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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studywasanalysedvariouscaseandcharacteriesofflowerdesignwhich
usedan eating anddrinking tabledecoration ofperiodicalpublicationstoknow
flowerdecorationtypeofasuitablepurposeonperiodicalpublicationsandtouse
aneatinganddrinkingtabledecoration.
A servingpurposeofaneatinganddrinkingtabledecorationhasbeenusedfor
photographicof"Cookand"and"Flora"ascharacterofperiodicalpublications.
Decorationrangeofaneatinganddrinkingtabledecorationhasbeen78.5%,100%
forthewholeoftablebothof"Cookand"and"Flora".
Theplaceofafloraldecorationofaneatinganddrinkingtabledecorationhas
beenmorethan60% forthemiddleoftableinthebothoftwomagazinesastable
centerpiece.
Theshapeofafloraldecorationinaneatinganddrinkingspacehasbeen55.1%
forect.,12.8% fordomeshapein"Cookand"and28.4% forhorizontalshape,22.4%
formixedovertwoshapesin"Flora".
In "Cookand",they didn'tuse flower containers for 37.5% and used glass
containers for26.9%."Flora" used 35.5% forglass containers and 28.9% for
cera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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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sing waterforflowerwas just50% in "Cookand"but,"Flora"82.1%
decorationsusedwaterforflowerand17.7% forusingwaterpartly.
Theflowerwhich usefordecoration hasused" spp.",which ishigh an
output,preferenceandratioofuse,bothoftwoperiodicalpublications.
ThecolorofflowerwhichusedinaneatinganddrinkingspacehasbeenG,Y in
"Cookand"andG,Rin"Flora"orderly.
Shadesofflowerswhichforusedfloraldecorationinaneatinganddrinkingtable
hasbeensurveyvividtonein"Cookand"andlighttonein"Flora"
The coloroftable which used an eating and drinking table has been Y in
"Cookand"andW in"Flora"highly.Shadesoftablecolorhasbeenawhitishbotn
oftwoperiodicalpublications.
Thecolorharmony ofafloralmaterialhasbeen monochromaticcombinationin
"Cookand"butanalogouscombination higherthan monochromaticcombination in
"Flora".Theymakesatmospheresofphotographicinperiodicalpublications.
Intheanalysisofadjectivewordsfortherepresentativecolorsharmonyofan
eatinganddrinkingtablehasbeen"natural"of"Cookand"and"Flora"
In brief,this kind of cooking magazines give a chance to contactflower
decoration for people who did notstudy aboutflower design.Ifthe flower
decoration inperiodicalpublicationstobeaestablishmentpositionthey show a
gooddirection.
theywillstudy aboutsuitable ofaneatinganddrinkingtable anda,season
ect.
itcanbepeoplecanmakeaplentifultableusingtheflower,whichperiodical

publicationsshow aflowerdecoration,togoodatmospheresformealeventhey
dosenotusegorgeousandexpensiveflowerdecorationathome.
Also,theyneedstudyonsituation,object,aseasonaltendencyofaneatingand
drinkingtableinperiodicalpublicationsanditcanmakenaturegiveachanceusto
livewith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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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111장장장 서서서론론론

제제제111절절절 연연연구구구배배배경경경 및및및 목목목적적적

꽃(Flower)은 오랜 세월동안 인간의 가장 친근한 장식 대상이자 예술과 디자인의 소
재로서 전달의 표현물 역할을 해왔다.생활수준의 고급화 및 다양화는 모든 분야에서
보다 나은 가치를 추구하는 상황이다.꽃 그 자체의 아름다움으로 충족했던 과거와는
달리 현대는 꽃 장식에 대한 시대성이 반영되어 특정 장르의식을 탈피하고 다양한 표
현이 시도되고 있으며 작가의 내면세계를 독창적인 창의성을 통해 꽃으로 표현하는 하
나의 예술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
디자인 표현의 조형 활동은 실용을 목적으로 하는 조형요소들을 구성하는 것으로 재
료로서의 물체와 인간과의 관계에서 제안된 일련의 계획 또는 그 산물로써1)공간 예
술,입체적 예술,시각 예술,환경 예술로 점점 규모가 커져가고 있다.2)화예장식은 선,
면,공간,색,질감,리듬,하모니 등으로 구성된 디자인의 표현활동이다.
과거 테이블의 개념은 음식을 먹거나 물건을 올려 두는,혹은 장식의 하나로 이해되
어 인간의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하고 쾌적하게 만드는 ‘도구’로서의 의미를 두었다.
그러나 오늘날 테이블의 개념은 커뮤니케이션 장소로, 커뮤니케이션의 미디어
(CommunicationMedia)로 그 가치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3)특히,식음용 테이블 공
간은 식음에 관련한 목적과 기능에 적합한 환경,즉 테이블 웨어(Tablewear),데커레
이션(Decoration),디스플레이(Display),센터피스(Centerpiece)4),식음방법에서 매너(Manner)
등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요소로서 조정 및 디자인된 커뮤니케이션의 공간이다.5)
단순하게 먹고 싶은 음식을 빠르고 쉽게 구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서 식사공간의 분위
기,서비스의 내용과 질,음식점의 위생상태,조용한 입지와 주변 환경 등이 식사장소

1) 진미자, �화훼 디자인의 표현과 기법�, (서울:미진사, 1998), p.12.

2) 홍윤주, “현대 꽃장식 경향에 따른 꽃의 이미지 분석”, (박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2004), p.45.

3) 서정호, “테이블 데커레이션 유형에 따른 화예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

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2003), p.12.

4) 센터피스(Centerpiece):식탁 중앙의 퍼블릭 스페이스(Public space)에 장식하는 물건이나 꽃을 

총칭하는 것이다. 뷔페 테이블 중앙에 장식물로 놓이는 케이크, 과일용 은제바스켓, 얼음 조각 등

도 이에 속한다. 음식과는 상관없지만 식욕을 돋워주고 식탁의 분위기를 연출 하는 역할을 한다. 

5) 장영순, “화예디자인 디스플레이(FADㆍD)가 공간 환경에 미치는 영향 요인”,(박사학위논문, 전북

대학교 대학원, 2007),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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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선택에서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들의 입맛은 더욱 세련되어지고 고도화되면서 식사를 하며 고품격 서비스를 받고
여유를 즐기고 싶어 하는 욕구가 커지고 있다.이에 따라 현대에는 식음용 문화 공간이
인간의 감성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종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 가치 창출에 매우 효과적
인 수단이 되고 있으며 전통적인 것과 새로운 것,동양과 서양 그리고 시간,장소,인간의
정서 등 모든 복합적인 요소가 어울러져 신선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이러한 의미에
서 식음용 공간 연출 분야는 그 역할과 비중이 더욱 커지고 독창성이 요구 되어 지고 있
는 실정이다.따라서 식음용 테이블 공간은 단순한 장식만이 아닌 독창적이고 창의적이며
인간을 위한 총체적 가치의 종합예술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의 식음용 공간은 청각,시각,촉각,후각,미각 등의 오감을 모두 충족시키는 종
합적인 공간이다.오감 중 시각적인 부분은 전체의 70∼80%를 차지하는 중요한 요소로써
그 범위는 테이블 화예장식을 비롯하여 요리,식기,조명,소품 등 매우 광범위 하다.그
중 화예장식은 단순한 장식용이 아닌 식음용 공간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중요한 부분이며,
그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스토리가 되는 주체이다.최근 자연 친화적인 삶을 추구
하고 보편화 되면서 식음용 공간의 화예장식은 심리적,정신적 욕구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식음용 테이블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는 식음용 테이블 위의 화예장식 중요성에 대해서
‘화예장식은 있어야 한다’가 46.5%,‘꼭 있어야 한다’가 12.5% 로 전제 59%를 차지하였고,
식음용 테이블 위의 화예장식이 식사 분위기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영향이 있다’가
57.5%,‘영향이 매우 크다’가 28%로 전체 85.5%가 화예장식의 유무와 영향도가 높다는
결과로 식음용 공간의 화예장식의 중요도를 말하였고,6)또한 식음용 공간에서 화예디자
인의 고객 만족도에 대해서는 한식당과 양식당 두 부분 모두에 있어서 화예장식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보다 높게 나온 걸로 보아 두 공간에서의 화예장식은 고객의 만족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7)
따라서 본 연구는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식음용 테이블 장식중 화예장식의 다양한 사례,
테이블 장식 유형별 화예장식의 기능과 역할,그리고 특성을 조사하여 화예장식과 식음용
테이블 장식의 이론적 개념과 특징을 정리하고,식음용 테이블 장식의 적용방법 및 테이

6) 김상희, “식음 테이블 데커레이션에 대한 선호 분석” (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산업대학원, 

2007), p.27.

7) 노혜영, “식공간에서 화예디자인의 고객 만족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관광전

문대학원, 2007), 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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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 공간장식의 이용범위 확대 방법 등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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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222절절절 연연연구구구내내내용용용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111...분분분석석석물물물 선선선정정정

본 연구에 이용된 정기간행물은 식음용 공간과 플라워가 동시에 표현되어 있는 정기
간행물로 선택하여 음식관련 정기 간행물과 화예장식관련 정기 간행물로 한정하였다.
요리관련 정기 간행물의 경우 요리와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이 요리전문가나 여성만이
아닌 남녀노소에게로 확대되어 감에 따라 요리관련 정기 간행물에 대한 수요는 점점
더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로 쉽게 요리를 만들 수 있는 방법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
의 상차림역시 따라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화예 장식관련 정기 간행
물의 역할은 전시회 일정과 매 시기의 유행경향,새로운 소식 등을 알려주는 역할을
함으로 유행에 민감한 플로리스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참고서가 되고 있다.
인터넷서점 인터파크(http://www.interpark.com/)에서 판매량 순으로 음식관련 정기간
행물을 검색한 결과,판매량이 많은 에센(Essen),쿠켄(Cookend),수퍼레시피(Super
Recipe)등으로 조사되었으며 수퍼레시피는 음식레시피 위주로 구성되어 제외한 후,
에센과 쿠켄 중 장식적인 측면이 강한 쿠켄으로 선정하였다.플라워 관련 정기간행물
을 검색한 결과 플로라(Flora),더 플라워(TheFlower),플로리스트(Florist),플라워 저
널(FlowerJournal),플레르(Fleur)등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중 식음용 테이블 공간이
가장 많이 나타난 플로라로 선정하였다.
쿠켄은 요리전문 출판업체 베스 홈에서 1996년 11월 월간 Cookand창간,Cook과 and
를 합친 말로서 레시피가 들어있는 요리 칼럼과 레스토랑 정보,문화 정보,인물 인터
뷰,생활 용품,세계의 식문화,전통 식문화 등 요리와 관련된 다양한 컨텐츠로 채워져
있다.플로라는 꽃 전문 정기간행물로 1999년 2월 월간 Flora창간,시즌테마,유행예
감,특선부케,초청작가,플라워 디자인 갤러리,디자인스쿨과 전통꽃꽂이,유러피언스
타일 ,웨스턴스타일의 이론 등 다양한 컨텐츠로 구성되어 있다.
두 정기간행물은 모두 2005년 9월부터 2008년 8월까지 매달 발행된 것을 사용하였고,
이중 쿠켄 2권(2005년 12월,2006년 1월)과 플로라 2권(2006년 9월,2008년 2월)은 절판
되어 분석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식음용 공간에 화예장식이 포함 되어있는 자료 중,최종적인 분석 대상 자료로는 쿠
켄에서 78개,플로라에서는 67개를 선정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 5 -

분석에 사용된 식음용 공간에 화예장식이 표현된 장면은 복합기(hp psc 1210
all-in-one)를 이용하여 스캔하여 부록 1에 제시하였다.

222...분분분석석석 방방방법법법

분석 방법으로는 정기 간행물 간의 테이블 상차림의 목적,테이블과 사용된 소재의
색상과 색조,색상조화,꽃 장식 위치,테이블 장식 범위,꽃장식의 수분 공급 유무,테
이블 장식 위치,스타일,사용된 화기로 분류하여 조사 분석하였다.[표 1]
테이블 상차림의 목적으로는 실제 상업공간에서 촬영된 것은 상업형으로 분류하고,
전시회에 전시된 상차림을 촬영한 것은 전시회형,정기 간행물에 게재하기 위한 촬영
이 목적인 상차림은 사진촬영용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테이블과 소재의 색상은 먼셀의 10색상 R(Red),YR(Yellow Red),Y(Yellow),
GY(GreenYellow),G(Green),BG(BlueGreen),B(Blue),PB(PurpleBlue),P(Purple),
RP(RedPurple)로 분류하였다.테이블과 소재의 색조는 KS톤 분류에 의한 유채색 13단
계 선명한-vv(vivid),밝은-lt(light),기본색-s(strong),진한-dp(deep),연한-pl(pale),흐린
-sf(soft),탁한-dl(dull),어두운-dk(dark),흰-wh(whitish),밝은 회색-lg(lightgrayish),
회색-gy(grayish),어두운 회색-dg(darkgrayish)검은-bk(blackish)으로 분류하였다.
테이블의 꽃 장식 위치로는 꽃이 장식된 부분에 따라 테이블 중앙,개인접시,냅킨,
컵,테이블 위 바닥,벽,천장 그리고 기타로 분류하였다.
테이블 장식 범위로는 테이블 전체적으로 장식하였을 경우는 전체로,테이블의 한 부
분만 장식 되었을 경우에는 부분으로 분류하였다.
테이블 장식에 이용된 소재에 수분 공급의 유무를 알아보고,테이블의 상차림이 한쪽
면만 사용하도록 한 상차림을 전면형으로,사방에서 사용하도록 한 상차림을 사방형으
로 분류하였다.
테이블 화예장식의 스타일은 웨스턴 디자인 중 자주 쓰이는 구형,반구형,수직형,수
평형,원추형,사각형,2가지 이상이 함께 쓰인 것은 복합형 그리고 기타로 분류하였다.
테이블 화예 장식에서 사용된 화기는 유리화기,도자기화기,플라스틱용기,스테인리
스용기,유리잔,사용안함 그리고 기타로 분류하였다.
장식에 사용된 소재는 분석대상에 쿠켄에서는 3회 이상 사용된 것을 조사하였고,플
로라에서는 4회 이상 사용된 것을 조사하였다.그 외 사용된 소재들은 기타로 분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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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사용된 소재의 색상 조화에서는 꽃의 색상 조화를 단일색 조화,반대색 조화,유사색
조화,다색 조화로 나누어 조사한 후 꽃과 테이블의 색채 조화를 단일색 조화,반대색
조화,유사색 조화,다색 조화로 나누어 조사 하였다.
식음용 공간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I.R.I(ImageResearchInstitute)배색 이미지스케일8)
에 속하는 배색 띠를 기준하였고,분석에 사용된 이미지 언어는 I.R.I(ImageResearch
Institute)배색 이미지스케일 안의 이미지 언어를 이용하여 맑은,귀여운,내츄럴,온화
한,경쾌한,화려한,우아한,은은한,다이나믹한,모던한,점잖은,고상한으로 나누어 분
류하였다.

[표 1]분석방법
분류 조사항목

테이블 상차림의 목적 상업형,전시회형,사진촬영용
소재의 색상 먼셀의 10색상환
소재의 색조 KS톤 분류
테이블의 색상 먼셀의 10색상환
테이블의 색조 KS톤 분류
화예 장식 위치 테이블 중앙,개인접시,냅킨,컵,테이블 위,천장,기타
테이블 장식 범위 전체,부분
소재의 수분 공급 유,무,부분
화예 장식 스타일 구형,반구형,수직형,수평형,원추형,사각형,복합형,기타

화기 유리화기,도자기화기,플라스틱용기,스테인리스용기,유
리잔,사용안함,기타

소재 쿠켄:3회이상 사용된 소재
플로라:4회이상 사용된 소재

소재의 색상조화 단일색 조화,반대색 조화,유사색 조화,다색조화
테이블과 소재의 색상조화 단일색 조화,반대색 조화,유사색 조화,다색조화

배색이지미언어 맑은,귀여운,내츄럴,온화한,경쾌한,화려한,우아한,
은은한,다이나믹한,모던한,점잖은,고상한

8)I.R.I(ImageResearchInstitute)색채연구소,IRI디자인 ⓒ 제 C-2001-001388호



- 7 -

제제제222장장장 이이이론론론적적적 배배배경경경

제제제111절절절 정정정기기기간간간행행행물물물의의의 정정정의의의 및및및 특특특성성성

정기간행물(定期刊行物)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연속적으로 출판되는 것으로 잡지 형
태를 취하는 것이 많으며,영국·미국에서는 정기간행물(periodical)이라고 할 경우 보통
일간신문은 제외된다.그러나 정기간행물이라고 모두 정기적인 정기간행물은 아니며,
부정기(不定期)적인 것도 있다.신문 이외의 정기 간행물을 잡지라고 부른 어원은 네덜
란드어의 ‘매거진(magazine)’에서 비롯된다.본래는 ‘창고(倉庫)’라는 뜻인 ‘매거진’을 정기간
행물에 전용한 최초의 정기간행물은 1731년 영국의 케이브(E.Cave)가 발행한 『젠틀맨의 매거진
(Gentleman’sMagazine)』으로서 지식인에게 정보와 오락을 책으로 묶어 제공하는 것을
간행의 취지로 삼았다고 한다.우리나라의 최초의 정기간행물은 구한말 1896년 2월 1
일,당시 도쿄에 있던 '대조선일본유학생친목회'에서 발행한 '대조선일본유학생친목회
보'이다.
정기 발행의 정기간행물에는 주간(週刊),순간(旬刊),반월간(半月刊),월간(月刊),격월
간(隔月刊),계간(季刊),연간(年刊)등이 있다.간행 간격이 짧은 것일수록 저널리스틱하
며,계간·연간 등은 오히려 학술적·자료적 성격을 띠게 되어 서적의 기능과 흡사해진다.
정기 간행물은 신문이나 단행본과 마찬가지로 인쇄된 문자·그림·사진 등을 소재로 하
여 구성되는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이지만,단행본과는 달리 정기적으로 계속 간행된다
는 데에 특색이 있고,또 신문에 비하면 발행 간격이 길기 때문에 뉴스성과 속보성(速
報性)이 뒤진다는 차이가 있다.따라서 정기 간행물의 특성은 커뮤니케이션미디어의
세 가지 기능 중 정보의 신속전달을 제외한 의견의 전달과 오락의 제공이라는 두 가지
면에서 찾을 수 있다.
정기 간행물은 전파매체에 의한 방송이 순간적이어서 다 기억할 수 없는 단점을 잘
보완하는 매체로서 그 발행기간이 일주일에서 한 달 또는 몇 달에 거쳐 발간되기에 그
다음 발행일까지 반복해서 읽혀지는 장점이 있다.또한 일반 매체보다 신뢰도가 높으
며 신문과는 다르게 컬러재현도가 높은 인쇄매체라 시각적으로 어필하기 좋다.9)

9) 이선아, “요리전문지 표지디자인에 관한 사진적 표현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디자

인대학원, 1999),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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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간행물의 분야가 넓어지면서 취미분야에 따른 여러 가지 전문지의 성격을 띠며
분화되었다.요리관련 정기 간행물과 화예 장식 관련 정기 간행물은 큰 맥락으로 볼
때 이전에 미혼 또는 기혼 여성을 상대로 한 여성잡지에서 요리와 꽃을 주로 다루다가
차츰 전문적인 요리관련 정기 간행물과 화예 장식 관련 정기 간행물이 생겨나게 되었
다.요리나 꽃을 주제로 한 단행본은 오래전부터 발행되어왔지만 최근 다양한 테마를
가지고 제작하는 정기 간행물들이 구독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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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222절절절 식식식음음음용용용 테테테이이이블블블 화화화예예예 장장장식식식의의의 이이이론론론적적적 배배배경경경

111...식식식음음음용용용 테테테이이이블블블 장장장식식식의의의 정정정의의의

‘식음 공간(Foodspace)'이란 용어는 상용어로는 비교적 새로운 표현 언어이다.식음
공간은 주거공간에서 인간의 ‘식음행동’,‘식습관’의 형태를 수용하는 용기로써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식공간이란 ‘특수한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 인체공학적인 공간구성’과
‘식음행동을 위한 쾌적한 공간 환경’의 조성과 ‘식사를 하기 위해 식탁을 차리는 공간’
으로 정의한다.식음공간이란 무한정의 평면에 질서,기능,용도의 한정성을 가지고 있
으며 시간과 인간이라는 동태적 요소에는 식사라는 식음행위가 내포되어 있다.식사
(食事)란 중국어에는 없는 단어로 한국과 일본에만 있는 한문조어(漢文造語)로써 일반
적으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습관적으로 밥 등을 먹는 일을 말한다.10)
경제 성장에 따라 변화되기 시작한 식문화는 단순히 먹고자하는 물리적인 욕구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을 위한 영역으로 발전하고,식음용 공간 역시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하는 종합 예술적 공간으로 변화되고 있다.무엇을 먹어야 한다는 것만이 아닌 어
디서 누구와 어떻게 먹을 것인가라는 장소의 개념 역시 중요시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장소 중에서 식음용 공간의 의미는 첫째,식음용 공간은 모든 사람들의 일상
공간이다.이는 생활이나 환경의 일부분이거나 환경 자체이기 때문이다.둘째,식음공
간은 생활의 예술이다.주변은 모두 디자인의 산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간의 생활 그
자체가 디자인의 영역인 것이다.식음용 공간 디자인은 생활의 교양인 동시에 문화를
만든다.이러한 디자인 속성은 참신한 유행을 가져 올 수도 있다.셋째,식음용 공간
연출은 사회적 과정이며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다.이는 사회 속에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라는 응용적 성격이 강조되는 것이다.또한 이는 사
회적 욕구를 조형화 하는 동시에 미의식을 구현하는 것이기도 하다.넷째,식음용 공간
은 모든 사물과 여러 가지 시스템에 관여한다.즉,디자인 요소 개채와 공간 전체의 시
스템 조화를 요구한다.다섯째,식음용 공간은 인간의 욕구 중의 하나인 식욕을 충족시
키기 위한 공간이다.여섯째,식음용 공간 연출은 항상 어떤 가능성을 전제로 시작한
다.다시 말해 미지의 세계로부터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다.11)

10) Van de Ven, �건축공간론�, (서울:기문당, 1997), pp.54∼55.

11) 이선미, “라이프스타일 연출을 위한 테이블 데커레이션의 구성 원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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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용 테이블 장식은 음식을 먹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심도 있는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공간을 장식 할 뿐만 아니라 기능과 목적,장소에 적합한 새로운 이벤트 공간
을 연출하고 디자인하는 것이다.또한 식음용 테이블 공간은 인간의 오감을 자극하는
자극제로서 사회적,경제적,가치창출 등에 효과적인 수단이다.
식음용 공간의 테이블 연출 구성요소는 인간(人間),공간(空間),시간(時間)이다.이것
을 삼간(三間)이라고 하는데 세 개의 間을 6W 1H라고 한다.6W는 ‘누가(Who)먹는
가’,‘무엇을(What)먹는가’,‘누구와(With)먹는가’,‘어디서(Where)먹는가’,‘왜(Why)
먹는가’,‘언제(When)먹는가’와 1H인 ‘어떻게(How)먹는가’로 되어있다.12)
6W 1H에 적합한 테이블 장식은 상호 신뢰성을 높이고,생동감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긍정적 가치 창출로서 효용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13)

문, 숙명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2002), pp.10∼11 참조.

12) 김광오, “푸드코디네이터의 양식요리에 관한 중요도 평가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기대

학교 관광전문대학원, 2003), pp.33∼34 참조.

13) 장영순, 앞의 논문, pp.20∼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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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식식식음음음용용용 테테테이이이블블블 화화화예예예장장장식식식의의의 이이이론론론적적적 배배배경경경

가가가...화화화예예예장장장식식식 스스스타타타일일일 분분분류류류
(((111)))동동동양양양스스스타타타일일일
동양식 꽃꽂이는 같은 문화권에 속해 있는 한국,중국,일본의 화예장식을 말하며 문
화적 배경에 의해 유사점과 공통점을 갖고 발전하면서도 각각의 특색을 지니고 있다.
동양적 스타일은 불교의 공화로 인도를 중심으로 발생하여 전 세계로 널리 퍼졌고 선
과 여백을 중시하고 정서 생활의 함양과 수양을 목적으로 이루어 졌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꽃꽂이는 불교전래 이전의 자생적인 꽃꽂이가 존재하였음을 굿
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망령을 위로하고 신에게 받치는 형태로 이 단계에서의 꽃꽂
이 형태는 미적 감상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실제적 효용을 지닌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중국에서 도입된 불교의 공화와 함께 꽃꽂이 양식이 백제 때 전래되었고,이것은
일본으로 전해졌다.이후 고려시대 때부터 부처님 앞에 공양을 드리기 위한 종교적 의
식이었던 꽃꽂이가 귀족의 신분 표출로 사용되면서 꽃꽂이에 대한 화기,소재,표현양
식이 기록되기 시작하였으며 궁중에서 꽃과 꽃 예술은 상당히 보편적인 것으로 궁중연
회의 장식용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조선시대는 숭유억불 정책에 따라 불교가 위축되고 유교가 번창하게 되면서 이 시대
에 나타난 꽃 작품의 형태는 삼주지에 의한 작품구성,경사형의 형태,분리형 등 현재
우리가 연습하는 형태가 나오기 시작하였고,정조대왕이 어머님 혜경궁 홍씨께 봉수당
과 연희당에서 올린 1795년의 회갑예의 진찬례(進饌禮)등 여러 궁중행사에 화예장식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예술,문화부분이 매우 침체되었으나 1950
년대 이후 차츰 생활에 여유와 정서를 찾음으로서 60년대 이후 현재까지 꽃꽂이 연구
가들에 의해 대중 속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14)
우리나라의 동양 꽃꽂이의 직립형[그림 1]은 1주지가 0도를 기준으로 15도 범위 안에
서 수직에 가까운 화형으로 생명력과 강인함이 표현된다.경사형[그림 2]은 1주지가 좌
우로 45도 기울어진 화형으로 운동감과 안정감을 표현하고자 할 때 적합하다.하수형
[그림 3]은 1주지가 90∼180도를 늘어뜨리는 화형으로 1주지가 늘어지기 때문에 높은

14) 김진희, “플로랄 디자인용 주요 소재의 생산 및 가격 동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호남대

학교 대학원, 2005), pp.6~7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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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기의 매력에 걸맞은 선의 아름다움을 강조시키는 매력을 발산시키는 형이다.분리형
[그림 4]는 한 개의 화기에 2개의 침봉을 넣고 하나의 작품으로 연출할 수 있는 형이다.

[그림 1]한국형 1 [그림 2]한국형 2 [그림 3]한국형 3 [그림 4]한국형 4
직립형 경사형 하수형 분리형
정진희,2007 정진희,2007 정진희,2007 임경미,2008

중국의 꽃꽂이는 기원전 요순시대의 유물인 자수 회화가 유물로 남아 고대 중국 미술
역사를 가늠하게 한다.주로 산천초목,수초 등을 궁중의상에 수놓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서 화훼를 대상으로 한 꽃 예술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
한나라 때부터 미술이나 공예품에 다양한 잎사귀의 문양과 식물문양이 많이 사용되었
으며 화훼를 대상으로 한 문인화가 출현한다.당나라부터 화조화라는 특별한 양식의
꽃을 대상으로 하는 장르의 미술이 발달하였으며,당나라 말기 두목(杜牧,803∼852)의
시에서는 ‘만성다소삽화인(滿城多少揷花人),장안에 꽃을 꽂는 사람이 많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 꽃 예술이 활발한 시기였음을 알 수 있다[그림5].
육조시대에는 그림 그리는 법에 관한 이론이 활발하게 발표되는데,특히 현재까지 꽃
예술에 많은 영향을 준 남제의 사혁의 화육법이 중요한 화론이다.
송나라 때에는 수반꽂이와 병 꽂이가 발달하였고 신체 장식에 꽃이 사용되었다.이후
금나라와 원나라 때 새로운 기법의 자유화가 생겨나고,명나라 때는 꽃 예술의 부흥기
로 꽃꽂이를 연구한 책이 발간이 되었고 이후 꽃꽂이의 기술적인 면에서부터 예술적인
분야까지 다룬 책이 출판되기도 하였다.
청나라 시대에는 자연미를 살리는 사경화(寫景花,[그림 7])와 병 또는 수반에 채소
과일 등과 함께 꽃을 꼽는 과반 꽃꽂이인 조형화(造型花,[그림 8])라는 꽃꽂이라는 특
징이 있었으나15)꽃꽂이는 점점 분재로 바꿔지는 양상을 보이며 쇠퇴하는 분위기로 이

15) 하승애, "동양의 화훼디자인 양식과 변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대학원, 

2005), 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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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였다.그렇지만 꽃꽂이가 당시 쇠미하는 가운데도 꽃 판매 가게가 생겨[그림 9]부녀
자들이 차와 함께 소양을 쌓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것이 특징이다.16)
중국의 꽃 예술 양식은 크고 대범성이 느껴지며,한 가지 꽃과 잎으로 표현한 경우를
주로 볼 수 있다.꽃은 밝고 화려한 색상을 이용하였으며,도기의 색상은 이와는 대조
적으로 사용하였다.자연의 모습 그대로를 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밝은 색상은 바깥
쪽에,진한 색상은 안쪽에 배치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 5] 당시대의  거듭꽂이 [그림 6] 원시대의 병화 [그림 7] 청시대의 사실화

 

[그림 8] 청시대의 과반 꽃꽂이 [그림 9] 청시대의 꽃가게

16) 하승애, 앞의 논문, 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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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꽃꽂이가 탄생한 것은 무로마찌시대(A.D 1400년)이며,탄생 요소는 부처님께
바치는 꽃,‘구게’라는 것에서 유래하였다.꽃꽂이의 역사에서 이케바나(生花:いけばな)
로 불리우는 명칭이 정착된 것은 에도시대 후반에 릿가(立花:リッカ)17)[그림 10]에 대
신하여 이케바나가 유행된 이래로 오늘날까지 전해져 일본 전통 꽃꽂이를 총칭하는 말
로도 사용되고 있다.
꽃꽂이의 기본이 되는 가지를 천(天),지(地),인(人)의 3그룹으로 하여 조화된 대자연
을 표현한다.그러나 전통적인 꽃꽂이에 대해서 제2차 대전 후에는 생명이 없는 철면,
석고,유리등을 소재로 하여 이에 생명감을 불어 넣어 살아있는 형태로서 표현하고자
하는 전위적인 꽃꽂이가 탄생되었다.
이케바나 양식의 특징은 천,지,인이라는 3개의 주지에 의한 삼각형의 구도이다.이
케바나의 양식 그 전까지는 꽃의 양식이 대개 그대로 불리는 호칭으로 쓰였다.꽃꽂이
의 발생 이래로 타테바나(立花) 또는 릿가,나게이레바나(投入花)18)[그림 11],모리바나
(盛り花)19)[그림 13]등의 다양한 양식들이 발전하였다.
릿카의 발전은 15C중엽,공화의 구성적 요소를 기초로 한 꽃꽂이의 양식이 발전되었
다.특히 자연경관을 장엄하게 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대단한 기술을 요하여
당시 귀족사회에까지 기예로 널리 퍼졌다.16C 후반에 차바나(茶花)의 유행으로 차를
드는 다석(茶席)에 꽃이 놓이게 되었다.그러나 당시의 릿카는 대서원(大書院)의 마루
방에 장식되는 것으로서 호화롭고 장식적인 색채가 농후했으므로 간소한 다실의 분위
기에는 맞지 않았다.여기에서 자유로운 형태로 꽃병에 꽃을 꽂는 나게이레에 의한 다
실의 꽃꽂이가 나타났다.이러한 차바나는 에도시대에 이르러 한층 번성하였고 간소한
꽃꽂이는 후일의 세이카(生花:セイカ)20)[그림 12]로 이어지고 있다.
세이카의 발전은 18C중엽,릿카를 간소화한 양식이 나게이레바나의 자연스러운 형태
를 받아들여,세이카를 낳았고,19C초에 천,지,인이라고 하는 3각법의 양식을 갖추
면서 조화된 대자연을 표현하는 꽃꽂이가 널리 성행되었다.세이카는 정형적 삼각형의
구성을 취하는 것과 줄기를 하나의 선으로 하는 점에 그 특색이 있으며 어느 것이나
자연미의 발휘에 역점을 두고,화기에 대해 측면체를 만들어 꽃모습에 음과 양의 구별
이 있다.메이지 유신에 의한 서양문화의 유입으로 일본문화 역시 크게 변했고,세이카

17) 릿카(立花) : 꽃을 세워 놓는 기법.

18) 나게이레(投入) : 병꽃꽂이

19) 모리바나(盛り花) : 꽃을 쌓아두는 기법=수반 꽃꽂이

20) 세이카(生花) : 있는 그대로의 꽃이 핀 모습을 재현하는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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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파들도 쇠퇴하였다.
이에 반해 문인풍(文人風)의 꽃꽂이가 정부고관을 중심으로 탄생되었는데,그 후 이것
은 분재(盆栽)에서 힌트를 얻은 모리바나에 큰 영향을 주었다.모리바나,나게이레바나
의 합리적인 교수방법이 실내장식으로 받아들여지고,그것이 세이카에 대항하여 크게
번성하였고,거기에서 지유바나 [그림 15]가 파생되었다.
모리바나의 유행이 절정에 달한 이후인 1920년대에는 근대의식에 바탕을 둔 창조적인
이케바나가 창작되기 시작했다.전통적인 이케바나의 형식주의를 탈피하여 예술적인
이케바나를 추구하려는 경향을 지유바나라고 한다.천지인에 뿌리를 두고 정형화된 이
케바나 양식에 심한 불만을 가지고,개인의 개성을 표현에 출발점을 두어야 한다는데
의미를 둔다.
이러한 전통 꽃꽂이 양식은 1897년 미국의 스타일의 영향을 받아 플라워디자인이라
불리는 양식으로 발전하였으며,추상적인 형태의 창작과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는 현대
적인 양식과 전통적인 양식을 혼합한 독특한 현대적 일본 양식을 만들어 가고 있다.

[그림 10]일본형 1 [그림 11]일본형 2
릿카 나게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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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일본형 3 [그림 13]일본형 4
세이카 모리바나

[그림 14]일본형 5 [그림 15]일본형 6
도코노마 지유바나

[표 2]한국,중국,일본 꽃꽂이의 비교

한국 중국 일본

자연스러운 화합이 중요
생략과 여백처리가 대담
곡선의 움직임․흐름 강조

아기자기함

자연성 강조

대담한 느낌을 줌

인공적 손길이 거의 없음

가지의 각도를 중심으로
인공적인 기교미를 강조

인위적인 기술
격식화된 작업 과정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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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서서서양양양스스스타타타일일일
웨스턴 스타일은 신전의 헌화로 부터 시작하였고,이집트에서 발생하여 영국에서 움직
임이 일어나 17C미국으로 건너가 체계적인 이론을 정립시킴으로서 발전하게 되었다.
개척기에는 주로 영국의 플로랄 디자인이 그대로 드러나지만 점차 사회가 안정되면서
미국 특유의 실용적인 면과 기하학적인 선이 강조되는 형식으로 발전하였다.특징은
전체적인 형태를 중심으로 한 디자인이고,화려함과 우아함을 중요시하여 식물을 다채
롭게 사용하였고,상품적인 가치와 직업적 활용도로 발전되어 실용화된 스타일이다.
수직형[그림16]은 높이를 강조하는 화형으로 테이블에서 우월감,상승감,강인함,역동
적인 느낌을 연출하고 할 때 사용되며 천정이 높은 곳에 잘 어울리며,수평형[그림17]
은 수평적인 선인 강조되는 형으로 안정감,고요함,평화로움을 연출 할 때 사용되는
스타일이다.또한 원형의 테이블보다 긴 테이블에 어울리는 화형이다.L자형은 긴 수
직선과 짧은 수평성이 결합된 형태로서 테이블 코너장식에 어울리며,양쪽에 하나씩
장식하면 화려한 감을 주고 삼각형은 근엄하고,엄숙한 테이블에 어울리는 형으로 클
래식한 분위기에 어울리는 형이다.또한 비대칭 삼각형은 운동감과 자연스러움을 연출
하기에 적합하다.역T자형은 수직과 수평이 만나는 형으로 테이블에서 안정감과 수직
적인 위협감을 주고자 할 때 연출하는 화형이며,반구형[그림 18]은 원을 반으로 자른
형으로 사방에서 감상할 수 있고,귀엽고 사랑스러운 이미지를 연출하고자 할 때 활용
한다.또한 형태의 단순미로 인하여 색채 변화를 주면 효과는 더 커진다.구형[그림
19]은 공 모양으로 완전함,영속성을 상징하며 프리티(Pretty),케주얼(Casual),로맨틱
(Romantic)한 이미지를 연출하고자 할 때 활용하고,원추형은 바닥이 원형,측면은 대
칭삼각형으로 원추형[그림 20]은 비잔틴 시대의 대표적인 화형이다.입체적이고,화려
한 분위기를 연출하고자 할 때 사용하면 좋다.초승달 형은 바로크시대에 많이 사용되
었던 형태로 곡선을 살려 품위 있고,화려하면서도 부드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할 때
사용한다.S자형은 S자 모양의 곡선으로 선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형이다.구부려 지는
소재로 시각적인 흐름을 연출하고 화려한 분위기에 어울리고,부채형은 주로 한 면에
서만 감상하는 형태로 테이블에서는 벽 쪽으로 기대어 뒷면이 보이지 않게 연출하고,
적은 소재로 화려하게 보이는 형이며 타원형은 원형의 수직으로 늘린 형으로 전체적으
로 곡선을 통한 시각적 움직임을 나타내는 화형이다.사각형은 모던스타일을 대변하여
소재에 따라 달리 표현되지만,대체적으로 딱딱하거나 깔끔하게 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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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웨스턴 1-수직형 [그림 17]웨스턴 2-수평형 [그림 18]웨스턴 3-반구형

[그림 19]웨스턴 4-구형 [그림 20]웨스턴 5-원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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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우우우리리리나나나라라라 역역역사사사에에에서서서 보보보이이이는는는 식식식음음음용용용 공공공간간간의의의 화화화예예예장장장식식식
우리나라의 테이블 데커레이션에서 꽃의 활용은 조선시대의 궁중 행사의 장면을 그린
기록화와 민간 행사를 그린 기록화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조선시대 궁중 행
사의 음식상에서 화예장식을 볼 수 있는 기록화로는 자경전진찬도(慈慶殿進饌都),한일통
상조약연회도(韓日通商條約宴會圖)등이 있다.민간 행사에서 볼 수 있는 기록화로는
회혼례도(回婚禮圖),신부연석화(新婦宴席畵),신랑연석화(新郞宴席畵),평안감사의 부벽
루연회도본(扶壁樓宴會圖本)등이 있다.
궁중에서 주최하는 연회장의 배설에 있어서 화준(花罇)21)과 화안(花案)22)을 어좌(御
座)23)앞에 두 개를 놓고 뜰에 가설된 기둥에 화가(花架)를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식이었다.여악(女樂)이 참여하여 가무(歌舞)가 등장하는 자경전진찬[그림 20]에서는
대전 앞의 계단 위에 좌우로 각기 산화탁(散花卓)과 화준을 놓고 전정(前庭)의 동서
양편에 화준을 놓았으며 전정의 중앙에 화호(花壺)를 놓고 군신(群臣)들에게 나누어
줄 꽃을 준비하였던 것이다.24)
[그림 22]의 1883년 안중식의 한일통상조약연회도에서 화기를 이용한 테이블 센터피
스가 좌우에 설치되어 균형을 이루었다.
[그림 23]부벽루연회도은 김홍도가 종이 바탕에 담채로 그린 그림으로 평안감사향연
도 가운데에 있다.평안감사는 부벽루 안에 앉고 앞에는 차일을 쳤는데,무용수들이 처
용무,북춤,칼춤을 추고 있는 위쪽 상 위에 꽃이 장식되어 있다.
[그림 24]의 회혼례도는 조선시대 그림으로,원래 5폭으로 이루어진 화첩 중의 하나로
회혼례(回婚禮)를 소재로 하였다.당시 명망 있는 집안의 회혼례를 알려주는 소재로,
대청마루 안쪽에 주인공 노부부가 앉아 있고,그 좌우에는 각기 2열의 남녀가 자리하
여 독상(獨床)을 받고 있다.노부부의 상위와 남녀의 독상 위에 꽃이 꼽힌 화병이 하나
씩 자리 잡고 있다.
[그림 25]와 [그림 26]의 신부연석화와 신랑연석화는 19C조선의 풍속 화가인 김준근
의 <기산풍속화첩>에 나오는 그림들이다.대례가 끝나고 신랑 신부에게 ‘큰상’을 내려
주는 모습을 기록한 기름으로 그 상위 양쪽 끝에 꽃 장식을 한 화병이 음식과 더불어
조화를 이루었다.

21) 화준 [花罇] : 꽃무늬가 있는 항아리

22) 화안 [花案] : 꽃을 놓는 탁자

23) 어좌 [御座] : 임금이 자리

24) 이상희, 『꽃으로 보는 한국문화』, (서울: 넥서스, 2007), p.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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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기축진찬도병(己丑進饌都屛) [그림22]한일통상조약연회도(韓日通商 條約宴會圖)

자경전진찬도(慈慶殿進饌都)-자경전 대청 부분 안충식, 1883년

1829년

[그림 23] 평안감사의 부벽루연회도본 [그림 24]회혼례도(回婚禮圖)
(浮碧樓宴會圖本)부분 필자미상,18C추정
김홍도,18C

[그림 25]신부연석화(新婦宴席畵) [그림 26]신랑연석화(新郞宴席畵)
김준근,19C 김준근,1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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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식식식음음음용용용 테테테이이이블블블 화화화예예예 장장장식식식의의의 기기기능능능과과과 특특특성성성

화예장식은 ‘합목적성’과 ‘심미성’을 가지고 있어 디자인의 기본적 구성 조건을 충족시
키며 하나의 디자인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이러한 속성을 바탕으로 식음용 공간 화
예장식의 기본적인 기능과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계절감을 준다.식음용 공간 화예장식은 실내에 펼쳐진 작은 자연이라 할 수 있
다.그만큼 화예장식을 통한 계절감과 감정은 중요하다.개나리,철쭉,벚꽃,아이리스
와 같은 봄꽃은 추운 겨울을 이겨낸 새롭고 화사한 봄을 상징하고,해바라기,글라디올
러스,달리아와 같이 명도와 채도가 높으며,청량감을 주는 꽃들은 여름을 상징한다.
단풍잎이나 밤송이,억새,열매달린 나무 등은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인 가을을 상징하
고,소나무,베고니아와 같이 채도가 낮고,백색과 대비가 강한 소재는 겨울을 연상하
게 한다.
둘째,생동감을 준다.화예장식에서 나타나는 색상 대비와 높낮이가 주는 운동감 등은
차갑고 직선적인 느낌의 공간에 생명감과 리듬을 주어 생동감을 느끼게 해준다.
셋째,식공간이 전하는 의미와 상징을 부여한다.대로부터 전해져 오는 식물에 대한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나 꽃말은 화예장식으로 하여금 감사,축하,조의,용서,사랑을
등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되게 한다.이는 사회 구성원들 간의 상호 교류와 교제를 촉
진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의미이다.
넷째,공간적 특성을 나타내준다.화예 장식의 유형과 사용된 소재의 종류에 따라 각
지역 특유의 공간적 특성을 나타낼 수 있다.지중해 프로방스 스타일(ProvenceStyle),
동양의 젠 스타일(Zen Style),각 토속적 민족성을 나타내는 에스닉 스타일(Ethnic
Style)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다섯째,긍정적인 심리효과를 이끌어낸다.식물 자체의 색감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며 살아있는 생명이 주는 생동감은 식음용 공간을 이용하는 고객으로 하여금 신선함
과 부드러움,편안함을 준다.그리고 여러 소재의 질감을 통해 획일적인 고안에 변화를
주어 단조로움에서 벗어나는 역할을 한다.25)
이러한 의미에서 식음용 공간의 화예장식은 단순히 디자인과 제작의 행위 자체로서만
아니라 생명체 즉 꽃,식물,다른 요소를 사용하여 심리적,육체적,정신적,욕구 및 치
료 효과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활동이라는 것이 미술이나 조각과 같은 일반 예술 활동과

25) 노혜영, 앞의 논문,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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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즉,식음용 공간 화예 장식이 지닌 상징성,생명성,인위적
창조성을 강조해야 한다.
식음용 공간 연출가에게 전달된 이미지는 그것의 출처인 자연 가운데 질서와 새로운
상징적 질서가 되는 것으로서 자각의 표현을 통해 자연은 재구성이고 그 결정을 이루
게 된다.
또한,식음용 공간 화예 장식의 규모는 테이블의 크기나 앉을 사람의 수,식사의 종류
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식기에 닿거나 식사를 방해하지 않는 정도의 규모여야 하며
색상은 주제가 반영될 수 있는 색을 따르거나 테이블클로스,냅킨,테이블 웨어 등의
색상과 조화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센터피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식탁화 연출에서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반드시 기
억해야 할 점은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즉,식탁화가 쾌적한 식사 환
경의 조성을 위하여 조연으로 연출되어야 하며 정도가 지나쳐서 꽃만 도드라지면 안
된다.이를 위하여 식탁화의 높이는 의자에 착석했을 때 식사자간의 대화에 방해가 되
지 않도록 제한해야 한다.26)식음용 공간 화예장식의 일차적인 목적은 어디까지나 음
식을 먹는 것을 위한 것이므로,화예장식의 재료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음식과의 관계
가 고려되어야 함은 물론이다.장소의 크기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향이 강한 재료를
사용하는 화예재료는 음식의 향을 맡기 어렵게 만들고 색이 강한 화훼 재료는 눈으로
즐기는 식음을 방해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하고 청결함을 유지시키는 장식이여야 한다.
식음용 공간 화예 장식의 조건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합목적성 측면은 효율성,기능성을 의미하며 실용성의 목적을 가리키는 것이다.
둘째,심미성 측면은 미의식을 말하며 합목적성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셋째,경제성의 측면은 인간 생활에 통용이 되는 원칙으로 최소의 소재와 노력으로 최
대의 효과를 거둔다는 것을 말한다.
넷째,독창성의 측면은 디자인의 핵심으로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것이고 아이디어의 구
현이나 컨셉,테마를 결정짓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질서성의 측면은 조형의 요소와 원리의 조화라고 볼 수 있으며 모든 성격을
서로 관련시키는 것이다.

26) 식공간연구회, 『푸드 코디네이트』, (서울:교문사, 2005),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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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333장장장 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

제제제111절절절 식식식음음음용용용 테테테이이이블블블의의의 목목목적적적,,,이이이용용용 방방방향향향,,,화화화예예예장장장식식식 장장장식식식범범범위위위 및및및 위위위치치치

쿠켄과 플로라에서 나타난 식음용 테이블 상차림의 목적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그림
27],[표 3]상차림의 목적으로는 쿠켄에서는 사진촬영목적이 76.9%로 높게 나왔으며,
다음으로는 상업적 촬영목적이 14.1%로,전시회목적이 9.0%로 나타났다.플로라에서는
사진촬영목적이 58.2%로 나타났고,전시회목적이 26.9%며,상업적 촬영목적이 14.9%
순으로 나타났다.쿠켄과 플로라 모두 정기 간행물에 게재하기위한 사진촬영목적이 높
게 나왔다.쿠켄에서는 주로 음식을 촬영할 때 옆에 놓이는 부수적인 목적으로 꽃들이
이용되었고,플로라에서는 그 달의 정기간행물에 테마가 주어지고 그에 맞는 상차림에
화예장식이 되었다.
쿠켄과 플로라에서 나타난 식음용 테이블을 이용하는 방향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그
림 28],[표 4]식음용 테이블을 이용하는 방향으로는 음식정기 간행물에서는 사방형이
89.7%를 나타내고 한쪽면만 사용가능한 전면형이 10.3% 사용되었다.플로라에서는 사방
형이 68.7%,전면형이 31.3%로 나타났다.플라워디자인관련 정기 간행물에서는 전시의
목적이 강하고 전시장의 공간 제약 때문에 테이블을 한쪽 벽면에 붙여 전면만 사용 할
수 있게 장식하였다.이런 장식은 실제로 전면형 테이블에서 식사를 할 경우에는 함
께 식사를 하는 상대방이 아닌 벽을 보며 식사를 하게 되는 격이므로 실생활에 사용하
기엔 무리가 있는 상차림이다.
쿠켄과 플로라에서 나타난 식음용 테이블 화예장식 범위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그림
29],[표 5]사진에 나타난 식음용 테이블의 전체적인 모습으론 쿠켄에서는 테이블 전
체가 보이는 장면이 78.2%이며,부분만 촬영된 부분은 21.8%로 나타났다.반면 플로라
에서는 100% 테이블 전체가 나오는 부분으로 나타났다.쿠켄에서는 테이블 전체의 모
습이 아닌 음식이 메인이 되고 플라워가 옆에 놓이는 부수적인 역할이 되는 경우가
21.8%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런 경우 음식만 너무 돋보이고 사용된 화훼소재는 거의 보
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 플라워 장식을 한 이유가 불분명해 지게 된다.반면 플로라에
서도 쿠켄에서 플라워의 역할이 너무 약하였다면 플로라에서는 너무 과하였다.오히려
화예장식 작품이 테이블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구독자 막상 실생활에 응용하기엔 화예
장식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게 되고 음식을 어디에 둬야 할지도 모호해지는 작품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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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식음용 공간에 테이블 디자인은 화예장식 작품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음식과도
어울림이 중요하고 그 테이블의 성격과 의미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작업까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쿠켄과 플로라에서 나타난 식음용 테이블 화예장식 위치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그림
30],[표 6]식음용 테이블에 플라워가 장식된 곳은 쿠켄에서는 테이블의 중앙이 61.7%
로 높게 나타났으며,테이블 바닥이 25.9%로,개인접시가 8.6%,냅킨과 컵,기타가
1.2%로 나타났다.플로라에서는 테이블 중앙이 63.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개인접시
가 15.1%,냅킨이 11.3%,테이블 옆 벽이 5.7%,천장이 3.8%,컵이 0.9% 순으로 나타
났다.쿠켄과 플로라에서 모두 테이블의 중앙이 각각 62.7%와 63.2%로 절반 이상이
테이블의 중앙에 장식이 되어 센터피스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이는 식공간
의 플라워 디자인 유형 연구에서는 국내,국외 사례에서 중앙에 꽃장식이 선호되고 있
다는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27)테이블 데커레이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음식을 먹는 장소이기 때문에 위생적이어야 한다.그러므로 화예 장식에 있어서도 화
예소재가 음식에 닿지 않아야 하며,위생적이지 못한 소재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
아야 한다.28)그러나 플로라에서는 개인접시나 물을 마셔야할 유리잔에 직접적으로 꽃
을 장식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사용할 때 음식을 먹는 사람이 위생상 불편해 할 수 있는
문제가 된다.처음 테이블 장식을 디자인하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음식이 닿는 부위는
피하거나 위생적인 처리 후 테이블 위에 장식이 되는 등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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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정소연, “식공간의 플라워 디자인 유형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관광전문대학원, 

2005), p.68.

28) 김상희, 앞의 논문,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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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쿠켄과 플로라에서의 상차림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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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쿠켄과 플로라에서의 상차림 테이블 이용하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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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쿠켄과 플로라에서의 테이블 화예장식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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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쿠켄과 플로라에서의 테이블 화예 장식 위치
[표 3]쿠켄과 플로라에서 나타난 식음용 테이블에 나타난 상차림의 목적

목적 상업용 사진촬영용 전시회용

사진

[표 4]쿠켄과 플로라에서 나타난 식음용 테이블을 이용하는 방향
이용방향 전면형 사방형

사진

[표 5]쿠켄과 플로라에서 나타난 식음용 테이블의 화예장식 범위
장식범위 전체 부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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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쿠켄과 플로라에서 나타난 식음용 테이블의 화예장식 위치
위치 테이블 중앙 개인접시 테이블 바닥 냅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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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222절절절 식식식음음음용용용 테테테이이이블블블 화화화예예예장장장식식식의의의 형형형태태태,,,사사사용용용화화화기기기 및및및 수수수분분분 공공공급급급

쿠켄과 플로라에서 나타난 식음용 테이블 화예장식 형태는 다음과 같다.[표 7],[표 9]
쿠켄에서는 꽃만 한 송이 있는 기타가 55.1%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다음으로는 반구
형이 12.8%로 나타났다.구형과 수평형이 10.3% 나타나며 수직형이 9.0%,두 가지 이
상 사용된 복합형이 2.6%로 나타났다.L자형,삼각형 역T자형,원추형,초생달형,S자
형,부채형,사각형 등은 사용되지 않았다.플로라에서는 수평형이 28.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두 가지 이상 사용된 복합형이 22.4%,수직형이 20.9%,구형이 11.9%,반
구형이 7.5%,기타가 4.5%,원추형은 3.0,사각형이 1.5%로 나타냈으며 L자형,삼각형,
역T자형,초생달형,S자형,부채형,사각형 등은 나타나지 않았다.테이블 위의 화예
장식은 사람사이의 커뮤니케이션 장이므로 마주보고 있는 사람과의 시야를 가리지 않
도록 낮게 연출하거나 눈높이보다 더 높게 연출하여 사람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29)수평형과 같이 앉아있는 사람의 눈높이에서 시야를 가리지 않
는 낮은 장식이 식음용 테이블에서 주로 사용되는 높이이며,수직형 디자인은 여러 명
이 서서 이용하는 식음용 테이블 공간에서는 테이블 위를 많이 차지하지 않으면서 강
한 인상을 남길 수 있다.
쿠켄과 플로라에서 나타난 식음용 테이블 화예장식에 사용된 사용화기는 다음과 같
다.[표 8],[표 10]사용된 화기는 쿠켄에서는 화기를 사용안한 경우가 37.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유리화기가 26.9%,도자기화기가 25.6%,기타가 6.4%,스테인리스용
기가 1.3%,플라스틱 용기가 1.3% 순으로 사용되었고 유리잔은 사용되지 않았다.플라
워디자인 정기간행물에서는 유리화기가 35.5%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도자기화기가
28.9%,기타가 22.4%,유리잔이 6.6%,스테인리스용기가 3.9%,화기를 사용하지 않음
이 2.6% 순으로 나타났다.플라스틱용기는 사용되지 않았다.두 정기간행물에서 유리
화기가 각각 26.9%와 35.5%로 높게 나타났다.유리화기의 특성상 투명하고 어느 작품
의 스타일이나 테이블에 잘 어울리며 검은색과 흰색이 주조를 이루는 식탁에 투명한
유리 화병에 단색의 포인트 꽃 한 송이를 꽂아 악센트를 주어 경쾌하면서 깨끗한 느낌
을 줄 수 있다.식음용 공간에 화예 장식을 할 때 평소에 사용하던 식기를 응용하는 방
법도 하나의 방법이다.유리잔과 같이 비단 화기뿐만이 아닌 평소 식음용 공간에서 사
용되는 식기도 화기대신 사용 되어 일상생활에서도 손쉽게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29) 김상희, 앞의 논문,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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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켄과 플로라에서 나타난 식음용 테이블의 화예장식의 수분공급은 다음과 같다.[그
림 31],[표 11]수분 공급의 유무로는 쿠켄에서는 전체가 수분 공급을 한 경우에는
50.0%로 높았으며,수분 공급이 되지 않은 경우가 48.7%,부분적으로 처리가 된 경우
는 1.3%로 나타났다.플로라에서는 수분 공급을 한 경우가 82.1%로 가장 높았으며 수
분 공급을 부분적으로 한 경우는 17.9%,수분 공급이 되지 않은 경우는 없었다.화예
장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수분 공급인데 쿠켄에서는 수분공급이 전혀 안
되는 경우가 48.7%로 조사되어 식물의 생리적인 면을 고려하지 않은 점이 많았다.시
든 꽃은 식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식감을 해치기 쉬우므로 수분 공급 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화예장식에서 수분을 공급하는 방법으로는 직접 화기에 물을 담에 꽃을
꽂아두는 방법과 플로랄 폼에 물을 흡수시킨 후 꽃을 꽂는 방법이 있고,시험관을 소
재의 끝에 물을 담에 고정시켜 놓는 방법 등이 있다.화기나 플로랄 폼을 사용하여 수
분 공급을 못 할 경우에는 식물에 물올림을 충분히 한 후에 파라핀 처리를 하는 등,
사진 촬영 하는 동안이나 식사를 하는 동안에 꽃이 시듬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이용
해야 할 것이다.

[표 7]쿠켄과 플로라에서 나타난 식음용 테이블의 화예장식 형태(%)
형태 쿠켄 플로라
구형 10.3 11.9
반구형 12.8 7.5
수직형 9.0 20.9
수평형 10.3 28.4
원추형 0.0 3.0
사각형 0.0 1.5
복합형 2.6 22.4
기타 55.1 4.5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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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쿠켄과 플로라에서 나타난 식음용 테이블의 화예장식에 사용된 화기(%)

구분 음식관련 정기 간행물 화예장식관련 정기 간행물
유리화기 26.9 35.5
도자기화기 25.6 28.9
플라스틱용기 1.3 0.0
스테인리스 2.6 3.9
유리잔 0.0 6.6
사용안함 37.2 2.6
기타 6.4 22.4

100.0 100.0

0.00.00.00.0

20.020.020.020.0

40.040.040.040.0

60.060.060.060.0

80.080.080.080.0

100.0100.0100.0100.0

(%)(%)(%)(%)

유유유유 무무무무 부분부분부분부분

꽃의 물처리 유무꽃의 물처리 유무꽃의 물처리 유무꽃의 물처리 유무

쿠켄쿠켄쿠켄쿠켄

플로라플로라플로라플로라

[그림 31]쿠켄과 플로라에서 소재의 수분 공급 유무



- 31 -

[표 9]쿠켄과 플로라에서 식음용 테이블에 나타난 디자인의 스타일
스타일 반구형 수직형 수평형

사진

[표 10]쿠켄과 플로라에서 나타난 식음용 테이블의 화예장식 사용된 화기
화기 유리화기 도자기화기 유리잔 기타

사진

[표 11]쿠켄과 플로라에서 나타난 식음용 테이블의 수분 공급의 유무
수분공급
유무 수분 공급을 한 경우 수분공급안되는경우 부분적으로 공급한 경우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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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333절절절 식식식음음음용용용 테테테이이이블블블 화화화예예예장장장식식식에에에 사사사용용용된된된 소소소재재재

쿠켄과 플로라에서 나타난 식음용 테이블 화예장식에서 사용된 소재는 다음과 같다.
[표 12]사용된 소재는 쿠켄에서 장미( )가 전체의 24.4%로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소국( )과 리시안샤스( ),카네
이션( )이 9.0%로,엽란( )이 7.7%,작약(

)이 6.4%,라난큘러스( )와 양귀비( )가
5.1%, 왁스플라워( )와 이끼, 허브잎, 열매류, 카라(

),몬스테라( ),절지류,프라지아( )가 각각
3.8%로 나타났으며 청미래덩쿨( )와 방크시아 ,말채,수국
( ),호엽란( ),백합( ),조팝
( )이 2.6%의 사용률을 보였다.그 외,유칼립투스( )등
42종이 사용되었다.플로라에서 역시 장미( )가 전체 32.8%를 나타내어 가장
높은 사용률을 보였으며 수국( )과 리시안서스( )
가 14.9%,스틸그라스가 13.4%,소국( )과 호접란(

)이 각각11.9%, 덴파레( )와 아스파라거스(
)가 9.0%,엽란( )과 안스리움( ),아

이비( )가 7.5%,카라( )와 용버들( ),반다
( ),수선화( ),스마일락스( ),알리
움( ),연밥(연꽃, ),접란( )이
6.0%로 나타났다.청미래덩쿨( )등 그 외 48종이 사용되었다.
쿠켄과과 플로라에서 장미가 각각 24.4%,32.8%로 가장 많이 사용함으로 조사되었다.
식음 테이블 데커레이션에 대한 선호 분석의 조사 항목 중 식음용 공간 안의 화예장식
에서 사용된 꽃의 선호도 중 장미가 1위로 조사되었으며30)장미는 테이블 장식뿐만 아
니라 플라워디자인을 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소재로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화훼류
중에서도 1위의 생산량을 보이는 소재이다.
플로라에서는 한 작품에 사용된 소재가 다양한 반면,쿠켄에서는 한 가지 소재만 사
용한 경우가 많았다.쿠켄은 음식관련 간행물의 특성상 음식이 메인이 되는 촬영에서
플라워는 부수적인 역할이지만 그 역할이 너무 약하여 자칫 꽃이 사용되는 의미마저

30) 김상희, 앞의 논문,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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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해지는 경우가 있다.한 두 송이 정도 더 장식되어 화예장식으로서 음식과 함께 조
화롭게 장식되는 것을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기타소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은 독특하고 새로운 것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취향이
반영된 것으로 식음용 공간에 사용되는 소재의 다양성과 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그
러나 식음용 테이블 장식에 사용되는 소재 중 아스파라거스는 장식 후 수분 공급이 원
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잎이 지저분하게 떨어지는 소재로서 식음용 테이블 위에 사용하
기에는 부적절하며,사용할 시에는 시들지 않도록 수분공급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또
한 식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향기가 강한 소재의 사용을 자재해야 하며,꽃가루가 심
하게 날리거나 독성이 있는 꽃,열매소재는 사용해서는 안 되므로 사용할 소재의 기본
적인 지식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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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쿠켄과 플로라에서 나타난 식음용 테이블 화예장식에 사용된 소재
소재명 장미

( )
소국(

)
리시안서스(

)

사진

소재명 카네이션
( )

엽란
( )

작약
( )

사진

소재명 라난큘러스
( )

양귀비
( )

왁스플라워(
)

사진

소재명 수국(
)

호접란(
)

덴파레(
)

사진

소재명 아스파라거스(
)

안스리움(
)

아이비
( )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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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444절절절 식식식음음음용용용 테테테이이이블블블 화화화예예예장장장식식식에에에 사사사용용용된된된 소소소재재재와와와 테테테이이이블블블의의의 색색색상상상 색색색조조조

쿠켄과 플로라에 나타난 식음용 테이블 화예장식에서 사용된 소재의 색상 색조는 다
음과 같다.[표 13]식음용 테이블 디자인에 사용된 소재의 색상은 쿠켄에서는 G계열이
32.2%로 가장 높았으며 Y계열이 20.9%,R계열이 15.4%,RP계열은 11.5%,YR계열은
8.8%,GY계열은 5.4%,P계열은 4.5%,W계열이 0.8%,B계열이 0.5% 순으로 나타났으
며 BR계열과 PB계열,Bk계열은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플로라에서는 G계열
이 20.7%로 나타났으며,R계열이 14.6%,Y계열이 13.0%,W계열이 12.5%,GY계열과
P계열이 11.3%,RP계열이 8.5%,YR계열이 6.3%,B계열이 0.3% 순으로 나타났으며
BG계열과 Bk계열은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음용 테이블 디자인에 사용된 소재의 색조는 쿠켄에서는 선명한 톤이 24.4%로 높
게 나왔으며,밝은 톤이 20.3%,연한 톤이 16.3%,흐린 톤이 9.6%,탁한 톤이 7.1%,흰
톤이 6.9%,어두운 톤이 4.0%,진한 톤이 3.8%,기본 톤과 밝은 회색 톤은 2.6%,회색
톤과 검은 톤은 1.3% 순으로 나타났으며 어두운 회색 톤은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플로라에서는 밝은 톤이 전체 소재 중에 31.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기본
톤이 18.4%,선명한 톤이 17.8%,진한 톤이 11.6%,어두운 톤이 8.8%,연한 톤이 6.0%,
흰 톤이 3.0%,흐린 톤과 밝 은회색 톤,회색톤,어두운 회색 톤,검은 톤은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정기간행물 모두 G계열이 높게 나타남으로 조사되었다.G계열은 자연과 휴식을
상징하는 색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나타내주어 스트레스 해소에 좋다.무더운 여
름날 시원한 감을 나타내 주며,계절감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색채이다.Y계열과 배색
되면 신맛을 연상시켜 자극적으로 계속 먹고 싶다는 충동을 일으키게 되어 식욕증진
효과가 있다.대부분의 사용되는 소재의 기본 색상이 G계열을 포함하고 다른 계열의
색상과도 자연스럽게 조화되는 기본 색상이다.
식음용 공간에서 주로 선호되며 사용되는 Y계열과 YG계열은 식욕을 증가시키는 색으
로 선호도가 높으며 연구결과에서도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Y계열과 YG계열
은 명도와 채도가 높아 주목성이 높고,강조색으로 시각을 유도시킬 수 있으며,봄을 상
징하는 대표적인 계열들로 생명력 있고 밝은 이미지를 연출할 때 사용된다.또한 Y계열
은 달콤함을 느끼게 하여 식욕을 증가 시켜 식음용 공간에 사용하기에 적절한 색상이다.
플로라에서 높게 나온 R계열은 난색의 대표적인 색상으로 시각적으로 강한 인상을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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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 작품에 강조색으로 주로 사용되었고,패스트푸드점의 심벌마크나 실내 인테리어에
자주 사용되는 색상으로 감미롭고 달콤하며 잘 익었다는 느낌을 주어 식욕을 자극하는
계열이며 정기간행물에서 시각을 유도시키고 식욕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B계열과 Bk계열은 딱딱하고 차가운 느낌을 주고 무게 있는 색상으로 음식을 편안히 먹
기에 힘든 색으로 이 연구결과에서도 사용률이 현저히 낮거나 없게 나타났다.
색조에서는 화훼장식 소재의 색상 및 배색 유형에 따른 색채이미지에 대한 연구 중
색상분석 결과 꽃의 색조는 주로 중명도 이상의 선명한 톤,밝은 톤,연한 톤 등이 주
를 이루었으나 기본 톤,진한 톤,흐린 톤,밝은 회색 톤,회색 톤,흰 톤,어두운 회색
톤,검은 톤 등의 꽃은 적었다는 결과로 조사되었고,31)이 연구에서 사용된 소재 역시
주로 선명한 톤과 밝은 톤이 주로 사용됨으로 조사되었고,선명한 톤과 밝은 톤은 화려
함이 특징으로 정기간행물을 읽는 구독자들의 주위를 집중시키도록 유도한다.이러한 톤
의 사용 결과는 정기간행물에 게시하기 위한 색조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쿠켄과 플로라에 나타난 식음용 테이블 화예장식에서 사용된 테이블의 색상 색조는
다음과 같다.[표 14]식음용 테이블의 색상으로는 쿠켄에서는 Y계열이 42.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YR계열이 18.3%,Bk계열이 10.3% W계열이 10.0%로 나타났으며 BG계
열과 PB계열은 사용되지 못 하였다.플로라에서는 W계열이 26.9%로 높게 나타났으며
Y계열이 12.5%,GY계열이 11.9%,G계열이 11.2%로 나타났으며 BG계열은 한 번도 사
용되지 않았다.
식음용 테이블의 색조로는 쿠켄은 흰 톤이 25.6%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는 탁한 톤이 21.8%,어두운 톤이 10.3%,밝은 톤이 9.0%,연한 톤이 7.7%로 나타났으
며 기본 톤은 사용되지 않았다.플로라에서는 흰 톤이 31.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어
두운 톤이 14.9%,밝은 톤이 12.5%,연한 톤이 9.0%,진한 톤이 6.9%로 나타났으며 회
색 톤과 어두운 회색 톤은 사용되지 않았다.
테이블의 색상과 색조에서 Y계열과 W계열의 흰 톤이 높게 나온 결과는 메인이 되는
음식과 화예장식이 더욱 돋보이게 하여 사진촬영 시 테이블의 색상이 자연스럽게 어울
린다.

31) 왕경희, “화훼장식 소재의 색상 및 배색 유형에 따른 색채이미지”, (박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2008),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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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쿠켄과 플로라에서 나타난 식음용 테이블과 화예장식에 사용된 소재의 색상(%)
테이블 색상 소재색상

쿠켄 플로라 쿠켄 플로라
R 6.3 4.5 15.4 14.6
YR 18.3 7.5 8.8 6.3
Y 42.3 12.5 20.9 13.0
GY 1.3 11.9 5.4 11.3
G 2.6 11.2 32.2 20.7
BG 0.0 0.0 0.0 0.0
B 5.1 2.4 0.5 1.3
PB 0.0 3.0 0.0 0.3
P 2.6 7.5 4.5 11.3
RP 1.3 7.5 11.5 8.5
W 10.0 26.9 0.8 12.5
Bk 10.3 5.2 0.0 0.0

100.0 100.0 100.0 100.0

[표 14]쿠켄과 플로라에서 나타난 식음용 테이블과 화예장식에 사용된 소재의 색조(%)
테이블 색조 소재색조

구분 쿠켄 플로라 쿠켄 플로라
vv 2.6 3.0 24.4 17.8
lt 2.6 12.5 20.3 31.5
s 0.0 6.0 2.6 18.4
dp 2.6 6.9 3.8 11.6
pl 7.7 9.0 16.3 6.0
sf 6.4 3.0 9.6 0.0
dl 21.8 6.0 7.1 3.0
dk 10.3 14.9 4.0 8.8
wh 25.6 31.3 6.9 3.0
lg 9.0 3.0 2.6 0.0
gy 5.1 0.0 1.3 0.0
dg 1.3 0.0 0.0 0.0
bk 5.1 4.5 1.3 0.0

1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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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555절절절 식식식음음음용용용 테테테이이이블블블 화화화예예예장장장식식식에에에 나나나타타타난난난 색색색상상상조조조화화화와와와 감감감성성성이이이미미미지지지

쿠켄과 플로라에서 나타난 식음용 테이블 화예장식의 색상조화는 다음과 같다.[표
15],[표 17]식음용 테이블에서 화예장식에 사용된 소재의 색상 조화는 쿠켄에서는 단
일색 조화가 전체의 62.8%로 나왔고 유사색 조화가 19.2%,반대색 조화가 12.8%,다색
조화가 5.1% 순으로 나타났다.플로라에서는 유사색조화가 전체의 47.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단일색 조화가 23.9%,반대색 조화가 17.9%,다색조화가 10.4% 순으로 나
타났다.
쿠켄과 플로라에서는 단일색 조화와 유사색 조화가 높게 조사되었다.단일색 조화는
한가지 색에서 틴트,톤,쉐이드와 같은 단계에 의한 조화로 통일감 단정감과 안정감을
주며,유사색 조화는 하나의 원색과 인접한 두 세 가지 색들의 조화로 그 색의 개성을
보여주며 부드러움과 통일감을 주어 정기간행물 속 사진들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좌우
한다.
쿠켄과 플로라에서 나타난 식음용 테이블 장식의 색상 조화에 따른 감성이미지는 다
음과 같다.[표 16],[그림 32]식음용 테이블 장식의 색상 조화에 따른 감성이미지로는
쿠켄에서는 전체의 32.1%로 내츄럴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화려한이 19.2%,경쾌한이
9.0%,귀여운이 6.4%,맑은과 모던한,고상한이 각각 5.1%로 나타났으며 온화한과 은
은한,다이나믹한,점잖은이 3.8%로,우아한이 2.6%순으로 나타났다.플로라에서는 내
츄럴이 전체의 29.9%로 높게 나왔으며 화려한이 22.4%,경쾌한이 17.9%,다이나믹한이
7.5%,우아한이 6.0%,귀여운과 모던한 점잖은이 4.5%,맑은이 3.0% 순으로 나타났으
며 온화한과 은은한,고상한은 사용되지 않았다.두 정기간행물 모두 내츄럴 이미지가
높게 나왔는데 이는 현대사회에서 자연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응용하려는 자연친화적인
삶을 추구하는 경향이 커지면서 자연이 가져다주는 편안하고 안정적인 이미지로 연출
하기 때문이다.
색채는 심리적 연상으로 인상 언어로서의 색,시각의 유도,상징,물체의 특성을 구분
지을 수 있는 식별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식음용 공간에서의 색채는 여러 가지 요소
들에 의하여 혼합하여 섞여져 있어 매인컬러(maincolor),서브컬러(subcolor),포인트
컬러(pointcolor)등을 구별하여 배색하는 색채 계획을 구성해야 한다.32)

32) 정현호, “식음용 테이블장식의 화예디자인 경향 분석”,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아트퓨전디자

인대학원, 2007),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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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속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상차림이 특정한 목적이나 테마로 기획되어져 그
에 맞는 배색이미지가 중요하다.결혼식 분위기의 상차림으로는 내츄럴한 이미지나 은
은한 이미지로 순백의 신부와 어울리는 상차림이 이루어질 수 있고,봄을 연상시키는
상차림은 귀여운 이미지로 산뜻함을 더 하였으며,수업의 마지막 종강을 하는 날 차려
지는 상차림에서는 화려한 이미지로 장식을 하여 식음용 공간의 목적과 장소에 맞는
화예장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 15]쿠켄과 플로라에서 나타난 식음용 테이블 화예장식에 사용된 소재 색상조화(%)
색상조화 쿠켄 플로라
단일색 조화 62.8 23.9
반대색 조화 12.8 17.9
유사색 조화 19.2 47.8
다색 조화 5.1 10.4
합 계 100.0 100.0

[표 16]쿠켄과 플로라에서 나타난 식음용 테이블의 색상 조화에 따른 감성 이미지(%)
이미지 언어 쿠켄 플로라
맑은 5.1 3.0
귀여운 6.4 4.5
내츄럴 32.1 29.9
온화한 3.8 0.0
경쾌한 9.0 17.9
화려한 19.2 22.4
우아한 2.6 6.0
은은한 3.8 0.0

다이나믹한 3.8 7.5
모던한 5.1 4.5
점잖은 3.8 4.5
고상한 5.1 0.0
합계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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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쿠켄과 플로라에서 나타난 식음용 테이블 화예장식에 사용된 소재 색상조화
색상조화 단색조화 반대색조화 다색조화 유사색조화

사진

[그림32]쿠켄과 플로라에서 나타난 식음용 테이블의 색상 조화에 따른 감성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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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444장장장 결결결론론론

본 연구는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식음용 테이블 장식중 화예장식의 다양한 사례,테이
블 장식 유형별 화예장식의 기능과 역할,그리고 특성을 조사하여 화예장식과 식음용
테이블 장식의 이론적 개념과 특징을 정리하고,식음용 테이블 장식의 적용방법 및 테
이블 공간장식의 이용범위 확대 방법 등을 모색하고자 수행하였다.
식음용 테이블의 상차림의 목적은 쿠켄과 플로라 모두 정기간행물의 특성상 사진촬영
목적이 가장 높게 나왔다.식음용 테이블의 이용하는 방향은 쿠켄과 플로라 모두 각각
전체가 78.2%,100% 나왔다.식음용 테이블에 플라워가 장식된 곳으로는 쿠켄과 플로
라 각각 테이블의 중앙이 61.7%,63.2%로 조사되어 식음용 테이블에 센터피스의 역할
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음용 테이블의 화예장식에 사용된 장식 형태는 쿠켄이 기타가 55.1%,반구형
12.8% 나왔으며 플로라는 수평형 28.4%이 복합형 22.4%으로 조사되었다.식음용 테이
블에 사용된 화기는 쿠켄에서는 화기를 사용 안한 경우가 37.2%,유리화기 26.9% 사
용되었으며 플로라는 유리화기 35.5% 도자기화기 28.9%로 사용되었다.식음용 테이블
에 나타난 수분 공급의 유무로는 쿠켄은 수분 공급 한 경우가 50%였으나 플로라에서는
수분 공급 한 경우가 82.1%,부분이 17.9%,수분 공급 안 됨은 없었다.
식음용 테이블 화예장식에 사용된 소재로는 쿠켄과 플로라에서 생산량과 선호도,사용
률 모두 장미가 가장 높은 비율로 조사되었다.
식음용 테이블 디자인에 사용된 플라워 소재의 색상은 두 정기 간행물 모두 G계열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그 뒤로 쿠켄은 Y계열이,플로라에서는 R계열이 사용률이 높게 나
타났다.색조에서는 쿠켄은 선명한 톤이,플로라에서는 밝은 톤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식음용 테이블의 색상은 쿠켄에서는 Y계열이 플로라에서는 W계열이 높게
나타났으며 색조에서는 쿠켄와 플로라 모두 흰 톤이 높게 이용되었다.
식음용 테이블에서 나타난 소재의 색상 조화에서는 쿠켄은 단일색 조화가 높게 나왔
으며,플로라에서는 유사색 조화가 높게 나왔으며,식음용 테이블의 색상 조화에 따른
감성이미지는 쿠켄과 플로라 모두 내츄럴이 높게 나왔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전문적으로 화예장식을 배우지 않은 음식관련 종사자에게는
이러한 정기간행물이 화훼장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므로 좀 더 정기간행물 속의
화훼장식이 체계화되고 세분화 된다면 음식 또는 화훼관련 종사자에게 다양한 방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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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해 줄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기간행물에 나타나는 식음용 테이블의 상황과 목적,유행경향,계절별 등에
맞는 식음용 테이블 공간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 우리들 삶의 공간에 자연에
대한 친화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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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 록록록 111(쿠켄에 나온 상차림)

발행년월 2005년 9월 번호1 발행년월 2005년 9월 번호2
스타일 기타 스타일 기타

색상조화 유사색조화 반대색조화색상조화
감성이미지 내추럴 내추럴감성이미지

발행년월 2005년 9월 번호3 발행년월 2005년 9월 번호4
스타일 기타 스타일 기타

색상조화 유사색조화 색상조화 단일색조화

감성이미지 내추럴 감성이미지 내추럴

발행년월 2005년 9월 번호5 발행년월 2005년 9월 번호6
스타일 기타 스타일 반구형

색상조화 유사색조화 색상조화 유사색조화

감성이미지 화려한 감성이미지 경쾌한

발행년월 2005년 9월 번호7 발행년월 2005년 9월 번호8
스타일 기타 스타일 기타

색상조화 반대색조화 색상조화 단일색조화

감성이미지 내츄럴 감성이미지 온화한

발행년월 2005년 10월 번호9 발행년월 2005년 10월 번호10
스타일 구형 스타일 기타

색상조화 단일색조화 색상조화 반대색조화

감성이미지 내추럴 감성이미지 고상한



발행년월 2005년 10월 번호11 발행년월 2005년 10월 번호12
스타일 기타 스타일 기타

색상조화 단일색조화 색상조화 다색조화

감성이미지 내추럴 감성이미지 다이나믹한

발행년월 2005년 10월 번호13 발행년월 2005년 10월 번호14
스타일 기타 스타일 기타

색상조화 유사색조화 색상조화 반대색조화

감성이미지 화려한 감성이미지 화려한

발행년월 2005년 10월 번호15 발행년월 2006년 2월 번호16
스타일 반구형 스타일 기타

색상조화 단일색조화 색상조화 단일색조화

감성이미지 화려한 감성이미지 내추럴

발행년월 2006년 2월 번호17 발행년월 2006년 2월 번호18
스타일 기타 스타일 기타

색상조화 단일색조화 색상조화 단일색조화

감성이미지 화려한 감성이미지 다이나믹한

발행년월 2006년 2월 번호19 발행년월 2006년 3월 번호20
스타일 반구형 스타일 기타

색상조화 단일색조화 색상조화 단일색조화

감성이미지 내추럴 감성이미지 내추럴



발행년월 2006년 3월 번호21 발행년월 2006년 3월 번호22
스타일 기타 스타일 기타

색상조화 유사색조화 색상조화 유사색조화

감성이미지 내추럴 감성이미지 경쾌한

발행년월 2006년 4월 번호23 발행년월 2006년 4월 번호24
스타일 기타 스타일 기타

색상조화 다색조화 색상조화 단일색조화

감성이미지 귀여운 감성이미지 모던한

발행년월 2006년 4월 번호25 발행년월 2006년 5월 번호26
스타일 기타 스타일 기타

색상조화 유사색조화 색상조화 유사색조화

감성이미지 우아한 감성이미지 내추럴

발행년월 2006년 5월 번호27 발행년월 2006년 6월 번호28
스타일 수직형 스타일 수직형

색상조화 단일색조화 색상조화 다색조화

감성이미지 내추럴 감성이미지 귀여운

발행년월 2006년 7월 번호29 발행년월 2006년 8월 번호30
스타일 기타 스타일 구형

색상조화 반대색조화 색상조화 반대색조화

감성이미지 맑은 감성이미지 모던한



발행년월 2006년 8월 번호31 발행년월 2006년 8월 번호32
스타일 복합형 스타일 기타

색상조화 반대색조화 색상조화 유사색조화

감성이미지 화려한 감성이미지 귀여운

발행년월 2006년 9월 번호33 발행년월 2006년 10월 번호34
스타일 복합형 스타일 기타

색상조화 다색조화 색상조화 유사색조화

감성이미지 모던한 감성이미지 다이나믹한

발행년월 2006년 10월 번호35 발행년월 2006년 10월 번호36
스타일 수직형 스타일 구형

색상조화 유사색조화 색상조화 단일색조화

감성이미지 점잖은 감성이미지 맑은

발행년월 2006년 11월 번호37 발행년월 2006년 11월 번호38
스타일 기타 스타일 기타

색상조화 다색조화 색상조화 유사색조화

감성이미지 모던한 감성이미지 화려한

발행년월 2006년 11월 번호39 발행년월 2006년 11월 번호40
스타일 기타 스타일 반구형

색상조화 다색조화 색상조화 반대색조화

감성이미지 화려한 감성이미지 은은한



발행년월 2006년 12월 번호41 발행년월 2006년 12월 번호42
스타일 기타 스타일 기타

색상조화 유사색조화 색상조화 유사색조화

감성이미지 내추럴 감성이미지 다이나믹한

발행년월 2007년 1월 번호43 발행년월 2007년 1월 번호44
스타일 기타 스타일 수평형

색상조화 유사색조화 색상조화 유사색조화

감성이미지 내추럴 감성이미지 점잖은

발행년월 2007년 1월 번호45 발행년월 2007년 1월 번호46
스타일 수평형 스타일 구형

색상조화 유사색조화 색상조화 유사색조화

감성이미지 내추럴 감성이미지 점잖은

발행년월 2007년 2월 번호47 발행년월 2007년 3월 번호48
스타일 기타 스타일 구형

색상조화 반대색조화 색상조화 단일색조화

감성이미지 온화한 감성이미지 고상한

발행년월 2007년 4월 번호49 발행년월 2007년 5월 번호50
스타일 구형 스타일 기타

색상조화 유사색조화 색상조화 유사색조화

감성이미지 내추럴 감성이미지 내추럴



발행년월 2007년 5월 번호51 발행년월 2007년 5월 번호52
스타일 수평형 스타일 기타

색상조화 유사색조화 색상조화 반대색조화

감성이미지 귀여운 감성이미지 고상한

발행년월 2007년 6월 번호53 발행년월 2007년 6월 번호54
스타일 기타 스타일 반구형

색상조화 유사색조화 색상조화 유사색조화

감성이미지 내추럴 감성이미지 내추럴

발행년월 2005년 7월 번호55 발행년월 2007년 8월 번호56
스타일 수직형 스타일 수평형

색상조화 유사색조화 색상조화 반대색조화

감성이미지 맑은 감성이미지 귀여운

발행년월 2007년 8월 번호57 발행년월 2007년 8월 번호58
스타일 수직형 스타일 수평형

색상조화 반대색조화 색상조화 반대색조화

감성이미지 우아한 감성이미지 경쾌한

발행년월 2007년 8월 번호59 발행년월 2007년 10월 번호60
스타일 반구형 스타일 기타

색상조화 유사색조화 색상조화 유사색조화

감성이미지 맑은 감성이미지 경쾌한



발행년월 2007년 10월 번호61 발행년월 2007년 11월 번호62
스타일 기타 스타일 수평형

색상조화 유사색조화 색상조화 유사색조화

감성이미지 경쾌한 감성이미지 내추럴

발행년월 2007년 11월 번호63 발행년월 2008년 2월 번호64
스타일 기타 스타일 기타

색상조화 단일색조화 색상조화 유사색조화

감성이미지 고상한 감성이미지 내추럴

발행년월 2008년 4월 번호65 발행년월 2008년 5월 번호66
스타일 수직형 스타일 반구형

색상조화 유사색조화 색상조화 다색조화

감성이미지 내추럴 감성이미지 화려한

발행년월 2008년 5월 번호67 발행년월 2008년 6월 번호68
스타일 반구형 스타일 기타

색상조화 유사색조화 색상조화 단일색조화

감성이미지 화려한 감성이미지 온화한

발행년월 2008년 6월 번호69 발행년월 2008년 6월 번호70
스타일 반구형 스타일 기타

색상조화 다색조화 색상조화 유사색조화

감성이미지 경쾌한 감성이미지 화려한



발행년월 2008년 6월 번호71 발행년월 2008년 6월 번호72
스타일 구형 스타일 기타

색상조화 유사색조화 색상조화 유사색조화

감성이미지 내추럴 감성이미지 화려한

발행년월 2008년 6월 번호73 발행년월 2008년 6월 번호74
스타일 기타 스타일 수직형

색상조화 유사색조화 색상조화 유사색조화

감성이미지 내추럴 감성이미지 화려한

발행년월 2008년 6월 번호75 발행년월 2008년 6월 번호76
스타일 반구형 스타일 수평형

색상조화 다색조화 색상조화 반대색조화

감성이미지 경쾌한 감성이미지 화려한

발행년월 2008년 6월 번호77 발행년월 2008년 7월 번호78
스타일 구형 스타일 수평형

색상조화 반대색조화 색상조화 단일색조화

감성이미지 경쾌한 감성이미지 화려한



부부부 록록록 222(플로라에 나온 상차림)

발행년월 2005년 9월 번호1 발행년월 2005년 9월 번호2
스타일 구형 스타일 사각형

색상조화 반대색조화 색상조화 유사색조화

감성이미지 경쾌한 감성이미지 화려한

발행년월 2005년 9월 번호3 발행년월 2005년 9월 번호4
스타일 구형 스타일 구형

색상조화 단일색조화 색상조화 단일색조화

감성이미지 맑은 감성이미지 맑은

발행년월 2005년 9월 번호5 발행년월 2005년 9월 번호6
스타일 구형 스타일 복합형

색상조화 유사색조화 색상조화 유사색조화

감성이미지 경쾌한 감성이미지 경쾌한

발행년월 2005년 9월 번호7 발행년월 2005년 9월 번호8
스타일 원추형 스타일 복합형

색상조화 유사색조화 색상조화 유사색조화

감성이미지 내추럴 감성이미지 화려한

발행년월 2005년 9월 번호9 발행년월 2005년 12월 번호10
스타일 수직형 스타일 수평형

색상조화 유사색조화 색상조화 반대색조화

감성이미지 내추럴 감성이미지 화려한



발행년월 2005년 12월 번호11 발행년월 2006년 1월 번호12
스타일 수평형 스타일 복합형

색상조화 반대색조화 색상조화 유사색조화

감성이미지 화려한 감성이미지 경쾌한

발행년월 2006년 1월 번호13 발행년월 2006년 1월 번호14
스타일 복합형 스타일 원추형

색상조화 반대색조화 색상조화 유사색조화

감성이미지 다이나믹한 감성이미지 화려한

발행년월 2006년 2월 번호15 발행년월 2006년 3월 번호16
스타일 수평형 스타일 복합형

색상조화 단일색조화 색상조화 단일색조화

감성이미지 화려한 감성이미지 화려한

발행년월 2006년 4월 번호17 발행년월 2006년 5월 번호18
스타일 복합형 스타일 구형

색상조화 유사색조화 색상조화 단일색조화

감성이미지 내추럴 감성이미지 화려한

발행년월 2006년 6월 번호19 발행년월 2006년 6월 번호20
스타일 수평형 스타일 수직형

색상조화 단일색조하 색상조화 단일색조화

감성이미지 화려한 감성이미지 내추럴



발행년월 2006년 6월 번호21 발행년월 2006년 7월 번호22
스타일 구형 스타일 수직형

색상조화 유사색조화 색상조화 유사색조화

감성이미지 내추럴 감성이미지 경쾌한

발행년월 2006년 8월 번호23 발행년월 2006년 8월 번호24
스타일 수평형 스타일 수직형

색상조화 유사색조화 색상조화 유사색조화

감성이미지 우아한 감성이미지 경쾌한

발행년월 2006년 10월 번호25 발행년월 2006년 11월 번호26
스타일 수직형 스타일 수직형

색상조화 유사색조화 색상조화 다색조화

감성이미지 내추럴 감성이미지 우아한

발행년월 2006년 12월 번호27 발행년월 2006년 12월 번호28
스타일 복합형 스타일 반구형

색상조화 유사색조화 색상조화 유사색조화

감성이미지 모던한 감성이미지 귀여운

발행년월 2007년 1월 번호29 발행년월 2007년 1월 번호30
스타일 수평형 스타일 수평형

색상조화 유사색조화 색상조화 반대색조화

감성이미지 점잖은 감성이미지 내추럴



발행년월 2007년 1월 번호31 발행년월 2007년 1월 번호32
스타일 복합형 스타일 복합형

색상조화 유사색조화 색상조화 다색조화

감성이미지 내추럴 감성이미지 경쾌한

발행년월 2007년 2월 번호33 발행년월 2007년 2월 번호34
스타일 반구형 스타일 수평형

색상조화 다색조화 색상조화 단일색조화

감성이미지 귀여운 감성이미지 다이나믹한

발행년월 2007년 3월 번호35 발행년월 2007년 3월 번호36
스타일 기타 스타일 수평형

색상조화 유사색조화 색상조화 유사색조화

감성이미지 화려한 감성이미지 모던한

발행년월 2007년 03월 번호37 발행년월 2007년 3월 번호38
스타일 기타 스타일 수평형

색상조화 유사색조화 색상조화 단일색조화

감성이미지 내추럴 감성이미지 내추럴

발행년월 2007년 5월 번호39 발행년월 2007년 5월 번호40
스타일 기타 스타일 복합형

색상조화 유사색조화 색상조화 반대색조화

감성이미지 점잖은 감성이미지 경쾌한



발행년월 2007년 6월 번호41 발행년월 2007년 7월 번호42
스타일 수직형 스타일 복합형

색상조화 반대색조화 색상조화 반대색조화

감성이미지 우아한 감성이미지 모던한

발행년월 2007년 7월 번호43 발행년월 2007년 8월 번호44
스타일 복합형 스타일 수평형

색상조화 반대색조화 색상조화 유사색조화

감성이미지 다이나믹한 감성이미지 화려한

발행년월 2007년 8월 번호45 발행년월 2007년 9월 번호46
스타일 수평형 스타일 수직형

색상조화 다색조화 색상조화 다색조화

감성이미지 경쾌한 감성이미지 다이나믹한

발행년월 2007년 9월 번호47 발행년월 2007년 9월 번호48
스타일 수직형 스타일 복합형

색상조화 다색조화 색상조화 다색조화

감성이미지 다이나믹한 감성이미지 다이나믹한

발행년월 2007년 9월 번호49 발행년월 2007년 9월 번호50
스타일 수직형 스타일 반구형

색상조화 유사색조화 색상조화 유사색조화

감성이미지 내추럴 감성이미지 내추럴



발행년월 2007년 9월 번호51 발행년월 2007년 9월 번호52
스타일 복합형 스타일 구형

색상조화 단일색조화 색상조화 단일색조화

감성이미지 내추럴 감성이미지 내추럴

발행년월 2007년 9월 번호53 발행년월 2007년 9월 번호54
스타일 반구형 스타일 수평형

색상조화 단일색조화색상조화 단일색조화

감성이미지 내추럴감성이미지 내추럴

발행년월 2007년 10월 번호55 발행년월 2007년 10월 번호56
스타일 수직형 스타일 복합형

색상조화 다색조화 색상조화 다색조화

감성이미지 화려한 감성이미지 경쾌한

발행년월 2007년 11월 번호57 발행년월 2007년 12월 번호58
스타일 기타 스타일 수평형

색상조화 반대색조화 색상조화 반대색조화

감성이미지 점잖은 감성이미지 화려한

발행년월 2008년 3월 번호59 발행년월 2008년 4월 번호60
스타일 수평형 스타일 수평형

색상조화 단일색조화 색상조화 다색조화

감성이미지 경쾌한 감성이미지 화려한



발행년월 2008년 6월 번호61 발행년월 2008년 7월 번호62
스타일 복합형 스타일 수평형

색상조화 유사색조화 색상조화 유사색조화

감성이미지 귀여운 감성이미지 화려한

발행년월 2008년 7월 번호63 발행년월 2008년 7월 번호64
스타일 수직형 스타일 반구형

색상조화 단일색조화 색상조화 유사색조화

감성이미지 내추럴 감성이미지 내추럴

발행년월 2008년 7월 번호65 발행년월 2008년 8월 번호66
스타일 구형 스타일 복합형

색상조화 유사색조화 색상조화 유사색조화

감성이미지 우아한 감성이미지 내추럴

발행년월 2008년 8월 번호67
스타일 반구형

색상조화 유사색조화

감성이미지 경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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