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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 preference and usage of Korean festival foods of 
women according to age in Busan.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October 15, 2012 to November 30, 2012 
using questionnaires and the data were analyzed with the SPSS program. In general, younger women (20∼30 
years old) had a lower interest in Korean festival foods than slightly older women (40∼50 years old). Most 
of women over 40 years of age prepared Korean festival foods at home, but many who were in their 20’s 
(45.9%) and 30’s (41.1%) obtained their foods from family and relatives. Overall, 62.5% of the subjects 
wanted to inherit Korean festival food from family and relatives. The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and recipes 
of Korean festival foods were needed for succeeding to Korean festival foods. The taste score was sig-
nificantly lower for women in their 20’s compared to those over 40. Women under 40 reported a lower ease 
of cooking compared to women over 50. Tangguk (4.93) on Seollal showed the highest perception degree in 
the order of Namul (4.91), Tteokguk (4.90), and Sikhye (4.90). Jeon, Yaksik, Sikhye, and Gangjeong were 
the most highly preferred in every group. The preference degree of Pajeon was significantly higher in women 
under 40 than in those over 60. Tteokguk and Tangguk were more highly preferred in women in their 30’s 
and 40’s compared to the other groups.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preference for 
festival food and education level, degree of knowledge, degree of interest, will for inheritance, and will for 
learning (P＜0.01). In conclusion, festival foods rich in local tradition should be developed, publicized and 
used to educate others. The simplification of cooking methods and the development of processed foods are 
needed to pass on the traditional food culture of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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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기후와 계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농경위주의 

생활을 해 온 우리나라는 예부터 세시풍속이 발달

하 다. 세시풍속은 일년 사계절에 따라 관습적으로 

반복되는 생활양식을 말하며 오랜 세월을 살면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민중의 신앙, 예술, 놀이, 음식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있다(Lee 1998). 
계절에 따라 생산되는 식품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우리민족은 각 절기마다 관습적으로 그 계절에 생

산되는 식품을 이용하여 독특한 음식을 만들어 즐

겼으며, 이는 세시풍속과 관련하여 세시음식으로 정

착하게 되었다(Kang 1990; Yoon 1993). 세시음식은 

시식(時食)과 절식(節食)으로 나뉘는데 시식은 춘하

추동 계절에 따라 나는 식품으로 만드는 음식을 말

하며 절식은 다달이 있는 명절에 차려먹는 음식을 

말한다. 이러한 시식과 절식의 관행은 4계절 자연의 

향과 역사의 변천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온 

전통적인 식생활 문화의 단면으로 우리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Lee 1998). 

그러나 급속한 경제성장, 급격한 사회변화와 도시 

집중, 핵가족의 보편화, 산업화에 따른 편의성 추구

로 식생활은 점차적으로 간소화 되고 있으며, 식품

공업 및 외식산업의 성장은 우리 음식문화를 급속

히 변화시키고 있다(Yang 등 2006; Bae 등 2011). 여
성의 사회진출 증가로 인한 가사노동 시간의 단축, 
가치관이나 의식변화는 각종 의례의 방식을 다변화

시켰고, 세시음식의 전승과 시행도 줄어들고 있다. 
(Cheong 2002; Kim 등 2004; Yoon & Choi 2005; 
Kang & Yoon 2008). 

세시음식은 우리 겨레가 한반도에서 오랫동안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낸 식생활의 역사이며 고유한 

문화유산으로 세시음식의 시행은 공동체의식, 삶의 

체험, 자연과의 조화를 알게 하는 아주 중요한 양

교육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실과의 괴리, 가정 및 

지역사회의 연계부족 등으로 실천상의 어려움이 많

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Kim & Hwang 1991; Kwak 

& Kim 2008). 전통문화의 계승은 일상생활을 통해 

몸에 배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므로 전통

문화교육은 생활 속에서 전달되고 획득되어져야 한

다. 세계화가 강조될수록 각국의 문화적 정체성은 

더욱 뚜렷이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자국의 전통

문화와 전통음식은 필연적으로 연구, 개발, 홍보되

어져야 한다(Ko & Kang 2004; Lee 등 2012).
세시음식은 계절마다 다양하게 행해졌고, 지역에 

따라 자연의 향, 제철식품의 종류가 다를 수 있으

므로 세시음식 시행동향은 지역에 따른 차이가 날 

수 있다. 따라서 세시음식 관련 연구는 지역 차원에

서 활발하게 진행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세시음식의 

학교급식에서의 적용을 위한 연구(Cheong 2002; Lyu 
2003), 서울, 강릉, 대구, 대전, 전주, 청주, 광주 등

지의 세시음식의 인지도와 시행실태에 관한 연구

(Cho 등 1988; Kim & Hwang 1991; Seol 등 1991; 
Lee 2005; Yoon & Choi 2005; Kang & Yoon 2008; 
Yoon 2010)는 시행되었으나, 반도의 동남쪽 해안에 

위치한 부산지역은 지정학적인 위치로 인해 시행해

오는 세시음식의 종류와 패턴이 다를 수 있지만 그

에 관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산지역에서 전승되고 시행

되어오는 세시음식에 대한 인지도와 선호도, 이용실

태를 조사하여, 연령별 차이를 알아봄으로써 시대에 

맞는 부산지역의 세시음식 전승 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 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부산시 도구, 동래구, 해운대구에 소

재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3개교

씩 선정하여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3개의 대학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를 실시하 으며, 도구, 동래구, 해운대구에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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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노인대학에 출석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설

문조사를 실시하 다. 각 연령별로 2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다음, 문항을 수정ㆍ보완한 설문

지를 이용하여 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지법을 이용

하여 2012년 10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하

고 설문지 570부를 배부하여 조사대상자가 직접 설

문지에 기입하게 하 으며, 어르신들은 조사자가 직

접 면담을 하여 설문조사하 다. 모든 문항에 완전

히 응답한 448부(회수율 84.2%)를 통계처리하 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설문지 내용은 일반적 사항, 세시일에 대한 인지

도 및 시행도, 세시음식에 대한 인식, 세시음식의 

계승에 관한 견해, 세시음식에 대한 평가, 세시음식

의 인지도, 선호도 및 이용실태 등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일반적 사항은 연령, 교육수준, 직업유

무, 가족형태, 가족수, 종교, 월식생활비 등의 문항

으로 구성하 다.
세시일에 대한 인지도 및 시행도, 세시음식에 대

한 인식은 선행연구(Cheong 2002; Lee 2005; Yoon & 
Choi 2005; Kang & Yoon 2008; Lee & Kim 2010)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보완하

여 설문을 만들었다. 세시음식에 대한 인식은 세시

음식에 대한 관심 정도, 세시음식 준비 방법, 세시

음식에 대해 알게된 경로, 세시음식에 대한 지식정

도, 배우려는 의욕 등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 다. 
세시음식에 대한 지식정도와 배우려는 의욕은 ‘매우 

많다’ 5점, ‘많다’ 4점, ‘보통이다’ 3점, ‘적다’ 2점, 
‘매우 적다’ 1점으로 Likert 척도를 이용하여 조사하

다. 세시음식에 대한 평가 정도를 조사하기 위해 

채택된 변수에 대하여 Cronbach α값을 이용한 신뢰

도 분석을 실시하 다 문항은 세시음식의 양가, 
맛, 조리의 용이도, 경험의 용이도 등에 관한 4문항

(신뢰도계수 α=0.7145)으로 구성하 다. 인식정도는 

‘매우 좋다’ 5점, ‘좋다’ 4점, ‘보통이다’ 3점, ‘좋지 

않다’ 2점, ‘매우 좋지 않다’ 1점으로 한 5점 척도를 

이용하 다. 
세시음식의 계승에 관한 견해는 선행연구(Cheong 

2002; Lee 2005; Kang & Yoon 2008; Lee & Kim 
2010; Yoon 2010)에서 사용한 내용을 응용하여 본 

연구에 맞게 설문을 만들었다. 문항의 내용은 계승

을 원하는 정도, 계승되어야 하는 이유, 이용감소의 

이유, 개선 방향 등에 관한 4문항으로 구성하 다. 
세시음식에 대한 인지도, 선호도 및 이용실태는 

선행연구(Kim & Hwang 1991; Cho 2005; Yoon & 
Choi 2005;  Kang & Yoon 2008)의 내용을 응용하여 

본 연구에 맞게 설문을 만들었다. 시행률이 10% 미
만으로 나타난 중화절, 사월초파일, 유두, 백중 등의 

세시일은 제외하고, 세시음식은 선행연구(Shin 2000; 
Busan Metropolitan City 2009; Busan Metropolitan City 
2012)와 예비조사를 토대로 부산지역에서 전통적으

로 시행하고 있는 음식 위주로 선정하 다. 각 세시

음식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잘안다’ 5점, ‘잘안다’ 
4점, ‘보통이다’ 3점, ‘잘모른다’ 2점, ‘전혀 모른다’ 
1점으로 한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조사하 다. 각 세

시음식에 대한 선호도는 ‘아주 좋아한다’ 5점, ‘좋아

한다’ 4점, ‘보통이다’ 3점, ‘싫어한다’ 2점, ‘아주 싫

어한다’ 1점으로 한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조사하

다. 연구자에 의해 설계된 설문지는 식품 양학 전

공자 3인으로부터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아 문항이 

선정되었다.

3. 자료처리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package program을 이용

하여 전산처리하 다. 항목에 따라 빈도, 백분율, 평
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하고, 
변인간의 유의성 및 상관성은 χ2-test, Pearson 상관

계수를 이용한 상관분석, 일원배치 분산분석,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등을 실시하여 파악하 다. 가족

형태의 경우 명명척도이므로 핵가족 1, 확대가족 2
로 더미화하여 통계처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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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Number (%)

Age

20’s  61 ( 13.6)

30’s 107 ( 23.9)

40’s 170 ( 37.9)

50’s  53 ( 11.8)

Over 60’  57 ( 12.7)

Education level

Elementary school  43 (  9.6)

Middle school  37 (  8.3)

High school 130 ( 29.0)

College  77 ( 17.2)

University 161 ( 35.9)

Job
Yes 265 ( 59.2)

No 183 ( 40.8)

Family type
Nuclear family 400 ( 89.3)

Extended family  48 ( 10.7)

Family size

1  33 (  7.4)

2  45 ( 10.0)

3  87 ( 19.4)

4 203 ( 45.3)

5  55 ( 12.3)

Over 6  25 (  5.6)

Religion

Christianity 141 ( 31.5)

Buddhism 135 ( 30.1)

Catholicism  35 (  7.8)

Others  10 (  2.2)

No religion 127 ( 28.3)

Monthly food
expenditure
(10,000 won)

Under 20  66 ( 14.7)

21∼40 123 ( 27.5)

41∼60 108 ( 24.1)

61∼80  63 ( 14.1)

80∼100  61 ( 13.6)

Over 100  27 (  6.0)

Total 448 (10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Festival days Awareness Celebration

Seollal 448 (100.0) 438 (97.8)

Daeborum 429 ( 95.8) 351 (78.3)

Junghwajeol  36 (  8.0)   4 ( 0.9)

Samjinnal 274 ( 61.2) 251 (56.0)

Chopail 210 ( 46.9)  31 ( 6.9)

Dano 205 ( 45.8) 173 (38.6)

Yudu  32 (  7.1)   0 ( 0.0)

Baekjung  36 (  8.0)   0 ( 0.0)

Sambok 306 ( 68.3) 265 (59.2)

Chuseok 448 (100.0) 411 (91.7)

Jungyangjeol   9 (  2.0)   4 ( 0.9)

Dongji 420 ( 93.8) 301 (67.2)

Table 2. Awareness and celebration of Korean festival days of 
the subjects.

N (%)

결 과

1. 일반적 특성

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40대’가 37.9%이었으며, ‘30대’ 23.9%, ‘20대’ 13.6%, 
‘60대 이상’ 12.7%, ‘50대’ 11.8% 순이었다. 조사대상

자의 35.9%가 ‘학사 이상’이었으며 ‘고등학교 졸업’ 
29.0%, ‘전문학사’ 17.2%, ‘초등학교 졸업’ 9.6%, ‘중
학교 졸업’ 8.3%로 나타났다. 40.8%가 전업주부이었

으며, 가족형태는 89.3%가 핵가족, 10.7%가 확대가

족의 분포를 보 고, 4인가구가 45.3%로 가장 많았

다. 조사대상자의 종교는 기독교 31.5%, 불교 30.1%, 
가톨릭 7.8% 순이었고, 가정의 월식생활비 지출은 

21만원∼40만원이 27.5%로 가장 많았으며 41만원∼

60만원(24.1%), 61∼80만원(14.1%)의 순이었다. 

2. 세시일에 대한 인지도와 시행률

조사대상자의 세시일에 대한 인지도와 시행률은 

Table 2에 나타낸 바와 같다. 설날과 추석에 대한 

인지도는 100%이었고, 정월대보름(95.8%), 동지(93.8%), 
삼복(68.3%), 삼짇날(61.2%), 사월초파일(46.9%), 단오

(45.8%) 순으로 높은 인지도를 보 다. 반면 중화절

(8.0%), 백중(8.0%), 유두(7.1%), 중양절(2.0%)은 낮은 

인지도를 나타내었다. 설날(97.8%), 추석(91.7%), 정월

대보름(78.3%), 동지(67.2%), 삼복(59.2%), 삼짇날(56.0%), 
단오(38.6%) 순으로 높은 실행률을 보 으나, 사월초

파일(6.9%), 중화절(0.9%), 중양절(0.9%), 유두(0.0%), 
백중(0.0%)은 낮은 실행률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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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20’s 30’s 40’s 50’s Over 60’ Total χ2/F

Interest in festival food

Much  9 
( 14.8)

 16
( 15.0)

 43
( 25.3)

12
( 22.6)

 9
( 15.8)

 89
( 19.9)

35.354**Moderate 39
( 63.9)

 59
( 55.1)

105
( 61.8)

31
( 58.5)

37
( 64.9)

271
( 60.5)

Little 13
( 21.3)

 32
( 29.9)

 22
( 12.9)

10
( 18.9)

11
( 19.3)

 88
( 19.6)

How to prepare festival food

Cooking at home 18
( 29.5)

 27
( 25.3)

 94
( 55.3)

27
( 50.9)

37
( 64.9)

203
( 45.3)

65.086***
Purchasing 12

( 19.7)
 24

( 22.4)
 43

( 25.3)
11

( 20.8)
10

( 17.5)
100

( 22.3)

Obtaining from 
relatives

28
( 45.9)

 44
( 41.1)

 30
( 17.6)

14
( 26.4)

 7
( 12.3)

123
( 27.5)

Others  3
(  4.9)

 12
( 11.2)

  3
(  1.8)

 1
(  1.9)

 3
(  5.3)

 22
(  4.9)

Source of knowledge

Family 32
( 52.5)

 66
( 61.7)

115
( 67.7)

37
( 69.8)

43
( 75.4)

293
( 65.5)

47.753**

School, institute  5
(  8.2)

  4
(  3.7)

  5
(  2.9)

 4
(  7.5)

  0
(  0.0)

 18
(  4.0)

Books  7
( 11.4)

 10
(  9.4)

  7
(  4.1)

 3
(  5.7)

 0
(  0.0)

 27
(  6.0)

Mass media 12
( 19.7)

 23
( 21.5)

 38
( 22.4)

 5
(  9.4)

10
( 17.5)

 88
( 19.6)

Others  5
(  8.2)

  4
(  3.7)

  5
(  2.9)

 4
(  7.6)

 4
(  7.0)

 22
(  4.9)

Degree of acquaintance with 
the origins and contents 2.36±0.211)b2) 2.41±0.24b 2.75±0.25a 2.70±0.24a 2.75±0.26a 2.62±0.79  5.038**

Degree of will for learning 3.28±0.43a 3.33±0.32a 3.43±0.42a 3.17±0.38a 2.58±0.46b 3.24±0.41 12.038***

Total 61
(100.0)

107
(100.0)

170
(100.0)

53
(100.0)

57
(100.0)

448
(100.0)

1) Mean±SD (5=very much, 4=much, 3=moderate, 2=little, 1=very little)
2) Values in a column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α=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1, ***P＜0.001

Table 3. Perception and attitude on Korean festival foods of the subjects.
N (%)

3. 세시음식에 대한 인식과 태도

조사대상자의 세시음식에 대한 인식은 Table 3에 

나타내었다. 세시음식에 대한 관심정도를 묻는 질문

에서 ‘보통’이 모든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고, 20대(21.3%)와 30대(29.9%)는 ‘관심이 

적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반면 40대(25.3%)와 50
대(22.6%)는 ‘관심이 많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 연

령이 많을수록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세시음식을 준비하는 방법으로는 40대(55.3%), 50

대(50.9%), 60대 이상(64.9%)에서는 ‘집에서 만들어

서’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20대(45.9%)와 30
대(41.1%)는 ‘가족ㆍ친지로부터 얻음’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집에서 만들어먹는 비율이 20대 29.5%, 
30대 25.3%로 낮게 나타났다(P＜0.001). 

세시음식에 대해 알게된 경로로 ‘가족’이 가장 높

은 응답률(65.5%)을 보였는데, 60대 이상은 75.4%, 
50대 69.8%, 40대 67.7%, 30대 61.7%, 20대 52.5%로 

나이가 적을수록 비율이 낮아졌다. ‘매스컴’이 두 번

째로 높은 응답률(9.4%∼22.4%)을 나타내었으며,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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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20’s 30’s 40’s 50’s Over 60’s Total χ2

Inheritance of festival 
food

Want 32
( 52.5)

 74
( 69.2)

121
( 71.2)

30
( 56.6)

23
( 40.3)

280
( 62.5)

50.978***Moderate 22
( 36.1)

 29
( 27.1)

 48
( 28.2)

21
( 39.6)

33
( 57.9)

153
( 34.2)

Not want  7
( 11.5)

  4
(  3.7)

  1
(  0.6)

 2
(  3.8)

 1
(  1.8)

 15
(  3.3)

Reasons to inheritance 
& development

Traditional culture 35
( 57.4)

 85
( 79.4)

126
( 74.1)

38
( 71.7)

48
( 84.2)

332
( 74.1)

26.808*
Nutrition 22

( 36.1)
 21

( 19.6)
 32

( 18.8)
11

( 20.8)
 8

( 14.0)
 94

( 21.0)

Good taste  2
(  3.3)

  0
(  0.0)

  8
(  4.7)

 4
(  7.5)

 1
(  1.8)

 15
(  3.3)

Others  2
(  3.3)

  1
(  1.0)

  4
(  2.4)

 0
(  0.0)

 0
(  0.0)

  7
(  1.6)

Reasons of decreased
utilization

Unaware of seasonality 12
( 19.7)

 26
( 24.3)

 31
( 18.2)

15
( 28.3)

17
( 29.8)

101
( 22.5)

14.051

No interest 29
( 47.5)

 41
( 38.3)

 84
( 49.4)

22
( 41.5)

25
( 43.9)

201
( 44.9)

Hard to cook 15
( 24.6)

 29
( 27.1)

 34
( 20.0)

12
( 22.6)

11
( 19.3)

101
( 22.5)

Not tasty  2
(  3.3)

  5
(  4.7)

  9
(  5.3)

 2
(  3.8)

 3
(  5.3)

 19
(  4.2)

Cost  3
(  4.9)

  6
(  5.6)

 12
(  7.1)

 2
(  3.8)

 1
(  1.8)

 24
(  5.4)

Improvement for 
festival food

Standardization of
recipes

16
( 26.2)

 37
( 34.6)

 67
( 39.4)

17
( 32.1)

24
( 42.1)

161
( 35.9)

26.653*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and recipes

19
( 31.2)

 34
( 31.8)

 58
( 34.1)

19
( 35.9)

20
( 35.1)

150
( 33.5)

Utilization of public 
institution

16
( 26.2)

 13
( 12.1)

 22
( 12.9)

 5
(  9.4)

 7
( 12.3)

 63
( 14.1)

Program development 
for succession

 5
(  8.2)

 18
( 16.8)

  9
(  5.3)

 5
(  9.4)

 4
(  7.0)

 41
(  9.2)

Presentation for nutritional 
value and effect

 3
(  4.9)

  3
(  2.8)

 11
(  6.5)

 5
(  9.4)

 1
(  1.8)

 23
(  5.1)

Others  2
(  3.3)

  2
(  1.9)

  3
(  1.8)

 2
(  3.8)

 1
(  1.8)

 10
(  2.2)

Total 61
(100.0)

107
(100.0)

170
(100.0)

53
(100.0)

57
(100.0)

448
(100.0)

*P＜0.05, ***P＜0.001

Table 4. Perception on inheritance and development of Korean festival foods of the subjects.
N (%)

대 이하에서는 세 번째로 ‘책’을 들었고 50대에서는 

‘학교’로 응답한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학교나 책을 

통해 알게되었다고 응답한 사람은 없어 세시음식에 대

해 알게된 경로는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 다(P＜0.01).
세시음식에 대한 유래나 내용에 대해 알고있는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 20대(2.36)와 30대(2.41)가 40
대(2.75), 50대(2.70), 60대 이상(2.75)의 연령층보다 

유의적으로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 5
점 만점에 2.62점으로 보통 이하의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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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20’s 30’s 40’s 50’s Over 60’ Total

Nutritional value    4.02±0.311)a2) 4.24±0.34a 4.18±0.25a 4.08±0.24a 3.75±0.26b 4.10±0.29

Taste  3.60±0.24b 3.76±0.27ab 3.96±0.38a 3.99±0.30a 3.92±0.22a 3.86±0.33

Cooking easiness  2.72±0.43b 2.61±0.32b 2.79±0.42b 3.34±0.38a 3.35±0.49a 2.88±0.39

Experience easiness  2.92±0.40b 2.81±0.26b 3.14±0.41ab 3.36±0.45a 3.12±0.40ab 3.07±0.37
1) Mean±SD (1=very bad, 2=bad, 3=moderate, 4=good, 5=very good)
2) Values in a column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α=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5. Evaluation score on the Korean festival foods of the subjects.

세시음식에 대해 배우려는 의욕은 6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5점 만점에 2.58점으로 다른 연령층보다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P＜0.05), 20대 3.28점, 
30대 3.33점, 40대 3.43점, 50대 3.17점으로 보통정도

의 수준을 보 다. 

4. 세시음식 계승에 관한 견해

세시음식 계승에 관한 견해는 Table 4에 나타낸 

바와 같다. 세시음식이 계승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전체 조사대상자의 62.5%(20대의 52.5%, 
30대의 69.2%, 40대의 71.2%, 50대의 56.6%, 60대 이

상 40.3%)가 ‘계승을 원한다’고 대답하 다. 20대의 

11.5%가 ‘원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반면, 30대의 

3.7%, 40대의 0.6%, 50대의 3.8%, 60대 이상 1.8%가 

‘원하지 않는다’고 대답하여 20대에서 계승을 원하

지 않는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P＜0.001).
세시음식이 계승ㆍ발전되어야하는 이유에 관한 

질문에서 3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71.7%∼84.2%가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이므로’ 계승해야한다고 응답

하 으나, 20대에서는 57.4%가 ‘우리나라의 전통문

화이므로’ 계승해야한다고 응답하고 36.1%가 ‘ 양

이 좋다고 생각되어서’로 응답하 다(P＜0.05).
세시음식의 이용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는 모든 연령층에서 ‘관심이 없어서’를 첫 

번째로 꼽았으며, 50대 이후 연령층에서는 ‘절기를 

잘몰라서’, ‘조리방법을 몰라서’의 순으로 응답한 반

면 20대, 30대, 40대에서는 ‘조리방법을 몰라서’, ‘절
기를 잘몰라서’의 순으로 응답하 다.

세시음식의 계승에 요구되는 개선사항으로 20대
(31.1%)와 50대(35.8%)는 ‘세시음식에 관한 정보와 

조리법의 보급’으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30대(34.6%), 40대(39.4%), 60대 이상(42.1%)은 ‘조리

법의 표준화’를 지적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

다(P＜0.05).

5. 세시음식에 대한 평가

조사대상자가 세시음식의 양가, 맛, 조리용이도, 
경험용이도 등에 대해 평가한 결과는 Table 5와 같

다. 양가에 대해서 20대 4.02점, 30대 4.24점, 40대 

4.18점, 50대 4.08점으로 ‘우수하다’고 평가하 으나 

60대 이상에서는 3.75점으로 ‘보통’으로 평가하여 차

이를 나타내었다. 맛에 대해서는 20대에서 40대, 50
대, 60대 이상에 비해 낮은 평가점수를 나타내었다. 
조리용이도에 대해서는 20대 2.72점, 30대 2.61점, 40
대 2.79점으로 50대(3.34점)와 60대 이상(3.35점)에 

비해 낮은 평가를 하여 젊은층이 세시음식을 ‘조리

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경험용이도에 대한 질문에서 20대 2.92점, 30대 2.81
점으로 보통 이하의 평가를 하 고, 50대에서 3.36점
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 다.

6. 세시음식 인지도

세시음식에 대한 인지도 점수는 Table 6에 나타내

었다. 전체적으로, 설날의 탕국(4.93)이 가장 인지도

가 높았고, 나물(4.91), 떡국(4.90), 식혜(4.90), 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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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stival Food 20’s 30’s 40’s 50’s Over 60’ Total

Seollal

Tteokguk  4.70±0.401)b2) 4.90±0.29a 4.94±0.20a 4.84±0.33ab 5.00±0.00a 4.90±0.26

Tangguk  4.78±0.32b 4.96±0.19a 4.96±0.17a 4.92±0.35a 5.00±0.00a 4.93±0.22

Jeon  4.68±0.37NS 4.66±0.45 4.54±.054 4.66±0.40 4.72±0.35 4.62±0.47

Namul  4.85±0.45NS 4.94±0.43 4.94±0.41 4.93±0.39 5.00±0.00 4.91±0.42

Sangoesanjuk  3.04±0.46c 3.64±0.40b 3.66±0.32b 3.92±0.32a 3.62±0.42b 3.63±0.36

Yaksik (Yakbap)  4.74±0.34b 4.86±0.32ab 4.88±0.29ab 4.84±0.33ab 5.00±0.00a 4.86±0.29

Sikhye (Dansul)  4.75±0.30b 4.90±0.29ab 4.94±0.22ab 4.88±0.30ab 5.00±0.00a 4.90±0.25

Gangjeong  4.70±0.35b 4.84±0.36ab 4.90±0.24ab 4.70±0.45b 4.96±0.13a 4.84±0.31

Daeborum

Ogokbap  4.64±0.46b 4.90±0.29a 4.90±0.22a 4.82±0.35ab 5.00±0.00a 4.86±0.29

Mugeunnamul  3.84±0.76c 4.44±0.54b 4.74±0.41ab 4.66±0.46ab 4.92±0.26a 4.56±0.52

Bokssam  3.42±0.64b 4.04±0.83a 4.12±0.71a 4.28±0.68a 4.22±0.55a 3.98±0.72

Saengsunjorim  4.54±0.49ab 4.58±0.51ab 4.82±0.37a 4.46±0.59b 4.72±0.35ab 4.66±0.45

Bureom  4.18±0.69c 4.62±0.50ab 4.60±0.52ab 4.48±0.59bc 4.92±0.19a 4.58±0.53

Guibalgisul  3.58±0.82b 4.32±0.60a 4.12±0.69a 4.12±0.66a 4.22±0.55a 4.12±0.68

Samjinnal
Pajeon  4.70±0.47b 4.68±0.52b 4.80±0.36ab 4.66±0.46b 5.00±0.00a 4.76±0.41

Hwajeon  2.98±0.37b 3.37±0.47ab 3.58±0.33a 3.23±0.39ab 3.47±0.41a 3.28±0.41

Dano
Surichitteok  3.30±0.79NS 3.72±0.84 3.52±0.80 3.34±0.80 3.32±0.65 3.26±0.78

Ssukgulle  3.82±0.46b 3.76±0.42b 4.24±0.39a 4.28±0.35a 4.36±0.46a 4.08±0.40

Sambok

Samgyetang  4.52±0.57b 4.86±0.32a 4.90±0.31a 4.82±0.41a 5.00±0.00a 4.82±0.36

Yukgaejang  4.04±0.52c 4.24±0.43abc 4.34±0.36ab 4.16±0.51bc 4.48±0.00a 4.15±0.41

Gaejangguk  4.64±0.46b 4.62±0.48b 4.60±0.52b 4.78±0.37ab 5.00±0.00a 4.68±0.45

Chuseok

Songpyeon  4.58±0.52b 4.84±0.36a 4.84±0.37a 4.78±0.42ab 5.00±0.00a 4.82±0.38

Dakjjim  4.68±0.49NS 4.60±0.56 4.80±0.38 4.70±0.49 4.70±0.00 4.71±0.44

Jeon  4.52±0.57NS 4.60±0.58 4.58±0.57 4.69±0.47 4.74±0.48 4.61±0.51

Namul  4.86±0.47NS 4.94±0.50 4.95±0.42 4.94±0.48 5.00±0.00 4.91±0.37

Tangkuk  3.88±0.49b 4.10±0.46ab 4.52±0.41a 4.50±0.45a 4.44±0.45a 4.32±0.48

Sangoesanjuk  3.12±0.31c 3.52±0.31b 3.66±0.37b 3.99±0.36a 3.64±0.31b 3.57±0.33

Dongji Patjuk  4.40±0.55c 4.64±0.49bc 4.78±0.41ab 4.68±0.45bc 5.00±0.00a 4.78±0.44
1) Mean±SD (5=know well, 4=know, 3=moderate, 2=do not know, 1=not at all)
2) Values in a column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α=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N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α=0.05 level

Table 6. Awareness degree on the Korean festival foods of the subjects.

(4.86), 오곡밥(4.86), 강정(4.84), 송편(4.82), 삼계탕

(4.82), 동지팥죽(4.78), 삼짇날 파전(4.76), 닭찜(4.71)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개장국, 대보름 생선조림, 
전, 부럼, 대보름 묵은나물 등도 5점 만점에 4.5 이
상의 인지도를 보 다. 복쌈, 상어산적, 화전, 수리

취떡은 4점 미만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설날 탕국, 상어산적, 대보

름 묵은나물, 복쌈, 귀밝이술, 육개장에서 다른 연령

군보다 유의적으로 낮은 인지도를 나타내었다(P＜ 

0.05). 60대 이상에서는 떡국, 탕국, 설날 나물, 약식, 
식혜, 오곡밥, 파전, 삼계탕, 개장국, 송편, 추석 나

물, 동지팥죽에서 5.0점의 인지도를 보인 반면 상어

산적과 화전, 수리취떡에서 4점 미만의 인지도를 보

다. 40대와 50대에서도 상어산적, 화전, 수리취떡

에 4점 미만의 인지도를 나타내었지만, 30대에서는 

상어산적, 화전, 수리취떡, 쑥굴레에서 4점 미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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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stival Food 20’s 30’s 40’s 50’s Over 60’ Total

Seollal

Tteokguk    3.98±0.921)ab2)

 (81.8)3)
  4.13±0.77a

(87.1)
4.24±0.72a

(88.8)
3.85±0.92b

(86.2)
3.81±0.61b

(90.0)
4.08±0.79

(87.3)

Tangguk  4.01±0.48ab

(85.1)
4.08±0.40a

(92.1)
4.09±0.36a

(93.8)
3.83±0.41ab

(93.1)
3.78±0.42b

(95.0)
4.00±0.39

(92.2)

Jeon  3.55±0.30NS

(73.6)
3.56±0.45

(79.3)
3.65±0.56

(76.0)
3.32±0.49

(82.4)
3.49±0.43

(77.7)
3.55±0.44

(77.4)

Namul  3.60±0.46b

(90.8)
3.90±0.39a

(92.4)
3.99±0.49a

(94.7)
4.00±0.36a

(95.2)
4.01±0.41a

(98.7)
3.90±0.42

(93.9)

Sangeosanjuk  2.82±0.88NS

(34.4)
3.08±0.72

(36.0)
3.04±0.92

(43.6)
3.12±0.72

(51.5)
2.77±0.79

(46.8)
2.99±0.77

(42.4)

Yaksik (Yakbap)  3.57±1.07NS

(38.5)
3.68±1.00

(45.1)
3.89±0.88

(46.4)
3.64±0.96

(48.1)
3.89±0.55

(50.2)
3.76±0.92

(45.6)

Sikhye (Dansul)  4.08±0.86ab

(71.8)
4.03±0.86ab

(77.1)
4.14±0.85a

(78.1)
3.79±0.92b

(78.1)
3.86±0.58ab

(80.2)
4.02±0.84

(77.1)

Gangjeong  3.59±0.88NS

(66.8)
3.65±0.88

(71.2)
3.73±0.89

(72.6)
3.45±0.97

(71.2)
3.60±0.72

(69.7)
3.64±0.88

(70.9)

Daeborum

Ogokbap  3.67±0.99b

(75.2)
3.96±0.88ab

(87.1)
4.10±0.80a

(88.2)
3.89±0.89ab

(86.2)
3.80±0.58ab

(89.2)
3.94±0.84

(86.2)

Mugeunnamul  3.24±0.88b

(65.4)
3.73±0.96a

(78.7)
3.85±0.85a

(84.8)
3.73±0.99a

(79.9)
3.82±0.60a

(86.2)
3.72±0.89

(80.3)

Bokssam  3.43±0.92b

(53.1)
3.39±0.87b

(56.2)
3.74±0.81a

(67.8)
3.58±0.97ab

(74.2)
3.32±0.75b

(67.2)
3.54±0.86

(63.5)

Saengsunjorim  3.52±1.01b

(77.0)
3.75±0.87ab

(82.5)
3.94±0.85a

(88.3)
3.67±0.90ab

(87.3)
3.72±0.72ab

(88.0)
3.78±0.88

(85.2)

Bureom  3.30±1.00b

(63.8)
3.60±0.89a

(91.2)
3.61±0.79a

(77.5)
3.53±0.79ab

(85.6)
3.61±0.62a

(91.5)
3.55±0.83

(81.6)

Guibalgisul  3.00±1.02b

(35.7)
3.39±0.87a

(48.9)
3.15±0.87ab

(43.3)
3.23±1.05ab

(49.8)
3.39±0.72a

(65.7)
3.22±0.90

(60.7)

Samjinnal
Pajeon  4.08±0.84a

(53.7)
4.05±0.90a

(69.0)
4.11±0.83a

(70.6)
3.83±0.97ab

(69.3)
3.68±0.68b

(69.7)
4.00±0.86

(67.6)

Hwajeon  3.07±0.39NS

( 1.2)
3.21±0.41

( 1.9)
3.25±0.40

( 3.3)
3.02±0.38

( 6.6)
3.19±0.35

( 7.9)
3.18±0.38

( 4.1)

Dano
Surichitteok  3.20±0.91a

(12.6)
3.02±0.93ab

(10.0)
3.17±0.82a

(14.3)
3.22±0.90a

(18.9)
2.82±0.86b

(8.6)
3.10±0.90

(11.7)

Ssukgulle  3.39±0.95ab

(33.9)
3.33±1.05ab

(39.7)
3.64±0.93a

(47.9)
3.39±1.07ab

(51.1)
3.26±0.79b

(33.2)
3.45±0.97

(42.4)

Table 7. Preferences and usage rate of Korean festival foods of the subjects.

인지도를 보 고, 20대에서는 상어산적, 묵은나물, 
복쌈, 귀밝이술, 화전, 수리취떡, 쑥굴레, 추석탕국 

등에서 4점 미만의 인지도를 보 다. 
설날(4.62)과 추석(4.61)의 전은 모든 연령층에서 

인지도가 높게 나왔으며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지 

않았다. 화전과 수리취떡은 모든 연령층에서 낮은 

인지도를 보 으며, 특히 20대에서는 화전이 2.98점
으로 가장 낮은 인지도를 나타냈다. 쑥굴레는 20대

(3.82)와 30대(3.76)에서 40대(4.24), 50대(4.28), 60대
이상(4.36)에 비해 낮은 인지도를 보 다(P＜0.05).

7. 세시음식 선호도 및 이용실태

세시음식의 선호도 및 이용실태는 Table 7과 같

다. 전체적으로 떡국(4.08), 식혜(4.02), 설날 탕국

(4.00), 삼짇날 파전(4.00)의 선호도가 4점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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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s 30’s 40’s 50’s Over 60’ Total

Sambok

Samgyetang  3.93±0.96ab

(57.1)
4.07±0.85a

(75.0)
4.04±0.89a

(73.9)
3.70±1.06bc

(78.1)
3.54±0.80c

(76.5)
3.93±0.92

(72.7)

Yukgaejang  3.82±1.02ab

( 8.3)
3.99±0.90a

( 9.0)
4.04±0.89a

( 9.6)
3.68±0.93b

( 9.3)
3.28±0.67c

( 9.5)
3.85±0.92

( 9.3)

Gaejangguk  3.07±1.28a

(23.9)
3.02±1.36a

(19.0)
2.58±1.42b

(20.4)
3.15±1.13a

(31.7)
3.07±0.90a

(37.2)
2.89±1.31

(25.1)

Chuseok

Songpyeon  3.70±0.98ab

(65.3)
3.91±0.92a

(75.0)
3.98±0.82a

(75.2)
3.61±0.82b

(72.5)
3.53±0.71b

(74.7)
3.82±0.87

(73.4)

Dakjjim  3.89±0.83ab

(15.3)
4.02±0.89a

(26.0)
4.01±0.85a

(25.9)
3.71±0.99b

(19.9)
3.39±0.70c

(26.2)
3.89±0.88

(23.7)

Jeon  3.36±1.00NS

(69.3)
3.34±1.00

(63.0)
3.57±0.86

(79.1)
3.44±0.97

(92.2)
3.09±0.74

(84.4)
3.43±0.91

(75.2)

Namul  3.57±0.43b

(80.3)
3.89±0.39ab

(88.5)
3.97±0.40a

(91.2)
4.00±0.42a

(93.0)
4.00±0.38a

(97.7)
3.88±0.41

(90.2)

Tangkuk  3.13±0.30b

(63.9)
3.43±0.35a

(74.8)
3.41±0.38a

(82.0)
3.26±0.37b

(83.0)
3.26±0.44ab

(68.4)
3.33±0.96

(76.1)

Sangoesanjuk  2.80±0.39NS

(29.3)
2.91±0.42

(41.0)
3.05±0.52

(46.9)
3.08±0.51

(48.5)
2.74±0.43

(42.6)
2.94±0.47

(52.7)

Dongji Patjuk  3.46±0.91b

(67.1)
3.57±0.98b

(80.0)
3.98±0.89a

(83.3)
3.60±0.89b

(80.6)
3.46±0.68b

(84.7)
3.70±0.97

(80.1)
1) Mean±SD (5=like very much, 4=like, 3=moderate, 2=dislike, 1=dislike very much)
2) Values in a column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α=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3) N (%)
N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α=0.05 level

Table 7. Continued.

높았고, 오곡밥, 삼계탕, 설날 나물, 닭찜, 추석 나물, 
육개장, 송편, 대보름 생선조림, 약식, 대보름 묵은

나물, 동지팥죽, 강정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개장국

과 상어산적이 3.0 미만으로 낮은 선호도를 나타내

었다.
전, 약식, 식혜, 강정은 보통 이상의 선호도를 보

이면서 연령에 따른 선호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

지만 상어산적은 모든 연령층에서 낮은 선호도를 

나타내었다. 파전은 20대, 30대, 40대가 60대 이상보

다 높은 선호도를 보 고(P＜0.05), 동지팥죽은 40대
가 다른 연령층보다 높은 선호도를 나타내었다(P
＜0.05). 떡국은 30대와 40대가 50대 이상보다 높은 

선호도를 보 고, 탕국은 30대와 40대가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 다(P＜0.05). 
20대는 삼짇날 파전(4.08), 식혜(4.08), 설날 탕국

(4.01)에서 4점 이상의 선호도를 보 으나, 상어산적

(설날 2.82, 추석 2.80), 화전(3.07), 개장국(3.07)에는 

낮은 선호도를 보 다. 30대는 떡국(4.13), 설날 탕국

(4.08), 삼계탕(4.07), 삼짇날 파전(4.05), 식혜(4.03), 
닭찜(4.02)에서 4점 이상의 선호도를 보 으나 상어

산적(설날 3.08, 추석 2.91), 개장국(3.02), 수리취떡

(3.02)은 낮은 선호도를 나타내었다. 40대는 떡국

(4.24), 식혜(4.14), 삼짇날 파전(4.11), 오곡밥(4.10), 
설날 탕국(4.09), 삼계탕(4.04), 육개장(4.04), 닭찜

(4.01)에서 높은 선호도를 보 으나, 개장국(2.58), 상
어산적(설날 3.04, 추석 3.05)은 낮은 선호도를 나타

내었다. 50대와 60대 이상 연령군은 나물에서 4.0 이
상의 선호도를 보 는데, 50대에서는 오곡밥(3.89), 
떡국(3.85), 탕국(3.83), 파전(3.83)의 순으로 높은 선

호도를 보 고, 상어산적(설날 3.12, 추석 3.08), 개장

국(3.15)이 낮은 선호도를 나타내었다. 60대 이상에서

는 약식(3.89), 식혜(3.86), 묵은나물(3.82), 떡국(3.81), 
오곡밥(3.80) 순으로 높은 선호도를 보 고, 상어산적

(설날 2.77, 추석 2.74), 수리취떡(2.82)이 낮은 선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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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 Family
type

Education 
level

Degree of 
knowledge

Degree of 
interest Preference Will for

inheritance
Will for
learning

Age -

Family type  0.049 -

Education level −0.675** −0.032 -

Degree of knowledge  0.135**  0.100* −0.065 -

Degree of interest  0.073  0.074 −0.017 0.485** -

Preference −0.106*  0.067  0.151** 0.153** 0.335** -

Will for inheritance −0.104*  0.012  0.244** 0.137** 0.301** 0.437** -

Will for learning −0.239**  0.020  0.202** 0.198** 0.352** 0.361** 0.450** -

*P＜0.05, **P＜0.01

Table 8. Correlation coefficient among age, family type, education level, degree of knowledge, degree of interest, preference, will 
for inheritance and will for learning of the Korean festival foods.

를 보 다. 
세시음식 가운데에서 설날 나물(93.9%)의 이용실

태가 가장 높았고, 설날 탕국(92.2%), 추석 나물

(90.2%), 떡국(87.3%), 오곡밥(86.2%), 대보름 생선조

림(85.2%), 부럼(81.6%), 대보름 묵은나물(80.3%), 동지

팥죽(80.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60대 이상에서는 떡국, 설날 탕국, 설날 나물, 부

럼, 추석 나물은 90% 이상의 이용실태를 보 고, 
80% 이상의 실행도를 보인 세시음식 수는 50대와 

60대 이상은 11가지, 40대는 9가지, 30대 8가지, 20
대는 4가지로 연령이 낮을수록 적어졌다. 50% 미만

의 이용실태를 보인 세시음식 수는 50대와 60대 이

상은 8가지이었고, 20대, 30대 및 40대는 10가지이었

는데, 화전과 육개장은 모든 연령층에서 10% 미만

의 이용실태를 보 다.

8. 연령, 가족형태, 학력, 세시음식에 대한 지식정도, 관심

도, 선호도, 전승의욕, 학습의욕의 상관관계 

연령, 가족형태, 학력, 세시음식에 대한 지식정도, 
관심도, 선호도, 전승의욕, 학습의욕의 상관관계를 

Table 8에 나타내었다.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세시음

식에 대한 지식 정도와는 양의 상관(P＜0.01)을 보

으나 선호도(P＜0.05), 전승의욕(P＜0.05), 학습의욕(P
＜0.01), 학력(P＜0.01)과는 음의 상관을 보여, 연령

이 많을수록 세시음식에 대해서 아는 정도는 높았

으나, 선호도나 전승하려는 의욕, 배우려는 의욕은 

낮게 나타났다. 가족형태가 확대가족인 경우 세시음

식에 대한 지식정도와 양의 상관(P＜0.05)을 나타내

었다. 가족형태의 경우는 명명척도이므로 더미화하

여 통계처리하 다. 세시음식에 대한 지식정도는 연

령, 관심도, 선호도, 전승의욕, 학습의욕과 양의 상

관을 나타내었고(P＜0.01), 세시음식에 대한 관심정

도는 지식정도, 선호도, 전승의욕, 학습의욕과 양의 

상관을 나타내었다(P＜0.01). 세시음식에 대한 선호

도는 학력, 지식정도, 관심도, 전승의욕, 학습의욕과 

양의 상관을 나타내었고(P＜0.01), 연령과는 음의 상

관을 보 다(P＜0.05). 전승의욕은 학력, 지식정도, 
관심도, 선호도와 양의 상관(P＜0.01)을 나타내었고, 
연령과는 음의 상관을 보 다(P＜0.05). 학습의욕은 

학력, 지식정도, 관심도, 선호도, 전승의욕과 양의 

상관을 나타내었고(P＜0.01), 연령과는 음의 상관을 

나타내었다(P＜0.05).

고 찰

Lyu(2003)의 학교 양사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서는 29.8%가 세시음식에 대해 ‘관심이 많다’, 67.8%
는 ‘보통’, 2.5%는 ‘관심이 없다’로 응답하여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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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일하고 있는 전공자들조차도 전통식문화에 대한 

관심이 낮다는 보고를 한 바 있는데, 본 조사대상자

는 60.5%가 ‘보통’으로, 19.9%가 ‘관심이 많다’, 19.6%
가 ‘관심이 없다’고 대답하여 세시음식에 대한 관심

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조사

대상자 중 20대와 30대에서 ‘관심이 적다’에 응답한 

비율이 많았던 것은 국제화, 퓨전화 등의 다양한 생

활패턴을 경험하면서 우리 음식을 섭취하는 비중이 

낮아지고 학업중심의 청소년기를 겪으면서 가정에

서 세시음식을 경험하는 기회가 윗세대들보다 적었

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전주지역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Yoon(2010)

은 주부들의 51.9%가 세시음식을 ‘친지나 친구로부

터 얻는다’고 하 고, 24.6%가 ‘직접 만들어 먹는다’, 
18.7%가 ‘시중에서 구입하여 먹는다’고 보고하 는

데, 본 조사대상자들의 경우는 22.3%가 ‘시중에서 

구입하여 먹는’ 것으로 나타나, 조사시기의 차이가 

있지만 구입하여 먹는 비율이 전주지역보다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Yoon & Choi(2005)는 가족수가 

많을수록 직접 만드는 경우가 많으며 대가족에서 

전통문화를 지키려는 경향이 크다고 하 는데, 본 

조사에서 나이가 어린 주부일수록 친정이나 시댁으

로부터 얻어먹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핵가족으로 

생활을 해도 식생활은 친정이나 시댁의 향을 많

이 받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본다.
서울지역 주부를 대상으로 한 조사(Yoon & Choi 

2005)에서 50대의 61.7%, 40대의 44.4%, 30대의 45.9%, 
20대의 38.3%가 ‘가정’을 통해서 세시음식에 대해 

배운 것으로 나타난 것은, 연령이 낮아질수록 가정

교육을 통해 배운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 본 

조사결과와 비슷하 다. 이는 우리나라의 교육제도

나 입시제도가 가정교육의 기회를 축소시키고, 산업

화와 여성의 사회진출이 식생활의 편의성을 추구하

게 하는 데도 원인이 있으리라 여겨진다. 경남지역 

주부의 경우(Cheong 2002) ‘친정어머니’로부터 64.2%, 
‘시어머니’ 19.6%, ‘매스컴’ 4.5%로 응답하여 본 조

사결과보다 가족으로부터 배운 비율이 높게 나타났

으나, 전주지역 주부의 경우(Yoon 2010) 가족이나 

주변사람 46.5%, 학교 17.8%, TV, 신문 17.8%로 응

답하여 가족으로부터 배운 비율이 본 조사 결과보

다 낮았다. 
세시음식에 대한 유래나 내용에 대해 알고있는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2.62점으로 보통 이하의 수

준이며 20대(2.36)와 30대(2.41)는 더욱 낮은 수준이

라는 것은 사회구조가 도시화, 핵가족화 됨으로써 

변모하고(Jin & Cho 2007), 가정에서 가족단위로 식

사하면서 밥상머리 교육을 받던 생활이 줄어든 것

에도 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세시음식에 대해 배우려는 의욕이 60대 이상 연

령층에서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은 60대 이상

에서는 나이가 많으므로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의

욕이 낮을 수도 있겠으나 식문화유산에 대한 자부

심이 낮은 것에도 기인할 수 있으므로, 연령층에 관

계없이 우리 식문화의 과학성과 우수성에 대한 교

육과 홍보를 통해 우리 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자긍심을 제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조사대상자의 경우 세시음식의 전승을 원하는 

비율이 62.5%로 Cheong(2002)의 경남지역 주부의 

73.7%가 전승해야한다는 의견을 보 다는 보고, Yoon 
(2010)의 전주지역 주부대상 조사에서 72.2%가 계승 

발전시켜야한다고 응답하 다는 보고보다 낮은 비

율을 나타내었다. 30대와 40대가 50대 이상의 응답

자들보다 전승을 원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국력이 신장된 이후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우리문화

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성장해 온 것을 반 하는 

것으로 보인다. Cho 등(1988)은 우리 전통음식을 계

승발전시켜야 한다는 주부가 73.3%이었고, 연령이 

높을수록 계승시켜야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으로 보고하여 본 조사결과와는 상이한 결과를 나

타내었는데, 이는 조사시기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세시음식을 계승해야하는 이유로 20대에서 ‘ 양

이 우수하므로(36.1%)’로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는 

것은, 세계화로 다양한 식품과 문화를 접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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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세대에서는 전통문화이므로 무조건 계승해야 

한다는 생각보다 장점이 있는 문화일 경우에 계승

발전시킬 가치를 둔다는 점을 시사한다. 단순히 우

리의 문화이므로 전승한다기보다는 양적 우수성

과 함께 세시풍속을 행하고 세시음식을 만들어 먹

는 일이 가지는 의의를 생각하면서 좋아할 수 있도

록 관련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Yang 등 

2006). Kang과 Yoon(2008)은 서울경기지역 대학생들

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전통음식을 발전시키기 

위한 이유로 ‘전통음식 자체의 우월성’이 높은 비율

을 차지하 다고 보고한 바 있다. 
세시를 지켜 음식을 만들어 먹지 않는 이유로 

‘절기를 잘모르며 조리방법을 잘모르기 때문’으로 

지적한 것으로 미루어 맛이나 가격때문이 아니라 

조리에 대한 부담이 이용감소에 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조리과정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는 전통의 맛과 양을 유지하면서 보다 쉽게 배

울 수 있는 규격화, 표준화된 조리법이 필요하다. 
Yoon & Choi(2005)는 서울지역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고학력일수록 전통계승의 필요성을 더 

느끼며, 핵가족주부가 세시음식을 배울 기회가 적어 

조리법을 잘 모르므로 세시음식을 현대화하여 간편

하게 차릴 수 있음을 원한다고 하 다. Yoon(2010)
은 전주지역 주부들이 ‘시간이 없고 번거롭기 때문

에(53.2%)’, ‘조리법에 익숙하지 않으므로(27.5%)’, 
‘세시풍속을 잘 몰라서(12.4%)’ 세시음식을 잘만들어 

먹지 않는다고 하면서, ‘현대인의 기호에 맞는 조리

법으로 규격화 표준화(45.5%)’, ‘교육을 통한 정보와 

조리법 보급(31.0%)’을 원한다고 하 다.
교통수단과 기술의 발달로 식재료의 보존성이 높

아짐에 따라 절식의 의미가 퇴색되어 가고 있다 해

도 시식과 절식의 관행은 우리의 정신적, 신체적 건

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Kim 2006). 세계화가 강조될수록 각국의 

문화적 정체성은 더욱 뚜렷이 나타날 수밖에 없으

므로 자국의 전통음식이 필연적으로 개발, 강화, 홍
보되어야 한다(Ha 2006). 우리의 전통식문화를 발전

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시절식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조사에서는 세시음식 가운데 설날의 탕국이 

가장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Yoon 
& Choi 2005)에서 떡국의 인지도가 가장 높은 것으

로 나타난 것과는 다른 결과를 보 다. 이는 부산지

역에서는 온갖 해산물과 소고기의 진한 맛이 어우

러진 탕국을 만들어 먹고 차례상에도 탕국을 올리

는 지역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설날의 세시음식으로 부산지역의 주부들에게서 

이용실태가 높은 음식은 탕국, 전, 떡국, 식혜, 강정, 
나물 등이었다. Cheong(2002)은 경남지역 주부를 대

상으로 한 조사에서 설날에 각종나물, 떡국, 전유어, 
식혜, 강정류를 해먹는 비율이 높았다고 보고하면서 

떡국보다 나물을 먹는 비율이 높게 나왔다고 보고

하 는데, 본 조사에서도 떡국보다 나물과 탕국을 

먹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부산 경남지역에서는 

명절이나 제사 후에 밥을 비벼먹는 풍습이 있으므

로 나물을 많이 준비하여 먹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조사대상자들에서 강정의 이용실태가 70.9%로 

나타났는데, 이는 Kim & Hwang(1991)의 조사에서 

나타난 강릉의 30.5%, 대전 28.7%, 전주 21.4%보다 

높은 시행률을 보 고, 대구의 71.4%와 비슷하게 나

타났다. 이는 부산지역에서 쌀을 튀겨만든 엿강정을 

‘밥상강정’이라고 부르며 선호하고 있는 것을 대변

하고 있다.
부산지역에서는 식혜를 ‘단술’이라 부르며 전통적

으로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본 조사에서도 4.90점
의 높은 인지도와 4.02점의 높은 선호도를 나타내었

으며 이용실태도 77.1%로 높게 나타났다. Kim & 
Hwang(1991)의 연구에서 식혜 시행률이 강릉은 18.2%, 
전주 53.9%, 대전 35.9%, 대구 29.6%로 보고된 바 

있는데, Cheong(2002)의 조사에서는 경남지역 주부

의 67.1%가 ‘설날에 꼭 해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
산기술과 교통 운송체계가 발달되어 지역특산물의 

특징이 불분명해졌다고는 해도 향토색이 짙고 입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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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맞는 음식의 시행률이 높다는 것은 우리의 세시

음식의 전승의 방향을 시사한다고 본다.
경상남도 인근 바다에서는 상어가 많이 잡혀 상

어고기를 즐겨먹어 왔고, 특별한 행사의 상차림에 

많이 올려졌다. 상어산적은 경상도에서 의례에 즐겨 

사용하던 음식이지만, 요즘에 와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까닭에 인지도와 이용실태, 선호도가 낮은 것

으로 생각된다.
정월대보름에는 오곡밥, 생선조림, 묵은나물, 부럼 

등의 이용실태가 높았으며, Kim & Hwang(1991)이 

묵은나물의 시행률은 강릉 34.4%, 전주 57.7%, 대전 

67.1%, 대구 71.0%이었다고 보고한 것에 비해 본 조

사에서는 80.3%로 높게 나타났다. 본 조사에서 정월

대보름 생선조림의 이용실태가 85.2%로 높게 나타

났는데, 부산지역에서는 오곡밥과 함께 명태, 가자

미, 고등어 등을 이용한 생선조림을 먹어왔기 때문

이다. 복쌈의 실행도는 63.5%로 Kim & Hwang(1991)
이 보고한 강릉 45.5%, 대전 44.3%, 전주 38.2%, 대
구 47.6%에 비해서 높은 시행률을 보 는데, 취나물

이나 배추잎보다 가공된 김으로 간편하게 싸서 먹

을 수 있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간편화, 대중화가 

된다면 세시음식의 전승이 용이해질 수 있음을 보

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다. 
선행연구(Kim & Hwang 1991; Cheong 2002)에서 

삼짇날 절식으로 조사한 진달래화전이 강릉 13.0%, 
대전 1.2%, 전주 3.1%, 대구 5.6%, 경남 6.2%로 매

우 낮았지만, 본 조사에서 부산지역의 삼짇날 절식

인 파전의 시행률은 67.6%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월삼짇날 즈음은 부산지역에서는 파가 가장 맛있

는 때라 진달래화전보다는 각종 해산물을 이용하여 

파전을 해먹었고, 동래파전은 부산지역의 향토음식

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 전통으로 진달래화전에 

비해 파전의 인지도, 선호도, 이용실태가 높게 나타

난 것으로 보인다. 
쑥굴레는 데친 쑥과 찹쌀가루를 고루 섞어 빻아 

익반죽하여 찐 다음 경단 크기만큼 떼어 중앙에 소

를 넣고 둥글게 빚어 거피 팥고물이나 녹두고물을 

묻혀 만들고, 꿀이나 조청을 곁들여 내는 떡이다. 
부산지역에서는 단오에 쑥굴레를 많이 먹어왔기 때

문에 수리취떡의 이용실태는 11.7%에 불과하지만 

쑥굴레는 42.4%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20대와 30
대에서 40대 이상 연령층에 비해 낮은 인지도를 나

타낸 것은 제조과정이 번거로운 떡일수록 인지도가 

낮다는 Lee 등(2008)의 설명에 부합하는 것으로 제

조공정의 단순화로 계속적으로 전승될 수 있도록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Kim & Hwang(1991)
은 강릉은 전통적으로 단오를 중시하는 지역이므로 

수리취떡의 시행률이 40.3%로 대전(7.2%), 전주(1.5%), 
대구(24.6%) 지방보다 높다고 하 다. 세시음식의 전

승을 위해서는 그 지역에서 중시하던 명절과 세시

음식의 향토성, 역사성을 감안하여 계승 발전시켜나

갈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

임을 시사한다고 본다.
본 조사대상자들의 경우 추석에는 나물과 전, 송

편, 탕국의 이용실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Cheong(2002)의 경남지역 주부를 대상으로한 조사에

서도 각종나물, 전유어, 송편의 시행도가 높다고 하

다. Kim & Hwang(1991)은 추석에 송편, 갖은나물

은 거의 해먹고 있었지만, 배숙, 밤초, 대추초 등은 

거의 해먹고 있지 않다고 보고하면서 가공저장기술

의 발달로 밤이나 대추, 배 등을 사시사철 구할 수 

있으므로 굳이 복잡한 조리과정을 거쳐서 집에서 

해먹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 다. 전통음식이라고 

해서 실생활에 맞지 않는 부분까지 고수하기를 바

라는 것은 무리이며, 현대인의 생활과 맞는 음식들

을 계승 발전해나가도록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생각된다.
동지팥죽을 절식으로 시행하는 비율은 Seol 등

(1991)의 청주지역 조사에서는 76.2%, Kim & Hwang 
(1991)의 조사에서는 강릉 77.9%, 대전 49.7%, 전주 

51.2%, 대구 78.6%로 나타났고, 본 조사대상자의 경

우도 80.1%로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었다. 팥죽을 

직접 쑤어먹는 경우도 있겠지만 죽산업의 발달로 

간편하게 구입해서 먹을 수 있으므로 동지에 팥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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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먹는 전통은 많이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

다. 
일년동안 거의 한달에 한번씩 있는 세시일은 농

경사회를 기본으로 발달하 던 것으로 현대의 우리 

생활에서 그 의미를 크게 부각시키기는 어렵다. 그

러나 계절적으로 필요한 양소를 공급하면서 문화 

전승의 의미도 부여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하는 것

은 의의가 있다(Yang 등 2009). 세시음식은 공동체

의 공감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계승되어 왔으므로

(Lee 2005), 단체급식에서 향토성이 짙은 세시음식을 

시행하고 역사적 지역적 배경을 홍보한다면 지역문

화의 창달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의 식생활과 생활패턴에 맞으며, 대다수가 지

키고 있는 세시음식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

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조리방법

의 간소화와 가공식품 및 조리포장식품의 구입을 

통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계속적인 연구ㆍ개

발을 수행함과 동시에 전통에 관한 홍보와 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등의 부산지역 성인여성의 연령별 세시음식에 대한 

인지도와 선호도 및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세대 간

의 차이를 알아봄으로써 시대에 맞는 부산지역의 

세시음식 전승 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

하고자 하 다. 설문지법을 이용하여 2012년 10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는 ‘40대’가 37.9%이었으며, ‘30대’ 23.9%, 

‘20대’ 13.6%, ‘60대 이상’ 12.7%, ‘50대’ 11.8% 
순이었다. 조사대상자의 35.9%가 ‘학사 이상’이었

으며 ‘고등학교 졸업’ 29.0%이었다. 핵가족이 

89.3%이었고, 4인가구가 45.3%로 가장 많았다. 
2. 세시음식에 대한 관심정도는 ‘보통’이 모든 연령

층에서 가장 높은 비율(55.1%∼64.9%)을 나타내

었고, 20대(21.3%)와 30대(29.9%)는 ‘관심이 적다’
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반면 40대(25.3%)와 50대
(22.6%)는 ‘관심이 많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 다(P＜0.01). 세시음식을 

준비하는 방법으로는 40대(55.3%), 50대(50.9%), 
60대 이상(64.9%)에서는 ‘집에서 만들어서’가 가

장 높은 비율을 보 으나 20대(45.9%)와 30대
(41.1%)는 ‘가족ㆍ친지로부터 얻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P＜0.001). 세시음식에 대해 알게된 경

로로 ‘가족’이 가장 높은 응답률(65.5%)을 보 다.
3. 조사대상자의 62.5%가 ‘세시음식의 계승을 원한

다’고 대답하 다. 세시음식이 계승ㆍ발전되어야

하는 이유로는 3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71.7%∼ 
84.2%가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이므로’ 계승해야

한다고 응답하 으나, 20대에서는 57.4%가 ‘우리

나라의 전통문화이므로’ 계승해야한다고 응답하

고 36.1%가 ‘ 양이 좋다고 생각되어서’로 응답

하여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 다(P＜0.05). 세시

음식의 계승에 요구되는 개선사항으로 ‘세시음식

에 관한 정보와 조리법의 보급’과 ‘조리법의 표

준화’가 지적되었다.
4. 양가에 대해서 50대 이하는 ‘우수하다’고 평가

하 으나 60대 이상에서는 ‘보통’으로 평가하여 

차이를 나타내었다(P＜0.05). 맛에 대해서는 20대
에서 40대, 50대, 60대 이상에 비해 낮은 평가점

수를 나타내었다(P＜0.05). 조리용이도에 대해서

는 40대 이하가 50대 이상에 비해 낮은 평가를 

하 고(P＜0.05), 경험용이도에 대한 질문에서 20
대, 30대가 보통 이하의 평가를 하 다.

5. 세시음식 가운데 설날의 탕국(4.93)이 가장 인지

도가 높았고, 나물(4.91), 떡국(4.90), 식혜(4.90), 
약식(4.86), 오곡밥(4.86), 강정(4.84), 송편(4.82), 삼
계탕(4.82), 동지팥죽(4.78), 삼짇날 파전(4.76), 닭

찜(4.7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0대가 설날 탕

국, 상어산적, 대보름 묵은나물, 복쌈, 귀밝이술에

서 다른 연령군보다 유의적으로 낮은 인지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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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다(P＜0.05). 전은 모든 연령층에서 인지도가 

높게 나왔으나 화전과 수리취떡은 모든 연령층에

서 낮은 인지도를 보 다. 
6. 전, 약식, 식혜, 강정은 보통 이상의 선호도를 보

이면서 연령에 따른 선호도의 차이를 보이지 않

았지만 상어산적은 모든 연령층에서 낮은 선호도

를 나타내었다. 파전은 20대, 30대, 40대가 60대 

이상보다 높은 선호도를 보 고(P＜0.05) 동지팥

죽은 40대가 다른 연령층보다 높은 선호도를 나

타내었다(P＜0.05). 떡국은 30대와 40대가 50대 

이상보다 높은 선호도를 보 고, 탕국은 30대와 

40대가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 다(P＜0.05). 60
대 이상에서는 떡국, 설날 탕국, 설날 나물, 대보

름부럼, 추석나물은 90% 이상의 이용실태를 보

고, 80% 이상의 이용실태를 보인 세시음식 수는 

50대와 60대 이상은 11가지, 40대는 9가지, 30대 

8가지, 20대는 4가지로 연령이 낮을수록 적어졌

다.
7. 세시음식에 대한 지식정도는 연령, 관심도, 선호

도, 전승의욕, 학습의욕과 양의 상관을 나타내었

고(P＜0.01), 세시음식에 대한 관심정도는 지식정

도, 선호도, 전승의욕, 학습의욕과 양의 상관을 

나타내었다(P＜0.01). 세시음식에 대한 선호도는 

학력, 지식정도, 관심도, 전승의욕, 학습의욕과 양

의 상관을 나타내었고(P＜0.01), 연령과는 음의 

상관을 보 다(P＜0.05). 

이상의 결과로 보아 세시음식의 전승을 위해서는 

현재의 식생활과 생활패턴에 맞으며, 향토성이 짙고 

대다수가 지키고 있는 세시음식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

다. 조리방법의 간소화와 가공식품 및 조리포장식품

의 구입을 통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계속적인 

연구ㆍ개발을 수행함과 동시에 전통에 관한 홍보와 

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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