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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사회문화적 변화양상에 따른 ‘방(房)’의 

형성과 도시공간적 특성 연구

: 홍대지역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박 경 선

지도교수 : 서 예 례

한국 사회에서 1990년대 초 등장해 지금까지 빠른 속도로 확산·전개되어온 

‘방(房)’ 문화 현상은 사회문화적 배경과 더불어 나타난 우리나라의 대중문

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90년대 이전의 방은 사전적 의미로의 방인 주거 

내의 안방, 사랑방 등 가족 중심공간으로만 여겨져 왔다. 9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과밀화되고 팽창하는 도시환경 속에서 억눌려있던 도시인

들의 문화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이 생겨났고 현재까지도 도시는 

다양한 방들의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다. 도시를 이루고 있는 다양한 방들은 

사회문화적 변화의 요구 속에서 생성되고, 사라지고, 변형되어오면서 한국의 

도시문화와 일상에 영향을 끼치고 도시경관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현대사회에 접어들면서 문화공간은 특정 공간이 아닌 일상생활 속의 공간으

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방은 접근성이 높은 도시의 번화가에 밀집하며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일상적인 문화소비

공간으로서 연구할만한 사회적·공간적 가치를 지닌다. 

본 연구는 도시의 번화가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종류의 방을 연구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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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즉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문화 현상인 ‘방 문화’ 현상의 관점에서 

접근하며 방을 도시의 문화소비공간으로 바라본다. 구체적으로는 90년대부터 

시작된 방 문화의 1세대라고 말 할 수 있는 노래방, PC방, DVD방을 중심으로 

다룬다. 대상지는 다양한 방의 양상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서울의 대표적인 

번화가로 하며, 방 문화가 번영하기 시작했던 90년대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의 대표 상업지역인 홍대지역 일대를 대상지로 한다. 

본 연구는 문화소비공간인 ‘방(房)’을 연구하는 데 있어 크게 두 가지 범

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우선 신문 보도자료, 각 방의 관련 잡지 및 관련 홈

페이지 보도자료 등을 통해 방문화의 1세대라고 부를 수 있는 노래방, PC방, 

DVD방에 관한 문화적·사회적 흐름을 시기별로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구체적

인 공간인 홍대 지역의 방의 형성과정을 홍대의 문화 및 사회적 이슈와 함께 

정리하였고, 방의 현황 조사를 통해 현재 방이 도시공간에 분포하고 있는 양

상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도출한 방의 공간문화사적 해석은 세 가지로 정

리할 수 있다. 

첫째, 방은 사회적·문화적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것들과 상호작용하

면서 다양한 변화를 겪어 왔다는 것이다. 방들의 사회적·문화적 이슈에 대한 

반응은 몇 가지 패턴을 따르게 된다. 이를 토대로 방의 생애 주기적 특성을 

도출해내었다. 1세대 방들의 등장부터 현재까지 생애주기를 살펴보면 ‘도입

기-성장기-포화기(정체기)-생존기 또는 쇠퇴기’의 단계를 거친다. 도입기는 

방이 생성되는 시점으로 법적인 테두리나 운영 및 공간디자인에 관한 가이드

라인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시기이다. 성장기에 방은 폭발적인 인기와 함께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정점을 맞이한다. 방의 성장기 단계의 공통점은 모두 

대학가를 중심으로 확산하였다는 것이다. 그만큼 ‘방(房)’이라는 문화소비공

간은 대학생을 비롯하여 젊은 세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밀실’이라는 공간적 특이성 때문에 벌어지는 청소년 탈선과 음성적 공간으

로의 변이에 관한 문제가 공통으로 발생하였다. 성장기의 끝에 방의 수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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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 이르면 포화기(정체기)가 시작이 되고, 이 시기의 방은 공급 포화 상태에

서 경쟁이 과열되고 다양한 변신을 시도한다. 동시에 전문 프랜차이즈 기업들

이 다수 생성되며 방의 운영과 공간에 대한 고급화된 가이드라인이 형성된다. 

생존기 및 쇠퇴기에 진입한 방은 서서히 그 운명이 결정되는데, 우선 노래방

과 PC방은 방의 생애주기에서 살아남아 생존기로 진입하고, DVD방은 쇠퇴기

를 맞이한다. 방의 생존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한 것은 전문 프랜차이즈 업체를 

선두로 한 고급화·대형화의 흐름과 문화적·사회적 변화에 유연하게 상호작

용 한 것이다. 

두 번째 해석은 ‘방(房)’이 생존전략으로서 고급화·대형화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방 문화의 라이프사이클에서 살아남은 방은 노래방과 PC방이다. 노래

방과 PC방은 침체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전문 프랜차이즈 기업이 다수 생겨

나고 이 프랜차이즈 기업들을 필두로 고급화와 대형화가 진행된다. 실제로 홍

대지역의 노래방과 PC방의 개업년도와 규모를 분석해 보았을 때, 최근 5년간 

대형 노래방과 대형 PC방이 다수 생견 난 것을 확인하였다.

세 번째 해석은 ‘방’이 점점 복합 공간화 되었고, 도시공간이 ‘방’화 

되었다는 것이다. 방은 형성과정에서 성장하고 정체기를 겪으며 매우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어왔다. 그 과정에서 서로 다른 성격의 방이 결합되거나 기존의 

방에 새로운 기능들이 덧붙여져서 복합 공간화가 진행되었다. 이제는 ‘방’

의 뚜렷한 경계가 모호해지고 PC방에서 피자와 파스타를 먹으며 게임을 즐기

고 내부에 설치된 1인용 코인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등 공간이 복합 만능

적인 공간이 되어가고 있다. 또한 이러한 복합 공간적인 방들이 시간이 흐름

에 따라 자연스럽게 밀집되면서 도시공간에는 방의 존(zone)이 생겨났다. 90년

대부터 현재까지 점차 다양한 방들이 생겨나고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도시공간

을 채워나갔다. 문화소비공간으로서 다양한 방들은 홍대의 도시공간에 다수 

분포하며 홍대라는 공간을 하나의 방의 존(zone)으로 만들었고, 개별적인 공간

인 ‘방’만을 소비하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홍대지역의 방의 존(zone)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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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소비하는 개념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 

방문화는 등장한 이래로 계속해서 새로운 종류의 방을 탄생시키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문화공간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90년대부

터 현재까지 나타난 다양한 방들에 관한 통합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

며, 본 연구는 후속 연구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제시하고 방문화와 방 연구에 

관한 기초연구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방, 방문화, 문화소비공간, 도시문화, 홍대, 노래방, PC방, DVD방

학번 : 2016-2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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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우리나라의 도시는 다양한 ‘방(房)’들로 구성된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90년대 초 노래방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도시의 방 문화는 현재까

지 PC방, 찜질방, DVD방, 만화방 등 다양한 성격의 방으로 분화되고 결합하였

다. 특히 도시의 번화가는 ‘방(房)’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방

은 도시의 중요한 문화적·공간적 요소로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방 문화

는 한국의 도시문화와 일상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환경이 되었고 도시의 경

관을 이루고 있다(박소진, 2013). 즉, 한국에서 1990년대 초 등장해 지금까지 

빠른 속도로 확산·전개되어온 ‘방(房)문화’ 현상은 한국의 사회적·문화적 

배경과 더불어 나타난 우리나라의 독특한 대중문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윤

철우, 2003). 

방문화의 발전은 한국 도시의 급격한 팽창 과정에서 설명될 수 있다. 급속

도로 과밀화되고 팽창하는 도시환경 속에 억눌려있던 문화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房)들이 생겨났고, 현재까지도 도시는 다양한 방들의 네트워크

로 구성되어 있다. 도시를 형성하고 있는 다양한 ‘방(房)’들은 사회문화적 

변화의 요구 속에서 생성되고, 사라지고, 변형되어 왔다. 방문화는 한국 사회

가 근대화와 산업화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압축 성장을 이룩하면서 나타난 한국

의 독특한 문화 현상으로(정기용, 2008), 짧은 기간에 놀라운 속도로 급격히 

확산되었다. 이제 방이라는 공간은 한국 도시를 다룰 때 빠뜨려서는 안 될 중

요한 요소가 되었고, 한국 도시는 한마디로 ‘방들의 도시’라고 말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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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송도영, 2004).

기존의 방에 대한 연구는 노래방, PC방, 찜질방 등 대표적인 방에 대한 개

별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도시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방들을 ‘방

문화’라는 통합적 관점에서 방을 도시의 문화공간으로 접근한 연구는 매우 

미비하다. 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방문화는 한국 도시의 공간문화로 자리 잡

았으며 현재까지도 계속 다양한 방들이 생성되고 있다. 노래방에서부터 시작

된 ‘○○방’은 한국사회의 사회문화적 변화 양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변

형되어, 현재 도시의 문화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도시의 소비문화공간의 

기능을 맡고 있는 다양한 방들을 방문화라는 통합적 관점에서 연구 할 필요가 

있다. 우선, 방문화가 등장한 배경과 한국의 사회문화적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생성되는 방들에 대한 시계열적 정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다양한 방들의 

변화와 생성양상, 종류를 파악한다. 다양한 방들의 양상을 한눈에 볼 수 있도

록 한국의 대표적인 번화가인 홍대지역을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방이 도시공간

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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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및 의의

❚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한국 도시의 독특한 문화소비공간인 ‘방(房)’의 형성과 전개과

정을 사회문화사적으로 고찰하고, 도시 공간 속에서 확산되고 있는 방을 공간

적으로 분석하여 그 특성을 밝히는 연구다.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에

서 찾아 볼 수 있다. 

첫째, 한국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도시 문화소비공간인 방의 형성과 전개 과

정을 추적한다. 방문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방의 생

성과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흐름을 정리하여 한국의 사회·문화적인 이슈와 

작용해온 방의 특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둘째, 한국의 대표적 상업지역인 홍대지역의 방의 형성과정을 살펴보고 현

재 홍대지역의 방의 물리적 현황 분석 및 실제로 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

주들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공간적 특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셋째, 도시공간에 분포하고 있는 다양한 방들의 분포 과정 및 양상을 살펴

보고, 방이 도시공간에서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한국에서 전개되어온 독특한 문화공간인 ‘방(房)’의 형성과정

을 한국의 사회문화적 변화의 흐름에 따라 살펴본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한

국의 대표적인 번화가인 홍대를 대상지로 선정하여 실재 도시공간에 존재하는 

방들의 확산과정을 살펴보고, 물리적·사회적 현황을 분석한 것에 연구의 가

치가 있다. 본 연구는 방과 방문화에 대한 사회적·공간적 기초 연구 자료로

써, 향후 진행될 한국의 방과 방 문화 연구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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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연구의 범위

1. 연구 대상

일반적으로 ‘방(房)’이라 하면, 주거 내 방을 떠올리기 쉽다. 본 연구에서

는 방을 주거에서 다루는 방과 도시공간에 존재하는 문화소비공간으로서의 방

을 분리하여 본다. 본 연구는 한국의 ‘방 문화’속에서 나타난 공간에 대한 

연구이며, 그 중에서도 일반적인 대중문화공간으로서의 방을 다룬다. 

본 연구에서 뜻하는 방은 사전적 의미의 방인 ‘사람이 살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벽 따위로 막아 만든 칸1)’으로 명시되어있는 공간적(물리적)의미와 

‘-하는 곳’, ‘-하는 장소’라는 의미인 기능적 의미로서의 방을 포함한

다.2) 

본 연구는 한국 도시의 문화 상업 공간인 도시의 번화가에서 나타나는 다양

한 종류의 방을 연구의 대상으로 한다. 즉,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문화 현상

인 ‘방 문화’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방을 도시의 문화소비공간으로서 바라본

다. 특히 방문화의 시초라 할 수 있는 노래방을 포함하여 그 이후로 등장한 

비디오방(DVD방), PC방을 중심으로 방문화의 흐름과 변화를 살펴본다. 

2. 공간적·시간적 범위

본 연구의 대상지로는 다양한 방의 양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서울의 대표

적인 번화가 적합하며, 방 문화가 번영하기 시작했던 90년대 전후부터 지금까

지 우리나라의 대표 상업지역인 홍대지역을 대상지로 한다. 

홍대지역은 신촌과 더불어 대학문화와 놀이문화의 중심지로 지금까지 끊임

없이 다양한 방들이 생성되고 사라지는 곳이다. 홍대지역은 홍익대학교를 비

1) 네이버 어학사전

2) 방의 사전적·물리적 의미를 벗어나는 PC방, 찜질방, 만화방 등 기능적 의미로서의 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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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하여 인근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서강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경기

대학교 등이 위치하여 대학생들의 문화공간으로서 다양한 방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홍대 앞 걷고 싶은 거리’, ‘홍대 예술의 거리’가 조성된 

홍대지역을 연구 대상지로 하며, 보다 구체적인 범위로는 네 면을 둘러싸는 

길인 양화로, 신촌로, 독막로, 와우산로로 둘러싸인 구역으로, 총 면적이 약 

750,000㎡이다. 

홍대지역은 9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방 문화가 싹트기 시작

하여, 노래방, PC방, DVD방, 만화방 등 현재까지도 수많은 방의 군집이 존재

하고 있는 대표적인 공간이다.

시간적 범위는 방 문화가 시작되었던 199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를 살펴본

다. 다양한 방들의 전개과정을 한국의 문화적·사회적 흐름과 함께 살펴보기 

위해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3. 내용적 범위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방 문화와 방에 대한 개념 고찰이다. 방 문화는 한국 사회에서 나타

나는 독특한 공간문화이기 때문에, 한국의 사회적 맥락에 따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주요 연구 내용으로 신문 보도자료 및 문헌 자료 등을 통해 방에 관한 

이슈를 분석하여 한국사회의 맥락에서 방이 어떻게 나타나고 발전되어 왔는지 

추적한다. 

둘째, 한국 도시의 문화소비공간인 다양한 방의 공간적 특성을 밝힌다. 홍대

지역에 방이 등장한 1992년부터 현재까지 방의 형성과정을 살펴보고 도시 공

간에 다양한 형태와 모습으로 존재하는 방들의 공간적 특성을 조사하여 도출

한다. 그리고 한국의 도시공간에서 방이 가지는 의미를 탐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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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선행연구 검토

1. 관련 선행연구의 흐름

방 문화는 한국사회에서 드러나는 독특한 문화이지만 그에 대한 연구는 미

비한 실정이다. 노래방, PC방, 고시원 등 방 문화의 대표적인 공간에 대한 연

구는 존재하나 건축·도시 분야의 연구는 부족하며, 방을 ‘방 문화’라는 통

합적 관점에서 공간을 연구 또한 미진하다.

방 문화를 비롯하여 노래방, PC방, 고시원, 찜질방 등 대표적인 방에 대한 

연구를 건축·도시 분야, 문화·사회 분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 건축·도시 분야 관련 연구

윤철우(2005)는 기존의 방이 갖고 있는 기능을 분석하고 그것들이 어떻게 

다시 조합될 수 있는가를 연구하여 여러 방의 공간들을 도심 내 여가, 레저문

화를 대변할 수 있는 하나의 온전한 건물형태로 제안하였다. 

이일휘(2003)는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전국 시·군을 대상으로 PC방이 파

급되어 가는 과정을 분석하고 1998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한 PC방을 도시계층

과 관련하여 확산과정에 나타난 공간적 특징을 연구하였다.

김윤정(2007)은 서울시 PC방의 입지와 공간 분포상 패턴 및 변화 특성을 파

악한 후 PC방의 위치를 지도화하여 분포 특성을 연구하였다.

최병인(2009)은 강서구, 금천구, 관악구 등의 고시원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고시원의 규모 및 평면, 법규 및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

을 제시하였다.

채원우(2010)은 식음공간(Room)의 형성 과정과 목적, 평면, 입면, 단명상의 

변화와 각 식음공간의 내부와 재질에 대한 형성과정을 조사 분석하여 현대의 

식음공간의 구성에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데이터 제시하였다. 

김기영(2012)은 서울시 1~2인 가구의 발생과 현황을 살펴보고, 그 중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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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에 대한 현황과 관련 법률 동향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제시하고 서울시

에 산재해 있는 고시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김지윤(2014)은 한국의 목욕공간의 다양한 요소들을 문화적 측면에서 파악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결합하여 운영되고 있는 한국의 목욕공간을 분석하여 

그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성에 적합한 목욕공간 형태를 개념화하여 제시했다.

연구 내용

“도심내 여가 놀이를 위한 

한국의 방(房) 문화공간 재구

성”, 윤철우(2005)

기존의 방이 갖고 있는 기능을 분석하고 그것들이 어떻게 다시 

조합될 수 있는가를 연구하여 여러 방의 공간들을 도심 내 여

가, 레저문화를 대변할 수 있는 하나의 온전한 건물형태로 제안

“상업공간에 설치된 개실

(Room)에 대한 공간 연구 분

석”, 채원우(2010)

식음공간(Room)의 형성 과정과 목적, 평면, 입면, 단명상의 변화

와 각 식음공간의 내부와 재질에 대한 형성과정을 조사 분석하

여 현대의 식음공간의 구성에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데이터 제

시

“서울시 PC방의 공간적 분

포패턴”, 김윤정(2007)

서울시 PC방의 입지와 공간 분포상 패턴 및 변화 특성을 파악한 

후 PC방의 위치를 지도화하여 분포 특성을 밝힘.

“인터넷 PC방의 공간확산에 

관한 연구”, 이일휘(2003)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전국 시·군을 대상으로 PC방이 파급되

어 가는 과정을 분석하여, 1998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한 PC방을 

도시계층과 관련하여 확산과정에 나타난 공간적 특징을 파악

“한국 대중목욕문화 분석에 

기인한 건축유형 제안”, 김

지윤(2014)

한국의 목욕공간의 다양한 요소들을 문화적 측면에서 파악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결합하여 운영되고 있는 한국의 목욕공간을 

분석하여 그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성에 적합한 목욕공간 형태를 

개념화하여 제시

“고시원 건축의 제도적 문

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

구”, 최병인(2009)

강서구, 금천구, 관악구 등의 고시원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고시

원의 규모 및 평면, 법규 및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준주택 제도의 문제점과 개

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 

고시원을 중심으로”, 김기

영(2012)

서울시 1~2인 가구의 발생과 현황을 살펴보고, 그 중 특히 고시

원에 대한 현황과 관련법률 동향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제시하고 

서울시에 산재해 있는 고시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

[표 1-1] 방에 대한 건축·도시 분야의 선행연구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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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분야 관련 연구

박현기(2000)는 PC방의 시설환경과 서비스를 조사하여 PC방의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청소년의 PC방 이용행태를 고찰을 통해 PC방의 건전한 육성·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장시준(2000)은 신촌의 문화공간 답사와 이용자 인터뷰를 통해 대학생들의 

문화공간 활용빈도와 게임방 이용실태, 게임방 이용이 대학생들의 생활에 미

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이정봉(2006)은 생애사(life history) 연구와 참여관찰(participant observation) 

방법을 활용하여 고시원의 도시 빈곤층의 빈곤 형성과 재생산과정을 연구하였

다.

류정순(2009)은 고시원, PC방, 찜질방, 만화방 등을 주 주거지로 삼고 생활

하는 사람(홈리스)들의 생활 실태를 조사하고 비주택 거주민의 주거기본권 보

장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Wu Juan Juan(2014)은 노래방에 관한 실증분석을 통해 한국과 중국의 노래

방문화와 소비자의 특성 및 소비형태 비교 분석하였다.

박상희(2015)는 사회적 풍경으로서 고시원을 바라보고 의식구조와 사회, 문

화적인 의미들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문지현(2016)은 테크놀로지의 발전에 따른 노래방의 성장과 그것이 한국 사

회에서 갖는 사회문화적인 의미를 탐구하는 연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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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내용

“고시원, PC방, 찜질방, 

만화방, 다방거주자의 생활

실태조사”, 류정순(2009)

고시원, PC방, 찜질방, 만화방 등을 주 주거지로 삼고 생활하

는 사람(홈리스)들의 생활 실태를 조사하고 비주택 거주민의 

주거기본권 보장 방안에 대하여 연구

“노래방문화를 통해서 본 

한·중 소비행태에 관한연

구-한·중 대학생 중심으

로-”, Wu Juan Juan(2014)

노래방에 관한 실증분석을 통해 한국과 중국의 노래방문화와 

소비자의 특성 및 소비형태 비교 분석

“한국 노래방의 성장을 

둘러싼 사회문화사-테크놀

로지의 발전을 중심으로”, 

문지현(2016)

테크놀로지의 발전에 따른 노래방의 성장과 그것이 한국 사

회에서 갖는 사회문화적인 의미를 탐구

“초기 부산 노래방 문화 

형성의 사회적 맥락과 매

체사적 의미”, 윤상길 외

(2016)

1980년대 일본의 가라오케가 부산에 유입된 사회경제적 배경

을 고찰하고, 1990년대 노래방 문화의 태동과 관련하여 기술

의 사회적 구성주의론이라는 시각에서 해석

“인터넷PC방의 운용실태

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현기(2000)

PC방의 시설환경과 서비스를 조사하여 PC방의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청소년의 PC방 이용행태를 고찰을 통해 PC방의 

건전한 육성·발전 방향을 제시

“대학생의 PC게임방 이용

에 관한 연구”, 장시준

(2000)

신촌의 문화공간 답사와 이용자 인터뷰를 통해 대학생들의 

문화공간 활용빈도와 게임방 이용실태, 게임방 이용이 대학

생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

“문화 분석 대상으로 바

라본 <고시원>작품론”, 박

상희(2015)

사회적 풍경으로서 고시원을 바라보고 의식구조와 사회, 문

화적인 의미들과의 관계를 분석

“빈곤의 형성과 재생산에 

관한 연구: 고시원 거주 도

시빈곤층의 사회적 배제를 

중심으로”, 이정봉(2006)

생애사(life history) 연구와 참여관찰(participant observation) 

방법을 활용하여 고시원의 도시빈곤층의 빈곤 형성과 재생산

과정을 연구

[표 1-2] 방에 대한 사회·문화 분야의 선행연구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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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착안점

 본 연구에서는 방 문화와 방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건축·도시 분야, 문

화·사회 분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건축·도시 분야에서 방에 대한 연구는 

주로 PC방의 분포에 관한 연구와 고시원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방문화에 

대한 연구도 한편 존재하나 방의 유형이나 공간적 분석을 위한 접근은 없었

다. 문화·사회 분야에서의 연구는 주로 노래방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PC방과 고시원에 대한 연구도 존재하나  건축·도시 분야에서의 연구와 마찬

가지로 그 외에 방들에 대한 연구는 부재하다. 

선행연구는 주로 노래방, 고시원, PC방에 관한 연구가 높은 비율을 차지했

으면 그 외의 방에 대한 연구는 부재하다. 또한 방을 한국의‘방 문화’라는 

관점에서 도시의 문화공간으로 접근하는 연구가 거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공간에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 공간인 방들의 데이터

를 정리하고, 방을 도시의 문화공간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본 연구로서 차별성

을 가질 것으로 본다. 향후 본 논문은 한국의 문화공간인 방에 대한 사회적·

공간적 기초 연구로써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앞으로 생겨날 다양한 

방과 한국의 문화 공간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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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연구의 방법

1.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한국 도시공간에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 문화공간인 ‘방(房)’

에 대한 개념 고찰과 공간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질적 연구 방법을 선택하

였다. 다양한 방을 한눈에 보기 위해 서울의 대표적인 번화가인 홍대지역을 

연구의 대상지로 하였으며, 홍대지역의 방 형성과 변화과정을 종류별, 시기별 

방들의 분포를 통해 도시공간에 방들이 정착해가는 모습을 추적한다. 그리고 

현재 방들의 분포 및 현황조사를 통해 공간적 특성을 도출하고 분석한다. 

1장, 2장에서는 연구 방법으로 문헌자료 조사가 주를 이룬다. 

우선 1장에서는 방 문화와 관련된 연구자료 및 문헌자료를 검토하여 방과 

관련한 연구 동향 및 자료를 정리하고, 연구의 필요성과 의의를 밝힌다. 

2장에서는 문헌자료를 통해 방 문화와 방의 개념을 고찰하고, 한국의 사회

적 맥락에서 도시의 문화소비공간인 방의 등장과 발전을 살펴본다. 또한 다양

한 방의 종류를 시기별로 정리하고 유형을 분류하여 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를 한다. 

3장과 4장은 방들의 시기별 위치자료와 인터뷰 자료를 통해 방의 사회문화

적·공간적 특성을 분석한다. 

3장은 홍대지역에 방이 등장한 9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방들의 주소자료

를 수집하고, Arc GIS를 통해 데이터를 지도화하여 방의 종류별·시기별 분포

를 나타내고 이와 함께 홍대의 문화적 흐름과 방의 형성과정을 살펴본다. 

4장에서는 2장과 3장에서 도출한 홍대지역 방의 공간적 특성을 분석하고 해

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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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진행과정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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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이론적 배경

1절 ‘방(房)’의 개념과 이해

1. 방의 개념

방이란 사전적 의미로 “사람이 거처하기 위하여 집안에 만들어 놓은 공

간”을 의미한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의‘방(房)’은 

주거 내 공간을 의미하며 안방, 사랑방, 건넌방, 행랑방, 문간방 등 한집안 내

에서도 활동공간이 확실하게 구분되었다. 80년대 후반까지 우리나라의 방은 

거주의 개념인 사전적 의미에 충실한 공간이었다(윤철우, 2003). 90년대에 들

어오면서 사적인 의미의 방은 공적인 의미의 공간으로 변화되었다. 

김광수(2004)는 「2004년 베니스 비엔날레 국제 건축전 방의 도시」에서 방

문화 현상을‘방들의 가출’이라고 표현했다. 도시 생활의 새로운 욕구를 충

족시키기 위해 주거 내에 있던 방들이 도시로 빠져나와, 사적이었던 공간의 

사용이 공적인 공간으로 분화되었다(정기용, 2004). 송도영(2004)은 이러한 방

들을“각자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어떤 공간에 찾아 들어가 간편

하게 이용하고 나오는 문화 소비 공간”이라고 정의하였다. 방은 사적인 영역

이자 공적인 활동이 일어나는 공간으로 한국 도시의 일상적인 경관을 이루며 

일상문화를 이루고 있는 중요한 도시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다(박소진, 2012). 

우리나라에서 방 문화가 형성된 원인은 ‘한국의 경제 성장’과 ‘사적·공

적 공간의 부재’ 함께 설명 할 수 있을 것이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사적인 

공간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게 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

와 함께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의 욕망과 공간의 부족이 충돌하는 상

황 속에서 사적인 문화소비가 가능한 방(房)들이 생겨났다(유현준, 2015). 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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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공간뿐만 아니라 한국의 도시에는 광장과 같은 공적인 공간이 부족하기 때

문에 방(房)문화가 발전했다는 주장도 있다(김광수, 2015). 즉 도시공간에 분포

하는 다양한 방(房)들은 사적·공적인 공간에 대한 욕구와 공간 부족의 충돌로 

인해 탄생한 공간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연구자 출처 내용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방은 사전적 의미로 “사람이 거처하기 위하여 

집안에 만들어 놓은 공간”을 의미함

김광수

(2004)

Korean Pavilion City of 

the bang: 2004 Venice 

Biennale 9th international 

architechure exhibiton

급박한 변화의 속도 속에서 집 속의 방들이 도시

를 향해 가출하였다. 

‘-방’은 밀실로서 가장 사적이며, 사랑방으로 

가장 공공적이며 방은 민간이 제공하는 도시의 

사적인 공공공간이다. 

정기용

(2004)

Korean Pavilion City of 

the bang : 2004 Venice 

Biennale 9th international 

architecture exhibition

도시생활의 새로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거 

내에 있던 방들이 도시로 빠져 나와 사적이었던 

공간의 사용이 공적인 공간으로 분화되었음

송도영

(2004)

인류학자 송도영의 서울 

읽기, 단행본

방을 “각자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어떤 공간에 찾아 들어가 간편하게 이용하고 나

오는 문화소비공간”이라고 정의

윤명희

(2011)

PC방의 네트워크 

일상풍경, 학회지
사적인 영역이자 공적인 활동이 일어나는 공간

박소진

(2012)

대학생의 노래방 체험, 

학회지

방은 한국 도시의 일상문화를 지배하는 중요한 

환경이며, 도시의 경관을 이루고 있음

김광수

(2015)
국립민속박물관 웹진

“현재 우리 도시에는 광장 혹은 퍼블릭 스페이

스가 따로 없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방(房)문화

가 발전했다.”

[표 2-1] 방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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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 다루는 ‘방(房)’은 한국의 사회문화적 변화의 요구 속에서 

탄생한 문화소비공간으로서의 방이다. 문화공간으로서 방은 사회적 맥락에 따

라 생성·분화·결합·변이 되면서 다양한 방을 만들어 내었고 현재까지도 진

행 중이다. 

한국의 도시 공간에서 방과 유사한 개념으로 룸(Room), 실(室), 카페(cafe)가 

있다. ‘-방’, ‘-룸’, ‘-실’, ‘-카페’는 공간에서 하는 행위의 명사 뒤

에 붙어서 ‘그것을 하는 공간’을 뜻한다. 경우에 따라 같은 공간도 다른 명

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예를 들어 ‘PC방’은 ‘PC카페’로도 불리고, ‘공부

방’은 ‘스터디 룸’, ‘스터디카페’ 등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용어에 따

른 방의 종류는 아래의 [표 2-2]과 같다. 

구분 종류

-방(房)

노래방, PC방, 멀티방, DVD방, 만화방, 소주방, 보드게임방, 

찜질방, 플스방(플레이스테이션방), VR방, 인형뽑기방, 

고시방(고시원), 모임방, 안마방, 전화방

-룸(Room) 스터디룸, 파티룸

-실(室) 오락실, 독서실

-카페 PC카페, 룸카페, 보드게임카페, 방탈출 카페

[표 2-2] 방의 용어에 따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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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으로‘방(房)’은 천장과 벽을 두고 출입할 수 있는 문이 설치되어 

있는 단일공간이다. 그러나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방은 ‘-을 하는 공간’의 

의미를 내포한다. 즉 PC방, 만화방, 찜질방 등은 방의 물리적인 방의 개념과 

다소 동떨어져 있는 형태 일 수도 있다. 문화공간으로서의 방은 공간 구성 방

식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 할 수 있다. 먼저 노래방, DVD방 등은 같은 기능의 

여러 방으로 이루어진 공간이다. 찜질방은 다른 기능의 다양한 방으로 이루어

진 공간으로 구분되며, PC방과 만화방 등은 하나의 큰 방으로 이루어져 각 공

간이 구분되어있는 공간이다. 형태에 따른 방의 종류는 [표 2-3]와 같다. 

구분 종류

같은 기능의 여러 

방(房)으로 이루어진 공간

노래방, 코인노래방, DVD방, 소주방, VR방, 스터디룸, 파티룸, 

방탈출카페, 룸카페, 멀티방, 고시방(고시원), 모임방

다른 기능의 다양한 

방(房)으로 이루어진 공간
찜질방

하나의 큰 방(房)으로 

이루어져 각 공간이 

구분되어있는 방

PC방, 만화방, 보드게임방, 독서실, 오락실, 

플스방(플레이스테이션방)

[표 2-3] 방의 형태에 따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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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의 업종 및 용도

노래방, PC방, DVD방 등 대표적인 ‘방(房)’들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

한 법률」(풍속영업규제법)의 규제를 받게 된다. 풍속영업규제법은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행

위 등을 규제하여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함

을 목적으로 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풍속영업규제법에 의한 “풍속영업”이라 함은 유흥접객업,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

률」에 의한 비디오감상실업, 「음악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래연

습장업 및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 제공업 및 복합유통

게임공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도학원업 및 무

도장업, 기타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등이다. 

풍속영업규제법의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3조(준수 사항) 풍속영업을 하는 자(허가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풍속영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풍속영업자"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이하 "풍속영업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성매매

알선등행위

2.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3. 음란한 문서·도화(圖畵)·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반포(頒布)·판매·대여하거나 이를 하게 하는 행위

나. 관람·열람하게 하는 행위

다. 반포·판매·대여·관람·열람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4.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射倖)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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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방

서울시에 있는 노래방의 업종은 [표 2-4]과 같이 나타난다. 자료에 사용된 

데이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인·허가 하는 업종별 데이터」에서 ‘노래’를 

검색하여 나오는 데이터를 정제하여 사용하였다. 이 중 유흥주점, 단란주점, 

룸살롱 등 노래방이 주가 아닌 주류를 파는 목적의 업종는 제외하였다. 노래

방의 업종은 ‘노래연습장’이 98%로 압도적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다. 「음악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래연습장업은 연주자를 두지 않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어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음악산업법 제2조의 13호, 2016.06.10개정).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한다. 

노래연습장 외에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비디오물배급업, 비디오물

제작업, 비디오물제작업 등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영상제작실’이나 ‘노래

뮤비방’등 새로운 형태의 노래방으로, 노래연습장의 법적 규제를 피하기 위

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업종 업소 수 비율(%)

노래연습장업 5111 98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67

2

청소년게임제공업 25

복합유통게임제공업 9

일반게임제공업 4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3

비디오물제작업 2

총 계 5221 100

자료: 지방자치단체에서 인·허가하는 업종별 데이터 개방(Business Open Date)

[표 2-4] 서울시 노래방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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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시설기준

1. 상호·간판
가. 상호는 “○○노래연습장”으로 등록되어야 한다.

나. 간판에는 시·군·구청에 등록된 상호를 표기해야 한다. 

2. 영업소의 구획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접객업소와 완전히 구획되어야 하며, 다른 영업

소와 따로 출입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통로 및

    칸막이

가. 통로의 폭은 1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나. 통로에 접한 1면의 칸막이에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에서 1미터 되는 

지점으로부터 위로 1제곱미터 이상의 투명유리창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안전시설

    등

가. 아래의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영업소 내의 관련 시설·설

비·기기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화재안전기준

  2)「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기준

  3)「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 

나. 창문 등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5. 청소년실

 (청소년실을 설치할 

경우에 한한다)

가. 청소년실은 영업주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배치하되, 통로에 접한 1면

의 칸막이에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에서 1미터 되는 지점과 바닥으로부

터 1.8미터에서 2미터 되는 지점의 사이(두 지점 간 길이는 1미터를 유지

한다)에 2분의 1이상의 면적을 투명유리창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노래연습장 출입구에는 "청소년 출입가능 업소" 표시판을, 청소년실 

출입문에는 "청소년실" 표시판을 각각 부착하여야 한다.

 6. 조명기구

가. 우주볼(Mirror ball)외에 촉광조절장치·유색조명등 등의 특수조명기

구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바닥으로부터 85센티미터 높이의 조도가 30룩스

    (청소년실은 40룩스)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7. 마이크

이용자가 사용하는 마이크는 아래의 정하는 기준에 맞게 소독하거나 상

단에 덮개를 씌운 상태로 청결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 소독할 경우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자외선

소독 또는 에탄올수용액을 머금은 면이나 거즈로 마이크를 닦음

  2) 덮개로 씌울 경우는 각 객실의 이용자가 바뀔 때마다 사용한 마이

크의 덮개를 교체

자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표 2-5] 노래연습장 시설기준(제 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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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방

서울시에 있는 PC방의 업종은 [표 2-6]과 같이 나타난다. 각 지역의 지방자

치단체에 인·허가된 PC방의 업종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 83%

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

업을 말한다.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은 제2종 근린시설에 속하

며,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은 

판매시설 중 상점에 해당한다. 

PC방이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으로 신고 되는 이유는 휴게음식점과 같이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도입할 수 있고 PC 외 다른 게임물의 도입이 가능하여 

다양한 영업환경을 조성하기에 편리하기 때문이다.3) 

3) 「무의미해지고 있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아이러브PC방, 2017.02.09.

4) 일반음식점(기타), 일반음식점(분식), 청소년게임제공업, 휴게음식점(편의점), 휴게음식점(패스트푸드), 
휴게음식점(커피숍), 일반게임제공업

업종 업소 수 비율(%)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3216 83

휴게음식점(기타) 302 8

휴게음식점(일반조리판매) 213 5

복합유통게임제공업 89 2

기타4) 75 2

총 계 3895 100

자료: 지방자치단체에서 인·허가하는 업종별 데이터 개방(Business Open Date)

[표 2-6] 서울시 PC방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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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시설기준

1.공통사항

가. 영업장 내에는 게임물 이용을 위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을 설치하여서

는 아니된다.

나. 영업장 전체의 실내 조명은 40룩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 투명한 유리창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실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청소년에게 유해할 우려가 있는 사진, 광고물, 장

식 그 밖의 설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소음, 조명 또는 진동으로 인하여 게임제공업소 주변의 평온을 해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바. 삭제 <2014.12.31.>

사. 업소 명칭과 간판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거나 신고한 상호

를 표시하여야 한다.

2.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추가사항)

가. 2개 이상의 업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하는 경우

    1) 전체 영업면적에서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

공업의 면적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2) 각 영업장(출입문 시설은 제외한다)의 시설기준은 관계 법령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각 영업장은 영업장별로 구획되어야 하며, 각 영업장을 구획하기 어

려운 경우에는 투명한 유리창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실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1개의 기기에서 게임, 노래연습, 영화감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3호 공통사항의 시설기준란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통로를 접한 면 중 하나의 면에는 바닥으로부터 1.3ｍ부터 2ｍ까지

의 부분 중 좌우 대비 2분의 1 이상의 면적을 투명유리창으로 설치하여 외

부에서 실내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출입문은 출입문 바닥에서 1.3ｍ 높이의 부분부터 출입문 상단까지

의 부분 중 2분의 1 이상의 면적을 투명유리창으로 설치해야 하고, 출입문

의 투명유리창을 가리거나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해서는 안 된다.

    3)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수 없으며, 출입구

에는 "청소년 출입금지" 표시판을 부착해야 한다.

  다. 콘텐츠를 이용하는 공간에 화장실, 욕조 및 주차장 시설을 설치해서

는 안 된다.

  라. 콘텐츠를 이용하는 공간에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된 의자나 3인

용 이상의 소파를 두어서는 안 된다.

3. 인터넷컴퓨터게임시

설제공업 (추가사항)

 독립된 장소에서 컴퓨터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되, 공공시설내

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조 

[표 2-7]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기준(제 20조 관련, 개정 201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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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VD방

서울시에 있는 DVD방의 업종은 [표 2-8]과 같이 나타난다. DVD방의 업종은 

‘비디오물감상실업’이 81%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영화 및 비디오물

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감상실업은 다수의 구획된 시청실과 비

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이용자가 직접 

시청시설을 작동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영업을 말한다(영화비디

오법 제2조 16호 가목, 2012.2.17.개정).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상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비디오

물감상실업의 용도는 제 2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한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비디오방 규제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다.  

제15조(제한상영관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이나 시설)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제

한상영관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과 동법 제47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 이내의 지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4. 영화상영관(제한상영관은 제외한다)이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나 장소

제62조(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준수사항)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8, 2012.2.17>

1.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것

2. 비디오물소극장업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에 한하여 청소년을 

출입시킬 것.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업종 업소 수 비율(%)

비디오물감상실업 87 81

통신판매업 8 7

비디오물시청제공업 7 7

비디오물소극장업 5 5

총 계 107 100

자료: 지방자치단체에서 인·허가하는 업종별 데이터 개방(Business Open Date)

[표 2-8] 서울시 DVD방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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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하지 아니할 것

가. 주류를 판매·제공하는 행위

나.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하는 행위

다. 삭제  <2009.5.8>

4. 비디오물감상실업,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경우

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고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시킬 것

5.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에 등록증을 게시할 것

항목 시설기준

통로

1. 다른 용도의 영업장과 완전히 구획되어야 한다. 

2. 시청실간 통로의 너비는 1.2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시청실을 벽면 

등으로 구획하는 경우에 한한다).

시청실

1. 시청실을 구획하는 벽면의 높이가 1.3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

로에 접한 1면에는 바닥으로부터 1.3미터 이상 2미터 이하의 부분 중 

해당 면적의 좌우 대비 2분의 1 이상을 투명유리창으로 설치하여야 한

다. 

2. 시청거리는 1.6미터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직접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작동하여 시청하는 경우에는 시청거리를 확보하

지 아니하여도 된다. 

3. 시청실 바닥으로부터 1미터 높이의 조도가 20룩스 이상이 되어야 한

다. 다만, 빔 프로젝트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조도를 20룩스 이상으로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4. 출입문은 출입문 바닥에서 1.3미터 높이의 부분부터 출입문 상단까

지의 면적 중 2분의 1이상을 투명한 유리창으로 설치하고, 출이문의 유

리창을 가려서는 아니 된다. 

5. 시청실 안에 화장실, 욕조, 주차장 시설 등 비디오물 시청에 필요하

지 아니한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청시설 등

1. 비디오물 재생기기는 한 장소에서 각각 시청제공할 수 있도록 중앙 

집중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직접 컴퓨터 등 전자 기

기를 작동하여 시청하는 경우에는 중앙집중식으로 설치하지 아니하여

도 된다. 

2.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된 의자나 3인용 이상의 소파를 비치하여

서는 아니 된다. 

3. 출입구에는 “청소년 출입금지”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자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조 

[표 2-9] 비디오물감상실업의 시설기준(제 17조 관련, 개정 201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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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의 종류와 유형

❚ 방의 종류

문화소비공간으로서 방은 대표적으로 노래방, PC방, 만화방, DVD방, 찜질방 

등이 있다. 노래방, PC방, 만화방, DVD방, 찜질방은 2000년대 이전의 방들로 

한국의 도시공간에 정착하여 안정화 단계에 있는 문화소비공간이다. 2000년대 

이후로 등장한 보드게임방, 플스방, 멀티방, 파티룸, 스터디룸 등은 비교적 최

근의 방들로 한국사회의 다양한 요구로 인해 나타난 방들이다. 가장 최근에 

등장한 방으로는 이스케이프룸(방탈출)과 VR방이 있다. 

1990년대

1세대

2000년대

2세대

2010년대

3세대

노래방, PC방, 만화방, 

DVD방, 찜질방 

보드게임방, 플스방, 멀티방, 

파티룸, 스터디룸
이스케이프룸(방탈출), VR방

[표 2-10] 시기별 등장한 방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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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목적 등장시기 행위 공간구성 구성요소

노래방

여가, 

놀이

1991 노래, 춤
복도,

방

의자(소파), 

테이블, 

노래방기계

이스케이

프룸
2015

추리, 

어드벤쳐 게임
복도, 방

매우 다양한 

소품

멀티방

여가, 

놀이, 

게임

노래, 춤, 

영상감상, 

콘솔게임

복도, 방

소파, 테이블, 

TV, 콘솔게임기 

등 

PC방

여가, 

게임

1998
PC게임, 

문서작업

파티션으로 

나누어진 홀(Hall)

컴퓨터 기기, 

컴퓨터 책상, 

파티션

플스방 2003

콘솔 게임

(플레이스테이

션)

파티션으로 

나누어진(Hall)

테이블, 소파, 

모니터,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

VR방 2016 가상현실게임 홀(Hal)l, 방 모니터, VR장비

찜질방
여가, 

휴식
1995

찜질, 수면, 

목욕

중앙 대형 홀(Hall), 

다양한 종류의 

찜질방, 목욕탕, 

수면방 등

매우 다양함

만화방
여가, 

휴식, 

감상

1970년 

등장 

1990년 

후반 

재전성기

만화책 보기 홀(hall), 방
테이블, 소파, 

책장, 만화책

DVD방

(비디오방)
1993 영화감상 복도, 방

소파, DVD기기, 

TV 또는 스크린

스터디룸

모임 

2017
토론, 공부, 

회의
복도, 방

의자, 테이블, 

모니터 또는 

칠판

파티룸 2010
파티, 핀목회, 

음주
복도, 방 매우 다양함

[표 2-11] 방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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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방’들의 관계

방(房)의 관계도는 노래방을 중심으로 그려진다. 노래방 이전에도 게임방과 

만화방은 존재했으나, 노래방을 중심으로‘방 문화’가 형성되었다. 노래방은 

기계의 발전과 함께 화상채팅 노래방, DDR노래방, 코인노래방, 녹음방 등으로 

분화되었고, 새로운 방으로는 향락의 문화와 더해진 소주방, 비디오를 볼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한 비디오방으로 변이되었다. 이후 소주방은 음성적인 문화

와 더해져 귀청소방, 안마방, 전화방 등의 퇴폐업소로 변질되었다. 비디오방은 

DVD가 보급되면서 명칭이 DVD방으로 불리게 되었다. 노래방과 게임방의 결

합으로 노래도부를 수 있고 게임도 할 수 있는 멀티방이 생성되었다. 멀티방

은 이후 게임기를 이용하여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플스방과 VR방으로 변이되

었다. PC를 사용하여 여가·오락을 하던 문화에 반발하여 컴퓨터가 아닌 실제 

사람과 마주보고 게임을 할 수 있는 보드게임방이 등장하였고, 현재 이스케이

프룸(방탈출)이 보드게임방과 같은 맥을 이어간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1] 다양한 ‘방’들의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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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사회적 맥락에서 방에 대한 이해

1910년대 초 차를 마시고 사람을 만나는 곳인 다방(茶房)과 세를 주고 방을 

알선하던 복덕방(福德房)에서부터 사적인 방의 의미가 균열하기 시작했다(정기

용, 2008). 다방은 개화기에 커피가 보급되면서 도시민들의 여가공간으로 자리

를 잡게 되었다. 다방과 복덕방으로 인해 도시의 거리에 ‘-방’이 출현하게 

되었다. 

방 문화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 초 노래방의 등장시

기 이다(송도영, 2004). 노래방은 방문화의 시초라 할 수 있을 정도로 폭발적

인 성공을 이루었고 이후 새로운 다양한 방들의 생산과 확산에 영향을 끼쳤

다. 우리나라 최초 노래방은 1991년 부산의 로얄오락실 내부에 있는 동전노래

방이다. 이후 오락실에서 독립하여 해운대 등장한‘하와이비치 노래연습장’

은 한국 최초로 법적 승인을 얻어서 노래방 영업을 시작한 곳이다(문지현, 

2016). 초기의 노래방은 1.5평가량의 작은 부스 형태로 노래방반주기가 설치되

어 300원에 한곡을 부를 수 있도록 했다. 노래방은 처음 등장 후 2년여 만에 

전국적으로 급격히 확산되었다. 노래방이 이토록 폭발적 성공을 이룰 수 있었

던 데에는 한국의 사회적 맥락에 있다. 현대 한국의 도시는 급격하게 과밀화

되고 팽창하는 도시 환경 속에서 억눌려있던 문화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공

[그림 2-2] 한국의 최초 다방인 남대문역 

다방 내부 

자료:왈츠와 닥터만 커피박물관

[그림 2-3] 1920년대 복덕방의 모습

자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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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필요했다. 그러나 한국의 도시는 고도성장 과정 속에서 함께 오는 피로

를 해소할 자아실현의 공간 또는 여가소비의 공간이 부족했다. 한국의 도시인

들은 공간의 부족뿐만 아니라 문화를 향유할 시간적 여건도 부족했다. 이러한 

한국의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짧은 자투리시간으로 즐길 수 있는 작은 공간인 

‘방(房)’은 척박한 한국의 도시문화에 싹을 틔웠다. 방 문화 전성기의 시작

을 알린 노래방은 대중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었고 이후 다양하게 변이, 발전

하며 다양한 방들의 생성을 이끌었다. 

노래방이 급증하면서 변이된 첫 번째 공간은 비디오방이다. 비디오방은 현

재 DVD방으로 이어져 오며 노래방과 함께 방문화의 대표적인 방이다. 노래방

이 변이되는 과정에서 비디오기계를 도입하면서 비디오노래방이 생겨났고, 이

후 비디오방만 독립된 형태로 발전해 나가 현재의 DVD방 까지 이어졌다. 이

후 기계의 도입과 기술의 발달로 기계와 결합된 방들이 생겨났다. 1994년 한

국소프트사는 멀티미디어 시스템을 갖춘 새로운 개념의 휴식공간인 멀티방을 

선보인다. 멀티방은 발전·분화 과정에서 인터넷카페(현재의 PC방)로 이어졌

고, 인터넷카페는 1998년부터 호황기를 맞는다. 

방은 건전한 환경으로만 생성되진 않았다. 1994년 소주방을 시작으로 유흥

[그림 2-4] 노래방 놀이문화 정착 

(동아일보 1993.03.06)

자료: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그림 2-5] 비디오방 광고 

(경향신문 1993.05.18)

자료: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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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간으로서 등장을 하였고, 1995년 등장한 안마방은 시작은 도시인들의 피

로를 풀어줄 휴게장소로서 순수한 안마를 위한 공간이었으나 점차 그 의미가 

변질되면서 1997년 전화방과 함께 신종 퇴폐업소로 변화되며 단속이 강화되었

다. 

PC방이 호황기가 시작할 시기인 1998년에 함께 등장한 찜질방은 우리나라

의 목욕탕 문화와 더불어 특히 여성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2000년대 초반

에 등장한 보드게임방은 PC게임 문화의 다회단절, 외로움이라는 부정적 이미

지와 대비되면서 테이블에 둘러앉아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 문화로 등장하여 

신촌, 대학로 등 대학가를 중심으로 확산되었다. 바로 뒤이어 등장한 플스방

(플레이스테이션방)은 가정용 콘솔 비디오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2(PS2)가 인기

를 끌면서 대학가를 중심으로 PS2 전용공간으로 등장했으나 인기가 오래가진 

못했다. 2007년 청년들의 취업난에 스터디 모임이 급증하면서 대학가와 공무

원 준비학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요금을 받고 공간을 대여해주는 스터디룸

이 빠르게 확산됐다. 2010년에 등장한 파티룸은 모텔과 호텔에서 파티공간을 

대여해 주는 것을 시작으로 파티룸이 독자적인 공간으로 거리에 등장했다. 

2015년에 등장한 방탈출 카페는 예능프로그램이나 온라인 게임에서 인기를 끌

던 방탈출 게임을 오프라인에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가장 최근에 생겨난 

방문화 공간은 VR방이다. 가상현실(Virtual Reality)기술과 놀이를 접목시킨 놀

이문화공간으로 멀티방과 플스방의 가장 최신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3절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방의 형성과정을 방문화의 1세대라고 부를 

수 있는 대표적인 ‘방’인 노래방, PC방, DVD방을 통해 시기별로 살펴보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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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종류 사회적 맥락

1910 다방, 복덕방

∙1900년대 초 100여 개의 복덕방 존재함

∙1913년 한국의 최초 다방인 남대문역 다방 등장

∙‘-방’이 도시의 거리에 등장함

∙방의 의미 균열 시작

1991 노래방
∙1991년 4월 국내 최초의 노래방인 부산 로얄오락실 동전노래방 등장

∙급속도로 전국민의 놀이문화로 정착

1993 비디오방 ∙노래방에서 변형된 공간인 비디오방 등장

1994 멀티방, 소주방

∙1994.11.25. 한국소프트가 멀티미디어시스템을 갖춘 새로운 개념의 

휴식공간인 멀티방을 선보임

∙싼값에 분위기를 찾는 신세대 주고객 소주방이 등장함

1995
찜질방, 

만화방, 안마방

∙전부터 존재했던 만화방이 지금의 만화방 형태를 갖추기 시작함

∙처음 등장한 안마방은 도시인들의 피로를 풀어줄 휴게장소로 등장함

1997 전화방
∙안마방은 전화방과 함께 신종 퇴폐업소로 변질되어가며 단속이 강화

됨

1998 PC방
∙1995년 ‘인터넷카페’라는 이름으로 등장하지만 1998년부터 ‘스타

크래프트’의 인기에 힘입어 본격적으로 PC방으로서 자리잡음

2001 DVD방 ∙DVD가 보급되면서 비디오방이 DVD방으로 불리기 시작함

2002 보드게임방

∙보드게임방은 PC게임 문화의 사회단절, 외로움이라는 부정적 이미지

와 대비되면서 테이블에 둘러앉아 함께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놀이 문

화로 등장하여 신촌, 대학로 등 대학가를 중심으로 확산됨

2003 플스방
∙가정용 콘솔 비디오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2(PS2)가 인기를 끌면서 

대학가를 중심으로 PS2 전용공간인 플스방이 생겨남

2007 스터디룸

∙취업난에 스터디 모임이 급증하면서 대학가와 공무원 준비학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요금을 받고 공간을 대여해주는 스터디룸이 빠르게 

확산됨

2010 파티룸
∙모텔과 호텔을 시작으로 생겨난 파티룸이 독자적인 공간으로 거리에 

등장함

2015 방탈출
∙예능프로그램이나 온라인 게임에서 인기를 끌던 방탈출 게임을 오프

라인에서 즐길 수 있는 방탈출 카페 등장

2016 VR방
∙가장 최근에 생긴 방문화 공간으로 VR기술과 놀이를 접목시킨 문화

소비공간이 등장함

[표 2-12] 등장시기별 방의 종류와 사회적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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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시기별 주요 ‘방(房)’의 형성과정

방문화의 시작시기인 1990년대 초반부터 2010년대에 이르기까지 노래방을 

비롯한 다양한 방(房)과 관련된 신문보도자료 및 관련 잡지를 통해 방문화가 

도시공간에 등장하고 변화하는 과정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1990년대 이전에도 만화방 등의 방이 존재해왔으나, 방 문화가 본격적으로 문

화적 현상으로써 인식된 노래방의 등장 이후 시기인 1990년대 이후부터로 한

정하였다. 또한 노래방, PC방, 비디오방(DVD방) 등 방문화의 시초부터 현재까

지 이어지고 있는 주요 방을 중심으로 다루려고한다. 

도시공간에 실재 분포한 방(房)을 연구하기에 앞서 거시적 관점에서 방의 

형성과 사회적 쟁점변화를 연구하여, 방문화의 사회적·문화적·경제적 맥락

에서 현재까지의 방문화의 변천과정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방문화 및 방과 관련한 단행본, 논문, 연구보고서 등 문헌자료의 

고찰과 함께 신문보도 자료 및 관련 잡지의 보도 자료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

행하였다.5)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방과 관련한 주요 사회적 이슈와 문제 또는 

이로 인한 방의 변화를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특히 1990년대는 방 문화

가 시작되고 방문화의 1세대라고 말 할 수 있는 노래방, DVD방, PC방 등이 

시작되고 번영한 시기이기 때문에 90년대 전반과 후반으로 나누어 정리하고자 

한다. 

5) 신문 보도 자료의 출처는 2000년대 이전 자료는‘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를 통하여 수집하였으며, 
2000년대 이후의 자료는 네이버 뉴스 검색과 관련 잡지 및 단행본을 통해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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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0년대 초반~중반 : ‘방’문화 번영과 규제

❚ 노래방, ‘방’문화의 시작

‘방(房)’문화는 1990년대 초 노래방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노래방은 일본에

서 유행하던 가라오케가 부산을 통해 유입되면서 생겨났다. 가라오케는 79년

도에 처음 부산에서 등장하였고 일반 술집에서 간편하게 반주 있는 노래를 하

는 형태였다. 가라오케는 부산전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으며 번졌고, 가라

오케바의 이름도 ‘가요반주’, ‘가요방’, ‘사랑방’등으로 정착되었다. 초

기 가라오케바는 일본인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운영되었으나, 시간이 

지나며 내국인들을 상대로 하고 시설도 우리가요에 맞게 바뀌게 되었다.6) 

90년대로 들어오면서 이러한 시설은 ‘노래연습장’, ‘노래방’ 등의 상호

를 달고 운영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최초 노래방은 1991년 부산의 로얄 

오락실 내부에 설치되었던 동전노래방이다. 초기의 노래방은 1.5평가량의 작은 

부스 형태로 노래방 반주기가 설치되어 300원에 한곡을 부를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오락실에서 독립하여 해운대에 등장한 ‘하와이비치 노래연습장’은 한

국 최초로 법적 승인을 얻어서 노래방 영업을 시작한 곳이다(문지현, 2016). 

노래방은 등장 후 2년여 만에 전국적으로 급격히 확산되었고 부산 대구 등에 

이어 서울의 대학가에서도 큰 인기를 끌게 되었다.

6) 「日本(일본)문 상륙基地(기지) 釜山(부산)유흥가"가라오케天國(천국)"」, 『동아일보』 (1992.01.17.)

[그림 2-6] 가라오케가 밀집한 부산서면 

이면도로 (동아일보, 1991.01.17.)

[그림 2-7] 90년대 초 노래방의 내부 모습 

(동아일보, 199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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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문을 연 이곳은 17평가량의 면적에 통로 양쪽으로 8개의 방을 갖

추고 있다. 한 평 남짓한 각 방에는 5백원짜리 동전을 집어넣고 원하는 곡의 고유 번

호를 찾아 버튼을 누르면 노래테이프가 내장된 컴퓨터 영상반주기에서 노래가 나오

게 된다. 이용객은 반주가 나오면서 밤무대를 연상시키는 사이키 조명이 머리위에서 

돌아가면 마이크를 잡고 화면에 비치는 가사를 따라 노래를 부른다. 방을 빌리는 비

용이 30분마다 1천원, 반주는 곡당 5백원.” (동전 넣으면 가요 반주 ‘뮤직박스’인

기, 동아일보, 1992.01.17.)

대학가에서 인기를 끌며 운영된 초기 노래방은 위의 기사와 [그림 2-7]과 

같이 1평가량의 작은 밀실에서 1~2인이 들어가 컴퓨터영상반주기 반주에 맞춰 

노래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었다. 이 당시 노래방은 자판기 영업허가를 받아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어 청소년 탈선을 조장할 것으로 보는 우려의 시선도 

많았다. 서울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된 노래방은 ‘청소년 탈선을 

부추기고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해친다.’고 판단되어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되

었다. 당시 내무부가 마련한 규제방안에 따르면 관련 풍속영업규제법·학교보

건법·건축법의 시행령을 고쳐 영업 중인 전국의 노래연습장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규모 8㎡ 이상을 갖추고 영업을 하되 미성년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내부는 유리로 완전히 개방해 조명을 16룩스 이상으로 유지하며 술을 팔지 못

하도록 했다.7) 그러나 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일부 노래방은 청소년의 탈

선의 장소인 음성적 공간으로 변질되었고 경찰의 주요 단속의 대상이 되었다. 

“뮤직박스는 인기가 높아 새벽3시까지 영업하기도 한다는데 10대 남녀청소년들

이 술을 숨겨 가지고와 마시고 담배를 피우거나 밀폐된 공간을 이용, 퇴폐행위를 하

기도 한다. 심한 경우 성(性)유희를 벌이는가 하면 마약흡입장소로 이용되는 곳도 있

다고 한다.” (동아일보, 1992.04.23.)

당시 이러한 상황속에서 노래방이 왜색문화의 확산과 탈선 등을 조장한다는 

부정적 시각과 젊은 층의 스트레스를 풀 공간을 제공하므로 나쁘게만 보지 말

7) 「탈선 ‘노래연습장’규제 내무부 관계법 개정 술 판매금지"」, 『경향신문』 (1992.02.15.)



- 34 -

자는 주장으로 나누어져 노래방에 대한 논쟁이 팽팽했다. 1992년 5월, 노래방 

추방을 추진하며 일상생활에 만연한 소비 향락적 풍조를 배척하자는 대학생들

의 생활문화운동이 확산되면서 노래방에 대한 단속은 강화되었다. 노래방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많아지면서 규제가 강화되어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출입

을 금지시키도록 했다. 당시 건축법에 따라 ‘상업지역내 위락시설’에 위치

하지 않은 노래연습장은 모두 단속의 대상이 되었는데, 전국 노래방의 98.5%

가 이에 해당했다. 

계속되는 규제강화와 극심한 단속으로 인해 영업에 어려움을 느낀 노래방 

업주들은 노래방 규제 항의집회를 열어 ‘노래연습장 규제법 시행에 따른 악

법 철폐·개정 촉구 궐기대회’를 갖고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

구하는 시위를 벌였다.8) 그 결과 경찰은 노래방에 대한 법적 규제요건을 완화

하여 약 70%의 노래연습장이 계속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9)

한편, 당시 유흥업소의 심야영업 제한으로 술 소비가 크게 감소하면서 음주

행태도 변화하였는데, 1차 음주 후 2차 장소로는 술집보다는 노래방을 더 선

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 또한 1992년 말엔 「조용한 연말연시 보내기 

8) 「노래방 규제 항의집회」, 『한겨레』 (1992.06.17.)

9) 경찰청은 건축법에 의해 ‘상업지역내 위락시설’에 위치하지 않은 노래 연습장을 단속하기로 했으
나 이럴 경우 노래연습장 6천 3백여 곳의 95% 가량인 6천여 곳이 문을 닫게 되는 현실을 감안해 건
축법 개정 전인 1992년 5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내부시설만 보완하면 신고필
증을 내주기로 했다.(「노래연습장 규제완화」,『한겨레』, 1992.09.03.)

10) 「술집보다 ‘집에서 마시기’늘어 젊은층 2차 장소 노래방 찾아」, 『동아일보』 (1992.10.13.)

[그림 2-8] 노래방 일제 단속

(출처: 1992.06.16. 경향신문)

[그림 2-9] 노래방규제 항의 집회

(출처: 1992.07.14.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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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에 대한 호응으로 술이 주된 망년회가 사라지고 간단한 술 및 저녁 

식사 후 노래방을 찾는 모임이 많아졌다.11) 유흥가에 모여 있던 노래방은 기

업의 사내노래방, 일반가정의 안방까지 파고들고, 심지어 택시 안에도 노래방 

반주기가 들어섰으며 전화통화를 통해 노래를 부르는 전화노래방까지 등장했

다. 이처럼 노래방은 청소년·직장인·주부에 이어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국

민이 즐기는 대중놀이문화로 정착하였다. 

❚ 방의 분화 시작, 비디오방의 등장

“고객들에게 포근하고 친근한 인상을 풍기는 ‘방’자가 붙은 신규서비스업소가 

늘어나고 있다. (중략) 지난 91년부터 생겨나기 시작한 노래방은 노래방이란 글자자체

가 하나의 업종이 되어버렸다. 고객들로 하여금 가정의 연장선상에서 부담 없이 노래

를 부르고 즐기는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지어진 이름으로 풀이된다. (중략) 최근에

는 대학가를 중심으로 비디오방이라는 업소가 등장하고 있다. 이는 노래방처럼 독립

된 공간에 모니터와 헤드폰을 설치해 한방에서 1~6명 정도가 영화를 볼 수 있는 곳이

다. 말하자면 영사기 없는 작은 영화관인 셈. 주로 대학생들에겐 수업이 없는 시간, 

일반인들에게는 약속시간까지의 남는 시간을 보내기에 적당한 곳이다. 앞으로 비디오

방이 일반화될 것으로 판단, 월드비디오시네마 라는 상호의 비디오방체인점까지 등장

했다. 아파트문화의 보급에 따른 놀이방과 기존 여성 미용실을 대체한 머리방은 이미 

보편화되었고 당구장마저 당구방으로 변경하는 현상마저 일어나고 있다.” (「방 子

(자) 서비스업소 “봇물”」,『매일경제』, 1993.06.06.)

노래방의 성공 이후 기존의 서비스업소가 ○○방으로 이름을 변경하거나 새

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종 ○○방들이 등장하였다. 그 중 단연 노래방의 

후발주자라고 말할 수 있는 방은 비디오방이다. 92년도에는 노래방, 93년도에

는 비디오방이라고 말 할 수 있을 정도로 비디오방은 신종유망사업으로 떠올

랐다. 비디오방은 현재 DVD방으로 이어져 오며 노래방과 함께 방문화의 대표

적인 공간이다. 노래방이 변이되는 과정에서 비디오기계를 도입하면서 비디오

노래방이 생겨났고, 이후 변형되며 비디오방만 독립된 형태로 발전하면서 현

11) 「‘술 망년회’가 사라진다」, 『경향신문』 (199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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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DVD방 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노래방과 마찬가지로 비디오방은 등장과 

동시에 많은 관심과 더불어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되었다. 정부는 대학가를 중

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던 비디오방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자진폐쇄를 유도

한 뒤 형사고발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강력한 규제에 들어갔다.12) 하지만 정부

의 이러한 비디오방 폐쇄방침에도 불구하고 비디오방은 대학가를 중심으로 수

가 급증하였고, 업주들은 강하게 반발하였다. 정부의 비디오방의 폐쇄방침에 

대해 전국영상비디오 감상실협의회 소속 회원 2백여 명이 1993월 12월 29일, 

서울역광장에 모여서 정부의 비디오방 폐쇄방침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

를 벌였다. 1994년 5월 13일 비디오방 영업은 현 법률상 규제 대상이 아니라

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13) 서울시는 이와 관련하여 신규업소가 발생하는 것

을 막기 위해 문화체육부에 관련법규를 정비할 것을 요청하여, ‘음반 및 비

디오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비디오방의 영업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음란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확정하고 비디오

방을 「비디오물감상실」업종으로 별도로 명문화하였다.14) 이후 비디오방 양

성화에 대한 논란은 있었지만 법적 규제를 벋어난 비디오방은 대학가를 중심

12) 「비디오방 자진폐쇄 유도 후 10월부터 형사 고발 등 제재」, 『동아일보』 (1993.07.08.)

13) 「“비디오방 합법” 잇단 법원판결」, 『한겨레』 (1994.05.13.)

14) 「비디오방 전면허용 法(법)개정안 상정키로」, 『경향신문』 (1994.11.14..)

[그림 2-10] 비디오방 신문광고

(출처: 경향신문, 1993.05.12.)

[그림 2-11] 비디오방 폐쇄철회 시위

(출처: 한겨레, 199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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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더욱 번져나갔다. 

“컴퓨터업계에 멀티미디어붐이 불고 있는 가운데 노래방과 비디오방 게임센터 

등의 기능을 통합한 「멀티방」이 서울시내에 등장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주)한국소프트가 지난 24일부터 강남고속버스터미널 6층에 40평 규모로 개장한 멀티

방은 멀티미디어PC를 이용, 자신이 원하는 메뉴를 즐길 수 있도록 꾸며놓았다.”(동

아일보, 1994.11.29.)

한편, 멀티미디어 응용분야가 확대되면서 노래방과 비디오방·사무방·공부

방·게임방 등을 겸비한 ‘멀티방’이 새로운 업종으로 등장하였다.15) 멀티방

은 멀티미디어로 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한곳에 모아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

공하는 공간으로, 만남·휴식·놀이·사무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이색 

휴식공간으로 관심을 끌었다. [그림 2-12]의 멀티방 회원모집 광고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멀티방은 기존의 노래방·비디오방과는 다르게 교육적인 기능을 

강조하여 퇴폐·향락업소로의 위험성은 피했다. 또한 사무OA방·판매방 등의 

프로그램과 오픈된 공간구성으로 인해 건전한 이미지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

다.

15) 현재 번화가에 있는 멀티방과는 다른 종류의 개념이다. (더설명)

[그림 2-12] 전국멀티방대축제 광고

(출처: 매일경제, 1995.03.17.)

[그림 2-13] 멀티방의 내부 모습

(출처: 매일경제, 199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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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방과 비디오방의 음성적 부분과 화재사고 

90년대 중반, 노래방과 비디오방이 존폐의 위기와 규제항의 시위 등을 거치

고 대중들의 놀이문화로 정착하게 되었다. 그러나 노래방과 비디오방이 청소

년들의 탈선의 장소로 이용되면서 규제에 관한 논쟁이 다시 가속화되었다. 

“요즘 무절제하게 비디오방이 생겨나면서 적지 않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 

얼마 전 비디오방에 가보니 이제 중학생이 갓 되었을 두 세 명의 아이들이 성인용으

로 분류된 비디오를 골라서 당당히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출입이 제한된 미성년

자들이 버젓이 비디오방에 출입을 하고 성인용으로 분류된 붉은색 커버가 된 영화를 

보는 것을 말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승우, 동아일보, 1995.02.27.)

“밀실이 꾸며진 노래방과 비디오방이 10대 청소년들에게 성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어 단속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 청량리경찰서는 21일 여학생을 노래

방으로 유인해 집단으로 성폭행한 10대 폭력조직 블랙파 박모군과 열쇠고리파 이모

군 등 9명에 대해 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준호, 경향신문, 

1995.12.22.)

심지어 밀실이라는 특이점으로 인해 청소년 비행과 성범죄의 장소로 사용되

면서 두 방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1996년 2월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본부가 신촌과 신림동 등 서울지역 108개 비디오방을 대상으로 

한 「비디오방 건전화를 위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비디오방 전체의 70%가 

밀실을 설치하고 있었고, 그중 75%는 비디오방 안에 안락의자나 침대 등을 설

치했으며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한 업소도 절반가량에 달했다.16)

결국 노래방은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로 변경되었고, 비디오방은 심야영업이 

제한되고 18세 미만은 보호자 동반 없이는 출입할 수 없게 되었다.17) 이후 노

래방과 비디오방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청소년 출입금지 표찰을 붙이는 것

이 의무화 되었다. 

16) 「노래방 청소년 출입금지 합헌」, 『한겨레』 (1996.03.02.)

17) 「비디오방 심야영업 제한」, 『동아일보』 (199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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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노래방·비디오방 및 유흥업소에서 연달아 화재사고가 일어나 안전문

제에 대한 위험성이 심각해졌다. 화재의 원인은 누전이나 난방기구의 취급 부

주위 등이 대부분이었는데, 문제는 노래방이나 비디오방이 불이 붙기 쉬운 내

장재를 사용하고 있고, 화재가 일어났을 때 비상구를 찾기 힘들 정도로 복잡

한 내부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18)

“노래방에서 또 불이나 8명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일어났다. 서울 서초동 지하노

래방에서 발생한 사고는 지난달 하순 부산에서 일어난 노래방 화재사건과 아주 비슷

하다. 단시간 불에 많은 인명피해가 그렇고, 비상구를 찾기 힘들 정도로 복잡한 내부

구조가 그렇고, 불이 날 때 내장재에서 뿜어 나오는 유독가스로 질식한 피해자가 많

았다는 점이 그렇다.”(경향신문, 1995.12.06.)

이에 건설교통부는 화재로 인한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 노래방에 대해 내부

마감재로 불연성자재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

였다.19)

18) 「노래방火災(화재) 왜 되풀이되나」, 『경향신문』 (1995.12.06.)

19) 「노래방·유흥주점 내부마감재 내년부터 불연성사용 의무화」, 『한겨레』 (199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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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90년대 후반 : 인터넷시대, IMF

❚ 인터넷시대, PC방 등장, IMF, 증권방, 스타크래프트

PC방은 90년대 중반부터 ‘인터넷카페’라는 이름으로 등장하지만 호황기

를 맞는 것은 IMF 이후인 90년대 후반이다. 일단 개점을 하고나면 타 업종에 

비해 관리가 편하고 투자비용이 과하지 않아 불경기 소자본 창업 유망업종으

로 떠올랐다.20) PC방은 10대 청소년층과 20~30대의 대학생·직장인 등 컴퓨터

세대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앞서 나타난 방이 그러하듯 PC방 역시 대학가

를 중심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당시 PC방은 ‘인터넷카페’, ‘인터넷 게임

방’등의 이름으로 불렸다. 97년 말부터 들어서기 시작한 PC방은 98년 7월 기

준 서울에서는 신촌연대앞 쪽 20여군데, 서울대 앞 20여군데, 홍대 앞 10여군

데, 고려대 앞 10여군데 등으로 급격히 늘어났다.21) 당시 PC방을 찾는 젊은이

들은 대부분 인터넷 게임을 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고, 나머지 20%는 인터넷 

자료검색, 이메일 확인, 레포트 작업 등을 위해 방문했다.22) PC방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급격히 늘어 날 수 있었던 것은 인터넷 게임 ‘스타크래프트’의 

20) 「소자본 창업 유망업종 10선 도움말:창업지원센터 고종옥소장 IMF시대"작은 투자로 큰 수익"」, 
『동아일보』 (1998.01.13.)

21) 「대학가 인터넷 게임방이 몰려든다」, 『한겨레』 (1998.07.13.)

22) 위의 기사 자료.

[그림 2-14] PC방 창업 광고 (동아일보, 1998.05.27.)

(출처: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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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이 크다. 스타크래프트는 미국 블리자드사가 만든 전략시뮬레이션 게임으

로 1998년 4월에 출시되어 40여 일만에 4만개가 판매되는 폭발적인 인기를 누

렸다.23) 스타크래프트의 국내 선풍적인 인기로 인해 “PC방을 차리면 스타크

래프트 덕분에 무조건 돈을 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24시간 운영되는 PC방 역시 다른 방들과 마찬가지로 급속한 확산과 함께 

중·고등학생들의 탈선공간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으며 규제의 대상이 되

었다. 이에 PC방 업주들은 PC방이 청소년 문화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비난에 

적극대응하기 위해 인터넷PC대여업협회를 결성하여 대항했다.24) 또한 PC방은 

청소년 탈선의 이미지를 벗기 위해 지역 시민들에게 인터넷 무료 교육을 실시

하고 학교나 직장 등과 연계하여 인터넷 교육을 제공했다. PC방 업자들은 PC

방의 외부간판이나 실내공간을 밝고 건강한 이미지로 바꾸고, 운영자에 대한 

기본교육과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 배포 등을 통해 PC방의 이미지 개선을 위

해 노력하였다.25)

한편 주식투자 열풍에 때맞춰 PC방은 ‘PC증권방’으로 분화되었다. 겉모

양은 청소년들이 주로 인터넷게임을 즐기는 인터넷PC방과 같지만 게임 대신  

23) 「인터넷 시뮬레이션게임 '스타크래프트'큰 인기 전세계 8명 동시게임 가능」, 『동아일보』 
(1998.06.11.)

24) 「인터넷PC대여업협회 결성」, 『매일경제』 (1998.12.01.)

25) 「PC방'신선한 변신' 시민에 인터넷 무료교육…'탈선방'이미지 벗기 한창」,『동아일보』 
(1999.09.14.)

[그림2-15] 인터넷 게임방(PC방) 내부의 모습 

(매일경제, 1998.10.28.)

[그림 2-16] PC증권방에서 주식거래를 하는 

모습 (경향신문, 1999.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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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성인들이 주식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곳이다. 증권방은 게임이나 인터넷

을 하러 오는 손님은 받지 않으며, 인터넷을 통해 주식거래를 할 사람만 회원

으로 받고 오전 8시 증권시장이 문을 닫은 뒤인 오후 3시 30분까지만 영업을 

했다. 사이버 주식투자는 객장에 직접 가지 않아도 되고, 일반 주식투자보다 

수수료가 저렴하다는 장점 때문에 회사원이나 주부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

다.26)

PC방은 90년대 말 전국에 2만여 곳까지 늘어났고, 대학가가 밀집한 신촌 일

대에만 150여 곳의 PC방이 들어섰다.27) 스타크래프트의 열풍이 가속화되고 커

피전문점이 대부분이던 대학가의 문화는 PC방으로 대체되었다. 생겨난 지 2년

여만에 포화상태에 이른 PC방은 인터레이가 화려해지고 각종장비들의 고급화, 

인터넷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경쟁이 치열해졌다. 

[그림 2-17] ‘99 인터넷 PC방 엑스포 개최 광고 (경향신문, 1999.12.06.)

26) 「또 다른 客場(객장) ‘증권방’ 뜬다」, 『경향신문』 (1999.08.11.)

27) 「세기말 대학가 강타한 ‘대란과 열풍’」, 『경향신문』 (199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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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방 비디오방 음성화, 청소년 출입 문제

90년대 중반까지 노래방과 비디오방의 탈선과 화재에 대한 문제로 규제가 

강화되어, 비디오방이나 노래방·만화방 등이 즐비해 있는 신촌과 같은 번화

가에 청소년 통금구역을 만드는 등 90년대 후반까지 규제가 더욱 강화되었다.  

청소년 출입금지에 대해 반발하는 분위기가 거세졌지만 단속은 점점 더 강화

되었다. 1998년 8월 유흥업소의 심야영업이 허용되면서 노래방과 비디오방은 

제외되었지만 경찰청은 단란주점, 유흥주점, 일반음식점 등과의 형평성을 위해 

노래방 심야영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

다.28) 1999년 3월, 자정까지로 제한되어 있던 노래방의 영업시간규제가 풀 리

가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비디오방은 같은 해 5월부터 심야영업

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연달아 청소년의 노래방출입이 자유롭게 허용

되고,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절차도 수월해지면서 노래방에 대한 규제가 많이 

완화되었다.29) 그러나 비디오방은 계속해서 청소년들의 출입을 금지하였다. 청

소년보호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지역 50여개의 비디오방 대다수가 대형 

소파와 쿠션 등을 비치해 사실상 침대처럼 이용 할 수 있게 하였고, 고교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비디오방이 성적접촉 장소로 이용되고 있어 

유해하다’라는 답변이 많았다.30) 

28) 「노래방 심야영업 제한 경찰청 내달 폐지 건의」, 『동아일보』 (1998.07.31.)

29)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인·허가를 받을 수 있던 노래연습장은 5월 9일부터 시
군구에 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이들 업종은 학교 주변 절대정화구역인 50m 이내
에는 설립이 불가능하고 50~200m 이내에 설립하고자 할 때는 관할 교육청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노래연습장·무도학원 누구나 설립할 수 있다」, 『매일경제』 (1999.02.27.)

30) 총리실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1999년 3~5월 2개월에 걸쳐 서울지역 50여개 비디오방을 조사한 
결과 19곳은 시청실 유리창이 가려져 있었고, 대다수의 비디오방은 대형 소파와 발받이, 쿠션 등을 
비치해 사실상 침대처럼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위원회는 고교 3년생 600명, 성인 1,181명을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고교생은 63.2%, 성인은 85.4%가 ‘비디오방이 성적접촉 장소로 이용되고 
있어 유해하다’고 답했다. (「비디오방 풍기문란 ‘위험수준’」, 『경향신문』 (199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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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0년대 : 기존 방의 정체기, 기존 방의 차별화전략, 분화기

❚ 노래방 정체기와 다양화·고급화

노래방은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

었다. 손님이 적은 낮 시간에 파티용품을 빌려주고 밤에는 노래방을 운영하는 

‘파티 노래방’도 등장했는데, 국내에 파티문화가 제대로 정착돼 있지 않았

던 시기라 고객들의 관심 끌기에 실패하였다.31) 또한 노래방과 경품을 결합한 

형태의 ‘경품노래방’도 등장하였다. 2000년대 디지털시대를 맞아 노래방도 

디지털화 되었는데,  전국의 노래방을 네트워크로 연결 할 수 있는 노래 반주

기가 개발되었다.32) 그러나 이러한 디지털노래방은 음란 화상채팅 장면이 담

긴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통되면서 탈선의 장소로서 비난을 받기도 했다.33) 

2000년대 중반은 UCC(User Creative Contents)34)열풍이 불었는데, 일반 사용

자들이 직접만들어 전문적이진 않지만 생활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재와 

기발한 아이디어로 인해 인터넷에서 최고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러한 사회

적 현상과 맞물려 노래방과 UCC를 접목시키려는 시도도 있었다.35) 

또한 기존의 지하의 어두운 이미지에서 고급 카페처럼 단장한 노래방이 등

31) 이후 2000년대 후반에 파티문화가 유입되면서 새로이 ‘파티룸’이 등장한다. 

32) 「노래방도 디지털시대」, 『전자신문』 (2002.10.31.)

33) 「디지털 노래방은 ‘탈선방’」, 『경향신문』 (2003.11.04.)

34) 디지털 카메라나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편집한 사진과 동영상을 사용자가 스스로 만든 콘텐츠를 통
칭한다. 

[그림 2-18] 인터넷 노래방을 즐기는 학생들 

(코러스, 2002년 9월호)

[그림 2-19] 인터넷디지털노래방 내부모습 

(코러스, 2002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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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기 시작했다. 당시 대표적인 고급 노래방인 서울 홍대의 ‘수(秀) 노래

방’은 밝은 분위기의 인테리어를 강조하고, 노래방 내부를 신발을 벗고 들어

가서 앉을 수 있는 온돌바닥으로 조성하였다.36)

“노래연습장의 대형․고급화 추세와 맞물려 최근에는 노래연습장에 여러 업종을 

접목한 형태의 복합영업 사례가 속속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노래연습장과 함께 

카페, 레스토랑, 노래주점 등의 영업을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는 

것. 복합영업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단일 업종의 영업 한계에서 벗어나 업종간의 시너

지 작용을 통해 보다 방대한 영업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또 고객들은 한 공간에

서 다양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이점이 있다.”(노래방 전문 잡지 코러스, 2008년 2

월호)

포화상태에 이른 노래방은 양적인 증가보다는 질적으로 향상되는 경향을 나

타냈다. 차별화를 위해 다른 업종과 혼합은 물론 새로운 기술을 접목시키려는 

시도가 많이 있었고, 수(秀)노래방·SM노래방·락휴노래방 등 브랜드를 중심

으로 고급화·대형화를 추구했다. 

한편 본래 초기 노래방의 형태인 코인노래방이 다시 재등장하면서 ‘코인노

래방 전문점’까지 등장하였다. 이용료는 한곡당 300~500원으로 시간제로 운

영되는 노래방과는 달리 원하는 만큼 간편하게 부를 수 있고, 혼자 즐길 수도 

있어 다양한 연령층에게 인기를 얻었다.37) 

35) 「노래방의 새로운 트랜드 UCC가 뜬다!」, 임정규, 『코러스』 (2007년 4월호)

36) 「커버스토리 이색 노래방들」, 『경향신문』 (2004.11.29.)

[그림 2-20] 고급화된 노래방의 내부모습 

(코러스, 2008년 1월호)

[그림 2-21] 코인노래방 내부 모습

(코러스, 2007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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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방 여성 접대부 문제 대두

한편, 2000년대 중반부터 노래방 여성 접대부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졌다. 노

래방 여성접대부는 ‘노래방 도우미’,‘삐삐걸’ 등으로 불렸으며 전문 알선

업자를 통해 노래방에 투입되었다. 또한 이와 

함께 불법으로 주류를 제공하는 등 불법 노래

방이 성행했다. 도우미와 주류를 제공하는 불법

노래방은 경찰의 단속강화에도 불구하고 줄어

들지 않아, 노래방에 대한 이미지에 더욱 부정

적인 영향을 끼쳤다. 또한 노래방 도우미를 노

린 성폭행, 살인 등의 범죄들도 벌어졌다. 이에 

도우미를 고용한 노래방 업주는 물론 도우미까

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노래방 도우미 처벌

법’이 통과되면서 불법노래방업소에 대한 대

대적 단속이 시작되었다. 

❚ PC방의 대형화·고급화

인터넷의 보급과 함께 90년대 말 등장한 PC방은 등장하자마자‘스타크래프

트’의 열풍에 힘입어 급성장하고 그 열기가 온라인 게임 ‘리니지’까지 이

어지며 2000년대 초반까지 가장 인기 있는 방으로 급격히 증가한다. 2000년 8

월 인터넷조사기업인 넷밸류의 조사에 따르면 PC방이 인터넷 확산의 요인이

라는 분석이 나왔다.38) 그만큼 PC방은 인터넷과 온라인게임과 밀접하게 영향

을 주고받았다. 

90년대 말 1만 5천여개 였던 PC방은 2001년 2만 5천여개까지 늘어나 정점

을 기록하고 수가 점차 감소한다. PC방은 과포화상태에서 경쟁이 과열되어 폐

37) 「‘코인식 노래방 전문샵’ 집중 조명」, 『코러스』, (2007년 11월호)

38) 「PC방, 인터넷 열기확산 ‘일등공신’」, 『동아일보』, (2000.09.07.)

[그림 2-22] 노래방 불법영업 신고 

포상금 지급 전단지

(연합뉴스, 200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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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 속출하는 사태가 발생했다.39) 이때 PC방 프랜차이즈 업체가 등장하면서 

PC방의 브랜드화가 시작되었고, 대표적인 곳이 ‘사이버리아’,‘게토코리

아’, ‘라이코스테이션’,‘엑스프리존’ 등이다.40) 이러한 PC방 브랜드는 

PC방의 대형화·고급화를 통해 차별성을 추구하고 많은 중소 PC방의 통합을 

유도하여 질적 전환을 통해 수익률 향상에 성공했다. 또한 휴게실과 ‘테이크

아웃 바’ 등을 설치해 단순히 게임과 인터넷을 이용하는 공간을 넘어서 영

화·음악·휴식 등을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변화했다. 

“`인터넷PC방 현황조사`에 따르면, 50평 이상 대규모 영업장은 지난해 같은 기간

과 비교해 13.2% 늘어난 반면 30평 이하 영세 영업장의 비율은 16.5%나 낮아진 것으

로 나타났다. 또 PC방의 대형화 추세와 맞물려 PC방들의 평균 PC보유대수도 지난해 

조사 때의 39.6대에 비해 4대 이상 늘어난 43.9대로 집계됐다.”(이근형, 디지털타임

스, 2003.11.13.)

PC방 대형화·고급화 경향이 가속화되면서 시장경쟁에서 밀린 소규모 PC방

은 점차 도태되고 사라져갔다. 

2000년대 중반 PC방의 차별화 전략 중 하나로 ‘카페형 PC방’이 등장하였

다. 이 때부터 PC카페라는 말이 많이 쓰이게 되었다.41) 어둡고 칙칙했던 PC방

의 이미지를 벗고 고급 카페의 분위기를 낼 수 있는 인테리어 도입하여 분위

기가 한층 밝아져 비흡연자 여성이나 중장년층까지 공략에 들어갔다.42) 

39) 「PC방 과다경쟁 폐업 속출, 10곳중 9곳 수지 못맞춰」, 『파이낸셜뉴스』, (2002.05.28.)

40) 「[특집-복합문화공간] PC방.. 놀이문화를 바꿨다」,『디지털타임스』, (2002.12.26.)

[그림 2-23] 카페형 PC방 내부의 모습

(머니투데이, 2007.06.07.)

[그림 2-24] 고급형 PC방 내부의 모습

(아이러브피시방, 200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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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방의 위기: 금연법, 불법 사행성PC방

2000년대 초반까지 승승장구하여 전성기를 누렸던 PC방은 2000년대 중반으

로 넘어와, 소방법강화에 금연법까지 규제가 강화되면서 존폐의 위기를 맞이

하게 된다. 소방법이 변경되면서 건물의 구조를 변경해야 하지만, 건물주는 구

조변경을 허락하지 않아 많은 PC방 업주들이 장사를 접고 나가야 하는 상황

에 처했다.43)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일부 PC방이 성인 도박장으로 변질되면서 

PC방 전체가 사행성 문제로 여론의 비난을 받아 단속이 강화되었다. 도박용 

성인PC방은 2005년과 2006년 1년 사이에 10배로 급증하며 번화가, 주택가를 

가리지 않고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44) 불법 사행성 PC방에 대한 경찰의 단속

이 본격화되자 도박장이 은밀한 곳으로 숨어들어가 주택가까지 이동하는 ‘풍

선효과’가 나타났다.45) 정부는 문제가 심각해지나 ‘PC방 등록제’를 도입하

기로 했다. PC방 업주들은 등록제에 대해 “건축법상 PC방 영업이 가능한 건

물을 찾기가 쉽지 않고, 등록 요건에 맞는 곳은 임대료가 비싸 이전을 포기하

고 전업을 생각하는 업주가 대부분”이라며 강력히 반발하였다. 결국 이러한 

위기 요인들로 인해 PC방은 무더기 폐업위기에 내몰렸다.

❚ 비디오방, DVD방으로 세대 교체

2000년대에 들어 영화산업의 부흥과 첨단 디지털 기기의 결합으로 DVD가 

보급되면서 비디오방은 DVD방으로 대체되었다. DVD방 기존 비디오방처럼 대

학가를 중심으로 번져나가 젊은 층에게 많은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비디오방

과 마찬가지로 음란행위가 벌어지는 퇴폐적 이미지와 청소년 탈선의 장소라는 

부정적 시선을 함께 받았다.

41) PC방은 처음 등장하였을 때 ‘인터넷카페’로 불리고 전성기를 맞은 98년에는 주로 ‘인터넷 PC
방’으로 불린 뒤 'PC방'으로 보편화되었다. 

42) 「카페형 PC방이 뜬다」,『매경이코노미』, (2006.04.12.)

43) 「내년 PC방 대란 오나」,『해럴드경제』, (2005.12.20.)

44) 「도박 성인PC 1년새 」,『해럴드경제』, (2005.12.20.)

45) 「사행성 PC방 ‘음지 속으로’ 」,『연합뉴스』, (200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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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탈선 장소로 비치기도 한 비디오방은 한때 붐을 타며 우후죽순처럼 생

겨났지만 현재는 대학가 일부와 시내 중심가, 유흥가 인근에서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

는 실정이며 이마저도 손님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이영재, 연합뉴스, 2007.09.04.)

200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비디오방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는데, 인터넷을 통

해 집이나 PC방에서 영화를 다운받아 보는 것이 일상화 됐기 때문으로 보인

다.46) 

❚ 새로운 방의 등장: 멀티방, 플스방, 스터디룸

멀티방은 노래방과 PC방의 대형화·고급화 과정에서 복합문화공간으로 변

화하면서 생겨났다. 당시 퓨전문화가 음식문화에서 성행을 했는데, 이러한 퓨

전문화가 방 문화로 확대되어 노래방과 비디오방 PC방을 하나로 합친 ‘퓨전 

멀티미디어방’이 된 것이다. 물론 94년도에 멀티방이 처음 등장하긴 하였으

나, 당시 멀티방은 놀이뿐만 아니라 교육·사무 기능도 포함하여 멀티방보다 

좀 더 복합적이고 다양한 방이었다. 2000년대에 새로 등장한 멀티방은 놀이에 

집중을 한 놀이문화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플스방은 2003년 가정용으로만 공급되던 콘솔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PL2)이 

46) 「비디오방 ‘존폐위기’퇴폐영업에 손대기도 」,『연합뉴스』, (2007.09.04.)

[그림 2-25] PC방 업주들의 사행성PC방 단속 강화 

촉구 집회 모습

(연합뉴스, 2006.07.21.)

[그림 2-26] PC방 등록제 완화를 

촉구하는 1인 시위

(파이낸셜뉴스, 200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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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으로 출시되면서 생겨난 공간으로, 포화상태에 놓인 PC방의 업주들이 

다수 플스방으로 업종을 변경하였다.47) 

스터디룸은 2007년 처음 나타난 공간대여업의 일종으로, 취업난에 취업준비

생들이 늘어났지만 공부할 공간이 부족해 돈을 받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

을 대여해주면서 생겨났다.48) 스터디룸은 대학가와 고시촌을 중심으로 늘어났

다. 기존의 방과 다른 점은 놀이문화를 위한 공간이 아닌 ‘공부를 위한 모

임’을 목적으로 한 공간이라는 것이다. 

47) 「업그레이드 창업시대 (5)PC방」,『경향신문』, (2003.09.29.)

48) 「유료 스터디룸으로 몰리는 “이태백”들」,『부산CBS』, (200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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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0년대 : 기존 방의 침체·쇠퇴와 새로운 업종의 등장

❚ 노래방의 생존. 고급화 대형화 진행

노래방은 2010년대에 들어서도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인기를 계속 이

어갔으나, 국내 노래방 시장의 공급포화로 인한 경쟁력 약화와 업소 간의 과

잉경쟁에 의해 노래방의 개별적인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된다. 이러한 상황 속

에서 경제적 손해를 매꾸기 위해 노래방 도우미 대절, 주류 판매 등의 불법 

업소가 늘어나기도 하였다. 수요는 있지만 공급이 과다한 상황 속에서 시설과 

인테리어의 고급화, 서비스의 차별화를 내세운 노래방들이 계속해서 등장하였

다. 특히 ‘럭셔리’를 표방한 대형 노래방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노래방

의 복합문화공간화를 선두 하였다. 홍대의 한 대형 프랜차이즈 노래방은 ‘건

전한 노래방 유흥 문화 거리 캠페인’을 통해 노래방의 이미지를 건전한 문화

공간으로 부각시키기 위해 일조했다.49) 또한 중소규모의 노래방도 대형 프랜

차이즈 노래방을 벤치마킹하는 등 전국적으로 노래방이 고급화되어갔다. 

노래방의 내부 인테리어는 노래방의 로비를 넓고 시원스럽게 꾸미는 것이 

보편화되었고, 넓은 로비 공간을 이용하여 각종 음료 및 스낵류를 판매하였

다.50) 

49) 「홍대앞, 건전한 노래방 유흥 문화거리 캠페인 열려」,『머니투데이』(2011.06.20.)

50) 「노래연습장 로비에서 각종 스낵/견과류 등 판매 쉽게 할 수 있다」,『노래방전문잡지 코러스』
(2014년 5월호)

[그림 2-27] 고급화된 ‘럭셔리’ 노래방

( 코러스, 2010년 8월호)

[그림 2-28] 각종 스낵을 판매하고 있는 노래방 

로비의 모습 (코러스, 2014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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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문화와 코인노래방, 사라지는 회식문화속의 노래방

2011년 일본 도쿄에서 1인용 노래방인 ‘히토리 가라오케’가 성행을 하면

서 국내에도 1인 노래방에 대한 관심이 일어났다.51) 국내에서도 나홀로족이 

늘면서 1인 문화가 확산되고 1인 전문 노래방이 등장하였다.52) 국내에는 홍대

에 처음으로 1인 전용 노래방이 등장하여 혼자 노래연습을 하러 오는 사람들

과 눈 치 볼 필요 없이 마음껏 노래를 즐기러 오는 ‘나홀로족’들에게 큰 인

기를 끌었다. 코인노래방이 빠르게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에는 어려워진 경제 

환경으로 인해 알뜰하게 경비지출을 하고자하는 고객들의 소비형태의 변화도 

한몫했다.53) 또한 ‘슈퍼스타K’,‘히든싱어', 'K-POP 스타’ 등 각종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인해 노래 연습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코인노래방

의 호황에 영향을 끼쳤다. 

“요즘 <동전(코인) 노래연습장>의 형태가 전국적으로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유

는 서민경제의 어려움으로 얇아진 지갑에 의한 소비패턴의 흐름도 많은 작용을 하겠

지만 무엇보다도 시대의 변화에 따른 개인 취미생활의 욕구충족을 들 수 있다. 또한 

바쁜 생활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시간만큼 노래문화를 즐길 수 있다는

데 큰 매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며, 작은 공간 속에서 주변의 눈치 보지 않고 마음

껏 자신이 원하는 노래를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노래방전문잡지 코러스, 2015년 

4월호)

한편 우리나라의 회식문화와 맞물려서 2차의 단골 코스로 여겨졌던 노래방

의 이미지가 변화하였다. 2012년 우리나라 직장인이 꼽은 가장 선호하는 회식

의 유형은 1차 술집, 2차 노래방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음주가무형’인 것

51) “당시 일본은 ‘히토리(1人) 문화’가 강세를 띠면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이러한 히토리 문화가 일본의 가라오케까지 흡수하면서 1인용 가라오케가 생겨났고 인기를 
끌었다.” (「일본‘히토리 문화’의 끝없는 진화…‘나홀로’욕구, 노래방까지 접수하다」,『노컷뉴
스』(2012.01.13.)

52) 1990년대 초에 등장한 우리나라 초기 노래방의 형태는 1인 동전노래방이었으나 점차 여럿이서 함께 
즐길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하였다가, 최근 1인 문화와 맞물려 다시 동전노래방(코인노래방)이 등장하
게 되었다. 

53) 「2014년 빅 뉴스 총정리 -동전(코인) 노래연습장-」,『노래방전문잡지 코러스』(2014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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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54) 그러나 직장 회식장소로 노래방을 꺼려하는 젊은 직장인들

이 늘고 있다. 특히 최근 ‘미투 운동’의 확산으로 인해 조직문화가 변화하

면서 회사들이 회식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이로 인해 회식문화 속

에서 노래방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다.55)

[그림 2-29] 코인노래방의 내부 모습

(코러스, 2015년 4월호)

❚ PC방의 고급화, 대형화, 브랜드화 가속

2000년대에 이어 2010년대에도 PC방의 고급화, 대형화는 계속되었다. 대형

화 추세가 가속화될수록 중소규모의 PC방이 다수 사라지고 대형PC방이 소수 

생기는 등 전국적으로 PC방의 수는 감소하였으나 PC방 당 보유하는 PC의 수

는 늘어났다.56) 대형 브랜드PC방을 중심으로 고급화 추세가 계속되면서 선불 

기계를 도입하여 인건비를 절약하는 PC방이 늘어났다.57) PC방 먹거리 또한 

매우 다양해지면서 햄버거, 피자,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는 PC방이 등장하였

고, 커피전문점 수준의 시설을 갖춘 PC카페들도 등장하였다.58)

54) "소셜커머스 기업 티켓몬스터(대표 신현성)는 20~50대 직장인 500명 대상으로 오픈서베이를 통해 설
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46.8%가 ‘음주가무형’ 회식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직장인
이 가장 선호하는 회식이 2차 노래방?」,『ZDNet Korea』(2012.08.02.)

55) 「닫힌 공간 노래방 No, 개방된 운동시설 Yes… 미투확산에 달라진 회식문화」『영남일보』
(2018.03.17.)

56) 「PC방 대형화 진행 흐름 살펴보니」『아이러브PC방』(2013.07.19.)

57) 「PC방 트렌드,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아이러브PC방』(2014.09.21.)

58) 「PC방 트렌드,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아이러브PC방』(201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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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탈출, VR방 새로운 체험을 위한 방의 등장

2010년대에 들어서는 놀이뿐만 아니라 공부나 모임을 위한 방들이 속속히 

등장하며 주목을 받기 시작한다. 2000년대 후반부터 나타난 스터디룸과 파티

룸은 2010년대에 들어 도시의 번화가에 정착하기 시작하여 대학가를 중심으로 

번져나갔다. 

취업스터디, 어학스터디 등 스터디 열풍으로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는 

사설 스터디 룸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스터디 룸은 보통 대학교 도서관에서 예약해 

쓸 수 있는데 워낙 많은 학생들이 이용을 하려다보니 여간해서는 예약하기가 쉽지 않

다. 그 때문에 돈은 들지만 시설도 좋고 원하는 시간에 스터디를 할 수 있는 사설 스

터디 룸을 찾는 이들이 많아진 것이다.(하봉우, 부산일보, 2013.09.07.)

 

또한 VR방, 이스케이프룸(방탈출) 등 새로운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주

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스케이프룸은 TV프로그램이나 온라인 게임에서 접할 

수 있던 탈출게임을 오프라인에서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10대~30대의 젊은 

층의 인기를 끌며 홍대지역과 강남지역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었다.59) 가상현

실(VR) 체험 공간인 VR방 또한 홍대지역 등 주요 번화가를 중심으로 형성되

면서 대학생 직장인 등 젊은 층에게 사이에서 새로운 놀이공간으로 주목 받았

다.60)

59) 「현대판 <쇼생크 탈출>? 이색 납량카페 붐업」『중앙시사매거진』(2015.08.17.)

60) 「요즘 핫한 ‘VR방’ 가보니」『주간동아』(2017.10.20.)

[그림 2-30] 관리의 편의성을 위해 선불기계를 

도입한 PC방의 모습( 아이러브PC방, 2014.09.21.)

[그림 2-31] 다양한 먹거리를 판매하고 있는 

PC방의 모습 (아이러브PC방, 201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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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홍대지역 ‘방(房)’의 형성과 특성

1절. 홍대지역의 개요

[그림 3-1] 홍대지역 일반현황도  

본 연구의 대상지는 방(房) 문화가 번영하기 시작했던 90년대 전후부터 지

금 까지 우리나라의 대표 상업지역인 홍대지역을 대상지로 한다. 홍대지역은 

신촌과 더불어 대학문화와 놀이문화의 중심지로 지금까지 끊임없이 다양한 방

들이 생성되고 사라지는 곳이다. 홍대지역은 홍익대학교를 비롯하여 인근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서강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경기대학교 등이 위

치하여 대학생들의 소비문화공간으로서 다양한 방이 존재한다. 앞서 한국의 

전반적인 방문화의 흐름을 살펴보았다면 본 장에서는 홍대라는 실제 도시공간

에서 방이 어떻게 분포하고 작용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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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홍대지역 방문화의 형성과정

1. 1990 년대 이전 홍대문화의 형성: 미술관련 상권으로 특화 성장

현재 홍대 인근의 상업지역이 위치한 서교동은 1960년대에 농촌풍경을 가지

고 있는 전형적인 주거지역이었다. 1954년 홍익대학교가 용산에서 현재의 위

치로 이전하고 1961년 미술대학을 설립하면서 홍대 주변은 미술관련 상업시설

들이 입지하기 시작했다. 1960년 서교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면서 단

독주택 위주의 주거지역이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이를 통해 형성된 가로의 틀

이 현재 이 지역의 전반적인 가로공간구조를 형성했다(이한울, 2016). 이후 

1972년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이 신설되고 1980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특성화 정책이 시행되어 홍익대 미술대학 진학생이 늘어나면서 홍대정문에서 

산울림소극장까지 화방, 공방, 미술학원, 갤러리, 미술 서점 등 미대입시 및 예

술 관련 상권이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약 1km가까이의 와우산로는 

‘미술학원 거리’로 변모하였다(마포구청, 2014). 이렇듯 1980년대 말까지 홍

대지역은 미술대학의 특성이 강한 공간이었다.

[그림 3-2] 1960년대 서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계획

(서울특별시,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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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지역의 본격적인 변화는 1984년 지하철 2호선이 개통되어 홍대입구역이 

생기면서 시작되었다. 지하철 개통으로 인해 유동인구가 증가하긴 했으나, 당

시 대학문화의 중심지는 신촌 이었다. 신촌 지역의 높은 임대료와 포화상태에 

이른 상권은 임대료가 비교적 낮은 홍대 인근으로 옮겨왔고, 이때 홍대입구역

과 홍대정문에서 이어지는 서교로를 중심으로 지역 상권이 발달했다. 또한 

1984년 대홍수 사건61)으로 인해 홍대 정문에서 산울림 소극장까지 입시위주의 

미술학원이 빼곡하게 들어서게 되었다. 한편 서울올림픽(1988), 해외여행 자유

화(1989) 등의 개방적 사회 분위기는 홍대 앞의 외국인 방문을 증가시켰다(마

포구, 2014).

61) “홍대앞이 작가들의 보금자리가 된 것은 1984년 여름 대홍수부터였다. 그전까지 화실이 몰려 있던 
청기와주유소 주변과 망원동 일대가 온통 물에 잠겨버리자, 작가들은 지대가 더 높은 와우산 주변 홍
대앞으로 옮겨올 수 밖에 없었다.”(한겨례신문, 2002.11.07., 홍대앞 20년, 그 문화적 실험들).

[그림 3-3] 홍대 미술학원거리의 모습 (동아일보, 199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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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주요사건 내용

1954 홍익대학교 입지 용산에서 현재의 위치로 이전

1960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지정
서교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홍대 일대에 전형적인 주거지역이 형성되기 시작

1961 홍대 미술대학 설립 미술과 예술 관련 상권의 발판 마련

1967 토지구획정리사업 마무리

당시 형성된 가로의 틀이 현재 홍대지역의 전반적 

가로공간구조 형성

1970년대까지 신흥 고급주택지로 각광받음.

1972 홍대 산업미술대학원 신설
미술대학으로서의 성격이 강화되고, 홍대거리가 미

술과 예술의 거리로서 정체성이 형성됨1980
홍익대학교에 대한 미술대

학 특성화 정책

1984

지하철 2호선 개통 유동인구 증가, 주택가 상권으로 변화

대홍수 사건
홍대정문~산울림소극장까지 와우산길 양쪽으로 대

형 미술학원 거리가 형성됨

1988 서울올림픽대회 개방적 사회 분위기가 홍대 앞의 외국인 방문 증가

1989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
당시 사회적 분위기였던 리얼리즘의 해체, 포스트 

모더니즘과 신세대 담론에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됨.

[표 3-1] 1990년대 이전의 홍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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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90 년대 이후 홍대문화와 방문화의 형성

1990년대 이전의 홍대지역의 상권이 미술과 관련하여 성장하였다면 1990년

대 이후는 음악 및 예술, 디자인 산업과 관련하여 더욱더 다양화되기 시작하

였다(이한울, 2016). 홍대지역은 1990년대 이후 본격적인 문화화가 진행되면서 

방문객이 급증하고 상업적 성격이 더 강화되었다. 이 시기부터 노래방을 비롯

하여 다양한 방들이 홍대지역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방(房)’은 그 시대의 

문화와 유행에 민감한 공간이기 때문에 홍대문화의 형성 및 변화와 함께 다양

하게 변형되어 왔다. 특히 1990년대 이후로 홍대의 음악문화의 발전은 이 지

역에 노래방 문화가 주류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

고 볼 수 있다.

‘방(房)’문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199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홍대지역의 

방의 분포과정을 홍대지역과 한국의 문화적·사회적·경제적 상황과 함께 살

펴보고자 한다.

[그림 3-4] 홍대거리 연도별 방들의 변화 (자료: 지방자치단체에서 인허가하는 업종별 데이터 및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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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0년대: 방문화의 등장, 노래방의 1차 전성기

1990년대는 한국 사회전반에 이른바 ‘오렌지족’으로 대표되던 ‘신세대’

문화가 유행하던 시기였다(마포구, 2013). 특히 압구정동을 중심으로 형성된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오렌지족의 소비문화가 홍대 앞으로 유입되면서 극동방

송국과 어울마당로 사이의 고급 카페 거리인 ‘피카소 거리’가 형성되었다. 

또한 라이브클럽을 중심으로 한 클럽문화가 형성되어 홍대지역의 문화정체성

이 미술문화에서 클럽문화로 이전되기 시작하였다. 변화하는 홍대 앞 상권의 

흐름 속에서 1992년 노래방이 등장하였다. 노래방은 1991년 부산에서 독립된 

사업장으로 시작하여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홍대

지역은 90년대 초 문화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노래방이 빠르게 전파되어 확산

될 수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인·허가 하는 업종별 데이터」의 노래연

습장업 자료에 의하면 홍대 지역에 노래방이 처음 등장 한 것은 1992년이다.  

1992년 홍대지역에서 영업을 시작한 노래방업소는 13곳으로, 빠르게 증가하여 

90년대 후반에는 그 수가 90년대 초반보다 두 배가 되었다. [그림3-5]와 [그림

3-6]을 보면 90년대 초반부터 홍익대학교 정문의 피카소거리 근방에 노래방이 

분포하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다. 이후 노래방은 홍대 소비문화의 흐름에 힘

[그림 3-5] 1990년대 피카소거

리 모습 (동아일보, 1995.04.10.)

[그림 3-6] 1993년 홍대정문 피카소거리 상권현황

(매일경제, 199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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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어 90년대 후반에는 점차 홍대지역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그림3-7]을 보면 

노래방의 분포가 홍익대학교 정문 인근뿐만 아니라 어울마당로를 비롯하여 홍

대지역 전역으로 퍼져나간 것을 볼 수 있다. 노래방이 90년대 초반 홍대지역

에서 급격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홍대의 라이브클럽을 중심으로 한 

음악문화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한편 90년대의 교통과 관련한 이슈도 홍대 앞이 활성화 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건과 1997년 당산철교의 해체는 강남으

로 가던 사람들의 발길을 홍대 앞으로 돌리게 하였다(박재은, 2015). 또한 

1994년 말 역세권 개발정책이 본격화되면서 마포 인근 지역이 큰 부동산 변화

를 겪게 되는데, 역세권 개발이 진행되면서 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가 변경이 되고 상업지역이 확대되었다(김수아, 2013). 1990년대 중반부터는 

기존의 문화 중심지였던 신촌, 압구정, 강남역에서 홍대로 문화의 중심지가 이

동하게 되었다. 홍대가 소비문화의 중심지로 부상하며 소주방·노래방 등이 

다수 입주하게 되면서 교육환경을 파괴하고 퇴폐성 유흥업소거리로 변해간다

는 비판이 거세졌다. 이제 홍익대학생들이 면학분위기 회복을 위해 홍대거리 

정화운동을 벌이기도 하였다.62)

62) 「“서점은 남고 술집은 가라”대학가 면학 회복 선언」,『경향신문』(1995.04.13.)

[그림 3-7] 1992년 홍대지역 노래방 분포 [그림 3-8] 1998년 홍대지역 노래방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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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폭발적인 성공을 보여주었던 노래방은 시장이 너무나 빨리 확장되어서 

공급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1차 침체기를 맞이한다. 홍대지역에 계속해서 노래

방이 증가하기는 하나, 90년대 초반에 비해 후반에는 그 증가률이 감소한다. 

이 시기에 몇몇 노래방은 노래방 기계 대신에 비디오 플레이어를 갖다 놓으면

서 변화를 꾀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비디오방(현재 DVD방)이다(송도영, 2004). 

홍대지역에 비디오방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96년이다. 비디오방은 홍대지

역에 13곳으로 시작하여 90년대 말까지 16곳 까지 증가하였다. 이어 1995년 

PC방의 시초라고 볼 수 있는 ‘인터넷 카페’가 홍대에 처음 등장했다. 인터

넷카페는 카페와 PC방의 중간단계로 차를 마시며 카페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

해 인터넷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홍대의 먹자골목에 처음 생겨났다.63) 

1997년 IMF의 발생으로 인해 홍대지역 역시 방문자가 급감하고 많은 상점

들이 휴·폐업을 하여 문화침체를 초래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놀이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노래방과 비디오방은 침체기에 오히려 호황을 맞

63) 「인터넷카페, 국내 첫 등장」, 『경향신문』(1995.09.15.)

[그림 3-9] 홍익대 학생들의 「교육환경 확보를 위한 홍익가족 인간 띠 잇기 행

사」(경향신문, 199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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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했다. 또한 90년대 말 댄스 클럽의 성행과 인터넷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페스티벌 문화와 커뮤니티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황준기, 2014). 인터넷

이 활성화되면서 등장한 PC방은 등장하자마자 호황기를 맞이하였다. 90년대 

말, 홍대지역에 PC방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1999년에는 31곳으로 홍대정문과 

홍대지역 전역에 나타났다. PC방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성장하자 PC방 프랜차

이즈 업체도 생겨나게 되었는데, 홍대 지역에도 PC 200여대를 갖춘 대형 프랜

차이즈 PC방이 등장하였다.64)

64) “250평 공간에 컴퓨터 200여대를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의 PC방이 개설된다. 인터넷 마케팅 대행업
체인 세화인터넷(대표 이광섭)은 다음달 중순 서울 홍익대 입구에 대형 PC방 ‘게토’를 설립한다고 
29일 밝혔다.”「국내 최대규모 PC게임방 등장」, 『매일경제』 (1999.09.30.)

[그림 3-12] 1996년 홍대지역 비디오방 분포 [그림 3-13] 1999년 홍대지역 PC방 분포 

[그림 3-10] 홍대의 첫 인터넷카페 

「넷스케이프」(경향신문, 1995.09.15.)

[그림 3-11] 90년대 말 PC방의 모습

(한겨레. 199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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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홍익대 입구 사거리 전경

(동아일보, 1998.04.27.)

[그림 3-15] 90년대 홍대의 거리 풍경 

(경향신문, 199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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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주요사건 방문화

1990 신세대 ‘오렌지족’ 문화 등장 -

1992 서울시 대학가 정비 홍대지역에 노래방 등장

1993 피카소 거리 형성 노래방의 폭발적인 성장

1994

성수대교붕괴

역세권 개발정책

라이브클럽의 성장

노래방 공급포화로 인한 성장 둔화(1차 

침체기)

1996
상암지구 포함 마포일대 도시개발계획 

시작
비디오방(DVD방) 등장

1997
당산철교의 해체

IMF 외환 위기 발생으로 방문객 급감
-

1998 걷고싶은 길 조성 사업 -

1999
라이브 클럽 합법화

인터넷 활성화

PC방 등장

PC방 프랜차이즈화 시작

[표 3-2] 1990년대 홍대지역의 주요사건과 방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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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0년대: 노래방의 침체기. 방 다양화

2000년대 초반은 지속되는 경기침체에 대항하기 위해 ‘홍대 살리기 운동’

의 일환으로 클럽데이, 플리마켓 등의 이벤트와 같은 자생적 운동을 벌이며 

커뮤니티 문화가 강화되었다. 2002년 걷고 싶은 거리 사업이 1차 완료되면서 

기존 건물들이 철거되고 보도와 차도가 정비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홍대 인근

의 지대가 대폭 상승하는 결과를 낳았다(김수아, 2013). 홍대의 지대와 임대료 

상승에는 대학로·신촌·홍대의 문화지구 지정에 관한 이슈 또한 영향을 미쳤

다. 홍대는 문화지구 지정계획이 발표된 후 술집과 노래방 등의 소비상업공간

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땅값과 건물 임대료가 터무니없이 치솟아 문화지구 지

정이 오히려 지역의 특색을 없애고 높은 임대료를 감당 할 수 있는 유흥 위주

로 바뀌는 결과를 얻었다.65) 그러나 정작 홍대지역의 문화지구 지정은 “현행

법상 불법인 클럽을 양성화하기 위한 문화지구 지정은 곤란하다”는 마포구의 

입장으로 무산되었다.66) 지대의 상승은 초기 홍대지역의 정체성을 형성했던 

예술문화의 쇠퇴를 가져왔고, 홍대지역은 대중적이고 유행에 민감한 소비문화

공간으로서의 성격이 더욱 강화되었다. 

[그림 3-16] 2000년대 초반 홍대 걷고 

싶은 거리의 모습

(한겨레, 2002.11.07.)

[그림 3-17] 홍대 플리마켓에서 물건을 구경하는 

모습 (한겨레, 200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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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00년대 전반에 걸쳐 노래방은 침체기가 계속되어 그 수가 더 이상 

크게 증가하지는 않지만, 케이팝 시장의 성장과 홍대지역의 소비문화공간으로

서의 성격강화에 힘입어 쇠퇴기를 피해 그 수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3-18]와 [그림3-19]을 보면 홍대정문과 걷고 싶은 거리 사업이 진행된 어울마

당로 주변으로 노래방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수는 2001년과 

2007년이 각각 36곳, 37곳으로 비슷하다. 당시 홍대의 몇몇 노래방들은 고급

화, 서비스 차별화 전략을 내세워 기존의 노래방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

했다.67) 특히 노래반주기 및 주변기기 전문 업체인 태진미디어가 직접 만든 

노래방 전문 프랜차이즈 ‘질러존’이 홍대에 건물 5층 규모의 대형 럭셔리 

노래방으로 들어섰다. 또한 현재까지도 홍대지역에서 가장 큰 노래방인 수노

래방이 들어섰는데, 은밀한 공간보다는 개방된 공간을 추구하여 건물의 외관

부터 내부까지 안이 들여다보이도록 투명유리 처리를 하였다. 90년대에는 지

하에 어둡고 밀폐된 장소였다면, 2000년대부터는 노래방이 지상으로 올라오고 

좀 더 밝은 분위기를 추구하기 시작했다. 

65) 「대학로·홍대 앞, 본격 유흥가로?」,『한겨레』(2004.02.10.)

66) 「홍대 앞 문화지구 지정 물거품되나」,『내일신문』(2004.06.15.)

67) 「[창업업종]노래방 창업전략」, 『머니투데이』 (2008.07.18.)

[그림 3-18] 2001년 홍대지역 노래방 분포  [그림 3-19] 2007년 홍대지역 노래방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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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 질러넷 홍대점 

노래방건물 (노래방전문잡지 

코러스, 2004년 1월호)

[그림 3-21] 질러넷 홍대점 노래방 내부모습

(노래방전문잡지 코러스, 2004년 1월호)

[그림 3-22] 2000년대 홍대 럭셔리 노래방 내부 모습 (노래방전문잡지 코러스, 2006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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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의 침체기를 틈타 생겨난 비디오방은 2000년대 초반 DVD의 보급으로 

인해 DVD방으로 불리게 된다. DVD방은 홍대지역에서 2002년까지 증가하여 

20곳까지 생겨났다가 이후 천천히 쇠퇴기를 맞이하여 2008년 13여 곳까지 감

소한다.

“그때(2009년 시작할 때)는 DVD방이 호황에서는 조금 빗겨나가서 하락세로 들

어갈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보단 많이 있긴 했어요. 이 근처에만 해도 네 

개정도는 있었으니까 10곳은 넘었을 거에요.”

-홍대지역 DVD방 이○○사장님(50대, 운영10년차)-

다음의 기사 내용을 보면 2000년대 후반 DVD방은 홍대 앞 유흥과 성(性)문

화의 2차·3차 장소로써 여겨지기도 한 것을 알 수 있다.

“홍대 근처에 모텔이 별로 없고 모텔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주로 

DVD방이 원나잇스탠드의 장소로 이용되고 있었다. 대학생 허모씨(22)는 '대학생들은 

비싼 모텔 대신 DVD방을 이용한다'고 말했다.”

「홍대앞 힙합클럽을 가다」, 『스포츠조선』 (2007.02.14.)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부근. 이 곳에 있는 한 비디오방에 들어갔다. 평일이었

지만 많은 커플들이 카운터에서 영화를 고르고 있었다. 기자가 계산을 끝내고 안내 

받은 방. 이 방 문에는 작은 창이 있었다. 소파도 대형이고 보조석으로 연결해서 성인 

한 명이 충분하게 누울 수 있는 자리였다. 이러한 설치물은 개정안이 발표되기 이전

의 시설을 고치지 않은 것으로 엄격히 따지자면 모두 불법에 해당한다.”

「청소년들도 떳떳하게 내낮에 모텔 들락거린다」, 『민주신문』 (2007.09.14..)

[그림 3-23] 2002년 홍대지역 비디오방 분포  [그림 3-24] 2008년 홍대지역 비디오방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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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에는 노래방의 침체기가 지속되며 90년대 말에 등장한 PC방의 수

가 노래방의 수를 뛰어넘는 시기이다. PC방은 홍대지역에서 2002년까지 45곳

까지 증가하여 같은 해 36곳이었던 노래방의 수를 훌쩍 뛰어 넘는다. [그림

3-25]을 보면 2002년에 PC방이 홍대지역 전역에 분포하여 있는 것을 볼 수 있

다. 이 분포는 같은 해 노래방의 분포와 비슷하다. PC방은 이후 침체기를 거

쳐서 2000년대 말 급격히 숫자가 줄어든다. 이는 공급포화로 인해 경쟁이 극

심해지고 초고속 인터넷이 확산되면서 나타는 결과이다. 몇몇의 PC방 업주는 

PC방의 고급화, 복합화, 대형화로 전략을 변경하고 카페형 PC방, 플스방(플레

이스테이션 전용 방) 등으로 업종을 변경한다. 

2000년대는 전반적으로 홍대지역의 소비공간으로서의 성격이 강해지면서 문

화소비공간인 방들의 공급포화로 인해 침체기 또는 쇠퇴기가 시작하는 시기라

고 할 수 있다. 

[그림 3-25] 2002년 홍대지역 PC방 분포 [그림 3-26] 2008년 홍대지역 PC방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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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 2000년대 홍대 PC방의 모습 (아이러브PC방, 2008.11.03.)

[그림 3-28] 2000년대 홍대 PC방에서 간식 부스의 모습

(아이러브PC방, 200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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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0년대: 노래방의 2차 성장기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가속도가 붙은 홍대지역의 상업화는 2010년 이후

로 고도의 상업화 시대를 맞게 된다(한설아, 2015). 또한 외국인들에게 관광지

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홍대 상업지역 주변으로 게스트하우스와 같은 숙박시

설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고, 특히 경의선 부지의 공원화, 공항철도역의 개통 

등은 홍대 상업지역의 관광지화를 더욱 가속화 시켰다(이한울, 2016). 

2010년대는 케이팝 시장의 성장과 인디음악의 대중화가 가속화되면서 인디

음악의 메카인 홍대지역의 음악문화는 전성기를 이어 나갔다. 특히 버스킹

(busking, 길거리 공연)문화가 형성되면서 홍대지역의 음악문화 정체성이 더욱 

강화되었다. 홍대지역의 상업지역 관광지화와 음악문화의 성장 분위기에 힘입

어 노래방은 침체기를 벗어나 다시 성장곡선을 타게 된다. [그림3-29]와 [그림

3-30]을 보면 노래방의 수가 38곳에서 58곳으로 증가하면서 노래방 등장 초기

의 상승곡선과 비슷하게 증가하였다. 

한편 2011년 일본 도쿄에서 1인용 노래방인 ‘히토리 가라오케’가 성행을 

하면서 국내에도 1인 노래방에 대한 관심이 일어났다.68) 국내에서도 나홀로족

68) 당시 일본은 ‘히토리(1人) 문화’가 강세를 띠면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늘
어났다. 이러한 히토리 문화가 일본의 가라오케까지 흡수하면서 1인용 가라오케가 생겨났고 인기를 
끌었다. (「일본‘히토리 문화’의 끝없는 진화…‘나홀로’욕구, 노래방까지 접수하다」,『노컷뉴
스』(2012.01.13.)

[그림 3-29] 2010년 홍대지역 노래방 분포   [그림 3-30] 2018년 홍대지역 노래방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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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늘면서 1인 문화가 확산되고 1인 전문 노래방이 등장하였다.69) 국내에는 

홍대에 처음으로 1인 전용 노래방이 등장하여 혼자 노래연습을 하러 오는 사

람들과 눈 치 볼 필요 없이 마음껏 노래를 즐기러 오는 나홀로족들에게 큰 인

기를 끌었다. 이후 1인 전용 노래방은 ‘코인 노래방’이라고 불리면서 홍대

지역 노래방 사이에서 대세로 자리 잡았고 수가 계속해서 늘어났다. 

“5년 정도 전부터 코인이 대세가 되다보니 저희도 코인노래방도 몇 개 더 늘려

서 하고 있어요.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벤치마킹을 많이 해요. 1인 전용 노래방, 

헤드셋 노래방 등 일본에서 벤치마킹 해온 것이죠. 우리나라도 1,2인 가구가 늘어나면

서 ‘혼자 문화’가 많이 형성되었죠. 예전엔 혼자 노래 부르거나 밥 먹는걸 쑥스러

워하고 그랬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안 그러니까요.”

-홍대지역 대형 노래방 지○○사장님(30대, 14년차)-

69) 1990년대 초에 등장한 우리나라 초기 노래방의 형태는 1인 동전노래방이었으나 점차 여럿이서 함께 
즐길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하였다가, 최근 1인 문화와 맞물려 다시 동전노래방(코인노래방)이 등장하
게 되었다. 

[그림 3-31] 홍대에 처음 등장한 1인 노래방 내부 모습

(노래방전문잡지 코러스, 2012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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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초중반부터 쇠퇴기가 시작된 DVD방은 2010년대에 들어서도 계속

해서 수가 감소한다. 이는 인터넷의 활성화와 영화 및 동영상을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의 확산으로 개인 PC로 영화를 접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나타난 

결과이다. [그림3-32]과 그림[3-33]을 보면 DVD방이 15곳에서 10곳으로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2000년대에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다가 2000년대 후반부터 하락곡선을 

타기 시작한 PC방은 2010년에 들어서 그 수가 더욱 빠르게 감소하였다. [그림

3-34]의 2011년 홍대지역 PC방 분포를 살펴보면 2000년대보다는 적지만 아직 

[그림 3-32] 2011년 홍대지역 비디오방 분포  [그림 3-33] 2017년 홍대지역 비디오방 분포  

[그림 3-34] 2011년 홍대지역 PC방 분포 [그림 3-35] 2018년 홍대지역 PC방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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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전역에 28곳의 PC방이 퍼져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림3-35]의 

2018년 현재 PC방 분포를 보면 홍대지역에 남아있는 PC방은 14곳으로 분포도

만 봐도 그 수가 눈에 띠게 줄어들었다. 이는 PC방의 고급화 대형화가 진행되

면서 개인사업자가 하는 소규모 PC방들이 문을 닫고 기업형 PC방 업소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PC방을 운영하는 전

문 업체의 점장과 인터뷰를 한 결과, 과거에 비해 PC방의 수는 대폭 줄었으나 

홍대 지역에 있는 전체 PC의 수는 많이 줄어들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2000년대랑 2010년대 PC방은 180도 달라요. 2000년대 초반 같은 경우엔 개인사

장들이 소규모 PC방을 운영을 많이 할 때고, 지금은 거의 기업화되었다고 보시면 되

요. 기본 100대 이하는 개별 사장님들이 많고, 130대 이상 200대, 300대 이렇게 가는 

데는 기업형이 많아요. PC방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운영하는 총 PC수는 늘어났

어요. 60대~70대 짜리 PC방이 두 곳, 세 곳 문 닫고 200대~300대 짜리가 한 곳, 두 곳 

생기면 총 PC수는 늘어나는 거죠.”

-홍대지역 PC방 조○○점장님(40대, 운영10년차)-

  

[그림 3-36] 게임사에서 만든 카페형 프리미엄 

PC방의 모습 (아이러브PC방, 2005.01.16.)

[그림 3-37] 카페와 유사한 PC방 프론트의 

모습 (아이러브PC방, 200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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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들어서서 홍대지역에 만화방이 등장한다. 만화방은 1990년대 이전에

도 존재 했지만 본 연구에서는 ‘방 문화’의 형성 시점부터의 과정과 분포를 

보기위해 90년대 이후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일찍 쇠퇴기를 맞이한 만화방은 

1990년대와 2000년대에는 홍대지역에 존재하지 않았다.70) 몰락을 겪고 잊혀져

가던 만화방은 2010년대 복고붐을 타고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만화

방은 이전과는 다르게 ‘만화카페’또는 개성 있고 독특한 이름을 달고 다양

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홍대지역에는 ‘코믹토토만화카페’, ‘즐

거운 작당’, ‘청춘문화싸롱’, ‘클럽보다만화’등 다양하고 개성있는 이름

의 만화방들이 모여 있다. [그림3-38]을 보면 2010년에 만화방이 한곳 등장하

였고, 2013년까지 변동이 없다가 2014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한다. [그림3-39]의 

2017년 만화방의 분포를 보면 12곳의 만화방이 홍대지역 전역에 분포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70) 만화방은 1950후반에 등장하여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초기 만화방은 ‘방’
이라기보다는 ‘좌판’형태에 가까웠다(박인하). 만화방은 1970년대부터 쇠퇴기에 접어들며 감소하기 
시작했다.

[그림 3-38] 2010년 홍대지역 만화방 분포 [그림 3-39] 2017년 홍대지역 만화방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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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홍대지역 ‘방’의 현황과 특성

앞선 제3장 2절에서 홍대지역 ‘방’의 형성과정을 홍대의 주요 문화적·사

회적 흐름과 함께 살펴보았다. 본 3절에서는 현재 홍대지역의 다양하게 분포

하고 있는 ‘방’을 대상으로 실증적 연구를 함으로써, 방문화와 방이 도시공

간에서 실제로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현황과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홍대지역이라는 도시공간에 ‘방’이라는 문화소비공간이 어떻게 작용

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홍대지역 방의 물리적적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노래방, DVD방, PC방을 중

심으로 분포와 운영기간, 점유 층, 규모 등의 현황을 조사하여 특성을 도출하

고자 하였다. 또한 문헌 자료에 드러나지 않는 홍대지역 방들의 형성과 실제 

운영 및 이용과 관련된 측면을 알아보기 위해 여섯 차례에 걸쳐 홍대 노래방 

업주 2인, DVD방 업주 2인, PC방 업주2인(매니저, 점장)과 인터뷰를 실시하였

다. 

현재 홍대에는 노래방 58곳, DVD방 6곳, PC방 11곳, 만화방 10곳, 멀티방 2

곳, 플스방 3곳, 파티룸 25곳, 스터디룸 8곳, VR방 11곳, 이스케이프룸(방탈출) 

24곳이 존재한다. 노래방이 다른 방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수가 분포해 

있으며,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이스케이프룸, 파티룸 등도 많은 수가 분포하

고 있다.

 

[그림 3-40] 홍대지역 ‘방’의 종류별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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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래방 현황

[그림 3-41] 홍대지역 노래방의 분포 현황

노래방의 분포를 살펴보면 현재 홍대지역에 있는 노래방은 총 58곳이다. 이

중 12곳이 코인노래방이고, 4곳은 대형 프랜차이즈 노래방, 나머지 46곳은 일

반 노래방이다. 노래방은 홍대지역 전역에 분포하고 있으나, 주로 어울마당로

를 따라 분포하고 있다. 특히 홍대정문부터 어울마당로까지 뻗어있는 와우산

로21길과 어울마당로와 잔다리로와 만나는 곳 근방에 노래방이 많이 밀집되어

있다. 밀집된 구역에 있는 노래방은 총 30곳으로 약 52%의 노래방이 이곳에 

모여 있다. 

홍대지역 노래방 58곳의 운영기간을 살펴보면, 개업한지 5년 미만 된 곳이 

48%으로 거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최근 새로 만들어진 노래방

의 비율이 많기 때문에 시설이 최신식 기기와 인테리어를 갖춘 곳이 다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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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하고, 노래방이 변종이라고 할 수 있는 노래뮤비방도 몇 군데 찾을 수 있다. 

10년 이상 운영된 곳도 총 35%에 달하여 노래방의 수명이 다른 방들에 비해 

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건물 내 노래방이 위치한 층을 살펴보면 지하층이 

67%로 가장 많았고 지상은 33%를 차지하여 주로 지하에 많이 위치하지만, 과

거 대부분의 노래방이 지하에 위치했던 것을 고려했을 때, 최근 밝은 분위기

와 함께 지상으로 올라오는 추세로 인해 최근에 생긴 노래방 일수록 지상에 

위치하는 비율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지상과 지하에 있는 노래방

[그림 3-42] 홍대지역 노래방 운영기간 현황 [그림 3-43] 홍대지역 노래방 점유 층 현황

 [그림 3-44] 홍대지역 노래방 운영기간 비율 [그림 3-45] 홍대지역 노래방 지상/지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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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운영기간을 비교해보았더니, 지하에 있는 노래방은 운영기간이 5년 미만인 

곳이 41%로 나타났고, 지상에 있는 노래방은 63%를 차지하여 지하에 있는 노

래방보다 지상에 있는 노래방이 좀 더 최근에 개업한 곳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과거에 ‘노래방은 지하에 있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점차 없어지고 이미지가 밝게 변화하면서 노래방이 지상으로 올라

오는 추세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표님이 노래를 좋아하셔서 노래방을 자주 다니시곤 했는데, 노래방들이 다 

지하에만 있고 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왜 노래방은 지하에 있을까, 위로 올리고 좀 

더 밝은 분위기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셨어요. 예전에는 노래방은 다 지

하에 있어야 하고, 방음이 잘되어야 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고정관념이 많이 없어져서 

지상으로 많이 올라오는 추세에요.”

-홍대지역 노래방 지○○사장님(30대)-

[그림 3-46] 지하에 있는 노래방의

운영기간 비율

[그림 3-47] 지상에 있는 노래방의

운영기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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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의 규모는 작게는 000부터 크게는 건물 4층짜리가 모두 노래방인 것

까지 매우 다양하다. 이용자는 10대 청소년부터 50대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

한 연령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래방 이용료는 시간당 5000원부터 20000만원

까지 시설의 상태에 따라 상이하고, 시간대별로 요금을 다르게 받는 곳도 있

다.71) 코인 노래방의 이용료는 2곡에 500원으로 곡당 돈을 받기 때문에 자투

리 시간을 활용해서 찾아오는 이용자들이 많다. 

홍대지역 노래방 업주와의 인터뷰를 통해 최근 4-5년 사이 홍대에 코인노래

방이 많이 생겨나게 되면서 기존 노래방의 운영에 경제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대형노래방에 보다는 중소규모의 노래방과 경쟁관계에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코인노래방이 많이 생겨서 노래방이 요새는 좀 힘들어요. 사실 코인노래방이 

돈이 많이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두 세 개씩 가지고 있으면 돈이 되니까 두 세 개씩 

가지고 하긴 하는데, 기존의 노래방에겐 피해를 주죠. 노래방 가던 사람들이 다 코인

노래방에 가게 되니까.. 코인 노래방 같은 경우엔 룸 수가 많아야 되요. 코인 노래방

이 작은 이유가 있어요. 저희도 코인 노래방처럼 룸 수를 좀 늘려보려고 한 개 더 늘

려보고 하긴 했는데, 더 이상 늘리면 완전 여기를 다 뜯고 개조하지 않는 이상 힘들더

라구요.”

-홍대지역 중소형 노래방 김○○사장님(39세, 운영12년차)-

71) 홍대지역의 대형노래방 ‘럭셔리 수 노래방’의 경우 오전 6시~오후 12시 사이에는 1인에 2,000원, 
오후12시부터 6시 사이에는 8,000원, 6시부터 8시까지는 12,000원, 저녁8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는 18,000원을 받고 있다. 

[그림 3-48] 2층에 위치한 노래방

(연구자 촬영)

[그림 3-49] 3,4층에 위치한 노래방

(연구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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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노래방 때문에 장사가 잘 안된다거나 하진 않지만 그쪽이(코인노래방) 저

렴하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곤 할 수 없죠. 저희도 5년 정도 전부터 코인이 대세고 하

다보니, 코인 전용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어요.”

-홍대지역 대형 노래방 지○○사장님(30대, 14년차)-

[그림 3-50] 코인노래방의 입구와 내부 모습

(연구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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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 노래방 시설면적과 연습실 수 사이의 관계

[그림3-51]의 노래방의 시설면적과 노래방 내 연습실 수와의 관계를 살펴보

면 시설면적이 큰 대규모의 노래방일수록 연습실의 수가 많은 것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시설면적이 비슷한 상황에서 노래방 연습실의 수의 차이가 큰 경

우가 다수 존재 한다. 정해진 면적 안에 노래방의 수를 최대한 많이 쪼개서 

넣으려 한 것으로 분석 할 수 있다. 보통 코인노래방이 이에 속한다. 코인노래

방은 적은시간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정해진 면적에 방을 많이 넣어야 하므

로, 면적대비 방의 수가 많아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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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VD방 현황

[그림 3-52] 홍대지역 DVD방 분포도

홍대지역의 DVD방 분포를 보면 현재 총 6곳의 DVD방이 있다. 이는 96년도

에 13곳으로 시작하고 2002년 정점을 찍은 후 계속 감소하여 현재 가장 적은 

숫자이다. 인터뷰 조사에 따르면 DVD방을 위협하는 가장 큰 원인은 VOD72)의 

출시라고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영화를 접 할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해지고, 방

탈출·VR방과 같은 새로운 놀이를 접할 수 있는 업종이 생기면서 DVD방의 

주요 고객인 20-30대 젊은 층의 손님이 줄어들었다. 또한 홍대지역의 상업공

간이 대형쇼핑몰 위주의 공간으로 변화하면서 상대적으로 놀이문화와 관련한 

문화소비공간이 밀려났다는 의견이 있었다. 

72) 통신망 연결을 통하여, 사용자가 필요로하는 영상을 원하는 시간에 제공해주는 맞춤영상정보 서비스
이다.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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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정도부터 10년 정도를 운영했어요. 그때(2009년 시작할 때)는 DVD방이 

호황에서는 조금 빗겨나가서 하락세로 들어갈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보

단 많이 있긴 했어요. 이 근처에만 해도 네 개정도는 있었으니까 10곳은 넘었을 거에

요. DVD가 좀 늦게 출시가 되잖아요. 근데 VOD라는게 나왔죠. 통신사에서 제공해주

는 VOD로 집에서 TV로 볼 수 있으니까. 다운로드 받아서. 새로운 영화를 접할 수 있

는 경로가 굉장히 다양해진 거죠.. 그리고 요즘 학생들은 같은 경우에는 방탈출 이라

던가 VR방 이라던가 신종업종들 많이 선호 하니까 여긴 잘 안오죠. 예전에는 놀이문

화가 노래방, DVD방 이렇게 종류가 적었지만 요즘엔 다양해졌죠. 그리고 다른 원인

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아지면서 잘 안되는 것도 있어요. 관광객들은 쇼핑을 목적으

로 홍대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놀이를 위해서 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대로변에 보시면 있는것들은 대형쇼핑몰이 있죠 의류를 파는. 그런 곳에 원래 

DVD방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대형쇼핑몰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DVD방들이 많이 

쫓겨나왔어요. 옮긴 팀은 한팀 봤고 거의 다 폐점했어요. 옷 상가들이 많아지면서.”

-홍대지역 DVD방 이○○사장님(50대, 운영10년차)-

“전망은 하락세고, 이건 없어지는 업종이에요. 홍대 문화자체가 지금 쇠퇴기에 

있어요. 영화사들이 예전에는 3000장을 찍었어요. 신작이 나오면은. 근데 국내 DVD대

여점이 완전히 사라졌거든요. 그러다보니 지금 300장에서 500장 정도 밖에 못찍고 있

어요. DVD 제작비가 안나오고 있는거죠. 영화사 측에서는 DVD로 돈 번다는 생각은 

안해요 이제. 에로DVD도 500장 찍어서 돈이 안되기 때문에 에로 DVD들은 다 VOD로 

들어갔어요. 말하자면 DVD 업종은 하락세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데이트코스이기 때

문에, 어딘가 한두군데는 있긴 한데, 계속하고 싶어도 DVD 자체가 이제 없어지는 추

세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VOD방으로 변하거나 할 것 같아요. 저희도 지금 방마다 

VOD 기기를 설치해서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천이기(遷移期)에요. DVD

가 사라지고나면 VOD방으로 가거나, 아니면 아예 이 업종이 사라지겠죠.”

-홍대지역 DVD방 김○○사장님(40대, 운영10년차)-

DVD방의 주요 이용객의 형태는 연인들이 쌍으로 오는 경우로, 일종의 데이

트코스로서 인식되고 있다. 또한 대학교 인근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업과 수

업 사이의 비어있는 시간을 때우기 위해 방문하기도 하고, 주말에는 홍대 클

럽이나 술집에서 유흥을 즐기다가 막차를 놓친 사람들이 다음날 첫차를 기다

리기 위해 들르는 곳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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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3] 홍대지역 'A' DVD방 내부모습 (연구자 촬영)

 [그림 3-54] 홍대지역 ‘B’DVD방 내부모습 (연구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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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개업년도 업종명 시설면적(㎡)

1 1997 비디오물감상실업 151

2 2000 비디오물감상실업 114

3 2001 비디오물감상실업 108

4 2004 비디오물감상실업 274

5 2009 비디오물감상실업 161

6 2018 비디오물감상실업 229

[표 3-3] 홍대지역 DVD방 개업년도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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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C방 현황

[그림 3-55] 홍대지역 PC방 분포도

홍대지역 PC방 현황을 살펴보면 총 11개의 PC방이 분포하고 있다. 이 중 3

곳을 제외한 8곳이 대형 프랜차이즈 PC방이다. 이는 홍대지역에 PC방이 99년 

등장하고, 2002년에 정점을 찍고 나서 계속 감소한 후 제일 적은 숫자이다. 

PC방은 홍대입구역 9번 출구 인근의 양화로 대로변의 건물과, 와우산로 대로

변에 인근에 대부분 위치하고 있다. 홍대지역의 안쪽 길 보다는 큰 대로변에 

위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PC방의 분포는 2000년대 초반 호황기에는 홍대지

역 전반에 퍼져 있다가 점차 개인 사업자가 하는 소형PC방이 문을 닫고 대형

화·기업화 하면서 큰 대로변에만 위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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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지역 PC방 운영기간은 5년 미만인 곳이 64%으로 가장 많았으며, 5년이

상 10년 미만은 곳은 18%,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곳은 18%로 나타났다. 지상

층 보다는 지하층에 주로 위치하며 지하층에 위치하는 PC방은 전체 PC방 중 

67%를 차지했다. 홍대지역의 PC방은 비교적 최근에 개업한 곳이 많으며 주로 

지하에 위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56] 홍대지역 PC방 운영기간 현황 [그림 3-57] 홍대지역 PC방 점유 층 현황

[그림 3-58] 홍대지역 PC방 운영기간 비율 [그림 3-59] 홍대지역 PC방 지상/지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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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는 제일 작은 곳이 시설면적 89㎡에 PC 29대인 곳이고, 제일 큰 곳은 

496.96㎡에 PC 191대인 곳이다. 홍대지역에 있는 PC방의 규모와 개업년도를 

살펴보면 최근에 개업한 PC방 일수록 규모가 100대 이상의 대형 PC방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저희는 팀은 PC방만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해주는 운영팀 이에요. 이곳은 

그냥 프랜차이즈 PC방 매장이고, 저희 운영팀은 그냥 개별회사에요. 사장님이 PC방 

여러 매장을 관리하는 거에요. … 2000년대랑 2010년대 PC방은 180도 달라요. 2000년

대 초반 같은 경우엔 개인사장들이 소규모 PC방을 운영을 많이 할 때고, 지금은 거의 

기업화되었다고 보시면 되요. 기본 100대 이하는 개별 사장님들이 많고, 130대 이상 

200대, 300대 이렇게 가는 데는 기업형이 많아요.”

-홍대지역 PC방 조○○점장님(40대, 운영10년차)-

인터뷰를 보면 PC방이 호황기였던 2000년대 초반에 비해 소규모 개인 PC방

이 많이 줄어들고 대규모 프랜차이즈 PC방이 대체하였음을 알 수 있다. 대규

모 PC방은 사장이 PC방 몇 곳을 소유하면서 직원(점장)이 지점을 지정받아 관

리하는 식으로 운영되거나, PC방 프랜차이즈 회사가 직접 운영하면서 점장 또

는 매니저가 지점을 지정받아 관리를 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구분 개업년도 업종명 PC수 시설면적(㎡)

1 2008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50 140

2 2008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29 89

3 2012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60 165

4 2013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84 184.18

5 2014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177 498.56

6 2016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105 263.11

7 2016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191 496.96

8 2017 휴게음식점(일반조리판매) 100 240

9 2017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111 347.3

10 2017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130 300.81

11 2017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99 221.99

[표 3-4] 홍대지역 PC방 개업년도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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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방(房)’의 도시공간적 특성 분석

앞서 제2장에서‘방’문화의 형성과정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 홍대지역에 

실재하는 ‘방’의 형성과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앞의 내용을 

토대로 ‘방(房)’의 공간적 특성을 도출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제2장에

서 도출할 수 있는 ‘방’의 특성은 사회적·문화적 흐름과 상호작용하며 다

양한 변화를 겪어왔다는 것이다. 방은 관련된 사회적 이슈에 민감한 공간이면

서 그에 따른 반응은 몇 가지 패턴을 따르게 된다. 이를 토대로 방의 라이프 

사이클(life cycle)패턴을 도출하고자 한다. 둘째, 제3장에서 도출할 수 있는 

‘방’의 특성은 대형화와 고급화이다. 변화에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은 방은 

대형화·고급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또한 과거 B급 문화로 치부되던 

‘방’문화는 점점 주류문화로써 자리 잡으며 20-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하

는 공간으로 변해왔다. 이 두 가지 측면에 대해 분석하여 방의 공간적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1절. 사회적 흐름과 상호작용하는 ‘방’의 생애주기적 특성 

앞선 제2장과 제3장에서 방문화의 1세대라고 부를 수 있는 노래방, PC방, 

DVD방의 형성과정을 살펴보았다. 1세대의 방들은 각 등장시점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사회적인 이슈들에 반응하고 변이하면서 다른 2세대, 3세대 방들의 등

장을 이끌어왔다. 1세대 방의 등장부터 현재까지 라이프사이클을 보면 ‘도입

기-성장기-포화기(정체기)-생존기 또는 쇠퇴기’의 단계를 거쳤다. 노래방은 

1992년 등장 시점부터 현재까지 가장 긴 26년 동안 라이프사이클을 거치며 현

재는 마지막 단계인 생존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도입기는 방이 처음 생성되는 시점으로 노래방은 80년대부터 인기를 끌던 

가라오케바에서부터 발전하여 ‘동전 노래방’의 형태로 시작되어 주목을 많



- 92 -

이 받게되고 짧은 도입기를 거쳐서 곧바로 성장기로 진입한다. DVD방은 노래

방의 성공 이후 비디오기계가 도입되면서 노래방을 바로 뒤따라 등장하면서 

도입기가 시작이 되고, PC방은 인터넷의 확산으로 초기에는 카페에 PC가 몇 

대 비치되어 있던 ‘인터넷 카페’형식으로 시작되어 도입기를 맞이한다. 이 

시기에는 만들어지는 방들이 모두 새로운 업종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가이드

라인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는 시기이다. 

성장기의 방은 도입기의 폭발적인 인기에 힘입어 업소의 수가 급격히 증가

하여 정점을 맞이하는 시기이다. 성장기에 있는 방의 공통점은 모두 대학가를 

중심으로 확산되었다는 것이다. 그만큼 ‘방(房)’이라는 문화소비공간이 대학

[그림 4-1] 노래방·DVD방·PC방의 라이프사이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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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을 비롯한 젊은 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으로 분석 할 수 있다. 또 다

른 공통점으로는 청소년 탈선 또는 음성적 행태가 벌어지는 공간으로 변이되

는 문제를 겪었다는 것이다. 특히 노래방과 DVD방은 두 가지 모두 겪은 방으

로 여기에 더해 화재가 속출하는 등의 사회적 문제를 많이 양산했다. 이는 

‘밀실’이라는 공간적 특이성 때문에 벌어지는 방의 맹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이 시기에 강력한 규제와 단속을 받으며 방에 대한 법적인 가이드

라인이 형성된다. PC방의 경우 밀실은 아니기 때문에 음성적 공간으로서의 사

회적 문제는 덜했으나 청소년과 청년들이 게임에 빠져 게임폐인을 양산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성장기의 끝에 개체수가 정점에 달하게 되면 포화기(정체기)가 시작된다. 이

시기의 방은 공급포화상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경쟁이 과열되어 다양한 변

화의 시도를 겪게 된다. 이 시기에 노래방은 파티노래방, 경품노래방, UCC노

래방 등으로 변형되기도 하고, PC방은 주식투자의 열풍과 맞물려 PC주식방으

로 분화되기도 한다. 노래방과 PC방의 대형화·고급화 과정에서 DVD방까지 

다양한 기능을 결합한 멀티방이 등장하기도 한다. 또한 포화기부터 시작되는 

노래방과 PC방의 대형화·고급화의 움직임은 생존기를 위한 준비단계라고 말 

할 수도 있다. 이 시기에 전문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많이 생성되며 방의 관리

와 운영을 좀 더 체계적으로 발전시켜나가며 시설 및 인테리어 등 공간적인 

면에서도 고급화된 가이드라인이 형성된다. 반면 DVD방은 포화기의 위기와 

VOD 영화의 확산이라는 위기에서 별다른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짧은 포화기

를 거쳐 빠르게 쇠퇴기에 진입한다. 

생존기 및 쇠퇴기에 진입한 방은 서서히 그 운명이 결정된다. 우선 노래방

과 PC방은 방의 라이프사이클에서 살아남아 쇠퇴기를 극복하고 생존기로 진

입했다. 노래방과 PC방의 생존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첫째로 전문 

프랜차이즈 업체를 선두로 한 고급화·대형화의 흐름, 두 번째로 사회적 이슈

와 상호작용 때문이라고 말 할 수 있다. 노래방은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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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하는 고급화의 흐름에 따라 시설과 프로그램이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게 자

주 발전되었고 1인문화의 흐름과 맞물려 코인노래방이 대세로 떠오르며 노래

방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PC방의 경우 PC방의 수는 감소하였으나 

한 업소 당 운영하는 PC의 수가 2-5배 가까이 증가하며 초대형화가 진행되었

다. 이로 인해 소규모 PC방의 폐업이 속출하여 수 적으로 PC방의 쇠퇴기가 

오는 듯 해 보였으나, 실상은 초대형화로 인해 대형 프랜차이즈 PC방의 생존

기에 돌입했다고 말 할 수 있다. DVD방의 경우 포화기 때 위기에서 별 다른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쇠퇴기에 접어들며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4-2] 홍대지역의 1세대 방(노래방, PC방, DVD방)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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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스방이나 멀티방, 방탈출 이런거 있죠. 그건 그냥 한때 유행이잖아요. 지금 방

탈출이 되게많이 줄었어요. 엄청 줄었죠. 소위 ○○방이라고 말하는 멀티방, 플스방, 

방탈출 등등 이런 방들 중에 살아 남은 건 노래방이랑 PC방 밖에 없어요.”

-홍대지역 PC방 조○○점장님(40대, 운영10년차)-

“VR방도 줄어드는 추세에요. 방탈출 이런것도 지금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런 방

들은 유행타고 잠깐 왔다가는 거에요. 예전에 플스방, 인형뽑기방 이런것도 잠깐 유행

했다가 이제 거의 없어졌어요.”

-홍대지역 DVD방 김○○사장님(40대, 운영10년차)-

노래방, DVD방, PC방은 방 문화의 1세대 방으로 90년대부터 현재까지 축적

되어온 성장과 정체·쇠퇴 과정을 통해 방의 라이프사이클을 도출 해 낼 수 

있었다. 홍대지역 1세대 방의 업주들과 인터뷰를 통해 2세대로 등장한 멀티방, 

플스방의 경우 이미 쇠퇴기로 돌입하였고 3세대로 등장한 이스케이프룸(방탈

출), VR방도 포화기(침체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3]에서 홍

대지역의 멀티방과 플스방은 각각 2곳, 3곳으로 쇠퇴가 진행되어 거의 사라지

는 추세를 볼 수 있고, VR방과 이스케이프룸은 각각 10곳, 24곳으로 아직 포

화기(정체기)라고 볼 수 있다. 2세대와 3세대 방이 1세대 방들 보다 라이프사

이클의 흐름이 빠르게 진행되었는데, 이는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유행의 변화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2세대 방 중에서도 파티룸과 스티디룸 같

[그림 4-3] 홍대의 2세대 방(멀티방, 플스방)과 

3세대 방(VR방, 방탈출)의 분포도

[그림 4-4] 홍대의 2세대 방(파티룸, 스터디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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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공간대여룸의 경우 라이프사이클의 진행속도가 천천히 진행되고 있다. 파

티룸과 스터디룸은 2000년대 후반 등장하여 VR방과 방탈출보다 먼저 등장하

였으나 아직 성장기와 포화기의 사이에 놓여있다. 이는 파티 문화가 정착되면

서 파티를 전문적으로 하는 방의 수요가 늘고 있다는 것과 취업난으로 공부를 

하는 인구가 늘어나 공부나 스터디모임, 회의 등을 할 만한 공간이 부족하다

는 사회적인 현상으로 인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4-5] 라이프사이클에서 방들의 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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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방’의 생존전략으로서 고급화와 대형화

방 문화가 시작 한 후부터 지금까지 형성·진화 과정 속에서 살아남은 방은 

노래방과 PC방이다. 침체기를 버텨낸 노래방과 PC방은 점점 더 고급화되고 

대형화되었다. 노래방과 PC방은 등장과 동시에 다양한 연령층에게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소비공간으로 자리잡았다. 대부분의 사업 

아이템이 인기를 끌게 되면 브랜드화 되고 기업화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노

래방과 PC방 역시 등장과 동시에 프랜차이즈 기업이 만들어지고, 경쟁에서 살

아남기 위한 입지·서비스·마케팅 등의 나름대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발전하였다. 해가 지날수록 운영방식과 인테리어·프로그램이 다듬어지고 다

양해지면서 방들의 규모가 커지게 된다. 노래방의 경우 처음 등장하였을 때는 

오락실 한 켠에 있는 뮤직박스의 형태로 시작하여 현재는 한 층이 전체 노래

방인 대형노래방부터 한건물이 통째로 노래방으로 운영되고 있는 초대형노래

방까지 존재한다. 

“2000년대에 들어 노래방 트랜드가 ‘럭셔리 노래방’으로 바뀌었어요. 솔직히 

웬만한 사람들은 엄두를 못 냈어요. 고급화되어가지고.. 일단 노래방 한다면 올라와야 

되고(지상 층으로), 시설 투자비용도 많이 들고 이런 게 부담이 많이 되니까 노래방하

려고 손을 많이 못 대게 되었죠. 기업이면 모를까. 그런데 근래에 4,5년 전부터는 코

인노래방이 생기면서 변화하는 추세에요. 그건 (비용이 많이 안 들어서)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요새는 트랜드가 럭셔리에서 코인으로 옮겨가는 추세에요. 1인 2인 식으

로.”

-홍대지역 대형 노래방 지○○사장님(30대, 노래방 운영 14년차)-

[그림 4-6] 90년대 노래방 체인점 모집 광고 (경향신문, 199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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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내용을 보면 2000년대부터 노래방이 ‘럭셔리 노래방’이라 불리는 

대형노래방으로 변화한 것을 볼 수 있다. 2010년대 초반부터 코인노래방이 등

장하기 시작하여 ‘럭셔리 노래방’에서 ‘코인 노래방’으로 트랜드가 변화

하는 추세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코인노래방 또한 대형화가 진행되어 코

인노래방을 전문으로 하는 프랜차이즈가 많이 등장하고 프랜차이즈 가맹업체

가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 [표4-1]은 프랜차이즈 창업정보 사이트 프랜차이즈

파트너스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에 의한 노래방 프랜차이즈 업체 현황이다. 

일반 노래방의 경우 2000년대 초반부터 운영되어온 전문 업체부터 최근 가맹

사업을 개시한 업체까지 다양하며, 코인노래방의 경우 비교적 최근에 개시한 

업체가 많았다. 최근 4-5년 사이 코인노래방이 노래방계에서 대세로 자리잡으

며 코인노래방의 프랜차이즈 업체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구분 프랜차이즈 상호 가맹사업개시일 가맹점수 직영점수

노래방

준코노래타운 2001년 9월 30개 이상 100개 이상

수 노래연습장 2005년 2월 10개 이상 5개 미만

락휴노래연습장 2007년 10월 86 -

락휴노래타운 2010년 6월 40 -

락스타노래연습장 2011년 9월 - -

천당노래연습장 2013년 12월 - -

달콤파티노래연습장 2016년 7월 - 5개미만

딴따라노래방 2017년7월 - -

코인

노래방

슈퍼스타코인노래연습장 2014년 9월 41 -

세븐스타코인노래연습장 2016년 3월 102 -

케팝코인노래연습장 2016년 6월 5개미만 -

악어연못 코인 노래연습장 2016년 6월 - -

홍길 동전노래연습장 2016년 11월 - -

코인락스타노래연습장 2016년 12월 - -

코인싱어 2016년 8월 32 -

엔젤스 코인노래연습장 2017년 1월 - -

372코인노래연습장 2017년 12월 - -

자료출처: 프랜차이즈파트너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표 4-1] 노래방 프랜차이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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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90년대 초 노래방의 내부 모습 (동아일보, 1992.01.17.)

[그림 4-8] 홍대지역 중심부에 위치하는 대형 노래방 (연구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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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홍대지역 노래방의 개업년도와 규모의 관계

실제 홍대지역의 노래방 규모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홍대의 노래방 58곳

의 개업년도와 노래방 내 연습실의 수를 살펴보았다. [그림 4-9]를 보면 개업

을 한지 오래된 노래방 일수록 규모가 작고, 최근 개업한 노래방 일수록 규모

(노래 연습실 수)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최근 5년 사이에 생겨난 노래방

들은 노래연습실 수가 다른 곳의 세 배 가까이 되는 곳도 있는데, 이는 최근 

5년 사이에 코인노래방이 많이 생겨나고, 노래방이 대형화 고급화되었기 때문

이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사회의 소비문화의 변화로 해석 할 수 있다. 국내의 

경기불황으로 인해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1인 가구의 증가로 소비시장이 1인 

가구 위주로 재편되면서 혼자서도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코인노래방이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노래방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

른 만큼 노래방 간의 시설 경쟁이 심해지면서 시설을 고급화가 진행되었고, 

선택의 폭이 넓어진 노래방 이용객 또한 시설에 대한 눈이 높아지면서 노래방

이 전체적으로 고급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기존의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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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노래방은 시설을 고급화시키거나 없어지고 있는 추세다. 

“코인노래방이 많이 생겨서 노래방이 요새는 좀 힘들어요. 사실 코인노래방이 

돈이 많이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두 세 개씩 가지고 있으면 돈이 되니까 두 세 개씩 

가지고 하긴 하는데, 기존의 노래방에겐 피해를 주죠. 노래방 가던 사람들이 다 코인

노래방에 가게 되니까.. 코인 노래방 같은 경우엔 룸 수가 많아야 되요. 코인 노래방

이 작은 이유가 있어요. 저희도 코인 노래방처럼 룸 수를 좀 늘려보려고 한 개 더 늘

려보고 하긴 했는데, 더 이상 늘리면 완전 여기를 다 뜯고 개조하지 않는 이상 힘들더

라구요.”

-홍대지역 소형 노래방 김○○사장님(39세, 운영12년차)-

PC방은 노래방의 경우보다 좀 더 극단적으로 고급화·대형화 현상이 나타

난다. 3장에서 홍대지역의 PC방의 분포 변화를 살펴보면 정점을 기록했던 

2002년 45곳에서 현재 11곳까지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업체수로만 보면 PC

방이 쇠퇴기를 맞이한 듯 보이지만 실상은 다르다. 홍대에서 10년간 PC방 운

영 관련 일을 하며 현재 대형 PC방을 운영하고 있는 조○○ 점장님과 인터뷰

를 하였다. 

“2000년대랑 2010년대 PC방은 180도 달라요. 2000년대 초반 같은 경우엔 개인사

장들이 소규모 PC방을 운영을 많이 할 때고, 지금은 거의 기업화되었다고 보시면 되

요. 기본 100대 이하는 개별 사장님들이 많고, 130대 이상 200대, 300대 이렇게 가는 

데는 기업형이 많아요. PC방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운영하는 총 PC수는 늘어났

어요. 60대~70대 짜리 PC방이 두 곳, 세 곳 문 닫고 200대~300대 짜리가 한 곳, 두 곳 

생기면 총 PC수는 늘어나는 거죠.”

-홍대지역 PC방 조○○점장님(40대, 운영10년차)-

홍대지역에 전체 PC방의 수는 줄어들었지만 한 매장에서 관리하는 PC의 수

는 2배에서 5배까지 늘어났다. 과거 PC방의 호황기 때는 규모가 작은 PC방이 

다수 분포하였고, 현재에는 관리하는 PC가 200-300대에 달하는 대형 프랜차이

즈 PC방이 소수 분포하는 형태다. 즉, 홍대에 있는 PC방의 수는 급격히 감소

하였으나 전체 PC의 수는 급감했다고 말 할 수 없는 것이다. 아직 중소규모의 



- 102 -

업소가 다수 분포하는 노래방에 비해 PC방은 대부분의 업소가 프랜차이즈 가

맹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0]을 보면 홍대의 PC방 11곳 중 8곳이 대

형 프랜차이즈 PC방이고, 나머지 3곳이 중소규모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PC

방이다. 대형 프랜차이즈 PC방이 비교적 최근에 개업한 것을 볼 수 있다. 이

는 2000년대 초반까지 질적 성장보다는 양적 성장을 이루고 있던 PC방이 공

급포화기를 지나 질적 성장으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준다. PC방 수의 감소 원인

으로 스마트폰과 개인PC의 보급의 확산이 보편적으로 알려진 사실이나, PC방 

업주들은 대형PC방의 확산, 요금 인하 경쟁, PC방 전면금연화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73) 

“매장 수는 감소했지만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PC의 수는 크게 변

하지 않았기 때문에 PC방 시장이 축소됐다고 보기보다 PC방 수만 줄었다고 할 수 있

으며, 이는 사회적 현상인 양극화와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그대로 PC방 업계에 투영된 

것이라 하겠다.”(이상혁, 아이러브PC방, 2016.06.17.)

73) 「PC방 감소 원인이 스마트폰 때문?」,『아이러브PC방』(2016.04.18.)

[그림 4-10] 운영기간과 PC방 좌석수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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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팀은 PC방만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해주는 운영팀 이에요. 이곳은 

그냥 프랜차이즈 PC방 매장이고, 저희 운영팀은 그냥 개별회사에요. 사장님이 PC방 

여러 매장을 관리하는 거에요..”

-홍대지역 PC방 조○○점장님(40대, 운영10년차)-

한편 PC방의 대형화에 따른 운영구조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PC 보유

수가 200대 이상에 당하는 대형 PC방을 단독으로 추진하기에 부담이 가기 때

문에, 투자자들이 모여 대규모 공룡 PC방을 탄생시키는 형태이다. 또한 자본

이 충분한 PC방 업주의 경우 2~3개씩 운영하며 수익성을 높이는 구조가 형성

되었다. PC방의 대형화가 진행되면서 선불기계를 도입하는 PC방이 증가하여, 

근무자는 PC 관리나 고객응대 대신 매장 내 음식품 판매에 주력하게 되었다. 

이용자는 마치 도서관에서 좌석을 예약하는 것처럼 PC방의 좌석을 고른 후 

결제를 하고 사용 할 수 있다.

[그림 4-11] PC방 선불 기계 (연구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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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프랜차이즈 상호 가맹사업개시일 가맹점수

1 비타민PC방 2005년 3월 10개 이상

2 시즌아이피시방 2005년 9월 100개 이상

3 샹떼피시방 2007년 11월 200개 이상

4 라이온피씨스튜디오 2008년 12월 50개 이상

5 맥스피드PC방 2010년 9월 40개 이상

6 아이센스피시방 2011년 1월 300개 이상

7 갤러리PC 2011년 3월 70개 이상

8 장동민의옹피씨 2013년 12월 5개 미만

9 더캠프피씨방 2014년 2월 50개 이상

10 피에스타PC방 2014년 2월 30개 이상

11 스타덤PC 2016년 5월 30개 이상

12 유니넷PC방 2016년 10월 -

13 라이또PC방 2017년 1월 -

14 커몬피씨플렉스 2017년 2월 -

15 브리즈 VR PC 까페 2017년 5월 -

16 인디고 피씨 까페 2017년 7월 -

17 크레인피씨 2017년 8월 -

18 아이센스리그PC방 2017년 8월 -

19 피디에스PC방 2017년 9월 -

20 철구PC 2017년 11월 -

21 에코스피시방 2017년 12월 -

자료출처: 프랜차이즈파트너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표 4-2] PC방 프랜차이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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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대형화가 진행된 VR방 (이용자 촬영)

한편 노래방과 PC방 이후 세대의 방인 VR방의 대형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

을 관찰 할 수 있다. [그림 4-12]은 홍대의 유동인구가 많은 어울마당로에 있

는  8층 건물의 5개 층을 점유하고 있는 대규모 VR방이다. 도심속 VR 테마파

크로 통하며, 과거 세대의 방들보다 매우 빠른 속도로 대형화·고급화가 진행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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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방’의 복합공간화와 도시공간의 ‘방’화

1. ‘방’의 복합공간화

방의 형성과정을 살펴보면 방이 성장하고 정체기를 겪으면서 매우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방은 변형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성격으

로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기존의 방에 다른 성격의 방이 합쳐지는 복합공간화

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복합공간화가 진행된 첫 번째 방은 멀티방이다. 멀티방

은 1994년 처음 등장하였는데, 당시 멀티방은 현재 번화가에 있는 멀티방과는 

성격이 달랐다. 당시의 멀티방은 놀이, 영화감상, 게임, 사무, 공부 등 매우 다

양한 기능을 하는 공간이었다. 2000년대 초반 다시 등장한 멀티방은 노래방과 

DVD방, 게임방(콘솔게임기)을 결합한 놀이에 집중한 복합공간이었다. 이와 같

이 기존의 방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방을 만들어내기도 하며, 기존의 방에 새

로운 것이 더해져서 복합화 되기도 한다. 노래방의 경우 노래를 즐기는 놀이

공간의 성격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복합화 시도가 있었다. 노래방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노래녹음방, UCC노래방, 디지털노래방, 카페형노래방 등

으로 복합화를 시도했고 최근에는 노래방과 편의점을 결합하여 운영하는 등 

계속해서 다양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며 복합화 되어가고 있다. 또한 노래방에

서 각종 음료와 음식을 판매하여 놀이도 하며 배를 채울 수 있는 복합만능적

인 공간이 되어가고 있다. 

“이제 단순히 노래방만 하기에는 경쟁력이 없어요. 저희는 여러 가지를 넣으려

고 하고있어요. 내부에 ATM기기를 설치하기도하고, 물품보관함을 설치하기도 하고, 

편의점을 넣어서 같이 운영하기도 해요. 현금 인출하러 왔다가 노래방도 한번 보고가

고, 편의점에서 물건 사다가 노래방 잠깐 들르고.. 어떻게든 한번은 들러보게 만들려

고 노력하고 있어요. 복합화 된 거죠.”

-홍대지역 대형 노래방 지○○사장님(30대, 14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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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이 달라졌어요. 예전의 PC방은 단순히 PC이용 서비스만 제공하는 업장이

었구요. 지금은 휴게음식점을 같이 해요. 솔직히 말해서 식당이에요. 여기 매장만해도 

김밥천국 매출보다 높을 걸요.” 

-홍대지역 PC방 조○○점장님(40대, 운영10년차)-

“전에는 PC방이 조금 어두침침했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PC카페로 운영이 되고.. 

일반 PC방은 그냥 컵라면, 음료수 정도만 파는데, 이제는 밥도 팔고 햄버거, 피자 등

도 팔죠.”

-홍대지역 PC방 이○○매니저님(29세)-

대형 프랜차이즈 업계가 주도하고 있는 PC방 역시 복합화가 진행되었다. 

PC방은 등장 초기부터 음료나 라면 등을 판매하며 PC 게임을 즐기며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최근에는 김밥, 햄버거, 피자, 파스타 등 매우 다양

한 음식을 판매하며 식당이나 패스트푸드 음식점을 연상하게끔 한다.  

[그림 4-13] 노래방과 편의점이 결합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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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궁극적으로 발전하고자 하는 방향은 가상현실이에요. 가상현실로 게

임에 접속하는 거죠. 나중에 가면 PC방이랑 VR방이 다 합쳐질 것 같아요. 근데 아직

까진 굳이 VR과 접목할 필요는 없어요. VR방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운영비나 장비

비에 대비한 사용료가 너무 비싸요. 그리고 현재 사용 할만한 콘텐츠도 별로 없어요. 

기계 자체 파손율도 심하고.. 지금 VR방이 늘어나고 있는 건 당연해요. 많이 늘어나고 

수요도 늘고 개발이 되어야 콘텐츠가 많이 생기죠. 그렇게 되면 PC방도 다시 VR을 

접목시키려고 할 거에요. 근데 아직은 아니에요. 너무 비싸요.”

-홍대지역 PC방 조○○점장님(40대, 운영10년차)-

 

[그림 4-14] 패스트푸드 음식점처럼 보이는 PC방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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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공간의 ‘방(房)’화

1990년대 초 노래방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홍대지역의 방의 밀집 존(Zone)이 

형성되었다. [그림 4-15]는 1995년의 홍대지역의 방 분포도이다. 90년대에는 

노래방과 DVD방의 성장기 단계로, 방의 존(Zone)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그

림 4-16]의 2005년 홍대지역의 방 분포도를 보면 노래방, DVD방, PC방의 수가 

증가하며 홍대지역 중앙부의 주요 길을 따라 모이게 된다. [그림 4-17]은 2018

년 현재 방의 분포도로 방의 종류가 급격히 많아지면서 방의 전체 수도 2000

년대에 비해 훨씬 많아 진 것을 볼 수 있다. 현재 분포도를 보면 문화소비공

간으로서 다양한 방들은 홍대의 도시 공간 전역에 다수 분포하며, 홍대라는 

공간을 하나의 방의 존(Zone)으로 만들고 있다. 개별적인 ‘방’을 소비하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홍대지역의 방의 존(zone) 자체를 소비하는 개념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그림 4-15] 1995년 홍대 방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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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2005년 홍대 방의 분포도

[그림 4-17] 2018년 홍대 방의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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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 2018년 홍대 방의 밀집 Zone의 방 밀집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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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1절. 연구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문화소비공간인 ‘방(房)’을 연구하는데 있어 크게 두 가지 범

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우선 신문 보도자료, 각 방의 관련 잡지 및 관련홈페

이지 보도자료 등을 통해 방문화의 1세대라고 부를 수 있는 노래방, PC방 

DVD방에 관한 문화적·사회적 흐름을 시기별로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구체적

인 공간인 홍대지역의 방의 형성과정을 홍대의 문화 및 사회적 이슈와 함께 

조사하였고, 방의 현황 조사를 통해 현재 방이 도시공간에 분포하고 있는 양

상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도출한 방(房)의 공간문화사적 해석은 세 가지로 

정리 할 수 있다. 

첫째, 방은 사회적·문화적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것들과 상호작용하

면서 다양한 변화를 겪어 왔다는 것이다. 방들의 사회적·문화적 이슈에 대한 

반응은 몇 가지 패턴을 따르게 된다. 이를 토대로 방의 생애주기적 특성을 도

출해내었다. 1세대 방들의 등장부터 현재까지 생애주기를 살펴보면 ‘도입기-

성장기-포화기(정체기)-생존기 또는 쇠퇴기’의 단계를 거친다. 도입기는 방이 

생성되는 시점으로 이 시기에는 만들어지는 방들이 모두 새로운 업종이기 때

문에 이에 대한 법적인 테두리나 운영 및 공간디자인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제

대로 정비되지 않은 시기이다. 성장기에 방은 폭발적인 인기와 함께 수가 급

격히 증가하여 정점을 맞이한다. 방의 성장기 단계의 공통점은 모두 대학가를 

중심으로 확산되었다는 것이다. 그만큼 ‘방(房)’이라는 문화소비공간은 대학

생을 비롯하여 젊은 세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밀실’이

라는 공간적 특이성 때문에 벌어지는 청소년 탈선과 음성적 공간으로의 변이

에 관한 문제가 공통으로 발생하였다. 성장기의 끝에 개체수가 정점에 이르면 

포화기(정체기)가 시작이 되고, 이 시기의 방은 공급포화 상태에서 경쟁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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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되고 다양한 변신을 시도한다. 동시에 전문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다수 생성

되며 방의 운영과 공간에 대한 고급화된 가이드라인이 형성된다. 생존기 및 

쇠퇴기에 진입한 방은 서서히 그 운명이 결정되는데, 우선 노래방과 PC방은 

방의 생애주기에서 살아남아 생존기로 진입하고, DVD방은 쇠퇴기를 맞이한다. 

방의 생존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한 것은 전문 프랜차이즈 업체를 선두로 한 고

급화·대형화의 흐름과 문화적·사회적 변화에 유연하게 상호작용 한 것이다. 

홍대지역의 1세대 방 업주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2세대로 등장한 멀티방, 플

스방이 이미 쇠퇴기로 돌입하였고 3세대로 등장한 이스케이프룸(방탈출), VR

방도 포화기(침체기)를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세대와 3세대 방이 1세

대의 방보다 생애주기의 흐름이 빠르게 진행되었는데, 이는 소득수준의 향상

으로 유행의 전환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2세대 방 중에서도 파티

룸과 스터디룸과 같은 공간대여방은 ‘파티 문화의 정착’,‘취업난으로 인한 

공부 인구 증가와 공부·회의·스터디모임 공간의 부족’ 등의 사회적인 현상

과 관련하여 생애주기 단계가 천천히 진행되고 있다. 

두 번째 해석은 ‘방’이 생존전략으로서 고급화·대형화를 선택했다는 것

이다.  방 문화의 라이프사이클에서 살아남은 방은 노래방과 PC방이다. 노래

방과 PC방은 침체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전문 프랜차이즈 기업이 다수 생겨

나고 이 프랜차이즈 기업들을 필두로 고급화와 대형화가 진행된다. 실제로 홍

대지역의 노래방과 PC방의 개업년도와 규모를 분석해 보았을 때, 최근 5년간 

대형 노래방과 대형PC방이 다수 생겨난 것을 확인하였다. 이후 세대의 방 중

에서는 홍대지역에서 VR방이 대형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세 번째 해석은 ‘방’의 점점 복합공간화 되었고, 도시공간이 ‘방’화 되

었다는 것이다. 방은 형성과정에서 성장하고 정체기를 겪으며 매우 다양한 형

태로 변형되어왔다. 그 과정에서 서로 다른 성격의 방이 결합되거나 기존의 

방에 새로운 기능들이 덧붙여져서 복합공간화가 진행되었다. 이제는 ‘방’의 

뚜렷한 경계가 모호해지고 PC방에서 피자와 파스타를 먹으며 게임을 즐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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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에 설치된 1인용 코인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등 공간이 복합만능적인 

공간이 되어가고 있다. 또한 이러한 복합공간적인 방들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밀집되면서 도시공간에는 방의 존(Zone)이 생겨났다. 90년대부터 

현재까지 점차 다양한 방들이 생겨나고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도시공간을 채워

나갔다. 문화소비공간으로서 다양한 방들은 홍대의 도시공간에 다수 분포하면

서 홍대라는 공간을 하나의 방의 존(Zone)으로 만들었고, 개별적인 공간인 

‘방’을 소비하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홍대지역의 방의 존(Zone) 자체를 

소비하는 개념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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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연구 한계점 및 향후과제

본 연구는 한국의 도시문화공간으로서 9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 분화되고 생

성되어온 다양한 방들 중 대표적으로 노래방, PC방, DVD방을 중심으로 연구

를 진행하였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한국의 사회문화적 흐름과 함께 다양한 방

에 대한 정리를 시도하였으나 노래방, PC방, DVD방 위주의 시계열적 분석을 

하였고, 실질적인 대상지인 홍대지역의 현황조사 및 분석 또한 도시공간에 다

채롭게 존재하는 다양한 방을 모두 담아내지 못했다는 연구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매우 다양한 종류의 방의 모습을 한눈에 보기 위해 도시의 여러 

번화가 중 대표적인 대학가인 홍대를 연구의 적합한 대상지로 삼고 연구를 진

행 하였으나, 이는 한국의 독특한 대중문화공간인 방을 홍대지역을 토대로 일

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본 연구는 문헌자료를 통하여 노래방, PC방, DVD방 등 주요 방에 관한 문

화적·사회적 흐름을 시기별로 분석하였고, 구체적 공간인 홍대지역의 방 형

성과정을 홍대의 사회문화적 이슈와 함께 정리하고 현황 조사를 통해 방이 도

시공간에 존재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주요 방들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

가 필요하며, 방문화라는 통합적 관점에서 다양한 종류의 방에 대한 사회적·

공간적 접근의 연구가 더 많이 진행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문화는 등장한 이래로 계속해서 새로운 종류의 방을 탄생시키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문화공간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90년대부

터 현재까지 나타난 다양한 방들에 관한 통합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

며, 본 연구는 후속 연구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제시하고 방문화와 방 연구에 

관한 기초연구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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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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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o-Cultural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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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henomenon of 'Bang-culture', which has been developed in Korean 

society in the early 1990s, is a phenomenon of mass culture of Korea which 

is accompanied with socio-cultural change. ('Bang' is a 'room' in Korean.) 

The 'Bang' before the 90s has been regarded as a family-oriented space, 

such as a room in a residence with a dictionary meaning. Since the 1990s, 

with the rapid economic growth, various 'Bangs' have been created in order 

to overcome the cultural desires of the urban people who were suppressed 

in the overcrowding and expanding urban environment. To this day, the city 

is composed of various 'Bangs' network. The various 'Bangs' of the city are 

created, disappear and transformed in the demand of socio-cultural change, 

affecting the urban culture and everyday life of Korea and occupying an 

important part of the cityscape.

As we enter into modern society, cultural space has begun to be ap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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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as a specific space but as a space in everyday life. The Bang is densely 

populated in a city with high accessibility and has a social and spatial value 

to study as a daily cultural consumption space that can meet various cultural 

needs at a relatively low pri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various types of rooms in urban 

downtown. In other words, approaching from the viewpoint of the 'Bang 

culture' phenomenon, which is a cultural phenomenon in Korean society, the 

Bang is viewed as a cultural consumption space of the city. Specifically, it 

focuses on norae-bang(singing room), PC-bang, and DVD-bang, which can be 

said to be the first generation of 'Bang' culture that began in the 90s. The 

site is a representative shopping center of Seoul so that you can see various 

aspects of the 'Bang' at a glance. Since the 1990s, when 'Bang' culture 
began to flourish, it has been the subject of the Hongdae(Hong-ik University) 

area the representative commercial area of Korea.

This study was divided into two categories in order to study 'Bang' which 

is a cultural consumption space. First, this study analyzed the cultural and 

social trends of norae-bang, PC-bang, and DVD-bang, which can be called 

the first generation of 'Bang' culture, through newspaper press releases, 

relevant magazines of each 'Bang', and relevant website press releases. Next, 

the process of forming ‘Bang' in Hongdae area is summarized together with 

cultural and social issues of Hongdae.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Bang' is 

examined and the present room is distributed in the urban space. The spatial 

culture historical interpretation of the 'Bang' derived through this can be 

summarized in three ways.

First, the 'Bang' responds sensitively to social and cultural trends and has 

undergone various changes in interaction with them. The response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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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and cultural issues of 'Bang' follows several patterns. Based on this, 

the life cycle characteristics of the 'Bang' were derived. When we look at 

the life cycle from the first generation rooms to the present, the Bang goes 

through the stages of "introduction - growing - saturation (stasis) - survival 

or decay". The introductory period is when the 'Bang' is created, and the 

legal framework and the guidelines for operation and space design are not 

properly maintained. In the growing season, the 'Bang' is steadily increasing 

in number with explosive popularity and it reaches its peak. The common 

points of the growing stage of the room are spread all around the university. 

That means that the 'Bang' for cultural consumption is closely related to the 

younger generation, including university students. At the end of the growing 

season, when the number of 'Bangs' reaches the peak, the saturation period 

(stagnation period) starts, and at this time, the 'Bang' is oversaturated in the 

supply saturation state and attempts various transformation. At the same 

time, a number of specialized franchise companies are created, and advanced 

guidelines for the operation and space of the 'Bang' are formed. The room 

that entered the survival period and the decay is gradually determined its 

destiny. The norea-bang and the PC-bang survive the life cycle of the 

'Bang' and enter the survival period, and the DVD-bang receives the decline. 

What played a big part in the survival of the 'Bang' was the flexibility and 

interaction with the flow of high-end and large-scale, leading professional 

franchise companies, as well as cultural and social changes.

The second interpretation is that the 'Bang' has chosen to be a luxury or 

a bigger one as a survival strategy. The 'Bang' that survived the life cycle 

of the 'Bang' culture is the norea-bang and the PC-bang. In the process of 

overcoming the stagnation period of norea-bang and the PC-bang, 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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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al franchise companies are emerging, and these franchise 

companies are advanced and bigger. In fact, when we analyzed the opening 

year and the scale of the norea-bang and the PC-bang in Hongdae area, it 

was confirmed that the large norea-bang and the large PC-bang were 

produced in the past 5 years.

The third interpretation is that the 'Bang' became more complex and the 

urban space became 'Bang'. The 'Bang' has been transformed into a wide 

variety of forms, growing and becoming quiescent during the formation 

process. In the process, 'Bang' with different characteristics were combined, 

or new functions were added to the existing 'Bangs', and a complex space 

became possible. Now, the distinct boundaries of the 'Bang' are blurred, the 

pizza and pasta are eaten in the PC-bang, the game is played, and the 

singing is performed in the single-person coin norae-bang installed inside. In 

addition, these complex spatial 'Bangs' naturally become denser with time, 

and a zone of the 'Bang' is created in the urban space. From the 1990s to 

the present, various 'Bangs' have been gradually formed and the population 

has been filled up and filled the urban space. As a cultural consumption 

space, various 'Bangs' are distributed in the urban space of Hongdae, and 

the space of Hongdae is made into a zone of a 'Bang'. Unlike the past, The 

concept of consuming itself has changed.

Keyword : Bang, Bang-culture, Room, Cultural space, Cultural 

consumption space, Urban culture, Hongdae Area, Norae-bang, 

PC-bang, DVD-bang, Socio-cultural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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