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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토론Ⅲ

한국음식 세계화를 위한 메뉴개발 및 상차림

고재윤 교수(경희대학교)

한국의 음식이 웰빙 트랜드 속에서 발효식품으로서 각광을 받은 시대가 도래하 고, 한류의 열풍으로 한식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고 있는 시점에 한국음식의 세계화를 위한 메뉴개발 및 상차림은 매우 필요한 토픽이고, 많

은 자료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내용에 감사를 드립니다. 최고의 음식도 음식문화와 마케팅이 함께 공유되지 않으

면 세계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국내는 한국음식문화 마케팅에 대한 연구가 매우 미흡하고, 외국인들의 Needs

와 Wants가 무시된 채 음식의 R&D만 하고 있는 실정에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한국 최고의 김치가 공짜음식으로 전략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국 최고 음식을 음식도 먹기 전에 

밑반찬으로 나오고, 무료 제공하는 것에 대해 외국인들은 이해를 하지 못한다. 미국 LA의 한식당에서는 김치는 

항상 마지막에 썰어서 밥과 함께 돈을 받고 제공하면서 김치의 제 위치를 찾았다고 말한 사장의 이야기는 우리

를 반성하게 해준다. 

한국음식의 세계화를 위한 방안을 마케팅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메뉴개발과 상차림에 대한 연

구가 새로워질 것이다.

첫째, 한식당의 테이블을 서양규격화하여야 하며, 온돌에서의 한식제공은 피해야 한다. 외국인들은 체형상 양

반자세를 할 수 없으며, 온돌의 한식 식사는 고문이라고 한다.

둘째, 한식 테이블 문화 교재 및 콘텐츠 개발을 하여 한식의 문화를 우선 인식하도록 하여야 한다. 양식, 일식 

등에 대한 테이블 문화는 국내 소개되지만 한식테이블 문화는 매우 미흡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식당에서의 

매너 때문에 선호하지 않는다. 

셋째, 전통적인 일품요리 위주의 한식 개발이 필요하며, 식사와 함께 반찬이 나오는 1인 식사를 준비해주는 

것이 좋으며, 한식의 특징인 밥과 반찬 그리고 국을 함께 먹은 문화로 정착시켜야 한다. 

넷째, 정식코스메뉴 개발에 있어서 서양식의 코스와 American Service 방법은 잘못된 것이다. 즉 요리와 반

찬이 코스로 제공하여 강한 소스로 인해 입맛을 마비시키는 것보다는 한국 고유 방식 데로 냉채, 죽이 나오면 

모든 음식을 차려놓고 밥과 함께 먹은 문화로 음식에 대한 설명과 함께 Host가 직접 들어주는 정겨운 Family 

Service를 해야 한다. 

다섯째, 해외 한식당의 메뉴가 국적 없는 한식메뉴로 외국인들에게 왜곡되고 있으므로 해외 한식당의 한식 메

뉴 및 음식지도를 함께 병행해야 한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관광 와서 한식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를 종종 발견하

기 때문이다. 

여섯 번째, 한식과 함께 제공되는 술의 선택도 중요하다. 처음 한식을 접하는 외국인들에게 희석식 소주는 다

음날 거의 두통을 유발하여 소주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외국인들이 마시는 증류식 방식의 소주나, 발효

식 술인 전통주나 와인을 권하는 것이 한식의 맛을 더해 주고 반주의 의미가 될 수 있다. 

일곱 번째, 호텔이나 정부에서 국빈행사시 한식을 제공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식, 일식, 양식을 제공하

여 우리들의 자존심을 버리는 것을 지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한국음식 세계화를 위한 메뉴개발 및 상차림은 신토불이 철학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음식을 사랑

하고 자긍심을 갖게 될 때 세계화가 가능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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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질문을 하나드리겠습니다. 한국음식 세계화를 위한 메뉴개발 및 상차림을 위해 좋은 발표하셨는데, 일

본하면 스시, 중국하면 불도장, 프랑스하면 달팽이, 거위간 요리, 이탈리아하면 파스타로서 명성이 있습니다. 한

식의 세계적인 음식은 무엇이며, 향후 가능성 있는 대표적인 음식 메뉴는 무엇인지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