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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저출산, 초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여러 

정책을 펴고 있으며, 도시차원에서도 고령친화도시가 갖추어야 할 

모습에 대하여 논의되고 있다. 고령자의 활기찬 삶을 위하여 강조되는 

요소 중 하나가 여가활동인데, 고령자를 위한 여가 공간은 주로 전형화 

된 공원과 경로당, 노인복지센터 등의 공공공간 차원에서 다루어지며, 

연구되고 있다.  

하지만 현대 도시 공간은 자본주의 발달에 따라 소비문화가 일상의 

많은 것들을 대체하며 소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여가활동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고령자도 전형적인 고령자 공간을 벗어나 

다양한 도시의 소비공간을 제 3의 장소로 이용하며 친구를 만나고, 

느슨한 관계를 맺으며 일상적 여가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무인 서비스가 대형마트, 편의점, 음식점과 같은 

소비공간을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고령자의 일상적 여가공간으로서의 

소비공간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패스트푸드점을 대상으로 고령자가 여가공간화 하며 

소비공간을 전유하고 있는 현상을 분석하고, 무인 서비스에 대한 

고령자의 적응과 반응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신문보도와 

관찰조사, 패스트푸드점을 이용하는 고령자 23명과의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르페브르의 공간생산이론을 이론적 분석틀로 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첫째, 패스트푸드점은 자본주의 상업화 전략에 따라 빠르게 

반복적으로 일정한 상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외식 산업으로서. 



 

‘사회적으로 코드화된’ 젊은 층을 주요 고객으로 하며, 무인 주문기를 

비롯한 물리적 공간 요소를 갖추는 공간적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다음으로 미디어의 담론을 통한 패스트푸드점 공간의 재현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대신 대부분의 고령자와 관련된 담론은 

고령자를 패스트푸드점의 일자리, 24시간 패스트푸드점을 이용하는 

주거빈곤자와 같은 이슈들과 연결시켜 주변화 시키는 경향이 있고, 

최근에는 무인 서비스의 피해자로서만 다뤄지면서 공간의 주체적 

사용자의 위치에서는 배제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고령자가 이용하는 재현의 공간으로서 패스트푸드점은 

고령자가 직접 체험한 공간이며, 사용자인 주체로서 자신의 필요에 맞게 

만들어낸 도심 속 광장, 사랑방, 놀이터와 같은 공간이다. 고령자들은 

다른 연령층과 다르게 주로 패스트푸드점을 사람을 기다리고, 만나고, 

대화하는 장소로 활용하고 있었다. 또한 젊은 층을 비롯한 다양한 

사람들과 마주치고 섞일 수 있는 곳으로 여기며, 때로 그 안에서 느슨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고립감을 해소하고 있었다. 고령 이용자가 시선과 

감시로부터 자유로우며, 저렴한 패스트푸드점의 장점을 취하는 대신 

시끄러운 것 등의 불편함은 감수하면서 공간 전유를 위한 협상과 타협이 

일어난다. 

마지막으로 패스트푸드점 무인 주문기 이용에 대해 고령자는 완전 

적응한 사람부터, 이용법은 알지만 가능하면 대면 서비스로 하고 싶은 

사람, 언젠가 배워서 할 수 있겠지만 가능한 미루고 싶은 사람, 기계 

사용은 못한다는 사람까지 기능적, 정서적 적응도가 다양하게 분화되어 

있었다. 따라서 고령자를 피해자로서만 단선적으로 그려내기 보다 

추후에는 전기 고령자(75세 이하)를 중심으로 완전히 적응한 고령층 

비중이 커질 수 있을 가능성과 함께 지금 시점에서의 고령층의 적응도에 



 

따라 적절한 대책 또는 보완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특히 80대 이상의 

고령층도 패스트푸드점을 많이 이용하고 있었지만 무인 주문기 이용에 

가장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는 미디어를 통해 패스트푸드점을 이용하는 고령자의 빈곤이나 

피해와 같은 일부 단면만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자들이 어떠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패스트푸드점을 이용하는지 실제적인 모습을 

탐색하였다. 또한 패스트푸드점과 같이 고령자의 일상적 여가공간이 될 

수 있는 소비공간과 관련하여 고령자를 배려하며 무인 서비스를 보완할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한 논의의 단초와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 고령자 여가공간, 패스트푸드점, 제3의 장소, 공간의 전유,  

무인 서비스, 르페브르의 공간생산이론  

학 번 : 2018-27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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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재 우리나라의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저출산  초고령화’이다. 

실제로 통계청은 지난 3월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를 발표해 

한국의 총인구가 2067년에는 1982년 수준인 3,929만명으로 줄어들고 

인구구조 또한 크게 변화되어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2017년 

13.8%에서, 2030년 25.0%, 2067년 46.5%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 

역시 2015년에는 전체 인구의 12.0%를 차지했던 고령자가, 2040년에 

30.4%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
 고령화는 속도는 

다르더라도 유럽, 미국 등 세계 각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도시의 구성원으로서 점차 늘어가는 고령자에게 지금의 도시는 

살아가기 적합한지 돌아보고, 고령자가 활기찬 삶을 구현해 나갈 수 

있는 고령친화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한 논의가 200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확장되고 있다.
2
 

이러한 논의는 국제사회에서 공유하고 있는 비전으로서의 

포용도시와도 연결되는데, 포용도시로서의 고령친화도시에서는 

                                           
1
 서울연구원(2018), 데이터로 그리는 서울 

2
 조윤지(2014)에 따르면 고령친화도시의 개념은 2002년 ‘스페인 마드리드 노인 강령’

에서 그 필요성이 언급되었고, 2007년 세계보건기구가 활기찬 노년을 구현하는 도시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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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들이 나이와 신체적 조건 등에 의해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뿐만 

아니라 물질적 소비, 교육, 사회·문화, 그리고 정서 등의 모든 사회 

영역에서 부여되는 각종 기회에 배제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박인권, 

2015). 그리고 그 기회에는 자본주의 체제의 지배로 도시 공간의 

활용에도 사용가치보다 교환가치가 우세해지면서 침해 받았던 도시에 

대한 권리(the right to the city) 중 하나로서, 도시의 공간을 전유할 

권리 또한 포함된다(강현수, 2009). 공간을 전유한다는 것은 주어진 

공간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맞게 

만들어간다는 의미를(Lefebvre, 2011)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고령자의 

주체성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고령자로서 도시에서 살아가기’란 어떤 것일까? 노화의 과정은 

단순히 신체적 변화가 아니라 주어진 시대와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과정이다. 현대사회는 가족구조 및 가족 가치가 급격히 변화되고, 

1인 가구가 늘어가는 만큼 고령자가 살아가는 지역사회가 가족의 기능을 

일정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한경혜 외, 2009). 한국 도시 고령자가 

경험하는 사회적 교류가 고령자의 일상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최희진 외(2018)의 연구에 따르면 친구와의 만남이 고령자의 긍정정서를 

높이는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령자가 사회적 교류를 할 수 

있는 여가공간의 확보는 고령친화도시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고령자를 대상으로 고령자 삶에 중요한 사회적 연결감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적 요인에 대한 연구는 아직 적으며(이지혜, 2015), 

우리나라에서는 구체적으로 고령자들이 어디에서 일상을 보내는지에 

대한 연구자체도 부족하고 고령자 여가 공간에 관한 연구도 공원이나 

경로당, 노인복지센터와 같은 전형적인 공간을 위주로 한다(홍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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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한편 자본주의가 발달함에 따라 소비문화도 발달하고 도시의 공간도 

소비공간이 잠식하면서 여가공간도 소비공간으로 대체되었다. (이승우, 

2003; 심창섭, 2010; 최병두, 2018). 이러한 여가의 상업화는 고령자의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 소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여가활동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고령자도 도시 소비 공간에서 일상 여가 공간을 찾게 

된다. 소비를 전제로 한 공간들은 경제력에 따라 제한을 받게 되는 

계층의 소외를 가져오는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나 직장 

동료보다 가볍고 느슨한 관계를 맺는 일상적인 만남과 소통의 공간이 

되는 제3의 장소가 고령자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으며, 

고령자들의 경우 카페, 식당과 같은 주로 음식과 관련된 장소가 그러한 

제3의 장소가 되고 있다(서현보, 2017; Lee & Tan, 2019). 소비가 가능한 

고령자 측면에서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도시의 소비공간을 여가공간화 

하며 적응하는 것 또한 전략일 수 있다. 따라서 고령자를 위해 새로운 

공간을 공급하는 것과 별개로 기존의 공간들을 어떻게 고령자 소통의 

공간으로 만들며 일상적 공간으로 자주 찾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더 적절할 수 있다(이지혜, 2015).  

그런데 현재 도시에서 일어나는 변화 속에서 기존의 공간들을 어떻게 

고령친화적으로 만들 것인가에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무인 서비스의 

확대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다. 빅데이터와 플랫폼, AI, 

IoT와 같은 정보통신기술 발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 부담과 같은 

사회 경제적 요인이 더해져 주로 편의점과 마트, 패스트푸드 업계, 

                                           
3
 Lee & Tan(2019) 연구에서 사회적 연결감(Social Connectedness)은 사회적 관계의 질과 

양에 따라 정의되며 객관적 차원의 사회적 지원망과 주관적 차원의 외로움 또는 고립감

이라는 두 가지 차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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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은행 등 도시 속 일상 공간에서 무인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무인 서비스가 장애인, 고령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의 

이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의 보도가 많이 생성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서울이라는 도시 안에서 고령자가 찾는 제3의 장소이자 

일상적 소비공간이 어디이며, 그 공간을 고령 친화적으로 만든다는 것에 

대한 논의가 패스트푸드점에서 가능하다고 보여진다. 패스트푸드점이 

속도가 중요하고, 젊은 층을 위한 공간으로 사람들의 인식 속에 규정된 

것과 다르게 고령자들이 자신의 속도와 방식대로 이용하고 있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다.
4
 또 가장 적극적으로 무인 서비스를 도입하는 

업종으로서 무인 서비스가 고령자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한 담론의 

중심지처럼 미디어에서 그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령자가 패스트푸드점을 이용하고 있는 현상을 

통해 고령자가 소비 공간을 어떠한 방식으로 여가공간으로 전유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공간에서 고령자가 실제로 무인 서비스로 인해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상업적 소비공간에 적용된 기업과 미디어가 기획하고 기대하는 방식을 

거스르기도 하고 타협하면서 고령자들이 필요에 따라 여가공간으로 

전유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장해가는 

고령자의 주체적인 모습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고령인구가 원하는 일상 여가공간의 특성을 도출하며, 

정보통신기술과 같은 새로운 스마트기술이 도시공간에 고령친화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향성을 모색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4
 조형국, 심진용(2014.11.21.). 패스트푸드점 젊은이들만 가란법 있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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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지역적, 시간적 범위 

 

 본 연구에서는 강북의 종로지역과 강남의 서초지역에서 고령자가 

밀집하는 패스트푸드점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종로는 

탑골공원과 인사동, 종묘공원 등이 위치하여 고령자들이 많이 모이는 

대표적인 지역으로서 고령자들이 무임승차 가능한 지하철을 이용하는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특히 1, 3, 5호선이 교차하는 종로 3가역 

출입구 부근의 패스트푸드점을 대상으로 하였다. 서초지역은 윤민석 

외(2018)의 생활인구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령자의 주민등록인구와 

생활인구를 비교한 연구에 따르면 서울에서 낮 시간 때 고령자 

생활인구가 가장 많은 서초, 강남, 송파 지역에 속하며, 법조타운이 

위치하고 지하철 2,3호선이 교차하는 교대역 인근의 패스트푸드점을 

대상으로 하였다. 두 지역은 사전관찰조사를 통해 패스트푸드점을 

이용하는 고령자가 많은 지역임을 확인하였다. 시간적 범위는 폭염이나 

추위의 영향을 덜 받는 9~11월, 고령층이 주로 이용하는 주중의 오후 

2시~5시를 범위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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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방법 

 

첫째, 도시 공간 속의 여가공간과 고령자와 관련한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 검토를 진행하고, 패스트푸드점이 우리나라 사회문화 속에서 

어떠한 장소로 그려지는지, 특히 패스트푸드점을 이용하는 고령자가 

늘어나는 현상과 무인 서비스와 관련된 반응을 포함하여 패스트푸드점을 

둘러싸고 고령자와 연관된 담론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언론보도 

분석을 하였다. 

둘째, 패스트푸드점을 방문하는 고령자들의 주요한 선택요인 및 

최근 무인화가 패스트푸드점 이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일정기간 고령자가 많이 이용하는 패스트푸드점을 방문하여 관찰조사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패스트푸드점을 이용하는 55세(고령자 

고용 촉진법 등에 의한 고령기준)
5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패스트푸드점에 오는 이유, 무인 서비스 도입 후 달라진 점 등 

반구조화된 질문을 중심으로 면담을 1회 즉시 진행하여 녹음 및 

녹취록으로 기록을 남겼다. 모든 면담은 개별면담인 1:1 진행을 

원칙으로 하고, 일행이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여 2명이상 일 때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를 진행하였다. 또한 질적연구 

방법의 표집규모와 관련하여 근거이론에 따라 연구한 주요 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충분히 포화된 이론을 발전시키기 위해 20~30명으로 산정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Thomson, 2011), 본 

연구에서도 이를 참고하여 적정범위 내에 속하는 23명을 인터뷰 하였다.  

                                           
5 
본 연구는 IRB심의 시 연구참여자 중 외모로 판단하기 어려운 60대층이 포함될 수 있

음을 고려하여 법적 고령자 최저 연령 기준 55세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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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제1절. 공간의 생산과 전유 

 

1. 자본주의 발달 및 도시공간과 일상생활의 변화 

 

오늘날 도시 구성원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가 미친 

영향을 제외하여 논하기 어려울 것이다. 도시공간 또한 마찬가지이다. 

르네상스 시대를 지나며 유클리드 기하학, 측량기술의 발달로 공간은 

물리적이고 객체적인 개념으로서 수학적으로 계산되는 기하학적 대상이 

되었고, 이러한 합리적, 이성적 공간개념을 데카르트적 공간이라고 

한다(장세룡, 2006, 윤지환, 2011). 데카르트적 공간의 개념이 우세해지는 

한편에 자본주의 체제가 확산 되면서 소유권 중심의 영역 설정을 

기반으로 도시 공간이 조직된다. 

자본주의 체제하에 자본은 생산비를 절약하고 대규모 소비지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으로 모이게 된다. 노동자들의 주거지 배치와 통근을 위한 

교통시설 또한 도시 공간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직되고, 자본의 

향상된 이동성은 노동자 계층의 힘의 약화와 일상생활 통제에 효과적인 

도구로 작용하였다(Lefebvre, 1968a: 윤지환, 2011에서 재인용).  

나아가 후기 자본주의, 대량소비 등 글로벌 경제로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으로 도시는 재화정보 및 사람의 상호작용과 교환, 자본주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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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취와 지배의 양상이 교차하는 사회적 중심지가 되었지만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인간은 일상적 소외와 함께 주체적으로 공간을 전유 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며 사회적공간적으로 소외를 겪고 있다(Lefebvre, 1992: 

장세룡, 2006에서 재인용).  

공간적 소외는 공간의 실 사용자와 소유자 간의 갈등 속에서 공간의 

활용은 사용가치보다 화폐를 통한 교환가치적 성격에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강현수, 2009). 그리고 공간의 활용이 

교환가치를 따른다는 것 즉 시장원리를 따른다는 것은 공간적으로 

“빈민이나 공공의 필요보다는 부자와 사적 소비자에게 영합할”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하비, 1995: 윤지환, 2011에서 재인용). 

결과적으로 자본을 확보하지 못한 저소득층이나 비주류계층의 소외, 

도시 공간의 개인화, 외부 공간과의 격리 등으로 이어지게 되었다(Davis, 

1992: 윤지환, 2011에서 재인용). 

르페브르는 후기자본주의의 반복성과 등질화, 그리고 노동이 전문화, 

파편화 되면서 생산과정과 생산물 모두로부터 인간의 소외가 일어나며 

순응하는 수동적 주체를 생산하였고, 무의식적으로 실행되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자본주의 발달에 따른 소비문화의 영향으로 인간 활동이 

격식화되고, 간편화됨으로써 일상 속 소외를 경험하게 된다고 

보았다(장세룡, 2006). 도시 속 구성원은 소외를 인식하지 못한 채 일상, 

특히 여가생활까지 소비로 대체하게 된다. “재화의 생산을 위한 꾸준한 

노동력의 유지를 위해 현대 도시 공간은 대형 쇼핑센터, 퇴폐적 

향락업소, 수동적 문화센터 등을 병렬적으로 배치하고”(Lefebvre, 2002: 

윤지환, 2011에서 재인용) 그런 공간에서 행해지는 소비적, 수동적 

여가활동은 다시금 자본주의적 사회구조에 순응하는 도시 구성원을 

재생산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자본주의 영향 아래서 일상의 문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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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그의 생각은 “‘삶을 바꾸다’, ‘사회를 

바꾸다’는 식의 말은 적합한 공간의 생산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무의미하다 … 새로운 사회적 관계에는 새로운 공간이 필요하며, 그 

역도 성립한다.”(Lefebvre, 2011)과 같이 나타난다. 

 미셸 드 세르토(Michel Jean Emmanuel de La Barge de Certeau)도 

일상생활을 강조했는데, 대화, 독서, 산책, 쇼핑, 요리와 같은 많은 

일상의 소소한 실천을 르페브르가 경고한 생활 세계의 식민화를 

넘어서는 술책이자 전술로 보았다(de Certeau, 1980: 장세룡 2016에서 

재인용). 자본주의 질서에 합리적인 방식으로 공간을 구성하고자 하는 

전략이 ‘개념 도시’로서 기하학적 공간을 만들어낸다면 전술은 집단의 

양식을 재전유하고 술수와 저항으로 맞서는 일상적 실천이 살아있는 

공간 ‘인류학적’ 도시를 만들어낸다. 세계 무역센터 110층에서 지상에서 

걷는 사람들의 미세한 움직임을 포착할 수 없는 것처럼 전략의 관점이 

도시를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관점으로 “파노라마적으로”(de Certeau, 

1984: 신우진 2019에서 재인용) 바라보는 것과 달리 전술은 도시를 

걸으며 일상의 미시적인 요소를 포착한다. 신우진(2019)의 연구에서 

전술의 특징 중 하나로 일상성을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일상의 범위가 

전술이 가능한 토대로 보는 것이 드 세르토가 의도한 바에 가까워 

보인다. 

이렇게 자본주의 발달이 끼치는 영향으로 공간과 일상성에 대한 

관심과 문제의식이 같이 논의 되는 것처럼 일상적 여가를 어디에서 

보내는가라는 질문은 지금의 도시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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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르페브르의 공간생산이론 

 

자본주의 발달로 인해 도시 공간은 소유권을 중심으로 나눌 수 있고, 

측정 가능한 것이면서 자본의 흐름과 국가 권력에 따라 주어지는 

대상이 되었지만 르페브르는 공간이라는 것을 구조와 행위의 변증법의 

산물로서의 사회적 공간으로 바라보았다(장승현 외, 2014).  

“(사회적)공간은 (사회적)생산물이다.”라는 정의 속 사회적 공간은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체의 실천과 함께하면서 구성, 변화해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미로, 사회와 함께 변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Lefebvre, 2011).  

이러한 르페브르의 생각은“공간은 읽혀지기 위해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삶이 있는 인간이 살기 위해서 생산되는 것”(Lefebvre, 

2011)이기 때문에 공간을 해석되어야 할 또 하나의 텍스트로 보는 

기호학적 접근은 자본주의적 공간생산의 모순과 갈등을 해소할 실천적 

전략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비판적 시각에 기인한 것이다(김남주, 2000). 

그는 사회 변화 또는 변혁을 위해서 공간적 맥락이 포함된, 실천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았다(장세룡, 2006; 최병두, 2018). 

따라서 공간적 실천전략으로서 제시된 공간의 생산은 인간의 

주체적이고 창조적인 실천 행위를 강조한 공간에 대한 전유를 의미한다. 

이때 전유는 지배를 받는 공간에 대립되는 의미로서 공간을 사용하는 

주체들이 공간을 지배하고 능동적으로 공간을 새롭게 창조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장승현 외, 2014). 르페브르가 자본에 의해 지배되는 도시를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을 위한 도시로 변혁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제시한 

'도시에 대한 권리(the right to the city)’의 개념에서도 사적 소유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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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되는 전유의 권리를 주장했다(강현수, 2009). 

그리고 르페브르는 공간적 실천전략 또는 대안으로서 제시한 공간의 

생산을 설명하기 위해 맑스와 헤겔의 변증법을 재해석한 삼항변증법을 

사용한다(최병두, 2018). 즉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심급(정치, 경제, 

문화, 국가, 지역, 일상)은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공간의 사회적 

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과정을 공간의 실천, 공간의 재현, 

재현의 공간이라는 세 가지 차원(moment)의 상호작용에 대한 변증법적 

과정으로 설명한다(Lefebvre, 2011).  

먼저 공간적 실천(spatial practice)이란 지각공간(perceived 

space)으로서 일상적 삶의 반복과 구조화된 사회 체계 속에서 사람들이 

당연하리라 여기는 규범화되고 경험된 공간을 말한다(윤지환, 2011). 

다르게 표현하면 원래의 단순 반복적인 실태와 실상으로서 사회적으로 

코드화된 공간의 경험을 통해서 규범화된 실천을 말한다(김남주, 2000). 

예를 들어 학교에서 학생들의 일과와, 회사에서 회사원들의 일과와 같이 

정해진 공간에서 규범화된 일상적인 실천이 지속적이고도 일관성을 

가지고 행해지고 있다.  

공간의 재현은(representations of space) 구상된 데카르트적 공간을 

의미하는데 건물이나 기념비, 도시계획과 같은 물질적인 형식으로 

추상적 개념이나 이데올로기를 현실에 구체화시키며, 오늘날은 광고와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사람들과 해당 공간 사이에 허상의 관계를 만들어 

낸다(김남주, 2000). 공간에 대한 ‘담론’과 전문가적인 지식체계를 

요구하며 공간의 재현은 어느 사회에서나 공간생산의 모든 국면을 

지배한다(김남주, 2000). 하지만 공간의 재현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인식과 이념의 혼합으로서의 지식의 영향을 받는 사회적, 

정치적 영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유동적이다(Lefebvre,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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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담론과 기호에 입각한 공간 조직의 틀은 도시 공간의 상품화와 

소비사회로의 전환에 적절하게 맞물리고, 도시 구성원은 공간을 스스로 

느끼고 조직하는 대신 ‘전문가’나 ‘일반적인 의견’을 의지하게 되어  

‘은폐된 소외’를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소비는 이러한 소외의 상태를 

의식하지 못하도록 돕는다(윤지환, 2011).  

미디어 담론과 공간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의 필요성을 말하는 김병욱 

외(2010) 연구에서는 르페브르와 하비의 이론을 바탕으로 청계천 공간의 

변화를 미디어 담론을 중심으로 공간생산 과정을 해석하였는데, 청계천 

공간의 물리적 형태뿐만 아니라 담론화의 과정이 의미를 변화시켜온 

과정에 깊이 개입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지속적으로 자본축적에 

유리한 방향으로 미디어 담론이 시대별로 새롭게 청계천 공간의 

‘경험’과 ‘인식’을 구성하고 동일한 공간이 그에 따라 ‘근대화의 

상징’에서 ‘근대화의 흉물’ 마지막으로 도심 내 쾌적한 ‘여가공간’으로 

의미를 바꾸는 공간생산의 과정을 거쳤다고 보았다. 르페브르가 제시한 

‘공간의 재현’의 개념이 상징이 작동하는 공간을 의미한다고 보면서 

자본주의 사회에 적응한 인간이 자본주의적 공간의 상징질서 속에서 

놓이고 주어진 ‘구조’나 건조환경이 아니라 ‘지배적 질서’ ‘상징’ 

‘실재’가 구성된다고 보았다. 이렇게 르페브르의 ‘사회적 공간’이 

구조주의가 ‘구조’를 강조하면서 인식론적으로 단절된 ‘주체’를 복원하고, 

오히려 공간은 인간의 무/의식적 실천 속에서 지속적으로 생성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과 같이 공간의 생산이라는 관점 속에서 청계천을 바라본 

것이다.  

이러한 미디어 담론, 도시계획 등으로 나타나는 공간의 재현은 드 

세르토가 가지고 있는 전략적 장소에 대한 개념과 비교해서 살펴볼 만 

하다. 그는 전략적 장소를 객관적 계산 아래 고유성, 정당성, 적절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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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를 가지고 있고, 의지와 권력(기업, 군대, 도시, 과학적 제도)를 

보유한 주체가 재산, 안전, 통제, 소유의 행사를 위해 한 지역을 

점유한다고 표현한다. 도시 계획은 힘의 관계에 대한 계산을 수반하는 

권력 주체의 의사 결정이라는 측면에서 전략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신우진, 2019).  

마지막으로 재현의 공간(spaces of representation)은 경험된 

공간으로서 구체적인 삶의 장소에서 행위를 수행하는 ‘거주자’와 

‘이용자’가 직접 살아가며 만들어가는 상상의 공간(김승현 외, 2007) 

혹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충만하게 담아내는 공간(Shields, 2005: 윤지환, 

2011에서 재인용)이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간의 재현, 

공간적 실천을 통해 형성된 공간 속에서 지배적 공간 개념과 질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순응하게 된다. 반면에 일부 사람들은 공간 

소비행위 과정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공간을 만들고, 기존의 공간 개념과 

질서를 전복시킴으로써 공간을 전유한다(김승현 외, 2007).  

이러한 공간의 생산을 르페브르의 공간의 역사적 관점으로 보면 

대안적 사회공간으로서 차이공간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는데, 

차이공간은 동질성에 대한 차이, 정량화에 대한 정성화, 인지된 것에 

대한 체험된 것의 우월성을 드러낸다. 차이공간은 탈자본주의, 

탈생산주의 공간으로서 추상공간의 비인간적 폭력적 소외에서 인간적 

탈소외(또는 자주관리)로의 전환이며(최병두, 2018), 르페브르는 교환과 

지배에 대립하는 사용가치와 전유를 강조함으로써 소외(또는 물성)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고 주장 하였다(Lefebvre, 2011). 

이와 같은 르페브르가 말하는 재현의 공간, 차이공간은 드 세르토의 

전술적 장소와 비교된다. 공간 전유와 관련해서 전술은 자본주의와 같은 

근대가 생산한 기존 질서의 정치, 경제, 과학적 합리성을 구축하는 권력 



- 14 - 

주체가 고유한 장소를 가정하며 펼치는 전략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약자가 공급자가 부과한 영토에서 낯선 힘의 법칙을 조직하며 펼치는 

기술이고 책략이다(장세룡, 2016).  

특히 드 세르토의 경우는 전술이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설명하고는 있지만 르페브르의 3가지 차원의 공간과 

같이 상호적 관계보다는 전술로 공간을 만들어가는 행위자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대량생산체제에서 소외된 대중’이라는 

인식론적 틀을 깨며 소비하는 익명의 대중들이야말로 역사의 

주체이고(김지연 외, 2018) 소비란 생산의 한 형태이고 생성의 

방법이라고 말하며 생산자에 비해 수동적 대상으로서 주변부에 

위치해있던 소비자의 주체성을 강조한다(장세룡, 2016). “현실에서 

소비자는 지극히 유동적이고 다면적이고 다차원적인 정체를 보유한다. 

그들은 통상 관념과는 달리 지극히 활동적이고 전복적으로 행동하며 

타인이 생산한 상품과 메시지, 공간과 제도를 소비한다. 소비 행위가 

주요 특징인 일상생활은 마치 지배의 전략과 저항의 전술이 충돌하는 

전장과 같다(Storey, 1996).”(장세룡, 2016)에서와 같이 소비가 일상의 

많은 부분을 대체하고 있는 것을 받아들이면서도 약자인 소비자의 소비 

행위가 가질 수 있는 변혁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신우진(2019)의 자기조직화적 예술공간에 대한 연구에서는 드 

세르토의 공간 전술이 ‘권력의 부재’에서 시작된다고 말한 것과 같이 

권력을 가진 전략과 다르게 전술의 주체를 피지배자로 바라볼 때 자칫 

약자라는 관점으로만 보게 될 수 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주체성을 

강조한다, 또한 현대의 권력 관계는 한 가지 차원으로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나눌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하나의 

관계에서는 약자로서 전술의 주체였다가 다른 관계에서는 강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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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예술가들에게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등은 전통적 전략이 부과한 예술공간인 반면, 도시의 빈 공간을 

점거한 프랑스 예술 스쾃 같은 경우는 전술을 펼친 결과라고 본다. 

구체적으로 예술가들이 도시의 공간에서 펼치는 전술을 도시 공간의 

일부를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조성해 점유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는 

행위로 보고, 그것이 공간에 기존에 없던 속성을 부여하거나 드러내는 

창발성, 자신만의 운영방식으로 상황에 대처하는 피드백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해석한다. 

르페브르 공간의 생산 이론은 현대 공간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설명하는데도 유용하여 이를 분석틀로 사용하여 특정공간을 연구하는 

사례도 많다. 그 예로는 버밍엄 홍등가(Hubbard & Sanders, 2003), 서울 

문래예술공단(윤지환, 2011), 피트니스 클럽(장승현 외, 2014), 

콜라텍(김우석, 2015) 등이 있다. 

그 중 한국사회 피트니스 클럽 공간을 르페브르의 이론적 틀로 연구한 

장승현 외(2014)의 연구에서는 피트니스 클럽을 공간적 실천, 공간의 

재현, 재현의 공간의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도입 초기 골프장과 

함께 ‘부’의 상징이었던 피트니스 클럽은 90년대 이후 대중화 되면서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고 ‘멋진 몸’을 만드는 일상적 실천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피트니스 클럽을 이용하게 되는 과정에는 

공간의 재현으로서 미디어에서 멋진 몸을 가진 유명인들이 부각되고, 

피트니스 클럽이 건강을 담보해주면서 그런 유명인과 같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려낸 영향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몸’을 대상화하는 자본주의 문화양식의 지배를 넘어서 피트니스 

클럽의 공간을 사적인 휴식처, 성찰하는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일부 

사람들의 창조적 행위가 피트니스 클럽 공간을 전유하고 새로운 공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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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한다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해석은 재현의 공간이 새로운 공간이며 

공간의 생산이 재현의 공간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르페브르(2011)가 지중해 연안이 산업화된 유럽의 휴양 공간이 되어가는 

모습을 공간의 생산에서 주목할 사례로 보고, 비생산적인 소비가 

여가라는 이름으로 치밀하게 조직되는 현상을 공간 재현이 재현 공간을 

조종하는 것이라고 표현한 것과 같이 그가 의미한 공간의 생산은 세가지 

차원 중 어느 한 측면만을 떼어놓고 말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드 세르토가 약자의 기술이라고 한 ‘전술’적 개념과 전유가 

맞닿아 있어서 같은 공간이 르페브르와 드 세르토의 이론으로 중첩되어 

연구되기도 한다. 

윤지환(2011)은 르페브르의 논의를 토대로 서울 문래동 공간이 

변화하는 양상과 예술인들의 행위가 반영되어 생성된 문래예술공단을 

분석하였다. 일제시대부터 공업지역으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한 문래동 

지역은 산업구조가 3차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바뀌면서 쇠퇴의 길을 

걷게 되고, 도시 계획을 통해 토지의 이용은 아파트와 각종 상업시설로 

변경되어왔다. 하지만 소규모 철재상가는 영세 업체들의 복잡한 토지 

소유 관계와 도시 내 제조업 입지적 장점으로 남게 되고 이러한 상가의 

2, 3층, 지하공간 등의 공간이 저렴한 지대(rent)를 형성하자 예술인들이 

유입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철재상가와 예술인들의 조합으로 형성된 

독특한 경관으로 이 지역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자 ‘공간의 재현’ 즉 

미디어에서는 이러한 자원을 자본주의적 성공에 부합하게 이용하며 

공간에 대한 왜곡된 상징과 텍스트로 이윤 창출에 대한 허황된 환상을 

만들며 공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를 깨트렸다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예술인들은 철재상가들이 가지고 있는 공간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전유하여 자신들의 작품 활동에 적용하는 등 자신들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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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적 행위를 통하여 자본주의적 공간 조직 양상을 극복하려는 실천 즉 

‘재현적 공간’을 이루었고 이를 통해 도시 공간상의 주체적 움직임과 

적극적인 전유, 상상, 재현 등이 공간을 생산하는 역할을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신우진(2019)은 드 세르토의 이론을 적용하여 

문래예술공단을 자기 조직화 예술공간이라는 도시 전술이 전략에 영향을 

미친 사례로 보고, 외부적으로도 알려진 성공 사례가 되자 철거 하고 

고밀 개발을 하려던 서울시의 계획을 바꾸게 된 것을 전술의 효과가 

전략을 바꾸게 한 것으로 본다. 

이강원(2013)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탑골공원이라는 

공공공간이 현대 도시사회 질서 속에서 지속되고 있는 공간의 의미의 

경합으로 인해 배제와 전유가 일어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여기서도 

엘리트 집단과 정부가 ‘탑골공원 할아버지들’을 문제화하고 탑골공원을 

성역화 하려는 시도에서 ‘노인복지’와 ‘민족의 성지’라는 담론을 

활용하여 노인들을 공원으로부터 배제하려 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동질화를 위한 배제 과정과 이질화를 위한 전유의 경합이 도시 공간에서 

일어나는 것을 연구하는 과정을 르페브르의 관점으로 해석한다. 즉 

‘리듬’을 포착하는 연구로서 도시공간은 정치, 경제적 지배에 의해 생긴 

동질적인 리듬과, 상이한 언어, 문화, 섹슈얼리티를 통해 생긴 이질적인 

리듬들 간의 투쟁의 장이며 생생한 경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육체들 

간의 조우가 리듬의 차이를 부각시킨다고 보았다(Lefebvre, 1996: 이강원 

2013에서 재인용). 또한 드 세르토(1984)가 말한 지배집단에 의해 공간에 

부여된 의미보다는 공간을 다른 목적에 전유하여 의미를 전도시키는 

전술들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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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도시공간과 여가활동 

 

르페브르는 공간 생산론과 같은 도시공간 이론에 앞서 일상적 

층위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소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일상생활 비판 

연구를 하였다(최병두, 2018) 그는 일상생활이 가지고 있는 안정적이고도 

불변적이면서도 언제나 과정적이고 변화하는 본질적 모순을 보았다. 

그리고 기술적 합리주의와 자본주의에 의해 조작되고 통제되지만 또한 

그러한 구조와 힘의 전일적 지배가 불가능한 곳으로서 사회적 실전과 

재생산의 창조성과 수동성, 지배와 저항이 동시에 일어나는 현장을 

일상으로 보았기 때문에(김남주, 2000) 사회구조를 드러내고 사회변혁의 

능동적인 힘을 찾고자 하는 실천적 전략으로서 앞에서 설명한 그의 

공간의 생산이론과 맞닿아 있어 일상적 삶이 일어나는 공간이 전유해야 

할 공간이기도 하다. 특히 그는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소외를 특히 

소비와 여가생활과 관련시켜 논의했다. 여가생활 또한 자본의 전략적 

대상이 되었지만 여가공간이 대표적인 모순 공간의 성격을 보여주면서 

탈자본주의 공간으로서 차이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최병두, 

2018). 차이공간으로서 전유 된 여가공간의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현재 도시공간 속 여가공간과 고령자의 여가공간에 대해 

살펴보았다.  

 

1. 공공공간과 여가활동 

 

고령친화도시의 도시 공간 정책이 녹지공간이나 도로와 보행환경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유 중 하나는 그러한 공간이 공공성을 주장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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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공공공간이라는 생각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직관적이고 즉각적인 

답변을 뒤로하고 무엇이 공공성이며, 공공공간이란 어떤 공간인가라고 

묻게 되면 생각의 회로가 급격히 복잡해지는 것은 그만큼 현대 도시에서 

공공공간의 경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먼저 공공공간(Public Space)에 대한 개념의 변화를 살펴보면, 

공공공간은 공적 관심이나 정치적 사안에 대한 의견들이 나누어지는 

사회적 영역과 도시의 광장, 시장과 같이 개방되고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한 장소를 말하는 물리적 영역으로서의 ‘공적공간’(public 

sphere)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김미영, 2017). 

아고라 같은 전통적인 공공공간은 정치, 상업, 볼거리(spectacle)이라는 

3가지 기능을 수행했다면, 18세기 프랑스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서 처음으로 근대적 공유영역과 사유영역이 공식적으로 

정의 및 구분되며 주택과 같은 사유영역의 반대개념으로서 공공영역이 

등장한다(김미지, 2019). 이러한 근대적 공공영역의 개념과 특성에서 

정치적 역할과 의미를 강조하는 학자가 있는 한편, 현대 도시에서 

일상적 공간으로서의 공공공간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넓은 의미의 공공공간은 공공공간의 본질적인 특성이자 사회적 교류 

중심의 여가활동으로서 타인과의 교류와 만남이 일어나는 장소인 공원, 

광장 등이 될 것이다. 이러한 공간은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으나, 먼저 

이용하고 있는 사람을 우선하기에 경합성이 있다. 경합성과 

독점정당성이라는 사회적 속성을 포함하여 공동자원을 분류하고자 하는 

시도에 따르면 국립공원과 같은 공공공간은 경합성은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 독점정당성은 작다(최현, 2019). 

공공공간에 속하는 여가공간의 위치를 찾자면, 여가공간을 공익성 

정도에 따라 나누기도 하는데 복지적 목표를 가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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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여가공간과 이익창출을 목표로 하는 상업여가공간으로 나누고, 

공공여가공간은 다시 운영주체에 따라 공공운영 공공여가공간과 

민간운영 공공여가공간으로 나눌 수 있다. 공공운영 공공 여가공간은 

공공적 성격을 갖는 여가공간으로서 운영주체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인 여가공간을 의미한다. 민간운영 공공여가공간은 운영 주체가 

비영리 단체 등을 포함한 공익적 성격을 갖는 민간부문인 여가공간을 

의미한다(박광희 외, 2014). 고령자가 산책이나 등산으로 이용하는 

공원이나, 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복지센터, 교회, 성당 등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 등이 이러한 공공여가공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통적 의미의 공공공간은 공원, 광장, 거리 등 공간의 소유권, 

물리적 위치로 정의되고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공공과 민간 영역의 

구분은 점차 사라지고 있으며 공공공간 역시 물리적인 소유권 보다는 그 

기능에 의해 정의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심창섭 외, 2010). 

이런 공공공간의 개념에 큰 변화가 찾아온 것은 후기 자본주의, 

대량소비 등 글로벌 경제로의 변화가 도시 공공공간을 하나의 가치 있는 

상업적 상품으로서 인식하게 했고, 지방정부와 협력하게 된 글로벌 

비즈니스는 그러한 사회 안에서 그 공간의 소비가 가능한 사람들을 

모으는 새로운 형태의 공공공간의 생산을 통해 전통적인 공공공간의 

기능을 재조정했다고 한다(Carmona, 2010).  

또 샤론 주킨은 공공이 운영하면 공적인 가치를 대변하고, 민간이 

운영하면 사적인 가치를 대변할 것이라는 것도 편견이라고 

지적한다(조경진 외, 2011). 그 예로 뉴욕 브라이언트 파크(Bryant 

Park)라는 공공 공간의 운영을 민간에게 맡겼을 때 결과적으로 더 

매력적인 공간이 되어 공공적 활용도를 높여준 것과 같이 공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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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이라는 서로 다른 영역의 가치와 목적이 역전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조경진 외, 2011) 소유권으로 판단하는 공공성은 한계가 있다. 

최근 대부분의 사람을 만나는 공적 생활(Public life)이 상업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을 비추어 새로운 형태의 준공공공간(semi-public)을 

포함하여 공공공간의 개념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Carmona, 2010).   

이러한 현대 도시 공공공간의 특성은 문화인류학의 역공간(liminal 

spaces) 이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되고 있다. 샤론 주킨은 역공간은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문화와 경제, 시장과 장소 등을 가로지르고 

결합하는 공간”이라고 표현하였는데, 이러한 역공간 개념의 특징인 

모호성, 경계성, 역전성이 혼성적 특성을 드러내는 틀로서 유용하기 

때문이다. 즉 공공영역과 사적영역의 이분법을 극복하면서 하나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고, 역공간에서 공간의 의미가 구조적 조건뿐만 

아니라 개인의 행동에 의해 새롭게 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조경진 외, 2011). 

 

2. 소비공간과 여가활동 

 

공공공간으로서 고령자를 위한 전형적인 여가공간은 전체 

도시공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극히 작을 뿐만 아니라, 고령자 역시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 현대 도시 공간의 특성에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고령자는 공공공간과 사적 공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역공간의 

혼성적 특성을 지닌 도시공간에서 상당부분의 여가 시간을 보내게 되며, 

이러한 여가공간 이용은 소비와 연결된다. 즉 고령자들도 

소비공간이라는 사적영역에서 ‘타인과의 교류와 만남’이라는 공적활동을 

하는 모습을 쉽게 관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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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간인 여가공간의 반대편으로서 상업여가공간은 기업의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민간재원을 활용하여 조성·운영되는 공간으로서 

공간의 테마와 유형에 따라 다양한 규모와 형태를 띠고 있다(박광희 외, 

2014). 극장, 놀이공원, 테마파크 등이 대표적으로 해당되며, 일이 아닌 

레크레이션 활동 중심의 참가를 전제로 하는 여가의 개념을 적용했다고 

볼 수 있다.  

여가의 시간적 개념을 의무에서 자유로운 시간으로(박광희 외, 2014), 

여가공간을 “여가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및 물리적 자원의 총체로 

생활의 구속에서 벗어나 편안하고 즐겁게 여가선용 및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모든 공간”이라고 느슨하게 정의한다면(윤양수 외, 2002), 여가활동 

자체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상업여가공간이 아닌 일상생활과 연결된 

쇼핑센터, 대형마트, 카페나 페스트푸드점과 같은 장소도 여가공간에 

속하게 된다.  

이러한 광의의 여가공간 개념은 여가의 상업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심창섭 외(2010)는 여가의 상업화(commercialization of leisure), 상업화된 

여가(commercilized leisure) 등의 개념을 “전통적인 여가는 주로 

활동(activity)이나 지역사회(community)와 주로 관련이 많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가는 점점 구매(buying)이나 소유(owning)와 더욱 

연관된다”(Kelly 외, 1992)는 주장과 “현대사회의 여가문화는 소비문화와 

유사한 의미를 갖는다는”(Cross, 2004) 주장과 함께 설명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18 국민여가활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용하고 있는 여가공간의 1,2,3순위를 합친 결과 식당, 카페, 영화관, 

대형마트와 같은 상업 공간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상업공간의 

여가공간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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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이용한 여가공간(개별)_상위 10개 

출처: 문화제육관광부, 2018 국민여가활동조사 

 

 구체적인 소비공간을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로서 심창섭 외(2010)는 

복합쇼핑몰을 도시민의 여가공간으로서 분석하였는데, 도시민이 

여가시간을 보내는 여가공간으로서 ‘공간의 소비’라는 소비적, 상업적 

여가행태가 나타나고 있고 복합쇼핑몰의 여가공간화 현상은 공공공간과 

사적 공간의 경계를 흐리게 하면서 근본적으로 상업적인 공간인 

복합쇼핑몰이 사람들에게 공공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민간 소유주의 

관리에 의해 운영되는 공간이기에 운영주체의 방식대로 이용자의 

행동이 감시되고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역공간성이 나타나는 

민간소유의 준공공공간의 경우 소유자의 자유 의지에 따라 공공성 또는 

사적 이익을 어느 정도 수용하는가에 따라 사적, 공적 특성이 조절되고 

이용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조경진 외, 2011). 또한 소비를 전제로 한 

공간이기 때문에 빈민층과 같은 구매력이 낮은 층에게 이러한 공간은 

공공공간이 아닌 사적 공간으로 인식될 것이다. 이러한 복합쇼핑몰의 

여가공간화는 주로 쇼핑몰 내 식음료 매장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식당, 카페, 패스트푸드점과 같은 상업공간의 

여가공간화를 해석하는데도 적용가능 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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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령자의 여가공간 

 

도시에서 살아가는 고령자에게 여가공간으로서 제3의 장소의 

중요성을 확인한 연구를 먼저 살펴보면 Lee & Tan(2019)는 최근 

고령자의 사회적 연결성의 두 가지 차원으로서 사회적 지원망 (Social 

support network)과 외로움(Loneliness)에 미치는 영향요소를 미국의 

대학도시(college town)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6
 그 결과 흔히 

당연한 양의 관계를 가정하는 근린생활권의 보행환경 및 

접근성(neighborhood walkability)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왔고, 일주일에 

한번 이상 사람을 만나기 위해 방문하는 장소로서의 제 3의 장소가 

고령자의 사회적 지원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와 양질의 제 3의 

장소를 공급하는 것이 고령자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일 수 있음을 

밝혔다.  

한국노인의 사회적 자본을 위한 제3의 장소에 대한 서현보(2017)의 

연구에서 별도의 시설로 증가하는 노인인구를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가족중심의 지지기반이 지속되지 않는 시대적 변화 속에 

활동성이 떨어지고 노인을 위해 거주인접지역의 사회적 환경, 즉 다른 

노인들과 교류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장소가 더욱 

중요함을 말한다.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고 다른 의무에서 자유로운 

노인들이 도시의 공간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고령친화적인 

공간을 만들어 가는데 중요한 관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6 연구자는 미국에서 베이베부머 세대들이 aging in place 와 retiring in college towns를 선호하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특히 대학도시는 대학병원과 같은 의료시설, 비교적 저렴하

고 질 좋은 주택, 커뮤니티의 안정성 등 때문에 선호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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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가 이용하는 공간으로서의 패스트푸드점과 직접관련 된 

연구로는 Cheang(2002)이 미국 하와이에서 패스트푸드점에 자주 

방문하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그들이 그곳을 자주 찾게 되는 요인에 대한 

민족지 질적 연구를 수행했다. 그 결과 가장 중요한 요인은 

패스트푸드점 안에서 일어나는 비의무적인 사회적 교류와 놀이, 

가족관계에서는 어색하거나 불편할 수 있는 개인적 감정의 표현을 

마음껏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들이 노인시설에 가지 않는 이유는 

노인들만을 위한 시설이고, 노인을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만 대하며, 

그곳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지나치게 짜여 있고, 흥미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패스트푸드점 방문은 기본적으로 자발적인 활동으로 

누구를 언제 만나야 할지, 얼마나 머물지, 무엇을 할지 등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자유와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한다는 

점을 밝혔다.  

우리나라의 연구로는 홍영의(2019)가 고령자의 지역사회 내 삶 즉 

어떤 공간을 이용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연구 자체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으로 망원동 지역 거주 고령자를 대상으로 일주일의 

경로를 GPS를 활용하여 추적하는 연구를 하였다. 연구결과 고령자가 

상호작용하는 대표적인 공간이 집, 경로당, 복지관/주민센터, 종교시설, 

오픈 스페이스, 시장/대형상점, 패스트푸드점/빵집, 이웃의 집/일터로 

나타나 고령자들이 고령자 집중지역에서만 패스트푸드점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패스트푸드점/빵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수록 행복한 감정은 높게 외로움은 낮게 나타났는데 이웃의 

집이나 일터와 비교했을 때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활동과 대인맥락이 

유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활동과 대인맥락뿐만 아니라 공간의 특성 또한 정서에 영향을 미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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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패스트푸드점과 같은 공간 속 활기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 영향을 

확인해주고 있었다.. 

지금까지 고령자 여가공간의 연구가 주로 공공공간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런 맥락에서 김영현(2019)의 연구에서 도출한 고령자를 

위한 도시생활권 공공공간을 계획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항목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공공공간이 가까이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며 다음으로는 기후기상이나 노인생활안전 등 안전한 환경, 

교류환경 순으로 나왔다. 전문가 분석을 거치며 후 순위로 밀려나긴 

하였으나 고령자층 응답으로는 교류환경, 그 중에서도 전 연령층의 만남 

및 교류를 위한 공간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는 결과를 통해 

고령자들이 더욱 다양한 연령층과 접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요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령자들이 많이 찾고 모이는 곳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한 최근의 

연구로는 서울 제기동을 중심으로 형성된 노인여가공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물리적, 인문사회학적, 경제적 측면으로 분석한 김영은 

외(2019)의 연구가 있다. 분석 결과 노인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해주며 새로움을 추구할 수 있고 소득수준에 맞는 여가 

소비생활이 가능하도록 최적화 되어있다는 특징이 도출되었다. 노인 

집중현상이 만들어낸 도시 공간의 자발적인 변화가 어떤 요인에 의해 

일어나는지 알 수 있으며, 여가활동을 즐기는데 있어 나이와 무관하게 

활동적인 노인들의 욕구 및 특성과 노인들이 추구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최근 고령자들의 대표적인 

여가공간으로 꼽히는 콜라텍에 대한 연구로 김우석(2015)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이었던 콜라텍이 고령자들의 

대표적인 여가공간으로 바뀌는 과정을 르페브르의 변증법적 공간생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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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로 분석하고 있다. 현재 콜라텍은 고령자들만을 위한 시설로 완전 

변모한 경우이지만, 이전에 고령자들이 찾을 것으로 인식되지 않았던 

공간의 변화라는 점에서 패스트푸드점 이용의 변화와 함께 비교해보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4. 무인 서비스와 여가공간 

 

최근 무인 서비스 도입이 확대로 여러 논란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관련 

법안이나 연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먼저 

‘정보화기본법’과 그 아래 ‘장애인 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가 관련 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지난 5월 

27일자로 고시의 내용에 해당되는 기기의 범위를 “금융 사무기기”에서 

“정보통신응용기기(사무용)”으로 개정하면서, “금융자동화기기(Automated 

Teller Machine), 무인정보단말기(민원발급기, 정보조회기기, 발권기, 주문 

정산기기, 자동체크인기기 등)”도 포함시켰다.
7
 하지만 법 자체의 

적용범위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민간 시설이 도입하는 무인 주문기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제도는 없다고 볼 수 있다. 

학계에서는 무인 주문기, 키오스크 사용과 관련하여 주로 디자인이나 

디지털컨텐츠, 외식업계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키오스크는 터치 

                                           
7
 장애인 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는 제1조(목적) 이 지침

은 “국가정보화기본법”제32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고령자 등이 정보통신서비스와 정

보통신제품을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 및 정보통신제품

의 구매, 설계, 제작, 가공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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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을 사용자가 직접 조작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처리하는 기술기반 

셀프서비스(서혜옥 2019, 김민경, 2019)을 의미한다. 

온라인 서베이 방식으로 2~30대가 많이 참여한 김민경(2019)의 

연구는 외식기업의 키오스크를 이용하여 받은 서비스 경험을 토대로 

인식된 가치가 관계지속, 재이용, 긍정구전, 추천의도 등의 행동을 

유발시킨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키오스크로 인해 겪을 수 있는 경험이 

일반인이나 젊은 층과 다를 것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연구들도 

있었다. 서혜옥(2019)은 휠체어 이용자 중심으로 영화관별 키오스크 

비교를 통해 키오스크 시스템박스의 물리적 환경개선의 필요성과 

표준화된 규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안하였다. 홍승윤 외(2019)의 

고령자의 특성을 반영한 패스트푸드점 키오스크 UI 연구를 진행했는데 

50대 2명, 60대 2명이라는 표본 숫자도 신뢰도가 떨어지지만 5,60대 

전기 고령자뿐만 아니라 패스트푸드점을 잘 이용하고 있는 7,80대 

이상의 후기 고령자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황성원 

외(2019)의 연구는 연령별로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테스크를 수행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경험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경우 홍승윤의 

연구보다 좀 더 체계화된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고령자를 50~60대로 

선정하여 동일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 연구에서 눈길은 끈 것은 

10~20대도 사람에게 주문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대답한 사람이 더 

많았다는 것이다. 젊은 층이 주문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적고 적응하기 

쉬운 것은 사실일지 몰라도 대면 서비스의 편리함은 고령층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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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분석틀 

 

 본 연구는 앞의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토대로 패스트푸드점을 

자본주의와 글로벌 경제로의 변화를 반영하는 도시 내 공간으로, 

고령자는 전유할 권리라는 도시권을 지닌 주체로 보고, 도시 공간의 

전유현상으로서 고령자 패스트푸드점을 이용 현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핵심 이론적 틀은 르페브르의 공간의 생산 이론이다. 공간적 실천으로서 

패스트푸드점의 일반적 특징을 살펴보고, 미디어에서 펼쳐지는 

패스트푸드와 고령자에 대한 담론을 통해 공간의 재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재현의 공간 차원으로 

고령자가 패스트푸드점 공간 이용자로서의 주체성을 가지고 

패스트푸드점의 특징과 자신의 상황적 조건 및 필요를 연결시켜 

여가공간화 시키는 현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패스트푸드점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간 생산 과정의 사회적 의미와 그 

곳을 이용하는 고령자들의 공간적 행위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그림 2] 이론적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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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자료 및 연구방법 

 

제1절. 연구대상 사례 

 

본 연구에서는 강북의 종로지역과 강남의 서초지역에서 고령자가 

밀집하는 패스트푸드점을 연구대상 범위로 하였다. 종로는 탑골공원과 

인사동, 종묘공원 등이 위치하여 고령자들이 많이 모이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종로3가역, 종각역, 안국역 등 지하철역 입구 근처와 탑골공원 

맞은편 등에도 패스트푸드점이 입지하고 있고, 고령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그 중 종로3가역 인근의 패스트푸드점을 

대상으로 살펴봤는데, 종로3가역은 지하철 1, 3, 5호선이 교차하는 

번화가로서 최근 무임교통카드 이용 빅데이터 분석 결과 고령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역으로 나타난 것처럼 종로 지역에서도 유동인구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지역의 특이점으로는 남성 

고령자들의 방문 비율이 다른 지역이나 여성 고령자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것이다.
8
 그러한 영향으로 종로 지역의 패스트푸드점을 이용하는 

고령자도 남성 고령자 비율이 높게 관찰되었다. 그리고 패스트푸드점이 

연결되는 출구번호가 1번이라 약속할 때 전달하기 쉽고, 편리하게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입지적 특징으로 

                                           

8 통계로 본 서울시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현황(지하철 1~9호선에 한함)에 따르면 2018년 

3월 4~10일 65세 이상 시민들의 무임교통카드 이용 빅데이터를 총 570만건 분석 결과 

할아버지들은 종로3가역(5만9,490건ㆍ2.5%)을 압도적으로 많이 방문했다. 반면 할머니들

은 청량리(2만8,388건ㆍ1.4%), 제기동(2만6,986건ㆍ1.3%), 고속터미널(2만3,221건ㆍ1.1%) 등 

쇼핑이 가능한 지역을 골고루 방문했고 종로3가역은 5위권안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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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하고 있음을 인터뷰 참여자들의 답변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강남지역에서는 지하철 2,3호선이 교차하는 교대역 인근의 

패스트푸드점을 대상으로 하였다. 교대역 인근은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및 이와 연계된 로펌 등의 업종 사무실이 둘러싼 

법조타운이 형성되어있다. 한편으로 유명한 대학입시학원들이 입지해 

있는 학원가도 형성되어 등원, 하원 시간은 학생과 학부모로 붐비는 

지역이기도 하다. 그런데 낮 시간대에 거리나, 식당 등에는 삼삼오오 

모여서 다니는 고령자들이 많이 관찰되는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실은 

서울에서 낮 시간 때 고령자 생활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 서초, 강남, 

송파 지역이라는 결과가 나타난 윤민석 외(2018)의 생활인구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령자의 주민등록인구와 생활인구를 비교한 연구에서도 

증명되고 있다. 실제로 인터뷰를 통해 교대역 인근은 분당, 용인, 광명 

등의 경기도권과 연결되는 분당선과 신분당선을 이용하는 고령자들이 

쉽게 방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방문하는 경우도 고속터미널, 

남부터미널과 가깝기 때문에 모임 장소로 선호되고 있었다. 교대역 

사거리를 중심으로 법원 맞은 편 서초역 방향인 8,9번 출구를 제외한 3 

방향으로는 지하철역 출입구 아주 가까이에 패스트푸드점이 위치하고 

있다. 그 중 1층에 좌석을 구비하고 있고, 경사가 없는 지역의 

패스트푸드점을 대상으로 관찰하였다. 패스트푸드점을 이용하는 

고령자를 인터뷰 했을 때 특히 자주 교대인근을 방문하고 이 지역이 

익숙한 경우 다른 출입구에 위치한 패스트푸드점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방문하기도 한다고 했으며 식사 장소와 같은 연계된 모임 장소가 

사거리의 어느 쪽인가에 따라 이동이 편리한 패스트푸드점을 방문한다고 

답했다.    

관찰조사를 통해서 패스트푸드점을 이용하는 고령자들의 특징,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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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중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율 등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였다. 

관찰조사가 이루어진 서초지역의 패스트푸드점의 내부를 설명하면 

1층으로만 되어있고 안쪽 주방에서 정면을 바라보게 설치된 메인 

데스크의 왼편에는 주문한 음식이 나오는 순서대로 진열되며 그 앞에서 

주로 한 두 명의 직원이 서서 음식을 내오면서 대면 서비스로 

주문하고자 하는 고객을 응대하고 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무인 주문기 

키오스크 3개가 설치되어 있고 그 위에 ‘Express order here’라는 빨간색 

글자와 화살표가 주문하러 접근하는 사람의 눈길을 끈다. 그 위에는 

전광판이 설치되어서 이용자들은 주문번호로 주문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대면 서비스만 제공하는 곳처럼 주문 받는 고정적인 직원이 서있는 것이 

아니고 한가할 경우는 주문하러 오는 사람을 바로 응대해주기도 하지만 

분주한 경우 키오스크에서 주문할 것을 요청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고령자들은 직원에게 바로 주문을 시도했고, 직원의 요청에 따라 

키오스크로 이동해서 시도해보다가 데스크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드물더라도 익숙하게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고령자도 보였다. 

좌석은 4인 테이블이 5개, 2인 테이블 2개, 2인, 4인, 6인 등의 조합이 

가능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자리에 놓인 2인 테이블이 11개 및 창가와 

매장 중앙통로에 바 형태의 좌석 10개 정도가 있다. 고령자들은 인원 

수에 따라 자리를 잡고, 특별히 선호하는 자리가 있어 보이지는 않았다. 

내부에는 빠른 템포의 배경음악과 해당 브랜드의 로고송이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흘러나오고 있다. 벽에는 가격을 강조하는 제품 홍보 액자가 

여러 개 걸려있다. 관리자와 알바생으로 불리는 파트타임 직원들은 가끔 

매장 바닥이나 테이블을 청소하기 위해 돌아다니는 것 외에는 주방과 

데스크에 머물러 있다. 또, 시선에서 벗어난 사각지대가 있기는 하지만 

데스크에서 매장 상황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보이는 구조를 갖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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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이며 점심시간에는 서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매우 붐비며 젊은 층의 이용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가 1시를 넘어서 5시 사이 시간대는 중간 중간 빈 좌석이 

생기고 고령자들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많아졌다. 예를 들어 고령자가 

8~17명 있을 때, 그 외의 연령층은 3, 4명 정도 관찰되는 수준이었다. 

저녁 시간이 가까워지면 주변에 학원가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학생 

이용자들이 다시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연구범위 내 종로 지역의 패스트푸드점은 인터뷰 참여자를 만나기 

위해 이용하는 경우나 인터뷰를 통해서 파악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1, 2층에 모두 좌석이 있고, 2층도 수시로 직원이 오가며 

테이블과 의자를 정리하며 관리하고 있고, 무인 주문기는 설치되지 

않았다.  

이용자의 연령 관련해서 관찰되는 차이점은 종로 지역은 80대 전후로 

보이는 고령자를 많이 볼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서초 지역의 경우 

7,80대도 많으나 고령자 범위에 속하는 연령인지 쉽게 가늠하기 어려운 

50대 중반에서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준고령 이용자도 많이 볼 수 

있었다는 점이다. 

성별로 비교하면 대체적으로 남성 고령자가 여성 고령자 보다 많고 

남성 고령자만 있을 때도 빈번하며, 여성 고령자가 있더라도 대부분 30% 

미만이었다. 이러한 차이는 앞에서 설명한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아주 드물더라도 여성 고령자가 남성 보다 많은 

경우도 있었다. 남성 고령자는 혼자에서부터 4,5명 그룹까지 오는 

형태가 다양한 것에 비해 여성 고령자는 주로 그룹으로 이용하고 있었고, 

남성 고령자는 지인들과 함께 이용하더라도 이용 시간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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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에서 1시간이지만 여성의 경우 2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남성 고령자들은 간단히 음료나 간식을 곁들여 근황을 나누는 정도의 

짧은 대화를 하고 일어서는 것에 비해 여성 고령자들은 자리잡은 곳에서 

비교적 길게 담소를 나누며 머무르는 경우가 많이 보였다. 

 

제2절. 자료의 수집 

 

1. 언론보도 

 

패스트푸드점이 우리나라 사회문화 속에서 어떠한 장소로 그려지는지 

와 패스트푸드점을 둘러싸고 고령자와 연관된 담론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언론보도 분석은 빅카인즈(BIGKinds)를 이용하였다. 
9
 

1990년부터 2019년 8월까지의 중앙지, 경제지, 지역종합지, 방송사, 

전문지를 포함한 54개 언론사 뉴스기사를 대상으로 패스트푸드점이 

도입된 초기 이후 주로 어떤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였는지를 파악하고, 

고령자와 관련된 내용은 고령자 또는 노인 또는 고령이라는 단어를 

포함한 패스트푸드점 기사를 검색하여 그 중 고령자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기사를 추출하여 내용을 분석하였다.  

 

                                           

9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해 운영되는 빅카인즈(BIGKinds)는 종합일간지, 경제지, 지역일

간지, 방송사 등을 포함한 최대 규모의 기사DB에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접목해 만든 새

로운 뉴스 분석 서비스이다. 빅카인즈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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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뷰 

 

본 연구는 총 23명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 패스트푸드점을 

이용하는 고령자를 현장에서 만나 동의를 구하고 진행하거나, 지인의 

소개를 받고 진행하였다. 인터뷰 참여자 23명은 종로(강북)지역 11명, 

서초(강남)지역 12명으로 주요 특성을 살펴보면 종로(강북)지역은 

연령별로는 60대 이하가 3명, 70대는 4명, 80대가 4명으로 그 중 여성은 

60대 한 명, 70대 2명이다. 학력별로는 고졸 미만 4명, 고졸 5명, 

대졸이상 2명이다. 11명의 일주일 평균 이용횟수는 약 2회이며 한 달 

용돈의 범위는 20~200만 원이었다. 서초(강남)지역은 연령별로는 60대 

이하가 3명, 70대 4명, 80대 5명이다. 학력별로는 고졸 미만 1명, 고졸 

1명, 대학원 졸업 3명을 포함한 대졸이상이 10명으로 나타나 

종로(강남)지역 참여자와 차이가 두드러지는 부분이다. 12명의 일주일 

평균 이용횟수는 종로(강남)지역과 같이 약 2회이며 한 달 용돈의 

범위는 15~500만 원 범위로 답했다. 2017 노인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같은 연령대에서 학력이 높은 고령자들이 이용한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서초(강남)지역의 경우는 그러한 점이 더 두드러졌다.
10
 

 

 

 

 

 

                                           

10 2017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으로 초등학교 졸업 34.1%, 중학

교 졸업 16.9%, 고등학교 졸업 17.3%, 전문대학 이상 졸업 7.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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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지역별 인터뷰 참여자 특성 

구분 

연령: ()는 여성 학력 평균 

이용횟수 

(일주일기준) 

용돈 

범위 

(만원/월) 
~60대 70대 80대~ 

고졸 

미만 
고졸 

대졸 

이상 

종로(강북) 3(1) 4(2) 4 4 5 2 2회 20~200 

서초(강남) 3 4(2) 5(2) 1 1 10 2회 15~500 

 

이용기간을 살펴보면 10년 이상 이용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인터뷰 

당일 처음 이용해본 경우를 비롯하여 1년 이내 비교적 최근 이용하기 

시작한 고령자도 있었다. 이용 형태는 비교적 젊은 층(5,60대)의 서초 

이용자들이 혼자 이용하는 경향을 보였고, 전체적으로는 혼자보다는 

주로 그룹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응답하였다. 

질문 내용은 크게 패스트푸드점 이용 패턴, 방식, 목적/ 

패스트푸드점에 오는 이유, 인식/ 패스트푸드점에서 경험한 갈등 상황과 

대처/ 패스트푸드점 이용자들의 여가생활/ 무인서비스에 대한 인식/ 

무인서비스에 대한 반응(감정, 행위)로 구분한 반 구조화 질문지를 

토대로 세부 질문들을 상황에 맞게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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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종로(강북)지역 인터뷰 참여자 리스트 

N

o 

성

별 

나

이 

배

우

자 

거 

주 

지 

종사업종 학력 
한달 

용돈 
(만원) 

주 

활동

지역 

이용 빈도 

/시간 

1 남 69 유 
광진

구  

포장이사, 

물류센터 

고 

중퇴 
200 종로 

일주일 4회/ 

6~90분 

2 남 81 유 이천 
개인사업, 

임대업 
고졸 70 

이천, 

종로 

한 달 2회/ 

3~60분 

3 남 87 유 
동대

문구 

미국에서 

가발장사 
초졸 5~60 

동대

문, 

종로 

한 달 2회/ 

3~60분 

4 남 78 사별 
서초

구 
영업직 고졸 100 

종로, 

대치,  

동대

문 

일주일 4회/ 

1~2시간 

5 남 65 유 인천 무역업 대졸 
 

인천, 

종로 

일주일 

1,2회/ 30분 

6 남 82 유 동탄 건축 
대 

중퇴 
25 종로 

때때로/ 

90분 

7 남 80 유 
성북

구 
건축 고졸 30~50 종로 

때때로/ 

90분 

8 남 78 유 
영등

포구 
무역회사 대졸 

120~15

0 

종로, 

교대 

한 달 10회/ 

3~40분 

9 여 65 유 
의정

부 

야채노점

상  
2~30 

종로, 

태능, 

사당 

일주일 

1,2회/ 30분 

10 여 72 무 안양 
부동산관

련 
초졸 100 

종로, 

사당  

11 여 77 유 도봉구 주부 고졸 
 

도봉구, 

신촌 

일주일 1회/ 

2시간 

*11번은 스노우 볼링 형태로 섭외된 경우로 종로지역은 아니나 강북지역 이용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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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서초(강남)지역 인터뷰 참여자 리스트 

N

o 

성

별 

나

이 

배

우

자 

거 

주 

지 

종사업종 학력 
한달 

용돈 
(만원) 

주 

활동

지역 

이용 빈도 

/시간 

1 남 58 유 
서초

구 

제지회사 

영업 
대졸 50 

충무로, 

신촌 

한 달 몇 번/ 

30분 

2 여 82 유 
서초

구 

슈퍼운영, 

주부 
중졸 

 

서울전

반 
처음 방문 

3 남 89 유 
송파

구 
특수무역 대졸 5~60 

종로, 

교대, 

강남 

일주일 

1,2회/ 30분 

4 남 64 유 분당 금융업 
대학

원 
500 

서초삼

성, 

명동 

한 달 3,4회/ 

2~30분 

5 여 85 사별 

동부 

이촌

동  

음악교사, 

주부 
대졸 

 

교대,   

동부이

촌 

주말 제외 

매일/ 2시간 

6 남 85 무 
잠원

동 
공무원 

대학

원 

100~

150 

교대,강

남,광화

문 

주말 제외 

매일/ 3~40분 

7 남 80 유 위례 교수 
대학

원 
300 

교대, 

여의도 

오랜만에 

오심 

8 여 73 유 

압구정 

> 

구기동 
주부 대졸 100~ 

교대, 

광화문 

불광동 

수시로/ 30분 

9 남 65 유 분당 공무원 대졸 150~ 
교대, 

강남 

한 달 2,3회/ 

30분 

10 남 74 유 동탄 목회 대졸 
15~2

0 
교대 일주일 1,2회 

11 남 74 유 동탄 개인사업 대졸 
 

시청근처 일주일 1,2회 

12 여 78 유 용인 주부 고졸  
반포, 

동대문 

일주일 

1,2회/30분 

*12번은 스노우 볼링 형태로 섭외된 경우로 서초지역은 아니나 강님지역으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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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분석방법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근거이론(grounded theory) 질적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연구 자료를 분석하였다. 1960년대 당시의 사회과학이 큰 

거대이론(grand theory)들과 같은 “위로부터 내려온 이론들”을 통해 

현실을 설명, 예측, 처방하는 것에 집중하면서 이론의 거대담론이 

현실과 유리되는 문제가 제기 되었다. 그러한 ‘가설-연역적 실증주의’ 

이론화가 지닌 비맥락성과 비실용성을 극복하고자 나온 근거이론은 

‘현실에 기반한 자료(data)에 근거(grounded)’하여 귀납적으로 ‘이론’을 

도출하고자 하는 ‘질적연구의 방법론적 전통’을 의미할 뿐 아니라, 

그렇게 도출된 ‘이론 그 자체’를 아울러 의미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Glaser&Strauss, 1965; 1967; Strauss & Corbin, 1990; Glaser, 1998; 

Charmaz, 2006; c.f. 이남인 2014:289-294: 권향원, 2016에서 재인용). 

“이론(theory)이란 구체적인 현상을 관념적인 ‘개념’(concept)을 통해 

추상화하여 포착하고, 이들 ‘개념’과 ‘개념’간의 관계성을 

진술(statement)의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며(Turner, 1986; 

Weick, 1995; 1999).”, 코딩이라는 방식을 경험자료에 적용하여 현실에 

바탕을 둔 이론을 환원 및 추출해 내는 논리과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권향원, 2016). 

근거이론은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을 관련되는 행위자의 관점으로부터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참여자가 경험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반응하는가’를 이해하는 데도 유용한 접근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경험의 해석을 통해 의미를 발견해내고자 하는 질적연구방법으로서 

근거이론적 접근은 현상과 상황적 맥락 속에서 참여자들의 심리, 내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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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과 인간관계 및 사회적 상황 속에서의 개인의 반응과 관계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그들의 적응 과정을 깊이 있게 파악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공해 준다(유근준, 2008, Strauss & Corbin, 1998: 김정겸 

& 김지숙, 2010에서 재인용). 

따라서 이러한 근거이론 방법을 통해 인터뷰와 관찰 등을 통해 수집한 

실제적 자료를 근거로 고령자들이 패스트푸드점을 여가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는 현상을 연구하는 것이 고령자가 패스트푸드점을 선택하게 

된 이유와 패스트푸드점 공간이 가지고 있는 특징, 무인 서비스라는 

변화에 대한 반응 등 현상의 인과 관계를 파악하고, 개념적 속성을 

드러내는데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근거이론이 제시한 질적코딩의 과정을 거쳐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서 수집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고, 해석 가능하도록 분리한 후 

비슷한 특징에 따라 그룹화하는 반복적 비교분석 방법을 이용하였다. 

근거자료를 통해 현상에 이름을 붙이고 개념을 도출하고 범주화하는 

개방코딩(open coding) 단계에서(Strauss & Corbin, 1998) 인터뷰 내용을 

분석 단위로 분리하여 이름을 붙이고 개념적으로 비슷한 것들을 분류한 

후 좀 더 추상화 한 상위개념으로 범주화하였다. 그리고 범주들을 

체계적으로 발달시키고 연관시키는 작업으로서 축코딩(axial coding)을 

통해 범주를 축으로 상위 범주와 하위범주를 연결시키고, 범주를 속성과 

차원의 수준으로 계속 발전시키며 인터뷰의 전체적인 내용을 조직화 

하였다(김정겸 & 김지숙, 2010). 

반구조화된 질문 내용을 따라 인터뷰 내용은 패스트푸드점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과 무인 서비스 관련 답변으로 대략적으로 나눠서 

분석할 수 있었다. 개방코딩 결과 패스트푸드점 이용 부분에서는 

최종적으로 15개의 하위 범주를 도출하였다. 그 내용은 퇴직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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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여가 시간, 해외 경험, 체질화된 돈 절약, 만남과 교류를 위한 

장소 부족, 고령자만 모이는 곳에 대한 거부감, 경로당, 복지센터 

이용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만나는 장소, 느슨한 관계 형성, 사람 

구경하기 좋음, 젊은 층과 섞일 수 있는 곳, 사람과의 거래, 시간 보내기 

좋음, 시선과 감시로부터 자유로움, 저렴한 가격, 가벼운 만남이다. 

이러한 하위 범주를 묶을 수 있는 상위 개념으로 다시 범주화 하면 

패스트푸드점 방문 계기, 적절한 여가 공간의 부족, 사람과의 교류를 

위한 공간, 자유로운 공간, 저렴한 공간이라는 5개로 분류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5개의 범주 중 패스트푸드점 방문 계기와 적절한 여가 

공간의 부족은 고령자가 패스트푸드점을 이용하는 현상이 일어나도록 

이끄는 요소로서 인과적 조건이 될 수 있다고 보았고, 나머지 3개의 

범주는 고령자가 패스트푸드점이라는 공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의미를 드러낼 수 있는 중심 현상으로 보았다.  

패스트푸드점에서 무인 주문기 사용 경험 관련해서는 인터뷰 

대상자들이 무인 주문기 사용에 어느 정도 적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고령자들이 무인 주문기를 접해본 경험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의견은 어떠한지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였다. 적응 정도는 인터뷰 과정을 

통해 단순히 무인 주문기를 기능적으로 사용 가능 여부가 고령자들의 

이용 여부를 결정 짓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적응도도 함께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기능적, 감정적 적응 여부를 함께 

반영하여 4단계로 나누어서 적응도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고령자들의 무인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목소리는 크게 긍정적, 부정적 

반응으로 나누어서 범주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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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고령자의 패스트푸드점 전유 분석 

 

제1절. 패스트푸드점의 일반적 특징 

 

먼저 일상적 삶의 반복과 구조화된 사회 체계에서 사람들이 

당연하리라 여기는 패스트푸드점의 공간적 실천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것은 패스트푸드점은 어떠한 공간인지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사회화된 코드로서 패스트푸드점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 특징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패스트푸드점의 도입과 전환, 

확산을 살펴봄으로써 패스트푸드점이라는 공간의 규범화된 실천의 

변화와 일상실천을 알아보고자 한다 

 

1. 패스트푸드점의 기업전략과 공간의 생산 

 

기본적으로 패스트푸드점은 표준화, 획일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식산업이다. 사회학자 조지 리처가 ‘맥도날드화’란 

표현으로  “패스트푸드점의 원리가 미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에서 점점 

더 많은 부분을 지배하는 과정”을 지칭하였는데, 맥도날드화의 대표적인 

특성으로 효율성, 계산가능성, 예측가능성, 통제를 꼽은 것을 통해서도 

어디서든 비슷한 음식을 빠르게 제공받을 수 있는 패스트푸드점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상기시켜 준다(Ritz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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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패스트푸드점은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물리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는데, 시끄러운 음악과 타일바닥 등 

패스트푸드점을 생각했을 때 그 공간에 대한 이미지에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이러한 요소들도 산업적 장치라고 볼 수 있다. 

 외식산업에서 차별화 전략이자 운영성과 증진을 위한 관리 요소로서 

레스토랑의 물리적 환경이 고객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전병길(2005)의 연구에서도 음악과 관련하여 시끄러운 음악 조건에서 

식품점에 더 적은 시간 동안 체류하며, 볼륨이 30세 이하의 젊은 

층에서는 일정 수준의 높은 데시벨이 유지되어야 하는 반면, 나이가 

많은 중장년층은 볼륨이 낮을 때 더 만족을 느낀다는 선행연구를 

제시하였다. 또한 테이블의 크기 및 좌석간의 간격 등을 조절하여 

식사공간이 협소하게 하거나 딱딱한 재질의 가구 및 바닥을 사용하여 

음악과 소음을 확대시키는 경우, 칸막이가 없는 개방형의 공간 등은 

고객들의 체류시간이 짧아지도록 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빠른 

좌석회전을 추구하는 패스트푸드점에서 음악의 볼륨이 크고 템포가 

빨라야 운영에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통해서도 패스트푸드점이라는 

소비공간 구조가 어떤 목적과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다. 

최근 이러한 물리적 요소로 추가된 것이 무인 주문기 키오스크다. 

고객의 편의와 업무능률 향상이라는 목적을 내세우며 대형마트, 

편의점과 더불어 대표적 프랜차이즈 업종인 패스트푸드업계에서 

무인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2019년 5월 뉴스기사 기준으로 KFC는 

2017년 키오스크를 처음 도입한 후 특수매장을 제외한 모든 일반 매장에 

키오스크를 설치했고, 롯데리아는 전체 1347개 매장 중 873개(64%) 

매장에, 맥도날드는 420여개 매장 중 260개(61%) 매장에, 버거킹은 34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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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중 210개(60%) 매장에 키오스크를 설치했다.11 무인 서비스와 대면 

서비스를 어떤 방식으로 조합해서 운영하는지는 업체마다 다르지만 

키오스크가 패스트푸드점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로 자리잡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2. 패스트푸드점 이용자의 공간적 실천 

 

우리나라에서 패스트푸드점이 도입된 이후에 패스트푸드점은 어떤 

계층을 주요 타깃으로 하였고, 누가 주로 이용하였는지 알아보기 위해 

문헌조사를 통해 패스트푸드점의 변화 양상을 파악해보았다. 자료 

대상은 주요 패스트푸드점 홈페이지와 빅카인즈를 통한 뉴스 기사이다. 

1990년 이전 도입되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4개의 외국 

브랜드이자 프랜차이즈 4개사 기준으로 롯데리아는 1979년 최초로 

설립되었고, 버거킹과 KFC는 1984년 종로에 1호점을 오픈하며 한국에 

진출하였다. 맥도날드는 1988년 당시 가장 트렌디한 장소로 꼽혔던 

압구정에 1호점을 개설하였다.
12

 88올림픽을 전후로 하여 서구문화 

전파가 활발했던 시점과 중첩된다고 볼 수 있다. 

1990년대 어린이들 중심으로 인기가 많았던 패스트푸드는 식습관의 

변화나 학교에서 점심 풍경 등과 함께 뉴스로 등장하고 있다. 

 

                                           
11
 이지은, 이선애(2019.5.29.). 사람 밀어내는 셀프계산대·키오스크…유통판 '타다' 논란 

우려도. 아시아경제 

12 각 업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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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오륜동의 S,O국교에서는 매일 10여명이 인근 패스트푸드 

전문점인 W사가 배달해주는 점심도시락을 먹고 있다. 햄버거 감자튀김 

오렌지쥬스 등 3가지로 된 2천5백원짜리 도시락은 먹기에 간편해 

부러워하는 어린이들이 많지만 엄마의 정성과는 거리가 멀다…국민대 

강영삼교수(51ㆍ교육학)는 『부모의 정성으로 성장해야 할 어린이들이 

무성의하고 게으른 어머니로부터 무엇을 배우겠느냐』며…(한국일보, 

1990. 3. 23)  

 

1991년 1월 6일자 한국일보에서는 어린이를 겨냥한 패스트푸드점 

시장규모가 3천억원으로 어린이들의 입맛을 서구화시켜 세대간의 

‘식사갈등’을 부추기며 압구정 맥도날드 점에서 “방과 후 2천원이 

넘는 햄버거를 군것질하고 집에 가는 국민학생이 하루 70여 명”이라고 

밝히고 있다. 1994년 2월 17일자 경향신문에서는 청소년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1위가 햄버거라고 말하며, 핵가족 사회에서 점차 

늘어가는 외식, 가정에서 주부들이 정성껏 요리하기를 기피하는 현상과 

기다리는 것을 싫어하는 현대인들의 조급한 성격을 그 원인으로 꼽았다. 

1995년 1월 6일자 매일경제 신문에서는 ‘신세대’에게 밝고 깨끗한 

셀프 서비스 커피점이나 패스트푸드점이 인기가 많다라고 언급되었고, 

1999년 7월 19일자 중앙일보에서도 서울 미아동의 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한 패스트푸드점은 하루 200개가 넘는 햄버거를 파는데 고객의 80% 

이상이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아이들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에서 패스트푸드점은 ‘어린이부터 신세대’를 

지칭하는 연령층까지 10대와 20대가 선호하고 이용하는 장소였고, 

가족들을 위해 정성껏 요리하지 않는 엄마를 둔 아이들이 선택하는 

건강하지 않은 식사를 제공하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패스트푸드 산업은 KFC가 2001년 최다 매장을 오픈하고 정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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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었던 것과 같이 청소년들과 젊은 층을 주 소비층으로 하여 2000년대 

초반까지 상승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2002년‘웰빙’열풍과 비만 소송, 

유해 논란, 광우병과 조류독감 파동, 불매운동과 식중독균, 대장균까지 

잇따른 악재로 패스트푸드점은 언론과 소비자단체, 정부기관의 집중 

타깃이 되었고 위기를 맞는다.
13
 그러다 다시금 ‘웰빙 메뉴’ 개발과 

내부를 카페처럼 꾸미는 점포 리모델링 등을 통해 상승세로 바뀌는 

변곡점을 만들었다.
14
 최근 각 회사별 성장추이는 다르더라도 햄버거 

패스트푸드 시장 규모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15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17년 2월7일자 서울경제 기사에서는 10~20대 젊은 소비층의 주요 

간식거리였던 햄버거가 30~40대 중장년 층들의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것은 90년대와 2000년대 주요 고객층이었던 아동과 

청소년 층이 고객층으로 남아 세대의 전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패스트푸드점은 아동과 청소년, 대학생과 같은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었고, 점차 어렸을 때부터 패스트푸드점을 

이용한 연령층까지를 포함하여 주 이용계층 범위가 30~40대로 확대되는 

중이다. 

 

 

 

 

 

                                           

13 월간식당(2008.4.15), 패스트푸드 위기 극복하고 플러스성장 꾀하다. 

14 조선일보(2006. 2. 7). 햄버거의 화려한 부활. 

15 Open Ads(2018.9.18) 온라인 마케팅 동향리포트_패스트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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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패스트푸드점 공간의 재현 

 

공간의 재현은 공간 구상가들에 의해 구상된 공간을 의미하며 특히 

미디어의 영향력과 파급력이 큰 오늘날은 광고, 언론보도, 드라마 등을 

통해 공간에 대한 ‘담론’이 만들어지고 사람들과 해당 공간 사이에 

허상의 관계가 만들어지기도 한다(김남주, 2000). 따라서 미디어에 

나타난 패스트푸드점과 고령자에 대한 담론을 통해 공간의 재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파악해보고자 한다. 

 

1. 패스트푸드점과 고령자에 관한 담론 

 

앞에서 기사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에서 패스트푸드점은 

아동부터 청소년, 청년층까지가 즐겨 찾고 선호하는 장소인 반면 

햄버거와 같은 식단에 익숙하지 않은 기성세대나 고령층의 이용은 드문 

편이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패스트푸드점을 이용하는 고령자에 대한 

이야기가 각종 커뮤니티 또는 뉴스 등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어떠한 방식으로 패스트푸드점과 고령자가 함께 

연결 지어 언급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언론보도 분석을 하였다. 

  

1) 패스트푸드점 이용자로서의 고령자  

 

패스트푸드점을 이용하는 고령자가 처음으로 언급된 것은 1997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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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자 경향신문 기사이다 

 

패스트푸드점은 주로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이 애용하는 곳으로 

알려져있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들로 붐비는 특이한 패스트푸드점도 있다. 

서울 종로3가에 위치한 패스트푸드점인 롯데리아 종로점. 6일 오전 

9시30분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들이 저마다 음식과 음료수를 쟁반에 

받쳐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북적거리고 있었다. 2층에 있는 70여개의 

좌석은 노인들로 만원이었다…이 곳은 지난해 6월 개점하자마자 주변 

탑골공원에서 소일하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또 

노인들이 몰려들자 이들을 상대로 부동산매매, 묘지분양 등을 상담하기 

위해 매일 출근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경향신문, 1997.1.7). 

 

종로를 배경으로 패스트푸드점을 이용하는 고령자들 모습을 그리며 

교통과 가격, 그리고 밝은 분위기를 그곳을 찾는 이유로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고령자의 패스트푸드점 이용을 생경한 장면으로 소개하는 기사가 

처음 등장한 1997년은 우리나라에 패스트푸드점 롯데리아가 들어온 지 

18년 만이며, 종로 탑골공원 일대에 고령자들이 집중되는 현상이 절정에 

다른 때 이기도 하다(이강원, 2013). 그리고 이후에도 고령자의 

패스트푸드점 이용에 대한 기사는 드물지만 서울에서 고령자 집중현상이 

나타나는 종로를 배경으로 종로에 있는 패스트푸드점을 중심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종로가 아닌 지역에서 이러한 현상이 처음 기사화 된 것은 2003년 

10월 20일자 대구의 지역언론사인 매일일보에서다. 10대와 20대의 

전유물이던 패스트푸드를 고령자들이 찾고 있다며, 경상감영공원 근처의 

패스트푸드점의 고객의 절반 이상인 고령자들에 대해 취재하였다. 그 중 

한 할머니는 “처음에는 이곳에 오는 게 쑥스러웠는데 한 번 와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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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도 있고, 자리도 편해서 자주 온다.”고 하였고, 다른 할머니는 

“여기는 오래 앉아 있어도 아무런 부담이 없다.”고 했다.  

 

2)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는 고령자 

 

그러다가 2000년대 초반부터 패스트푸드점은 고령자들의 새로운 

일자리로서 기사화되기 시작한다. 2002년 10월 16일 서울경제신문에서 

패스트푸드점의 노인ㆍ주부채용 붐을 다룬 이후 최근까지 고령자를 

패스트푸드점의 서비스 제공자로서 주로 학생층인 아르바이트생들이 

근무가 어려운 시간대를 채우고 있는 현상이 꾸준히 보도되고 있다. 

 

맥도날드도 전 매장에서 50여명의 고령자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다…이 

회사가 이들을 처음 고용한 것은 서초 고령자 취업알선센터에서 추천 

받은 이후부터. 이들은 대개 주 4일간 10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 

아르바이트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출근할 때까지 하루 평균 5시간씩 근무 

하고 있다(서울경제, 2002.10.16). 

 

공공기관에서 주선하는 어르신 일자리도 있을 텐데 굳이 

패스트푸드점을 선택한 이유는? 

▷2003년 일자리를 찾으러 다닐 때 서울시 취업박람회장에 가봤다. 

그곳에 가니 예식장 주례 아르바이트부터 정말 많은 일자리가 있더라. 

그런데 우연찮게 현장에서 본 맥도날드 로고가 마음에 들었다. 55세 이상 

시니어 크루를 뽑는다고 해서 현장에서 지원서를 썼다...(맥도날드는 

글로벌 차원에서 55세 이상 시니어 크루를 적극 채용하고 있다. 이들이 

겪은 풍부한 사회 경험과 성실한 근무 태도가 업무 효율성은 물론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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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크루들에게도 긍정적인 동기부여를 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임씨를 

포함해 전국 맥도날드 매장에는 시니어 크루 3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매일경제, 2019.2.8) 

 

3) 패스트푸드점을 이용하는 고령자에 대한 부정적 시선 

 

‘고령자가 패스트푸드점을 이용하는 것이 새롭다’라는 시각에서 

‘고령자가 패스트푸드점을 이용해서 불편함과 갈등이 발생한다’라는 

부정적인 언급이 파생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시점은 1997년 최초의 

고령자 패스트푸드점 이용 기사 이후 9년이 지난 2006년으로, 4월 

11일자 경향신문에서 탑골공원 주변 패스트푸드점이 ‘노인 브로커’가 

몰려 젊은이들의 장소가 부동산 중개업이나 사채업을 하는 노인들의 

‘비즈니스 장소’로 변했다고 언급한다. 매장 관계자는 “음료 한잔 

시켜놓고 하루 종일 매장을 시끄럽게 해 분위기를 망친다.”며 

“출입금지” 문구까지 써 붙였고, 이 일대 노인들이 많이 모이면서 

노인을 상대로 한 브로커나 사채업자도 패스트푸드점에 진출한 것으로 

보았다. 이전 기사에서는 ‘패스트푸드점을 이용하는 고령층이 젊게 

사시는 것 같아 보기 좋다’, ‘고령자도 똑같은 고객이다.’ 와 같은 

주변의 긍정적인 시선이 언급되었던 것과 달라진 태도를 엿볼 수 있다. 

폭염을 실내공간에서 피하기 위해 나타난 ‘카페피서족’과 더불어 

저렴한 음료 값을 지불하고 패스트푸드점의 냉방시설을 장시간 이용하는 

고령자들과 그로 인한 매장주인, 다른 고객들과의 마찰이 이슈화되기도 

한다. 

매장 측은 난처하다는 입장이다. 한 커피전문점 직원은 "어르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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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내내 종일 앉아 계시는 분도 있다"면서 "날도 덥고 갈 곳이 

없으니 시음잔도 드리며 편의를 봐 드리지만 가끔 너무 큰 소리로 

얘기하셔서 다른 손님에게 불편을 끼칠 때도 있어 난감하다"고 했다. 

인근 영어학원에 다니는 대학생 안모(26)씨는 "끼니를 때우러 

패스트푸드점을 찾을 때마다 빈 테이블을 다 차지한 할아버지들 때문에 

발길을 돌리곤 한다"고 했다(조선일보, 2015.7.28). 

 

이렇게 패스트푸드점을 장시간 이용하는 고령자와 매장의 마찰 사례는 

미국 뉴욕 맥도날드 매장에서 오랜 시간 앉아있던 한인 고령자가 쫓겨난 

사례가 보도되면서 패스트푸드점이라는 글로벌 기업과 세계적인 고령화 

현상이 만나는 곳이라면 해외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현상으로 국내에 

국한적인 것은 아님을 보여주었다.  

 

 최근 몇 년 동안 노인들은 주택가에 자리한 제과점이나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 값만 치르고 여러 시간 동안 친목을 다졌지만, 이들 점포가 

주택가 개발,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사라지면서 맥도널드 등 

패스트푸드점이 노인들의 새로운 '사랑방'이 됐다는 것이 토레스의 

분석이다. 그는 "맥도널드 매장에서 시간을 보내는 노인들은 다양한 

연령대와 계층의 사람을 구경할 수 있어 사회적 관계에서 소외되지 않을 

수 있고 집에 칩거하는 노인들보다 기억력과 건강이 좋아보였다"고 

전했다(한국일보, 2014.1.23). 

 

이러한 고객으로서의 마찰뿐만 아니라 청년 취업난이 심해지는 현상과 

더불어 일정한 직업 대신 아르바이트 등 임시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프리터족’이 늘어나면서 패스트푸드점 일자리를 두고 세대 간 갈등이 

언급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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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거빈곤 노인, ‘맥난민’ 

 

패스트푸드점은 기본적으로 식음료 제공 공간이지만 24시간 운영을 

시작하면서 ‘맥난민’으로 표현되는 노숙인이 머물고 가는 쉼터로 

주거빈곤 현상과 연결되기도 한다.
16
 2008년 미국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서울, 도쿄, 오사카, 홍콩, 상하이 베이징 등에서 목격되기 시작한 

‘맥난민’은 비슷하게 24시간 영업을 하는 패스트푸드점에서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햄버거 난민’이라고도 불린다.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 

‘맥도날드 할머니’라고 불린 70대 한 홈리스 여성의 사연이 방송사 

취재 프로그램을 통해 알려지면서 관심을 모았다. 맥난민들의 상당수가 

젊은 청년층보다 노인이며 이들은 대부분 집이 없거나 다음 일자리를 

기다리기 위해, 때로는 단지 외롭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부대끼며 

앉아 있는 것을 선택하여 밤 시간을 패스트푸드점 공간에서 보내고 

있다(송은영, 2016). 

 

2. 무인 서비스 피해자로서의 고령자 담론 

 

하지만 이러한 패스트푸드점과 고령자를 둘러싼 이슈 또는 담론은 

지난 30년 동안 기사화되는 빈도나 경중을 고려했을 때 그 영향력이나 

관심도가 낮은 사회 현상이었다면 최근 1, 2년 사이는 패스트푸드점을 

이용하는 고령자가 언론에 노출되는 건 수가 급격히 높아졌다. 

                                           

16 매일경제(2018.9.21), ‘맥난민으로 전락한 갈 곳 잃은 소외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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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화되는 무인 서비스로 인해 고령자에게 미칠 영향을 패스트푸드점을 

이용하는 고령자를 통해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빅카인즈를 이용해 관련된 내용으로 파악된 기사만해도 2017년 2건, 

2018년 15건, 2019년은 8월까지만 해도 42건이 검색되었다.  

 

디지털 시대의 그림자가 짙다. 디지털 변혁이 가속하며 정보 

기술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많아졌다. 정보통신의 발달이 오히려 또 다른 

장벽을 만드는 상황. 초고령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둔 지금 '디지털 소외'를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디지털 격차는 

자연스레 소비의 세대 차로 이어진다. 무인화(無人化) 흐름이 빨라지며 

키오스크(무인주문기) 등 기계 조작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이 늘고 있는 

것. 키오스크는 비대면 거래를 선호하는 젊은층에겐 환영을 받지만 

노년층의 소비를 주저하게 만든다(머니투데이, 2018.12.24). 

 

아직도 사회 한편에서는 고령자가 무슨 패스트푸드점을 가냐며, 

고령자들이 패스트푸드점을 이용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경험이나 인지가 

없어 1997년에도, 2014년에도 특이한 현상처럼 반복해서 보도 되고 

있지만, 최근 언론 보도에서는 무인화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어느 

때보다 고령자는 패스트푸드점의 주요 고객인 것처럼 보인다. 또한 

무인화 현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노년층의 한탄 "밥도 못 

시켜 먹는 세상이 왔구먼”>와 같은 기사제목에서 엿볼 수 있듯 무인 

주문기 도입 때문에 고령자가 패스트푸드점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논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틀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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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드라마와 광고 속 패스트푸드점 

 

한편 드라마에서도 패스트푸드점은 중고등 학생이나 젊은 층이 

이용하는 장소 배경으로 꾸준히 그려지고 있다. 2015년 방영되어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형성했던 ‘응답하라 1988’에서도 주인공 덕선이와 

친구들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들뜬 기분을 즐기기 위해 그 해 처음 생긴 

압구정 맥도날드를 찾았다. 드라마 장면 속 비슷한 또래들이 가득한 

맥도날드를 보면서 8,90년대를 청소년기로 보낸 사람들이 추억을 

회고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럽듯이, 그 드라마를 보는 다른 세대들도 

크리스마스 이브에 특별하게 가는 장소는 더 이상 아니더라도 

청소년들이 찾는 패스트푸드점에 대해서는 전혀 어색함을 느끼지 않는다. 

최근 드라마에 등장해서 광고효과를 보는 PPL 업체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패스트푸드점 써브웨이의 경우 드라마 ‘도깨비’를 비롯해서 

주로 젊은 남녀가 만나 데이트하는 장소로 그려지고 있다.  

 

실제로 써브웨이는 2010년대 중반부터 PPL 및 TV 광고, SNS 등을 

이용해 젊은 층을 타깃으로 집중적으로 마케팅을 전개했다.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KBS드라마 태양의 후예부터 시작해 tvN 드라마 도깨비, 

tvN 시카고타자기,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등 젊은 층이 주로 보는 

드라마 PPL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였다. 자신만의 개성을 

드러내려는 젊은 층에게 써브웨이가 일종의 힙한 기호로 받아들여지게 

된 계기다. 드라마 도깨비 방영 이후 공유가 먹은 샌드위치의 매출이 

10%가량 늘고, 대학가 중심으로 매장 오픈 문의가 증가하기도 

했다(인터비즈,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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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패스트푸드점과 고령자에 대한 미디어 속 담론은 

꾸준히 패스트푸드점을 10대, 20대의 공간으로 정의 내리려는 관성을 

기본으로 가지고서, 그러한 패스트푸드점이라는 장소를 고령자가 

이용자로서 또는 일하는 서비스 제공자로서 이용하고 있는 현상, 그로 

인한 갈등과 마찰, 무인 서비스라는 새로운 장벽과 함께 다루고 있다. 

그런데 공간의 재현이 어느 사회에서나 공간 생산의 많은 부분을 

지배한다는 지적처럼(김남주, 2000) 우리나라에서 패스트푸드점이라는 

공간에 대한 판단 또한 이용자로서 개인이 가진 고유한 체험과 

감각보다는 사회구조적으로 형성된 기호와 담론에 의지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윤지환, 2011).  

그 공간을 사용하는 고령자 입장에서 스스로 느끼고, 만들어가는 

공간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없을 경우 ‘전문가’나 ‘일반적인 의견’이라는 

이름으로 왜곡된 사회적 시선을 고착화 시키며 실제적 공간의 이용자를 

계속적으로 공간 밖으로 내몰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공간의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공간 

사용자로서 고령자들에 대한 이해와 그들이 느끼고, 체험하는 

공간으로서의 패스트푸드점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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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고령자 여가공간으로서 패스트푸드점 전유 

 

재현의 공간은 경험된 공간으로서 구체적인 삶의 장소에서 ‘이용자’가 

직접 살아가며 상상력을 담아 만들어가는 상상의 공간이다(김승현 외, 

2007). 또한, 사회 변화 또는 변혁을 위해서 공간적 맥락이 포함된 

실천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르페브르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전유가 일어나는 단계이다.  

이때 전유한다는 것은 공간적 실천과, 공간의 재현을 통해 

‘일반적’이고 ‘당연한’ 것이라는 틀에 맞춰 순응하는 것을 벗어나 “한 

집단의 필요와 가능성을 위해”(Lefebvre, 2011) 공간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행위를 통해 어쩌면 내 것이 아닌 줄 알았던 내 

것을 되찾는 것이기도 한다. 르페브르가 강조한 이러한 주체성 또는 

자주권리의 발현은 궁극적으로 일상의 작품화를 목표로 하는데 이때 

자신을 이해하고, 자기 자신의 조건들을 재생산하고, 자신의 자연과 

조건들(육체, 욕망, 시간, 공간)을 전유하는 것이 전제된다(Lefebvre, 

2011).  

공간적 실천과 공간의 재현을 통해 패스트푸드점과 ‘일반적’이지도 

‘당연’하지도 않은 이용자로서의 고령자 사이의 관계 잇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패스트푸드점을 가득 채우고 있는 고령자 손님들이 도시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고령자는 어떻게 또는 왜 패스트푸드점이라는 

공간을 전유하고 있는 것일까? 따라서 재현의 공간적 차원에서 고령자가 

패스트푸드점이라는 공간을 자신들의 여가공간화 하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고령자의 상황과 그들의 필요 또는 욕구를 이해하고 

패스트푸드점에서 어떻게 충족시켜가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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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패스트푸드점을 이용하는 고령자들에 대한 이해 

 

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답변 내용을 분석한 결과 패스트푸드점을 

이용하는 고령자들에게 반복적 또는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을 범주화 

한 결과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퇴직 이후 늘어난 여가 시간과 해외 

유학이나 출장, 사업 등 해외 경험, 그리고 체질화된 돈 절약을 

패스트푸드점을 방문하게 된 계기로 범주화 하였으며, 만남과 교류를 

위한 장소 부족, 고령자만 모이는 곳에 대한 거부감, 경로당, 복지센터 

이용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적절한 여가 공간의 부족으로 범주화 할 

수 있었다.  

 

[표 4] 패스트푸드점을 이용하는 고령자들에 대한 이해 

내용 하위범주 상위범주 

퇴직 이후 시간 보낼 곳을 찾다가 오게 됨.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전에는 바빠서 이런 데 올 시간이 없었음. 

퇴직 이후 

여가 시간 

증가 

패스트푸드점 

방문 계기 

해외에서 좋아하는 비즈니스 파트너와 함께 먹었던 

기억, 외국에서 편리하니까 자주 갔던 기억, 

미국에서 어린 자녀들과 가족들과 주말 외식 장소 

해외경험과 

추억 

늙으면 돈 많아도 싼 데 간다. 못 먹을 형편은 

아니지만 아끼는 게 몸에 배었다. 모임도 지하철역 

근처, 호주머니 사정, 하루에 만원 쓰기 어렵다. 

노령연금 25 만원을 쪼갬,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함. 

체질화된 돈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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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으면 가족보다 돈이 중요. 나와서 차 한 잔이라도 

마시려면 알뜰하게, 사람 만나는 데도 돈이 든다. 

은퇴 후 연금으로는 빠듯 

이런 데 아니면 길바닥에서 만나야 함, 다리도 

아픈데. 지하철 역 계단에 앉아서 기다리는 모습,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는 종로에도 외부공간에 

벤치는 거의 없음. 밥 먹고 갈 데가 없음. 노인들이 

갈 만한 공간이 점점 부족해짐. 노인들이 편하게 

이야기할 만한 공간이 없다. 카페인 줄이려고 하는데 

카페 외에는 만날 장소가 없다. 집에 대화할 사람 

없고, 외로우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만남과 

교류를 위한 

공간의 부족 

적절한 여가 

공간의 부족 

아직 가고 싶지 않음, 소일하듯 보내고 싶지 않음, 

거기 가면 더 노인네가 된 기분이 들 것 같음. 아직 

80 이라 안감 100 세 인생인데. 노인들만 있어서 가고 

싶지 않음. 가면 심부름 해야 함(60 대), 선입견이 

노인들만 가는 곳이다 보니까 노인 취급 받는 거 

같아서 싫다. 

고령자만 

모이는 곳에 

대한 거부감 

나이가 많아도 절대로 경로당은 안감 공직자 출신임, 

경로당 다니는 사람 따로 있음. 수준이 다름. 밥 

먹기도 힘든 어려운 사람이 가는 곳, 경로당은 안 

감. 동네사람들이라 아는 사람들이긴 해도 대화하기 

어려운 사람들 섞여있음 

경로당, 

복지센터 

이용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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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패스트푸드점 방문 계기 

① 퇴직 이후 여가 시간의 증가 

서초 5,60대 남성들 중심으로 현업에 종사할 때는 바빠서 

패스트푸드점을 올 시간도 없었지만 퇴직 이후 비어있는 시간이 갑자기 

많아지다 보니 시간 보낼 곳을 찾다가 오게 되었다는 답변을 했다. 

이들은 이전부터 꾸준히 이용하던 장소를 더 자주 또는 더 오랜 시간 

이용하게 되는 패턴보다는 퇴직 등으로 삶의 변화가 찾아온 이후 

어디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지 고민하게 됐다거나 지금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남성 고령자들이 퇴직 이후의 삶을 준비하지 못한 채 퇴직을 

하고 나서 비로소 자신의 여가시간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김고은(2019)의 연구에서도 한국사회의 나홀로 여가활동에 대해 

분석하면서 한국사회에서 해방 이후 급속한 개발연대를 살아왔던 지금의 

고령층을 노동이 삶에 중심이었으며 여가를 누려보지 못한 세대로 

언급하고 있다. 특히 60대 남성 노인들이 나홀로 여가활동을 하는 

주요계층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이 홀로 걷기, 산책, 등산을 하는 이유가 

직장 중심 관계의 단절로 만날 사람이 줄어든 것과 사람을 만날 때 

느끼는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멀리 위치한 

여가시설 방문이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지역밀착형 여가공간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패스트푸드점에서 여가활동을 보내는 남성 고령자가 많은 이유는 

이러한 사회적 의미가 결여된 홀로 여가활동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인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표적인 상업화된 여가공간으로서 큰 상권의 배후지를 



- 60 - 

요구하는 쇼핑몰과 달리 근린생활시설로서 특히 지하철 역 부근으로 

도시 공간에 분포하고 있는 패스트푸드점은 지역밀착형 여가공간의 

특성인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는 점도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터뷰에서 이러한 세대에 대한 연민과 같은 감정을 표출되기도 

한다. 

 

그 전에는 내가 없이 회사에서 부분으로 살다가…(서초 남 1) 

한국의 남자들이 못 봐주겠어. 불쌍한 게 아니라. 젊었을 때 나라를 위해 

고생했는데 이제 누가 좋아해. (서초 남 10) 

이 사람들이 젊었을 때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연민을 느낀단 

말이죠. 이 사람이 한 때 대한민국을 건설한 거잖아요. 누구나 시간이 

흐르면 다 늙어요. (종로 남 5) 

 

② 해외경험과 추억 

그리고 인터뷰 참여자 중 일부는(서1, 서3, 서4, 서7, 종3, 종5) 다른 

사람들에 비해 좀 더 자연스럽게 패스트푸드점으로 발길을 옮길 수 

있었던 이유로 과거 해외경험을 꼽았다. 해외에서 좋아하는 비즈니스 

파트너와 함께 먹었던 경험, 외국에 출장 갔을 때 편리하니까 자주 갔던 

기억, 미국에서 어린 자녀들과 주말 외식 장소로 갔다 왔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햄버거라는 식단과 패스트푸드점이라는 장소와의 거리감이 없고, 

때로는 그러한 경험을 추억처럼 상기하고자 패스트푸드점을 찾게 됐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었다. 

3년 전 퇴직 이후부터 자신만의 위로의 공간으로 패스트푸드점을 찾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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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는 한 남성은   

 

회사일이 바쁘고...새벽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여유가 없는 거죠 

회사 중심으로 살았으니까...그 전에는 내가 없이 회사에서 부분으로 

살다가… 지금은 내 자신을 좀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해야할까 

그러면서 와퍼는 나에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버거킹은 미국에서 좋은 

감정이 있었거든. 미국에서 비즈니스 파트너 중에 나를 도와주고 

좋아해준 사람이 버거킹을 먹었어요 자주 같이 먹었어요. 우스울 수도 

있지만 저는 와퍼를 먹을 때는 굉장히 분위기를 잡아요. 내가 열심히 

살았구나. 내가 이 정도는 먹을 수 있지. (서초 남 1) 

 

그리고 패스트푸드점을 이용하는 자신과 비교해서 패스트푸드점이 

공간의 재현에서 살펴본 것처럼 10대, 20대와 같이 젊은 층의 

공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패스트푸드점의 주요 메뉴가 햄버거 

등 밀가루를 사용한 서양식인 것들로 인해 패스트푸드점을 가지 않는 

주위 사람들과 비교하기도 한다. 

 

저랑 비슷한 나이 사람은 아직 패스트푸드를 먹는 거 자체를 저거는 

미국 살았으니까 먹지라고 힐난한다고 할까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서초 남 1) 

저처럼 해외출장 자주 간 친구들은 가고, 한국에만 있던 친구들은 잘 안 

가죠. (종로 남 5) 

 

③ 체질화 된 돈 절약 

인터뷰 대상자들은 고령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기본적인 태도를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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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약으로 보고 있었다. 한 달 25만원 정도의 노령 연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든 100만원 이상의 용돈을 쓰든, 재산을 미리 자식들에게 나눠준 

것을 후회하고 있든,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든, 지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모임도 무임승차 가능한 지하철역 

근처에서 하고, 이심전심 서로의 호주머니 사정을 생각해주는 마음, 

그리고 많은 것들이 화폐 교환가치로 대체되어 있는 자본주의 사회임을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돈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늙으면 가족보다 돈이 중요하다는 표현을 통해 고령자들이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민감도를 보여주었다.  

 

(햄버거를 세트로 주문하지 않고 음료 없이 드시고 계심) 햄버거는 쿠폰 

등을 사용하면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데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음료수는 

비싼 것 같아요. 내가 (음료를) 못 먹을 형편은 아니지만 아끼는 게 몸에 

배었습니다. (서초 남 1) 

체면을 생각해서 젊었을 때는 할 일도 많고 돈도 넉넉하니까 

고급음식점에 갔지. 여기는 그냥 지나치는 곳이었고, 주로 호텔에서 

만나고…(이제)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데가 커피 한잔에 4500원 하는데야. 

늙으면 돈 많은 놈도 싼 데 찾아가. (종로 남 8) 

 

2) 적절한 여가 공간의 부족 

패스트푸드점을 이용하는 고령자들의 여가공간에 대한 답변을 분석한 

결과 만남과 교류를 위한 공간에 대한 부족, 그리고 경로당이나 

노인복지센터와 같이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여가공간에 대해서 고령자만 

모여있고 이용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들을 위한 

적절한 여가공간에 대한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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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만남과 교류를 위한 공간 부족 

 

우리가 왜 모임을 많이 갖냐하면 사람 만나려고. 그런 모임이 없으면 

만날 기회가 별로 없어서. 늙으면 사람 만나는 거랑 돈이 중요해. (종로 

남 8) 

 

위 언급에서와 같이 고령자들 여가활동 중 중요한 부분은 사람을 

만나고 함께 대화하며 교류하는 부분이다(최희진 외, 2018). 하지만 

응답한 고령자들은 사람을 만나고 교류할 장소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는데, 첫째는 기다리는 장소로서의 만남의 공간이다. 

이선재 외(2018)의 연구에서 종로에서 을지로 일대의 노인집중공간의 

경우 노인이 하나의 목적지를 방문했다가 오는 왕복 형태가 아닌 최초 

목적지 방문 이후 보행자의 여가활동이 연계보행행태의 이동으로 

나타남을 밝혔다. 실제로 종로지역에서 만난 고령자들은 일단 

패스트푸드점을 약속 장소로 정하고 그 곳에서 기다리다가 만나면 그 

이후에 함께 식사하고, 구경하고, 쉬거나 대화하는 장소로 이동하면서 

종로 지역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고령자가 많이 다니는 종로에도 외부공간에서 벤치는 찾아보기 

힘들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고령자들이 지하철 종로 3가역 출입구 

근처 통로에 있는 계단이나 지하철 역 외부 계단, 벽, 심지어 주차된 

오토바이를 기대어 서 있기도 한다. “이런 데 아니면 길바닥에서 만나야 

함, 다리도 아픈데.”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람을 기다릴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 않음을 알 수 있다. 유현준(2015)도 이러한 우리 

도시 공간을 걷거나 차를 타고 계속 움직이기를 강요하는 공간으로 

보았다. 그는 잠시 어딘가 앉고 싶을 때 돈을 지불하고 어디든 들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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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지금과 같은 상황은 연령과 소득수준에 따라 사람들이 나뉘어지고 

만날 기회가 줄어들게 한다고 비판한다. 길거리에 벤치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그의 대안이 적어도 오랜 시간 계속 서있거나 걷기 힘든 

고령자를 위해서 먼저 적용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 고령자들이 함께 대화하고 활동하는 장소로서의 교류 공간의 

부족이다. 고령자들이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 조건이 달라지고 가능한 

활동이나 식단도 달라진다. 하지만 그러한 고령자들의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식사 후 후식을 먹으며 대화하는 패턴의 

단조로운 여가활동이 반복되고, 대화 조차 차선책으로 선택하는 

공간에서 행해진다고 볼 수 있다.   

 

밥 먹고 갈 데가 없어요. 예전에는 노래방도 가기도 했는데, 이제 노래방 

가는 것도 힘에 부쳐 (종로 남 2) 

노인들이 와서 편하게 이야기할 공간이 사실은 없어요. (서초 남 10) 

노인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 점점 부족해져……나이 들수록 카페인을 

섭취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카페를 제외하면 갈 곳이 없음. (서초 여 12) 

 

②  고령자만 모이는 곳에 대한 거부감 

인터뷰에 참여한 고령자들에게 여가공간에 대해 물어봤을 때 흥미로운 

점은 대부분 경로당이나 노인 복지센터 등과 같은 고령자 여가공간을 

이용한 경험이나 의사가 거의 없다라는 사실이다. 그 이유로 먼저 

그러한 여가공간은 고령자만 모여있고, 고령자 중에서도 나이가 많은 

후기 고령자가 갈만한 공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직 가고 싶지 않음, 소일하듯 보내고 싶지 않음, (서초 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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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 가면 더 노인네가 된 기분이 들 것 같음. (서초 남 9)  

아직 80이라 안가요. 100세 인생인데. 20년이나 남았는데 벌써 가면 

큰일나지 (서초 남 10) 

가면 심부름 해야 한다고 그러더라고(60대)…우선 선입견이 노인들만 

가는 곳이다 보니까 노인 취급 받는 거 같아서 싫어요. (종로 남 1) 

 

고령자만 있는 곳에 있으면 고령자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살고 싶지 

않은데 자신도 고령자라는 정체성을 피할 수 없고, 반면에 자신도 

고령자이지만 그 안에서 연령에 따라 위계가 정해지는 분위기 또한 

불편하게 느끼고 있었다. 또 그러한 곳은 가더라도 활동이 어려울 

정도로 나이가 들어 인생의 막바지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되는 

곳으로 여기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패스트푸드점을 이용하는 

고령자들이 자연스럽게 좀 더 젊은 층과 섞일 수 있고 다양한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③  경로당, 복지센터 이용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패스트푸드점 이용 고령자들이 경로당, 복지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다른 주요한 이유는 그러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나이가 많아도 절대로 경로당은 안감, 공직자 출신임 (서초 남 6) 

경로당 다니는 사람 따로 있음. (종로 남 6) 

밥 먹기도 힘든 어려운 사람이 가는 곳, 그런데 다니는 사람과 섞이고 

싶지 않음 (서초 남 9, 종로 남 8)  

경로당은 안 감. 동네사람들이라 아는 사람들이긴 해도 대화하기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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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섞여있음 (종로 남 2) 

 

경로당과 복지센터가 실제로 어떠한 곳인가에 대한 사실과는 별개로 

자신 및 자신의 친구들과 그러한 시설의 이용자를 형편이 더욱 어렵고 

수준이 다른 그룹으로 구분 짓고서 자신들은 그러한 공간을 이용할 

그룹에 해당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그 곳 이용자와 함께 어울리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인터뷰 당일 패스트푸드점을 처음 이용해본 여성의 경우가 유일하게 

성당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을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있었고, 경로당에 

한 번 가본 이후로 안 간 고령자와(서초 여 5) 이전에 복지센터에 

가봤고 재미있었지만 너무 멀어서 안 가게 됐다는 고령자(종로 남 2) 

외에는 대부분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이와 같은 여가공간에 아예 가보지 

않았다고 답했다. 

대신 도시 고령자로서 여가의 상업화 현상이 반영되어 영화관, 골프, 

쇼핑, 음식점, 카페 등 패스트푸드점과 같은 소비공간을 여가공간으로 

이용한다고 답했다. 그 밖에 이용하는 여가공간은 산, 공원, 수영장, 

기원 등이 있었다.   

2017 노인실태조사에서는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을 고령자의 중요한 

여가시설이라고 정의하면서 두 시설의 이용률을 노인복지관 9.3%, 

경로당 23%이라고 밝혔다. 아직까지 고령자 여가 시설을 바라보는 

일반적 틀은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에 갇혀있지만 그 이용률이 사실 높지 

않고, 인터뷰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두 시설이 적절한 

여가공간이 되지 않는 고령자 계층이 분명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고령자 여가공간에 대한 상상력이 필요하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미디어에서 패스트푸드점을 이용하는 고령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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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위와 더위를 피해 갈 곳 없고, 긴 밤을 보낼 곳을 찾는, 스마트 

기기는 다뤄볼 기회가 거의 없었을 사람들로 그리고 있지만, 실제로는 

노령기초연금이 주 수입원인 고령자부터 연령대 평균에 비해 고학력, 

고소득자인 고령자들도 선호에 의해 선택하고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가난한(남성) 노인’을 강조하며 계급, 연령, 성별과 같은 

사회집단의 차이로 분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오히려 패스트푸드점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2. 고령자 여가공간으로서의 패스트푸드점 

 

앞에서 패스트푸드점을 이용하는 고령자들의 특징을 도출하였다면 

이제 그러한 특징을 가진 고령자들이 패스트푸드점의 어떠한 특징을 

자신의 특징과 연결해서 자신만의 여가공간으로 전유하고 있는지 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답변 내용을 분석한 결과 고령자 

여가공간으로서 패스트푸드점이 가진 특징을 범주화 한 결과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만나는 장소, 느슨한 관계 형성, 사람 구경하기 좋음, 

젊은 층과 섞일 수 있는 곳, 사람과의 거래를 원하는 특징을 묶어 

사람과의 교류를 위한 장소로 범주화 하였다. 그리고 시간 보내기 좋고, 

시선과 감시로부터 자유로운 점은 자유로운 공간으로, 저렴한 가격과 

가벼운 만남을 하기 적당한 저렴한 공간으로 범주화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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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고령자 여가공간으로서의 패스트푸드점 

내용 하위범주 상위범주 

누군가를 만날 때 잠시 이용하는 거지, 여기서 만나자 

하는 만나는 장소지요, 가볍게 오며 가며, 간단히 

만나서 얼굴보고 이야기할 정도. 친구 만나러, 만나기 

쉬우니까, 먹는 것보다는 만나는 게 중심, 만나는 게 

중요하지 어디가 중요하지 않음. 

만나는 장소 

사람과의 

교류를 

위한 공간 

드물지만 자주 이용하다 만나 인사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게 됨, 따로 왔던 그룹들이 시간이 지나자 

같이 이야기하는 모습, 직원들도 다 알아요. 

느슨한 관계 

형성 

사람 구경하기 좋음, 다양한 사람 구경하는 게 즐거움 사람 구경 

젊은 사람들이랑 섞여 있으니까 보기 좋음, 분위기가 

좋다. 젊은 친구들이 있어서 호기심에 가봄, 저기에 

모여계신 할아버지들도 아마 뭔가 좀 젊어졌다고 

느끼고 계실 듯, 기분의 환기가 되는 것 같다. 

젊은 층과 

섞임 

거래는 인간미, 사람 만나러 왔는데 왜 기계가 주문 

받나 
사람과의 거래 

시간 보내기가 좋음 

사람/ 버스 기다리기, 애매한 시간 보내기, 
시간 보내기 

자유로운 

공간 

참견, 쳐다보는 사람 없음, 눈치 안 봐도, 주인의 

간섭을 받지 않으니까,  

떠들어도, 오래 앉아있어도, 혼자 있어도, 인원 수대로 

시키지 않아도, 카페나 음식점 보다 눈치가 덜 보임 

시선과 

감시로부터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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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이 싸다, 저렴하다, 값에 비해 커피 맛 나쁘지 

않다. 여러 명이 와도 부담이 안 된다. 싸고 

괜찮으니까, 여기는 누가 내도 부담 없다, 

세트메뉴 5000 원은 (카페)커피값이다. 

밖에 붙인 포스터 보고 가격이 싸서 들어옴 

무인기 쓸 줄 모르지만 싸고 무인기 vs 1000 원 더 

비싸고 사람주문이면 싼 데 간다 

저렴한 가격 

저렴한 

공간 

그냥 헤어지기 섭섭할 때 가벼운 후식, 간단한 대화, 

잠깐 만나고 움직이기 좋음, 연배가 있거나 격식이 

필요하면 못 오고, 같이 일했던 직원하고는 함께 올 

수 있음. 만나는 사람 레벨에 따라 호텔, 카페, 

패스트푸드 다름  

가벼운 만남 

 

1) 사람과의 교류를 위한 공간 

①  만나는 장소 

패스트푸드점을 혼자 이용하는 고령자도 있지만 혼자 보다는 2명 

이상의 그룹으로 함께 오는 비중이 더 크다는 사실은 고령자들이 

패스트푸드점을 단순 구매나 식사 용도가 아닌 사람을 만나는 장소로 

이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첫째는 기다리는 장소로서의 만남의 장소인데, 주로 무임승차가 

가능한 지하철 역을 기준으로 약속 장소를 정하는 고령자들은 길거리 

또는 지하철 역 안에서 서성이기보다 근처의 패스트푸드점을 만남의 

광장, 소규모 대합실처럼 이용하고 있었다. 서초지역의 경우 교대역을 

중심으로 여러 개의 패스트푸드점들이 있는데, 패스트푸드점을 잘 

이용하는 고령자의 경우 이러한 내용을 잘 숙지한 상태로 식사 장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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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방문하려는 장소가 지하철 출구 어느 쪽인가에 따라 그 쪽 방향의 

패스트푸드점으로 만날 장소를 정한다는 답변도 있었다.  

 

1번 출구면 맥도날드, 6번 출구는 KFC 가려는 장소가 몇 번 출구인가에 

따라서 가는 패스트푸드점이 달라져…만나러 오는 거니까. 혼자 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 (서초 남 3, 서초 여 5) 

여기는 만나는 장소고, 만나고 대포집 가서 술 한잔하고 (종로 남 6) 

여기서 만나자 하는 만나는 장소지요, 가볍게 오며 가며 (서초 남 6), 

 

둘째, 고령자들이 함께 대화하고 시간을 보내는 장소로서의 만나는 

장소이다. 만남 자체가 중요한 고령자에게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는 

만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메뉴나 장소의 

어떠함 보다 중요하다는 답변을 했고, 패스트푸드점 방문의 목적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이러한 사람과의 만남이었다. 

 

먹는 것보다는 만나는 게 중심, 젊은 사람들은 음식이 주가 되고 나이든 

사람들은 약속이 주가 되고(서초 여 5, 종로 남 6) 

만나는 게 중요하지 어디가 중요하지 않아…사람 만나는 게 중요해 (종로 

남 8) 

어렸을 때 다방처럼 자유스럽게 대화하고 그럴 수 있는 장소라서 

이용하는 것뿐 이고요, 길거리에서 이야기 하고 기다릴 수 없으니까 

(서초 남 10)  

친구 만나러, 고등학교 동창들, 친구 만나서 빵 하나 먹고 커피한잔 먹고 

(종로 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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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느슨한 관계 형성 

현대 도시 구성원들 사이의 교제와 교류가 상업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을 비추어 새로운 형태의 준공공공간(semi-public)을 포함하여 

공공공간의 개념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는데(Carmona, 2010), 레이 

올덴버그의 제 3의 장소가 대표적인 장소이다. 직장과 가정을 벗어나 

자주 방문하는 카페, 음식점, 종교시설 등의 장소인 제 3의 장소에서 

맺는 느슨한 관계(Casual social relationships or weak ties)는 가족 

관계의 단절이나 퇴직으로 결핍된 부분을 보강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왔다(Rosenbaum et al. 2007).   

이것은 사회학자 페기 토이츠가 깊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맺는 가벼운 

인간 관계는 가족 또는 동료와의 관계보다 그리 큰 책임을 지우지 

않기에 부담이 적고, 오히려 생활의 활력을 얻고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주장(Montgomery, 2014)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패스트푸드점안에서도 드물지만 그러한 느슨한 관계 형성이 

일어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옆에 앉은 다른 고령자와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만나기로 약속한 지인이냐고 물었을 때 아니라며 

자주 이용하다 보니까 알게 돼서 인사하는 사이라고 답했다. 

 

Q: 원래 아시는 분들 아니었는데 여기서 만나서 친구처럼 되신 분들도 

있으세요? 

A: 그렇죠 같이 식사도 하게 되고……그런 예는 드물지만, 여기 사람들은 

경계심이 강해요, 혹시라도 잘 못돼서 사기나 당하지 않을까 웬만하면 

친근감을 안주지만, 친밀감을 주게 되면 또 깊어져 (종로 남 1)  

모임을 갖는 것도 친구여서가 아니라 사람 만나는 게 중요한 거야. 

(종로 남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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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자리가 가까운 따로 왔던 그룹들이 시간이 지나자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발견되기도 하고, 반복적으로 방문하는 

패스트푸드점의 직원과도 아는 관계가 되었다는 고령자도 있었다.  

 

여기 직원들하고도 잘 아는 사이야. 오래 됐어 (서초 여 5) 

 

이렇게 고령자가 패스트푸드점안에서 맺는 가벼운 관계는 장소에 대한 

애착감과, 사회적 연결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며(Rosenbaum et al. 

2007, 이지혜, 2015) 패스트푸드점이 고령자에게 긍정적인 제 3의 장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그리고 패스트푸드점 공간에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가는 모습은 산업화로 인해 파편화된 도시공간에서 만남과 소통의 

기회를 열어가는 것이기도 하다(Lefebvre, 2005: 윤지환, 2011 재인용). 

 

③ 사람 구경 

느슨한 관계 보다 더 약한 연결 고리로 사람들은 밖에 나가 다른 

사람을 구경하는 것 만으로도 고립감을 덜고 사회적 연결감을 느끼곤 

한다. 

Q: 패스트푸드점 어떤 점이 좋으셔서 오시는 건가요? 

A: 사람 사는 거 볼 수 있으니까요. 저는 집 주변은 시골이고(여주 이천) 

한적해서 한 번씩 사람 구경하러 5km 걸어서 덕평 휴게소에 갑니다. 

(종로 남 2) 

이런 데 와서 다양한 사람 구경하는 게 즐겁지, 전철타도 다닐 때도 

그렇고 (종로 남 8) 

고령자들은 휴게소와 전철이라는 공간과 같이 패스트푸드점에서도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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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인 실내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오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분이 

전환되는 느낌을 얻고 있었다. 

 

④ 젊은 층과 섞임 

앞에서 패스트푸드점을 이용하는 고령자들이 공통적으로 경로당, 

복지센터와 같은 고령자만 모이는 여가공간을 기피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젊은 층과 섞일 수 있는 공간을 

찾았고, 패스트푸드점이 그런 공간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이제는 나이 드신 분들하고 젊은 사람들이랑 함께 섞여있으니까 보기가 

좋아 (종로 남 1) 

젊은 친구들이 있어서 호기심에 가봤지 (종로 여 11) 

노인들만 있는 곳 가기 싫거든…저기에 모여계신 할아버지들도 아마 

뭔가 좀 젊어졌다고 느끼고 계실 거에요, 이런 데서 기분의 환기가 되는 

것 같다. (서초 남 4) 

 

⑤ 사람과의 거래 

그리고 특이한 점은 고령자들이 패스트푸드점의 무인 주문기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언급할 때 이용상의 불편함과 더불어 거기서 

일하는 직원을 만나고 구매하는 과정 자체의 상실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직원과 나누는 잠시의 대화와 눈빛 교환도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단지 물품이나 서비스가 화폐가 

교환되는 것이 거래의 전부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흥정, 교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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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에 포함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무인 주문 시스템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기계로만 주문하는 데는 잘 안가. 사람이 사람 만나고 싶으니까.(종로 남 

8) 

어르신들은 시장에 가서 흥정하고 하면서 사는데. 재래시장은 없어지고 

이런데도 기계로 하고 있으니…(종로 남 5) 

어딜 가나 거래는 인간미야(서초 남 10) 

 

2) 자유로운 공간 

패스트푸드점을 이용하는 고령자가 패스트푸드점을 선택하는 요인으로 

패스트푸드점이 다른 공간에 비해 가지고 있는 자유로운 분위기가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① 시간 보내기 

패스트푸드점을 오는 이유에 대해서 고령자는 시간 보내기 좋은 

장소라고도 답했다. 활동적이고 사교적인 일정이 많은 고령자와는 

거리가 있을 수 있으나 노년기의 삶은 이전에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해야 할 일이 빼곡하게 차 있는 삶에서 벗어나 일정과 일정 사이의 

빈틈이 많아지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퇴직 후 시간 여유가 생겨서 

패스트푸드점을 찾았다는 인터뷰 답변에서도 알 수 있듯 사이사이 

비어있는 시간을 보낼 장소가 필요해진 것이다. 이것은 사람 구경하기 

좋은 장소라는 특징과 시선과 감시로부터 자유로운 장소이며 저렴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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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오는 대답으로 해석된다.  

 

처음 와봤는데, 앉아 있으니까 시간 보내기도 좋구만. (서초 여 2) 

 

특히 만날 사람, 아직 오지 않은 버스를 기다릴 때 애매한 시간을 

보내기에 적당한 장소라고 여기고 있었다. 패스트푸드점에서 

아이스크림과 같은 간단한 스낵을 사먹거나 때로는 아예 주문하지 않고 

잠시 앉아있기에 부담이 없고, 대부분 전면 유리창과 그 앞의 좌석을 

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오고 가는 변화를 잘 살필 수 있는 장점도 있었다. 

 

②  시선과 감시로부터 자유 

고령자들이 패스트푸드점을 도시의 광장, 터미널 대합실과 같은 공공 

장소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패스트푸드점이 사적 상업공간이지만 

가지고 있는 감시 기능이 의식되지 않을 정도로 약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떠들어도, 오래 앉아있어도, 혼자 있어도, 인원 수대로 시키지 않아도/ 

참견하지 않는다, 쳐다보는 사람이 없다, 눈치 안 봐도 된다, 주인의 

간섭을 받지 않으니까 좋다, 여기는 편안하고 떠들어도 누가 뭐라 안하고, 

참견하는 사람이 없잖아. (서초 여 5) 

 

이러한 성격은 고령자가 카페나 일반음식점과 비교해서 체감하는 

요소였는데, 기본적으로 패스트푸드점은 출입이 빈번하고 시끄럽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오는 시선이 분산되고, 경험을 통해 주인이나 직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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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반면 카페는 젊은 사람들이 

많고 조용한 장소이기 때문에 대화하고 오랜 시간을 보내기에 다른 

손님이나 직원에게 눈치 보이고, 분식집과 같은 일반 음식점의 경우 

식사에 필요한 시간 외의 추가시간을 보낼 수 없는 장소지만 

패스트푸드는 여유롭게 보낼 수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카페가면 젊은 사람들이 많고, (나이 든 사람) 싫어하는 것 같은 눈치가 

보여요. (서초 남 4) 

김밥은 한 줄 시켜먹고 앉아 있을 수 없는데 여기는 상관 안 하니까. 

여기는 대중적인데 들락날락 하니까 오고 가는데 부담이 없다. 

커피숍보다는 출입이 많고 하니까, 커피숍 같은 데는 (오래 앉아있기) 

눈치 보이고 미안하고 (서초 남 9) 

 

3) 저렴한 공간 

① 저렴한 가격 

60대 이상 남성이 공원산책, 등산과 같은 나홀로 여가를 선택하는 

것은 그러한 활동을 선호해서라기 보다 만날 사람이 줄어들고, 금전적 

부담 때문에 선택하는 부분이 크다고 밝힌 연구(김고은, 2019) 결과와 

같이 고령자들에게 사람을 만나는 행위는 필요하지만 돈이 드는 일이다. 

인터뷰를 했을 때 이것은 꼭 남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다. 

 

사람 만나는 데도 돈이 드니까 주로 혼자 여기저기 구경 다녀. 얻어 먹을 

수만 없고, 한 번씩 사야 하니까 (서초 여 2) 

 

따라서 경제적 부담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고령자들에게는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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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날 때, 식사를 할 때 등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곳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패스트푸드점에서는 커피나 

탄산음료를 1,000원에서 2,000원 사이에 마실 수 있고, 감자튀김이나 

아이스크림도 1,000원 안팎의 비용이 들며, 버거를 먹는 경우에도 세트 

메뉴의 경우 음료까지 합해도 일반 카페 보다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고령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대해 만족도가 높았다.  

그리고 회비로 처리하는 모임이 아닌 경우 고령자들은 각자 계산하는 

방식 보다는 누군가 대표로 지불하는 방식이 고령자들에게는 자연스럽고 

따라서 돌아가면서 한 번씩 사야 하는 질서가 있는데 패스트푸드점에서 

음료나 간식을 먹을 경우 서로에게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서 좋다라고 

답한 경우가 많았다. 패스트푸드점에서 금전적 부담을 덜 수 있는 만큼 

고령자들에게 사람을 만나는 장소로 대안적인 공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패스트푸드점은 시끄럽기는 하지만 친구들 여러 명하고 와도 큰 부담이 

없지 (서초 남 3) 

다른 데 가면 상대방이 부담될 수도 있거든요. 여기는 누가 내도 부담 

없으니까 (서초 남 6, 종로 남 1) 

호주머니 사정도 생각하고 편하고 가격도 싸잖아요. 세트 메뉴 

5000원대로 하면 커피값이나 비슷하니까 (서초 남 9) 

값도 싸고, 맛도 나쁘지 않고. 밖에 붙인 포스터 보고 가격이 싸서 

들어오게 됐지 (종로 남 8) 

무인기 쓸 줄 모르지만 싸고 무인기 vs 1000원 더 비싸고 사람 주문이면 

싼 데 간다. (서초 여 5, 남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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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벼운 만남 

고령자들은 패스트푸드점이 저렴한 만큼 이 장소가 캐주얼 한 곳이며 

격식을 차리는 장소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만나는 상대와 모임의 

성격에 따라 선택적으로 패스트푸드점을 이용하고 있었다. 

 

비즈니스 미팅이나 연배가 있는 사람과는 격식이 있으니 못 오지만, 같이 

일했던 직원들하고는 올 수 있고…식사하고 그냥 헤어지기 섭섭하니까 

부담 없이 이용해요. (서초 남 4) 

만나는 사람 레벨에 따라 카페에서 만날 수도, 호텔에서 만날 수도 있고 

다르지 (종로 남 6), 

상의할 일이 있으면 거기(카페)로 가고. 일 없이 그냥 만나고 시간 좀 

여유 있다 했을 때 이리로 데려와.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날 그날 만나는 

사람과 일에 따라 달라. (종로 남 7) 

 

이 밖에도 패스트푸드점은 프랜차이즈 음식점들이 선호하는 

유동인구가 많은 대로변, 대중교통과 연결되는 위치에 입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입지적 우위를 갖추고 있고, 이것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고령층에게는 패스트푸드점을 선택하고 이용하는데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고령자들은 1980년대 초 

경로우대제도가 도입되고, 특히 1984년 지하철 무료 승차가 도입 된 

이후 대중교통이용의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되었다. 서울 대도시권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대중교통 통행흐름을 분석했을 때 서울에 인접한 

경기,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 중구, 종로구 등 도심부로 

유입되었다가 오후에 돌아가는 패턴이 발견된다(김영은, 2019). 

마찬가지로 1호선으로 경기도와 인천 지역까지 연결이 되는 종로 

지역이나 분당선 이용으로 성남, 용인 등 경기권 연결이 용이한 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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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모두 지하철로 이동하는 고령자가 많았고, 패스트푸드점이 역에서 

가까워서 선호한다는 답변이 많았다. 

표준화된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하는 면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었다. 

 

그래도 세계적인 브랜드고 체인점이니까 믿을 수 있지. (서초 남 6)  

정형화됨. 새로운 음식점 입맛에 맞을지 모르는데 햄버거는 어디나 같은 

맛, 간단하고 빠르게 나옴 (종로 남 1, 종로 남 5) 

 

반면 시끄러운 음악과 직접 트레이를 들고 다니는 것, 좌석이 좁고 

불편한 점, 커피 맛이 없다. 기계 주문하는 것 등을 불편한 점으로 

꼽았다. 

 

4) 재현의 공간에 나타나는 고령자들의 주체성 

모든 고령자가 패스트푸드점을 친숙하게 생각하고 이용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패스트푸드점을 이용하는 고령자들이 서울에서 목격되고 

있고, 그들은 자신의 성향과 상황에 적절한 돌파구가 될 만한 

공간으로서의 패스트푸드점을 발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인터뷰에 참여한 고령자들 조차 주변에는 자신처럼 

패스트푸드점을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말할 만큼 고령자 층 

안에서도 (아직) 일반적이지 않은 선입견과 편견을 넘어서는 것이기도 

하다. 패스트푸드점 문턱을 넘어서는 것 그 자체에 주체성을 요구하지만 

패스트푸드점을 이용하는 고령자들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젊은 층의 

공간이라는 인식을 뛰어넘고자 시도를 해봤거나, 나이에 상관 없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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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공간을 스스로 선택하겠다는 주체적 의지가 강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처음 혼자 들어와 보심) 젊은 사람들만 온다고 생각했는데, 어르신들이 

많네. 지금까지는 몰랐는데…… 앞으로 잘 이용할 것 같네 (서초 여 2) 

처음에는 우리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생각을 했지만, 새로운 걸 

시도하는 걸 좋아해서 괜찮았다. 막상 가보니까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더라. (종로 여 11) 

나이랑 상관없는 거야 (종로 남 6). 

요즘 노인은 옛날 노인들하고 달라. 자기들 하고 싶은 거는 다해. 가고 

싶은 데는 다가. 젊은 사람들 가는 장소 이런 거 상관하지 않아 (종로 남 

8) 

 

때로는 오히려 자신들과 비슷한 그룹이 사용하는 곳을 탈피하고자 

하는 역발상도 작용한다. 

 

아주머니들 많은 곳은 매우 시끄러움……젊은 사람들이 조용하게 

있으니까 좋아 (종로 여 11) 

 

패스트푸드점의 문턱을 넘어선 이후에 고령자 개인의 감성과 상상으로 

이루어진 ‘재현’은 ‘지각’의 단순한 작용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사고와(와퍼와 미국에서의 행복했던 경험을 연결시키고, 와퍼를 

먹으면서 그 경험을 소환하는 방식), ‘체험’(버거를 먹으러 왔다가 맛본 

아이스크림이 맛있어서 이후에는 후식 공간으로 설정)을 통해 그들의 

공간을 형성한다. 여기에 공간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일상의 소외를 

극복하고 자아의 실현을 도모할 수 있는 적극적인 실천의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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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윤지환, 2011). 

인터뷰 대상자들과 대화를 하면 젊은 층과 나이 때문에 구분되는 것을 

거부하는 만큼 경로당과 복지센터를 가지 않듯 고령자라는 한 그룹으로 

묶이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고령자 계층 

안에 있는 다양성을 자신이 이용하는 공간을 통해서도 드러내고자 한다.. 

그리고 변증법적 과정이라는 용어가 함의하듯 이러한 전유와 재현적 

측면의 한 편에는 소비 공간 구조와 그 공간을 이용하는 행위 주체간의 

충돌과 합의가 일어나고 있었다. 

 

이게 그렇잖아도 대화를 해야는데, 귀가 잘 안 들리는 친구도 있고 해서 

줄여달라고 해봤는데, 젊은 세대들이 많아서 그런지 안 줄여 주더라고 

여기도 점심시간에 노인들이 커피 시켜놓고 오래 앉아있으면 매장에서는 

매출을 못 올리잖아 그러니까 나가라고 해. 그런 거를 노인들이 굉장히 

불만으로 생각해. 그래서 나는 11시 반에 와서 커피 먹고, 바로 점심 

빨리 빵을 먹고 나가던지 하는데 다른 노인들은 안 그렇더라고 (종로 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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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무인 서비스와 고령자의 패스트푸드점 이용 

 

최근 1,2 년 사이 패스트푸드점을 이용하는 고령자에게 새로운 영향 

요소가 생겼다.
17

 이미 모든 매장에 무인 주문기를 도입한 KFC를 

비롯하여 롯데리아, 맥도날드, 버거킹도 60% 넘는 비율로 무인 주문기를 

도입하는 등 패스트푸드점의 무인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18
 무인 서비스에 대한 고령자의 인식과 대응하는 방식을 알아보고자 

한다. 

 

1. 무인 서비스에 대한 고령자 적응 정도 

 

 패스트푸드점의 효율성 증진이라는 목표로 공간적 실천 측면에서 

패스트푸드점의 구성 요소가 되어가는 무인 주문기에 대해서 고령자들은 

어떻게 적응하고 있을까?  패스트푸드점에서 무인 주문기 사용 경험에 

대해 묻고, 답변을 통해 [표 6] 과 같이 4단계로 나누어 분류해보았다. 

무인 주문기를 이용하고 있는 단계를 적응 완료로, 2단계는 이용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사람에게 주문하고 싶고 무인 주문기를 이용 하고 싶지 

않은 사람으로 기능적으로는 적응을 했을지라도 정서적, 감정적으로 

적응이 안됐다고 보고 선택적 적응 단계로 구분하였다. 3단계 역시 

                                           
17 김영봉(2019.1.8.) 롯데리아·맥도날드·버거킹 무인화 '그늘'...키오스크 앞에선 노인들. 아시아타임

즈 

18
 이지은, 이선애(2019.5.29.). 사람 밀어내는 셀프계산대·키오스크…유통판 '타다' 논란 

우려도.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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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적응 단계로 아직은 무인 주문기를 이용할 수 없지만 해보면 할 

수 있을 정도로 기계를 다루는 것에 대해 어렵게 느끼고 있지는 않고 

최대한 미래의 일로 미루고 싶어하는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4단계는 

무인 주문기 이용은 지금도 못하지만 앞으로도 못 할 것 같다고 말한 

적응불가 단계의 사람이 속하며, 그 중에는 무인기만 있으면 못 올 것 

같다고 말한 응답자도 포함된다.  

 

[표 6] 패스트푸드점에서 무인 주문기에 대한 고령자들의 적응도 

No. 단계 내 용 응답자 

1 적응 완료 이용하고 있다. 

서1,서4, 

종1,종4,종5 

(50대:1, 60대:3, 70대:1 명) 

2 
선택적 

적응 

할 수 있지만 하고 싶지 않다. 

가능하면 사람에게 

서9,종8 

(60대:1, 70대:1 명) 

3 
해보면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지금 하고 싶지 않다. 

서3,서6,서10,서11,종2,종6,종11 

(70대:3, 80대:4 명) 

4 적응 불가 
못 하겠다.  

도움을 받던지 못 오던지 

서⑤,서⑧,서⑫, 

종7,종⑨,종⑩ 

(60대:1, 70대:3, 80대:2 명) 

 

적응 완료 단계인 경우는 70대 한 명을 제외하고는 60대의 비교적 

젊은 고령자가 속했고, 기능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범위로 확장한 1, 

2단계까지는 80대가 없었다. 따라서 무인 주문기에 대한 적응에 고령자 

안에서도 연령별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선택적 적응 단계에 

속하는 2, 3 단계에 속하는 고령자들의 경우는 기능적인 적응보다 

정서적인 받아들임이 더 관건일 수 있다. 고령자의 기능적 적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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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적응을 구분하여 대응할 필요를 느끼는 부분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 대면 서비스나 주변의 도움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이용해왔기 때문에 완전 무인화와 같은 극단적 상황은 미래의 문제로 

미뤄두고자 하는 경향이 있었다. 새로운 사용법을 배우고 적응하는 일을 

‘귀찮다’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무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행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관성이 크다. 

 

병원에서 비슷한 거 잘 사용했으니까 (여기서도)할 수 있겠지. (서초 여 2) 

앞으로는 보편화되니까. 나이 먹은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게 습관화를 

들여야지. 배워야 해. 귀찮아서 그렇지 몇 번 배우면 다 할 수 있을거야. 

(서초 남 3) 

한 시간만 하면 배울 걸? 하지만 하고 싶지 않아…꼭 가야 될 거 같은데 

해야겠지 어차피 살아가려면 따라가야 하니까. (서초 남 6) 

추세니까 어쩔 수 없죠. 젊었다면 열심히 배웠겠지만 지금은 그렇게까지 

할 필연성이 없기 때문에 귀찮고. (서초 남 9) 

꼭 써야 한다면 쓰겠지만, 아직은 하고 싶지 않음 (종로 여 11) 

 

인터뷰 대상자들이 주로 무인 주문기가 있더라도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또는 아직 무인 주문기를 설치하지 않은 패스트푸드점을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용의 제한을 경험한 적은 

없었지만 향후 무인 주문기 시스템과 대면 서비스가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가에 따라 제한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적응불가 단계에 

있는 응답자와 같이 대면 서비스가 필요한 계층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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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직원 없으면...안 먹어. 괜히 껄끄러운 데 가서 먹을 필요가 없어. 

되는데 가서 하면 되지 (종로 남 7) 

기계로 하는 것은 우리는 많이 못 배웠기 때문에 카드로 넣고 하는 것은 

잘 몰라, 남부터미널에도 있는데 우리는 못하니까 옆에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해. (종로 여 9) 

 

2. 무인 서비스에 대한 고령자 반응과 의견 

 

앞에서 인터뷰 대상자들이 무인 주문기 사용에 어느 정도 적응하고 

있는지를 파악했다면 이제 고령자들이 무인 주문기를 접해본 경험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의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고령자들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반응으로 나누어 범주화한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무인 주문기 사용에 대한 고령자들의 반응 

내용 하위범주 상위범주 

성공했을 때 뿌듯하다, 성취감, 뒤쳐지지 않았다는 

느낌, 오류가 적을 듯, 신기함, 편리, 배우면 즐거움 
긍정적 반응 

무인 

주문기 

사용에 

대한 

고령자들의 

반응 

불편, 조급, 모자라 보임, 원망스러움, 귀찮음, 두려움, 

무서움, 짜증남, 싫다, 하고 싶지 않다. 측은함 여러 

번 눌러야 함, 복잡함, 단품은 할 수 있는데, 복잡한 

거는 안됨. 쿠폰 쓰는 방법은 어려움, 기계보다는 

사람 눈보고, 많이 못 배워서 못함. 비문해자 

고령자들 

부정적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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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주문기에 적응 완료한 사람의 비중이 나머지 선택적 적응 단계나 

적응불가 단계에 속한 사람에 비해 적듯이 긍정적 반응 보다 부정적 

반응이 많았다.  

긍정적인 반응으로는 고령자가 무인 주문기를 사용하여 주문에 

성공했을 때 뿌듯함, 성취감, 배우는 즐거움을 느끼기도 하고,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았다고 느낀다고 답했다. 연구자에게 무인 주문기 

사용 도움을 요청하여 인터뷰를 하게 된 50대 후반의 남성의 경우 무인 

주문기를 사용하면서 처음의 낯설고 어려움을 느끼는 단계를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지나서 무인 주문기를 주로 이용하는데, 쿠폰을 

사용해서 주문하는 방법은 몰랐다며, 오늘 배웠으니 다음에 다시 

해보겠다고 했다. 

 

저는 저런 거 이용하는 거 잘 못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서 하고 나면 

뿌듯하기도 하고 해요. 내가 뒤처지지 않았네. 그런데 어떤 때는 결국 

물어보고 하게 돼요. 덜 바쁠 때까지 기다려서 이것 좀 해달라고 부탁도 

하고…처음에 종로에서 할 때는 너무 황당하더라고, 뒤에 기다리는데 

내가 못하니까 조급하고 좀 모자란 것 같고, 너무 원망스럽더라고…아직 

불편해요. 무인 주문기. 쿠폰을 쓴다던가 (서초 남 1) 

 

반면 부정적인 반응의 원인은 크게 무인 주문기 사용법이 어렵고 

복잡하고, 현금이 아닌 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것, 인간미가 없는 기계 

도입 자체에 대한 불만으로 나타났다.  

무인 주문기로 주문 하려면 상품을 고르는 것부터, 포장인지 아닌지, 

제대로 주문한 게 맞는지 확인하라는 단계를 포함하여 주문번호가 찍힌 

영수증을 받기까지 거쳐야 하는 단계가 많은데, 그러한 ‘계속 여러 번 

눌러야’하는 것을 어렵고 복잡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무인 주문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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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 가운데도 일반적인 주문은 가능하지만 

할인쿠폰 사용법은 모르겠다고 했고, 매장에서 먹는 것과 포장하는 것을 

동시에 주문하려니 안됐다는 사람도 있어서 무인 주문기의 복잡함과 

이용자의 복잡한 주문 요구사항이 만나 훨씬 더 혼란스러워질 수 있는 

상황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비문해자인 고령자들도 소수일지 몰라도 

실제 있었기 때문에 문자를 보고 선택하는 지금 단계의 무인 주문기로는 

포용할 수 없는 층이 존재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지하철에서 자판기가 콜라 누르면 콜라 나오듯이 그래야는데.. 계속 

눌러야 돼. (서초 남 11) 

노인네들은 기계로 안돼. 기계로 뭘 누르고 뭘 누르고 복잡해. (서초 여 5) 

 

고령자들에게 무섭고 두렵다라는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카드 

사용이었다. 현금으로 눈앞에서 거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것과 

다르게 카드 사용 시 기계가 오류가 나면 통장에서 자신도 모르게 큰 

돈이 빠져 나갈 수도 있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고령자들에게 있었다.  

 

신기하기도 했지만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 기계가 나한테 실수를 하거나 

할까봐. (서초 남 9) 

한번도 안 해봐서 두려움. 잘못 눌러서 실수할까봐 무서워, 카드 사용 잘 

안하고 현금 주로 이용하는데. 실수하면 계좌에서 나갈까봐 (서초 여 12) 

 

 마지막으로 고령자의 여가 공간으로서의 패스트푸드점의 특징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고령자들은 거래에 직원 즉 사람을 만나는 과정을 

포함하여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계 주문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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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는 빨리 주문하고 빨라지는지 몰라도. 우리는 어릴 때부터 

사람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하면서 주문해서(서초 남 6) 

한마디로 짜증나. 어디가나 거래는 인간미야 그런데 기계에 의해서 

한다는 거. 편리성 때문에 한다고 하나 나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어. 

(서초 남 10) 

우리동네 주안역 부근에도 카메라만 설치하고 직원이 없는 가게가 

생겼습디다. 저게 한국에서 될까했는데 우리나라 정책이 52시간 

제도라던지 최저임금제도 등으로 엉망이 됐잖아요. 아르바이트를 못 

쓰니까. 아르바이트 못 쓰면 가족들이 나오고 그게 안되면 무인이 하는 

거죠. 정서적으로 측은한 마음도 들죠. 어르신들은 시장에 가서 흥정하고 

하면서 사는데. 재래시장은 없어지고 (종로 남 5) 

 

따라서 패스트푸드점 안에서 무인 서비스와 고령자 사이는 미디어에서 

단편적으로 재현 되는 것처럼 고령자가 일방적 피해자라고 보는 것은 

공간을 전유하는, 이용자로서의 고령자의 주체성을 더 약화시키는 

관점일 수 있다. 오히려 전기 고령자를 중심으로 무인 주문기의 

사용법을 익혀가면서 상황에 적응하는 모습도 있다. 반면 무인 서비스를 

도입하려는 운영자의 입장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 의도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무인 주문기가 아직 고령자의 신체적 조건에 부적합한 부분이나, 

여러 번 눌러야 하는 인터페이스를 조절해 줄 필요에 대해서 주장하기도 

한다. 일방적으로 고령자가 무인 서비스의 피해자가 아닌 것처럼, 

고령자도 무작정 무인 주문기 이용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고 서로 

상호작용 하며 과도기적인 단계를 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인 

서비스 자체도 아직 기술적으로도 사회관계적으로도 고민할 지점을 많이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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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입장에서도 절대적으로 고령인구 비율이 높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고령 이용자가 아니면 피크 타임을 제외한 시간에 비어있을 매장 

과 줄어드는 매출을 생각하면 고령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계 어디보다 일찍 시작된 고령화로 고령화 정책의 시사점을 

주는 일본의 대표적인 실버거리 스가모 거리는 매년 천만의 일본 

고령자가 찾는 곳으로 노인들의 히라주쿠라고도 불린다. 특히 이곳에도 

맥도날드가 있는데 음료를 잘 마시지 않는 고령자들을 위해서 음료수의 

사이즈가 대, 중, 소로 나눠져 있고, 영어로 된 메뉴 위에 친절하게 

일본어 설명이 적혀있으며, 1층은 모든 좌석이 노약자 우선석이다. 이런 

배려들 때문에 스가모에 있는 맥도날드에는 고령자들이 많다고 한다.
19
 

지금 우리의 고령화 속도를 생각했을 때 가까운 미래는 고령자 

집중공간이 아니더라도 고령자가 주요 고객이 되는 때를 대비하는 것이 

패스트푸드점의 공간적 실천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고령자가 무인 

주문기 사용법을 쉽게 익히도록 돕는 것, 무인 주문기의 인터페이스나 

물리적 조건을 개선하는 것,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고령자가 많이 

모이는 지역일 경우 대면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는 것 등 다양한 고령자 

층을 고려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19
 아시아투데이, 2013.03.30 ‘노인거리, 스가모 직접 가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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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제1절. 연구의 결론 

 

초고령화 시대가 멀지 않은 우리의 도시에는 더욱 많고도 다양한 

고령자 계층이 살아갈 것이다. 도시 공간과 자본의 일부분을 고령자들을 

위해 할애하는 차원에서 공급하는 고령자 여가공간으로는 그러한 

고령자들을 충족시킬 수 없음이 자명하다. 따라서 도시 안에서 

고령자들이 스스로 찾아가고 만들어가는 일상 속 구체적인 공간들을 

통해 실제적 도시 일상 공간이라는 범위에서 고령친화도시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패스트푸드점이 그러한 고령자의 

공간임을 포착하고 연구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오늘날 패스트푸드점을 여가공간으로 이용하는 고령자에게 

패스트푸드점은 글로벌 자본주의를 통해 도입된 외식산업의 소비 공간 

구조와 그 공간을 이용하는 행위 주체간의 충돌과 합의가 일어나는 

공간이다. 이러한 공간의 성격과 이용을 고찰하기 위해 새로운 공간적 

실천으로 재현의 공간이자 차이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르페브르의 

공간생산이론이라는 틀을 적용하였다.  

패스트푸드점은 자본주의 상업화 전략에 따라 빠르게 반복적으로 

일정한 상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외식 산업이다. 그에 따라 시끄럽고 

빠른 음악, 딱딱한 재질의 마감재와 가구, 무인 주문기 등 물리적 

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 점심 식사와 간식으로 패스트푸드를 선호하는 

청소년부터 바쁜 직장인까지 주로 10대, 20대의 고객층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 이것이 패스트푸드점의 ‘사회적으로 코드화된’(김남주,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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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의 경험으로서 공간적 실천이다. 

패스트푸드점과 고령자에 대한 미디어 속 담론 역시 꾸준히 

패스트푸드점을 10대, 20대의 공간으로 정의 내리려는 관성을 가지고, 

고령자를 예외적인 이용자로서 그려왔다. 그런데 최근 정보통신기술 

발달과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한 무인 서비스 도입 경향을 다루면서 

패스트푸드점 고령 이용자의 자리는 피해자로 재조정 되면서 공간의 

주체적 지배자의 위치에서는 여전히 배제되고 있다.  

그러나 패스트푸드점을 이용하는 고령자는 이러한 패스트푸드점에 

대한 공간의 재현과 다르게 그 공간을 전유하고 있었다. 재현의 

공간에서는 누군가 정의해주는 공간이 아니라 고령자가 직접 체험한 

공간이며 사용자인 주체로서 자신을 이해하고 필요에 맞게 공간을 

구체화시킨다. 미디어 담론에서 그려내듯 고령자가 파트 타이머로 일할 

수 있는 곳, ‘맥 난민’처럼 가난한 고령자가 거처할 곳이 없어서 찾는 

대안공간으로서의 면모는 패스트푸드점 속 고령자의 오히려 극히 

일부분일 수 있으며 노인연금으로 생활하는 사람부터 기업의 소유주까지 

다양한 고령자들이 주체적 소비자로서 선택하고 이용하는 공간에 

가까웠다. 

인터뷰를 통해 패스트푸드점을 이용하는 고령자들의 특징을 도출한 

결과 경제적 부담을 덜 느끼면서, 경로당과 복지관과 같은 기존의 

고령자를 위한 공간에 대한 거부감이 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젊은 층을 

비롯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선호하고 있었다. 남성 

고령자들의 경우 퇴직 이후 늘어난 여가시간을 보낼 공간을 찾을 때 

젊었을 적 해외에서 일하고, 공부하던 시절 패스트푸드를 접했던 추억이 

방문 계기가 되기도 한다.  

고령자들은 다른 연령층의 주 이용목적처럼 식사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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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푸드점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그룹으로 함께 와서 사람을 

기다리고, 만나고, 대화하는 장소로 활용하고 있었다. 또한 고령자들은 

젊은 층과 함께 있으면서 활기도 느껴보고, 다양한 사람들을 구경하고, 

때로 그 안에서 느슨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고립감을 해소하고 있었다. 

특히 음식을 주문하고 받는 거래도 일 하는 직원을 만나는 일로 

인식하는 등 사람과 만날 기회가 줄어든 고령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패스트푸드점을 사람과 교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다. 

패스트푸드점은 고령 이용자에게 운영자나 주변 이용자의 시선과 

감시로부터 자유로운 적당히 시간을 흘려 보낼 수 있는 공간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가 저렴한 가격으로 먹는 것 보다는 만나는 

것이 중요한 고령자에게는 자리를 이용하는 비용과 같은 개념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저렴할수록 좋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저렴하고 캐주얼 한 공간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만날 사람과 용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미디어에서 고령자의 패스트푸드점 이용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그려지는 무인 서비스는 패스트푸드점의 새로운 공간적 실천을 위한 

장치로서 이윤창출과 생산양식으로서는 적절한 선택일 수 있지만, 분명 

고령자들에게는 긍정적인 반응보다 어쩔 수 없다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대면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곳이 있고, 

주위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고령자가 무인 서비스로 인해 

직접적인 패스트푸드점 이용에 제한을 받는다고 느끼는 경우는 적었다. 

그런데 고령자들은 완전 무인화와 같은 문제를 최대한 미래의 사안으로 

미뤄두고자 하는 경향이 있어서 무인 서비스로 인한 고령자의 갈등은 

지금보다 향후에 더 가시화 될 여지가 있다. 특히 80대 이상의 경우는 

무인 주문기 사용에 대한 적응도나 적응에 대한 의지가 낮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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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연령층과 다르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보였다. 

고령자들은 이와 같이 이윤창출을 위해 통상적으로 기대하는 

소비방식이 있는 패스트푸드점을 일부 불편은 감수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점을 극대화 하면서 광장처럼, 사랑방처럼, 놀이터처럼 

휴식처로서 또는 사람과의 교류를 위해 공간을 소비하고 있다. 

르페브르가 말한 차이공간을 향한 모순공간의 모습이 패스트푸드점을 

여가공간으로 전유하는 고령자들에 의해 나타난다. 즉 소비의 공간에서 

공간의 소비로, 사적 운영공간의 공공적 이용으로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패스트푸드점이라는 도시 공간 속 작지만 구체적인 공간을 

통해 상업적 소비공간으로서 공간적 실천 및 미디어를 통해 정의 

내려지는 공간의 재현과 상호작용 하면서 고령자의 공간적 행위를 통해 

젊은 층을 상대로 간단한 음식을 짧은 시간 먹고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자본주의적 공간의 양상을 극복해내는 전유의 과정을 볼 수 

있었다. 르페브르가 말했듯이 지금의 패스트푸드점이 사회의 변화에 

따라 또 달라지겠지만 패스트푸드점을 이용하는 고령자를 파악함으로써 

여가공간에 대해 다양한 선호도를 지닌 고령자들을 인식하고, 

고령자에게 사회에서 규정하고 할애한 공간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필요한 공간을 전유할 권리 자체를 돌려주는 것이 중요함을 일깨워준다.  

고령인구가 많아질수록 특히 도시에서의 삶이 익숙한 고령자들은 점점 

더 도시의 일상적 공간에서 소비와 결합된 여가를 보내게 될 것이다. 

따라서 고령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시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주는 

고령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원과 노인복지센터와 같은 전형적인 

제도권 안의 고령자 여가공간뿐만 아니라 패스트푸드점에서 고령자들이 

추구하는 특징들이 반영된 양질의 제 3의 장소를 조성해가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고령친화도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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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고령자를 특정하여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고령자를 포함한 

모두에게 친화적인(friendly for all ages)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점이다(Plouffe & Kalache, 2010). 고령자만을 위한 시설 확충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고령자가 젊은 세대를 비롯한 도시의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활기를 나누고 소속감을 느끼며 불편하지 않을 공간을 

확장해가는 고령친화적 도시계획 및 정책의 방향성에서 무인 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그림 3] 패스트푸드점 공간의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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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시사점 및 한계 

 

본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고령자들이 가지고 있는 도시 안의 일상적 공간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섞이고 싶은 욕구를 확인했다. 연구참여자들은 연령에 

상관없이 경로당이나 복지관 같은 고령자만 모이는 시설에 대한 

거부감을 공통적으로 표현했다. 경로당과 복지관을 잘 이용하는 

고령자들이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어떠한 시설인가와 별개로 

패스트푸드점을 이용하는 고령자들은 그러한 고령자 시설을 이용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고령자 

여가활동을 위한 복지적 측면도 기존의 경로당과 복지관 중심에서 

확장될 필요가 있다. 예산을 들여 큰 규모의 복지관을 짓는 것 보다 

도심 고령자들이 많이 모이는 지하철역 근처와 같은 곳에 

패스트푸드점과 같이 자유롭고, 저렴하며 다양한 계층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을 원하는 고령자들의 필요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 

둘째, 사람과의 만남, 교류가 고령자에게 가지고 있는 의미와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사람을 만나는 그 자체가 필요하다는 대답을 

통해서 고령자들이 나이가 들수록 경험하는 관계의 단절과 사회적 

고립감이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만나려고 패스트푸드점에 온다는 

고령자들이 패스트푸드점에서 맺는 관계는 대부분 밀도 있고, 조직적인 

만남과는 거리가 멀다. 사람 구경을 위해 5km를 걸어 휴게소에 가듯 

패스트푸드점에 와서 다양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 식사 후에 잠시 

커피나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헤어지기 섭섭한 마음을 달래는 것, 

반복적으로 오다 보니 직원이나 다른 고령자들과 자연스레 인사 한 번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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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넬 수 있게 된 것, 이러한 느슨한 관계와 가벼운 만남들이 

고령자들에게는 세상과 소통하는 중요한 통로일 수 있다. 

셋째, 도시 공공 공간의 고령친화적인 물리적 환경 조성을 위한 앉을 

곳 마련에 대한 정책적 필요성이다. 뉴욕에서 차도를 보도나 광장으로 

만들어 도시의 활기를 높이는 효과를 보여준 것처럼 우리나라도 차 없는 

거리 조성과 같은 사업들이 활발해졌다. 하지만 대표적인 고령자 집중 

공간인 종로 지역조차 탑골공원을 찾아서 들어가는 것 아니면 

고령자들이 잠시 쉬었다 갈 벤치를 찾기 힘들다. 많은 고령자들이 

지하철역 출입구 기준으로 약속장소를 정하는데, 다리도 아픈데 길 

바닥에 서서 사람을 기다릴 수 없어 잠시 패스트푸드점을 이용하는 

고령자처럼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고령자는 계속 움직이거나, 눈에 

보이는 계단, 문턱에 앉는다. 따라서 고령친화도시를 지향하는 해외도시 

사례를 참고하여 고령자를 위해 벤치 설치하는 것도 필요한 방안으로 

보인다(정은하, 2016).  

넷째, 설문지 등을 통한 양적 연구로는 파악할 수 없는 고령자의 무인 

서비스에 대한 반응의 다양한 층위를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결과 고령자의 무인 서비스에 대한 적응 가능성과 동시에 대면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을 볼 수 있었다. 패스트푸드점에서의 무인 

서비스에 대해 고령자는 단순히 피해자도 아니지만, 모든 고령자가 

사용법을 배워서 적응 가능한 것도 아닌 상황이었다. 기능적 차원의 

적응도와 정서적 적응도 또한 달랐다. 특히 지금의 80대 이상 

고령자들에게는 기능적, 정서적 적응이 다른 고령층에 비해 클 수 

있어서 무인 서비스를 도입하더라도 대면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보였다. 기본적으로 사적 사업공간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강제하기 

어렵지만 고령자들과 그 외 연령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간대가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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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따라서 고령자들도 주요한 고객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한다면 사업주 

입장에서도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차원에서도 종로, 제기동, 서초/강남 

등 고령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을 

중심으로 대면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는 대신 혜택을 주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먼저 신문 기사 등을 

통해서 서울이 아닌 지방 도시 지역에서도 고령자들이 패스트푸드점을 

이용하는 모습이 보도 되었지만, 지방 소도시에서는 서울을 배경으로 

하는 본 연구 결과와 다를 수 있다.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고령자 

지하철 무임승차 가능 제도 등으로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하는 

군집효과와 같은 특수성이 반영되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 보다는 남성 고령자가 이용률이 높은 것에 대해 연구 대상지인 

종로가 주로 남성 고령자가 많이 이용하는 곳이고, 서초 교대역 부근도 

주거지 보다는 업무지역을 배후로 하고 있는 곳이라는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었을 수 있다. 따라서 패스트푸드점 공간에 대한 성별 선호도 

차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대상지를 두고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연구 참여자를 접한 패스트푸드점들이 대면 서비스만 제공하거나 

무인 주문기가 있더라도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는 점이 질문 

과정에서 무인 서비스만 제공되는 곳에 대한 경험과 생각에 대해서도 

물어보았다고 하더라도, 고령자들의 무인 서비스에 대한 답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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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인터뷰 반구조화 질문지 

 

1. 패스트푸드점 이용 패턴, 방식, 목적 

○ 언제부터 패스트푸드점을 이용하시게 되었습니까?  

얼마나 자주 방문하십니까? 

- 종로/서초 외 거주하시는 곳 근처나 다른 지역에서도 패스트푸드점을 

이용 하시나요? 

  ○ 주로 혼자 오시나요? 누구와 함께 오시나요?  

주로 어떤 메뉴를 선택하시나요? 

  ○ 오셔서 머무는 시간은 보통 어떻게 되나요?  

이 곳에서 하시는 활동은 주로 무엇인가요? 

○ 자주 오신다면 여기에서 만나 알게 된 관계가 있는지? 

 

2. 패스트푸드점에 오는 이유, 인식 

○ 이곳에 오시는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이 공간을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차선책인지? 

○ 카페나 전통찻집도 가시는지?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패스트푸드점에 오는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시는지, 

 또 주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젊은 사람들이 가는 곳? 

 

3. 패스트푸드점에서 경험한 갈등 상황과 대처 

○ 이곳을 방문할 때 불편한 점들이 있으신가요?  

불편한 점을 이야기해 본 적은? 

○ 시간제한 등 규제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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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트푸드점 안에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또는 이용자 

들이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4. 패스트푸드점 이용자들의 여가생활 

○ 패스트푸드점 방문 전 후로 어떤 여가활동이 연계되는지? 

○ 패스트푸드점 이외에 주로 방문하시는 여가공간은 어떤 곳들이 있나요? 

 

5. 무인서비스에 대한 인식 

○ 최근 무인 주문기를 도입하는 패스트푸드점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 무인서비스에 대한 반응(감정, 행위) 

○ 무인 주문기로 직접 주문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 무인 주문기 사용법은 어떻게 익히셨나요? 

○ 무인 주문기를 사용하면서 느낀 감정은? 

○ 무인 주문기를 패스트푸드점 외에 다른 곳에서 접해본 적이 있으셨나요?  

○ 무인 주문기로 인해 패스트푸드점 이용 횟수를 좀 더 줄이거나, 다른 

장소를 찾게 되신 경험이 있으시거나, 주위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기타 

  ○ 고령자를 위한 여가 공간을 만든다고 한다면, 어떤 점을 패스트푸드점과 

비슷하게 하고, 어떤 점을 다르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 외 기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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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elderly's usage of fast food 

restaurants as a leisure space and  

their experience with unmanned services 

 

Park, Hansol 

Urban and Regional Planning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lanning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which is rapidly changing into a “super-aged society,” with 

over 20 percent  of its population aged 65 or older, is implementing 

various policies to cope with low birth rates and an aging population, and 

policy circles are discussing what an aged-friendly city should be like at the 

urban level. Leisure activities, in particular, have been emphasized as 

fundamental to healthy and active aging. Leisure spaces for the elderly in 

urban areas have been studied largely in terms of public spaces. These 

typically include parks, paths and elderly welfare centers, among others. 

However, with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leisure activities in the 

space of consumption are increasingly important in contemporary urban 

space as the culture of consumption replaces many things in daily life. A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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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 senior citizens have been shown to spend daily leisure time away 

from typical elderly spaces, instead utilizing various spaces for 

consumption in addition, meeting friends, forming weak ties and spending 

daily leisure time. It is thus necessary to examine the impact of unmanned 

services on the use of consumption spaces as daily leisure spaces for the 

elderly.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henomenon elderly people using a space 

of consumption as leisure space with regards to fast food restaurants in 

particular, which historically have been seen as spaces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and to examine the adaptation and response of elderly 

people to unmanned services as those establishments. For this purpose, a 

review of newspaper reports and observational surveys was conducted 

along with interviews with 23 senior citizens who used fast food 

restaurants. The results were derived through a theoretical analysis, using 

Lefebvre’s theory of the production of space as a framework.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ast food restaurants are the 

sector of the food and beverage industry where in food products are 

rapidly produced and consumed repeatedly, in accordance with capitalist 

commercialization strategies. In the context of Lefebvre's theory, which 

described spatial practice as physical and perceived space,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spatial practice at fast food restaurants is carried out 

physically through loud and fast music, uncomfortable seats, unmanned 

ordering kiosks and so on for rapid turnover. And ‘socially-coded’ young 

people are the main customers. 

Next, the representation of space of fast food restaurants through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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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ourse is centered on young people. Instead, older people tend to be 

marginalized, linked predominantly to jobs at fast food restaurants and 

residential poverty, and the use of 24-hour fast food restaurants late at 

night. Recently, they have been treated mostly as victims of unmanned 

services, excluded from the position of the autonomous users. 

However, fast food restaurants as older people's lived space in reality 

differs from the popular conception of a space for youth to partake in a 

quick meal in the media. As a representational space for the elderly, fast 

food restaurants functioned much as a public square, or a ‘sarangbang,’ or 

even a playground in the city that the elderly discovered and converted 

according to their needs as a user. In other words, elderly people, unlike 

other age groups, were found to be mainly using fast food restaurants as 

places to wait, meet and talk with people. The restaurants were places 

where senior citizens could encounter mingle with various people, 

including the younger generation, having the occasional effect of lessening 

the sense of isolation, forming loose relationships within the space. 

Negotiations and compromises for appropriation of space took place while 

older users felt comfortable being free from eye contact and surveillance of 

staff members, taking advantage of the cheap prices that fast food 

restaurants offer and enduring inconveniences such as noise and a limited 

menu. 

Lastly there were various ranges of functional and emotional adaptations 

in the matter of the elderly’s use of unmanned order kiosks at fast food 

restaurants. There appeared to be those who fully adapted themselves to 

the machines, those who knew how to use them but preferred and chos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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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 face-to-face services, those who could learn some day but wanted to 

delay using the machines as long as possible, and those who could not use 

them and were not willing to learn how to use them. The findings suggest 

that appropriate measures or supplementations should be implemented 

depending on the degree of adaptation of the elderly at this point, rather 

than simply portraying the elderly as victims of the unmanned services. 

Even though there seems to be a possibility that the proportion of the 

elderly who are fully adapted to unmanned services (mostly less than 75 

years old) may increase in the future, at present, older people in their 80s 

and older are also using fast food restaurants frequently but have the most 

difficulty using unmanned ordering kiosks. Consideration for them is 

needed. 

This study explored the real aspects about what motivations and 

purposes elderly people use for fast food restaurants in the situation where 

only a few points such as poverty and inadequacy of elderly people who 

visit the space have been highlighted through the media. By showing the 

meaning of the space of fast food restaurant for the elderly, it is meaningful 

in that it could be the first step to urge the necessity and importance of 

unmanned services considering the elderly regarding consumption spaces 

as daily leisure spaces. 

 

■ Key words: leisure spaces for the elderly, fast food restaurants, 

3rd places, unmanned services, 

 Lefebvre’s theory of the production of space 

■ Student number: 2018-27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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