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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공간은 지름 16M의 원형 홀을 둘러싼 초록색의 식물벽으로 조성되어 강렬한 시각적 

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관람객들은 한식을 생명력이 있으며 자연과 어우러지는 음식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원형 홀을 둘러싼 영상에서는 신생아부터 100세 노인의 얼굴이 다양한 한식의 모습과 

교차되어 나타나며 건강한 삶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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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 주제를 담은 그릇
달항아리

한국관은 유기적인 곡선과 타원형의 형태가 돋보이는 백색의 건물로‘달항아리’를 모티브로 

디자인하였습니다. 한국의 전통 도자 중 하나인‘달항아리’는 젓갈이나 장을 담아둔 그릇으로 

동그스름한 형태가 보름달을 닮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의도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조형미에서 

한국적인 아름다움과 정서를 느낄 수 있는 조선 시대의 백자‘달항아리’를 형상화한 한국관은 밀라노 

엑스포 주제를 담은 그릇을 의미합니다. 고대 로마의 도시 구획을 본떠 직선형으로 계획된 회장에서 

곡선, 타원형의 한국관 입면은 동서양 문화의 만남과 조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건물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전시공간에서는 현대인들의 식습관과 식문화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합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질병, 끊임없이 과잉 생산되는 가공식품, 고갈되는 식량자원을 각각 작품으로 

표현하여 우리가 직면한 먹거리의 위기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한국관은 인류가 직면한 음식 문제에 대해 관람객들에게 

물음을 던지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 중 하나로

‘한식’을 소개하는 흐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어떤 음식을 선택하고 섭취할 것인가?”

전 시

전시3. 미래음식으로서‘한식’의 가능성

한국관 1층에는 전시공간에서 경험한 한식과 한국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과 

문화상품관이 있습니다. 한식 레스토랑은 한국관의 핵심적인 공간으로서 전시와 연계하여 

조화(harmony), 치유(healing), 장수(health)의 주제를 담은 메뉴를 제공합니다.

문화상품관에서는 소반, 보자기 등 식문화 소품, 한식 브랜드 상품 등 고품격 한국 문화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레스토랑·문화상품관

한국 음식과 한국의 문화 공연이 어우러진 한식문화축제가 행사기간 동안 다채롭게 펼쳐집니다. 

한국의 날(6월 23일)과 한국 주간(6월 22일~26일)에는 한국의 전통 공연과 K-POP, 비보잉 

등의 퓨전 공연이 엑스포 회장과 밀라노 시내 곳곳에서 선보입니다. 매달 1회 한국관 

레스토랑에서 열리는 네트워킹 이벤트는 한식을 좀더 친근하게 접하고 새롭게 조명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한식과 한국 문화를 즐기고, 세계인들과 함께 

인류의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고 교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문화행사

한국관의 심볼은 한국의 전통 그릇인‘옹기’를 형상화하였습니다. 옹기의 곡선은 한국관의 
유려한 건축미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며, 전통색인‘오방색’은 자연과의 조화와 균형을 의미합니다.

한식, 미래를 향한 제안
음식이 곧 생명이다

사람들은 각자가 즐겨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문화와 환경, 개인의 취향에 따라 종류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많은 음식이 개발되었습니다. 우리는 관람객들에게‘어떻게 먹을 것이며, 무엇을 먹을 것이며, 

얼마나 지속가능하게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바로 

내 몸을 구성하고, 내 삶을 만들고, 내가 속한 공동체의 문화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관을 방문한 

관람객들은 자신이 즐겨먹는 음식과 식습관을 돌아보며 한식을 통해 내 몸과 인류의 미래를 위한 

건강한 음식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영양의 균형, 조화

한식은 계절, 색상, 재료가 모두 고려된 균형 잡힌 식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밥과 반찬으로 구성된 한상차림은 다양한 조합으로 

조화로운 맛과 영양을 만듭니다. 360도로 회전하는 로봇팔(Robot-

arms) 영상 퍼포먼스를 통해 영양의 균형과 조화를 표현합니다.

생명의 과학, 발효

‘발효’는 한국 음식의 근간을 이룹니다. 대형 옹기 속에서 일어나는 

발효의 과정을 생명의 탄생에 비유하여, 효모의 작용에 의해 

유기물이 분해되고 새로운 성분이 합성되는 자연 현상을 시각적으로 

연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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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의 지혜, 저장

수백 개의 옹기를 스크린으로 활용한 미디어 퍼포먼스는 관람객들을 

아름다운 한국의 사계로 안내합니다. 옹기 위로 비가 내리고 낙엽이 

떨어지고 눈이 내리는 영상과 함께 살아 숨쉬는 듯한 사운드를 

통해 오랜 시간 자연적인 방법으로 음식을 보관하였던 저장의 

지혜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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