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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웹을 통해 한국음식과 관련한 정보를 검색하면 주로 일반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적 취향에 대응되는 정보를 찾

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경우 검색자는 개별적인 경험을 토대로 기술된 정보를 추가적으로 찾게 되고, 이를 자신의 취향에 적

용될 수 있는 정보로 선별하거나, 검색 목적에 대응되는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시간적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음식 문화

에 대한 정보를 개인적 취향에 대응될 수 있는 정보로 전달하고, 보다 많은 사용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콘텐츠화 하기 위한 디자인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실제로 경험하지 못한 미각 정보를 디지털화하고, 한국음식이 가지는 색감, 색이 가지는 감

성적 뉘앙스를 기반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콘텐츠, <Korean Dishes>를 설계하였다. 한국음식이 가지는 감성언어를 통해 주관

적 취향에 대응될 수 있는 음식정보를 제공하여, 천편일률적인 정보의 홍수에서 이와 같은 시도가 한국음식문화를 알리는 정보가 

획일성이 아닌 다양성의 예로 제시되길 기대한다.

[Abstract] 

Searching for Korean food information on the web usually conveys general content. There is a limit to finding information 
corresponding to personal taste. In this case, the searcher additionally searches for the described information based on individual 
experiences. It is necessary to select information that can be applied to one's taste or to obtain information corresponding to a 
search purpose.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deliver information on Korean food culture as information that can be adapted to 
personal tastes. In addition, we are trying to find a design method to contentize so that many users can utilize it. Digitize taste 
information that has not been experienced. In addition, we designed <Korean Dishes>, a content that can transmit information 
based on the color sense of Korean food and the emotional nuances of color. By providing food information that can respond to 
subjective tastes through the color adjectives of Korean food, such attempts are expected to be presented as examples of diversity 
rather than a one-size-fits-all approach in the current situation where information is overflo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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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의 문화적 진화는 주관적이고 감성적인 선택으로 인간 

생활의 세 가지 기본 요소, 의식주(衣食住)를 향유하고 있다. 이 

중 음식은 식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한 국가의 문화로, 개인

적 취향으로 우리의 삶에 감성적인 영향을 준다. 음식은 삶을 이

루어 나가는 에너지원이 되면서도 타인과 함께하는 과정과 감

성들이 연결되어 문화를 형성하므로 음식이 가진 문화는 그 나

라와 특정 공동체의 생활양식과 가치관을 반영한다. 따라서 혹

여 익숙하지 않은 음식문화를 만났을 때 자신의 공동체가 가진 

문화적 경험을 기반으로 그 감성요소를 미루어 짐작하게 된다. 
국제사회가 하나의 체계로 글로벌화(Globalizaion)되어 가는 현 

시점에서 문화적 향유는 이제 더 이상 머나먼 다른 문화권을 경

험하는 것이 아니게 되었다. 특히 한국음식문화는 디지털 미디

어를 통하여 손쉽게 정보를 획득할 수 있지만 그 정보가 일반적

인 경우가 많다. 대표적 포털 사이트를 통해 검색하는 방법은 개

인적 취향에 대응되기 보다는 검색어에 대응되는 일반 정보이

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점유율이 높은 포털 사이트(Portal Site)
인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그리고 <다음 Daum>에서 

2020년 4월 29일부터 5월 2일 동안 키워드 <Korean Food>의 웹 

검색 결과는 <표 1>과 같은 정보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1]. 
웹에서 ‘Korean Food’로 검색하면 사전적 정보를 접하거나 

기본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한국음식을 기반으로 

정보가 노출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 외 한국음식에 대한 

조리 과정이나 먹는 방법에 대한 정보는 동영상을 기반으로 콘

텐츠화 되기도 하고, 기관행사 및 장소와 연계되기도 하며 검색

된다<표 1>. 그러나 이와 같은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을 전달하

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국음식에 대한 개인의 취

향에 대응되는 정보를 찾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

우 검색자는 개별적인 경험을 토대로 기술된 정보를 찾게 되고, 
이를 자신의 취향에 적용될 수 있는 정보로 선별하거나, 검색 목

적에 대응되는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시간적 노력이 필요하다. 

Portal Site

Information Type of Portal Site's 
Korean Food Culture Content

Dictionary
Food
Intro-
duction

Cooking Eating Event Place Other

Google 2 47 5 7 1 14 10

Naver 2 23 30 1 7 15 15

Daum 4 25 12 14 4 5 36

Sum 8 95 47 22 12 34 61

표 1. 포털사이트의 “Korean Food” 콘텐츠의 정보 유형 및 내용

Table 1. Types and contents of “Korean Food” by a portal site

박형신(2018)은 음식취향이 개인적이고 매우 주관적인 특징

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련 연구에 있어서는 직접 몸을 통해 맛을 

느끼는 개인의 감정적 차원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고 했다. 이
때 음식, 감각, 감정의 관계가 중요한데, 그 이유는 즐김이라는 의

미에서 음식 먹기가 모든 감각을 총동원하게 되고, 그 속에서 신

체적 감각들이 충돌하며, 음식 감정이 발생함으로써 음식 기호가 

발전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2].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음식 문

화에 대한 정보를 개인적 취향에 대응될 수 있는 정보로 전달하

기 위한 모색에서 시작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색감을 

중심으로 음식 정보를 분류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실제로 경험하

지 못한 미각 정보를 디지털화하여 보다 많은 사용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콘텐츠화 하기 위해서는 시각 정보로 어떻게 접근할지

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보성 등(2009)은 시각과 청각 정보가 동

시에 제시되었을 때 시각 정보가 우세하게 지각된다고 하였다[3]. 
박형성 등(2008)은 색상(color tone)이 시각을 가장 자극하며 웹

사이트에서 시각적인 전달 요인 중 주목성을 갖도록 하는 데에 

색채가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고 보았다. 또한 어떤 대상을 인지

하는 데에도 형태보다 색채의 영향력이 더 커서, 기억도 오래 남

는다고 하였다[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색채 중심의 시각 정보

를 한국음식에 대한 정보와 매칭하여 분류하고자 한다. 즉 한국

음식 정보에 대해 검색했을 때 음식이 가지는 색감, 색이 가지는 

감성적 뉘앙스를 기반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콘텐츠, 
<Korean Dishes>를 사례로 설계하고자 한다. 한국음식이 가지는 

감성적 언어를 통한 색감은 인간이 가지는 주관적 취향에 대응될 

수 있는 음식 정보를 제공하여, 천편일률(千篇一律)적인 정보의 

홍수에서 한국음식문화를 알리는 정보가 획일성이 아닌 다양성

의 예로 제시되길 기대한다.

1-2 연구범위 및 방법

한국음식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 <Korean Dishes>는 

한국음식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며, 편리하게 보다 

많은 사용자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웹 기반으로 설계하고

자 한다. 이는 웹 기반 콘텐츠가 가질 수 있는 디바이스별 화면

적용(Responsive Web) 용이성과 업데이트를 다운받지 않아도 

되는 편의성 때문이다. 또한 프로젝트 <Korean Dishes>는 한국

음식에 내포되어 있는 색감을 한국음식에 관심 있는 사용자의 

감성과 매칭하기 위하여 색언어를 기반으로 접근해 보고자 한

다. 이를 위하여 우선 한국음식문화 콘텐츠의 현황 및 선행연구

를 살펴보고 분석된 내용을 기반으로 한국음식문화 확산을 위

한 웹기반 문화예술콘텐츠를 기획하고자 한다. 구글, 한국관광

공사, 해외문화홍보원 사이트를 중심으로 한국음식 이미지를 

수집하고 KSCA(한국표준색 색채분석)으로 주조색을 추출한 

다음, 정량적 결과 값을 기준으로 I.R.I 색채 이미지 스케일, 고바

야시 색채 이미지 스케일, 하루요시 배색 이미지 차트를 활용하

여 한국음식별 감성 형용사별로 분류한다. 이후 한국 음식별 감

성 형용사를 한국음식에 관심 있는 사용자의 감성정보와 매칭

하는 웹 기반 디자인 프로세스로 설계하고자 하였다<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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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Korean Dishes> 프로젝트 플로우 차트

Fig. 1. <Korean Dishes> Project Flow Chart

Ⅱ. 한국음식문화 콘텐츠 현황

현재 국내 온라인 환경에서 한국음식문화 콘텐츠를 검색하

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포털 사이트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앞서 

정보 유형을 살펴본 바와 같이 대체적으로 기본적이거나 일반

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취향에 대응되는 

정보를 획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윤여광(2017)은 포털 사

이트 보다는 SNS 공간을 통한 미디어 콘텐츠 소비가 늘고 있다

고 했다[5]. 이는 일반적인 웹 검색에서 개인의 경험을 기반으로 

생성되는 정보를 찾고자 하는 소셜 검색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온라인 환경에서 한국음식문화 콘텐츠의 검색 한

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개인적 취향을 반영하는 감성적 정보 유형

에 대해 접근하고자 소셜 미디어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전 세계 사용자 기준 통계 사이트인 시밀러웹(Similar Web)[6]
을 통해 접속률이 높은 웹 사이트를 조사하여 가장 높은 이용률

을 보이는 구글(Google), 유튜브(YouTube), 페이스북(Facebook)
의 순서로 살펴보았다. 한국음식이 주제인 콘텐츠를 검색하기 위

해 키워드는 ‘Korean Food’로 설정하고 구글 검색을 통한 블로

그, 페이스북과 유튜브 각 채널을 통해,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

는 콘텐츠를 선정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나타나는 한국음식

문화 콘텐츠의 정보 유형 및 내용을  <표 2>와 같이 분류하고, 이
를 기반으로 시각적 표현요소를 분석하여 개인적 취향을 반영하

는 현재의 한국음식문화 콘텐츠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소셜 미디어 검색을 통한 한국음식문화 콘텐츠는 인기 있는 

음식 소개, 개인 경험과 관련한 음식 정보, 음식 조리, 유희적 음

식소개, 식문화, 음식을 비교하며 정보를 전달하는 유형 순으로 

분류된다. 주로 소개되는 한국음식 위주로 텍스트와 이미지를 활

용하여 정보가 게시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그 내용이 중복되기

도 한다. 개인적 경험과 관련한 한국음식 소개는 외식, 가정식, 간
식(길거리 음식)으로 분류되며 때로는 장소의 이동에 따라 복합

적인 정보로 전달되기도 하였다. 식문화와 관련한 콘텐츠가 차지

하는 부분은 적은 편이지만 그 내용을 보면 밥이나 고기, 반찬 등

으로 쌈을 싸서 먹는 과정, 반찬 문화, 숟가락과 젓가락 사용법, 
밥그릇과 국그릇의 위치, 한국인 식문화의 특징인 고기 굽기와 

불판 갈기, 주요 메뉴에 추가로 주문하게 되는 사리추가 문화 등

은 실제 경험하고자 하는 동기를 제공하는 요소로 작용될 수 있

다. 
조리체험 및 조리과정과 관련한 콘텐츠의 경우 체험유도를 

기대하며 정보를 제공한다. 체험자의 모습과 한국음식이 함께 

등장하는데, 검색자는 한국음식에 대해 구체적인 조리과정의 

이미지나 집단 조리과정이 있는 이미지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

다. 구체적인 조리과정 콘텐츠에서는 조리과정에 따라 변하는 

식재료의 색채는 미각정보의 중요한 전달 요소이다. 한편 유희

적 음식소개의 방법으로 퀴즈 형식이 사용되었다. 음식 이미지

를 놓고 개인의 취향에 따라 선택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여

주거나 한국음식을 특정 나라의 음식과 비교하면서 이야기 속

에 음식정보를 제공하여 호기심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또한 발

행자가 1인 2역 연기를 하며 한국인만의 식문화 특징을 집어내

어 알려주거나, 인기 있는 영화배우를 통해 한국음식 정보를 

전달하기도 하였다. 한국음식문화 콘텐츠를 전달하는 주요 방

식은 기본적으로 이미지와 글 정보의 나열을 통한 일반적인 지

식 습득을 중심으로 한다. 이때 사용자는 스크롤 작동을 통해 

화면 영역에 존재하는 정보를 얻게 된다. 특히 이미지로 전달

되는 정보는 콘텐츠를 직관적으로 취하면서 매개가 될 수 있으

며, 동영상은 시간에 따라 식재료가 변화되는 과정을 연속된 

정보로  준다. 

Social Media

Information Type of Social Media's 
Korean Food Culture Content

Food
Intro-
duction

Personal 
experi-
ence

Food
Culture

Cook-
ing

Food
Com-
parison

Inter-
esting 
Intro-
duction

Blog 5 3 1 1 0 0

FaceBook 2 1 1 3 1 2

YouTube 2 3 1 1 1 2

Sum 9 7 3 5 2 4

표 2. 대표적 소셜미디어로 검색한 ‘Korean Food’ 콘텐츠의 정보 

유형 및 내용

Table 2. Types and contents of ‘Korean Food’ searched by 
representative social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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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bility Visualization Analysis Content

Intuition Layout
Can the user find out the arranged 
information at once?

Clarity Shape
Can the user clearly understand the 
information?

Aesthetic Color / Tone
Can users visually immerse information 
with aesthetics?

Operability Interaction
Can the user have dynamic 
expressions?

표 3. 웹 사이트 사용성에 따른 시각화의 분석 요소

Table 3. Analysis elements of visualization according to 
website usability

웹/앱과 같은 인터랙티브 콘텐츠에서는 사용자의 개인적 취

향이 표출되고 공유됨으로써 개인적 감성이 확산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단지 공감 또는 공유 여부에 대한 정보

를 표시할 뿐이다. 따라서 정보를 감성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대

안적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웹 기반 콘텐츠를 

시각적 요소를 기반으로 사용성을 분석해 보고자 다음과 같이 

조사해 보았다. 김지인(2018)은 정보 시각화의 6가지 사용성 요

소로써 직관성, 차별성, 명확성, 흥미유발, 조화성으로 구성하여 

사용자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위한 디자인적 관점에서 가이드를 

제안하였고[7], 권효정(2013)은 다양한 정보 사용자 환경을 고

려한 효과적 웹 인포그래픽의 사용성과 관련하여 기능성, 친숙

성, 이해력, 몰입감, 오락성, 창의성, 예술성, 매력도라는 8가지 

특성을 갖는다고 했다[8]. 본 연구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웹 사이

트 시각화가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 사용자의 감성에 대응될 수 

있는 요소로 분석하기 위하여 <표 3>과 같이 재정리하였다. 
정보 시각화 사용성 요소 중 직관성과 명확성이 사용자의 빠

른 정보 탐색을 돕는데 주요하게 작용할 것이고, 미학적 시도는 

정보의 속성을 심미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며,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정보를 탐색하는 인터랙션 요소에 대한 조작성은 쉽

고 빠르게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네비게이션을 조장한다. 본 

연구에서 앞서 조사한 대표적 소셜미디어인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를 통해 우선적으로 접하게 되는 한국음식문화 콘텐츠

의 내용을 살펴보고 콘텐츠별 정보의 시각화가 어떻게 되어있

는지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2-1 구글 검색으로 접근하는 블로그(Blog)

구글 검색을 통해서는 기관채널에서 발행하는 기사인 경우를 

제외하고, 상단에 위치하는 블로그 콘텐츠는<표 4>와 같다. 윤명

애(2010)의 연구에서 초기 블로그는 웹 페이지의 주소를 웹 페이

지 한 군데에 올려놓는 형식이었으나 점차 자신의 관점 또는 의

견을 기록하게 되면서 블로거(Blogger)들이 수동적 정보 검색자

에서 개인적 관점이나 의견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정보 생산자 형

태로 발전 하였다고 한다[11]. 블로그 사례에서도 공통적으로 스

크롤 방향에 따라 글과 이미지가 올라가는 형식으로 정보가 전달

된다. 이러한 정보에 대한 디자인 유형은 세로 방향으로 시선이

Blog 
Screen

Title

Intuition Clarity Aesthetic
Oper-
ability

Layout Shape
Color / 
Tone

Inter-
action

South Korean 
Food: 
29 of the Best 
Tasting 

Dishes[13]

Very Bold 
Title and 
Content

High
Saturation

Up & 
Down
Scroll

/

Mouse 
Click

/

Key-
board 
Arrow 
Button

Korean Food 
– The 30 
Absolute 
BEST 

Dishes[14]

Bold Title
Share 
Icon

Medium 
Saturation

Korean Food 
Guide Of 

2020[15]

Balanced 
Arrange-
ment of 
Lines

High 
Saturation

26 Delicious 
Korean 
Foods You 
Need In Your 

Life[16]

Share 
Icon
Arrange-
ment of 
Lines

High 
Saturation

Traditional 
Korean Food 
- Antique 

Alive[17]

Share 
Icon
Arrange-
ment of 
Lines

Beautiful 
Color 
Harmony

표 4. 블로그 기반 “Korean Food” 콘텐츠 디자인 표현요소

Table 4. Blog-based “Korean Food” content design elements  

이동하게 되며, 검색자는 스크롤 또는 키보드의 화살표 방향 버

튼을 통해 화면 공간을 움직이며 인터렉션하게 된다. 주로 콘텐

츠는 한국음식 또는 식문화 관련 정보를 소개하는 내용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음식조리 정보와 음식사진 혹은 먹는 모습, 장
소정보 등에 대한 정보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블로그 하나

의 페이지 안에서 댓글 혹은 공감, 공유버튼을 통하지 않고 콘텐

츠만 가지고 개인의 취향에 맞는 정보로 조직하여 시각적으로 확

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검색자 개인의 취향에 따른 추

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또 다른 미디어를 통해야 한다. 결론적

으로 블로그는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검

색자 개인의 취향별 정보를 검색하여 조합할 수 있는 방안이 모

색될 필요가 있다. 

2-2 페이스북(Facebook)

페이스북 채널의 게시물 중 상위에 해당하는 콘텐츠에서는 

<표 5>와 같이 한국음식  조리체험 콘텐츠가 가장 먼저 위치하

고 그 다음 다양한 한국음식 소개 콘텐츠가 이어진다. 페이스북

은 타임라인이라 불리는 콘텐츠 게시 공간을 통해 새로운 게시

물은 위쪽으로 올라가고 이전 게시물은 아래로 내려가는 방식

으로 정보를 전달한다. 또한 게시물의 정보량이 제한되어 있어 

한눈에 다양한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면서 정보를 

좀더 직관적으로 전달한다. 본 연구의 사례들에서는 카드뉴스, 
동영상, 이미지를 포함한 텍스트 등을 사용하여 정보를 명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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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표현하였다. 동일한 콘텐츠를 카드뉴스 및 동영상으로 게시

하거나, 블로그 등 다른 미디어로 연동되도록 하여 해당 콘텐츠

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조리체험 및 조리

과정과 관련한 콘텐츠의 경우 체험유도를 기대하며 정보를 제공

한다. 따라서 본보기가 되는 체험자의 모습과 한국음식이 함께 등

장한다. 이때 검색자는 한국음식에 대해 이미 관심이 있고 실제 

조리하는 체험과 관련하여, 개별적 체험이면 구체적인 조리과정

의 이미지를, 집단적 체험이면 여럿의 사람과 조리과정이 함께 있

는 이미지를 선택한다. 구체적인 조리과정 콘텐츠에서는 조리과

정에 따라 변하는 식재료의 질감과 색채를 보여줌으로써 흥미롭

게 미각정보를 전달하였다. 또한 한국음식을 특정 나라의 음식과 

비교하면서 이야기 속에 음식정보를 제공하여 호기심을 일으키

기도 하였다. 이때 배경 색채는 강하면서도 감각적이지만 세련된 

색감으로 시각적인 즐거움을 제공하였다.  페이스북은 실명으로 

등록한 사용자의 로그인을 통해 이용되는 소셜 미디어이므로 등

록되지 않은 사용자와의 공유는 제한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외
부에 존재하는 미디어의 정보가 링크를 통해 페이스북 내에서 검

색될 수 있지만, 등록되지 않은 사용자가 외부에서 페이스북의 정

보를 검색할 수 없다. 또한 게시할 수 있는 콘텐츠의 양이 제한돼 있

어서 다른 미디어의 도움 없이 페이스북 자체의 공간 안에서 정보

Facebook 
Screen

Title

Intuition Clarity Aesthetic
Oper-
ability

Layout Shape
Color / 
Tone

Inter-
action

The 4th KISU 
academy 
was ‘K-food’ 
Korean food 
culture.!

Card
News /
Share 
Icon

Medium 
Satur-
ation

Up & 
Down
Scroll

/

Mouse 
Click

/

Key-
board 
Arrow 
Button

Have you 
ever tried 
Korean food? 

Video /
Share 
Icon

High 
Satur-
ation

26 Delicious 
Korean 
Foods You 
Need In Your 
Life

Bold Title 
/ Share 
Icon

High 
Satur-
ation

What Exactly 
Is In Those 
Little Korean 
Side Dishes?

Bold Title 
Arranged 
Know-
ledge

Medium 
Satur-
ation

Looks like 
Mexican 
snacks and 
Korean 
snacks have 
more in 
common 
than we'd 
think!

Video /
Share 
Icon
Bold Title 
Subtitles

High 
Satur-
ation
/ En-
hanced 
Spatial 
Color

표 5. 페이스북 기반 “Korean Food” 콘텐츠 디자인 표현요소

Table 5. Facebook-based “Korean Food” content design 
elements  

를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때문에 정보를 압축적으로 표현

하는 시각적 정보전달 방법과 다른 미디어를 통해서도 검색자의 

접근이 원활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2-3 유튜브(Youtube)

유튜브 채널을 통한 상위 콘텐츠를 선정하여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한국과 미국의 학교급식에 등장하는 음식을 비교하

며 한국음식을 소개하는 콘텐츠가 가장 먼저 나타나고 있었다. 
강민정 등(2020)에 따르면 청소년의 85%가 유튜브를 사용하고 

있으며, 유튜브는 십 대 청소년에게 가장 인기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한다고 했다[18]. 또한 이강유 등(2018)도 유튜브가 2005년 

탄생한 이래 전 세계 최대 규모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이 되었으

며, 국내 온라인 동영상 이용자의 80% 이상이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19]. 현재 유튜브는 동영상을 공유하는 보편적인 미디어

로써 그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 검색자는 관심 있는 정보와 관

련하여 가장 조회 수가 많은 콘텐츠 순으로 살펴보게 되고, 제
공되는 동영상은 화면전체 크기로도 볼 수 있으며, 재생버튼을 

통해 일반적으로 시선을 좌우로 하면서 정보를 전달받는다. 이
때 다른 순위의 동영상은 작은 미리보기 이미지로 배열되며, 검
색자는 직관적인 판단을 통해 개인의 취향을 반영하는 콘텐츠

를 이어서 선택하게 된다. 

Youtube
Screen

Title

Intuition Clarity Aesthetic
Oper-
ability

Layout Shape
Color / 
Tone

Inter-
action

Americans & 
Koreans 
Swap School 

Lunches[20]

Subtitles 
in Diag-
onal 
Com-
position

Spatial 
Color and 
Costume 
Color

Left & 
Right 
Play 
Button

/

Mouse 
Click

/

Key-
board 
Arrow 
Button

Amazing 
Korean Food 
and Attrac-
tions in 

Seoul![21]

Various 
Food 
Shapes

Color 
and 
Warmth 
of Food

What is: 
KOREAN 
Food? 
Korean Food 

Tour![22]

Various 
Food 
Shapes

Medium 
Satur-
ation

How to Eat 
Korean 

Food[23]

Centered 
Thick 
Subtitles

Medium 
Satur-
ation

The 3 
BIGGEST 
Korean 

Foods![24]

Various 
Subtitles 
at the 
Bottom

Mixed 
High & 
Medium 
Satur-
ation

표 6. 유튜브 기반 “Korean Food” 콘텐츠 디자인 표현요소

Table 6. Youtube-based “Korean Food” design 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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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사용자는 동영상의 재생기능을 통해 정보의 순서를 통

제하면서 개인의 감성에 맞는 정보를 재조직하며 취득하거나, 앞
서 살펴본 미디어와 같이 댓글과 공유 이외에 상호작용할 수 있

는 방법은 미흡하다. 또한 외부의 미디어에서 검색이 가능하더라

도 발행자가 제시한 키워드 이외의 정보로는 검색할 수 없는 단

점이 있다. 따라서 동영상 정보를 검색자가 직접 보면서 정보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이미지를 검색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더 다양

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한국음식 문화 콘텐츠 현황을 소셜 미디어별로 

구분하여 비교하면 블로그의 경우 주로 인기 있는 한국음식과 

전통음식 관련 정보가 시각자료와 나열되었으며, 페이스북은 

조리체험, 인기음식, 식문화, 음식비교 등 비교적 여러 유형으로 

분포했다. 유튜브를 통해서는 장소를 포함한 다양한 정보와 

연계된 복합 정보로써 동영상이 활용되어 정보를 전달하였다.

Ⅲ. 한국음식과 색채 이미지 언어

3-1 색채가 전달하는 언어체계

웹 검색으로 한국음식문화를 알고자 할 때 실제로 경험되지 

못한 감성적 정보는 디지털화한 콘텐츠로 전달된다. 현재 개인의 

취향에 따라 선택하게 되는 콘텐츠들은 점유율이 높은 소셜 미디

어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 콘텐츠들은 기존에 글

자를 통해 언어로 전달했던 방식과 달리 이미지, 동영상 등 시각

적 요소를 활용하여 감성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언어로써 사용되는 시각적 요소 중 색채를 중심으로 그 언어체계

를 살펴보고자 한다. 색채는 색깔 또는 빛깔도 같은 의미로 사용

할 수 있으며, 컬러(color)로 바꿔 쓸 수 있다. 한편 색조(色調)는 

색깔의 강함과 약함의 정도나 상태 또는 짙거나 옅은 정도나 상

태로, 톤(tone)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색감(色感)은 색에서 받는 

느낌을 말한다. 정현선(2019)에 의하면 색은 물리적인 현상으로 

생성된 빛의 작용이지만 개인의 경험, 일반적 대중의 인식, 사회

경제적 특징, 다양한 매체, 공통된 문화 등을 통해 주관적으로 색

을 인식하게 된다고 한다. 일반적이든 개인적이든 인간은 색에 

대한 감성 반응을 하여 자연스럽게 어떠한 형상과 연상 이미지를 

갖게 된다고 하였다[25]. 여기서 다양한 각자의 색 마다 갖게 되

는 감정 효과, 연상과 상징 등으로 체계적인 분석과 조사를 통해 

특정한 언어로 객관화시켜서 구성한 이미지 공간을 이미지 스케

일(image scale)이라 하며[26] 대표적으로 국내의 I.R.I 이미지 스

케일과 일본의 고바야시 이미지 스케일 및 하루요시나구모 컬러 

배색 차트가 있다. 
I.R.I 이미지 스케일에서 가로축은 동적인(dynamic)과 정적인

(static)으로, 세로축은 부드러운(soft)과 딱딱한(hard)으로 놓고 

동일한 기준축의 공간을 12개의 감성군으로 나누어 105개의 형

용사를 색채로 해석 가능하도록 하였다[27]. 한편 고바야시는 가

로축을 따듯한(warm)과 차가운(cool)으로, 세로축을 부드러운

(soft)과 딱딱함(hard)으로 놓고 15개의 감성군에 속하는 176개 

감성어휘를 표시하고 있다[28]. 하루요시는 가로축을 에너지를 

나타내는 강한(strong)과 약한(weak)으로, 세로축은 시간을 나

타내는 새로운(new)과 오래된(old)으로 놓고, 축을 기준으로 

B(budding) 영역, G(growth) 영역, R(ripen) 영역, W(with) 영역으

로 구분 했으며 각각의 영역에는 표준 그룹 23개와 각 그룹에 속

하는 160개의 이미지 언어를 나타내고 있다[29].

3-2 한국음식의 색채 이미지 언어 모델기반 분석

본 연구에서는 한국음식의 색채를 중심으로 감성언어를 분석

해 보고자, 앞서 살펴보았던 소셜 미디어 콘텐츠 중에서 선호되

는 한국음식들을 종합하여 순위에 따라 50가지를 정하고 각 음식

을 나타내는 이미지는 구글, 한국관광공사, 해외문화홍보원 사이

트를 중심으로 키워드를 ‘Korean Food’로 설정하여 수집 및 정리

하였다<표 7>. 

Image
KSCA 
(%)

Main 
Color

I.R.I Kobayashi 
Haru-
yoshi

41.62 7.5Y 7/8 simple cool-casual B

18.54 10Y 3/4 oriental subtle B

15.64 3.75YR 5/10 natural delicate B

15.18 2.5Y 8/4 elegant fashionable B

36.32 2.5Y 9/2 stylish elegant B

33.02 10YR 7/10 comfy pure and elegant B

24.75 10R 5/14 natural natural B

5.09 7.5YR 2/4 classic noble and elegant W

75.69 1.25YR 8/4 classy elegant B

12.45 1.25YR 7/6 idyllic sleek B

10.24 8.75R 5/6 abundant
simple and 
appealing

B

1.49 10R 3/4 friendly emotional G

80.98 2.5Y 8/12 stable steady B

14.45 10Y 9/2 stylish elegant B

3.46 7.5YR 5/10 pure fresh B

1.1 1.25Y 4/4 elegant fashionable B

43.18 8.75YR 7/8 comfy puure and elegant B

41.12 2.5YR 5/10 natural feminine cultured B

9.87 1.25YR 3/6 idyllic sleek B

5.83 8.75YR 8/6 convenient sedate B

36.68 10R 5/10 natural feminine cultured B

35.02 8.75YR 7/8 comfy pure and elegant B

18.23 10YR 8/4 elegant fashionable B

9.89 7.5R 2/4 abundant elegant B

62.96 10R 5/12 delicate citrus B

17.23 7.5YR 7/10 pure fresh B

11.88 5YR 3/4 convenient elegant B

7.9 10YR 9/2 stylish fashionable B

67.31 10R 5/14 Reflecting supple B

24.39 7.5YR 7/10 pure fresh B

5.74 10YR 9/4 elegant fashionable B

2.54 5YR 3/6 idyllic pure and elegant B

표 7. 한국음식의 색채 이미지 언어 모델 기반 분석 사례

Table 7. Analysis example based on the color image model 
of Korean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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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합된 한국음식 이미지는 KSCA(한국표준색채분석) 프로

그램으로 주조색 추출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주조색 비율 순 네 

가지 계열의 정량적 색상값을 대입하여 I.R.I 색채 이미지 스케

일, 고바야시 컬러 이미지 스케일, 하루요시 배색 이미지 차트를 

통해 나타난 이미지별 감성 형용사를 <표 7>과 같이 분석하였

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한국음식 이미지의 주조색은 주황(YR) 
계열이 5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노랑(Y) 계열 27.5%, 빨
강(R) 계열 15%, 황록(GY) 계열 5.5% 순으로 분포되었다. 

I.R.I 색채 이미지 스케일로 분류해보면 주로 ‘우아한’과 ‘내
츄럴한’을 이루는 형용사 영역에 집중되어있었는데, 구체적으

로는 ‘멋진’이 20.5%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 ‘우아한’ 12%, ‘자
연적인’ 9.5%, ‘간편한’ 8%, ‘편안한’ 7% 등의 순으로 나타났

다. 고바야시 컬러 이미지 스케일에서는 ‘우아한(elegant)’이 

24.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유행의(fashionable)’ 13.5%, 
‘순수한과 우아한(pure and elegant)’ 8.5% 순이었다. 이어서 ‘반
짝이는(sleek)’이 4.5%, ‘여성적인 양식의(feminine cultured)’과 

‘차분한(sedate)’이 각 4.0% 순으로 분포했다. 하루요시 배색 이

미지 차트에서는 ‘발아’를 의미하는 B영역이 90.5%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위축’을 의미하는 W영역이 7%, ‘성장’을 나

타내는 G영역이 1.5%, 무채색 영역 1%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개된 한국음식이 매콤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위치인 B
영역의 감성형용사 ‘로멘틱’, ‘엘레강스’, ‘내추럴’, ‘프리티’, 
‘클리어’와 대응된다. 전체적으로 ‘우아한’의 어휘를 많이 나타

내는 것은 소스로 사용되는 갈색 계열의 장류와 매운 음식이 가

지는 붉은 계열의 색감이 크게 작용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행

을 따르는’, ‘반짝이는’의 어휘가 있는 곳은 고소함과 달콤한 음

식에 나타나는 윤기 있는 부분을 가진 음식 이미지에서 표현되었

고, ‘차분한’의 느낌을 주는 곳은 발효 음식류 또는 밝은 색감의 

면류와 국물류를 중심으로 분포되었다. 주로 붉은 계열의 양념음

식과 발효음식에 집중되는 측면은 그 외에 소개할 수 있는 한국

음식 정보도 콘텐츠화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Ⅳ. 프로젝트 <Korean Dishes>의 설계 및 디자인

4-1 프로젝트 <Korean Dishes>의 제작 방향성

현재 웹 환경에서 한국음식문화를 알기 위해 대표적인 포털 사

이트, 혹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검색을 해보면 사전적 지식, 인기

있는 음식소개, 개인경험과 관련한 음식, 음식조리 및 레시피, 식
문화, 음식을 먹는 모습 등의 정보를 접할 수 있는데, 주로 소개되

는 한국음식 위주로 정보가 게시되는 경우가 많고, 그 내용이 중복

되기도 한다. 대부분 일반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국음식에 대한 개인적 취향에 대응되는 정보를 찾기에

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경우 검색자는 개별적인 문화 경험과 미각 

등의 취향을 토대로 기술된 정보를 탐색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자

신의 취향에 적용될 수 있는 정보를 선별하거나, 검색 목적에 맞는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시간적 노력을 필요로 한다. 본 프로젝트는 

한국음식문화에 대한 정보를 개인적 취향에 대응될 수 있는 정보

로 전달하기 위한 모색에서 시작한다. 
최근에는 포털 사이트보다는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등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개인적 취향에 맞는 정보를 찾고자 하며, 각
자의 감성적 경험 유무에 따라 공감을 표시하거나 공유하는 방법

으로 콘텐츠를 확산시킨다. 또한 이러한 채널을 통해 검색된 한

국음식문화 콘텐츠는 글자보다는 시각적 요소로 표현된 콘텐츠

들이 주로 나타난다. 음식을 주제로 한 콘텐츠의 특성상 감성적 

정보를 통해 개인적 취향이 반영되고 공감 수가 증가하면 우선순

위로 보이는 것이다. 한편 보통의 사람들은 감각기관을 통해 전

달되는 정보의 80% 이상이 시각을 통해 얻어진다는[31] 측면에

서 사용자에게 감성적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시각화 요소를 중심

으로 디자인을 제안하고자 한다. 실제로 한국음식을 경험하지 못

한 사용자에게 미각 정보를 디지털화하여 제공함으로써 감성적 

경험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많은 사용자가 공감하고 공유하

도록 시각적 접근을 통한 콘텐츠의 제작 계획을 세웠다. 
한국음식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젝트 <Korean Dishes>는 한

국음식을 감성언어를 통해 검색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취향에 

맞는 정보를 확인하고 이에 즐거움을 느끼도록 하여, 이러한 감

성적 경험을 공유하도록 하는 모색한 웹사이트 프로토타입이

다. 한국음식문화에 관심 있는 사용자에게 색채로 분류한 한국

음식과 식문화 정보를 제공하고 개별적 취향에 맞는 단계별 지식

을 선택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흥미로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하

였다.

4-2 프로젝트 <Korean Dishes>의 디자인 구현

한국음식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 <Korean Dishes>는 

웹 기반 콘텐츠 프토로타입이다. 먼저 현재의 웹 환경을 통한 

한국음식문화 콘텐츠의 정보 유형 및 사용성 기반 시각적 디자

인 요소를 분석하여 기본적 디자인 방향을 설정하였다. 

그림 2. <Korean Dishes> 웹사이트 맵

Fig. 2. <Korean Dishes> Website map

처음 사용자가 어렵지 않게 본 프로젝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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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색을 중심으로 간결하게 구성 하면서도 인터페이스는 명료

하게, 한국음식에 해당하는 이미지 정보는 선명하게 표현되도

록 하였다. 그리고 대표적 한국음식에 대응하는 이미지를 수집

하기 위해 구글, 한국관광공사, 해외문화홍보원 사이트를 활용

하였다. 수집된 이미지들은 KSCA(한국표준색 색채분석)으로 

주조색을 추출한 다음, 정량적 결과값을 기준으로 I.R.I 색채 이

미지 스케일, 고바야시 컬러 이미지 스케일, 하루요시나구모 배

색 이미지 차트를 통해 각각의 한국음식에 연결되는 감성언어

를 분류하였다. 이때 웹으로 구현되는 콘텐츠로써 업로드용 한

국음식 이미지는 해당 감성언어 정보를 담은 데이터명으로 변

환하여 저장해두고, 각 한국음식에 대한 기본정보와 식문화 정

보 또한 정리하여 콘텐츠화 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본 프로젝

트 <Korean Dishes>의 기본적인 시각적 요소 또한 앞서 사례를 

분석한 기준으로 진행하였다<표 9>.
기본적인 비주얼 구성요소는 레이아웃, 이미지, 색상, 타이포 

등이다. 먼저 사용자가 보게 되는 메인 페이지의 헤더(Header)에
는 로고가 위치하고, 5가지의 메인 메뉴가 자리하게 된다. 프로젝

트를 알리는 기본적 내용이 담긴 ‘About’, 한국음식 정보 항목인 

‘Korean Food’, 한국음식과 관련한 식문화 정보 항목으로 

‘Korean Food Culture’, 감성언어로 한국음식을 검색할 수 있는 

‘Korean Food Search’, 사이트맵 정보 ‘Site Map’으로 구성되어 

항상 고정된 위치에서 사용자에게 네이게이션 역할을 하게 된다. 
메인 섹션 영역에는 직관적으로 검색창이 한눈에 보이도록  배치

하여 한국음식 혹은 개별적 감성언어를 바로 입력하기 쉽도록 했

다. 이러한 시각적 디자인은 다음과 같이 구현된다.

Webpage
Screen

Title

Intuition Clarity Aesthetic
Oper-
ability

Layout Shape
Color / 
Tone

Inter-
action

Search 
today's 

emotions!

Search 
bar

Medium 
Satur-
ation

Search 
button :
Mouse 
Click
/
Key-
board 
Arrow 
Button
/
Up & 
Down
Scroll

Here's a 
food that 
matches 
your 
emotions!

Bold 
Title 

High 
Satur-
ation

I will 
introduce 
Korean 
food that 
suits you.

Centered 
Thick 
Subtitles
/ Share 
Icon

Mixed 
High & 
Medium 
Satur-
ation

표 8. <Korean Dishes> 프로젝트 디자인 표현요소

Table 8. <Korean Dishes> Project design elements  

그림 3. <Korean Dishes> 메인화면

Fig. 3. <Korean Dishes> Main Page

그림 4. 첫번째 정보제공 웹페이지

Fig. 4. First informational web page

그림 5. 두 번째 정보제공 웹 페이지

Fig. 5. Second informational web page

4-3 프로젝트 <Korean Dishes>의 인터랙션

<Korean Dishes>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 검색 기능과 하이퍼

링크의 연결 등을 중심으로 사용자가 페이지 안에서 이동하는 

구조로 제작 되었다. 한국음식문화 정보를 찾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검색창을 통해 한국음식명을 바로 

입력하거나 개별적 감성언어를 입력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 방

법은 헤더영역에 고정되어 있는 메뉴를 통해 한국음식 또는 식

문화 항목을 선택해서 정보를 찾아보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

로 1차 정보화면 페이지로 링크되었다면 먼저의 입력사항에 해

당하는 한국음식 이미지를 볼 수 있다. 1차로 제공되는 정보는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 사용자를 위해 시각적인 감성에 영향

이 많이 가도록 텍스트 보다는 이미지를 주로 사용하여 구성하

였다. 이 페이지를 통해 해당 음식 이미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

으며 관련 기본정보, 식문화 정보, 전문정보 항목을 추가로 선

택할 수 있다. 그리고 2차로 제공되는 한국음식문화 정보에는 좀 

더 심화된 지식정보가 나열되어 제공된다. 모든 페이지에는 공감

과 공유아이콘, 이동 버튼이 존재한다.



한국음식문화 확산을 위한 문화예술콘텐츠 디자인 방법에 대한 연구 

1057 http://www.dcs.or.kr

그림 6. 화면전환에 따른 인터렉션

Fig. 6. Interaction according to screen switching

Ⅴ. 결  론

현재 웹 환경에서 한국음식문화를 알기 위해 포털사이트, 혹
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검색을 해보면 사전적 지식, 인기 있는 음

식소개, 개인경험과 관련한 음식, 음식조리 및 레시피, 식문화, 음
식을 먹는 모습 등의 정보를 접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일반

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국음식에 대한 

개인적 취향에 대응되는 정보를 찾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경우 검색자는 개별적인 문화 경험과 미각 등의 취향을 토대로 

기술된 정보를 탐색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취향에 적용

될 수 있는 정보를 선별하거나, 검색 목적에 맞는 정보를 획득하

기 위한 시간적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포털 사이트보다는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등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개인적 취향에 맞는 정보를 찾고자 하며, 각
자의 감성적 경험 유무에 따라 공감을 표시하거나 공유하는 방법

으로 콘텐츠를 확산시키고 있다. 그러나 블로그는 발행자가 제시

한 정보만으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취향이 모두 반영

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관심별 조합을 시각적으로 확

인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페이북과 같이 특별히 가입 절차

를 따르지 않더라도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어야 하는 

한편 시각을 통해 효율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미지 

또는 동영상을 활용하는 경우 사용자의 관심을 예측하여 관련 키

워드로 저장하면 관련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검색자에게 전달될 

것이다.
한국음식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젝트 <Korean Dishes>는 한

국음식을 감성언어를 통해 검색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취향에 

맞는 정보를 확인하고 이에 즐거움을 느끼도록 하여, 이러한 감

성적 경험을 공유하도록 하는 웹사이트 프로토타입이다. 한국

음식문화에 관심있는 사용자에게 색채로 분류한 한국음식과 

식문화 정보를 제공하고 개별적 취향에 맞는 지식을 연계하여 

선택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흥미로운 참여가 되도록 했다. 일반

적 정보의 나열이 아닌 사용자의 취향을 시각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은 일반적인 검색활동 보다 효율적인 전달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어령(2006)은 정보가 공기라고 하였다. 내가 숨 쉬는 

이 공기는 조금 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폐 속에 들어 있던 

공기와도 같다고 했다[30]. 동시대의 일반적인 정보는 공기와

도 같이 검색화면 속에 존재하며 개별 사용자에게 전달되고 공

감과 공유를 통해 그 관심들이 이어진다는 면에서 웹에서 관심 

받는 한국음식문화를 주기적으로 반영하여 그 관심의 범위를 

연결하고 독려하는 더 세부적 인터렉션과 전문지식을 제공

하는 방법 등을 통해 콘텐츠 확장의 가능성을 기대한다. 본 
연구는 한국음식문화를 알리는 하나의 문화예술 콘텐츠이면서 

심화되는 지식정보 사회에서 사용자 기준의 정보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하나의 사례로써 의미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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