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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rehend how traditional design theory, ‘design elements and principles’ have

been applied to space design, taking interior designs of restaurants as the subjects of the research. Furthermore,

this study intends to provide practical help to the restaurant designers and students who major in interior design,

by summarizing the applications case by case.

For the analysis, 10 restaurant projects were selected to which ‘design elements and principles’ were well applied.

In order to widen the scope of application cases, this study selected four Korean restaurant projects, and three

US and Japan restaurant projects, respectively.

Through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many unexpected results can be produced when various elements

composing a space are combined together, including not only two-dimensional elements such as plane and color,

texture, and pattern but also three-dimensional elements and architectural elements composing interior space.

Moreover, I became to have confidence that ‘design elements and principles’ would sustain the value in most

design parts including interior design in the future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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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컴퓨터를 활용한 표현 테크닉이 급속히 발전하며 오늘

날 우리나라 대학의 디자인 수업에서는 형태 표현 테크

닉과 관련된 수업이 강화되어가는 반면 디자인 원칙을

가르치는 수업은 점차로 약화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아무리 시대가 발전하고 컴퓨터를 활용한 표현

테크닉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디자인의 요소와 원리’라

하는 고전적 이론을 배제한 디자인 작업은 생각할 수 없

다. 그것은 왜냐하면 디자인 작업을 행함에 있어서 ‘통일

과 변화’, ‘조화’, ‘강조’, ‘균형’, ‘비례’, ‘리듬’, ‘척도’와 같

은 전통적 디자인 원리를 적용하여 미적 가치를 구하고

자 하는 노력은 어떠한 첨단 형태의 개발과 관계없이 유

효할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교양 수업 위주의 1학년 과정을 마치고 전공과정에 진


 * 

이 논문은 2011년도 상명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

구되었음.

입한 학생들이 전공디자인 과제를 행하며 겪는 어려움

중 하나는 ‘디자인 요소와 원리’라는 전통적 원리를 3차

원 공간구성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라는 것이다. 전

공과정에 진입하기 전, 대부분 회화나 평면구성을 통해

‘디자인의 원리’를 이해한 학생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느

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

는 레스토랑 작품을 대상으로 ‘디자인 요소와 원리’가 어

떻게 적용되고 응용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레스토랑

은 식사의 문제를 해결하는 장소일 뿐 아니라 가까운 사

람들이 친목을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장소로서,

때로는 일상을 벗어나 색다른 분위기와 공간을 즐기는

장소로서 학생들에게는 주거공간 다음으로 친숙한 공간

이 아닌가 여겨진다.

본 연구의 목적은 레스토랑의 실내를 대상으로 장구한

세월을 거쳐 오며 정립된 디자인 이론, ‘디자인의 요소와

원리’가 공간구성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 있다. 나아가 그 적용 사례를 사안별로 정리

함으로써 레스토랑을 디자인하는 디자이너들과 디자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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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수행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데 있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사례분석에 앞서 전통적 ‘디자인의 원

리’의 기원과 발전을 간략하게 살펴보며, 디자인 원리와

디자인 요소에 관한 기초적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3장 사례분석에서는 정기 간행물을 비롯한 참고 서적에

소개된 레스토랑 작품 중 ‘디자인의 원리’를 적용, 공간

구성이 잘 되었다 생각되는 레스토랑 작품을 선정하여

선정된 작품을 대상으로 실내구성에 어떠한 요소들이 사

용되었으며 ‘디자인의 원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

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작품으로 우리나라의

레스토랑 작품 4점을 포함하여 미국과 일본에 위치하는

작품 6점을 선정하였는데 이는 3장의 분석이 보다 폭넓

은 분석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끝으로 결론부에서는

‘디자인의 원리’의 적용 예를 사안에 따라 분리, 정리함

으로써 레스토랑에서 ‘디자인의 원리’의 적용방법을 한눈

에 알아보기 쉽게 하였으며 그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2. 기초이론 고찰

2.1. 디자인 원리의 기원

한때 ‘구성의 원리’ 혹은 ‘조형의 원리’라 번역되기도

했던 ‘디자인의 원리’의 기원을 찾아 거슬러 올라간다면

고대 그리스 시대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 ‘아름다움’이라

는 감성적 가치를 수학적 논리로 풀고자 했던 고대 그리

스인들은 건축과 조각과 같은 예술작품의 ‘비례’를 연구

하며 ‘황금분할’의 개념을 고안해내게 되는데, 이들에 의

해 고안된 황금분할의 개념은 역사에서 찾을 수 있는,

디자인 원리와 관련된 가장 오래된 연구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디자인의 원리의 하나로 ‘비례’를 연구한 황금분할

의 개념은 고대 로마인들을 거쳐 후대에 까지 이어지게

되며 화가들이 이를 작품의 구도를 정하는데 활용하기까

지 발전하게 된다.

‘통일’과 ‘균형’, ‘리듬’과 같은 대부분의 중요한 디자인

원리는 14세기 이후, 문예부흥기를 거치며 미적으로 보

다 완전한 화폭을 구성하고자 했던 화가들에 의해 본격

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삼각구

도’ 도입을 통한 균형감 부여, 유사한 색상과 채도, 명도

를 활용한 통일감의 획득, ‘요소의 반복적 사용’1)을 통한

‘리듬’의 생성 등은 이 시대 화가들의 연구에 의해 이끌

어진 성과로 이러한 성과는 ‘디자인의 원리’의 발전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와 같이 화가들에 의해 개발되기 시

1) Francis D.K. Ching, Interior Design Illustrated, New Jersey: John

Wiley & Sons, 2005, p.138

작한 ‘디자인의 원리’는 건축과 조경설계, 공예 등에 적

용되며 오늘날과 같은 유력한 디자인이론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2)

역사적으로 그 기원을 정확히 밝히는 것은 어려운 일

이나 고전적 이론으로서 ‘디자인의 원리’는 수백 년을 거

쳐 오며 수많은 화가와 조각가, 건축가, 장인들의 연구를

통해 정립된 이론으로 현재도 발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아갈 것이다. 아무리 세월이 흐르

고 문화가 발전하며 새로운 기술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수백 년의 세월을 통해 입증된 유력한 디자인 이론으로

서 ‘디자인의 원리’의 유효성은 변함이 없이 지속될 것으

로 믿는다.

2.2. 디자인의 원리

‘통일’과 ‘변화’, ‘대조’, ‘강조’의 원리는 디자인에서 동

질 요소와 이질 요소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게

하는 원리이다. ‘통일과 변화’의 원칙이 주조를 이루는

동일 혹은 유사한 요소와 변화를 유발하는 상이한 요소

들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과 관계있다면 대조의 원

리는 서로 상이한 요소들을 대등한 관계로 대립시켜 효

과를 이끌어내는 원리라 설명할 수 있다. 이들 원리와

비교해, 강조의 원리는 지배적인 동질의 요소 가운데 이

질의 요소를 보다 밀도 있게, 함축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변화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원리라 할 수 있다.

‘균형’의 원리는 디자인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안정

감 있게 배치함으로써 시각적인 평정을 구하는 원리라 설

명할 수 있겠다. 흔히 가상의 축이나 중심점을 기준으로

요소들을 대칭적으로 배치함으로써 균형감을 창출할 수

있는데 대칭의 공식을 따르는 균형은 자칫 경직된 느낌과

권태로움을 야기할 수 있다. 대칭적 균형의 이러한 단점

은 구성요소들의 ‘시각적 무게’3)와 상호 거리 관계를 고려

하여 융통성 있게 배치하는 방법으로 극복될 수 있다.

‘비례’의 원리는 먼저, 형태를 띠는 요소의 가로와 세

로의 비, 가로와 세로, 높이의 비를 생각하는 원리이며

나아가 요소와 요소, 요소와 전체 사이의 물리적 거리

또는 크기를 생각하는 원리이다. 비례는 형태를 지니는

요소의 미적 가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심리

적으로 편안함과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요소와 요소 사

이, 요소와 전체 사이의 물리적 크기의 상관관계를 다루

는 원칙으로서 ‘척도’의 원리는 크게 볼 때 비례의 원리

에 포함된다 생각할 수 있다.

‘리듬’의 원리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규칙적으

로 반복 사용함으로써 조형적 운율을 생성하는 원리라

할 수 있다. 대칭적 균형이 권태로운 느낌을 야기하듯

2) http://www.ndoylefineart.com/design2.html

3) Francis D.K. Ching, Op. cit., 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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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요소의 단순한 반복은 따분하고 지루한 리듬을 생

성할 수 있는데 반복되는 요소에 변화를 주거나 반복되

는 복수의 요소를 다양화하는 방법으로 한층 더 흥미로

운 리듬감을 창출할 수 있다.

2.3. 디자인의 요소

전체 디자인을 이루는 부분으로서의 디자인 요소는 한

편으로 ‘디자인의 원리’가 적용되는 대상으로서 요소가

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디자인의 원리’의 적용 대

상으로서 디자인 요소를 형태와 연관된 ‘형태연관 요소’

와 2차원적 ‘표면표현 요소’, 그 밖의 ‘기타 요소’로 구분

해 살펴보고자 한다.

(1) 형태연관 요소

각각 선과 면, 입체를 이루는 요소로서 점과 선, 면은

더 큰 차원의 요소를 이룰 뿐 아니라 더 큰 차원의 ‘형

태’를 정의한다. 예를 들어, 여러 개의 점이 모여 선을

그릴 때 점의 진행 방향에 따라 곡선을 그리기도 하고

직선을 그리기도 하는데 이때 점은 선을 그리며 선에 모

종의 형태를 부여하게 된다. 선과 면 역시 각각 면과 입

체를 이루는 요소로 면과 입체를 한정하며 형태를 부여

하게 되는데 디자인적 관점에서 점, 선, 면은 단지 선,

면, 입체를 이루는 기하학의 요소로서의 의미를 넘어 형

태를 부여하거나 정의하는 형태요소로서 큰 의미를 내포

하고 있다.

(2) 표면표현 요소

‘색상’과 ‘질감’, ‘패턴’은 면요소의 표면 상태를 표현하

는 요소라는 의미에서 동류로 묶을 수 있다.

‘디자인의 원리’를 설명할 때, 특히 통일과 변화, 대조,

강조의 디자인의 원리를 설명할 때, 흔히 ‘색상’을 대상

으로 원리를 설명하게 되는데 이는 색상이라는 요소가

디자인의 여러 원리를 폭 넓게 적용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단색 혹은 유사색을 사용하여 전체

디자인의 통일성을 유지하며 명도와 채도의 차이를 이용

하여 변화를 유발하는 디자인 원리의 적용이나 보색을

대립시켜 대비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식의 디자인 원리

적용에 대한 설명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상세한 설

명은 약하기로 하겠다.

‘질감’은 재료 표면의 ‘3차원적 구조’4)를 나타낸다. 질

감은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재료 표면의 감촉을 설명

하며 흔히 ‘거칠다’, ‘곱다’, ‘단단하다’, ‘부드럽다’, ‘차갑

다’, ‘따뜻하다’와 같은 용어로 표현된다. 현대 디자인에

서 화두가 되는 감성의 표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는 점에서 보다 깊은 연구가 필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패턴’은 표면을 표현하는 요소의 하나로 커다란 면을

채우는 ‘독특하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형태’5)라 설명할

4) Ibid., p.97

수 있겠는데 이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작은 형태는 자

신의 색상과 크기, 방향을 지니게 된다. 디자인 작업 시

패턴을 적용할 때는 채우고자 하는 커다란 면의 형태와

크기, 방향 등을 고려하여 조화가 되도록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기타 요소

‘빛’과 형태의 ‘크기’, ‘방향’ 또한 ‘디자인의 원리’를

적용하는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전체 디자인을 형성하

는 인자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디자인 요소라 할 수

있다. 형태를 볼 수 있게 하며 색상을 인지하게 하는

‘빛’은 조도의 강약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강조와 변화의

원리를 구사할 수 있으며 형태의 ‘크기’ 또한 유사한 크

기의 요소들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혹은 배치된 요소의

크기에 변화를 주는 방식으로 통일과 변화의 원리를 적

용할 수 있다. 배치된 요소들의 방향을 일정한 방향으로

통제하거나 요소들의 방향을 수직과 수평으로 대립시켜

통일성을 구하기도 하고 대조의 효과를 구하기도 하는

방식은 ‘방향’에도 디자인 원리가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

시켜 준다.

3. 레스토랑 분석

3.1. 국내 레스토랑 분석

(1) 보바 월드 논현점

서울, 논현동에 위치한 천연음료 매장 ‘보바 월드’는 2

층에 프랑스 음식점을 두고 있어 독립적인 두 매장이 수

직으로 결합한 독특한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각기 성격

이 다른 두 매장은 디자이너의 독특한 생각에 의해 하나

의 매장과 같게 취급되었는데 매장 중앙에 계획된 보이

드(void)공간은 1층 음료매장과 2층 레스토랑을 수직으

로 연결해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해 준다.

1) 평면구성

평면은 반듯한 직사각형 형태를 띤다. 1층은 크게 전

면부의 다이닝 홀과 후면부의 서비스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홀은 넓게 트인 하나의 방으로 계획된 반면

주방과 화장실, 종업원실을 수용하는 서비스 영역은 여

러 개의 작은 공간으로 구획되어 있어 홀과 서비스 영역

사이의 공간적 대비가 보여 진다. 다이닝 홀은 다시 오

픈 테이블 영역과, 상부 보이드 영역, 바 카운터 및 벤치

석 영역으로 구분된다. 보이드 영역의, 반원을 따라 도는

계단은 진입하는 손님의 시선을 받도록 계획되었다.<그

림 1> 천창을 통해 일광을 공급 받는 보이드 영역은 좁

고 긴 수직 공간으로 천장이 낮은 수평 공간, 홀과 대비

되며 두 개의 층을 수직으로 연결하고 있다. 2층 레스토

랑은 직사각형으로 오픈된 보이드 공간에 의해 분할되어

5) Ibid., p.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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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고 긴 복도형 공간이 된다.

2) 좌석배치

1층 음료 매장에서는 4인용 원형 테이블을 정면 창가

에 배치하여 외부를 조망하게 하는 한편 계단 뒤 깊은

곳에 벤치석을 두는 방법으로 조용한 좌석을 원하는 고

객을 배려하였다. 2층 레스토랑을 위하여는 직사각 테이

블을 선택함으로써 1층 음료매장의 테이블과 형태적으로

변화를 주었다. 1층 테라스에 배치된 피크닉 테이블은

손님들로 하여금 잘 정돈된 뜰을 즐길 수 있게 한다. 비

록 작은 규모의 매장이지만 보바 월드 논현점은 벤치석

과 피크닉 테이블 등 다채로운 좌석을 마련하고 있다.

3) 공간 형태요소

반원을 그리며 휘어 올라가는 곡선 계단은 단순한 수

직 이동수단을 넘어 매장에 강한 동적 운동감을 부여하

는 형태요소로 의도되었다.<그림 2> 계단 내측에 배치

한 수목 또한 매장에 자연을 끌어 들이는 요소로 뿐 아

니라 계단을 도와 공간에 활력을 주는 요소로 활용되고

있다. 여러 개의 전구를 묶어 형성한 커다란 구 모양의

조명은 공중에 가볍게 떠 있는 듯 달려 있어 매장을 형

태적으로 풍요롭게 하고 있다. 천창을 통해 일광을 받는

반원계단은 매장에 강세(accent)를 주게 된다.

<그림 1> 보바 월드, 1층 평면도 <그림 2> 보바 월드, 계단

(출처: Interiors, 10월호, 2002, p.116, 118)

4) 색상과 패턴

벽과 천장을 채우는, 흰 바탕 연녹색 꽃문양은 천연음

료를 판매하는 매장의 성격을 잘 표현해 주고 있으며 수

직으로 뻗은 수목과 어울려 나무 가지에 커다란 꽃이 만

개한 듯한 환상적 느낌을 연출하고 있다. 식물과 패턴이

라는 서로 다른 요소를 창의적으로 조화시킨 결과라 하

겠다. 색채의 관점에서 암갈색으로 칠해진 계단은 주변

의 꽃문양 흰 벽과 대비되어 곡선 계단의 운동감을 배가

시켜준다.

(2) W-호텔 키친

다양한 퓨전 요리를 제공하도록 계획된 ‘W-호텔 키

친’은 호텔에 속한 레스토랑으로서 아침에는 투숙객을

위해 간단한 뷔페식 조반을 서브하게 되어있다. 넓은 홀

과 아늑한 공간, 다양한 좌석을 갖추고 있는 레스토랑은

이곳을 찾는 손님들이 자신들의 선호에 따라 좌석을 선

택하는 즐거움을 맛보게 한다. 요소요소에 배치된 환경

조각품을 비롯한 디자인 소품 또한 레스토랑을 찾는 손

님에게 시각적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1) 평면구성

직사각형 평면은 진입축을 기준으로 크게 좌측의 식사

공간과 우측의 주방으로 나뉘어져 있다. 평면을 보면, 입

구를 지나 레스토랑으로 진입한 이용객은 안내 데스크를

통과하여 좌측으로 펼쳐지는 넓은 식사공간을 보게 된

다. 식사공간은 중앙의 다이닝 홀과 그 주위를 두르는

앨코브 석(dining alcove), 전망소, 다이닝 데크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되어 있는데 2층 높이로 높고 넓게 계획된

다이닝 홀과 낮고 좁게 구획된 앨코브 석 사이에서는 크

고 작은 공간의 공간적 대비를 읽을 수 있다. ‘ㄱ’자 모

양으로 연결된 긴 데크는 중앙 홀 바닥에서부터 두 단

더 상승되어있어 손님들로 하여금 좁고 긴 다이닝 데크

에서 넓은 중앙 홀을 내려 볼 수 있게 한다.<그림 3>

입구를 통과한 후 좌측, 통로 끝에는 집적한 나뭇가지를

소재로 한 환경조각이 배치되어 있는데 자연을 소재로

한 환경조각은 매끄럽게 현대적으로 마감된 레스토랑과

대비되며 공간에 친밀감을 주게 된다.

2) 좌석배치

W-호텔 키친에서, 다이닝 홀이 원형 부스석(dining

booth)을 중심으로 좌우에 정사각 4인 테이블과 벤치석

을 두고 있는 것과 비교해 좁고 긴 공간, 다이닝 데크는

벤치석 좌우로 원형 테이블과 정사각 테이블을 두고 있

다.<그림 3, 4> 이들, 부스와 벤치 형식의 건축화 된 좌

석과 원형 또는 정사각 테이블은 입구 좌측에 계획된 앨

코브 석 및 직사각 단체석 테이블과 더불어 이용객의 좌

석 선택 폭을 넓게 해 주는데 다채로운 형식의 좌석과

형태, 비례를 달리하는 다양한 테이블의 배치는 간결한

사각형 형태의 평면에 조형적 활기를 부여하게 된다.

3) 공간 형태요소

입구에 놓여 진 투박한 질감의 반구형 안내 데스크는

매끄럽게 마감된 사각형 공간과 대비되며 실내에 운동감

을 부여한다. 디자이너는 집적한 통나무를 반구형으로

깎아 자연 재료와 기하학이 조화된 독특한 형태의 데스

크를 이끌어냈다. 입구에서 좌측, 통로 끝에 배치된 조형

물에도 유사한 수법이 적용되었는데 완전한 구 형태의

목제 조형물은 공중에 매달린 형식으로 혹은 바닥에서

가볍게 들려있는 형식으로 공간에 긴장을 조성하고 있

다.<그림 5> 물방울을 매달아 놓은 듯한 단체석 상부의

유리 조형물 역시 자칫 밋밋하게 느껴질 수 있었던 천장

에 활기를 부여한다.

4) 색상과 재료, 패턴

대리석, 유리, 가죽과 같이 차갑고 매끄러운 재료로 마

감되어 도회적 감성을 나타내는 실내에서 화분의 식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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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적 목재를 가공한 조형물, 홀 바닥의 나뭇잎 패턴 등

은 따뜻한 기운을 생성하여 실내의 차가운 분위기를 보

완해주며 한편으로는 숲의 기운을 느끼게 한다. 흰 벽과

옅은 베이지 색 바닥, 암갈색 가구에 의해 주도 되는 색

상에서는 명쾌한 명암의 대비를 읽을 수 있다.

<그림 3> W-호텔 키친, 평면도

<그림 4> W-호텔 키친, 다이닝 홀 <그림 5> W-호텔 키친, 환경조각

(출처: Interior World, Vol.33, 2006, p.58, 62, 64)

(3) 레스토랑 나무아래

일본식 퓨전 요리를 판매하는 레스토랑 ‘나무아래’는

바쁘고 피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일상에서 벗어

나 잠시 쉬어갈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표에

따라 계획되었다. 디자이너는 높이가 5m에 이르는 장 스

팬(span)의 공간을 적절히 활용하여 평면적으로 잘 조직

되었을 뿐 아니라 수직적으로도 변화가 주어진 레스토랑

을 완성하였다.

1) 평면구성

평면구성은 비교적 단순하나 결과로서의 공간 변화는

자못 풍부하다. 통로를 기준으로 식사공간은 크게 홀 영

역과 바(bar), 창가 영역, 중층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겠

는데 높이와 폭이 다르며 고유한 전망을 갖는 각 영역은

그리 크지 않은 규모의 레스토랑 안에서 다양한 공간 경

험을 가능케 한다.<그림 6> 높게, 넓게 틔어 진 홀 영역

과 비교해 창가 영역은 좁고 길고 높은 공간으로 정의되

었으며 한쪽 측면은 전면 창으로 한정되어 있다. 비록

사선이나 곡선요소가 씌어 지지는 않았지만 공간은 너른

통로에 의해 시원스럽게 분할되었으며 홀 바닥에서부터

반 층 높여진 중층의 도입으로 공간은 수직적 변화를 입

게 된다.

2) 좌석배치

식사공간의 테이블은 옥외 테라스의 원형 테이블을 제

외하고 사각 테이블로 단정하게 통일되어 있다. 좌석 배

치 상 최소한의 변화는 ‘ㄷ’자형 바와 크기가 다른 중층

의 6인용 테이블에 의해 주어지게 된다. 중층 좌식 공간

에는 6인용 테이블이, 홀 영역과 창가 영역에는 4인 테이

블이 각각 배치되었는데 창가 테이블에서는 거리의 풍경

을 즐길 수 있게, 중층 좌식 테이블에서는 홀과 홀 넘어

외부를 조망할 수 있게 하였다. 중층 좌식 테이블은 테이

블 하부를 비워 편한 자세로 식사할 수 있게 되어있다.

3) 공간 형태요소

홀 바닥보다 반 층 정도 높여져 공간에 떠있는 듯 보

이는 중층의 좌식 영역은 실내에 긴장감을 유발하는 하

나의 조형요소가 된다. 디자이너는 중층 영역의 떠 있는

모양을 강조하기 위해 상승된 바닥의 하부 벽을 유리로

처리하였다.<그림 7> 상승된 바닥 하부에는 화단이 조

성되었는데 띄워진 공간 아래 자연을 도입한 방식에서는

르 꼬르뷔제의 필로티를 떠올리게 된다. 맞은 편 벽에서

부터 홀을 향해 돌출한 바와 동선을 중층으로 유도하는

사선 계단 역시 수평과 수직 요소가 주를 이루는 레스토

랑 실내에 조형적 활기를 불어넣는다. 그밖에 천장에 매

달린 두터운 배연 설비 벽과 ‘ㄷ’자로 꺾인 등박스도 평

정을 깨뜨리는 요소로 공간구성에 기여한다.<그림 8>

4) 색상과 재료, 패턴

배색은 옅은 회색과 검정 또는 어두운 갈색의 대조를

바탕으로 식물의 초록과 천장에 달린 등박스의 붉은 색

이 강조된 형식이며, 재료 면에서 식물이 주는 따스한

기운은 차갑고 매끄러운 느낌의 유리 및 타일과 대비된

다. 중층으로 인도하는 자연석 판석 마감 통로는 레스토

랑 안에서 정원을 걷는 느낌을 느끼게 한다.

<그림 6> 나무아래, 평면도 <그림 7> 나무아래,

중층 좌식 공간

<그림 8> 나무아래, 바

(출처: Interiors, 2005.1월호, p.104, 105,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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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레드페퍼 리퍼블릭

중국식 레스토랑 ‘레드페퍼 리퍼블릭’은 강남구 신사동

에 위치한 사천요리 전문점이다. 디자이너는 중국 요리

의 하나로 사천요리를 판매하는 레스토랑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스쿠먼 양식’6)과 ‘홍고추’를 주제어로 설

정하였다. 레드페퍼에서, 근세 중국 상해지역의 주택을

대표하는 양식, 스쿠먼 양식은 레스토랑의 파사드 뿐 아

니라 실내 벽과 창, 칸막이 등에 적용되어 중국풍 공간

을 연출하는 데 역할을 하게 되며 매운 음식을 상징하는

홍고추는 유리 상자에 담겨진 모양으로 시각적 요소로,

혹은 장식벽의 강조색으로 활용되어 레스토랑을 조형적

으로 활기 있게 한다.

1) 평면구성

일차적으로, 길이 방향으로 양분된 직사각형 평면은

한편에 식사공간을 다른 한편에는 진입부와 주방을 두고

있다. 레스토랑을 찾아온 손님은 유리문 뒤로 주방을 향

해 난 창을 보며 진입한 후 좁은 통로를 돌아 넓게 트인

다이닝 홀에 도달하게 되는데 디자이너는 요소요소에 주

방을 향해 열린 창, 와인셀러(wine cellar), 고추상자와

같은 시각적 요소를 배치하여 손님들이 입구를 통과해

식사공간에 이르는 동안 순차적으로 전개되는 시각적 요

소들을 감상할 수 있게 하였다. 긴 직사각형 모양의 식

사공간은 다시 종 방향으로 벤치석이 있는 방, 다이닝

홀, 다이닝 라운지, 프라이빗 룸(private dining room)으

로 구분되며 각각 비례와 크기가 다른 식사공간을 형성

하게 된다.<그림 9> 다이닝 홀과 라운지 사이에는 중식

레스토랑에서는 쉽게 보기 어려운 바가 계획되었는데 레

드페퍼의 바는 형태요소로 뿐 아니라 공간을 구획하는

요소로 활용되고 있다.

2) 좌석배치

레드페퍼의 좌석배치는 단순해 보이는 듯하면서도 조

형적 흥미를 내포하고 있다. 열에 맞춰 배열된 테이블에

서 전체적인 통일성과 일치감을 찾을 수 있다면 선술집

에서나 볼 법한 둥근 테이블이나 여유롭게 자리한 부스

석에서는 변화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기능적으로 분

할된 사각형 공간 안에 정연하게 배치된 테이블은 공간

의 효율성을 최대화하고 있지만 홀과 라운지, 반쯤 독립

된 방 등의 식사공간은 저마다 특색 있는 좌석을 갖추고

있어는 레드페퍼를 찾는 손님들에게 좌석 선택의 폭을

넓게 해준다.<그림 10>

3) 시각적 요소

진입할 때 혹은 내부로 들기 위해 방향을 꺾었을 때,

시선이 머무는 곳에 배치된 시각적 요소들은 손님들에게

다음 펼쳐질 공간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주게 된다. 입구

를 지나 다이닝 홀로 들어오는 손님들이 볼 수 있게 배

6) Interiors, 2009.10월호, p.112

치한 홍고추 상자는 이러한 시각적 요소를 대표한다. 정

사각 기단 위에 세워진 유리상자를 가득 채운 붉은 고추

는 배색의 관점에서 갈색조의 단순한 홀에 활력을 불어

넣게 된다.<그림 11> 고추상자 외에 레드페퍼에 사용된

시각적 요소로 와인셀러와 장식 거울, 장식 석판 등을

들 수 있는데 디자이너는 시각적 즐거움을 창출하기 위

해 3차원적 요소 뿐 아니라 2차원 요소들도 적절히 활용

하고 있다. 라운지에 배치된, 원뿔과 원형 판이 결합한

모양의 테이블은 독특한 형태로 가구로서의 역할을 넘어

조형요소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테이블은 하부에

설치된 조명에 의해 그 무거운 상판구조가 공간에 가볍

게 떠 있는 것 같이 보여 지게 되는데 디자이너는 테이

블 상판을 공간에 가볍게 띄워줌으로써 조형적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4) 색상과 재료, 패턴

갈색 벽과 회색 바닥이 주조가 되는 실내에서 테이블

과 의자의 검정색은 변화를 유발하는 색으로, 홍고추의

붉은색은 생동감을 부여하는 강조색으로 역할을 하고 있

다. 재료 면에서 스쿠먼 양식을 표현하기 위해 채택된

거친 질감의 벽돌 벽은 매끄러운 바닥 타일이나 벤치의

가죽과 대비되어 중국적 전통과 현대적 감각이 조화된

독특한 분위기를 창출하게 된다. 다이닝 홀과 다이닝 라

운지의 칸막이에 적용된 풍부한 창살 패턴은 색상적으로

다소 단조로워 질 수 있었던 실내를 한층 흥미롭게 하여

준다.

<그림 9> 레드페퍼 리퍼블릭, 평면도

<그림 10> 레드페퍼 리퍼블릭

다이닝 홀

<그림 11> 레드페퍼

리퍼블릭 고추상자

(출처: Interiors, 2009.10월호, p.116, 117,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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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미국 레스토랑 분석

(1) 레스토랑 아바테

미국, 피츠버그시에 위치한 씨푸드 레스토랑 ‘아바테

(Abate)’는 주출입구 한편에 생선을 주문할 수 있는 공

간을 두고 있어 생선가게를 겸하도록 계획되었다. 홀 및

복도식 식사공간을 비롯해 다이닝 파티오(dining patio)

등 다양한 형태의 식사공간이 마련된 레스토랑은 씨푸드

레스토랑의 분위기를 표현하기 위해 ‘보트 하우스’7)의 실

내를 참조하고 있다.

1) 평면구성

레스토랑의 평면은 가로와 세로 방향의 두 직사각형

요소가 ‘ㄱ’자로 결합된 형태를 띤다. 디자인너는 가로

방향 사각형 요소에 주출입구와 마켓, 대기영역, 주방 및

부속공간을 수용하는 한편 세로 방향의 사각형 요소에는

식사공간을 배치하여 서비스 공간과 식사공간을 구분하

였다. 식사공간은 복도형 공간을 중심으로 양 측면에 다

이닝 홀과 파티오를 두고 있으며 그 끝 부분에는 바가

계획되어 있다.<그림 12> 중앙 복도 에서부터 단을 올

려 형성한 다이닝 홀에서는 이용객이 통로 넘어 커다란

창을 통해 파티오를 조망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 부분적

으로 바닥 높이가 상승되어있을 뿐 아니라 영역에 따라

천장 높이가 달라지는 레스토랑에서는 풍부한 단면적 변

화를 읽을 수 있다.<그림 14>

2) 좌석배치

식사공간의 좌석배치에서는 배치에 변화를 부여하고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디자이너의 원칙이 잘 나타난다.

좁고 긴 복도형 공간의 통로 양측에는 부스석과 오픈 테

이블이 배치되어있는데 디자이너는 부스석 배치에 변화

를 주고자 부스석 한 곳을 비워 부스 대신 4인용 오픈

테이블을 배치하였다. 변화를 구하는 디자이너의 의지는

다이닝 홀의 좌석배치에서도 보여 진다. 홀의 한 쪽 코

너를 정의하는, ‘ㄱ’자 모양의 부스석은 사각형 부스의

지루한 배치를 피하기 위해 끝 부분을 오픈 테이블이로

전환하였다. 부스석의 코너에는 다른 부분의 사각형 부

스와 다르게 원형 부스가 두어졌는데 사각형 부스가 주

가 되는 ‘ㄱ’자 모양의 부스석에서 원형 부스는 조형적으

로 변화를 유발 할 뿐 아니라 코너 좌석에로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여 기능적으로 진입의 문제까지 해결하게 된

다. 4인용 정사각 테이블을 두 줄로 배치한, 홀 중앙의

테이블 배치에서도 대각 방향으로 양 끝에 놓여 진 원형

테이블은 변화와 균형을 구하고자 한 디자이너의 의지를

잘 보여준다.

3) 시각적 요소

씨푸드 레스토랑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물고기

형상의 네온등, 목제 조각과 같은 소품과 바다를 그린

7) Interior Design, 1992. Jan., p.123

벽화가 사용되었다. 복도형 식사공간의 상부 벽을 채우

는, 생명력 넘치는 바다를 묘사한 커다란 벽화는 액센트

요소로 공간에 활력을 불어넣는다.<그림 13>

4) 색상과 재료

목제 바닥과 벽, 암갈색 목제 널로 마감된 부스 등 어

두운 갈색이 주조를 이루는 레스토랑에서 창틀, 칸막이,

철제 난간의 파란 빛 페인트는 색상과 명도의 측면에서

칙칙하게 흐를 수도 있었던 실내에서 부드러운 변화를

유발하고 있다.

<그림 12> 레스토랑 아바테,

평면도

<그림 13> 레스토랑

아바테 목제 조각, 벽화

<그림 14> 레스토랑 아바테, 복도형 공간

(출처: Interior Design, 1992. Jan., p.122, 123)

(2) 비버 크리크, 임원 레스토랑

콜로라도, 비버 크리크(Beaver Creek)에 위치한 임원

휴양소의 레스토랑에서는 서부 개척시대의 정서를 담아

콜로라도의 지역적 특성을 표현하고자 한 디자이너의 의

도가 잘 나타난다. 디자이너는 임원 휴양소에 속한 레스

토랑으로서, 비버 크리크의 레스토랑이 단순히 식사를

제공할 뿐 아니라 휴양소를 찾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

법으로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하였다.

1) 평면구성

식사와 함께 다양한 교제활동을 수용할 수 있게 계획

된 비버 크리크 레스토랑은 계단과 칸막이 등의 요소에

의해 여러 개의 작은 공간으로 복잡하게 구획되어 있다.

대체로 사각형 형태를 보이는 레스토랑 평면은 1/4 원이

적용된 입구 계단에 의해 부드러움을 띠게 되며 각양각

색의 테이블과 소파, 의자 등에 의해 변화가 풍부하게

주어지게 된다. 평면에서, 입구를 통과한 손님들은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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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드를 넘어 바를 보며 실내로 진입하게 되는데 곡선

이 적용된 바 카운터 와 후면 장식장은 진입 시 시선을

받아주는 시각적 요소로도 역할을 맡게 된다. 식사공간

의 안쪽, 긴 식탁이 놓인 앨코브 공간은 필요에 따라 테

이블을 치우고 작은 공연공간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어있다.<그림 15>

<그림 15> 비버 크리크 레스토랑, 평면도

2) 좌석배치

복잡하게 보이면서도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비버 크리

크 레스토랑의 좌석배치에서는 변화와 통일, 균형, 대비와

같은 디자인 원리를 읽을 수 있다. 계단 옆, 6개의 4인 테

이블이 정렬되어 있는 방에서, 디자이너는 정사각형과 원

형 테이블을 교차 배열하는 방법으로 테이블의 크기에서

통일성을 유지하며 형태에서 변화를 구하는 원칙을 구사

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원칙은 4인 테이블 네 개를 배치

한 방에서도 보여 지는데 대각 방향으로 같은 형태의 테

이블을 배치하는 방식은 배치 상의 균형까지도 염두에 두

고 있음을 알게 한다. 테이블 배치에 적용된 대비의 원리

는 긴 사각형 단체석 테이블 배치에 나타난다. 각각 수평

과 수직의 방향으로 배치된 두 개의 긴 사각형 테이블은

서로 대비되는 방향으로 이웃하며 긴장감을 조성한다.

3) 공간 형태요소

크고 작은 여러 개의 사각형 공간으로 분할된 비버 크

리크 레스토랑에서 곡선이 적용된 오픈 계단과 바 카운

터는 공간에 조형적 변화를 유발하는 요소로서 역할을

맡는다. 진입부에 위치한, 1/4원을 그리며 휘어져 내려가

는 오픈 계단이 사각형 공간과 대비되며 레스토랑에 형

태를 부여한다면 완만한 부분원 곡선이 적용된 바 카운

터는 바를 찾는 손님에게 편안함을 느끼게 한다.<그림

16> 디자이너는 진입축선 상에 오픈 계단과 바를 배열

하는 식으로 형태요소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있다.

4) 색상과 재료, 패턴

레스토랑에 서부 개척시대 콜로라도 지역의 향토적 정

서를 담고자 한 디자이너의 노력은 가구와 공예품, 마감

재의 선정에서 잘 나타난다. 바닥 깔개나 소파 덮개, 벽

장식으로 사용된 인디언 고유 문양의 직물은 고풍스런

안락의자, 소파, 테이블과 어울려 토속적 정서를 일으키

며 콜로라도 강에서 채취한 돌로 마감된 벽난로는 지역

성을 나타낼 뿐 아니라 목제 널 일변도의 벽에 질감을

부여하고 있다.<그림 17> 어두운 갈색이 주조를 이루는

비버 크리크 레스토랑은 붉은색과 흰색, 검정이 어우러

진 인디언 문양의 편직물에 의해 변화를 부여받고 활기

를 얻게 된다.

<그림 16> 비버 크리크

레스토랑 계단

<그림 17> 비버 크리크

레스토랑 벽난로

(출처: Interior Design, 1991. Jun., p.135, 136, 139)

(3) 레스토랑 시부야

일식전문 셰프(chef)의 특선요리를 즐길 수 있도록 계

획된 레스토랑 ‘시부야’에서 이용객은 첨단 소재와 어휘

로 연출된 특별한 감성의 공간을 경험할 수 있다. 디자

이너는 레스토랑에 여러 모양의 바와 좌석을 배치함으로

써 공간에 활력을 부여했을 뿐 아니라 손님들에게 필요

에 따라 좌석을 선택하게 하는 즐거움을 선사하였다.

1) 평면구성

한 쪽 끝이 꺾여 ‘ㄱ’자 모양을 띠는 매장은 크게 중앙

홀과 홀 양측의 두 방으로 나뉘어있다. 비록 크기와 비

례를 달리하지만 세 개의 방은 반듯한 사각형 공간으로

계획되었는데 사각형 공간에서 느껴지는 엄격함은 다양

한 형식과 모양의 좌석에 의해 보완되며 변화와 유연함

을 입게 된다. 평면구성 상 주출입구를 이용하는 손님의

시선은 중앙 홀의 메인 바와 그 후면의 장식벽에서 종결

되게 되어있으며 양측 방으로의 진입은 중앙 홀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되어있다.<그림 18> 각기 다른 좌석배치

와 독특한 모양의 시각적 구조물은 세 개의 방에서 방마

다의 고유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2) 좌석배치

다양한 형식의 좌석과 여러 모양의 테이블은 딱딱한

느낌의 사각형 레스토랑에 변화와 활력을 가져다준다.

좌석배치를 통한 변화의 모색은 특히 중앙 홀에서 뚜렷

하게 드러나는데 디자이너는 벤치석과 메인 바 사이에

놓여 진 테이블의 방향을 수직과 수평, 대각 방향으로

방향을 전환하며 더욱 흥미로운 배치가 되게 하였다. 중

앙 홀 좌측 방이 자유로운 좌석배치로 편안한 분위기의

식사공간을 제공하는 것과 비교해 우측의 방은 대칭적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1권 5호 통권94호 _ 2012.10130

좌석배치로 보다 형식을 갖춘 공간을 제안하고 있다. 좌

측 방에서 반원이 적용된 바는 사각형 좌석과 형태적 대

비를 나타내며 우측 방의 테이블은 평면 상 호를 그리

는, 발과 같은 구조의 칸막이에 의해 최소한의 공간적

독립성을 확보하게 된다.

3) 시각적 요소

후면에 설치된 모니터에 의해 조명을 받도록 고안된

메인 바의 뒷벽은 일종의 조명벽으로 화려한 색상의 빛

을 발하며 중간색조의 다소 어두운 레스토랑을 밝혀준

다. 빛을 띤 장식벽으로 홀의 중앙에 위치한 이벽은 메

인 바와 함께 전체 레스토랑에서 공간의 중심을 잡아주

는 역할을 맡고 있다.<그림 19> 좌석에 독립성 주기위

해 디자인된 목제 칸막이는 칸막이로서 뿐 아니라 시각

적 요소로서 공간에 기여하게 된다. 목재 띠를 구부려

제작한 칸막이는 수직의 구조로 혹은 수평의 구조로 공

간에 떠있는 물결을 연출하며 전체 레스토랑에 조형적

활력을 부여하고 있다. 시각적 요소로 목재 띠의 활용은

철판요리 바의 후면 벽에서도 보여 지는데 바 후면의 목

재 띠는 사선 방향으로 적용되어 격한 운동감을 생성한

다. 바 상부에 매달린 후드 역시 큰 부피로 공간에 긴장

감을 조성하고 있다.

4) 색상과 재료, 패턴

유리와 금속, 가죽과 같은 재료에 의해 주도되는 레스토

랑은 차갑고 매끄러운 분위기를 띠는 현대적 공간이 된

다. 디자이너는 빛을 발하는 장식벽과 ‘바코드’8) 패턴이

적용된 유리벽을 기용함으로써 현대적 느낌의 레스토랑

에 하이테크적인 감성을 더하였다. 조형요소로 공간에 색

상을 부여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중앙 홀의 장식벽은 후

면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벽의 색상을 조정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 장식벽은 격자 선에 의해 분할된 50개의 직

사각형 면과 그 면을 채우는 수많은 ‘작은 유리 상자’9)로

구성되어있는데 정연하게 분할된 사각형 면과 크기가 다

른 유리상자의 조화는 벽면에 질서와 함께 자유를 부여

하게 된다. 차갑고 매끄러운 분위기의 실내는 창의적 형

태의 목제 칸막이 구조에 의해 따스한 기운을 얻고 있다.

<그림 18> 레스토랑 시부야, 평면도

8) John Riordan, Restaurants by Design, (Washington, DC: Collins

Design, 2006), p.24

9) Loc. cit.

<그림 19> 레스토랑 시부야, 중앙 홀

(출처: John Riordan, Restaurants by Design, Washington, DC: Collins Design, 2006, p.26)

3.3. 일본 레스토랑 분석

(1) 안젤로 피트로

이탈리아 음식을 제공하는 ‘안젤로 피트로(Angelo

Pietro)’는 일본, 후쿠오카의 하카타 부두에 위치하고 있

다. 디자이너는 바위와 천사를 뜻하는 상호로부터 ‘하이

테크 수도원’10)이라는 컨셉을 이끌어 내 차갑고 매끄러

운 현대적 감성과 절제와 무게감을 느끼게 하는 중세적

감각이 조화된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1) 평면구성

건축적으로 사각형 형태로 정의된 안젤로 피트로의 평

면에서 캐쉬 카운터와 피자 바에 적용된 부드러운 곡선

은 사각형 공간의 경직성을 완화해주고 편안한 느낌을

생성한다. 좁은 입구 홀을 지난 손님은 방향을 틀어 정

면 벽을 배경으로 세팅된 장식 테이블을 보며 다이닝 홀

로 진입하게 된다. 좌석은 여럿이 함께 식사하는 것을

선호하는 일본 젊은이들의 기호에 맞추어 단체석을 두었

다.<그림 20> 정면의 장식벽은 디스플레이 테이블 뿐

아니라 계단실과 주방 사이에 정연하게 배치된 다이닝

테이블의 배경이 되어 주기도 한다.

2) 좌석배치

통일과 변화의 관점에서 본 안젤로 피트로의 좌석배치

는 자못 흥미롭다. 다이닝 홀 에서는 3열로 정렬된 테이

블을 볼 수 있는데 디자이너는 같은 크기, 같은 비례의

세 영역에 각각 단체석과 정사각 4인석, 직사각 2인석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비례와 크기에서 통일성을, 테이블의

형태와 크기, 방향에서 변화를 부여하는 효과를 이끌어

냈다. 사각 기둥과 결합된 또 다른 단체석은 세로로 정

렬된 홀의 테이블과는 다르게 가로 방향으로 놓여 있어

방향의 측면에서 변화를 유발한다.<그림 21>

3) 공간 형태요소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사각형 공간을 형태적으로

부드럽게 완화해주기 위해 1/2원 곡선의 캐쉬 카운터와

‘S’자 곡선의 피자 바가 디자인되었다. 장식이 없는 간결

한 철제 계단은 사선 요소로서 레스토랑의 차분한 분위

기를 부분적으로 깨주고 공간에 동적 운동감을 부여하며

‘제단’11)을 연상케 하는 장식 테이블 또한 레스토랑을 시

10) Interior Design, 1991. Dec., p.76

11) Loc. cit.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1권 5호 통권94호 _ 2012.10          131

각적으로 흥미롭게 한다.<그림 22>

4) 색상과 재료

색상과 마감재의 사용에는 현대의 하이테크적 감성과

중세 수도원의 차분하고 검소한 분위기를 조화시키고자

한 디자이너의 의도가 잘 나타난다. 반원형 캐쉬 카운터

의 철판과 유리판, 정면 벽 하부에 사용된 스테인레스

스틸, 철제 계단, 매끄러운 화강석 바닥 등이 하이테크적

감성을 일으키는 것에 반해 물푸레나무로 제작한 긴 테

이블과 암갈색 대리석의 장식 테이블, 간결한 형태의 의

자 등은 수도원의 검소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반영한다.

장식이 없는 단순한 철제 계단은 반투명 막에 의해 가려

져 있는데 순백의 면포 뒤로 은은하게 자태를 나타내 보

이며 레스토랑에 신비한 기운을 더하여준다.

<그림 20> 안젤로 피트로, 평면도 <그림 21> 안젤로 피트로, 홀

<그림 22> 안젤로 피트로, 테이블

(출처: Interior Design, 1991. Dec., p.78, 79)

(2) 레스토랑 오가와켄

일본, 도쿄 츠루마키에 실현된 이탈리아식 음식점 ‘오

가와켄’은 오래된 창고의 일층을 개축해 레스토랑으로

전환한 사례이다. 디자이너는 레스토랑의 외관과 실내를

디자인하며 ‘로만 컨트리 하우스’12)를 참고하였다 하는데

외관의 반복되는 기둥, 아케이드, 지붕의 형태 등은 로마

저택의 분위기를 잘 나타내고 있다.

1) 평면구성

두 개의 층을 갖는 건물에서 레스토랑 오가와켄은 1층

의 반을 사용하고 있다. 레스토랑의 평면은 직사각형 모

양이 되는데 크기와 비례를 달리하는 여러 개의 사각형

12) Kanji Ueki 외, 7인의 상업공간디자인, 서울: 기문당, 1988, p.25

공간으로 분할되며 필요한 공간들을 수용하고 있다. 레

스토랑으로의 진입은 건물 입구를 통과한 후 좌로 90도

방향을 틀어 대기공간으로 들도록 되어있다. 출입문을

통과한 손님의 시선은 투명 유리면을 넘어 작은 방의 장

식벽을 보게 된다. 식사공간은 각기 성격이 다른 세 개

의 사각형 방으로 구성되어 있어 손님들은 넓게 트인 메

인 홀과 닫혀있는 긴 사각형 방, 작은 정사각형 방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식사를 할 수 있다.<그림 22>

2) 좌석배치

좌석의 배치는 공간의 성격과 비례, 형태를 잘 반영하

고 있다. 메인 홀에서는 솔리드 벽에 기대어 벤치석을,

좁고 긴 방에서는 벽에 붙여 직사각 테이블을 배치함으

로써 좌석의 밀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적절히 동선을

확보하고 있다. 정사각 4인 테이블과 직사각 2인 테이블

이 놓여 진 작은 방의 배치에서도 좁은 공간을 규모 있

게 활용하는 디자이너의 안목이 보여 진다. 디자이너는

2인용과 4인용 테이블, 벤치석만을 가지고도 테이블을

붙이거나 테이블의 방향을 전환하는 방식으로 흥미로운

배치가 되게 하였다.

3) 공간 형태요소

양쪽 마구리면에 곡선이 적용된 샐러드 바는 사각형

공간과 형태적으로 대비되며 공간구성 상 강조요소로 역

할을 감당하게 된다. 샐러드 바는 상부에 도치된 사각

피라미드 모양이 조명을 갖고 있는데 디자이너는 샐러드

바와 조명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예기치 못한 독특한 형

태를 창출하였다.<그림 23> 천장에 매달린 둥근 등과

사각뿔을 가공한 모양의 벽등 역시 공간을 풍요롭게 하

는 요소로 기하학적 입체를 적절히 활용하는 디자이너의

감각을 알 수 있게 한다.

4) 색상과 재료

하얗게 칠하여 진 천장과 기둥, 옅은 갈색의 목제 가

구에 의해 주도되는 실내는 징두리 벽과 기둥 일부에 적

용된, 결문양의 대리석에 의해 변화가 주어지게 된다. 기

둥과 천장의 흰색 페인트와 가구의 옅은 갈색이 전체 레

스토랑을 차분한 분위기로 이끌어 가는 것과 비교해 부

드러운 빛을 발하는 유백색 유리 조명과 광택을 갖는 유

리 및 대리석은 실내를 활기 있게 한다.

<그림 24> 레스토랑 오가와켄, 평면도 <그림 23> 레스토랑 오가와켄 홀

(출처: Kanji Ueki 외, 7인의 상업공간디자인, 서울: 기문당, 1988,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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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카페 토요

커피와 더불어 간단한 식사를 제공하는 식음료 판매점

카페 ‘토요’는 도쿄, 니혼바쉬에 위치하고 있다. 디자이너

는 밝고 경쾌한 분위기 연출로 손님들이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카페가 되도록 하였는데 닷 게임의 표적을 응용

한 동그란 벽장식이나 가구와 벽에 적용된 붉은색과 흰

색의 산뜻한 대비는 카페를 경쾌한 분위기로 이끌어가고

자 한 디자이너의 의도를 잘 나타내준다.

1) 평면구성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카페 토요에서는 공간을 분할

하기 위한 수단으로 낮은 칸막이벽이 적극 활용되었다.

낮은 칸막이벽은 시각적으로 전체 카페를 하나의 트여진

공간으로 유지하면서도 영역을 작게 구분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편안함을 느끼게 한다. 평면에서 반듯한 직사각

형 형태의 홀은 사선으로 계획된 통로와 칸막이에 의해

조형적 변화와 활기를 부여 받게 된다. 카페의 안쪽 깊

은 곳에 위치한 주방은 서비스 동선과 고객 동선의 불필

요한 교차를 피하게 하며 화장실은 홀의 손님 시선으로

부터 숨겨져 있다. 길을 지나는 손님과의 거리를 좁히고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 테라스에는 테이블이 배치되었

다.<그림 24>

2) 좌석배치

직사각 벽면을 따라 수평과 수직으로 배치된 좌석과

사선의 칸막이를 따라 비스듬히 배치된 좌석에서 질서와

자유의 조화를 느낄 수 있다. 홀 중앙의 ‘V’자 형 칸막이

는 불규칙한 테이블의 조합을 유발하며 전체 레스토랑에

활력을 주고 있다. 카페 토요를 찾은 손님들은 오픈 테

이블을 비롯하여 삼면이 벽으로 둘러진 앨코브 좌석, 사

선 칸막이에 의해 낮게 둘러진 좌석 등 각양각색의 좌석

을 만나게 된다.

3) 시각적 요소

닷 게임의 표적장식은 벽면에 3차원적 변화를 부여하

며 카페의 분위기를 경쾌하게 유도하고 있다. 디자이너

는 크고 작은 여러 개의 표적을 리듬감 있게 배치함으로

써 시각적 효과를 배가시켰다.<그림 25> 조명과 조각품

의 배치에서도 밝고 경쾌한 분위기를 연출하고자한 디자

이너의 생각이 보여 지는데 피에로의 고깔모자를 연상케

하는 천장 조명은 공간에 또 다른 재미를 더하여 준다.

4) 색상과 재료

색상은 옅은 갈색을 기조로 붉은 색과 흰색, 또는 검

정과 흰색을 대비시키는 식으로 사용되었다. 표적장식과

소파에서 보여 지는 이러한 대비는 가볍고 경쾌한 느낌

을 조성하는 데 기여한다. 마감재와 패턴은 한편으로 공

간구분을 명확히 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통

로 영역, 갈색과 검정의 줄무늬 바닥은 보행자의 시선을

강하게 실내로 유인하고 있다.

<그림 25> 카페 토요, 평면도 <그림 26> 카페 토요, 홀

(출처: Shotenkenchiku, Shop Design Series / Cafes & Restaurants 5,

Tokyo: Shotenkenchiku, 2006, p.17)

4. 분석의 종합

아래의 <표 1>은 3장의 분석 내용 중, ‘디자인의 원

리’ 적용의 대표적인 예만을 따로 정리한 표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레스토랑별로 디자인 원리, 디자인 요소, 원리

의 적용방법으로 구분하여 정리하고자 하였다.

적용방법 원리 요소

보

바

월
드

논
현

점

하나의 공간으로 넓게 트인 홀과 여러 개의 작은 공간

으로 구획된 서비스영역 사이의 공간적 대비.
대비

공간

크기

천장이 낮고 넓은 홀과 좁고 높게 트인 보이드 영역 사

이의 수평공간과 수직공간의 대비.
대비

공간

방향

반원을 그리며 휘어 올라가는 계단은 공간에 강세를 줌.

계단은 천창을 통해 일광을 받음.
강조

형태

계단

수목과 패턴이라는 이질적 요소를 조화시켜 나뭇가지에

커다란 꽃이 만개한 듯한 분위기 연출.
대비

패턴

식물

W
호

텥

키

친

2층 높이의 넓은 다이닝 홀과 천장이 낮고 좁은 앨코브

석 사이의 공간적 대비.
대비

공간

크기

집적한 목재를 가공해 제작한 구와 원뿔 모양의 오브제

를 공간에 가볍게 띄워 강조요소로 활용.
강조

형태

질감

대리석, 유리, 가죽과 같은 차갑고 매끄러운 재료와 식물,

목재집적 조형물, 나뭇잎 패턴을 대비시킴.
대비

질감

패턴

단순한 사각형 공간 안에서 앨코브, 부스, 벤치 형식의

좌석과 다양한 테이블을 배치, 변화와 활기 부여.
변화

공간

가구

나

무

아
래

반 층 높여진 좌식공간과 부분적으로 높이를 달리하는

천장을 계획, 공간의 단면적 변화를 꾀함.
변화

공간

단면

좌식공간을 공중에 띄우는 방법으로 긴장감이 주어진 균

형을 연출.
균형 공간

금속, 유리, 타일과 같은 차가운 가공재료와 수목, 자연석

과 같은 자연 혹은 자연재를 대비시킴.
대비

질감

식물

배색은 저채도 중간색 기조의 공간 안에서 식물의 초록

과 등박스의 빨강이 대비되도록 함.
대비 색상

레

드
페

퍼

리

퍼

블
릭

홀, 라운지, 프라이빗 룸, 세미 프라이빗 룸 등 크기와 비

례, 배치된 좌석이 다른 다채로운 식사공간 제공.
변화

공간

가구

상부가 넓은 사각 유리상자 안에 홍고추를 가득 채워 만

든 조형물을 홀 입구 중앙에 배치, 강조요소로 활용.
강조

색상

형태

다양한 형식과 형태의 좌석을 열에 맞춰 정연히 배치하

는 방식으로 통일과 변화를 꾀함.

통일

변화

방향

형태

타일, 가죽, 유리와 같은 재료가 이끄는 현대적 감감각과

다소 거친 벽돌 벽과 석재 기초 및 인방이 풍기는 중국

전통의 분위기를 대비시킴.

대비 질감

레
스

토

랑

아

바
테

영역에 따라 높이를 달리하는 천장과 바닥이 상승된 홀

을 통해 단면적 변화를 부여함.
변화

공간

단면

긴 부스석의 일부를 비워 오픈 테이블을 배치하거나 ‘ㄱ’

형으로 꺾인 부스석의 코너에 원형 부스를 두는 방식으

로 좌석배치 상 변화를 꾀함.

변화
가구

형태

홀의 오픈 테이블 배치에서는 대각 방향으로 크기와 형

태가 다른 6인용 원탁을 배치, 변화 있는 균형 추구.

변화

균형

형태

가구

갈색조의 중간색이 주조인 레스토랑에서 칸막이와 철제

난간의 파랑색은 강조색으로서의 역할을 담당.
강조 색상

<표 1> 레스토랑에 적용된 디자인 원리와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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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버

크
리

크

레

스

토
랑

1/4원이 적용된 부드러운 형태의 계단은 사각형 공간으

로 구획된 레스토랑 안에서 강조요소로 역할을 담당.
강조

형태

계단

6개의 4인 테이블을 배치하며 원형과 정사각 테이블을

교차 배치하는 방법으로 테이블의 크기에서 통일성을,

형태에서 변화를 구하고 있음.

통일

변화

형태

가구

긴 사각형 단체석 테이블을 배치하며 두 테이블을 수평

과 수직 방향으로 이웃하게 함으로써 긴장감 조성.
대비

방향

가구

자연석 쌓기 벽난로의 거친 질감은 목재 쪽널 마감의

실내에 강세를 주도록 의도됨.
강조 질감

레

스
토

랑

시

부

야

반듯한 사각형 공간 안에 형태가 각기 다른 테이블 배

치하는 방식으로, 배치된 테이블의 방향을 바꿔 주는 방

식으로 변화와 흥미를 유발.

변화

가구

형태

방향

화려한 색상의 빛을 발하는 홀의 장식벽은 중간색조의

다소 어두운 레스토랑에서 강조요소로 역할을 담당.
강조

색상

빛

직사각 격자선에 의해 분할되는 장식벽은 일정하게 분

할된 사각면에서 통일성을, 그것을 채우는 다양한 크기

의 작은 유리상자에서 변화를 부여받음.

통일

변화

형태

크기

유리, 금속, 가죽과 같은 재료에 의해 차갑고 매끄럽게

분위기를 띠게 된 실내는 발 형식의 목재 칸막이에 따

스한 기운을 받게 됨.

대비 질감

안

젤
로

피
트

로

사각형 요소에 의해 지배되는 사각 공간 안에서 캐쉬

카운터의 반원 곡선과 피자 바의 ‘S’형 곡선은 형태적으

로 딱딱한 실내에 부드러움을 가져다 준다.

변화
형태

선

테이블 배치에서, 같은 비례와 같은 크기의 장소에 각기

형태와 크기가 다른 테이블을 배치함으로써 놓여지는

장소에서 통일성을, 테이블에서 변화를 구함.

변화

형태

크기

가구

금속판과 유리, 매끄럽게 간 화강석이 이끄는 하이테크

적 감각과 묵직하지만 형태가 단순한 목제가구가 풍기

는 무겁고 차분한 분위기를 대비시킴.

대비

질감

가구

형태

레

스

토
랑

오
가

와

켄

크기와 비례가 다른 여러 개의 사각형 방으로 나뉘어있

는 레스토랑에서 공간구성 상 변화를 읽을 수 있음.

변화

비례

공간

크기

기학적 곡선과 입체가 적용된 독특한 형태의 샐러드 바

를 홀의 중앙에 배치, 강조의 효과를 배가시킴.
강조

2인용 테이블과 4인용 테이블, 벤치석만을 사용하면서도

테이블을 붙이거나 테이블의 방향을 바꾸어 주는 방법

으로 변화를 이끌어냄.

변화
방향

가구

카
페

토
요

반듯한 직사각형 형태의 홀은 사선 방향으로 배치된 칸

막이, 테이블, 통로에 의해 변화와 활력을 얻게 됨.
변화

방향

가구

검정과 빨강색의 표적 장식은 단조로운 목제 벽면에 강

세를 주도록 의도됨.
강조

형태

색상

크기가 각기 다른 여러 개의 표적 장식을 리듬감 있게

배치함으로써 시각적 효과를 최대화 함.
리듬

형태

크기

5. 결론

레스토랑 작품 분석을 통해 ‘디자인의 원리’가 공간에

적용될 경우, 더욱 다양한 요소들과 만나 뜻밖에 훌륭한

결과들을 이끌어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앞 장의 레스

토랑 디자인에 적용된 중요한 ‘디자인의 원리’를 적용대

상 요소별로 분류하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3차원 공간에 적용된 경우.

천장이 높고 넓은 홀과 천장이 낮고 좁은 앨코브 또는

부스석 사이의 크고 작은 공간의 대비나, 좁고 높게 트

인 보이드 공간과 낮고 넓게 트인 층 공간 사이의 수직

과 수평 공간의 대비가 좋은 예이며 바닥 높이나 천장

높이에 차이를 두어 공간의 단면적 변화를 꾀하는 방식

등도 찾을 수 있었다.

둘째, 공간과 가구 배치에 적용된 경우.

기능적 이유로 대체로 사각형 평면을 갖는 공간은 그

안에 배치된 다양한 형식과 형태의 좌석을 통해 평면구

성 상 경직성을 벗고 변화와 활기를 부여 받고 있었다.

가구의 경우, 바닥이나 벽과 같은 건축적 요소와 비교해

곡선 적용이 용이한데 곡선이 적용된 건축화 가구 또는

기성 가구를 기용함으로써 사각형 공간에 형태적 부드러

움을 부여하기도 하였다.

셋째, 가구 배치에서 보여 지는 ‘디자인의 원리’.

가구배치 시 가구를 일정한 선상에 배치함으로 통일성

을 유지하는 한편 배치된 가구의 크기나 형태, 방향을

다르게 함으로써 변화를 유발하는 방식이 대표적인 예이

다. 같은 크기의 가구를 배치하되 형태가 다른 가구를

배치하여 가구의 크기에서 통일성을, 형태에서 변화를

구하는 방식이나 두 개의 긴 직사각 테이블을 배치하며

수직과 수평의 방향으로 이웃하도록 함으로써 조형적 긴

장감을 조성하는 방식도 보여 진다.

넷째, 마감재와 가구에 적용된 원리.

유리와 금속, 매끄럽게 가공한 돌로 마감된 실내에 부

피감 있는 간결한 형태의 가구를 배치하여 마감재에서

이끌어지는 현대적 분위기와 가구에서 풍겨지는 중세적

감각을 대비시켜 조화를 구한 안젤로 피트로의 예나 레

스토랑 나무아래서와 같이 차갑고 매끄러운 마감재와 따

뜻한 감각의 목제 가구 및 식물을 대비시킨 예가 좋은

예이다.

다섯째, 2차원적 장식벽 구성에 적용된 원리.

레스토랑 시부야의 장식벽은 전체 면을 균일한 사각형

으로 분할하는 조직적인 그리드 선에 의해 통일성을 얻

도록, 그 면을 채우는, 크기가 각각인 작은 유리상자에

의해 변화와 활력을 부여받도록 계획되었다. 디자이너는

색상과 빛, 매끄럽고 투명한 질감을 장식벽에 집중시킴

으로써 강조요소로서 효과를 최대화하기도 하였다.

여섯째, 식물과 패턴에 적용된 디자인 원리.

수목과 패턴이라는 상이한 디자인 요소에 꽃이라는 공

통된 주제를 적용한 방법으로 보이드 공간에 심겨진 나

무 가지에 패턴 꽃이 핀 것 같은 환상적인 결과를 이끌

어 낸 보바 월드의 예는 손님들에게 말로 표현키 어려운

감동을 선사한다.

일곱째, 공간, 조형물, 가구에 공통적으로 적용된 원리.

실내 공간 안에서 또 다른 작은 공간을 띄우거나 시각

적 조형물 혹은 조명 구조물 등을 살짝 들어 올리는 방

법으로 공간구성 상 긴장감이 주어진 균형을 꾀하는 방

법은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제한 된 수의 레스토랑을 분석하며 ‘디자인의 원리’가

적용된 모든 디자인의 경우를 파악할 수는 없다. 그럼에

도, 연구를 통해, ‘디자인의 원리’가 공간에 적용될 때,

공간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 곧 면과 색상, 질감, 패턴

과 같은 2차원적 요소 뿐 아니라, 공간적, 입체적 요소,

실내를 구성하는 건축적 요소 등과 다각적으로 만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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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치 못한 무수한 결과를 발생시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전통적 디자인 이론으로서 ‘디자인의

요소와 원리’가 앞으로도 실내디자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디자인 분야에서도 변함없이 그 가치를 나타내 보일 것

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연구를 마치며, 레스토랑 프로젝트에 적용된 디자인

원리를 분석하고자 한 본 연구가 컴퓨터에 의존한 형태

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듯한 요즈음 시대에 전통적 ‘디

자인의 원리’의 가치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어

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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