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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이용 시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은?

- 컨슈머인사이트, 식음업소 이용 시 ‘불안-안심’ 조건 조사

- 최고의 기피대상은 사람이 많은 곳

- 깨끗하고, 한적하고, 방역에 노력하는 증거 있어야 안심

- 특히 여성은 마스크, 직원, 청결 등 가시적 증거에 민감

 코로나19 확산 이후 소비자들이 음식점을 이용할 때 가장 신경 쓰인다고 언급한 것은 ‘사람’이었다. 위생/청

결에 민감했고,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중요시했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30대가 50대보다 더 걱정이 

많았다. 안심하기 위해서는 위생/청결, 철저한 마스크 착용, 낮은 실내 혼잡도가 중요했다.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는 요즘 식음시설을 이용할 때 피하고 싶은 상황(6월 4주~7월 2주 조사, 응

답자 1,737명)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상황(7월 3주~8월 3주 조사, 응답자 2,207명)에 대해 묻고, 그 결과

를 분석했다. 자유롭게 의견을 기술하게 한 후, 문장 중 키워드를 추출해 전체 및 특성별로 빈도를 분석했다. 

유의한 키워드 105개를 추출했으며, 유사한 의미를 통합한 최종 키워드는 82개였다.

■ 식음업소 이용 시 가장 꺼려지는 것은 ‘사람’... 여성이 더 걱정 많아

  요즘 음식점을 이용할 때 ‘반드시 피하고 싶은 상황’에 대해 응답자의 29.0%가 ‘사람’을 언급해 가장 많았고, 

▲위생(13.9%) ▲코로나(8.1%) ▲지저분한(8.1%) ▲마스크(7.7%) ▲청결(7.3%) ▲줄이 긴(5.7%) ▲간격(5.5%) ▲

복잡한(5.5%) ▲테이블(5.4%) 등이 뒤를 이었다[그림1]. 불특정 다수와의 접촉·깨끗하지 못한 환경·마스크 미착

용·거리두기 미흡(테이블, 간격)에 거부감이 컸는데, 특히 상위 20개 키워드 중 대면/접촉 관련이 58.0%에 달해 

타인과 한 장소에 머무르는 것 자체에 거부감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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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식음업소 이용 시 피하고 싶은 상황 : 키워드 Top20

 성, 연령 등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언급한 키워드의 수는 여성(평균 1.71개)이 남성(1.54개)보다, 30대

(1.77개)가 50대(1.52개)보다 더 많았다(전체 평균 1.63개). 꺼려하는 상황에 대해서 남녀 간 차이가 있었는데, 

여성은 사람·마스크·테이블·간격·직원 등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대상을 지적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 안심하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위생, 청결 등 기본에 충실해야

 어떤 상황/조건이라면 안심하고 식음업소를 이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위생(27.4%) 청결(21.7%) 등이 많이 언

급되었으며, 그 다음 사람(10.5%) 깨끗한(10.4%) 마스크(9.1%) 간격(8.2%) 코로나(7.7%) 방역(6.1%) 착용(6.0%) 

직원(6.0%) 철저한(5.9%) 등이 뒤를 이었다[그림2]. 안심할 수 있는 조건의 핵심은 ‘청결한 환경’, ‘많지 않은 사

람’, ‘방역 노력의 증거’로 요약될 수 있다. 실내 밀집도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직원의 마스크 착용 등 

방역을 철저히 진행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20-30대는 특히 테이크아웃, 칸막이 등 타인과

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과 직원 마스크 착용여부에 민감했고, 중장년층은 청결, 신선한 재료, 거리두

기 유지 등에 더 신경썼다. 지자체가 공인하는 인증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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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식음업소 이용 시 안심할 수 있는 상황 : 키워드 Top20

 최근 음식점, 카페 중심으로 감염사례가 이어짐에 따라 소비자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과거에는 많은 손님이 

찾는 집이 선택의 가장 큰 기준이었으나, 이제는 기피 대상이 되고 있다. 오히려 손님은 적고 공간은 

여유로워야 하며,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되 방역에 대한 노력은 가시적이어야 한다. 코로나 시대 식음업소 

운영의 뉴노멀에는 ▲전 직원의 마스크 착용 ▲언택트가 가능한 인테리어 및 동선 설계 ▲식탁과 사람의 

여유로운 거리두기 ▲위생적인 1인 상차림 ▲가성비 좋은 포장·배달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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