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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analyze recognition and preference of native local foods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Gyeongsang-do and Jeolla-do, as well as compare regional differences in recognition and preference 
of native local foods between students in Gyeongsang-do and Jeolla-do. A survey was conducted on 300 elementary 
school students located in Gyeongsang-do and Jeolla-do.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erms of recognition score of overall native local food between students in Gyeongsang 
(9.43 out of 20 dishes for 254 students) and students in Jeolla (9.13 out of 20 dishes for 261 students). The recognition 
levels (4.88 out of 10 dishes) of native local foods in students in Gyeongsang-do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4.40 out of 10 dishes) in Jeolla-do (P<0.001). Second, the preference level (2.91 points) for native local food in 
students in Gyeongsang-do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2.72 points) in students Jeolla-do (P<0.001) based on 
a 5-point Likert scale. The preference level (3.03 points) of students in Gyeongsang-do for native local food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2.80 points) of students in Jeolla-do (P<0.001) based on a 5-point Likert scale. In 
conclusion, students in Jeolla-do perceived native local foods in Jeolla-do and Gyeongsang-do impartially, whereas 
students in Gyeongsang-do perceived native local foods better. The overall sampl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pre-
ferred native local food in Gyeongsang-do to native local food in Jeolla-do. Thus, there were regional differences 
in terms of recognition and preference of native local foods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To enhance the recognition 
and preference of native local foods in Jeolla-do, food culture and dietary education should be carried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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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음식이 중요한 것은 단순히 생명유지를 위한 절대적 필요

성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짐과 

동시에 오랜 세월에 걸쳐 자연환경, 정치적 환경, 경제적 환

경, 사회적 환경, 생활양식 등의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의 영

향을 받아 문화로써 형성되었기 때문이다(1). 우리나라 음식

문화의 한 부분인 향토음식은 지역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먹

는 음식으로 타 지역의 음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성을 가

진 맛과 형태를 지닌 음식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 향토음

식은 특정 지역에 기반을 둔 음식으로써 그 지역의 자연환경

에 순응하면서 변화를 거듭하고 정치･사회･문화적 여건 등

과 같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 특성이 있다. 따라

서 현재 우리나라의 전통음식은 긴 역사를 통해 여러 지역에

서 다양하게 발전된 향토음식의 큰 집합체로 볼 수 있다. 

즉 지역성의 차이에서 생겨난 음식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문

화적 변동을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변화되어 독특한 음식문

화를 만들게 되고, 이러한 각각의 음식문화가 모여 우리나라 

전통음식의 근간을 이루는 향토음식들이 만들어진 것이라

고 설명될 수 있다(2).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 향토음식은 지

역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지역성･고유성 없이 획일화되

는 경향을 보이며 그에 따라 우리의 식탁에서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의 재료나 종류의 수가 몇 가지 품목으로 한정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향토음식은 서서히 

잊히고 우리 음식문화의 정체성 또한 희미해지게 될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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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지적된 바 있다(3,4). 

지금까지 향토음식에 대하여 수행된 연구를 살펴보면 향

토음식에 대한 인식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었으며 구체적

인 내용별로 살펴보면 향토음식에 대한 인지도(5-23)와 선

호도(6,8,10-16,18,20-22)를 주로 다루고 있었다. 선행 연

구가 수행된 지역을 살펴보면 전라도 지역(6,12,14), 경상도 

지역(7-9,15,18,20-22), 제주 지역(11,23), 강원 지역(13, 

17), 충청 지역(10,19), 전국(16)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대

체적으로 경상도 지역과 전라도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제주도 향토음식에 

대한 초등학생의 인지도를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으로 구분

하여 지역별 차이를 분석한 연구(23)에서 농촌 학생 집단이 

전반적으로 높은 인지도 수준을 보이고 있어 지역 간의 차이

가 있음을 발표하였을 뿐 우리나라의 다양한 지역별 비교를 

실시한 연구는 전무하다. 조사대상을 살펴보면 중･고등학생

(8,11,15,20-22), 대학생(13,14), 성인(5-7,9,10,12,16, 

18,19,21)을 주요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초등학생을 대상

으로 수행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23). 

향토음식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살

펴보면 향토음식에 대한 인지도가 대체로 낮고 선호도가 낮

게 조사되었다(11,14,15,20). 하지만 대체로 향토음식의 계

승 및 발전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이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향토음식에 대한 올바른 정보의 제공, 활발한 영양교육

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었다(6-8,10,11,14,15, 

18,23). 

이상과 같이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시기가 식습

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초등학생을 대

상으로 향토음식에 대해 수행한 연구가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지역별 인식의 차이와 지역별 향토음식에 

대한 인식 차이를 비교 분석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

은 연구 대상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향토음식에 대한 인식

을 조사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지

역적 차이를 나타내는 경상도 지역과 전라도 지역으로 구분

하여 거주 지역에 따른 향토음식에 대한 인식 차이를 분석하

고 지역별 향토음식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하였

다.

대상 및 방법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에서는 경상도 지역 초등학생과 전라도 지역 초등

학생을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며, 편의표본추출법(conve-

nience sampling method)에 의하여 경상남도 창원 소재 

초등학생 300명과 전라북도 전주와 익산 소재 초등학생 

300명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2012년 11월 19일부터 22

일까지 각 학교에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각 학교에서 회수된 

총 600부의 설문지 중에서 응답자가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

문지를 제외하고 총 515부(경상도 지역 학생 254부, 전라도 

지역 학생 261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조사 내용

본 연구 수행을 위한 설문지는 크게 향토음식의 인지도, 

선호도 그리고 일반사항의 3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우선 선

행 연구(8,11,14-16,18,23-26)를 참고로 하여 향후 지역

별 향토음식의 활성화를 위해 학교급식에 적용 가능한 전라

도 지역 향토음식 10가지와 경상도 지역 향토음식 10가지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전라도 지역 향토음식 10가지는 ‘보리

고구마밥’, ‘두부떡국’, ‘버섯애호박볶음’, ‘나주곰탕’, ‘밤죽’, 

‘수제비팥죽’, ‘굴떡국’, ‘파래된장국’, ‘미나리무침’, ‘콩나물

잡채’이며, 경상도 지역 향토음식 10가지는 ‘버섯밥’, ‘미역

찹쌀수제비’, ‘재첩국’, ‘감자잡채’, ‘콩나물장조림’, ‘배추전’, 

‘닭칼국수’, ‘애호박죽’, ‘따로국밥’, ‘동래파전’이다. 설문지

에 선정된 향토음식의 이름과 설명을 제시한 후 각각의 향토

음식에 대하여 인지도와 선호도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인지

도는 명목 척도(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로 측정하였으며, 

전라도 지역 향토음식 10개와 경상도 지역 향토음식 10개 

각각에 대하여 ‘알고 있다’는 1점, ‘모르고 있다’는 0점의 

점수를 부여하여 전라도 지역 향토음식(총점: 0점∼10점), 

경상도 지역 향토음식(총점: 0∼10점) 그리고 전체 향토음

식(총점: 0∼20점)에 대하여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값을 산

출한 후 분석하였다. 선호도는 5점 척도(1점: 매우 싫어한다

∼5점: 매우 좋아한다)를 이용하여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전

라도 지역 향토음식, 경상도 지역 향토음식 그리고 전체 향

토음식에 대하여 평균값을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

의 일반사항으로는 성별, 학년, 현재 지역에서의 거주기간의 

3개 문항을 조사하였다.

통계분석

본 연구의 통계 분석을 위해 SPSS(ver. 20.0, SPSS Inc., 

Chicago, IL,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그 분석방법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의 일반사항과 조사대상의 

향토음식에 대한 인지도 및 선호도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둘째, 조사대상의 일반사항

과 향토음식에 대한 인지도 및 선호도에 대하여 경상도와 

전라도의 지역적 차이 분석을 위해 χ2-검증과 t-검증을 이

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조사대상의 일반사항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은 Table 1과 같다. 성별로는 조

사대상자 표본 전체에서 남자 252명(48.9%), 여자 263명

(51.1%)으로 조사되었고, 경상도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는 

남자 126명(48.3%), 여자 128명(50.4%), 전라도 지역 학생

을 대상으로는 남자 126명(48.3%), 여자 135명(51.7%)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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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Unit: N (%)

Variable Total students Students in 
Gyeongsang-do

Students in
Jeolla-do χ2

Gender Male
Female

252 (48.9)
263 (51.1)

126 (48.3)
128 (50.4)

126 (48.3)
135 (51.7) 0.091

Grade
Fourth grade
Fifth grade
Sixth grade

172 (33.4)
175 (34.0)
168 (32.6)

 80 (31.5)
 81 (31.9)
 93 (36.6)

 92 (35.2)
 94 (36.0)
 75 (28.7)

3.637

Residence
period 

Less than 10 years
More than 11 years

176 (34.2)
339 (65.8)

 84 (33.1)
170 (66.9)

 92 (35.2)
169 (64.8)  0.271

Mean±SD t-value
Average (yrs) 9.68±3.52 9.66±3.72 9.70±3.33 0.115
Total 515 (100) 254 (100) 261 (100)

Table 2. Comparison of recognition on native local foods of Gyeongsang-do between students in Gyeongsang-do and students in 
Jeolla-do                                                                                             Unit: N (%)

Variable Total students Students in 
Gyeongsang-do

Students in
Jeolla-do χ2

Beoseotbap Don't know
Know

243 (47.2)
272 (52.8)

126 (49.6)
128 (50.4)

117 (44.8)
144 (55.2)  1.180

Miyeokchapssalsujebi Don't know 
Know

289 (56.1)
226 (43.9)

107 (42.1)
147 (57.9)

182 (69.7)
 79 (30.3) 39.836***

Jeacheopguk Don't know 
Know

274 (53.2)
241 (46.8)

109 (42.9)
145 (57.1)

165 (63.2)
 96 (36.8) 21.317***

Gamja japchae Don't know 
know

246 (47.8)
269 (52.2)

118 (46.5)
136 (53.5)

128 (49.0)
133 (51.0)  0.345

Kongnamul jangjolim Don't know 
Know

276 (53.6)
239 (46.4)

135 (53.1)
119 (46.9)

141 (54.0)
120 (46.0)  0.039

Baechujeon Don't know 
Know

241 (46.8)
274 (53.2)

116 (45.7)
138 (54.3)

125 (47.9)
136 (52.1)  0.256

Dalk kalguksu Don't know 
Know

238 (46.2)
277 (53.8)

124 (48.8)
130 (51.2)

114 (43.7)
147 (56.3)  1.369

Aehobakjuk Don't know 
Know

214 (41.6)
301 (58.4)

104 (40.9)
150 (59.1)

110 (42.1)
151 (57.9)  0.076

Ttaro gukbap Don't know 
Know

299 (58.1)
216 (41.9)

145 (57.1)
109 (42.9)

154 (59.0)
107 (41.0)  0.194

Dongrae pajeon Don't know 
Know

317 (61.6)
198 (38.4)

144 (56.7)
110 (43.3)

173 (66.3)
 88 (33.7)  5.003*

Total 515 (100) 254 (100) 261 (100)
*P<0.05, ***P<0.001. 

로 두 지역 모두 전체 표본과 비슷하게 분포하고 있었다. 

학년별로는 표본 전체에서 4학년 172명(33.4%), 5학년 

175명(34.0%), 6학년 168명(32.6%)으로 나타났고, 경상도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는 4학년 80명(31.5%), 5학년 81명

(31.9%), 6학년 93명(36.6%), 전라도 지역 학생을 대상으

로는 4학년 92명(35.2%), 5학년 94명(36.0%), 6학년 75명

(28.7%)으로 경상도 지역과 전라도 지역 간에 유의적인 차

이는 없었다. 현재 거주 지역에서의 거주기간은 조사대상자 

전체에서는 10년 이하 176명(34.2%), 11년 이상 339명

(65.8%)으로 평균 9.68년간 해당 지역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고, 경상도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는 10년 이하 84명

(33.1%), 11년 이상 170명(66.9%)으로 평균 거주기간 9.66

년, 전라도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는 10년 이하 92명(35.2%), 

11년 이상 169명(64.8%)으로 평균 거주기간 9.70년으로 

나타났다. 거주기간에 있어서도 경상도 지역과 전라도 지역 

초등학생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지역별 향토음식의 인지도 비교

경상도 향토음식 10가지와 전라도 향토음식 10가지에 대

한 인지도 분석 결과는 Table 2와 Table 3에 각각 제시하였



1442 황혜인 ․김현아

Table 3. Comparison of recognition on native local foods of Jeolla-do between students in Gyeongsang-do and students in Jeolla-do
Unit: N (%)

Variable Total students Students in 
Gyeongsang-do

Students in
Jeolla-do χ2

Bori gogumabap Don't know 
Know

280 (54.4)
235 (45.6)

147 (57.9)
107 (42.1)

133 (51.0)
128 (49.0)  2.482

Dubu tteokguk Don't know 
Know

340 (66.0)
175 (34.0)

165 (65.0)
 89 (35.0)

175 (67.0)
 86 (33.0)  0.250

Beoseot aehobak
  bokkeum

Don't know 
Know

280 (54.4)
235 (45.6)

152 (59.8)
102 (40.2)

128 (49.0)
133 (51.0)  6.052*

Najugomtang Don't know 
Know

268 (52.0)
247 (48.0)

135 (53.1)
119 (46.9)

133 (51.0)
128 (49.0)  0.248

Bamjuk Don't know 
Know

358 (69.5)
157 (30.5)

167 (65.7)
 87 (34.3)

191 (73.2)
 70 (26.8)  3.355

Sujebipakjuk Don't know 
Know

248 (48.2)
267 (51.8)

151 (59.4)
103 (40.6)

 97 (37.2)
164 (62.8) 25.604***

Gultteokguk Don't know 
Know

351 (68.2)
164 (31.8)

153 (60.2)
101 (39.8)

198 (75.9)
 63 (24.1) 14.482***

Parae doenjangguk Don't know 
Know

338 (65.6)
177 (34.4)

171 (67.3)
 83 (32.7)

167 (64.0)
 94 (36.0)  0.636

Minari muchim Don't know 
Know

195 (37.9)
320 (62.1)

106 (41.7)
148 (58.3)

 89 (34.1)
172 (65.9)  3.187

Kongnamul japchae Don't know 
Know

227 (44.1)
288 (55.9)

110 (43.3)
144 (56.7)

117 (44.8)
144 (55.2)  0.121

Total 515 (100) 254 (100) 261 (100)
*P<0.05, ***P<0.001. 

다. 우선 경상도 향토음식에 대한 경상도 지역 초등학생과 

전라도 지역 초등학생의 인지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Table 

2), 경상도 지역 학생이 전라도 지역 학생보다 미역찹쌀수제

비(P<0.001), 재첩국(P<0.001), 동래파전(P<0.05)을 유의

적으로 더 많이 인지하고 있었다. 

전라도 향토음식에 대한 경상도 지역 초등학생과 전라도 

지역 초등학생의 인지도 차이 분석 결과(Table 3), 전라도 

지역 학생이 경상도 지역 학생보다 버섯애호박볶음(P<0.05), 

수제비팥죽(P<0.001)을 유의적으로 더 많이 인지하고 있었

다. 굴떡국(P<0.001)은 전라도 향토음식으로 분류되나 경

상도 지역 학생이 전라도 지역 학생보다 유의적으로 더 많이 

인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조사 지역이 전라도는 내륙지방, 

경상도는 해안지방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적으로 향토음식에 대하여 모른다고 응답한 학생들

의 비율이 50% 이상으로 조사되어 향토음식에 대한 초등학

생의 인지도 수준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지금까지 초등학

생을 대상으로 경상도 향토음식과 전라도 향토음식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기에 지역과 조사대

상의 범위를 넓혀 선행 연구 결과와 비교 고찰을 실시하였

다. 제주 지역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23) 결과

에 의하면 제주 지역 향토음식에 대한 인지도가 음식에 따라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제주 지역 일부 

중학생의 제주 지역 향토음식의 인지도 조사(11)에서는 대

부분의 음식에 대해 3점 만점 중 2점대 이상의 점수를 나타

내었다. 부산･경남 향토음식 71종에 대해 부산 거주 일부 

고등학생의 인지도 조사 결과 조사대상자의 50% 이상이 모

른다고 응답한 항목은 총 20종으로 28.2%를 나타내어 인지

도가 낮게 평가되었으며(20), 대학생을 대상으로 전북 지역 

향토음식에 대해 수행한 연구에서도 5점 척도 기준으로 대

부분의 메뉴가 1∼2점대의 낮은 인지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14). 즉 조사대상의 연령, 지역에 따라 향토음식의 

인지도의 편차가 큼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선행 연구에서 조사된 인지도 수준보다 본 연구의 

인지도가 낮게 나타난 이유는 선행 연구에서는 성인(14) 및 

청소년(11,20)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

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선행 

연구들은 상용화된 향토음식도 함께 조사하였으나 본 연구

에서 조사한 항목은 단체급식에서의 활용이 가능한 그리고 

지역적 차이가 뚜렷한 상용화되지 않은 음식을 선정하여 선

행 연구들보다 더 낮은 인지도를 보인 것으로 사료된다. 

향토음식에 대한 경상도와 전라도의 지역적 차이에 대하

여 좀 더 심도 있는 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 향토음식에 

대하여 모르고 있다 0점, 알고 있다 1점으로 하여 전라도 

지역 향토음식 10개와 경상도 지역 향토음식 10개 각각에 

대하여 점수를 합산한 후 평균값을 산출하여 비교 분석하였

다(Table 4). 전체 표본 학생들의 전체 향토음식에 대한 인

지도는 20점 만점 기준으로 9.28점이었으며, 경상도 지역 

학생(9.43)과 전라도 지역 학생(9.13) 간의 유의적인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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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arison of recognition on overall native local foods between students in Gyeongsang-do and students in Jeolla-do

Variable Total
(N=515)

Students in 
Gyeongsang-do (N=254) 

Students in Jeolla-do
(N=261) t-value

Recognition of native local foods 
in Gyeongsang-do1)

4.88±2.52 5.17±2.43 4.60±2.58 -2.547*

Recognition of native local foods 
in Jeolla-do1)

4.40±2.71 4.26±2.73 4.53±2.69 -1.108

t-value 5.145*** 6.840*** 0.568
Recognition of overall native local 

foods2)
9.28±4.79 9.43±4.73 9.13±4.86 -0.707

*P<0.05, ***P<0.001. 
1)Mean±SD, total score: 10 (the total score of regional 10 native local foods was based on 2 scale test; 0, don't know; 1, know).
2)Mean±SD, total score: 20 (the total score of 20 native local foods in Gyeongsang-do and Jeolla-do was based on 2 scale test;

0, don't know; 1, know).

는 없었다. 즉 조사대상 학생들은 경상도 지역, 전라도 지역

의 지역별 차이 없이 20점 만점을 기준으로 향토음식에 대

한 인지 수준이 절반 이하였으며 향후 향토음식에 대한 인지

도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전체 표본 학생들의 경상도 향토음식과 전라도 향토음식 

각각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보면 경상도 향토음식에 대한 인

지도는 4.88점(10점 만점 기준), 전라도 향토음식에 대한 

인지도는 4.40점(10점 만점 기준)이었다. 전체 표본 학생들

의 경상도 향토음식에 대한 인지도와 전라도 향토음식에 대

한 인지도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전라도 향토음식보다 

경상도 향토음식이 유의적으로 높게 인지되고 있었다(P< 

0.001). 즉 전체 표본 학생들은 전라도 향토음식에 비해 경

상도 향토음식을 더 잘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전체 향토음식에 대한 인지도에서는 경상도 지역, 전라도 

지역 학생 간의 유의적 차이가 없었지만 지역별 향토음식에 

대한 인지도의 차이를 분석해 본 결과 경상도 향토음식에 

대한 인지도가 전라도 향토음식에 대한 인지도보다 높게 조

사되었다. 이러한 차이의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 첫 번째로 

전체 표본 조사대상을 경상도 지역 학생과 전라도 지역 학생

을 구분하여 각각에 대하여 지역별 향토음식에 대한 인지도

의 차이를 분석하였고, 두 번째로는 향토음식을 지역에 따라 

경상도 향토음식과 전라도 향토음식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하여 경상도 지역 학생과 전라도 지역 학생의 차이를 분석

하였다. 

첫 번째 분석으로 경상도 지역 학생과 전라도 지역 학생을 

구분하여 각각에 대하여 지역별 향토음식에 대한 인지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경상도 지역 학생의 경상도 향토음식에 

대한 인지도는 5.17점, 전라도 향토음식에 대한 인지도는 

4.26점으로 경상도 지역 학생은 전라도 향토음식보다 경상

도 향토음식을 유의적으로 높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P<0.001). 반면 전라도 지역 학생의 경상도 향토음식

에 대한 인지도는 4.60점, 전라도 향토음식에 대한 인지도는 

4.53점으로 전라도 지역 학생은 두 지역 향토음식의 인지도

에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전라도 

지역 학생은 전라도 향토음식과 경상도 향토음식에 대해 별

다른 차이 없이 고르게 잘 인지하고 있었지만 경상도 지역 

학생은 전라도 향토음식에 비해 경상도 향토음식을 더 잘 

인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전체 표본 학생들의 경상도 향토음

식에 대한 인지도가 전라도 향토음식에 대한 인지도보다 높

게 나타난 것은 경상도 지역 학생의 경향을 반영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 분석으로 향토음식을 경상도 향토음식과 전라도 

향토음식으로 지역별로 구분한 후 각각에 대하여 경상도 지

역 학생과 전라도 지역 학생의 인지도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경상도 향토음식에서는 경상도 지역 학생(5.17점)

이 전라도 지역 학생(4.60점)보다 유의적으로 더 높게 인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P<0.05), 전라도 향토음식에서

는 경상도 지역 학생(4.26점)과 전라도 지역 학생(4.53점)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상도 향토

음식의 경우 경상도 지역 초등학생이 전라도 지역 초등학생

보다 더 잘 인지하고 있었으나 전라도 향토음식의 경우에는 

경상도 지역 초등학생과 전라도 지역 초등학생의 인지도 수

준의 차이는 없었다.  

본 연구 결과에서 전체 표본 학생들의 경상도 향토음식에 

대한 인지도가 전라도 향토음식에 대한 인지도보다 높게 나

타난 것은 경상도 지역 학생의 경향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전라도 지역 초등학생은 지역의 구분 없이 향토음

식에 대하여 골고루 인지하고 있는 반면 경상도 지역 초등학

생은 전라도 지역 향토음식보다는 경상도 지역 향토음식에 

대하여 더 잘 인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경상도 지역 학생들

을 대상으로 경상도 지역 외 다양한 지역의 향토음식에 대한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지역별 향토음식의 선호도 비교

경상도 향토음식 10가지, 전라도 향토음식 10가지에 대

한 선호도 조사 결과는 각각 Table 5와 Table 6에 제시하였

다. 경상도 향토음식의 선호도에 대한 지역적 차이를 살펴보

면 버섯밥(P<0.01), 미역찹쌀수제비(P<0.001), 재첩국(P< 

0.01), 감자잡채(P<0.01), 배추전(P<0.01), 애호박죽(P< 

0.01)에 대하여 경상도 지역 학생이 전라도 지역 학생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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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mparison of preference on native local foods of Gyeongsang-do between students in Gyeongsang-do and students in
Jeolla-do

Variable Total students Students in 
Gyeongsang-do

Students in
Jeolla-do t-value

Local food in
Gyeongsang-do1)

Beoseotbap
Miyeokchapssalsujebi
Jeacheopguk
Gamja japchae
Kongnamul jangjolim
Baechujeon
Dalk kalguksu
Aehobakjuk
Ttaro gukbap
Dongrae pajeon

2.71±1.08
3.11±1.08
2.67±1.07
3.22±1.04
3.00±1.08
2.72±1.07
3.36±1.09
2.59±1.08
3.13±1.15
2.68±1.03

2.83±1.03
3.40±1.00
2.80±1.06
3.36±0.93
3.08±0.97
2.87±1.03
3.40±1.01
2.72±1.11
3.17±1.08
2.76±1.03

2.59±1.13
2.84±1.09
2.54±1.07
3.08±1.11
2.93±1.18
2.56±1.10
3.33±1.16
2.46±1.04
3.08±1.22
2.60±1.02

-2.61**

-6.15***

-2.68**

-3.03**

-1.60 
-3.30**

-0.79
-2.71**

-0.91
-1.75

*P<0.05, **P<0.01, ***P<0.001.
1)Mean±SD, 5-point likert scale (1: dislike very much～5: like very much).

Table 6. Comparison of preference on native local foods of Jeolla-do between students in Gyeongsang-do and students in Jeolla-do

Variable Total students Students in
Gyeongsang-do

Students in
Jeolla-do t-value

Local food in 
Jeolla-do1)

Bori gogumabap
Dubu tteokguk 
Beoseot aehobak bokkeum
Najugomtang
Bamjuk
Sujebipakjuk
Gultteokguk
Parae doenjangguk
Minari muchim
Kongnamul japchae

2.84±1.06
2.95±1.09
2.51±1.11
3.00±1.17
2.63±1.01
3.02±1.16
2.41±1.11
2.42±1.04
2.63±1.12
2.81±1.10

2.89±1.01
2.89±1.03
2.60±1.05
3.13±1.14
2.74±0.95
2.91±1.09
2.45±1.14
2.43±1.06
2.77±1.09
2.90±1.04

2.80±1.10
3.00±1.16
2.43±1.16
2.87±1.18
2.53±1.06
3.12±1.21
2.36±1.09
2.42±1.02
2.50±1.13
2.71±1.15

-0.95
 1.14
-1.81
-2.55*

-2.38*

 2.06*

-0.91
-0.04
-2.80**

-1.96
*P<0.05, **P<0.01.
1)Mean±SD, 5-point likert scale (1: dislike very much～5: like very much).

Table 7. Comparison of preference on overall native local foods between students in Gyeongsang-do and students in Jeolla-do 

Variable Total (N=515) Students in Gyeongsang-do 
(N=254) 

Students in Jeolla-do 
(N=261) t-value

Preference of native local 
  food in Gyeongsang-do1)

2.91±0.67 3.03±0.63 2.80±0.69 -4.10***

Preference of native local
  food in Jeolla-do1)

2.72±0.72 2.77±0.69 2.67±0.76 -1.52

t-value 9.843*** 9.507*** 4.630***

Preference of overall native
  local foods1)

2.82±0.66 2.90±0.62 2.74±0.69 -2.92**

***P<0.01, ***P<0.001.
1)Mean±SD, 5-point likert scale (1: dislike very much～5: like very much).

유의적으로 더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Table 5). 전라도 향토

음식의 선호도에 대한 지역적 차이 분석에서는 수제비팥죽

(P<0.05)은 전라도 지역 초등학생이 경상도 지역 초등학생

보다 유의적으로 더 높은 선호도를 보였으며, 나주곰탕(P< 

0.05), 밤죽(P<0.05), 미나리무침(P<0.01)은 경상도 지역 

초등학생이 전라도 지역 초등학생보다 유의적으로 더 높은 

선호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3점 이상의 선호도를 나타낸 경상도 향토음식은 닭칼국

수(3.36), 감자잡채(3.22), 따로국밥(3.13), 미역찹쌀수제비

(3.11)였으며, 전라도 향토음식은 수제비팥죽(3.02), 나주

곰탕(3.00)이었다. 단기적 측면에서는 다른 향토음식에 비

해 높은 선호도를 보인 향토음식을 위주로 학교급식에 시범 

적용이 가능할 것이며, 장기적 측면에서는 선호도가 낮게 

나타난 음식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보 제공 및 교육을 통해 

인지도와 선호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겠다. 

경상도 향토음식, 전라도 향토음식 그리고 전체 향토음식

에 대한 선호도의 지역적 차이 분석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전체 표본 학생들의 전체 향토음식에 대한 선호도는 2.8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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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향토음식에 대한 선호

도를 표본 학생의 지역에 따라 비교 분석한 결과 경상도 지

역 학생 2.90점, 전라도 지역 초등학생 2.74점으로 경상도 

지역 초등학생의 향토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전라도 지역 초

등학생의 선호도에 비해 유의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P<0.01). 전체 표본 학생들의 지역별 향토음식에 대한 

선호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경상도 향토음식에 대한 선호

도는 2.91점, 전라도 향토음식에 대한 선호도는 2.72점으로 

경상도 향토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전라도 향토음식보다 유

의적으로 높았다(P<0.001). 즉 전체 표본 학생들은 전라도 

지역 향토음식보다는 경상도 지역 향토음식을 더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경상도 지역 초등학생이 전라도 지

역 초등학생보다 향토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차이의 원인을 살펴보고자 첫 번째로 전체 표본 

조사대상을 경상도 지역 학생과 전라도 지역 학생을 구분하

여 각각에 대하여 지역별 향토음식에 대한 선호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두 번째로는 향토음식을 경상도 향토음식과 전

라도 향토음식으로 지역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하여 경상

도 지역 학생과 전라도 지역 학생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첫 

번째 분석으로 경상도 지역 학생과 전라도 지역 학생을 구분

하여 각각에 대하여 지역별 향토음식에 대한 선호도의 차이

를 분석한 결과, 경상도 지역 초등학생의 경우 경상도 향토

음식에 대한 선호도는 3.03점, 전라도 향토음식에 대한 선호

도는 2.77점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P<0.001). 

전라도 지역 초등학생의 경우 경상도 향토음식에 대한 선호

도는 2.80점, 전라도 향토음식에 대한 선호도는 2.67점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P<0.001). 즉 전라도 지역 초

등학생과 경상도 지역 초등학생 모두 전라도 향토음식보다 

경상도 향토음식에 대하여 유의적으로 높은 선호도를 가지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 분석으로 향토음식을 경상도 

향토음식과 전라도 향토음식으로 지역별로 구분하여 각각

에 대하여 경상도 지역 학생과 전라도 지역 학생의 선호도 

차이를 분석하였다. 경상도 향토음식의 선호도를 분석한 결

과 경상도 지역 초등학생(3.03점)이 전라도 지역 초등학생

(2.80점)보다 유의적으로 더 높은 선호도를 가지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고(P<0.001), 전라도 향토음식의 선호도에 대

한 분석 결과 경상도 지역 학생(2.77점)과 전라도 지역 학생

(2.67점)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 

표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 경상도 지역 향토음식

에 대한 선호도가 전라도 지역 향토음식에 대한 선호도보다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지역별 구분 없이 경상도 

지역 초등학생과 전라도 지역 초등학생 모두에서 전반적으

로 나타난 경향임을 알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경상도 지역 

향토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전라도 지역 향토음식보다 높았

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조사한 경상도 지역 향토음식이 좀 

더 대중적으로 친숙한 메뉴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전체 향토음식에 대한 선호도에서 경상도 지역 학생이 

전라도 지역 학생보다 높게 조사된 것은 경상도 지역 초등학

생이 경상도 향토음식을 전라도 향토음식에 비해 좀 더 선호

하는 경향으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지금까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경상도 향토음식과 전라

도 향토음식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

기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과 조사대상의 범위를 넓혀 선행 

연구 결과의 비교 고찰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안동 지역 청

소년(15)과 제주 지역 청소년(11)을 대상으로 한 향토음식

의 선호도 분석에서도 대부분의 음식에 대해 5점 만점 중 

전체적으로 3점에 근접한 값을 나타내었다. 대구 지역 성인

을 대상으로 한 연구(18)에서는 5점 척도로 조사한 대부분

의 메뉴가 3∼4점대의 선호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즉 조사대상의 연령 및 지역에 

따라 향토음식의 선호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향후 지역별, 대상의 연령별 선호도의 심도 있는 분석이 필

요함을 알 수 있었다.

선행 연구(8)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주로 학생들이 좋아

하는 음식들은 대부분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음식들 특

히 집에서 자주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많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선호도가 낮게 조사된 향토음식에 대한 선호도

를 높이기 위해서는 집에서 이루어지는 가족과의 식사에서 

그리고 학교급식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요   약 

본 연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향토음식에 대한 인지도와 

선호도를 조사하여 조사대상의 거주 지역별(경상도 지역, 

전라도 지역) 차이를 분석하고 동시에 지역별 향토음식(경

상도 향토음식, 전라도 향토음식)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

였다. 전라도 지역 일부 소재 초등학생 261명과 경상도 지역 

일부 소재 초등학생 2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으며 본 연구의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표본 학생들의 전체 향토음식에 대한 인지도는 9.28점(20

점 만점 기준)이었으며, 전체 향토음식에 대한 인지도에서 

경상도 지역 학생(9.43)과 전라도 지역 학생(9.13) 간의 유

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전체 표본 학생들의 경상도 향토음식

에 대한 인지도는 4.88점(10점 만점 기준), 전라도 향토음식

에 대한 인지도는 4.40점(10점 만점 기준)으로 경상도 향토

음식에 대한 인지도가 전라도 향토음식에 대한 인지도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P<0.001). 전라도 지역 초등학생은 두 

지역 향토음식의 인지도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

았으나, 경상도 지역 초등학생은 전라도 향토음식보다 경상

도 향토음식을 유의적으로 높게 인지하고 있었다(P<0.001). 

경상도 향토음식의 경우 경상도 지역 학생(5.17점)이 전라

도 지역 학생(4.60점)보다 유의적으로 더 높게 인지하고 있

었고(P<0.05), 전라도 향토음식에서는 경상도 지역 학생

(4.26점)과 전라도 지역 학생(4.53점) 간에 유의한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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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다. 둘째, 전체 표본 학생들의 전체 향토음식에 대한 선

호도는 2.82점(5점 척도 기준)으로 조사되었으며, 경상도 

지역 초등학생 2.90점, 전라도 지역 초등학생 2.74점으로 

경상도 지역 학생의 향토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전라도 지역 

초등학생에 비해 유의적으로 더 높았다(P<0.01). 전체 표본 

학생들의 지역별 향토음식에 대한 선호도 차이 분석 결과, 

경상도 향토음식에 대한 선호도는 2.91점, 전라도 향토음식

에 대한 선호도는 2.72점으로 경상도 향토음식에 대한 선호

도가 전라도 향토음식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P<0.001). 

전라도 지역 학생(P<0.001)과 경상도 지역 학생(P<0.001) 

모두 전라도 향토음식보다 경상도 향토음식에 유의적으로 

높은 선호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도 향토음식의 

선호도의 경우 경상도 지역 학생(3.03점)이 전라도 지역 학

생(2.80점)보다 유의적으로 더 높은 수준이었으며(P<0.001), 

전라도 향토음식의 선호도의 경우 경상도 지역 학생(2.77

점)과 전라도 지역 학생(2.67점)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의하면 경상도 지역 학생과 전

라도 지역 학생 간에 향토음식의 인지도와 선호도에 차이를 

보여 지역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경상도 지역 

학생의 경우 경상도 지역 향토음식에 대한 인지도가 전라도 

지역 학생보다 높게 나타나 초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지방

색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경상도 

지역 학생들에게 다양한 지방의 향토음식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경상도 지역 학생

과 전라도 지역 학생 모두에서 경상도 향토음식에 대한 선호

도가 전라도 향토음식에 대한 선호도보다 높게 나타났으므

로 향후 전라도 지역 향토음식에 대한 선호도를 높일 수 있

도록 꾸준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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