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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and analyze food related and space related elements of popular Vietnamese

restaurants in Hong Kong to identify restaurant images related to food, to examine how Vietnamese traditions are applied

to such restaurants, and ultimately, to get their implications for us. Luxury Vietnamese restaurants in Hong Kong tended to

be located in major office buildings and famous shopping malls in the downtown area; therefore, they were highly accessible

to foreigners. In addition, most Vietnamese restaurants were quite formal in size or atmosphere. The food-related elements

of the luxury restaurants reproduced traditional menus, but the table setting and service generally adopted a formal Western

style setting. The presentation of foods was also creative and contemporary, to suit international customers’ tastes.

Regarding the spatial elements, restaurants serving traditional menus had interiors influenced by the French colonial period,

while those serving contemporarily adapted menus had interiors with simple contemporary images emphasized by

Vietnamese traditional decorations. These characteristics allowed foreigners from diverse countries to access the restaurants

without a sense of rejection. Casual restaurants were primarily exposed to many people on busy roadsides, but they tended

to be inferior in terms of size and quality. Apart from size and price level, food-related elements failed to reflect Vietnamese

unique traditional characteristics. The outward appearance consisted of basic construction materials (glass, chassis, and

bamboo) instead of those representing Vietnamese architecture. Additionally, the interior of the casual restaurants contained

traditional elements or objects more frequently than luxury restaurants, but they looked rather disorderly and lacked

harmony. Overall, the image of casual restaurants was degraded by the use of cheap and low quality finishing materials and

furniture. The results of this study may be useful for organizations promoting the Branding of Korea or businesspeople and

designers promoting the globalization of Korean foods.

Key Words: Vietnamese restaurant, table setting factor, food presentation factor, interior space factor, tradition,

modernity

I. 서 론

각 나라와 지역의 문화를 대변할 수 있는 문화 관광자원

가운데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그 나라의 음식이며,

외국인이 다른 나라의 음식을 접해 볼 수 있는 방법은 그 나

라 음식을 제공하는 레스토랑을 통해서이다. 최근 이를 자

각한 우리나라도 “한(韓) 브랜드화” 전략사업의 하나로 음식

을 통해 한국문화 알리기에 매진하고 있다. 그러나 각종 국

제대회와 ASEM 정상회의를 치루면서 입증된 우리 음식은

음식자체에만 주력하고 있고, 음식 속에 담긴 문화와 음식

을 담고 있는 공간, 상차림 연출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다루

고 있지 않다. 이는 문화관광부에서 추진 중인 한(韓) 브랜

드 화 사업 중 한식의 주요사업 목표가 “조리법 표준화, 비

빔밥 해외 판매, 한식 홍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홈페

이지(http://www.han-style.com)에서도 음식, 조리법에

대해서만 소개하고 있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는 외국

에서 영업 중인 한국 레스토랑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

음식의 경우, 가능한 모든 메뉴를 천편일률적으로 늘어놓았

고 공간에서는 한국적인 모티브와 소품을 사용하고 있으나

세련됨이 떨어지는 등 세계화 대열에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물론 레스토랑은 음식자체의 맛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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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알맞은 모양의 담음새로 어떠한 분위

기의 공간에서 먹느냐이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 될 때 레스

토랑을 통한 외식사업의 부가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달라질

수 있고 한 나라의 문화에 대한 존경심까지도 생겨 날 수 있

는 것이다. 동양권에서는 타국에 비해 일찍이 태국, 일본 등

이 정부차원에서 음식을 매개로 한 레스토랑을 자국의 이미

지와 문화를 알리는 매개체로 선정하여 브랜드화 작업에 성

공(Lee & Oh 2007) 하였고, 외국에 레스토랑이 생긴 역사

가 오래된 중국은 자국민들이 모여사는 거리중심으로 형성

된 초기의 생계형 레스토랑에서 점점 재료의 희귀성을 강조

한 고급화 전략을 만들어 왔다(Agenda Research Group

2005). 베트남은 전쟁으로 인한 “보트 피플”이 세계 각지로

흩어지면서 많은 이민자들이 생계형 레스토랑을 운영하여

베트남 음식이 세계 각국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처럼 정부

차원의 지원이나 홍보, 마케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

은 채 자국민이 민간차원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해온 점은 한

국과 유사한 상황이다. 외국에 레스토랑이 생긴 역사가 오

래지 않고, 그 수가 많지는 않지만 미국이나 홍콩 등 주요

도시에서 한식보다 인지도가 높고, 자갓 서베이나 미슐랭 가

이드와 같은 세계적 레스토랑 평가잡지에서 높은 점수를 받

은 레스토랑이 많기에 베트남 식당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세계적 국제도시인 홍

콩에서 현재 성업 중인 베트남 레스토랑의 음식관련 요소 및

공간요소를 조사하고 그 현황을 분석하여 음식과 관련된 레

스토랑의 전체적 이미지는 어떠하며 그 안에 베트남의 전통

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우

리가 참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의 결과는 앞으로 “한 브랜드 화”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

관이나 한국음식의 세계화를 추진하는 실무진 및 디자이너

들에게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내용 및 방법

1. 조사대상의 선정

홍콩 소재 베트남 레스토랑에 나타난 음식관련요소와 공

간요소를 알아보기 위해 첫째, 홍콩 레스토랑 관련 인터넷

싸이트 10곳에서 홍콩의 주요상권 3개 지역(침사추이

tsimshatsui, 센트럴central, 코즈웨이 베이 causeway

bay)을 중심으로 2회 이상 중복 추천된 레스토랑의 리스트

를 작성하였다. 둘째, 이들 레스토라에서 제공되는 음식의

평균 가격을 중심으로 홍콩 달러 기준 120$ 이상을 고급,

그 미만은 대중으로 나누어 고급에 해당되는 8곳을 선정 하

였는데, 여기에는 주요상권 3개 지역의 최상급 레스토랑이

거의 다 포함 되었다. 한편 이에 대응되도록 대중 레스토랑

도 8곳을 선정하였는데, 조사한 인터넷 싸이트에서 3회 이

상 언급된 3곳(Lo Chiu: 5회, Nha Trang: 5회, Pearl: 3

회)은 모두 포함시켰고 2회 언급된 레스토랑은 총 16곳 중

대표가 될 만한 5곳(Green Cottage Yin Ping/Perfume

River/Chuk Yuen/New Paris/Cafe Locomotive)을 선정

하였다.

2. 조사 내용 <Table 2>

1) 베트남 레스토랑의 일반적 사항(레스토랑의 유형, 면적,

상호) 조사

2) 베트남 레스토랑의 음식관련요소(상차림 요소, 음식 담

음 요소) 조사

3) 베트남 레스토랑의 공간요소(외부 파사드, 실내 구성요

소) 조사

<Table 1> Selection of research object

Research
medium

Vietnam restaurant
in Hong kong

related Internet site 
(10)

http://www.eatdrinkhongkong.com/style/vietnamese.html
http://www.fodors.com/world/asia/china/hong-kong/restaurants-nam_cuisine:171.html
http://www.chinaetravel.com/entertainment/hongkong/restaurant/otherasian.html
http://www.beta.discoverhongkong.com/eng/jsp/dining/search-result/Vietnamese
http://guides.travelchannel.com/hong-kong/dining/asian-pacific/vietnamese/27996.html
http://www.fbw.hk/search?&query=vietnamese
http://www.fbw.hk/search?&query=vietnamese
http://www.hungrygowhere.com/

search_results.php?searchby=Category&country=65&f_foodplace=na&f_cuisine=36&f_price=na&f_r
ecommend=na&f_zip=--&btnSubmit

http://www.foodeasy.com/hongkongrestaurant/rest_result.php?id_region=19
http://www.asiamiles.com/am/ko/earn/dining/searchresult?city=Hong+Kong&cuisine=Vietnamese& 

district=

Research 
object

Luxury restaurant1) (8)Le Soleil/Indochine 1929/Golden Bull I,II/ Rice Paper I, II/Pho Lemon/Song Cuisine d' Indochine

Casual restaurant (8) Lo Chiu/Nha Trang/Pearl/Green Cottage Yin Ping/Perfume River/Chuk Yuen/New Paris/Cafe 
Locomotive 

1) Golden Bull과 Rice Paper는 홍콩 각지에 지점이 있어 그 중 디자인이 차이나는 곳으로 각각 2곳을 선정하였다. 그 외에 Song Cuisine d’ Indochine
는 방문하여 대표적 음식을 시식하였으나 외관과 상차림 한 컷 외에 실내촬영이 불가하여 그 외 사진은 인터넷 사이트 http://www.weeklyhk.com/
에서 발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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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방법

조사기간은 2007년 7월 9일부터 14일까지, 그리고 2008

년 1월 13일 부터 17일까지 2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조사

방법은 2인 1조로 레스토랑을 직접 방문하여 대표적 음식을

주문하고 시식하면서 음식이 나오기 전의 상차림, 음식의 구

성과 레스토랑의 외관 및 실내 구성요소의 특성을 자세히 기

록하고 사진을 촬영하였다.

4. 분석방법

음식은 한 나라의 문화를 대표하는 무형의 가치를 가지는

컨텐츠이며, 레스토랑은 상업적으로 이를 체험할 수 있게 함

으로써 문화를 알리고 인식시키는 수단이 된다.따라서 그 나

라의 역사성과 전통적 특성을 고려하고, 공간, 식기, 상차

림, 음식 등 시각적 대상물을 통해 전통을 내세우는 것이 일

반적이다. 이에 본 연구를 위한 분석 방법으로 첫째, 조사

된 레스토랑의 음식요소와 공간요소의 현황을 분석하여 전

체적 이미지를 추출하였다. 둘째, 음식과 공간의 각 요소에

서 베트남의 전통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그 특성을 추출하

였다. 이 때 베트남 전통에 관한 분석은 2009년 현재 베트

남에 관한 자료가 매우 부족한 현실에서 첫째, 베트남의 자

연환경, 역사, 문화, 건축, 실내, 음식, 공예 등에 관한 전

반적인 내용을 고찰하고, 둘째, 이의 실제를 확인 가능한 사

진을 모두 수집하여 정리한 후 이를 통해 숙지하였으며,

2008년 1월 3일부터 1월 10일까지 베트남의 하노이를 방문

하여 역사적 전통공간과 그들의 민속공예품 등을 직접 견학

하고 숙지한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통해 얻어진 연구자의

판단에 의존하였다.

III. 베트남의 전통적 특성

1. 베트남의 자연환경

베트남은 북쪽으로 중국, 서쪽으로 라오스와 국경을 접하

<Table 2> A restaurant servay factor & standard of analysis

Space & food factor
Space & food
characteristics

analysis

 Image 
characteristics

analysis

Tradition
expression

characteristics
analysis

Food factor

Table
setting
factor2)

Tablecloth, mat,
napkin, tableware

glass, cutlery
flower & decoration

composition,
shape,

color of 
each factor

Superlative setting

Total image 
characteristics

of research object 
restaurant
that were 

analyzed by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element

The characteristics
 of Vietnamese

 traditional
 elements
 applied to

 the surveyed
 spaces that

 were
 analyzed by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element

Upper grade setting
Informal setting
Casual setting

Irregular setting

Food
presentation

factor3)

Relation of 
tableware, food,

garnish 

Composition,
shape,

color of 
each factor

Superlative 
Presentation
Upper grade
presentation
Intermidiate 
presentation
Low grade

presentation

Space
factor 

Facade
Composition

decoration
signboard 

Shape, materials, color 

Interior
composition

element

Structure: floor, 
wall, celing, 

window, door
decoration: 

furniture, lighting, 
accessories

 Shape, materials, color

2) 상차림요소는 천으로 만든 테이블보와 냅킨, 식기, 서양식 커트러리(나이프, 포크, 스푼 등)나 동양식 수저(플라스틱 숫가락이나 나무젓가락 제외), 와
인잔이 모두 세팅되어 있으면서 형태나 색채가 조화되어 있으면 ‘최상급정식’, 이중 와인잔이 없으면 ‘상급 정식’, 여기에 다시 테이블보 대신 나무매트
가 있거나 냅킨만 종이이면 ‘약식 정식’, 천 테이블보와 천냅킨 대신 종이매트와 종이냅킨이 있으면 ‘캐주얼 정식’으로 분류하였다. 한편 종이매트와 종
이냅킨이 있더라도 플라스틱 숫가락이나 나무젓가락이 세팅되어 있으면 ‘비 정식’으로 분류하였다.
3) 담음요소는 접시위에 놓인 음식의 구성, 형태, 비례, 색채 등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접시위에 음식이 조금 담기는 프랑스식 구성에, 담은 형태가 구
태의연하지 않고 창조적이면서 비례와 색채가 조화되어 아름답다고 판단되면 ‘최상급 담음새’, 그보다 조금 못하면 ‘상급 담음새’로 분류하였고 접시위
에 음식이 많이 또는 가득 담기면 중급이나 저급으로 분류하는데 이 중 가니쉬의 형태나 비례가 식기나 음식과 조화되어 있으면 ‘중급’, 그도 아니면 ‘저
급’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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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국토가 남북으로 길게 뻗어있어 지역에 따라 기

후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 북부산지는 냉량기후이고 중부는

온습한 열대기후이며 남부저지대는 열대몬순기후와 더불어

습기가 많다(Kim 1996). 또한 해발 2,000 m 이상이 되는

곳에서는 일년내내 서늘하다. 전 국토의 75%는 고원산악지

대로 밭작물을 재배하고 있고 쌀농사는 북부의 홍하와 남부

의 메콩강 델타에 발달되어 있다. 또한 남북으로 해안선의

길이가 3451 km나 되므로 해산물이 풍부하다.

2. 베트남의 역사

베트남의 역사는 약 4천년 정도로 추정되며 BC 208년

“남월국”을 창건하였으나 BC 111년 한(漢)제국에 편입되고

약 1100년간 중국의 지배를 받게 된다. 그러나 938년 독립

하여 “응오”왕조를 수립하지만, 이내 다시 중국 송나라의 지

배에 들어갔다가 972년 레(Le)왕조가 세워지면서 다시 독

립하였고 1010년에 리(Ly: 李)왕조가 출현하여 북으로는 송

나라, 남으로는 크메르, 참족과 맞서 싸우며 독립을 유지하

였다. 이후 리 왕조의 내정 혼란으로 인해 쩐(Tran)왕조가

정권을 잡았고 1428년 레 왕조를 세운다. 이 시기는 문화적

으로 황금의 시대였으나 16세기 “레”왕조가 쇠퇴하여 분열

되었고 이후 18세기 말 응우엔씨 일족이 농민난을 진압하기

위하여 프랑스의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1883년 프랑스의 식

민지가 되었다가 1954년에 프랑스를 철수시켰다(Song

2000). 그러나 베트남은 바로 북부와 남부로 분할되었고

64년-73년 미국과 베트남 전쟁에 휩쓸렸다가 75년 통일되

었다.

3. 베트남의 건축과 실내

1) 궁전, 사찰, 탑

베트남의 건축과 실내는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알 수 있듯

이, 다양한 외세의 영향으로 매우 복합적인 양상을 띤다. 그

중에서 궁전과 사찰, 탑 등은 중국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

아 외관의 지붕은 꼭대기에서 비스듬히 경사져 처마 끝까지

내려오며 처마 끝부분은 한껏 치켜져 위를 향하는 것이 대

부분이다 <Figure 1>. 처마 끝부분과 용마루 그리고 기둥

이나 들보 등 곳곳에는 용, 코끼리, 사자, 불사조등을 비롯

한 동물과 연꽃, 국화 등 다양한 모티브의 조각이나 그림 장

식이 있다<Figure 2, 3, 4>.

2) 주택

주택은 베트남 특유의 토속적 양식과 상류층의 목조 주택

그리고 프랑스에 의한 식민양식이 나타난다. 베트남은 열대

우림 지역에 위치하여 열대지방 특유의 목재와 천연자원들

로 다양한 주택들을 지어왔다. 서민층은 억새풀이나 짚, 대

<Figure 1> palace gate,「vietnamstyle」, 2007, p. 14

<Figure 2> temple tower of vietnam,「vietnamstyle」, 2007, p. 93

<Figure 3> pillars of throne hall,「vietnam style」, 2007, p. 19

<Figure 4> throne hall of the citadel,「vietnam style」, 2007, p. 19

<Figure 5>Ede house (Museum of Ethnology, Hanoi)

<Figure 6> tay house,「vietnamstyle」, 2007, p. 64 

<Figure 7> garden house,「vietnamstyle」, 2007, p. 37

<Figure 8> Wooden House of the Upper Classes「vietnam style」, 2007, p.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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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진흙 등을 사용하였으며<Figure 5, 6>, 상류층은 목

조를 사용한 주택을 짓고 집안에 주작, 현무, 봉황, 용 등의

상상적 동물이나 거북, 박쥐, 코끼리, 말, 학, 호랑이 등의

민간동물, 그 외에 꽃, 과일, 구름, 산 강 등 자연계의 형상

을 조각 장식하였다<Figure 7, 8>.

한편 도시의 주택은 인구의 밀집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면 폭은 제한되고 높이 와 길이는 자유로운 형태의 1층은

상점 또는 오토바이 보관창고로, 2층 이상은 주거 공간으로

이용하는 특이한 형식이다<Figure 9>. 또한 프랑스 통치하

에 지어진 많은 건물들은 네오클래식 양식이 대부분이며 나

무덧문(Wooden Shutter)과 실링팬(Ceiling Fan)이 설치

되어 있는 곳이 많다<Figure 10>.

4. 베트남의 음식

베트남 음식문화는 역사적으로 잦은 외세의 침입과 전쟁

을 통해 다른 나라의 음식문화를 접하게 되어 다양하고 독

특한 식문화를 갖게 되었다. 기원전 100년전부터 1000년 정

도 중국의 지배를 받아 음과 양의 조화를 고려하며, 기름으

로 볶는 조리법과 젓가락 사용, 면류의 이용 등 중국의 영

향이 남아 있으며, 16세기경에는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탐험

가들에 의해 토마토, 옥수수, 칠리 등이 수입되었고, 19세

기 중엽부터는 프랑스에 의해 식민지화되면서 상류사회를

<Figure 9> Typical Urban Housing「vietnamstyle」, 2007, p. 4 <Figure 10> French Colonial Style 「vietnamstyle」, 2007, p. 115, p. 5

<Table 3> Traditional Food of Vietnam 

Food type  Explanation
Com  주식인 밥으로 반찬인 돼지고기나 닭고기, 생선, 야채와 함께 먹는다.
Xoi  찹쌀로 쪄낸 찰밥. 

Chao  고기 국물을 우려내서 끓인 죽.

Pho  뼈를 우려낸 국물을 붓고 야채와 향신료를 얹은 쌀국수. 
 쇠고기를 얹으면 퍼 보(Pho Bo), 닭고기를 얹으면 퍼 가(Pho Ga)라고 한다.

Bun  Pho 보다 면발이 얇고 가는 국수로 샐러드나 국물있는 국수에 많이 사용.
Banh mi  프랑스의 바게트 빵과 유사.

Nuoc mam  생선에 소금을 넣어 발효시킨 젓갈. 양념 또는 소스로 쓰이는 기본 재료. 
Banh trang  쌀로 얇게 만든 반투명한 종이 (Rice Paper). 야채나 고기 싸먹음

Food image
<Com>  <Xoi> <Chao> <Pho>

<Bun> <Banh mi> <Nuoc mam> <Banh trang>

<출처 http://en.wikipedia.org/wiki/Vietnamese_cuis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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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프랑스풍의 조리법과 음식이 전해졌다. 태국과 라

오스로부터 레몬그라스, 바질과 같은 동남아시아 풍 생채소

가 도입되고 향초를 사용하고(Kim 2009), 느억맘(Nuoc

Mam)이나 coconut milk가 가미되는 등 여러 고장의 맛을

받아들이며 동화되어 오늘날의 베트남 음식을 만들어 냈다

(Cho & Yoon 1997).

IV. 결과 및 고찰

1. 고급 레스토랑의 조사결과

1) 음식관련요소의 특성

(1) 상차림요소

홍콩 소재 베트남 고급 레스토랑의 상차림 요소를 살펴본

결과, 천으로 된 테이블보와 냅킨, 커트러리, 와인잔이 모

두 세팅된 최상급 정식상차림이 2사례, 최상급 정식상차림

에서 와인잔이 빠진 정식상차림이 1사례, 천으로 된 테이블

보에 천 냅킨 대신 종이냅킨을 사용하는 약식 정식상차림이

2사례였고, 천으로 된 테이블보와 냅킨 대신 종이매트와 종

이냅킨을 사용한 캐쥬얼 정식상차림이 2사례 나타났다

<Table 4>. 이 중 종이매트와 종이냅킨을 사용한 캐쥬얼 정

식상차림은 rice paper I & II에서였는데 이곳은 베트남 음

식에 프랑스식을 첨가한 새로운 컨셉의 레스토랑으로 전체

적 공간의 분위기와 종이매트, 종이냅킨의 상차림이 서로 잘

어울려지고 있었다. 그 이유는 사용하는 종이매트와 냅킨의

디자인이 레스토랑의 컨셉과 심벌, 전체 공간 디자인의 한

부분으로 잘 조화되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식기는 대부분 흰

색 또는 흰색에 테두리만 두른 장식없는 심플한 것을 사용

하고 있었는데 한 사례는 흰색 대신 짙은 갈색의 투박한 접

시였다. 커트러리는 중국식 스푼인 렝게와 젓가락이 서양식

포크와 나이프와 함께 사용된 예가 많았다. 이러한 사실은

홍콩이 지역 특성상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이 모이기 때문에

레스토랑에 따라 실용적 상차림이 적용되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베트남 고급 레스토랑의 상차림요소는 비

교적 정식이 많았고 캐주얼이라 해도 전체적 공간의 컨셉과

일치되는 디자인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었다.

(2) 음식담음요소

음식은 같은 음식이라도 어떻게 담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진다. 조사된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음식의 양이 조금 담

기는 구성에, 담은 형태가 구태의연하지 않고 창조적이면서

비례와 색채가 조화되어 아름답다고 판단되는 최상급 프리

젠테이션을 보이는 예가 5곳이어서 과반수가 넘었고, 전통

적이면서 일반적 담음새이긴하나 전체적인 조화가 되어있는

상급 프리젠테이션이 나머지를 차지해 거의 대부분 훌륭한

담음새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는 물론 가격이 높은 고급 레

스토랑이어서 나온 결과라 생각되기는 하나 그 중에서도 최

상급 프리젠테이션의 레스토랑이 반을 넘는다는 사실은 시

사하는 바가 있다고 판단된다. 즉, 베트남 고급 음식점은 과

반수 이상 이미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가지는 방법을 터득

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기존의 연구(Lee & Oh

2007)(Lee & Oh 2009)에서도 알 수 있듯이 타국에서 세

계인들에게 선보이는 고급 수준의 레스토랑일 경우, 음식이

서비스되거나 세팅되는 방식은 최상급 또는 상급 프리젠테

이션을 지향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2) 공간요소의 특성

(1) 파사드 요소

레스토랑을 선택할 때 그 레스토랑의 분위기와 인상을 가

장 먼저 판단 할 수 있는 곳은 파사드이다. 따라서 대부분

의 레스토랑은 이의 구성에 심혈을 기울인다. 조사된 고급

레스토랑 8사례 중 6사례는 파사드에서부터 베트남의 전통

을 강조한 다양한 요소를 적용하여 이곳이 베트남 음식을 취

급하는 레스토랑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었다. 이 중 3곳(le

soleil, indochine 1929, golden bull I)은 프랑스 식민시

대 양식을 표방하고 있었는데 그 세부적 요소는 신고전 양

식의 기둥과 아치였고 그 외에 식민시대에 찍은 사진들을 벽

에 붙여 놓는 것 이었다. 나머지 3곳(golden bull대 , 1I)

은 프랑스 식민시대 )은 큰 통 유리문이나 접이문으로 인해

전체적으로는 현대적 분위기를 표방하나 유리문이나 접이문

세부적통 문양을 현대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은유적으로 베트

남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나 이 6곳 이외의 2곳(pho

lemon, song cuisine d’ indochine)은 파사드에 디자인을

부여하지 않아 겉으로 보기에는 고급 레스토랑이라는 이미

지도 찾을 수 없었다. 상호는 타국인도 쉽게 인지할 수 있

는 pho, rice paper와 같이 베트남 음식을 직접적으로 연

상(3사례)시키거나 indochine와 같은 지명(2사례)을 사용함

으로써 베트남을 나타내고 있었다.

(2) 실내구성요소

파사드와 함께 레스토랑의 실내는 제공되는 음식이 어떠

한가에 따라 같은 컨셉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조

사된 베트남 레스토랑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아 전통적 음식

을 제공하는 곳은 비교적 전통적 실내구성으로,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음식을 제공하는 곳은 현대적 분위기의 실내로 구

성하고 있었다. 이 중 golden bull I은 제공되는 음식은 전

통식이었고 파사드와 실내는 모두 어두운 나무가 주조로 프

랑스 식민시대 신고전 양식으로 일관하고 있었다. 그러나

golden bull II는 같은 체인이면서 제공되는 음식이 전통식

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적이었는데 흰색이 주조색 이었고 명

도가 높은 베이지, 회색 등의 뉴트럴 색이 보조색 그리고 빨

강색이 액센트로 사용되어 차분하면서도 밝고 명랑한 분위

기였다. 여기에 베트남 전통적 요소가 가미되었는데 식민지

시대에 쓰였던 실링팬이나 거울, 샹들리에 그리고 열대지방

의 특산품인 등나무 의자가 쓰였다. 이와 유사한 스타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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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e paper I, II는 흰색 주조에 액센트색으로 빨강색(rice

paper I)이나 높은 채도의 청록색(rice paper II)이 쓰였다.

그러나 베트남 전통음식에 프랑스식을 더하고 담음새 또한

최상급인 rice paper I, II는 보다 세련된 실내 분위기를 지

니고 있었다. 특히 상징문양 판넬과 중앙의 원형 구조물, 우

물천장과 들보천장 그리고 건축화 조명 등이 절제된 색채와

더불어 세련되었고 여기에 적절하게 배치된 새장, 나뭇가지

등의 소품이 더하고 있었다. 한편 격자창살이 있는 french

window를 주조로 프랑스 식민시대를 표방한 indochine

1929는 같은 프랑스 식민시대를 표방한 golden bull I과 다

르게 신고전의 아치나 기둥을 쓰지 않고 흰색으로 가볍게 처

리하였다. 반면 입구의 waiting area는 책장과 소파를 배

치하고 작은 사진을 벽에 붙여 놓는 등 가정집의 서재를, 그

리고 홀에는 실링팬과 열대식물, 등나무 의자 등으로 테라

스의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었다. le soleil도 테라스나 정원

의 분위기를 수조 및 항아리, 열대식물, 연꽃과 함께 표방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는 신고전 양식의 기둥과 난간이 함께

함으로써 indochine 1929와는 또 다르게 프랑스 식민시대

가 표현되었다. song cuisine d'indochine는 파사드가 무

미건조한 것과는 다르게 음식은 그 담음새나 맛에 있어 최

상급으로 세련되어 있었고 실내는 중간톤의 목재와 흰색의

얇은 천 커텐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크게 꾸미지 않은 차

분하고 편안한 가정집의 분위기를 표방하고 있었다. 이곳에

서 베트남의 전통 문화나 관습 등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음

식 외에 거의 없었지만 많은 외국인에게 인기있는 레스토랑

이라고 인터넷 사이트에 소개될 정도로 소박하지만 친밀감

있게 꾸며져 있고 음식은 가정집과 같은 편안함으로 정중하

게 서빙되고 있었다. 이 레스토랑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베트

남 음식을 제공하는 레스토랑이라고 해서 반드시 베트남 전

통과 관련된 요소를 파사드나 실내에 직접적으로 적용하여

노출시켜야 하는 것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pho lemon은 가격은 고급에 속하는 레스토랑이지만 면적

도 작고 파사드에서부터 실내 공간 등이 매우 평범해 베트

남의 전통적 특징은 직접적으로 표현되고 있지 않았으나 외

국인과 젊은 세대에게 친근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느껴지도

록 심플하며 모던하게 연출하고 있었다.

3) 전체적 이미지 특성

홍콩 소재 베트남 고급 레스토랑의 경우, 종교적인 색채

와 민족적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레스토랑이 많았던 태국

(Lee & Oh 2007)과는 다르게 프랑스의 식민치하 영향을

받은데 기인하여 고유의 전통성보다는 밝고 우아한 프랑스

풍의 이미지와 현대적 이미지가 표현되고 있었다. 프랑스 식

민치하 영향의 주택양식의 요소를 사용하여 격식있고 클래

식하면서도 베트남 전통요소를 매치시킨 공간(4사례)을 제

외한 나머지 사례들은 모던하고 현대적인 공간에 흰색이 주

조이면서 포인트 컬러가 적은 부분 사용되어 밝고 우아하면

서, 여성적인 이미지의 실내공간이 대부분이었다. 이는 베

트남의 전통적 요소를 많은 부분 사용하여 민속적인 분위기

를 표현한 대중 레스토랑에 비해 어느 국적의 외국인이라도

시각적, 문화적 거부감 없이 아시아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수

준이 높고 세련된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4) 전통표현 특성

고급 레스토랑에서 나타난 음식관련요소의 전통 표현특성

은 golden bull I에서의 전통적 음식 담음새를 제외하고는

서양식 세팅을 혼합한 수준급의 정식 상차림과 현대적인 담

음새를 연출하고 있어 전통만을 고집하지 않고 현지화, 세

계화에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공간요소에서의 전

통표현은 일부 레스토랑(4사례)의 경우, 실내구조를 구성하

는 요소에 프랑스 식민치하의 주택에서 나타난 신고전 양식

의 난간 및 기둥, 목재바닥, 갤러리 덧문, 아치가 사용되고

등나무 의자, 실링팬 등의 장식요소를 사용하고 있었다. 나

머지 사례(3사례)에서는 새장, 식물, 항아리, 사진, 액자 등

의 소품을 통해 부분적으로 나타내거나, 전통표현 요소가 아

예 없는 경우(1사례)도 있었다. 벽이나 천장과 같은 넓은 면

적은 심플하게 처리하고 베트남 고유의 전통적인 특성을 소

품을 통해 적은 부분 장식적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2. 대중 레스토랑의 조사결과

1) 음식관련요소의 표현 특성

(1) 상차림요소

홍콩 소재 베트남 대중 레스토랑에서는 격식을 갖춘 형태

의 상차림이 아닌 레스토랑의 상호와 메뉴가 적힌 종이매트

와 종이냅킨, 플라스틱 또는 나무젓가락이 세팅되어 있는 ‘비

정식’ 세팅이 4사례, 종이매트나 종이냅킨이 없이 개인식기

와 플라스틱 커트러리만 세팅을 해주는 저급한 수준의 세팅

이 4사례 있었다. 식기의 경우, 총 8사례의 레스토랑 중 cafe

locomotive만이 백색의 자기를 사용하였고, 나머지 사례는

음식별로 다른 유색의 다양한 식기를 사용(nha trang, lo

chiu, pearl, perfume river)하거나 플라스틱 식기(green

cottage, new paris, chuk yuen)를 사용하고 있었다. 커

트러리는 취급음식이 베트남 전통의 대중식이다보니 대부분

중국식 스푼인 렝게와 젓가락만이 세팅되어 있었다. 메뉴를

주문하기 전 세팅되어 있는 테이블 아이템의 세팅방식과 재

질만으로도 레스토랑의 저급한 수준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었다. 이는 레스토랑의 수준과 제공되는 음식의 단가를 떠

나 세계적인 국제도시라면 시각적 측면에서나 서비스적인

측면에서도 개선되어야 할 점이라 보여지며, 고급 레스토랑

과는 차별된 전통성이 강한 베트남 레스토랑만의 개성있는

연출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2) 음식담음요소

세련되지 못한 공간이나 저급한 수준의 상차림에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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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sults of surveying luxury restau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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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Results of surveying casual restau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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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지는 것과 다르게 베트남 전통음식을 현대적인 담음새

로 깔끔하게 담아내 상급의 프리젠테이션을 보여주는 사례

(cafe locomotive, nha trang)도 있었지만, 대부분 분식집

과 같이 일반적이면서도 수준이 낮은 저급한 프리젠테이션

으로, 음식의 특징을 살리지 못한 구성과 성의없는 담음새

를 보여주었다. 고급 레스토랑과 달리 대중 레스토랑은 레

스토랑에서의 컨셉과 자국의 식문화를 보여주는 복합적인

문화공간으로서의 의미보다는 식사를 제공하는 식당의 역할

에만 충실한 것처럼 느껴졌다. 이렇듯 공간에서 부족했던 부

분을 음식요소에서 차별화하여 민족적 색채가 강한 전통성

이 느껴지는 식기에 어울리는 음식을 담아 서비스한다거나,

현대적이면서 전통을 젊은 감각의 컨셉으로 표현한 음식과

공간 등 다양한 방향과 컨셉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

졌다.

2) 공간요소의 표현 특성

(1) 파사드 요소

대중 레스토랑은 대체로 중요한 빌딩 내에 위치하기 보다

는 대로변에 위치하여 노출빈도는 높아 보였지만, 고객이 가

장 먼저 접하게 되는 외관은 대부분 별다른 개성이나 특징

없이 유리폴딩 도어나 섀시 유리창호로 되어 심플한 스타일

이 대부분(5사례)이거나 문이나 창이 없이 열려있는 경우(2

사례)도 있었고, chuk yuen(竹源) 에서는 대나무와 등나무

를 이용하여 판넬 벽을 만들어 상호와의 연관성을 보여주기

도 하였다. 베트남 고유의 색채와 특성이 느껴지지 않는 일

반적인 간판(7사례)이 출입문 위에 걸려있고, 베트남 레스

토랑(vietnamese restaurant)이라고 적힌 글씨와 음식사

진을 통해서만이 베트남 레스토랑임을 알려주고 있었다.

(2) 실내구성요소

고급 레스토랑과 달리 베트남 대중 레스토랑은 가게면적

이 대체로 크지 않아(대형면적 1사례, 중형면적 3사례, 소

형면적 4사례), 규모면에서도 일반인들이 편하게 느낄 수 있

는 아담한 공간이 대부분이었고, 실내를 구성하는 구조나 색

채도 별다른 특징없는 일반적인 공간이었다. contemporary

vietnam cuisine을 표방하는 cafe locomotive는 전통적 요

소는 없이 레스토랑의 컨셉과 어울리도록 베이지색이 주조

색인 심플한 공간에 등나무 의자와 복고풍의 기차 안 이미

지를 나타내는 소품(여행가방, 세계 각지 시계)으로 포인트

장식이 되어 편안하고 깔끔한 분위기였다. 타일바닥과 베이

지색 페인트 벽, 우물천장으로 마감된 평범한 실내에 유채

색 아오자이(베트남 전통의상)를 입은 여성의 그림, 갈대잎

소재 조명갓 등을 포인트 장식으로 사용하여 심플하지만 밝

은 분위기의 nha trang, 평범한 실내공간에 전통적 자연소

재인 등나무 의자, 대나무 프레임 , 코코넛 나무 등으로 베

트남의 자연적 특성을 연출한 new paries, 난색(노랑, 주

황)이 주조가 되면서 베이지색과 갈색을 보조로 사용하고 프

랑스 식민지 양식의 요소인 갤러리 덧문과 아치를 부분적으

로 적용한 후 베트남의 전통소품을 배치한 green cottage,

lo chiu, 공간 내에 초록색을 많이 사용하여 자연적 이미지

를 살린 chuk yuen, perfume river 이들 모두는 베트남

고유의 전통적 공간을 연출하기 보다는 저급한 수준의 가구

와 함께 소품과 식물을 장식요소로 늘어놓아 하나의 연결된

컨셉으로 조화를 이루지 못해 산만해 보이는 동시에 공간의

전체적 수준을 떨어뜨리고 있었다. 이는 국가와 공공기관이

정책적으로 매뉴얼을 가지고 세계화를 지원하지 않고 개인

이 이민 생활의 생계수단으로 운영하는 자국 레스토랑일 경

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3) 전체적 이미지 특성

실내를 구성하는 요소의 재료와 색채를 고급스럽게 연출

했던 고급 레스토랑에 비해 대중 레스토랑의 경우, 일반적

인 디자인과 저렴한 재질의 마감재, 가구를 사용하여서 전

체적으로 저급한 수준의 공간을 나타내고 있었다. 흰색이 주

조를 이루어 밝고 깨끗한 이미지의 고급 레스토랑에 비해 베

이지 색이 주조를 이루며 등나무 색, 갈색이 보조색으로 사

용되고, 초록이나 빨강색이 강조색으로 사용되어 자연스럽

지만 어두운 분위기였고, 하나의 컨셉으로 조화로운 공간이

라기보다 공간의 모든 요소가 산만하고 잡다하게 늘어져 있

는 부조화스러운 공간으로 느껴졌다. 이러한 공간의 이미지

가 음식의 가격과 함께 음식의 수준을 예측할 수 있게 해주

었다.

4) 전통표현 특성

대중 레스토랑에서 나타난 전통 표현의 특성은 음식관련

요소에서는 찾아보면 전통적인 대중메뉴인 pho와 banh

trang 등을 전통문양의 유색 식기에 담거나(nha trang,

chuk yuen) 렝게와 젓가락만을 세팅하는 베트남의 일상적

가정식 상차림을 보여주는 정도였다. 공간요소에서는 프랑

스 식민시대의 주택에서 나타난 양식의 요소(난간 및 기둥,

목재바닥, 갤러리 덧문, 아치, 등나무)가 사용(3사례)되거

나, 그 밖에 베트남 전통 서민주택에서처럼 전통적 자연소

재를 액센트 요소(대나무, 코코넛, 등나무)로 사용(3사례)하

였지만 세련되지 못하게 처리하여 오히려 공간의 격을 떨어

뜨리고 있었다. 아예 전통요소가 없어 음식관련요소 외에는

베트남을 연상할 수 있는 외식공간이라 볼 수 없는 사례(2

사례)도 있었다. 대중 레스토랑에서의 전통성 표현은 경제

적인 이유에서 가구나 소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나 이 또

한 레스토랑의 컨셉과 메뉴에 맞게 적절한 위치에 적정한 비

율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V. 요약 및 결론

홍콩 소재 베트남 레스토랑의 음식관련요소와 실내공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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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특성을 조사한 결과, 고급 레스토랑은 홍콩 도심 한복

판인 하버시티, 세계 무역센터 빌딩 등 중요 업무빌딩, 유

명 쇼핑몰에 위치하고 있어 외국인들이 이용하기에 접근성

이 좋으며, 공간의 규모나 분위기가 격식을 갖춘 곳이 상당

수였다. 고급 레스토랑의 음식관련요소들은 음식은 전통메

뉴를 취급, 재현하면서도 상차림과 서비스는 대체로 서양식

세팅방법과 혼용하여 현대적으로 연출하면서 정식적인 세팅

을 갖추었고, 음식을 접시에 담는 프리젠테이션 또한 창조

적이고 현대적인 담음새로 세계시장에서 현지인들의 미각적

요구에 부응하고 있었다. 전통메뉴를 취급할 경우, 레스토

랑의 공간요소가 프랑스 식민치하의 영향을 받은 시대의 실

내구성으로,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메뉴를 취급할 경우 심플

하고 현대적인 이미지의 실내에 베트남 고유의 장식품을 포

인트 장식으로 사용하고 있어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에게

큰 거부감 없이 다가서고 있었다.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는

외관과 실내공간의 요소들이 베트남 고유의 전통건축이나

주택에서 발견되는 특성을 많은 부분에 사용하지 않고 부분

적으로 사용하면서 현대적인 분위기를 살리고 있었다. 대중

레스토랑의 경우, 일반인들이 많이 왕래하는 대로변이나 뒷

골목 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저렴한 음식을 취급하여 레스

토랑의 규모와 수준이 떨어지는 곳도 많았다. 음식관련요소

는 음식과 함께 상급의 세팅과 프리젠테이션을 보이는 사례

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레스토랑 공간의 규모, 가격 수준

을 떠나 베트남만의 전통적 특성을 충분히 접목시키지 못하

고 있음이 아쉬었다. 외관은 베트남의 특징을 나타내는 요

소보다는 기본적인 건축자재(유리, 섀시, 대나무)를 사용하

여 기본적인 창, 문의 구조만을 심플하게 표현하고 있었고,

실내 공간의 경우고급 레스토랑에 비해 전통적 요소나 베트

남 고유의 전통소품을 많은 부분에 사용하고 있었지만 이 역

시 일관되지 않아 오히려 산만해 보였으며, 공간 각 요소의

마감재와 가구가 비교적 저렴하고 수준이 저급한 것을 사용

하고 있어 레스토랑 전체 이미지를 떨어뜨리고 있었다. 홍

콩소재 베트남 레스토랑의 특성조사를 통해, 한식당 세계화

를 위해 주목해야 할 점은 메뉴 단가 및 서비스 수준에 맞

춰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대중 레스토랑보다는 해외 관광

객, 비즈니스맨, 현지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자주 방문하게

되는 고급 레스토랑의 음식과 공간을 통한 현지화 및 접근

방식이다. 같은 아시아권인 태국처럼 정부의 장기간에 걸친

전략적 지원이 없었지만, 외세의 영향으로 다양한 음식문화

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베트남 전통음식의 장점을 조사 유

지하면서, 음식을 담아 테이블에 세팅하고 서비스하는 방식

과 공간연출은 현대적이고 세련된 이미지로 최상급 또는 상

급 프리젠테이션을 지향하여 아시아 음식에 익숙치 않은 외

국인들에게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보여진 것이 적은 수지만

타 국 레스토랑과의 차별성을 갖출 수 있었던 것이다. 최근

우리정부의 한식세계화를 위한 움직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 관련 부처만도 농림수산식품부· 문화관광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등 네 군데에 달하며, 지원 예산도

지난해 30억원에서 올해 200억원으로 6배 이상 뛰었고, 앞

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우리 눈을 통한 음식과

전통 문화에만 집중된 것이 아닌 음식문화와 역사에 담긴 정

신적인 요소, 계절별 식재료와 메뉴, 식사예절, 넓게는 전

통 주거 및 건축 양식, 장식소품, 예술 등 모든 것이 담겨

지는 공간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걸친 연구와 조사를 통해

세계인의 눈에 보여질 현지에 적합한 다양한 컨셉의 레스토

랑 매뉴얼을 만들어 현지에 나가야할 것임을 연구를 통해 확

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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