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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카페 공간의 이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역공간성을 통

해 도시 소비 공간이 가지는 공공성과 사용화(私用化,

privatization) 현상을 탐구하고자한 시도이다.

소비 공간은 사회·문화적 현상이 발생하는 다층적 의미의 공간

이자 공간의 다양화와 장소성의 창출을 꾀하는 공간이다. 이는 사

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소비 공간

은 이용객들의 개인성을 독려하고 공공의 점유를 용인함으로써 역

공간성을 극대화하였다.

문헌을 통해 들여다본 카페는 도시에서 친교·학습·사무·임시거처

의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었으며 이는 관찰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

게 확인할 수 있는 일상의 풍경이었다. 연구자는 신림역과 강남역

인근 프랜차이즈 카페의 24시간 관찰을 통해 역공간성을 초래하는

카페의 공간적 변용을 발견하였다. 카페는 테이블의 변화와 공간

의 분리를 통해 다양한 이용객의 접근성을 높이고, 다수의 점유와

공간의 사유화를 함께 독려하면서 다목적 공간으로의 변신을 시도

했다. 이와 같은 내부 공간의 다양화는 식품메뉴의 확대와 맞물려

역공간성을 더욱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로써 카페는 공

과 사의 혼융이 발생하는 곳이자 공간에 대한 다의적 해석을 가능

케 하는 공간으로 이용되었다. 정리하자면 오늘날 카페는 식사·학

업·업무·여가의 공간이자 은신처와 쉼터의 공간으로서 이러한 역

공간성은 관찰자이자 순찰자인 직원들의 적절한 환대와 무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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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극대화되고 있었다.

역공간성은 24/7의 도시, 방의 문화, 1인 주거로의 변화와 청년

주거 빈곤 그리고 디지털 컨버전스의 발전을 배경으로 한다. 먼저

24시간 사회로의 변화는 소비 공간이 이용자의 다양한 삶의 궤적

을 담기위해 여러 시도를 하도록 만들었으며, 공간의 역공간성을

극대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아울러 이러한 특성은 카페를 도시

의 야경꾼으로, 갈 곳을 잃은 ‘비주류’의 이질적인 타자들을 끌어안

기도 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주었다. 한국의 문화적 특성의 하나인

‘방의 문화’는 그 자체로 탈(脫)일상, 공과 사의 혼융이라는 특성을

가진다. 이것은 현대인들의 정주에 대한 욕구가 발현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사적 공간의 부족을 겪는 이들에게 개인적 공간을 마

련해주는 대체의 공간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1인 주

거의 증가와 청년세대의 하위 주거트랙으로의 이동 역시 개인적

공간에 대한 갈증이 소비 공간의 사용화를 불러일으켰다. 마지막

으로 디지털 컨버전스의 발달은 시공간성의 개인화를 통해 ‘이동

중의 거주’를 가능케 함으로써 고착된 공간을 흐름의 공간으로 만

들고 새로운 공적 공간을 출현시키며 역공간성을 증폭시켰다.

본 연구는 오늘날 도시에서 일어나는 사용화(私用化)현상을 카

페의 역공간성을 통해 바라보았다. 연구자는 24시간의 관찰을 통

해 소비 공간이 가지는 공간적 변용이 공공성과 사유화를 함께 높

이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공간성의 변화특성을 ‘역공간’ 논의를 통해 바라보았다는

것이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라 할 수 있겠다.

주요어 : 카페, 사용화, 소비 공간, 역공간, 역치성

학 번 : 2016-2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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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P.D 스미스의 말처럼 인간은 자연이 주는 것에 완전히 만족한 적

이 없고 언제나 스스로 환경을 만들면서 살아왔다1). 인간의 이러한

본능은 기술의 발달을 낳았고, 종래에는 도시를 탄생시켰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의 세를 확장시키려는 공간의 특성에 힘입어 현대 대

도시가 출현했다. 새롭게 탄생한 대도시 공간은 이전까지 경험해오

던 전통적인 공간 구성방식을 전복시키는 새로운 것이었고 이곳에서

개개인의 삶은 ‘소비’를 통해 유지되고, 확장되었다. 결국 현대 도시

의 공간은 상품화되어 소비되기를 기다리는 한편 소비자를 끌어당기

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기에 이르렀다. 오늘날 쉽게 접할 수 있는 할

인점이나 백화점은 도시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공간 스스로가 상품화

되어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같은 도시의

소비 공간은 사적 공간이 가지는 특징인 배타적 접근성 대신 공공

공간적 성격을 지니는데, 실제로 많은 상점 건축은 뚜렷한 목적성을

가진 구매자와 함께 목적성을 가지지 않은 비구매자에게도 ‘열려’있

1) P.D. Smith(2015), 「도시의 탄생」, 엄성수 옮김. 고양: 옥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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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큰 소란이나 난동을 부리지 않는 이상 비구매자는 공간에서 배

제되지 않는다. 그들은 환영받지는 않으나 배제되지도 않은 채 공간

을 점유한다.

시민 공원, 광장, 도서관과 같이 공공의 소유로 뚜렷하게 인식되

는 공간이 아님에도 오늘날의 소비 공간은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성격을 함께 지닌다. 그렇다면, 오늘날 도시 내(內) 소비 공간을 사

유화하려는 움직임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본 연구

는 이러한 질문에서 시작해 소비 공간이 가지는 공공성이 도시와 도

시민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 가를 탐구한다. 이를 위해 소비

공간에 대한 논의, 공공 공간과 사적 공간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살

펴볼 것이다.

공공 공간은 고대 그리스의 아고라(agora)에서 현대의 사이버 공

간에 이르기까지 시민성의 함양과 민주주의의 배양에 기여한 바가

컸으며 이로 인해 그 가치를 인정받아 왔다. 20세기 후반 인터넷의

발달로 인한 사이버 공간의 등장이 몇몇 도시학자들로 하여금 물리

적 공간 퇴행의 우려를 낳기도 했으나 오히려 오늘날 공공 공간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도시 공공 공간은 도시 마케팅 전략의 하나

로서 사용되며, 도시를 재생시키는 중요 요소로서 인식되고 있다. 도

시 공공 공간에 관한 논의는 크게 실천적 영역과 이론적 영역에서의

논의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실천적 영역에서의 논의는 공공공간

을 형성하는 도시적 변화와 디자인의 조건 및 경향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며(조경진 외 2011) 현대의 공공 공간이 물리적인 형태에

서 보이는 다양성 등을 다룬다. 이론적 영역에서의 논의는 이용자에

관한 논의, 물리적 접근과 정보에의 접근을 논하는 형평성·접근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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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그리고 공간에 실제로 행사하는 권력과 이에 따른 문제점을

다루는 공간정치의 담론 등이 있다(조경진, 2011: Mitchell, 1995:

Zukin, 1995: Ben and Gaus, 1983).

사적 공간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개인적 용도로 계획된 공간이

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진다. 으레 도시 외부 공간과 대비되는 주거

의 공간이 사적 공간이라 인식되며, 주거 공간 내에서도 거실이나

사랑방과 대비되는 침실 혹은 서재가 사적 공간의 대표적 형태로 인

식된다. 타인의 눈길로부터 벗어난 이러한 공간은 자아가 발달한 이

후라면 누구나 가지기를 원하고 대개 가지게 될 것이라 기대하는 공

간이다. 따라서 인간이 공간을 사유화하고자 하는 욕망은 소유하고

자 하는 본성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이는 소유에 대한 하나의 트리

거(trigger)만 주어진다면 모든 장소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다분하다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오늘날 공공 공간의 사유화 현상은 단순히 사

적 공간이 부족해서 생겨나는 현상2)이라고만 단정 짓기 어렵다.

전남일 외(2009)에 따르면 주(主)생활이 집밖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은 1990년대 이후부터다. 조선시대의 경우 일상을 포함한 출산, 혼

인, 병자간호와 노인봉양, 장례와 같은 대소사는 집 내부에서 모두

해결이 가능한 일이었다. 이후 근대를 지나며 대소사는 외부의 소비

공간에서 담당하게 되었고, 90년대가 되자 대부분의 여가생활 역시

집 외부공간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변화에 있어서는 아파트 생활,

즉 근대적 주거로의 변화가 끼친 영향이 클 것이라 본다. 하지만 90

년대 당시의 상황은 여가생활에 있어서의 주거 외적 공간의 활용이

2) 『조선일보』,2017년 7월 13일자, [유현준의 도시이야기] 카페·노래방·편의점… 숨
을 곳 찾아 헤매는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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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된 것이었고, 오늘날과 같이 수면을 제외한 일상의 대부분이 주

거의 밖 공간에서 일어나지는 않았다. 과거 집의 내부에서 일어났던

통과의례는 이제 집 외부에서 이루어지며 병원이나 학교, 식당, 호

텔, 공원, 카페, 자동차, 요양원, 장례식 장 들이 집을 대신하기 시작

(전상인, 2017)하게 되었다.

도시 공간의 명확한 구분이 점점 사라지고, 공간이 네트워크 단위

로 구성될 것이라는 건축가들의 예측과 더불어 Home is no longer

on place. It is locations라는 벨 훅스(bell hooks)말은 현대 도시 공

간에서 나타나는 공간의 사유화 현상을 꿰뚫고 있다. 이러한 공간의

사유화 현상은 한국 사회에서 특히 ‘방(房)’문화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방의 문화’는 한국 도시 공간의 특수한 형태로 2004년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의 주제로 이용되었을 만큼 그간 한국의 도시와 건

축 분야에서 주요한 화두로 인식되었다. 우리가 거리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찜질방, PC방, 노래방, 멀티방과 같은 특수한 형태들은 한국

의 도시공간이 사적 공간들의 집합체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대변한

다. 이러한 공간들은 일종의 공공 공간임에도 규칙과 제약이 존재하

며, 사적인 공간임에도 낮은 접근성을 가진 공간으로 그 자체의 정

체성이 모호하다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일상적인 소비 공간인 카페가 가지는 공공 공간으로서의

역할과 그 안에서 발생하는 사적 공간화 현상을 밝히고 해당 공간이

도시와 도시인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먼저 소비 공간에 대한 이론을 탐구한 후, 공공 공간과

사적 공간의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고 공공 공간의 사적공간화 과정

에서 나타나는 특수성을 카페를 통해 읽어내고자 한다. 카페는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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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일상 깊숙이 자리 잡은 대표적 소비 공간이자 한국 사회의 특

수성인 방(房)문화의 혼종적 특성과 역공간성을 읽어낼 수 있는 중

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과거 과시적 공간에서 일상

의 공간으로 자리 잡은 카페의 역할을 파악하고, 해당 공간이 가지

는 역공간성을 설명한다. 이를 통해 공간이 가지는 혼성적 특성을

파악하고, 도시 공간에서 카페가 가지는 사회문화적 특수성과 함의

를 이끌어 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2. 연구의 대상과 범위

본 연구는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드러나는 도시 소비 공간의 사적

공간화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방(房)의 문화’를 대변하는 카페에 초

점을 두고자 한다. 카페는 일상의 소비 공간이면서 공간의 혼재성을

드러내는 공간이자, 방(房)의 문화의 대표적인 형태로 공간의 사유화

에 대한 사회문화적 의미를 도출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카페에 대한 논의는 본격적으로 프랜차이즈가 한국에 도입된 이후

로 한다. 1970년대 후반의 ‘난다랑’이나 80년대 ‘쟈뎅’과 같이 오늘날

프랜차이즈 카페의 시초가 존재하기는 하나, 본격적인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들의 출현은 1999년 도입된 스타벅스를 기점으로 한다.

이전까지의 카페는 소위 다방의 형태로 ‘모던 보이’와 ‘모던 걸’이 근

대화의 흐름을 타고 당시의 유행을 주도하기 위한 과시적 공간이었

다. 후에 다시 논의할 것이나 커피가 하나의 기호적 상품이 되고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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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적 공간이 아닌 일상적 문화·여가의 공간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글로벌 커피전문점의 급속한 성장과 테이크아웃 문화가 본격적으로

발달하게 된 2000년대 초반 이후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카페가 인

간의 공간이용에 있어 일상적 공간이 되었다 합의할 수 있는 2000년

대 이후의 ‘카페’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그간 학계에서 카페에 대한 논의는 공간적 논의와 시대적 논의로

나뉘었다. 공간적 논의에 있어 카페는 비(非)장소, 제3의 공간, 문화

소비의 공간으로 인식되었으며 가로를 활성화 시키는 하나의 마케팅

적 요소로 이해되었다. 시대적 논의에 있어서 카페는 한국에 커피가

도입된 이후 1930년대 다방문화를 중심으로 한 경성의 카페문화와

당시 카페의 장소성논의가 대부분이다.

본 연구는 단순한 카페의 공간분석이 아닌 현대 사회의 공간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파악하고 역공간성이 드러나는 이유와 행태를 분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첫째로 일상적 소비 공간인 카페가 가

지는 공적 공간의 특성을 파악하고, 둘째로 한국 사회에서 카페의

역공간적 특성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카페의 이러한 역

공간성을 초래하는 원인을 찾고자 한다.

3. 연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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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문헌 연구와 보도 자료 분석, 현장 조사를 통해 진행된

다. 먼저 문헌 연구를 통해 소비 공간과 공공 공간에 대한 학계의

주요 논의 및 역(閾)공간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파악하였다. 또한 카

페문화의 도입, 형성과정 등 역사적 논의와 현황을 살펴봄에 있어

문헌 연구와 함께 보도 자료를 분석했다. 보도 자료는 중앙지와 전

문지를 위주로 분석하였으며 빈도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뉴스 빅데이

터 분석시스템인 빅카인즈(Bigkinds)를 이용해 분석했다. 공간 논의

에 있어서 1차적으로는 문헌자료와 보도자료 분석을 통해 진행하였

고 이후 현장 조사를 통해 공간 내부구조의 분석과 이용자의 이용행

태, 카페 운영형태에 대해 분석했다. 현장관찰은 신림역과 강남역부

근의 대로변 프랜차이즈 카페 4곳을 대상으로 11월 3일부터 22일까

지 약 3주간에 걸쳐 여러 차례 나누어 진행되었다. 관찰시간은 출근

시간대(오전 8시-10시), 점심시간대(오후12시-2시), 오후시간대, 이후

심야시간(오후11시-익일 오전7시)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카페 이용자

들의 행태를 추측하는 과정에서 보도자료 등의 문헌으로 추론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 본 연구의 한계점이라 할 수 있다.

 

4. 선행연구 검토

프랑스 카페의 문화콘텐츠를 공간·인물·사회적 기능별로 특성을 찾

아내 분류한 복성규(2009)의 연구는 프랑스 문화권에서 카페가 초래

하는 사회 문화적 현상을 기술함으로써 또 다른 콘텐츠를 위한 기반

을 마련하였다. 우정권(2010)은 1930년대 경성 카페 문화를 카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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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풍경과 주요 사건에 대한 연구를 통해 서사적 층위와 이미지적

층위로 분류한 뒤 이를 스토리텔링으로 묶어 내 1930년대의 문화와

당대의 모습을 재현하였다. 이를 통해 당대인들이 카페에 대해 가지

는 심리적 상태와 같은 미시적인 요소를 고찰하여 카페 공간에 대

한 인문학적 ‘지도’를 만들어냈다. 카페의 역사와 관련한 우정권

(2008)의 또 다른 연구는 1930년대 경성과 동경의 카페 유흥문화를

비교하여, 경성의 카페 문화를 탄생시킨 동경의 카페를 분석하고 이

를 통해 당대 조선의 카페가 가졌던 유흥적인 특성을 밝혀냈다.

강찬호(2013)는 개화기와 일제 강점기의 우리나라 커피 역사에 대

한 문헌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에 카페가 정착하게 된 연원을 밝혔

다.

이수안(2011)은 카페 공간의 문화적 징후를 아지트형 카페를 중심

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카페를 취향의 공간과 소통의 공간으로

나누어 바라보며, 공간을 소비하는 이용자들의 취향에 따라 공간의

분화 및 탈분화 현상이 일어남을 문화기술지 연구를 통해 파악해냈

다. 이병준과 석영미(2014)는 일상적 삶의 공간인 카페가 문화적 학

습공간이며, 이러한 일상 학습은 체면과 처신, 자기연출, 유행의 심

미화, 연행적 의례와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황성경과 김진아(2015)는 카페의 파사드가 가지는 문화적 의미를

발터 벤야민의 비평적 산보객의 방식으로 밝혀냈다. 과거 폐쇄형 파

사드에서 유럽식 전이형 파사드 그리고 개폐형 폴딩도어를 이용한

개방형 파사드가 만들어 내는 도시 경관과, 이에 따라 발생하는 각

종 문화적 의미를 기호화·계층화, 확장성과 탈 경계성이라는 요소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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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규와 오세정(2008)은 카페 디자인의 유형별 특성을 통해 스페

이스 마케팅(space marketing)전략을 밝혀내고 이러한 공간에서 이

용자들이 가지는 주관성 구조를 이해한 후 마케팅 전략의 방향을 제

시하였다. 이를 통해 제3의 공간으로서의 카페에서 이 공간을 이용

하는 소비자의 유형과 특성을 제시했다. 문근이와 류호창(2013)은 역

시 제3의 공간으로서 카페가 가지는 공간 디자인의 전략을 연구했

다. 이를 통해 제3의 공간으로서 카페가 가질 수 있는 최선의 공간

연출 전략을 제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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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도시 공간론

1. 소비 공간

1. 소비의 사회

현대 사회의 인간은 소비를 통해 삶을 영위한다. 일상에의 참여는 소

비를 통해 가능해지며, 이를 바탕으로 타인과 관계를 맺고 평범한 생활

을 꾸려나갈 기회를 얻게 된다. 말하자면, 소비가 현대 사회에서 가지는

위상은 매우 크다.

경제학 용어로서의 소비(consumption)는 생산(production)의 반대말로

서 인간이 개개인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재화나 서비스를 소모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소비란 인간이 가진 욕망의, 욕망

에 의한, 욕망을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인간의 욕망에 더해

대도시의 탈개인화와 익명성이라는 특징은 과시적 소비에 대한 욕구를

낳았다. 현대 사회를 소비의 사회로 규정한 사회학자이자 철학자인 보

드리야르는(Jean Baudrillard, 1929~2007) “풍요롭게 된 인간들은 사람들

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물에 의해 둘러싸여” 있으며,

“현대의 일상생활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소비는 유도된 소비행태로서 생

산성의 명령에 복종하고 있”고, 소비는 “일종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이자

타인과 자신을 구별 짓는 차별화의 과정”(Baudrillard, 1970)이라 설명한

다. 보드리야르의 설명처럼 현대의 소비 사회에서 사람들은 단순히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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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리처드 해밀턴, <오늘날의 가정을

그토록 색다르고 멋지게 만드는 것은 무엇

인가?>, (1956)

그림 1 앤디워홀,<푸른 코카

콜라병들>,(1962)

품을 소비하는 것이 아닌 기호를 소비하게 된다. 인간의 소비행동은 단

순한 필요에 의한 소비에서 과시적 소비로 나아가고 종래에는 타인과의

구별 짓기(distinction)를 통해 정체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귀결

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이미지의 소비’는 점점 더 정교해지고 은

유적인 형태로 소비자를 유혹한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기가 아니었

던 산업혁명 이전의 시기는 생필품을 풍족하게 가지는 것이 힘들었다.

이때의 소비는 오늘날과 같은 의미를 지니지 않았다. 즉, 현대 사회에서

소비 대상은 상품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의미체로서 시장에 등장하게

되었다(김지영, 2014). 오늘날 우리에게 소비는 ‘선택’의 문제다. 따라서

설혜심(2017)의 말처럼 소비란 물건에 대한 상상력과 이데올로기, 구별

짓기(distinction)와 같은 사회적 이미지와 상징과 같은 비물질적 요소를

포함한다. 2005년의 된장녀 논쟁 역시 이러한 기호(sign)의 소비, 과시

적 소비에 대한 비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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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 1930~2002)는 그의 저서

「구별 짓기」(La Distintion, 1979)를 통해 소비양식에 따라 구분되는

문화 계급에 대한 분석을 내놓았다. 본 저서에서 그는 “취향이야 말로

인간이 가진 모든 것”이며, 이를 통해 “스스로를 구분하고, 구분된다”고

말했다. 후천적으로 획득되는 교육수준이나 환경에 따라 개개인이 가지

게 되는 아비투스(habitus)를 통해 나타난 새로운 계급은 소비를 통해 남

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다.

소비가 가지는 또 다른 특성은 팝아트계열의 미술 작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팝아트의 아버지라 불리는 리처드 해밀턴(1922~2011)의 작품

「오늘날의 가정을 그토록 색다르고 멋지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Just what is it that makes today's homes so different, so

appealing?, 1956>와 앤디 워홀(1928~1987)의 작품 「푸른 코카콜라 병

들」<Green Coca-Cola Bottles, 1962>은 이미지를 소비하는 현대인의

특성을 표현한다. 해밀턴은 일종의 상품 진열장으로서의 가정과 그 안에

함께 진열된 인간의 모습을 통해 소비에 종속된 인간의 모습을 꼬집고,

워홀은 미국의 소비문화를 상징하는 '코카콜라'를 통해 획일적 소비, 평

등의 소비, 이미지의 소비를 표현했다. 결국 현대 사회에서 소비가 가지

는 흥미로운 지점인 이미지의 구매와 개성으로 포장된 획일성의 이미지

(박홍순, 2013)를 풍자했다고 할 수 있다.

2. 소비의 공간

현대인들과 소비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듯이, 현대인들의 일상에 맞

춰 도시 공간 역시 상품화되어 소비된다. 도시의 공공 공간과 사적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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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은 따라서 직접적으로든 혹은 간접적으로든 소비와 관련성을 가진다.

일차적으로 소비 공간은 재화나 서비스의 판매 및 구매 행위가 발생하

는 물리적 공간을 뜻하지만 더 나아가 소비 사회에서 이러한 행위가 가

지는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행위 역시 내포한다. 따라서 현대 도시에서

“소비 공간은 도시인의 생활양식을 반영하는 사회적인 공간”으로 “도시

공간이 지니는 문화적 기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김성홍, 2000).

결과적으로 이러한 소비 공간은 사회적 관계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다. 소비 공간은 인간의 행태에 주목하면서, 인간이 외부세계와 맺는 관

계와 그 관계의 방식에 대해 탐구한다. 이는 소비 공간이 도시에서 일어

나는 여러 관계를 담아내는 공간이기 때문이며, 인간이 공간을 소비하는

방식을 밝혀냄으로써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간이 창출해내야만 하는 임무

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소비 공간은 공간 그 자체로 상품화가

되었고, 공간의 소비는 이용자의 행동에 따라 결정된다.

한국 소비양식의 변화를 살핀 이정훈(2014)의 연구는 부문별 소비 비

중과 직업군 변화의 시계열 자료 분석을 통해 한국사회의 급격한 경제의

성장에 따른 소비 양식의 변화를 밝히고 이러한 양식의 변화로 새로운

소비 공간이 탄생했음을 파악했다. 그에 따르면, 1970년대에서 90년대에

는 다른 시기에 비해 가사용품에 대한 지출이 컸고, 이에 비해 90년대

이후에는 문화자본에 대한 지출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특히 한국에

서 소비가 발달한 90년대 이후 압구정동의 오렌지족과 홍대의 클럽문화

의 발달, 2000년대 이후 신사동 가로수길, 정자동 카페거리 등 다양한 소

비 공간은 하나의 문화 양식과 취향을 표출함으로써 공간 이미지를 창출

해냈다.

결국 소비 공간은 단순히 소비가 일어나는 공간이 아닌 사회·문화적 현

상이 일어나는 다층적이고 복합적 의미가 얽힌 공간임을 알 수 있다.

“자동차를 만드는 일보다 파는 일이 더 어렵게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인

간이 인간에게 과학적 대상이 되었다”는 보드리야르의 표현처럼 소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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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자체에 관심을 가지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자연스레 소비자의 심

리연구, 공간의 장소성 창출과 같은 노력으로 이어졌으며 ‘감성 소비’나

‘경험의 소비’와 같은 새로운 소비양식과 이에 대한 소비 공간의 다양화

를 낳았고, 아울러 장소성의 창출에 노력을 기울이게 만들었다. 

2. 공공 공간

 ‘public space' (본 연구에서는 공공 공간이라 해석하였다)의 논의

는 그 범주가 매우 다양하고 광대하다. 공공 공간과 사적 공간에 대

한 경계는 본디 사전적 의미에서는 경계가 매우 뚜렷하나 근대 이후

소비 도시로 변화하고 상업시설이 공공 공간으로 이용되는 과정에서

그 경계가 다소 불분명해지는 모습을 보였다. 본 논문에서는 카페를

공공 공간의 논의를 통해 다루기 위하여 먼저 공공 공간에 대한 이론

적 논의를 탐구하고 그 안에서 공공 공간으로서 카페의 논의가 가능

한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공공 공간은 일반 대중들에게 가시적이고 접

근이 가능한 사회적 공간이며 도로와 광장, 공원, 해변 등이 전형적

공공 공간이라 할 수 있다. 공공 공간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거주자들

을 사회적으로 묶어주고, 누적된 개인적 기억들과 역사적 기념물들을

통해 과거와 연계시켜주는 (방송통신위원회, 2008: Car et al., 1994 재

인용)공간이다. 이론적 논의에 있어 공공 공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

는데 첫째는 사회적 차원의 개념이며, 두 번째는 도시 공간의 하나라

는 공간적 차원의 개념이다. 사회적 영역으로서의 공공 공간은 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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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렌트(Hannah Arendt)와 위르겐 하버마스(Jürgen Habermas)의 정

치적 행위의 논의가 대표적이며,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공공 공간에

대한 논의는 지리학계에서 논의되는 오픈 스페이스(open space)에 대

한 논의가 주를 이룬다.

1. 사회적 차원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는 그녀의 저서 「혁명론」(On

Revolution, 1963)에서 공공 공간을 ‘public freedom’과 연결 짓는다.

아렌트에게 공공 공간이란 공적 관심을 바탕으로 행동하는 개개인들

간에 존재하는 사이 공간(in-between space)이며 민주적인 시민성을

배양하도록 돕는 공간이다. 즉 아렌트의 논의에 있어서 공공 공간은

고대 그리스의 아고라(agora)와 같은 형태의 공간이며, 이러한 공간

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 이루어지는 자발적 의사소통을 통해 탄

생하는 권력이 진정한 권력이라 여겼다. 그녀는 또한,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공공 공간으로부터 인간을 소외시키고 자유로운 소통을 방해

함으로써 공공 공간의 본래의 의미가 상실되었음을 지적했다.

위르겐 하버마스(Jürgen Habermas)의 공공 공간의 개념은 아렌트

의 개념적 논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하버마스의 논의에 있어 공공

공간이란 일종의 공론장(public sphere)으로서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정치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무대와도 같다. 이곳은 서로 대

면하는 개인들 간의 이성과 의견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곳이며 개인

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사회적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아렌트에게 이

상적 의사소통의 공간이 고대의 아고라였다면, 하버마스에 있어 이

상적 소통의 공공 공간은 정부의 영역에서 벗어나 부르주아들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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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공간, 이를테면 살롱(salon)이나 카페가 이

에 해당한다. 하버마스가 주장하는 공공장소는 오늘날의 자유로운

행위가 이루어지는 오픈 스페이스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의견

의 교환이 활발하고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의 영역이라 할

수 있겠다.

즉 사회적 영역에 있어서의 공공 공간은 개인이 자신의 의견을 공

개적으로 발언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장소이자 그런 개인들이 모

여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능케 한 공간이라 볼 수 있다.

2. 공간적 차원

도시 공간 영역으로서의 논의에 있어 중요한 사항은 ‘누구나 접근

이 가능한가’의 문제이다. 이 공간은 소수 권력집단 혹은 통제집단의

밖에 위치한 공간으로서 그 중요성을 갖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Ben과 Gauss의 논의에서는 공공 공간을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는 접근성(access), 둘째는 행위자(agency), 세

번째로 관심사(interest)를 들고 있다(Ben and Gauss, 1983).

①접근성의 문제

공공 공간에 대한 접근과 이용은 자유로운가. 단순한 물리적 차원

의 접근성뿐만 아니라 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보장되어야 한다.

②행위자의 문제

공간의 소유하는 자와 공간에서 행동하는 자는 누구인가. 공공 공

간은 공간의 수혜자가 공공 전체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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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경계의 문제

공공 공간과 사적 공간의 경계는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나뉘지 않아

야 하며, 이때의 공공 공간은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가지는 공간이

다.

도시 공간에 있어서 본 영역의 시대적 논의는 고대, 중세, 근대 이

후로 나누어 설명이 가능하다. 고대의 공공 공간은 앞서 아렌트가

이상적 공공 공간이라 언급한 그리스의 아고라(agora)가 이에 해당

한다. 이 공간은 정치적 합의를 낳는 공간일 뿐 아니라 각종 국가적

행사의 공간이었으며 도시의 중심지로서 존재하였다. 민주주의는 아

고라에서의 정치적·사회적 통합이라는 발판 위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었다. 즉 이때의 공공 공간은 네트워크의 구심점으로서 활용되었

다. 이후 중세에 들어서 공공 공간의 역할은 종교적 장소에 집중되

었으며, 고대의 아고라에 비교할 수 있는 공공 공간은 교회 이외에

는 존재하지 않았다. 근대로 접어들어 산업화 및 도시 규모의 성장

에 따라 공공 공간과 사적 공간의 경계와 범위에 큰 변화가 생겨났

다. 교통의 발달로 인해 공공 공간의 범주가 확산되었고, 거리의 사

적 상업시설들이 공공 공간을 다양화시켰다. 또한 통신 기술의 발달

로 인해 공공 공간은 가상공간을 포함시키며 사적 공간과 공공 공간

의 시·공적 경계를 불분명하게 만들게 되었다.

지리학적 논의에 있어 공공 공간의 정의를 Thomas Chapman3)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한다. 첫 번째는 공동의 시민 사회(communal

'civic' spaces)로서 도시 광장, 시민 공원, 공용 도로와 시장 등이 속

한다. 이러한 공간은 시민 생활의 무대이자 인간의 상호 교환 활동

3) Chapman. T (2010), "Public Space",「Encyclopedia of Geography」, 2313-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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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어나는 공간이며 사회적·정치적·경제적 활동이 일어나는 공간

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정의는 지역적 범위를 넘어서 공동체 생

활에 영향을 주는 공간으로, 인터넷 공간의 비공간적 공간

(spacelessness)이 이에 속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공공 공간은 인

간 존재의 영위에 있어 필수적이며 의사소통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공공 공간의 이용은 일상생활에 있어 요구되

는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켜줄 뿐만 아니라 특별한 문화적 의미를 지

키도록 돕는다. 이 같은 특성은 공공 도서관과 같은 정부 차원의 공

공 공간들 뿐 아니라 반(半)공공 공간(semi-public space)에서도 함

께 나타난다. 반-공공 공간이란 특정한 경제적 제한이 존재하는 공

간으로 공공 공간의 이용에 있어 비용이 발생하는 공간-입장료가 필

요한 도시공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사적으로 소유권을 가지는 카

페와 같은 공간 역시 공공 공간에 속할 수 있으나 이 역시 경제적

제한이 전제되는 장소다. 이 외에도 문화적 혹은 국가적 차원에 따

라 공공 공간의 정의에 차이가 존재하나 본 논문에서는 해당 범주를

다루지 않을 것이다. 확실한 것은 정보통신 발달로 인해 인터넷공간

을 포함시킴으로서 오늘날 공공 공간에 대한 개념은 과거에 비해 확

대되었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다루게 될 카페는 공공 공간으로서의 경계가 뚜렷하지

는 않다. 하지만 사회적 영역에 있어 하버마스의 공론장으로서의 살

롱과 카페에 대한 논의가 존재하며(그 역할은 다르다 할 수 있지만),

도시 공간적 논의에 있어 “접근이 자유롭고, 공간의 수혜자가 다수이

며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가진다”는 점이 공공 공간으로서의 성격을

충족한다 할 수 있다. 또한 지리학계의 특정한 경제적 제한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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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반(半)공공 공간 논의 역시 카페를 공공 공간의 개념적 틀 안

에서 다룰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3. 역(閾)공간

1. 인류학적 접근

역치성(liminality)은 1909년 프랑스 문화인류학자 아르놀트 반 겐

넵(Arnold Van Gennep, 1873-1957)에 의해 창안된 개념으로, 그의

저서 「Les Rites de Passage」(The Rite of Passage)에서 처음으

로 등장했다. 인간은 일생동안 몇 번의 기념비적인 전환점을 거치게

되는데, 반 겐넵은 모든 사회에서 일어나게 되는 탄생·결혼·졸업·임

신·출산과 같이 인생의 전환점을 통과의례의 측면에서 서술하며 ‘공

간, 상태, 사회적 지위와 나이에 있어서의 모든 변화’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말했다(Van Gennep, 1909,: Chelsea Rowley, 2014 재인용).

이러한 의례의 과정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과정으로 구성되는데, 분

리·전이·통합(separation, margin(or liminal) and aggregation)이 그

에 해당한다.

역치는 전이(limanal)의 과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본 용어는 문지

방(threshold)을 의미하는 라틴어 ‘limen'에서 파생되었다. 즉

‘liminality’는 내부와 외부의 사이, 혹은 방과 방의 경계를 나누는 사

이를 이르는 용어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때 공간적 측면에서

의 역치성은 경계성과 모호성이라는 특징을 가지며 안과 밖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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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이분법적 경계가 나뉘지 않는 곳을 의미하게 된다. 즉, 문지

방 상황에서의 존재는 변화하기 이전의 상태도, 이후의 상태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다.

이후 인류학자 빅터 터너(Victor W. Turner, 1920-1983)에 의해

반 겐넵의 ‘liminal' 개념이 계승·발전되었다. 터너는 그의 책「From

ritual to theatre」(제의에서 연극으로)에서 반 겐넵의 ‘통과 의례’의

상황을 분석한 후, 사회학적인 현상에 역치성의 개념을 일반화하여

이를 ‘liminality(역치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했다. 이러한 전이

적 통과의례의 상황에 있는 주체는, 구조적으로 ‘비가시적’(invisible)

한 존재이며 사회의 분류체계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사이의 존

재’라 할 수 있다(Turner,1964).

정리하자면 인류학에서 설명하는 ‘역치의 기간’(liminal period)은

예컨대 군대나 감옥과 같은 주변적인 영역에 머무는 기간을 일컫는

다. 이들은 노숙자, 난민, 죄수, 정신병자와 같이 구조와 구조의 틈

사이의 존재, 혹은 미성년자도 성인도 아닌 ‘사이의 존재’, 사회에서

뚜렷하게 분류되지 않는 존재들이다. 따라서 인류학에서 일컫는 역

치의 기간은 존재론적 측면에 있어서의 ‘문지방 공간’을 뜻 한다 볼

수 있겠다.

2. 공간학적 접근

인류학에서의 논의가 주로 내면적 변화와 사회 구조적 측면에 있

어서의 ‘문지방 공간’을 논했다면, 공간 연구에 있어 ‘문지방 공간’이

란 공간의 이분법으로 나뉘지 않는 불명확한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알렉산더 무어(Alexander Moore)는 공간적 차원에서 역공간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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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을 이용해 디즈니월드(Disney world)의 공간소비 방식을 설명한

다. 그는 디즈니 월드를 유희적 순례의 공간(playful pilgrimage

center)이라 지칭하며 이곳에서는 여가가 순례의 특성을 지니고 있

다고 해석한다. ‘마법의 왕국'(Magic Kingdom)이라 불리는 이 공간

으로 가기 위해, 사람들은 그들의 거처로부터 수십 마일이 떨어진

지점으로 이동해 그들 정체성의 상징과도 같은 '자동차'를 떠나 스

팀보트나 모노레일을 이용해 시공간적 여정을 시작하게 된다

(Moore,1989). 디즈니월드를 방문하는 이들은 일상 공간에서 벗어나

'제의공간으로' 가는 순례자와 같은 경험을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퀸틴 스티븐스(Quentin Stevens)는 계단이나 테라스, 건물의

출입구와 같이 내·외부의 경계가 불분명한 장소들이 도시의 역공간

이며, 사람들은 이곳에서 의도치 않은 상황을 맞닥뜨리고, 여러 활동

과 사회적인 만남, 교류를 가지게 된다고 설명했다(Franck et al,

2007).

도시사회학자 샤론 주킨(Sharon Zukin)은 이를 ‘공적인 것과 사적

인 것, 문화와 경제, 시장과 장소 등을 가로지르고 결합하는 공간’이

자, ‘모두에게 열려있으나 쉽게 이해되지 않는 어느 누구의 것도 아

닌 영역’이라 표현한다(Zukin, 1991). 자본주의의 발달과 함께, 공공

공간의 상품화가 일어난 현대 도시에 있어서 공간의 성격은 더욱 모

호해지고 있다. 따라서 주킨의 역공간 개념을 활용함으로써, 공간을

바라보는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나게 되었는데, 이는 도시 공간의

혼성적 특성을 파악하는데 용이하다 할 수 있다.

호미 바바(Homi Bhabha)는 역공간을 새롭고 혼종적이며 다채로운

특성을 지니는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특성을 지닌 주체들이 공존하는

공간이라 설명한다. 즉, 이때의 역공간은 모호한 경계에서 파생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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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경계 사이의 ‘제 3의 공간(third place)4)’을 뜻한다 할 수 있겠다.

현대 공간에 있어 이러한 역공간성, 즉 공공 공간과 사적 공간의

경계가 모호한 장소로는 호텔, 복합 쇼핑몰, 찜질방 그리고 본 연구

의 대상인 카페가 대표적일 것이다. 이러한 공간들의 특성은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나 완전한 공공 공간이 아닌 사유화된 공간이며 특정

한 규율과 제약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즉 완전한 개방의 공간도 아

니며 절대적 폐쇄의 공간도 아닌 ‘어중간한’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따

라서 이러한 현대 도시의 공과 사의 모호한 경계적 특성, 공간의 사

유화를 설명하는데 있어 도시의 일상적 공공 공간이자 문화적 지표

로 작용하는 카페와 그것의 역공간성을 통해 설명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4) 제 3의 공간은 올덴버그가 그의 저서 「The Great good place」에서 처음으로
제시한 개념이다. 그는 좋은 삶이란 “세 가지 경험적 영역”의 적절한 참여가 전
제되어야 한다고 보았는데, 이는 각각 가정과 일터, 그리고 제 3의 공간으로 이루
어진다. 올덴버그는 제 3의 공간을 1940년대 미국 소도시의 드럭 스토어나 영국
의 로컬 펍(pub)과 같이 쾌적하고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으면서 적절한 교류도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이라 정의했다. 제1의 공간인 가정과 제2의 공간인 일터에서
벗어나 사람들은 ‘제 3의 공간’에서 개인적인 공간을 누리면서 재충전의 기회를
가지게 된다. 올덴버그는 제3의 공간의 특징으로 첫째, 중립적이고 평등한 고객서
비스가 있으며 둘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며, 셋째, 다가가기 쉬운 접근성을 가지
고 있고 넷째, 평상시에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는 공간이라고
설명하였다(Oldenburg, 1997). 스타벅스의 CEO인 하워드 슐츠가 이 개념을 접목
시켜 스타벅스를 ‘집과 직장의 틈새에서 찾는 오아시스’의 공간으로 창조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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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카페문화의 역사적 진화

1. 카페 문화의 역사

  1. 근대적 생활양식의 출현

오늘날 우리가 일상적으로 커피전문점을 이르는 말인 카페(café)

는 본디 프랑스어로 ‘커피’를 뜻하는 말이다. 커피의 시작은 에티오

피아로, 이슬람 문화권에서 ‘qahwa'로 불리며 널리 사랑받았다. 커피

문화가 이슬람권에서 시작되긴 하였으나, 공공시설로서 오늘날의 카

페의 출발은 프랑스 파리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이수안 2011

: 피치, 2008 재인용).

처음 커피가 프랑스인들에게 ‘새로운 음료’로 자리를 잡은 것은 루

이14세 궁전에 터키 대사로 부임했던 솔리만 아가 무스타파 라카 덕

분이었다. 1669년 대사로 부임한 그가 당시 초콜렛과 홍차를 즐기던

이들에게 커피를 전수했으며, 곧 사교계에서 커피가 유명해지게 되

었다. 일반 대중들에게 커피가 익숙해지게 된 것은 1680년 파리에

이탈리아 출신 프란시스코 프로코피오데이에 의해 ‘커피 마시는 집’

인 카페 프로코프가 문을 연 이후다. 대리석과 샹들리에로 화려하게

장식된 이 카페로 당시 계몽시대를 빛낸 루소, 몽테스키외, 볼테르와

같은 지성인들과 사교계 사람들이 몰려들었다(Lefébure,2008).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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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코프가 성공하자 이후 여러 카페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했

는데, 1723년에는 파리에만 380곳의 카페가 생겨났다. 카페는 점차

파리 사람들의 일상적 공간으로 자리 잡았고 1730년대 후반부터는

파리 외곽으로 카페가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당시 카페는 새로운 소식을 듣기위해 많은 이들이 찾았기에, 여러

사람이 뒤섞여 소문을 퍼 나르고 정보를 듣거나 음모를 꾸미기에도

적당한 장소였다. 자연스럽게 카페의 손님들은 정치 현안을 자유롭

게 토론했고, 프랑스 혁명단체들은 카페에서 혁명을 모의했다. 프랑

스 혁명은 파리 카페를 중심으로 시작되고, 기세를 키웠다고 할 만

큼 카페는 혁명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했다5). 카페가 다시 상업적

모습을 되찾은 것은 혁명의 이후부터다.

즉, 파리에서 카페는 사교모임의 장(場)이자 소설가의 작업실, 예술

가들의 아지트이자 정치 현안을 토론하는 공론장으로서 프랑스인들

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혁명이후에는 카페에서 커피나 차

를 마시고 때로는 간단하게 식사를 해결하며 시간을 보냈다. 커피는

그렇게 하나의 문화를 탄생시켰고, 프랑스인들에게 카페는 일상적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2. 카페문화의 한국적 전파

커피가 한국에 수입된 것은 조선 말기로, 아관파천 당시 고종황제

가 애호하면서(장유정, 2013) 중앙 관료나 상류층을 중심으로 하나의

5) 당통과 마라, 당통의 비서 파브르 데글랑틴과 같은 정치인들도 습관처럼 카

페를 드나들었다(Lefébure,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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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음료로 자리 잡게 되었다. 유럽의 카페와는 달리, 카페 문화가

도입될 무렵인 1920년대와 30년대 경성의 카페는 술을 제공하였다.

이는 일본을 거치며 형태적 변형이 일어난 것으로, 당시의 카페라

함은 여급이 손님을 상대로 술을 판매하는 서양식 주점으로 인식되

었다. 오늘날의 카페는 당시 ‘다방’으로 불리었으며, 이는 근대 문명

을 상징하는 공간이었다. 기록에 따르면 최초의 커피전문점은 1902

년 손탁에 의해 세워진 ‘손탁호텔’의 다방이었으며 이후 일제 강점기

동안 일본인에 의해 ‘끽다점’이 명동 등지에 생겨났다. 일반 대중들

에게 커피 문화가 전파된 것은 1930년에 이후의 일이다. 이때의 다

방은 당시의 ‘모던 보이’와 ‘모던 걸’들, 문인들과 화가 등 예술가들이

때로는 작업실로 때로는 만남의 아지트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당시

의 다방 즉 카페는 프랑스인들의 카페 이용방식과 흡사한 양태를 보

였으며 주로 지하나 2층에 위치하여 물리적으로도 폐쇄적 성격을 가

진 공간(황성경 외, 2015)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전쟁당시 주한 미군의 보급품을 통해 인스턴트커피가 한국에

알려지기 시작했으나, 커피가 친근한 대중적 음료로 인식되기 시작

한 것은 1970년대 동서 식품에 의해 탄생된 믹스커피와 80년대 초반

자판기 커피의 탄생에 이르러서다. 60년대 까지 카페는 여전히 여급

이 술을 파는 주점으로 인식되곤 했던, 유흥과 쾌락의 공간이었다.

이후 62년 ‘세시봉’이라는 노천카페가 인기를 끌며 점차 대중에게 카

페의 인식이 커피를 파는 공간으로 변화하게 된다. 한국의 카페 문

화에 있어 또 다른 기점은 서울 올림픽이 개최된 1988년 이후다. 올

림픽 개최를 통해 해외여행이 자유로워지며 원두커피를 접한 이들의

수요가 증가하였고 1987년 커피의 수입 자율화가 시작된 이후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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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원두커피 전문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1988년 압구정에 문을

연 ‘쟈뎅’이 오늘날과 같은 프랜차이즈 형태 커피 전문점의 효시라

볼 수 있다. 이처럼 원두커피전문점의 등장 이후 다방에서 판매하던

인스턴트커피를 ‘다방 커피’로, 원두커피 전문점에서 판매하는 커피를

‘커피’로 인식하게 되었다. 새롭게 등장한 원두커피 전문점들은 당시

지하나 2층에 있던 다방과는 달리 개방적이고 편안한 공간적 형태를

띠며 점차 대중에게 카페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켰다 볼 수 있다.

3. 카페 공간의 일상화

카페가 단순히 커피를 파는 공간이 아닌 공간과 분위기를 제공하

는 곳으로 변하기 시작한 것은 프랜차이즈 카페의 도입 이후다. 글

로벌 브랜드 중 한국에 최초로 문을 연 스타벅스는 1999년 이화여대

앞에 1호점을 개점하며 이국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와 테이크아웃

문화, 트렌디한 매장 음악의 이용 등을 통해 새로운 커피 문화를 만

들었다. 바로 이듬해인 2000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커피에 부과되던

특별 소비세 역시 폐지되면서 테이크아웃 전문점들이 급격하게 증가

하기 시작하였다. 스타벅스를 시작으로 커피빈, 탐앤탐스, 할리스, 파

스쿠찌 등 글로벌 브랜드와 한국의 대형 브랜드들이 끊임없이 생겨

났다. 이로인한 테이크아웃 문화의 활성화와 함께 카페의 브랜드는

한국 사회에서 하나의 ‘기호적 상품’으로 자리 잡게 된다. 프랜차이

즈 브랜드 카페는 별다방, 콩다방과 같이 대중적으로 불리는 별칭이

만들어지기도 했으며 2005년에는 ‘된장녀’ 논쟁이 발생하는 등 도입

과 성장의 과정에서 대중적 담론을 끊임없이 생성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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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 따르면 2006년 기준 서울시 전체의 커

피전문점 수는 658곳이었으나 5년 후인 2011년 말에는 약 7.5배가

증가한 4천 929곳으로 집계되었다. 이후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우리

마을 가게 상권 분석 서비스'에 따르면 2015년에는 1만 7032개로 증

가하였다. 2016년 전국의 편의점 개수가 3만 3천개임을 감안하면, 카

페가 한국에서 어떤 공간으로 자리 잡았는지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

다. 또한 2017년 5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배포한 식품산업통계정보

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은 (12년) 288잔,

(13')298잔, (14')341잔, (15') 349잔, (16') 377잔으로 추정되었다. 5년

간 연평균 7.0%의 증가율을 보인 것을 알 수 있다. 서울시내 카페에

점을 찍으면 서울시 지도가 완성된다고 할 정도니6) 이제 카페는 어

디에나 있는 일상의 공간이자, ‘제3의 공간’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공

간(이병준 외, 2014: 김영한, 2003 재인용)임을 확인할 수 있다.

2. 카페문화의 다의적 장소성

  프랑스에서 카페는 고향과 같은 존재이자, 권태감에 짓눌린 영혼

과 낙오자의 온상이자 축제가 열리는 장(場)이며 때로는 도박과 게

임을 위한 공간이자, 토론의 장, 예술가들의 피난처이자 고독한 영혼

의 피난처(Lefebure, 2008)의 공간이다. 한국에서는 20년대 경성의

6) 『한국경제 뉴스래빗』,2017년 2월 23일자, “커피공화국‥카페 점 찍으면 서울지
도가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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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 보이’와 ‘모던 걸’들이 근대 유행을 주도하고, 예술가들이 작업

실과 아지트로 사용하던 공간에서 현대 IT유목민들의 공공 공간이자

사적인 공간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제 서울 도심에서 카페를 찾는 일

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어디서나 방문이 가

능하다. 카페가 가진 또 다른 특성은 방문하는 이의 목적에 따라 여

러 갈래로 공간이용이 분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대인들은 단순히

커피를 즐기기 위해서만은 카페를 방문하지 않는다. 본 장에서는 문

헌과 보도 자료를 참고하여 한국사회에서 카페를 이용하는 속성을

네 가지 키워드로 분류하였다.

1. 친교의 공간

앞서 언급하였듯이 카페는 ‘제 3의 공간’으로 인식된다. 집이나 일

터나 아닌 이러한 공간에서 사람들은 여가와 친교를 즐기고 휴식을

취한다.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에서 1호점 개점 10주년을 기념해

2009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7), 전체 응답자 중 22.4%가 ‘타

인과의 만남 및 대화를 위해’ 카페를 방문한다고 응답했다. 여전히

많은 이들이 누군가와 담소를 나누기위해 혹은 소개팅이나 데이트를

위해 카페를 방문하고 있다. 한 결혼정보 회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에서도 만남의 장소로 가장 많이 꼽았던 곳이 카페(33.8%)인 것으로

나타났다8). 1960년대의 다방 역시 이러한 만남의 장(場)으로 자리했

다. 당시의 다방은 남에게 방해받지 않고 커피를 즐기며 시간을 보

7) 『조선일보』,2009년 8월 7일자, 사람들이 커피전문점에 가는 이유
8) 『싱글리스트 매거진』, 2017년 3월 28일자, 미혼남녀 소개팅 '데이트 장소' TO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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낼 수 있는 요긴한 장소이자 젊은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 샐러리맨

들의 사랑방, 결혼 중매소, 물품거래소로도 이용9)되었다.

기호학적 관점에서의 카페는 여러 문화가치들이 특정 교환을 성취

하기 위해 기호들을 사용하는 복잡한 커뮤니케이션의 체계(이병준

외, 2014: 전향연 외, 2010 재인용)다. 카페는 친교의 과정에서 발생

하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일종의 코드가 교차하는 공간인 것이다.

이는 짐멜(Simmel. G)의 친교의 개념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데,

짐멜은 친교를 직업세계로부터 해방된 시민계층의 구성원들이 놀이

의 형식을 통해 남과 더불어 그리고 남을 위해 의사소통을 하고 상

호작용을 하는 사회적 공간(장소은, 2014)이라 칭하였다. 즉 친교의

공간으로서 카페는 타인과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보장하고 타인에

대해 학습하며 상호작용하는 공간인 것이다.

한나 아렌트는 사회란 물리적으로 분명한 윤곽을 갖는 객관적 실체

가 아니라, 내가 타인에게 현상하고 타인이 나에게 현상하는 공간(김

현경, 2015)이라 말한다. 사회는 나와 타인이 함께 있을 장소가 전제

되어야 탄생하는 공간이며, 현대 도시에서는 카페가 이러한 장소를

제공한다. 우리는 카페 직원의 환대(hospitality)와 적당한 무관심을

동시에 받는다. 환대를 받는다는 것은 사회 안에 속하는 구성원, 사

람이 된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사람이 되는 것은 자리·장소를 가지

는 것이라 할 수 있다(김현경, 2015). 이러한 환대는 자리를 주는 행

위로, 세 가지 조건이 전제된다. 첫째는 신원은 묻지 않는 환대가 필

요하고, 보답을 요구하지 않아야하며, 상대가 적대할지라도 환대하여

야 한다는 것이다. 카페에서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신원을 확인받지

9) 『국제신문』, 2016년 1월 11일자, 김형찬의 대중음악 이야기 <2> 음악과 함

께 한 다방의 역사- 다방전성기 196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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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보답을 요구받지도 않는다. 한 잔의 커피로 공간을 점유할 수 있

는 권리를 부여받고 사회에 소속되어 타인과 상호작용을 나눌 수 있

는 것이다.

2. 학습의 공간

카페를 학습의 공간으로 선택하는 기준은 저마다 다를 것이다. 누

군가는 약간의 소음을 원할 것이고, 쾌적한 분위기와 커피의 향을

느끼고 싶을 수도 있다. 혹은 타인의 적당한 시선을 통해 집중력을

높이고자 할지도 모른다. 실제로 카페에서 들리는 백색소음이 집중

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10)도 나와 있

다.

한국 사회에서 이제 ‘카공족’(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는 어

휘는 낯선 표현이 아니다. 오히려 카페에서 공부하는 것은 이제 하

나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2005년의 ‘된장녀’ 논쟁 등

한때 카페에서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는 행위를 일종의 허세로 치부

하는 흐름이 존재하긴 했으나, 이제 카페와 학습은 친밀한 한 쌍을

이루는 단어가 되었다. 2016년 취업포털 인크루트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11)에 따르면 응답자의 37%가 취업준비에 카페를 선호한다고 나

타났다. 이는 학교 도서관(17%), 집(16%)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

이며, 또한 같은 해 11월에 실시한 설문조사12)에서 응답자의 79%가

10) 2012년 미국 일리노이대와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 연구진의 연구결과와 한
국 산업 심리학회의 연구 발표에 따르면 정적 상태일 때 보다 적당한 백색 소음
을 들을 때 집중력은 47.7% 기억력은 9.6%가 상승한다고 한다.

11) 『인크루트』,2016년 2월 29일자, 인크루트 설문결과, 도서관도 제친 취업준비
장소 1등은 이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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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공부를 해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뉴스 빅 데이터 분석 시스템인 빅카인즈(Bigkinds)에서 추출한 ‘카

공족’에 관련한 기사는 총 97건으로 2015년 2건, 2016년 46건, 2017

년 41건으로 나타났다. ‘카공족’은 2015년13)에 처음으로 기사에 등장

하였는데, 해당 기사에서 카공족은 다소 부정적인 존재로 인식된다.

기사는 카페 회전율을 낮추는 카공족으로 인해 카페의 수익창출을

저하시킨다는 카페 운영자들의 불만과, 네티즌들이 제시하는 ‘카공족’

의 대처를 위한 해결책을 설명하였다. 여전히 테이블 회전율과 같은

문제로 인한 부정적 시선역시 적지 않지만14), 최근에는 카공족을 유

치하기 위해 콘센트와 와이파이를 확충하는 추세를 보인다15). 실제

로 한 글로벌 프랜차이즈 매장은 카공족의 흐름을 외면하다 매출의

하락세를 보여 최근 카공족 유치를 위해 매장의 경영철학을 변경16)

했다.「카공족을 위한 가이드북」17)이라는 책이 존재할 만큼, 카페는

현재 친교의 공간을 넘어 학습의 공간으로 인식된다.

3. 사무의 공간

뉴욕 타임즈는 2010년 오피니언 페이지를 통해 한국의 새로운 합

12)『파이낸셜 뉴스』,2016년 11월 30일자, 까페가 도서관? 성인남녀 77% “공부해도
괜찮아”

13)『해럴드 경제』, 2015년 5월 13일자, 카페 공부족이 진상? 몇시간까지가 적당한
가

14)『세계일보』,2017년 9월 23일, ‘안방 아닌 카페에서 '영역표시'하는 손님들’
15)『해럴드 경제』,2017년 8월 24일자,카공족, ‘진상’에서 ‘우수단골’로 신분격상
16)『서울 파이낸스』,2017년 3월 23일자, 커피빈의 고집스런 행보 '결국 꺾이다'
17)「카공족 가이드: 나는 오늘부터 카페에서 공부하기로 했다」(2016) 송태민 외,
어비북스.



32

성어로 coffice(Coff[ee] + [Off]ice)를 소개했다18). ‘코피스’족은 카페공

간을 사무공간으로 사용하는 이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2011년의

트렌드 키워드19)에 꼽히기도 했다. 실제로 한 설문조사20)에서 직장

인 응답자의 54%가 본인을 코피스족이라 답하였으며, 인터넷을 통해

코피스 족을 위한 추천 카페의 목록과 카페에서 사용하기 편한 IT용

품을 추천하는 글도 심심찮게 접할 수 있다. 커피 전문점들 역시 이

러한 코피스족을 잡기위해 각종 스마트 컨텐츠를 개발하거나 회의나

세미나 개최가 가능한 비즈니스용 공간을 따로 만들기도 했다21).

가디언(theguardian)은 2014년 ‘The coffice: the future of work?’라

는 기사를 통해 이러한 코피스의 출현은 산업적 특성의 변화

(changing face of work) 탓으로, 지식기반 노동자(knowledge-based

worker)에게 필요한 것은 4C(good coffee, good cake, good

connectivity and good company)이라 언급했다.

셰익스피어가 그의 희극 「뜻대로 하세요」(As You Like It)에서

‘온 세상은 무대요, 모든 인간은 그저 잠시 등장했다가 퇴장하는 배

우일 뿐이지(All the world’s a stage, And all the men and women

merely players.)’라고 말했던 것처럼 인간은 일생동안 무대 위의 배

우와 같이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타인과의 교류를 위

해 인간은 사회적 가면이 필요하며 타인의 시선을 통해 자신의 행동

을 고치고 바로잡는다. 옆 사람이 집중하는 모습을 통해 집중력이

전염되는 덕분에 카페에서 공부가 잘 된다는 연구 결과22)는 타인의

18) Portmanteau term used in South Korea to describe how coffee houses
are used for work, study and socialising.

19)「(키워드로 읽는 오늘의 세상) 2011 트렌드 키워드」 (2010) 김민주 외, 미래의
창.

20)『인크루트』,2011년 8월 2일자, 직장인 절반, “나는 코피스족(族)”
21)『중앙일보』,2010년 6월 17일자, 커피전문점 '코피스족'이 대세
22)『조선일보』,2016년 6월 1일자, 커피 전문점에서 공부 잘되는 이유, 소음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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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에드워드 호퍼(Edward H.) <Nighthawks>, (1942)

시선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에게, 카페가 학습 혹은 사무

의 공간으로 이용될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겠

다.

4. 임시거처의 공간

미국의 화가 에드워드 호퍼(Edward Hopper, 1882~1967)의 작품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The Nighthawks)에 등장하는 카페는 캄캄한

도시를 은은하게 비춘다. 카페 안의 주인과 정장차림의 남자 둘, 한

명의 여자는 고독에 빠져있다. 호퍼는 1940년대 미국 카페를 포착한

하나의 장면을 통해 도시인들의 고독한 내면을 그려냈다. 현대 서울

의 24시간 카페는 도시인들의 어떤 모습을 그려내고 있을까?

동아시아 대도시의 맥도날드 난민에 대한 문화연구자 송은영의 연

구23)는 한국, 일본, 홍콩, 중국 등 동아시아의 대도시에서 동시다발

‘옆 사람’이 1등 공신
23) 송은영(2016), 나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고통스럽다,「문화과학」, 88, 11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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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등장한 맥난민(MacRefugee)를 통해 동아시아 국가의 사회복

지 체제와 공간에서 드러나는 배제의 정치를 꼬집는다. 2008년부터

서울과 동경, 오사카, 홍콩, 상하이 등지에서 발견된 이러한 난민들

은 24시간 운영되는 맥도날드를 피난처로 삼아 생활하는 새로운 하

층집단이다. 교통비와 주거비와 같은 기본적인 생계비의 상승과 열

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한 화이트칼라 맥난민부터, 불법체류자, 홈리

스, 혹은 가출 청소년 등 하나의 계층으로 일원화 되지 않는 다양한

군상들이 맥난민을 이룬다. 한국에서는 2009년 시사프로그램24)에 의

해 처음으로 ‘햄버거 난민’이라 소개되었다. 일본의 ‘마쿠도 난민’(マ

クド,맥도널드의 일본식 표현인 마쿠도나루도의 준말)이 동아시아에

서 최초로 발견된 사례이며, 이들은 이 이전의 넷카페 난민

(Net-Cafe)의 변형 형태이다. 마쿠도 난민들은 넷카페에서 지불해야

하는 금액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으로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맥도날

드라는 새로운 공간을 찾아낸 것이다. 일본 역시, 집세를 지불할 능

력이 없는 프리터족이나 가출 청소년, 일용직 노동자들이 맥난민을

형성하고 있다. 저자는 이들이 맥도날드로 모여든 이유 중 하나로

맥도날드가 도심의 다운타운, 유흥가, 각종 역들의 주변에 자리 잡고

있으며, 24시간 동안 열려있기 때문이라 분석한다. 이들에게 공적 공

간으로서의 맥도날드는 일시적 사적 점유를 허락하는 임시적 거처인

셈이다.

서울시내 24시간 카페들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다. 24시 카페들

은 도심의 다운타운, 유흥가, 각종 지하철 역 주변에 맥도날드보다

훨씬 다양한 모습으로 24시간동안 환하게 불을 밝힌다. 이 공간을

우리는 길을 걷다 우연히 들어갈 수도 있고, 24시간 카페를 소개해

24) 시사매거진 2580, 2015년 2월 19일자(69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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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 사이트25)를 통해 마음에 드는 공간을 찾아갈 수도 있다.

[그림 4, 5] 맥난민(McRefugees) Vincent Yu / AP

이곳은 밤을 잊은 호모 나이트쿠스(Homo-nightcus)들의 하나의

보금자리26)로 이용되기도 하지만, 맥도날드와 같이 갈 곳 잃은 이들

의 임시거처로 이용되기도 한다. 주로 가출 청소년들이다. 이는 카페

에서 가출청소년들의 일상을 관찰한 르포르타주나 기사를 통해27)서

여실히 드러나 있다. 이들은 찜질방이나 PC방과 같이 청소년의 심야

출입이 제한 된 곳을 들어갈 수 없거나, 들어갈 여비를 마련하지 못

한 이들이다. 2017년 8월 24시간 카페에서 발생한 가출 청소년들 간

의 폭행사건28)은 이들이 사회의 제도아래에서 ‘난민’처럼 떠돌고 있

는 상황을 보여준다. 맥카페(McCafe)에서 밤을 새우는 노인층과, 신

25) 스타트업 업체 림버스(대표 장션)는 'wire quest'서비스를 통해 서울시내에 영

업 중인 24시 카페의 브랜드와 위치를 소개했다. 이 사이트에 리스트 업 되어있는

카페는 총 188개(2017년 11월 기준)다.
26)『조선일보』,2012년 9월 26일자, 잠 못 이루는 서울… 올빼미족, 24시간 커피숍
점령하다

27)『국민일보』,2013년 8월 7일자, ‘[홈리스, 가정서 쫓겨난 아이들] ‘가출팸’ 생활
아이들 종일 떠돌다 밤 11시 첫 끼니‘

『한겨례』,2016년 1월 11일자, ‘집 나온 16살이 밤 지새울 곳은 24시 카페뿐이었다’
『조선일보』,2012년 7월 26일자, ‘청소년 가출 원인 1위는 '말 안 통하는 부모'’
28)『일요서울』,2017년 8월 4일자, [밀착취재] 범죄 사각지대 24시간 카페, 일탈 청
소년들의 해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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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과 강남의 카페 등지에서 밤을 새우는 청년들, 신림동 24시간 카

페를 점령한 가출 청소년들의 모습은 서울의 카페가 대도시 난민들

의 대피처가 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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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례연구: 카페문화의 역(閾)공간성

본 장에서는 앞서 언급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실제 현대 카페에

서 역공간성이 일어나는가를 밝혀내고자 한다. 연구자는 문헌연구를 통

해 역공간적 요소를 살펴본 후, 현장관찰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역공간성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가로지

르고 결합하는 공간’이자, ‘모두에게 열려있으나 쉽게 이해되지 않는 어

느 누구의 것도 아닌 영역(Zukin, 1991)’ 혹은 호미 바바의 말처럼 ‘새롭

고 혼종적이며 다채로운 특성을 지닌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특성을 지닌

주체들이 공존하는 공간’으로서 카페의 ‘제 3의 공간’적 특성을 보고자

했다.

본 장에서 실시하는 문헌연구는 보도자료 분석으로 진행하였다. 한국에

서 프랜차이즈 카페가 대중에게 널리 인식되기 시작했다 여겨지는 2000

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의 관련기사를 빅카인즈의 중앙지·경제지·

전문지(디지털타임스, 전자신문)에서 추출해 분석했다.

현장관찰은 신림역 일대와 강남역 일대의 프랜차이즈 카페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신림역 부근은 서울시 관악구 내 신림동과 서원동을 끼고

자리한 곳으로 일반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이 혼합되어 형성된 지역이

다. 2016 서울 대중교통 이용 현황에 따르면 신림의 경우 역 이용률이

서울에서 세 번째로 높았으며(승차:72,900명, 하차: 71,386명/1일 기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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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청소년부터 중·장년층까지 연령대가 다양한 분포를 보인다. 또한 서

울 서베이 지표조사(2016)에 따르면 관악구는 1인 가구의 비중이 서울시

전체에서 가장 높은 40.9퍼센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1인가구 주택가

로서의 속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큰 것 역시 특징이다. 특히 2호선 신림

역 부근은 관악구에서 가장 번화한 지역의 하나로 순대거리, 패션 문화

의 거리가 조성되어 있으며, 멀티플렉스 영화관, 음식점, 카페 등이 밀집

한 도심 번화가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또한 이곳은 전국에서 가출

청소년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는 것이 주목할 만한 점이다. 따라

서 신림역 부근은 청소년부터 장년층까지의 인구가 유흥을 목적으로 몰

려드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인근 대학의 대학생과 직장인들의 거주지로

카페 이용의 혼종적인 특성이 뚜렷하게 보일 것이라 기대되는 지역이다.

강남역 부근의 경우 테헤란로와 강남대로를 끼고 강남구와 서초구의

경계에 위치한 곳으로, 일반 상업지역으로 볼 수 있다. 해당 역은 신분당

선으로 환승이 가능한 환승역이며 다수의 광역버스 노선과 연계가 가능

하고 9호선 신논현역으로의 연계도 어렵지 않아 역 이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흔히 강남 사거리로 불리는 강남역 부근 일대는 강북의 명동

과 더불어 서울시에서 가장 번화한 지역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강남의 경우 1일 승하차 인원이 각각 99,209명/100,387명으로 가장 높았

다. 아울러 이 지역은 사무실의 밀집도가 매우 높으며 어학원과 유학원

이 다수 분포되어 있고, 멀티플렉스 영화관과 음식점과 카페 및 유흥시

설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역시 혼종적 카페 이용의 특성이 기대되는 지역

이다. 두 지역은 유흥과 야간문화가 발달한 곳이라는 유사점이 존재하나

이용유형과 타깃계층에 있어서는 차이가 클 것이라 생각해 두 곳을 선정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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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운영시간 유형 및 크기

A

관악구 신림동

07:00 ~ 22:30 글로벌 프랜차이즈 / 103석

B 00:00 ~ 24:00 국내 프랜차이즈 / 126석

C 00:00 ~ 24:00 국내 프랜차이즈 / 50석

D 00:00 ~ 24:00 국내 프랜차이즈 / 120석

A

강남구 역삼동

07:00 ~ 23:00 글로벌 프랜차이즈 / 150석

B 00:00 ~ 24:00 국내 프랜차이즈 / 294석

C 08:00 ~ 24:00 글로벌 프랜차이즈/ 120석

D 강남구 논현동 00:00 ~ 24:00 국내 프랜차이즈 /172석

[표1] 관찰 카페목록

현장관찰은 신림역과 강남역부근의 대로변 프랜차이즈 카페 8곳을 대상

으로 11월 3일부터 22일까지 약 3주간에 걸쳐 여러 차례 나누어 진행되

었다. 관찰시간은 출근시간대(오전 8시-10시), 점심시간대(오후12시-2시),

오후시간대, 이후 심야시간(오후11시-익일 오전7시)으로 나누어 진행하

였다.

1. 다목적 공간으로의 변화

과거와 비교해 카페 내부에 있어 두드러지는 점은 테이블의 변화다.

일부 매장은 카페 자체의 테마를 ‘라이브러리형’으로 잡고 1인 고객 위주

의 책상과 콘센트, 조명을 비치했다. 실제로 강남역 11번 출구 앞의 프랜

차이즈 카페는 611㎡(약 185평)의 3층짜리(지하층, 반지하층, 지상층) 매

장을 라이브러리형 공간으로 만들었다. 카공족을 겨냥한 본 매장은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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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석 중 178석을 콘센트와 스탠드가 설치된 1인용 데스크테이블로 갖추

어 두었다. 해당 프랜차이즈는 신림동에 처음 라이브러리형 매장을 선보

인 후 강남으로 진출하였는데, 보도 자료에 따르면 이로 인해 강남역점

의 매출은 이전보다 135퍼센트 가량 증가했다29). 1인 좌석을 늘리고, 스

터디 존을 분리해 혼자 오는 손님과 카공족을 겨냥하면서 해당 프랜차이

즈의 평균 매출 역시 약 30퍼센트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30). 인근의

다른 매장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1인 테이블을 대폭 늘리고, 혼자 앉

는 테이블에 콘센트를 배치시켰다. 칸막이를 설치해 둔 곳도 적지 않았

다. 어느 카페에서건 이러한 독서실형 좌석이 가장 인기가 높았다.

라이브러리형 매장에는 혼자 와서 시간을 보내는 이들이 절대적으로 많

29) 『jobsN』, 2017년 9월 22일자, “매출 전국 3위 찍는 카페에 있는 특이한

테이블”
30) 『한국 경제』,2016년 10월 20일자, '카공족' 모셔오니 매출 뛴 할리스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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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화를 나누는 이들은 귓속말을 주고받거나 편하게 대화를 나누기

위해 짐을 두고 자리를 맡아둔 채 옮겨 앉기도 했다. 신림동의 라이브러

리형 매장은 새벽 1시가 가까워졌을 때야 조금씩 빈자리가 생기기 시작

했다. 연구자가 시간대를 나누어 방문했지만 자리를 확보할 수 있었던

때는 자정이 지난 심야시간대와 이른 아침 시간대뿐이었다. 2시간 간격

으로 돌아보았을 때에도 테이블의 회전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자정이

넘는 시간까지 노트북을 든 이들이 카페를 찾아왔고, 자리를 찾지 못해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다. 짐을 놓아둔 채 몇 시간씩 밖으로 사라지는 사

람들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책상 위는 노트북, 충전기, 독서

대와 각종 책들은 물론 과일이나 과자와 같은 개인용 스낵을 쌓아둔 이

들도 적지 않았다. 이용객들 대부분은 노트북을 소지하고 있었다. 그들은

영화를 보거나, 문서 작업을 하고 때로는 그림 작업을 하는 이들도 있었

다. 노트북을 가지지 않은 이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었다.

연구자 : 늘 이렇게 사람이 많나요?

신림역 B 카페 직원 : 거의 꽉 차요. 세 시간 정도는 기본? 대부분은 더 오래

계시는 것 같은데. (새벽)두시 지나면 좀 덜해요. 짐 두고 나갔다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연구자 : 테이블 회전이 거의 안 되나요 그럼?

신림역 B 카페 직원 : 네, 거의 뭐. 식사 메뉴 드시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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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갔다 오시거나, 몰래 빵 같은 거 드시는 분들도 있고. 거의 없는(편 인거 같

아요).

주변에 직장인 비율이 높은 강남역의 경우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관

찰한 대부분의 카페에서 회의 테이블과 세미나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

고, 이용률이 높다는 것이었다. 1번 출구 바로 앞의 프랜차이즈 카페는

전체 150석의 좌석 중 20석을 회의 테이블 좌석으로 마련해 두었다. 이

외에도 커뮤니티 테이블 혹은 세미나 공간을 주변의 대부분 카페에서 제

공하고 있었다. 이용객이 원하는 모든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은

테이블의 형태와 배치를 다양화하는 것은 물론 카페의 테마를 특성에 맞

추어 다각도로 변화시키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아래의 기사를 통해서

도 확인이 가능하다.

스타벅스는 주변에 대학 통학버스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학생들을 위한 편의시

설이나 서비스를 적극 제공하고 있다. 회의나 세미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꾸며

놓았고 무선랜 시스템을 설치해 노트북만 있으면 숙제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매월 50권 이상의 책을 비치하고 있다. 스타벅스 마케팅팀 관계자는 "독서하

기 좋은 곳, 약속하기 좋은 곳, 회의하기 좋은 곳 등 매장마다 특성을 살리고

있는데 매출 증대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매일경제, 2006-10-25, 강남역 상권 “카페들의 전쟁")

사무실 상권이나 대학가 매장을 작업 공간으로 쓰기 좋게 바꾸고 있다. 스타벅

스 서울 광화문점은 창밖을 바라보며 혼자 앉는 테이블엔 의자마다 콘센트를

설치해 뒀다. 또 ‘커뮤니티 테이블’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사람이 둘러앉는 긴 테

이블도 대폭 늘렸다. 엔제리너스·카페베네·탐앤탐스·할리스 등은 아예 회의 공

간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탐앤탐스 박문선 마케팅팀장은 “우리는 186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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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 회의실 같은 비즈니스 룸을 뒀고 오피스 상권에는 이런 룸을 2개씩 두

기도 했다”며 “야근 직장인들을 위한 24시간 매장도 늘려가는 중”이라고 말했

다.

(한겨례, 2010-07-20, “일, 회의하러 오세요" 유혹하는 커피전문점)

스타벅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해부터 스마트폰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IT기기를 활용해 업무를 보는 코피스족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며 "코피스족

이 오래 앉아 있는 것을 고려해 딱딱한 의자 대신 푹신한 소파를 놓고 두 테이

블 당 한 개씩 콘센트를 설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년 전부터 새로 문

을 여는 매장에는 6~8명씩 앉을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테이블도 배치하고 있다

"며 "코피스족을 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 2011-08-07, “스타벅스 먹여살리는 '코피스족'의 정체는?")

실제 방문자가 방문했던 점심시간대 직후 강남역 일대의 카페의 세미나

룸은 거의 만석이었다. 출근시간대에도 몇몇 세미나 룸은 예약된 장소

라는 직원의 안내가 있거나, 몇몇 회사원들이 모여 회의를 진행하고 있

었다. 점심시간대 이후로 대부분의 커뮤니티 테이블은 휴식시간을 이용

해 커피를 마시거나 대화를 나누는 이들로 붐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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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평소에도 보통 세미나 룸 이용도가 높은 편인가요?

강남역 C카페 직원 : 늘 꽉 차있거나 그러는 편은 아닌데, 미리 (예약)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전이랑 점심때는 좀 몰리는 편이에요. 저녁에는 뭐랄까 회식처

럼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카페와 같은 반(半)사적 공간에서 나타나는 역공간성은 사익만을 추구

하는 것이 아닌 개인성을 어느 정도로 수용(조경진, 2011)하고 독려하며,

다수의 점유를 용인할 때 가능해진다. 실제 관찰결과 카페는 테이블 형

태의 다양화와 공간의 분리를 통해 다양한 이용객의 접근성을 높이고,

다수의 공간 이용객들에게 ‘열린’ 공간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용객은

커피를 구매함으로써 과거 공공 공간인 아고라가 가졌던 ‘네트워크의 구

심점’으로 활용할 수도 있었으며 Ben과 Gauss의 공공 공간 논의에서와

같이 높은 접근성과 이용가능성, 소수의 통제를 벗어난 다수의 점유 공

간으로서도 활용되는 모습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아울러 이와 함께 타인

으로부터 사회적 거리가 유지되는 1인용 공간·개인적 공간으로서도 사용

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내부 공간의 다양화와 함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메뉴의 다

양화이다. 카페는 커피와 간단한 디저트를 판매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메뉴를 늘림으로써 공간이 가질 수 있는 모습을 더욱 확대시켰다. 2014

년 점심과 맥주 및 와인을 포함한 저녁메뉴 판매를 가시화한 스타벅스는

일찌감치 본래의 ‘스타벅스 커피’라는 명칭에서 커피를 없앴다. 시애틀

본사에서 시작한 이러한 투자 형태는 한국의 프랜차이즈 경쟁사들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나타났다. 스타벅스를 포함한 프랜차이즈 카페들이 아

침을 포함한 식품메뉴를 확대하고, 모닝메뉴를 브런치 메뉴로 시간을 연

장시켰다.



45

스타벅스 관계자는 "2006년 출시한 모닝세트가 2010년에 오후 3시까지 판매하

는 브런치 세트로 바뀌고 매해 판매량이 30%씩 늘어나는 등 카페가 명실상부

한 현대인의 식사 공간이 되고 있다"며 "전통적인 베이글·머핀·스콘 외에 웰빙

트렌드를 반영한 샌드위치, 샐러드, 비스트로 박스 등의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

는 추세"라고 밝혔다.

(매일경제, 2017.02.10, “커피 전문점의 확장 ‘아침·점심식사를 카페에서’")

업계에서는 커피전문점의 식사대용 메뉴가 더욱 확장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커피전문점 내 식사대용메뉴를 포함한 사이드 메뉴 시장은 1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카페에서 식사대용식으로 간편하게 끼

니를 해결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혼자서 식사 하는

것을 꺼려하는 소비자도 카페를 많이 찾는다” (중략) 이런 소비자들의 요구와

생활 패턴 변화를 반영한 메뉴를 계속해서 선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세계일보, 2015-10-12, “넌 아직도 식당가니? 난 카페에서 삼시세끼 해결한다")

이러한 모습은 신림역 부근에 비해 강남역 부근에서 더욱 활발하게 관

찰되었다. 출근 전 아침을 해결하는 이들과 점심이나 저녁을 해결하는

모습도 심심치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카공족들이 모인 라이브러

리형 카페의 경우 이용 빈도가 매우 높았다. 이러한 카페의 특징은 통상

적인 식사시간대에 맞추어 음식을 먹는 모습이 잘 관찰되지 않았다는 점

이다. 저마다의 생체 리듬에 맞추어 끼니를 챙겨먹는 듯 했다. 실제로 관

찰한 라이브러리형 매장의 경우 폐쇄형 파사드로 구성되어 외부와의 시

각적 연결성이 매우 떨어지는 공간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매장 안과 밖

은 단절되어 시간의 흐름이 잘 가늠이 되지 않았다. 강남역 앞의 한 매

장은 모바일 앱을 통해 미리 주문과 결제를 마치는 스마트 오더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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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점31)으로, 출근 시간대의 직장인들이 바쁜

걸음으로 미리 주문한 커피와 샌드위치 등을 받아 나가거나 가볍게 식사

를 하는 모습을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2.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우리는 다양한 인간 군상을 대면한다. 24시간 불

이 꺼지지 않는 이곳에서 담소를 나누는 연인, 술에 취한 취객, 노트북을

이용해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사람과 밤새 공부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새벽 첫차를 기다리는 이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 공간에서 변

하지 않는 이들은 직원으로, 그들은 때로는 관찰자로 때로는 야경꾼과

같은 순찰자로 역할하고 있었다. 직원들은 무관심한 얼굴로 눈에 띄지

않게 이곳저곳을 살피고 규율을 만들며 공기 같은 존재로 주변을 맴돈

다. 연구자는 현장관찰에 좀 더 도움을 얻고자 방문하는 카페의 직원들

에게 몇 가지씩을 질문했다. 대부분은 눈에 띄는 특징을 묻는 식이었고,

특히 ‘수면’을 취하러 오는 사람들이 눈에 띄는 경우와 시간대에 어울리

지 않는 사람들-청소년-이 관찰되는 경우 조금 더 세세하게 질문했다.

그들이 예상했던 말 이외에 연구자가 몇 가지를 물어보겠다고 하자 경계

하며 최대한 카페 브랜드에 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대부분의 대화를

마무리하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31) 『화이트페이퍼』 2016년 10월 10일자, 붐비는 출근·점심시간 스타벅스, 사

이렌 오더로 '쓱'···1000만건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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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 사거리는 카페와 음식점, 유흥주점이 줄지어 있다. 7번과 8번 출

구 앞으로는 성인 콜라텍과 나이트클럽이, 3번 출구 방면으로 순대타운

이 존재한다. 신림로를 사이에 두고 성인전용 유흥 밀집지역과 순대타운

이 뚜렷하게 구분된다. 신림역 사거리 부근에는 프랜차이즈 카페 8개가

있는데, 대부분이 흡연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따로 흡연실을

갖추고 있지 않은 곳은 건물 1층 필로티와 연결된 흡연실이 있어, 카페

내부에서 쉽게 접근이 가능했다. 연구자가 오후 시간대(15시-17시)에 방

문했을 때 앳된 얼굴의 몇몇이 흡연실에 모여앉아 있었으나 그들을 신경

쓰는 이는 없었다. 늦은 시각 연구자가 다시 방문하여 직원에게 흡연실

을 카페에서 관리하는 것이냐고 묻자 직원은 카페의 소관이 아니며, 건

물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알려주었다. 이 매장에서 200미터 정도 떨어진

같은 프랜차이즈의 다른 매장역시 흡연실이 있었는데, 옥상을 흡연 공간

및 테라스로 사용하고 있었다.

신림역 C 카페 직원 : 이 자리에서(카운터) 흡연실이 바로 보이기 때문에 일하

면서 아무래도 살펴봐요. 좀 그런 분들(가출 청소년)이 시간을 보내다가 가기도

하고 그러시죠. 저희가 제재를 가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눈에 안 띄려고 하는

편 인거 같아요. 건너편에 있는 지점은 여기랑 분위기가 좀 다르대요. 매장 분

위기가 달라서(이용객도 조금 달라요).

길 건너 지점의 D카페는 4층으로 이루어진 건물로, 꼭대기 층을 테라

스 겸 흡연구역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같은 시간대에 방문했으나 앞선

카페 직원의 말처럼 매장 분위기가 좀 더 밝고 쾌적한 탓인지 몇몇 커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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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공부를 하는 사람이 다였다. 1층 카운터의 직원은 벽면에 고정된 모

니터를 통해 2층과 3층을 살펴보고 있었다.

신림역 D 카페 직원1 : 저희 매장에는 그런 분들(가출 청소년)이 새벽에 자주

오거나 그러진 않는 거 같은데, 노숙자가 온 적은 있어요. 저희가 바로 쫓아냈

는데 요즘에 저 건너편에 있는 롯데리아에 가끔 온다고 하던데요.

신림역 D 카페 직원2 : 야간 매니저님이 아실 텐데. (연구자 : 언제 출근하세

요?) 11시에요. 가끔 그냥 주문 안하고 앉아 있다가 가시는 분들도 있고 (연구

자 : 가출 청소년 분들이요?) 네네. 많이 오셔서 한두 잔 시키고 그런.

가출 청소년이 방문하는 경우 직원은 크게 소란을 피우지 않는 이상은

특별한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 했다. 음료를 직접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진동벨을 이용하는 탓에 크게 눈에 띄지 않으나 추측이 가

능하다는 것도 덧붙였다. 그들은 분명하게 공간을 점유하고 있으나 보이

지 않는 존재로 남아있었다. 직원들은 그들을 설명하기위해 ‘그런 분들’

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관찰결과, 그들은 주로 오후3-5시 전후, 10시

이후의 늦은 밤과 새벽사이에 카페를 찾았다. 오후 10시가 지나면 노래

방과 PC방의 출입이 금지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그들은 인

원수에 비해 부족한 수의 음료를 주문하고 평균적으로 세 시간 가량 머

물렀다. 그 중 몇몇은 흡연실을 다녀가기도 했다. 탁자가 마련된 테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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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흡연공간에 네댓 명이 모여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영하에 가까

운 추운 날씨인데도 그들의 옷은 그리 두껍지 않았다. 남녀가 섞여 앉아

담배를 피우거나 조금씩 음료를 나눠 마시기도 하고 몇몇이 담배를 피웠

다. 역 근처 ‘코노’(코인 노래방)를 가자며 카페를 나서는 듯 했다. 무슨

노래를 부를지 고민하는 모습이 전형적인 십대 청소년의 모습처럼 보였

다.

신림의 경우 전국에서 가출 청소년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으로 꼽힌

다32). 신림역 주변의 가출 청소년들을 취재한 르보르타주와 보도자료에

따르면 그들은 추위나 더위를 피하기 위해 24시간 카페에서 시간을 보낸

다. 그들은 카페 내 흡연실에서 추위를 피하며 담배를 피우고, 우르르 몰

려와 음료를 한두 잔 시킨 후 시간을 보낸다. 이곳은 PC방이나 노래방

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화장실 사용도 자유롭다. 무엇보다 깨끗하고

안전하다. 잠을 잘 곳을 마련하기 위해 성매매에 노출되는 가출 청소년

들이 많다는 조사 결과33)는 가출 청소년에게 밤 시간을 보낼 수 있는

24시간 카페가 어떤 장소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32) 신림역 주변은 하루 14만명의 유동인구가 움직이는 서울 서북부 최대 상권

중 하나다. 이곳에 유독 집 나온 아이들이 많은 이유를 송 목사는 ①원룸·고시

원 ②도림천 ③저렴한 상권 3가지로 요약했다. 신림역 일대 가게들은 강남이나

신촌, 명동 등지에 비해 이용료가 싸다. 24시간 문을 여는 각종 업소와 찜질방,

PC방, 노래방에 인력소개소가 신림역 사거리를 중심으로 반경 500m 안에 밀집

해 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온갖 업소들이 한곳에 모여 있는 셈이다. 불판 닦

기 같은 아르바이트 거리는 순대골목이, 싼 주거지는 도림천을 따라 즐비한 한

달에 20만∼25만원짜리 고시텔이 제공한다. 특히 도림천변은 아이들이 눈총 받

지 않고 놀 만한 외진 공간이 많다. (『쿠키뉴스』, 2013-08-07,[동행 취재] “오

늘은 날밤 까야죠, 여기저기서…” 갈곳없는 홈리스 청소년들“)
33) 『연합뉴스, 2015년 9월 23일자,"가출 女청소년 18% 성매매 경험…조건만남

이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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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들은 카페 공간에서 비가시적인 존재다. 사실 직원들의 무

관심을 통해 그들은 일종의 배려를 받고 있다. 춥고 어두운 공간으로부

터 보호받는 하나의 ‘피난처’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반면 홈리스는

공간에서 배제되는 존재다. 실제로 연구자가 발견한 홈리스는 새벽3시경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던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에서 벽을 향해

앉은 채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오전 12시와 2시 사이 7·8번 출구 앞 성인 유흥가에 위치한 카페를 찾

아가는 길은 취객들과 각종 호객행위를 하는 사람들로 붐볐다. 호객꾼들

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이들과 지하철 역 앞을 지나가는 이들을 주시하고

있었다. 밝고 따뜻한 카페 문을 나서자마자 맞닥뜨리게 되는 광경은 그

들의 타깃이 될 행인들을 주시하고 있는 호객꾼들이었다. 실제로 연구자

가 지나갈 때 마다 그들은 연구자를 주시했다.

새벽 귀갓길에 탄 택시에서 50대 택시기사는 성인 유흥가에서 탑승한

연구자에게 ‘왜 거기에서 탔느냐’고 질문했다. 그는 ‘젊은 사람들은 순대

타운에, 이쪽 길엔 나이든 사람들의 구역’이라는 표현을 썼다. 밤 11시에

서 새벽2시가 이른바 ‘피크’인 시간대라고도 일러주었다. 요지는, 그 길은

젊은 여성이 혼자 돌아다닐 만한 길은 아니라는 것이었다. 대로변을 가

로지르는 신림로가 젊은이들의 공간과 나이든 이들의 유흥가를 나누는

일종의 경계인 셈이었고, 그곳에서 카페는 밤을 지새우는 이들에게 안전

한 피난처이자 쉼터가 되고 있었다.

신림의 24시 카페가 가출 청소년들에게 ‘피난처’가 되었다면, 자정 이후

부터 강남의 카페에서 발견되는 흥미로운 점은 ‘숙박’을 목적으로 찾은

이들이 존재했다는 점이다. 그들은 세면도구와 담요, 때로는 수면용 베개

를 가지고 벽면의 소파를 점유한 채 ‘누워서’잠을 잤다. 노트북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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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판매되지 않는 스낵과 과일을 넣은 쇼핑백, 충전기가 책상에

쌓여있었다. 편안한 옷차림을 한 그들은 주위 시선을 크게 신경 쓰지 않

는 듯 보였다. 직원들이 약 2시간 간격으로 한 번씩 매장을 순회하면서

손님들의 상태를 둘러보았지만 잠을 자는 이들을 깨우거나 내쫓지 않았

다. 다만 새벽 3시가 가까워지자 청소를 위해 한 층을 모두 비워달라고

요구했다. 그런 식으로 테이블은 순환되었고, 잠을 자던 이들 역시 다른

층으로 자리를 옮겨갔으나 카페를 떠나지는 않았다.

강남역의 카페를 오전 7시에 방문했을 때 발견한 또 다른 숙박객은 소

파에서 베개를 베고 담요를 덮은 채 잠을 자고 있었다. 직원이 오전 9시

경 순찰을 돌던 중 잠시 지켜보긴 했으나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약 두

시간 후 두 번 째 순찰을 하던 때에는 숙박객의 잠을 깨웠다. 하지만 그

들을 ‘내쫓지는’ 않았다. 주변의 이용객들 역시 그들을 지켜보거나 신경

쓰지 않았다.

직원들은 관찰자와 순찰자의 역할만 할 뿐 적극적인 개입은 하지 않도

록 조심했다. 최대한 무관심하고 빠른 걸음으로 어질러진 테이블을 정리

하거나 손님들을 곁눈으로 살폈다. 잠을 자는 이들을 멈추어서 지켜보기

는 했으나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는 않았다. 이용객들 역시 직원들의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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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이용객들에게 직원은 주문행위와 공간의

쾌적화·청결화 그리고 혹시 생길지 모를 불편함에 대비하기 위한 존재하

되 보이지 않는 존재였다. 실제로 연구자가 직원들에게 말을 걸자 직원

은 ‘필요하신 것 있으세요?’라고 대답했고,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경계하

는 모습을 보였다.

연구자 : 여기서 (저렇게) 자러 오시는 분들이 많나요?

강남역 B카페 직원 : 꽤 있어요. 아예 저렇게 베개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

고. (연구자 : 오셨던 분들이 또 오시기도 하세요?) 네 저는 못 봤는데 다른 직

원이 봤다고 하더라고요.

연구자 : 저분들에게 따로 제재를 가하시지는 않는 건가요?

강남역 B카페 직원 : 아무래도. 너무 오래 주무신다 싶으면 깨우기는 하는데, 

(다른 직원을 쳐다본 후) 내보낸다거나 그런 건 좀(하기가 어렵죠).

이와 비슷한 현상은 새벽2시-5시 사이의 프랜차이즈 카페에서도 확인

할 수 있었다. 여행용 캐리어를 소지한 여행객도 있었고, 혼자서 엎드려

잠을 자거나 둘 셋씩 모여 소파에 기대어 잠을 자는 이들이 어렵지 않게

발견되었다. 그들은 대부분은 새벽 다섯 시가 가까워오자 카페를 떠났다.

첫차를 타러 나가는 듯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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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문헌 연구와 현장관찰을 통해 살펴본 카페의 24시간은 공과 사의 구분

이 모호하며 다양한 사람들이 현대적 특성을 나타냄으로써 공간에 대한

다의적 해석이 가능한 역공간이었다.

이곳은 타인과의 교류가 가능한 공간, 교류를 통해 경험을 생성하고 일

상을 누리는(김동완, 2017)공간이자 식사·학업·업무·여가와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삶의 공간이다. 이러한 공간에서 상주하는 직원은 그들 나름의

규칙으로 공간을 정비하고 카페 내부의 규율을 만든다. 그들은 적절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지나친 사적 공간화를 방지하는 한편, 적절한 환대와

무관심을 통해 이용객들이 공간을 사적으로 점유하는 것을 돕는다. 이들

은 카페에서 관찰자이자 순찰자로서의 역할과 함께 공간에 존재하나 보

이지 않는 존재로서 다수가 공간을 편하게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있었다.

소비 사회의 특성 아래에서 카페는 이용객의 다양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테이블의 형태와 배치의 다양화, 공간적 분리·분화를 통해

카페의 공공성을 높이는 한편 사적 공간화로서의 이용을 장려하고 있었

다. 이러한 카페의 역공간성은 사익의 추구를 위하여 개인성을 독려하며

다수의 점유를 용인하는 과정에서 극대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더불

어 식품 메뉴의 확대는 체류시간을 늘리고, 다목적 공간으로서 활용되는

것에 이바지하였다. 연구자가 관찰을 통해 들여다본 카페는 도시인들에

게 만남과 휴식, 회의, 업무, 식사, 문화생활, 공부의 공간임과 동시에 은

신처와 쉼터, 숙박의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카페의 역공간성은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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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과,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반영하는 카페

의 변화에 힘입어 끊임없는 역공간성을 만들어냈다. 카페는 일상의 그릇

을 담는 공간이자 늦은 밤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존재로, 갈 곳 잃은 이

들에게 대피처를 제공해주었다.

이곳은 도시의 주요한 일상적 소비 공간이자 공공 공간으로서의 역할과

사적 점유를 가능케 하는 공간으로 모호한 경계성을 보이고 있었다. 연

구자는 관찰을 통해 소비 공간인 카페가 공공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담

당하고 있으며, 그 안에서 나타나는 공간 점유와 사유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관찰결과를 토대로 5장에서는 4장에서 나타난 역공간

화 현상의 배경을 문헌연구를 통해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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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카페 역(閾)공간성의 이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카페는 사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개개인의 개

인성을 수용·독려하며 공공의 점유를 용인하는 현상을 보인다. 카페의

역공간적 특성은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본 장에서는 역공간

성이 나타나는 배경을 문헌연구를 통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도시의 출현 이후 인간의 일상적 삶은 기술의 발달과 함께 다양한 변화

를 겪었다. 생산 방식에 대대적 변혁을 낳은 18세기 산업혁명에서부터

물리적 공간과 디지털 공간의 경계가 희석되는 4차 산업혁명에 이르기까

지 인간의 삶의 방식은 기술의 발달, 사회·문화의 변화와 상호작용을 일

으키며 변화해왔다. 이러한 인류 발달의 과정에서 도시 공간, 그 중에서

도 소비 공간은 인간의 요구와 잠재된 욕구를 반영하고자 하는 본성에

따라 공간이 가지는 성격을 다각화시켰다. 공간의 역공간성은 이에 따른

결과로 여기에는 다양한 원인이 존재한다. 연구자는 관찰 결과를 토대로

이용객들이 카페를 사용화(privatization)하는 배경, 즉 공간성의 변화가

나타나는 원인을 네 가지 요인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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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4/7의 도시

도시의 삶에서 익숙한 24/7이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일종의 든든함을

준다. 24/7의 세계에서는 언제 어디서건 뜻밖의 일에 당황하지 않고 대

응을 할 수 있을 것만 같다. 24시간 사회에서 우리는 늦은 새벽 급하게

비상약을 사러 편의점으로 달려갈 수도 있고, 복사나 인쇄를 하러 언제

이건 불이 켜진 인쇄소로 들어갈 수도 있다. 기술의 발달로 손가락을 몇

번 움직여 은행 업무도 볼 수 있고, 쇼핑도 가능하다. 마음만 먹는다면

24시간 동안 우리는 쉬지 않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 24시간 사회로의

변화는 근대적 시간 체제를 무력화 시키고 밤낮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듦

으로서 ‘식사 시간’, ‘수면 시간’, ‘출근 시간’과 같이 닫혀있던 시간의 개

념을 열린 개념으로 바꾸어 놓았다. 원하는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은 시간을 원형적 개념으로 바꿈으로써 시간의 활용도를 높

이고 개개인의 선택지를 넓혀주었다. 크라이츠먼의 표현처럼 시간 개념

의 변화는 “우리의 삶을 제약했던 시간이란 구조물을 해체”시키고 “궁극

적으로 공적, 사적 영역과 같은 공간의 경계마저 희미한”사회로 변화시

켰다(Kreitzmen, 2001).

우리에겐 이제 익숙해진 야간 문화와 심야영업이 성행하게 된 것은

2000년대 이후의 일이다. 90년대 까지는 야간통행금지와 심야영업규제로

인해 야간문화가 현재처럼 보편화되지 못했다. 자정부터 새벽4시까지 일

반인의 통행을 금지한 야간통행금지 제도는 1945년 간첩경계를 목적으로

미군정에 의해 시행된 것이다. 약 37년간 지속된 이 제도는 1982년 해제

되었고, 에너지 절약을 이유로 규제된 네온사인금지 역시 87년에 해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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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후 89년 송파구에 24시간 편의점이 최초로 개점되고, 범죄예방·

근검절약정신 고취·청소년 탈선 예방 등을 위해 시행되었던 심야영업규

제 역시 폐지34)되면서 야간문화의 본격적 발달이 시작되었다.

서구에서 24시간 도시는 1960년대 말 이후 직주분리에 따른 심야 도심

공동화 현상 혹은 도넛 현상에 대한 반응(Kreitzmen, 2001)으로 탄생했

다. 이는 도시의 성장에 따라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대도시화에

따른 직주분리, 외곽지역의 신도시 개발에 따른 도심 인구 유출 등 도시

생태학적 과정으로 이해되는 현상(김혜천, 2003)으로 볼 수 있다. 학자들

은 70년대 서구사회에서 난방 기술의 발달, 컬러 텔레비전의 보급 등으

로 퇴근 후의 인구가 도시 중심부의 공간에서 교외의 집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이러한 현상이 도심 공동화를 낳았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이러한

도심 공동화를 타계하고자 영국은 1978년 ‘도심 활성화 법률’(Inner

Urban Area Act)을 제정하였고 미국은 1992년 LA 흑인폭동 사건 이후

도시 연구소(Urban Institute)를 설립해 도심재생을 위한 도시 연구를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심 시가지의 상업 활동 장려와 대중교통지향

형 개발(TOD)등의 정책이 추진되게 된다(박천보 외, 2004). 결국 인구공

동화 현상과 함께 몰락하는 도심부를 되살리기 위한 도시 정책적 일환이

24시간 도시를 탄생시켰다. 도심부의 재건을 위해 근대적 시간 개념으로

정착되어 있던 ‘업무시간’, ‘퇴근시간’의 경계를 희미하게 만든 것이다.

한국의 24시간 도시는 도심 공동화 현상 타계를 위한 해결방안이었다기

보다는 야근 문화와 그로 인한 다양한 취미 및 여가활동, 업무처리, 젊은

세대의 주요 활동시간 이동 등의 형태를 띠고 있다35). 결국 24시간 사회

34) 『연합뉴스』,1999년 3월 1일자, “심야영업 허용 첫날..우려 속 평온 유지”.
35) 『SBS뉴스』, 2017년 5월 1일자, “잠들지 않는 '호모나이트쿠스'…24시간

사회의 빛과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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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우리는 ‘소비 공간’을 필요로 하게 된 것이다.

이 같은 공간의 24/7 활용은 자본주의의 성장, 기술의 발달, 그리고 개인

의 특성에 따른 시간이용에 대한 욕구라는 세 가지 요소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최근에는 이러한 24시간 사회의 이면에 있는 야간 노동의 심화

역시 24시간 사회 논의에서 하나의 문제로 다뤄지고 있다36). 한국에서

24시간 도시는 2003년 대형마트의 24시간 영업 개시 이후로 피트니스 센

터, 편의점, 미용실 등 다양한 업종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했으며, 이후

2005년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과 카페에서 24시 영업을 시작하면서 대

중화가 시작되었다. 2016년 기준 탐앤탐스 커피는 451개 매장 중 104개,

할리스의 경우 50개의 매장이 24시간으로 운영 중이다. 24시간 카페의

성장과 함께 심야시간대의 매출역시 꾸준히 증가해 왔음을 여러 보도 자

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37). 결국 이와 같은 삶의 방식의 변화는

소비 공간이 이용객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스스로의 성격을 다

면화하도록 만들었다.

한국에서 도시 내 소비 공간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이러한 장소들이

다수에게 접근성이 높은 24시간 ‘열려있는’ 공간이라는 점이다. 소비 공

간은 그 특성상 내·외부의 연결성-이를테면 거리와 파사드의 조화, 내부

공간의 가치를 높여주는 분위기 조성, 외부로부터의 높은 접근성 등-을

중요한 관리 요소로 꼽는다. 결과적으로 24시간 소비 공간의 존재는 공

36) 이종희 외, (2012), "24시간 사회의 이면: 야간 파트타임 노동자를 중심으

로." 『진보평론』, no. 54, pp259-79.

편집부, (2008), ‘24시간 사회’는 축복인가? 『인물과 사상』, 154-155.
37) 『이코노믹리뷰』2017년 6월 14일자, “[야밤의 경제학③] 편의점·홈쇼핑·커

피숍으로 모이는 ‘호모나이트쿠스족’”

『이데일리』, 2016년 8월 11일자, “열대야에 늘어난 ‘카페·극장 피서족’…심야에

도 매출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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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차원에서 제공해주지 못하는 야간 치안이나 범죄예방에 도움이 된

다. 도시적 차원에서의 대규모 재개발이나 투자를 이끌어내는 대신 소비

공간이 존재함으로써 공공적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24

시간 소비 공간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 중구와 종로구의 인구 1만 명

당 강력범죄 및 성범죄의 높은 발생률38)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김동완(2017)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 공공이 걷거나 쉴 수 있었던 공간

이 자본에 의해 잠식되었다고 말한다. 그 자리를 대신해 압구정 로데오

로 대표되는 상업 공간이 90년대 이후 공적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

으며, 오늘날 이러한 풍경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결국 24시 카페는 도시

의 야경꾼이자 거리나 광장 혹은 주류의 문화 그리고 “평상시의 공적 공

간에서는 ‘숨김’처리 되어있던 이질적 타자들을 점진적으로 포함”(한윤

애, 2015)시키는 것을 가능케 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2. 방(房)의 문화

한국에는 유달리 ‘방’(房)이 붙은 이름들이 많다. 주거 내부의 사적인 공

간이 상업 공간에 ‘방’이라는 이름을 달고서 곳곳에서 영업 중이다. 찜질

방, PC방, 노래방, 멀티방 등이 대표적인 예다. 특히 찜질방의 경우 한국

의 독특한 목욕 문화로 소개되기도 하고, 여행책자에서는 찜질방을 방문

하는 방법까지 소개해 두기도 했다39).

38)『SBS뉴스』, 2017년 3월9일자, “2016 '전국 범죄지도' ① 범죄 발생 1위 도

시는?”
39) 『The New York Times』, 2008-10-04, "For All Kinds of Good, Clean

Fun, Koreans Turn to Bathhouses"

Rebecca Milner, "Seoul city guide", 『Lonely Planet Travel guide』, 8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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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Louis Khan, <You and Your Neighborhood>, (1944)

이러한 공간들은 공공성을 가지는 소비 공간임과 동시에 공간의 사적

사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공간이다. 이곳은 공공 공간이라기엔 소비

와 규율, 제약이 존재하며 사적 공간이라기에는 다수에 대한 높은 접근

성을 가지는 이른바 ‘공적 공간의 거실화’ 혹은 ‘방들의 가출’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위 그림22는 이러한 현상을 그림으로 잘 설명해 두었다.

방(房)이라는 표현의 사용은 그 역사가 꽤 길다. 후에 조선 총독부의 관

리로서 일하기도 했던 조선 전문가 혼마 규스케(1869-1919)가 1893년 부

산에 머물면서 조선의 풍속을 정탐해, <이륙신보>에 개제했다. 그에 따

르면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무슨 옥(屋)이라는 것을, 조선에서는 무슨 무

슨 방(房)이라고 한다. 삿갓방·은방·안경방 류가 모두 그렇다. 또 학교를

칭해서는 자방(字房)이라고 한다. 문자를 발매한다는 의미인가?” 라고 썼

Edition Jan 2016

실제로 영어권에서는 찜질방을 ‘Jjimjilbang'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며 일

본 또한 ’チムジルバン‘(찌무지루방)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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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외에도 당대에는 일종의 상점을 ‘전방(廛房)’이라 불렀는데, 무엇

을 파느냐에 따라 궁방(弓房), 도방(陶房)과 같이 부르는 식이었다40). 방

이라는 것은 결국 일정한 물리적 실체의 공간위에서 목적에 따라 그 모

습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들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 전통적 주거

형태에서 반상을 놓으면 응접실, 책상을 두면 서재, 자리를 깔면 침실이

되고, 사적인 공간이었다가도 외부인이 스스럼없이 드나들면 공적인 공

간으로 변하던 사랑방과 같은 모습이라 볼 수도 있다. 이러한 문화가 오

늘날 도시 공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방의 문화를 설명할 수 있으며 오

늘날 카페는 이러한 방 문화의 한 축을 담당한다.

방의 문화에 대해서는 그간 여러 논의가 있었다. 먼저 건축가 승효상은

대표적 방 문화 형태인 찜질방을 가리켜 “전통적 공간 체계를 뒤집은 신

개념 공간”이라고 표현했다. 공간의 위계는 본디 ‘공공 공간→중간지대→

사적 공간→절대적 사적 공간’의 형태로 구성되지만 찜질방은 “광장에서

바로 침실”이 나타나는 형태인 것이다. 공적인 공간과 사적인 공간이 뒤

섞인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정기용은 2004년 베니스비엔날레의 커미셔너

로서 한국관의 주제인 ‘방의 도시’(City of bAng)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

다. “방은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그 자체로 세계가 되었다. 우리는 방에

들어가 세계와 만난다. 방은 사회의 개체화되고 고립된, 막다른 사적인

영역이 되면서 동시에 세계를 향해 열려있는” 공간이다(정기용, 2008).

그의 말을 인용하자면, 오늘날 도시 공간에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은 “상

업자본이 들어오면서 거주 단위에 있던 방들이 노래방, PC방, 비디오방,

찜질방 등의 형태로 공공 영역으로 뛰쳐나오게”된 것41)이다.

민현식(2006)은 방의 문화를 “독버섯처럼 특이한 형식의 공간”이라 표

현한다. 임진왜란과 한국전쟁 등에 의한 집단적이고 비극적인 이주, 근대

40) 『중앙시사매거진』, 2012년 3월 1일자, “[집중취재]방(房)에서 살어리랏다!”

와 Honma (2008), 『(일본인의 조선정탐록)조선잡기』, 최혜주 역주. 파주: 김

영사, 2008.를 참조해 정리하였음.
41) 『조선일보』, 2009년 4월 22일자, “[한국만의 건축] 공적·사적 공간 섞

여… 한국 방(房)문화의 종합선물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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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아래의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대규모의 강제적 이주로 ‘뿌리 뽑힌’ 존

재로서 유목민처럼 살아가는 현대인의 뿌리 찾기에 대한 하나의 욕구로

인해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모더니즘 건축의 기능주의를 극복하

는 하나의 대안적 요소라고 설명한다. 방 각각이 문화적 거점으로서 활

용되어야 함을 역설한다. 일종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거점(node)으로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박해천(2013)은 방의 문화를 “초단기 부

동산 임대”현상이라 표현하기도 했다.

방 문화는 공간이 가지는 특성상 공과 사의 혼종적 이용과 탈(脫)일상

의 공간이라는 성격을 갖는다. 식사와 수면, 공부가 함께 일어나는 공간

이자, 특히 카페의 경우 디지털 컨버전스의 발달로 인해 때로는 PC방의

모습을 가질 수도 있게 한다. 즉 공공의 소비 공간으로 활용됨과 동시에

사적인 공간으로 이용되는 특성을 지녔다. 카페의 다목적 이용, 그 역공

간성은 이용객의 행태와 카페의 공간적 변화가 함께 맞물리며 공적 공간

을 거실처럼 사용하는 한국의 문화적 특성이 그대로 나타나게 된 것이

다. 민현식(2006)의 말처럼 이는 유목민처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정주

에 대한 욕구일 수도 있고, 사적 공간의 부족을 겪는 현대인들에게 잠시

나마 개인의 공간을 허락해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주거 패러다임의 변화

주택은 사적 공간의 중심지로서, 개인의 정체성과는 불가분적인 관계로

인식되어 왔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근대 이후 바슐라르와 하이데거 등

많은 사회학자와 철학자들이 인간과 거주와의 관계를 탐색해왔다.

Dittmar가 말했듯 주거는 개인의 ‘정체성의 외피(identity shell)'임을 인

식했던 것이다 (Dittmar, 1992: Lorna Fox O'Mahony, 2007 재인용).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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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철학적 논의와 관련하여 주택이 개인의 자율성을 증진시키고,

삶을 보장해주는 공간이라는 접근 역시도 주거가 자아실현과 정체성 확

립의 토대로써의 주요한 수단임을 인식시켜준다(Casey, 2017). Casey는

주거와 같은 사적 공간이 자아 성찰을 위한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개인을

발전시키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 공간에서 각자의 개인성을

표출하기 전에 사적 공간에서 연습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의 분리가 개인의 주거지라는 사적 공간이 있기에 가능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주거에 대한 연구는 당대의 생활상과 공간을 이용하는

패턴을 읽어낼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

주거 패러다임에 있어 최근 눈에 두드러지는 변화는 ‘1인 주거’ 현상이

다. 한국의 1인 가구 증가세는 OECD국가 중 가장 빠른 수준으로 네 가

구 한 가구가 1인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으며(삼성경제연구소, 2013) 실

제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5~2045년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2045년에는

1인 가구가 전체 36.3%(809만 8000명)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기준 1인 가구는 520만명을 넘어섰으며, 전체 가

구의 27.2%로 집계되었다. 1인 가구에 대한 관심은 2007년 다보스 포럼

에서 ‘교육 수준이 높고 전문성을 지닌 2~30대 싱글이 새로운 소비주체

로 떠오른다’는 ‘솔로 이코노미(Solo Economy)’ 개념이 등장하면서 증가

하기 시작했다. 최근 생겨난 ‘1코노미’(1인과 이코노미의 합성어)역시 이

같은 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들은 자신을 위한 소비에 관대한 것이

특징이다. 실제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인 가구는 소득 대비

소비 비율이 80.3%로(2015년 기준) 2인 가구(70.2%), 4인 가구(76%)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와 함께 1인 가구를 위한 편의점과 간편 가정식

(HMR: Home Meal Replacement)시장 역시 성장42)하며, 1인 가구를 타

깃으로 한 식품의 고급화와 다양화가 나타나고 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서 2017년에 발표한 『2017 한국 1인 가구 보

42) 농수산 식품 유통 공사의 추정에 따르면 HMR시장은 2010년 7700억원에서

2016년 2조 3000억 원으로 연평균 20%씩 성장하는 추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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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에 따르면 전체 1인 가구의 52.8%가 40대 이하의 밀레니얼 세대

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는 80% 이상이 반전세를 포함한 전월세에

거주하며, 특히 2-30대의 경우 5~10평대의 거주가 40.2%로 가장 높았다.

또한 이들은 반조리 식품과 혼밥, 배달 서비스 이용에 익숙했으며 외식

및 커피 할인에 대한 관심도 역시 높게 나타났다(KB금융지주 경영연구

소, 2017). 연구자가 실제 관찰을 할 당시도 카페 이용률은 밀레니얼 세

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카페를 자신만의 공

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큰 탓도 있다43). 카페의 경우 지출에 대한 큰

부담 없이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뿐 아니라 1인

족의 대부분이 거주하는 5-10평대의 공간 보다 세련된 분위기, 쾌적하고

넓은 공간, Wifi 서비스, 다양한 식품 메뉴 등 많은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탓이다.

이처럼 1인 가구의 다수가 밀레니얼 세대라는 것에서 주목할 수 있는

또 다른 점은 대부분이 5~10평대의 작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점이

다. 이들은 주택을 소유하기도, 점유하기도 어려워진 세대로, 외부의 도

움 없이 자가 주택을 소유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진 젊은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에게 원룸에 이어 옥탑방, 반지하, 고시원 등으로 대표되는 비

주택 주거에서의 점유적 거주는 방을 단장하고 꾸미는 일이 일종의 사치

로 느껴지게 하며, 불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 최근 ‘방 꾸미

기’ 열풍이 부는 측면이 존재하긴 하나, 반지하 혹은 고시원의 주거는

‘집’이 아닌 다녀가는 공간이자 “사물함 같은”공간, “경제적 원리에 의

한···감옥 같은 공간”이자 “책조차 사지 않는 공간”으로써 “집과 집 없음

의 사이에 위치하는 공간”44)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년들은 왜 예쁜

43) 2018년 소비 트렌드 분석에 따르면, 이들 밀레니얼 세대는 도시 공간에서

케렌시아(Querencia: 투우장의 소가 잠시 숨을 고르는 공간을 이르는 말)를 만

들어 내는 경향, 즉 자신만의 공간을 구축하려는 성향이 강한데, 이런 성향이

높은 카페 이용률로 나타났다.
44) 정민우 외, (2011), “청년 세대, ‘집’의 의미를 묻다: 고시원 주거 경험을 중

심으로”, 『한국 사회학』 45(2), 130-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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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 집착하게 됐나’라는 한 기사45)는 열악한 주거 환경 속에서 카페

가 작은 사치를 부릴 수 있는 공간이자 정주의 공간을 찾지 못한 이들에

게 나름의 장소적 애착을 가질 수 있는 대안적 공간으로 자리할 수 있는

것이다.

4. 디지털 컨버전스의 발전

수렴과 집중성이라는 뜻을 가진 컨버전스(convergence)는 서로 다른

기술 혹은 산업의 융합을 가리키는 말로,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

1928~2016)가 기술과 콘텐츠 간의 상호 연결이라는 측면에서 융합을 설

명한 바 있다. 컨버전스 개념이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1978년 네그로폰

테(Nicholas Negroponte)가 컨버전스 다이어그램을 소개한 이후46)로, 이

는 “정보 통신 기술을 접목하여 단말기나 네트워크의 제약 없이 하나의

기기로 모든 서비스가 융합되게 하는 일”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진다.

초기 컨버전스 개념이 IT산업 내에서 발생하는 기기나 기술 간의 융합

을 가리켰다면, 최근에는 IT산업과 다른 산업과의 융합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즉 기능의 디지털화가 과거의 화두였다면 현대의

디지털 컨버전스는 융합과 유비쿼터스 공간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2003).

근대 사회에서 인간의 활동은 장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었다. 잠은

집에서, 식사는 식당에서, 공부는 학교나 도서관에서 하는 식이었다. 이

러한 근대 사회의 공간 질서는 ‘공간적으로 고착된 시간(Spatialized

45) 『오마이뉴스』, 2017년 3월 7일자, “청년들은 왜 ‘예쁜 카페’에 집착하게 됐

나”.
46) David Moats, 2013-03-20, “A Writing Exercise for the Public: Warren

Sack on Digital Convergence”, http://www.csisponlin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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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Nicholas Negroponte (1978), 출처: http://www.csisponline.net

Time)으로 사회생활에 있어 주도적인 패러다임으로 작동했다(황주성,

2011 : Dholakia & Zwick, 2003 재인용). 휴대전화의 발명은 이전까지

있어왔던 공간으로의 연결이 아닌 인간에의 즉시적 연결을 가능케 하였

고 이는 이동성 또한 겸비하게 만들었다(Wellman, 2010). 휴대전화의 등

장으로 정보와 커뮤니케이션으로의 접근에 대한 시간성은 사라졌고, 장

소와 장소 기반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인간 대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으로

변화하였다.

휴대전화가 상용화되기 이전의 인간은 ‘장소’에 존재(inhabited)하고 있

어야만 연결이 가능했다. 상호간의 연결은 사무실 책상 위의 전화, 공중

전화 부스 혹은 거실의 전화기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것들은 전부 장

소에 고착되어 있었다.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은 이러한 경계를 무너뜨렸

다. 밥을 먹으면서 인터넷을 이용해 업무의 해결이 가능해졌고, 대중교통

의 이용 중에 휴대폰을 통해서 사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도 가능해졌다.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이 가지는 지속적 연결성이라는 특성은 한때 인터넷

공간의 출현으로 공적 공간의 쇠퇴를 우려하기도 했으나 오늘날 사이버

공간은 주요한 공공 공간으로서 활용되며, 이동 공간에서도 끊이지 않는

다자간 연결성으로 인해 공적 공간의 번성을 낳은 측면도 존재한다.

모빌리티의 급속한 성장은 사람들을 거리와 광장, 백화점과 카페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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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었다(Kopomaa, 2002). 우리는 모바일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결되고 그

리하여 어디에서나 '집'에 머무를 수 있다. 결국 일상의 구조는 집, 사무

실, 공적 공간, 거리와 같은 공간 분리를 흐름의 공간으로 변화하였다.

모바일 디바이스는 시공간성의 개인화(personalization)를 가져왔으며 장

소에 관계없이 미디어를 통해 공간을 형성하고, 공공 공간을 사유화 하

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PC와 모바일 디바이스에 의한 공간변화에 이어 나타나는 O2O47)서비

스, untact(비대면)기술48), 핀테크49), N스크린50) 서비스역시 디지털 컨버

전스의 사례로 들 수 있다. 이처럼 기존에 명확하게 구분 지어져 있던

사업 영역의 경계가 사라지는 빅 블러 현상(Big blur)이 업(業)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 추세다51). 스마트폰의 등장이 기존의 네트워크-디바이스-

콘텐츠의 수직적 통합체계를 해체(황주성, 2011)하기 시작하면서 미디어

의 이용은 날이 갈수록 더욱 확대되며, 소비자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수

용하고 이용함으로써 끊임없는 발달을 낳게 된다.

47) Online to Offline :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합하는 방식의 마케팅을 이르는

말.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오프라인으로 제공되는 형태를 뜻한다.
48) 비대면 기술을 이르는 말로 기술이 사람과 사람의 대면적 만남을 대신하는

방식으로. 스타벅스의 사이렌 오더 서비스가 대표적인 비대면 서비스에 해당한

다.
49) 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 IT기술과 금융의 서비스의

결합으로 결제나 송금, 디지털 화폐 등 각종 금융서비스와 그로 인한 변화를 가

리키는 말.
50) N스크린 : 다양한 디지털 기기에서 하나의 콘텐츠를 끊김없이 사용할 수

있게하는 서비스. 콘텐츠를 어디에서나 불러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51) 『이코노믹 리뷰』, 2013년 3월 8일자, “경계가 사라지는 현상 '빅블러혁명'

에 주목하라”

『매일경제』, 2016년 1월 18일자, “오늘 아침 스타벅스에서 사라진 금융경계

느꼈다.”

『매일경제』, 2016년 11월 4일자, “'빅 블러(Big Blur, 경계 소멸 현상)' 시대...

業의 경계가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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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컨버전스의 발달은 또 다른 공간의 창출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요소로 활용되었다. 우리는 장소에 관계없이 미디어를 통해 공간의 형성

하고 사적 공간을 공적 공간으로 확장시켰다. 무엇보다, 다양한 디지털

디바이스를 통해 동일한 장소에서 각기 다른 장소에 대한 기억과 경험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발달로 ‘지나가는 공간’인 거리와 직장, 소

비 공간은 공적공간으로도 때로는 한없이 사적인 대화를 나누는 공간으

로도 이용된다. ‘지나가는 공간’에서 이동 중의 거주(dwelling on the

move)가 가능(조명래, 2015)해지는 것이다. 즉 디지털 컨버전스의 발달

은 전통적인 공간이 가지고 있던 정지와 정주라는 특성을 이동과 흐름으

로 변화시켰으며, 카페의 역공간성을 낳은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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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 도시 계획적 함의

카페가 오늘날 우리에게 가지는 의미는 각별하다. 이곳은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시작하는 공간이며, 반가운 얼굴을 만나기 위한 공간이 되기도

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제공해주기도 한다. 우리는 그날의 기분에 따라

카페를 선택하거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해 카페를 결정한다. 그곳에서 우

리는 일시적으로나마 공간을 점유하고, 나만의 장소로 만드는 경험을 할

수도 있다.

카페는 오늘날의 대표적 소비 공간이자 일상의 공간으로 우리 곁에 서

있다. 본 논문은 카페가 가지는 역공간성을 통해, 현대 도시의 소비 공간

이 가지는 공공적 성격과 사용화(私用化) 현상을 밝히고자 하였다.

현대 도시에서 인간 개개인의 삶은 소비 행위를 통해 유지되고 확장된

다. 사회심리학자 에리히 프롬(Erich Fromm, 1900~1980)은 소유를 일종

의 합체(incorporation)행위라고 보았는데, 소유를 위한 갈망은 음식을

먹는 행위와 같이 ‘무엇인가를 몸속으로 끌어들이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

문이다. 결국 소비는 소유에 대한 욕망이며 소유에 대한 하나의 형태로,

현대인은 소비 행위를 통해 자신의 실체를 확인한다(Fromm, 1976). 그

리고 이러한 소비에 대한 욕구가 종래에는 도시 공간을 상품화시켰다.

도시의 소비 공간은 ‘삼킴’을 당하기 위해 소비자를 끊임없이 유혹하게

되었고, 그 속에서 소비자의 행동은 여러 형태로 표현되었다. 실제로 소

비 공간에서 소비자의 행위는 단순히 구매 행위와 비 구매 행위로만 나

뉘지 않는다. 소비자는 ‘공간의 점유’를 위해 구매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구매를 하지 않은 채 공간을 점유한다. 소비자는 상황에 따라 공간을 아

주 공적으로 때로는 아주 사적으로 사용한다. 이 과정에서 소비 공간은

사익을 추구함과 동시에 이용자의 개인적 성향을 독려하고, 공적인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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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허용하면서 공간 스스로의 역공간성을 확대시켰다. 즉, 현대 도시의

소비 공간은 공적인 성격과 사적인 성격이 뒤섞인 모호하고 혼종적인 성

격을 가지는 역 공간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이러한 역공간성을 읽어내고자 도시 공간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았다. 현대 도시의 소비 사회적 특성을 보

드리야르와 부르디외의 이론적 논의를 통해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소

비 공간이 인간 자체에 대한 관심과 이로 인한 장소성의 창출이라는 결

과를 낳았음을 파악하였다. 둘째로, 소비 공간에서 나타나는 공공성에 대

한 파악을 위해 공공 공간 논의를 사회적 차원과 공간적 차원으로 나누

어 살펴보았다. 특히 사회적 차원에 있어 하버마스의 공론장 논의와, 공

간적 차원에서의 벤과 가우스의 논의, 토마스 채프먼의 지리학적 논의를

통해 소비 공간에서 나타나는 공공적 성격을 가늠해 볼 수 있었다.

공간이 가지는 경계적 특성, 공과 사의 혼종적인 특성인 ‘역 공간’은 본

개념의 출발지인 인류학에서 시작해 공간 연구에서의 역공간성을 살펴보

았다. 인류학에서의 역치성(liminality)이라는 ‘존재론적 측면에서의 문지

방 공간’ 개념은 계승과 발전을 거듭해 도시 공공 공간의 모호해진 성격

을 파악하는데 하나의 시각을 제시해 주었다. 이를 통해 완전한 개방도

절대적 폐쇄의 공간도 아닌 ‘어중간한’ 공간으로서, 공공의 성격과 사적

사용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카페의 성격을 설명하기에 해당 이론이

적절하다는 것을 파악했다.

3장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카페의 역사적 진화의 과정

을 논의했다. 특히, 현대 카페 문화의 공간 이용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문

헌 연구를 통해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이는 각각 제 3의 공간(third

place)적 성격을 가지는 친교의 공간, 카공족과 코피스족을 위한 학습과

사무의 공간 그리고 대도시 난민들의 대피처인 임시 거처로서의 공간이

다. 이를 통해 카페 이용의 보편적 속성을 파악한 후 4장에서는 현장 관

찰을 통해 역공간성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관찰결과, 첫째로 카페는 다양

한 목적을 수용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내부적 변신을 끊임없이 시도하

고 있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공간의 역공간성이 발현되었다. 특히 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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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카페가 아닌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공간의 변용을 장려하는 공간 구조

의 변화 및 메뉴구성의 변화가 뚜렷하게 발견되었다. 둘째로, 도시 공간

에서 24시 카페는 갈 곳을 잃은 자들과 임시적 피난처를 구하는 이들에

게 숙박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사익을 추구하는 소비 공간에서 발

견되는 사적 공간으로의 활용, 즉 이러한 역공간성은 공간의 순찰자이자

관찰자이며 비가시적 존재인 직원들의 적당한 무관심과 환대를 통해서

극대화 되었다.

이후 현장관찰을 통해 발견한 카페의 역공간성을 이해하기 위해 연구

자는 역공간성, 즉 공간성의 변화를 야기했다고 생각되는 원인을 네 가

지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이는 각각 24/7의 도시, 방의 문화, 1인 주거로

의 변화 및 청년 주거 빈곤 그리고 디지털 컨버전스의 발전이다. 근대적

시간 체제에서 24시간 사회로의 변화는 밤낮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시간의 사용에 있어서 개인의 선택지를 극대화시켜주었다. 24시간 사회

로의 변화는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가질 수 있도록’ 만듦으

로써 “삶을 제약했던 시간이라는 구조물을 해체”하였다(Kreitzmen,

2001). 시간의 이용을 극대화시킨 변화는 소비 공간이 이용자의 다양한

삶의 궤적을 담기위해 여러 시도를 하도록 만들었으며, 이러한 노력들이

공간의 역공간성을 극대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아울러 우리가 도시의

소비 공간, 특히 24시간 열린 카페와 같은 공간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이곳이 24/7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은

카페를 도시의 야경꾼으로 혹은 갈 곳을 잃은 ‘비주류’의 이질적인 타자

들을 끌어안기도 하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공적 공간의 거실화로 이해되는 방의 문화는 한국의 문화적 특성의 하

나로, 카페에서 나타나는 역공간성 역시 이러한 특성이 나타난 것이라

볼 수 있다. 찜질방, PC방, 노래방 등으로 이해되는 방 문화는 그 자체

의 특성상 탈(脫)일상, 공과 사의 혼융이 일어나는 공간이다. 이러한 공

간은 유목민처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정주에 대한 욕구가 발현된 것이

라고 볼 수도 있고, 사적 공간의 부족을 겪는 이들에게 개인적 공간을

마련해주는 대체의 공간으로도 이해될 수도 있다. 이 외에도 1인 주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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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와 청년세대의 하위 주거트랙으로의 이동이 카페 이용의 역공간적

특성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은 개인적 공간에 대한 갈증에서 비롯된 것으

로 볼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컨버전스의 발달로 인한 ‘모빌리티’

는 근대의 고착된 공간을 흐름의 공간으로 변화시키고, 새로운 공적 공

간을 출현시킬 뿐만 아니라 공간 이용에 사유화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이

다. 이러한 특성은 시공간성의 개인화를 통해 ‘이동 중의 거주’를 가능케

함으로써 도시 소비 공간의 역공간성을 증폭시켰다.

카페는 공간적 변용이 자유로이 일어나는 다목적 공간이자 도시의 일

상 깊숙이 뿌리내린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연구자가 관찰한 카페는 사람

들의 일상적 삶을 담아내는 그릇이자, 공공이 제공해 주지 못하는 대피

처로서의 공간, 범죄율을 낮추는 공간으로 단순한 소비 공간 이상의 역

할을 보여주고 있었다. 도시는 누구에게나 가시적이고 접근가능하며, 행

동에 구속받지 않을 자유를 누리는 공간인 공공 공간을 가져야 한다. 시

민 공원과 광장에서부터 건물 사이의 공개공지와 거리, 나아가 도서관과

같은 공공 공간은 도시인들이 자유로움과 안전을 보장받는 장소가 되어

야 한다. 이질적인 타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공공성은 ‘모두를 위한’ 공간

이라는 전제에 어긋난, 반쪽자리의 공공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카페는 공

공 공간인 거리, 광장, 시민 공원이나 도서관보다 안전을 보장해주고, 그

들을 대신하여 추위나 더위로부터 대피처로 존재하며 갈 곳을 잃은 자에

게 공간을 내어주었다.

본 연구는 오늘날 도시에서 일어나는 사용화(私用化)현상을 카페의 역

공간성을 통해 바라보았다. 연구자는 24시간의 관찰을 통해 카페의 다양

한 면면과 그 내부의 사람들을 주의 깊게 바라 볼 수 있었는데, 이를 통

해 도시에서 소비 공간이 가지는 공간적 변용이 공공성과 사유화를 함께

높이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과 맞물려 발생

한 다양한 사회적 변화가 소비 공간의 공간적 변용을 낳은 것이다. 이와

같은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공간성의 변화특성을 ‘역공간’ 논의

를 통해 바라보았다는 것이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라 할 수 있겠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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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날 도시의 소비 공간은 이질적 타자를 수용하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

나 상품을 소비할 수 있는 능력, 즉 이러한 공간에 발을 들여놓을 수가

없는 이들은 여전히 남아있다. 소비 공간에서 지워지는 비(非)가시적 존

재와, 이들이 밀려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이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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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is an attempt to explore the publicness and

privatization phenomenon of urban consumption space through

the liminality in the use of cafe space.

Consumption space is a space where the social and

cultural phenomenon occurs and it is a space to create the

multi-layered sense. This is a natural phenomenon in the

process of pursuing the interest, and the consumption space

maximizes the liminality by encouraging the personality of the

users and allowing the occupation of the public.

The cafe was used as a space for friendship, learning,

office, and temporary housing in the city and this was a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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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ery that can be confirmed through observation. The

researcher observed the franchise cafes near the Slim and

Gangnam stations for 24 hours and found a spatial variation of

the cafes that lead to the liminal space. The cafe improve the

accessibility by changing the table into a multipurpose use and

encouraging the occupation and privatization of space. This

diversification of interior space combined with the enlargement

of the food menu has resulted in further increasing the

liminality. Modern cafes are spaces for meals, study, work,

leisure, shelter and accommodation. These characteristics have

been smoothly achieved through proper hospitality and

indifference by employees. The late-night 24-hour café also

served as a space to lower the crime rate of the city, while

providing a great place for those who lost their place.

This liminality is based on the development of 24/7 city,

the culture of Bang, the change of single-person residence,

youth housing poverty and digital convergence. First, the

change to the 24hour society has made the consumption space

to make various attempts to capture the user 's various life

trajectories, resulting in maximizing the space liminality. In

addition, this characteristic made the cafe as a space for the

city's night viewers, as well as attracting the heterogeneous

hitters of the "minor" who have lost their places to go. The

culture of Bang, which is one of the cultural characteristics of

Korea, is a space in which the de-merging of the daily life.

This space can be regarded as the expression of the desire of

the modern people for the settlement, or as a substitute space

that provides a personal space for those who suffer the lack of

private space. In addition, the increase of one -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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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ence and the transfer of younger generation to the sub -

residential track can also be attributed to the thirst for personal

space. Finally, the development of digital convergence has

enabled the residence during ‘moving through' the

personalization of space - time, making the fixed space a flow

space, emerging a new public space, and amplifying the

liminality.

The cafe was a daily consuming space for people and

played a role more than that. The cafes observed by the

researcher contained the traces of modern people's various

lives, while securing safety and providing space instead of

public spaces.

This study looked at the phenomenon of privatization in

cities today through the liminality of cafes. The researcher was

able to grasp that the spatial transformation of the consumption

space enhances both the publicness and the privatization

through the observation of 24 hour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that we have looked at the characteristics of spatial

changes in the course of such interaction through the

discussion of 'liminal space'.

keywords : cafe, privatization, consumption space, liminal

space, limi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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