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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이 논문은 1인 가구를 위한 도자 식기 세트를 제작하여, 1인 가구

들에게 새로운 식사 문화를 제안함으로써, 그들의 삶을 질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진행된 연구이다. 1인 가구의 식생활에서 많은 결

핍이 나타나고 있는데, 바쁜 일상과 한정된 주거 공간 등의 이유로

가정에서의 제대로 된 식사가 어려운 상황이며, 이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연구자는 일상의 작은 변화가 쌓여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1인 가구를 위한 식기 세트

를 그들이 사용하게 함으로써 식사 문화,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삶

을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생각으로 진행된 1인 가구를 위한 도자 식기 제작 연구는

다음의 세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1. 사회적 현상 및 사례 조사

2. 작품 사례 조사

3. 작품 연구 및 제작

사회적 현상 및 사례 조사와 작품 사례 조사는 작품 연구 및 제작

의 진행을 위해 선 연구되어야 하였으며, 동시에 사회적으로 급증하

고 있는 1인 가구화 현상과 그에 따른 시장 확대의 모습을 보여주

며 이 연구의 당위성을 설명한다. 사례 조사를 바탕으로 진행된 작

품 연구와 제작에서는 각 세대별 특징을 파악하여 5종류의 식기세

트를 제작하고자 하였다.

그릇은 본래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여 급변하는 성격의 물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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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쓰이며 축적된 사용의 시간은 일상을 변화

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연구자는 이 연구를 통해 제작된

식기들이 1인 가구의 삶을 조용히 변화시키기를 바란다.

주요어 : 1인 가구, 식기세트, 삶의 변화

학 번 : 2013-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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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1. 연구 동기 및 목적

최근 늘어나고 있는 ‘1인 가구’ 증가 현상은 사회적으로, 그리고 개

인의 삶의 영역 모두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젊은 세대들의 학업․취업에 의한 대도시 상경, 자녀교육을 위해

가족과 떨어져서 살게 되는 ‘기러기 아빠’ 현상, 정부 정책 등의 요

인으로 발생하는 직장 이전 현상으로 인한 거주지역 변화, 이혼율의

증가 등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으로 인하여 1인 가구의 수가 급증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혼자 사는 사람들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이다. 가족이 가정을 이루며 사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과거와는

달리, 혼자서 사는 것에 익숙해져야 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사회·

문화적 변화를 겪고 있다.

이처럼 가구의 모습이 변화하면서 문화 산업 부문에서는 혼자 사

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이 다수 생겨나고 있

다. 특히, 식문화 관련 산업 전반에 있어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데,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편의점과 배달음식, 그리고 외식 산업

이 집에서 먹는 ‘집밥’을 대체하는 현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각종 매체의 부추김 덕분에 사회적 열풍을 일으키고 있지만, 동시에

건강 불균형과 심리적 불안정 등 육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며, 삶의 불균형을 초래하기도 한다. 1인 가구원이 집에서 제

대로 된 식사를 하는 일은 쉽지 않다. 혼자서 먹기 위해 식재료를

사는 것은 부담스럽고, 요리를 하는 시간은 아깝게 느껴지니, 음식

을 담기 위한 좋은 그릇을 찾는 일 따위는 더더욱 안중에 없기 쉽

다. 10여 년 간 1인 가구로 살면서 이러한 고충을 몸소 느낀 동시

에, 식기를 제작하는 도예가인 연구자에게, 1인 가구를 위한 식기에

대한 관심과 흥미는 필연적이었다.

연구자는 ‘1인 가구를 위한 식기 제작 연구’를 통하여 혼자서 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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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인들의 식생활 문화에 대해 고찰하고, 그들의 ‘집밥’ 문화를 개

선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그들의 식생활 변화에 대한 가능성을 제

시하고, 더 나아가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보탬이 되고

자 하는 목적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1인 가구 증가와 관련된 사회적 현상에 대한 조사와 1

인 식기 제작을 위한 식기 사례 연구, 식기세트 제작의 총 3가지 과

정으로 나뉜다.

연구자는 먼저, 1인 가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추세

를 파악하여, 1인 가구가 새로운 가구의 형태로 인지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정책, 산업, 그리고 문화적 측면 등이 변화하고 있는 상

황을 조명한다. 그리고 위의 추세와 관련된 변화를 개인적인 측면에

서 살펴보고, 이 중 식문화와 관련된 사례들을 살펴보며 이 연구의

당위성을 설명하고자한다.

1인 가구를 위한 식기 사례 연구는 제품의 사례와 작품의 사례로

나누어 진행되는데, 제품의 사례로는 한국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1인 식기 세트에 대해 조사하고, 작품 사례로는 한국 공예가들이 제

작한 1인용 식기에 대해 살펴본다. 이를 통해 기존의 1인 식기 세트

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분석하고 그 내용이 연구에 적용될 수 있도

록 하였다.

1인 가구 식기 사례 연구를 토대로 1인 가구를 위한 식기 세트를

제작한다. 먼저 제작 원칙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5가지 스타일의

식기 세트를 제작하고자 한다. 각 양식은 20대부터 60․70대까지의

세대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제작되며, 세대별 특성에 따라 다른 형

식과 구성품목을 보여준다. 각 세대별로 전형적인 인물을 설정하고,

그 식생활을 파악함으로써, 세트 구성품 설정에 더욱 구체성을 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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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한다. 제작 과정에 대한 상세한 기록 및 설명을 첨부하

고, 완성된 식기에 대한 정보와 이미지를 보여주고, 형태, 크기, 용량

등을 도식화하여, 사용자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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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 연구

1. 1인 가구의 정의와 사회적 추세

1-1. 1인 가구의 정의와 유형

1) 1인 가구의 정의

통계청에서 사용되고 있는 표준정의에 따르면 1인 가구란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를 말하며,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구를 의미한다.1)

2) 1인 가구의 유형

이들의 독거 원인과 경제적 상황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연구자는

글로벌미래연구센터의 분류에 따라 1인 가구의 유형을 4가지로 구

분하였다.2)

․대학생과 산업예비군 : 학업이나 취업을 위해 대도시로 이동하여

생활하고 있는 1인가구로서, 20대 또는 30대 초반의 사람들이 해당

된다. 대학생, 고시원, 취업준비생, 또는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젊은

사람들이 이 유형에 속한다.

․골드족 : ‘화려한 싱글’을 뜻하는 골드족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30,

40대 사람들로, 번 돈을 자기 자신을 위해 투자하는 경향이 크다.

전문직에 종사하며 대졸 이상의 학력인 경우가 많고, 월 소득은 평

균 350만원 이상인 사람들의 비율이 높으며 1인 소비라는 새로운

형태의 산업을 발달시키는 주요 계층이다.

1) 통계청, http://kostat.go.kr/
2) 브릿지경제,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4106944&memberNo=1547
0144&vType=VER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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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신자 : 이혼으로 분리된 부부나,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가족과

분리되어 독신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비자발적인 독거를 하

는 경우가 흔하다.

․실버세대 : 자녀는 독립하고 배우자와 사별한 독거노인들을 뜻한

다. 이들은 “절대 빈곤 상태인 독거노인과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갖고 사회

적으로 활동하는 ‘액티브 실버집단’이 있는데”3), 최근 최저생계를 유지

하는 1인 가구 독거노인의 수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1-2. 1인 가구의 증가 현상

1) 1인 가구 증가의 사회적 배경과 미래 전망

1인 가구의 증가는 집값 폭등, 청년 실업 증가, 결혼에 대한 가치

관 변화(혼인 감소, 결혼 적령기 늦춰짐), 직장인 또는 맞벌이 부부

의 다른 지역 생활 증가, 높아지는 이혼율, 기러기 부모의 증가, 그

리고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지속 상승 등의 사회적 현상으로 설명

될 수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과거에는 핵가족화가 진행되어 왔다

면, 최근에는 개인주의와 사회적 요인에 따라 핵가족이 더 분리되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1인 가구의 수는 더욱 더 증가하고 있다.

다음 기사에서 나타나는 통계는 이러한 변화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나 홀로’사는 1인 가구(家口)가 우리나라에 가장 흔한 가구 형태로 나타났

다. … 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 인구주택총조사’를 보면 지난해 1인 가

구는 520만3000가구로 전체 1911만1000가구의 27.2%를 차지했다. … 1

인 가구는 2인 가구(499만4000가구·26.1%), 3인 가구(410만1000가

구·21.5%)를 제치고 가장 흔한 가구가 됐다.…1990년만 해도 국내에서 1

인 가구의 비중은 9.0%로 한자릿수에 불과했지만, 평균 가구원 수가 줄고 

3) 헤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415000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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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따로 사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급속도로 증가했다.…

                                   -2016.09.08. 조선일보 진중언 기자

통계청에 따르면, 2000년도에는 약 200만 가구였던 1인 가구의 수

가 2017년 현재 500만 가구를 넘어섰고, 2035년에는 750만 이상으로

그 수가 증가할 것이라 전망했다. 2015년 한국의 1인 가구 비중은

27.1%로 10년 전인 2005년에 비해 7.1% 증가했다. 이와 같은 추세

가 이어질 경우 20년 후인 2035년에는 전체가구 중 1인 가구의 비

중이 1/3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표 1] 연도별 1인 가구 증가추이 (통계청)4)

2015년도에 조사된 1인 가구의 연령대별 비중을 살펴보면5), 20대

17.0%, 30대 18.3%, 40대 16.3%, 50대 16.9% 60대 12.8%, 70대 이상

17.5% (20대 미만 1.1%)로 나타났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HERI)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1인 가구의

빠른 증가를 이끄는 연령대가 노년층이나 청년층이 아닌 40, 5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인 가구에서 40~5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 26.5%에서 2010

년 29.1%로 커졌다가 2015년에는 33%까지 치솟았다. 가장 왕성한 경제활

4) 통계청, 인구총조사 <장래가구추계 : 가구주의 연령/가구유형별 추계가구-전국>
5) 통계청, 인구총조사 <성 및 연령별 1인가구-시군구>

연도 2000 2004 2008 2012 2017

1인 가구 2,261,500 3,003,000 3,751,400 4,538,600 5,230,200

2020 2024 2028 2032 2035

5,876,700 6,442,800 6,882,200 7,299,200 7,62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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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하고 있고, 따라서 소득, 소비 능력도 가장 높은 중년층의 1인 가구 

증가세가 가장 빠른 것이다. … 경제력이 취약한 계층일수록 가족단위가 

해체되고 홀로 사는 가구가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전문가들의 추정 

또는 일반적인 통념과는 사뭇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6)

                                        

위의 통계와 연구조사는 20대와 30대, 그리고 노년층에서 나타나던

1인 가구가 최근 들어 40, 50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음

을 알려주며, 1인 가구화 현상이 특정 세대에 한정된 문제가 아닌

전 연령대에 걸친 사회적 변화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앞으로도 1인 가구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기에, 우

리 모두가 1인 가구를 새로운 가구의 한 형태로 인식하고, 그들의

삶을 위한 사회적, 개인적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

2)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현상과 개인의 삶 고찰

① 1인 가구를 위한 정책 및 문화·산업의 확대 사례 및 예시

 재작년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의 대부분이 소득 

1~4분위의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있어 주거비 부담이 높고 주거 안정성도 

매우 취약하다고 전했다. 여기에 높은 주택가격, 소형 저렴주택의 부족, 급

격한 전세의 월세화 등 주택 시장의 변화는 저소득 1인 가구의 주거 불안

을 가중시키고 있다. 

...

정부는 3인 가구를 기본으로 설계된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 기준을 1․2인 

가구까지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입주자 자격요건이 변화한 시대

상을 따라가지 못하고 30년 전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한 데 따른 

6) 2016.09.28. 한겨레, 이민영



- 8 -

조치다.7)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는 정부, 또는 지자체의 정책들이

발의되고 있다. 특히 주거 환경과 관련된 부분에서 경제적으로 취약

한 1인 가구를 지원해주는 정책들이 생겨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뉴스테이 정책의 기본 모토인 중산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지속하는 한편, 대학생 등 저소득 1인 가구

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으며,8) 서울시에서는 ‘역

세권 2030청년주택’을 통해 주거빈곤에 처한 ‘2030청년층’의 주거안

정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에 주택을 공급하는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9)

2016년 서울시의회에서는 1인 가구 중 청년 실업자, 독거노인, 이

혼부부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구들을 위해 <서울시 사회적 가족

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이에

따라 서울시장은 5년마다 1인 가구 복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

고 이 기본 계획에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야 하며, 1인

가구 실태를 조사하여 1인 가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을 위한 복

지 격차 해소사업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함께 식사

할 수 있는 소셜 다이닝(social dining)과 여가 생활 등 1인 가구 복

지지원 정책을 수립해야 하게 되었다.

경기도의회에서도 <경기도 1인 가구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안>을 제정하였는데, 1인 가구 복지 계획과 시행 세칙을 수립하고

정책 수립을 위한 1인 가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소셜 다이닝이나 여가지원 정책과 더불어 주

거지원 사업, 범죄예방사업, 응급상황 대처사업, 건강검진 지원사업,

7) 2017.04.21. 뉴스웨이, 손희연
8) 서울특별시의회 블로그, http://blog.naver.com/seoulcouncil/220737057904
9) 서울주택도시공사, http://blog.naver.com/together_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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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지원, 재정 컨설팅과 관련 기관의 지원 및 연구·조사 사업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다.10)

1인 가구에 의해 문화·산업 부분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들의 소비성향은 ‘S.O.L.O’라고 표현되는데, 이는 자기지향(Self),

온라인지향(Online), 저가지향(Low Price), 편리성지향(One-stop :

적은 양을 한 곳에서 한 번에 구입하려는 소비성향)을 가리킨다.11)

이러한 성향을 가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시장이 계속해서 확대

되고 있는데, 산업연구원의 소비지출 규모를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1인 가구 소비지출 규모는 2010년 60조원에서 2020년 120조원으로,

2030년엔 194조원에 달해 4인 가구의 지출 규모인 178조원을 넘어

설 것으로 예상된다.12) 먹고, 살고, 즐기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새로

운 현상을 찾아볼 수 있는데, ‘혼밥’이 일상화됨과 동시에 외식 또한

흔한 일이 되었고, 집에서 먹는 ‘집밥’은 특별한 밥이 되었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 1인 가구의 외식·배달(테이

크아웃 포함) 지출 비중은 55.1%로 전체 식비의 절반 이상을 밖에서 사 

먹는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2000년대만 해도 국내 외식 시장을 주름잡

던 패밀리레스토랑들의 영향력이 급격히 줄어든 것 역시 불황 및 소비 트

렌드 변화와 함께 1인 가구의 증가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 2016.7.12.아시아투데이 정석만 

혼자 살기 때문에 넓은 평수보다는 작은 평수의 주거공간을 선호

하며, 생활하는 공간을 스스로 꾸미려는 추세가 확산되고, 셀프 인

테리어에 대한 정보 공유가 활발해졌다. 관련 시장 역시 점점 확대

되고 있는데, 인터넷 쇼핑몰 11번가에서는 지난해 주요 셀프인테리

어 제품의 매출이 전년 대비 20%이상 늘어났다고 보도했다. 문 손

10) 월간 지방자치, http://localgov.co.kr/220857327636
11) 기획재정부 블로그, http://mosfnet.blog.me/221016807613
12) 산업연구원, ‘1인 가구 증가가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양분석’,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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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이(82%), 조명(40%), 벽지(35%)의 매출이 크게 신장했고 욕실과

주방 인테리어 용품 판매도 호조세를 보였다.13)

통계청이 발간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5>에 의하면, 15세 이상의

한국인 56.8%는 혼자 즐기는 것을 선호한다고 답했으며, 친구와 함

께 여가를 보낸다는 응답자는 8.3%에 불과했다.14) 이에 따라 PC방

등 일부 영역에 한정되었던 혼자서 즐길 수 있는 여가 활동 및 문

화생활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데, 코인노래방이 생겨나고, ‘혼영족

(혼자 영화를 관람하는 사람)’이 5년 사이 2배가 증가하였으며,15) 싱

글족을 위한 여행 패키지 상품, 집에서 할 수 있는 1인용 보드게임,

컬러링 북 등 1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및 상품들이 계속 출시되

고 있다. 임광규 사회학 박사는 “처음에 혼밥, 혼술에 어색해하던 싱글

족들이 혼놀 문화에 익숙해지는 추세에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문

화현상으로 합리화하며 혼놀 범위를 점차 넓혀가고 있다.”16)고 분석했다.

이러한 1인 가구를 겨냥한 문화 산업의 확대로 인해 ‘일코노미’라

는 신조어가 등장하였다. 일코노미는 1인과 economy의 합성어로 1

인 가구가 주도하는 시장 경제를 말한다.

◆ 1인 가구 늘자 ‘일코노미’가 뜬다

 - 1인 가구 겨냥 가전·가구 매출 ‘쑥쑥’ 

 - 간편가정식 급성장에 소포장 식품 인기 – 2017.02.25. 영남일보, 박주희

◆ 줄어든 식구... 작아지는 주방용품 – 2017.03.13. 부산일보, 김은영

◆ YOLO(욜로)라이프 시대! 급성장하는 ‘1코노미’시장17)

 - 호텔 코스요리로 혼밥(혼자 밥 먹기)을 즐겨요. 한 끼에 12만원 정도지만 나를 

위해 쓰는 돈은 아깝지 않아요.                - 인테리어 디자이너 이안(28)

 - 차를 마실 때 조말론, 딥디크 같은 10만원대 향초를 태우고요. 집에서 혼자 보

13) 뉴데일리 경제, http://biz.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0098758
14) 통계청, ‘한국의 사회동향 2015’, 2015
15) 한국일보, http://www.hankookilbo.com/v/06536690c3544c2ba0dda5c03eb5e614
16) 매일신문,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35489&yy=2016
17) 동아일보 카드뉴스, http://news.donga.com/3/all/20161211/81782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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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시간이 소중해서 돈이 아깝지 않아요.          - XSXL 최상욱 대표(33)

 -1인 가구는 가족이란 준거집단의 영향을 안 받아 충동적, 쾌락지향적 소비를 한

다. 지금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해야 행복할 것인가가 소비의 기준이다.     

                                           - 여준상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 프리미엄 레스토랑, 여행, 여가 관련 기업은 럭셔리 싱클족을 제 1 고객으로 

놓고 전략을 짜야 한다. -이승신 건국대 소비자정보학과 교수

◆ ‘1코노미 라이프 트랜드’가속...주방용품업계, 싱클족 ‘쟁탈전’

 -삼광글라스vs월드키친vs로얄코펜하겐, 각 특색제품 내세워 ‘혼밥족’ 시장선점 

예고                                       - 2017.08.14. 아주경제, 송창범 

위의 기사 제목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이제 1인 가구는 새로운 라

이프 스타일로 자리 잡기 시작했으며, 이런 시대상을 잘 반영하듯 1

인 가구를 소재로 한 각종 TV프로그램이 많은 인기를 끌고, 전자제

품, 가구, 음식을 포함한 산업 분야에서도 1인 가구를 겨냥한 새로

운 상품들을 출시하고 있다. 편의점과 프랜차이즈 배달음식점의 가

맹점수와 매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동시에, 식품 업계에서

도 1인 가구를 위한 상품을 잇달아 선보이며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아이스크림, 제과 상품 등에서도 1인 가구를 위한 패키지가

출시되고 있으며,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를 겨냥한 아침 대용식

시장도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슈퍼마켓에서도

야채, 육류, 양념 등을 소량 포장하여 판매하거나, 1인 가구를 위한

상품 코너를 분리하여 판매하는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 소포장 식품

및 식재료를 판매하는 ‘인테이크 푸드’에 관한 기사는 이러한 현상

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이다.

 기존의 전통적인 4인 기준으로 서비스나 상품들이 구성돼 혼자 또는 둘이 

이용하는 싱글족에게는 비효율적인 소비형태가 1인 가구의 급증현상과 새

로운 상품에 대한 니즈가 발생함에 따라 의식주에 포함되는 해당 업계에서

도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데, 큰 반응을 보이는 곳은 식품업계다. 1-2인 

가구의 증가로 ‘소포장, 소용량 상품’, 도시락, 가정 간편식(HMR) 반찬 등 

싱글족을 겨냥한 싱글푸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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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포장식품의 경우, 견과류, 시리얼, 스낵, 곡류 등 여러 식품들에 적용되

어 상품화되고 있다. ‘합리주의식품’브랜드로 1인 가구의 라이프스타일을 

연구하는 ‘인테이크(INTAKE)’가 대표적인 케이스이다. 1인 가구를 타깃으

로 하여 수십 종의 자연간식과 시리얼, 조미향신료, 간편식, 스낵 등 총 

150가지가 넘는 식품을 1인 가구에 맞춰 상품화한 것이 특징이다. 쉽게 

한 끼를 때울 수 있는 선식, 대용식 죽을 섭취가 간편한 형태로 설계하고, 

간식류는 1회 섭취량 기준을 설정해 포장하였다. 또한, 집에서 식사를 하

는 빈도가 적은 1인 가구에 맞춰 총 30가지 조미향신료를 작은 미니보틀

에 담아 내용물이 변질되거나 낭비되는 불편함을 줄인 것이 큰 호평을 받

고 있다.18)

② 1인 가구의 생활 형태 사례 및 예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급부상과 함께 그들을 지칭하거나 그들의 삶에

서 나타나는 현상을 지칭하는 신조어들이 다수 생겨나고 있다. 1인

가구를 의미하는 ‘싱글족,’ ‘나홀로족’과 같은 말이 널리 쓰이고, ‘싱

글슈머(Singlesumer: 1인 가족의 형태로 살아가면서 자신들만의 생

활 패턴에 따라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하는 사람들)19)’, ‘일코노미’

‘혼밥’ 등의 단어도 사회적인 현상을 설명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

다. 위의 단어에서 볼 수 있듯 개인의 생활 방식 및 형태 또한 사회

적 변화와 맞물려 바뀌고 있다.

개인의 주거 공간 선호도를 살펴보면, 주요 패스트푸드 브랜드의

배달권역인지를 말해주는 맥세권(맥도날드), 롯세권(롯데리아), 킹세

권(버거킹), 케세권(KFC) 등이 역세권과 함께 중요 고려요소로 떠오

르고 있다. 모바일 앱 ‘우리집 점수측정-햄버거(우리동네 벅세권)’는

근처에 있는 햄버거 프렌차이즈 매장을 바탕으로 점수화된 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로, 1인 가구들의 주거 공간 선호에 대한 동향을 나

18) 조선일보, http://danmee.chosun.com/m/article.html?contid=2015061001184
19) 시사상식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404612&cid=43667&categoryId=43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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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냄과 동시에 변화된 식생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단어 중 하나인 ‘혼밥’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식문화의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인데, 혼밥에 따라 소비

하는 음식의 종류와 방식도 바뀌고 있다. ‘부탁해’라는 음식 배달 서

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앱은, 레스토랑 음식뿐 아니라, CU와 제휴

를 맺고 1인 가구가 밀집한 서울 일부 지역에 편의점 음식을 배달

하는 서비스를 시작하였다.20) 이러한 모습은 집에서 소비하는 음식

의 유형과 종류도 완전히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전에는 꺼려지던 혼자 하는 외식이나 음주가 혼밥 전용 식

당이나 술집들이 생겨나면서 점점 흔해지고 있다.

[도판 1, 2] 혼자 먹는 고기집의 모습

[도판 1, 2]는 혼자서 식사할 수 있는 고기집의 모습으로, 이러한

혼밥 식당들은 휴대폰 충전기, TV등의 편의 시설을 제공하여 혼밥

족들의 발길을 유도하고 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MBC의 <나 혼자 산다>는 혼자 사는 유명

인을 관찰 카메라 형식으로 담아낸 예능 프로그램인데, 11%의(닐슨

코리아 제공) 높은 시청률은 많은 사람들이 1인 가구의 삶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들에게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 산업통상자원부 블로그, blog.naver.com/mocienews/220497389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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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인 가구를 위한 식기 제작 연구의 필요성

현대인의 상당수는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서 혼자 살아가며, 혼자

서 많은 활동들을 하며 생활하고 있다. 혼자 있는 시간과 혼자서 하

는 행위들은 치유의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비자발적인 1인 가구의

삶은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

특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강하고 올바른 식사의 부재로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1인 가구의 92%는 ‘혼밥족’이다. ...문제는 

식단이었다. 조사 결과 혼자 밥을 먹을 때, 가장 인기 있는 메뉴 1위는 라

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밥은 2위였으며 3위는 빵, 4위는 김밥, 5위는 샌드

위치인 것으로 조사됐다. 간단하게 한 끼를 때울 수 있는 메뉴 위주로 먹

고 있다.21) 

                                       -2017.05.16. 리얼푸드, 고승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행신 건강노화산업단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 사

회의 혼밥 현황을 설명했다. 이 단장이 공개한 ‘국민건강영양조사 제6기

(2013~2015년)’ 조사자료에 따르면 우리 국민 전 연령층에서 ‘1인 가구’

의 혼밥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65세 이상’ 1인 가구의 혼밥 비율이 높았

다. 가장 우려되는 연령층 역시 65세 이상 노인인구였다. 자료에 따르면 1

인 가구인 65세 이상 노인 4명 중 1명은 세 끼 모두 혼자 식사했다. 65세 

이상에서 세 끼 모두 혼자 식사하는 사람들은 외식 빈도 역시 거의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세 끼 모두 혼자 식사하는 사람들의 비만 유병율은 34.7%인 것으로 나타

났다. 나트륨 섭취량 또한 높았고 영양섭취부족자도 많았다. 19~29세, 

30~49세 혼밥족은 에너지·지방 과잉섭취자 비율이 높았다. 인제의대 가정

의학과 윤영숙 교수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토대로 한 발표에서 “혼밥

21) 리얼푸드, http://www.realfoods.co.kr/view.php?ud=20170516000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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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는 20~30대 남성의 복부비만율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높았

으며 고혈압, 당뇨병, 고콜레스테롤혈증, 고중성지방혈증 등의 위험도 있었

다”고 밝혔다. 윤 교수에 따르면 특히 ‘저녁’을 혼자 먹는 사람들은 남녀노

소 불문하고 우울증 확률이 높았다. 노인인구 중에서는 여성, 전체 20세 

이상 성인 중에서는 남성의 우울증 확률이 높았다.22)

 -2017. 05. 16 스포츠서울, 최신혜

위의 기사들은 ‘혼자 하는 식사’가 영향 불균형과 정신적 불안을 초

래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인 가구로 인해 생겨난 소비 확대

의 지표들 이면에는 가정이 가져다주는 안락함의 부재로 인한 외로

움과 고독이 내재되어 있고, 이들의 삶에 위로가 될 수 있는 무언가

가 절대적으로 필요시 되고 있다. 연구자는 식생활을 통하여 외롭고

지친 그들의 삶에 활기를 불어넣어줄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그들의

식문화 개선에 도움이 되고자 1인 가구를 위한 식기 제작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22) 스포츠 서울,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51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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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인 가구를 위한 식기 사례 연구

2-1. 제품 사례

최근 급격한 시장의 변화로 식기 관련 브랜드들도 1인 시장을 견

인하는 제품들을 계속해서 선보이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1인

식기를 위한 독립된 카테고리를 통해 제품을 선보이기도 한다.

광주요에서는 2013년 싱글족을 위한 캐주얼라인인 ‘포미(FORME)’

를 출시하였는데, ‘포미’는 수저받침, 밥그릇, 국그릇, 면기, 두 가지

크기의 찬기, 접시, 물잔 등 총 8점으로 구성된 상품이다. 이와 동시

에 적은 양으로 식사하는 현대인들을 위해 작은 용량으로 ‘mini

FORME’세트도 출시하였다.

[도판 3] 1인 식기 카테고리를 메인 화면에 보여주고 있는 e광주요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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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4, 5, 6] 광주요에서 출시한 포미세트(FOR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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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7, 8] 행남자기에서 출시한 ‘봄봄’

행남자기에서는 2014년 일체형 식기 ‘봄봄’을 출시하였는데, 이 제

품은 성인 1인이 식사 할 때 필요한 식기의 수량과 종류를 분석하

여 밥그릇, 국그릇, 찬기 2종, 찌개그릇, 그리고 실리콘 소재의 냄비

받침과 수저받침을 더하여 총 7점으로 구성되었다. 큰 식기 안에 작

은 식기를 포개어 순서대로 쌓으면 구(球)형태가 되는 일체형 디자

인을 적용하여 효율적인 수납까지 배려하였다.

이도(YIDO)에서는 싱글슈머를 위한 ‘마노 1인 반상기세트’, ‘세라 1

인 반상기세트’ 등 다양한 라인의 상품을 1인 가구를 위한 세트로

구성하였다.

[도판 9, 10] 이도(YIDO)의 ‘마노 1인 반상기세트’와 ‘세라 1인 반상기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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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자기는 2017년 신제

품인 ‘므아레(moiré)’ 가정

식 차림세트를 출시하였는

데, 이 시리즈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포인트 장식

이 된 그릇들 위주로 구성되

었으며, 낱개로 구매할 수

있어 실속있는 그릇 구매를

원하는 1인 가구의 소비를

유도하였다. 또한 이미지 아

티스트 Corinna Buchholz의

브랜드 피딕스(Piddix)와 협

업하여 만든 ‘보헤미안 우드

랜드(Bohemian Woodland)’

시리즈의 1·2인용 홈세트를

추가 출시하였다.
[도판 11] 이도(YIDO)의 마노라인 1인세트 

[도판 12, 13] 1인 가구를 겨냥하여 출시한 한국도자기의 ‘므아레’시리즈와 ‘보헤미안

우드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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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4] 이딸라(Iittala)의 떼에마 띠미

해외 브랜드들 또한 한국의 현대 식문화를 고려한 맞춤형 식기 세

트를 내놓고 있는데, 핀란드의 리빙웨어 브랜드 이딸라(Iittala)는 한

국 고유의 식문화를 반영한 ‘떼에마 띠미’ 시리즈를 1인용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덴비(DENBY) 역시 한국의 시장을 겨냥한 ‘뉴 헤

리티지’를 출시하면서 1인 세트 구성이 가능한 패키지 상품을 판매

하고 있다.

위의 제품 사례들 중 한국도자기의 므아레, 행남자기의 봄봄, 광주

요의 FORME의 구성품 크기 및 용량을 조사․비교하였는데, 밥그

릇과 국그릇의 크기는 큰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면기와 찬기류는

세트의 특성에 따라 크기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판 15] 덴비(DENBY)의 뉴 헤리티지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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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한국 브랜드 도자기 회사 주요 1인 식기 제품 크기 비교

2-2. 작품 사례

한국에서 활동하는 공예가들

도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여 1

인을 위한 식기세트나 차 도

구 세트 등을 선보이고 있다.

[도판 16]은 오유리가 제작한

‘10각 1인 반상기 세트’로 찬

기들과 물잔, 밥그릇(뚜껑 포

함), 국그릇 등 가정식 식사를

할 때 꼭 필요한 식기로 구성 [도판 16] 오유리의 10각 1인 반상기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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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 오유리의 ‘라인 1인 반상기’ 또한 1인을 위한 식기로 제

작되었으며, 그릇들을 쌓아 수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수납공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식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이세용은 다양한 색

과 크기로 구성된 사발과 접시, 컵으로 1인 식기세트를 구성하여 사

용자가 직접 용도에 맞추어 알맞은 크기의 그릇을 선택할 수 있도

록 하였다.

박정홍은 작가의 작품제작방식인 선 상감 기법을 적용하여 다과를 즐

길 수 있는 1인 세트를 만들었

고, 김덕호는 동일한 형태의 그

릇들의 일정한 비율로 변화시켜

용도를 다양화할 수 있고, 정렬

된 형태로 쌓아 수납이 가능한

‘한 사람을 위한’ 시리즈를 선보

였다. 이인화의 ‘1인용 차 도구

세트’는 차를 위한 잔, 잔받침,

피쳐(pitcher), 스트레이너

(strainer)로 구성되어 별도의

다른 도구 없이 혼자서도 간편

[도판 19] 이세용의 고운 색상의 자기로 된

5종의 볼과 접시, 컵 세트

[도판 17, 18] 오유리의 라인 1인 반상기와 일부 구성품 수납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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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차를 마실 수 있도록

하였다.

금속공예가 김현성은 차

도구 세트와 스트레이너

등을 1인용으로 제작하

여 접하기 어렵게 여겨

지는 차 문화를 혼자서

도 손쉽게 접할 수 있도

록 유도하였다.

위의 사례에서 살펴 본

반상기 세트나 차 도구

세트는 음식이나 상차림

의 모습을 어느 정도 예

측할 수 있다. 동시에

크기와 비례를 변화시킨

식기세트의 사례에서는

명확한 용도를 나타내기

보다는 사용자가 편의에

따라 알맞은 그릇을 선

택할 수 있도록 제작되

[도판 22] 김덕호의 ‘한사람을 위한’

[도판 20] 박정홍의 1인 세트, 나무 트레이

이무규

[도판 21] 박정홍의 1인 세트, 나무 상자

이승원

[도판 23] 이인화의 ‘1인용 차 도구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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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용도와 폭넓은 사용 범위 모

두를 고려한 식기세트를 제작하려고 한다.

[도판 25] 김현성의 스트레이너

[도판 24] 김현성의 ‘1인 차도구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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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품연구

3-1. 제작계획

1) 제작 계획과 원칙 수립

연구자는 1인 식기세트 제작에 들어가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계획

및 원칙을 수립하였다.

- 각 세대별로 타입을 나누어 5가지 양식의 식기세트를 제작한다.

각 양식은 연령대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20대, 30대, 40대, 50대,

그리고 60·70대의 1인 가구를 위한 세트를 제작한다.

- 각 타입의 식기 세트를 제작하기 위해 연령별로 대표 인물을 설

정하여, 제작에 있어 구체적 사례를 염두에 둔다.

- 물레성형기법을 활용한다.

- 소성 온도를 1280˚C(Orton사의 Self Supporting Cone9 기준, 이하

cone9)로 고정하여 위생적인 식기를 제작한다.

- 여러 가지 용도를 고려하여 식기형태를 디자인함으로써 식기의

활용도를 넓힐 수 있도록 한다.

- 유약과 형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각 세트는 세트로서의 통일

성을 갖추도록 한다.

- 각 세트별 형태와 장식을 다른 세트와 차별화시켜, 다양성을 확보

한다.

- 구성품의 크기 변화는 보관하기 용이하도록 기획하여, 수납의 문

제를 최소화한다.

- 개별 구성품의 크기와 용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정보를 제공

하여 사용자들의 선택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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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작을 위한 연령별 인물대상 설정

연구자는 연령에 따라 세대를 구분하여 세트를 구성하였는데, 식생

활은 개인의 생활 패턴에 따라 차이가 매우 크므로, 구체성을 확보

하기 위해 각 연령대에 해당하는 대상 인물을 설정하였다. 그들의

일상과 식생활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식기세트의 디자인 및 제작

과정에서 좀 더 구체성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물에 대한 정보로는 나이, 직업 또는 개인적 상황, 주거지와 활

동 공간, 그리고 평일과 주말의 주요 식사 메뉴에 대해 파악하였다.

3-2. 작품연구

1) 연령대별 식기 타입과 구성품 설정

각 연령대별 대상인물을 정하고, 다음과 같이 식기세트를 설정하였

다.

· 20대 1인 가구 – 대학생/ 취업 준비생(남성) : Simple type Series

· 30대 1인 가구 – 전문직 종사자(남성) : Modern type Series

· 40대 1인 가구 – 전문직 종사자(여성) : Zircon type Series

· 50대 1인 가구 – 기러기 아빠(남성) : Grey Blue Series

· 60․70대 1인 가구 – 사별한 독거노인(여성) : Korean type Series

세대별 특성을 분석하여 연령대별 식기 세트에 들어갈 구성품과

형태를 아래의 표와 같이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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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각 타입별 구성품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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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각 타입별 구성품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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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각 타입별 수납 예시 및 굽 모양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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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각 타입별 구성품 평면도

2) 타입별 제작과정과 완성된 식기 정보

타입별로 설정한 인물들로부터 얻은 그들의 일상과 식생활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식기세트를 구성하고 제작하였다. 수축률과

두께를 고려한 디자인과정, 양산, 크기․형태․두께․무게의 수정이

수차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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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27] 동일한 형태를 반복 생산하는 제작과정

[도판 26] 그릇 제작을 위한 디자인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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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대 1인 가구를 위한 식기세트 – Simple type Series

․대상 인물 :　28세 남성, 대학교 4학년(경영학과), 취업준비생

․주거 형태 : 학교 인근 원룸

․활동 공간 : 학교, 도서관(관악구)

․식사

- 평일

아침 : 씨리얼처럼 간단한 식사를 하거나 거르는 편

점심 : 주로 학생식당 이용

저녁 : 편의점 도시락, 라면, 배달음식

- 주말

아침 : 토스트, 과일

점심 : 인스턴트 면류, 덮밥, 외식

저녁 : 가정식 백반 (찌개류, 밑반찬/ 고기)

대학교를 서울로 진학하게 되어 20살에 상경하였고, 군복무 기간 2년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서울에서 살고 있는 남성입니다. 복학 후 3학년 때는

군대에서 익힌 부지런함이 몸에 익어있어서, 아침에 밥을 해먹고 등교한

적도 있는데, 그렇게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졸업반이라 공부

와 취업준비를 병행하다보니, 새벽까지 잠을 자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아침에는 항상 바빠서, 끼니를 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시간이 있을

때는 씨리얼 정도로 해결하구요. 가끔 학교 매점이나 카페에서 토스트나

과일 등을 사먹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지내다 보니, 점심

저녁은 학교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할 때는 주

로 학생 식당을 이용하구요. 가끔 친구들과 함께 과방에서 배달 음식을 시

켜먹기도 합니다. 밤에 출출하면 편의점 음식을 사서 먹거나 라면을 끌여

먹기도 하구요. 치킨이나 족발 등 배달음식을 먹기도 합니다.

주말 아침에는 보통 빵이나 토스트, 과일 등을 먹구요. 점심은 친구들을

만나 밖에서 먹는 편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이 주에 한두 번 꼴로 찌개

와 밥을 해서 먹습니다. 자취방이 크지 않아 조리하기 어렵고, 식탁 대신

책상을 사용해야 해서 요리를 많이 하지는 않고, 그릇들도 필요한 사발,

컵, 접시 등만 가지고 있습니다. 요리하는 것을 싫어하지는 않는데, 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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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안되네요. 취업해서 큰집으로 이사가면 그릇들도 장만하고, 혼자만

의 식사 시간을 좀 더 제대로 가져 볼 생각입니다.

20대 1인 가구는 학업을 위해 대도시로 상경하거나, 고시, 취업준

비, 직장생활 등의 이유로 1인 가구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이들은

집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집에서 식사를 하는 빈도수

가 적다. 매일 알차게 구성된 식단의 요리보다는 덮밥, 라면 등 쉽

고 빠르게 조리하여 먹을 수 있는 식사를 선호하며, 편의점 음식이

나 패스트푸드, 배달음식을 자주 이용한다.

대상자의 식생활을 끼니별로 살펴보면 아침 식사는 거르는 경우가

많으며, 씨리얼이나, 토스트, 과일 등의 간단한 식사를 하는 편이다.

점심이나 저녁식사는 집 밖에서 하는 경우가 흔하고, 간단하게 조리

한 음식이나 편의점 식품 등을 야식으로 먹는다.

하나의 방으로 이루어진 형태의 고시원, 원룸, 오피스텔 등이 주요

주거 공간이며, 이런 공간들의 대부분은 수납공간이 여유롭지 않기

때문에 그릇의 개수가 많지 않도록 세트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들은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식기의 형

태를 단순화하고 성형에 드는 시간을 줄여 제작비용과 단가를 낮춰

생산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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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기 구성품 설정 및 제작과정

20대 1인 가구를 위한 식기세트 ‘Simple type Series’는 주로 간단한

식생활을 하는 20대의 1인 가구들을 위하여 제작된 식기세트이다.

이 세트의 구성은 4가지 크기의 사발, 2점의 접시, 1점의 수반과 손

잡이가 달린 컵 1점 등 총 8점의 그릇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발 1과

2는 밥과 국을 위한 용도로 제작되었고, 그 이외의 사발들은 파스

타, 라면, 우동 등을 포함한 면요리와 덮밥, 씨리얼 등의 여러 가지

음식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밑반찬을 담는 다수의 작은

찬기 대신 지름이 넓은 접시를 제작하여 세트의 구성품목을 최소화

하였다. 컵의 용량은 약 400ml로, 쥬스, 커피, 티백 차 등 다양한 음

료를 담을 수 있다. 그릇들은 포개어 보관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으

며, 특히 네 가지 크기의 사발은 일정한 간격 차이를 두고 쌓여서

시각적으로 정렬된 효과를 갖는다. 식기 구성품의 수가 많지 않지만

그릇의 높이와 지름의 변화를 통하여 용량을 다양화시켜 여러 음식

을 담을 수 있도록 의도하였다. 바닥 부분부터 그릇의 형태가 끝나

는 전 부분에 이르기까지 부드럽게 연결되는 간결한 곡선을 사용하

여 제작의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생산 속도를 향상시켜 생산 비

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식기로서의 단정함과 우아함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그릇의 크기를 설정할 때에는 현대소재의 실크 백자토(RAC-203)

로 성형된 기물을 1280℃(cone9)에서 소성하였을 때, 물레성형 직후

종류
사발

1

사발

2

사발

3

사발

4

손잡이

컵
수반

접시

1
접시 2

용도 밥 국 씨리얼
면요리

덮밥

물,

차,

음료

과일,

요리,

빵

요리

요리,

one

-dish

식사

[표 5] 20대 1인 가구를 위한 식기세트 Simple type Series의 구성과 구성품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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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태보다 가로방향으로 약 11%, 세로방향으로 약 13%가 수축됨

을 고려하였다. 그릇의 크기와 형태, 구성품목은 여러 차례에 걸쳐

서 변경 및 수정되었다.

종류
물레 찰 시 제작크기

(내부지름*내부높이cm)

굽 깎을 시

제작크기(외부지름*외부

높이cm/바닥지름cm)

사발 1 11.5*7cm 11.5*7.2cm/5.6cm

사발 2 13.5*7.5cm 13.4*7.7cm/6.8cm

사발 3 15.5*8.1cm 15.3*8.1cm/6.5cm

사발 4 17.5*8.7cm 16.95*8.9cm/8cm

손잡이 컵
9.5*10.8cm

(손잡이 부분 제외)
9.6 x 10.5cm/5.5cm

수반 23.5.5*6cm
23*6.5(+,-0.1)(cm)

/17cm

접시 소 24*3.8cm 23.2*3.2cm/18.4cm

접시 대 29.5*4.2cm 28.5*3.65cm/21.4cm

[표 6] Simple type Series의 물레 찰 시 제작크기와 굽 깎을 시의 제작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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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약은 서울대학교 도예전공에서 개발한 YK281을 변형하여 사용

하였는데, 기존 YK281 유약에 포함되었던 성분인 양구백토를 현대

소재에서 생산하는 실크소지로 대치하여 제작하였다. 이 유약은 환

원 소성하였을 때 무광의 백색을 띄지만, 소성 시 1280℃에서 가마

온도를 유지하며 소성시간을 20분 이상 늘려주면 약간의 광택이 생

기는 반무광 상태(semi matt)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무광택 유

약들은 광택이 있는 투명유에 비해 시각적 효과가 좋지만, 스테인레

스와 같은 금속재질의 물건에 긁히면 흔적이 남게 된다. 위의 소성

방법으로 얻은 반무광 상태의 유약 표면은 시각적으로 좋은 효과를

나타냄과 동시에 무광택 유약을 사용한 식기들이 가지고 있는 긁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여 식기의 실용성을 높일 수 있다.

[도판 28] 무광택 유약의 스테인레스 긁힘 현상

LNG가스 가마를 이용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환원소성 시,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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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을 사용한 기물은 맑은 백색을 띄며, 푸른빛이 강하게 돌지 않고

표면이 균일하여 그릇의 심플함을 잘 보여준다.

종류
크기

(지름*높이cm)
용량

사발 1 10.2*6.2cm 340ml

사발 2 12.2*6.7cm 490ml

사발 3 13.7*7.2cm 625ml

사발 4 8.9*9.1cm 880ml

손잡이 컵 15.5*7.6cm 370ml

수반 20.5*5.4cm 1270ml

접시 소 21.5*2.5cm -

접시 대 25.8*2.8cm -

[표 7] Simple type Series의 완성된 식기 정보 



- 38 -

․작품사진

[작품 1-1] Simple type Series의 구성품목 단품 이미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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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2] Simple type Series의 손잡이 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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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3] Simple type Series의 구성품목 중 밥그릇과 국그릇의 용도로 
제작한 사발 1, 사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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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4] Simple type Series의 크기가 다른 4개의 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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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5] Simple type Series의 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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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6] Simple type Series의 접시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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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8] 수납이 용이하도록 포개어진 Simple type Series

[작품 1-7] Simple type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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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30대 1인 가구를 위한 식기세트 – Modern type Series

․대상 인물 : 31세 여성, 웹 디자이너

․주거 형태 : 오피스텔(원룸)

․활동 공간 : 회사 사무실(여의도), 집(영등포)

․식사

- 평일

아침 : 음료수, 커피

점심 : 회사 인근 식당

저녁 : 요리해 먹는 다양한 음식

- 주말

아침 : 토스트, 과일

점심 : 샐러드, 파스타

저녁 : 메인 음식이 포함된 식사, 외식

먹는걸 정말 좋아해요. 여러 먹는 문화에 관련된 것들도 좋아하구요

요리를 자주 하지는 않지만 먹고 싶은 게 생기면 뭐든지 찾아서 해보는 편

입니다.

아침에는 주로 눈뜨자마자 집을 나서기 바쁜 직장인이라, 주로 음료수 위

주로 때우는 것 같습니다. 출근하면서 회사 내의 카페에 들려서 커피나 미

숫가루를 사먹어요. 가끔 커피마시면서 회사사람들이랑 수다를 떨기도 하

면서 아침 워밍업을 합니다.

점심은 그저 사회생활의 일종이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그날 함께 먹

어야하는 사람들과 때와 상황에 맞는 메뉴를 먹지요. 가끔 집에 맛있는 거

만들어 놨을 때나, 맛있는 걸 사놨을 경우 사회생활이고 뭐고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왔어요(집이 가까워요). 엄마가 간장게장 주셨을 때나, 교토에서

쯔게모노를 사왔을 때는 집에 가서 혼자 밥 먹고 다시 회사로 갔어요.

거의 유일하게 메뉴의 선택권이 있는 건 저녁이에요.

평일저녁에는 약속을 자주 잡지 않는데다가, 아무도 신경 안 쓰고 내 맘

대로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는 때거든요. 마트나 주변 가게에서 초

밥도 종종 사다가 먹어요. 요리도 종종 하는데, 요리를 하고, 식사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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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치우기까지 하고나면 하루가 그냥 끝나버려요.

가끔 모든 게 갖춰진 저녁을 먹는 것도 좋은데.. 하루가 그냥 끝나면 허무

함이 정말...

30대는 1인 가구의 소비문화와 문화현상을 주도해나가는 세대로,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다. 삶의 형태가 점점 안정화

되고, 경제력의 확대로 주거환경이 개선되며, 소비 규모가 확대되는

경향이 크게 나타난다. 자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생활, 소

비 등을 즐길 수 있는 세대이며, 성행하고 있는 외식산업의 주요 소

비층이기도 하다.

․식기 구성품 설정 및 제작과정

30대를 위한 1인 세트 ‘Modern type Series’는 단순하고 현대적인

분위기의 그릇들로, 미니멀한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위

해 제작되었다. 이 세트는 지르콘 실리케이트(zircon silicate)가 혼합

된 백자소지를 띠 형태로 제작하여, 일반 백자소지로 성형된 기물의

윗부분에 붙이는 연구자의 Zircon Series를 실용화시키기 위한 연구

과정 중 발전된 시리즈로서, 기물 외면의 턱 부분부터 시작되는 하

단부와 바닥면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 유약을 입혀, 식기로서 사용하

기에 적합하다. 경제력이 있으며, 자신의 삶을 가꾸어 나가려는 30

대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이 세트는 다른 세대의 식기세트와

비교하여 구성품의 수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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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프레소 잔 세트와 평접시, 벽이 있는 접시, 사이드 그릇 소·중·

대, 컵과 손잡이 컵, 면기, 밥그릇, 국그릇과 등 총 12점으로 구성된

이 세트는 젊은 세대들의 식생활과 기호를 반영하여 양식을 포함한

다양한 요리가 모두 어울리도록 제작하였으며, 동시에 이런 기호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는 밥그릇과 국그릇은 크기를 최소

화하였다. 에스프레소 잔과 평접시는 아침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식기로, 대상 인물의 바쁜 아침 시간을 위하여 구성품목에 포함하였

다. 기벽이 있는 요리용 접시는 다양한 요리뿐만 아니라, 빵 과일

등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크기가 다른 사이드 접시는 반

찬, 소스 등을 담는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세 가지 크

기로 제작하였다. 면기는 깊게 제작하여, 파스타뿐만 아니라 국물이

있는 음식이나, 샐러드 등도 담을 수 있도록 하였다. 단순하고 직선

적인 형태를 사용하였으나, 산화 소성으로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었

다. 기물 성형 시 외면의 하단부에 턱을 내어 경계를 만든 후, 턱의

윗부분에만 유약을 입히고, 밑 부분은 태토의 색을 그대로 보여주

종류
사이드

(대)
컵 손잡이 컵 면기 밥그릇 국그릇

용도 반찬
물,

음료,
음료

면요리,

덮밥,

샐러드

밥 국

[표 8] 30대 1인 가구를 위한 식기세트 Modern type Series의 구성과 구성품 용도

종류
에스프레소

잔

에스프레소

잔받침
평접시

벽이있는

접시

사이드

(소)

사이드

(중)

용도 에스프레소

소서,

디저트

접시

토스트

빵,

과일,

요리,

샐러드

반찬 반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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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섬세한 시각적 경계를 나타내었다. 이 효과를 극대화하고 사용

자의 촉각적 만족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태토부분을 다이아몬드 연

마재 #200, #400, #800, #1800, #3000(mesh)을 순차적으로 이용해 연

마하여 매끄럽고 광택이 있는 표면으로 마감하였다.

‘Simple Type Series’와 같이 YK281의 구성 성분 중 양구백토를

현대소재에서 생산하는 실크소지로 대치하여 제작된 유약을 사용하

였고, 산화 소성하여 현대적이고 따뜻한 느낌을 나타내었다.

[도판 29] Modern type Series의 유약과 태토의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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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내부지름*내부높이cm)

굽 깎을 시

제작크기(외부지름*외부

높이cm/바닥지름cm

/턱 높이cm)

에스프레소 잔 5.4*5.7cm
5.6*5.9cm/5cm

/1.2cm

에스프레소

잔받침
약 14cm의 판으로 성형 13.4*1.8cm/8.5cm

평접시 약 24cm의 판으로 성형 22.9*1.8cm/22.4cm

벽이 있는 접시 19.1*4cm
18.8*4.5cm/17.5cm

/1.2cm

사이드 소 7*2.3cm
7.2*2.55cm/6.5cm

/1.0cm

사이드 중 9*3.1cm
9.15*3.35cm/7.8cm

/1.1cm

사이드 대 11*3.9cm
11*4.1cm/9.5cm

/1.2cm

컵 7.4*9cm
7.4*9.1cm/6.1cm

/1.5cm

손잡이 컵 7.4*9cm
7.4*9.1cm/6.1cm

/1.5cm

면기 17*11cm
17.4*10.8cm/10.6cm

/1.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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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그릇 10.5*6.3cm
10.3*6.6cm/8.4cm

/1.5cm

국그릇 13*6.5cm
12.8*6.8cm/10.8cm

/1.5cm

[표 9] Modern type Series의 물레 찰 시 제작크기와 굽 깎을 시의 제작크기

종류
크기

(지름*높이cm)
용량

에스프레소 잔 5.1*5.2cm 75ml

에스프레소

잔받침
12*1.2cm -

평접시 20.5*1.4cm -

벽이 있는 접시 17.4*3.9cm 600ml

사이드 소 6.5*2.3cm 50ml

사이드 중 8.1*3cm 100ml

사이드 대 9.8*3.6cm 18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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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 6.9*8cm 200ml

손잡이 컵
6.9*8cm

* 손잡이 부분 제외
200ml

면기 15*9.6cm 940ml

밥그릇 9.5*5.35cm 240ml

국그릇 11.6*5.5cm 400ml

[표 10] Modern type Series의 완성된 식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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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사진

[작품 2-1-1] Modern type Series의 구성품목 단품 이미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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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2] Modern type Series의 구성품목 단품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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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3] Modern type Series의 구성품목 단품 이미지 



- 55 -

[작품 2-4] Modern type Series의 에스프레소 잔 세트, 손잡이 컵, 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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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5] Modern type Series의 사이드 소, 중,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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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6] Modern type Series

[작품 2-7] Modern type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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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8] Modern type Series

[작품 2-9] Modern type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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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40대 1인 가구를 위한 식기세트 – Zircon type Series

․대상 인물 :　42세 여성,

․주거 형태 : 주거지역 아파트

․활동 공간 : 회사 사무실, 시내 중심가

․식사

- 평일

아침 : 과일, 주스

점심 : 회사 인근 식당

저녁 : 면요리, 한식

- 주말

아침 : 과일, 시리얼

점심 : 요리와 밥

저녁 : 외식이나 간단한 식사

잡지 회사에 재직 중인 40대 싱글 여성입니다. 잡지의 특성상 취재를 위

한 외근이 잦고, 마감일이 다가올 때면 야근과 주말 출근도 필수죠. 하지만

마감이 끝나면 며칠간의 마감 휴가가 주어집니다. 그 때만큼은 밖에 나가

기보다는 집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요. 근무 기간에는 출근길에 마시는

커피로 아침을 때우는 편인데, 가끔씩 건강을 생각해서 의식적으로 과일

주스나 스무디를 마실 때도 있어요. 점심은 회사 근처에서 동료들과 먹는

편이며, 야근이 있을 때는 저녁 대신 샌드위치같이 간편한 음식으로 요기

를 합니다. 야근이 없을 때는 집에서 간단히 해 먹을 수 있는 파스타나 샐

러드를 즐겨 먹고, 퇴근길에 포장이 간편한 음식들을 사오기도 하죠. 출근

이 없는 주말이나 마감 휴가 기간에는 집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고, 밖에서

먹는 음식들이 지겹기도 해서 한 끼 정도는 직접 요리를 해 먹습니다. 요

리를 매일은 못하지만 좋아하고, 특히 식기와 주방 용품에 관심이 많아서

해외 출장을 가면 한두 가지 씩은 꼭 사와요.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조리

도구와 식기류가 집에 많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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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의 1인 가구는 경제적인 소득과 주거환경 등에서 안정된 생활

을 유지하지만, 친구들과의 교류가 많이 줄어들고, 건강 걱정이 심

화되며, 우울함과 외로움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세대이다. 이들을 위

한 식기세트로 Zircon type Series를 제작하였는데, 이 시리즈는 연

구자의 작품에서 사용되고 있는 두 가지 색의 흙을 물레성형 후 건

조 전 결합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었으며, 그릇의 외면은 유약을 하지

않고 공업용 다이아몬드 연마재로 연마하였다. 이 식기세트는 비록

높은 온도에서 소성하고(1280℃/cone9) #100, #200, #400, #800,

#1800, #3000의 다이아몬드 연마재로 기물의 외면을 연마하여 광택

이 나도록 표면 처리하였지만, 유약을 입히지 않았기 때문에, 스테

인레스 강(Stainless still)으로부터 비롯되는 흠이나 스크래치에 취

약함을 가지고 있어, 사용하면서도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그릇이다.

그릇들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그릇과 요리를 좋아하는 대상자

의 취향에 맞는 고급스러운 식기세트이다.

․식기 구성품 설정 및 제작과정

이 세트의 구성은 두 개의 소 세트로 나뉘는데, 둥근 곡선의 형태

로 이루어진 물잔, 밥그릇, 국그릇과 직선적인 형태를 활용한 컵, 다

용도 그릇 (소), (중), (대)의 작은 세트로 나뉜다. 형태적으로 다른

선을 이용한 두 종류의 기물 군이 띠 장식으로 인하여 통일성을 보

여준다. 띠로 인한 색의 대비는 그릇의 윗부분에서 백자 소지와 백

종류 물잔 밥그릇 국그릇 컵

다용도

그릇

(소)

다용도

그릇

(중)

다용도

그릇

(대)

용도 물 밥 국
물,

음료
씨리얼

면요리,

요리

요리,

one

-dish

식사

[표 11] 40대 1인 가구를 위한 식기세트 Zircon type Series의 구성과 구성품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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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소지보다 더 하얀 띠의 대비를 통해 나타나는데, 이러한 효과를

내기 위해 띠 부분을 제작하는 과정해서 지르콘 실리케이트를 6%

함유한 백자 소지를 활용하였다. 이렇게 제작된 기물의 바깥 면은

유약을 입히지 않고 소성 후 6단계의 다이아몬드 연마재를 이용하

여 연마하고, 광택용 사포로 광택이 나도록 마감하였다. 또한 유약

이 입혀지지 않은 표면이 가지고 있는 단점인 액체 흡수 문제를 최

소화하기 위하여 식기용 방수제로 표면을 코팅하였다.

[도판 30] Zircon type Series의 둥근 곡선의 형태로 이루어

진 그릇 군

[도판 31] Zircon type Series의 직선적인 형태로 이루어진

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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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도예전공에서 개발한 3.1.2.721 유약을 사용하여 환원

소성하였는데, 약간의 광택기가 있는 반무광 상태의 표면을 얻도록

소성하여, 식기로서의 문제점을 최소화하였다.

종류

물레 찰 시 제작크기

(내부지름*내부높이cm

/띠 두께cm

굽 깍을 시

제작크기(외부지름*외부

높이cm/바닥지름cm)

둥근 잔
8.5*5.5cm

/띠 두께 1.45cm
8.9 x 7.2 cm/4cm

밥그릇
11*5.7cm

/띠 두께 1.5cm
11.1*7.35 cm/5.2cm

국그릇
13.5*6cm

/띠 두께 1.75cm
13.4*8cm/6.5cm

컵
8*8cm

/띠 두께 1.9cm
8.65*9.9cm/5.8cm

사발
14*6cm

/띠 두께(사선 방향)2.2cm
14.9*8.5cm/11cm

수반
20*4cm

/띠 두께 2.4cm
21.4*6.8cm/17.1cm

접시
26*2cm

/띠 두께 2.5cm
27.6*5.2 cm/24.3cm

[표 12] Zircon type Series의 물레 찰 시 제작크기와 굽 깎을 시의 제작크기



- 63 -

종류
크기

(지름*높이cm)
용량

둥근 잔 7.8*6.2cm 220ml

밥그릇 9.8*6.3cm 360ml

국그릇 12.3*6.8cm 520ml

컵 7.8*8.6cm 280ml

사발 13.6*7.5cm 730ml

수반 19.2*6.2cm 1400ml

접시 25.1*4.5cm 1500ml

[표 13] Zircon type Series의 완성된 식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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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1] Zircon type Series의 구성품목 단품 이미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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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2] Zircon type Series의 구성품목 단품 이미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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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3] Zircon type Series 중 직선을 활용한 그릇 군 단품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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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4] Zircon type Series 중 곡선을 활용한 그릇 군 단품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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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5, 6] Zircon type Series의 두 가지의 소 세트 – 둥근 곡선의 
           형태로 이루어진 세트(위)와 직선을 활용한 형태의 세트(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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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7, 8] Zircon type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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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9] Zircon type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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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50대 1인 가구를 위한 식기세트 –Gray Blue Series

․대상 인물 :　55세, 남성, 대학 교수

․주거 형태 : 대학교 인근 원룸(관악구)

․활동 공간 : 대학교 내 실기실

․식사

- 평일

아침 : 잘 하지 않는 편

점심 : 교내 식당

저녁 : 교내 식당, 대학교 근처 식당

- 주말

아침 : 밥과 반찬

점심 : 창작요리

저녁 : 간단한 요리, 술

방학을 제외하고는 서울에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고집하는 음식의 취향이 있고 좋아하는 음식도 있지만 학기 중에는

전혀 그런 음식을 찾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끔 너무나 먹고 싶은 요리는 직접 주말에 해먹습니다.

주로 제가 창작한 요리라서 일반 음식점에서 먹을 수 없거나

조금 독특한 향신료를 쓰는 요리들이기 때문에 직접 요리를 해야 하는 거
죠.

가장 맛있는 요리는 본인이 직접 해먹는 것이라고 나는 아직 생각합니다.

일상적으로 아침은 간단하게 커피, 과일, 쥬스를 먹고 마십니다.

점심에 집에 있는 경우는 없고 저녁도 거의 집에서 식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말에나 가끔 요리를 할 수 있는 형편입니다.

방학에는 외국에 있는 집에서 생활을 하면서 요리를 매일 해먹습니다.

학기 중에 먹어 본 요리거나 생각해둔 요리를 합니다.

모든 가족이 너무 좋아하는데 특히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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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 나면 서울에서도 요리를 자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만

바쁜 현실과 게으름이 허락하지 않게 되죠.

예쁜 사물들을 좋아해서 이런 저런 다양한 식기들을 챙겨보지만,

이제는 살림 많아져 복잡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고독한 중년’23)이라 불리는 50대 1인 가구는 이혼, 자녀 교육, 직

장 생활 등의 개인을 둘러싼 가족, 또는 사회의 환경 상 타의적으로

1인 가구화되는 경우가 많으며, 동시에 미혼 인구의 증가도 50대 1

인 가구 수가 늘어나는 원인으로 이어지고 있다. 50대를 위한 1인

식기세트는 직장, 자녀교육 등의 이유로 ‘기러기 아빠’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제작되었다.

․식기 구성품 설정 및 제작과정

회색을 띠는 소지에 푸른 색 유약이 입혀진 ‘Grey Blue Series’는

무게감이 있는 색과 형태를 통하여 30대와 40대를 위한 식기 세트

에서 나타났던 단순하고 현대적인 느낌과는 다른 분위기를 보여준

다. 주병과 술잔이 구성품목에 포함된 것이 특징적인 부분이며, 찬

기 또한 술상에 어울리는 안주를 담을 수 있는 세 가지 크기의 접

시로 대체하였다. 주병, 잔, 3가지 크기의 접시에 밥그릇과 면기, 컵

을 더하여 총 8점의 그릇으로 세트를 구성하였다.

이 세트는 형태적으로 다양한 선을 이용하여 그릇들을 제작하였는

데, 술잔과 컵, 밥그릇은 전 부분으로 갈수록 벌어지는 직선적인 형

태를 띠며, 면기는 오목한 곡선을 띠며 벌어진 형태로 제작하였고,

주병은 수직적인 선을 이용하여 형태를 구성하였다. 회색 소지와 두

23) 한겨레 신문,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6311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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껍게 맺힌 짙은 푸른 청자유의 경계를 통해 다양한 선들로 구성된

식기들이 하나의 세트로 묶일 수 있도록 하였다. 접시는 옆면을 두

종류 주병 술잔 컵
밥그

릇
면기

접시

(소)

접시

(중)

접시

(대)

용도 주류 술
물,

음료
밥

면요리,

덮밥
반찬

반찬,

요리

반찬

및

요리

[표 14] 50대 1인 가구를 위한 식기세트 Grey Blue Series의 구성과 구성품 용도

[도판 32] 다양한 선을 활용하여 제작된 Grey Blue Series의 구성품

[도판 33] 옆면의 두께가 두꺼운 Grey Blue Series의 접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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껍게 성형하여 시각적으로 무게감을 더해 줄 수 있는 형태로 제작

하였고, 접시 내면에만 유약을 입혀 태토와 유약의 경계를 나타냈

다.

서울대학교 도예전공에서 개발한 유약 3.1.2.1031을 1280℃ 온도에

서 환원 소성하였는데, 산화철이 들어간 청자유의 하나로, 기포가

적고 유면이 매끄러워, 식기로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유약이라 판단

하였다.

종류
물레 찰 시 제작크기

(내부지름*내부높이cm)

굽 깍을 시

제작크기(외부지름*외부높이cm

/바닥지름cm)

주병
3*15.5cm

(몸통 지름7cm)
3.1*15.6cm/7.6cm

술잔 5.6*6.7cm 5.75*6.7cm/4.9cm

컵 7.8*8.2cm 7.9*8.2cm/6.4cm

밥그릇 11.5*6.5cm 11.6*6.5cm/9cm

면기 17.5*10.2cm 16.95*10cm/9.4cm

접시 (소) 14*1.7cm
14.7*2.1cm/9.5cm/

접시 두께 1cm

접시 (중) 20*2.0cm
20.9 x 2.8(cm)/14.5cm/

접시 두께 1.1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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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시 (대) 26*2.4cm
27*3.1cm/18.5cm/

접시 두께 1.2cm

[표 15] Grey Blue Series의 물레 찰 시 제작크기와 굽 깎을 시의 제작크기

종류 크기 용량

주병
2.8*12.7cm

(몸통지름 6.9cm)
300ml

술잔 5.2*6cm 90ml

컵 7*7.4cm 180ml

밥그릇 10.4*5.8cm 300ml

면기 15.5*8.7cm 780ml

접시 (소) 12.5*1.5cm -

접시 (중) 18.3*1.8cm -

접시 (대) 23.6*2cm -

[표 16] Grey Blue Series 의 완성된 식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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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사진

[작품 4-1] Grey Blue Series의 구성품목 단품 이미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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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2] Grey Blue Series의 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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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3] Grey Blue Series의 주병과 술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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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60․70대 1인 가구를 위한 식기세트 –Korean type Series

․대상 인물 :　73세 여성, 사별 후 혼자 사는 여성

․주거 형태 : 주거지역 아파트(당산동)

․활동 공간 : 집, 아파트 단지 내 노인정

․식사

- 평일과 주말

아침 : 과일, 한식

점심 : 다도나 간단한 음식

저녁 : 밥과 반찬, 국이 모두 차려진 상차림

70대 후반이신 저희 어머니는 몇 년 전에 사별하시고 현재 혼자 거주하고

계십니다. 저를 포함한 4명의 형제들이 일주일에 한 번 씩 어머니 댁을 방

문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요리를 좋아하셨지만, 혼자 거주하시다 보니 요

즘은 요리를 자주는 안 하시고, 간단한 식사를 주로 하시는 편이며, 저희가

어머니 댁에 갈 때 반찬이나 갈비탕 등을 사가기도 합니다. 보통 아침에는

사과 한 개를 꼭 드시고, 누룽지나 죽에 젓갈, 김치 등의 간단한 밑반찬을

곁들여 드십니다. 점심으로는 보통 간단한 밥과 반찬을 드시고, 일주일에

두 번은 노인정에 가셔서 다른 분들과 주방에서 직접 요리를 해 드신다고

하네요. 아침, 점심은 비교적 간단히 드시는 데 비해 저녁은 밥과 반찬, 국

을 모두 차려서 식사를 하세요. 반찬은 저장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조림류

나 볶음류, 또는 저희가 해드리는 반찬을 주로 드시고, 국은 된장찌개, 김

치찌개나 콩나물 국같은 조리 과정이 간단한 종류로 드십니다. 그 외에도

갈비탕처럼 따로 많은 반찬이 필요 없는 탕류도 좋아하십니다.

60․70대의 1인 가구를 위한 식기세트는 사별 후 혼자 사는 70대

여성을 대상 인물로 설정하여 제작되었다. 이 세대의 주거는 안정된

경우가 많으나, 은퇴 등의 이유로 생활비 부담이 생기고, 새로운 수

입보다는 기존에 모아두었던 재산이나 연금 등에 의존해 생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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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가 위축되는 경우가 많고, 활동 반경 또한 집이나 집을 둘러싼

복지시설 등으로 작아진다. 식사 메뉴에 있어서도 다양성이 줄어드

는데, 특히 건강 때문에 규칙적인 식사가 매우 중요하며, 한식 위주

의 음식을 섭취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과식을 하게 되면 소화 불량

을 일으키거나 생활 리듬이 쉽게 변할 수 있으므로, 많은 양의 음식

을 섭취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구성되는 그릇들의

크기를 다른 세대들의 그릇들보다 작게 제작하였다.

· 구성품의 종류와 용도

이 세트의 구성품은 어깨부분이 가장 튀어나오고 그릇의 상단부

로 갈수록 미세하게 지름이 작아지는데, 이 형태는 조선시대 백자

반합이나 사발 등에서 발견되는 하단부가 풍만한 전통적인 선을 차

용하여 재해석한 것이다.

이 선을 통하여 조선시대 백자에서 나타나는 느낌과 유사한 단정

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굴곡 없이 이어지는 곡선과 대칭적 형태, 그

리고 형태와 어울리는 얇은 두께와 맑은 유약은 그릇에 현대적인

느낌을 더해준다.

주발(밥그릇), 탕기(국그릇), 대접(숭늉 및 냉수그릇), 보시기(김치그

종류 밥그릇 국그릇
밥그릇

뚜껑
종지

김치그

릇

찬기

(소)

용도 밥 국 뼈, 뚜껑
간장,

소금
김치 반찬

찬기

(중)

찬기

(대)
반주잔 물잔

물잔

뚜껑
면기 접시

반찬 반찬 반주
물, 차,

음료

뚜껑,

수저받

침

면요리,

탕류
요리

[표 17] 60․70대 1인 가구를 위한 식기세트 ‘Korean type Series’의 구성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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릇), 조칫보(찌개 또는 찜그릇), 종지(간장, 초장, 초고추장그릇), 그

밖에 여러 개의 쟁첩(기타 반찬) 등으로 구성된 전통적인 반상기24)

를 현대인의 식생활에 맞게 간소화하여, 한식을 선호하는 60대의 일

상적인 식사에 가장 적합한 식기세트로 제작하였다.

이 세트는 밥그릇과 국그릇, 물잔과 반주잔, 종지와 김치 그릇, 찬

기 3점으로 3첩 반상기의 모습을 띄고 있는 구성에, 면기와 요리를

담거나 다양한 용도로 쓰일 수 있는 낮은 접시를 추가하여 사용 범

위를 넓힐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두 가지 크기의 뚜껑을 제작하여

밥그릇과 물잔을 덮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 밥그릇 뚜껑은 밥그릇과

지름이 동일한 찬기(중)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물잔의 뚜껑 또한

지름이 동일한 종지를 덮을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볼록한 형태를

띠는 일반적인 형태의 뚜껑과 다르게 납작하고 오목하게 제작하여

뼈를 포함한 음식 잔여물을 놓을 수 있는 작은 접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릇의 굽부분은 평평하게 처리하였으며, 성형 과정에서 굽 중앙부

에 홈을 내고 유약을 채워 넣어 장식적 요소를 첨가하였다.

24) 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98718&cid=40942&categoryId=32154

[도판 34] 백자반합, 16세기 초,

보물 806호, 호림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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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총 10점의 그릇으로 구성된 ‘1인을 위한 반상기 세트’로 본

식기세트를 처음 제작하였는데,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크기를 변화

시키고, 어깨부분이 덜 튀어나오도록 형태를 변화하는 등 여러 차례

의 수정 과정을 거치고, 찬기(대), 면기, 접시를 추가하여 현재의 세

트를 갖추게 되었다. 이 시리즈의 제작에 사용된 서울대학교 도예전

공에서 개발한 3.1.2.721은 강하지 않은 푸른색의 유약으로, 기물 외

면은 푸른색이 약간 감도는 맑은 색을 띄며, 내면은 빛 굴절로 인하

여 외면보다 조금 더 푸른 기운을 낸다. 이 유약은 cone9가 휘어 바

닥에 닿았을 때까지 무광택의 표면을 띄지만, 이후 소성시간을 길게

유지하여주면 무광택 표면이 유광으로 변화하는 과정이 진행된다.

유지 시간을 15분에서 20분정도 가진 후에 소성을 종료하면 미세한

결정이 발생하는 듯한 표면 효과와 질감을 얻을 수 있다. 이 유약은

소성 온도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소성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투명유

화 현상이 일어나며, 경우에 따라서는 기포가 발생하기도 하므로 소

성 온도가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소성을 진행하였다.

[도판 35] Korean type

Series의 굽 부분

[도판 36] 굽부분 장식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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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37, 38] 2013년 제작된 ‘1인을 위한 반상기 세트’

이 시리즈는 그릇의 하단부가 전 부분보다 튀어나와 있는 형태적

특성 때문에, 동일한 형태의 그릇을 겹쳐 쌓을 때 불안정하다는 단

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작은 그릇이 큰 그릇 속으로 들어가며 포

개질 수 있도록 제작하였으며, 겹쳐진 그릇 군들은 뚜껑을 활용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수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뚜껑이 덮힌 밥그릇 위

에 종지와 찬기류 그릇들을 겹쳐서 쌓을 수 있으며, 물잔과 지름이

동일한 종지에 물잔 뚜껑을 얹어서 그 위에 물잔과 반주잔을 포개

어 얹을 수 있어 반상기용 그릇들은 3단으로 쌓여 수납공간을 줄이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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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40] Korean type Series의 수납 예시

[도판 39] 3.1.2.721 유약을 유지 시간 없이 소성한 결과물(왼쪽)과 15분 유

지 시간을 가진 후(오른쪽) 종료하였을 때의 표면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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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물레 찰 시 제작크기
(내부지름*내부높이cm)

굽 깍을 시 
제작크기(외부지름*외부높이

cm/바닥지름cm)

밥그릇 10.5*6.3cm 10.3*6.4cm/6.1cm

국그릇 13*6.5cm 12.8*6.7cm/7.5cm 

밥그릇 뚜껑 약 12.5cm의 판으로 
성형 10.7*1.1cm/10cm

종지 7*3cm 6.9*3.2cm/4.3cm

김치그릇 8*2.8cm 7.9*3.1cm/4.5cm

찬기 (소) 9.5*3.5cm 9.4*3.8cm/6cm

찬기 (중) 10.5*4.3cm 10.4*4.7cm/6.7cm 

찬기 (대) 11.5*5cm 11.3*5.3cm/7.1cm 

반주잔 5*5cm 4.9*5.05cm/3.4cm

물잔 7*7cm 6.85*7cm/4.6cm

물잔 뚜껑 약 8cm의 판으로 성형 7.2*1.2cm/6.6cm

면기 17*10.4cm 16.8*10.4cm/9.1cm

접시 27*4cm 26.4*4.5cm/21.4cm

[표 18] ‘Korean type Series’의 물레 찰 시 제작크기와 굽 깎을 시의 제작크기

*외부지름은 기물의 전 부분을 측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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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크 기 용 량

밥그릇 9.3*5.3cm 290ml

국그릇 11.7*5.7cm 450ml

밥그릇 뚜껑 9.6*0.7cm -

종지 6.5*2.8cm 60ml

김치그릇 7.3*2.7cm 80ml

찬기 (소) 8.6*3.3cm 120ml

찬기 (중) 9.4*4cm 200ml

찬기 (대) 10.3*4.5cm 280ml

반주잔 4.6*4.3cm 65ml

물잔 6.5*6cm 160ml

물잔 뚜껑 6.7*0.7cm -

면기 15.3*8.9cm 1160ml

접시 24*3.8cm 1170ml

[표 19] ‘Korean type Series’의 완성된 식기 정보

*외부지름은 기물의 전 부분을 측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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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사진

[작품 6-1] Korean type Series의 구성품목 단품 이미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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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6-2] Korean type Series의 구성품목 단품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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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6-3] Korean type Series의 구성품목 단품 이미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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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6-3] Korean type Series의 구성품목 단품 이미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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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6-4] Korean type Series의 밥그릇과 국그릇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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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6-5, 6] Korean type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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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맺음말

인간 생활의 세 가지 기본 요소인 의․식․주 중 ‘식’은 우리의 생

활에서 가장 일상적인 것이다. 식생활에 활기를 불어넣어줌으로써

일상의 건강과 행복을 되찾을 수 있다. 특히나 도시에서의 삶으로

지친 현대인들의 심신을 위로하는 데에 식생활은 매우 중요한 역할

을 하며, 연구자는 이를 통해 사람들이 삶을 임하는 자세도 변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혼자 일상의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가족 집단의 부재는

심리적으로 많은 결핍을 가져올 수 있으며, 삶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정성스러운 집밥을 통해 1인 가구들의 외로움을 위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위의 식기세트들을 제안함으로써 1인 가구가

느끼고 있는 결핍을 채우고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도

움을 주고자 하였다.

연구자의 이번 연구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을

인지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문화적 요소들의 변화와 함께 그들의

식문화도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연구 과정에서 실용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형태와 크기를 수정하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였지만, 다양한 사람들의 피드백을 듣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제작에서 더 나아가, 이 그릇들이 사람들

의 삶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남은 연구의 방향으로 두고자 한다.

또한 위의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1인 가구가 더욱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단품 및 소량 세트의 식기를 제작할 예정이며 혼자서 조리,

식사할 수 있는 메뉴 또한 요리연구가들과 협업하여 선보이며 지속

적으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개선하는 데 일조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1인 가구를 하나의

가구 형태로 인식하고, 그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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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ceramic tableware set
for One-person household

LEE, Jaejun

Craft Major

Faculty of Crafts and Desig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s about making ceramic tableware set for the people

who live alon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better lifestyles of

one-person households by offering new eating culture. Due to a

variety of reasons, such as busy lifestyle and limited space at

home, it’s difficult for most of one-person households to have

square meals. This can lead to both mental and physical health

problems, because good eating habits are the foundation for

healthy life.

The author proceeded this study with a belief that small changes

in people’s lives can help them recover the balance of their lives

and regain health and strength. This belief led to the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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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one-person households using tableware sets specialized for

them can improve their eating culture and also lead to healthier

lifestyle.

The following sections describe the three-step process of this

study.

1. Case research about social phenomenon

2. Case research about products and artists’ works

3. Set up the direction of the author’s work and produce

The step 1 and 2 provided a background for the step 3 and also

gave necessity to this study by showing rapidly increasing

number of one-person households and the market expansion as

the result of this social phenomenon.

Tableware is not the object/thing that can be changed

immediately to react to rapidly changing society.

However, the author analyzed characteristics of each age groups,

and designed 5 different sets of tableware specialized for each

generation based on case research. Over time, details the author

considered and small changes that applied to the designs will add

up and make a meaningful difference in daily lives of users.

The author hopes that the tableware sets produced through this

study can gradually change One-person household’s life.

Keywords : One-person household, tableware set, change in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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