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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비행기는 승객들에게 여행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고 외국인이 한 나
라를 방문할때 그 나라의 이미지까지 좌우한다.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고객을 실어나르는 이동수단을 담당하는 항공사는 비행중
다양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중 기내식은 가장 중요한 부분
을 차지한다. 음식의 조형성과 기내식 용기의 변화등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로 가치를 창출하는 기법이 절실한 이유는 기내식의 만족도가
높아지면 한국 관광 산업의 상품가치가 상승될 것이기 때문이다. 공
업 기술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높은 경
제력을 뽐내는 것은 GDP의 10%이상을 차지하는 관광산업의 호황
이 한 몫을 한다. 그리고 이들 국가의 높은 요리 수준이 관광의 고
급화를 이끌고 있다. 음식이 경제 활성화의 한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여기에 있다. 한국의 경우, 2000년도 이후부터 항공사들은 저
가 항공과 소셜커멀스를 통한 다양한 홍보와 전략을 세우고 있지만
기내식 부분에는 큰 변화가 없다. 음식 디자인 부분이 많이 발전 되
었으나, 기내식의 용기는 심미성은 물론, 공간의 활용성이 여전히
뒤떨어져 있다. 연구자는 기내라는 특수 환경에서 심미성을 향상하
고 효율적인 공간의 활용성과 구조 자체의 안정성을 제고하여 서빙
되는 음식 종류에 따라 적합한 도시락 형태의 용기를 개발하고 기내
식의 맛과 영양과 청결과 신속함을 더하며, 모든 Food Product에
디자인적인 배려를 함으로써 기내식에 대한 신뢰를 더하고자 한다.
또한 고객의 다양하고 개성화된 필요에 따라 사전주문에 의하여 메
뉴를 고를 수 있는 Meal Service의 디자인을 제안한다. 본 연구를
통해 새로운 케이터링서비스 디자인 시스템을 고안하여 보다 합리적
이고 위생적이며 미학의 Meal Service에 기여하고자 한다.

주요어: 기내식, 항공사, Meal Service, Food Design, Box-Meal, 도시락,
Catering, Hospitality Design
학번: 2012-3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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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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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기내라는 특수 환경에서 제공되는 기내식의 질을 보다 더 고
급화 하기 위하여 시각적으로 향상 함으로써 승객을 친절과 품위로 대
접하는 관광문화를 선도 하고자 한다. 장시간 비행은 여행에 대한 환상
이 지루함과 불편함으로 변화되면서 비좁은 공간에서 오랫동안 고정된
자세를 유지하다보면 ‘혈전색전증’이라는 질환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
를 ‘이코노미 클라스 증후군(Economy-calss Syndrom)’이라고 한다.
항공사는 비행 중 다양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중 기내식은
‘이코노미 클라스 증후군’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
각한다. 기내식의 향상은 이코노미 클라스(Economy-Class) 고객들이
프리미엄 클라스(Primium-Class)로 업그레이드 하지 않더라도 고객의
만족을 위한 필수 서비스 항목이 될 수 있다. 기내식이란 제한된 공간
에서 다국적 승객을 대상으로 하는 Meal Service이므로 메뉴 또한 다
양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한국 비행기에 탑승한 승객에게 한국 음식
문화에 대한 로망과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영양면이나 시각적으로 최고
의 기내식으로 자리매김한 비빔밥뿐 만 아니라 외국인의 입맛을 사로잡
을 다양한 도시락 메뉴도 개발되어 소개되어야 할 것이다.
2015년도에 들어서 1인가구, 1인여행, 맞춤형 컨설팅(Personal Curati
on), 맞춤형 식단(Personal Meal Plan), 공동체와 개인의 삶을 위해
건강과 환경,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 등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소비자들
의 생활패턴이 강조되고 있다. 항공사에는 저가 항공이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서비스’라는 측면 보다는 항공사의 본질인 ‘운송’에 의의를 두
고 저가 항공을 선택하고, 무인 항공권 발급기를 통해 시간을 절약하며
보다 합리적인 소비를 하려는 여행객들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더불어
모든 시스템이 간소화(simple)되고 스마트(smart)해지는 동시에 맞춤
형으로 서비스 받기를 기대한다.
연구자는 기내식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효율적이고 심미적으로 향
상된 기내식 용기를 개발하고 기내에서 먹기 좋은 메뉴를 종합한 사전
주문에 의한 Meal Service 디자인을 제안하여 보다 더 합리적인 Meal
Service에 기여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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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기내식 시스템의 조형적 관점과 편의성, 위생, 안전성 및 경
제적 측면의 중요한 구성요소를 탐구하고 문헌 연구와 사례조사를 통하
여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품을 디자인하여 제작하는 단계로 진행한
다.

1. 케이터링 서비스의 개념을 이해하고 기내식에 적용되었을 때 고
려할 점과 특징을 분석한다. 성공한 해외 항공사의 사례들을 위주
로 조사하며 마케팅과 디자인 측면 두 부분으로 나누어 탐구한다.
2. 항공산업의 동향을 분석하고 트렌드를 살펴본다.
3. 서비스 마케팅의 성공 사례를 고찰하고 디자인에 적용할 수 있
는 부분을 살펴본다.
4. 새로운 기내식 디자인 시스템 창출을 위해 조사한 통계자료와
설문지를 추가한다. 이는 디자인이 기내식에 미치는 영향과 만족도
를 살펴보고자 함에 있다.
5. 타 항공사와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안하고 친환경 디자인적 특
징을 고찰한다.
6. 시스템적, 시각 디자인적 부분이 기내식에 적용될 수 있는 방안
에 따라 기내식의 새로운 디자인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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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의 구조 및 진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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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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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식문화의 경향과 특징
식문화는 식(食)에 관한 문화이다. 식과 사람과의 관계는 예전에는 영
양학과 영양생리학 관점에서 주로 연구 되었으나, 현대의 식생활 구조
는 경제, 사회, 문화 측면에서 연구의 대상이다. 식생활은 인간의 생명
을 유지하는 일차원적 수단에서 나아가, 감정의 표현과 사교의 수단으
로 사용하게 되었고, 각 민족마다 특색있는 식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 가운데 가장 큰 욕망은 무엇보다도 식욕일 것이
다. 음식을 섭취하는 직접적인 목적은 생물학적인 것이며, 섭취된 음식
은 체내에서 에너지를 발산하여 에너지를 부여하고 필요한 영양소를 공
급하여 준다. 이렇게 음식은 생명현상을 지속할 수 있는 매체로서의 중
요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음식이 지니고 있는 어떠한
요소는 생명유지 외의 다른 무엇을 부과하고 있는것이 틀림없다.
①

식생활 양식은 각 민족의 풍속이나 습관이 식습관의 형태로 전통을

이어가면서 그 민족의 문화양식의 상당부분을 점유하게 된다. 일상적인
환경의 영향을 받아 생성되기도 하며, 옛 전통적 식생활 양식이 새로운
것과 혼합되어 또 다른 형태의 식문화를 형성하기도 한다.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의 포괄적인 개념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음식문화는

②

어떤 지

역에서 먹는 것과 관련하여 공통으로 나타날 수 있는 행동양식이다.

③

한 나라의 식생활 문화는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상차림 및 음식 먹
는 습관과 용구, 식기 등 여러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고, 각 나라의
자연적, 사회 경제적 조건과 그 민족의 특성이 내재되어 있다.
음식문화형성의 요인은 자연적,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 사회계층적, 심
리적 조건, 외부와의 교류에 영향을 받는다.
정보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라이프스타일과 외식산업의 환경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④

사회는 요리의 편리성과 시간절약을 요구하게 되

었고, 식사음식의 새로운 흐름으로 음식이 발전하는 원동력을 제공하고
①
②
③

경기도 전통음식문화거리조성 성공 요인에 관한 연구, 엄영호, 2006
식생활과 문화, 신광출판사, 장미라, 2006
식생활과 문화, 신광출판사, 장미라, 2006

④

새로운 유통형태에 따른 외식 상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연구: 테이크아웃, 홈쇼핑 이용을
중심으로, 차미나,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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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가속화된 현대사회에 있어 현재

⑤

삶을 규정짓는 가장 중심적인

흐름은 공동체 위주의 삶에서 개인주의적 삶으로, 생산지향에서 소비지
향으로, 그리고 생존지향의 삶에서 생활의 고도화를 통한 인간적 삶으
로의 전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⑥

가정에서 식사를 하는 전통적인 식사

해결 방법 보다는 외식을 하거나 반 조리된 음식을 구입해 식사를 해결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특히 주문이나 배달을 통해 먹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과 맞물려 고객들의 다양하고 개성화된 니
즈(Needs)는 테이크아웃(take-out)이라는 새로운 외식산업의 한 분야
를 성장하게 하였다. 이미 편의점이나 매점 등 외식코너는 Readymade(반조리된) 형태로 식품기술이 확대 되었으며, 바쁜 일상 생활에
맞춰 테이크 아웃시장의 규모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⑦

경제성과 편리성

을 갖춘 반가공 또는 반조리된 가정식대용품(HomeMealReplacement)
에 대해 선호도가 높아지고 패스트푸드를 중심으로 한 배달과 테이크
아웃 및 출장연회가 계속적으로 발전함에 따라서 일반 가정에서도 도시
락 차원을 넘어서 집에서 먹는 음식과 동일한 식단으로 구성된 음식을
만드는 식당도 늘어나고 있다. 또한 한 점포에서 여러 가지 필요를 해
결할 수 있는 샵인샵 (Shop in Shop)의 형태 또한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⑤

새로운 유통형태에 따른 외식 상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연구: 테이크아웃, 홈쇼핑 이용을
중심으로, 차미나, 2008
⑥

HMR 이용고객의 선택속성이 지출과 구매빈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지역 푸드코트 소비자
를 대상으로, 김성혁, 권상미, 심보섭, 2007
⑦

새로운 유통형태에 따른 외식 상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연구: 테이크아웃, 홈쇼핑 이용을
중심으로, 차미나,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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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식생활의 형성 과정

인간의 음식 선택이 적절히 절제되고 관리될 때 삶의 행복은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식에 대한 가치관은 현대인의 식생활
문화를 배부름과 맛 보다는 식사의 멋을 중요시 하는 추세로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삶의 패턴을 고려하여 기내식에서도 종교나 건강, 식습관
또는 연령 등, 고객의 다양한 삶의 패턴을 반영하여 특별 기내식이 제
공 되고 있다.

2.2 기내식의 정의 및 특징
⑧

기내 서비스란 기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유형, 무형의 서비스로,

승객이 여행을 계획하기 시작한 후 항공사와 접촉하는 시간이 가장
길며 승객이 항공사의 평가를 내리는 총체적인 서비스 단계이다.
일반적으로 기내식이란 비행기 안에서 승객에게 제공하는 식사와
음료수를 뜻하지만, 항공운수업 초기에는 기내에서 음식이 서비스되지
않았기 때문에 승객들이 중간 기착지에 있는 공항식당에서 식사를
하였다.

⑧
⑨

⑨

최초의

기내식은

1918년

기내서비스 지상운영, 이인희
기내서비스 지상운영, 이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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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런던과

파리

노선에서

종이박스로 제공된 샌드위치, 과일 그리고 초콜릿이 전부였다. 이후
1940년대에 이르면서 기내식 산업은 항공사의 주요 기내 서비스로
정착되었다.

⑩

생활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항공 여행의 기회와 여가를

즐기기 위한 다양한 계층의 승객 요구에 따라 서비스의 질적, 양적
수준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 것이 최근의 추세이다.

⑪

한편 저비용

항공사의 출현은 항공여행의 대중화 시대를 열어 누구나 항공여행을
할 수 있는 가격 경쟁력으로 최소한의 서비스를 도입, 기존 항공사와의
차별화를 통하여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2.3 케이터링 서비스 (Catering Service)
케이터링(Catering)은 음식물과 부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Goldblatt Joe Jeff 는 케이터링은 음식과 음료를 준비하여 직접 이용객
을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⑫

즉, 서비스의 수준, 음

식의 질.양, 서비스의 경험, 프로페셔널 한 정도에 관계없이 외부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종류의 서비스라고 해석하고 있다.
손재근. 구태희는

⑬

케이터링 서비스란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이용객의

요구에 맞는 식음료를 조리하여 제공하면서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활동으로 외식산업 및 출장요리 서비스와 위탁경영 급식업체 등이 있으
며, 제품으로 제공되는 식음료 이외에 인적 서비스, 물리적 환경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하였다.

⑩
⑪

기내서비스 지상운영, 이인희
기내서비스 지상운영, 이인희

⑫

도시락 케이터링의 제품특성과 서비스품질이 고객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류관무, 2010
⑬

케이터링 서비스의 합리적인 운영에 관한 연구, 손재근, 구태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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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항공사 케이터링 서비스의 특징

⑭

In-Flight Catering Service(기내식사업)란, 고객 항공사와 계약

에의거 기내식과 각종 서비스 용품을 항공기에 공급하는 제반 서비
스를 지칭하며, 기내식 생산뿐만 아니라 도착편에서 사용된 용기의
하기, 세척, 보관 및 기내식/서비스 용품의 세팅, 기내 탑재 등 일련
의 과정을 포함한다. 항공사는 항공기를 이용하여 승객에게 좌석을
제공하고 기내에서 서비스를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In-Flight
Catering Service는 일반적인 Catering과 달리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1)고객(항공사)과 소비자(승객)는 상이하며 (2)정교한 Spec
ification에 맞추어 대량생산 (3)정확성이 많이 요구되는 서비스
(4)상품의 제조 완료시점과 소비되는 시점 사이의 시간차 (5)IT와
Logistics도입의 필연성이 도입되고 있다.

2.4 기내식의 최근 동향
International Travel Catering Association에서 발행하는 ‘Hospita
lity on Board ’는 기내식 트렌드를 다음과 같이 발표한 바 있다.
(1)유명 호텔과 레스토랑에서 개발한 메뉴를 기내식에 적용시켜 공동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유명 쉐프나 음식점에서 개발
한 메뉴는 기내식 서비스에 도움이 되고 성장 가능성을 제고한다. 여행
자들의 체험과 삶의 질을 높여주고, 음식의 질에 대한 신뢰를 주며, 음
식과 음료에 많은 투자를 하는 아시아와 중동 항공사들이 경쟁할 수 있
게 해준다. JAL에서는 최근 KFC, Mos Burger등과 같은 패스트푸드
브랜드와 협업하여 젊은 고객의 니즈에 부합한 메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⑭

기내서비스 지상운영, 이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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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2)사전에 주문하는 옵션

미국의 대형 항공사들과 (American Airlines, US Airways,Delta, Co
ntinental) 저가 항공사들은 사전에 음식을 미리 주문하는 옵션을 선보
이고, 티비 쉐프들과 그들이 출현하는 프로그램, 또 음식 쉐프들과 손
을 잡고 자신만의 특유의 메뉴를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16

대형 항공사

뿐 아니라, 저가 항공을 이용하는 고객도 20달러 정도의 추가 비용으로
기내식 체험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사전 옵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이로 인해 고객은 1000달러 비즈니스 클래스 서비스를 받지 않
아도 충분히 기내식의 차별화된 서비스에 만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내식 사전 주문 옵션을 고려하고 있는 미국 LCC에는 JetBlue, Sout
hwest, 그리고 Spirit가 대표적이다.
(3) Buy On Board: 기내식을 판매하는 항공사가 증가하는 추세로, 판
매가가 3~5달러 수준이고 주로 저가 항공사가 주도하고 있다. 서비스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TGI

17

유명 외식 업체와 브랜드 및 기술제휴를

하는 항공사도 있으나 판매 수량 예측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Meal Los
s가 발생한다.
(4)POP-Out Meal: 냉동식 사용이 보편화 되는 추세이다. 냉동식은
비용절감,

18

품질의 향상성 유지 및 위생관리에 유리하며 냉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일반 기내식 대비 품질 차이가 거의 없을 정도의수준
으로 품질이 개선되었다. 이 서비스는 주로 이코노미클래스에 사용한다.
(5)기내식 경량화: 기존의 Hot Meal 대신 단거리 노선 대상으로 샌드
위치, 김밥 등의 Cold Snack을 제공하는 항공사가 증가하고 있다.
(6)현지식 및 계절식 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항공사의
현지식 전통 음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불고기, 고추장, 김치
등 한식과 반찬류에 대한 인기가 상승하고 있다. 미국 항공사들은 신흥
메뉴를 개발해 저비용 항공 이용자들인 젊은 층을 공략하기 위해 노력

⑮

1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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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다. 이 20대에서 30대의 젊은 세대는 페이스북, 트위터, 핀트레스
트로 정보를 나누는 세대로 원하는 현지식 계절식 음식 서비스 제공받
고 있다.
(7)19웰빙 문화 및 가치관 확산으로 기내에서의 주류와 커피 소모량이
감소하고 대신 건강음료와 생수 소모량이 증가되고 있으며 커피의 경우
디카페인 커피를 찾는 승객들이 늘어났다.
(8)

20

기존에는 Hot Meal이나 오믈렛 등의 계란류 음식이 아침식사로

주류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샐러드나 과일 등의 가볍고 부담 없이 취
할 수 있는 메뉴 패턴으로 전환하고 있다.
(9) 승객들의 의식과 정보 전달체계의 발달로 인해 각 항공사들은 품
질과기내식 위생에 대한 관리 및 자체적인 품질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외부 전문 기관과도 연계하여 식재료의 구매에서부터 제조, 보관
및 탑재에 이르기까지 엄격한 품질관리에 주목한다.
Virgin America는 맛을 추구하는 이들의 꿈인 Dean and Deluca와 협
력하여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하기로 하였고 다른 항공사도 다양한 서비
스를 제공 하고 있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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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기내식 메뉴와 특징

[표 3] 기내식 메뉴와 특징

(1)기내식은 서양식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Dinner 정식 코스를 하나
의 Tray에 setting하여 서비스 한다.
(2)한식으로는 비빔밥이 한상 차림으로 서비스 된다.
(3)아침 식사는 American Breafast 메뉴로 구성된 식사가 서비스
된다.
(4)빵은 Hard Roll, Croissant, Soft Roll, Muffin등이 서비스 된다.
(5)Special Meal은 승객의 건강, 종교 등의 이유 또는 축하를 위해 탑
재되는 음식으로서 승객예약 시 주문에 의해 탑제 된다.
23

메뉴 구성시 주요 고려 사항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4] 메뉴 구성시 고려사항
21

외국 항공사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 메뉴를 변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국내 항공사의 경우 메뉴는 4 Cycle로 운영되며, 각 Cycle은 3개월 주기로
계절감을 고려하여 탑승객들이 해당 계절의 변화를 다소나마 느끼게끔
구성함이 바람직하다.
세계 모든 항공사의 기내식은 제각기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지만
기본적인 구성개념은 비슷하며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1. 한정된 기내 공간과 승무원의 서비스 방법을 고려한 메뉴로 구성
2. 기내 서비스에 적합하게 제작된 식기류 및 운반구 사용
3. 선조리 → 보관 → 기내 탑재 → 재조리 → 서비스
항공기 출발 시간에 의해 선정된 Meal Type은 노선별 비행 소요 시간
에 따라 Hot Meal 또는 Cold Meal이 제공된다. 즉 비행 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Hot Meal이 제공되며, 2시간 미만 비행시 Cold Meal이
제공된다. 국제 노선이라도 비행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음료만
제공된다. 국내 항공사는 한국에서 내국인이 많이 탑승하는 편인 경우 한식 비
율을 높여 First & Business기준, 한식 50%, 양식 40%, 기타 30%가 탑재되
21

기내서비스 지상운영, 이인희

24

며 Economy Class는 기내식이 2Choice로 탑재될 경우 한식 60%, 양식이 4
0% 탑재되어탑승객 수에 맞게 100%만 탑재한다.
2.4.2 특별 기내식
기내식은 서양식을 기본으로

22

기본적인 구성을 하고 있으며 각 노선별

메뉴는 출발지 시간, 도착지 시간, 비행시간 및 승객의 기호 등을 근거
로 구분한다.

23

그리고 제공되는 시간에 따라 조식, 조·중식, 중식, 석

식, 경식 등으로 나뉘는 이 기내식은 서양식을 기본으로 일본식, 중국
식 등을 가미한 다양한 요리로 이루어진다.
(1) 종교식
종류

특징
24

유대교인을 위한 특별 식으로 돼지고기,

조개류, 갑각류 등을 사용하지 않는 음식이며,
주로 유대교인의 율법에 따라 고유의
코셔밀
전통의식을 치른 후 만들어진 음식으로
(Kosher Meal,
완제품을 구매하여 제공함.

25

한번 사용한

유대인식)
식기는 사용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음식용기가 봉해져 있고, 식사 제공시 승객
바로 앞에서 음식개봉을 원칙으로 함.
모슬렘밀

26

통발 굽을 가진 네발짐승(돼지고기), 어패류,

(Moslem Meal,
알코올을 먹지 않는 이슬람교도를 위한 식사
회교도식)
힌두밀
(Hindu Meal, 회두교식)

힌두교 교도를 위한 특별 식으로서
고기(쇠고기, 돼지고기) 사용금지
[표 5] 종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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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기내식의 서비스 품질이 지각된 가치, 고객만족과 구전에 미치는 영향, 김주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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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식
종류
당뇨식
(Diabetic meal)
저지방/콜레스테롤식
(Low Fat/Cholesterol
Meal)

제공식
27

당뇨병 환자를 위한 음식으로 당이 포함된

설탕, 꿀 등의 사용금지
28

심장병, 비만증 환자에게 제공되며, 지방이

포함된 버터 및 육류의 기름기를 제거하고
만든 식사제공
29

신장, 간장 질환 환자에게 제공되며, 짠

저단백식
음식과 고기국물, 견과류 등을 넣지 않고
(Low Protein Meal)
만든 식사제공
심장병, 고혈압 환자에게 제공되며, 소금 및
저염식
소금이 포함된 제품은 사용하지 않고 만든
(Low Sodium Meal)
식사제공
저열량식
(Low Calorie Meal)

30

위한 하루 1200Kcal 섭취 기준의 식사제공
31

연식
(Bland Meal)

비만증 또는 다이어트를 원하는 승객을

소화 장애 환자 또는 수술 후 회복기에

있는 환자에게 제공, 데치거나 끓이는
방법으로 부드럽게 조리하고 자극성
향신료를 넣지 않고 만든 식사제공
32

우유 내에 함유된 유당 소화에 장애가

유당 제한식
있는 승객에게 제공되며, 우유 및 유제품을
(none Lactose Meal)
사용하지 않고 만든 식사제공

27
28
29
30
31
32

비행기 저지방식 체험기, brun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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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저지방식 체험기, brunch.co.kr
비행기 저지방식 체험기, brunch.co.kr
기내식 BAKERY 메뉴상품 품질제고에 관한 연구, 이대성,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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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통풍이나 요산결석과 같은 퓨린 대사 장애

퓨린 제한식
환자를 위한 특별 식으로 퓨린과 지방을
(Low Purine Meal)
제한한 식사제공
[표 6] 건강식

(3) 채식
채식 구분
서양채식

제공식
34

육류는 사용하지 않고 유제품 및 계란을

(Western Vegetarian
사용한 식사제공
Meal)
완전채식
(Strict Vegetarian Meal)

육류 및 유제품, 계란 등을 사용하지 않은
엄격한 채식의 식사제공
35

일부 유제품을 사용하고 계란 및 육류는

인도채식
사용 않으며 인도식으로 조리한 채식
(Asian Vegetarian Meal)
식사제공
엄격한 인도채식
(Strict Asian Vegetarian)
동양채식
(Oriental Vegetarian
Meal)

36

육류, 유제품, 계란 뿐 아니라 뿌리 채소를

사용하지 않은 엄격한 인도식 채식 식사제공
37

일부 유제품 사용은 가능하나 계란은

사용하지 못하며, 중식으로 음식을 조리한
식사제공
[표 7] 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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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령에 따른 특별식
연령에 따른 특별식의 경우, 유아식과 아동식으로 나누고 있다.

38

유아

식은 생후 9개월~2살 미만의 유아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유아를 위한
액상 조제분유 또는 이유식과 오렌지 주스, 일반적인 제품만 서비스된
다. 그러므로 특별한 주스나 우유를 먹이는 부모는 개별준비를 해야 한
다.
39

아동식은 만 2세 이상~ 12세 미만에게 제공되며, 비행시간이 짧은

일부 구간에서는 김밥이나 샌드위치 같이 데우지 않고 서비스 가능한
콜드밀(Cold Meal)메뉴만 제공이 가능하다.

40

이외의 구간에서는 자장

면, 오므라이스, 햄버거, 피자, 스파게티, 치킨너겟, 팬케이크, 스크램블
에그, 애플 크레이프 등이 제공된다.

(5) 기타 승객의 요구에 의한 특별 기내식
일반적으로 승객의 생일이나 결혼 등과 같은 기념일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승무원은 케이크와 함께 샴페인 또는 와인을 서비스하면서 승
객에게

축하의

메시지도

전달한다.

종류로는

HMCK(Honeymoon

Cake, 결혼축하 케이크), BDCK(Birthday Cake, 생일축하 케이크),
Anniversary Cake(각종 기념일 축하 케이크) 등이 있다.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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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저가 항공사와 기내식

2.5.1 미국: Southwest Airline

41

Southwest 항공은 LCC로서는 유일하게 미국 국내선만을 운항하고도

2012년 전세계 연매출 7위 규모의 대형 항공사가 되었고 2014년 현
재 하루 4,300여 편의 항공편을 띄우고 있는 미국 국내선 운항 시장에
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항공사가 되었다. 비용 절감은 운항시간
단축과 기내서비스 간소화를 통해 이루어 진다. 과감히 기내식을 없애
고 땅콩 등 스낵류로 대체했으며, 탑승객들에게 정해진 좌석도 없다.
버스와 마찬가지로 탑승 순서에 따라 고객은 자신이 원하는 좌석에 앉
을 수 있다. 지정 좌석제가 없는 것은 수속 시간과 기내에서 자리를 찾
는 시간을 줄여 운항시간을 단축하기 위함이다. Southwest 항공사는 9
년 연속 미국 항공사들 중 고객 만족도와 호감도가 가장 높은 항공사로
선정되었다.

41

글로벌 항공사 경영전략 트렌드, 2014, 이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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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Southwest Logo

[그림 2] Southwest Applications

30

[그림 3] Southwest Menu, Banner, Signs

31

2.5.2 유럽: Ryan Airline

1985년 설립한 아일랜드 국적의 LCC인 Ryan Air도 90년대 초반까지
만 해도 유럽의 소형 항공사 중 하나였다.

42

Southwest 항공과 마찬가

지로 기업의 경쟁상대를 타 항공사들이 아닌 고속버스, 기차 회사들로
삼아 마케팅 전략 시스템을 도입 하였다. 또한 Ryan Air의 홈페이지에
는

43

티켓팅 관련 정보뿐만 아니라 호텔, 렌터카, 카지노 등 다양한 엔

터테인먼트 관련 상품 정보들이 가득하다.

[그림 4] Ryanair tickets, Webpage

[그림 5] Meal Service page
42
43

글로벌 항공사 경영전략 트렌드, 2014, 이응석
글로벌 항공사 경영전략 트렌드, 2014, 이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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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일본: Peach Airline
오사카 간사이 국제공항을 거점으로 일본 최초의 저가 항공사 회사
A&F Aviation이 발랄함과 장수, 그리고 번영을 연상시키는 복숭아를
모티브로 ‘Peach Air’을 발표하였다. 기체는 보라색 계열의 색상을
기조로 한 개성적인 디자인이 두드러지며 기내에서는 ‘Peach Deli’
를 운영한다.

[그림 6] Peach Air Logo & Me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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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한국: JIN Airline

44

진에어는 국내 저가항공사 중 동남아 최다 노선을 확보하고 중대형

항공기와 장거리 최초 취향 등으로 시장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 또한
국내 저비용 항공사 최초 사전 예약 구매 신청을 통해 어린이 승객을
위해 ‘지니키즈밀’ 기내식의 유료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진에어는 진실
을 의미하는 한자 ‘진(眞)’과 진바지의 ‘진(Jean)’을 내포하고 있
다. 실용적이고 경쟁력 있는 서비스로 여행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어 가겠다는 뜻이 회사 이름에 담겨있다.

[그림 7] Jin Air in-flight Service

44

진에어 홈페이지, http://www.jinair.com/HOM/Company/Ceo.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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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여행문화에 관한 고찰
최근 글로벌 LCC(Law Cost Carrier)산업의 급팽창 요인으로는 무엇
보다도 유럽을 필두로 한 글로벌 관광산업의 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
다고 할 수 있다.

45

관광산업은 글로벌 서비스 산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9년 세계관광협회(WTTC)에 따르면, 2009년한 해
동안 각 국의 국내 관광을 제외하고 약 8억 8천만 명의 사람들이 해외
관광을 하였다. 또한 2009년에는 50%의 해외 여행객들이 비행기를 이
용하였고 이는 1980년의 약 35%에서 크게 증가된 수치이다. 지난 25
년간 유럽 내 단기관광 수요의 급증으로 80년대에는

46

평균 여름휴가

가 2~4주에 달하고 겨울휴가까지 1~2주씩 누리던 유럽인들의 휴가기
간이 경기침체로 인하여 줄어들고 그에 따라 위축된 고용시장으로 인해
일에 묶이는 시간이 더 늘어나게 되었다.‘47Working Holiday’,‘Stay
Connected’와 같은 신조어가 생긴 것도 그 때문이다. 경기침체로 자
녀가 없는 맞벌이 부부(DINK족, Double Income No Kids)가 증가함
에 따라 Cash-Rich, Time-Poor족들을 위한 다양한 여행상품이 발달
하기 시작하였다.
48

전통적으로 강력한 Seasonal Business였던 관광산업이 Off-Season

에도 짧은 여행수요가 늘어나면서 국내에서도 저비용 항공사들의 적극
적 노선확장과 함께 대도시뿐만이 아니라, 소규모 도시에도 취향하는
LCC들의 적극적인 노선확장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또한 글로벌 여
행시장이 점차 승객들의 특성에 따라 개발되어 LCC산업이 일찌감치
자리를 잡게 될 수 있었던 유럽은 항공 여행객들이 직접 항공기 티켓
구매에서부터 호텔, 렌터카, 레스토랑, 카지노, 기타 각종 유흥과 관련
한 모든 사항들을 출국 이전에 인터넷을 통해 미리 정해놓고 출발하는
‘Dynamic Packaging 여행상품이 발달하였다. 그리고 외국 체류 시
의사소통에어려움이 있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권 국가에서 주로 이용
되는‘단체해외여행 페키지 상품’은 사라져가고 있는 추세이다.
45
46
47
48

글로벌 항공사 경영전략 트렌드, 2014, 이응석
글로벌 항공사 경영전략 트렌드, 2014, 이응석
글로벌 항공사 경영전략 트렌드, 2014, 이응석
글로벌 항공사 경영전략 트렌드, 2014, 이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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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항공패권 노리는 中東, 무차별 低價 공세>은 ‘6월 초 에미레이
트항공과 에미레이트항공과 에티하드항공, 카타르항공 등 중동 항공

사들은 두바이·아부다비·도하를 경유해 파리·런던·프랑크푸르트
등 유럽으로 오가는 왕복 항공권을 최저가 기준으로 55만~70만원
에 내놓았다’고 말한다. 이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인천~유럽
직항 왕복 항공권의 최저가인 165만~178만원(항공사에서 직접 구
매 기준)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이는 저(低)유가가 지속되면서 중동 국가들이 석유 산업을 대체할
신규 산업 중 하나로 항공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면서 생기는 현상
이다. 중동 항공사의 저가 공세는 싼 기름값과 정부 보조금 때문에
가능하다는것이 항공업계의 해석이다. 또한 자국 공항을 허브 공항
(장거리 노선과 주변 단거리 노선을 잇는 거점 공항)으로 육성하는
전략과 맞물려 있다. 지난해 UAE의 두바이공항을 이용한 승객은
총 7745만명으로 전 세계 공항 중에 가장 많았다. 두바이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총 공사비 320억달러(약 37조원)를 들여 현재 두바이
공항의 10배 크기인 ‘알막툼 국제공항’을 2028년 완공하는 계획
을 진행 중이다.

49

손성현 대외경제정책 전문연구원은 ‚두바이는

환승객들이 잠시 머무르면서 즐길 수 있는 관광 인프라 개발에도 열
을 올리고 있다‛며 ‚UAE는 허브 공항 전략을 통해 세계 항공산
업의 패권을 쥐려 한다‛고 말했다.
50

국내 항공업계는 우리도 중동 항공사가 촉발한 항공업계 대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내 항공업계가 중동뿐 아니라 일
본·중국 항공사와 경쟁하면서 국내 허브 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의
‘동아시아 허브 공항 전략’에도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지난
1~4월 인천공항의 환승객은 250만4375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
다 2.5% 줄었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는 ‚항공산업을 관광·서
비스 산업 활성화와 연계할 수 있도록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을
포함해 항공산업 전략을 새롭게 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49
50

이성훈기자, ‘항공패권 노리는 中東, 무차별 低價 공세’, 조선일보, 2016년 6월 21일
이성훈기자, ‘항공패권 노리는 中東, 무차별 低價 공세’, 조선일보, 2016년 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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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국민 해외여행 실태
51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조사한 국민여행 실태조사 분석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만 15세 이상 국민(약 43,577천명)중 해외여행에 참여
한 국민들은 약 16.6%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1.24회) 대비 2.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해외 여행 경험률

2015년 해외여행을 하지 않은 주요 이유로 ‘여가시간 및 마음의 여유
부족’(49.8%)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경제적 여유 부족(32.1%), ‘건강
상의 이유(7.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가시간 및 마음의 여유 부
족’은 연령에서는 15-19세(63.6%), 직업에서는 전문 관리(64.7%),
월 평균 가구소득에서는 600만원 이상(62.5%), 학력에서는 대학원 재
/졸(67.6%)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51

한국관광공사, 국민여행실태조사,
http://kto.visitkorea.or.kr/kor/notice/data/statis/tstatus/natstatus.k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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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예약 서비스 이용

[표 9] 가구 해외여행 시 이용한 예약 서비스

가구여행 시 이용한 예약 서비스로는 ‘교통수단’(37.3%)이 가장 많았
으며, 그 다음으로 ‘숙박 시설’(33.8%), ‘관광명소’(11.3%), ‘차량대여/
렌트’(1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해외 가구 여행 시 이용한 예약
서비스로 ‘교통수단’은 가구원 수별로 3인 가구(38.7%) 계층에서 상대
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38

2.6.3 여행지 주요 활동

[표 10] 여행지 주요 활동

해외여행 방문지에서의 주요 활동으로는 ‘자연 및 풍경 감상’(2.6%)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음식관광’(14.0%),

‘역사

유적지

방

문’(13.5%), ‘휴식/휴양’(1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6.4 음식문화 관광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52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의 숫자

가 전년보다 11.3% 증가한 979만 4796명에 이르렀고 지난해 3분기
에는사상 최고의 관광객 수를 기록하였다. 한국관광연구원 최지아는

53

’

방한을 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설문지를 보면 한국방문 이유 중 한식
은 언제나 상위순위에 자리매김해왔다.’고 말한다.
52
53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웹진, 2012
최지아, 컬리너리투어리즘(음식문화관광) 한식한류의 바람을 일으키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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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음식은 다른 나라나 도시를 여행할 때 가장 빠르고 쉽게 그 나라 문

화를 경험할 수 있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최근의 관광트렌드를 살펴
보면, 과거의 각종 명소를 구경하는 식의 여행보다 ‘테마여행’ 또는
‘체험여행’과 같이 각자의 관심분야를 새롭게 경험하고 거기서 무엇
인가를 배우며 느낄 수 있는 여행을 점차 선호하는 추세다. 오늘날 관
광객의 음식에 대한 관심 및 소비가 증가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음식
은 관광상품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국가나 지역의 이미지를 대표하
는 상품으로도 인식되고 있을 만큼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55

음식문화관광 ( 컬리너리투어리즘 ) 은‘식’관련 분야를‘관광’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를 경쟁력 있고 매력적인 관광상품으로 개
발하고 연계하는 것이다. 음식문화관광(컬리너리투어리즘)은 관광시장
에서 틈새시장으로 소개되기 시작하였다. 한식은 독특한 맛과 식문화를
가졌다. 기내식 개발자, 음식기자, 셰프, 레스토랑 관계자들은 다양한
한식을 먹어보고 경험해보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한다.

56

공항음식은 외

국인들이 처음먹는 그 나라의 음식일 수 있다. 일본 하네다 공항에는
국제선 터미널에 라멘집 '세타가야(せたが屋)'나 탑승 공간에 있는 우

동집 ‘쓰루돈탄’, 일본식 덮밥집 ‘하쿠젠’과 같은 일본 맛집이 있다.
한국 인천 공항에도 외국인들이 즐겨 찾아오는 우수한 한국음식점이
개발 되어야 할 것이다.

54
55
56

최지아, 컬리너리투어리즘(음식문화관광) 한식한류의 바람을 일으키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최지아, 컬리너리투어리즘(음식문화관광) 한식한류의 바람을 일으키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이한수의 매거진레터, ‘인천공항서 ‘맛집’ 찾기’, 조선일보, 2016년 4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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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호스피탈리티 산업의 마케팅적 분석

41

3.1 호스피탈리티 산업의 이론적 고찰
3.1.1 High Culture & Efficiency

NPO 법인 일본 호스피탈리티협회가 정의한 호스피탈리티는 다음과 같
다. ‘진심’이 서로 만나 감동을 주는 자세와 언행은 당신과 나의 행
복한 교류이다. 호스피탈리티 마인드가 행동으로 발전하면 ‘상대에 대
한 관심, 배려, 정성’이 드러난다. ‘관심’은 상대의 처지에서 주변상
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일이고, ‘배려’는 모든 사물에 세심하게 신
경 쓰는 일이며, ‘정성’은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다.
57

World Travel Catering & Onboard Services Expo (WTCE)에서

매년 개최되는 Formia의 이번 트렌드 식별 행사는 Honour Branding
의 Gerrie Smith가 집중한 ‚브랜드 특권 의식‛에 대한 설명을 통해
고객 맞춤이 대세라는 점이 부각되었다. 소유라는 개념보다 ‚존재‛라
는 점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최상위급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상품들이
고객에게 의미가 있어야 하며, 브랜드들과 고객들 사이의 관계를 더 돈
독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기내 상품 제공자들이 집중해야 하는 트
랜드라고 게리 스미스 (Gerrie Smith)가 말했다 ‚브랜드는 실제 구매
하려는 고객보다 절대 큰 존재가 될 수 없다. 모든 브랜드는 자사의 고
객과 어떤 관계성을 맺을지 고민해야 하며, 각 고객의 개인적인 시간이
브랜드에게 최고의 가치이자 럭셔리라는 것을 기억해야한다.‛ 더불어
그녀는 기내 상품 제공자들이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을 이해하고 자연스
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고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기술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끼친다. 그렇다면 기내 상품들
은 기술을 더 많이 활용해 브랜딩 및 유저 경험을 성장 시키도록 노력
해야 하는 것이다. 기술은 단지 고객을 통해 수익을 내고 자리 예약으
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내 선물 및 서비스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편의 시설 키트는 여전히 인기가 있지만 시장에 나와 있는 다른 혁신적
인 제품들 만큼은 아니다. 에버퍼스(Everpurse), 핸드폰 충전기가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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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되어 있는 핸드백과 같은 선물이 독특하고 유용한 선물이 될 것이다.
또는 스마트폰 및 앱을 활용해 고객의 기분과 건강을 관리하여 진심으
로 고객을 케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법도 있다. 또한 팔찌와 연동
된 앱을 통해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감이 측정 되었을 시 조언을 해주는
스마트밴드를 강조하였고 기분을 측정해 건강 관련 메시지, 진정시키는
게임, 운동 또는 대처 방식을 제공해주는 스마트반지 및 스마트벨트 클
립도 강조하였다. 비행 시 고객의 상태에 대한 관심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이다. 편의 시설 키트 안에 이러한 헬스케어 관련 제품을
선물 받았을 때, 고객은 그 브랜드에 대하여 배려, 관심, 정성 등의 소
통적 관계를 받아들일 수 있다.
게리 스미스 (Gerrie Smith)는 맞춤형 상품의 추세가 강화 될 것으로
예상한다. ‚맞춤형 상품은 이미 시장에 나와 있다. 미래에는 모든 럭
셔리 제품 또한 맞춤형식으로 바뀌어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피부를
스캔 후 DNA를 기반으로 각 고객에게 필요한 특정 화장품을 만든다.
만약 고객이 공항 라운지에서 스캔을 받은 후, 비행기 좌석에 착석 했
을 때, 개인의 DNA를 기반으로 맞춤형 선물이 제공된다면 고객들은
감동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3.2 Rail Catering
58

2017년부터 히타치 레일 유럽이 영국 FGW 퍼스트 그레이트 웨스턴

과VTEC 버진 트레인즈 이스트 코스트에 차세대의 시외 기차를 제공할
예정이다. 새로운 기차는 편안함, 공간, 스피드, 기술의 면에서 두드러
진 개선을 보인다. 그러나 FGW에 제공 될 기차에 기본적인 카페 바
시설이 없을 것에 대해 큰 논란이 있었다. VTEC도 같은 설계였으나
많은 검토 후 한정된 부페 시설이 들어갈 계획이 제안되었다. FGW에
사용될 29 바이모드 AT300 기차는 주로 런던 패딩턴에서 플리머스와
펜잔스 까지 이어진다. 영국 남서의 중요한 곳들을 거쳐가는40년 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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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기차를 대체하게 되며 오랫동안 사람들이 기다려온 시설이다.
히타치 레일 유럽의 앤디 바에 의하면, 여행자 그룹들의 피드백에 귀를
기울여 단거리이든 장거리이든, 고객을 편하게 모실 수 있도록 많은 연
구를 했다고 한다. 새로운 철도 차량에 많은 장점들이 있을 것은 분명
하지만 카트를 이용하여 수 백 명의 고객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작업이
가져오는 영향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이 히타치의 입장이
었다.

[그림 8] FGW 내부

FGW의 고객들은 차량의 한 구석에 설치된 조리실에서 음식을 제공 받
을 수 있지만 FGW의 기준 케터링에서는 그러한 시설이 없음으로 케터
링 팀들에게는 큰 숙제로 남게 된다.
보도에 의하면 히타치의 설계에는 4가지 케터링 레벨이 가능했다. 1레
벨은 완전한 조리실. 2레벨은 샵과 부페의 혼합. 3레벨은 큰 샵. 4레벨
은 카트 사용. 안타깝게도 결정을 내려야 하는 당일 전문가라고 불리는
이들에게 영국 교통국에서 레벨 1과 레벨 4만을 허용하도록 했다.
그리하여 영국과 유럽의 발달된 기차 카페 문화를 버리고 미니멀 한 일
본식 기차 디자인을 몇 년 전 택하게 된 것이다.
반면, 지멘스가 만든 유로스타의 e320 기차는 고객을 만족시키는 카페
바와 휴식공간을 통해 기차내 우수한 케터링 환경을 제공한다.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독일, 프랑스, 체코, 스위스, 이테리, 스페인 등 많은
유럽의 국가들도 이러한 케터링 시설을 추구하여 기차에 제공하고 있다.
그렇다면 영국은 왜 유럽 다른 지역의 시스템을 빌려오지 않는 것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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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으로 남는다. 그렇다면 기술이 답인가?
소매 시설이 장착되지 않은 기차의 케터링 팀은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해 분명히 새로운 기술에 의존해야 할 것이다.
사전 주문 서비스, 클릭앤콜렉트, 자리에서 주문하는 어플, 좌석에 설치
된 판매기 디자인 등 신개념 기술들은 많이 나와있다. 각 노선이 필요
로 하는 서비스를 가장 잘 제공하기 위해 신중히 선택되어야 할 디자인
들이다. 이 같은 상황에 놓여있는 철도 회사로써는 노선과 시즌마다 다
른 인구통계에 맞추기 위해 지속적인 시장 연구와 증거 기반의 선택으
로 고객들의 관심과 만족을 얻어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내/외
에서 물류 서비스를 조정하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의 기반을 통해
유연성을 최대화 시키는 것이다. 케터링 업체와 기차역 소매시설과 협
력을 하며 메뉴에 대해 급진적인 변화를 주어 길거리 시장과 경쟁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략가들이 고려해야 할 점일 것이다. 음식에 민
감한 고객들은 언제나 서비스를 길거리 시장과 비교하기 때문이다. 하
지만 수백명의 고객들의 배를 채우고 갈증을 해소하려면 아무리 신기술
도 기본적인 식량 재고와 서빙 실비를 대신 할 수는 없다.
유로스타는 원래의 서비스에서 범위를 넓혀 런던에서 리온, 이비뇽, 마
세이를 거쳐 프로방스 까지 연중 무휴 기차를 운행한다. 매년 10,000,
000 이용 고객수라는 정보를 기반으로 개시 된 서비스이다. 4시간 반
만에 고객을 리옹의 심장 까지 모시고 마세이 까지는 6시간이 걸린다.
자동차의 속도와 비교해 경쟁력 있고 항공 속도와 견줄 수 있는 시간이
라고도 할 수 있다. 고객들은 새로운 유니폼을 빼입은 유로스타 스탭의
환영을 받으며 탑승하게 된다. 기본 프리미어 고객은 라벤더 쇼트빵과
프로방스 치킨과 같은, 목적지를 연상케 하는 메뉴를 즐길 수 있다.
유로스타 광고 감독 닉 머서에 의하면, 연중 끊이지 않는 쉬운 여행을
통해, 유로스타의 새로운 서비스는 타 지역의 음식, 전통과 미술을 영
국으로 더 가까이 가져와 준다고 한다.
유명한 이테리의 디자인 하우스 피닌파리나의 도움으로 유로스타 기차
들은 새로운 색, 세련된 인테리어, 그리고 여러 가지 친환경 업그레이
드로 무장되었다. 또한 맞춤형 기차로 제작되어 유럽의 모든 고속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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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호환이 되기 때문에 고객을 예전 보다 훨씬 더 멀리 태우고 갈 수
있게 되었다.
바 부페 또한 신선한 변화를 겪었다. 더 효율적인 레이아웃과 매끈한
선이 매력적인 유로스타는 프랑스 외 더 나아가 모든 유럽의 철도네트
워크를 영국으로 더 가깝게 끌어와 주는 역할을 했다.

[그림 9] mWARS

‘mWARS’ 앱은 현재 폴란드 도시간 서비스로 실행되고 있는 앱이다.
이 앱을 통해 식음료 서비스 및 철도회사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인식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다수의 철도 운영자들이 유사한 기
술을 소개하려고 했지만 실제로 서비스가 제공될 시 발생한 문제들로
인해 주춤하고 있을 때 ‘mWARS’는 철저한 분석과 해결책을 마련하여
지금까지 철도위에 장벽으로 작용했던 위험 요소들을 방지하고 해결할
수 있었다. ‘mWARS’ 앱은 승객들이 좌석에서 카페에서 누릴 수 있는
따뜻한 음식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구현한다. 승객들은 앱을 통하여
따뜻한 음식을 주문 할 수 있고, 주문한 내역은 주방으로 넘어가 주방
장이 내역을 확인한 후 사용자의 좌석까지 배달 된 후에 결제가 되는
시스템이다. 주문 방법은 간단히 4가지 방식으로 이루어 지는데 머물고
잇는 기차칸을 지정한 후, 메뉴판을 확인하고, 원하는 음식을 장바구니
에 넣으면 주문이 완성된다. 고객 만족도를 위하여 재고 관리는 자동적
으로 업데이트 되며, 항상 최근 내역으로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초기
에 걱정했던 기술적 문제 및 사용 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가 발
생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의 매출은 긍적적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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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항공사의 서비스 트렌드
3.3.1 중동 항공사

59

두바이(에미레이트), 도하(카타르), 아부다비(에티하드)와 같은 경우

유럽과 아시아를 오가는 항공편 승객들에게 잘 알려진 경유지며 경쟁력
또한 뛰어나다.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기내 경험에 중심을 두
고 있지만, 맛있는 음식 경험 또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다른 중동
항공사들도 마찬가지로 그들 자신에게 안주하지 않는다. 기내 요리사,
새로운 주방 요리기구 그리고 항공기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
지만 잘 잊혀지게 되는 이코노미석 승객들을 위한 현대적이고 활력있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그들 자체적으로 혁신적인 것들을 만들어 내고 있
다. 이러한 항공사들의 경우 음식과 승객들을 위한 서비스라는 큰 자원
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것은 꼭 필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그들이남들과
차별되고 자신의 정체성을 각인 시키기 위해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객
은 비행 시 고향의 맛 (항공사의 고향) 또는 도착지의 맛이나 국제적으
로 잘 알려진 맛을 기대한다. 몇몇 항공사들은 기내에 셰프들을 보유하
고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를 1등석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
는 방법을 찾고 있다. 이 항공사들을 탑승 했을 시, 중동에 입성한 듯
한 느낌을 기대할 것인데 이 경험의 핵심은 음식에서 나온다. 중동 항
공사들의 경우 이국적인 맛, 스모키 맛, 고향의 맛과 같은 다양한 맛의
음식들을 경험할 수 있다. 그들은 현재 세계적인 요리사들을 통해 자체
적으로 음식을 만들고 완벽하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먼저
실력 있는 요리팀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며,그 팀과 최선을 다해 노
력해야 한다.
편안한 비행을 위해 제공되는 중동식 환대는 대추, 아라비카 커피, 에
피타이저, 따뜻한 환영으로 표현된다. 메인 요리에 메쉬보스(mashbou
s)와 슈와르마(shwarma)의 경우 국제적 매력이 있으며 단음식의 경우,
바클라바(Baklavas)가 있다. 1등석과 비즈니스 고객들에게 고급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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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의 맛과 유사하게 느낄 수 있는 최고급의 국제 음식과 와인을 제공한
다.
3.3.2 아이들을 위한 서비스

60

카메론 토버트는 비행기에 아이를 데리고 타는 것은 벅찬 경험이 될

수있지만, 항공사들이 이 경험을 쉽게 만드는 방법 몇 가지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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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supply:

다양한 연령대 아이들의 초점을 맞추기 위해 스카이서플라이 (skysupp
ly)는 항공사 및 공급 업체들이 기내 엔터테인먼트를 설계 할 때 2세6세와 7세-12세의 연령대 아이들의 요구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한
다. 이 계획은 에어 모리셔스 제품에 적용되어 현재 각 연령층을 대상
으로 두개의 마스코트를 만들었다.
62

Kaelis:

이베리아의 아이들 장난감을 만든 캘리스 (Kaelis)의 목적은 편리성뿐
만 아니라 디자인도 포함되어 있다. 장난감은 매우 매력적이고 모든 면
에서 간편하다. 캘리스 (Kaelis)는 장난감을 만들 때 전체 가족 구성원
을 고려하기에 편의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63

Buzz:

버즈 (Buzz)는 최근 카타르 항공 (Qater Airways) 과 해즈브로 게이
밍 (Hasbro Gaming)과 같이 아이들을 위한 세트 메뉴와 오락 박스를
만들었다. 박스는 미스터와 미세스 감자머리 캐릭터들을 제공하는데 비
행 동안 아이들의 관심을 끌 수 있고 편안함을 제공하자는 의도로 만들
게 됐다.
64

AK-Services:

러시아 기반 아이들을 위한 편의시설 전문업체는 현재 아에로플로트(A
eroflot)과 같이 교육 기반 다양한 액세서리와 상징적인 항공사 이미지
60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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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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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supply.de
kaelisgroup .com
buzzproducts.com
ak-service.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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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개발하고 있다. AK-Service는 이 업계에 대한 트랜드를 파악하고
그 중 하나의 트랜드에 맞는 상품을 개발했는데 그것은 마스코트 와 항
공기를 묘사한 제품이다.
Kidzinflight: 키즈인플라이트 (Kidzinflight)는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
에게 흥미를 줄 수 있는 개별 아이템 활동 개발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마법 상자 퍼즐 (The Magic Square Puzzle)과 매칭 페어 게임 (Mat
ching Pair Game)을 조합 한 것은 3세 이상의 아이들에게는 기억력
게임으로 활용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많은 아이들에게는 퍼즐들을
조합하여 상자를 만들 수 있는 퍼즐 게임으로도 활용이 된다.

3.3.3 기다림을 줄이는 방법

on-demand 경제(수요에 의해 공급이 형성되는 경제)는 고객들의 입
맛에 맞는 빠르고, 간단하고, 효율적인 경험을 제공하므로 특권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우버의 분석에 의하면, 우버가 도시에 더 오랫동안 정
착 될수록,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사라져간다.
식음료 산업에서는 태블릿으로 주문하고 결제하는 방식이 미국 내 애플
비 (Applebees)와 칠리스 (Chili’s)와 같은 캐주얼 식당 체인에서는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다. 반면 공항 레스토랑 체인을 운영하고 있는
OTG 매니지먼트는 미국 내 6개 공항에 몇 천 개의 아이패드를 설치했
다. Virgin America(버진 아메리카), Air New Zealand(에어 뉴질랜
드), Norwegian(노르웨이항), Azul (아즐) and Finn Air(핀에어)를
포함하여 많은 항공사들이 일반 식사 서비스 사이에 IFE 시스템을 통
하여 식사, 간식과 음료를 주문 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TUI 네덜란드
항에 탑승한 승객들은 음료와 면세를 스마트폰으로 주문할 수 있다.
스타벅스는 고객의 시간을 단축시켜주기 위해 미국의 7천개의 상점과
영국의 150개 상점에 선주문 모바일 앱을 출시했다. 고객이 주문했을
시, 예상 픽업 시간을 제공함으로 약 10분에서 15분의 시간을 절약 시
켜줄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맥도날드와 웬디스에서도 유사한 서비스를
검토 중에 있다. 미국에 있는 다수의 공항에서는 Grab, AirGrub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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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HMS Hosts’ B4 You Board와 같은 모바일 앱으로 승객들이음식
을 선주문 할 수 있다.

선주문 앱을 사용하는 승객들은 음식점을 선정 한 뒤, 주문을 하고, 결
제를 한 뒤 픽업 시간을 정한다. 주문은 몇 일 전에도 가능하며 공항의
보안 라인에 대기 중일 때도 가능하다.

3.3.4 기내식 선정

문화, 종교, 식이 요법 같은 사유로 별도의 특별 기내식을 준비하던 항
공사들이 승객들에게 탑승 전 기내식 서비스를 미리 고르고 주문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서비스는 항공기를 빈번하게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인
기가 높다.
Australian Business Traveller의 크리스 챔벌린(Chris Chamberlin)
에 의하면, ‚승객들이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에 선호하는 식단을 미리
골라서 원하는 기내서비스를 제 시간에 이용하도록 하여 항공사들도 음
식 쓰레기를 줄일여 승객들에게 각자가 선호하는 음식을 즐길 수 있도
록 준비한다.‛고 하였다.
싱가포르 항공사의 ‚Book The Cook‛서비스는 1등석, 비즈니스석,
프리미엄 이코노미석 승객들에게 다양한 기내식 메뉴의 선택권을 제공
하고 있다. 예컨대 싱가포르발 항공편의 1등석과 비즈니스석 승객들은
60가지의 메뉴 가운데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메뉴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기내식의 품질과 재고 관리를 위해 각 항공사들의
모국에서만 특별 기내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싱가포르 항공의
‚BookThe Cook‛은 선택 가능한 메뉴가 제한적이지만 해외에서 들
어오는 항공편에서도 특별 기내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65

콴타스(Qantas) 항공사의 ‚Select on Q-Eat‛은 호주발 국제선 항

공편 이코노미석에서도 제공한다. 탑승객들은 7일 전에서 출발시간 12
65

http://www.qantas.com/travel/airlines/select-inflight-meal/globa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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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전까지 콴타스 항공사 앱을 통해 기내식을 미리 선택 할 수 있고,
온라인에서만 선택 가능한 특별 기내식도 주문 할 수 있다.

3.3.5 선불제 기내식

영국 항공은 선불재 옵션을 추가하여 장거리 이코노미석 승객들을 위해
'Taste of the Far East’(동양의 맛)을 선불제 식사 옵션을 제공했다.
영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만 제공되며 식사 메뉴는 채식 초밥, 달콤
한 칠리 소스를 곁들인 새우 크레커, 치킨 파이 카 파우와 계란밥, 야
채 튀김과 녹차 티라미슈로 이루어져 있다. 선불제 식사 옵션은 16파운
드에 제공되며 5개의 옵션 중 하나를 이륙 30일 전에서 하루 전까지 2
4시간 예약 가능하다.

3.3.6 모바일 기반 주문 시스템

66

스타벅스 (Starbucks), 맥도날드 (McDonalds), 그랩 (Grab) 그리고

에어그럽 (AirGrub)의 스마트폰 기반 선주문 앱처럼 알라스카 항공은
승객들에게 알라스카 항공 앱으로 출국 12시간 전부터 음식을 선주문
할 수 있고 기내에서 음식이 자리로 배달 되었을 때 결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풀 서비스(Full Service)를 제공하는 12 항공 중 하나인
오스트리아 항공은 장거리 비행하는 이코노미 승객들에게 10에서 20유
로 만으로 프리미엄 요리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다.
승객들은 오스트리아 항공 앱으로 음식을 미리 선주문 할 수도 있다.
비엔나 공항의 경우 승객들은‘도 & 코 아 라 카르테’(Do & Co A
La Carte)에서 출국 한 시간 전까지 음식을 선주문 할 수 있다. 승객
들 중 고급 요리를 주문한 승객들에게는 이코노미석에서 일반 음식 서
비스를 제공하는 것 보다 미리 제공한다.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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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맞춤형 식사

선주문한 승객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에어발
틱 (airBaltic)의 경우 맞춤형 식사 주문 시스템으로 전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승객들은 ‘드래그 & 드롭’으로 원하는 음식을 디지털 트
레이에 담을 수 있으며 70개 이상의 선주문 메뉴를 조합 할 수 있다.
에어발틱의 기업 커뮤니케이션 부서의 부사장에 의하면: ‚에어발틱 식
사 서비스는 승객들 개개인에게 개인화 된 식사 옵션을 제공하기에 매
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림 10] Air Baltic Webpage

3.3.8 재료에 대한 관심

67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대한 라벨링으로 인해 사람들이 재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영양사 엘로이스 베인(Eloise Bain)은 영양 관련 라
벨링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다.
새로운 유럽연합의 라벨링 법은 약 1년 동안 시행되어 왔다. 유럽 항공
사들을 포함해 음식 관련 제품 제공자들은 14개의 주요 알레르기 성분
(계란, 우유, 글루텐이 포함 된 시리얼, 땅콩 등) 중 하나라도 포함 된
재료가 있을 시 반드시 명확한 라벨링 표시를 해야 한다. 알레르기 환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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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이 쉽게 식품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비 알레
르기성 환자들에게도 연쇄반응을 일으킨 적도 있다.
승객이 원하는 환경과 세계 음식 동향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항공사와
요식업체들은 이에 적응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재료들
의 미세한 세부 사항이 공개 되면서 승객들은 그들이 무엇을 먹고 있는
지 인식하고 있으며 고영양 또는 특정 선택들을 더 요구하고 있다.
기존에는 여행의 목적이 단지 즐거움으로, 기내에서의 약간의 일탈은
여행 과시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현재 비
즈니스로 정기적인 여행을 다니고 선호하는 식사 요법을 유지하려고 한
다. 또한 영양 관련 컨텐츠로 인하여 개개인의 기준 또한 높아졌으며
기내에서 제공하고 있는 재료들을 우리가 슈퍼마켓 진열대에서 고르는
것처럼 점점 더 자세히 검사한다.
항공사와 요식업체들이 반응은 하고 있지만 분명 어려운 도전이다. 우
리의 맛에 대한 감각은 3만5천 피트에서는 약 30% 감소된다. 그렇기
에 최고의 맛을 보장하는 것은 항공 요식업체들에게 최우선 순위로 들
고 있다. 그 결과 과거에는 풍요로운 맛을 위해 더 많은 양의 소금, 설
탕 그리고 크림을 추가했지만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싶은 승객들에
게는 이제 전부 적신호 재료들이 되었다.
항공사들은 어떻게 자신들의 제품들을 영양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맛도 같이 제공할까? 기본적으로 무알러지, 할랄 또는 채식주의자와 같
은 특정식이 요구되는 음식 같은 경우 선주문으로만 가능하다. 이 방법
은 의심 할 여지없이 특정 의료, 윤리 및 종교적 이유로 식품 선택을
하는 승객들 또는 건강한 선택만을 하려는 승객들에게는 지속적으로 좋
은 해결책일 것이다. 하지만 건강한 음식을 원하는 승객들도 일반적인
승객들에게 제공되는 만큼의 선택 요소를 원하기에, 그들을 위해 다양
한 옵션들을 제공할 시 많은 승객들의 충성심과 추천을 받을 것이다.
일부 항공사들은 이 관점을 인정하여 이 수요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
에 맞춘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제품과 브랜드들을 선택하고 있다. 많
은 항공사들이 메뉴를 추가하고 기내에서 구매 가능한 메뉴에 저지방,
저칼로리 음식 옵션과 건강 간식들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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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샌드위치, 샐러드, 간식 마저 바뀌었다. 예를 들어, 이지제트 (E
asyJet)의 경우, 100% ‘깨끗한’ 재료를 사용한 150 칼로리 이하의
건강식 간식 박스인 ‘은인 간식 (Saviour Snack)’을 제공한다. 간식
박스에는 말린 과일, 견과류, 귀리 비스킷, Nakd bar (무료 글루텐 시
리얼 초콜렛 핫바)와 ‚Green & Black’s‛의 다크 초콜렛이 포함되
어 있다.
라이언 에어 (Ryan Air) 항공사 또한 최근‚항상 더 좋아지다
(Always Getting Better)‛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더 많은 옵션을 가진
새로운기내 메뉴와 건강하고 더 큰 범위의 다양 제품들을 새로 출시하
였다.
영양 관련 라벨링 및 재료의 출처에 대한 승객들의 중요도를 인식하고
있는 영국 항공 (British Airways)의 경우, 끊임없이 균형 잡힌 범위
의 제품들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대중들에게 지
방, 설탕, 소금과 같은 영양소는 예민한 것이므로 최소한의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영국 항공의 1등석과 비즈니스석에서 제공되는 ‘웰빙
(Wellbeing)’메뉴는 가볍고 건강식 옵션으로 관심을 끌고 있으며, 프
리미엄 이코노미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월드 트래블러 (World Travelle
r)의‘건강식품 (Healthy Meal)’에서는 에피타이저, 메인, 그리고 디
저트를 총 838 칼로리에 제공한다.
스위스 국제 항공은 좋은 영양 가치와 신선한 제품을 제공하는 것이 목
표이며, 항공사의 품질과 스위스 성향이 묻어나는 상품을 제공하기 위
해 2014년 가을부터 이코노미석에 스위스 상품의 재료만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스위스 국제 항공의 타스 (Sonja Ptass)은 ‚승객들에게
고품질의 제품을 제공하기 위한 우리의 야망은 영양 라벨링과 아무 상
관이 없지만 미래에 승객들은 건강에 대한 의식이 높아질 것이라 생각
한다.‛라고 말하였다. 이것은 양날의 검과 같이 장단점을 동시에 지니
고 있어 영화관의 효과와 비교할 수 있다.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무엇
을 먹는 지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갖지만 때로는 예외의 상항을 만들어
팝콘, 나초, 초콜렛, 아이스크림 또는 군것질에 관대해 질 때도 있다.
특정 승객들이 기내에 탑승 시 비슷한 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 휴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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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람들은 음식에 있어서도 즐겁고 새로운 경험을 원한다. 만약 신선
한 사과만 기내에서 제공한다면 곧 승객들은 엄청난 불만을 쏟아낼 것
이다.
에어 캐나다(Air Canada)는 ‘최고 수준의 영양, 안전, 품질 그리고
맛’을 제공하기 위해 ‘양심과 음식 (Food with Conscience)’과 함
께 ‘누트리쿠이진 (NutriCuisine)’을 만들었다. 누트리쿠이진의 메뉴
는 에피타이저, 메인 요리, 디저트로 이루어지며 모든 요리는 저지방과
저나트륨 그리고 곡물 제품으로만 제공된다. 그들은 신선한 본고장의
재료만으로 제조하며 불필요한 첨가물이나 방부제, 인공 감미료, 글루
탐산 나트륨 또는 마가린을 사용하지 않는다. 포장 또한 친환경으로 제
공된다.
LSG Sky Chefs 또는 Frankenberg와 같은 기내식 전문 기업들은 건
강에 민감한 음식 트랜드의 선두로 있다. LSG Sky Chefs는 점점 더
가볍게 여행하는 승객들과 건강을 의식하는 승객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
세라고 하였다. 무엇을 먹게 될 지에 대한 질문을 더 많이 하며 그들이
먹는 음식과 포장이 지구상에 어떠한 환경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인식 또한 증가하고 있다. LSG Sky Chefs의 Josefine Corsten은
‚우리는 승객들이 그 어느 때 보다 음식에 대한 교육 수준이 높기에
더 만족시키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였다. 승객들
은 점점 본인들이 무엇을 먹고 또 언제 먹는지에 대한 통제를 하고 싶
어 하므로 더욱 건강하고 개별 맞춤 음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LSG Sky Chefs는 100개가 넘는 ‘특별한 음식’을 만들고 있으며
당뇨병, 알레르기 환자 뿐만 아니라, 특정 건강 다이어트 식이요법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적합하게 이루어져 있다. 이것들은 특히 일부 노선
에서 인기가 있는데 지역 트랜드와 문화적 환경을 비춰준다. 예를 들어,
북미 승객들의 경우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
고; 반면 유럽은, 건강한 지중해 요리의 영향을 받으므로 버터 대신 올
리브유를 선호하고 생선요리 및 채식 옵션을 선호한다.
새로운 라벨링 법이 생기기 전에, 프란켄버스에서는 영양식에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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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를 두고 있었다. 라벨링에 대한 변화가 시작되었을 때 많은 음식
트렌드가 이미 건강한 음식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래서 요식업체들은
이미 소비자들이 본인이 먹는 음식에 대해 더 알고 싶어할 것이라는 의
식을 갖고 있었다.
프란켄버그의 식품 담당자 카이 위카오스키 (Kai Wittkowski)가 말하
기를,‚우리는 확실히 영양 라벨링에 관한 새로운 규정의 출시 이후 고
객들 간의 건강한 식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전부터 건강하고 신선함과 동시에 정통적이고 섬세한 요리로
고객들의 높은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것이 항상 우리의 목표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항상 고품질의 허브와 향신료를 양념에 사용하며,
최소한의 소금으로 완벽한 요리가 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 약간만 사
용한다. 모든 식사는 명확한 라벨링을 염두하고 만들어 진다. 그리하여
우리는 인공적인 것들 대신 천연 재료를 사용하고 식사의 건강함을 증
진시키기 위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와 같은 고품질의 지방을 사용한
다.‛고 하였다. 프랑켄버그의 연구 개발 요리사들은 케일과 키노아와
같은‘슈퍼푸드’를 활용해 정기적으로 새로운 음식의 유행을 반영시키
고 건강 의식을 위해 자신의 메뉴에 적용시킨다. 프랑켄버그의 요리들
은 항공기에 배포되기 전에 영양분을 보존하고 신선함을 유지시키기 위
해 미리 냉동한다.
유행 식사법, 건강식 식사법, 정부에서 추진하는 권장 영양 섭취량은
언론에 많이 노출된다. 과학 조사나 연구 자료는 종종 잡지, 신문, 온라
인 미디어에 실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각자 선호하는 식사 방식이 있다.
이렇게 많은 자료가 소개되는 과정에서 서로 상충되는 결과도 많아 개
인뿐만 아니라, 항공사나 기내 식단 업체가 어떤 정보를 믿고 따라야
할 지 혼란스러워진다.‚과학적 근거‛라고 불리는 자료, 흔히 정확도
보다는 기자의 목적에 맞게 작성되거나 잘못된 이해를 심어주는 기사
제목으로 표기될 수 있고, 또한 영양사들도 일반인들에게 쉽게 설명을
못하는 경우도 많다. 연구 자료들이 지나친 용어 사용이나 수치를 사용
해 이해가 쉽지 않은 자료들도 많다.
법적 필요사항이나 올바른 라벨링 표기법도 중요하지만, 대다수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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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식사는, 여행의 중요한 경험이며 항공사에 대한 편견을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3.3.9 보안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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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산업에서는 항공 서비스 관련 물류 부분이 가장 복잡하고 어려

운 부분 중 하나다. 약 10만개의 비행기가 매일 전 세계로 뻗어 나가는
데,전 승객들을 위한 음식, 음료 그리고 세면도구 관련 물류 업무는
복잡한 일이다. 특히 보안성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공항들과 항공기들은 약 870만 명의 직원들과 30억 명의 연간 승객들
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 항공 산업에서는 2050년까지 항공 교통이 7
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항의 보안 상태는 공항 승객 보안
검색 및 수하물 확인에만 크게 초점을 맞춘 다. 예를 들면, 수많은 외
주 주방 중 하나의 내부에서 또는 공항의 물건 보유 지역과 같은 곳에
서도 발생 할 수 있다. 공급 체인에서의 도난은 엄청난 문제며, 손실
규모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예상하기 어렵지만 대략 수천만 달러의 비
용이 예측된다. 카트 또는 다른 공급 체인의 아이템을 활용한 테러 활
동에 대한 가능성은 미비하지만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
공급 체인 관련된 일에는 대행 업체 또는 임시 직원들이 있다.. 예를
들어, 항공 주방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개별 카트에 음식을 채워 넣는
팀, 공항으로 카트를 배송해주는 기사들, 그리고 비행기에 카트를 싣는
팀들이 있다. 보안 실수에 대한 가능성은 상당하다. CNN에 의하면, 미
국의 마이애미와 올랜도에서는 공항 직원들에게 활주로와 항공기 탑승
전 보안 감시 절차를 통과하도록 한다. 이때 보안 강화의 필요성에 반
응하는 데에 영국은 2001년 모든 항공 직원에게 최소 5년 간의 행적
과 범죄 기록을 검사받도록 실시하고 있다.
영국 항공 요식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스케줄이 잡히기 전에
배경 조사가 필히 들어간다. 예컨대 관리자의 경우 음식을 옮기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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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조사를 실시한다. 그리고 출장 요식업체 또는 창고에서 배송하기
전에 모든 카트, 용기 및 보조 제품에 대한 철저한 검색 절차가 필수
규제 사항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수백만 가지의 개별 제품들이 매일
비행기에 사용되기에 이러한 시스템에도 방치와 남용될 논란의 소지가
있다. 글로벌 항공 산업에서 공급체 직원들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보편적 합의적 절차와 규정에 의해 철저한 보안 검사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카트를 비행기에 싣는 것부터 기내에서 사용하기에 이르기까
지 카트의 도난 방지를 위한 보안은 플라스틱 카트, 쇠로 된 카트, 또
는 자물쇠가있는 카트로 관리 절차를 거쳐 도난 방지를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항공 요식업체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권
한이 없는 사람들이 주방 및 트럭에 쉽게 출입 할 수 있어 카트 또는
컨테이너에 위험을 가한다고 한다. 카트의 재질 교환의 필요성이 언급
될 것이 아니라,카트 보안의 전반적인 컨셉을 다시 고려해볼 필요가 있
다.
3.3.10 기술에 대한 투자

전자 잠금 장치(Electronic locking system)는 카트를 빠르고 쉽게 봉
인할 수 있으며 플라이트 웨이트(Flight Weight)의 스마트 카트(Smar
t Card)는 리스크를 급격히 완화 시키는 전자, 멀티 포인트 잠금 및 지
능형 봉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카트가 맞춤형 고도 보
안인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RFID) 카드키를 통해 접속 했
을 시, 데이터 결과는 봉인 된 카트 안에 저장되며, 오로지 인증 된 운
영자에 의해 접속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카트를 강제로 여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행위가 감지되고 녹화
된 데이터는 신속한 조사를 위해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전자 카드키의
경우 누가 카트에 접속 했는지 기록을 확인 할 수 있으므로 도난을 감
소시켜 준다. 카드키 자체가 물리적으로 잠금 메커니즘만 제공하는 것
이 아니라, 신분을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는 기능도 포함되어 사람들에
게 제지 효과를 보여준다. 그리하여 항공 업계에서는 보안 위협을 방지
하거나 도난이 쉬운 이 잠금 카트의 보안 절차를 점검해야 함을 강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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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밀봉 시스템이나 잠금 카트의 경우 보안 및 운영 프로세스를 유지
하기 위해 잠금 장치를 위한 인력과 기술이 필요하여 그 효율성을 제고
시키기 위한 관리 절차와 방법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한다. 플라이트 웨
이트(FlightWeight)에서 비행 업계의 혁신과 기술은 미래 경쟁력의 절
대적 개발의 열쇠이다.

3.4 항공 케이터링 서비스의 차별화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운용비를 줄이기 위해 1987년 기내식의 샐러드
안의 한 개의 올리브를 줄임으로써 상당한 경제적인 효과를 보았다는
일화가 있다. 경제가 어렵고 항공 산업의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예산
줄이기 정책을 시행할 시 항상 기내식은 항공사들에게 큰 이슈 중에 하
나였다. 9.11 테러 이후 항공 산업의 침체기 가운데, 예산 감축 시 서
비스 부분에서 첫 번째로 고려됐던 것 또한 기내식이었다고 한다.
델타항공은 한 개의 딸기를 후식에서 줄임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인 효과를 계산해본 결과 $210,000를, 소고기 1ounce를 줄임으로써
$25.000를 일 년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항공사가 국내선 국
제선에 관계없이 무료로 제공하는 것들 중에는 땅콩과 프리즐이 있는데
땅콩 값의 1센트가 증가할 때 마다 연간 $610,000의 예산이 증가한다
고 한다. 또한 델타 항공의 연구에 따르면 기내식의 예산 중 주 메인요
리가 60%, 에피타이져 17%, 샐러드 10%, 디저트가 7%가 차지한다고
한다.
이처럼 모든 식사재의 가격 유연성이 항공사에게 미치는 영향은 기름
값 만큼이나 민감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내식이 항공사 이윤창출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보면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영역임은 틀림없다. 서비스의 만족도가 승객과 고객
들의 항공사 재이용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항공 선진국인 미국의 여러 항공사들도 한 때 코스트의 비효율적인 지
출과 경제 침체의 전반적인 재정 감축 정책에 따라 제 1순위로 기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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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코스트를 줄였다. 9.11 테러 사건이후의 심각한 항공 산업 위축 시
기의 여파로 미국의 AA를 시작으로 여러 항공사들은 국내선의 코치석
에 무료로 제공하였던 식사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기로 하였고 그것은
지금까지도 바뀌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위기가 점차 지나가고
항공 시장이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항공사들 간의 고객 유치 경쟁
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 경쟁 가운데 항공사들이 프로모션 하는
서비스들 중 하나가 바로 First class와 비지니스 좌석을 중심으로 제
공하고 있는 기내식 서비스이다. 최상의 재료와 엄선된 요리사의 연구
로 만들어지고 최선의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는 기내식 서비스가 고객들
을 사로잡기 위해 활발히 광고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항공사 Emirates와 KLM에서는 상위 수준의 고객들을 붙잡
기 위해 그들을 상대로한 특별한 기내식 마케팅 전략을 쓰고 있다. 세
계 최고의 쉐프를 고용하여 음식의 영양과 맛을 향상시키고 기내에서
서비스할 때에도 최상의 상태로 제공한다. 또한 그들의 기호에 맞게 출
발 전 48시간 이전에 미리 주문 예약을 받아 그들이 원하는 음식을 준
비하는 성의를 갖추기도 한다.
Airlines Catering business영역을 살펴보면 이미 LSG Sky chefs와
Gate Gourmet 전 세계 시장의 6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그 나머지
는 공항의 소규모 회사 및 Emirate, Cathay pacific, Korean Air와 같
은 자회사를 두어 담당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인프라가 부족한 많은
항공사들이 질적, 편리성 모두를 잘 고려하여 점차 큰 자본의 회사로
흡수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추세이다.
기내식 전문가 니코스 루카스 (Nikos Loukas)에 의하면: "선주문 메뉴
는 확실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선불제 메뉴는 아직 문제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에어 링구스 (Aer Lingus)의 경우 최근 선
불제 메뉴를 5가지에서 1가지로 줄였다, 즉 이코노미 승객들은 비용을
지불하며 식사 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탕으
로 항공사들은 선불제 이용율을 더 증가 시킬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을
생각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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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Plane Food

[그림 11] Plane Food

영국 히드로 공항은 영국을 대표하는 두 명의 쉐프인 영국의 유명 쉐프
인 Gordon Ramsey와 Heston Blumenthal을 영입하여 미식 공항의 입
지를 굳혔다. 터미날 5번에 가면 시간에 쫒기는 환승 승객을 위한 익스
프레스 메뉴나 기내에서 먹을 수 있는 페키지 메뉴를 판매하는 Popup 레스토랑 형태의 ‘Plane Food’가 영업중에 있다. 이처럼 기내식의
다양한 형태가 실제로 존재하게 되어 security를 거쳐 게이트(gate)를
통과한 후, 기내용도에 맞게 제작된 take-out형 기내식을 선보이게 되
었다.

3.4.2 Croatia Air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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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bus A320/319와 Dash 8 항공기들로 이루어진 크로아티아 에어

라인은 비즈니스 석과 이코노미 석을 유럽의 30개의 지역에 걸쳐 운영
한다. 작년만 해도 크로아티아 항공은 비즈니스석에 85,000번, 이코노
미석에 1,500,000번의 식사를 제공하였다. 이 케터링 서비스는 좌석
레벨과 상관 없이 무료 음식이 제공된다. 뿐만 아니라, 기내 상점에서
도 제품 구매가 가능하다. 비즈니스석을 애용하는 고객에게는 크로아티
아식 요리를 대표하는 식사와 와인을 준비한다. 예를 들면 달마티아,
이스트리아, 슬로바니아, 자고리와 같은 지역의 별미들이 시식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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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름에는 지중해식, 겨울에는 맵고 따뜻한 음식들을 즐길 수 있다.
기내식도 두 계절을 따라 1년에 한 번씩 바뀌게 된다.
크로아티아 항공은 자신들을 크로아티아의 대사로 여기며, 의무감을 갖
고 그 나라의 다양한 지역 음식들을 선사하려고 노력한다. 2015년 기
준 여름철 기내식에서는 싱싱한 오징어, 새우, 농어, 계절별 올리브유,
식물유를 활용한 음식이 있다. 와인은 심의를 거쳐 선택이 되며 고객들
의 요청에 의해 지역별로 5가지의 와인을 즐길 수 있다. 크로아티아 항
공사는 비즈니스석 음식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케
터링 조달의 팀장인 엘레나 네세빅에 의하면 이코노미석 음식도 신중하
게 고려한다고 한다.다. 비즈니스석 고객들이 고급화된 크로아티아 메
뉴를 즐길 수 있다면, 이코노미석 고객들은 비용 대비 다양한 크로아티
아 메뉴를 맛 볼 수 있다고 한다.

[그림 12] Croatia Air meal

크로아티아 항공을 탄 이코노미석 승객들은 비행 시간에 따라 식사나
간식을 기대할 수 있다. 단거리 비행 고객에게는 간소화 된 간식류와
물, 장거리 비행 고객에게는 무료 기내식과 기외식 바의 다양한 간식이
제공된다. 전자는 브레드스틱인 타랄리니, 후자는 샌드위치나 스낵박스
와 함께 지역 특산품에서 선별한 치즈와,올리브를 첨가한 점심을 즐길
수 있게 한다.
비즈니스 승객에게는 오전 11시까지 브렉퍼스트 트레이가 제공되고, 비
행 시간에 따라 1/3이나 2/3 트레이에 제공되는 차갑거나 따뜻한 음식
을 맛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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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항공사 브랜드 디자인과 기내식
70

Global Inflight Products(GIP)는 1995년 워싱턴주 레드몬드에 본사

를 두고 있다. 항공사 간부 진 A. 바다세이가 설립한 회사이다.
세계적으로 전문인력이 집중되어 있는 GIP는 기내 제품을 직접 디자인,
제조, 배급하고 있으며 디자인 마케팅 경험이 다양한 인재들이 승객에
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회사의 비행 상
품 개발 디자인 및 마케팅은 고객에게 맞춤형 서비스와 솔루션을 제공
한다. 이는 우수 고객 유치를 위한 GIP의 꾸준한 노력으로 디자인 팀
과 마케팅 팀, 전략적 글로벌 제조사, 구매부서, 세일즈 팀, 회계 팀의
경영 체제와 선진화된 서비스에 있다. 또한 GIP는 도자기, 유리그릇,
접시, 헤드세트, 편안 아이템, 생활 용품 키트 디자인과 제품 개발도 선
보이고 있으며 심지어 멀미봉지 디자인과 개발에도 주목한다. GIP의
일등석과 비즈니스석에서는 도자기 컬렉션이 디스플레이 되어 있다.
고객의 아이디어를 수렴한 도자기, 유리 그릇, 수저 디자인은 GIP 브랜
드 가치를 제고하는 사례이다.
해외의 몇몇 항공사들은 객실서비스에 (기내식 포함)디자인적 가치를
담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Dead Space를 줄이기 위해 기물
의 크고 작은 여부에 따라 기내식 용기와 트레이 디자인이 재조명되고
있다. 다음은 기내 서비스를 Re-Branding한 성공적인 사례들이다.

[그림 13] GIP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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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Alade Airline (호주)

[그림 14] Alade Air Logo &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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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Alade Air Menu & se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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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Alade Air Menu & se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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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Alade Air Menu & setting

3.5.2 Finn Airline (핀란드)

[그림 18] Finn Air & Marimekko Collabora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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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9] Finn Air & Marimekko Collabora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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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Fiji Airline (피지)

[그림 20] Fiji Air Poster & Logo

70

[그림 21] Fiji Air outerior & inter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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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Fiji Air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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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Scandinavian Airline (스칸디나비아)

[그림 23] Scandinavian Air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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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Scandinavian Air Meal Packag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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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Virgin Airline (미국)

[그림 25] Virgin Air Meal Service Design

75

[그림 26] Virgin Air Meal Service Design

76

4. 새로운 식문화에 관한 고찰

77

4.1 미래적 식문화 디자인
4.1.1 Label language(라벨의 언어)

Hospitality on Board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소비자는 날이 갈 수록
자신들의 음식 안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궁금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음
식 공급자들은 생산자들의 안내문, 라벨의 뜻, 그리고 모범 경영에 대
해 더 자세히 연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WAFB 뉴스의 진행자이자
리포터인 줄리 백스터(Julie Baxter)가Food Trends에 관하여 취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71

건강 음식, 윤리적인 음식에 관련된 신조어들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

다. 새롭게 각광받는 재료,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 재료, 몸에 좋다고
홍보되는제품, 친환경으로 홍보되는 제품, 가축에 대한 관심을 끄는 제
품, 자연에 대한 관심을 끄는 제품들이 무질서 하게 등장한다.
이러한 혼란 가운데 특히 항공 분야에서 명확함을 제시하려는 사람이
쿠진 솔루션의 상무이사인 제이 헤머 (J. Hemmer)이다. 그는 음식 제
공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격려하고 있고 요새 많이 사용되는 용
어들이 정리된 책자를 만들고 있는 쉐프 팀의 일원이다.
‚100년전 우리는 세상에 충분한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 식품생산의 판
을 바꿔 놓았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공업적 농업이 문제가 되고 있지
요. 사람들은 식품 용어를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많은 혼란이 있습
니다.‛ 라고 제이는 언급한다. Onboard Hospitality 는 요새 많이 사
용되는 식품 용어에 대한 문제와 그의 생각을 나눠달라고 제이이게 부
탁했다.
(1)무無항생제:
이 뜻은 가축이 도살되기 전에 특정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쓰인 것
외에 다른 항생제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연하게 여기
겠지만 많은 곳에서는 가축밀도가 높은 곳에서 가축을 사육하며 낮은
용량의 항생제를 꾸준히 먹임으로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항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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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사용하지 않으려면 그만큼 더 깨끗한 가축환경을 유지하는 등 가
축의 건강에 더 신경을 써서 가축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자라도록 해야
한다. 항생제를 복용한 가축의 고기를 주기적으로 섭취하는 사람은 자
신이 질병 때문에 항생제가 필요해서 복용 할 때 그 항생제의 효과를
보지 못할 수 있다. 또한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생긴 병균이 유발하는
식중독도 현재 문제가 되고 있다. 예전에는 질병이 있는 가축에게만 항
생제를 투여했는데, 언제부터인지 누군가가 모든 가축에게 저용량 항생
제를 사용해서 비용을 아끼는 수법을 쓰기 시작했고 이제 미국에서제조
된 항생제의 80%가 사람이 아닌 가축에게 사용된다. 그리고 이것은 너
무 많은양이다. 결과는 항생제가 안 먹히는 슈퍼병균이 생겼고 이제 우
리는 다시 자연산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학자들은 주장한다. 연구
에 의하면 항생제를 주기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란 가축이 더 편하게
생활하고 더 좋은 고기를 제공한다. 이런 고기로 만든 샌드위치가 좀
더 비싸겠지만 고객이 오른 가격의 타당한 이유를 들으면 기꺼이 그 가
격을 지불 한다.
(2)케이지프리(Cage-free):
케이지프리란 단어는 주로 계란 종류에 많이 쓰이며, 케이지프리 계란
을 낳은 닭은 어느 건물이나 둘러 막힌 곳을 자유롭게 다니며 담수와
먹이를 제한 없이 접할 수 있도록 길러진다. 더 나아가 닭이 바깥으로
나갈 수 있다면 계란은 방목 계란이 된다. 이러한 환경은 닭이 스트레
스를 받지 않도록 해주며 질병에 걸릴 확률을 낮춘다. 케이지프리 계란
은 오메가3이 높고 콜레스트롤이 낮으며 호르몬과 항생제가 첨가되지
않는다. 방목계란은 포화지방이 낮고, 베타카로틴, 비타민 A와 E가 더
높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케이지프리를 추구하는 항공사 중에 하나이고 항상
방목 계란을 사용하고 있다. 다른 기내 상품도 계란이 들어있다면 모두
방목 계란이다. 제이는 이렇게 이야기한다.‚유나이티드는 자신들의 제
품을 구분화 시키고 유나이티드의 가치관을 더 명백히 보여주기 위해음
식에 좀 더 많은 비용을 소비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미국에서 케이지프리 계란의 수요가 늘어감에 따라 힐턴호텔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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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까지 모든 계란을 케이지프리로 바꾸기로 했어요. 높아진 질과 변화
에 대한 이유가 잘 설명되면 변화는 더 쉬워지고 고객이 더 반기게 됩
니다.‛
(3)유기농(Organic):
유기농이란 곡물, 채소, 과일, 가축을 유전자 조작 없이, 인조비료, 살충
제, 방사능 처리를 없앤 높은 생산 기준을 이야기한다.
이러한 기준은 물과 땅과 공중과 식품의 오염을 막음으로 생물의 다양
성을 지키며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시켜준다. 유기농으로 자란 가축은
가장 자연스럽게 살아가기 때문에 반추동물은 야생에서 그렇듯 풀을 섭
취하게 된다. 유기농 지지자들은 이런 방법이 환경에 가장 안전하고,
더 많은 영양분이 함유된, 살충제 잔여물이 덜 묻은 식품이 생산된다고
한다. 풀을 먹고 자란 가축에는 인체에 좋은 오메가 3, 비타민 E, 베타
카로틴, 리놀레산 아미노산 복합 물양이 증가된다. 30년 전 미국에는
유기농, 케이지프리, 무항생제 제품을 찾기가 어려웠으나 지금은 월마
트가 이런 제품을 가장 많이 파는 곳이 되어있다. 이제는 소비자가 무
엇을 원하는지 소비자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를 대신해 말 할
수가 없다. 이런 제품들이 대량 시장이 되어가고 있고, 그러므로 가격
도 많이 낮아졌다.
(4)풀먹은 소고기 (Grass Feed):
풀 소고기는 곡물이나 곡류제품이 아닌 여러 가지 풀, 식물, 건초를 섭
취한 소의 고기를 의미한다. 소의 먹이가 중요한 이유가 있다. 소의 위
는 풀을 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곡물이나 옥수수를 먹게
되면 소화 장애와 질병이 생기게 되고, 그에 따라 항생제 사용과 많은
문제들이 따르게 된다. 푿소는 전체적 지방과 콜레스트롤이 낮고 오메
가 3, 비타민 A, E, 그리고 산화방지제가 높다. 체안의 나쁜 콜레스트
롤을 줄여주는 효과도 잘 알려져 있다. 또한 푿소는 비교적으로 메탄가
스를 적게 방출함으로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
(5)동물복지 인증(certified humane):
이 라벨은 가축이 가장 자연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사육되
었다는 것을 뜻한다. 충분한 공간, 적절한 보호, 조심스런 보살핌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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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되는 것이다. 항생제와 호르몬이 추가되지 않은 건강한 먹이와 깨
끗한 물 또한 주어진다. 다시 말하면 가축은 자연스러운 동물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가축에서 높은 질의, 영양가가 풍부한 고기
가 나온다는 연구 결과가 밝혀진바 있다. 동물이 편안하게 길러졌고 포
악하게 다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또한 소비자들의 마음을 놓이게 한다.
‚이런 식으로 생산된 식품이 지속가능하고, 질이 높고, 건강에 좋습
니다. 소비자에게 건강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죠. 과학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그 정보가 잘 전달 되면 소비자는 좀 더 비싼 값에 구매를 할
의향이 있습니다."라고 응답했다.

4.2 친환경적 디자인
4.2.1 유니폼
실질적 지속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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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마케팅 기술을 개발하는 이들 사이에 떠오르는 이슈는 '고객

의 여행'이다. 물리적인 여행 보다 한 회사의 브랜드를 거쳐가는 여행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자면 회사의 사업과 접촉하는 점을 일컫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실행으로 옮기게 된 예 중 하나가 승무원의 외모와 유니
폼에 더 신경을 쓰는 것이다. 부엘링, 아비앙카, 트란스아비아 모두 밝
은 톤의 새로운 유니폼을 선보였고, 델타는 올해 안에 유명 디자이너
잭 포센의 손을 거친 디자인의 유니폼을 제공 할 것이다. 25,000명의
승무원을 새로 입히는 이번 변신은 델타에 있어서 최근 중 가장 큰 이
벤트가 될 것이다. 정말 지속 가능한지, 또 가연성, 수증기전달 시험결
과를 조사하기 위해 섬유 전문가 알콘 아드비스가 고용되었다. 섬유의
라이프사이클 동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독자적인 MO
DINT Ecotool 이 사용되었다. 그 결과, 이 새로운 섬유는 이산화탄소
72

‘Sustainability in action’ Hospitality on Board, Oct.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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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 에너지 소비, 수자원 이용의 측면에서 친환경적이라는 평가를 받
았다. 세탁에서도 지속 가능성이 들어났다.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며 적
은 이산화탄소 배출 방법을 통해 세탁이 가능한 탓 이었다. 유니폼을
드라이크리닝 하지 않아도 되자 승무원에게 주는 세탁비도 줄어 항공사
는 비용을 아끼게 되었다. 각 비행 노선의 각 비행기의 각 승무원 마다
6유로 까지 들 수 있는 이 비용이 절약되면 총 수억 유로가 절약 되는
것이다.
새로운 룩:
Emergo Textile Projects (ETP) 는 바바라 스콧호스트의 리더십 아
래 기업 패션과 홍보용 섬유 분야에서 20년 넘게 일해 온 회사이다. 디
자이너 컬렉션을 만들어 내는 일에 검증이 된 회사이고 사내 디자인 팀
까지 보유하고 있다. 나의 관심을 사로 잡은 것은 이들이 유명한 네덜
란드 항공사를 위해 제작한 스마트 유니폼이다. 맞춤형 스타일링과 디
자인 생산 경험을 토대로 ETP는 맞춤복 제작 전문성과 모회사 맥그레
거 패션그룹의 최첨단 시설을 사용하여 새로운 섬유와 함께 승무원 복
장에 독특한 요소들을 넣게 되었다.
스마트 유니폼은 더 이상 털실과 폴리에스테르의 혼합물을 사용하지 않
는다. 대신 폴리아미드와 엘라스테인으로 만들어진 혁신적인 섬유로 제
작된다. 편안함, 움직임의 여유, 세탁이 잘 되고, 오래 가는 것이 이 새
로운 섬유의 특징이다. 섬유 자체는 지속 가능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고
80-90% 재활용 가능하다.
현대의 섬유:
섬유 구성, 무게, 가연성, 화염 전파, 수증기 전달, 구겨짐 회복능력 시
험 결과, 새로운 섬유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수증기 전달력은 좋음,
인화성과 구김 회복력은 탁월함으로 평가 받았다.) 가벼운 무게는 친환
경적이라는 판독이 있었다. 털실-폴리에스테르로 만들어진 기존의 유
니폼과는 달리 새 섬유는 모든 면에서 좋은 성적을 받은 것이다.
ETP는 유럽투어 회사인 TUI와 마틴에어, 더치버드 항공사에도 유니폼
을 제공했다.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지구온난화와의 전쟁에 직접적으
로 영향을 주는 일이 된 것이다. ETP는 승무원의 유니폼이 항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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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하는 색 다음으로 가장 고객의 항공체험과 맞닿을 수 있는 부분이
라고 생각한다. 2016년 함버그에서 열릴 세계 여행 음식제공 전시회에
참석하며 ETP는 승무원 유니폼 포트폴리오를 더욱 넓혀갈 계획이다.

[그림 27] Uniform

디자인이 인간의 삶과 지구환경 보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철저히 믿었
던 Victor Papanek (빅터파파넥)은 디자인은 ‚의미있는 질서를 창조
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이라고 말한다. 또한 디자인이란,

73

만약 그것이

생태학적으로 책임감이 있고 또한 사회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려 한다
면, 진정한 의미에서 근본적으로 혁명적이고 급진적이어야만 한다. 그
것은 자연계의‘최소한 노력의 원칙’에 헌신해야 하며, 최대한의 다양
성을 위한 최소한의 목록, 혹은 최소의 수단으로 최대의 효과를 이루는
것을 이야기 한다. 그것은 낭비를 줄이며, 사물을 더 오랫동안 사용하
고, 물질의 재 순환작용을 중시한다.

74

디자이너가 이 세계에 가져와야

할 통찰력과 그의 팀의 광범위하고 비전문적이고 상호작용적인 원대한
시야는 이제부터라도 책임감 있는 의식과 결합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많은 분야에서 디자이너들은 디자인으로부터 ‘탈피’ 하는것을 배워야
만 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디자인을 통한 생존’의 가능성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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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을 위한 디자인, 빅터 파파넥(현용순,이은재 옮김), 미진사, 1983
인간을 위한 디자인, 빅터 파파넥(현용순,이은재 옮김), 미진사,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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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Marti Quixe (마르티귀세)

마르티귀세 (Marti Quixe)는 1964년생으로 바르셀로나에서 태어났다.
엘리사바 디자인 스쿨에서 인테리어 디자인, 밀라노 폴리테크닉에서 산
업 디자인을 공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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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중반 서울에서 디자인 컨설턴트로

일하기도 했으며, 스페인으로 돌아간 뒤 푸드 디자인(Food Design)이
라는 독보적인 영역을 개척하며 이름을 알렸다.
1998년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마르티귀세는

76

캠퍼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활동하며 캠퍼의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데 크게 공헌하
였다. 그는 네덜란드의

77

드로그 디자인(Droog Design), 독일의 라이

프스타일 브랜드 어센틱(Authentics), 스페인의 러그 브랜드 나니마르
키나(Nanimarquina), 차차(Cha Cha), 하이바이(H!BYE), 몰스킨, 알
레시, 네슬레 등 수많은브랜드와 협업하며 독특한 디자인을 선보여 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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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라노 국제가구박람회, 런던 디자인뮤지엄 25주년 기념 전시를

비롯해 매년 전 세계를 돌며 전시회를 열었으며 2007년에는 밀라노와
싱가포르에서 <마르티 귀세, 푸드 디자인 10년>전을 개최하였다.
마르티 귀세는‚음식은 소비문화의 대량 생산 오브제‛로 전통적인 음
식이 생활 양식의 변화에 의해 주목한 것으로 미래 지향적이다.

[그림 28] Spaunt (bread, tomato, oil, salt in universal for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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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티귀세, 월간디자인, 디자인하우스, mdesign.desig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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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Olive atomic snack (Party theme)

[그림 30] 3D snack (Pre-cut fruit system)

[그림 31] Tapas Pa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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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i-Cakes (the pie graphic indicates the ingredients)

[그림 33] Orange candy Lollipop with seed inside

[그림 34] Seed Safe Alessi,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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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Food Bank

그의 푸드 디자인 중 초콜릿, 설탕 등 케이크의 원료 비율에 따라 파이
를 컬러 그래픽으로 표현한 ‘아이 케이크(I-cakes)’는 장식 자체가
영양 정보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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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에 선보인 쿠키 위에 브랜드 로고를 찍어

브랜드 가치와 아디어를 제시하고 연락처를 뜯어 갈 수 있도록 라벨을
디자인해 술을 마신 다음 날에도 어제 와인 이름을 기억할 수 있게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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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로그 디자인과 함께 한‘오라니엔바움 캔디(Oranienbaum Can

dy)’는 씨앗이 들어 있는 오렌지 맛 막대 사탕으로 다 먹고 난 뒤 입
속에 남은 씨앗을 툭 뱉는 행위로 끝이 난다. 음식을 먹는 것에서 그치
는 것이 아니라 씨앗의 생장성과 그 의미를 연상하게 하는 디자인은 자
연 환경과 음식의 연관성을 섭취 공간의 경험 디자인으로 확장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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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이 따로 없는 대신 메뉴를 선택하면 푸드 DJ가 배달해 주는 레

스토랑, 길거리 벤치에 적힌 번호로 전화하면 그 벤치로 음식을 배달해
주는 푸드 뱅크 등은 팝업 레스토랑 형태로 운영되었다. 마르티 귀세
는 스페인의 슈즈 브랜드 캠퍼(Camper)와 오랜 기간 파트너십을 유지
해왔다. 캠퍼는 ‚If you don’t need it, don’t buy it‛이라고 하는
캠페인을 내세웠다. 이 캠페인은 상업적 광고에 도덕적 메시지를 앞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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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전략으로 화제를모았다.

82

제품 디자이너로서의마르티 귀세는 역

설적이게도 물건 자체를 싫어한다기보다는 ‘스타일화된 물건이나 형
태’를 선호하지 않는다.그리하여 그가 디자인하는 제품은 형태와 소재
의 다양성을 강조하거나화려한 스타일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과 기술에 주목하여 심미성을 제고한다.
그는

83

‚몇몇 제품은 형태보다 기능이 더 중요한데, 그런 제품은 기본

적으로 아이디어에 의존해 디자인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형태나 소
재는 단지 그럴 수 있는 것이 된다.‛고 하였다.

84

그에게 중요한 것은

아이디어, ‘반짝이는 단순함과 호기심 넘치는 심각함(brilliantly simpl
e and curiously serious)’이다.

85

그리고 그 아이디어는 제품에만 한

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제품이 소비되는 과정과 문화까지 포함한다.
예컨대

86

액자 테두리 모양의 테이프 ‘Do Frame’, 표면을 긁어 원하

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조명등 ‘Do Scratch’, 종이뭉치에 둘둘 말
면 축구공이 완성되는 축구공 무늬테이프 등은 드로그 디자인이 가미된
디자이너의 ‘일방적인’ 디자인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완성 단계에 개입할 여지를 남겨두어 유머 감각과
호기심 유발 및 일러스트레이션의 다양성을 표현하는 데에 초점을 둔다.
그는 그래픽과 일러스트레이션을 강조하여 설명서를 대신한 사용 방법
이나 디자인 의도를 작품에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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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Tupperware(터퍼웨어)

[그림 36] Tupperware

오늘날 터퍼웨어로 대표되는 밀폐용기는 음식을 신선하게 보관하는 용
도로 널리 쓰이고 있다. 터퍼웨어는 1940년대만 해도 새로운 물질이었
던 유연한 플라스틱과 독창적인 밀봉 기술의 결합이 빚어낸 20세기의
위대한 디자인 중 하나로 꼽힌다. 터퍼웨어는 폴리에틸렌 슬래그(단단
하고 기름기가 많고 냄새나는 검은색의 석유 정제 폐기물)를 가공해 튼
튼하고 위생적이며 반투명한 물질을 만들어 내는 방법을 개발했다. 쉽
게 부서지는 기존의 플라스틱과는 달리 그 새로운 물질은 유연했고 주
조 작업을 통해 모양을 낼 수 있었다. 나아가 플라스틱 특유의 유연성
덕분에 쉽게 여닫을 수 있는 밀폐용기를 만들게 되었다. ‚남은 음식이
그대로 간직됩니다.‛ 라는 광고와 함께 홈파티라는 컨셉으로 마케팅을
펼쳐 처음에는 생소했던 이 용기가 파스텔 색상을 입기 시작하면서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나라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렸다. 터퍼웨어의 특징 중 밀봉부는 뚜껑에 난 흠이 용기 맨위의 테
두리와 꽉 맞물리기 때문에 공기가 통하지 않는다. 뚜껑을 부드럽게 눌
러 공기를 배출하면 용기를 밀봉할 수 있고, 뚜껑 옆으로 살짝 튀어나
온 테두리를 위로 젖히면 쉽게 열린다. 컵 손잡이는 컵을 만들때 쓰인
플라스틱을 늘리는 방식으로 만들어 복잡한 원형 손잡이를 따로 제작할
필요가 없어졌다. 또한 내용물이 담기기 때문에 컵의 용량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다. 터퍼웨어는 반투명 플라스틱 재질이므로 용기안을 쉽게
90

볼 수 있다. 또한 뚜껑을 납작해 용기 위에 다른 용기를 쌓기 쉬웠다.
87

유럽의 바이오플라스틱 협회는 유럽위원회가 제출한 '플라스틱 폐기

물과 환경에 관한 유럽의 전략' 보고서에 의하면 독일 막스플랑크연구
소는 바이오매스의 단점인 높은 산소함량을 낮추는 새로운 화학공정을
개발하는가 하면 미국 브룩헤이븐 국립연구소도 식물잎에서 오일을 생
산할 수 있는 유전자를 발견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88

포장은 대표

적인 시장 부문으로 생산된 바이오플라스틱 재료의 약 40%가 쟁반, 병
그리고 식기류에서 가방에 이르는 혁신적인 포장 솔류션으로 전환된다.
89

유럽바이오 플라스틱협회는 플라스틱의 진화를 주도하고 있고, 포장

시장 및 자동차, 전자기기, 농업 및 기타 여러가지 다양한 시장에 있어
서도 바이오플라스틱 대체재를 추가로 도입하고자 유럽 차원에서 유리
한 정책 체제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91

90

'바이오플라스틱'이란 용어는

바이오 기반, 생분해성 또는 둘 다에 해당되는 일반 플라스틱과는 다

른 재료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바이오 기반은 재료 또는 제품이
바이오매스(식물)로 부터 유래됨을 의미한다. 바이오플라스틱에 사용되
는 바이오매스는 옥수수, 사탕수수, 커피등과 같은 공급원으로 부터 유
래한다. 특히 커피를 업사이클 하여 만든 커피플라스틱은 세계 최초의
기술이다.

92

바이오플라스틱 생산과 같은 산업용 목적을 위해 바이오매

스를 생산 할 경우, 중요한 장점들은 다른 지역으로부터 수입된 한정된
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다는 것이다. 연쇄
적인 이용을 통해 바이오플라스틱은 자원 효율성에 중요하게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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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Wasara(와사라)

[그림 37] Wasara

<와사라>는 아름다운 일회용 접시중 하나이다.
93

쉽게 재생 가능한 생분해 재료로 제작되어 친환경 적이라 볼 수 있는

그릇이다. 일본어 <와사라>는 일본의 식기라는 의미를 담고있다.
디자이너 오가타 산이치로의 이 컬렉션은 일본의 고급 정찬 요리인 가
이세키에서 평범한 가정식 요리 가테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상차림마다
갖가지 음식들을 하나하나 그 크기나 모양별로 맞춤형 접시에 담아 소
량씩 내놓는 일본 요리를 겨냥하고 디자인 되었다. 그렇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원형 접시, 볼, 텀블러 그리고 커피나 와인, 국수를 담을
수 있는 여러 크기의 컵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서양 요리를 위해서도 부
족함이 없다. 오가타는 나라마다 접시를 사용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설
명한다. 일본에서는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할 때도 접시를 자주 들어 올
리며 음식을 씹는 동안에는 접시를 들고 있기 때문에 <와사라>는 쉽게
기울어지지 않고 혼자서도 잘 서 있어야 한다. 몇몇 그릇은 주둥이나
가장자리가 한 손으로도 잡기 편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일본
식기들이 그렇듯이 젓가락질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릇이 테두리가
따로없이 매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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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와사라는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생명력이 강해 멸종되지 않

는 갈대와 대나무, 사탕수수에서 설탕 원액을 추출한 후의 찌꺼기인 바
게스라는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진다.

95

자원의 고갈을 전제로 하는 기

존 일회용 그릇과는 출발이 다른 것. 또 별도 코팅 작업이나 기타 불순
물이 없어 폐기 후 쉽게 썩어 흙으로 분해되어 환경 오염의 우려가 없
다.

4.2.5 Edokomon(에도코몬)

[그림 38] Edoko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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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코몬>은 에도시대의 사무라이 지배 계층이 입던 속옷에 장식된

작은 모티브에서 따왔다. 그 양식화된 패턴들이 2003년에 도자기 유약
을 입고 재탄생했으며, 접시의 부드러운 표면을 덮는 완벽한 장식이 되
었다. 에도코몬 라인은 도자기 제조업체 닛코가 생산한 몇 안되는 일본
식기 가운데 하나이다. 일본의 문화와 생활 양식을 근간으로 섬세한 사
각 접시와 일본 식탁 특유 요소 가운데 하나인 작은 개인용 사발을 시
작으로 이 접시는 이제 서양 메뉴를 담는 둥근 접시는 물론 퓨전 음식
에 알맞은 모델까지 모두 포함되었다. 모든 접시는 전통적인 아시아 도
기의 색인 코발트 블루나 옥색으로 일곱 종류의 전사 또는 양각 무늬가
장식된다. 자연에서 영감을 억은 전통 디자인들을 섬세하게 재해석했다.
각 디자인은 접시 전체를 덮는 작은 사각형이나 점 등으로 이루어진다.
추상적이며 기하학적인 모든 모티브들은 하나하나 눈을 황홀하게 하며
대단히 현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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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One For All(원포올)

[그림 39] One For All

97

일본 가정의 가장 흔한 식탁 크기에 맞춘 인상적인 센터피스 <원포올

>은 네가지 요리를 한꺼번에 내놓을 수 잇는 1.2미터 길이의 대형 목
재 접시이다. 나루세 이노쿠마 건축 설계 사무소의 이 제품은 커다란
나무판 하나에 마치 사발과 접시들이 내장되어 있는 것처럼 바닥이 둥
글게 또는 네모나게 움푹 하다. 이 접시는 모임에 내놓을 용도로 만들
어 졌기 때문에 나무처럼 따뜻한 느낌을 주는 재료를 생각하여 모형과
실제 크기의 접시를 바탕으로, 나루세와 이노쿠마는 불규칙적이면서도
음식을 차렸을때 가장 좋아 보일 배열을 고안했다.
<원포올>의 표면은 매끄럽고 물결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스물다섯
개의 얇은 단풍나무판을 진공 압축 방식으로 성형한 뒤 접착시킨 것이
며, 또한 중간 부분은 강도와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히 보강을 했
다. 그리고 투명한 폴리우레탄 막을 입혀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원포
올>은 오랫동안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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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내식을 위한 디자인 분석

95

5.1 항공사 케이터링 디자인의 구조
98

영국 디자이너 로빈 데이는 ‚기내식은 여객기 운항의 경제학을 결정

적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좁은 공간과 무게의 효율적인 활용이 운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2008년 대림미술관이 독일의 비트라디자인미술관(Vitra Design Muse
um)과 공동으로 주최한 ‘에워들도’전에서는 비행기 여행을 위한 모
든 디자인과 건축물을 소개하는 각 항공사의 기업 디자인부터 유니폼,
식기, 그래픽 작업을 포함하여 ‘비행의 이미지와 경험을 선보인 바 있
다. 이 전시에서는

99

승객들이 비행기의 안전에 대해 느끼는 두려움을

분산시키기 위해 기내식기 디자인의 색다른 목표 설정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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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항공기는 난기류에 휘말릴 염려가 없다는 것을 의식적

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는 가볍고 쌓기 쉬운 조합을 강조한 것이다. 예
컨대 루프트한자를 활용한 바구니 형태, 구조와 같은

101

얼기설기 엮여

있는 식기, 이가 꼭 맞게 조합할 수 있는 육각형과 마름모꼴 식기는 기
내식 용기 디자인의 파손성과 위험성을 줄일 뿐만 아니라, 재질과 재료
를활용한 심미성을 강조한다.
유리 예술가인 타피오 위르칼라의 핀에어는 가정용으로 쓰여 졌을 만큼
견고하고 가벼워 인기를 끌었다. 독일의 로젠탈에서는 항공 식기 재료
와 경량화로 성공한 디자인 컬렉션이다. 아시아나 항공은 로젠탈의 기
내 용기를 사용하고 있다. 커피 잔은 150g, 가장 무거운 대형접시는
490g,

102

식기 개당 500g이 넘지 않게 디자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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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식 그릇의 비밀 /디자인이 속삭인다 "이 비행기 안전해요"/항공 디자인에 숨겨진 이야기,
대림미술관 '에어월드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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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1961년부터 1975년까지 사용한 루프트한자의 기내 식기.
디자인: 닉 로에리히트(Nick Roericht), 미치코 아사카(Michiko Asaka), 프랑코
클리비오(Franco Clivio) ⓒNick Roericht, Ulm

[그림 41] Wolf Karnagel이 디자인 한 루프트한자의 기내 식기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와 다양한 요구를 가진 고객들이 증가하면서 항공
권을 발권할 때 좌석을 선택할 수 있듯이 기내식도 맞춤형태의 선택권
을 가질 수 있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앞서가는 서비스가 될 것으로 전망
한다. 국내의 저가비용 항공사에서는 Cater의 도시락 타입, 예컨대 삼
각김밥, 샌드위치, 인스턴트 식품 등을 제공받고 있다. 이때 기내라는
특징을 감안하여 반 조리 상태를 위생적이고 컴팩트하게 담아 낼 수 있
는 패키지 디자인(Package Design)과 Box 자체가 Tray가 될 수 있
는 합리적인 패키지 디자인의 도입이 시급하다.
기내식에 갖춰야 할 디자인적 요소는 다음의 내용과 같다.
(1)색감이 조화롭고 화려해야 한다.
(2)음식과 용기와의 조화로 먹음직스러워야 한다.
(3)맛이 좋아야 한다. 기내식을 담는 Tray는 뚜껑이 있어야 하고 형태
와 컬러가 유지될 수 있도록 경사도와 그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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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기내식 용기의 문제점
기내안에서 난기류를 만나거나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해 기체가 흔들릴
수 있는데 제한된 공간안에서 뜨거운 음식물을 서빙하면서 승객들과 승
무원 모두 화상을 입는일은 가장 흔히 발생하는 사례이다. 현재 국내
항공사에서 사용되고 있는 Meal Tray와 식기류 기준 화상 다음으로 심
각한 문제점은 메인요리를 덮고있는 은박(금박)종이류를 열 때 손에묻
어 비위생적일 뿐만 아니라 벗기고 난 후 처리가 곤란하다. 또한 심미
적으로도 음식과 연관성이 없어 식욕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있다.

[그림 42] 기내식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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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도출된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1.
2.
3.
4.
5.
6.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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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음식일 때 승객이 손으로 세라믹 용기를 잡을 수 없다.
취급 및 처리가 간편하지 않다.
포장이 불편하다.
용기의 턱이 낮다.
크기가 적당하지 않다.
독창성이 없다.
손잡이가 없어 불편하다.
포크, 나이프, 스푼, 내프킨을 놓을 공간이 없다.
조형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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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통일성이 없다.
11. 수납이 불편하다.
12. 카트 손잡이가 불편하다.

5.1.2 밀트레이(Meal Tray)와 재료 분석
현재 사용되고 있는 기내식 용품 및 보조용품에는 주로 불연성이고
내마모성인 플라스틱(Plastic)을 주재료로 사용하고 있고, 핫밀(Hor
Meal)용기에는

세라믹

재료가

사용된다.

104

카트(Cart)와

겔리(Galley)의 경우 무게가 가볍고 잘 꺠지지 않는 알루미늄을
주재료로 사용하되 구조상 내구성을 요하는 부분은 스텐레스 스틸을
사용하기도 한다.
1. 트레이 (Tray) / Meal Tray
105

승객에게 식사를 제공할 때 음식을 담는 용기로써 작은 크기로

부피를 많이 담을 수 있어야 하며, 취급 및 처리가 간단하며 무게가
가벼우며, 초장이 간편하여야 한다. 재료는 내마모성, 불연성 재료이며
잘 깨지지 않아야 한다.

Meal Tray size: W420xD280xH31 (mm)

[그림 43] Air France Economy Class meal t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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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트(Cart) / 밀 카트(Meal Cart): 카트(Cart)는 비행시 항공기에

장착되어 있는 기내주방의 Stwage Bin(카트를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
는 장치)에 고정 장착 되며 트레이(Tray)를 비치하는 공간이며 바퀴에
의해 이동된다. 또한 카트(Cart)는 음식 냄새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되도록 많은 트레이(Tray)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필
요하다. 재료는 주로 알루미늄과 스텐레스스틸을 사용하고 있으며 가볍
고 유동성이 커야 한다.

[그림 44] C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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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기내주방(Galley): 항공기안에 장착되어 있는 기내주방을 말한다.

기내주방(Galley)는 각 항공기종에 따라 종류가 광범위하고 조작방법
도 다양하다. 여기에는 오븐(Oven), 커피메이커(Coffee maker), 핫
컵커틀렛(Hot Cup Cutlets), 스토라지(Storage), 스페이스(Space),
일렉트릭컬컨트롤 판넬스(Electrical Control Panels), 싱크(Sinks),
밀카트(Meal Cart), 및 웨스트 빈(Waste Bin) 등 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45] Gal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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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밀트레이(Meal Tray) 구성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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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기내식 디자인 분석
5.2.1 설문조사
본 연구의 핵심인 디자인 방향설정을 위해 최근 1년간 비행기를 이용
하여 출국 경험이 있는 디자인, 항공사, 음식 관련 업종 종사자 남, 여
각 25명씩, 총 50명을 대상으로 22 문항의 설문지와 인터뷰를 실시하
여 분석하였다.
기내식과 디자인에 관한 조사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20-30대
② 40-50대
③ 60대 이상
3.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4. 귀하는 얼마나 자주 비행기를 타십니까?
① 연 1회
② 연 2-3회
③ 연 5회 이상
④ 기타
5. 비행기 주 이용 목적은 무엇입니까?
① 공무
② 연수/학술회의
③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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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친지방문
⑤ 기타
6. 주 방문 지역은 어디입니까?
① 미주
② 유럽
③ 동남아
④ 중국
⑤ 일본
⑥ 기타
7. 기내식의 맛을 5점 만점으로 표현해주세요.
①②③④⑤
8. 기내식의 위생을 5점 만점으로 표현해 주세요.
①②③④⑤
9. 기내식의 서비스를 5점 만점으로 표현해 주세요.
①②③④⑤
10. 기내식의 분위기를 5점 만점으로 표현해 주세요.
①②③④⑤
11. 기내식이 특별하다고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까?
① 특수 공간 안에서의 식사
② 서비스를 잘 받았다고 느껴질 때
③ 배가 고플 때
④ 기타
12. 선호하는 기내식 메뉴가 있습니까?
① 한식
② 중식
③ 일식
④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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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스낵식
⑥ 기타
13. 기내식을 사전 주문 해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어느때, 어느 항공인지 알려주세요.
①예 ②아니오
14. 기내식을 먹을 때 주로 무엇을 하십니까?
① 식사만 한다.
② 영화를 같이 본다.
③ 음악을 듣는다.
④ 옆사람과 담소를 나눈다.
⑤ 기타
15. 기내식을 먹는 중 가장 불편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① 위생적인 부분 (예, 손에 잘 묻는다)
② 음식 세팅, 위치
③ 메뉴
④ 냄새
⑤ 좁은 공간
⑥ 기타 (먹는시간)
16. 기내식에 시급히 도입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① 메뉴의 다양한 선택권
② 여행의 품격을 향상 시켜 줄 수 있는 그릇 및 세팅
③ 외국인을 위한 메뉴의 스토리텔링
④ 위생을 고려한 디자인
⑤ 기타
17. 기내식의 영양정보나 원산지에 관하여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알아야 한다.
② 불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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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생각해 본적 없다.
④ 기타
18. 다음 중 기내식 세팅 (Meal Presentation)에서 필요한 항목은 무엇이라 생
각하십니까?
① 기울기가 기울어 지면 안된다.
② 음식의 신선함을 유지하는 모양과 컬러
③ 반드시 음식을 덮는 뚜껑이 있어야 한다.
④ 기타
19. 다음 도시락의 형태 중 가장 이상적인 구조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20. 가장 좋았다고 느껴지는 기내식은 어느 항공사의 것 이었습니까?
21. 기내식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단어로 표현해 주세요.
22. 기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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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조사 결과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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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응답으로는 매주 국내선 지방과 주2회 지방강의가 있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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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응답으로는 출장, 해외출장이 있었다.
5)

국내선 외에는 여행으로 다양함, 국내, 라틴아메리카, 매번다름, 가보지
않은곳 등이 있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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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의견으로 특수 공간 안에서의 식사라고 느껴질때, 서비스를 잘 받
았다고 느껴질때, 여행의 시작이라고 느껴질때, 배가 고플때, 그리고 그
외 다수가 맛있을때, 특정 국가의 음식문화를 잘 반영하여 맛있을때 라
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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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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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 의견으로 다수가 맛있는 메뉴와 글로컬한 국적 메뉴로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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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 의견으로 아기 식사를 먹인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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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타 의견으로는 배경 음악이나 환기 등으로 조금 다른 기분을 주었으
면 한다. 좁은 곳에서 장시간 갇혀 있으면 사육당하는 것 같다, 벗겨놓
은 수저 비닐, 열어놓은 식기 뚜껑 등을 놓을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서빙 기다리는 시간, 자리에 따라 메뉴가 끝날때, 맛, 포크나 나이프가
불편할때로 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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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타 의견으로 다수가 맛과 신선도의 개선, 음식량에 대한 옵션, 편안
히 먹을 수 있는 공간구조라고 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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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타 의견으로 환경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 재질, 버리기 쉬운 용기, 깨
지지 않는 코렐 그릇같은 용기라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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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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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중 다섯명은 대한항공, 아시아나, Air France, 가루다 대한항공
케세이를 통해 사전주문의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16)

17)
가장 좋았다고 느껴지는 기내식은 대한항공(12명), 없다(6명), 대한항
공 비빔밥, 아시아나(4명), JAL (2명), 싱가폴에얼라인, Air Canada,
KLM, 가루다 인도네시아 비지니스 스낵, 아메리칸 에어라인, 델타항공
일등석 스테이크식, AA 햄버거, 에티아, 아랍에밀레이트 등으로 답하였
다.
18)
기내식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도입해야 할 서비스로는 일회용 인스턴트
식사가 아닌 긴 여정을 시작하거나 마무리하여 제대로 차려진 한끼 식
사를 제공 받는다는 느낌을 주었으면 좋겠다, 어울리는 차와 서빙시 배
경음악(2), 편안히 먹을 수 있는 공간활용(2), 친환경 용기, 특유의 냄
118

새를 잡을 수 있는 용기, 더 맛있는 메뉴(다수), 홈메이드 느낌의 음식,
유명 요리사의 레시피에 따른 메뉴 도입, 음식 플레이팅, 탑승객의 문
화적 차이를 배려한 메뉴, 위생, 메뉴의 다양성(다수), 음식의 질 향상,
예약주문과 픽업서비스 필요, 조화로운 구성, 식기디자인, 에피타이져와
후식 메뉴 개발, 좋은 식기 사용, 레토르 식의 데워먹는 맛, 지나친 염
분 탈피, 신선하고 건강한 맛, 항공사별 개성있는 메뉴, 자리에 따라 다
른 배식시간, 냄새, 포장이나 그릇의 심미성(다수), 기내식 메뉴에 대한
설명, 자국의 아이덴티티 디자인, 특수 환경에서 더욱 미각을 돋구어
줄 수 있는 비쥬얼 디자인 등으로 응답했다.
19)
기내식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단어로 표현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여
행(6명), 맛없다(6명), 끼니 해결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먹음(2명), 어
설픈 식사, 복잡하다, 불편하다, 디자인도입 시급(2명), 구름위에서의
식사(2명), 새장속에서 식사, 간략(2명), 소화불량(2명), 자국의 상징,
포장 음식, 인스턴트, 도시락, 양치, 일회용, 깔끔함, 단조로움, 컴팩트,
효율성, 여행의 시작과 끝, 정리정돈, 좁은 공간, 레토르트, 방부제, 복
불복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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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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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분석
109

박선정이 정의한 그밖의 기내식에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았다.

[표 11] 기내식에대한 요구사항

기내식이 보다 더 즐거운 식사 환경과 품격을높이기 위해 도입해야 할
서비스로는 일회용 인스턴트 식사가 아닌 긴 여정을 시작하거나 마무리
할 때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선물 같은 식사 경험이 되어야 한다. 현재
보편적으로 서빙되는 방법(식기류가 트레이에 올려지는 방법)은 특별한
감동을 주지 못할 뿐 아니라 위생적이지 못하고 안정감이 없으며 심미
적으로 식사의 즐거움을 더해주지 못한다. Branding의 마이크 크럼프
(Mike Crump)가 말하기를: ‚설문조사에 의하면 고객의 기대감은 점
점 상승하고 있다. 더 좋은 상품이나 경험을 제공 했을 시, 고객은 더
낮은 가격으로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싶어한다.‛
109

민간항공 기내식기 디자인에 관한 연구-국내 항공사의 경우를 대상으로, 박선정,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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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플래트베드 (Flatbeds) 로 예를 들었다: ‚플래트베드가 처음 소
개 되었을 시 앞서간 혁신이었지만 지금은 모든 항공사가 보유하고 있
어 또 다른 차별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현재는 딱딱하거나 푹신한
메트리스를 고를 수 있으며, 차후에는 좌석 등급이 아닌 고객의 니즈로
구분 될 수도 있을거라 생각한다. 항공사에서 일반 좌석으로만 파는 것
이 아니라 구분을 지어서 ‘페밀리 존’ 의 경우 식구들이 다같이 앉을
수 있고 ‘조용한 비즈니스 존’의 경우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로 구분
하여 고객의 니즈 기반의 항공편을 소개 할 수도 있을거라 생각한다.‛
기내식도 마찬가지다. 다른 상품과 차별화 될 수 있는 방법은 고객과
가장 Personal하고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내식 간에 감정적인
관계를 만들어야 하며 개별 맞춤 요소를 추가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한
다. 고객은 모든것이 개개인에게 최적화 될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 –
자동차, 주방, 트레이너 또한 맞춤형으로 되기에 항공편, 기내식도 그러
하길 기대한다. 여러 항공사들은 기술적인 부분을 더하여 보다 더 기억
될만한 서비스 제공을 모색한다. 루이비통(LouisVuitton)의경우 그들의
주요 고객이 상점을 들렀을 시 직원들에게 알림이 보내져 바로 대응 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한다. 비콘 사업은 소매상들이 지나가는 행인들을
대상으로 정확하고 최적화 된 것을제안할 수 있다. 에어 발틱 (Air Bal
tic) 또는 호주 항공 (Australian Airlines) 등의 다수 항공사가 고객의
선주문으로 맞춤형 음식이 제공될 수 있게기술을 도입시켰으며, 버진항
공의 경우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 구글 글라스까지 도입 시킨 사례가
있다. 하지만 미래에는 항공사들이 운송 업체의 역할이 아니라 소매상
처럼 승객과의 관계를 위하여 더 많은 이벤트 및 경험들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기억을 사로 잡을 수 있는것들이 필요하다.
그 이상으로 예를들어, 공항 라운지에 수영장이나 스파를 도입 시키거
나와인 테이스팅 이벤트 같은 것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운지의 경우
기다리는장소만 되서는 안된다. 오히려 라운지를 활용해 기억에 남는
경험을 제공하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더 풍부한 여행을 만들어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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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패키지 디자인 분석
110

패키징 전문가인 아리안 벤 만시우스 (Ariane van Mancius)도 동

의하기를 좋은 고객경험이 상품성을 더 높여주고 특별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큰 영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소비자들은 디자인이 예쁘고
독특한 상품에 더 흥미를 느끼고 소유하고 싶어 한다.‛ 패키징 디자인
은 제품 마케팅의 핵심이고 구매까지 이어지게 할 뿐 아니라 브랜드의
특징 즉 색감 또는 글씨체와 연결을 시켜줌으로 인해 고객이 브랜드를
기억하고 다시 사용하게 한다. ‚사람은 자연적으로 시각적 생명체다.
좋은 회사와 안 좋은 회사의 차이는 고객들의 관심을 어떻게 더 끌수
있을 지에 대한 노하우로 가려진다. 흥미롭고 눈길을 끄는 로고의 경우
제품 마케팅에 큰 역할을 하지만, 시각적으로 매력적이고 눈에 띄는 디
자인만큼 잠재 고객을 끌어들이는 능력이 더 큰 건 없다.‛
버버리의 ‘폭풍우’ 이벤트로 상품에 경험을 제공하는 것 처럼 좋은
디자인에는 항상 회사의 창의성과 개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패키징
디자인의 경우 단순히 패키지가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다. 그 뒤에는 과학적 의미가 담겨 있다 - 패키지의 형상과
사용되는 재료의 기능을 잊고 해야 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패
키지를 시각적으로 흥미롭게 만들 이유가 없다.‛라고 Ariane은 얘기했
다. 패키지 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들은 많이 실행 되었으며, 거
기서 얻은 것이 있다면 단순한 것이 팔린다는 것이다. 그 중 고객이 가
장 원하는 것이 있다면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는것일 것이다. ‚패키징
은 관심을 끌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지만, 고객에게 상품에 대한 확실
한 정보를 라벨링으로 제공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라고 Ariane
이 말했다. 단순함에 이어, 고객은 정직함과 진정성을 원하고 그들이
제품을 신뢰할 수 있는지 또한 중요하게 생각한다. 최고의 재료를 사용
하는 것이 이러한 점들을 강화시켜주며 회사의 품질 또한 나타내준다.
만약 회사가 친환경적이고 현대적이라면, 패키징 같은 경우 재활용을
추구하고 혁신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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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ing luxury’, Packaging and Branding, Hospitality on Board, June.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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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디자인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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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Design Items
1. 기내용 Meal-Box Package:
(1) 한식(비빔밥), (2)서양식(메인요리 스테이크)
2. 기내 디저트박스, Pepper & Salt 박스
3. 메뉴: (1)한식: 비빔밥, (2)서양식: 스테이크
4. 메뉴 커버
5. 사전주문용 Package: Meat, Chicken, Vegetable, & Kids용
6. 스티커: (1)기내용 버터, (2)샐러드 소스, (3)고추장+참기름,
(4)M, C, V, K이니셜
7. 케이터링 로고 디자인
8. 기타 어플리케이션

6.2 Design Concern

6.2.1 Present In-flight meal setting:

[그림 46] Meal Se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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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Problems & Needs of Improvement:

[그림 47] Problems of In-flight Meal

6.2.3 Design Concept & Direction:
여행자에게 제공되는 기내에서의 공간은 여행자의 여행문화 수준을 나
타낸다. 여행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여행자의 첫 공간이야 말로 종
합 예술의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 철학자 핸리 레페브레(Henri Lefe
bvre)의 연구 논문 ‘공간의 생산(The Production of Space)’에서
는

111

정신적인 공간(예를들면 건축가, 기획자들에 의해 인식, 표현되는

공간)과 일상적인 경험의 공간과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첫째, 여가 공
간은 일상적인 업무 생활의 속박과 반대로 유일하게 놀이, 자유 및 즐
거움을 누리는 공간의 기회를 주는 것처럼 보인다고 제안한다. 둘째로,
이러한 여가공간들은 대부분의 다른 공간들이 구속되는 것과는 반대로
창조되어 구체화 되어진다. 또한 여가 공간은 그것만이 갖고 있는 ‘독
특한 의식 및 표현 방법’으로 환상을 제공하고 유지하며 소비한 시간
과 장소에 대한 ‘가격대비 가치’를 제공하고 상업화 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능성에 대해 고려할 수 있다. 기내라는 특수한
공간은 다른 문화적 현상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기내식 이라는 플랫폼
은 하이컬쳐(High Culture)와 효율성(Efficiency)의 교집합 점 안에서
섬세하게 고안되어야 할 것이다.
디자인 컨셉을 위한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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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문화, 가이 줄리에르(박주영옮김), 디자인네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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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cal:
112글로컬은

글로벌(global)과 로컬(local)의 합성어로 세계성과 지역성

을 동시에 강조하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졌다. 글로벌이 지구 전체, 세계
포괄의 맥락에서 세계 단일성 내지 획일성을 함축한다면, 글로컬은세계
적이면서도 지역적일 수 있다는 견지에서 세계와 지역의 동시성을 강조
하기 위한 말이다.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세계 단일화를 지향하는 개념이
라면, 글로컬라이제이션은 세계의 지역화, 지역의 세계화 등을 동시에
고려하는 문화의 다양성 개념을 함축하는 세계와 지역의 소통 개념이라
할 수 있다. Glocalization(글로컬라이제이션)은 1900년대 초 영국의
도시계획자인 패트릭 게디스(Patrick Geddes)의 ‚세계적으로 생각하
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think globally and act locally)‛라는 캐치프
레이즈에서 시작되었다. 이때 글로벌－로컬은 대영제국이 세계의 다양
성을 품어야 한다는 논리로, 제국이란 세계체제 안에 있어도 지역의중
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담고 있었다.
기내식 디자인은 문화가 다른 여러 사람들이 한곳에 있는 공간적 특성
이 있으므로 타 문화와 소통할 수 있는 Universal(유니버설)한 외형과
마음이 담긴 예의(禮儀)는 기내 케이터링 서비스에서 갖춰야 할 핵심
요소이다. 형식과 시스템으로 끝나는 서비스가 아니고 존중과 배려가
있는 정성어린 디자인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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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백과] 글로컬 비주얼 컬처, 글로컬 비주얼 문화콘텐츠 (시각문화대표콘텐츠,
2014.4.15, 커뮤니케이션북스)

128

Sustainable:
113

사전적 의미로 ‘지속가능성’이란 특정한 과정, 상태의 ‘지속(sus

tain)’을 가능하게 만드는 ‘역량(ability)’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세계
환경개발위원회(WCED)는 지속가능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 했다.
‚지속가능성이란

114

미래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

존하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이다.‛ 과거 지속가능
성의 개념은 친환경성에 초점을 두고 있었으나, 사회적 의식 및 인간
본질의 문제와 결합하여 현재도 끊임없이 확장 중이다. 이에 지속가능
성은 로하스(Life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건강과 환경이 결합된
소비자들의 생활패턴을 의미하며, 건강과 환경을 심각하게 생각하는소
비로 웰빙의 개념을 나타내기도 한다.

115

인클루시브(Inclusive)성별,

연령, 국적, 문화적 배경, 장애의 유무에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개념들로 전개되고 있으며, 환경적 측면에서만 초점을 두던
과거의 지속가능성은 이제 인간적, 사회적, 문화적인 차원까지 확장된
포괄적인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인 효율성까지 고려되어,
지속가능성을 통한 경제활동과 효율적 경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논리가 부각되고 있다.

116

또한 미래 포럼(Forum for the Future)은‘The Triple Bottom Li

neModel’을 통하여 환경성(Environmental), 사회성(Social), 경제성
(Economic)이라는 주요 3가지 기준을 통해 지속가능성의 역할을 강조
했다.

117

환경적인 요소는 생태학적 경제, 자원 경제, 열 경제를 통해

113

지속가능한 복합문화공간을 위한 디자인경영 연구, 지경애, 2013
지속가능디자인 개념확장과 접근방법에 관한 연구, 김보영, 김선아, 디자인학연구 동권 제 90
호 vol23, vol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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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복합문화공간을 위한 디자인경영 연구, 지경애, 2013
지속가능한 복합문화공간을 위한 디자인경영 연구, 지경애, 2013
지속가능한 복합문화공간을 위한 디자인경영 연구, 지경애, 2013
지속가능디자인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및 실체적 적용에 관한 연구, 김지연,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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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측면과 맞물리게 되며, 사회적 요소는 행복지수와 같은 측정법을
통해 환경적인 영향력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118

결국 지속가능성은

환경적,사회적, 경제적 측정을 세분화 혹은 통합하는 다양한 시도를 필
요로 하게 되고, 세 영역의 번영은 독립된 것이 아니라 상호 연결되어
있다.
Romantic:
감성적이고 낭만적이라는 뜻의 ‘Romantic’은 동의어로 ‘Colorful,
(색채가 풍부한),과 ‘Nostalgic’(향수에 빠지는, 고향을 그리는) 단
어들의 개념을 포함한다. 모든 식품에는 디자인적인 배려가 있어야 하
는데 음식 디자인이란 맛과 사람과 공간에 대한 경험을 디자인 하는 것
이다. 예를들어 케잌과 초가 행복한 순간을 행복한 순간을 기념하는 비
주얼 아이콘 이라면, 기내식이 디자인과 만나면 어떤 순간보다 특별한
감성으로 기억되는 ‘구름속의 만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내식을 위한 디자인 컨셉은 존중과 배려이다. 사물 자체보다 사물,
사용자, 공간 사이의 맥락을 어떻게 디자인 하느냐가 초점이 되었다.

6.3 Idea Sketch
기내라는 특수한 환경과 좁은 공간안에서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서
빙(Serving)하려면 트레이(Tray)의 핸들링(Handling)이 안정적이면서
진동환경에서 서빙되는 음식이 안전하게 트레이(Tray)에 놓여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핸들링이 용이하면서 음식의 수납 용기와 트레
이(Tray)가 일체화 된 박스(Box)타입의 도시락 구조가 가장 효과적이
다. 이런 박스(Box) 타입의 도시락 구조 내에서도 메인앙뜨레(Main E
ntrée)와 사이드디쉬 (Side dish)를 심미감있게 구분하고 이와 동시에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고려한 구조는 육각 구조안에서 찾는다.
119

벌집은 안팎의 구멍이 꼭 반씩 어긋나 있어서 엇갈려 짜져있다. 육각

형 변이 교차되는 점이 췻측 육각형의 중심이 되어 있다. 구멍바닥이
118
119

지속가능디자인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및 실체적 적용에 관한 연구, 김지연, 2011
구멍에서 발견한 과학, 김형자, 갤리온,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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찢어지지 않도록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이다.

120

정사각형 구조는 외부의

힘이나 충격이 분산되지 않아 쉽게 밀리거나 찌그러져 변형이 되기 쉽
다. 그러나 정육각형 구조는 외력이 쉽게 분산되는 구조로 튼튼하고,
붙여 놓았을 때 많은 변이 서로 맞닿아 있어 구조가안정적이다.

121

이렇

듯 육각형을 늘어놓은 형태를 허니컴 구조라고 한다. 허니컴은 구조적
으로 매우 견고한 형태로 알려져 비행기의 날개나 인공 위성의 벽에도
응용되고 있다. 또한 평면도형을 겹치지 않고 이가 꼭맞게 조합할 수
있는 쪽매맞춤이 가능한 정욱각형은 넓이에 비해 둘레 비율이 작아 공
간을 빈틈없이 채우는 타일링에 유리하기도 하다.
122

Adachi에 의하면 일본은 3:1:2 도시락 용기법을 사용한다. 이는 부

피가3:1:2가 되도록 주식(Main Entrée), 주찬(First-side dish), 부찬
(side dish)을 도시락 용기에 담으면 도시락 부피와 도시락에 담긴 음
식의 총 열량의 수치가 거의 유사하게 된다.

123

즉 600ml도시락의 경

우 약600kcal의 열량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기내식에 보편적으로 서빙되는 음식의 종류는 메인앙뜨레(Main Entré
e)를 포함하여 4개에서 7개인데 서로 다른 음식들을 구분하기 위한 도
시락의 분할을 고려할 경우 3:1:2의 비율을 적용하여 육각형의 각 모서
리를 이용하면 영양적인 구성을 담을 수 있고, 음식물도 섞이지 않고
자연스러우면서도 심미적으로 아름다운 디자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
였다.
결국 공간의 효율적 활용, 구조 자체의 안정성, 현실적으로 서빙되는
음식의 가짓수 및 심미감을 고려하여 디자인 되어야 한다.

6.3.1 Paper Tray Box

120
121

구멍에서 발견한 과학, 김형자, 갤리온, 2007
구멍에서 발견한 과학, 김형자, 갤리온,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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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적으로 균형 있는 아동급식사업용 도시락의 적당한 용기 크기 및 음식 구성, 아사노가나, 윤지현,
윤보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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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적으로 균형 있는 아동급식사업용 도시락의 적당한 용기 크기 및 음식 구성, 아사노가나, 윤지현,
윤보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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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기내식의 구조 (Dinner, Breakfast type)

1. 기내용 Meal-Box:
(1)한식(비빔밥),
(2)서양식(메인요리 스테이크)

[그림 49] 기내식의 구조 (module 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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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0] Hexagonal Module

6각 구조를 이용하여 칸막이로 side dishes를 분리 시키면, all in one
pack의 Breakfast, Dinner meal 이중 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음식을
담아내기에 종이가 250g 이상의 두께가 아니면 지탱하기 힘들며, 다시
재 사용 할 수 도 없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

종이 제작 과정:

[그림 51] pre-making by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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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Planar Figure

Paper Tray Box:

[그림 53] Paper Tray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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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Mock-up Computer Work
(1) Western-style Meal Box: Size 28 x 22.5 x 6cm

[그림 54] Mock-up Westernstyle Meal Box

샐러드는 콜드밀(Cold meal)이므로 아래와 같이 분리되는 통을 만든다.

[그림 55] Mock-up Westernstyle Meal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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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Westernstyle Meal Box inside

좌측상단부터: 버터, side-dish (ex.과일), 디저트, 샐러드
중간: 샐러드 소스, 유텐실+넵킨 (통 안에 들어감)
하단: 메인요리, 빵

136

(2) Hansik-style Meal Box: Size 28 x 22.5 x 6cm

[그림 57] Hansik-style Meal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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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각 접시 안 칸막이로 반을 나누면 비교적 가짓수가 적은 아침메뉴
(예, 빵과 오믈렛) 용도로 쓰일 수 있다. 또한 비빔밥의 경우, 찬 나물
과 따뜻한 밥은 따로 분리되어 넣어야 하므로 육각형의 뚜껑을 반으로
분리하면 내용물을 담기에 용이하다.

[그림 58] Hansik-style Meal Box inside

Full meal (Dinner)의 비빔밥 기준, 6가지 나물과 밥, 국, 백김치가 들
어가며 튜브형 일회용 고추장과 일회용 참기름이 제공된다.

[그림 59] Hansik-style Meal Box with Cover

좌측상단부터: 미역국, 고추장+참기름, 백김치, 유텐실+넵킨
육각형접시: 콩나물+소고기, 당근채+호박채, 고사리+무나물
밥 (분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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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0] Hansik-style Meal Box separated

(3)Kids Meal:
반달도시락은 간단한 스낵류와 키즈밀(kids meal)을 담는 용기로 제작
되었는데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지 못하는 어른이나 어린이를 위한
디자인이다. 2층 구조의 반달도시락은 좌석과 연결된 트레이에 식사를
올리는 기존 시스템에서 벗어나 한정된 공간 안에서 음식을 넣어두고
꺼내 먹을 수 있는 죄석앞 싯포켓 (Seat-pocket)안에‘보관’ 하도록
초점을 두고 용기를 디자인했다.

[그림 61] Seat Po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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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Half moon Meal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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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Mock-up Work
1. Western-style Meal Box

[그림 63] Western-style Meal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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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 Western-style Meal Box with Color-case

육류 요리의 경우 뚜껑 색을 붉은 톤으로, 채소 요리의 경우, 연둣빛
톤으로 뚜껑을 달리하여 사용하면 시각적으로 구분될 뿐만 아니라 식욕
을 도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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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ansik-style Meal Box

[그림 65] Hansik-style Meal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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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ids Meal

[그림 66] Kids Meal Box

반달도시락은 주먹밥이나 미니 샌드위치와 같은 콜드밀(Cold meal)을
담기에 적절하다. 반달 모양 두개가 분리되어 과일, 샐러드와 같은 사
이드 메뉴도 담길 수 있어 작은 비율로 기존의 기내식 구성이 가능하다.
또한 중간 칸막이가 분리되어 사이드 메뉴가 많이 없는 아침 메뉴에도
활용될 수도 있다. 또한 반달도시락의 뚜껑은 밑면에 깔면 도시락 통과
일체가 될 수 있도록 디자인 하였다.
144

6.3.4 소재

기내식 용기의 소재는 복합 소재로 서로 다른 재료가 혼합되어 좀 더
향상된 기능을 갖추게 된 가공소재로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인데 강
하면서 가벼운 재료로 자동차를 비롯해 다양한 운송기기, 레저용품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추세이다.

6.3.5 Meal Box Re-Design

1. 기내 공간의 효율적 활용성과 구조 자체의 안정성을 위해 Meal
Box밑부분에 발을 달아서 각 음식을 덮고 있는 뚜껑이 제품의
하단과 케이스의 뚜껑 사이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공간을 띄웠다.
2. 제작된 Meal-Box는 재활용 용기이므로 콜드밀(Cold Meal)이
들어가는 각 부분에는 패트(PET) 소재의 일회용 접시를 사용
한다.
3. 또한 비빔밥의 경우, 나물(Cold meal)과 밥(Hot meal)의 뚜껑
을 분리했다.

[그림 67] Meal Box Re-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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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기내 디저트 박스, Salt&Pepper
1. 전개도

[그림 68] Salt & Pepper Figure

2. 디자인

[그림 69] Salt & Pepper Design

종이로 만든 소금, 후추통과 디저트(초코바)는 서랍식으로 디자인하여
포장 쓰레기를 줄이고 작은 재미를 줄 수 있다.

6.5 메뉴디자인
승객들은 무엇을 먹고 그 음식이 어디에서 왔는지 궁금하고 음식에 대
한 정보를 알 필요가 있다. 메뉴에는 음식에 대한 국문을 영문 명칭으
로 기제한 것 외에 많은 정보들을 필요로한다. 예를 들면 원산지나, 영
양정보 등은 필수로 알아야 할 사항들이지만 대부분의 메뉴에서는 이
부분을 생략한다. 기내식에서 제공되는 음식 재료의 원산지 제주도의
한라산 지역을 가상으로 정하였고 실제로 비빔밥과 스테이크 150g(6o
z)에 들어가는 영양성분을 분석하여 표기하였다. 또한 메뉴와 어울리는
여름 특별 음료를 정하여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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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디자인은 엽서 타입의 간단한 리플랫 형태로 제작되어 메뉴와 정
보가 포함된다.
한식 비빔밥 메뉴의 예:

[그림 70] Korean Menu Design

서양식 메뉴의 예:

[그림 71] Western meal Menu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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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 메뉴커버

메뉴 커버는 접대의 예를 갖추기 위하여 가벼운 종이봉투를 제작하였다.
메뉴 커버의 뒷면에는‘사전주문’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어 승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72] Paper Menu 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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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사전 주문용 패키지: M,C,V,K
고객들이 사전주문에 의해 기내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시
스템을 만들어 Meat, Chicken(육류: 소고기, 닭), Vegetable(채소류),
Kids(어린이용) 네 가지 종류를 선택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디자인은
봉투에서부터 시각적으로 구분될 수 있도록 하며 사전 주문에 의한 음
식들은 봉투에 음식에 관한 정보들을 담아 제공한다. 또한 봉투에 태그
를 달아 주문자의 좌석번호를 기제하여 서빙(serving)이 용이하도록
돕는다.

1. Meat

[그림 73] Pre-order meal paper bag-Meat

2. chicken

[그림 74] Pre-order meal paper bag-Chic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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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Vegetable

[그림 75] Pre-order meal paper bag-Vegetable

4. Kids

[그림 76] Pre-order meal paper bag-K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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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케이터링 로고
AIR DINING 아이덴티티는 Quality& Comfort이다.

[그림 77 ] Air Dining Logo

6.8 기타 어플리케이션
스티커: 기내용 버터, 소스(샐러드, 고추장+참기름),M,C,V,K 이니셜
넵킨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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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8] Air Dining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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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전시 패널 제작

[그림 79] Korean Meal

[그림 80] Western M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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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 Western Meal-cold meal separation

[그림 82] Kids Meal

[그림 83] Pre-order meal B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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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4] Pre-order meal Bag side

[그림 85] Pre-order meal for K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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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6] 전시 패널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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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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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식은 여행의 첫 인상이다. 품격있는 여행이 되려면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선물같은 기내식을 기대하게 되었다. 여행자들이 항
공사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기내식이 큰 요소가 된다는 사실은 당연한
이치이다. 다른 항공사와 차별된 기내식이라면 고객은 반드시 보답할
것 이다. 지금은 기내식 혁명이 일어나기 직전이다. 연구자는 고객에게
보다 맛있고 품위있는 기내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기존 기내식의 형태를
도시락 타입의 Meal Box로 서양식과 한식, 간편식으로 나누어 디자인
하였다. 또한 고객은 날이 갈수록 건강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친환경 제품과 새로 각광받는 음식 재료에 대한 호기심과 음식 안
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궁금해 하므로 메뉴 디자인에 음식의 원산지
와 영양 정보를 담았다. 그리고 저가 항공사라 할 지라도 음식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권을 부여 받을 수 있는 사전 주문 방식의 기내식 디자인
을 제안한다. 고객들이 사전주문에 의해 기내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
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Meat, Chicken(육류: 소고기, 닭), Vegeta
ble(채소류), Kids(어린이용) 네 가지 종류를 선택할 수 있고 그에 따
른 디자인은 봉투에서부터 시각적으로 구분될 수 있도록 하며 사전 주
문에 의한 음식들은 봉투에 음식에 관한 정보들을 담아 제공한다. 또한
태그를 달아 주문자의 좌석번호를 기제하여 서빙(serving)이 용이하도
록 돕는다.
하늘을 나는 주택을 디자인한 매튜 카크렐(Matthew Cockerill)의 ‘지
능적 시대의 디자인’ 이란 주제의 세미나에서 디자인의 역할은 출발점
은 사람이지만 테크놀리지와 비즈니스를 접목시켜 하나로 종합하는 것
이며 소비자가 필요로 하고 원하는 형태의 솔루션을 제공해야하고 결국
미래는 제품을 통한 서비스 디자인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미래 산업의
특징은 모든 것이 기술과 결합되는데 그 중 최고의 서비스는 기술 부분
은 보이지 않게 하지만 첨단의 편리함과 실용성을 내재한 시각적 아름
다움을 지닌 서비스일 것이다. 사람은 자연적으로 시각적 생명체이고
예술을 통해 ‘마음의 양식 (Food for Thought)’을 얻을 수 있기 때문
이다. 이미 각국의 관광 산업은 결정적인 전환이 도래했고, 따라서 급
변하는 시대에 항공 기업은 어떻게 우위를 확보할 것인가의 대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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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는 고객을 위한 무한한 존중과 배려를 담아내는 기내식의 심미적
향상을 추구한다. 나아가 여행을 보다 흥미롭고 맛있고 품격있는 상품
으로 승부해야 할 것이다.

향후 연구 과제로는
1. Food Design은 궁극적으로 인간을 위한 디자인이며 기능성과 함께
심미성이 어우러진 효율적 가치를 제공해야 한다. ‘Meal Pick-up
Service’는 좌석을 고르듯 기내식에도 선택권이 있어야 함으로 테이크
아웃(Take-out) 형태의 디자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구입이후 음식의
위생 (온도와 습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용기디자인 개발이
요구되며, 나아가 편의성과 경제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에
는

web을

통하거나

유선상으로

특별기내식

예약이

가능한데

WEB+APP으로 범위를 넓혀 사전주문의 폭을 늘리고 또한 자판기 형
태의 ‘무인시스템’ 서비스 디자인이 필요하다.
2. One System, Multi-use: 비행기외 선박, 기차에 이르기까지 타 운
송 수단에도 적용할 수 있는 케이터링 서비스 디자인의 확대가 필요하
다. 승객들을 위하여 디자인적 배려를 담은 총체적인 통합서비스 개발
이야말로 여행의 멋과 품격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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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Communication design
for New Food Culture Service
Focusing on Inflight Catering

Chang, Hee Mok
Visual Communication Design Major, Faculty of Crafts & Design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raise the quality of food provided in the
specialized environment of onboard flights by making aesthetical
improvements and help customers experience the tourist culture
that serves with grace and courtesy. Long flights are notorious for
shattering the initial excitement of travelers and replacing them
with boredom and discomfort. This phenomenon is commonly
known as the Economy-class syndrome. Among many services
provided by airlines, I believe that the in-flight meal is the most
important element to help deal with the Economy-class syndrome.
This is because aside from an upgrade to a Premium-class, the
in-flight meal is the one area in which a traveller can feel
satisfaction. And since more satisfaction regarding in-flight meals
will directly lead to the raise of product value in Korea’s tourism
industry, there is a dire need for development of new service
values through improvement in aesthetics of food and food
containers. Since an in-flight meal service is designed to service
customers of different nationalities, the menus must reflect this
with a variety of foods. A Korean flight should not only fulfill the
desire of foreigners to experience the culture of Korea and it’s
delicacies such as the famous bibimbap - which is a perfect
representative in terms of nutrition and aesthetics - but provide
dishes that are familiar to their foreign tastes as well.
Single lifestyle, traveling alone, personal curation, personal meal
plan, health and environment for individuals and communiti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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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going development of society - such has been the concern of
consumers that affect lifestyle patterns in 2015. Cheaper flights
are more popular now than ever before. Travelers prefer selfcheck-in counters to save time and seek reasonable spending,
which indicate that flights are considered more as basic
transportation, and quality of service is considered less important.
On top of it all, consumers look for simplified and smart systems
that are customized to meet their needs.
Since 2000 airlines in Korea have been moving toward various
promotional strategies involving lower price through social
commerce, yet inflight meals have not experienced much change.
Yes, there have been upgrades in food design, but when it comes
to food containers; both aesthetics and efficiency in space usage
have been lagging behind. This research will look to improve
aesthetics, space usage, and structural stability, as well as to
develop different containers fit for different kinds of foods.
Additionally, it is a goal of the research to buy back the trust of
consumers in in-flight meals by adding not only taste, nutrition,
sanitation, and speed to all Food Products, but also enhance their
design.
In other words, more efficiently and aesthetically developed food
containers, more appealing food, and Meal Service that includes
pre-ordering are the improvements that this research proposes in
order to help Meal Service of airlines make further progress.

Keywords: In-flight meal Service, Airline meal, Food Design, Box-Meal,
Catering, Hospitality Design, Travel, Culture,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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