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에게 필요한 생활 앱 4

1인 가구는 더 이상 안쓰러움의 대상이 아닌 적극적 소비 주체로 떠올랐다. ‘결혼하고 제대로 해야
하니까’ 뭐든 대충 해결하던 시대는 지났다. 혼자서도 잘 먹어야 하는 것은 물론, 집도 꾸미고 이사
도 다녀야 한다. 똘똘한 1인 가구 소비를 위한 생활 애플리케이션들을 소개한다.

글 유보람 뉴스원 기자

*나만의 냉장고(개발자: GS리테일)

편의점은 1인 가구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다. 언제든 집 근처에서 찾을 수 있고 다양한 물품을 소량
판매하기 때문이다.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었지만 요즘은 다양한 덤과 할인 이벤트로 품목에 따
라서는 대형 마트 못지않게 저렴한 경우가 많다.
‘나만의 냉장고’는 GS25 편의점의 앱이다. 1+1, 2+1 같은 묶음 상품은 가격 면에서 매력적이지만
혼자 사는 이들에게는 유통기한 안에 먹기에 양이 많다거나 보관이 여의치 않은 때가 많다. 앱을 이
용해 묶음 상품을 구매하면 각각이 분리된 쿠폰으로 저장된다. 점포에 들러 우선 한 개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앱에 보관했다가 나중에 찾을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선물로 보낼 수도 있다. 구매 상품의
보관 기간이 더 길기 때문에 증정품 쿠폰을 먼저 사용하는 편이 현명하다.
최근 탑재된 ‘도시락 주문’ 기능도 이 앱의 매력 포인트다. 같은 체인 편의점이라도 지점 사정에 따라
구비하고 있는 품목이 다른데, 특정 상품을 맛보고 싶어 동네 편의점을 찾아가면 막상 없는 경우가
많다. 이제는 앱을 통해 점포를 지정한 뒤 원하는 상품을 원하는 시간에 맞춰 주문하면 된다. 다음
날 수령을 원할 경우 품목에 따라 전날 오전 9시 40분까지 주문하거나, 전날 오후 5시 50분까지 주
문해야 한다. 제때 찾으러 가지 않아 상품의 유통기한이 지날 경우에는 환불이 되지 않는다.
도시락 주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GS&POINT에 가입해야 하지만, 증정품 보관 서비스는 전화번호
입력만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짐카(개발자: FIvethirty Inc.(확인 바람))

직장, 계약금 문제 등으로 자주 집을 옮기는 1인 가구들에 큰 차를 부르는 포장이사 서비스는 부담
이 아닐 수 없다. 짐카는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이사 전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의자 하나, 상자
하나까지 일일이 계산할 수 있어 모호한 이사 비용 산정 기준에 대한 불만을 최대한 줄였다. 이동 거
리에 대해서도 정액제를 적용한다. 아직은 서울과 인천, 경기 일부 지역, 부산에서만 이용할 수 있지
만 서비스 지역이 느는 추세다.
이사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소와 시기, 짐의 종류와 양을 고려한 견적을 내야 한다. 엘리베
이터 유무, 주차 여건을 체크한 뒤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선택한다. 다음으로 가구, 가전제품, 소품,
책, 잔짐을 상자 단위로 계산해 예상 청구금액을 낼 수 있다. 차량만 빌리는 ‘셀프 이사’부터 운전기
사나 짐 옮기기를 도울 ‘짐맨’만 부르는 서비스, 반포장 서비스인 ‘짐카 플러스’까지 각자의 짐과 지
갑 사정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이용 고객들의 후기를 공개하고,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한 직원들을
금주의 짐맨, 드라이버로 선정해 알린다.

*오늘의 집(개발자: 버킷플레이스(Bucketplace Inc.))

주로 세 들어 혼자 사는 이들에게 집 꾸미기는 먼 나라 이야기로만 여겨지곤 했다. ‘내 집’을 갖기 전
까지 실내장식에 돈을 쓰는 일은 무의미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그러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자 현
재를 즐기자는 인식이 널리 퍼졌고 1인 가구 사이에서도 원룸, 오피스텔 등을 꾸미는 일이 흔해졌다.
못을 박거나 구조를 변경하지 않고 최대한의 인테리어 효과를 내는 저가 소품, 가구들도 이러한 추
세에 맞춰 인기를 끌고 있다.
‘오늘의 집’은 혼자서도 인테리어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비용 정리-계획하기-벽-바닥-조명-배치-수
납-커튼-벽 장식’ 순으로 꾸미기 가이드를 제공한다. 단계별로 필요한 상품을 가격, 인기도 등으로
검색해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다. 자신의 나이, 주거 형태, 선호하는 분위기 등을 등록하면 적립금
3000원을 제공하고, 적절한 상품이나 기획전 소식을 제공한다.
인테리어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다른 이용자들의 셀프 인테리어 후기를 제공한다. 수많은 후기
중 평수, 건물 형태, 스타일별로 검색할 수 있어 자신의 주거 상황과 취향에 맞는 후기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이용자들의 실제 경험인 만큼 시공처, 가격, 주의할 점 등 유용한 정보가 담겨 있다는 점도
매력이다.
시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를 검색하는 기능도 갖췄다. 자신이 사는 지역, 예산, 리모델링 취지
를 선택하면 조건에 맞는 시공자를 찾아 준다.

*혼밥천국(개발자: 혼밥파라다이스(honbobparadise))

혼자서 식사하기 좋은 식당들을 추천해 주는 앱이다. 위치 기능을 켜면 자신이 있는 곳 주변의 혼자
밥 먹기 좋은 식당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다. 현 위치에서 각 식당까지의 거리가 표시되고 한식, 중
식, 양식 등 종류별로 분류해서 볼 수 있다.
지도에서 특정 식당을 클릭하면 메뉴와 가격, 좌석 형태, 먼저 다녀간 이들의 후기를 읽어 볼 수 있
다. 후기는 맛, 분위기, 가격의 3가지 항목으로 점수를 매기게 돼 있다. 내비게이션을 활용할 수 있
도록 주소를 첨부했다.
찾아갔다가 닫힌 문 앞에서 좌절하거나 원하는 메뉴가 없어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전화를 걸 수 있
는 기능이 최근 추가됐다. 혼자서 큰 테이블을 차지하지 않아도 되는 바 형태 좌석부터 혼자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식당, 칸막이 안에서 조용히 식사를 할 수 있는 일본 라멘 집, 쇼핑몰 푸드코트 등
이 이름을 올렸다.
특정 패스트푸드점, 체인점 비중이 높고 실제로 평소 끼니를 해결하기 좋은 ‘동네 밥집’이 잘 검색되
지 않는다는 점이 한계다.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는 검색되는 음식점 수가 많지 않다는 점도 이용자
들이 많이 지적하는 부분이다.

* 저작권법에 의하여 해당 콘텐츠는 코스콤 홈페이지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콘텐츠는 사전 동의없이 2차 가공 및 영리적인 이용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