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편’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하지만 여기에 ‘감수할 

만큼 적당한’이라는 전제가 

붙으면 조금 달라진다. 

감수할 만한 불편은 때로는 

편리함이 가져다주는 

가치를 능가하기도 한다. 

우리는 셰프가 극찬한 

돈가스를 먹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고, 

스스로 야외 취침의 기쁨을 

만끽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글 김혜진     

사진   tvN ‘삼시세끼’,   

SBS ‘정글의 법칙’  

공식 홈페이지

참고   『라이프트렌드2017 적당한 

불편』(김용섭 지음, 출판사 

부키)

문화로 

읽는 

사회

적당한 불편, 

매력이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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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서는 불편함마저도

콘텐츠가 되다

블루보틀 커피, 쉑쉑 버거, 애플 매장 등을 떠올리

면 길게 늘어선 줄이 떠오른다. 기성세대는 불편

함을 편리함으로 바꾸는 것이 진화라고 여기고 최

종적으로 얻을 결과를 중요시하다 보니 줄 서는 

행위가 시간 낭비로 여겨졌다면, 지금은 번거롭고 

불편한 그 과정마저도 SNS로 보여줄 콘텐츠가 되

었다. 줄 서는 수고로움을 감수하더라도 남들이 

다 원하는 그것을 기어이 쟁취하는 즐거움을 얻겠

다는 것이다. 신제품 발매를 앞두고 몇 시간씩, 몇 

백 미터씩 줄을 서는 소비자를 보며 제품의 흥행

을 미리 점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일부러 긴 줄을 유

도하기도 한다. 전날 밤부터 돗자리 깔고, 텐트 치

고, 밤새워 가며 줄서는 열혈 마니아 소비자들이 

줄을 섬으로써 다른 소비자들도 줄을 서야할 동기

를 부여해 주기 때문이다. 줄 없이 편리하게, 빨리

빨리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미덕이던 시

대가 지나가고,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줄 서는 불

편을 감수할 만한 가치를 주는 게 자랑인 시대가 

왔다. 적당한 줄을 서게 만드는 건 소비자에게 더 

가치 있는 물건을 샀다는 생각을 심어 주기도 한

다. 쉽게 얻은 것보다 어렵게 손에 넣은 것에 대한 

애착이 더 큰 법이다.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불편을 감수할 만한 가치를 주는 게 자랑인 

시대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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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되지 않은 물건을

사는 사람들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슈퍼마켓 ‘더 필러리(The 

Fillery)’에는 포장된 제품이 없다. 여기서 물건을 

사려면 직접 포장용기를 가져오거나, 이곳에서 제

공하는 재활용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가야 한다. 이

곳에서는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채소를 직거래함으

로써 중간 유통과 포장 과정에서 나오는 낭비와 오

염도 방지한다. 도매로 대량 매입한 상품을 소매를 

위해 작은 단위로 나누려면 포장이 필수다. 플라스

틱 용기도 쓰게 되고, 노동력도 투입된다. 이러한 

편리함을 포기했더니 환경오염이 줄고 비용도 절감

되었으며, 상품의 소비자 가격도 하락했다. 불편함

을 감수하자 사회적 비용이 줄었을 뿐 아니라 소비

자 개인에게 돌아갈 이익까지 생긴 셈이다. 벨기에

의 ‘오리기날 운페어팍트(Original Unverpackt)는 

개별 포장하지 않는 식재료가 각기 큰 통에 담겨 있

고, 소비자가 가져온 용기에 원하는 만큼 담아 무게 

편리에 길들여지고, 편리를 욕망하는 사람이

자발적 불편에 관심을 두는 건 결국 행복해지기 위해서다.

‘편리’라는 멋진 말을 자발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은 대단한 일이다.

단위로 계산해서 구입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쓰레

기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 하

는 고민에서 시작되어 친환경, 가격 인하, 1인 가구

까지 아우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된 것이다. 

우리나라도 카페를 이용할 때 테이크아웃용 종이컵

을 받지 않고 직접 가져간 텀블러로 커피를 구입하

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누리

던 편리함을 조금 내려놓고 적당히 불편하게 사는 

사람들이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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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먹거리를 챙긴다는 것은 매우 고단한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불편함 속에서 미처 몰랐던 익숙함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

행복을 위해 

자발적 불편을 선택하는 사람들

‘삼시세끼’나 ‘정글의 법칙’과 같은 TV 프로그램

은 먹거리를 챙긴다는 것이 얼마나 고단한 일인지

를 실감케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정글의 법

칙’에서는 편한 도시에서 벗어나 원시 상태의 자

연으로 되돌아간다. 나무와 돌을 이용해 불을 만

들고, 자야 할 공간을 직접 찾아서 만들어야 한다. 

사냥이나 채집을 통해 식사를 해결해야 함은 물

론이다. 라이터 한 번만 켜면 들어오는 불과 전화 

한 통이면 오는 배달음식에서 멀어진 사람들은 어

떻게든 생존을 위해 정글의 법칙을 따라 생활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불편함 속에서 미처 몰랐던 

익숙함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 

도시에서는 언제든 돈만 내면 24시간 밥 먹을 곳

을 찾을 수 있고, 먹거리 외에도 무엇이든 스마트

폰으로 뚝딱 찾아낼 수 있지만, 대중은 그 어렵사

리 끼니를 이어나가는 프로그램에 환호한다. 편

리에 길들여지고, 편리를 욕망하는 사람이 자발적 

불편에 관심을 두는 건 결국 행복해지기 위해서

다. ‘편리’라는 멋진 말을 자발적으로 거부하는 사

람들이 생겨난 것은 대단한 일이다. 자발적 불편, 

적당한 불편을 선택하면 소비 태도가 바뀐다. 그

런 의미에서 적당한 불편을 받아들이는 것은 진화

된 소비 태도인 셈이다. 자기 자신에게 좀 더 집중

하고, 물질만능주의의 노예가 되지 않고 좀 더 단

순하게 살기 위해서는 불편함을 기쁘게 감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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