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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 카페 메뉴의 푸드스타일링 시각적 요소가 소비자 구매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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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orrelation between consumer’s buying habits and food styling visual elements. Differentiated

and original techniques were used to determine whether or not visual elements in tteok menus reflect the aesthetic needs

of consumers without altering the nutrition of tteok. The targeted tteok cafes were in Jeonju Hanok Village, which is a tourist

attraction in Korea. First, sub-factors of food styling visual elements applied to tteok café menus such as shape, size/volume,

color, and texture all had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s on customer satisfaction, proving that food styling visual effects applied

to tteok café menus have significant effects on customer satisfaction. Second, sub-factors of food styling visual elements

applied to tteok café menus all had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s on buying habits. Third, customer satisfaction of menu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buying habits, as proven by previous studies. Fourth, the effects of customer satisfa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ood styling visual factors applied to tteok café menus and buying habits were investig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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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음식문화 수준 향상, 경제 성장, 대중 매체의 발달과 함께

식생활 속에서 개성과 질을 중시하는 소비군들이 등장하면

서 음식은 먹고, 보고, 즐기는 즐거움의 3가지 요소를 채울

수 있고, 소비자의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변화하

고 있다(Kim & Park 2008). 이제는 음식을 하나의 예술로

인식하고, 음식을 그릇에 담는 방법이나 외관·형태·색깔·

그릇의 선택에 이르기까지 음식에서 푸드스타일링에 관한 고

려사항들이 중요 시 되고 있다(Lee 2013). 푸드스타일링은

‘그릇담기’로, 단순히 멋을 추구하며 담는 것 뿐 아니라 요리

를 그릇에 담을 때 전체적인 균형·색상·모양·질감·크

기 등의 요소를 고려하며, 그릇의 중심에 적당한 공간과 여

백을 만들어 분량의 요리를 그릇과의 조화를 고려하며 담는

작업으로 음식과 디자인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다(Kim &

Jang 2015). 최근 푸드스타일링에 관련하여 식공간 연출 및

음식과 식기와의 조화등이 외식업체 매출 증가 및 고객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You & Kim 2009), 고객의 오

감에 유쾌한 자극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소비자 만족은 먹는

행위 그 자체보다는 푸드스타일링등과 관련된 환경들에 영

향을 받는다(Kim & Park 2012)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

즉, 음식은 시각적인 요소를 통해 감성적인 면까지 자극한다

고 볼 수 있고, 결과적으로 푸드스타일링은 소비자에게 만족

을 주고 소비 까지 연결시키는 상업적 역할의 중요성을 갖

고 있다(Kim & Kim 2013). 현재 식품 소비 트렌드는 ‘건

강’과 ‘전통’ 그리고 ‘우리 먹거리와 안전한 먹거리’가 중심

이 되면서, 아침 식사대용, 간식 및 선물용으로 점차적으로

떡에 대한 수요가 늘어가고 있다. 떡은 인스턴트 식품, 서양

빵과 과자 등에 비해 보관 및 품질유지, 대량 생산의 한계가

있어, 소비시장 확대에 제약을 갖고 있었지만(Yun 2008), 한

끼 식사로 충분한 가치가 있고 건강과 영양을 고려하는 소

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식품으로 재조명 되고 있

다(Yoon & Oh 2014). 이런 추세로 커피전문점 못지 않게

떡을 주 메뉴로 한 ‘떡 카페’도 큰 인기를 끌고 있어(Korea

Foundation Development Institute 2010) 다양한 형태로 전

국적으로 확대 되고 있다. 하지만, 커피전문점 만큼 활발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국내 떡

제품의 상품화 가치 향상을 위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소비

자 기호도 조사 연구인 떡 상품의 식사대용을 위한 소비자

의 인식도 및 이용 실태조사(Kim & Lee 2007), 국내 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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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트랜드 분석을 통한 초등학생(Lee 1998a) 고등학생(Lee

1998b)을 대상으로 떡의 이용실태와 기호도 조사 분석, 떡

포장 개선을 위한 소비자 기호도 조사(Choi et al. 2012)등과

떡 개발과 상품화에 대한 연구(Mun 1999), 떡의 상품화방안

연구(Han 2002), 떡의 상품화 증진에 관련된 여러 연구가 지

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메뉴에 대한 시각적 요소

에 관한 자료는 퓨전한식(Kang 2014), 한식당 식공간의 시

각적 요소의 중요도 연구 등(Joe & Bang 2011) 에 국한 되

어 아직까지 국내 소비자에게 떡 카페 메뉴의 시각적 요소

와 소비자 구매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전주는 한식, 한지, 한옥 등의 컨텐츠로 구성된 “한 스타

일”의 멋을 갖은 도시로 특히 전주 한옥마을은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700여채 한옥들의 군락이 도심 속에서 잘 보존된

곳으로 전통과 개성이 공존하는 년 500만명의 관광객이 찾

는 대표 명소이다(Korea Tourism Organizaton 2010). 2012

년 유네스코가 인정한 음식 도시(Lee & Hoh 2014)이며 역

사와 전통 문화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전주의 떡 카페

조사는 우리 떡의 맛과 멋의 조화를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본 연구는 전주 한옥 마을

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떡 카페를 대상으로

메뉴의 영양학적 측면이 아닌 푸드스타일링과 연관된 시각

적 요소가 소비자 만족과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

였다. 이를 바탕으로 떡 메뉴에 대한 푸드스타일링 시각적

요소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지하고 우리 떡의 발전적 개

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푸드스타일링 시각적 요소 및 소비자 만족, 소비자 구매행

동에 관한 선행연구를 기초로 전주 한옥 마을 내 떡 카페들

의 공통메뉴를 조사한 뒤 떡 카페 메뉴에 적용된 푸드스타

일링 시각적 요소를 형태, 크기·부피, 색채와 시각적 질감

을 표현하는 재질의 측면으로 나누어 이에 대한 가설을 설

정하였다(Kim & Ko 2002; Kim & Kim 2013). 떡 카페에

서는 찌는 떡 중 백설기, 치는 떡 중 인절미와 찹쌀떡, 그리

고 가래떡, 삶는 떡인 경단 등을 대부분 판매하고 있었다.

즉, 본 연구는 이와 같이 떡 카페에서 판매되고 있는 전반적

메뉴들이 고객에게 서비스 되어 나올 때 음식의 형태, 크기·

부피, 색채, 재질과 같은 푸드스타일링 시각적 요소들은 고

객만족과 구매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

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외식메뉴의 푸드스타일링

시각적 요소는 고객에게 긍정적 영향 신뢰와 만족, 지속적

구매와 재방문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Kim 2008; You &

Kim 2009; Kim & Lee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떡

카페 메뉴를 선택하는 행동에 있어 푸드스타일링의 시각적

요소가 고객만족과 구매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

보기 위하여 위와 같은 선행연구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가

설 및 연구모형<Figure 1>과 가설을 도출 하였다.

H1. 떡 카페 메뉴에 적용된 푸드스타일링의 시각적 요소

는 고객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 형태는 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 크기·부피는 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3. 색채는 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4. 재질은 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떡 카페 메뉴에 적용된 푸드스타일링의 시각적 요소

는 구매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 형태는 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 크기·부피는 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3. 색채는 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4. 재질은 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고객만족은 구매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고객만족은 떡 카페 메뉴에 적용된 푸드스타일링의

시각적 요소가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

이다.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과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 맞도록 수정·보완하여 떡 카페란 국내산 농산물을

사용하는 푸드와 음료를 판매하는 개인운영 및 프랜차이즈

운영을 포함한 레스토랑의 한 형태로 정의 하였으며(Park

2006) 매개변수는 식기, 커트러리, 센터피스, 글라스 등의 테

이블 아이템으로 구성하지 않고, Wuicius(1993)의 연구를 바

탕으로 푸드스타일링 시각요소를 형태, 크기·부피, 색채, 재

질로 나누었다. 여기에서 형태는 물체의 입체적 모양으로 사

람의 의지와 관계없이 형성된 자연 형태, 타율적으로 형성된

인공형태 등을 모두 포함한 음식과 식기의 형태의 조화, 크

기·부피는 입체가 각각 공간과 간격을 가질 때 면적에 따

라서 나타나는 것으로 음식 자체의 크기를 이야기 하고, 부

피는 물체의 무게를 나타내는 것으로 입체감과 실제감을 표

<Figure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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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하는 것이다(Kim & Jang 2015). 색채는 음식의 색과 담

겨져 나오는 그릇의 색(Kim 2012) 재질은 눈으로 보는 음식

과 식기의 시각적 질감을 말한다.

2) 설문지 구성 및 측정도구

본 연구의 설문지에 사용된 변수는 문헌고찰 및 실무에서

사용되어지는 문항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Wuicius(1993),

Kim(2012), Kim & Jang(2015)의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설문

과 이론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국내산 농산물을 사용하는 떡 카페 메뉴의 푸드스타일링 시

각적 요소에 관하여 형태, 크기·부피, 색채, 재질을 합하여

20문항 그리고 소비자 신뢰에 관한 5문항, 구매행동에 관한

5문항,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에 관한 8문항으로 총 38문

항을 도출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Table 1>와 같다. 척도

간 비교를 원활하게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1점(전혀 그렇

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의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

였다.

3. 연구대상의 선정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해 일반 떡집과는 차이가 있는 한

국의 음청류와 떡을 중심으로 판매하는 간편한 식당의 개념

으로 한 전주지역 한옥마을 인근에 위치한 떡 카페 15곳을

방문한 뒤 떡 카페를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조

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얻어 2015년 7월 20일

부터 8월 20일 까지 30일 동안 설문자가 직접 기입하는 자

기기입법으로 시행하였다. 총 3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고,

수거된 설문지 중에서 기입된 내용이 불성실 하거나 통계적

으로 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18부를 제외한 282부를

실증분석에 활용하였다.

통계분석방법으로는 SPSS 20.0을 이용하여 응답자의 특성

을 판단하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e Analysis), 전체적인

실증조사의 통계적인 신뢰성과 타당성 검토를 위한 Crombach’s

α를 이용한 신뢰도분석(Reliability Analysis)과 변수들을 요

인으로 규합하는 요인분석(Factor Analysis) 및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선형회귀분석(Linear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행하여 변수들의 영향관

계를 검증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다음 <Table 2-1>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알

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 및 다중응답분석을 실시한 결과이

다. 분석결과 성별은 남자 92명(36.7%), 여자 159명(63.3%)

으로 나타났고, 연령은 20대 96명(39.3%)가 가장 많았으며,

학력은 대학 졸업 이상이 142명(56.5%), 대학 재학 중이 86

명(34.3%)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대학(원)생 92명(36.6%),

회사원 69명(27.5%) 순으로 나타났다. 떡 카페 방문 시 동행

인은 친구 147명(58.6%)가 가장 많았으며, 방문목적으로는

‘떡에 대한 안전한 이미지’ 73명(29.1%), ‘맛’ 68명(27.1%)

순으로 나타났으며, 방문횟수는 연 1-2회가 126명(50.2%)로

가장 많았다. 떡 카페에 대한 정보 획득 경로는 ‘본인의 경

험’ 79명(31.5%), ‘가족, 주변 지인’이 67명(26.7%)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 조사 결과 의외로 20대 젊은 층들의

떡 카페 방문이 많고, 떡에 대해 안전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변수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구성개념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사용하였다. 특히, 요인의 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s analysis)방식을 이용하였고,

베리맥스(varimax) 직각회전방식을 사용하였다. 요인의 수는

고유 값(eigen value) 1 이상, 요인 적재치(factor loading)는

그 값이 0.5 이상인 경우를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다 문항 척도로 측정된 문항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일반적으로 Cronbach’s α

값이 0.6 이상이면 신뢰도가 있다고 보며 0.50 이상이면 분

<Table 1> Questionnaire

Measurement variable No. of items Scale

Visual elements of 

food styling

Shape

- Wuicius W (1993)

- Kim & Jang (2015)

- Kim (2012)

3

5-point Likert scale

Size/volume 4

Color 4

Texture 4

Customer satisfaction Customer satisfaction 5

Buying habits Customer satisfaction 5

Demographic

Gender, age, occupation, education level, 

information acquisition channel, no. of visits, 

companion in visit, purpose of visit

Written by researcher 8 Nominal scale

*Organized by resear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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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다.

1) 떡 카페 메뉴의 푸드스타일링 시각적 요인에 대한 타당

성 및 신뢰도 검증

<Table 2-2>는 떡 카페 메뉴에 적용된 푸드스타일링의 시

각적 요인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15개

의 문항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그 결과 총

4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각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의 중

심개념을 바탕으로 요인명을 부여하였다. 요인 1(17.862%)

은 ‘색채’, 요인 2(17.455%)는 ‘크기·부피’, 요인 3(17.433%)

은 ‘재질’, 요인 4(14.485%)는 ‘형태’로 명명하였다. 이 4개

의 요인 적재 값이 ±0.5 이상으로 나타나 추출된 요인은 타

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KMO (Kaiser-Meyer-

Olkin) 측도는 .830,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는 1561.400

(p= .000)으로 요인분석에 적합하고, 신뢰도 또한 모두 6 이

상으로 나타나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볼 수 있다.

2) 고객만족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Table 2-3>은 고객만족에 대한 5개의 문항에 대하여 요

인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그 결과 총 1개의 요인이 도출되

었고, 요인 1(57.792%)은 ‘고객만족’으로 명명하였다. 이 1

개의 요인 적재 값이 ±0.5 이상으로 나타나 추출된 요인은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KMO (Kaiser-Meyer-

Olkin) 측도는 .764,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는 323.923

(p= .000)으로 요인분석에 적합하고, 신뢰도 또한 .6 이상으

로 나타나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볼 수 있다.

3) 구매행동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Table 2-4>는 구매행동에 대한 5개의 문항에 대하여 요

인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그 결과 총 1개의 요인이 도출되

었고, 요인 1(57.818%)은 ‘구매행동’로 명명하였다. 이 1개

의 요인 적재 값이 ±0.5 이상으로 나타나 추출된 요인은 타

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KMO (Kaiser-Meyer-

Olkin) 측도는 .794,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는 408.083

(p= .000)으로 요인분석에 적합하고, 신뢰도 또한 .6 이상으

로 나타나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볼 수 있다.

3. 가설의 검증

1) 각 변수 간 상관관계 검증

다음 <Table 2-5>는 각 변수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

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떡 카페 선택속

성 요인인 색채, 크기·부피, 재질, 형태는 고객만족과 구매

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p< .001), 신뢰는 고객만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p< .001).

<Table 2-1>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earch subjects

Division Frequency Ratio (%) Division Frequency Ratio (%)

Gender
Male 92 36.7

Occupation

Undergraduate (graduate) student 92 36.6

Female 159 63.3 Public servant 6 2.4

Age

20s 96 38.3 Office worker 69 27.5

30s 61 24.3 Self-employed 22 8.8

40s 55 21.9 Housewife 24 9.6

50s or above 39 15.5 Specialized job 38 15.1

Education

level

High school graduate or lower 19 7.6

Companion

Family 46 18.3

College student 86 34.3 Friends 147 58.6

Collage graduate 142 56.5 Colleauges 14 5.6

Graduate student or higher 4 1.6 Seniors or juniors 7 2.8

Information 

acquisition 

channel

TV, radio 29 11.6 Lover 37 14.7

Newspapers, magazines, books 22 8.7

Purpose of 

visit

Healthy menu image 51 20.3

Family, friends 67 26.7 Safe image of tteok 73 29.1

Internet, SNS 54 21.5 Comfortable mood 59 23.5

Own experience 79 31.5 Taste 68 27.1

No. of visits

1-2 times a year 126 50.2

Once a month 80 31.9

Once a week 34 13.5

At least 2 times a week 11 4.4

Total 251 100.0 Total 25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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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의 검증

<Table 2-6>은 떡 카페 메뉴에 적용된 푸드스타일링의 시

각적 요인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선

형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회귀모형의 설명력

은 29.7%(F=25.937, p< .01)로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어 연구가설 1은 채택되었다. 독립변수로는 색

채(β= .358, p< .01), 재질(β= .318, p< .01), 크기·부피(β=

.187, p< .01), 형태(β= .181, p< .01) 순으로 고객만족에 유의

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푸드스

타일링은 지극히 시각적으로 표현되다 보니 학문적으로 정의

되지 못하고, 창의성과 기술성으로 부각되는 문제점이 있었으

나(Kim 2008) 결국 메뉴의 푸드스타일링의 시각적 요소는 고

객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는 음식의 형태, 크기·부피 등은 음식 만족도 향상에 중

요한 요인으로 파악되는 Ryu(2011)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Table 2-7>은 떡 카페 메뉴에 적용된 푸드스타일링의 시

각적 요인이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선

형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회귀모형의 설명력

은 25.0%(F=20.483, p< .01)로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것으로 분석되어 연구가설 2는 채택되었다. 독립변수로는

색채(β= .311, p< .01), 재질(β= .306, p< .01), 형태(β= .199,

<Table 2-2> Validity and reliability testing for visual factors of food styling of tteok (rice cake) menus

Division
Component

Color Size/volume Texture Shape

Harmony of dish, table and garnish colors .835

Color of tteok is important .812

Affected by garnish .784

Affected by dish .626

Affected by size of dish .837

Size and volume are important .796

Must consider blank space on dish .656

Affected by color of dish .643

Texture is important .827

Affected by texture of dish .775

Affected by characteristics of food ingredients .753

Affected by recipe .722

Polished shape implies sincerity .867

Polished shape makes it look valuable .850

Shape of tteok is important .748

Eigen value 2.679 2.618 2.615 2.173

Variance explanation (%) 17.862 17.455 17.433 14.485

Cumulative explanation (%) 17.862 35.317 52.750 67.235

F test (p) 6.093*** 10.800*** 5.749** 6.803***

Hotelling T-square test 20.260*** 26.312** 20.645*** 18.241***

Reliability .826 .792 .816 .788

KMO test=.830, Bartlett sphericity test 2=1561.400, degree of freedom=105 (p= .000)

*p< .1, **p< .05, ***p< .01,

<Table 2-3> Validity and reliability testing for customer satisfaction

Division

Component

Customer 

satisfaction

It meets the demands of contemporary people .751

It makes the quality and taste seem excellent .725

It is a new way to express traditional tteok .722

It is worth buying despite the high price .719

The visual elements give satisfaction .716

Eigen value=2.640, Variance explanation (%)=57.792, Cumulative

explanation (%)=57.792, KMO test=.764, Bartlett sphericity test

2=323.923, degree of freedom=10 (p= .000), F test (p)=10.411

( .000), reliability= .775, Hotelling T-square test=38.009 ( .000)

<Table 2-4> Validity and reliability testing for buying habits

Division
Component

Buying habits

Will recommend tteok cafe .796

Will select a cafe with great food styling .780

Want to share with others .774

Have favorable feelings toward the menu .726

Have the desire to buy .722

Eigen value=2.891, Variance explanation (%)=57.818, Cumulative

explanation (%)=57.818, KMO test= .794, Bartlett sphericity test

2=408.083, degree of freedom=10 (p= .000), F test (p)=8.549

( .000), reliability= .817, Hotelling T-square test=33.748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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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01), 크기·부피(β= .141, p< .05) 순으로 신뢰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01). 푸드스타일

링의 시각적 요소는 소비자의 구매에 영향을 주는 역할을 하

고 있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 Kim(2006)의 연구처럼 그

릇과 음식의 색채, 크기·부피와의 조화는 만족도를 평가하

는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연구한 결과와 유사하며, 또한 본

연구에서는 떡 메뉴와 식기의 재질이 중요하다고 조사되어

재질에 대한 부분은 고객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시각적 요

소임을 알 수 있다.

<Table 2-8>은 고객만족이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

하기 위하여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회귀

모형의 설명력은 40.6%(F=169.918, p< .01)로 회귀식은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어 연구가설 3은 채택되었다.

<Table 2-9>는 떡 카페 메뉴의 푸드스타일링의 시각적 요

소가 고객만족과 구매행동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검증

하기 위하여 4단계 매개효과분석과 구조방정식을 통한 직접

효과와 간접효과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Baron & Kenny

(1986)의 4단계 매개효과분석에 의하면 step1에서 독립변수

가 매개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step2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step3에서 독립변수

<Table 2-5> Verification of correlation among variables

Division
Visual elements of food styling Customer 

satisfaction
Buying habits

Color Size/volume Texture Shape

Color 1

Size/volume .000 1

Texture .000 .000 1

Shape .000 .000 .000 1

Customer satisfaction .358*** .187*** .318*** .181*** 1

Buying habits .311*** .141*** .306*** .199*** .637*** 1

*p< .1, **p< .05, ***p< .01, two sided test

<Table 2-6> Effects of visual elements of food styling applied to tteok cafe menus on customer satisfaction

Independent variable

U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 error

Standardized 

coefficient beta
t F R2 Adj.

R2 Durbin-Watson

Visual elements of 

food styling

Color

.053

.358 6.688***

25.937*** .297 .285 1.993
Size/volume .187 3.496***

Texture .318 5.946***

Shape .181 3.382***

*p< .1, **p< .05, ***p< .01, dependent variable: customer satisfaction, VIF=1.000

<Table 2-7> Effects of visual elements of food styling applied to tteok cafe menus on buying habits

Independent variable

U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 error

Standardized 

coefficient beta
t F R2 Adj.

R2 Durbin-Watson

Visual elements of 

food styling

Color

.055

.311 5.636***

20.483*** .250 .238 1.925
Size/volume .141 2.555**

Texture .306 5.539***

Shape .199 3.600***

*p< .1, **p< .05, ***p< .01, dependent variable: buying habits, VIF=1.000

<Table 2-8> Effects of customer satisfaction on buying habits

Independent variable

U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 error

Standardized 

coefficient beta
t F R2 Adj.

R2 Durbin-Watson

Customer 

satisfaction
.049 .637 13.035*** 169.918*** .406 .403 2.078

*p< .1, **p< .05, ***p< .01, dependent variable: buying habits, VIF=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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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 분석한

결과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

의하면 매개효과가 유의하다고 본다.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검증된 경우 step3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우 완전매개, 독립변수가 종

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지만 독

립변수의 β값이 step2보다 줄어든 경우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본다.

4단계 매개효과 분석결과 떡 카페 메뉴에 적용된 푸드스타

일링의 시각적 요인인 색채, 크기·부피, 재질, 형태는 1단

계에서 매개변수인 고객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 .01), 2단계에서는 색

채, 크기·부피, 재질, 형태는 종속변수인 구매행동에 통계

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 .01).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 중 크기·부피(p< .1), 재질

(p< .05)과 형태(p< .1)의 회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검

증되었으나 step2의 회귀계수 β값보다 작게 나타났으며, 색

채의 회귀계수 β값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떡 카페 메뉴에 적용된 푸드스타일링의 시각적 요인의 하

위요인 중 크기·부피, 재질, 형태는 고객만족과 구매행동

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 조건을 충족하고, 색채는 완전매개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의 독립변

수들과 전공만족 간의 관계에서 직업이미지의 매개효과가 있

는 것으로 검증되어 가설 H4는 채택되었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떡 카페 메뉴에 적용된 푸드스타일링의 시각적

요인이 소비자들의 고객만족과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고자 시도되었다.

연구의 결과 첫째, 떡 카페 메뉴에 적용된 푸드스타일링의

시각적 요인의 하위요인인 형태, 크기·부피, 색채,재질은 모

두 고객만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나, 떡 카페 메뉴에 적용된 푸드스타일링의 시각적 효과가

고객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사료된다.

둘째, 떡 카페 메뉴에 적용된 푸드스타일링의 시각적 요인

의 하위요인인 형태, 크기·부피, 색채, 재질은 모두 구매행

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떡 카페

메뉴에 적용된 푸드스타일링의 시각적 효과가 소비자들의 구

매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떡 카페 메뉴에 적용된 푸드스타일링의 시각적 효과는 소

비자의 구매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사료된다.

셋째, 고객만족은 소비자의 구매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주

는 선행연구들과 같이 메뉴에 대한 고객만족이 구매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사료된다.

넷째, 떡 카페 메뉴에 적용된 푸드스타일링의 시각적 요인

과 구매행동 간의 관계에서 고객만족이 매개하는 효과를 분

석한 결과, 독립변수인 떡 카페 메뉴에 적용된 푸드스타일링

의 시각적 요인이 고객만족을 경유하여 구매행동에 미치는

매개효과로, 떡 카페 메뉴에 적용된 푸드스타일링의 시각적

요인의 하위요인 중 형태, 크기·부피, 재질은 고객만족과

구매행동 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 조건을 충족하고, 색채는

완전매개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모형의

독립변수들과 구매행동 간의 관계에서 고객만족의 매개효과

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그러므로 색채, 크기·부피, 재

질, 형태에 대한 소비자들의 만족이 높을수록 구매행동에 미

치는 영향이 크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떡 메뉴의 푸드스타일링의 시각

적 요소가 소비자 만족에 영향을 주고 이러한 영향이 소비

자 구매행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

루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전국의 떡 카페가 아닌 일부 지

역을 대상으로 하였고 조사대상자들의 일부는 떡 카페와 푸

드스타일링에 대한 이해가 부족 하였으므로 조사결과에 대

한 정확성이 다소 부족할 수 있고, 우리 전통음식에 대한 푸

드스타일링 관련 연구의 부족함으로 학문적 접근이 매끄럽

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Table 2- 9> The mediating effect of customer satisfaction

Classification

Visual elements of food styling applied to tteok cafe menus

Color Size/volume Texture Shape

β t β t β t β t

step1 Mediation .358 6.688*** .187 3.496*** .318 5.946*** .181 3.382***

step2 Dependency .311 5.636*** .141 2.555*** .306 5.539*** .199 3.600***

step3

Independence .096 1.839* .023 .458 .115 2.249** .086 1.742*

Mediation .603 11.574*** .633 12.700*** .600 11.744*** .621 12.557***

F-value 87.462*** 84.794*** 88.874*** 87.186***

R2 .414 .406 .417 .413

Adj. .409 .401 .413 .408

Mediation Effects part mediation full mediation part mediation part mediation

*p< .1, **p< .05, ***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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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떡 카페 푸드스타일링 시각적 요소를 표본 집단으로

분석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 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지역

외식업체의 푸드스타일링 시각적 요소에 대한 연구도 병행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전통음식에 대한 푸드스타

일링 분야의 중요성을 공유할 수 있을 만한 범 사회적·학

문적 기회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식 세계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국의 전통성과 조

리 기술의 우수성을 갖고 있는 떡 분야에 대한 발전 방안의

제시는 결국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한식 세계화의 현실

적인 대안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향후에는 우

리 떡의 푸드스타일링 연구 뿐 만 아니라, 떡의 표준화된 조

리방법, 대량유통을 위한 가공 기술, 안전하고 위생적인 포

장 시스템에 대한 다양하고 보다 심화된 연구가 점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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