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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aimed at analyzing desired spaces and demands for their improvements, and subsequently

proposing the design plan for eating and drinking places for solo diners by surveying the user satisfaction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space configuration, and the physical environment of eating and drinking spaces for solo

diners. Theoretical discussions about eating and drinking spaces for solo diners and their physical environment

were reviewed from the previous studies, and an on-site survey was conducted with a checklist, for which the

items regarding configuring elements of physical environments for the satisfaction with eating and drinking spaces

for solo diners have been derived. Measurable checklist items according to the configuration of eating and

drinking spaces were derived for this survey, which had then been conducted with diners in the eating and

drinking spaces for 2 weeks.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cleanliness is required as a necessity for

the user satisfaction in eating and drinking spaces for solo diners. Second, a ‘ㅡ’ shaped bar and the spaces to

utilize and combine additional facilities are required in the central service space. Third, the self service should be

performed in the additional service space. Fourth, the menu composition and the location selection considering

main age groups of diners are needed. Fifth, interior design elements need to be improved to allow diners to feel

visual interest along with enjoying food and beverage. It is considered that the strategies of spatial design need

to be analyzed and proposed from the perspective of design among the physical environments of eating and

drinking spaces for solo diners in future studies.

Keywords 1인가구, 식음공간, 공간구성, 물리적 환경,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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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사회구조와 생활양식의 빠른 변화 속도로 현재 우리나

라는 ‘혼족(혼자 사는 사람)’으로 불리는 라이프 1인가구

가 대세이다. 1인가구는 가치관 변화에 따른 결혼 기피

현상, 저출산, 고령화, 이혼율 등이 증가 원인으로 작용

하면서 사회 경제 문화 측면에서 현 실태를 대변하는 주

된 가구 유형으로 자리 잡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0월 기준 1인가구는

527만 9천 가구로 전년대비 511만 가구보다 16만 9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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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한성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과제임.

구 증가하였고, 1인가구 비중은 전체 가구 중 27.8%로

전년대비 27.2%보다 0.6%p 증가하였다.1) 이는 1인가구

가 전체 가구 수의 4분의 1을 넘어섰으며, 1인가구 비중

은 점차 증가하여 2045년에는 36.3%가 1인가구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인가구 증가의 영향으로 개인주의 성향이 높아지면서

나 홀로 문화가 보편화되고 있다.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

석센터의 ‘트렌드 코리아 2017’2)에 의하면 ‘나 홀로 라이

프스타일’의 대표적인 키워드로 혼술 혼밥이 제시될 만

큼 외식 업계에도 이러한 사회 동향이 반영되면서 1인

소비 주체로 떠오른 혼술족 혼밥족이 외식 트렌드 변화

1) 통계청, 2016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 통계청 보도자료, 2016.6, p.14

2) 김난도, 트렌드 코리아 2017, 미래의창, 2016, pp.30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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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소비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서울시도 가구구성의 소규모화 현상으로 1인 가

구 비율은 전체 가구의 29.9%였으며, 1인가구 비율이 가

장 높은 자치구는 관악구(44.9%)로 나타났다.3) 주변 대

학가와 고시촌의 영향으로 주거와 문화, 음식과 관련된

관심이 늘어나면서 관악구의 1인식당 수는 늘어나는 추

세이다. 이에 외식 업계도 1인 가구와 혼밥족을 위한 메

뉴와 전용좌석 및 테이블을 배치하여 1인가구 소비자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4) 외식 환경 변화로 1인가

구를 위한 공간의 필요성은 대두되고 있지만, 현재 식음

공간에서는 아직까지 식사하기 위해 방문한 1인가구에

대한 홀대 및 편향된 인식, 혼밥이 가능한 독립된 공간

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외식업계는 1인가구 이용자들

의 니즈(needs)를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식음공간의 물

리적 환경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인을 위한 식음공간에 적용된

물리적 환경 조사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연구를

실시한다. 분석을 통해 공간의 개선 요구를 파악하여 1

인 식음공간 구성에 대한 디자인 방안을 제안하는데 연

구의 목적이 있다.

1.2.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 관악구 내 한식을 이용한 1인 식음

공간을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서울시 자치구별 총인구수

(2017년 7월 기준) 조사에서 관악구는 505,993명으로 송

파구(661,580명), 강서구(600,852명), 강남구(563,050명),

노원구(561,412명)에 이어 5번째로 높게 나타났다.5) 또한

‘2017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에서 1인가구 비율이

30% 이상인 자치구는 12개로 이중 관악구가 가장 높은

44.9%로 나타나 선정하였다.6)

1인 식음공간은 유성현(2014)7)과 농립축산식품부에서

2016년 외식 소비형태 조사 중 외식 소비자들이 한식 메

뉴를 선호하는 조사 결과8)를 기준으로 하며, 점주의 거

절로 인해 조사가 불가한 곳을 제외한 육첩반상, 장도뚝

배기, 남다른감자탕S, 싸움의고수 4곳을 사례지로, 이곳

에서 식음하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 방법 및 내용

본 연구는 1인 식음공간, 물리적 환경에 대한 선행연

구를 이론적 고찰하여, 도출한 항목의 요소들을 토대로

물리적 환경 요소가 적용된 1인 식음공간의 만족도 체크

3)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7060800039#cb

4)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442437

5) 국가통계포털, 행정구역(시군구)별 총인구수, 2017.7

6) 통계청, 2017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보도자료, 2017.6, p.9

7) 유성현, 서울시 외식산업의 성장에 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14, p.24

8) http://www.mafra.go.kr, 농립축산식품부, 외식트렌드

리스트를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조사는 선정

된 1인 식음공간 사례지 4곳을 2017년 7월 25일부터 8월

8일까지 2주에 걸쳐 식음하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현장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3) 분석 방법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 된 데이터는 사례지 4곳에 각

50부씩 총 200부로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

도, 백분율, 평균 등의 통계방법으로 분석하였다.

2. 이론적 고찰

2.1. 1인 식음공간

(1) 식음공간의 개념

식음공간은 식음 할 수 있는 음식과 음료 등의 대한

판매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과 가정 이외의 장소에서 조

리된 음식이나 음료를 취하는 외식 장소라 한다.9) 또한,

식(食)문화를 향유 할 수 있는 문화의 공간, 사교적 소통

활동의 장소를 이루는 사회적 공간, 제품과 서비스를 구

매하고 즐기는 소비의 공간이다.10) 즉, 본 연구자는 식음

공간 개념을 인간 본연의 식음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장소와 문화적·사회적인 사교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능과

제품,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만족하고 즐기는 공

간으로 정의 내렸다.

(2) 식음공간의 공간 구성 및 특성

연구자 논문명 내용

변채영

(2009)

식음공간 실내에 있어

그린디자인 연출과 표현

기법에 관한연구

도입공간 (외관 및 입구), 객석 및 중심공간,

부대서비스공간, 주방 및 후방 작업공간

김지현

(2010)

스페이스 마케팅을 적용

한 식음공간연출에 관한

연구

도입공간 (입구), 객석 및 중심공간 (식음공

간), 부대서비스공간 (배선실, 수납장실, 화장

실), 주방 및 작업공간 (신뢰성으로 고객에게

인식되어지는 공간)

허진설

(2010)

현대식음공간의 수공간

연출기법에 관한 연구

도입 공간 (파사드, 사인), 객석 및 중심 서비

스 공간 (테이블종류, 음식의 종류, 식음의

서비스), 부대 서비스 공간 (배선실, 화장실,

서비스카운터), 주방 및 후방 작업공간 (조리

기구, 식기, 수납 선반), 관리공간 (사무실, 창

고, 종업원, 복지시설)

김학수

(2011)

식음공간의 조명 연출

기법을 통한 공간

표현에 관한 연구

영업부분 (식당, 라운지, 로비, 현관입구, 화

장실, 크라크룸, 담화실), 조리부분 (주방, 매

입실, 배선실, 팬트라, 세척실, 주류창고, 식

품저장고), 관리부분 (접수, 사무실, 지배인실,

준비실, 기계실, 락카룸, 종업원 화장실)

전꽃별

(2014)

슈퍼 포테이토의 식음

공간에서 나타나는 물성

표현의 방법과 이미지

특성에 관한 연구

영업부분, 조리부분, 관리부분

<표 1> 식음공간의 공간 구성에 대한 선행연구

식음공간의 공간구성은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

9) 이재호, 정진수, 식음공간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계획요소에 따른

개선방향에 관한연구,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제14권, 제2호, 통

권, 50호, 2012, p.76

10) 조은혜, 식공간 파사드의 적합성과 매력성이 소비자의 인지도와 행

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 박사논문, 2016,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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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년도 내용

반택기(2015)

패밀리 레스토랑의 물리적 환경이 고객만족, 재방문의도 및 추

천의도에 미치는 영향

주변요소, 디자인요소, 종사원요소

정명희(2015)

한식 레스토랑의 물리적 환경이 고객가치와 감성반응 및 충성

도에 미치는 영향

매력성, 쾌적성, 공간성, 청결성, 편의성

정휘(2015)
호텔레스토 물리적 환경이 고객만족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편의성, 매력성, 청결성, 쾌적성

최영아(2015)
레스토랑의 물리적환경이 소비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연구

실내분위기, 공간의 편리성, 서비스 환경, 엑스테리어

유은이, 감주향

(2015)

뷔페 레스토랑의 고객 참여가 물리적 환경 및 고객에 미치는 영향

심미성, 쾌적성, 오락성, 편리성

염진철(2015)
레스토랑의 물리적 환경과 브랜드 이미지, 충성도의 관계연구

공간성, 쾌적성, 편의성, 청결성, 심미성

김정매, 한규철,

어윤선(2015)

외식 프랜차이즈점포의 물리적환경이만족도와 재방문에미치는 영향

청결성, 편의성, 매력성, 쾌적성

<표 3> 물리적 환경 구성 요소에 대한 선행연구

서 식음공간 키워드로 검색한 2009년 이후 선행연구의

문헌고찰을 통해 위의 <표 1>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2> 식음공간의 구성 및 특성11)

공간 구성 공간 특성

도입 공간

매장의 입구에서 식음을 하는 객석 전까지의 공간

으로 매장의 기능과 의미를 보여주는 기본적인 역

할로 고객이 처음 접하게 되는 공간

파사드

외부사인

중심 서비스

공간

식음을 행하는 공간으로 고객이 음식을 주문하고,

직원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과 종업

원이 접촉하는 공간

식기 종류

음식 종류

식음 공간

부대 서비스

공간

중심 서비스 공간의 부가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으

로 고객에게 신뢰성을 보여주는 공간

서비스

카운터

주방 및 작업

공간

과거 종업원이 주로 머무는 공간으로 고객과 단

절된 공간이었지만 최근 오픈형으로 고객에게 신

뢰감을 주는 공간

조리 가구

<표 1>의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한 2가지 이상 공통된

요소와 현장조사를 통하여 식음공간을 도입 공간, 서비

스 중심 공간, 부대 서비스 공간, 주방 및 작업 공간으로

구성 및 특성을 재정리 하였다. <표 2>와 같다.

(3) 1인 식음공간의 현황

국내 1인가구가 30년 새 8배 가까이 급증하면서 혼자

하기를 주도하는 혼족12)의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혼족

은 자신을 위해 소비를 아끼지 않고 투자한다. 그 중 가

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외식 소비라 할 수 있다.

2016년 BC카드의 빅데이터 센터 조사에서 1인가구가 가

장 많은 금액을 지출하는 것이 ‘요식’이라는 결과로 74%

가 먹거리 구매에 쓰이고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13) 또

한,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6기(2013~2015)에서 2만여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하루 세끼를 혼밥 하는 1인가구의

비율이 52.3%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14) 이러한 1

인가구의 혼밥 소비가 크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혼밥족을

겨냥한 식음공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서울 신촌의

일본식 식당은 칸막이를 쳐 독립공간을 만들어 눈치 보

지 않고 혼밥을 즐길 수 있도록 식음공간이 디자인되어

있고15), 경기도 부천의 한 식당은 1인을 위해 삼겹살을

1인분도 주문 가능 있도록 메뉴를 구성하였고, 도서관처

럼 테이블에 칸막이를 만들어 시야를 가로막아 다른 사

람의 눈길을 받지 않고 편안하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디자인 하였다.16) 또, 한국은행에서는 직원 뿐 아

니라 지원 협력 인력들이 부서 당 1명 정도 배치되어 혼

밥족이 많다. 이에 구내식당의 1인 테이블을 배치하는

11) 이은경, 서비스디자인이 적용된 1코노미를 위한 식음공간의 특성,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제19권, 1호, 통권42호,

2017, p.79

12) 혼족은 혼자 사는 1인가구를 뜻하는 말이다.

13)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820000079&md=2016

0823003350_BL

14)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517000076

15) http://www.yonhapnews.co.kr/photos/1990000000.html?cid=PYH

20160320045100013&input=1196m

16) https://www.nongmin.com/news/NEWS/ECO/COW/246465/view

것을 검토하고 있다.17) 이렇듯 혼밥을 위해 1인 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1인 식음공간이 점차 변화하고 있다.

2.2. 물리적 환경의 이론적 고찰

(1) 물리적 환경의 개념

물리적 환경은 기업과 사이에 창출되는 서비스로 인해

상호작용이 발생할 때 나타나는 환경을 지칭하는 것으

로, 서비스의 수행 및 소비를 용이하게 하는 유형재

(tangible commodities)라고 한다.18) 이에 물리적 환경은

고객의 서비스 경험 및 소비에 대한 만족을 위해 색깔

및 밝기, 음량, 음폭, 온도, 향기, 공간의 이용, 가구 스타

일 등의 요인으로 고객의 감정을 형성시킨다. 이 과정에

서 발생하는 고객의 감정 및 만족도는 기업의 서비스 질

과 첫인상에 신뢰감을 높여 주기 때문에 서비스 기업의

이미지를 상승시키는 역할로 매우 중요하다.19) 따라서

기업은 서비스를 제공할 때 고객이 잘못 지각하지 않도

록 바람직한 방향으로 물리적 환경을 세밀하고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

(2) 물리적 환경의 구성 요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고객이 식음공간에 대한 태도

를 강화하기 위해 설계하고 계획하여 통제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세분화 된 유형적 요소가 필요하다. 이러한

요소를 물리적 환경의 구성 요소라 하며 구성요소에는

외관, 테이블의 간격, 조명, 환기, 청결, 실내디자인 등

이 포함된다. 본 연구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

서 레스토랑 물리적 환경의 관한 학위 논문 중 최근 3년

간 연구자별로 물리적 환경 구성요소에 대한 선행 연구

와 문헌고찰을 다음 <표 3>과 같이 정리하였다.

17)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84489

18) 이려정, 김병용, 에스닉 레스토랑의 물리적 환경 및 서비스 제공자

의 커뮤니케이션이 고객감정 및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

외식경영연구, 외식경영연구, 15(3), 2012, pp.173-195

19) 신선영, 서비스 물리적 환경이 호텔 이미지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기대 석사논문, 2001,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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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준, 정연국

(2015)

이탈리아 레스토랑의 물리적 환경, 브랜드 태도, 브랜드 애착,

브랜드 충성도 간의 구조 관계 연구

상품성, 서비스, 식음환경

정이운(2016)

그로서란트의 물리적 환경이 브랜드이미지 및 행동의도에 미

치는 영향

매력성, 환경성, 공간성, 청결성

한동호(2016)
오픈주방 레스토랑 물리적 환경에 따른 고객 감성반응

청결성, 오락성, 매력성, 쾌적성, 종사원의 서비스

정재화(2016)

호텔 레스토랑 조리사의 물리적 작업환경, 직무 스트레스가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쾌적성, 안전성, 편리성

한종헌(2016)

호텔 레스토랑의 물리적 환경이 고객 만족 및 재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

매력성, 청결성, 편의성, 쾌적성

지경희(2017)

에스닉 레스토랑의 물리적 환경이 소비자 만족도와 추천의도

에 미치는 영향

인테리어, 쾌적성, 청결성, 분위기, 조화성

노정희, 이은실

(2017)

LEED인증 레스토랑의 물리적 환경과 고객의 가치, 만족 및

충성도 간의 구조적 관계

주변요소, 공간배치, 신호 및 장식과 조형물

백종온(2017)
물리적 환경이 고객가치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쾌저성, 공간성, 매력성, 청결성

<표 3>의 선행연구에서 4가지 이상 공통된 구성 요소

를 추출한 결과 청결성, 매력성, 편의성, 공간성, 쾌적성

을 물리적 환경 구성 기본 요소로 본 연구자는 <표 4>

와 같이 정리하였다.

요소 내용

청결성

식음공간의 물리적 환경으로 식재료 및 식기류, 조리법, 화장실, 통로,

출입문, 바닥, 조명등이 깨끗한지에 대해 고객이 식음공간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청결한 서비스를 통해 안정감을 느끼도록 한다.

매력성

장식, 조명, 색채 등 식음공간 디자인의 미적 매력을 느끼게 하는 것으

로, 고객의 감정을 즐겁고 기대이상으로 높여준다. 또 고객이 식음공간

에서 이용하는 시간 및 소비에 영향을 미치게 한다.

편의성

식음공간을 방문하는 고객이 쉽고 편의하게 식사에 임할 수 있도록 출

입구, 대기실, 테이블 및 의자 간격, 부대시설, 통로등의 요소들이 공간

환경에 나타나 있는지를 의미한다.

공간성

장소, 의자, 테이블, 식기류, 통로, 부대시설 서비스 등의 공간 배치로

고객이 이용할 때 공간적으로 용의하게 실내 계획이 되어있는지를 의

미하며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대한 지각 가치를 높여주고 소비행

동에 큰 영향을 준다.

쾌적성

조명의 밝기, 음악, 온도, 향기, 공간의 색채 등을 포함하여 고객의 심

리를 편안하고 쾌적하게 함으로써 실내 공간에서 만족감을 느끼게 하

는 역할을 한다.

<표 4> 물리적 환경의 개념 및 구성 요소

이러한 5가지의 물리적 환경 구성 요소를 가지고 식음

공간의 공간 구성 중 고객들이 이용하는 도입 공간, 중

심 서비스 공간, 부대 서비스 공간으로 적용하여 체크리

스트를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자는 선행연구 및 디자인

계열의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에 방문하여 관찰 조사 후

쾌적성이 실내디자인 공간 요소의 항목이라는 점을 감안

하여 도입공간에 쾌적성을 제외하고 분류하여 측정 가능

한 항목으로 도출하였다. 도출한 항목을 가지고 체크리

스트를 재구성하였다. 다음 <표 5>와 같다.

공간 요소 항목

도입

공간

청결성
∙시설물 및 건물 외관(facade)과 출입구가 청결하다고 느낍

니까?

매력성

∙시설물 및 건물 외관(facade)의 형태가 시선을 이끄며 호기

심을 유발 하나요?

∙시설물 및 건물 외관(facade)의 색채가 시선을 이끄며 호기

심을 유발 하나요?

∙시설물 및 건물 외관(facade)이 타 시설물 및 건물 외관과

차별성을 띄고 있습니까?

∙시설물 및 건물 외관(facade)은 최신 트렌드 감각에 적합하

다고 생각합니까?

∙전체적인 시설물에서 식음공간이 추구하는 이미지를 느낄

수 있습니까?

편의성 ∙안내표지판의 식별이 용이하다고 느낍니까?

공간성 ∙출입구 이용이 용이하다고 느낍니까?

중심

서비스

공간

청결성

∙가구 및 시설물이 청결하다고 느낍니까?

∙소품과 실내 조형물이 청결하다고 느낍니까?

∙공간의 통로가 청결하다고 느낍니까?

∙음식이 청결하다고 느낍니까?

매력성

∙시설물의 형태가 시선을 이끄며 호기심을 유발 하나요?

∙시설물의 색채가 시선을 이끄며 호기심을 유발 하나요?

∙실내공간의 장식에서 최신 트렌드 감각성을 느낄 수 있습니까?

∙전체적인 시설물에서 식음공간이 추구하는 이미지를 느낄

수 있습니까?

편의성

∙부대시설 이용이 편의하다고 느낍니까?

∙안내표지판의 식별이 용이하다고 느낍니까?

∙공간의 통로가 이동하기에 편의하다고 느낍니까?

공간성

∙공간에서 배치 및 여유를 느낍니까?

∙전체적으로 이동이 용이하다고 느낍니까?

∙공간에서 출입구로의 이동이 용이하다고 느낍니까?

쾌적성

∙실내공간의 온도 및 습도가 적절하다고 느낍니까?

∙실내공간의 조명이 온화하다고 느낍니까?

∙실내공간이 친근한 색체로 되어있다고 느낍니까?

∙실내공간 및 부대시설에서 시설물이 충분하다고 느낍니까?

부대

서비스

공간

청결성
∙가구 및 시설물이 청결하다고 느낍니까?

∙카운터의 있는 사인물과 시설물이 청결하다고 느낍니까?

매력성

∙시설물의 형태가 시선을 이끄며 호기심을 유발 하나요?

∙시설물의 색채가 시선을 이끄며 호기심을 유발 하나요?

∙실내공간의 장식에서 최신 트렌드 감각성을 느낄 수 있습니까?

∙전체적인 시설물에서 식음공간이 추구하는 이미지를 느낄

수 있습니까?

편의성

∙부대시설 이용이 편의하다고 느낍니까?

∙안내표지판의 식별이 용이하다고 느낍니까?

∙공간의 통로가 이동하기에 편의하다고 느낍니까?

공간성

∙공간에서 배치 및 여유를 느낍니까?

∙전체적으로 이동이 용이하다고 느낍니까?

∙공간에서 출입구로의 이동이 용이하다고 느낍니까?

쾌적성

∙실내공간의 온도 및 습도가 적절하다고 느낍니까?

∙실내공간의 조명이 온화하다고 느낍니까?

∙실내공간이 친근한 색채로 되어있다고 느낍니까?

∙실내공간 및 부대시설에서 시설물이 충분하다고 느낍니까?

<표 5> 물리적 환경의 구성 체크리스트

3. 사례 공간 분석

3.1. 사례조사 대상지 일반적 개요

본 연구의 사례조사 대상지는 서울시 1인 가구가 가장

많이 밀집한 관악구를 중심으로 2014년 이후 오픈한 한

식메뉴를 가지고 1인을 겨냥한 1인 식음공간 4곳을 선정

하였다. 사례조사 대상지는 다음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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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1 E2 E3 E4

내용

상호명 육첩반상 장도뚝배기 남다른감자탕S 싸움의고수

오픈년도 2017 2016 2016 2014

위치 관악로14길 11 봉천로 568-1 호암로24길 41 신림로 307

도입

공간

파사드

외부

사인

중심

서비스

공간

식음

공간

부대

서비스

공간

서비스

카운터

<표 6> 사례조사 대상지 개요 및 공간구성

3.2. 사례조사 대상지 공간 분석

E1(육첩반상)은 서울대입구역 샤로수길에 위치한 1인

고기밥상이 컨셉인 음식점이다. 도입 공간은 고기집 혼

자 먹기 레벨, 혼자고기 등 혼밥을 강조하는 외부사인물

이 디자인 되어있다. 중심 서비스 공간은 육첩반상 3계

명으로 혼밥을 즐기라는 사인물과 앞뒤로 ‘ㅡ’일자형 바

로 혼자 식음하기에 좋은 테이블들이 다수 배치 되어있

으며 콘센트를 꽂을 수 있도록 부대시설이 마련된 특징

을 가지고 있다. 또, 그룹이 앉아서 먹을 수 있는 ‘ㅁ’형

테이블도 배치되어있다. 부대 서비스 공간은 도입 공간

과 연결되어 식음공간에 도입 후 이용자가 처음 만나는

공간으로 식권발매기가 배치 되어있어 먼저 음식을 주문

한 뒤 중심 서비스 공간을 이용 할 수 있다. 또한 식음

후 퇴식대가 따로 마련되어 있어 식사를 마친 뒤 퇴식대

에 가져다 놔야하는 셀프 서비스가 있다.

E2(장도뚝배기)는 낙성대역 근처에 위치한 가성비 좋

은 1인 뚝배기 집밥 컨셉 음식점이다. 도입 공간은 빨간

테두리로 포인트를 준 넓은 창이 있고, 혼자 밥 먹기 편

한 집이란 사인으로 혼밥 식음공간을 강조한다. 중심 서

비스 공간은 협소한 공간으로 각 벽에는 혼자 식음 할

수 있는 ‘ㅡ’ 일자형 바가 설치 되어있고, ‘ㅁ’의 그룹공

간이 주 공간으로 구성 되어있다. 가구들은 대체로 목재

와 검은 프레임으로 통일 되어있다. 부대 서비스 공간은

협소한 공간으로 중심 서비스 공간과 붙어 있으며 종업

원의 의해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E3(싸움의 고수)는 보쌈, 삼겹살 등 쌈밥을 혼밥 할

수 있는 음식점이다. 도입 공간은 외부 벽의 반이 가격·

메뉴에 대한 디자인 사인물이다. 중심 서비스 공간에는

좌석과 부대 서비스 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의

공간으로 다른 사례지 3곳을 비교하였을 때 가장 협소하

다. 좌석은 ‘ㄴ’형식의 바와 그 뒤 ‘ㅡ’ 일자형 바와 ‘ㅁ’형

식의 테이블이 배치되어있다.

E4(남다른 감자탕S)는 감자탕을 혼자 식음 할 수 있

도록 선보인 음식점이다. 도입 공간은 중심 서비스 공간

에서 굳이 식음을 원치 않는 혼밥족을 위해 테이크 아웃

이 가능하게 외부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오픈되어 있고,

메뉴에 대한 사인물이 나와 있다. 중심 서비스 공간에는

그룹의 ‘ㅁ’형 공간과 혼자서 먹을 수 있는 ‘ㅡ’ 일자형

바가 있고, 부대시설(휴대폰 충전기, 콘센트)이 갖춰져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부대 서비스 공간은 종업원이

주문을 받고 계산을 하는 서비스로 이루어져 있다.

4. 조사 결과 분석

조사 결과 분석에 앞서 본 연구자는 <표 11> 이용자

의 물리적 환경에 따른 공간 특성 만족도를 제외한 이용

자 특성 및 만족도 설문조사를 1인가구 외식 소비 형태

에 관한 학위논문 부록의 설문지 신종훈(2011)20), 이종진

(2013)21), 유성현(2014)22), 김민정(2016)23), 김혜정(201

6)24), 정기석(2016)25)의 선행연구를 통해 설문지를 작성

하였다.

4.1. 이용자 일반적 특성

관악구에 소재한 한식 1인 식음공간 4곳을 이용하는

이용자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은 남성 57%, 여성 43%로

남성이 여성보다 높고, 가구 수로는 1인 가구 54%, 다가

구 45%로가 사례조사지를 이용하고 있다. 연령은 20대

66%, 30대 21%, 10대 5%, 40대 4%, 50대·50대이상 각각

2.5%의 결과로 비교적 20대가 주 이용자로 조사 되었다.

직업은 대학교 재학 및 졸업한 학생 80%가 가장 많이

이용하였고, 그 다음 회사원 18%가 나타났다. 월 소득은

직업에서 학생이 높은 결과로 나왔듯이 100만원 이하로

51%라는 분석이 나타났다. 결혼 상태는 이혼·사별을 제

외한 미혼 87.5%, 기혼 11.5%로 미혼이 높아 대체적으로

미혼인 1인가구가 1인 식음공간을 찾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인 가구가 된 이유에 대한 결과는 개인의 환경에

의한 결과로 학교·학원과의 거리 때문에 38%와 직장의

거리 23%, 취업·진학·고시 등 준비 14%로 학업과 직업

으로 인해 1인가구가 되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20) 신종훈, 부산시 1인가구 분포 및 주거환경 평가분석, 경기대 석사

논문, 2011, pp.85-89

21) 이종진, 사회 경제 지휘와 주관적 귀속의식에 따른 여성 1인가구의

외식행동에 관한 연구, 경기대 석사논문, 2013, pp.102-106

22) 유성현, op. cit., pp.50-51

23) 김민정, 1인 가구 식생활 실태조사, 경기대 석사논문, 2016, pp.72-75

24) 김혜정, 1인 가구의 식생활라이프스타일이 식공간연출에 미치는 영

향, 경기대 석사논문, 2016, pp.92-97

25) 정기성, 가정식과 외식의 식품선택동기에 관한 연구, 경기대 석사

논문, 2014, pp.7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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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빈도(N)
백분율

(%)
구분 항목 빈도(N)

백분율

(%)

성별
남성 114 57

월

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 102 51

여성 86 43 101~200만원 44 22

가구

형태

1인가구 109 54.5 201~300만원 28 14

다가구 91 45.5 301~400만원 18 9

연령

10대 10 5 401~500만원 5 2.5

20대 132 66 501만원 이상 3 1.5

30대 42 21

결혼

상태

미혼 175 87.5

40대 8 4 기혼 23 11.5

50대 3 1.5 이혼 1 0.5

50대 이상 5 2.5 사별 1 0.5

직업

학생 80 40

1인

가구

이유

직장과의 거리 46 23

취준생·고시생 32 16 학교·학원과의

거리
76 38

주부 4 2

회사원 36 18 취업진학·

고시 등 준비
28 14

자영업 4 2

기능작업직 3 1.5
함께 있던

가족의

이주·사망

3 1.5사무기술직 6 3

판매서비스직 11 5.5

경영관리전문직 5 2.5 가족으로

부터의 독립
21 10.5

무직 3 1.5

기타 16 8 해당사항 없음 26 13

<표 7> 이용자의 일반적 특성 N=200

(1) 1인 식음공간의 이용 특성

1인 식음공간 이용 특성을 살펴 본 바 식음공간을 이

용할 때 동반자 없이 개인 혼자가 52%로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친구와 함께 동반 26.5%가 그 다음 순으로 나

타났다. 이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외식업체는 일반식당

57.5%, 패스트푸드점이 22.5%, 1인 식당이 19.5%로 주로

일반식당을 이용한다는 결과와 자주 이용하는 외식업종

이 한식당 73.5%로 한식을 선호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용자의 1인 식음공간 이용경험은 87%가 이용경험을

하며, 13%는 조사 사례지에 처음 방문하여 경험한다고

하였다. 이용자의 일주일 평균 방문횟수는 일주일 3회

30%가 가장 많았고, 일주일 1회 18%, 처음 12.5%, 일주

일 2회 11%, 일주일 5회 10%, 7회 9%, 4회 8%, 6회

1.5%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하는 시간대는 (주중) 저녁

39%가 가장 높아 평일 수업이나 직장을 퇴근하는 1인가

구인 이용자가 이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인 식음공

간 방문 시 체류하는 시간으로 30~59분이 52.5%로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 30분미만이 43%로 나타났다. 1인 식

음공간을 방문할 때 걸리는 시간은 15분미만 35.5%로

이용자가 생활하는 곳에서 거리가 가까운 식음공간을 이

용한다는 결과를 알 수 있다. 월 평균 외식 지출은

10~30만원이상 59.5%로 나타났다. 아래 <표 8>과 같다.

항목
빈도

(N)

백분율

(%)
항목

빈도

(N)

백분율

(%)

1인

식음

공간

동반자

혼자(없음) 104 52 1인

식음

공간

방문

이용

시간대

(주중)점심 68 34

가족 11 5.5 (주중)저녁 78 39

친구 53 26.5 (휴일)점심 26 13

연인 24 12 (휴일)저녁 15 7.5

직장동료 및 선후배 4 2 기타 13 6.5

기타 4 2
1인

식음

공간

방문

체류

시간

30분미만 86 43

자주

이용

하는

외식

업체

패스트푸드 45 22.5 30~59분 105 52.5

일반식당 115 57.5 1시간~

1시간 30분
8 4

1인식당 39 19.5

특급호텔·

고급 전문레스토랑
1 0.5

1시간 30분

~2시간
1 0.5

자주

이용

하는

외식

업종

한식당 147 73.5 1인

식음

공간

평균

소요

시간

15분 미만 71 35.5

중식당 5 2.5 15~30분 53 26

일식당 11 5.5 31~45분 26 13

양식당 26 13 46분~60분 25 12.5

기타 11 5.5 60분 이상 25 12.5

1인

식음

공간

이용

경험

그렇다 174 87

월

평균

외식

지출

10만원

미만
31 15.5

그렇지 않다

(처음이다)
26 13

10~30만원

이상
119 59.5

일주일

평균

1인

식음

공간

방문

횟수

처음 25 12.5

1회 36 18

2회 22 11
30~50만원

미만
39 19.53회 60 30

4회 16 8

5회 20 10
50~100만원

이상
11 5.56회 3 1.5

7회 18 9

<표 8> 이용자의 1인 식음공간의 이용 특성 N=200

(2) 1인 식음공간의 이용 행동 특성 및 만족도

1인 식음공간을 방문하는 목적에 대해 조사한 결과 배

가고파서 23%가 가장 높은 결과로 나타났다. 배가고파

서 항목이 1차원적이므로 본 연구자는 이 항목을 배제하

고 나머지 항목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1인 식음공간에

는 1인가구이기 때문에 16%가 가장 높은 결과로 주 이

용 고객층인 1인가구가 1인이기 때문에 방문한다는 결과

를 나타냈고, 그 다음 13.5%로 쉽게 찾아 올 수 있는 거

리이기 때문에 식음공간을 이용한다는 결과를 나타났다.

재료준비 등 요리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시간부족)

11.5% 순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광고에 의한 호기심은

1.5%로 매우 낮게 결과가 나타났다. 1인 식음공간을 방

문할 때 고려해야하는 이유로는 메뉴구성 51% 가장 높

게 나타났고, 가격 17.5%, 공간의 위치 13%, 매장구성

11.5%로 나타났다. 반면 공간의 규모는 2.5%로 매우 낮

게 나타나 이용자들이 1인 식음공간을 방문할 때 공간의

규모가 중요하지 않다는 결과를 알 수 있다. 1인 식음공

간의 이용목적은 66.5%가 주로 식사를 위해서 방문한다.

다음으로 맛있는 음식 21%, 분위기 19% 순이고, 사교·

일이 0.5%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1인 식음공간에서 이

용자들이 행동하는 것으로 핸드폰을 사용한다가 6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핸드폰을 사용할 때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를 60%가 사용하는 결과가 나타

났고, 영상통화·드라마보기가 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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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예 아니오 합계

만족도

칸막이 설치 만족
빈도(N) 87 113 200

백분율(%) 43.5 56.5 100

부대시설 설치 만족

(콘센트, 휴대폰충전기,

개인용품 보관함 등)

빈도(N) 152 48 200

백분율(%) 76 24 100

혼자 먹는 ‘ㅡ’일자 바

만족

빈도(N) 123 77 200

백분율(%) 61.5 38.5 100

그룹이 식음할 수 있는

‘ㅁ’형 공간 만족

빈도(N) 97 103 200

백분율(%) 48.5 51.5 100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는 공간 만족

빈도(N) 98 102 200

백분율(%) 49 51 100

협소한 공간보다

넓은 공간 만족

빈도(N) 156 44 200

백분율(%) 78 22 100

계산 서비스로

식권발매기 만족

빈도(N) 129 71 200

백분율(%) 64.5 35.5 100

<표 10>의 사례지 1인 식음공간 이용자 이용 만족도 N=200

1인 식음공간을 선택할 때 공간의 대한 이용자 만족도로는

부대시설 (콘센트, 휴대폰충전기, 개인용품 보관함 등), 협

소한 공간보다 넓은 공간 그리고 식권발매기를 설치하는

것에 만족감을 느낀다. 그 반면 칸막이는 답답해서 싫다는

의견과 그룹공간보다 혼자 식음할 수 있는 개인 혼자 공간

을 원한다는 결과, 외부에서 내부를 보이는 것이 불편하다

는 의견이 많았다. 아래 <표 9>와 <표 10>과 같다.

분류 항목 빈도(N) 백분율(%)

방문목적

1인 가구 32 16

가정에서맛 볼수없는특별한음식의맛을즐기기위해 17 8.5

배가고파서 46 23

식재료의 물가 상승으로 밖에서 사먹는 것이

경제적이기 때문에
17 8.5

재료준비 등 요리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시간부족) 23 11.5

요리를 해줄 사람이 없어서 10 5

쉽게 찾아 올 수 있고 가까운 거리 27 13.5

광고에 의한 호기심 3 1.5

사람들이 인정한 맛집을 찾아다니는걸 좋아하기 때문 5 2.5

음식점의 분위기를 즐기기 위해서 3 1.5

지나가다가 우연히 17 8.5

방문

할 때

고려하는

이유

공간의 위치 26 13

공간의 규모 5 2.5

매장 구성 23 11.5

메뉴 구성 102 51

가격 35 17.5

기타 9 4.5

식음

이용목적

식사 133 66.5

분의기 18 9

사교·일 1 0.5

맛있는 음식 42 21

기타 6 3

식음

행동

식음의 몰두한다 55 27.5

핸드폰을 사용한다 121 60

식음공간의 설치 된 디지털 모니터를 보면서 식음한다 14 7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5 2.5

기타 5 2.5

핸드폰

사용

음성통화 6 3

영상통화 2 1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120 60

드라마 보기 2 1

영화 보기 5 2.5

해당사항없음 33 16.5

기타 32 16

<표 9> 사례지 1인 식음공간 이용자 이용에 관한 행동 특성 N=200

4.2. 1인 이용, 행동 특성 및 만족도 종합 분석

이용자 일반적 특성에 따른 1인 식음공간의 이용특성

과 이용현황, 만족도 종합 결과에서 이용 일반적 특성으

로 남성이 높은 결과를 나타내며 20대 학생의 남성이 가

장 많았고 그 다음 직장인 30대의 남성이 많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주로 남성 20, 30대의 연령층이 1인 식음공간

을 많이 이용한다는 결과를 알 수 있다. 이용 특성 및

행동 특성으로 혼자인 1인가구가 일반 한식당을 일주일

평균 3회, 15분 미만인 가까운 거리에서 식음공간을 선

호하며 높은 결과가 나타났다. 일반 한식 메뉴로 주거지

에서 가장 가까운 식음공간을 선호한다는 결과로 외식의

목적보단 끼니의 주식으로 식음공간을 이용한다는 결과

를 알 수 있다. 1인 식음공간의 일반적 이용 만족도의

결과는 칸막이 설치가 없고 부대시설이 있으며, 혼자 먹

는 ‘ㅡ’일자 바 형태의 식당을 만족하는 결과로 1인 혼자

식사를 할 때 협소하고 폐쇄된 공간보다 개방 형태의 공

간에서 식음을 하는 중심 서비스 공간이 이용자들에게

만족감을 높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중심 서비스

공간 외에 부대시설(콘센트, 휴대폰충전기, 개인용품 보

관함 등)이 갖추어진 식음공간을 희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4.3. 이용자 물리적 환경 공간 특성 만족도 분석

관악구에 소재한 1인 식음공간 4곳에서 실제 식음하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표 5>의 체크리스트 설문조사를

통해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만족도는 Likert 5점 척도26)

로 각 사례 공간 점수의 평균값을 구하여 그 점수가 높

을수록 물리적 환경 구성에 의한 1인 식음공간의 이용자

만족도가 높다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례지 4곳의 공

간 특성 만족도의 평균값은 E1(4.06점) > E3(3.85점) >

E4(3.58점) > E2(3.53점)의 순으로 E1의 사례지가 가장

높은 점수로 나타났다. 1인 식음공간 구성별로 비교하였

을 때 도입 공간에서는 E1(4.14점) > E3(3.98점) >

26) 5점: 매우 만족한다, 4점: 만족한다, 3점: 보통이다, 2점: 만족하지

못한다, 1점: 매우 만족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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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1 E2 E3 E4

도입공간

청결성 매력성 편의성 공간성 청결성 매력성 편의성 공간성 청결성 매력성 편의성 공간성 청결성 매력성 편의성 공간성

4.44 3.99 4.06 4.08 4.18 3.53 3.96 4.06 4.32 3.45 4.1 4.08 4.04 3.48 3.84 4

4.14 3.93 3.98 3.84

중심 서비스

공간

청결성 매력성 편의성 공간성 쾌적성 청결성 매력성 편의성 공간성 쾌적성 청결성 매력성 편의성 공간성 쾌적성 청결성 매력성 편의성 공간성 쾌적성

4.35 3.94 4.13 4.02 4.21 3.86 3.22 3.37 3 3.54 4.22 3.34 3.8 3.76 3.95 4.07 3.46 3.38 2.96 3.53

4.13 3.39 3.81 3.48

부대 서비스

공간

청결성 매력성 편의성 공간성 쾌적성 청결성 매력성 편의성 공간성 쾌적성 청결성 매력성 편의성 공간성 쾌적성 청결성 매력성 편의성 공간성 쾌적성

4.22 3.91 3.93 3.81 3.78 3.44 3.22 3.26 2.92 3.54 4.02 3.4 3.72 3.8 3.93 3.62 3.49 3.51 2.92 3.6

3.93 3.27 3.77 3.42

전체 평균 4.06 3.53 3.85 3.58

종합

분석

요소 E1 E2 E3 E4 평균

청결성 4.33 3.82 4.18 3.91 4.06

매력성 3.94 3.32 3.39 3.47 3.53

편의성 4.04 3.53 3.87 3.57 3.76

공간성 3.97 3.32 3.88 3.29 3.62

쾌적성 3.99 3.54 3.94 3.56 3.76

<표 11> 이용자의 물리적 환경에 따른 공간 특성 만족도

E2(3.93점) > E4(3.84점)로 E1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E1의 경우 청결성, 매력성, 편의성, 공간성이

다른 3곳의 사례지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 중 청결성이

가장 높은 점수로 E1의 도입 공간은 전체적인 외관이

블랙과 화이트로 대비 되어있다. 간판의 폰트와 로고는

화이트 및 레드의 원색으로 표현하여 가독성적 시각 효

과를 불러일으키며, 외부의 이미지가 대비되었을 때 뚜

렷함과 선명함으로 이용자들의 시각에서 깔끔하고 청결

하다는 만족도의 결과로 높게 나타났다. 또 레온사인, 1

인 식음공간을 강조하는 ‘혼자 먹기 레벨’ POP 등 시각

적 재미를 일으키는 사인물로 이용자의 호기심을 이끌어

내 만족도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E4(3.84점)의

외관은 사인물이 벽 전체를 덮어 시각적으로 깔끔해 보

이지 않고, E1·E2·E3 사례지와 다르게 주변 매장들 사이

에 붙어있어 전체적인 외관을 볼 때 시각적인 면에서 청

결하지 못하다는 결과로 가장 만족도가 낮았다.

중심 서비스 공간에서는 E1(4.13점) > E3(3.81점) >

E4(3.48점) > E2(3.39점) 순으로 E1의 만족도가 높게 나

타났다. E1의 경우 청결성, 매력성, 편의성, 공간성, 쾌적

성이 다른 3곳의 사례지보다 높게 나타났다. E1의 중심

서비스 공간에는 E2·E3·E4의 사례지를 비교하였을 때,

개인공간인 ‘ㅡ’ 일자형 바가 많이 배치되어 있고, 부대

시설(콘센트, 휴대폰충전기)이 ‘ㅡ’ 일자형 바에서 개인자

리 마다 비치되어 높은 평가가 나타났으며 공간성에서

다른 3곳의 사례지보다 넓은 공간으로 쾌적함과 이용자

동선에 편의함을 주어 전체적으로 높은 만족도가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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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반면, E2와 E3는 공간성에서 각 (3점), (2.96점)으로

공간이 협소하여 만족도가 낮은 결과로 나타났고, E2의

중심 서비스 공간에는 그룹이 식음하는 ‘ㅁ’형의 테이블

이 주 공간으로 되어있어 가장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부대 서비스 공간에는 E1(3.93점) > E3(3.77점) >

E4(3.42점)> E2(3.27점)의 순으로 E1이 높게 나타났다.

E1의 경우 청결성, 매력성, 편의성, 공간성이 다른 사례

지 3곳보다 높은 결과로 3곳의 사례지와 다르게 부대 서

비스 공간에서 직원이 결제하는 서비스 방식이 아닌 개

인이 결제하는 셀프 서비스로 식권발매기가 배치되어 있

다. <표 10>의 사례지 1인 식음공간 이용자 이용 만족

도에서 계산 서비스로 식권발매기가 있는 곳에 만족한다

는 결과가 높다는 것과 E1의 부대서비스공간에서의 결

과가 동일하듯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

한 식 후 퇴식대가 따로 배치되어 개인이 알아서 반납하

는 시스템으로 이용이 편의하다는 점에서 이용자의 만족

감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E1이 도

입 공간, 중심 서비스 공간, 부대 서비스 공간의 만족도

가 가장 높은 사례지로 나타났다.

5. 결론

앞으로도 1인 가구의 증가는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을

예상하며 1인이 만족하는 1인 식음공간의 활성화는 꾸준

히 필요하다고 대두된다. 본 연구는 1인을 위한 1인 식

음공간 중심으로 이용자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이론적

고찰 후 물리적 환경 구성요소로 공간구성을 비교 분석

하였다. 그 후 현장 조사를 통해 체크리스트를 평가 및

재구성 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이용 특성·행동 특성·이용

만족도·물리적 환경에 의한 공간 만족도를 종합하여 대

상지 이용자의 설문조사를 통해 이용자의 1인 식음공간

만족도를 분석 하였고,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1인 식음공간에서는 이용자의 만족도를 위해서

청결성이 필수로 요구된다. 물리적 환경에 따른 만족도

구성요소의 종합분석 결과 청결성(4.06점) > 쾌적성(3.76

점) = 편의성(3.76점) > 공간성(3.62점) > 매력성(3.53점)

순으로 청결성(4.06점)이 가장 높은 점수로 나타났고, 사

례지 별 구성요소 중 청결성이 가장 높은 점수로 나타난

E1(4.44점)의 도입공간은 이용자들이 처음 접하게 되는

공간으로 뚜렷한 색채의 외부공간과 사인물 및 로고가

이용자들의 시각에서 한눈에 식별되어 깔끔함과 청결함

을 느끼므로 만족도가 높게 평가 되었다.

둘째, 중심 서비스 공간에는 ‘ㅡ’ 일자형 바와 부대시

설을 활용 및 결합하는 공간이 필요하다. 각 사례지

(E1(4.13),E2(3.39),E3(3.81),E4(3.48))중 E1(4.13)의 사례지

가 가장 높은 만족도로 3곳의 사례지보다 ‘ㅡ’ 일자형 바

가 많이 배치 되어있고 개인의 자리마다 부대시설(콘센

트, 핸드폰 충전기 등)이 갖추어져 있어 이용자의 만족도

가 높게 나타났다. 또, 이용자 행동 특성의 설문에서 식

음 행동으로 핸드폰을 만진다 60%, 주로 SNS를 이용한

다 60%의 높은 결과와 이용자 이용 만족도에서 혼자 먹

는 ‘ㅡ’ 일자형 바의 만족도가 61.5%의 높은 결과를 나타

냈다. 반면 그룹이 식음 할 수 있는 ‘ㅁ’형 공간이 1인

식음공간에 있을 때 만족하지 못하다 51.5%의 높은 결

과를 토대로 핸드폰을 할 수 있는 부대시설이 ‘ㅡ’ 일자

형 바 테이블과 결합하여 이용자가 혼자 식음하면서 그

시설물을 이용 시 만족감을 더 향상 시킬 수 있도록 1인

을 위한 바와 부대시설이 공간에 활용되어야 된다고 사

료된다.

셋째, 부대 서비스 공간은 셀프 서비스가 공간에 연출

되어야 한다. 앞서 설문지 중 이용자 이용 만족도에서

계산 서비스로 식권발매기를 배치 할 때의 만족도가

64.5%의 높은 결과로 나타났고, E1(3.93점)이 다른 3곳의

사례지중 유일하게 혼자하기를 원하는 혼족의 성향에 따

라 식권발매기와 퇴식구가 배치되어 있어 다른 3곳의 사

례지보다 부대 서비스 공간의 만족도가 높은 결과가 나

타났다. 반면, E2(3.27점)는 3곳의 사례지 중 부대시설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다른 사례지에 비해 공간이 협소

하고 중심 서비스 공간과 함께 있어 직원이 결제 서비스

를 할 때 이용자의 동선이 편리하지 못하다는 결과로 제

일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용자들이 셀프 서

비스 행위를 할 때 공간의 만족감을 느낀다는 결과가 나

타났다.

넷째, 주요 이용 연령대를 고려한 메뉴 구성과 공간의

위치 선정이 필요하다. 이용자 특성 및 이용 특성, 행동

특성의 설문을 종합 분석한 결과 1인 식음공간을 이용하

는 주 고객층은 학생(40%) 및 직장인(18%)으로 메뉴의

구성(51%)에 따라 일주일에 3회 이상(30%) 주중 저녁

(39%)에 배가고파서(23%), 쉽게 찾아 올 수 있는 거리

(13.5%)로 하교 및 퇴근 후 1인 식음공간을 방문한다는

결과를 예상하며 이러한 주요 이용 연령대를 고려하여

메뉴 및 공간의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

된다. 또, 사례지들의 메뉴와 위치를 분석한 결과 E1 (서

울대입구역 근처), E2 (낙성대역 근처), E4 (신림역 근

처)는 주이용 고객층이 많이 분포 되어있는 학교와 역

근처에 위치해 있다.

다섯째, 식음과 함께 시각적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실내디자인 요소를 개선시켜야 한다. 물리적 환경에 따

른 공간 특성 만족도 결과 청결성(4.06점) > 쾌적성(3.76

점) = 편의성(3.76점) > 공간성(3.62점) > 매력성(3.53점)

순으로 매력성이 가장 낮은 결과가 나타났다. 사례지 중

에서는 E1(3.99점)의 매력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E1의

공간에는 네온사인과 1인 식음공간을 강조하는 사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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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POP가 공간 곳곳에 있어 이용자들의 흥미를 유발하

여 만족감을 느끼게 하므로 다른 3곳의 사례지보다 매력

성의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1인 식음공간의 물리적 환경

중 디자인관점인 측면에서 공간 디자인 전략을 분석하고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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