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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trend of research on food and culture in paper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ood Culture from 1986 to 2020. The journals published a total of 329 papers, which we classified into 5 main categories

and 13 middle categories. Of these, 204 articles were on “Korean traditional food culture.” The most studied topic in the

entire period was “Perception of Koreans towards traditional food, preference, satisfaction, and usage.” A total of 76 studies

related to “Korean contemporary food culture.” The most advanced topic researched concerned “Recognition and

attitude”; these studies were consistently carried out throughout the research period. The main classification of “World food

culture” encompassed 32 studies, with major research focused on “World's Modern Food Culture” and the most advanced

being “Comparison of Food Cultures of Foreign and Korean Food Cultures.” All studies were consistently spaced out during

the study period. These studies provide an integrated knowledge in the field of food and culture and can be used as a basic

material for related research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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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과거에서 지금까지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또는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 식재료를 이용하여 다양한 식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식문화는 개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자연적,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 요인들의 영향을 받으며 성장해 나간다. 현

대에 이르러 핵가족화, 노령화, 소득수준의 향상, 도시화, 산

업화 등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그러한 환경 속에서 살

아가는 사람들의 식문화도 또한 다양한 방면으로 변화하고

있다.

식문화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의가 있으나 Kang(1978)은

“좁은 의미”로는 “식품의 선택과 채취, 조리와 가공, 보존과

저장, 식기, 식사의 관습과 예절, 사례(四禮)와 절식(節食) 등”

이며, “넓게는 인류문화의 제반에 걸친 문화사의 일부”라고

하였다. Lee(1998)는 “한민족이 서로 같은 환경과 역사 속에

서 개인과 그 지역에서 먹는 것과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나

타나는 행동양식을 의미하며 그 행동에 관련된 먹이감, 생산,

유통, 소비, 가공, 저장, 조리, 식기와 조리용구, 상차림의 구

성양식, 식습관과 기호, 위생, 영양, 생태, 의례음식의 관행,

식품의 금기풍습 등 생활사, 심리, 사고방식, 연모 등 넓은

범위를 식생활 문화에 포함”한다고 하였다. 즉 식문화는 “식

품을 조리, 가공하는 체계와 식사행동체계를 통합한 문화”이

며, “음식의 재료가 되는 식품의 획득 방법과 종류, 식품의

조리, 가공법, 식기류, 상차림 및 음식을 먹는 방법, 식사예

절 등을 모두 포괄(Choi et al. 2014)”하는 큰 개념으로 볼

수 있다.

한국식생활문화학회 홈페이지에서는 한국 식문화 연구 분

야를 “한국 식생활문화의 형성과정·한국형 식생활의 우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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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명·전통음식의 문화원형 콘텐츠 작업 등”(Korean Society

of Food Culture)이라고 하였다. 1984년 12월에 설립된 사단

법인 한국식생활문화학회는 1984년 제 1차 학술대회 주제였

던 “한국의 곡류문화, 한국의 古食品書, 한국의 떡문화”에서

시작하여, 2000년 제 31차 학술대회에서는 “한국음식 세계

화의 과제와 방향”을 논의하였고, 2021년 제 72차 학술대회

의 “뉴노멀시대의 식생활 문화의 변화”(Korean Society of

Food Culture)에 이르기까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새롭게 부

상하는 변화를 끊임없이 탐구해왔고 식문화 연구 경향도 계

속 발전해왔다.

현재까지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에 보고된 식문화 연구동

향에 대한 연구는 1990년도부터 2003년까지 식문화 관련 학

회지에 게재된 논문들을 조사하여 분석한 연구동향 연구(Kim

2004)와 김치관련 연구동향(Lee et al. 2007), 한국종가 제례

음식 연구동향(Lee et al. 2016a), 향토음식 연구경향분석

(Lee et al. 2017)등이 있다. 그러나 식문화 전반에 걸쳐서

창간호부터 현재까지 이르는 긴 기간을 전체적으로 조망하

는 연구는 없었기에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한국식생활문화

학회지에 게재된 식문화 관련 연구 성과들을 전체적으로 살

펴보고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1986년 창간호부터 2020년까지 한국식

생활문화학회지에 게재된 음식문화 관련 연구들을 포괄적으

로 살펴보고 연구동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II. 연구 내용 및 방법

1. 분석방법

본 연구는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에 게재된 음식문화 관련

연구들을 전체적으로 조명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수행되었으

며, 이를 위해 메타분석(meta-analysis)을 실시했다. 메타분석

은 ‘연구에 대한 연구이자 분석에 대한 분석’으로 요약되며,

그 간의 연구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그 경향성, 특성, 동향 등

을 파악하는 것이다(Kim & Yang 2015). 즉 메타분석은 전

체연구를 포괄적으로 살펴보기에 적절한 방법이며, 그 목적

은 수행된 선행연구들의 결과들을 재분석하여 그 결과들을

평가해 해당 분야에 대한 통합적 지식을 제공하는 것(Jo &

Choen 2016)이다.

본 연구는 개별논문을 분석 단위로 하였고 연구분석을 위

한 유목분류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연구 목적에 적합하게

수정·보완하였다(Kim 2004; Kwon et al. 2012; Lee et al.

2016b; Lee et al. 2017). 본 연구에 참여한 3명의 연구자가

논의를 거쳐 함께 분석대상 논문을 선정하였으며, 1차로 분

석유목을 다음과 같이 크게 세 분야로 설정하였다. 첫째는

‘음식 자체에 대한 연구’, 둘째로 ‘음식에 대한 인식·태도·행

동에 대한 연구’, 셋째는 ‘음식을 토대로 한 응용 연구’로 나

누었다. 그런데 연구기간을 나누어 실제로 분류를 해보았더

니 첫째 음식 자체에 대한 연구는 전통 음식과 현대 음식으

로 구분이 필요했고, 둘째 인식·태도·행동에 대한 연구는 세

개 분야에 모두 나타났으며, 연구대상도 내국인, 외국인으로

나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차 분류유목의

어느 항목에도 속하지 않거나 두 항목에 중복되어 속하는 논

문들을 따로 모았다. 그리고 연구자들이 논의를 거쳐 분석

유목이 ‘대등성’, ‘소진성’, ‘상호배제성’(Wimmer & Dominick

1994)을 가질 수 있도록 다시 2차로 유목을 조정하였다. 공

간적 축으로는 한국과 세계, 그리고 시간적 축으로는 전통과

현대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크게 ‘한국전통 식문화’, ‘한국현

대 식문화’, ‘세계전통 식문화’, ‘세계현대 식문화’로 구분하

였고 그 외 연구들은 ‘기타’로 묶어 총 5개의 대분류로 나누

었다. 그리고 하위에 13개의 중분류, 그리고 다시 그 아래

29개의 소분류로 분석틀을 만들었다. 본 연구를 위한 분류유

목 및 세부주제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2. 분석대상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에 1986년 창

간호부터 2020년까지 격년으로 짝수 연도에 게재된 음식문

화 관련 논문들이다. 그동안의 전체적인 연구 성과를 조망하

고 식문화 연구 경향의 큰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정

시기로 한정하는 것보다는 전체 시기를 살펴보는 것이 타당

하다고 판단되었다. 그러나 한 논문에서 전수 조사를 하기에

는 너무 양이 많았으므로, 체계적인 표집을 위해서 창간연도

인 1986년부터 격년으로 살펴보기로 하였다. 창간호는 그 자

체의 의미가 클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한국식생활문화학회

지가 지향하는 방향에 적합한 논문들이 게재되었으리라고 판

단되었고, 창간호가 짝수 연도이기에 이후 격년으로 2020년

까지 짝수 연도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경향의 흐름과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대상 시기를

1980-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로 나누었다. 제 1시기

(1986,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년), 제 2시기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년) 그리고 제 3시기

(2012, 2014, 2016, 2018, 2020년)로 나누어 각 시기별로

특징을 살펴보았다.

분석대상 논문들을 선정하기 위해 가장 먼저 식문화 논문

의 범위를 설정하여야 했다. 한국식생활문화학회 홈페이지에

서는 주요 연구 분야를 한국 식문화 연구 분야, 식품영양학

적 연구 분야, 급식·외식산업문화 셋으로 나누고 있다

(Korean Society of Food Culture).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식품·영양’, ‘급식·외식’ 분야를 제외하고 우선 1단계로 한

국식생활문화학회 사이트를 통해 게재된 모든 논문의 제목

을 살펴보면서 대상 논문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2단계로 제

목과 키워드에서 ‘식문화’라는 단어를 포함하거나, ‘식문화’

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아도 한 나라나 지역의 식문화를 다

루면서 독창적인 음식이 소개되는 경우, 문헌을 통해 특정

시대의 음식이 연구된 경우, 지역에서 전승되는 독특한 향토

음식에 대해 전통제조법의 계승과 보존을 위해 진행된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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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현대 식생활에서 인지, 태도, 식습관, 식행동, 식생활,

이용실태, 식생활 교육등 다양한 형태의 논문을 음식문화에

포함시켜 본 연구에 대상 논문으로 선정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한국전통 식문화’ 관련 시기별 연구 주제

대분류 ‘한국전통식문화’ 관련 연구는 총 204편으로 많이

연구된 주제 순으로 보면 ‘전통음식에 대한 인식, 기호도, 만

족도, 이용실태(41편)’, ‘식품사 고찰 및 과거 식생활 (34편)’,

‘전통음식에 대한 외국인의 인식, 기호도, 만족도(25편)’, ‘고

문헌의 전통음식 및 조리법(24편)’, ‘궁중음식(23편)’에 관한

연구가 다수를 차지했다. 그 외 ‘전통 향토음식의 조사 발굴

(9편)’, ‘전통음식 조리표준화 및 활용방안(8편)’, ‘종가음식(7

편)’, ‘절식, 통과의례, 예법(6편)’, ‘향토음식의 인지도, 기호

도, 이용실태(6편)’, ‘전통 식문화의 특성’, ‘전통 조리도구와

설비’, ‘전통음식의 세계화 방안’은 각각 5편, ‘향토특산물 이

용 음식개발 및 활용방안’, ‘향토음식의 조리 표준화’가 각각

3편이었다.

그리고 시기별로 나누어 연구논문 편수와 더불어 각 시기

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주제를 3개씩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시기(1986-1998년)에는 102편의 연구가 있었으며 ‘식품사

고찰 및 과거 식생활(27편)’, ‘전통음식에 대한 인식, 기호도,

만족도, 이용실태(18편)’, ‘궁중음식(16편)’이 많이 연구된 주

제였다. 2시기(2000-2010년)에는 50편으로 ‘전통음식에 대한

인식, 기호도, 만족도, 이용실태(18편)’, ‘전통음식에 대한 외

국인의 인식, 기호도, 만족도(10편)’, ‘식품사 고찰 및 과거

식생활 (7편)’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 3시기에는 52편의 논

<Table 1> Classification system

main category middle category sub-category

Korean traditional food culture Formation and Transformation of 

Traditional Food Culture

Food History and Past Dietary Life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Food Culture

The Use and Cooking of 

Traditional Food

Traditional Food and Cooking Methods in the Antiquities

Traditional cooking utensils and equipment

Royal Cuisine

Standardization and Application of Traditional Food 

Ritual Foods, Etiquette

Perception, Preference, Satisfaction, and Usage of Traditional Food

Local food

Investigation and Excavation of Traditional Local Food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Local Specialty Products

Standardization of Local Food Cooking

Recognition, Preference, and Utilization of Local Food

The food of the head family

Globalization of Traditional Food

Foreigners' Perception, Preference, and Satisfaction with 

Traditional Food

Globalization of Traditional Food

Korean contempory food culture Perception and attitude Preference, Awareness, satisfaction

Act

Eating habits

Eating behavior

Diet

Usage status

Dietary education Dietary education

World traditional food culture Foreign food culture -

Comparison of foreign and 

Korean diets and cultures
-

World contemporary food culture Foreign food culture -

Comparison of foreign and 

Korean diets and cultures

Food culture of Koreans living abroad

Food culture of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Comparison of food culture between foreign countries and Korea

Etc (other fields) Research Trends

Food culture and other fields Media, Food terminology, Color 



식문화 연구동향 분석 - 1986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을 중심으로 - 199

문이 있었는데 ‘전통음식에 대한 외국인의 인식, 기호도, 만

족도(14편)’, ‘고문헌의 전통음식 및 조리법(10편)’, ‘궁중음

식(7편)’, ‘종가음식(7편)’이 있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Table

2>와 같다.

2. ‘한국전통 식문화’ 연구 분석결과

한국전통 식문화에 대한 연구는 총 204편으로 ‘전통 음식

문화 형성 및 변천’, ‘전통음식의 이용과 조리’, ‘향토음식’,

‘전통음식의 세계화’의 4개 중분류로 나누었다.

 <Table 2> The number of Articles on Korean traditional food culture

Subject of a subcategory 1986-1998 2000-2010 2012-2020 number

Korean traditional food culture

Food History and Past Dietary Life 27 7 - 34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Food Culture 3 1 1 5

Traditional Food and Cooking Methods in the Antiquities 10 4 10 24

Traditional cooking utensils and equipment 3 2 - 5

Royal Cuisine 16 - 7 23

Standardization and Application of Traditional Food 6 1 1 8

Ritual Foods, Etiquette 5 - 1 6

Perception, Preference, Satisfaction, and Usage of Traditional Food 18 18 5 41

Investigation and Excavation of Traditional Local Food 9 - - 9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Local Specialty Products - 1 2 3

Standardization of Local Food Cooking 3 - - 3

Recognition, Preference, and Utilization of Local Food 1 3 2 6

Food of the Head Family - - 7 7

Foreigners' Perception, Preference, and Satisfaction with Traditional Food 1 10 14 25

Globalization of Traditional Food - 3 2 5

Total 102 50 52 204

Korean contemporary food culture

Recognition and attitude 11 11 10 32

Eating habits 4 3 3 10

Eating behavior 3 3 3 9

Diet 6 5 2 13

Usage status 4 3 1 8

Dietary education - 2 2 4

Total 28 27 21 76

World traditional food culture

Foreign food culture 4 - 1 5

Comparison of foreign and Korean diets and cultures 3 - - 3

Total 7 0 1 8

World contemporary food culture

Foreign food culture 2 1 4 7

Food culture of Koreans living abroad 1 - 3 4

Food culture of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 2 - 2

Comparison of food culture between foreign countries and Korea 8 1 2 11

Total 11 4 9 24

Other fields

Research Trends - 1 2 3

Food culture and other fields 5 5 4 14

Total 5 6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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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통 음식문화 형성 및 변천(총 39편)

전통 음식문화 형성 및 변천에 대한 연구는 총 39편이었

으며 하위분류 유목으로 ‘식품사 고찰 및 과거 식생활’, ‘전

통 식문화의 특성’ 2가지로 분류하였으며 구체적인 연구주

제는 <Table 3>에 정리하였다.

‘식품사 고찰 및 과거 식생활’은 34편으로 이 분야는 식재

료나 음식에 대해 시대에 흐름에 따른 역사적 변화를 고찰

하는 연구가 많았다. 연구주제를 식재료로 분류하면 채소류

5편, 육류 5편, 유제품 2편, 두류와 양념류는 각각 1편이었다.

음식으로 분류해 볼 때는 떡류가 4편으로 가장 많았고,

국·탕류가 3편, 발효식품이 3편으로 술, 장, 젓갈, 식해, 김

치, 장아찌에 이르는 발효 식품을 두루 조망하는 연구와 수

산발효기술에 대한 연구 등이 있었다. 또한 그 밖에 다도에

연구 3편 등이 있었다.

‘전통 식문화의 특성’은 5편으로 부적, 금석문(金石文), 암

각화(岩刻畵), 고분벽화 같은 다양한 연구자료를 통해서 전

통 식문화를 고찰하였다. 고분벽화의 경우 2편이 모두 고구

려 고분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사신도(四神圖)에 나타난 동

물부작(動物符作)에 대한 연구(Kim 1986)와 또 한편은 일상

생활이 주로 기록된 고려 초기 안악 3호분의 음식문화를 연

구하였다(Koh 2016).

2) 전통음식의 이용과 조리(총 107편)

전통음식의 이용과 조리에 대한 연구는 총 107편이었다.

여기에 해당하는 논문들은 ‘고문헌의 전통음식 및 조리법’,

‘전통 조리도구와 설비’, ‘궁중음식’, ‘전통음식 조리표준화

및 활용방안’, ‘절식, 통과의례, 예법’, ‘전통음식에 대한 인

식, 기호도, 만족도, 이용실태’의 6가지 중분류로 나누었으며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Table 4>와 같다.

‘고문헌의 전통음식 및 조리법’ 분야의 연구는 크게 두가

지 경향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번째는 고문헌 자체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고문헌에 나타난 조리법을 분석한 연구이다.

연구대상 고문헌을 시기별로 정리하면 16C 문헌으로

「Suunjapbang (需雲雜方)」 (Yu Kim 1540),「Gyemiseo (癸

未書)」 (Wu Hwang 1554), 17C는「Eumsikdimibang (음식

디미방)」 (Andong Jang 1670)」,「Jubangmun (酒方文)」

(Saengwon Ha the late 1600s), 18C는「Eumsikbo (飮食譜)」

(Anonymous the 1700s), 「Japji (잡지)」 (Anonymous the

1700s),「Onjubeob (蘊酒法)」(Anonymous the late 1700s),

「Jusikbangmun (酒食方文)」 (Anonymous the late 1800s),

19C는「Nongjeongsinpyeon (農政新編)」 (Jongsu An the

mid 1800s),「Gyuhabchongseo (閨閤叢書)」 (Jung YW ed.

1975),「Issieumsikbeop(李氏飮食法) (Anonymous the late

1800s),「Jubang (酒方)」 (Anonymous the mid 1800s),

「Jusiksiui (酒食是儀)」(Anonymous the late 1800s), 20C는

「Buinpilji (婦人必知)」 (Pingheogak Lee 1915),「Joseon-

mussangsinsigyorijebeop (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 (Yonggi

Lee 1924)였다. 이중「Jusikbangmun (酒食方文)」은 ‘노가재

공댁’ 판본과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두 책을 비교하여 서

지학적인 특징과 함께 기록된 내용을 조리학적으로 분석한

연구(Cha 2016)가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음식이나 식재료를 연구하면서 여

러 고문헌에 나타난 조리법을 중심으로 살펴본 경우였다. 찜

에 대한 연구가 2편, 선(膳), 식초, 순대, 전(煎), 고추, 장과

류, 쇠고기 건열조리가 각 1편이었으며 시대별 대표적인 고

조리서들을 통해 큰 흐름을 연구하였다.

‘전통 조리도구와 설비’에 관한 연구로는 김치용 도마, 전

통 제염, 식생활 기구 기명 연구, 다구(茶具), 백자 식기에 대

한 연구가 각각 1건이 있었다.

‘궁중음식’ 연구는 23편으로 그 중 의궤 연구가 13편으로

<Table 3> Formation and Transformation of Traditional Food Culture

Contents Number Note

Food history 

and past 

dietary life

ingredient

vegetables 5 wild vegetables (1), horticultural food (1), fruit (1), vegetable (2)

beans 1 daedu (1)

meat 5 beef (2), meat consumption (1), pheasant (1), lamb (1)

dairy products 2 milk (2)

seasoning 1 seasoning?spice (1)

food

Tteok 4 Tteok (4)

Guk·Tang 3 goeumguk (1), tojangguk (1), chogyetang (1)

Kimchi 1 mugimchi (1)

eumcheongnyu 1 sikye (1)

Juk 1 Juk (1)

fermentation 3 traditional fermented food (2), Fishery Fermentation Technology (1)

the others 7
tea ceremony (3), traditional diet (1), Korean food culture (1), 

dietary life of modern times (1), prospects of food culture (1)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food culture 5 Bujeok (1), Geumseongmun (1), Amgakwa (1), Mural paintings of ancient tomb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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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았다. 의궤에 나타난 잔치음식, 과정류, 병이류, 찬물

류, 상차림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궁중음식

발기 연구가 2편이었고 승정원 일기에 대한 연구도 있었다.

‘전통음식 조리표준화’에 대한 논문은 8편으로 김치에 대

한 연구가 3편이 있었고 체질음식, 전통차, 호도죽, 식혜, 그

리고 한식 양념장 분류체계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절식, 통과의례, 예법’ 분야의 연구는 6편으로 제례가 3편

으로 가장 많았고 절식, 금기식, 음주예법에 대한 연구가 있

었다.

‘전통음식에 대한 인식, 기호도, 만족도, 이용실태’는 41편

이었는데, 대상이 된 전통음식은 김치 8편, 떡 3편, 혼례음식

2편, 기타가 11편이었으며 그 밖에 <Table 4>에서 볼 수 있

듯이 다양한 음식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조사대

상을 살펴보면 주부가 14편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생과 성인

은 8편이었다. 그리고 주부+영양사, 관광객, 조리사, 초등 학

부모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가 있었다. 한편 초등학생에

대한 연구가 6편인 것에 비해 고등학생 2편, 중학생 1편, 아

동 1편에 그쳐 다양한 연령대의 연구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

다. 그 밖에 복합연령대가 9편이었다.

3) 향토음식

향토음식에 대한 연구는 총 28편이었으며 하위분류 유목

으로 ‘전통 향토음식의 조사 발굴’, ‘향토특산물을 이용한 음

식개발 및 활용방안’, ‘향토음식의 조리 표준화’, ‘종가음식’,

‘향토음식의 인지도, 기호도, 이용실태’ 5개 중분류로 나누었

으며 세부 내용은 <Table 5>와 같다.

<Table 4> The Use and Cooking of Traditional Food

Contents Number Note

Traditional Food and Cooking 

Methods in the Antiquities
24

archaic

documents

Gyemiseo (1), Jubangmun (2), Eumsikbo (1), Eumsikdimibang (1), 

Onjubeob (1), Japji (1), Jusikbangmun (Nogajae) (1), Nongjeongsinpyeon (1), 

Gyuhabchongseo (1), Issieumsikbeop (1), Jusiksiui (1), Buinpilji (1), 

Jusikbangmun (National Library of Korea) (1), 

Joseonmussangsinsigyorijebeop (1) 

food and 

ingredient 

Seon (1), Jjim (2), Sundae (1), Jeon (1), Janggwaryu (1), vinegar (1), 

red pepper (1), beef (1)

Traditional cooking utensils 

and equipment
5

Kimchi cutting board (1), Traditional salt manufacturing (1), tableware (1), 

tea set (1), Baekja (1)

Royal Cuisine 23

Uigwe (13), the other (1), Tteok (1), Gungjungeumsikbalgi (2), banquet (1), 

dasingnyu (1), dumpling (1), tea ceremony (1), Seungjeongwonilgi (1), 

Jinchan (1)

Standardization and Application 

of Traditional Food 
8

Kimchi (3), Chejireumsik (1), traditional tea (1), Hodojuk (1), Sikye (1), 

seasoning sauce (1)

Ritual Foods, Etiquette 6 Ritual Foods (3), seasonal food (1) Food Taboo (1), drinking etiquette (1)

Perception, Preference, 

Satisfaction, and Usage of 

Traditional Food

41

Tteok (3), Kimchi (8), the others (11), folk remedies (1), side dish (1), 

Jeotgal (1), Juk (1), Gochujang (1), wild vegetables (1), Hangwa (1), 

green tea (1), fruits and vegetables (1), Misutgaru (1), seasonal food (1), 

wedding food (2), alcohol (1), beverage (1), Ginseng (1), Yakseoneumsik (1), 

Ritual Foods (1), Tteok+Hangwa+beverage (1)

<Table 5> Local food

Contents Number Note

Investigation and Excavation of 

Traditional Local Food
9

independent area Jeju (1), Jeolla (2), Gyeongsang (3), Seoul (1)

complex area Seoul+Gyeonggi+Gangwon+Chungcheong (1), Jeolla+Gyeongsang+Jeju (1)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Local Specialty Products
3 menu development (1), Indicator development (1), table setting (1)

Standardization of 

Local Food Cooking
3 Andong sikye (1), Jindo hongju (1), Pyeongan-do Nochi (1)

The food of the Head family 7
Gwajeonghangwaryu (1), Gyeonggi (1), Gyeongsang (1), Eunjinsongssi (1), 

Ritual Foods (1), the other (1), Tteok (1) 

Recognition, Preference, and 

Utilization of Local Food
6 Jeju (1), Gyeongsang (4), Jeolla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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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향토음식의 조사 발굴’은 9편으로 나타났으며 단독

지역으로는 경상도가 3편으로 가장 많았고 전라도 2편, 제주

도와 서울이 각각 1편이었다. 그 외 복합지역으로 중부권(서

울+경기+강원+충청)과 남부권(전라+경상+제주)의 민속주를

연구한 논문이 있었다.

‘향토특산물을 이용한 음식개발 및 활용방안’에 대한 논문

은 3편으로 2010년 충남향토음식 개발, 2012년 향토음식의

산업화가치 평가를 위한 지표 개발, 2014년 전주 상차림 상

품화 등 2010년 이후 관심을 받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향토음식의 조리 표준화’ 연구도 3편이었는데 1992년에

안동식혜와 진도 홍주, 1994년 평안도 노치떡에 대한 연구

가 있었다.

‘종가음식’에 대한 연구는 7편이었고, 2012년에 수행된 연

구(Kwon et al. 2012)는 13개 종가의 과정, 한과류를 고찰

하여 비교 분석하였고, 2014년 4개 종가 고조리서의 병과류

연구(Kwon et al. 2014)가 있었다. 2016년에는 5편의 연구

가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경기도 12곳의 종가음식 연구(Kim

& Chung 2016), 경북 지역 종가의 다식 연구(Park et al.

2016), 대전지역의 은진 송씨의 ‘동춘당 음식법’에 대한 연구

(Kwon & Park 2016), 25곳 종가의 제례음식 중 적에 대한

연구(Lee et al 2016b)가 있었으며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15

편의 종가관련 연구 동향을 분석한 논문(Lee et al 2016a)이

있었다.

‘향토음식의 인지도, 기호도, 이용실태’는 6편으로 지역별

로 보면 제주도, 경남 하동, 경주, 울산, 전남, 경남 창녕 지

역 향토음식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4) 전통음식의 세계화

전통음식의 세계화에 대한 연구는 총 30편이었으며 하위

분류 유목으로 ‘전통음식에 대한 외국인의 인식, 기호도, 만

족도’, ‘전통음식의 세계화 방안’으로 나눌 수 있다.

‘전통음식에 대한 외국인의 인식, 기호도, 만족도’는 총 25

편으로 1986-1998년에는 1편에 그쳤지만, 2000-2010년에는

10편, 2012-2020년 14편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것은 2시기

에 한식 세계화가 큰 관심을 받으며 이를 위해서 외국인의

한국음식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Table 6>에서 볼 수 있듯이 대상 국가는 중국이 5편

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3편, 동남아 2편, 중국 조선족, 일본,

독일이 각각 1편이고 국적을 가리지 않고 종합적으로 외국

인의 인식을 조사한 연구가 11편, 중국과 일본을 같이 연구

한 논문이 1편이었다.

‘전통음식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연구는 5편으로 김치축

제 행사에 관한 평가(Jeung et al. 2004), 한식 식자재 프로

모션을 통한 한국음식의 세계화 방안(Lee et al. 2008a), 한

식 시장세분화전략(Kim & Kim 2010), 해외 한식당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전략(Cha et al. 2012), 한류 문화콘텐츠가 한

식 구매에 미치는 영향이 연구되었다(Shin et al. 2014).

2. ‘한국현대 식문화’ 관련 시기별 연구 주제와 분석결과

대분류 ‘한국현대 식문화’ 관련 연구는 총 76편으로 가장

많이 연구된 부분은 식문화 행위와 관련된 인지도, 만족도,

기호도에 대한 부분이었다. 총 32편으로 1시기에서 3시기까

지 모두 비슷한 비율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 다음으로 많

은 연구가 진행된 부분은 식생활 연구로 1시기에 연구가 활

발히 진행되었다. 식습관에 대한 연구는 총 10편, 식행동에

대한 연구는 총 9편으로 분류한 시기에 따라 비슷하게 연구

가 진행된 바 있다. 이용실태에 대한 연구는 총 8편으로 3시

기보다 1시기에 연구가 더 활발히 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식생활 교육’ 부분은 총 4편으로 1시기에는 연구가 진행된

바 없고, 2시기, 3시기에만 연구가 진행되었다<Table 2>.

1) 인지 및 태도(인지도, 만족도, 기호도) 연구

인지, 태도와 관련된 연구는 1988년 연령, 성별로 조리식

품 84종에 대한 기호도를 조사하는 연구에서 시작되었으며

(Han & Shin 1988), 이 후 서울과 일부 전남지역에 거주하

는 20-60세 일반인을 대상으로 지역음식에 대한 기호도를 조

사한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Hwang & Sohn 1988). 우리나

라의 경제적 성장, 국제적인 교류 증진등으로 식생활 패턴이

변화하게 되면서 식품에 대한 가치가 기능적인 면을 중요시

하던 것에서 관능, 사회적인 면으로 확장되었고, Moon &

Kim(1992)의 연구에서는 도시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7종류

의 음식에 대한 의식구조를 조사하고, 음식에 대한 가치평가

요인을 추출하였다(Moon & Kim 1992).

소비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무공해 식품의 종류와 양이 증

가하면서, 서울에 거주하는 30-40대 주부의 무공해 식품에

대한 인식과 관심도에 대해 연구, 보고되었다(NamKung et

al. 1994).

1996년부터 기능성 식품에 대한 인식연구들이 활발히 진

행되면서, 유산균 음료와 올리고당 인식도(Han & Bae

1996)에 대한 연구되었으며, 건강식품에 대한 이용실태와 객

<Table 6> Globalization of Traditional Food

Contents Number Note

Foreigners’ Perception, Preference, and 

Satisfaction with Traditional Food
25

Chinese (5), American (3), Southeast Asian people (2), ethnic Koreans living in 

China (1), Japanese (1), German (1), Chinese+Japanese (1), mix (11)

Globalization of Traditional Food 5
Kimchi festival (1), food materials (1), market segmentation (1), 

Korean restaurants overseas (1), Hallyu Cultural Content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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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적 지식정도에 대해 보고된 바 있다(Lee et al. 1996a). 건

강한 식습관에 대한 소비자의 의식구조에 대한 연구로서 서

울,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소비자 1000명을 대상

으로 분석한 결과도 보고되었다(Lee et al. 1996b).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의 외국인 관광객수가 점

점 증가하면서 Jang & Cho(2000)의 연구에서 한국을 방문

하거나 한국에 체류중인 외국인들의 한국음식에 대한 인지

도와 기호도를 조사하였으며 본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음식

의 세계화를 위한 한국음식의 브랜드화, 전통적인 한국음식

의 맛 보급, 조리법의 단순화와 표준화 방법 연구, 국가적 차

원의 품질관리와 적극적인 홍보, 관광산업과 연계한 맛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의 다양한 전략이 제시되었다(Jang & Cho

2000).

한식의 세계화에 발맞추어 김치의 기호도와 이용실태, 김

치종주국에 적합한 차별화 전략 연구들이 2000년대 초반부

터 진행되었으며, 광주지역 고등학생을 총 400여명을 대상

으로 학교급식 김치에 대한 인식과 김치응용 요리에 대한 선

호도 조사가 진행되었다(Kim et al. 2010b). 서울지역 초등

학생 766명을 대상으로 김치에 대한 인식도와 김치 종류별

섭취유무를 파악하여 초등학생이 건전한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의 활용도를 제시하였으며(Paek et al.

2010), Lee et al. (2010) 연구에서는 한국을 방문하거나 거

주하고 있는 중국인, 일본인을 대상으로 파김치 선호도 및

이용현황을 분석한 바 있다.

2000년도 초반부터 북한 이탈주민(새터민) 인구가 늘어나

게 되면서 Lee & Pei (2012) 연구에서는 남한 거주 1년 이

하 새터민들 220명을 대상으로 남한음식에 대한 중요도와 실

행도를 분석하여 식생활 만족도를 분석하여 남북한 식생활

차이에 대해 분석하였다.

국민소득의 증가 및 웰빙에 대한 관심이 식품안정성 및 품

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증가시켰고, 2014년도에 이와

관련된 논문들이 게재되었다. Park et al. (2014) 연구에서는

서울 및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300명을 대상으로

국내외 농산물 인증마크의 인지도와 신뢰도, 구매의도에 대

해 조사하였으며, Kim & Kim(2014) 논문에서는 서울과 충

남에 거주하는 친환경 소비자를 대상으로 소비형태와 만족

도를, Kim & Park(2014) 연구에서는 대구 수성지역 성인

435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유기농 식품에 대한 인식도 및 선

호도를 조사하여 친환경 유기농 식품의 대중화 방안을 모색

하고자 하였다. 2018년에는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소비자

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20-29세 성인을 대상으로 유전

자변형식품에 대한 지식과 구매 행동과의 관계에 대해 조사

한 바 있다(Kim & Choi 2018).

식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은 미디어와 결합하여 다양

한 식문화 전문 채널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와 더

불어 20-40대 여성 357명을 대상으로 식문화 프로그램의 시

청 선호도 및 TV 시청 의도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

펴본 연구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An & Lee 2014).

이 외에도 식품의 보존기간을 연장하고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사선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 및 수용도에 대

한 연구(Kim & Kim 1998; Nam et al. 2000), 식품첨가물

에 대한 인식을 조사 분석한 연구(Han & Ahn 1998)도 진

행한 바 있다.

1-3시기에 따라 연구시기별 논문주제의 흐름은 <Table 7>

에 명시하였다

2) 행위 연구

(1) 식습관 연구

1980년대 영양학적 연구들에서는 대도시의 아동들과 중고

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식습관 및 영양섭취 실태를 파

악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Jun & Ro(1998)의 연구

에서는 전남 화순군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6학년을

대상으로 식습관 및 기호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체중에

대한 관심이 여학생들을 중심으로 지대하였으나 실제 체중

<Table 7> The flow of research topics of Korean contemporary food culture

1986-1998 2000-2010 2012-2020

Recognition and attitude
• Preference for local food

• Awareness of functional foods

• Awareness of foreigners about 

Korean food

• Awareness and preference for Kimchi

• Food safety and health care

• Food culture program awareness

Act

Eating habits
• By life stage eating habits (for elementary, junior high and high school 

students)

• Processed food related eating 

habits

Eating behavior • Eating behavior for housewives
• Expanded to eating behavior by life 

stage (including elderly people)
• Single meal related research

Diet
• Eating habits using cooking 

methods and principles

• Dietary habits by region household, 

and group

• Practice of sustainable eating 

habits

Usage status • Convenient food usage • Actual usage of fast food • Actual usage of favorite foods

Dietary education -
• Dietary education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 Dietary education for colleg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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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다르게 왜곡된 인식을 하고 있어 올바른 식습관 형성

과 균형있는 신체발달을 위해 지속적인 영양교육의 필요성

을 강조하였다. 이 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소재 초등학생

712명을 대상으로 TV 시청, 인터넷 이용실태와 식습관과의

연관성을 Cho & Khil(2010) 연구에서 진행한 바 있다.

2014년도에는 충남지역 초등2, 3학년을 대상으로 영아기 모

유수유 여부, 이유식 식습관과 현재 식습관 및 비만과의 상

관관계를 분석한 연구 결과도 있다(Yoon et al. 2014).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식습관 관련 연구는 Lee & Choi

(1994)의 연구에서 시작되었다. 서울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10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갑작스런 자유스러운 생활

형태와 불규칙적인 생활습관으로 인해 식습관 또한 영향을

받았으며, 특히 여대생들이 자신의 체형에 대한 그릇된 생각

으로 식사에 대한 개념이 부족함을 확인한 바 있으며 학교

급식이 단순히 식사를 제공한다는 차원을 넘어 식습관에 대

한 교육이 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바 있다. 1998년

에는 서울지역 대학생들의 식생활 태도와 식습관 평가, 스트

레스 정도를 조사하였으며(Han & Cho 1998), 2002년에는

서울지역 대학생 571명을 대상으로 전공과별(식품영양학과,

간호학과, 생물학과, 신학과, 재활치료학과)로 식품섭취상태

및 식습관에 대한 차이와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대학생들

을 대상으로 한 식습관과 식생활 개선을 위한 영양학 강좌

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Choi et al. 2002). 2018년도에

는 부산소재 대학에 재학생인 외국인 유학생 604명을 대상

으로 한국에서의 식생활 실태와 식생활 적응도에 대해 연구

하였다(Hong & Lee 2018).

이외에도 노년층의 식습관과 기호도 조사를 위해 재가노

인과 시설노인들의 식습관과 식품 기호도를 분석한 연구와

(Han et al. 1998) 식습관과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식습관 조

사를 위해 서울과 수도권지역 20-30대 직장인의 직무스트레

스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식습관과 간식 중 가공식품류 섭

취상태 차이를 비교 분석한 박소현의 연구 결과도 있다(Park

et al. 2020).

(2) 식행동 연구

1990년 Lee et al. (1990)의 연구는 대한민국 국군장병들의

급식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급식계획에 관한 기초연

구로서, 현역 단기 군복무자 936명을 대상으로 입대전 식생

활 행동과 현재 급식에 대한 개선점 및 식품에 대한 기호도

등을 조사하였다.

우리나라 전체를 모집단으로 하여 확률비례 계통표집 방

법으로 2,000명을 대상으로 한 Kim et al. (1992) 연구에서

는 식행동 형성에는 여러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물론, 식생활

에 대한 가치관과 관심도, 그리고 신체 및 정신건강 상태 등

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가치관이며, 관심도, 교육수준, 정신건강상

태 순이었다(Kim et al. 1992). 1998년에는 서울과 경기도에

사는 주부를 대상으로 식품구입 시 유통업계를 선택하는 요

인과 신유통업태 출현에 따른 소비구조의 변화를 조사한 바

있다(Lee & Lee 1998).

2018년도에는 서울 경기 지역의 20-50대를 남녀를 대상으

로 혼식에 대한 인식과 식행동에 대한 인식조사가 이루어졌

으며(Lee & Lee 2018),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소비자 대상

연구로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성인 280명을 대상으로 섭

취경험에 따른 식행동과 생활습관 식품섭취빈도 조사가 이

루어졌다(Cho et al. 2018).

이 외에도 관광객의 식행동 연구(Kim et al. 2006), 인천

지역 중학생의 식행동 및 간식섭취 실태조사 등의 연구(Lee

et al. 2010)가 진행되었다.

(3) 식생활 연구

본 학회지에서 발표된 식생활 논문의 시초는 1992년 서울,

수원, 성남, 전주 및 주변지역 거주 주부(20-50대)들을 대상

으로 식생활에 대한 관심도와 조리원리 및 조리방법 지식에

관한 연구이다(Kim 1992b). 이후 2018년 중년여성 500명

(35-59세)을 대상으로 라이프스타일을 분석하여 세분집단별

지속가능한 식생활 관리 실천수준을 분석한 연구결과가 발

표되었다(Jang 2018).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논문으로는 Yoon & Hwang

(1994)의 야간 대학생들의 식생활 양상 및 영양상태를 파악

한 연구, Min et al. (2004)의 서울,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지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 태도양상과 스트레스

수준에 대한 상호관련성 연구, Hong(2008)의 광주, 전남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형태와 식품선호에 관한 연

구가 있다.

승려들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 연구로, 서울, 경남지역 승

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를 진행하였고, 일상식, 대용식,

행사식의 식사패턴과 특별식의 종류, 재료, 조리법과 저장식

의 형태를 조사 정리하였다(Cho & Park 1994a). 또한 승가

의 주식과 부식의 종류와 재로, 전처리, 조리법, 양념 등을

조사 정리하여 승가의 식생활 연구에 기초가 되는 자료를 제

공하였다(Cho & Park 1994b).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중에 한국 전체 남성 929명

을 대상으로 음식에 대한 가치관, 주식 형태 및 식생활 행태

를 분석하였으며(Kim et al. 1996b), Park & Chung(2002)

의 연구에서는 대구 경북에 거주하는 성인남녀 450명을 대

상으로 3세대(월드컵 세대, 베이비붐세대, 수용적 세대)로 분

류하여 식생활 인식 및 패턴을 분석하여 세대별 공통점과 차

이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외에도 울산시민 15-69세 가구원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식생활 연구를 진행한 연구와(Shin & Kim 2000), 인천시

노인 814명을 대상으로 식생활과 식생활 관련 인자를 조사

한 연구 등이 있다(Woo et al.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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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용실태 연구

1990년대 후반에는 식문화가 서구화되면서 외식산업의 번

창과 편의식품의 이용이 급증하였고, 이에 관련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Kim et al. (1996a) 연구에서는 서울시내 편의식

품점을 이용하는 사람 1131명을 대상으로 하여 이용실태, 영

양적인 면, 편의식품 이용 후 만족도, 위생상태 등에 대해 보

고하였다(Kim et al. 1996a). 울산지역 대학생과(Kim 1996b),

부산지역 대학생을(Shin & Roh 2000) 대상으로 패스트푸드

에 대한 소비형태 및 의식에 대해 조사하였고, Suh(2008)의

연구에서도 대학생들의 섭식유형과 음식소비행동 중에서 패

스트푸드에 대한 이용실태를 논의한 바 있다.

3) 식생활 교육

서구식 식문화와 편식을 비롯한 옳지 못한 식습관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교육기관 및 다양한 기관에서의 식생

활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이와 관련된 연구

들이 진행되었다. 2008년에 발표된 Kim(2008) 논문에서는

요리활동이 아동들의 편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초등학교 3, 5학년을 대상으로 영양 이론 교육만을 수행한

그룹과 영양 이론 교육 및 요리활동을 병행한 그룹으로 나

누어 식품군에 대한 편식, 편식행동 및 식사 태도, 메뉴선택

에 대한 행동변화를 분석하였다. 이어서 Park(2008) 논문에

서는 요리활동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어린이요리교실

에 대한 실태와 학부모들의 만족도 및 효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요리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요리 활동이 실제

교육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요리활

동 활성화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 2014년에 진행

된 Kim(2014)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식생활교육

을 실시한 후 아동들의 영양지식과 식습관 개선의 효과를 조

사하였으며, 저학년부터 바람직한 식습관을 형성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초등학생이 아닌 대학생을 위한 체계

적인 지식과 식생활 태도의 변화를 유도하고자 An et al.

(2018)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위한 건강, 환경, 배려의 식생

활교육을 실시하고 설문지를 통한 양적연구와 포토보이스를

이용한 질적 연구를 통해 그 효과를 파악하여, 향후 효과적

인 대학생식생활교육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3. ‘세계 전통 식문화’ 관련 시기별 연구 주제와 분석결과

대분류 ‘세계 전통 식문화’ 관련 연구는 총 8편으로 연구

된 부분은 외국의 전통 식문화와 비교 식생활 문화론에 대

한 부분이었다. 중국의 고조리서인 “제민요술(齊民要術)”에

수록된 식품조리 가공법에 대한 연구가 1990년에 진행이 되

어, 특히 누룩과 술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술의 종류와 제

조법에 대해서 분석, 고찰하였다(Yoon et al. 1990). 이어 석

모직도 연구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들의 우유와 유가공품을

생산하는 방식에 대하여 논의하였고(石 1990), 같은 해에

Lee(1990) 연구에서는 동아시아의 중국과 일본의 두장에 대

한 연구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후 1994년에는 일본(日本) 내

량시대(奈良時代) 이전의 식생활에 대해 발표한 논문이 있었

고(Cho 1994), 2004년에는 빅토리아 시대의 식문화와 함께

테이블 세팅 요소들의 형태와 문양에 대해 분석한 논문이 발

표되었다(Kim & Ryu 2004).

1998년에는 비교 식생활 문화론에 대한 연구가 연달아 발

표가 되었는데, 조선 통신사를 포함한 한일 관계에서의 음식

문화 교류에 대한 주제를 토대로 3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Kim & Chang 1998a; 1998b; 1998c).

세계 전통 식문화에 관련 연구가 단 8편으로 조사가 된 점

에서, 세계 전통 식문화에 대한 연구 보다는 세계 현대 식문화

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된 것으로 사료된다<Table 2>.

4. ‘세계 현대 식문화’ 관련 시기별 연구 주제와 분석결과

대분류 ‘세계 현대 식문화’ 관련 연구는 총 24편으로 가장

많이 연구된 부분은 외국의 식문화와 비교 식생활 문화론에

대한 부분이었다. 총 11편으로 현재보다는 1990년대에 외국

과 한국의 식문화 비교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된 것

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된 부분은 외

국의 식문화 분야로 1990년대와 현재에 비슷한 비율로 연구

가 진행되었다. 비교 식생활 문화론 중 재외 거주 한국인의

식문화에 대한 연구는 총 4편, 국내 거주 외국인의 식문화에

대한 연구는 총 2편이 발표되었다<Table 2>.

1) 외국의 식문화 연구

외국의 식문화와 관련된 연구는 1992년 인도네시아의 식

생활에 관한 역사, 특징, 풍습, 음식종류 등을 문헌 및 현장

조사를 통하여 분석한 논문을 시작으로(Kim 1992a), 이 후

지중해 연안국으로 아프리카 북단에 위치한 알제리아의 식

문화에 대한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Chun 1996). 2000년에

는 중국의 소수민족 중 하나인 백족의 음식문화를 연구한 논

문이 발표되었는데(Shin 2000), 직접 운남성 대리족 자치주

를 방문하여 수집한 자료를 참고하여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

후 2012년도에 Choe & Cho(2012) 연구에서 중국 연변지역

대학생들의 거주형태와 민족에 따른 식생활 연구를 진행하

고자 중국 연변 자치주 연길시 소재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

문조사를 실시하여 그들에게 식생활과 생활습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2018년에는 말레이시아 소비자들의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을 통해 수입식품 소비 시장을 파악하

려는 논문이 발표되었고(Jeong & Oh 2018), 온라인 설문조

사라는 한계가 있었으나 국내 식품의 수출이 제품의 신시장

확보 목적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와 경험이 연계된 사회적

현상으로 이루어져 확산될 때 보다 그 영향력이 클 수 있음

을 시사한 논문이었다.

국내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의 수가 2,000만 명을 넘어섬

에 따라 2020년 Na & Cho(2020) 연구에서는 이탈리아, 프

랑스, 일본과 같은 음식관광 성공 국가를 중심으로 자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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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분야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음식관광 사례 및 음식 관

광 선택 속성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음식관광 활

성화 전략 수립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같은 해 Lee et

al. (2020) 연구에서는 중국 고령소비자의 HMR 제품의 구매

시 중요도와 만족도를 분석하고 결과를 도출하여 고령친화

형 HMR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식품기업에 고령

친화형 HMR 제품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연

구를 진행하였다.

2) 비교 식생활 문화론: 재외 거주 한국인의 식문화

비교 식생활 문화론 중 재외 거주 한국인의 식문화와 관

련된 연구는 중국 연변지역에 거주 중인 조선족 주부들의 식

문화의 연구를 시작으로(Lyu & Ryu 1996) 진행되었는데,

전통음식에 대한 인식 및 전수정도와 식생활 형태의 변화를

통해 국내의 변화 양상과 비교 및 고찰을 바탕으로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 논문이었다. 이 후

Chung et al. (2012) 연구에서는 세계적으로 경제성장 속도

가 매우 빠른 나라로 분류되는 브라질을 선택하여 현지 한

식 레스토랑 방문 경험이 있는 브라질 인을 대상으로 설문

지를 통한 양적 조사와 한식당을 운영하는 경영주를 중심으

로 심층인터뷰를 한 질적 조사 연구를 병행하여 브라질로의

한식 진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같은 해 Ahn et al.

(2012) 연구에서도 유사한 주제로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한

식당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해외 현지 소비자를 대

상으로 한식당 방문경험 유무와 국가별로 한식당 마케팅 커

뮤니케이션 매체 이용행태와 만족도, 방문의도, 구전의도를

포함한 한식당에 대한 태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

분석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해외 한식당의 효율적

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략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해외진출

한식 기업과 관련 정부부처에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략

기획 및 지원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었다. 마찬가지

로 Chung et al. (2014)의 연구 역시 파라과이 한식당 진출

방안에 관한 주제로, 파라과이 한식당을 운영하는 업주들에

대한 이해와 한식당 경험담, 파라과이 푸디스들의 한식에 대

한 의견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외국 진출, 특히 파라과이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외식 산업체, 개인 또는 현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생생한 현지정보로 한식 세계화

에 대한 방향성을 제공해 줄 수 있었다.

3) 비교 식생활 문화론: 국내 거주 외국인의 식문화

우리나라의 음식은 세계적으로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인

식되고 있으며, 에스닉 푸드(ethnic food) 시장의 급속한 확

산과 한국 드라마의 성공으로 시작된 한류현상에 의하여 한

국 음식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다. 비교 식생활 문화론 중 국

내 거주 외국인의 식문화와 관련된 연구는 2010년 진행된 2

편의 논문으로 Kim et al. (2010c) 연구에서는 국내 거주 외

국인을 대상으로 음식의 선택 동기를 연구하고자 다양한 항

목을 토대로 음식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에 대

하여 조사하였고, 특히 위생, 자연성분 함유, 에스닉 푸드, 건

강 등의 요인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다른 논문인 Kim et al. (2010a) 연구에서는 한

식을 경험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외국인에게 선호도가 높

은 고기요리에 대한 한식 고기요리의 소비성향을 파악하여

이와 관련된 외식업체의 개선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하였다.

해당 논문들을 토대로 한국음식에 대해 외국인들이 상당한

호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한식에 대한 외국

인의 인지도 및 성향 제고를 위해서는 메뉴의 다양성, 맛, 위

생상태, 외관을 보완하여 한식의 본래의 맛과 멋은 최대한

유지하면서 외국인의 기호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비교 식생활 문화론: 외국과 한국의 식문화 비교

비교 식생활 문화론 중 외국과 한국의 식문화 비교와 관

련된 연구는 아시아 속의 한국어장문화에 관한 연구를 시작

으로(Lee 1986), 각종 차류의 기호에 관한 한일 비교 연구

(Hwang et al. 1988), 마른 멸치의 소비를 통하여 비교한 한

일 간의 식문화 비교 연구(Yu 1988)가 진행되었다. 1990년

에 진행된 Yoon et al. (1990a)의 연구에서는 벼농사를 짓는

지역인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롯하여 총 9개 지역의 쌀음식

을 현지 조사를 통하여 비교 고찰하여 정리하였다. 1992년

에는 한국의 미래 식생활 양상을 전망하고 미래의 식생활 지

표를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본 자료를 얻기 위하여 한

국과 일본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국민영양조사 결과를 바

탕으로 양국의 영양소 섭취량과 식품수급표의 자료를 통하

여 양국의 식생활 변화와 질병들 사이에서 파생되는 문제점

들에 대해서 논의하였다(Park et al. 1992a; Park et al.

1992b). 이 후 1994년에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행에 따른

식생활의 차이에 대해서 발표한 논문이 발표 되었으며(Kim

et al. 1994), 1996년에는 동아시아의 불교식문화를 비교하는

논문이 발표되었다(Kim 1996a). 2008년에는 FTA 체결 예상

을 토대로 한국음식 진출을 위해 유럽 국가 중 하나인 스웨

덴 대학생의 아시아 음식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논문이 발

표되었으며(Lee et al. 2008b), 최근에는 국적 식품의 소비의

최대 시장인 미국, 중국과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바 제품에

대한 인식과 소비행동에 대한 비교를 통해 국가별 차이점을

살펴본 논문과(Oh & Yoon 2020), 한국과 중국의 비교 문화

적인 측면에서 소비자들이 육류대체식품인 식물성 고기, 식

용곤충, 배양육에 대한 인식 및 구매의도를 알아보고 국가

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육류대체식품의 구매의도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논문이 발표되었다(Yaxin

et al. 2020).

5. 기타 부문 관련 시기별 연구 주제와 분석결과

대분류에서 제외된 주제들을 기타 부문으로 분류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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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7편 중 가장 많이 연구된 부분은 음식과 타 분야에 대

한 부분이었다. 음식과 타 분야에 대한 연구는 총 11편으로,

1990년대와 현재에 비슷한 비율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리

고 연구동향에 대한 논문은 총 2편이 발표되었다<Table 2>.

1) 연구동향

연구동향에 대한 연구는 총 3편으로, 2008년에 발표된 Lee

& Cho(2008)의 연구에서 일제시대 잡지인 <여성>의 식

품·영양 관련 기사의 분석을 통해 기사에 나타난 근대적 식

생활의 요소들을 알아봄으로써 한국 근대 식생활 연구에 기

초자료를 제공하였다. 이 후 2018년에 발표된 An & Oh

(2018)의 연구에서 서양인 기록물과 신문 광고를 중심으로

19세기 이후 조선에서의 우유 및 유제품 수용과정에 대해 분

석하였다. 특히 대표적인 서양식품, 영양식품으로 간주되었

던 우유와 유제품이 개화기 이후 일제강점기까지 약 50여 년

간 시대별로 어떠한 경로와 형태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전

파되고 수용되었는지 변화에 중점을 두어 고찰되었다. 연구

동향에 대한 또 다른 논문은 2020년에 발표된 Lee(2020)의

연구이며, 해방 이후 1960년대 중반까지 마산 외식업의 변

화를 마산일보를 통하여 분석되었으며 해방과 전쟁을 겪으

면서 마산 지역의 외식업은 역동적으로 변화했고 그 단면을

음식점 광고를 통해 살펴볼 수 있었다.

2) 음식과 타 분야

음식과 타 분야에 대한 연구는 총 15편으로, 한국, 일본,

중국의 식문화에 대한 용어들을 조사, 비교한 Ota(1988)의

연구를 시작으로 언어학상으로 보는 한국의 부엌세간과 식

기에 대한 연구(Lee 1988)가 1988년도에 진행되었다. 1990

년도에는 식미에 영향을 미치는 색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진

행되었고(Shin et al. 1990), 1994년도에는 한국, 중국, 일본

의 3개국에서의 언어의 식품조직감 용어 비교 연구가 진행

되었다(Lee et al. 1994). 텔레비전 식품 광고에 관한 고찰에

대한 논문(Kim 1996c)이 발표되었는데, 식품 광고의 영향이

소비자의 식행동에 영향을 주고 더 나아가 국민 건강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방송 여부에 대

한 중요도를 강조하였다. 2010년에는 총 5편의 논문이 발표

되었는데,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식생활 교육 내

용 분석(Choe et al. 2010),『반찬등속』의 식재료 사용을 중

심으로 본 1910년대 청주지역의 식문화(Kwon 2010), 소설

『혼불』속 전통음식의 문화적 이해(Chung 2010), 문헌에 나

타난 불고기의 개념과 의미 변화(Lee 2010), 1950년대 여성

문화장(場)에서의 밀가루음식 소비담론에 대한 연구들이 진

행되었다. 2012년에는 한국 음식 속담에 대한 음식 윤리적

접근에 관한 논문이 발표되었으며(Kim 2012a), 이어서

1994-2005년 한국 음식 신어에 대한 음식 윤리적 접근에 관

한 논문이 발표되었다(Kim 2012b). 2016년에는 떡 카페 메

뉴의 푸드스타일링 시각적 요소가 소비자 구매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Kim 2016), FGI를 통하여

일반 소비자가 사용하는 감각 특성 용어를 도출하고 이를 구

성하는 감각 요소를 탐색함과 동시에 이들이 어떻게 감지되

고 인식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성적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도

진행되었다(Hong 2016).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1986년 창간호부터 2020년까지 한국식

생활문화학회지에 게재된 음식문화 관련 연구들을 포괄적으

로 살펴보고 연구동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음식문화 관련 연

구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분류 ‘한국전통식문화’ 관련 연구는 총 204편으로 1시

기에는 102편, 2시기에는 50편, 3시기에는 52편의 논문이

있었다.

1시기에는 ‘식품사 고찰 및 과거 식생활(27편)’, ‘전통음식

에 대한 인식, 기호도, 만족도, 이용실태(18편)’, ‘궁중음식(16

편)’이 주로 연구된 주제였다. 2시기에는 1시기에 가장 많이

연구되었던 ‘식품사 고찰 및 과거 식생활’이 7편으로 감소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가장 눈에 뜨이는 변화는 내국인의

‘전통음식에 대한 인식, 기호도, 만족도, 이용실태(18편)’에

대해 지속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것과 동시에, 또한

‘전통음식에 대한 외국인의 인식, 기호도, 만족도(10편)’에 큰

관심이 모아지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3시기에

는 ‘전통음식에 대한 외국인의 인식, 기호도, 만족도’가 14편

으로 늘어났다. 또한 ‘고문헌의 전통음식 및 조리법(10편)’,

‘궁중음식(7편)’과 함께 ‘종가음식’이 관심을 받으며 7편의 연

구가 이루어졌다.

‘한국전통식문화’ 관련해서 전 시기에 걸쳐서 많이 연구된

주제는 첫째가 내국인들의 ‘전통음식에 대한 인식, 기호도,

만족도, 이용실태(41편)’였다. 1시기 18편, 2시기 18편, 3시

기 5편이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 ‘식품사 고찰 및 과거 식

생활(34편)’은 1시기에 27편으로 가장 많이 연구되었고 2시

기에는 7편, 그리고 3시기에는 한편도 없었다. 세번째 ‘전통

음식에 대한 외국인의 인식, 기호도, 만족도(25편)’는 1시기

1편에 불과했지만 2시기 10편, 3시기 14편으로 큰 증가를 보

였다. 네번째 ‘고문헌의 전통음식 및 조리법(24편)’은 1시기

10편, 2시기 4편, 3시기 10편으로 꾸준히 연구되었다. ‘궁중

음식(23편)’은 1시기 16편, 2시기에는 연구가 없었고 3시기

에는 7편의 논문이 있었다.

대분류 ‘한국현대식문화’ 관련 연구는 총 76편으로 1시기

에는 28편, 2시기에는 27편, 3시기에는 21편의 논문이 게재

되었다. 가장 연구가 많이 진행된 부분은 인지, 태도에 관한

분야로 총 32건의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연구시기별로 고르

게 연구가 진행되었다. ‘인지, 태도’ 분야에서 1시기까지는

지역환경이 식습관 및 기호도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

는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다. 2시기는 외국인의 한국음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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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인지도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김치종주국에 대한 차별

화 전략들이 제시된 바 있다. 3시기에 해당하는 연구들은 주

로 식품안정성 및 웰빙음식에 대한 선호도 조사들이 진행되

었으며, 정보화와 세계화의 영향으로 ‘먹방’과 같은 식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행위 관련 연구 내용들은 생애주기별(초, 중, 고등학생, 주

부 등)로 다양한 식습관이나 식생활, 식행동에 대한 연구들

이 진행되었고, 세대를 확대하여 진행한 연구 결과들이 보고

되었다. 최근에는 가공식품이나 기호식품과 관련된 식습관,

이용실태 등이 연구되었으며, 혼식에 대한 인식 연구 결과를

통해 외식업 메뉴개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식생활 교육 연구는 요리활동이 아동들의 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 결과들과, 요리활동이 적극적으로 진행

되고 있는 어린이 요리교실에 대한 실태와 학부모들의 만족

도 및 효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요리활동의 중요성과 실

제 교육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결과들이 보

고되었다.

대분류 ‘세계 전통 식문화’ 관련 연구는 총 8편으로 1시기

에는 7편, 3시기에는 1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외국의 전통

식문화와 비교 식생활 문화론에 대한 부분이 연구되었고, 특

히 다양한 고조리서를 통해 전통 방식에 대한 연구들이 진

행되었다.

대분류 ‘세계 현대 식문화’ 관련 연구는 총 24편으로 1시

기에는 11편, 2시기에는 4편, 3시기에는 9편의 논문이 게재

되었다. 세계 현대 식문화 관련 연구는 외국의 식문화와 재

외 거주 한국인의 식문화, 국내 거주 외국인의 식문화, 외국

과 한국의 식문화 비교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특히

외국의 식문화는 다양한 나라의 식생활에 관한 역사, 특징,

풍습, 음식 종류 등을 문헌 또는 현장조사를 통해서 분석한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의 식문화는 한류현

상에 의하여 급성장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음식들에 대한 국

내 거주 외국인의 인지도와 성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외국과 한국의 식문화 비교론에 대한 연구는 아시아의 다양

한 나라들과 우리나라의 식문화 비교 연구를 토대로 장문화,

마른 멸치의 소비, 쌀음식, 불교 식문화 등에 대해 비교 연

구를 진행하였다.

대분류에서 제외된 주제들을 기타 부문으로 분류하였으며

가장 많이 연구된 부분은 음식과 타 분야에 대한 부분이었

다. 한국, 일본, 중국의 식문화에 대한 용어들을 조사, 비교

한 연구를 시작으로 식미에 영향을 미치는 색의 영향에 대

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한국, 중국, 일본의 3개국에서의 언어

의 식품조직감 용어 비교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상 연구를 종합하면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창간 연도인

1986년부터 2020년까지 짝수 연도에 게재된 식문화 관련 연

구는 총 329편이며 1시기에는 153편, 2시기에는 87편, 3시

기에는 89편의 논문이 있었다. 1986년부터 1994년까지는 연

4회, 1996년부터 2002년까지 연 5회, 2004년 이후 연 6회로

학회지 발행이 점점 늘어났던 것을 감안한다면, ‘식품·영양’

분야와 ‘급식·외식’ 분야가 포함된 전체 연구에서 식문화 관

련 연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눈에 띄게 감소 경향을 보였다

고 할 수 있다.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식생활 환경에서 계

속 새로운 식품과 영양 관련 주제가 생기고, 급식과 외식의

비중이 급격히 커지는 상황을 반영한 결과일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로 급변하는 시대일수록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정신으

로 우리 전통 식문화에 담긴 지혜를 탐구하고 현대화하는 노

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식품사 고찰 및 과거 식생

활’에 관한 연구는 1시기에 27편이었지만 2시기에는 7편, 그

리고 3시기에는 한편도 없었다. 이것은 과거 정치·사회 분야

에 비해 상대적으로 식문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관련 자

료가 매우 한정적이며, 연구에 들이는 시간과 노력에 비해

눈에 띄는 성과를 내기 어려운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

각된다. 그러나 우리 음식문화의 정체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가장 근간이 되는 분야 중 하나이므로 다양한 자료를 발굴

해서 관련 주제 연구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글로

벌 시대에 맞는 다양한 세계 식문화에 대한 연구도 계속 범

위를 넓혀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은 식문화를 바람

직한 방향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식문화가 우리 고유의 정체성을 지켜가면서도 시대

에 부응하여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지속적

인 관심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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