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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se days, restaurants are not simply used as a physical space but used as a cultural space in which

people can enjoy and experience different cultures and traditional images. Moreover, from the restaurants design

elements which help to form the atmosphere of the restaurants which serve food of specific country, we can see

the history and traditions of that country. The additional value of the traditional decorative components which are

the main factors forming the atmosphere of the restaurant will be different according to the various expressions

used in the restaurant space. For this article, 12 restaurants, Norangjugory korean restaurant, Yongsusan korean

restaurant, Best well-bing food restaurant, Awoolim, Mugunhwa, Ondal in Korea, and Songhelou, South Beauty,

Xuxian restaurant & lounge, Beijing dadong roast duck restaurant, The horizon chinese restaurant, Dynasty jade

garden in China, were selected for the field study. This study focused on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traditional

decorative elements, especially, the application rate of the traditional decorative elements. The analyzed elements

are nature, religious beliefs, history and culture for the intangible elements and facade, courtyard, trademark,

ground, wall, ceiling, door, window, furniture and adornment for the tangible elements. After that, we analyzed the

rates of the use of traditional decorative elements and modern decorative elements. Through the survey result

and ratio analysis, we concluded as below.

In Korean restaurant, traditionality is expressed in furnitures while, in Chinese restaurant, traditionality is expressed

in decorative pattern. When it comes to the intangible elements among the traditional decorative components of

the Korean and Chinese restaurants, Chinese and Korean restaurants have similarities in emphasizing the natural

elements. Korean restaurants focus much on the environmentally friendly parts, while Chinese restaurants focus

much on the fantastic natural atmospheres like those shown and expressed in the poems. As for religion

characteristics, Chinese restaurants emphasize "geomancy" more than Korean restaurant. When it comes to the

visible elements among the traditional decorative components of the Korean and Chinese restaurants, in Korean

restaurants, the interior part has more traditionality than exterior part, while in Chinese restaurants, the exterior

part has more traditionality than the interior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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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최근 국제화 붐을 타고 시작된 국가 간의 경쟁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고유한 문화의 힘을 중시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 그 나라의 문화를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통성 찾기로 모든 영역에서 이런 움직임이 위력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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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유사한 인문환경과 상이한 자연환경을

가지는데 이 영향으로 많은 부분에서 공통적이면서도 다

른 특성을 갖는다. 건축물을 예로 들면 우리나라의 사찰,

주택 탑 등에서 많은 중국적인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상업 건물은 사찰과 주택에 비하여 늦게

나타났으며 상업 건물에 대한 체계적인 양국의 비교는

별로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식음 공간에 해당하는 레스토랑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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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연구는 최근에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 오늘날 레스

토랑이란 단순히 식사를 하는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른 문화와 전통적인 이미지를 즐기는 공간이

되었다. 더욱이 특정 국가의 음식을 서비스하는 레스토

랑의 디자인 요소는 레스토랑의 분위기 형성을 도우므로

우리들은 거기에서 그 국가의 역사와 전통을 보게 된다.

레스토랑 전통장식요소의 추가적인 가치는 레스토랑의

분위기 형성의 주된 요소가 다양한 장식요소의 사용에

따라서 달라지는 점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레스토랑 관

련 연구들이 선호도 분석이나 음식에 대한 연구에 머물

러서 전통성을 집중적으로 다룬 연구는 극히 일부에 머

물고 있다. 전통성을 다룬 연구의 경우 역시 실내 환경,

장식요소 등에 치우치고 있는데 실내 인테리어 측면에

집중하여 전통성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1) 이에 연구자

는 현대 생활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레스토

랑을 중심으로 레스토랑의 인테리어 속에 나타난 전통성

에 집중하여 한국과 중국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서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 한·중 레스토랑의

전통장식요소 적용현황의 비교 연구는 한·중 전통문화의

상대적인 정체성과 현대 레스토랑 전통문화 표현 수단의

차별성을 논하는 데에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중의 전통식 레스토랑으로 대표성이

인정되는 곳을 선정하여 이 레스토랑에 표현된 전통장식

요소를 중심으로 전통장식요소가 각 요소(외부-파사드,

정원, 상호, 내부-바닥, 벽, 천정, 창/문, 가구, 소품)에 어

떻게 적용되어 있는지를 찾아보고, 적용된 전통장식요소

의 비율을 비교하여 서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규명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한류 문화의 붐을 타고 앞으로 더

욱 증가 추세에 있는 한국에의 중식당과 중국에의 한식

당 증가 혹은 그 역방향의 증가 시에 양국 이용자 들이

선호 할 수 있는 레스토랑 인테리어를 위하여 전통장식

요소를 적용하고자 할 때 그 참고자료로 이용 될 수 있

겠으며, 현대 레스토랑 공간 장식 요소의 해석 시에도

유용하게 이용 될 수 있겠다.

1.2. 연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지역은 공간적으로는 한·중 문화의

대표지역이며, 다양한 전통 레스토랑이 현재 성업 중인

각국의 수도권으로 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중국의 북경

과 한국의 서울에 있는 레스토랑 중 2000년 이후에 개업

하거나 리모델링한 레스토랑으로, 전통문화를 가장 많이

살린 전통음식 레스토랑으로 한정하였다.

1) 이지현, 뉴욕 소재 일식당의 레스토랑 토탈 코디네이션과 전통성

표현 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010; 오혜경,

레스토랑에 나타난 실내공간과 음식관련요소의 한국성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007

연구대상인 레스토랑의 선정은 인터넷과 관련 책, 잡

지2)에서 추천 리스트를 작성하고 여기에서 2번 이상 중복

되는 총 30곳의 레스토랑을 선정하여 현장 방문을 하였다.

현장조사가 가능하고, 공간의 전통성여부 등의 조건이 충

족된 12곳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여, 한국은 체인 레

스토랑 노랑저고리와 용수산, 개인 레스토랑 홍영재 장수

청국장3)과 어울림, 호텔에 있는 레스토랑 L호텔의 무궁화

와 W호텔의 온달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확정하였고, 중국

은 체인 레스토랑 송학루(松鶴樓)와 초강남(俏江南), 개인

레스토랑 허선루(許仙樓)와 대동카오야(大董烤鴨), 호텔에

있는 레스토랑 가리중심호텔의 황조옥원(皇朝玉園)과 국빈

호텔의 해천각(海天閣)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확정하였다.

1.3. 연구방법

(1) 조사내용

본 연구는 한·중 레스토랑의 전통장식요소를 비교 연

구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으므로 전통장식요소의 적용

비율에 집중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 레스토랑에

표현된 전통장식요소를 먼저 무형적 요소와 유형적요소

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구체적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이 정리를 이용하여 전통장식요소 분석을

위한 분류 틀을 작성하여 조사대상 레스토랑의 전통장식

요소 분석에 이용하였다.

1) 무형적 요소

가. 자연 - 자연적 특성. 자연에 관한 이야기나 인테

리어 콘셉트.

나. 종교사상 - 종교적 특성. 풍수적인 디자인.

다. 역사 - 레스토랑의 역사. 창립 배경.

라. 문화 - 음식문화나 기업문화.

2) 유형적 요소

가. 외부 공간요소는 파사드, 정원, 상호사인으로 구분

하였다. 파사드에서는 건축외관, 출입구, 창과 문짝을 조

사하고 정원에서는 정원 스타일과 정원 장식물을 조사,

상호(商號)사인에서는 상호의 글씨체, 사용재료와 삽입한

그림을 조사하였다.

나. 내부 공간요소는 바닥, 벽, 천장, 창/문, 가구와 소

품으로 구분하였다. 바닥, 벽, 천장에서는 홀 공간, 룸 공

간과 통로로 나누고 각 부분의 조형(문양)과 재료에 대

해 조사하였다. 창/문 부분도 홀 공간과 룸 공간을 나누

2) 인터넷: http://www.google.co.kr/img, http://blog.naver.com/, http://

www.baidu.com/. http://baike.baidu.com/ 외 30곳이다.

책: Zinaida Svestelink, 中國現代室內裝飾設計中的文化傳統, 元軼

역, 中國書籍出版社, 2008. 조전환 외 4명, 한옥의 열린공간 :한옥

인테리어, 한문화사, 2011 외 6권

잡지: 주택문화사 출판부, 식당 인테리어, 주택문화사, 2007. 內元

素文化傳播, 約會中國風Dating with Chinese style, 遼寧科學技術出

版社，2010 외 4권

3) 이하 홍영재 장수 청국장은 홍영재 청국장으로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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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전통장식요소 비율의 산출 공식

어서 각자의 조형(문양)과 재료를 조사하고, 가구 부분은

조형과 문양, 색채, 재료를 조사하였다.

(2) 분석방법

레스토랑 전통장식요소의 비율을 파악하기 위하여 체크

리스트를 작성하였다. 전통에 2 점, 현대 + 전통 1점, 현대에

0점을 부여하여 여기에 해당한 항목수를 곱하여 점수를 산

출하였다. 여기서 얻어진 값으로 전통장식요소의 비율을 산

출하였으며, 구체적인 산출 공식은 <그림 1>과 같다.

첫째, 체크리스트의 항목에 따라 분석 대상 레스토랑에서

해당하는 항목이 없는 경우는 ×로 표시하고, 나머지 해당되

는 항목에 곱하기 2점을 하여 각 레스토랑의 장식점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해당한 항목 중 전통요소를 위주로 사용

한 경우는 만점인 2점을, 전통요소와 현대요소를 혼용한 경

우는 1점을, 현대요소만 사용한 경우는 0점을 부여하여 여

기에서 얻어진 모든 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전통성 점수

를 산출하였다. 셋째, 산출된 전통성 점수를 장식점수로 나

누어서 각 레스토랑의 전통장식요소 비율을 산출하였다.

2. 이론적 고찰

2.1. 선행연구 고찰

식음공간의 전통성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

면 ‘국내 특급호텔 한·중·일 식음 공간 디자인의 문화적

특성 연구(2003)’에서는 한국 특급호텔 한·중·일 식음공

간의 공간과 의장요소를 조사하여 공간 디자인과 의장요

소디자인의 특성과 전통요소의 표현방법에 대해 연구 분

석하였다. 또한 ‘레스토랑에 나타난 실내공간과 음식관련

요소의 한국성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2007)’에서는 실내

공간과 음식문화는 무형적-유형적 요소를 살펴보고, 공

간과 문화에서의 전통과 현대 비율을 분석하였다. ‘홍콩

소재 현대화 된 중국식 레스토랑의 전통성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2010)’에서는 레스토랑에 표현된 전통성을 무

형적 요소와 유형적요소로 나누고 전통과 현대의 비율을

맞추어 연구 진행되었다. ‘호텔 내 중식당 실내디자인의

선호도 분석에 관한 연구(2010)’에서는 실내구성요소 조

사를 하고, 중국인과 외국인 공간요소에 대한 선호도를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중국인과 외국인은 중식당 실

내이미지 표현 언어, 실내디자인 각 요소 간 선호도, 실

내디자인 요소와 전반적 선호도, 가장 선호하는 중식당

실내디자인유형 등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뉴욕 소

재 일식당의 레스토랑 토탈 코디네이션과 전통성 표현

연구자 제목 조사 내용

오옥재

외 3명

(2003)

국내 특급호텔 한․

중․일 식음 공간 디

자인의 문화적 특성

연구

공간별 비교-메인 홀 및 개실.

의장요소별 비교-문형, 파티션, 천장 패턴, 가구

등을 통한 색채, 재료, 팬턴 분석

오혜경

(2007)

레스토랑에 나타난

실내공간과 음식관련

요소의 한국성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무형적요소-공간의 무형적 요소, 음식의 무형적

요소

유형적요소-공간요소의 형태, 재료, 색채 및 문

양 특성. 음식요소의 형태, 재료, 색채 및 문양

특성

김지은

(2010)

홍콩 소재 현대화 된

중국식 레스토랑의

전통성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무형적요소-자연, 사상·종교, 역사, 생활·문화.

유형적요소-외부:파사드, 상호사인의 형태, 재료

색채. 내부: 바닥, 벽, 천장, 창/문, 가구, 소품의

형태, 재료, 색채

허예

(2010)

호텔내 중식당 실내

디자인의 선호도 분

석에 관한 연구

실내구성요소-바닥, 벽, 천장, 가구, 조명.

설문조사-공간에 대한 선호도

이지현

(2010)

뉴욕 소재 일식당의

스토랑 토탈 코디네

이션과 전통성 표현

방법에 관한 연구

컨셉-유형, 메뉴, 서비스 스타일, 상차림 수준,

음식 담은새 수준

시각디자인 요소-심벌 및 로그, 메뉴판, 종업원

유니품

공간디자인 요소-외부: 파사드, 간판. 내부: 바

닥, 벽, 천장, 창/문, 가구, 장식품

상차림 디자인 요소-린넨, 식기류, 커트러리, 글

래스, 센터피스

음식 디자인 요소-형태 및 구조, 색채, 장식

<표 1> 한국 레스토랑의 전통성 관련 선행연구 고찰

방법에 관한 연구(2010)’에서는 뉴욕 소재 일식당의 일반

적 특성인 콘셉트와 시각디자인 요소, 공간디자인 요소, 상차

림 디자인 요소, 음식 디자인 요소의 전통성(Traditionality),

격식성(Formality), 일관성(Consistency)을 분석하고 레스

토랑 공간의 토탈 코디네이션 표현방법과 전통성 표현방

법 특성을 도출하였다.

위의 연구들을 참조 종합하여 전통장식요소의 분류와

하위의 항목을 도출하는 한편, 다양한 전통장식요소를

종합하여 전통성과 장식을 점수화 하였으며 나아가서 전

통장식요소의 비율 산출 방법을 개발하였다.

2.2. 전통 장식요소의 분류

전통 장식요소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한국과 중국의

저서4), 논문5) 등을 통하여 한국과 중국의 전통장식 요소

를 살펴 본 결과 문양별, 건축 요소별, 적용 공간별로 분

류가 가능 하였으며, 이 분류에 따라서 재분류를 하여

그 결과를 <표 2> <표 3> <표 4>에 정리 제시하였다.

(1) 문양 종류별 분류

한국 전통 문양의 중류는 자연문양, 동물문양, 식물문

양, 길상문양, 기하문양, 문자문양, 보배문양으로 구분 하

였으며, 중국 전통 문양의 중류는 인물고사문양, 동물문

4) 박경자, 조선시대 정원, 학연문화사, 2010; 윤돌, 우리 궁궐 산책,

도서출판 이비컴, 2008; 임석재, 한국의 지붕·선, 이화여자대학교출

판부, 2005; 임영주, 한국의 전통문양: 질박하면서도 화려한 상징과

은유의 세계, 대원사, 2009; 戴志堅, 傳統建築裝飾解讀, 福建科學技

術出版社, 2011

5) 박영순·이현정·조은숙·진경옥, 한·중·일 궁궐건축의 색채 특성 비교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004; 서가승, 한국과 중국 전통

주택의 문과 창 비교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011; 팽스

스·신경주, 한국과 중국 전통건축의 장식요소 비교연구-장식 문양

을 중심으로,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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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국

자

연

문

양

불교미술과 십장생의 요소로 산, 물,

구름, 돌, 해, 달 등인데 기본 염원과

무궁을 상징하여, 각종 공예품에 표

현된 문양이었다.

인

물

고

사

문

양

인물을 주인공으로 하는 민간고사

를 나타내는 문양으로 그 내용은

민간 설화, 역사인물 등이 있었다.

복록수 (福祿壽)
어초경독

(漁樵耕讀)십장생도 노백도

동

물

문

양

소재로는 용(龍), 학(鶴), 호(虎)랑이,

박쥐(蝙蝠), 봉황(鳳凰), 사슴(鹿), 거

북(龜), 기러기(雁), 물고기(魚), 나비

(蝴蝶) 등이 많이 이용되었다.
동

물

문

양

상서로운 동물 중에서 민족의 토템

으로 신앙하는 동물이거나 동물자

체가 상서로운 의미를 갖는 것을

장식으로 사용하는 경우이었다.

용봉정상
(龍鳳呈祥)

까치등매
(喜鵲登梅)용머리 꽃⦁새무늬

식

물

문

양

꽃문양과 과실문양을 주로 이용한

문양을 칭 하였다. 여기에는 연꽃무

늬, 연밥(蓮盤)무늬, 사군자(四君子)무

늬, 모란(牡丹)무늬, 포류(蒲柳)무늬,

당초(唐草)무늬 등이 많이 이용되었

다.

식

물

문

양

몸에 좋거나 혹은 보기가 좋은 식

물문양으로 예를 들면 다산(多産)

을 상징하는 봉숭아, 다자(多子)를

상징하는 석류, 그리고 절기를 상

징하는 사군자(四君子)나 세한삼우

(歲寒三友) 등이 있었다.

당초문 불수감 사군자(四君子) 수도(壽桃)

길

상

문

양

상서로운 의미를 가지거나 민족의

정신이 포함된 문양을 칭하였다. 팔

괘문(八卦紋), 태극문, 여의두문(如意

頭紋), 안상문(眼象紋) 등이 주로 이

용 되었다.

용

구

조

합

문

양

여러 가지의 용구를 조합하여서

특정한 의미를 가지는 조합된 문

양이다.

사계평안
(四季平安)

금기서화
(琴棋書畫)태극문 팔괘문

기

하

문

양

번개문, 귀갑문(龜甲紋), 완자문(卍字

紋), 회문(回紋), 갈지자문(之字紋) 등

을 들 수 있는데 이 또한 주술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였다.
금

문

양

중국에서 ‘금문’이라고 말하며 기

하문양이 포함되며, 석문(席紋), 뢰

문(雷紋), 운문(雲紋), 물문(水紋)등

간단한 추상문양이 함께 포함되는

문양을 칭 하였다.

귀갑문 숫대문 회문(回紋) 보보금 (步步錦)

문

자

문

양

한자로 구성되는 문자 모양의 문양

을 칭 하였다. 보통은 수(壽), 복(福),

강(康), 녕(寧) 등의 글자가 도안되어

서 이용 되었으며 그 배경으로 만

(卍)자문, 아(亞)자문, 희(喜)자문, 뇌

(雷)문, 회(回)문 등이 띠를 이루고 있

었다.

문

자

문

양

의미와 조형을 결합한 문양으로

직접 글로 표현하는 편액(扁額),

대련(對聯), 서화(書畵) 등이 있었

고, 상서로운 의미가 포함되는 글

자는 모양이 변하거나 장식그림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었다.

복자문 수자문 희 (囍) 복 (福)

보

배

문

양

보배문양은 원래는 길상문양과 같은

문양의 유형이나 이 연구에서는 중

국문양과의 비교를 위하여 따로 분

류한 것이다.
종

교

문

양

중교적인 도안을 이용하여 형성

된 문양을 칭하였다. 대표적인 문

양은 ‘도가팔선(道家八仙)’과 ‘불교

팔보(佛教八宝)’이었다.

암팔선 (暗八仙)
불교팔보

(佛教八宝)칠보 팔보

<표 2> 한·중 전통 장식요소의 분류(문양별)

한국 중국

가

구

조형 면에서 꾸임과 잔재주가 적은

반면, 은은한 감정이 스며들어 있으

며, 소박하고 성실·간소한 기능미를

으뜸으로 하였다. 수많은 자연적인

목리(木理)가 생성되어 정교한 조각

이나 화려한 칠을 대신하여 의장(意

匠)에 응용되었다.

가

구

명나라의 가구는 종류가 다양하여

칠식(漆式)가구, 경목(硬木)가구, 죽

등(竹藤)가구, 산류(山柳)가구 등이

있다. 청나라의 가구는 복잡한 조

형과 조각, 다양한 문양, 다채로운

그림으로 가구의 정교함과 화려함

을 추구하였다.

정교한 조각과 화려한 칠 명나라 가구, 청나라 가구

창

호

전통주거의 창은 창호라고 부르는

데 이는 문과 창의 기능을 함께하

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창호는 짝수

에 따라서 외짝은 독창, 두 짝은 쌍

창이라고 했다6).
창

/

문

문은 위치에 따라서 대문(大門), 이

문(二門), 원문(院門), 수화문(垂花

門), 병문(屏門), 방문(房門)으로 구

분되었다. 창은 위치에 따라 벽창

과 원창으로 구분된다.

외짝의 독창. 두 짝의 쌍창
대문, 원문, 수화문, 방문, 병문, 직

릉창, 원창

기

동

춘양목(春陽木) 등 양질의 곧은 목

재를 사용하는 한편, 척박한 노년기

의 땅에서 자라난 구부러진 노송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서 전

통건축의 기둥에서는 자연친화 사

상을 느낄 수 있었다.

목

구

조

목조장식은 량가(梁架truss)장식, 두

공(斗拱)장식, 작체(雀替)와 탁목(托

木)장식이었다. 그 외에도 목구조

에서는 사좌(獅座)와 원광(員光)7),

수화(垂花)와 수재(豎材)8), 조정(藻

井)9) 등의 목조 장식요소 등도 쉽

게 보였다.

춘양목(春陽木), 노송
량가(梁架), 두공(斗拱), 작체(雀替),

탁목(托木)

석

조

자연석을 이용하는데 드물게 가공

석(加工石)을 이용하여 정원의 기본

적인 골격(skelton)과 중심(point)를

만들어서 아름다운 자연을 연상하

게 하는 기법을 사용하였다.
석

구

조

석구조장식은 주초(柱礎), 문둔테

(門墩), 용주(龍柱), 석사(石獅)의 4

곳에 주된 장식요소가 있었다.

경석(景石), 사석(捨石)

수석(壽石), 정원석

주초(柱礎), 문둔테(門墩)

용주(龍柱), 석사(石獅)

담

담은 주로 경계의 기능, 보호의 기

능, 동선유도의 기능, 공간 분할의

기능, 장식의 기능 등을 가졌다. 담

은 사용재료에 따라서 산울타리, 바

자울, 울타리, 토담, 돌담, 벽돌담으

로 구분하고 있었다.
벽

담

벽장식은 지두(墀頭), 벽첨(墻檐),

현어(懸魚), 조벽(照壁)10)으로 구분

되었다.

산울타리, 바자울, 돌담

울타리, 토담, 벽돌담

현어(懸魚), 조벽(照壁)

벽첨(墻檐), 지두(墀頭)

지

붕

단순한 지붕의 기능 외에 외관상으

로는 의장적인 효과를 가졌다. 지붕

의 조형은 건물의 형태, 구조, 지붕

의 재료에 따라서 달랐다.

지

붕

중국의 전통건축에서는 지붕형태

가 매우 다양하였다. 장식은 용마

루장식으로 초기는 새형 용마루장

식이 가장 많았고 그 후에 어형과

용형장식이 주를 이루었다.

맞배지붕, 팔자지붕, 사모지붕

정자지붕, 솟을지붕, 육모지붕

가적지붕, 사랑지붕, 다각지붕

용형장식, 어형장식

<표 3> 한·중 전통 장식요소의 분류(건축 요소별) 

양, 식물문양, 용구(用具)조합문양, 금(錦) 문양, 문자문양,

종교문양으로 구분 하였다. 정리한 내용은 <표 2>와

6) 서가승(Xu, Jia-sheng), 한국과 중국 전통주택의 문과 창 비교 연

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011

7) 사좌(獅座)는 들보위에 들보의 안정을 강화할 수 있는 사자처럼 생

기는 장식 조각이었다. 원광(員光)은 들보 밑에 들보의 변형을 막

을 수 있는 화초나 인물 조각이었다.

8) 수화(垂花)는 처마 끝에 걸고 있는 바구니처럼 생기는 목 조각이었

다. 수재(豎材)는 사개(榫头)의 끝을 장식하는 목 조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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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국

반

가

장

식

한국 전통 반가 장식적인 특성은

보면 채와 마당의 채움과 여백의

미, 길과 채의 복층성과 단계성의

시각구성, 위계와 공간의 어울림과

형식미, 건물과 자연의 조화미 등

이 있었다.

민

거

장

식

전통 민거 장식은 경사, 상서, 화초,

고사, 풍속 등을 주요 내용으로 여

겼다. 그리고 음각과 양각의 장식이

더 좋은 장식 효과를 주므로 조각의

용이성으로 민거 장식 중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궁

궐

장

식

한국의 궁궐장식은 장엄함과 아담함

을 추구해서 심녹색, 암홍색, 자색을

많이 이용하였다. 문양은 화초와 기

하문양을 많이 이용하며. 구체적인

그림보다 추상적인 문양의 반복과

조합을 통해서 복잡한 기교와 아담

한 시각효과를 이루고 있었다.

궁

궐

장

식

궁궐의 조각이나 장식 채화 등의 모

든 장식이 화려함을 추구하였다. 재

료는 백옥석(白玉石), 유리, 금박을

많이 사용하였으며 문양은 용(龍) 문

양, 봉(鳳) 문양, 기린(麒麟)문양 등

을 많이 사용하였으며, 색채는 빨간

색과 금색 등을 많이 사용하였다.

사

철

장

식

사철장식은 금색, 빨간색, 노란색을

많이 이용하였다. 그리고 연꽃, 卍

자, 귀면(鬼面), 비천상(飛天像)등 불

교의 기본문양 뿐만 아니라 용, 태

극, 십이신장상(十二支像)도 많이

이용하였다. 사찰 법당의 문살은

매우 화려하고 복잡한 특징은 가지

고 있었다.

사

원

및

도

관

장

식

사원과 도관은 장식문양과 개별적인

장식요소가 상이 하였다. 사원의 경

우는 비천상(飛天像), 연꽃, 불꽃 등

의 문양을 많이 사용하였고 불탑과

경당도 곳곳에 배치하였다. 도관의

경우는 팔괘, 태극, 팔선, 학(鶴), 귀

(龜), 록(鹿), 영지(靈芝) 등의 문양을

많이 사용하였다.

정

원

장

식

한국의 정원 조경은 궁궐조경, 민

가 정원, 별서 정원, 관아와 객사

정원으로 구분되었다. 정원의 조경

구조물은 주로 정(亭)·당(堂)·헌(軒)·

각(閣)·누(樓)·대(臺)·사(榭), 문, 담장,

장승, 석조, 괴석, 석등, 화계, 연못

등이 있었다.

원

림

장

식

중국의 원림은 황실 원림, 사가(私

家)원림, 사관(寺觀)원림, 관광지 원

림으로 구분되었으며, 소중견대11),

수유인작·완여천성, 취기자연·순기자

연 등의 특징을 가진다.

종

묘

장

식

종묘는 장식 문양이 거의 없고 장

식색채도 암홍색과 심녹색만 사용

하였다. 단순하고 질박한 각 실이

옆으로 길게 연속되면서 종묘 정전

의 전체 공간 구성은 압도적인 장

엄함을 당당하게 드러내었다.

종

사

장

식

종사는 한 마을의 가장 중요한 건축

으로써 건축외형이 가장 웅장하고

위엄하였다. 종사의 외관은 간결한

데 비하여 정문을 번잡(繁杂)하게 꾸

몄으며, 주위에 높은 벽으로 폐쇄적

인 공간을 이루었다.

<표 4> 한·중 전통 장식요소의 분류(적용 공간별)

같았다.

(2) 건축 요소별 분류

한국의 장식 요소는 건축 요소의 위치에 따라서 크게

가구, 창호, 기둥, 석조, 담, 지붕으로 대별 되었으며, 중

국의 장식 요소는 건축 요소의 위치에 따라서 크게 창·

문, 지붕, 벽, 석구조, 목구조, 가구로 대별 되었다. 정리

9) 조정(藻井)은 조각과 무늬로 구성하는 천정의 높이를 낮출 수 있는

천정장식이었다.

10) 지두(墀頭)는 건물 양쪽 벽의 앞과 뒤에 있는 평면의 장식이고, 벽

첨(墻檐)은 벽체와 처마가 연결되는 부분의 장식이고, 현어(懸魚)

는 지붕의 양쪽 끝에서 벽에 매단 장식이고, 조벽(照壁)은 대문간

의 벽면에 길상사(吉祥辭)를 쓰는 장식 벽이었다.

11) 小中見大: 정원의 곳곳이 다 일경(一景)이 되고 곳곳의 경치가 모

이면 하나의 통합된 경치가 된다는 뜻이다. 雖由人作, 宛如天成:

인공으로 만든 정원이지만 천연의 경치처럼 보인다는 뜻이다. 取

其自然, 順其自然: 자연 속에서 얻는 나무를 전지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다는 뜻이다.

한 내용은 <표 3>과 같았다.

(3) 적용 공간별 분류

한국의 장식 요소는 적용한 공간유형에 따라서 크게

반가장식, 궁궐장식, 사철장식, 정원 장식, 종묘장식으로

대별 되었으며, 중국의 장식 요소는 적용한 공간유형에

따라서 크게 민거(民居) 장식, 궁궐 장식, 사원 및 도관

장식, 원림 장식, 종사(宗祠)장식, 패방(牌坊) 장식으로

대별 되었다. 정리한 내용은 <표 4>와 같았다.

3. 전통장식요소 비교

3.1. 한국 레스토랑의 인테리어

(1) 한국식 체인 레스토랑

한국식 체인 레스토랑 노랑 저고리와 용수산의 인테리

어를 전통장식요소의 분류 틀에 준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았다.

노랑 저고리는 오감의 행복이 담긴 소박한 한정식집이

라는 콘셉트로서 복잡한 도심 속에 숨은 전통한옥의 아

름다운 분위기를 연출한 전통한정식 레스토랑이었다.

용수산은 30여년의 역사를 지닌 한국 전통 음식점으

로, 한국의 맛과 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데 자부심을

느끼며 늘 정성을 다한다는 특색이 있었다. 한국 음식문

화의 황금기였던 옛 고려 왕조 시절의 개성음식을 추구

하고 있었다.

(2) 한국식 개인 레스토랑

한국식 개인 레스토랑 홍영재 청국장과 어울림의 인테

리어를 전통장식요소의 분류 틀에 준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6>와 같았다.

홍영재 청국장은 청국장 코스 요리를 선보이는 한식당이

었다. 홍영재 청국장이 창업하게 된 계기는 산부인과 박사인

홍영재원장이 대장암과 신장암에 걸려서 지독한 항암주사의

후유증으로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되었을 때 청국장으로 소

장의 기능을 회복하여 질병을 치료하는데 큰 도움을 얻게

된데 있었다. 이런 배경 하에서 2005년 9월에 서울 삼성동에

‘홍영재 장수 청국장 레스토랑’을 개업하게 되었다.

어울림 레스토랑은 2006년 개업한 한정식 코스 요리

한식당이었다. 어울림 한식당은 공간 내에서 한 생명의

순환체계를 만들어서 실내에서도 산 속, 자연 속에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한 공간의 특징을 갖고 있었으며,

이는 일시적인 트렌드로 나타나기 보다는 지속가능하면

서도 환경 친화적인 방식으로 도심지 곳곳을 장식하고

있는 공간 콘셉트이었다.

(3) 호텔에 있는 한국식 레스토랑

호텔에 있는 한국식 레스토랑 무궁화와 온달의 인테리

어를 전통장식요소의 분류 틀에 준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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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L호텔) 온달(W호텔)

무

형

적

요

소

자연 무궁화 무늬 ×

종교 × ×

역사 2010년 11월 1978년

문화 전통 반가 상차림, 궁중요리 한정식, 전통 궁중요리

유

형

적

요

소

외

부

파

사

드
호텔1충에 LED등 상호와 안내판.

금색 전용 엘리베이터

나무로 마감된 대문. 황동 문고

리. 육각형 창문 모양의 상호.

정

원
× ×

상

호

전통 서예 상호. 영문 상호 한자, 한글, 영문 상호.

홍영재 장수 청국장 어울림

무

형

적

요

소

자연 실내 조경, 나무 시냇물, 정자, 소경

종교 × ×

역사 2005년 서초점(2011년11월) 2006년

문화 한정식 청국장 한정식

유

형

적

요

소

외

부

파

사

드

독립된 건물, 현대적인 건축외관 돌을 쌓여서 이루어진 기둥

정

원
정원이 없지만 마루가 있다. ×

상

호

한자와 한글을 혼용한 상호
나무 추상 그림. 한국의 주류색(파

란색, 빨간색, 노란색) 사용

내

부

바

닥
홀: 원목마루와 온돌마루

룸: 미색 타일

통로: 대리석 광택 바닥

로비: 검은 타일과 돌바닥

룸: 나무 바닥

통로: 돌바닥

벽

홀: 기와를 쌓여서 만든 장식벽,

나무 골조 박스. 룸: 금색 벽지, 이

동식 벽. 통로: 나무 판으로 마감

룸: 나무판으로 마감

통로: 벽돌, 나무, 콘크리트 등 혼용

천

장 홀: 석고 천장

룸: 유색 석고 천장

통로: 석고 천장

로비, 룸, 통로: 석고 천장

실내 시냇물: 나무판으로 마감

창

/

문
유리창문, 유리 대문, 나무판으로

마감된 개실 문

룸: 전통 창살 문짝. 목판으로 마

감한 미닫이문. 나무 격자 창문

가

구

현대 가구
의자와 탁자: 현대화된 한식 가구.

전통 수납장과 현대 수납장

소

품

도자기. 분재. 인물 그림 목판 조각, 항아리, 등잔, 석 조각 등

<표 6> 한국식 개인 레스토랑에서 찾은 전통 장식요소

<표 7> 한국식 호텔 레스토랑에서 찾은 전통 장식요소

노랑 저고리 용수산

무

형

적

요

소

자연 원목자재, 화초그림, 실내분재 실내조경

종교 × ×

역사 2006년 창립한지 30년 (2000년)

문화 한정식 한정식

유

형

적

요

소

외

부

파

사

드
전통대문간의 재현. 노란색 편액 상

호. 유리 대문

독립된 출입구. 현대건축의 외관.

전통 조경, 소나무. 유리 대문, 나무

손잡이

정

원
×

정원 없지만 소나무와 경석(景石)이

있다.

상

호
전통 인물 그림. 한문 밑에 영문상호

도 있음
한자 상호와 영문 상호

내

부

바

닥 홀, 룸, 통로: 나무 바닥

입구: 카펫

홀: 짙은 회색 카펫

룸: 짙은 회색 카펫

통로: 회색 대리석 바닥

벽

홀: 담벽, 벽화(壁畵)

룸: 벽지

홀: 하양색 벽과 나무 벽판 룸: 나

무 격자 장식 벽과 전통 화초(花草)

화 장식벽 통로: 전통 문양 장식

벽, 마포 벽지

천

장

홀: 검은 격자 천장. 룸: 하양색 천장

통로: 목구조 노출

하양색 석고 천장

1층 통로 검은 유리

창

/

문
룸: 전통 격자 창문

아치형 홀 창문. 문짝은 한자와 용

무늬로 장식하고 있음. 창문에서 전

통 문양 창살을 사용함

가

구
전통의자와 탁자. 전통 수납장

식탁과 의자는 현대가구

천연석으로 마감된 라운지

소

품
노랑저고리 소품. 전통 꽃그림, 인물

그림. 추상화

석조 대야. 분재. 전통 회화. 자수

품. 석 조각

<표 5> 한국식 체인 레스토랑에서 찾은 전통 장식요소

L호텔의 무궁화는 대중적인 한식당으로 출발한 후 탁

트인 전망을 볼 수 있는 38층으로 옮기면서 한식 코스요

리를 중심으로 하는 매우 고급스러운 한식당으로 바뀌었

다.

W호텔의 온달은 2000년 9월1일부터 1년4개월 동안 리

모델링 공사가 진행됐다. 지난 1963년 서울에 개관한 후

40년 가까운 구태를 벗고 2002년 세계 일류 호텔이란 국

제적 명성에 걸맞은 모습으로 변모하였으며, 이곳에 한

식당 온달이 포함된 12개의 레스토랑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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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부

바

닥 홀: 나무마루

룸: 나무마루

통로: 검은 인조석바닥

입구 검은 대리석

홀: 카펫, 룸: 카펫, 통로: 카펫,

녹색 바탕색, 빨간색 꽃무늬

벽

홀, 통로: 자색 유리로 마감되거나 나

무판으로 마감됨. 룸: 금색 운암(雲岩)

무늬 패널과 전통산수(山水)화 패널

홀: 나무와 유리로 만든 칸막이

룸: 전통 꽃무늬 장식벽, 나무벽

천

장 홀, 통로: 하양색 페인트와 나무

패널로 마감됨. 룸: 은색 구름 조

형 조각 천장

룸: 나무판 천장

홀, 통로: 석고천장

창

/

문
룸, 홀: 유리 창

룸: 나무 문짝

전통 문양을 찍은 유리 미닫이문

가(假)창

가

구
현대가구. 의자 등받이에 무궁화

문양이 있음. 무궁화 양각(陽刻)

장식품과 칸막이

목조 가구

자격자 조형

소

품

전통 수납장, 도자기 그림, 분재, 도자기, 청동기

3.2. 중국 레스토랑의 인테리어

(1) 중국식 체인 레스토랑

중국식 체인 레스토랑 송학루(松鶴樓)와 초강남(俏江

南)의 인테리어를 전통장식요소의 분류 틀에 준하여 분

석한 결과는 <표 8>과 같았다.

송학루(松鶴樓)는 원래 북경에 있는 레스토랑이 아니

고 1737년에 수주(蘇州)에서 창립하여 주로 우동, 만두

등 밀가루로 만든 간식과 수주음식을 판매한 중식당이었

다. 송학루(松鶴樓)는 중국 사대명점(四大名店:북경 전취

덕, 양주 부춘화원, 수주 송학루, 항주 루외루.) 중의 하

나로, 천하 제일 식부(天下第一食府)라는 명성을 가졌다.

본 연구에서 선정된 연구 대상은 가장 최근에 개업한 체

인점이었다.

초강남(俏江南)은 2000년에 창립한 새로운 스타일의

중국요리 레스토랑이며, 현재 중국에 50여개의 체인점을

운영하는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체인 레스토랑이었다.

(2) 중국식 개인 레스토랑

중국식 개인 레스토랑 허선루(許仙樓)와 대동카오야

(大董烤鴨)의 인테리어를 전통장식요소의 분류 틀에 준

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9>와 같았다.

허선루(許仙樓)에는 중국 강남 수향(물가의 마을)의

분위기처럼 실내와 실외에 연못이 있는 모던 레스토랑으

송학루(松鶴樓) 초강남(俏江南)

무

형

적

요

소

자연 실내조경 연못, 나무다리, 식물문양.

종교 풍수 풍수

역사 브랜드는 1737년 창립 브랜드 2000년에 창립

문화 수주음식전문점 사천음식, 광동음식

유

형

적

요

소

외

부

파

사

드 독립된 전통건축 외관: 회색 벽

돌, 목조 창문, 유리 대문(금색

끈), 편액 서법 상호

연못을 지나 입구를 나타난다. 통

유리 창. 경극(京劇) 검보(臉譜) 장

식과 상호

정

원
×

연못, 나무다리

상

호

편액 서체 상호 간략화 된 전서(篆書) 서체 상호

내

부

바

닥
홀: 검은 대리석. 룸: 꽃무늬 카

펫. 통로: 미색 타일

홀, 룸: 나무 바닥

통로: 미색 타일

벽

벽돌, 유리, 무늬목, 학(鶴)문양 패

널. 전통 기하문양 나무 격자 패널

홀: 목조 격자 패널, 커튼. 통로:

청화자(靑花瓷) 접시. 룸: 목 패널,

마포 벽지

천

장
석고천장

전통문양의 변형과 간략화

홀: 나무판 줄무늬 천장

룸: 하양색 석고 천장

창

/

문
전통 문양 조각 손잡이

전통 격자 창살

창: 통유리 창. 문: 나무 패널 문,

나무 격자문

가

구

현대가구. 전통가구
전통 꽃무늬로 장식하는 현대조

형 가구

소

품

전통 초롱, 분재, 자연석, 도자기 도자기, 초롱, 청화자, 고서

<표 8> 중국식 체인 레스토랑에서 찾은 전통 장식요소

로 전통문화를 깊이 있게 연출한 것이 이 레스토랑의 가

장 큰 특징으로 볼 수 있었다.

대동카오야(大董烤鴨)는 1985년에 북경에서 창립한 국

영음식점이었다. 2001년에 사장 동진상의 별명인 대동(大

董)으로 명명하여 사영(私營)음식점으로 바꾸었으면. 북

경 오리 전문 레스토랑 중에서 외국 손님들이 가장 줄기

는 곳이었다. 대동카오야(大董烤鴨)에서 가장 유명한 것

은 의경(意境)요리이었다. 의경요리란 요리가 보기에 예

술이고, 향기가 예술이고, 맛이 예술이고, 환경까지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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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선루(許仙樓) 대동카오야((大董烤鴨)

무

형

적

요

소

자연 실내, 실외조경 식물문양

종교 풍수 풍수

역사 2011년에 개업 브랜드 1985에 창립

문화 항주 음식 북경식 오리 요리와 의경 요리

유

형

적

요

소

외

부

파

사

드
독립된 건물, 연못, 상호

독립된 건물, 전통건축 외관, 유

리 대문, 편액 서체 상호

정

원
×

연못(인물 조각, 항아리, 분천)

상

호

행서(行書) 서체 상호 서체 상호, 인감 상호

내

부

바

닥
통로: 검은 타일, 원목 마루. 홀,

룸: 원목마루
검은 타일. 미색 타일

벽

홀, 룸, 통로: 하양색 벽

룸: 무늬목로 장식

서예 벽지, 서예 조각 벽, 국화

장식 벽, 도장 조형 벽

천

장
홀: 검은 천장

룸: 꽃무늬 조각 천장과, 나무 패

널로 마감된 천장

인감조형 조명, 나무 격자 장식,

꽃무늬 천장

창

/

문 통 유리창, 나무 격자 창살. 백색

페인트로 마감된 문, 전통 조형

손잡이

전통문양창살(귀갑문, 보보금). 국

화 조각 조형 문

가

구

현대 가구 현대적인 청대 가구

소

품

전통상, 등잔, 분재, 도자기
도자기, 분재, 새장, 대나무 티슈

박스

<표 9> 중국식 개인 레스토랑에서 찾은 전통 장식요소 
해천각(海天閣) 황조옥원(皇朝玉園)

무

형

적

요

소

자연 실내조경 실내조경

종교 풍수 ×

역사 2005년에 개업 2000년에 개업

문화 광동요리 광동요리

유

형

적

요

소

외

부

파

사

드
추상화 된 전통 처마, 전통 방문

과 병문, 목 조각 문틀, 상호

중국식 상호, 대문. 서양식 천장,

바닥

정

원
× ×

상

호

예서(隸書) 서체 한자 전통 간판. 한자, 영문

내

부

바

닥

빨간색 운문(雲紋) 문양 카펫 녹색 꽃무늬 카펫

벽

사각(斜角) 석문(席紋) 나무 격자

패널. 무늬목, 벽지

홀: 기하문양 유리 칸막이, 서법

장식 그림. 룸: 나무벽판

천

장
추상적 조정(藻井), 두공(斗拱) 구

조, 들보 구조

서양식 석고 천창. 전통 등장 조

형 조명등

창

/

문
창: 직릉창(直楞窓)

문: 무늬목으로 마감

창: 유리창

문: 전통문양 격자문

가

구

청대 가구
식탁과 의자는 서양식. 수납장 등

다른 가구는 중국식

소

품

도자기, 분재, 등잔, 초롱, 병풍 도자기, 분재, 등잔, 청동기, 새장

<표 10> 중국식 호텔 레스토랑에서 찾은 전통 장식요소

술이라는 뜻이며, 중국전통요리를 지키고, 중국문화를 전

하고, 중국요리의 솜씨를 계승하겠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었다.

(3) 호텔에 있는 중국식 레스토랑

호텔에 있는 중국식 레스토랑 해천각(海天閣)과 황조

옥원(皇朝玉園)의 인테리어를 전통장식요소의 분류 틀에

준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10>과 같았다.

해천각(海天閣)은 가리중심호텔의 1층에 위치하고 있

었다. 2005년에 리모델링하였는데 홀 공간은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으로 구분되었으며, 가족 룸이 7개가 있고 30명

고객을 수용할 수 있는 큰 모임 룸이 하나 있었다.

황조옥원(皇朝玉園)은 국빈호텔 내에 있는 광동요리

전문레스토랑이며, 객석이 70개 있고 룸이 9개 있었다.

공간은 화려한 서양 장식요소와 고아한 중국 장식요소를

용합하여 잠재된 화려함을 추구하였다.

4. 전통장식요소의 분석 결과

4.1. 한국 레스토랑 전통장식요소의 비율

(1) 무형적 전통장식요소의 비율

한국 레스토랑의 무형적 전통장식요수의 비율은 <표

11>과 같았다. 종합하면 무형적 전통요소의 적용정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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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토랑

조사항목

노랑

저고리
용수산

홍영재

청국장
어울림 무궁화 온달

무형

적

요소

자연 1 2 1 2 1 1 67% (8/12)

종교 × × × × × × 0

역사 0 1 0 0 1 1 25% (3/12)

문화 2 2 2 2 2 2 100% (12/12)

무형적 전통

요소의 비율

50%

(3/6)

83%

(5/6)

50%

(3/6)

67%

(4/6)

67%

(4/6)

67%

(4/6)

전통: 2점 전통+현대: 1점 현대: 0점 ×: 해당 장식요소가 없음

<표 11> 한국 레스토랑에서 찾은 무형적 전통장식요소 비율

레스토랑

조사항목

노랑

저고리
용수산

홍영재

청국장
어울림 무궁화 온달

외

부

파

사

드

건축외관 0 0 0 0 0 0 0%

출입구 2 1 0 1 1 2 58% (7/12)

창 × × 0 × × 1 25% (1/4)

문짝 1 0 0 × × 2 50% (3/8)

정

원

스타일 × × × × × × ×

장식물 × × × × × × ×

상

호

글씨체 1 2 1 0 2 1 58% (7/12)

재료 0 0 0 0 0 0 0%

그림 1 × × 1 × × 50% (2/4)

외부전통요소의

비율

42%

(5/12)

30%

(3/10)

8%

(1/12)

20%

(2/10)

38%

(3/8)

50%

(6/12)

전통: 2점 전통+현대: 1점 현대: 0점 ×: 해당 장식요소가 없음

<표 12> 한국 레스토랑의 외부 공간에서 찾은 전통장식 요소비율

용수산(83%), 어울림(67%), 무궁화(67%), 온달(67%), 노

랑저고리(50%), 홍영재 청국장(50%) 순으로, 50 -83%

(평균 64%) 의 전통장식요소가 적용되어 있었다. 그 중

문화요소가 100%로 가장 높았고, 자연요소가 67% 적용

되어 그 뒤를 이었으며, 역사요소는 25%로 낮았다.

자연적 특성은 모든 레스토랑이 다소 갖고 있었는데

용수산과 어울림의 자연적 분위기가 가장 뛰어났다. 종

교적 특성을 보면 전체적으로 약하였고 풍수적인 디자인

도 없었다. 역사적 특성을 보면 조사대상의 모든 레스토

랑이 현대에 창립하여 긴 역사는 없었으나 전통음식문화

의 계승에 대해서는 많이 중시하며, 새 역사를 창출하는

데에 대해도 열정적이었다. 전체적으로 한국레스토랑은

전통 음식문화에 대해서 가장 중시하였고, 종교적인 사

상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2) 유형적 전통장식요소의 비율

유형적 전통장식요소 부분은 외부<표 12>와 내부<표

13>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종합하면 외부에의 전통장

식요소의 적용정도는 온달(50%), 노랑저고리(42%), 무궁

화(38%), 용수산(30%), 어울림(20%), 홍영재 청국장(8%)

순이었으며, 평균 31% 정도의 전통장식요소가 적용되어

있었다. 내부에의 전통장식요소의 적용정도는 노랑저고

리(67%), 어울림(57%), 용수산(43%), 온달(36%), 무궁화

(35%), 홍영재 청국장(35%) 순으로 35-67%(평균 46%)

정도의 전통장식요소가 적용되어 있었다. 유형적 요소는

파사드 출입구에 58% 적용되어 있어 높았고, 상호의 글

씨체에 58%, 그림에 50% 적용되어 있었다.

유형적인 전통장식요소에서 외부는 파사드, 정원, 상호

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파사드를 보면 건축외관 부분

에서는 홍영재 장수청국장 레스토랑을 제외한 모든 레스

토랑이 건물 내의 레스토랑이었으며, 전통장식요소를 많

이 사용하지 못하였다. 홍영재 청국장 레스토랑은 독립

된 파사드가 있었으나 건축외관에는 전통장식요소를 적

용하지 않았다. 출입구에서는 홍영재 청국장은 현대적이

었고, 용수산, 어울림, 무궁화는 현대적 출입구이지만 전

통장식요소도 사용하였다. 노랑저고리의 출입구는 전통

대문간의 모습을 재현하였다. 창에서는 건물 내의 레스

토랑이 많아서 파사드 쪽에 창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

었는데 온달에서는 전통창살이 적용된 가창을 볼 수 있

었다. 문짝에서는 어울림의 경우는 외부 출입구에 기둥

만 있고 문짝이 없었다. 무궁화는 전용 엘리베이터가 레

스토랑 내부공간과 직접 연결되므로 대문을 따로 설치하

지 않았다. 홍영재 청국장은 유리문을 사용하고 있었고

노랑저고리와 용수산은 유리문에 전통조형 손잡이를 사

용하였다. 온달은 전통 조형의 목문을 사용하고 있었다.

외부 정원은 전체적으로 없었다. 상호를 보면 용수산을

제외한 모든 레스토랑이 한문 상호를 사용하고, 어울림

을 제외한 모든 레스토랑이 전통 글씨체를 사용하였으

며, 노랑저고리와 어울림은 그림도 함께 사용하였다. 재

료는 주로 현대 재료를 사용하였다. 전체적으로 건축외

관과 상호에 사용된 재료 부분은 전통성이 비교적 낮았

고, 출입구와 상호의 글씨체 부분에서는 전통성을 높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내부는 바닥, 벽, 천장, 창/문, 가구, 소품으로 나누어

서 분석하였다. 바닥을 보면 용수산과 온달은 통로 바닥

에만 전통적 요소를 적용하였으며, 주로 대리석으로 마

감하였다. 홍영재 장수청국장은 홀 공간과 통로의 바닥

은 전통적이었다. 홀 공간은 원목마루와 온돌마루를 사

용하였고, 통로는 대리석을 사용하였다. 룸 공간은 미색

타일을 사용하였다. 노랑저고리와 어울림의 바닥은 전체

적으로 전통장식요소가 있었는데, 노랑저고리는 원목마

루를 많이 사용하고, 어울림은 돌바닥, 원목마루, 온돌마

루를 사용하였다. 벽 부분을 보면 모든 레스토랑이 전통

장식요소를 사용하였다. 노랑저고리는 벽돌, 전통 회화로

벽면을 장식하였고, 용수산은 나무격자 패널과 화초화(花

草畫)로 벽면을 장식하였고, 홍영재 장수청국장은 목재와

기와로 벽면을 장식하였다. 어울림은 벽돌, 나무 패널로,

무궁화는 산수화(山水畫), 무궁화무늬로, 온달은 화초화

(花草畫)로 벽면을 장식하였다. 천장을 보면 전체적으로

전통장식요소를 많이 적용하지 않았는데 무궁화 룸 공간

의 운문 천장과 노랑저고리 통로의 전통처마와 조형천장

에서 전통요소를 볼 수 있었다. 창과 문을 보면 홍영재

청국장과 무궁화는 전통장식요소를 거의 적용하지 않았

으며, 용수산과 온달은 전통문양의 미닫이문을 사용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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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토랑

조사항목

노랑

저고리
용수산

홍영재

청국장
어울림 무궁화 온달

내

부

바

닥

홀
문양 2 0 2 1 1 0 50% (6/12)

재료 2 0 2 1 2 0 58% (7/12)

룸
문양 2 0 0 1 1 0 33% (4/12)

재료 2 0 0 2 2 0 50% (6/12)

통

로

문양 1 1 2 2 0 1 58% (7/12)

재료 1 2 0 2 0 1 50% (6/12)

벽

홀
조형 2 1 1 1 1 0 50% (6/12)

재료 1 1 2 1 1 1 58% (7/12)

룸
조형 2 2 1 1 2 2 83% (10/12)

재료 2 1 0 2 1 1 58% (7/12)

통

로

조형 1 2 1 1 1 0 50% (6/12)

재료 1 1 2 1 1 1 58% (7/12)

천

장

홀
조형 0 0 0 0 0 0 0

재료 2 0 0 0 1 0 25% (3/12)

룸
조형 0 0 0 0 1 0 8% (1/12)

재료 0 0 0 0 0 1 8% (1/12)

통

로

조형 2 0 0 0 0 0 17% (2/12)

재료 2 0 0 0 1 0 25% (3/12)

창

/

문

홀 조형 0 1 0 1 0 × 20% (2/10)

재료 0 1 0 1 0 × 20% (2/10)

룸 조형 2 2 0 1 0 2 58% (7/12)

재료 2 1 0 2 1 1 58% (7/12)

가

구

조형 2 1 1 1 0 1 50% (6/12)

문양 0 0 0 1 1 0 17% (2/12)

색채 2 2 2 1 0 2 75% (9/12)

재료 2 2 2 1 0 2 75% (9/12)

소품 1 2 1 2 1 2 75% (9/12)

내부 전통요소의

비율

67%

(36/54)

43%

(23/54)

35%

(19/54)

57%

(31/54)

35%

(19/54)

36%

(18/50)

전통: 2점 전통+현대: 1점 현대: 0점 ×: 해당 장식요소가 없음

<표 13> 한국 레스토랑의 내부 공간에서 찾은 전통장식 요소비율
레스토랑

조사항목
송학루 초강남 허선루

대동

카오야
해천각

황조

옥원

무형

적

요소

자연 2 2 1 2 1 0 67% (9/12)

종교 2 2 2 2 2 × 100% (10/10)

역사 2 0 0 1 0 0 25% (3/12)

문화 2 1 1 1 2 2 75% (9/12)

무형적 전통

요소의 비율

100%

(8/8)

63%

(5/8)

50%

(4/8)

75%

(6/8)

63%

(5/8)

33%

(2/6)

전통: 2점 전통+현대: 2점 현대: 0점 ×: 해당 장식요소가 없음

<표 14> 중국 레스토랑에서 찾은 무형적 전통 장식요소비율

고, 노랑저고리와 어울림은 전통창호를 재현하여 사용하

였다. 가구를 보면 노랑저고리, 용수산, 홍영재 청국장과

온달의 가구는 전통문양을 사용하지 않았고 조형, 색채,

재료 부분은 전통적이었다. 무궁화는 무궁화 무늬를 적

용한 현대가구를 사용하였고, 어울림의 가구는 식탁과

의자는 현대적이었고, 수납장은 전통적이었다. 소품을 보

면 일반적으로 전통그림, 분재, 도자기 등이 있었으며,

노랑저고리, 무궁화는 현대적인 장식품도 많이 있었다.

전체적으로 룸 공간의 벽면, 가구의 색채와 재료, 소품에

는 전통성이 가장 높았고 천장부분은 전통성이 낮았다.

즉, 내부공간에서는 바닥, 벽, 천장, 창/문, 가구 모든

부분에서 적용되어 있었는데 가구와 소품이 75%로 높았

으며 특히 색채와 재료에 적용 되어 있었다. 룸의 벽과

창/문의 조형에도 적용 비율이 높았다(83-58%). 벽과 바

닥의 재료에서도 50% 수준으로 적용되어 비교적 높았으

나 천정에는 홀, 룸, 통로 모두 그 적용 비율이 낮았다.

전반적으로 문양에서의 적용비율은 낮은 편이었다. 따라

서 레스토랑의 인테리어 시는 가구 및 소품의 선택 시

전통성이 적용된 색채와 재료의 선택이 중요하며, 바닥

과 벽의 인테리어에서 재료와 문양의 선택 시 전통성에

대한 배려가 요망 된다고 판단되었다.

4.2. 중국 레스토랑 전통장식요소의 비율

(1) 무형적 전통장식요소의 비율

중국 레스토랑의 무형적 전통장식요소의 비율은 <표

14>과 같았다. 종합하면 무형적 전통장식요소의 적용정

도는 송학루(100%), 대동카오야(75%), 초강남(63%), 해

천각(63%), 허선루(50%), 황조옥원(33%) 순으로, 무형적

요소는 33-100%(평균65 %)가 적용되었다. 그 중 종교요

소가 100% 적용되어 있었고 그 다음이 문화 75%, 자연

67%로 한국과는 그 적용양상이 달랐다.

자연적 특성을 살펴보면 황조옥원 레스토랑을 제외한

모든 레스토랑이 자연적 요소를 가졌으며, 송학루, 초강

남과 대동카오야는 공간에서 자연적 요소를 매우 강조하

고 있었다. 종교적 특성을 보면 중국에서는 상업공간을

디자인할 때 풍수를 고려하여 디자인을 하는 것이 보편

적이어서 황조옥원 레스토랑을 제외한 모든 레스토랑 공

간이 풍수적인 디자인을 갖고 있었다. 역사적 특성을 보면

20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송학루는 역사적인 요소를

볼 수 있었고, 북경 오리의 요리법을 새로 창조하여 북경

오리의 역사를 다시 만드는 대동카오야는 역사를 창조하는

요소를 볼 수 있었다. 문화적 특성을 보면 송학루의 화이

야요리, 해천각과 황조옥원의 광동요리는 중국 4대명채(四

大名菜)에 속하여 매우 전통적인 음식문화를 갖고 있었으

며, 허선루, 대둥카오야, 초강남의 주된 음식문화는 전통요

리를 기초로 하고 새로운 요리 문화를 만드는 것이었다.

전체적으로 현대화될 수 없는 풍수원리 때문에 종교적 특

성에서의 전통장식요소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고,

2000년 이후에 창립한 레스토랑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역

사적 특성에서는 전통장식요소의 비율이 비교적 낮았다.

(2) 유형적 전통장식요소의 비율

유형적 전통장식요소 부분은 외부<표 15>와 내부<표

16>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종합하면 외부에의 전통장

식요소의 비율은 송학루(83%), 해천각(70%), 대동카오야

(43%), 황조옥원(40%), 허선루(38%), 초강남(33%) 순으

로, 외부는 33-83%(평균%)가 적용 되었다. 그중 상호의

글씨체가 83%, 그림이 50%, 파사드의 출입구가 67%로

높았다. 정원에는 없는 곳이 더 많았으나 있는 곳은 장

식물 75%, 스타일 50%로 높았다. 그 다음은 파사드의

문짝42%, 창 38%이었다. 내부에의 전통장식요소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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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토랑

조사항목
송학루 초강남 허선루

대동

카오야
해천각

황조

옥원

외

부

파

사

드

건축외관 2 0 0 1 0 0 25% (3/12)

출입구 2 0 1 2 2 1 67% (8/12)

창 2 0 0 1 × × 38% (3/8)

문짝 0 0 1 0 2 2 42% (5/12)

정

원

스타일 × 1 1 × × × 50% (2/4)

장식물 × 2 1 × × × 75% (3/4)

상

호

글씨체 2 1 2 2 2 1 83% (10/12)

재료 2 0 0 0 1 0 25% (3/12)

그림 × 2 × 0 × × 50% (2/4)

외부 전통요소의

비율

83%

(10/12)

33%

(6/18)

38%

(6/16)

43%

(6/14)

70%

(7/10)

40%

(4/10)

전통: 2점 전통+현대: 2점 현대: 0점 ×: 해당 장식요소가 없음

<표 15> 중국 레스토랑의 외부 공간에서 찾은 전통장식 요소비율

레스토랑

조사항목
송학루 초강남 허선루

대동

카오야
해천각

황조

옥원

내

부

바

닥

홀
문양 0 0 0 0 2 2 33% (4/12)

재료 0 2 2 0 0 0 33% (4/12)

룸
문양 1 1 0 0 2 2 50% (6/12)

재료 0 1 2 0 0 0 25% (3/12)

통

로

문양 0 0 0 0 2 2 33% (4/12)

재료 0 0 0 0 1 0 8% (1/12)

벽

홀
조형 2 1 0 1 0 0 33% (4/12)

재료 2 1 0 1 2 1 58% (7/12)

룸
조형 2 1 0 0 0 0 25% (3/12)

재료 1 1 1 0 2 1 50% (6/12)

통

로

조형 1 1 0 2 2 0 50% (6/12)

재료 1 0 0 1 2 1 42% (5/12)

천

장

홀
조형 1 1 1 1 1 0 42% (5/12)

재료 2 0 1 0 1 0 33% (4/12)

룸
조형 0 0 1 1 1 0 25% (3/12)

재료 0 0 0 1 1 0 17% (2/12)

통

로

조형 1 0 0 0 1 0 17% (2/12)

재료 0 0 0 0 1 0 8% (1/12)

창

/

문

홀
조형 2 1 1 2 2 1 75% (9/12)

재료 2 0 0 1 2 2 50% (6/12)

룸
조형 1 1 1 1 2 1 58% (7/12)

재료 2 0 0 1 2 1 50% (6/12)

가

구

조형 0 0 0 1 2 1 33% (4/12)

문양 0 1 0 1 1 1 33% (4/12)

색채 1 0 0 1 2 2 50% (6/12)

재료 1 0 0 1 2 1 42% (5/12)

소품 2 1 1 1 2 2 75% (9/12)

내부 전통요소의

비율

46%

(25/54)

26%

(14/54)

20%

(11/54)

33%

(18/54)

70%

(38/54)

39%

(21/54)

전통: 2점 전통+현대: 2점 현대: 0점 ×: 해당 장식요소가 없음

<표 16> 중국 레스토랑의 내부 공간에서 찾은 전통장식 요소비율

은 해천각(70%), 송학루(46%), 황조옥원(39%), 대동카오

야(33%), 초강남(26%), 허선루(20%) 순으로 20-70%(평

균 39 %)이었다. 내부공간에서는 바닥, 벽, 천장, 창/문,

가구 모든 부분에서 적용되어 있었는데 소품이 75%로

높았다. 다음은 홀의 벽 재료가 58%. 룸 벽의 재료 50%,

홀의 창/문의 재료50%, 통로 벽의 조형50%, 가구의 색

채가 50%로 적용비율이 높았다.

외부는 파사드, 정원, 상호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파

사드에서는 송학루는 전통 사합원 구조의 건축물을 사용

해서 전통장식요소의 비율이 매우 높았고, 대동카오야는

독립된 출입구를 사용하여 처마, 대문 등의 부분에서 전

통장식요소를 볼 수 있었다. 허선루, 해천각과 황조옥원

의 건축외관은 전통장식요소가 없었지만 출입구, 대문

부분에서 전통장식요소를 볼 수 있었고 초강남은 내⦁외
부 공간을 구분하는 대문간이 없이 정원과 통로를 통하

여 공간이 연결되기 때문에 전통장식요소의 비율이 비교

적 낮았다. 정원을 보면 실외 정원이 있는 레스토랑은

초강남과 허선루 이었으나 비교적 초강남의 전통장식요

소의 비율이 더 높았다. 상호를 보면 글씨체는 전체적으

로 전통 서체를 사용하였으며, 초강남과 황조옥원은 변

형된 전통 서체를 사용하였다. 재료는 송학루와 해천각

만 전통 편액을 사용하였고 다른 레스토랑은 현대적인

재료를 사용하였다. 그림을 보면 초강남은 전통 경극 검

보(臉譜)를 사용해서 전통성이 높았고 대동카오야는

비교적 낮았다.

내부는 바닥, 벽, 천장, 창/문, 가구, 소품으로 나누어

서 분석하였다. 바닥 부분을 보면 다른 부분에 비하여

전통장식요소의 비율이 낮았으며, 송학루, 해천각과 황조

옥원은 문양부분에서 전통장식요소가 도입되어 있었다.

초강남과 허선루는 재료부분에서 전통장식요소를 볼 수

있었으나, 대동카오야는 바닥부분에는 전통장식요소가

없었다. 벽 부분을 보면 송학루는 벽돌, 무늬목, 학문(鶴

紋) 패널, 기하문양 패널 등을 사용하였고 해천각은 석문

(席紋) 패널, 식물문(植物紋) 벽지, 무늬목 등을 사용해서

전통장식요소 비율이 매우 높았다. 초강남과 대동카오야

은 목조 격자패널, 인감조형 패널, 추상 화초문(花草紋),

청화자(靑花瓷) 등으로 벽면을 장식해서 전통장식요소가

보였고 허선루와 황조옥원은 재료부분에서만 전통장식요

소를 볼 수 있었다. 천장 부분을 보면 전통 조정(藻井),

량각(梁架)과 들보 구조를 사용한 해천각의 전통장식요

소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에 전통문양을 사용한 송

학루, 허선루와 대동카오야이었고, 홀 공간에서만 나무

패널을 사용한 초강남은 전통장식요소의 비율이 가장 낮

았다. 서양식 석고천장을 사용한 황조옥원은 전통장식요

소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창과 문을 보면 송학루

와 해천각은 전통창과 문을 재현하여 전통장식요소 비율

이 매우 높고 대동카오야의 창부분과 황조옥원의 문부분

도 전통장식요소 비율이 높았다. 초강남과 허선루는 조

형부분에서만 전통문양을 사용하여 전통장식요소 비율이

비교적 낮았다. 가구를 보면 허선루, 초강남, 송하루는

기본적으로 현대가구를 사용하였으며, 송학루는 색채부

분에서, 초강남은 문양부분에서 전통장식요소 적용을 보

였다. 대동카오야는 전통 조각을 사용한 현대적인 전통

가구를 사용하였고, 황조옥원은 서양식가구와 중국식 가

구를 함께 도입하여 전통장식요소 적용을 볼 수 있었다.

해천각은 전통가구를 사용하여서 전통장식요소 비율이

매우 높았다. 소품을 보면 기본적으로 전통 조형의 소품

을 사용하였으며, 초강남, 허서루, 대동카오야에서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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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예술품도 볼 수 있었다.

5. 결론

전통식 레스토랑에서는 그 나라의 역사와 전통적인 특

성을 도입하여 국가적인 차별화를 꽤 하면서 여기에 전

통장식요소를 적용하여 전통문화를 살리고 있었다.

한국과 중국의 전통식 레스토랑에의 전통장식요소의 적용

현황과 비율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한국과 중국 레스토랑에

서의 전통장식요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추출할 수 있었다.

첫째, 한국과 중국 레스토랑의 인테리어를 보면 전통

장식요소의 비율이 높은 부분은 한국은 가구 부분, 중국

은 장식문양 부분이었고, 낮은 부분은 한국은 건물외관,

중국은 가구 부분이었다. 재료부분에서는 한국과 중국

모두 목재를 많이 사용하였는데, 한국은 바닥, 창/문, 가

구 부분에서, 중국은 창/문과 벽 부분에서 목재를 많이

사용한 차이점이 있었다. 색채부분에서는 한국과 중국

모두 자연의 나무에 유사한 갈색계열을 사용하였다. 중

국은 자연 갈색 외에 난색인 붉은색, 주황색의 사용도

많았고, 심지어 무채색인 검은색, 회색과 한색인 파란색

의 사용 비율도 높아서 한국보다 색채사용이 다양하였

다. 따라서 한국 레스토랑에 중국인의 유치를 위해서는

중국인이 선호하는 붉은 색 혹은 주황색의 비율을 높이

는 방법도 고려해 보기를 권한다.

둘째, 한국과 중국 레스토랑의 장식요소 중 무형적 요

소 부분을 보면 자연적 특성에서는 한국과 중국은 자연

요소를 매우 중시하는 공통점이 있었으나 한국은 자연친

화적인 부분에서 자연을 더 중시하였고, 중국은 시(詩)와

같은 환상적인 자연요소를 더 중시하였다. 종교적 특성

에서는 한국보다 중국이 실내외요소에서 풍수의 의미를

더욱 중시하였다. 역사적 특성에서는 한국은 레스토랑

자체의 역사보다 브랜드를 더 중시하였고, 중국은 브랜

드도 중시하나 레스토랑 자체의 역사를 더 중시하였다.

문화적 특성에서는 한국 레스토랑은 한정식이라는 한국

반상차림 위주의 경우가 많았고, 중국 레스토랑은 지역

의 음식문화를 중시한 지역음식 위주의 경우가 더 많았

다. 따라서 한국 레스토랑에 중국인의 유치를 위해서는

환상적인 자연요소나 풍수에 입각한 레스토랑 앞에 수

공간의 도입등도 고려하기를 권한다.

셋째, 한국과 중국 레스토랑의 장식요소 중 유형적 요

소 부분을 보면 내부에서는 전통장식요소의 비율이 외부

보다 높았다. 그러나 중국 레스토랑은 외부의 전통장식

요소의 비율이 내부보다 높았다. 외부에서는 한국은 전

통재료와 문양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중국은 전통

구조 혹은 조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내부에서는 한

국과 중국 모두 전통문양, 재료, 조형, 구조 위주로 사용하

였다. 전통장식요소를 많이 사용한 부분은 한국은 벽과 바

닥 부분, 중국은 창과 문 부분이었고, 전통장식요소를 많

이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한국은 천장 부분, 중국은 바닥

부분이었다. 따라서 한국 레스토랑에 중국인의 유치를 위

해서는 레스토랑 외부에 전통 장식 요소를 도입하며, 내부

의 창과 문에 전통 장식 요소를 도입하기를 권한다.

위와 같은 연구 결과의 결론을 이용하여 앞으로 한국과

중국의 대도시에 한식당 혹은 중식당을 도입하고자 할 때

실내외의 인테리어에 선택적인 전통장식요소의 적용으로

원하는 효과의 고유문화에 입각한 전통성을 지닌 레스토랑

의 완성이 가능하겠으며 방문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

겠다고 판단되었다. 나아가 앞으로는 레스토랑에서 전통장

식의 어떠한 요소들이 어떤 표현방법에 따라 적용되었는지

를 더욱 심도 있게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전통장식요소의 표현방법에 관한 연구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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