고 있었다. 

<한끼줍쇼>에서는 소통과 나눔을 이웃과의 만남을 통해 보여주고

자 한다. 어느 동네를 가더라도 만나는 모두가 우리의 이웃이다. 

시청자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이웃들은 어떻게 살까? 그들이 

사는 동네는어떤 모습일까? 그들은 저녁 식사 때 무엇을 먹을까? 

하는 것을 유심히 지켜보며 호기심 있게 바라본다. 때로는 부러운 

시선으로 때로는 궁금한 시선으로 시

선으로 시청한다. 한 가정이 출연자들의 제의를 받아들이고 집으로 

초대할 때까지 궁금점들은 점점 커져가고 긴장감 있는 시선으로 

그 가정을 바라보고 있다. 그들의 가정은 어떻게 살까?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얼마나 좋은 음식으로 식탁을 차릴까? 

하지만 조금 지나면 이러한 궁금증은 금방 해결되고 시청자들은 

새로운 생각과 시선으로 마음이 바뀌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가정도 비슷하며 똑같은 고민과 걱정거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비슷한 정서와 문화를 공유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모두가 크게 다르지 않는 공간에서 살고 있고, 나와 비슷하

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공동체적인 의식이 생겨나고 동질감을 통해 

또 다른 안도감과 힐링을 얻게 되는 것이다.

IV. 결론

TV 프로그램 <한끼줍쇼>는 가족과 이웃을 소홀히 하는 현시점에서 

인간 군상들의 일상을 들여다보고 그들의 얘기를 들어봄으로써 현대를 

살아가는 동시대인으로서의 가족과 이웃의 모습을 가감 없이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다. 

힘들지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힘과 용기를 내고 꿈과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고 나도 그들처럼 가족을 

생각하고 다시 마음을 추스르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다.

그들도 나처럼 별다른 것이 없는 똑같은 이웃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나와 비슷하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의 삶을 통해 위로를 얻고 

다시 희망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REFERENCES

[1] Se Eun Kim, "Analyzing Effects of Travel Experiences 

for Guesthouse in Jeju Island," Kyonggi University, MA. 

Thesis, 2013.

[2] Hee Seung Lee, "A Korean language dictionary," Seoul 

Minjung seorim, pp. 325, 1990. 

[3] Sun Seok Jang Seung Eun Jeong, "A Study of The 

Method of Emotion in Advertising Creative," 

Communication Design Association of Korea, Vol.-, No. 

5, pp. 2-16, 2000. 

[4] Sin Ja Park Seon Gi Baek, ”Formats and contents of TV 

food programs and their meanings: A Semiotic study on 

<Korean Cuisine and Dining> of KBS-TV,” Korean 

Association for Semiotic Studies, Semiotic Inquiry, No. 

36, pp.66-104, 2013.

[5] Hae Kyung Chung, ”The Meaning and Symbolism of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5권 제2호 (2017. 7)

104

Korean Food Culture,” Asia Review, No. 9, pp.97-121, 

August 2015.

[6] Hyun Shik Ju, ”The Performativity of Food Documentary 

Television- Focusing on the Korean Table-,” A public 

epic Inquiry, No. 20, pp.443-487, December 2014.

[7] Myung Sook Jeon, ”An Exploratory Study on Slow 

Tourism -Based on Jeju Olleh Walking Tour-,” Aviation 

Managment Society of Korea, Vol.8, No.1, pp.109-123, 

2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