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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s intended to offer several policy suggestions on the ways to utilize
the Namdo(south province) flavor industry into a high value added industry. The
flavor industry in Namdo is one of the pivotal policy tools to overcome the
adverse effects of rapid globalization. It's currently defined as the high value
added industry, a new core growth engine which creates agricultural growth
through converging the production and processing of food ingredients with
tourism.
However, Namdo flavor industry has many huddles to cope with, for example, its
small size, the short of infrastructure, marketing strategies and inter-regional
linkage, to name a few. So, first and foremost, setting up infrastructure related
to brand franchises, good food ingredient supply systems, and recipe development
is essential. Also, tourism products reviving the features of Namdo flavor are
needed ; for instance, they consist of high-class tourism of flavor·voice·traditional
culture, food road and Namdo flavor tourism products. Furthermore, nurturing
flavor masters, creating efficient training systems, and forming flavor industry
networks are of impor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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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지역성과 전통성을 기반으로 한 향토음식은 지역의 원료와 조리방법을 사용해서 만든 음
식으로 이를 산업화하는 것은 지역 농산물의 소비와 고용 창출, 그리고 관광산업과의 연계
등 세계화경제의 위기를 극복하는 지역발전 전략으로서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 되고 있다.
정부도 한식세계화와 더불어 식품산업 육성을 국정주요 과제로 채택하고, 농·어업의 범
위를 식품산업 등 2·3차 산업으로 확장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식품산업(식품제
조·외식산업)이 2010년 기준 130조원의 시장규모 및 163만명이 종사하는 국가경제의 중
추 산업이기 때문이다1).
풍요로운 미래도시 녹색의 땅 전남은 예로부터 예(禮)와 의(義) 및 충절(忠節)의 고장으
로 전통적 맛과 멋을 자랑하는 남도음식문화가 계승되고, 천혜의 자연환경에서 생산된 식
재료를 바탕으로 한 남도음식은 국·내외적으로 큰 호평을 받고 있으며, 도민의 26.1%가농
어가, 친환경 인증 면적 전국최고인 61% 등 음식산업 메카로 발전할 수 있는 강점을 보유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민경제발전에 따라 식생활패턴이 변화하면서 패스트푸드의 급속
한 전파와 함께 타 지역 향토음식이 가맹사업방식으로 우리지역에 역 유입되는가 하면, 지
역 간 활발한 음식문화 교류로 타 지역과의 차별성이 적어지고 보편화 되면서 남도음식 산
업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
전통적 맛과 멋을 자랑하는 고유한 음식문화를 보유하고 있는 전라남도는 남도음식의 전
통과 이미지를 현대적으로 계승하여 전남의 친환경 농수산물의 생산 및 판매, 2차 식품제
조·가공 및 3차 음식서비스 등 식생활과 유관한 모든 산업인 남도 맛 산업을 육성하고 있
다. 남도 맛산업은 식재료 생산, 가공, 서비스 및 관광과 유기적으로 융복합화해 이를 산
업화함으로써 개방화 시대 지역경제의 신성장동력 창출 및 농수축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국내는 물론 동북아 식품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신상업의 중심지인 전남의 경우 그 성장 가능성은 무궁하다
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남도 맛산업이 신성장동력산업으로서 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전통 문화자원과 연계하는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등 남도 맛산업
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즉, 산업, 관광의 관점에서 전
남 맛산업을 재발견하고 관광자원으로서 남도 맛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며 이를 지역경제의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남도 맛
산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남도 맛산업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남도 맛산업의 관광자원
화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국내 식품산업 생산액은 2000년 69.5조원, 2005년 89.9조원, 2010년 130조원으로 국내 식품시장 규모는
년 평균 6.7%씩 증가하고 있으며, 식품·음식산업의 부가가치는 33.6조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4.2%를 차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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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남도 맛산업 현황
1. 남도 맛산업 기반 현황
전남의 농식품2)업체수(’10년)는 총 1,434개소(가동 1,042, 비가동 392)로, 식품 등 제조
가공업에 종사하고 있는 종업원 수는 10,866명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
식품산업3) 매출액 중에서 전남의 식품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식품 1.9%(5,997.5억원), 건
강기능식품 0.8%(54.7억원),식품첨가물 3.2%(225.8억원), 기구·용기·포장지 0.1% (20.6
억원)로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표 Ⅱ-1> 가동 중인 전남 농식품업체 현황
(단위: 개소, %)

업체

빈도

비율

전통식품가공공장
산지가공공장
특산가공공장
식품제조업체

35
11
1
993

3.4
1.2
0.1
95.3

합계

1,042

100.0

자료 : 전남도 내부자료, 2011

전남 농식품업체의 연간 생산능력은 1,095톤이며 연간 가동일수는 180일, 연간 생산량은
459톤으로 나타났다. 총매출액을 보면 8,952억원으로 국내 판매액은 90.5%인 8,098억원
이며, 수출은 9.5%인 854억원이였다.
<표 Ⅱ-2> 전남도 농식품업체 가동실적 및 매출액
(단위: 억원)

연간생산
능력(톤)

가동실적
연간가동
일수

총매출액
연간생산량
(톤)

계

내수

수출

1,095

180

459

8,952
(100.0)

8,098
(90.5)

854
(9.5)

자료 : 전남도 내부자료, 2011
2) 식품의 정의를 살펴보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는 식품을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로 규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은 식품이란 모든 음식
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로 정의하고 있음
3) 식품산업의 정의를 살펴보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상의 식품산업은 식품을 생산, 가공, 제
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 농산물에 인공을 가하여 생산, 가공, 제조, 조리하는
산업과 이 산업으로부터 생산된 산물을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식품의
약안전청은 식품산업에 대한 별도의 법적인 규정 없이 식품산업을 2006년부터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축산가공품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학계(한국유통학회)는 식품산업을 원료 농축수산물을 이용
한 식품의 가공, 제조, 보관, 운반, 유통, 조리 및 소비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제반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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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 중인 전남도 식품업체의 원료조달 현황을 보면 산지생산자로부터 직접 원료를 구매
하거나 자체 생산단지에서 원료를 공급하는 비율이 높았다. 원료조달 비율을 보면 자가생
산, 28%, 산지 생산자 구매 20%, 도매시장 14%, 계약재배 10%, 산지조합구매 6%, 산지수
집상 구매 5% 순이였으며, 상대적으로 산지조합이나 산지 수집상에서 구매하는 비율이 낮
았다.
<표 Ⅱ-3> 전남도 식품업체의 원료조달 현황
(단위:%)

계

자가생산

계약재배

산지
생산자

산지조합

산지
수집상

도매시장

기타

100

28

10

20

6

5

14

17

자료 : 전남도 내부자료, 2011

전남 농식품업체의 생산품목별 실태를 보면 수산물가공제품 20.7%, 차류 20.2%, 조미식
품류 12.1%, 과자류 10.7%, 김치·절임식품 8.1%, 기구·용기·포장지 4.6% 등 의 순이었
다. 상대적으로 빙과류(0.5%), 당류(0.6%), 식용유지류(0.6%), 면류(0.8%)의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4> 전남도 농식품업체의 품목별 생산 실태
품목별

빈도

비율(%)

과자류
당류
빙과류
축산식육제품
수산제품
두부류
식용유지류
면류
차류
음료류
주류
특수영양식품
조미식품
얼음
한약제
김치·절임식품
건포류
기구, 용기, 포장지 등

111
6
5
23
216
45
6
8
211
44
22
46
126
11
19
84
11
48

10.7
0.6
0.5
2.2
20.7
4.3
0.6
0.8
20.2
4.2
2.1
4.4
12.1
1.1
1.8
8.1
1.1
4.6

계

1,042

100.0

자료 : 전남도 내부자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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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 맛산업의 기반이 되는 전남의 음식점업 사업체 및 종사자를 살펴보면 23,342개소와
54,512명으로 각각 전국의 4.0%, 3.6%를 점유하고 있다. 전국 음식점업에 종사하는 종사
자의 평균은 2.7인으로 나타났으며, 전남은 2.3인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을 뿐 아니라
광역시 중 경북 다음으로 낮아 규모가 상대적으로 영세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Ⅱ-5> 전국 음식업점 현황(2010년 기준)
(단위: 개소, 명)

구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업체당 평균

전국

576,990

1,578,068

2.7

서울

106,951

358,179

3.3

부산

45,672

122,689

2.7

대구

30,141

76,006

2.5

인천

26,612

72,128

2.7

광주

15,607

43,125

2.8

대전

16,258

45,092

2.8

울산

14,745

36,515

2.5

경기

111,061

322,903

2.9

강원

26,983

61,874

2.3

충북

20,035

48,788

2.4

충남

26,254

63,722

2.4

전북

19,752

50,613

2.6

전남

23,342

54,512

2.3

경북

39,128

87,225

2.2

경남

45,472

109,904

2.4

제주

8,977

24,757

2.8

자료: 2010 시·도 비교통계, 2011

2. 남도식품 및 음식 특징
한국의 음식문화 특히 남도음식은 농업생활을 중심으로 한 습식문화이기 때문에 유목생
활을 중심으로 발달해 온 서양의 건식문화에 비해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또한 문화교류가
밀접하고 지리적으로도 가까운 중국 및 일본과는 식사형태의 공통점이 있기는 하나(곡물음
식을 주식으로 하고, 그 외에 부식을 만들어 먹는 식사형태), 각기 역사와 환경을 바탕으로
특색 있게 음식을 발전시켜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로 인해 우리
나라 음식은 외국인들에게 상당한 관광 매력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또 세계적 트렌드인 웰빙 열풍도 한식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육류 중심에 튀기는 조리법이 대부분인 고칼로리의 서양 음식에 비해 채소류나 해산물·어
- 11 -

第12號 海峽圈硏究

류를 주로 사용하는 저칼로리·기능성 음식, 튀기기보다는 찌거나 굽는 조리법, 장류나 김
치 등의 발효음식 등이 웰빙 트렌드, 슬로우 푸드에 부합하는 건강식이라는 이미지가 각인
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 헬스지가 선정한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 김치가 선정된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으며 뉴욕 타임즈는 한국음식을 숨어있는 보물이라고 칭하기도 했다. 이제 세
계인이 우리 음식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이를 경험하기 위해 스스로 찾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표 음식인 남도음식은 천혜의 자연환경에서 생산된 식재료를 중심으로 4계절
평야, 바다, 내륙등지에서 생산된 차별화된 식재료를 사용해 정결하고, 맛깔스런 음식을
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차별화된 식 재료를 사용한다. 남도의 자연환경은 기름진 나주평야를 중심으로 풍
부한 곡물 그리고 청정해역과 갯벌에서 길어 올린 싱싱한 해산물, 산악지대에서 채취한 나
물 등 천혜의 자연환경에서 생산된 다양한 식재료를 공급받아 전통적으로 다양하면서도 맛
깔진 음식을 만들어 왔다.
둘째, 다양한 발효음식을 활용한다. 남도의 따뜻한 기후가 식생활 등 음식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간을 짜게하고 고춧가루를 많이 사용하는 등 젓갈문화가
타 비역에 비해 발달해 왔다. 이러한 영향으로 우리의 대표음식인 다양한 김치와 젓갈이
탄생되었다.
셋째, 음식의 맛은 다양한 식재료와 더불어 음식을 만드는 제조자의 정성에서 맛의 깊이
를 더하는데 남도 음식은 이러한 정성이 상대적으로 깊다는 점이다. 예로부터 의향이라 불
리는 남도는 다양한 식재료의 맛을 깊게하기 위해 발효식품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고 이
에 따라 장 및 고추장을 정성들여 숙성시키고, 음식을 만들 때에도 매우 정성을 다해 제조
하기로 유명하다.
넷째, 음식에도 식감과 더불어 오감을 자극하기 위해 다양한 멋을 중시했다. 남도사람들
은 음식의 맛 뿐 아니라 음식의 색깔도 매우 중시해 다양한 색채를 가미하고 있다. 그저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색깔을 음미하고, 그 색깔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뤄내는 풍류를
즐겼다. 이를 통해 순박하고 후한 인심을 배가시키고 이웃 간에 정을 베풀고 나눠주면서
살아가는 멋을 즐겼다.

3. 남도 특산물 및 식품
전남지역의 기후는 온화하고 강수량이 많은 아열대성으로, 지형적으로는 높지않은 산지
와 넓고 기름진 평야 그리고 유기물이 풍부한 갯벌과 바다를 접하고 있어 다양한 곡류, 양
념채소와 과일의 생산적지이며, 해산물로는 어패류를 비롯한 해조류 등의 특산물이 풍부하
다. 대표적인 농산물로는 쌀, 보리, 양파, 마늘, 시금치, 고구마 등이 있으며, 과일로는 배,
무화과, 유자, 양다래, 단감, 매실, 딸기, 토마토, 복숭아, 자두, 포도 등이 있다. 그리고
어류로는 조기, 민어, 낙지, 짱뚱어, 홍어, 광어, 우럭, 민물장어, 갯장어, 꽂게 등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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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특용작물로는 녹차, 구기자, 어성초, 표고버섯, 느타리, 새송이, 생약초, 해조류로는
김, 파래, 톳, 매생이, 미역 등이며, 전복, 바지락, 홍합 등 패류와 최근 광물에서 식품으
로 인정받은 천일염 등이 생산되고 있다.
<표 Ⅱ-6> 전남의 특산물 현황
분류
농산물

제품
쌀, 보리, 양파, 마늘, 시금치, 고구마 등

과일

배, 무화과, 유자, 양다래, 단감, 매실, 딸기, 토마토, 복숭아, 자두 포도 등

어류

조기, 민어, 낙지, 짱뚱어, 홍어, 광어, 우럭, 민물장어, 갯장어, 꽂게 등

특용작물
해조류
패류
천일염

녹차, 구기자, 어성초, 표고버섯, 느타리, 새송이, 생약초 등
김, 파래, 톳, 매생이, 미역 등
전복, 바지락, 홍합
천일염

또한 전남의 대표적인 식품으로는 한과, 주류, 다류, 떡류, 김치류 등 전통식품과 과일
가공품 등이 있는데, 한과의 경우 한과세트, 구기자한과, 유지한과, 주류의 경우 홍주, 복
분자주, 배술, 대잎술, 녹차주 등이 생산되고 있다. 또한 음식의 맛을 내는 장류의 경우 메
주, 간장, 된장, 고추장 등이 생산되고 있으며, 남도의 별미인 김치 및 장아찌류의 경우 돌
산갓김치, 배추김치, 총각김치, 물외장아찌 등이 있다.
<표 Ⅱ-7> 전남의 대표 식품
분류

제품

지역

한과

한과세트, 구기자한과, 유지한과 등

고흥, 진도, 담양, 화순 등

주류

홍주, 복분자주, 배술, 대잎술, 녹차주 등

진도, 담양, 함평, 나주 등

과일가공품

유자청, 딸기쨈, 무화과잼 등

고흥, 진도

다류, 음료

녹차, 구기자차, 솔잎차, 매실차, 연잎차,
어성초액, 양파즙 등

보성, 광양, 담양, 무안, 장성 등

떡류

기정떡, 구기자떡 등

화순, 진도 등

김치, 장아찌류

돌산갓김치, 배추김치, 총각김치,
울외장아찌 등

여수, 목포, 여암, 해남 등

해조가공품

김부각, 다시마튀각 등

목포, 진도, 완도, 장흥, 신안 등

패류

전복죽, 전복장조림, 바지락젓갈 등

완도, 진도, 고흥, 장흥, 여수 등

어류가공품

굴비, 고추장굴비, 젓갈 등

영광, 목포 등

장류

메주, 간장, 된장, 고추장

전남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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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도의 전통 음식
전남도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지역별로 특산물이 많아 예로부터 이들 식재료를
이용, 음식의 종류가 다양하며, 음식에 대한 정성이 타 지역에 비해 많아 지역별로 특색있
는 전통음식4) 및 향토음식5)이 발달하였다. 타 지역과 차별화된 남도만의 전통음식으로는
낙지, 홍어, 죽순, 차, 전복, 매생이, 짱뚱어, 유자 등이 있으며, 이들 전통음식은 전남지
역에서만 생산되거나 품질이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한 음식이다. 차
별화된 주식류로는 차밥, 대통밥, 전복죽, 가물치죽 등이 있으며, 부식류로는 홍어애탕, 매
생이탕, 청각냉국 등이 있다.
지방의 기후 및 특성에 따라 발달된 남도음식 중 어느 정도 규모화되어 있고 집단화되어
있는 음식을 중심으로 전남도의 대표음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도의 대표적 음식은
한정식으로 남도 한식은, “남도의 산, 바다, 들에서 나온 우수한 식재를 바탕으로 남도 특
유의 조리법으로 만든 맛깔스럽고 감칠 맛 나는 개미 있는 음식이며, 민가음식을 정점으로
한 평면전개형 상차림의 원형을 갖은 음식(주요리 1∼2종에 생채(무침), 숙채(나물, 볶음),
김치류 등을 포함한 5찬류가 제공되는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기본으로
할 때, 남도한정식은 “남도음식을 기본으로 한 평면전개형 상차림에 적온적시(適溫適時)에
서빙 될 수 있는 주 메뉴(4종 이상)와 찬류(김치 및 젓갈류 포함 10찬 이상)가 시계열형으
로 제공되는 상차림”이라고 볼 수 있다.6) 대표적 지역으로는 강진군이 이에 속하며 9첩 반
상을 기본으로 고급 도자기인 청자를 이용한 식기를 사용해 맛과 멋을 고급화한 남도의 대
표적 한정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강진 한정식은 현재 명동식당, 해태식당, 청자골종가
집7) 등 3개 업체가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다.
또한 남도 육류문화에서 가장 널리 보급되어 정착된 것이 나주곰탕과 홍어탕이다. 천년
목사골의 대표음식인 곰탕은 양지와 사태를 주로 쓰고 삶는 과정에서 차별화하는 노하우가
4) 전통음식은 5천년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으로 민족문화와 함께 발전된 우리 민족 고유의 음식으로 그 긴
세월 동안 우리 입맛에 맞게 조상들이 발전시켜온 음식이며 궁중요리와 권문, 반가의 요리, 각 고장마다
특색을 지닌 향토요리를 의미함. 복잡한 한국 궁중 요리서부터 지방의 특색 요리와 현대의 퓨전 요리에
이르기까지 재료와 조리법이 매우 다양함. 전통적인 한국 정식은 밥, 국, 김치와 함께 나오는 많은 반찬
들로 이루어지며, 한국 음식은 보통 참기름, 된장, 간장, 소금, 마늘, 생강, 그리고 고추장 등으로 맛을
냄. 식단은 계절별로 다양한데, 특히 전통적으로는 겨울 동안에 마당에 구멍을 파고 땅 속에 묻어 놓은
장독에 저장된 김치와 그 밖에 절인 야채들에 많이 의존함.
5) 향토음식은 전통음식이란 개념보다 협의의 개념으로, 오랜 옛날부터 그 지역에서만 생산되는 재료를 그
지역만의 독특한 요리법으로 만든 음식이라고 할 수 있음. 다시 말해 지역 특유의 기후와 토질, 지리적
조건 등의 자연환경에 순응하며 개발된 음식으로, 지역민의 의식 구조와 생활양식이 오롯하게 담겨져 있
다고 할 수 있음
6) 전라남도(2009), ｢남도음식 기초자료 조사 및 표준화 연구｣, 전남도립대학, 김수인 외
7) 남도한정식의 발원지 강진이라는 자부심과 맛, 전통을 중시하며 장류는 강진전통의 간장맛을 간직한 군동
신기마을된장, 고추장만 사용함. 매일새벽 그날 만들어 음식재료로 장만하고 모든 음식에 사용하는 장류
직접전통방식에 따라 만들어 사용함. 3년 숙성 묵은지를 지하 저장창고에 보관하며 고즈넉한 분위기에서
40-50가지 반찬, 육해공의 진미를 맛볼 수 있음. 전라남도 지정 음식명가이며, 친환경농산물 사용업소
인증, 음식점 원산지 자율표시 시행업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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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현재 나주시장을 중심으로 11개 업체가 영업중이며, 비교적 집단화, 규모화되어 있
다. 홍어탕은 굽이굽이 영산강 뱃길을 따라 올라와 닻을 내리면 잡힌 홍어가 먼 뱃길을 따
라 올라오는 사이에 자연발효되어 독특하고 절묘한 맛을 내는 웰빙 식품으로 유명하다. 나
주시 영산포구를 중심으로 홍어의거리가 조성되어있고, 현재는 약 10여개의 업체가 영업중
이며, 홍어축제를 통해 홍보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있다.
그리고 곡창지대인 남도지역에서 쌀을 활용하여 생산되는 대표적인 가공식품으로 한과가
있다. 담양한과는 전통적 기술을 보유한 한과 명인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 및 한과 원료
의 다양화를 통해 품질 좋은 한과 가공식품을 생산하고 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사용함으로써 지역농산물 판매를 확대하고 있으며, 최근 농촌체험 수요가 급증하면서 한과
의 관광상품화를 통해 인지도 제고 및 농외소득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담양 한과는 제조기술의 시스템화, 판매네트워크, 안정적인 원재료수급확보, 세련된
포장 및 패키지디자인, 전국단위 물류센터 운영을 통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그림 Ⅱ-1> 타 지역과 차별화된 전남도의 전통 음식

<표 Ⅱ-8> 전남도의 대표 음식
지역
강진
고흥
곡성
광양
구례
나주
담양

대표 음식
한정식
붕장어구이
은어구이
광양불고기
사찰정식, 참게탕
나주곰탕, 홍어회
대통밥정식, 떡갈비

-

특징
수랏간 상궁이 전해준 전통 한정식(3개 업체)
원혼을 달래주고 얻어낸 맛(12개 업체)
섬진강 남정네의 서울 아가씨(14개 업체)
우정이 만들어낸 불고기 맛(11개 업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사찰음식
장터에서 팔던 쇠고기 국밥(11개 업체)
대나무의 영양을 고스란히 담아낸 맛(9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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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목포
무안
보성
순천
신안
여수
영광
영암
완도
장성
장흥
진도
함평
해남
화순

대표 음식
갈치찜
짚불구이삼겹살
꼬막정식
짱둥어탕
홍어삼합
서대회무침
굴비정식
갈낙탕
전복회
꿩 샤부샤부
매생이국
간재미회회무침
육회비빔밥
표고버섯산채정식
색동두부

-

특징
번쩍이는 은빛 속 보드라운 속살 맛(10개 업체)
풍년을 비는 마음이 담긴 맛(3개 업체)
입안 가득 퍼지는 갯벌 냄새 맛((6개 업체)
청정개벌 맛(5개 업체)
잔치 손님의 염치가 발견한 맛(4개 업체)
서대가 있던 뻘도 맛있는 맛(7개 업체)
뜻을 굽히지 않은 충절의 맛(20개 업체)
갈비와 낙지의 환상적인 맛(11개 업체)
세찬바다가준 맛(9개 업체)
학식있는 선비들의 영양식(2개 업체)
바다의 진미 맛(3개 업체)
새콤하게 무쳐먹는 홍어 사촌 맛(3개 업체)
가난한 장터 아낙의 지혜가 담긴 맛(15개 업체)
두륜산 스님들을 사로잡은 맛(2개 업체)
절 비법을 개량해 만든 맛(4개 업체)

자료 : 한번 맛보면 평생 잊을 수 없는 대한민국 대표 음식이야기, 대표넥서스, 한국관광공사, 2010

5. 전라남도 맛산업 육성 정책
전남은 예향이자 먹거리의 고장으로 다양하고 풍족한 각종 농수산물을 이용한 고유의 음
식문화가 발달하였다. 전남의 풍부한 역사·문화자원과 함께 남도음식은 전남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으로 이를 융·복합 산업으로 성장시켜 핵심 소득창출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전
남도는 남도음식 산업화를 위해 남도 맛 산업8)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
다.9) 본 계획은 전라남도의 고유한 남도음식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신성장동력으
로 하여 농수축산업과 관광산업의 연계 강화를 통해 전남지역 경제 발전과 농어촌의 활력
회복을 위해 추진 중이다. 주요내용으로는 남도 맛의 명품화 및 세계화를 위하여 ｢전통음
식체험관｣ 조성, 먹을거리단지 조성, 미각여행 관광상품 개발, 지역 축제에 남도 먹을거리
8) 남도 음식의 전통과 이미지를 현대적으로 계승하여 전남 친환경 농수산물의 생산 및 판매, 2차 식품 제조
가공 및 3차 음식 서비스 등 식생활과 유관한 모든 산업을 의미하며, 기존 정부의 식품산업과의 차이점은
원료 농산물 활용하여 식품의 생산, 가공, 제조, 보관, 포장, 판매하는 관점은 같으나, 남도만의 독특한
맛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남도의 문화를 산업화 한다는 관점에서 차이가 있고, 남도 맛 산업은 남도에
서 생산되는 다양하고 풍부한 식재료를 기반으로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조리법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향
토음식과 비슷하나,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일부 식재료를 사용하여 음식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전통음식과
유사한 점이 있음
9) 남도맛산업육성을 위한 투융자 계획을 보면 투자사업은 6개 과제 50개 사업이며 2,637억원을 투자할 계
획임(재원별:국비 676, 도비:322, 시군비 444, 융자 775 자담 420). 중점과제별로 보면 남도 맛 산업 기
반 구축사업(11개 사업, 126억원), 친환경 농수축산물의 안정적 생산(6개 사업, 348억원), 식품가공산업
육성(15개 사업, 1,784억원), 남도 맛의 명품화 및 세계화(7개 사업, 280억원), 친환경 농수축산물과 식품
의 유통망 구축(7개 사업, 65억원), 식생활문화 개선운동 전개(4개 사업, 35억원)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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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 운영, 남도음식 프랜차이징, 남도 맛 명가의 지정 등이 있다.
또한 ｢남도음식 외식산업육성대책(2008~2012년)｣ 은 농업과 외식산업의 연계 강화를 통
해 남도음식의 체인화, 프랜차이즈화 등 외식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시행 중이며 금년 중
완료할 계획이다. 남도음식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프랜차
이즈화가 가능한 지역 대표품목 및 전통음식을 발굴하여 조리법 표준화, 식자재 규격화 촉
진 및 기업형 프랜차이즈 육성으로 외식산업 육성기반 구축과 지역특산품을 원료로한 식자
재 가공·유통사업 확대로 농업과 외식산업 연계 강화 등 세부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전남도 음식문화개선사업｣ 은 ‘남도좋은식단’ 실천보급에 역점을 두고 2006년부
터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위생적인 상차림, 알뜰한 상차림, 균형
잡힌 상차림을 추진하고, 신 음식문화운동을 전개하여 양(量) 중시의 비위생적인 음식문화
에 대응한 질(質) 중심의 글로벌 음식문화(위생식단) 보급에 치중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남도음식의 명품화를 위해 도내 104개의 남도음식명가를 지정하여 집중 관리하고
있다. 무안의 기절낙지·짚불구이(돼지고기)와 목포의 홍어, 강진민물장어구이, 곡성 은어
회, 담양 죽순삼합과 죽계탕, 영광굴비정식, 나주 곰탕과 함평 육회비비밥, 광양 불고기,
영암 장뚱어탕, 구례 대통밥, 장흥 바지락회와 키조개 등심구이, 보성 전어식당, 곡성의 닭
잡아먹는 참게탕, 진도 간재미회 등이 포함되어 있다.
<표 Ⅱ-9> 전라남도 남도음식명가 지정내역
(단위: 개소)

2011년

2009년

2007년

2003년

2001년

2000년

명가

명가

명가
(통합)

소계

명가

별미

소계

명가

별미

소계

명가

별미

104

94

100

62

12

50

31

9

22

24

9

15

자료 : 전남도 내부자료, 2012

Ⅲ. 남도 맛산업 문제점
1. 남도 맛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미흡
남도 맛 산업 정책 시행 이전 전남도 정책은 주로 음식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투자, 인증
제도 등 하드웨어 분야에 집중된 반면, 남도 맛산업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금융지원, 유통
정보 제공 등의 유통조성 기능과 남도 맛의 산업화를 위한 기술지원, 인력양성, 주변지역
및 광역단체간의 유기적 네트워트 구축을 통한 관광기반 조성 등 소프트웨어 부문에 대한
투자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남도 맛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으로 전남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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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남도 맛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 계획(5개년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기초지자체와의 연
계 협력방안이 미흡하고, 단순 음식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어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2차 산
업인 제조업과의 연계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음식은 지역과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관습과 비법에 따라 다양한 맛을 낸다.
남도 맛산업이 보다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의 신성장동력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타 지역
과 차별화된 남도 맛 산업에 대한 연구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재 미흡한 실정이
다. 전통적으로 남도의 음식 맛이 타 지역에 비해 맛은 인정받고 있으나 이를 체계화하고,
발전시키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이에 따라 전통적이고 정갈하며 맛깔스러운 남도
음식(한정식)이 현대화를 위한 명목으로 일식화(日式化)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환언하
면 비용적인 면을 고려해 가짓수를 줄이고 퓨전 중심에 초점을 두면서 국적없는 한정식으
로 변해가고 있으며, 한편으론 전통적 한정식을 취급하는 업소가 감소해 가고 있다. 따라
서 남도 맛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는 남도식단의 정체성
을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남도음식의 표준화, 메뉴개발, 남
도음식 개발 등 남도음식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연구소 건립이 필요하다.

2. 남도 맛 산업 운영 주체의 영세성
남도 맛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식품업체, 음식점 등이 대부분 소규모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경영의 영세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남도음식업체의
소규모화, 영세성으로 인하여 자체의 품질개선 및 상품화 기술, 제품개발, 마케팅 능력이
부족하여 시장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남도 맛의 전통성을 유지하면서
음식산업의 새로운 수요계층으로 부상하고 있는 젊은 계층을 위한 퓨전 음식 등 맛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음식을 개발하여야 하나 대부분의 경영주는 음식개발에 투자할 여력이 없으
며, 일반적인 방법으로 음식을 조리해 맛의 차이가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영세한 식품
기업 및 음식점은 품질 및 공정관리 등 종합적인 경영관리능력이 부족한 것이 일반적인 현
상인데, 이는 신규 시설투자와 인력 및 기술개발 투자 간에 균형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
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식품업체 및 음식점의 경영 규모가 매우 영세하기 때문에 사업 확장에 제약요인으
로 작용하고, 경기가 불안정하거나 소비심리가 위축되면 경영에 필요한 운영 자금이 부족
하게 된다. 소규모 음식점의 경우 대부분 재래식·소규모·소자본으로 운영되어 경제변동
에 따라 비용절감이 용이하지 못하고, 거래처가 다변화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도 맛의 산업화를 위해서는 남도 맛의 특색을 구비하면서 경쟁력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소규모에서 탈피하여 대규모 체제를 구비하고 이를 통해 기술개발과 원료가 되는
지역특산물 등의 집적화, 대형유통업과 연계한 판로망 확대 등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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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된다.
또한 남도 맛산업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남도 맛과 관련된 체험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하나 운영 주체가 대부분 고령화·부녀화되어 있어 소비자가 희망하는 다양한 체험프
로그램 구비가 미흡한 실정이다. 음식은 차별화되어 있으나 이를 소개하고 체험하는 프로
그램이 차별화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에게 별 감흥을 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운영 주체
의 경영능력 배양을 위한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다.

3. 마케팅 부재 및 유통망 확보 미흡
일반적으로 사업의 성공여부는 제품이 생산자로부터 최종소비자에게 원활하게 유통되도
록 하는데 달려 있으며,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통채널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남의 맛산업 주체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성공적인 기업은 소비자와 고객
의 구매서비스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적절한 유통시스템을 가지고 구성원들의 동참과
협력을 유도하고 있으나, 남도 맛산업 연관 주체들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그 동안 남도
맛산업을 경영하는 민간기업의 경영자 및 지방자치단체 모두 생산 중심적이고 자신들이 생
산한 제품의 마케팅에 대한 능력과 관심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때로는 좋은 음식을 개발해 놓고도 마케팅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유통망 확보가
어려워 사업성과를 극대화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대체적으로 규모가 영세하여 음식의 홍보를 위한 이벤트 혹은 광고 등에 무
관심하며 결과적으로 효과적인 마케팅력(Marketing Power)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영세
한 경영주는 판매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소비자 요구는 간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반
적으로 실패하는 경향이 농후하고, 경영주의 여러 가지 활동(생산, 판매 등)을 경영자의 욕
구에 부응하도록 통합시키며, 어떻게 해서든지 돈만 벌면 된다는 금전적 목표만 달성하려
고 노력할 뿐 아니라 소비자들이 끊임없이 변한다는 것을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
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소비자의 인지도가 낮은 농림수산물 및 음식, 문화·관광에 종
사하는 경영주에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4. 남도 맛산업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산업 및 지역간 연계체제 미흡
남도 맛산업은 생산, 가공, 유통이 유기적으로 융복합화된 산업이다. 따라서 남도 맛산업
이 보다 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산업간, 지역간 유기적 융복합화를 통해 시너지 효
과를 높여야 하지만, 현재는 미흡한 실정이다. 생산된 식재료를 엄선해 가공을 통해 경쟁
력 있는 식품 및 음식을 만들어야 하는데 관련 업체 및 종사자가 영세해 이를 산업화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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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고 있으며, 식기 및 옹기도 차별화가 필요한데 제조업체와 유기적 관계가 부족해 남도
만의 색채를 차별화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합리적 유통구조를 정착시키지 못하고 있다.
또한 우수한 남도 맛 자원을 표준화 및 산업화하여 관광수익 및 지역산업유발효과를 높
이기 위해서는, 그 선결과제로 남도를 대표하는 경쟁력있는 남도 맛 아이템을 개발하고 이
를 집중 홍보·육성해나가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러나 지역의 향토음식이 아무리 맛있다고 해도 개별적인 음식이나 음식점만으로 관광
객을 유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관광객의 소비 욕구를 자극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향토음식을 차별화되게 상품화할 필요가 있다. 다른 문화관광자원과의 연계 등
남도 맛 관광패키지 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적극 홍보해야 한다. 남도 맛을 중심으로 한 음
식관광의 산업화를 통해 지역사회의 음식문화 및 음식업의 발전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
다.

Ⅳ. 남도 맛산업 관광자원화 방안
1. 명품 남도맛산업프랜차이즈 육성
개방화 시대 농업·농촌에 대한 다원적 기능이 중요해지면서 국내 농촌관광시장이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다.10) 이에 따라 보고 즐기고 느끼는 체험관광과 음식관광(Food
Tourism)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소득수준이 증가하면서 성장추세에 있는 음식시장 선
점을 위해 1차(농산물), 2차(용기, 그릇), 3차(서비스)가 융복합화된 명품 남도맛산업 프랜
차이즈 사업을 육성해야 한다. 남도 맛산업 프랜차이즈는 전통적인 한정식중심의 단순음식
수준을 넘어서 음식(요리개발), 비쥬얼요소(Food Style, 식기, 소품, 아웃테리어, 인테리어
등)와 서비스(식당경영, 친절, 위생) 및 식재료, 음식관련 문화 트랜드를 포괄하는 개념이
다. 전국 친환경인증면적의 61%(2011년 기준)를 점유하고 있는 전남도의 친환경농산물을
중심으로 전남도에서 생산된 음식 원재료를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여
브랜드 가치를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전남도는 친환경농산물을 취급하면서 전국적으로 매장을 확보하고 있는 한마음공동
체와 학사농장을 활용해 전남지역에서 판매되고 있는 반찬을 전국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10) 세계 관광시장의 규모는 2010년 5조 7,000억 달러에서 2020년 11조 1,000억달러로 향후 10년간 연평균
6.9% 빠른 속도로 성장하며 글로벌경제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World Travel & Tourism
Council, 2011) 세계 관광객수도 2010년 9억 4,000만명에서 2020년 16억명으로 10년간 1,7배가량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되며, 아시아, 태평양, 중동 방문 관광객 수가 동기간 연평균 7.4%, 6.7% 증가하는 등
신흥관광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음. 우리나라 농촌관광시장은 2000년 이후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농촌
관광 시장규모는 2003년 926억원에서 2011년 2,885억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2011년 지출비용 기
준으로 국민관광에서 농촌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2%수준으로 추정됨(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농
업전망,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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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 대표적 농식품 프랜차이즈 업체라는 점에서 사업 초기 유통경로확보를 위한 고육지
책으로 판단되나, 이들 업체 또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익적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특화
된 명품남도맛산업프랜차이즈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명품남도맛산업프랜차이즈 사업은 전남지역에 가맹본부를 개설하고 전국으로 가맹점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육성하여 남도음식의 산업화 및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 도모해야한다.
명품 남도맛산업프랜차이즈 육성은 기본적으로 상법상의 주식회사를 기본 모델로 하되 전
남도가 주도하는 제3섹터형 공기업 설립도 검토해야 한다. 남도의 다양한 맛산업 중 산업
화가 용이한 반찬을 주요 품목으로 설정하고 식재료 공급 및 인테리어까지 전담해 남도의
맛과 멋을 극대화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남도맛산업프랜차이즈 사업의 기반이 되는 남도 반찬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전남의 농수산물을 원료로 만들어진 반찬을 대상으로 산업화하여 농
가소득을 제고해야 한다. 핵가족화하면서 그 수요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반찬시장을 선
점하고 예로부터 전례되어온 집안의 손맛을 활용하여 만들어진 만찬을 상품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직거래를 통해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고 반찬회사 설립을 통한 농촌여성
들의 창업활동을 지원하여 농촌 활력을 증진해야 한다.

2. 남도 맛의 관광상품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개방화·국제화·지방화시대에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의 역사성과,
전통성, 지역성 등 향토자원을 어떻게 차별화하여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느냐에 그 성패
가 좌우된다. 음식산업의 경우 생산, 가공, 관광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융복합산업으로서
성공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남도 맛산업의 경우 생산(1차), 가공(음식), 그
릇(제조), 체험(3차)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산업으로서 이의 성공을 위해서는 관련인프라 구
축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위해 유기농중심의 농
산물 생산체계가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생산된 농산물의 명품화를 위해 이를 가공하고 제
품화 할 수 있는 식품업체 및 제조업을 육성해야 한다. 이는 고품격 남도 식문화 정착을
위해 필요하다. 남도만의 정취를 살린 고품격의 식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남도 전통음식과
어울리는 식기개발이 필요하며 이는 남도 전통음식의 풍미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개발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일본의 식문화는 식자재와 조리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릇과 색감, 건축
등 일본의 종합적인 문화를 반영하고 있으며, 개성적이고 심미적인 수공예도자식기는 특별
한 장소의 특별한 분위기를 이끌어내는 전통음식의 이미지를 세계화, 고급하는데 큰 효과
가 있다. 따라서 남도맛의 세계화를 위해 반찬을 한 상에 차려서 한꺼번에 내오는 방식(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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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전개형) 대신 서양인들의 취향에 맞는 코스 메뉴(시간전개형)를 개발하고 개인용 사이드
젓가락과 개인 찬기를 세팅함으로써 개인위생을 강조하는 상차림 방법(setting)으로 개선해
야 한다. 복합찬기(plate in plate)를 사용하여 평면전개형의 남도 한식 상차림에는 지나치
게 찬기가 많기 때문에 상 밖으로 찬기가 나가거나 포개는 경우가 있으므로 소스류로 사용
되는 초장기는 큰 접시안에 묶음으로 세팅하여 여유감을 주게 해야 한다. 아울러 앉을 수
있는 테이블식탁을 구비하고 남도 고유의 스타일을 살리면서 맛은 담백한 메뉴를 내세워
맵고 짠 맛에 대한 외국인들의 거부감을 최소화해야 한다.
둘째, 남도 맛 표준메뉴얼(식단) 및 레시피 개발, 남도음식연구센터, 남도 맛 포털사이트
운영이 필요하다. 남도 맛 산업의 정립 및 남도식단의 표준 매뉴얼 및 레시피 개발이 필요
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남도 맛산업 연관 주체들이 유기적으로 참여하는 “남도 맛산업
화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남도의 특성을 반영한 표준 매뉴얼을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남도음식연구센터 개설이 필요하다. 남도음식연구센터를 통해 전통적으로 전례 되어온 남
도음식의 발굴·복원 및 개발을 서둘러야한다. 한식을 중심으로 신세대에 적합한 남도식단
(퓨전요리) 연구 및 개발을 통해 남도음식의 대중화 유도가 필요하고, 표준 래시피를 활용
한 조리법 전수와 남도 음식 배움의 장터로 활용해야 한다. 아울러 홍보강화를 위한 남도
맛 포털사이트 운영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남도의 식품, 농수축산물의 사이버거래, 직거
래의 장으로 활용하며, 전문인력의 자료열람, 컨설팅 등 양방향 소통의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

3. 남도 맛을 살린 특색있는 관광상품 개발
남도 맛산업이 지역에 성공적으로 착근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고유한 향토색과 맛을 유지
하면서 소비자가 공감할 수 있는 관광상품으로 가치를 갖는 차별화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
남도는 바다, 산, 평야 등을 보유하고 천혜의 자연환경에서 고품질의 다양한 식재료를 생
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의 차별화된 독특한 음식문화를 갖고 있으나 이를 관광상품화
하는 등 산업화에는 미흡한 실정에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남도의 맛·소
리·전통문화가 어우러진 고품격 융합관광을 개발해야 한다. 남도다운 색과 멋과 맛이 어
우러지는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옹기와 청자를 활용한 음식그릇, 한옥을 이용한 식당 등으
로 차별화해야 한다. 김치, 고추장, 된장, 간장, 젓갈류, 천일염 등 6대 전통발효식품 제조
시설 견학 및 체험활동을 병행하고 젓갈음식을 기능성 천일염과 수산물이 결합된 글로벌
발효식품으로 개발해야 한다. 또한 남도는 예향으로서 친절함이 타 지역에 비해 일반화되
어 있다. 소비자들은 최고의 고객으로서 대접받기를 원하며, 특색있는 전통적 방법으로 맛
을 즐기기 원한다. 따라서 남도의 전통문화를 간직하면서 남도만의 따뜻한면서도 정겨운
서비스 문화 정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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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남도 맛 음식길(Food Road)을 개발해야 한다. 최근 웰빙추세가 일반화되면서 친환
경먹거리가 주요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으며, 지역문화 관광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생산·재
배되는 전통음식원료 관련 장소 등을 방문하고, 직접 체험을 즐기는 관광이 성행하고 있
다. 또한 지자체가 주체하는 이벤트나 축제에 참가하고 주변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관광
활동을 즐긴다. 따라서 전통음식과 관련하여 여러 요소들을 어디에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
계하느냐가 관광자원화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남도 맛과 관련된
문화자원 방문, 경관자원 관람, 쇼핑 등을 결합한 남도 맛의 음식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슬로시티를 활용한 남도 웰빙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슬로푸드운동은 식량생산
공동체를 복원하여 지속가능성 농업을 위한 휴양관광 비즈니스화하는 운동이다. 전남은 아
시아최초의 슬로시티(담양 창평, 장흥 유치, 완도 청산, 신안 증도)로 지정되었고, 신안 천
일염, 장흥 표고버섯, 담양 대통밥, 완도 전복죽 등이 대표적인 슬로푸드로 지정되었다. 이
를 관광상품화 하기 위해서는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Korea Slow City)과 연계한 슬로
푸드 음식관광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슬로시티 체험활동과 슬로푸드 체험활동을 결합하여
고급 음식관광상품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도슬로푸드대잔치를 개최하고 담양(죽
염, 태양초 고추, 약초), 장흥(버섯, 유기농 배추), 완도(해산물), 신안(천일염, 젓갈)을 활
용하여 담양(약초밥상), 완도(청산건강밥상), 장흥 (달팽이 버섯밥상), 신안(미인 자연밥상)
등을 적극 개발·홍보해야 한다.
넷째, 남도 맛의 스토리텔링을 개발해야 한다. 남도 맛에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접목함으
로써 특징적인 가치를 제고하고 관광객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특수성과 차별성
을 지닌 음식의 브랜드화를 기대할 수 있다. 남도 맛과 관련된 이야기의 개발을 통해 음식
에 대한 이미지는 물론 음식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의 역사, 문화적 배경을 함께 소개함으
로써 음식을 떠올리면 특수한 그 지역의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연상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강진 한정식의 경우 남도 강진으로 귀향 온 수랏간 상궁이 궁중음식을 민간에 전해주었다
는 전설이 있으며, 고흥 붕장어의 경우 원혼을 달래주고 얻은 맛이라는 등 음식에 얽힌 이
야기를 활용한 스토리마케팅을 전개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남도 음식의 경우 지역의 우화
와 설화에 얽힌 구전된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지역특성을 결합한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어
상품화해야 한다.
다섯째, 광역적 연계를 통한 테마를 가진 먹거리촌을 조성해야 한다. 테마 음식거리는
하나의 점으로 개별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음식자원을 선적으로 연결함으로써 각 자원의 활
성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테마성이 강한 거리가 조성될 경우 도시의 상징적 이미지를 창
출할 수 있다. 특색 있는 테마 음식거리를 지정하여 콘텐츠화하고 지속적인 관리와 함께
이벤트 및 축제와의 연계 등을 통해 관광객들을 유인하여 관광명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령별, 계절별, 지역별, 음식별 등 테마를 가진 먹거리촌을 조성하여 관광객들로 하여금
남도 맛산업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고 음식관광지로서의 상징적 이미지를 형성해야한다. 또
한 테마를 가진 먹거리촌을 지도화하여 관광객들에게 소개함으로써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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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와 함께 남도 맛 특화지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내 형성된 기존 음식점 밀
집 지역을 음식관광자원으로 특화시키고 음식관광 체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4. 남도 맛산업 운영 주체 육성 및 네트워크 강화
남도 맛산업을 산업화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남도 맛산업을 창의적으
로 계승할 남도 맛 장인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남도 맛산업 관련 주체의 조직화를 통한
네트워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첫째, 남도 맛을 창조적으로 계승할 남도 맛 요리사를 양성해야 한다. 남도 맛 보유자를
발굴·육성하며, 남도 맛 경연대회 개최, 남도 맛 강습회 및 세미나 개최, 지역특성에 맞
는 남도 맛을 현대적 감각에 맞춰 응용·개발하는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남
도내 대학과 수도권 대학(평생교육포함)에 남도 맛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개설해야 하고 남
도 맛의 창업지원을 위한 펀드 조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남도 맛 창업과 성공을 위한 창업
전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둘째, 남도 맛 제공을 위한 전문서비스제공자를 양성해야 한다. 음식생산자의 기본적인
관심은 고객들이 소비할 품질 좋은 음식을 생산해 내는데 있는 반면, 관광 생산자들의 기
본적인 관심은 관광객들에게 소비될 수 있는 수준에서의 관광 비즈니스에 있다. 남도 맛
서비스의 제공자는 관광 비즈니스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품질 좋은 음식을 제공할 수 있
어야 한다. 따라서 남도 맛의 인적 서비스 질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품질 좋은
음식 생산자들을 육성하고, 또한 이들에게 관광 비즈니스의 마인드를 고취할 수 있는 교육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유형별로 음식 생산자들을 그룹화하고 그룹별로 음식 및 관광 관련
전문가 그룹이 컨설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생산자 본인이 활성화 전략을 마련
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향후 남도 맛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음식관광자원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남도 맛산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한 조직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며 관련 주체가 상호 유기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다. 향토음식 및 향토음
식점의 발굴·지정 및 관리, 음식관련축제의 개최, 음식특화시장·지구의 지정 및 관리,
음식관련박람회의 개최 등 음식관광과 관련된 여러 사업들이 상호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주체 간 연계·협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남 문화관광국, 관광협
회, 조리사협회, 관광호텔, 관광식당업주 등을 중심으로 하여 음식관광의 개발, 상호정보교
환, 조리 기술, 서비스 교육 등을 위한 협의기구를 결성해야 한다.
넷째, “남도 맛명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
조 내지 제22조에 보면 우수한 우리식품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식품제조, 가공, 조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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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를 정하여 우수한 식품기능인을 명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따라서 “남도맛명인제도” 도
입을 위해 전남도 조례로 지정하고 남도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 육성해야 한다.

5. 남도의 정서 및 글로벌 감각을 고려한 식당 디자인 연출
음식의 맛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식당환경이다. 음식을 즐기는 일(食道樂)은 이제 관광의
핵심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식당이 식욕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청결하고 쾌적
한 환경이 되어야 하고 시각적인 측면도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식당 건축물 디자인과
인테리어 디자인이 간결하고 향토성, 조형성 등을 갖추어야 한다. 건물 외부의 경우 건물
전면부(Facade)의 개성 있는 디자인, 식당광고물의 조화로운 디자인 등이 이루어져야하고,
식당 내부의 경우 바닥에 앉아 식사하는 좌식식탁에서 탈피하여 의자를 사용하는 식탁 구
조로 전환하고 식당의 메뉴와 시설 이용을 글로벌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종업원들의 복장에 통일성을 주어 식별성을 높이고 세련된 이미지를 제공할 필요
가 있다.

6. 남도의 풍광, 명소와 연계한 맛집 활성화
전남의 경우 다양한 섬, 리아스식 해안, 갯벌 등 미적 가치가 높고 경쟁력 있는 다도해
자원이 풍부하며 영산강, 섬진강 등 내륙 수변경관자원, 지리산, 월출산 등 산림경관자원,
그 밖에도 전원경관, 역사문화경관 등 풍부한 남도만의 개성 있는 풍광과 명소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풍광이나 명소와 맛집이 별개로 취급되거나 운영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도의 풍광을 즐기면서 남도의 맛을 즐길 수 있는 위치를 찾아 요소요소에 향토
관광식당을 개설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뿐 아니라 레스토랑을 숙박시설, 전시시설,
관광시설 등과 복합적으로 설치하여 특화해야 한다.

Ⅴ. 요약 및 결론
최근 세계화 경제의 역풍을 극복하는 지역발전 전략의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 되고 있는
남도 맛산업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관광자원화 하는 방안이 중요한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남도 맛산업은 식재료 생산, 가공, 서비스 및 관광과 유기적으로 융복합화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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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함으로써 개방화 시대 지역경제의 신성장동력 창출 및 농수축산업의 성장을 견인하
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그러나 남도 맛산업은 기반시설의 미흡, 운영주체의 영세성, 마케팅전략 미흡 및 지역간
연계성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있다. 따라서 이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명품남도프랜차이즈 육성과 우수한식재료 공급체계 구축 및 남도 맛 레시피 개발
등 남도 맛산업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남도의 맛·소리·전통문화가 어우러진
고품격 융합관광 개발과 남도 맛 음식길(Food Road), 남도 맛 웰빙관광상품, 남도 맛 스
토리텔링 개발 등 남도 맛의 특성을 활용한 특색있는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아울러
남도 맛 명인 육성, 효율적인 교육체계 구축 및 남도 맛산업 관련 주체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음식은 가장 일상적으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적 요인이며 관광객이 경험을 형성하
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관광객의 여러 가지 여가활동 중에서 지역의 향토음식 체험은 여
행의 즐거움을 증가시킬 수 있는 매력적인 활동이다.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그 지역의 기
후, 풍토에 뿌리를 투고 그 지역 토지에서 생산된 식재료로 만든 가장 토속적인 음식이면
서 지역민의 지혜와 기술로 만들어진 향토음식이야말로 가장 값진 관광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남도만의 향토음식을 기반으로한 남도 맛 산업의 관장자원화는 다음과 같은 긍정
적인 효과를 수반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남도의 문화지도 형성, 남도의 정체성 확립
등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 둘째, 지역경제를 자극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즉 지역경제 개발, 고용 창출, 지방세·외환 증가 등의 긍정적 효과를 수반하며, 초보·한
시적 고용이 증가하면서, 음식의 요리·소매·유통을 담당하는 관련 산업은 수입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 셋째, 소비자에게 관광목적지의 정체성을 알리고 이를 강화시켜
궁극적으로는 남도를 홍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농림수산식품부한식세계화추진팀(2010), ｢2010년향토음식경연대회지원사업추진계획｣
농림수산식품부(2009), 수산전통식품산업의 현황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농림수산식품부(2009), ｢한식 세계화 추진전략(안)｣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2009), ｢전통향토음식의 산업화 사례분석｣
삼성경제연구소(2009), 식품산업: 새로운 가치와 도전, CEO Information, 2009.10.7
원대영·이행순·이수범(2006), 중국 관광객의 한국음식 및 서비스 기대 불일치가 만족에
미치는 영향, 호텔경영학연구, 15(5): 169-182.

- 26 -

남도 맛산업의 관광자원화 방안

이연정(2007), 방한 일본관광객의 한국음식에 대한 인식, 만족도 및 재방문의도에 관한 연
구, 한국식품조리과학회지, 23(1): 156-164.
장덕기(2009), 전남 농식품산업 실태와 육성대책, 전남발전연구원, 리전인포 제169호.
장덕기(2010), 전남전통음식 관광상품화 방안, 한일해협권발표자료
전라남도(2010), “유기농 생태전남 실현을 위한｢생명식품산업｣ 육성 제2차 5개년 계획”
전라남도 사회복지과(2010), ｢음식문화 개선 공무원 교육자료｣
전라남도 농산물유통과(2010), ｢남도음식 세계화 육성 5개년 계획(안)｣
전라남도(2010), ｢슬로푸드 식당인증을 위한 컨설팅 결과보고서｣, (주)티엔지경영전략연구소
전라남도(2009), ｢남도음식 기초자료 조사 및 표준화 연구｣, 전남도립대학, 김수인 외
전라남도(2009), ｢남도 맛 산업육성 5개년계획｣, 목포대학, 박양균외
조창완(2011), 남도 맛산업 육성방안, 전남발전연구원 리전인포 제234
조창완(2011), 전남반찬산업 육성방안, 전남발전연구원, 녹색전남 제72호
USA Today(2007), Traveling to eat, Food tourism grows in USA 2007
Health(2006), World`s Healthest Food : Kimchi(Korea), 2006

- 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