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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age of information ruled by new technologies and knowledge, the world is interconnected as a single community,

and within this trend of globalization, new cultural codes are emerging through temporal fusion between the past and the

present and spatial fusion between different regions and countries. In this situation, it seems meaningful to review Korean

fusion foods and restaurants serving such foods, as well as to consider their future directions. Thus, the objectiv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survey and analyze Korean fusion restaurants representing Korean culture not only in Korea, but also

in foreign cities, and to identify the expression characteristics of such restaurants. Based on restaurants recommended in

relevant magazines and on Internet sites, 18 spaces were selected, visited, and surveyed, in which tradition and modernism

were well-mixed. Data on the shapes, materials, colors, and patterns of spatial elements and food-related elements,

including photograph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Of the 18 restaurants, 13 (72%) showed

temporal fusion in both spatial and food-related elements, 4 showed temporal fusion in spatial elements and cultural fusion

in food-related elements, and 1 showed cultural fusion in both spatial and food-related elements. In general, the spaces were

mainly designed with modern elements and partially with traditional elements (ceilings, windows, furniture, articles), and the

fusion of food-related elements was made in diverse forms that included temporal fusion restructuring traditional menus

contemporarily, and cultural fusion harmonizing traditional food with Western cook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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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음식문화는 오랜 시간에 걸쳐 생성된 역사의 산물이기에

그 나라의 자연, 풍습, 정신, 역사, 민족성을 확인시켜주는

대표적 생활문화인 동시에 음식의 재료, 양념, 메뉴, 담음

새, 식기류, 상차림, 공간을 통해 그 나라의 전통과 특성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새로운 기술과 지식이 지배하는

현대의 정보화 시대는 세계를 하나의 커뮤니티로 연결해 주

었고, 이러한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문화는 과거와 현재 사

이의 시간적인 퓨전, 서로 다른 지역 및 나라의 공간적인 퓨

전 등 새로운 문화 코드(Ryu 2000)를 보여주고 있다. 단일

민족의 고유한 전통이 뿌리 깊은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후반 이후 음식문화에 있어서 퓨전음식에 대한 관심이 크게

이슈화 되었고, 실제로 1998년 한 외식 경제신문에서 외식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결과(Jang 2000 재인용)에

의하면 1999년 유망 업종으로 퓨전 레스토랑이 선정되었다.

이는 정보화 시대, 문화교류가 활발한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높아진 생활수준과 다양한 문화를 즐기고

자 하는 라이프스타일의 욕구를 가진 젊은 세대의 입맛 충

족 및 해외문화를 경험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새로운 문화와

맛을 즐기는 체험적 공간으로서의 레스토랑"에 대한 욕구에

부합하는 전문화, 세분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서울

을 비롯한 큰 도시에는 퓨전 레스토랑이 우후죽순처럼 생겨

나고 있고 취급하는 음식도 일본과 한국, 중국과 한국, 이탈

리아와 한국, 프랑스와 한국을 섞는 등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의 퓨전 음식과 이를 서비스하는

식공간에 관해 정리해 보고 앞으로의 나갈 방향에 대해 생

각해보는 것은 의의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국제도시에서 한국문화를 적

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공간으로서 한식당의 새로운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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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퓨전 레스토랑의 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그 표현특성을 파

악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특히 레스토랑의 공간뿐만 아니

라 음식, 식기, 테이블 세팅, 푸드 스타일링에 이르는 음식

디자인 요소까지 연결되도록 하는 토털 플래닝의 기초자료

를 확보하고자 하며 이는 향후 퓨전 한식 레스토랑을 개업

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개인 그리고 공간 디자이너 또는 음

식관련 전문가들에게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내용 및 방법

1. 개념정의

퓨전(Fusion)의 어원은 라틴어로 “섞다”인 fuse의 명사

형으로 ‘융합, 합병’의 뜻을 가지며,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하

고 독창적인 스타일을 형성하고 있고 주로 장르간의 벽을 넘

나든다는 의미의 ‘Cross-over’라는 의미(Jung & Lee

2006)로 사용되기도 한다. 옥스퍼드 컨템퍼러리 사전에서는

광범위한 시각으로 “서로 떨어져 있는 사물, 생각이나 무리

의 조화, 조합 또는 함께 함”(Kim & Lee 2002)이라는 정

의를 내리고 있다. 국제화 시대에 이루어진 문화적 “교류”

는 21세기의 세계화 시대에 접어들어 문화적 “공유”로 바뀌

게 되었고(Park 1997) 음악, 미술, 패션, 영화, 건축 등의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는 퓨전의 현상은 자연스러워졌다. 이

에 따라 퓨전을 표현하는 요소와 방법 또한 다양하게 나타

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Lee

(2002)는 퓨전의 표현경향을 고급문화와 저급문화의 합일을

의미하는 문화적 퓨전, 동양과 서양의 만남을 의미하는 공

간적 퓨전, 각기 다른 시대양식을 취합하여 새로운 에너지

를 만들어내는 시간적 퓨전으로 나누어 해석하고 있다. Kim

(2000)은 문화의 변천과정에서 나타나는 시대적 양식의 긍

정적 융합을 시간성, 동·서양의 통합의 창조를 공간성, 로

코코 시대의 시느와제리, 20세기 초반 다다이즘, 1960년대

팝아트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간을 두고 꾸준한 발전

을 해 온 역사성, 서로 다른 것이 만나 독립적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 하나로 결합된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독창성으로

나누어 퓨전의 속성을 거론하고 실내디자인에서는 양식, 컬

러, 소재의 퓨전이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퓨전과 관련한 선

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Table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퓨전의 표현

방법은 전통과 현대의 융합을 뜻하는 시간적 퓨전과 동양과

서양의 융합을 뜻하는 공간적 퓨전임을 알 수 있었다. 퓨전

은 그 단어의 뜻이 의미하듯 정형화된 공식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용되는 장르와 표현요소, 표현방법에 따라 다

양한 모습으로 연출될 수 있다.

1) 실내공간에 나타나는 퓨전

1990년대 이후 서구 건축계에서는 미니멀리즘과는 다른

동양의 정신과 사상, 자연이 배어있는 젠 스타일(Zen

Style), 오리엔탈(Oriental), 에스닉(Ethnic Style) 등에 관

심을 가지게 되면서 자신들의 현대적인 건축과 공간에 동양

의 고전적인 디자인과 색채를 혼합하기 시작했다. 실내 공

간에서 나타나는 퓨전은 과거의 전통적 특성과 현대적인 특

성이 결합한 기존 원형 문화 및 디자인이 변형되어 나타나

는 시간적 퓨전이거나, 두 개의 상이한 지역이나 문화가 전

통과 혼용되는 문화적 퓨전이 나타나며, 표현방법은 주로 전

<Table 1> Preceding study on Fusion

Author Concept definition of Fusion Expression object Expression tendency/
Expression method

Kim 2000
Fusion is creating new culture by combining different genres, 
materials and heterogeneous culture such as Eastern and Western 
cultures, traditional and contemporary cultures, high-class pure 
arts and low-class popular arts, etc.

interior

-Temporality, extensity, 
historicity, originality 
- fusion of style
fusion of material
fusion of color

Ryu 2000 Hybridization referring to a third culture generated from the 
mixture of two or more cultures

music, art, fashion,
movie, architecture

Temporal fusion
Spatial fusion

Jang 2000 Crossing, breaking away from fixed ideas food, tableware eclecticism 
Minimalism

Kim & Lee 2001
A phenomenon looking like a chemical reaction in which all 
cultural and artistic genres including food, music, fashion, interior 
and construction are intermixed and changed.

Modern architecture
(Mix of craft material
& architecture
composition factor)

Spatial fusion
Temporal fusion

Kim 2001 A new trend or style created as heterogeneous elements meet one 
another. cloth, food, housing Temporal fusion

Spatial fusion

Lee 2002
- Mutually conflicting elements (genres) disintegrate themselves 
and are restructured together harmoniously.
- Popularization of high culture, upgrade of popular culture, 
globalization of local culture

food, fashion,
movie, music

Cultural fusion
Temporal fusion
Spatial fusion

Yun 2004 Combination of two or more materials food, tableware Cultural f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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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적인 미와 현대적인 미가 결합되어 형태의 단순미, 공간

의 여백미, 재료의 정직함, 좌식 공간 디자인 같은 특성이

보여진다.

2) 음식에 나타나는 퓨전

도쿄, 홍콩, 뉴욕 등 세계적인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한

음식문화의 퓨전 현상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에서도 다양한 인종과 문화로 이루어진 미국, 캘리포니아는

퓨전음식의 진원지로 알려져 있는데, 80년대 캘리포니아에

아시아계와 스페인계의 인구가 증가하고, 미국인들의 건강

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서양음식과 같이 고열량이 아

니면서 다양한 향신료와 조리법을 가진 아시아, 남미의 음

식과 미국의 재료, 요리법이 혼합되어 새로운 맛을 창조하

려 노력(Jang 2000) 하였는데 이러한 음식이 사람들의 호

응을 얻게 된 것이 퓨전음식이 유행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렇듯 서로 다른 문화권의 음식재료와 조리기법이 혼합되어

장점을 뽑아 새로운 요리로 창조해 낸 것을 퓨전 퀴진

(Fusion Cuisine), 또는 누벨 퀴진(Nouvelle Cuisine)이라

한다.(Ryu 2000) 퓨전음식은 자연스러운 문화교류의 결과

라 볼 수 있으며, 음식재료와 조리기법의 혼합으로 새로운

맛을 만들어 내거나 우리 그릇을 만드는 재료(분청, 백자,

청자, 옹기 등)를 가지고 서양식 그릇의 형태로 만든 식기

를 사용하거나 커트러리(포크, 나이프)를 사용하는 서양식 1

인 세팅 방법에 젓가락을 함께 놓는 세팅을 하거나 모시, 삼

베와 같은 우리 전통 천으로 만든 서양식 테이블 클로스, 나

무나 도기매트 사용 및 개인접시 등 음식관련요소에서도 퓨

전의 요소를 적용할 수 있다.

앞의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퓨전 한식 레

스토랑을 정의해 보면, 공간적으로는 한국의 전통적 요소가

현대적으로 변형(시간적 퓨전)되거나 서양의 요소와 함께 혼

용(문화적 퓨전)되어 나타나며, 음식관련요소는 조상대대로

전해 내려온 궁중 한정식, 일상적 반상차림, 주안상, 면상,

죽상 등의 상차림 메뉴와 같은 기본 한식 메뉴를 바탕으로

음식의 형태나 조리법, 서비스방법, 담음새 등을 다른 나라

의 것과 혼용하거나 현대인의 입맛에 맞도록 단순화 한 퓨

전한식을 취급하는 식공간을 뜻한다.

2. 조사방법

본 연구에서는 퓨전 한식 레스토랑에 나타난 표현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문헌조사 및 현장조사를 병행하였는데 첫째,

관련문헌과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퓨전의 개념을 정의한

후, 표현특성 분석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고 둘째, 2000

년 이후에 발행된 음식관련 잡지에서 전문가나 기자를 통

해, 혹은 음식관련 인터넷 사이트(잡지-Bar & Dining, 월

간 레스토랑, 에쎈, 까사 비스트로, 쿠켄/인터넷 사이트-쿠

켄 넷, 메뉴판닷컴, 시티 스케이프, 한국관광공사홈페이지)

를 중심으로 중복 추천된 서울 시내의 퓨전 한식메뉴를 취

급하는 레스토랑 18곳(가온, 고궁, 동병상련, 드꼬레, 멜리

데, 민가다헌, 배상면주가, 쁘띠 시즌스, 솔나무집 된장예

술, 소반, 어머니가 차려준 식탁, 유황 진흙오리, 장수 청국

장, 전, 질시루, 창동 설렁탕, 한국집, 한쿡)을 선정하였다.

시간을 2000년 이후로 한정한 이유는 이 시기가 소득의 증

가 및 라이프스타일 전반에 걸쳐 소비자들의 질적 수준이 높

아졌고 이에 따른 다양한 음식의 맛, 식사 공간의 분위기 등

질적인 측면의 요구도 성숙에 의해 전문화, 세분화된 컨셉

과 테마의 레스토랑들이 대거 등장하였기 때문이다. 1차 조

사(관련 잡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선정한 대상공간을

2005년 상반기부터 2006년 상반기에 걸쳐 직접 방문하여

<Table 2> A standard of analysis

Analysis
standards Analysis contents  Fusion Example

Temporal
fusion

A fusion phenomenon appearing as 
traditional characteristics at a specific point of 
time in the past and contemporary 
characteristics fuse into a new form and 
existing prototypical cultures and designs 
change

Spatial elements
Simplification and modernization of tradition building elements 
(ceilings, windows),Expression of traditional image elements (color 
stripes, patchwork wrapping cloth) using contemporary materials 
Arrangement of traditional furniture and articles in modern space
Food-related elements
Modernization of traditional foods

 Cultural 
fusion

A fusion phenomenon in which cultures of 
two heterogeneous places/areas fuse into a 
new form.

Spatial element
Mixed use of Korean traditional building elements and Western-style 
furniture, Mixed use of Korean traditional furniture and articles in 
spaces with simplified European traditional building elements 
(columns, window arches, etc.)
Food-related elements
Mixture of Korean traditional foods with Western cuisine (rice cake and 
rib steak, bulgogi kochigui), mixture of Korean traditional menus and 
Western-style table setting, tableware using Korean traditional materials 
(pottery, ceramic ware) and Western-style modern design

 Temporal·
 Cultural fusion

A fusion phenomenon in which the two types 
of events happen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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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방법은 각 사례별로 실내공간

의 구성요소인 바닥, 벽, 천장, 가구, 소품 등과 음식 관련

요소인 음식, 린넨류, 식기, 장식 등의 형태, 소재, 색채 등

의 특성을 자세히 기록하고 직접 사진촬영 한 자료를 가지

고 실내디자인 전공교수 1인과 박사과정 생 2인, 푸드코디

네이터 1인이 공동 분석하였다.

3. 조사내용 및 분석기준

퓨전 한식 레스토랑에 나타나는 공간과 음식관련요소의 특

성을 알아보기 위해 첫째, 공간을 구성하는 바닥, 벽, 천장,

창호, 가구, 소품의 형태, 소재, 색채의 특성을 둘째, 음식관

련 요소인 음식, 린넨류, 식기, 소품의 형태, 소재, 색채를

포함한 테이블세팅, 푸드 스타일링 등 구성요소의 특성을 조

사하고자 하며 분석의 기준으로는 앞서 퓨전의 개념정의에서

밝힌 구성요소들의퓨전 표현방법에 따라 시간적, 문화적, 시

간-문화적 퓨전<Table 2>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III. 결과 및 고찰

1. 퓨전 한식레스토랑 특성 전체 사례 종합결과 및 분석

1) 구성요소의 특성

바닥은 홀의 경우 전통 쪽마루의 변형(총 12사례)과, 자

연스런 질감의 석재를 쓰는 사례(사례 2, 5, 17-총 3사례),

타일마감(총 3사례) 등이 나타났는데, 선행연구(Oh & Lee

2007)의 분석대상이었던 한정식 레스토랑에서 많이 나타났

던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장판지 마감의 개실은 1사례(사례

11) 밖에 없었다. 이는 퓨전 한식 레스토랑의 경우 교자상

문화를 재현하는 한정식 레스토랑과 달리 서양식 테이블 문

화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벽은 회벽(사례 5),

흙벽(사례 12, 17), 한지벽(사례 6, 10, 12, 17), 나무 패널

벽(사례 14)이었고 현대적 공간이 주가 될 때는 미백색의 페

인트 도장마감하거나 노출 콘크리트벽(사례 5)도 나타났다.

특징적으로 색동저고리를 모티브로 이미지 월(사례1,16-아

크릴 벽, 사례 2-색실)과 기둥(사례 16)에 적용한 사례가

보여 졌는데, 전통적 요소를 모티브로 현대적 재료로 표현

한 좋은 퓨전의 예로 볼 수 있다. 천장은 평천장 도장 마감

이 대부분이었고, 서까래 노출천장(사례 4, 6) 우물천장 변

형(사례 2, 8, 11, 15), 창호의 살 문양을 심플하게 적용한

사례(사례 2,18)도 있었다. 창호와 문은 대부분 심플한 사

각 형태로 철제와 나무 프레임으로 되어 있었고, 전통 가구

(사례 4, 6, 16)와 족자(사례 8), 서예(사례 9), 병풍(사례

12), 항아리(사례 2), 매듭(사례 2,14), 떡살(사례 10, 16)

등과 같은 소품이 포인트 요소로 사용되고 있었다. 한정식

레스토랑의 경우, 공간의 전체 컨셉과 관계없이 실내 이곳

저곳에 한국적 분위기를 나타내기 위해 장식적 요소로만 사

용되던 것이 퓨전 한식 레스토랑의 공간에서는 색채와 장식

이 절제된 상황에서 시각적 초점의 요소로 사용되고 있었다.

2) 표현방법의 특성

공간요소와 음식관련요소가 모두 시간적 퓨전을 나타나는

사례는 13사례로 가장 많았고, 공간요소는 시간적 퓨전, 음

식관련요소는 문화적 퓨전을 나타내는 사례는 4사례, 공간

요소와 음식관련요소가 모두 문화적 퓨전을 나타나는 사례

는 1사례였다. 전체 사례를 통해 공간은 모던하고 심플한 형

태 및 마감 재료(노출 콘크리트, 유리, 아크릴 등)에서 드러

나는 질감과 색채로 인해 현대적 분위기가 주조이면서 전통

적 요소(천정, 창호, 가구, 소품)를 부분적으로 혼용하는 시

간적 퓨전의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음식은 전통한식의 기본

메뉴에서 출발하는데 떡갈비, 전복죽, 비빔밥, 설렁탕, 청국

장, 떡, 전 등 고급 한식메뉴부터 대중적인 한식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메뉴 아이템을 현대인의 입맛에 맞도록 소스와

조리법의 변화를 주는 시간적 퓨전과, 떡갈비 스테이크, 전

복 스테이크 등 전통의 고급요리를 서양음식과 믹스하여 퓨

전화시키는 문화적 퓨전스타일의 한식(사례 1,4,5,6,8)을 선

보이며 서양의 테이블 세팅에서 사용하는 린넨류, 글래스류

를 클래식한 스타일로 사용하면서 미니멀한 공간에 고급스

러움을 더하는 문화적 퓨전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음식관련요소에서는 다양한 퓨전의 경향이 발견되어지는 반

면, 사례 대부분(17사례)의 공간에서는 전통적 요소가 현대화

되는 시간적 퓨전의 경향만을 나타내는데, 현지 외국인들에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양의 요소와 적절하게 혼용되는

문화적 퓨전 또한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2. 퓨전 한식레스토랑 특성 대표사례 결과 및 분석

전체 18사례를 조사. 분석한 결과 앞서 제시한 분석기준

에 의해 공간요소와 음식관련요소에서 나타나는 퓨전의 표

현방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3가지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었

으며 각 유형의 대표사례는 다음과 같다.

1) A 유형 (공간요소: 시간적 퓨전, 음식관련요소: 시간적

퓨전-총 13 사례)

(1) 구성요소의 특성

흑회색 무광타일, 흰색회벽이 공간을 여백의 미와 정적으

로 느끼게 하는 심플한 스타일의 공 간이다. 한지조명등과

매듭 등 최소한의 장식만이 과거의 전통을 표현하며 사각의

심플한 짙 은 목재 테이블과 가죽의자는 현대의 모던한 이

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모듬전’ 메뉴를 중심으로 흰색의 심

플한 사각, 원형 식기에 정갈하게 담겨 나오는 음식은 공간

과 연결되는 느낌으 로 한국의 전통소재인 돗자리를 매트로

사용하며 기본 반찬을 제외한 나머지는 서양식 코스 상차림

으로 서빙된다.

(2) 표현방법의 특성

정갈하고 단정한 느낌의 공간은 과거의 전통소품과 현대

적 디자인이 융합되어 동양의 ‘선’사 상을 바탕으로 한 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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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xpression Characteristics of Fusion Restaurant (○: temporal fusion ●: cultural fusion, ◎: temporal + cultural fusion)

Example

Reserch contenes Analysis standards
Space (Shape, materials, Color & pattern ) Food (Shape, materials, Color & pattern)

Temporal 
fusion

Cultural
fusion

Temporal
Cultural 
fusionFloor Wall Celing Window·

Door
Furniture·
accessories Food Linen Tableware Decotaion

1 Ga-on

 Space: ○
Tradition (colorstripes)+
modern (material)
Food: ●
Fusion Korean meal

Wood flooring, acrylic wall, newspaper-
plastered wall+glass, flat ceiling, simple wood 
rectangular table, chair, glass bottles containing 
food materials

Fusion of traditional foods, modern 
design tableware of celadon porcelain , 
wine glass, Western-style setting for one 
person

2 Go-gung

 Space: ○
tradition (floor,color stripes)+
modern (material)
Food: ○
Modernization of court bibimbap

Hall: slate slab, dark gray tile, floor: wood 
flooring, color thread wall, rectangular wood 
table, knot

Plain white porcelain, brassware, spoon

3 ddock

 Space: ○
tradition (natural materials)+
modern (static design)
Food: rice cake, court rice-cake 
stew

Wood flooring, ivory wall painting finishing, 
flat ceiling painting finishing, rectangular wood 
simple table 

Simple round white porcelain matching 
with rice cake, color ceramic ware, 
coarse iron glaze, etc.

4 de coree

 Space: ○
tradition (building,furniture)+
modern (article)
Food: ●
Fusion Korean mealWood flooring, exposed ceiling, plastered wall, 

traditional furniture, frame
Fusion Korean meal, Western-style 
setting for one person, earthenware, 
rattan mat, yellow cotton napkin

5 melede

 Space: ○
tradition (mother-of-pearl)+
modern (moderate decoration, 
monotone)
Food: ●
Fusion Korean meal

Black slate slab, black non-gloss tile, exposed 
concrete wall, wood flat ceiling painting 
finishing, color glass article, ornaments 
patterned with mother-of-pearl

Home meal fusion, beige cotton mat, 
white cotton napkin, white rectangular 
tableware

6 minsclub

 Space: ●
tradition (Korean-stylehouse)+
Western (furniture, article)
Food: ●
Fusion Korean meal

Wood flooring, wall painting finishing, rafter 
exposed ceiling, traditional window, Victorian-
style furniture 

Fusion food, Western-style setting for 
one person 

7 bae's
bar

 Space: ○
tradition (material-wood, window 
paper, flax)+
modern (simple design)
Food: ○
Traditional wine

Floor tile finishing, wood panel wall, flat ceiling 
painting finishing, partition decoration using 
wine bottles

Drinking table setting, light gray 
ceramic ware, paper 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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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ntinued

Example

Reserch contenes Analysis standards
Space (Shape, materials, Color & pattern ) Food (Shape, materials, Color & pattern)

Temporal 
fusion

Cultural
fusion

Temporal
Cultural 
fusionFloor Wall Celing Window·

Door
Furniture·
accessories Food Linen Tableware Decotaion

8 쁘띠
시즌스

 Space: ○
tradition (ceiling article)+
modern (furniture, article)
Food: ●
Fusion Korean meal

Reddish brown tile, wall painting, modified 
square ceiling, antique furniture article, cases 
inlaid with mother-of-pearl, folding screen, blue 
velvet chairs

Fusion Korean meal, white jacquard 
table cloth, iron glaze rectangular 
tableware, bangjja brassware

9 sobahn

 Space: ○
tradition (material,tablet)+
modern (simple modern design)
Food: ○
bibimbap fusion food

Marble floor, natural stone wall, flat ceiling, 
iron beam+glass (sprout vegetable greenhouse), 
calligraphy

Celadon porcelain bowl and sauce cup, 
wood tray

10
green
tree's

Bean paste

 
Space: ○
tradition (window, folding 
screen)+
modern (modified window and 
ceiling)
Food: ○
home meal fusion

Brown tile, flat bench, plastered wall, modified 
square ceiling, rectangular frame window, 
roofing tile ornaments, rice cake mold, sotdae 

Bean paste set, full table, white 
chinaware, earthen bowl

11 mother's 
table

 Space: ○
tradition (oilpaper)+
modern (simple modern design)
Food: ○
heartwarming home meal

Hall: wood flooring, room: oilpaper finishing, 
painting, simple rectangular window, yellow-
painted door

Purple cotton mat, crimson cotton 
napkin, brassware

12 uwhangduck
steak

 Space: ○
tradition (clay, flat bench, folding 
screen)+
modern (simple spatial beauty)
Food: ○
stamina food 

Wood flat bench, exterior wall clay finishing, 
interior wall Korean paper, whole pane, 
traditional furniture article, wood wild geese

Stamina food, setting for one person, 
paper mat

13 jangsu
chungukjang

 Space: ○
tradition (flat bench, clay, kite)+
modern (modern space design)
Food: ○
indigenous
cheonggukjang 

Black glaze tile, earth wall finishing, ceiling 
ivory painting finishing, cotton blind, white 
large kite, old wood table

white round tableware, earthen bowl, 
paper mat

14 cheon

 Space: ○
tradition (traditional article)+
modern (modern design)
Food: ○
fried foods

Black non-gloss tile floor, white painted wall, 
simple wood table. leather chair, Korean paper 
light

Course with the theme of “fried foods” 
and single-item meal white simple 
round, rectangular ceramic 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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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겸허한 분위기의 젠 스타일(Zen Style) 특성이 나타

나 시간적 퓨전을 보이고 있으며, 음식은 ‘전’을 테마로 전

통적 반상차림을 현대인들이 일상적으로 즐기는 식사로 간

편하게 변형하여 전통음식의 현대화를 보여주는 시간적 퓨

전을 보여주고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C 레스토랑은 외부와 내부 공간 디자

인에서 큰 문제는 없었지만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젠 스

타일을 표현하기 위해서였는지 일본적인 요소(한지 등)가 사

용되어 외국인에게 잘못된 한국의 이미지를 줄 수 있어 개

선이 요구되어진다. 한편 음식 관련요소로는 한국의 전이라

는 메뉴를 정식세트 메뉴로 코스화시켜 외국인과 젊은이들

에게 인기는 있지만 테이블 매트와 식기의 이미지가 공간에

서 보여주는 격조보다 떨어지며 특성화된 서빙방식이 요구

되어진다.

2) B 유형 (공간요소: 시간적 퓨전, 음식관련요소: 문화

적 퓨전-총 4사례)

(1) 구성요소의 특성

노출 콘크리트와 흑회색의 슬레이트 판석을 이용하여 모

던하고 심플하면서도 정적인 공간에 벽체를 하나의 mass로

막지 않고 분할하여 비움의 미학을 보여주는 현대적 느낌이

다. 여기에 전통소재인 자개를 이용한 꽃문양 벽장식과 색

유리볼이 포인트가 되어 간결하고 산뜻한 느낌을 주고 있

다. 제철 재료 이용한 퓨전 가정 한식을 표방하여 전통 궁

중한정식의 오색 데코보다는 음식자체의 재료질감과 색이

드러나 담백해 보이고, 심플한 백색의 식기에 작고 섬세한

형태보다는 별도의 장식없이 깔끔하게 담아 접시 안에서 여

백의 미를 보여주고 있다. 자연스러운 소재의 천 매트와 손

으로 만든 느낌의 도자기 그릇이 고급스러운 한국의 그릇 이

미지를 전달하고 있다.

(2) 표현방법의 특성

전체 공간이 콘크리트벽과 나무프레임, 짙은 원목 사각 테

이블 등의 선, 면으로 단순하게 인식되어 단아하고 간결한

이미지의 현대적인 분위기가 주조를 이루면서 여기에 색 유

리볼 장식, 자개 꽃문양 장식, 직사각 돌확 연못 등의 전통

요소가 포인트로 사용되어 시간적 퓨전을 나타내며, 음식은

우리음식 조리법과 서양 음식조리법이 혼용되고, 흑유와 백

<Table 3> Continued

Example

Reserch contenes Analysis standards
Space (Shape, materials, Color & pattern ) Food(Shape, materials, Color & pattern)

Temporal 
fusion

Cultural
fusion

Temporal
Cultural 
fusionFloor Wall Celing Window ·

Door
Furniture· 
accessories Food Linen Tableware Decotaion

15 gilsiru

 
Space: ○
tradition (stone fence, exposed 
ceiling)+
modern (modern beauty of 
temperance)
Food: ○
rice cake

Floor tile finishing, wall painting finishing, 
modified exposed ceiling, stone fence, 
rectangular wood table

Rice cake, milk gruel, court rice-cake 
stew, etc. tea and cake

16
changdongs
대

ulungtang

 Space: ○
tradition (colorstripes)+
modern (material)
Food: ○
stamina food-seoleongtang

Wood flooring, color stripes wood bead 
column, Korean paper rectangular lights, etc. 
traditional furniture, rice cake mold

 Earthenware 

17 hanguk

 
Space: ○
tradition (floor,Korean paper, 
lattice,article)+modern (simple 
modern design)
Food: ○
Jeonju bibimbap

clay wall, Korean paper finishing, floor, flower 
pattern printed Korean paper between opaque 
glasses, old furniture, candlestick

Earthenware , setting for one person

18 Han cook

 
Space: ○
tradition (lamp, patchwork 
wrapping cloth)+modern
 (simplified design)
Food: ○
Korean buffet family restaurant

Floor, wood panel wall, modified square 
ceiling+ lattice frame, cheongsachorong 
lampshade, Indian ink painting,

Korean buffet (cold-hot menus), white 
simple china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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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presentation Case of A type-C restaurant in Jongro-gu, Seoul

C restaurant

Reserch contenes Analysis standards

Shape Material Color & pattern Temporal 
fusion

Cultural
fusion

Temporal
Cultural 
fusion

Fusion
Expression

method

Space

Floor Black glaze non-gloss tile ○

tradition 
(traditional 

furniture,article)
+

modern (modern 
design furniture, 

material)

Wall White painted wall ○

Ceiling Painted flat ceiling ○

Window
Door Rectangular frameless window ○

Furniture
accessories Simple wood table, leather chair, Korean paper light ○

Image

Food

Food Common menus such as fried food set and boiled barley set, and 
feast menus like Western-style course menus ○

tradition (food)
+

modern (table
ware, menu)

Linen Mat, personal mat ○

Tableware White chinaware (simple round, rectangular design) ○

Decotaion No separate table decoration, decoration with dropwort on the 
top of fried food  ○

Image

<Table 5> Representation Case of B type-M restaurant in Kangnam-Gu, Seoul

M restaurant

Reserch contenes Analysis standards

Shape Material Color & pattern Temporal 
fusion

Cultural
fusion

Temporal
Cultural 
fusion

Fusion
Expression

method

Space

Floor Black slate slab, black non-gloss tile ○

tradition
(mother-of-pearl)

+
modern

(material)

Wall Exposed concrete wall ○  
Ceiling Wood flat ceiling painting finishing ○

Window
Door Simple rectangular gray iron frame ○

Furniture
accessories

Color glass ball decoration, flower-pattern decoration inlaid with 
mother-of-pearl ○

Image

Food

Food Home meal fusion (Single-item menus such as Chinese cabbage 
salad and hard-boiled sweet pumpkin) ●

Korean (food)
+

Western
(menu,

tablesetting)

Linen Beige rough mat, white cotton napkin ●

Tableware Rectangular ceramic ware, rectangular black glazed ware, etc. ●

Decotaion Texture and color of food materials ●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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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등의 우리그릇을 만드는 소재에 서양식 디자인의 식기를

사용한 세팅으로 차려져 문화적 퓨전이 보여 지고 있다. M

레스토랑의 경우, 공간과 음식관령요소 모두 시각적으로 세

련되고 고급스럽게 연출되어 젊은이들과 외국인들에게 인기

가 있지만 상호에서부터 공간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인문적

요소(종교, 사상, 관습, 생활문화 등)에 대한 특성이 표현되

고 있지 않아 외국인들에게 한국이미지를 심어주거나 한국

문화를 체험하게 하는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있다.

3) C 유형 (공간요소: 문화적 퓨전, 음식관련요소: 문화

적 퓨전-총 1사례)

(1) 구성요소의 특성

1930년에 건축된 개량한옥 민익두家를 보존하여 식음공간

으로 변화시킨 이 레스토랑의 전체 컨셉은 “20세기 초 외국

대사관 클럽”으로 한국의 공간미와 서양의 생활문화 방식의

결합을 테마로 하고 있다. 서까래가 노출된 천장, 마루, 전

통창호 등 한옥의 내외부에서 느껴지는 뛰어난 비례와 구

성, 재료 및 질감의 건축적 요소에 병풍의 화조도, 모시 블

라인드 등이 더해져 전통의 느낌을 극대화하고 있는 한편,

서양식(빅토리아) 가구와 액자, 툴루즈 로트렉의 포스터, 조

명기구, 벨벳 커텐 등이 어우러져 이국적인 서양의 생활양

식을 표현하고 있다. 음식은 굴소스 삼겹살찜, 불고기 소스

로 조리된 너비아니 구이, 연한 소꼬리찜 등 와인과 어울리

는 퓨전한식을 추구하고 있다.

(2) 표현방법의 특성

개량한옥을 그대로 사용하기에 한국의 전통적 요소가 공

간을 구성하는 바닥, 벽, 천장, 창 등의 형태, 재료, 색채

전체에 쓰이면서 서양의 장식적 요소(가구, 소품, 패브릭)가

혼용되고 있어 문화적 퓨전이 보여지며, 음식관련 요소로는

기존 한국 음식에 서양소스를 사용하거나 조리법을 이용하

거나 흰색의 자카드면 테이블 클로스, 백색의 심플한 자기,

화이트면 냅킨, 1인 세팅 등 서양의 현대적 내용을 조화시

키고 있어 역시 문화적 퓨전을 보이고 있다.

세 번째 유형의 대표사례인 M레스토랑은 한국의 전통적

공간에 서양의 가구와 소품을 함께 사용하여 이국적인 분위

기의 문화적 퓨전을 보여주어 어르신들과 외국인들에게도

인기가 있으며 공간에서 한국의 역사와 향수를 느끼게 해주

면서 퓨전 음식을 경험할 수 있는 색다른 장소이다.

IV. 결 론

본 연구는 퓨전 한식 레스토랑에 나타난 표현특성을 알아

보기 위해 관련 잡지와 인터넷 사이트에 추천되어진 퓨전 레

<Table 6> Representation Case of C type-M restaurant in Jongro-gu, Seoul 

M restaurant

Reserch contenes Analysis standards

Shape Material Color & pattern Temporal 
fusion

Cultural
fusion

Temporal
Cultural 
fusion

Fusion
Expression

method

Space

Floor Veranda ●

Korean tradition
(architecture

+
Western (furniture, 

accesories)

Wall Korean paper wall finishing ●

Ceiling Rafter-exposed ceiling ●

Window
Door Traditional (lattice door) window paper door ●

Furniture
accessories

Victorian-style furniture, ramie fabric blind, Western-style 
lighting apparatus, flower and bird paintings, folding screens ●

Image

Food

Food
Oyster sauce, steamed pork belly, sliced roast beef seasoned with 
bulgogi sauce, Korean food menus matching with wine such as 
steamed tender beef tail

 ●

Korean tradition
(cooking method)

+
Western (wine, 

tablesetting)

Linen White jacquard cotton table cloth, white cotton napkin ●

Tableware White simple ceramic ware, green rough ceramic lamp ●

Decotaion Food decoration using Western foods such as broccoli, asparagus 
and sauce  ●

Image



퓨전 한식 레스토랑에 나타난 실내공간과 음식관련요소의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213

스토랑을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공간요소 및 음식

요소의 형태, 재료, 색채 및 문양 등을 조사 하였다. 퓨전

한식 레스토랑에 나타난 표현특성을 분석한 결과, 앞선 한

정식 레스토랑의 연구(Oh & Lee 2007)에서 나타난 것과는

달리 사상, 종교, 사회문화적 요소를 공간의 특성으로 표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상호부터 공간과 음식, 테이블에

이르기까지 트렌디한 퓨전을 표현하고자 고급스럽게 연출하

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연구를 통해 퓨전 한식 레스

토랑의 디자인이 기존의 대중적 메뉴(비빕밥, 설렁탕, 오리

구이, 떡, 전통술 등)를 토속적 분위기로 제한되게 표현하던

식문화를 벗어나 최근 몇 년 사이에 젊은이들과 외국 손님

들에게도 부담스럽지 않은 현대적인 디자인의 공간속에 한

층 업그레이드 된 우리의 식문화를 선보이려는 시도가 이루

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공간에서는 과거-현대, 동양

-서양의 퓨전에 대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져 세련된 이미

지로 발전하였지만, 한정식 레스토랑에 비해 전통적 소재 및

이야기를 모티브로 하여 풀어나가기보다 디자이너가 해석한

공간 디자인의 특성으로만 표현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

러나 음식관련 요소에서는 음식에 담긴 계절과 역사, 다양

한 세시풍속, 정서 등이 메뉴명, 메뉴판, 테이블 위의 식기

와 세팅까지 연결되어 일관되게 표현하려는 시도가 보여졌

다. 공간을 현대적이고 모던하게 연출하기 때문에 식기의 형

태를 모던하게 연결하면서도 기본적으로 한국 음식을 담고

차리므로 식기의 재질, 린넨류의 재질, 색채 선택은 한국의

전통적인 소재와 색채로 적용하려는 움직임은 퓨전의 긍정

적 시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퓨전 한식 레

스토랑은 비빕밥, 냉면, 설렁탕 등과 같이 특색있는 단일메

뉴와 함께 소박하고 정겹고 푸짐한 한국의 이미지 표현에서

부터 양반가의 반상메뉴, 임금님 수라상과 같은 궁중음식의

고급스럽고 정갈한 이미지에 이르끼까지 다양한 성격과 스

타일을 가진 한국의 모습을 레스토랑에 담아내야할 때이다.

상호에서부터 파사드, 사인, 메뉴판, 실내공간 등의 시각적

특성이 취급하는 음식과 한국의 스토리를 느낄 수 있도록 표

현해주고 세계인들의 입맛에 맞는 음식의 맛과 세트메뉴의

개발, 테이블 위의 세팅과 아이템들이 이와 연결되어 토털

플래닝될 때 세계적인 도시에서 타국 레스토랑과의 경쟁력

을 가진 한국식 레스토랑으로 손색없을 것이라 사료된다. 여

기에 타국 레스토랑의 세계화 성공원인을 분석하여 정부 지

원정책에 대한 부분까지 벤치마킹하여 하나의 매뉴얼로 만

들어 향후 국내외에서 한국식 레스토랑을 오픈할 클라이언

트에게 제공된다면 유용한 자료로 사용되리라 본다. 본 연

구에서는 퓨전 한식 레스토랑의 공간 및 음식관련요소의 특

성에 대한 평가만이 이루어지고 구체적인 매뉴얼이 제시되

지 못한 한계가 있어 아쉽지만 다양한 후속연구로 그 완성

도를 높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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