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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강연Ⅲ

한국음식 세계화를 위한 메뉴개발 및 상차림

전희정 교수(숙명여자대학교)

오늘날 문화의 교류가 번번해 짐에 따라서 지구상의 음식문화도 상호간에 즐기며 생활하는 시대가 되었다.

한국음식이 이제 육대주 많은 지역에 알려져 있고 2006년에는 우리나라 김치가 세계인의 5대 건강식품으로

도 손꼽힐 만큼 관심도 많아진 편이다.

세계의 음식이 풍요로워 져서 선진국에서는 비만의 문제가 여러 질병을 낳게 하는 원인으로 균형 잡힌 식생

활에서 좋은 식습관을 가지도록 지도하는 것이 큰 과제가 되고 있다.

한국음식은 식물성 식품과 동물성 식품의 조화로운 패턴에 속한다. 전통적인 상차림에서도 여러 종류의 식

품이 조리되어 조금씩 여러 그릇에 담아지는 것을 외국인들이 상을 접했을 때 첫 번째 느끼면서 경이롭다고 하

는 점이다.

우리 한국음식이 건강식으로 고수되어야 할 점은 이러한 채식과 육식 어느 것에 편파적이지 않고 많은 종류

의 식품을 고루 사용하고 조리법에서도 전유어와 같이 적은 양의 기름을 사용한다는 점과 샐러드 보다 더 많은 

채소를 섭취할 수 있는 나물을 많이 만들어 먹는다는 점이다. 옛날처럼 밥을 양적으로 섭취하고 이를 먹기 위한 

짠 반찬을 준비하지 않고 밥 량과 소금의 소비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점은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음식이 보완 되어야 할 점에서는 좋은 후식이 있지만 그 종류를 다양화 시키고 다른 나라의 아름답고 맛

있는 후식을 배워 우리 것으로 흡수하여 만드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

또한, 한국음식의 세계화를 위하여 맛을 내는 양념과 더불어 향과 맛을 좌우 하는 소스의 개발과 이용방법을 

연구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본래 전통적인 우리음식의 맛이 그렇게 매운 것 만 있는 것은 아닌데도 최근에 붉게 물들이고 매운 고춧가루

의 지나친 사용이 우리요리를 평가 절하 시키는 요인이 된다. 그러므로 전체적인 국민들이 진정 우리 음식의 진

가를 알 수 있도록 전수되어 온 많은 한국요리를 배우고 만드는 기술을 습득해야 할 것이다.

한국음식의 세계화를 위하여 식단계획이나 여러 가지 상차림에서 정찬차림이나 한 가지 음식 상차림에서 고

려해야 할 점을 몇 가지만 간추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메뉴개발에서 고려 할 점

① 식품의 선택을 넓힐 것.

재래종이 아닌 농축수산물도 이용할 것. 예를 들면, 브로콜리, 컬리플라워, 파슬리, 셀러리, 치즈, 훈제식

품, 양고기 등

② 신품종 농축수산물일 경우 조리방법을 한식의 특징을 살리도록 함과 동시에 세계인의 입맛에 맞도록 연

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생선 중 멜로 등도 우리 양념을 쓰고 굽고 지지는 요리도 만들고 오리고기를 좋아하는 외국인

들에게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요리.

③ 육식과 향신료, 향채, 조미료 사용에 있어서 타 종교인 에게 거부감이 없도록 할 것. 

(술, 고춧가루, 참기름, 마늘, 설탕, 쇠고기, 제육 쇠고기와 유제품 의 동시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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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한국음식 고명의 특징(종류, 모양, 오방색)살리면서 요리되어지는 식품의 크기, 두께 등의 변화를 조금 줄 것.

(전유어의 두께, 크기. 너비아니의 두께, 크기 등)

⑤ 주 요리의 곁들임(Garnish)을 조화롭게 꾸미고 그릇에 담을 것.

(너비아니를 준비할 때 채소와 곁들임)

⑥ 나물(생채와 숙채) 채소요리의 폭 넓은 연구가 필요함.

⑦ 후식의 종류를 다양화 시키고 세계인의 후식을 배워 이용 할 것.

⑧ 전통적인 양념 사용과 우리양념을 이용한 소스를 개발하여 맛의 변화를 줄 것.

(간장소스, 된장소스, 고추장소스, 참깨소스, 들깨소스 Herb(향채)소스 등)

2. 상차림(정찬과 일품요리 상차림)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① 공간전개형의 상차림에서 시간전개형 으로 요리를 선정하여 전후의 음식들이 맛의 중복이 되지 않도록 

차림을 만드는 것이 편리함. (특정 지역의 방법보다는 포괄적인 방법의 선택)

a. Reception에 어울리는 음식선택

b. 전채, Appetizer(hors doeuvre)

c. Entree

d. Main, vegetable (c.와d.는 경우에 따라서 앙뜨레로 합쳐서 이용되기도 함.) 

e. 밥과 국, 찬(cooked rice, soup, side dishes)

f. 후식과 음료

② 상위에 미리 준비되는 물은 찬물이나 때로는 뜨거운 물이나 차를 (엽차, 녹차, 강냉이차 등)준비.

③ 수저와 함께 knife와 fork를 같이 준비해 줄 것.

*한국요리(음식)가 a.→ f.에 이용될 수 있는 한국음식을 다음과 같이 구별해 보았 다. (약 180가지를 요리명

과 사진으로 보여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