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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오늘날 심각한 환경문제에 따른 환경성을 고려한 식공간 연출의 요성을 제기하고자하며 재

활용에 한 소비자들의 인식  선호도를 살펴 으로서 식공간에서의 재활용 연출에 한 재 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결과 아직까지 소비자들에게 있어 재활용 소재에 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활용도 

측면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스토랑 식공간  재활용 소재를 활용한 식공간 이미지에 해 

성별에 따라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높은 심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여부에 있어서는 기혼자들

보다는 미혼자들이 더 정 으로 생각함을 알 수 있다. 학력에 따라서는 고학력일수록 재활용 소재를 활

용한 식공간 연출을 많이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입에 따라서는 소득수 이 높을수록 직업에 

따라서는 문직일수록 실용  측면을 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 으로 소비자의 재활용 

소재에 한 인식의 환과 함께 재활용 소재를 활용할 수 있는 인식도를 높이기 해서는 소비자로 하여

 사회  책임을 느끼고 자원 약과 함께 재활용을 활용한 실생활에 용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의 

역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중심어 :∣재활용∣식공간 연출∣

Abstract

The study is based on the serious environmental problems occurring these days to 

acknowledge the consumers awareness and preference according with the coordination using 

recycled materials in the dining space. As the result, considered the consumers had lack in 

recognition of using recycled materials when they tried to use them in their normal daily life. 

Also the females were far more interested than the males with the usage of the recycled 

materials inside the restaurant and its interior image along with married persons had more 

positive attitude towards it than the unmarried ones. With education back ground, highly 

educated peoples really quite didn't prefer the usage of the recycled materials. According with 

the income, the high earnings and with the occupation, the professionals with specialized jobs 

considered the practical use of aspects more important than above. Therefore the needs to 

educate and promote the consumers to use recycled materials in their every day lives, it is 

required to build social responsibility and finding the essential meanings to save resources so 

that they can utilize them with converted recogn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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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지 까지 식공간 연출은 트 드에 맞는 새로운 식기

류, 다양한 린넨, 화려하고 이국 인 꽃, 장식품이 얼마

나 많이 사용되었는가가 좋은 연출의 기 이었다. 

즉,  좋은 식공간은 늘 낭비와 과잉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일반인의 인식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화려하

게 식공간을 꾸미는 것은 외 상으로는 아름답게 보이

질 모르지만 그 자체로 무질서하게 보여 질 수 있다.  

 이와 같이 낭비 인 요소로 받아들일 수 있는 ‘화려한 

공간이 지속가능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몇몇 식공간연

출가들과 디자이 들에 의해 제기되었고 환경에 한 

사회  요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 에서 이는 

요한 문제이다.

산업 명  세계 1․2차 을 시 으로 과학기술 

발달에 따라 인간은 량생산의 물질  풍요로움 속에

서 소비생활과 함께 인간성 상실과 자연환경의 괴를 

가속화 시켰다. 결론 으로 이러한 과학기술에 따른 환

경변화는 인간에게 정 인 측면도 제공하 지만 반

면에 환경 문제에 한 부정 인 측면으로 환경에 한 

사회  인식을 증 시켰다. 이러한 인식은 사회문화 

반에 퍼져있는 환경과 건강에 한 심을 받으며 환경 

친화  소비를 실천하는 ‘환경 의식  소비자’ 라는 새

로운 소비 집단이 출 하게 되었다[1]. ‘환경 의식  소

비자’의 욕구는 ‘食’ 공간 환경에서도 환경 친화  생활

이라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으며 아름답고 쾌 한 생

활환경의 창출은 우리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최

의 과제일 것으로 사료된다. 

Victor Papanek (1998)[2]은 ‘디자인이 궁극 으로 

래하게 될 결과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한다. 한 

Paul Bural (199l)[3]은 제품 디자이 는 자신이 디자인

하는 제품에 하여 ‘요람에서 무덤까지’, 즉, 디자이

는 재료의 선정과 제품의 사용과 폐기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환경 피해에 한 도덕  책임과 사회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자이 로서 식

공간연출가 한 이러한 많은 문제들을 결정해야하는 

치에 있다. 재료의 선택에서 연출가가 선택하는 재료

들은 환경  측면에서 매우 결정  요인으로 작용된다. 

식공간연출가들은 수시로 변하는 트 드에 맞추어 직

으로 제품을 식공간에 연출하거나 간 으로 제

품의 스타일과 기호를 결정하는 역할을 통해서 환경문

제에 련되며 제품들은 유행의 흐름에 맞추어 처분해

야하는 치에 놓이게 됨으로 식공간 연출가들도 제품

의 처분과 련을 맺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친환경  의미를 가진 지속가능한 디자인

(Sustainable design), 그린디자인(Green design), 생태 

디자인(Eco design) 등의 유사개념들을 통해 자원을 

약하고 재활용(Re-cycle)이라는 새로운 인식의 자각을 

가져왔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식공간을 비롯하여 산업

디자인, 패션,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 향을 미치게 되

었다.  MIT 내 ‘Future Craft’ 연구 의 교수진은 이러

한 재활용 움직임에 해서 지 껏 재활용 생산흐름은 

버려진 폐품들을 괴해 폐품이 되긴 과 비슷한 값어

치의 제품으로 재생하는 ‘RE-CYCLED’ 차원에 머물

으나 이제는 재활용 자재로 시장과 사회에서 요구하는 

더 높은 고가의 가치를 창출하는 신제품을 생산한 후 

이들이 더 장시간 그 시장가치가 구성원들 사이에서 구

가되게 하는 ‘UP-CYCLE’ 수 의 제작, 제조를 해야 한

다고 주장하고 있다[4].

최근 다양한 제품 디자이 들이 무분별하게 개발되

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폐기처분돼 환경에 피해를 주

는 제품 생산 흐름 속에서 재활용이라는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제작에 들어갔다. 지 까지 식공간에서도 친환

경을 고려한 디자인은 자연과 에콜로지컬(ecological)을 

주제로 한 연출이 많았으나 환경 문제에 한 새로운 

인식과 주변에서 쉽게 쓰고 버려지는 재활용 가능한 소

재인 유리, 도자기, 라스틱, 철, 알루미늄 캔 등을 이

용하여 손쉽게 새로운 아이디어로 조형화시키는 연출

이 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식공간에서 친환경 디자인

의 개념인 재활용 소재의 이용은 기존의 식공간이 지닌 

문제 을 해결하고 자연환경과 인간이 공존 할 수 있으

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한 안이 될 수 있다. 한 

술  연출을 한 식공간 연출은 경제  낭비와 환경

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사회  책임을 느끼고 자원 약

과 함께 재활용이 가능한 식공간 연출에 해 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단된다. 즉, 환경 문제의 해결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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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의 의식과 연출자의 환경의식이 함께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해지며 환경에 한 새로운 가치 의 형성은 인

간과 환경을 함께 공존하게 하는 인식이 더 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을 고려하여 재활용소

재를 이용한 식공간 연출에 한 소비자의 인식  선

호도에 해 악하여 연구결과를 토 로 향후 식공간 

연출에서 새로운 연출 기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 자

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배경

1. 재활용
디자인 분야에서는 80년  후반부터 환경 문제에 

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생산된 제품의 재료와 생산과정

을 고려하는 일련의 움직임을 ‘그린디자인’(Green 

Design) 이라는 일반 인 용어를  사용하여 심을 증

폭시켰다[5]. 재활용은 그린 디자인의 표 인 근방

법의 한가지로 구체 인 방법은 5R의 개념으로 정리 

할 수 있으며 5R이란 재사용(Reuse), 감소화(Reduce), 

재생(Regeneration), 재충 (Refill), 재활용(Recycle)의 

약어를 말한다.

재활용이란환경오염을 방지하기 하여 자원을 

약하고  불용품이나 폐품을 재생하여 다시 쓰는 것이

라 정의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재활용

(re-cycling)소재의 일반 인 특성은 자원을 다시 사용

함으로써 자원의 연명을 구 하고 환경 보존을 한 친

환경 디자인 경향에 필요한 소재로 정의하고자 한다.  

한 재활용과 연 되어, 재생, 재이용, 재사용, 재 디자

인 등의 많은 용어를 가지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재

활용 경향을 ‘다시 사용하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재사

용(Reuse)을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다.

재활용 소재란 물질  순환이 가능한 소재를 의미하

며, 재활용 소재는 한계를 극복하고 폐기화를 최소화함

을 말한다. 궁극 으로는 환경, 인간, 제품의 순환과정

의 확립을 통하여 지속 인 경제활동을 가능  하는 순

환형, 즉, 잉여 소비를 끌어들여 생산으로의 기 가 된

다는 에서 단히 큰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소재이다.

2. 식공간 연출
식공간은 ‘음식을 먹기 한 공간’을 의미하며, 먹는 

행 가 이루어지는 체의 공간을 의미한다. 공간에 

해서보면 식탁이란 음식이 있는 공간이고 식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상물이며, 그 외의 주변공간은 

쾌 한 식사를 즐기기 한 배경 인 환경이다. 음식의 

시각  환경이 100%라면 앞의 요리는 5%, 식기류나 

소품류는 30%, 나머지 65%를 차지하는 것은 주변의 환

경이다[6]. 즉 ‘음식과 식탁이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포 으로 해석하여 나타낼 수 있다. 한 식공간은 

공간을 지휘하는 물리  장치, 사람 그리고 시간  장

치라고 하는 세가지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규정할 수 

있다[7].

식공간이라는 단어는 1994년 6월 일본에서 ‘푸드코디

네이터 회’(JFCA)가 형성되면서 정식으로 ‘식공간’이

라고 정의 되었으며, 푸드코디네이터의 역에서 식탁

을 장식하는 문분야의 용어로써 시작되었다고 본다[8].

식공간 연출이란 테이블을 심으로 분 기에 맞는 

소재를 선택하여 인간과 조화로운 계를 형성 할 수 

있는 새로운 커뮤니 이션 공간을 계획하고 연출하는 

조형 활동이다. 즉, 식음공간을 그 목 과 기능에 맞게 

새로운 공간으로 디자인하고 연출하는 것으로 정의 내

릴 수 있다.

식공간 연출은 식사의 목 , 구성원의 특징, 계 , 시

간, 장소 등을 고려하여 식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시

각, 미각, 청각, 후각, 각의 ‘오’(五) 감각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그에 따른 컨셉, 스타일, 세부 요소 등을 결정

하여 연출할 수 있다[9]. 일반 으로 사람들은 식공간 

연출은 테이블 세 으로 인식하고 있다.  테이블 세

은 일정한 규칙에 따라 테이블 에 린넨, 식기, 라스 

웨어, 센터피스, 커트러리, 소품 등을 장식하는 것을 의

미하지만, 이는 한정된 표 으로 일본에서만 사용 되는 

표 이다. 식공간 연출은 테이블 세 이란 표 과 구분

되며 한층 의 인 개념으로 인식되어야 한다[10]. 요

리, 식기, 꽃, 클로스에서 음악, 조명등에 이르기까지 다

양한 요소를 사용하여 인간의 오감을 자극하는 식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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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존 연출 방법 재활용 연출 방법

목적
인간의 욕구를 만족시키
는 것.
주어진 환경과 목적에 맞
게연출 하는 것.

인간, 환경, 사회경제의 균
형을 맞추어 주는 것.
사회적 이익의 제공을 통하
여 최적화 된 연출을 하는 것.

특징

합목적성
기능성
심미성
경제성
구조성

Reduce
Reuse
Regeration
Recycle
Refill

이미지
연출

클래식(Classic)
엘레강스(Elegance)
캐주얼(Casual)
모던(Morden)
에스닉(Ethnic)
젠(Zen)

정크(Junk)
빈티지(Vintage)

출을 나아가 식탁에서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  수 

있고 상호 이해를 돈독히 할 수 있는 장이 되도록 만드

는 것을 가리켜 식공간 연출이라고 부른다[11]. 한, 

식공간 연출이란 용어는 먹는 공간을 연출하는 새로운 

디자인 역의 한 분야로 볼 수 있다. 재의 식공간 연

출은 테이블 주의 연출, 주거공간에서의 주방공간을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테이블이 있는 상업 공간

인 스토랑, 시 공간까지 범 를 확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식공간 연출은 사람과 사람에 한 이

해와 사회의 문화 한 이해를 토 로 식탁을 꾸미는 

종합 술의 한 분야로 표 하고자 한다.

3. 재활용 식공간 연출
식공간에서 친환경  연출방법은 환경에 무해한 제

품을 사용하거나 친환경  재료를 활용한 제품을 사용

하는 연출방법과 이미 사용된 폐 소재와 재활용, 재사

용 가능한 제품을 사용하는 연출 방법으로 나 어 볼 

수 있다. 

식공간에서 재활용을 한 연출을 수행하기 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어떤 제품의 부분을 얼마만큼 사용할 것인지 

정하고 그것이 유해 물질인지 무해 물질인지 가려내어 

포함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둘째, 라이  사이클 체에

서  환경 부하가 가장 은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셋

째, 재활용 연출에서 사용되는 제품은 이미 사용된 재

료나 부품을 재활용한 디자인을 포함한 제품을 사용하

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후자에 해당하는 폐 소재와 재사용 가

능한 제품을 가지고 다음 [표 1]과 같이 재활용 식공간 

연출의 특징을 정의하고자 한다.

표 1. 재활용 식공간 연출의 특징

Ⅲ. 연구 설계

1. 표본설계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를 해 자료의 수집을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높이기 하여 비설문과 본 설문을 나 어

서 실시하 다. 조사 시기는 2013년 11월 16일부터 11

월 22일까지 7일간에 걸쳐 설문의 정확도와 회수율을 

높이기 하여 직 방문의 방문을 실시하 다. 

자료의 응답은 응답자가 직  기입하는 자기기입식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 고 조사 상은 서울

지역 직장인, 주부, 학생 등을 상으로 조사하 다. 

설문조사에서는 리커드 5  척도법와 명목척도를 활용

하여 실시하 고 총 2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배포

한 설문지  230부를 회수하 으며, 불성실한 응답이

나 분석 자료로 부 당한 부를 제외한 총 206부만을 분

석에 이용하 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데이터 코딩 

과정을 거쳐, SPSS 18.0 통계패키지 로그램을 활용

하여 분석하 다. 활용된 통계기법으로는 빈도분석, 신

뢰도분석, 요인분석과 차이검증을 활용한 t-test, 

Anova분석을 실시하 다.

첫째, 조사 상자를 심으로 인구통계학  특성을 

악하기 해서 빈도분석을 실시하 고 둘째, 식공간 

연출과 재활용 소재에 한 인식을 악하기 해서 빈

도분석을 실시하 다. 셋째, 스토랑 선택 시 요하게 

생각하는 요인과 재활용소재에 한 요인  재활용 소

재를 활용한 식공간 연출에 해서 신뢰도 분석  요

인분석을 실시하 다. 마지막으로 인구통계학  특성

과 스토랑 선택 시 요도 요인, 재활용소재에 한 

요인과 재활용 소재를 활용한 식공간 연출에 요인을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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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빈도(명) 비율

성별 남자 99 48.1%
여자 107 51.9%

연령

10대 4 1.9%
20대 81 39.3%
30대 82 39.8%
40대 26 12.6%
50대 13 6.3%

학력
고졸 이하 5 2.4%

고졸 29 14.1%
대졸 101 49.0%

대학원 졸업(재학) 71 34.5%
결혼여부 미혼 121 58.7%

기혼 83 41.3%

월평균 소득
100만 원 이하 54 26.2%

100~200만 원 미만 59 28.6%
200~300만 원 미만 55 26.7%

300만 원 이상 38 18.4%

직업

학생 60 29.1%
관리/사무직 55 26.7%

자영업/개인사업 7 3.4%
판매/서비스업 17 8.3%

전문직 40 19.4%
주부 15 7.3%
기타 12 5.8%

로 각 집단 간의 차이검증하기 해서 t-test  

Anova 분석을 실시하 다.

표 2. 설문지의 구성과 내용
변수명 문항수 출처

식공간 연출에 대
한 인식 및 선호도

식공간 연출의 중요도, 식
공간 교육, 레스토랑 선택 
시 레스토랑 식공간의 중요도

15
문혜영
(2004)
전현정
(2005)

재활용소재를 활용
한 식공간 연출에 
대한 인식 및 선호도

재활용 소재의 이미지, 재
활용 소재를 사용한 식공간
의 이미지, 재활용소재를 
이용한 식공간 연출 소품, 
테이블 구성요소

33

오지영
(2006)
우지영
(2006)
김성옥
(2007)

인구통계학적 
일반적인사항

성별, 연령, 결혼여부, 학력, 
직업, 월평균소득 6 문혜영

(2004)

3. 연구결과 
3.1 표본의 일반적인 특성
3.1.1 인구통계학  특성

첫째, 성별에서는 총 응답자 206명 에서 남성은 99

명(48.1%)이며, 여성은 107명(51.9%)으로 남성과 여성

의 샘 수가 거의 비슷하 다. 둘째, 연령 에 있어서는 

10 는 4명(1.9%), 20 는 81명(39.3%), 30 는 82명

(39.8%), 40 는 26명(12.6%), 50 는 13명(6.3%)로 나

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20～30 의 종사자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그 밖의 인구통계학  특성

은 [표 3]과 같다.

표 3. 조사대상표본의 일반적인 특성

3.1.2 식공간 연출에 한 인식  선호도 분석 

식공간 연출에 해 들어보거나 직  연출해 본 이 

있는지에 한 빈도를 분석한 결과 인식하거나 경험해 

본 경우가 74명으로 체의 35.92% 으며, 들어보지 못

했거나 경험해 보지 못한 경우가 132명으로 체의 

64.08%를 차지하여 본 연구에서는 식공간 연출을 경험

하지 못한 경우가 더 많았다.본 연구에서는 모던하고 

인 스토랑을 가장 많이 선호하 으며 그 이유

는 깔끔하고 편안한 분 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그 밖의 식공간 연출에 한 선호도  인식 분석

은 [표 4]와 같다.

표 4. 식공간연출에 관한 선호도 및 인식 분석
식공간 
연출
경험

유 무
74(35.92%) 132(64.08%)

식사 
시 

중요도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한
편이다

매우중요하
다

0
(0%)

13
(6.31%)

49
(23.79%)

114
(55.34%)

29
(14.08%)

식공간
연출 
교육
희망

전혀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2

(5.83%)
32

(15.53%
63

(30.58%)
83

(40.29%)
15

(7.28%)
레스
토랑 
이용
횟수

거의 없다 1~2회 3~4회 5~6회 7회 이상
36

(17.48%)
68

(33.01%)
58

(28.16%)
18

(8.74%)
26

(12.62%)

선호
하는 
레스
토랑

모던/
현대적인

엘레강스/
우아한

클래식/
고전적

에스닉/
이국적

빈티지/
오래된, 
낡은듯한

119
(57.77%)

17
(8.25%)

23
(11.17%)

19
(9.22%)

24
(11.65%)

3.1.3 재활용 식공간에 한 인식  선호도 분석

재활용 식공간에 한 인식  선호도를 분석하기 

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 다. 재활용소재를 사용하여 

새로운 물건을 연출해 본 경험이 있는지에 한 조사에 

해 경험해보지 않은 경우가 133명(67.51%)으로 나타

났고, 64명(32.49%)이 경험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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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재활용 테이블 연출은 호감은 가지만 재활용이

라는 이미지가 무 강하다는 의견이 부분이었으며 

때문에 식욕을 다는 의견에는 부정 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테이블 연출은 시용으로는 가장 합할 것이

며 가정용연출로는 가능하겠지만, 한번 해보고는 싶을 

뿐 실용성은 없는 것 같다고 조사되었다. 그 밖의 재활

용 식공간에 한 선호도  인식 분석은 [표 5]와 같다.

표 5. 재활용 식공간에 관한 선호도 및 인식 분석
재활용 소재 
사용경험

유 무
64(32.49%) 133(67.51%)

재활용 소재 
물건 

구매의향
예 아니오

97(49.23%) 100(50.76%)

폐
종이 
제품

전혀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호감
도

11
(5.34%)

23
(11.17%)

87
(42.23%)

71
(34.47%)

13
(6.31%)

실용
도

10
(4.85%)

34
(16.50%)

70
(33.98%)

80
(38.83%)

10
(4.85%)

식욕
증진

22
(10.68%)

62
(30.10%)

93
(45.15%)

2
1(10.19%)

5
(2.43%)

폐
유리
제품

호감
도

10
(4.85%)

30
(14.56%)

76
(36.89%)

69
(33.50%)

19
(9.22%)

실용
도

8
(3.88%)

34
(16.50%)

79
(38.35%)

65
(31.55%)

17
(8.25%)

식욕
증진

15
(7.28%)

61
(29.61%)

92
(44.66%)

29
(14.08%)

5
(2.43%)

재활
용 
테이
블연
출

재활
용
이미
지가
강하
다

7
(3.40%)

66
(32.04%)

5
1(24.76

%)
62

(30.10%)
19

(9.22%)

호감
도

2
(0.97%) 15(7.28%) 51(24.76

%)
115

(55.83%)
20

(9.71%)
식욕
증진

9
(4.37%)

42
(20.39%)

99
(48.06%)

45
(21.84%)

8
(3.88%)

적합
할
용도

가정용 
연출 전시용 연출 상업용 

연출
파티용 
연출 기타

39
(18.93%)

97
(47.09%)

37
(17.96%)

25
(12.14%)

4
(1.94%)

3.2 측정항목의 신뢰성과 타당성
본 연구에서는 스토랑 선택 시 스토랑 식공간에

서 요하게 여기는 항목과 재활용 소재에 한 이미

지, 재활용 소재를 사용한 식공간에 한 이미지에 

해서 신뢰도를 Cronbach's α 계수 0.6수 으로 검증을 

하 다. 본 연구에서는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방식을 사용하고, 회 방법은 베리멕스

(varimax)방식을 사용하여 요인분석을 수행하 다. 요

인행렬표에서 아이겐 값을 기 으로 요인을 추출하

으며, 요인행렬표에서 아이겐 값이 1이상이 되는 요인

들을 추출하여 사용하 다.

표 6. 요인별 신뢰도 및 타당성 검증
요인명 설문문항

요인
재량

아이겐
값

설명력
신뢰도
계수

레스
토랑 
식공
간 
이미
지

예술성
레스토랑 분위기 .511

1.121 8.621 .760전체 색상의 조화 .565
인테리어 소품 .749
실내의 꽃, 식물 .762

실용성

테이블 형태, 
재질 .614

1.838 14.138 .776의자 형태, 재질 .782
의자의 편안함 .804
좌석배치, 모양 .638

기능성

테이블클로스, 
러너,매트 .762

5.455 41.959 .877디너웨어 .823
커트러리 .820
센터피스 .602

테이블 위의 소품 .736

재활
용소
재이
미지

인상적

독창적이다 .619

4.216 38.326 .878
참신하다 .578
재미있다 .842
인상적이다 .877
독특하다 .864
신선하다 .713

긍정적 환경에 도움이 된다 .802 1.203 10.934 .620쓸모가 있다 .785

부정적
지저분하다 .832

2.178 19.797 .827역겹다 .893
짜증난다 .831

재활
용식
공간 
이미
지

포용성

환경에 관심 .537

4.114 45.707 .854

친금감 .704
따라하고싶은 .834

고객취향에 적합 .741
미래지향적 .645
편안함 .778

재이용하고싶다 .854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토랑 식공간에서 

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에 한 체 13개의 변수를 요인 

분석한 결과 3개의 요인으로 추출하 으며, 요인 재

값이 0.5이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해 첫 

번째 요인은 술성요인, 두 번째 요인은 실용성요인, 

세 번째는 기능성요인으로 명명하 고 모든 요인들에 

한신뢰도 분석결과 Cronbach's α 값이 0.7이상으로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고 술성요인은 Cronbach's α 

값이 0.760이고 실용성요인은 0.776, 기능성요인은 

0.877로 높은 신뢰성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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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소재에 한 이미지에서는 체 11개의 변수

를 요인 분석한 결과 3개의 요인으로 추출하 으며, 요

인 재값이 0.7이상으로 아주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해 첫 번째 요인은 인상  요인, 두 번째 요인은 

정  요인, 세 번째 요인은 부정  요인으로 명명하

다. 모든 요인에 한 신뢰도 분석결과에서는 

Cronbach's α 값이 평균 0.7이상으로 신뢰도가 높게 나

타났는데, 인상 요인의 Cronbach's α 값은 0.878, 정

 요인은 0.620, 부정  요인은 0.827로 높은 신뢰성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재활용 소재를 사용한 식공간에 한 이

미지에 한 체 9개의 변수를 요인 분석한 결과 1개

의 요인으로 추출하 으며, 요인 재값이 0.5이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해 요인을 포용성요인

으로 명명하 다. 한, 포용성 요인에 한 

Cronbach's α 값이 0.854로 아주 높은 신뢰도를 보 다.

3.3 차이검증
3.3.1 성별에 따른 요인별 차이검증 

성별에 따른 요인들에 한 평균치와 t-검증결과 유

의수  0.05에서 스토랑 식공간에서 요하게 생각하

는 요인  술성요인과 기능성요인에서 차이를 나타

내었다. 술성요인과 기능성요인 모두 남성보다 여성

의 평균값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식공간 연출에 

해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은 심을 가지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고, 특히 술 인측면이나 기능 인 

측면에서 더욱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7. 성별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요인

평균값
t-value p-value

남성 여성
예술성 3.60 3.84 -2.603 0.010**
실용성 3.74 3.92 -1.726 0.086
기능성 3.14 3.49 -3.143 0.002**
인상적 3.38 3.41 -0.261 0.794
긍정적 3.92 3.86 0.563 0.574
부정적 2.00 2.18 -1.647 0.101
포용성 3.23 3.23 0.020 0.984

 * p < 0.05   ** p < 0.01

3.3.2 결혼여부에 따른 요인별 차이검증 결과

결혼여부에 따른 요인들에 한 평균치와 t-검증결

과 유의수  0.05에서 재활용 소재의 이미지에 한 요

인  정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정  요인에 한 미혼의 평균이 3.96, 기혼의 평균

이 3.77로 나타났으며 이는 재활용 소재에 해 미혼이 

기혼보다 더 정 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그러나 체 으로 부정  요인을 제외한 각각의 

요인에 있어서 평균값이 높이 나타나는 것으로 미혼이

나 기혼자의 식공간에 한 요도는 요하게 생각하

는 것으로 단된다.

표 8. 결혼여부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요인

평균값
t-value p-value

미혼 기혼
예술성 3.70 3.77 -0.748 0.455
실용성 3.86 3.78 0.712 0.478
기능성 3.24 3.44 -1.630 0.105
인상적 3.43 3.33 0.950 0.343
긍정적 3.96 3.77 1.920 0.056*
부정적 2.05 2.13 -0.720 0.472
포용성 3.23 3.21 0.194 0.846

 * p < 0.05  ** p < 0.01

3.3.3 연령에 따른 요인별 차이검증 결과

각 요인에 한 연령에 따른 분산분석결과를 보면 유

의수  0.05이하에서 스토랑의 식공간에서 요하게 

생각하는 요인 에 실용성요인과 기능성요인에서 차

이를 나타냈다. 다른 집단들은 비슷한 평균값을 나타내

고 있는데 실용성측면에서 30 와 50 가 각각 3.93, 

3.26으로 차이가 나타났고, 이는 50 보다는 30 가 실

용 인 측면을 더 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알 수 있

다. 한 기능성 측면에서는 10 가 2.60, 40 가 3.62로 

40 가 10 보다 기능 인 측면을 더 요하게 생각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연령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요인

평균값
F-value p-value

10 20 30 40 50
예술성 3.75 3.65 3.72 3.96 3.77 1.028 0.394
실용성 3.29 3.85 3.93 3.84 3.26 2.726 0.031*
기능성 2.60 3.19 3.36 3.62 3.58 2.479 0.045*
인상적 3.08 3.40 3.37 3.53 3.32 0.478 0.752
긍정적 4.25 3.93 3.90 3.71 3.88 0.755 0.556
부정적 2.00 2.09 2.04 2.32 2.01 0.684 0.604
포용성 3.39 3.24 3.23 3.04 3.48 1.114 0.351

 * p < 0.05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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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평균값

F-value p-value100만원 
이하

100～200 
만원 미만

200～300 
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예술성 3.66 3.66 3.72 3.93 1.470 0.224
실용성 3.73 3.84 3.86 3.92 0.502 0.681
기능성 3.08 3.34 3.42 3.49 2.339 0.075

인상적 3.39 3.35 3.38 3.48 0.273 0.845
긍정적 3.93 3.84 3.90 3.91 0.165 0.920
부정적 2.08 2.04 2.09 2.18 0.246 0.864
포용성 3.26 3.15 3.26 3.23 0.376 0.771

요인

평균값

F-value p-value
학

생

리
/
사
무
직

자

업
/
개인
사업

매/
서비
스업

문
직

주

부

예술성 3.50 3.72 3.50 3.80 3.84 4.18 2.929 0.009**
실용성 3.68 3.84 3.18 3.98 4.00 3.84 2.225 0.042*
기능성 3.01 3.43 3.16 3.39 3.41 3.87 3.024 0.008**
인상적 3.28 3.40 3.19 3.67 3.40 3.54 0.835 0.544
긍정적 3.92 3.79 4.07 3.97 3.89 3.83 0.486 0.818
부정적 2.08 2.09 1.71 2.13 2.16 2.31 0.798 0.573
포용성 3.15 3.20 3.79 3.24 3.19 3.26 1.272 0.272

3.3.4 학력에 따른 요인별 차이검증 결과

각 요인에 한 학력에 따른 분산분석결과를 보면 유

의수  0.05이하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요인은 없었지

만, 재활용 소재를 활용한 식공간 연출에 한 이미지 

요인  포용성요인에서 다소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포용성요인에서 고졸의 평균값은 3.52로 나타났으며, 

학원졸업이상의 평균값은 3.15로 나타났는데, 이로 

미루어 보아 고졸은 재활용 소재를 활용한 식공간 연출

에 부분 포용하는 편이지만, 고학력일수록 재활용 소

재를 활용한 식공간 연출에 해서 약간의 배척성을 보

이고 있다고 볼 수 있었다.

표 10. 연령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요인

평균값

F-value p-value고졸
이하

고졸 졸
학원 
졸업
(재학)

예술성 3.65 3.82 3.77 3.63 0.768 0.513
실용성 3.58 3.68 3.95 3.75 1.689 0.170
기능성 2.72 3.56 3.34 3.25 1.856 0.138
인상적 3.03 3.62 3.32 3.43 1.760 0.156
긍정적 4.10 3.95 3.87 3.89 0.259 0.855
부정적 2.07 1.88 2.14 2.10 0.828 0.480
포용성 3.29 3.52 3.20 3.15 2.469 0.063

 * p < 0.05   ** p < 0.01

3.3.5 월평균 소득에 따른 요인별 차이검증 결과

각 요인에 한 월평균 소득에 따른 분산분석결과를 

보면 유의수  0.05이하에서 어떠한 요인도 유의 인 

차이를 나타내지 못했다. 사후검증을 통해 스토랑 식

공간에서 요하게 생각하는 요인  기능성요인에서 

다소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능성 요인에서 100만 원 이하의 평균값이 3.08, 300

만 원 이상의 평균값이 3.49로 소득수 이 높을수록 식

공간에서 기능 인 측면을 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알 수 있었다. 

표 11. 월평균 소득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 p < 0.05   ** p < 0.01

3.3.6 직업에 따른 요인별 차이검증 결과

각 요인에 한 직업에 따른 분산분석결과를 보면 유

의수  0.05이하에서 식공간에서 요하게 생각하는 요

인  술성요인, 실용성요인, 기능성요인에서 모두 유

의 인 차이를 나타내었다. 술성측면에서는 학생의 

평균값이 3.50, 주부의 평균값이 4.18로 큰 차이를 보

는데 이로 보아 학생보다는 주부들이 식공간의 술성

측면을 더 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한 

실용성측면에서는 자 업/개인사업 집단의 평균값이 

3.18, 문직 집단의 평균값이 4.00으로 자 업/개인사

업 집단보다는 문직의 집단이 식공간의 실용성측면

을 더 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기능성측

면에서는 학생의 평균값이 3.01, 주부의 평균값이 3.87

로 나타났는데, 역시 주부들이 학생들보다 식공간의 기

능성측면을 매우 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직업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 p < 0.05    ** p < 0.01

Ⅳ.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재활용 소재를 이용한 식공간 연출에 

한 소비자의 인식  선호도를 토 로 향후 식공간 

연출에 있어서 새로운 연출 기법의 한 분야를 제시하고

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해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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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이미지, 재활용 소재와 식공간 연출에 한 소비

자의 인식  선호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식공간 연출에 한 인식  선호도에 한 분

석결과를 살펴보면, 식공간 연출에 해 들어보거나 직

 연출해 본 이 있는지에 해 빈도를 분석한 결과 

식사 시 식공간의 연출이 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식공

간 연출을 경험하지 못한 경우가 더 많았다. 한, 향후 

식공간 연출과 련된 교육이 있다면 배워 볼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식공간 연출 교육이 활성화 

되어 많은 사람들이 식공간 연출을 경험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스토랑의 식공간 연출에 한 인식  선호도 결과

를 살펴보면 모던하고 인 스토랑을 가장 많이 

선호하 으며 그 이유는 깔끔하고 편안한 분 기 때문

이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존의 재활용 이미지로 연

출되어진 정크,빈티지한 이미지 보다는 재활용 연출에 

있어서도 모던한 분 기를 연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단되어진다.

둘째, 재활용 식공간에 한 인식  선호도를 분석

한 결과 재활용 소재를 사용하여 새로운 물건을 연출해 

보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고 같은 가격일 경우 재활용 

가능한 소재로 만들어진 물건을 구매할 의향이 은 것

으로 나타났다. 한, 재활용 식공간 연출 시 호감은 가

지만 재활용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식욕이 생

긴다는 의견에는 부정 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 재활

용 연출은 실용  연출 보다는 술 , 시  연출에 

한 인식이 더 큼을 알 수 있다.

셋째, 스토랑 식공간에서 요하게 여기는 재활용

소재에 한 이미지, 재활용 소재를 사용한 식공간 이

미지에 해서 신뢰도를 Cronbach's a 계수 0.6 수 으

로 검증하 다. 스토랑식공간이미지 요인을 술성, 

실용성, 기능성요인으로 명명하 고 재활용 소재 이미

지 요인을 인상 , 정 , 부정  요인으로 재활용 식

공간이미지는 포용성으로 명하 다. 각 요인에 따른 차

이검증 결과에 해서는 성별에 따라 식공간 연출에 

한 인식에 있어서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높은 심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술 인 측면이나 기

능 인 측면에서 더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식

공간 연출에 있어서 남성에 비해 여성들이 식공간에서

의 담당하는 역할이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 할 수 있으

며  반면 남성의 경우 식공간 연출에 한 이해를 높여

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혼여부에 있어서는 기혼자들보다는 미혼자들이 더 

정 으로 생각함을 알 수 있다. 연령 에 있어서는 

구매력이 높은 30 가 실용 인 면에서 50 가 기능

인 면을 시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고객층의 

연령 에 따라 다른 연출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학력

에 따라서 고학력일수록 재활용 소재를 활용한 식공간 

연출 해서는 많이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입에 따라서는 소득수 이 높을수록 식공간에서 기

능 인 측면을 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직업에 따라서는 술 , 실용 , 기능성 요인에서 모두 

유의 인 차이를 나타났으며 학생보다는 주부들이 

술  측면을 더 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한 문직일수록 실용  측면을 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반 인 기 으로 삼는 

지표들이 기 치에 부분 근 하고 있으므로 분석에

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보면, 아직까지는 소

비자들의 재활용 소재에 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알 

수 있으며 식공간연출 시 재활용 연출을 활성화시키기 

해서는 재활용 소재에 한 이미지를 정 으로 

환시킬 필요가 있으며, 연출기법인 측면에서 실용 인 

재활용 연출을 활성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 한, 소비

자의 인식을 정 으로 바꾸기 해서는 소비자로 하

여  사회  책임을 느끼고 자원 약과 함께 재활용이 

가능한 식공간 연출에 해 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

육 인 측면이 이루어져야져야겠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 을 지니고 있다. 

이와 련하여 향후 연구를 한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식공간에서 재활용소재를 이용한 연출에 한 

이미지에 한 설문항목에 있어서 재활용 연출에 한 

소비자의 인식이 술 인 측면이 강하고 실용 이지 

못하다는 인식이 많은 것으로 보아 실용  연출, 시

 연출에 한 인식  선호도에 한 연구가 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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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단된다. 둘째, 스토랑 식공간 연출에 

한 인식  선호도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설문 항목이 

공간 연출, 테이블 연출로 한정되어 있어서 좀 더 다양

한 설문항목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단되어진다. 설

문항목의 개발은 소비자의 선호도를 악함으로써 식

공간 연출에 있어서 소비자의 요구 사항을 정확하게 분

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본 연구의 설문 

상인 공간  범 에 있어서 서울지역으로 한정하

기에 체 인 표성을 갖기에는 제한 을 갖고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 재활용 소재 이미지를 유형에 

따라 좀 더 세 하게 나 어서 각각의 유형에 따라 연

구하는 것이 식공간에서 재활용 연출을 한 자료로서 

좀 더 효과 인 방안이 될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식

공간 연출을 연구함에 있어서 재활용 연출과 련하여 

다양한 방안으로 지속 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상

된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한계 을 보완하여 향

후 연구가 진행된다면 소비자의 선호도에 맞는 재활용 

연출을 제시할 수 있는 자료로서 사용될 수 있을 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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