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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ity expressions at modernized Chinese

restaurant in Hong Kong. As a case study, the study examined 12 modernized Chinese restaurants in Hong

Kong. The gathered data were categorized and examined according to the ways of traditionality expressions,

which included reproduction, transformation, and reinterpretation of traditional components. Each of the components

was measured for the amount of traditional or modernity expression on a five-point scale. The five-point scoring

system put an emphasis on tradition; 1 point was given to principal modernity(modernity: 90-100% + tradition:

0-10%), 2 points were given to principal modernity + auxiliary tradition(modernity: 70-90% + tradition: 10-30%), 3

points were given to the same ratio between tradition and modernity(modernity: 40-60% + tradition: 40-60%), 4

points were given to principal tradition + auxiliary modernity(modernity: 10-30% + tradition: 70-90%), and 5 points

were given to principal tradition(modernity: 0-10% + tradition: 90-100%). The analysis performed according to

those criteria and methodologies led to the following findings and conclusions: TM style, in which modernity was

principal, usually did transformation and reinterpretation of traditionality. As for the design attributes of the styles,

the TM style, they processed a majority of the spatial components as modern or reinterpretation of traditionality,

which would be easily considered to be modern without careful observation, and applied a small amount of direct

reproduction or transformation, which gives out a direct hint at traditionality, to attract more attention. Many of

the spatial components did not express traditionality directly, expressing it indirectly or metaphorically. Traditionality

was expressed in a small number of the spatial components, thus serving as a focus or impact point in the

given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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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서론

1.1. 연구의 배경

그 동안 정부와 민간의 노력으로 한식은 이제 세계인

에게 웰빙음식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근래 농림수산부는 한식당 컨설팅 지원, 해외 우수 한식

당 인증제 및 한식당 개설 자금지원
1)
등 식당 자체에도

눈을 돌리고 있어 바람직한 현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의 일환으로 한식당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인테리어

디자인 매뉴얼을 개발하고 그 사례도 제시하고 있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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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 한식 세계화에서 중요한 위치임을 천명하고 있다.1)

세계는 지금 자국 문화 홍보에 몰두하고 있고 이는 음

식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일찍이 음식 세계화에

성공한 프랑스, 이탈리아, 중국, 일본, 태국 등은 세계 곳

곳에 수많은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레스토랑

은 대부분 음식은 물론 인테리어에 전통 공간요소를 활

용함으로써 자국의 문화를 알리는데 일조하고 있다. 이

중, 중국은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로 음식문화가 발달해

있고 세계 곳곳에 중국 음식점이 없는 나라가 없을 정도

로 널리 퍼져 있다. 이들 레스토랑의 실내는 대부분 중

국의 문화와 맥락을 같이하면서 그들의 전통성을 주제로

1) The Taste of Korea, Hansik(www.hansi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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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되고 있다. 이는 한식 레스토랑을 세계화하기 위

해 주목하고 참고해 보아야 할 사항이다. 따라서 앞서간

중국식 레스토랑의 공간은 어떻게 디자인되고 있으며 전

통을 어떻게 현대화하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1.2. 연구의 목적 및 의의

본 연구의 목적은 현대화된 중국식 레스토랑 중 TM

유형(Traditional Modern Style)2)이 그들의 전통성을 어

떻게 현대화하여 표현하고 있는지 그 실태와 방법을 알

아보는 것이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국 전통 공간의 특성

1) 공간 구성요소 2) 공간 장식요소

(2) TM유형 레스토랑의 공간 구성요소별 전통성 표현

특성 분석

이는 향후 현대화 된 한식 레스토랑 디자인 시 참고자

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2. 중국의 공간 구성요소3)

건축 및 실내공간은 기후․지형․건축재료 등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한다. 넓은 지역과 기후대에 위치한 중국

은 공간의 구조 또는 사용된 재료가 다양하지만 외부로

부터의 폐쇄적 공간조직과 중심선을 강조하고 공간의 위

계를 드러내는 좌우대칭이 보편적인 공간 개념이며 이것

은 궁전, 사찰 민가에 모두 통용되었다.4) 한편 실내공간

에는 다양한 문양의 창살과 공간을 구획하는 칸막이가

중요한 역할을 하며 원림에서의 도화창(圖畵窓)도 공간

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2.1. 창살 및 칸막이

궁전의 창살<그림 1-a>을 보면 외부는 검정이나 빨강

을 바탕으로 꽃장식이나 금박장식을 하여 화려한데 비해

민가의 창살<그림 1-b>은 소박하고 단아하다.

a) 궁전의 창살 b) 민가의 창살

<그림 1> 창살

창살은 명대(明代)에 발전하였고 이 후 팔각형-정사각

2) TM유형 추출과정은 4. 연구의 방법 및 내용 참조

3) 오혜경, 현대화된 중국식 레스토랑에 나타난 전통성 표현 특성 연

구 -홍콩소재 MT유형 레스토랑을 중심으로-,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제21권 4호, 2012의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술하

였음

4) 권영걸, 한·중·일 전통공간에서의 조형정신과 방법에 관한 비교연

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pp.87-88

형을 교차시켜 점점 복잡해지면서 장식이 많아졌다. 명

대 이후 살대에도 장식을 부여하여 청(淸)대에는 창살형

태의 다양성과 수량이 절정에 이르렀는데 대표적 종류5)

를 보면 <그림 2>와 같다.

a)초점형 b)무초점형 c)쐐기형 d)표출형 e)한대선형

f)평행사변형 g)팔각형 h)소용돌이형 I)빙선형 j)쥬I전면형

<그림 2> 대표적 창살

창살 이외에도 방과 방 사이의 공간을 구획하거나 가

변화하기 위해 칸막이<그림 3>를 사용하였다. 구조는

병풍 형태가 가장 많고 여러 장의 작은 패널(panel)을 짜

맞추기도 하였다. 칸막이의 상부는 격자 등으로 세공한

후 비단이나 종이 등 반투명 재료를 부착해 빛을 투과시

켰다6). 고급 목재나 자개 또는 정교한 조각으로 장식하

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림 3> 칸막이(파티션)

2.2. 도화창

중국의 정원인 원림은 인위적으로 가공 또는 창조한

자연환경으로 가산(假山)과 굽이진 물 옆에 절벽이나 돌

을 쌓아 세죽(細竹)과 등나무, 금붕어와 물풀 등을 어울

리게 배치하였다7). 원림의 가장 큰 특징은 도화창으로

사각, 원<그림 4-a>, 육각<그림 4-b>, 팔각, 매화<그림

4-c>, 여의(如意)<그림 4-d>, 꽃병<그림 4-e> 등의 형

태로 된 개구부를 두어 하나의 그림이 되게 하였다.8)

a) 원형 b) 육각형 c) 매화형 d) 여의형 e) 꽃병형

<그림 4> 도화창

5) 박지연, 한국, 중국, 일본의 전통창살 비교분석 연구, 연세대 석사

논문, 2000, pp.41-71, Dye, Daniel Sheets(1949) 재인용

6) 손세관, 깊게 본 중국의 주택, 열화당, 2001, p.55

7) 루빙지에, 차이얜씬, 건축예술, 대가, 2008, pp.145-156

8) 러우칭씨, 원림, 대가, 2008, p.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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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의 공간 장식요소

3.1. 가구

(1) 명대가구

명대 가구는 황색이 많으며 의자가 대표적인데 관료들

의 모자와 유사한 관모의<그림 5-a>, 낮은 등받이로 창

앞의 시야가 가려지지 않는 매괴의<그림 5-b>, X자로

접이가 가능한 교의<그림 5-c>, 빗살형태 등받이의 소

배의<그림 5-d>가 있다. 또 참외 형태의 돈(墩)이라 불

리는 스툴<그림 5-e>은 의자 또는 탁자이며 조상의 영

정 아래 놓는 높고 좁은 제대안<그림 5-f>도 있다.

 
a) 관모의(官帽椅) b) 매괴의(玫瑰椅) c) 교의(交椅) d) 소배의(梳背椅)

e) 돈(墩) f) 제대안(祭臺案)9) g) 서랍장

<그림 5> 명대 가구

(2) 청대 가구

청대는 검은색이 많으며 세밀한 조각으로 화려하고 칠

보나 옥을 상감하기도 하였다. 의자는 등받이의 중간은

높고 양쪽이 낮아지는 태사의<그림 6-a>가 대표적이며

명대의 관모의, 교의, 매괴의, 돈<그림 6-b>에는 화려한

장식이 첨부되었다. 제대안<그림 6-c>은 풍혈과 상판

(上板)사이에 조각한 띠를 장식하였다.10)

 
a) 태사의(太師椅) b) 돈(墩) c) 제대안(祭臺案)

<그림 6> 청대 가구

3.2. 장식품

중국의 장식품은 도자기, 서체나 산수화 등의 족자,

자수, 불상, 홍등, 궁등, 새장, 두레박, 바구니류 등의 생

활용품이나 인력거, 진시황 병마용 등이 있다. 이 중 홍

등<그림 7-a>은 빨간색 타원형 구 모양으로 장식없이

술만 달린 것이지만 원통형이나 찻잔형도 있다. 또 궁전

과 부유층에서 사용된 장식 많은 테두리와 여러 술이 달

9) 미셸뵈르들리, 중국의 가구와 실내장식, 도암기획, 1996, p.88

10) 미셸뵈르들리, 앞의 책, p.131

린 궁등<그림 7-b> 및 새해에 날려 보내는 공명등

<그림 7-c>도 있다.

a) 홍등 b) 궁등(宮燈) c) 공명등(孔明燈)

<그림 7> 중국의 등

둘째, 가면<그림 8>은 쓰촨성의 천극(川劇)공연에 사

용되는 변검 소품으로 인물의 신분과 감정을 나타내기

위해 순간적으로 가면을 바꿔야 하므로 종류가 다양하다.

 
<그림 8> 변검 가면 <그림 9> 직물문양

한편 중국의 직물은 비단이 주이며 이의 문양<그림

9>은 꽃, 넝쿨, 기하학, 용, 봉황, 학, 구름, 화초, 새, 나

비, 길상문 등이 주로 사용되었다.11)

4. 연구의 방법 및 내용12)

4.1. 조사대상의 선정

조사대상의 선정은 프랑스의 ‘Michelin’ 가이드, 국내의

‘The Best Restaurants’, 홍콩 레스토랑 관련 웹사이트 3

곳의 추천리스트에서 2번 이상 중복되는 총 36곳의 레스

토랑을 선정한 후 각각의 사진을 추출하여 PPT로 정리

하고 파사드와 실내구성요소의 전통성 표현방법, 즉 전

통재현방법, 전통변형방법, 전통재해석방법으로 분류13)하

고 조사하였다. 전통성 비중점수는 공간 구성요소별로

조사하여 점수<표 1>를 부여하고 이를 합하여 전체공간

의 전통표현 비중을 판별하였다. 그 중 전통성 비중점수

가 총 45점 중 20점 이하로 전통이 현대보다 적은 비중

의 레스토랑 12곳을 TM유형(Traditional Modern Style)

으로 명명하고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11) 항치엔, 꾸어치우후이, 전통공예, 대가, 2008, pp.77-88 정리

12) 연구의 방법은 오혜경, 앞의 책과 같으나 전통성 표현점수가 20점

이하라는 것이 다르다.

13)ㆍ전통재현방법: 다른 요소는 모두 현대적이라도 전통을 그대로 답

습한 장식품이나 창문 등이 적용된 경우를 말한다.

ㆍ전통변형방법: 전통의 보수적 현대화로 원형을 바로 짐작할 수 있

는 정도의 변형을 말한다.

ㆍ전통재해석방법: 전통의 급진적 현대화로 원형을 바로 짐작할 수

없을 정도의 변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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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상호
파사드 구성요소 실내 구조요소 실내 장식요소 점수

합계파사드 상호 천장 벽 바닥 창/문 가구 조명 장식품

1
Zen

관련

이미지

10
표현점수 1 1 1 2 1 0 1 1 2

전통성

표현방법

․파사드: 토루 외부의 현대화-전통재

해석

․상호: 영문로고-현대

․천장: 평천장/우물천장-현대

․벽: 전통창살의단순화-전통변형. 토루의 현

대화-전통재해석

․바닥: 타일/카페트-현대

․창/문: 없음

․가구: 현대

․조명: 다운라이트/실링라이트-현대

․장식품: 유리발-전통재해석, 화분-전통변형

2

Bo

Innovation

관련

이미지

12

표현점수 1 1 1 2 1 1 1 2 2

전통성

표현방법

․파사드: 얼굴 포스터/무장식 유리창/

문: 현대

․상호: 영문로고- 현대

․천장: 평천장-현대

․벽: 전통창살유리파티션: 전통변형

․바닥: 카페트-현대

․창/문: 유리통창-현대

․가구: 현대

․조명: 현대화된 홍등-전통재해석

․장식품: 산수화의추상화벽장식-전통재해석

3

Lei

Garden

관련

이미지

13

표현점수 2 3 1 2 1 1 1 2 0

전통성

표현방법

․파사드: 창살 현대화-전통재해석

․상호: 현대적 영문서체의 로고와 심

벌-전통변형

․천장: 우물천장-현대

․벽: 창살의 현대화-전통재해석

․바닥: 세라믹타일/카페트-현대

․창/문: 유리통창-현대

․가구: 현대

․조명: 창살의 현대화-전통재해석

․장식품: 없음

4

Mask

of

Sichuanan

and

Beijing

관련

이미지

14

표현점수 2 1 1 2 1 0 1 1 5

전통성

표현방법

․파사드: 접이식유리문-전통변형

․상호: 가면심볼/영문로고-현대

․천장: 평천장-현대

․벽: 유리구성추상화대나무-전통재해석

․바닥: 쪽마루-현대

․창/문: 접이식유리문-현대

․가구: 현대

․조명: 다운라이트-현대

․장식품: 전통가면-전통재현, 전통의상액자- 전통

변형, 전통술병미니어처- 전통변형

<표 2> 조사 결과 및 분석

조사내용 전통성 비중 분석 기준

공간

구성요소

파사드, 상호, 천장, 벽, 바닥, 창/문, 가구, 조명, 장식품의 9항

목에 각 5점씩 부여: 총 45점

전통성

표현비중

점수

1점: 현대주조(현대 90-100% + 전통 0-10%)

2점: 현대주조 + 전통보조(현대 70-90% + 전통 10-30%)

3점: 전통/현대 동일비중(현대 40-60% + 전통 40-60%)

4점: 전통주조 + 현대보조(현대 10-30% + 전통 70-90%)

5점: 전통주조(현대 0-10% + 전통 90-100%)

TM유형 = 20점 이하 / 총 45점

<표 1> 전통성 표현 비중 분석 기준

4.2. 조사의 방법

조사는 홍콩 현지에서 조사대상 레스토랑 12곳을 방문

하여 조사한 내용을 기입하고 사진을 촬영하였다. 수집

된 자료는 현지에서 일차적으로 판별하였으며 판별이 불

분명하거나 부족한 부분은 재차 방문하여 확인하였고 귀

국 후 모든 자료를 다시 종합하고 실내디자인 관련 교수

1인과 함께 판별한 내용을 검토, 확인하였다. 따라서 총

12곳의 레스토랑이 점수 합계 9점～20점에 해당되어

TM유형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5. TM유형 중국식 레스토랑의 조사결과

및 전통성 표현방법

5.1. 조사결과

홍콩 소재 TM 유형의 중국식 레스토랑 12사례를 조

사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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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usine

Cusine

관련

이미지

15

표현점수 2 3 1 2 1 1 1 2 4

전통성

표현방법

․파사드: 전통창살의 현대화-전통 재

해석

․상호: 단순화된 심벌과 전통서체/영

문상호-전통변형

․천장: 평천장/우물천장: 현대

․벽: 전통창살의 현대화-전통재해석

․바닥: 쪽마루-현대

․창/문: 유리통창-현대

․가구: 현대

․조명: 홍등의 현대화-전통재해석

․장식품: 전통서체벽장식-전통변형

6
Dragon I

관련

이미지

18

표현점수 3 1 1 3 1 1 2 2 5

전통성

표현방법

․파사드: 극대화된 새장-전통변형

․상호: 영문로고- 현대

․천장: 평천장/그릴천장-현대

․벽: 금속 창살벽과 파티션-전통변형

․바닥: 에폭시-현대

․창/문: 유리통창-현대

․가구: 현대적형태 용문양 변형 패브릭소파 - 전

통재해석

․조명: 현대화된 용문양 홍등-전통재해석

․장식품: 새장-전통재현

7

Lung

King

Heen

관련

이미지

18
표현점수 1 2 1 2 1 1 4 1 5

전통성

표현방법

․파사드: 대나무줄기의 현대화-전통

재해석

․상호: 전통서체 현대화 심볼 및 영

문로고- 전통변형

․천장: 은박의 궁륭형태-현대

․벽: 현대화된 창살 아크릴파티션/ 전통 문양

현대화한 원형벽-전통재해석.

․바닥: 쪽마루-현대

․창/문: 유리통창-현대

․가구: 매괴의 + 창살문양 변형 등받이-전통변형.

제대안-전통재현

․조명: 다운라이트/건축화조명-현대

․장식품: 명․청도자기-전통재현

8

1

Harbour

Road

관련

이미지

18

표현점수 5 1 1 1 1 1 3 1 4

전통성

표현방법

․파사드: 전통창살/도자기/가구/문양나

열-전통재현

․상호: 영문로고- 현대

․천장: 우물천장/평천장-현대

․벽: 페인트/대리석-현대

․바닥: 문양없는카페트-현대

․창/문: 유리통창-현대

․가구: 빙선비대칭형 창살 등받이의자-전통 재해

석, 명대서랍장의 변형-전통변형

․조명: 다운라이트-현대

․장식품: 산수화 액자-전통변형

9

Ming

Court

관련

이미지

18

표현점수 2 3 1 3 1 0 1 2 5

전통성

표현방법

․파사드: 토루외부 현대화-전통재해석

․상호: 전통서체심볼/영문로고-전통변형

․천장: 우물천잔/평천장-현대

․벽: 토루의 현대화-전통재해석

․바닥: 쪽마루/카페트-현대

․창/문: 원림의 도화창-전통변형

․가구: 현대

․조명: 전통홍등의 현대화-전통재해석

․장식품: 토기/동물 토기 진열-전통재현

10

Chung's

Cusine

관련

이미지

19

표현점수 3 2 1 3 3 0 2 1 4

전통성

표현방법

․파사드: 서체장식 벽-전통변형

․상호: 서체심볼과 영문로고-전통변형

․천장: 평천장/우물천장-현대

․벽: 전통창살의 현대화 구성-전통변형

․바닥: 창살문양 카페트-전통변형

․창/문: 없음

․가구: 현대화된 전통문양 의자-전통재해석

․조명: 다운라이트/펜단트라이트-현대

․장식품: 천장/벽의 서체-전통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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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Modern

China

관련

이미지

19

표현점수 4 5 1 2 1 0 1 1 4

전통성

표현방법

․파사드: 대나무의 현대적구성-전통

변형, 진시황병마용- 전통재현

․상호: 전통서체-전통재현

․천장: 노출천장-현대

․벽: 유리구성추상화대나무-전통재해석

․바닥: 석조/카페트-현대

․창/문: 없음

․가구: 현대

․조명: 다운라이트/네온라이트-현대

․장식품: 진시황병마용-전통재현, 전통 고깃배의

현대화-전통변형

12

Ye

ShangHai

관련

이미지

20

표현점수 5 3 1 2 1 1 1 2 5

전통성

표현방법

․파사드: 전통족자/가구/도자기 나열-

전통재현

․상호: 전통서체/영문로고-전통변형

․천장: 우물천장/평천장-현대

․벽: 전통창살현대화파티션-전통재해석

․바닥: 쪽마루/석조-현대

․창/문: 유리통창-현대

․가구: 현대

․조명: 홍등의 현대화-전통재해석

․장식품: 도자기-전통재현

5.2. TM유형의 전통성 표현방법 분석

조사결과 TM유형의 전통성 표현 특성은 <표 3>과

같다. TM유형에 나타난 전통표현 방법은 현대가 52사례

로 월등하게 많았는데 특히 천장은 12사례 모두 전통이

적용되지 않았고 바닥도 대부분 현대적인 쪽마루나 타

일, 문양 없는 카페트였다. 또 창/문에도 거의 전통이 표

현되지 않았는데 창/문이 없는 3곳의 레스토랑을 제외하

고 대부분 건물 구조로부터 비롯된 현대적 유리통창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전통이 적용된 구성요소 중 전

통재현이 11사례로 가장 적었는데 그 중 장식품이 6사례

로 가장 많고 파사드 3사례, 상호와 가구에 각각 1사례

씩 적용되고 있었다. 전통변형은 24사례로 전통재해석과

같은 숫자였다. 그 중 상호와 장식품이 6사례로 가장 많

았고 파사드와 벽이 각각 4사례, 가구 2사례, 창/문과 바

닥이 각각 1사례의 순이었다. 전통재해석은 24사례로 벽

번

호
레스토랑명

파사드

구성요소

실내 구성요소
총

점
구조요소 장식요소

파사드상호 천장 벽 바닥 창/문 가구 조명 장식품

1 Zen ◎ O O ◑◎ O O O ◎◑ 10

2 Bo Innovation O O O ◑ O O O ◎ ◎ 12

3 Lei Garden ◎ ◑ O ◎ O O O ◎ 13

4 Mask Sichuanan ◑ O O ◎ O O O O ●◑ 14

5 Cusine Cusine ◎ ◑ O ◎ O O O ◎ ◑ 15

6 Dragon I ◑ O O ◑ O O ◎ ◎ ● 18

7 Lung King Heen ◎ ◑ O ◎ O O ●◑ O ● 18

8 1 Harbour Road ● O O O O O ◎◑ O ◑ 18

9 Ming Court ◎ ◑ O ◎ O ◑ O ◎ ● 18

10 Chung's Cusine ◑ ◑ O ◑ ◑ ◎ O ◑ 19

11 Modern China ◑● ● O ◎ O O O ●◑ 19

12 Ye ShangHai ● ◑ O ◎ O O O ◎ ● 20

계

전통재현 ● 3 1 0 0 0 0 1 0 6 11

전통변형 ◑ 4 6 0 4 1 1 2 0 6 24

전통재해석 ◎ 5 0 0 8 0 0 3 6 2 24

현대 O 1 5 12 1 11 8 8 6 0 52

<표 3> TM유형의 구성요소별 전통성 표현방법

(●: 전통재현, ◑: 전통변형, ◎: 전통재해석, O: 현대)

* 하나의 구성요소가 두 가지의 전통표현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이를 모두 표기하

였으며 따라서 전통표현방법의 합은 12사례 이상일 수 있다.

이 8사례여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조명 6사례, 파사드

5사례, 가구 3사례, 장식품 2사례의 순이었다.

(1) 파사드

파사드의 전통성 표현방법은 전통재현 3사례, 전통변

형 4사례, 전통재해석 5사례였다.

첫째, 전통재현은 대부분 파사드에 전통 장식품을 배

치하는 방법으로 전통가구, 도자기, 서체 족자, 창문, 문

양 등에서 2～3 종류를 함께 배치하는 경우(사례 8, 12)

와 한 종류만 배치하는 경우(사례 11-진시황 병마용)로

나눌 수 있었다. 이는 가장 손쉬운 방법인데 파사드에

전통장식품 그대로를 적절히 배치하면 중국식 레스토랑

이라는 정체성을 바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라 판단된

다. 그러나 여기에서 2～3가지나 Impact있는 한 가지만

채택되고 있음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전통변형 역시 장식품의 배치가 총 4사례 중 3

사례인데 파사드 벽에 대나무14)를 현대화한 패널을 배치

(사례 11)하는 방법과 전통 서체의 글귀를 족자나 액자

가 아닌 벽에 새겨 넣는 방법(사례 10), 그리고 중국인들

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 새장의 크기를 변형시키

는 방법으로 이를 있는 그대로 극대화(사례 6)함으로서

고객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Impact를 주는 방법이었

다. 나머지 한 사례는 접이문이었는데 문자체를 전통 창

살문이 아닌 현대식 유리문으로 변형하고 전통 접이방식

으로 구성하고 있었다.

셋째, 전통재해석은 대나무 1사례, 토루 2사례, 창살 2

14) 중국에서 대나무는 인간 탄생 신화에 등장할 정도로 중요한 의미

가 있다. 즉, 인간은 대나무가 탈 때 튀어나온 원숭이에서 비롯되

었다거나 대나무와 거석에서 탄생한 남녀가 혼인하여 낳은 자식이

선조라는 등 대나무는 신성한 식물이며 숭배하는 식물이다. 강판

권, 공자가 사랑한 나무, 장자가 사랑한 나무, 민음사, 2003, pp.

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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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가 모티브로 채택되고 있었다. 대나무의 재해석은

대나무의 특성인 직선적 줄기와 마디를 은유한 유리봉을

배치(사례 7)하여 현대적이지만 유심히 보면 그 속에 대

나무가 표현되고 있었다. 한편 복건성의 전통주거인 토

루(사례 1, 사례 9)는 기본이 되는 원형이 파사드 전체를

주도하고 있어 다른 레스토랑의 파사드와는 확연히 다른

이미지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었다. 창살의 재해석은 파

사드 전체가 아닌 일부에 적용되었는데 모두 전통의 단

순화로 금속의 그릴형태(사례 3)로 단순화하거나 유리에

직사각 바둑판 형태(사례 5)로 에칭되어 있었다.

이상을 보면 TM유형의 파사드에 전통을 표현하는 방

법은 장식품의 배치가 두드러지는데 특히 한 가지의 장

식품으로 시각적 초점을 유도하는 방법은 그 레스토랑의

인상을 각인시키는 좋은 방법이므로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 재해석된 대나무를 시각적 촛점화하여 입구에

배치하는 방법도 눈여겨 볼만한 사례였다.

(2) 상호

상호는 서체와 서체를 둘러싼 배경이 어떠한가에 의해

전통성을 판단하였는데 중국의 전통 서체가 매우 다양하

여 서체 자체의 전통성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었다. 따

라서 영문이 함께 표기되어 있으면 전통변형이라 분류하

였고 그 결과 영문으로만 표기한 현대가 5사례였고 전통

재현 1사례, 전통변형 6사례였다.

첫째, 전통재현 1사례는 나무현판에 전형적인 황금색

행서체를 사용(사례 5)한 전통 그대로였다. 이는 입구에

배치한 진시황 병마용과 어울려 하나의 주제가 되고 있

었다.

둘째, 전통변형은 6사례 모두 전통서체와 영문로고를

함께 쓰고 있었는데 전통서체가 주가 되고 영문이 부가

되는 경우(사례 3, 9, 12)와 영문이 주가 되고 전통서체

가 부가 되는 경우(사례 5, 7, 10)로 나눌 수 있었다. 이

에는 예서, 해서, 초서 등 다양한 전통 서체가 사용되었

으며 영문도 다양하여 공통점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전통서체에서 벗어나 이를 현대화하여 심벌처럼 보이게

한 사례7은 새로운 시도로 주목해 볼만하다.

이상을 보면 TM유형의 상호에 전통을 표현하는 방법

은 전통재현보다는 전통변형이 많았는데 대부분 간단명

료한 서체에 크기가 작은 간판이 공통점이었다.

(3) 벽

벽의 전통성 표현방법은 전통재현이 없고 전통변형 4

사례, 전통재해석 8사례였다.

첫째, 전통변형은 모두 창살의 변형으로 전통창살을

단순화하되 그 재료가 다양하여 나무(사례 1)나 금속(사

례 6) 자체를 창살화 한 경우, 유리(사례1)에 창살을 에

칭한 경우(사례 2), 인조가죽에 창살문양을 찍은 경우(사

례 10)로 분류할 수 있었다.

둘째, 전통재해석은 창살, 대나무, 토루가 모티브로 먼

저, 창살의 재해석은 전통창살을 극도로 단순화하였는데

금속을 사용하여 직선(사례 3)이나 원형(사례 12)으로 재

해석하거나 유리에 에칭하여 그리드 형태(사례 5)로 단

순화하는 등 기하학화하는 방법이었다. 또 이들과 달리

창살을 문양화하여 아크릴로 제작한 후 이를 다시 유리

에 넣고 아래에서 조명을 비추어 효과를 주는 색다른 방

법(사례 7)도 찾아볼 수 있었다. 다음, 대나무의 재해석

방법은 대나무 줄기를 선(사례 4)이나 면(사례 11)으로

단순화하고 매듭과 잎 또한 짧은 선이나 점으로 추상화

하여 유리에 표현하는 것이었다. 한편, 토루를 보면 동심

원이 반복되어 내부까지 연결되는 토루의 원형벽을 재구

성(사례 1, 9)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례9는 각 일가족의

공간으로 나뉘는 토루 내부의 구획된 형태를 상징화하였

는데 계속되는 직사각형의 니치를 두어 이를 표방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장식품을 진열하고 있다. 사례 1은 이

를 무시하고 원형의 벽만을 반복하여 상징화하였다.

이상을 보면 TM유형의 벽에 전통을 표현하는 방법은

전통 창살이 주요 모티브이고 그 외에 토루나 대나무가

응용되었다. 창살의 표현에서 변형방법은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였지만 전통창살을 약간 변형시키는 것에 그쳐 통

상적이었다. 그러나 창살은 물론 토루와 대나무를 포함

한 재해석방법은 적용된 재료와 디자인의 범위도 넓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4) 바닥

바닥의 전통성 표현방법은 전통재현과 전통재해석은

없었고 창살문양을 변형한 카페트를 사용(사례 10)한 전

통변형 1사례만 찾아 볼 수 있었다.

(5) 창/문

창/문의 전통성 표현방법 역시 전통재현과 전통재해석

은 없었고 원림의 도화창 중 원형창을 적용하되 가장자

리에 락카칠한 나무를 사용(사례 9)한 전통변형 1사례만

찾아 볼 수 있었다.

(6) 가구

가구의 전통성 표현방법은 현대적 가구를 사용한 레스

토랑이 8사례로 가장 많았고 전통재현 1사례, 전통변형

2사례, 전통재해석 3사례였다.

첫째, 전통재현은 교두제대안 두개를 배치한 사례7이

유일하였다.

둘째. 전통변형은 명대의 서랍장을 단순화(사례 8)하거

나 매괴의의 낮은 등받이는 지키되 가장자리를 빙선형

창살로 변형한 의자(사례 7)가 있었다.

셋째, 전통재해석은 현대적 형태의 의자 등받이에 빙

선형 창살을 원형으로 삽입하는 방법(사례 8)과 역시 현

대적 형태에 현대화한 전통문양의 직믈을 씌우는 방법

(사례 6, 10)이 있었다.

이상을 보면 TM유형의 가구에 전통을 표현하는 방법

은 전통재현보다 전통변형이나 전통재해석이 채택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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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모티브는 창살과 문양이었는데 특히 빙선형 창살이

돋보이고 있다. 이는 불규칙한 사선인 빙선이 자유로운

현대의 삶을 표현하는데 적합하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7) 조명

조명의 전통성 표현방법은 전통재현과 전통변형이 없

었고 전통재해석이 6사례 적용되었다.

전통재해석의 방법은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원통형 홍등의 길이를 축소한 형태에 용문양 천(사례 1)

을 씌우거나 실크(사례 2)를 씌운 조명이 있었다. 이는

조명기구 자체의 형태는 짧은 원통형이어서 현대적이라

볼 수 있으나 문양이나 천으로 인해 전통을 유추할 수

있었다. 또 홍등을 천을 씌운 배가 불룩한 원통(사례 12)

이나 다른 형태(사례 2, 5)로 재해석하였으나 홍등의 구

조적 살을 살린 조명도 있으며 창살을 재해석한 금속 조

명(사례 3)도 있었다.

이상을 보면 TM유형의 조명에 전통을 표현하는 방법

은 주로 홍등을 재해석하였는데 그 형태는 변형하되 홍

등의 살이나 천은 남겨 둠으로써 전통의 실마리를 주고

있었다.

(8) 장식품

장식품의 전통성 표현방법은 전통재현 6사례, 전통변

형 6사례, 전통재해석 2사례로 전통재현과 전통변형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첫째, 전통재현은 전통장식품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데 명·청도자기(사례 7, 12), 토기(사례 9), 전통 가면(사

례 4), 새장(사례 6), 진시황 병마용(사례 11) 등이었다.

여기에서 명ㆍ청도자기를 보면 전체 공간에 2～3개의 소

량이 사용되어 현대적 공간에 전통성을 부여하는 초점이

되고 있다. 반면 토기는 대량 사용되었는데 크기가 작고

모두 진열장 안에 있어 과하지 않았다. 가면 또한 대량

사용되었으나 천장 가까이 줄을 지어 있어 통일성이 있

었다.

둘째, 전통변형은 6사례 모두 다른 종류로 화분의 변

형(사례 1), 미니어처로 만든 전통 의상 액자와 술병(사

례 4), 산수화 액자(사례 8), 변형된 전통 고깃배(사례

11), 전통서체의 조합(사례 5), 벽에 새긴 전통서체(사례

10) 등이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전통을 그대로 축소하거

나 액자에 넣는 등 소극적으로 변형되어 전통성을 바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전통재해석은 전통 대나무발을 유리로 재해석

(사례 1)하거나 산수화를 추상화(사례 2)하여 전통이 바

로 인지되지는 않으나 자세히 그리고 유심히 관찰하면

전통을 유추할 수 있다.

이상을 보면 TM유형의 장식품에 전통을 표현하는 방

법은 전통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보수적으로 약간 변형하

는 것이 대세였다. 따라서 파사드나 실내공간의 천장, 바

닥, 창/문, 가구, 조명 등이 매우 현대적이거나 전통변형

또는 재해석이 우세한데 비해 장식품은 이들과 대비시켜

중국 그대로의 전통을 강조하고 있었다.

6. 결론

 
본 연구는 홍콩에 소재한 현대화 된 중국식 레스토랑

중 현대적 요소가 전통적 요소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

는 TM유형(Traditional Modern Style)을 대상으로 전통

성 표현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TM유형은 현대

적 표현이 가장 많았고 전통성 표현은 전통변형과 전통

재해석방법이 많았으며 전통재현은 상대적으로 소수였다.

조사대상 레스토랑에 사용된 전통 표현의 구성요소별

대표적 디자인 모티브는 창살과 장식품이 대세이며 토

루, 홍등 그리고 문양과 서체도 채택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모티브는 파사드 및 실내에 배치된 몇몇 전통 그대

로의 장식품을 제외하면 상당수가 현대화되고 있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은 장식품의 배치로 다양

한 전통장식품을 그대로 늘어놓는 것 보다는 Impact 있

는 소수를 외부나 내부에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시각적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를 참고할 필요가 하

다. 한편, 현대화의 유형은 변형 또는 재해석방법인데 변

형방법은 대부분 원형을 바로 짐작할 수 있는 통상적 디

자인이어서 참고할 만하지 않다. 그러나 재해석방법은

적용된 재료도 다양하고 디자인의 범위도 넓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벽의 재해석 방법인 창살

의 기하학화 및 문양화, 대나무의 추상화, 토루의 공간적

이입 및 상징화가 돋보인다. 또 빙선형 창살을 삽입한

의자 등받이나 홍등의 재해석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우수한 TM유형 레스토랑을 살펴보면 사례6

과 사례7을 추출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파사드는 하

나의 테마를 선정하여 극대화하거나 상징화함으로써 고

객의 시선을 사로 잡고 상호는 전통서체를 크게 변형시

켜 심벌화 하고 있다. 또 천장, 바닥, 창/문은 단순하게

현대적으로 처리하지만 벽, 가구, 조명은 전통재해석의

방법을 적용하여 직접적으로 전통을 설명하지 않고 여기

에 전통변형이나 전통을 재현한 장식품을 Impact 있게

첨가하여 전통을 슬쩍 드러내는 방법이다. 이들은 직접

전통을 느낄 수 없는 매우 현대화된 공간 구조에 소수의

전통 가구 및 전통 변형가구 그리고 전통장식품 그대로

를 더하여 중국을 직접적으로 느끼게 하는 공통점이 있

었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TM유형의 한식 레스토랑에 적용

시킨다면 무엇보다 먼저 레스토랑의 컨셉을 담아 낼 수

있는 전통성의 표현방법을 선택하고 또 그 양을 결정해

야 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사례 6과 사례 7은 좋은

예일 수 있으나 이들은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며 전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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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보다 적은 비중의 레스토랑을 세련되게 디자인하는

방법은 무궁무진하게 있을 수 있으므로 보다 심도있는

연구와 실질적인 디자인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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