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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스클럽의 기업화에 따른클렵문화의 변화와
지역차별성의창화
- 홍대 이태원 강남지역에 대한 취향문화적 접근 최 선 영*

The Change of Club Culture and The Reinforcement of

Local Differences by Corporatization of Dance Club
An Approach to Taste Culture on Hongdae , ltaewon , Gangnam Area

Choi , Sun Young
요약 : 2000년대 이후 국내의 댄스클럽은 기업화 과정을 통해 양적 팽창과 질적 다양화를 꾀하고 있다. 이러한 댄스클럽의
기업화 현상은 청년하위문화， 취향문화로 간주되었던 클럽문화를 주류문화로 편입시켰으며 홍대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난 클

럽문화는이태원과강남지역으로확대되었다.그러나홍대

이태원 강남지역은각기다른방식으로기업화를수용하고，그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클럽문화를 생산해내고 있으며， 클럽문화를 소비하는 집단은 자신의 특성과 취향
에 맞는 클럽문화를 소비하기 위하여 차별적으로 지역을 선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주류문화로서 변화된 클럽문화의 지역에 따른 차별적 생산 및 소비현상을 분석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를 위해 댄스클럽문화 변화의 주된 요인인 기업화 유형 및 과정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클럽문화의 주류문화로의 편입을 확인
하며， 클럽문화의 지역적 차이와 각 지역의 클럽문화를 소비하는 집단간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댄스클럽의 기업화는 산업주체에 따라 크게 1)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직접적 자본 유입 형태， 2) 엔터테인먼트 기업
및 관련 기업과의 파트너십 구축 형태， 3) 기타유형으로구분되며 기업화과정을통해 홍대지역은새로운클럽문화를 재생산

하는 역할을 하고， 강남지역은 이를 소비하고 유통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이태원지역은 위의 두 지역의 중간 기착
지의 특성을 보임과 동시에 홍대지역과는 또 다른 새로운 클럽문화를 생산해 나가고 있다.

둘째， 청년하위문화로서의 클럽문화는 기업화 과정을 거치며 대중화 고급화 되면서 클럽문화의 향유집단을 소수의 청년
집단에서 주류의 대중으로까지 확대시킴으로써 주류문화의 특성으로 변화되었다. 또한 지배문화의 관심과 통제의 대상이라

는 청년하위문화 특성은 클럽 공간의 개방화와 양적 · 질적 팽창으로 인한 클럽의 젊은이들의 새로운 놀이공간， 여가문화 공
간으로서의 인식 및 기업과 지역의 새로운 마케팅 공간으로의 부각에 힘입어， 대량으로 만들어지고 대중을 위한 것이며 상업
적인 것으로 이해되는 주류문화의 특성으로 변화되었다.

셋째， 클럽의 기업화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기업화유형과그에 따른클럽 공간의 변화는각지역의 고유한특성과
결부되어홍대지역은다양한형태로개방성을추구하는클럽문화를，이태원지역은품격있는파티로고급화를지햄는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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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를， 마지막으로강남지역은풍부한소비력을바탕으로유행을 선도하는클럽문화를 생산해 내게 되었다.

넷째， 각 지역의 클럽문화를 소비하는 집단 간에는 특성과 취향에 차이가 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은 자신의 취향에

맞는 클럽문화를 찾아 각 지역을 차별적으로 선택하여 자신 01 추구하꾀 하는 가치와 욕구를 충족시키파 한다. 홍대지역
클럽문화의 소비집단은 다양성과 개방성을 통해 제각기 다른 취향들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이태원지역 클럽문화의 소비집단
은 고급화와 차별화를 통해 펀안함과 자유로움， 일탈적 해방감을 추구하며， 또한 강남지역 클럽문화의 소비집단은 자신의 경
제력을 바탕으로 보보스적 취향을 충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결과는아직까지 클럽과클럽문화에 대한 지리학적 · 공간적 고찰이 미비한시점에서 홍대지역을위시로새롭게 클
럽문화가 일어나고 있는 지역들에 대한 연구와 지역별 클럽문화의 특성과 지역간 클럽문화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클럽 연
구에 대한 공간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고 이를 통해 클럽과 클럽문화의 변화를 해석하는데 공간적 관점이 필요함을 시사하였
다는점에서그의의가있다.

주요어 : 댄스클럽， 클럽문화， 취향문화， 클럽의 기업화， 홍대， 이태원， 강남

Abstraα

: This thesis aims to research the distinctive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the club culture that is

becoming a mainstream culture depending on the location. For this purpose , this paper elucidates the
corporatization types and processes , verifies the assimilation of club culture into a mainstream culture , and
investigates the distinction of the consuming groups that enjoy club cluture in Hongdae , Itaewon , Gangnam
areas as well as the local differences of club cultur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corporatization of dance club is classified roughly into three types according to the main agents
of the operations that are 1) a management of an entertainment company , 2) an establishment of a
partnership with an entertainment company or a related business , 3) other corporatization types.
Meanwhile , Hongdae area carries out the role of reproducing new club culture , Gangnam area takes on the
role of consuming and distributing club culture , and Itaewon

따ea

performs the role not only as a stopover

between Hongdae and Gangnam areas but also as a producer of club culture through a corporatization
processes.
Second , as the result of the corporatization, club culture has a characteristic of a mainstream culture. Club
culture is no longer the youth subculture. The consuming groups of club culture has been expanding from a
small minority of the youth to the mass of people by becoming popular and going luxe. Moreover, club
culture has been regarded not as an object of a concem and a control of a mainstream culture but an object
of an entertainment place or a marketing place by growing up in quality or quantity.
Third , as the remarkable characteristics of corporatization types and changes of club spaces in each area
are combined with their subsistent regional characteristics , Hongdae area produces various and open club
culture , Itaewon

따ea

produces high-class and luxury club culture , and Gangnam area produces trendy club

culture based on abundant capital.
Forth , the consuming groups of each area hav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and tastes of club culture ,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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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on their characteristics and tastes they choose the area that provides suitable club culture for
themselves. The consuming groups of Hongdae club culture satisfy their various desires through diversity
and openness , the consuming groups of Itaewon club culture seek easement and sense of freedom through
premiumisation and differentiation, and the consuming groups of Gangnam club culture fulfill their Bobos ’
tastes based on their spending power.
Key Words : dance club , club culture , taste culture , corporatization of dance club , Hongdae , Itaewon ,

Gangnam

-75-

地理學論홉홉 제 57호

1.

서 론

(2011.3)

과같다.
첫째， 문헌과 관련 정책 및 기사를 통해 클럽의

1) 연구배경 및 목적

사회적 · 역사적 배경을 알아보고， 각 연구지역의
클럽현황을살펴본후，

1990년대 이후 지금까지 국내의 댄스클럽은 양

둘째， 기업화 유형과 과정을 파악하고 클럽문화

적 팽창과 질적 다양화를 꾀하면서 홍대지역을 벗

의 주류문화로의 편입 양상을확인하며，

어나 이태원， 강남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

셋째， 주류문화로 편입된 클럽문화의 지역별 특

어 나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2000년대 이후 기

성과 이를 향유하는 소비 집단의 특성， 취향， 선택

업화( corporatization) 과정을 겪으면서 점차 가속

을 파악하여

화되었다. 기업화 현상은 기존에 청년하위문화， 취

취향에 따른 선택적 소비문화로서 클럽문화를

향문화로 간주되었던 클럽문화를 주류문화로 편

해석하파한다.

입시키면서 소수집단만이 공유하는 저항적 성격

2) 연구범위

의 청년하위문화라는 특성을 약화시키고 주류문
화의 특성인 대중화 · 상업화 측면을 강화시키는
특정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기업화라는 일련의 과

(1 ) 연구대상

정을 거침에도 불구하고 주류문화로 편입된 클럽

클럽은 형성배경이나 공간의 이용형태， 이용목

문화는지역에따라서로다른양상을보이며 차별

적 , 음악장르 등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뀐다. 그러

적으로 발달해 나가고 있다. 연구대상 지역인 홍

나클럽이 지니는공통적인특징은 1) ‘음악’ 이 있

대， 이태원， 강남지역은 두드러지는 기업화 유형

는 공간， 2) ‘춤’ 이 있는 공간， 3) 자람’ 이 있는 공

및 과정， 클럽문화 경관， 그리고 각 지역의 클럽문

간

화를소비하는 집단간에 차이를 띠면서 지역에 따

2003:117; 클럽데이추진위원회， 2002:3). 클럽이

라 각기 독특하고 고유한 클럽문화를 생산해 내고

규모 및 운영， 종류의 측면에 있어서 점점 다양화

있다.

되어 가고 있는상황에서 이러한클럽의 성격에 준

4)

‘대화’ 가 있는 공간이라는 것이다(이무용，

본 연구는 이러한 변화에 착안하여， 댄스클럽문

하여 보았을 때，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많

화 변화의 주된 요인인 기업화의 유형 및 과정을

은 종류의 클럽을 구분하고 비교하는 것은 어려운

파악하고 이 에 따른 클럽문화의 주류문화로의 편

일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댄스클

입을 확인하며 취향문화적 관점에서 클럽문화의

럽 (dance club)으로 한정하고 이에 대하여 ‘디제

지 역적 차이와 각 지 역의 클럽문화를 소비하는 집

이 (DJ) 에 의해 연주되는 샘플링 (sampling) 음악과

단간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주류문화로서 변화된

춤이 존재하는 공간’ 으로 정의하였다.

클럽문화가어떠한방식을통해 지역에 따라차별

적으로 생산되고 소비되고 있는지 분석해 보고자

(2) 연구지역

하였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 마포구 서교통

이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

과 창전동， 상수동， 동교동 일대를 포괄하는 홍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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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용산구 이태원동과 한남동 일대를 아우르

년 Sarah Thomton에 의해서 였다. 클럽문화는 ‘댄

는 이태원지역， 서초구 서초통과 강남구 신사동，

스클럽과 1980년대에 파생된 레이브(rave)가 상징

역삼동， 논현동， 삼성동， 청담동에 이르는 강남지

적인 축이자 사회활동의 중심인 사람들에게 부여

역이다. 이 세 지역은클럽의 공간적 밀집이 두드

되는 청년문화(youth culture)’ 의 구어적 표현이

러지고， 사람들의 수요가 가장 많은 곳으로 클럽문

며， 클럽문화는 지속적으로 사운드와 스타일을 변

화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지역이다. 강남지역

화시키고， 청년 문화의 정점으로서 이를 입증할 수

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범위가 넓

있는 특정한 공간과 관련한다2l(Thomton ， 1995).

은문제점이 있다.그러나같은강남권역이라는점

공유된 음악 취향과 공통된 미디어 소비방식， 자신

1)과 클럽문화가 유사하다는 점에서 하나의 연구

과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음악형태와

지역 단위로설정하였다.

스타일을 자아 정체성의 바탕으로 삼아 전유하고
혁신시키면서 기존 지배문화에 대한 반문화적 정

치를 수행한다고 보는 것이 이러한 시각의 핵심인

데， 기존 문화에 대한 저항 혹은 대항정치는 하위
문화의 대표적인 특정이다. 한편， 비슷한 취향을
훌￡훌xl 액

가진 사람들이 모여 선택에 따른 가치를 공유한다

웰혔 깡냥lJ홉〔

는 점에서 취향문화로서의 속성을 지닌다고 하였
다. 그가 클럽문화의 특정으로 삼은 청년하위문화
와 취향문화는 이후 클럽연구들의 구심점적인 역
할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π1omton(1 995) 의 연구

〈그림

1-1)

언구지역 범위

는 문화적 자본(cultural

capital), 특히 그녀 자신이

설정한 하위문화적 자본(sub-cultural capital)이라

2.

문헌 연구

는 개념이 계층， 성， 민족， 장소와 관련한 사회의

일반적인범주와어떻게 연결이 될수있는가에 대

1)클럽문화

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Hollands , 2002).
한편 Redhead (1997)는 클럽문화를 청 년문화의

(1 ) 클럽문화 연구의 흐름

CD

역사와 장래를 분석하는데 핵심적인 요소로 간주

Thornton과 Redhead 으| 클럽문화 논의

하며， 전 세계적으로 청년운화를 형성하는 개념으

클럽문화의 개념이 처음으로 정립된 것은 1995

1) 이영민 (2006) ， 심숭희

· 한지은(2006) 둥은 위의 행정범위를 통틀어 ‘강남지역’ 으로 보고 이 지역의 정체성과 경관에 대한 연구를

시행하였다.
2) 이 러한 장소감(sense of place)으로 인해 클럽을 찾는 사람들은 그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간에 따라 “클러버 (clubbers)" 또는 “레이
버 (ravers)" 라 불린다(까lomton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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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았다. Redhead (1 997) 의 연구가 가지는

안과 보건 측면에서 본 연구 (Malbon ， 1999; Hobbs

πlomton (1995) 의 연구와의 가장 큰 차이 점은 하

and Hall , 2000; Hunt . Moloney . Evans , 2008) ,

위문화보다는청년문화에좀더 비중을두고이러

셋째， 청년문화의 관점에서 음악과 정체성 등 문화

한 시각을 통해 클럽문화를 중심으로 30년간에 걸

정치적 속성에 관련한 연구 (Martin ， 1999; Hutson ,

쳐 청년들의 정체성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그

2000; Harris , 2001; Riley . Griffin . Morey , 2010)

변화과정에 주목하고 있는 점이다 (Hollands ，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002). 아울러 미디어의 역할과 젊은 계층의 기동

한편 클럽문화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2000년대

성 증가， 특정한 지역성에 기초한 야간문화 경험으

들어 조금씩 본격화되어가고 있다. 2003년 이후，

로 인하여 클럽문화가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점

이무용(2003) 의 연구를 비롯하여 좀 더 다각적인

을 짚어낸 것 또한 Redhead (1 997) 의 의의이다

측면에서 클럽문화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Chatterton & Hollands , 200 1). 하 지 만

이 시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주요 클럽문

Redhead(1997) 의 연구는 클럽문화라는 개념 자체

화 연구는 클러버들의 스타일에 대한 연구(배병

가 모호하고 불분명하고， 경제적 · 공간적 맥락에

민

서의 해석이 미흡하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량 · 최현숙， 2008; 김혜림， 2008; 윤진아， 2008; 김

(Hollands , 2002).

현경 , 2010) 와 인디문화와 관련한 연구(이동연，

· 김영삼 · 정흥숙， 2005; 한지은， 2007; 김지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클럽문화 연구의 시초

2004; 이기형， 2007) , 여가소비경험으로서의 클럽

라고 할 수 있는 깐lomton(1995)과 Redhead(1997)

문화(박은아 · 주경미， 2006) , 특정 지역 및 정책과

의 연구는특정 세대나집단의 관점에서 나타나는

관련한 클럽문화(이무용， 2003; 이석우， 2003; 고

문화정치적 측면에 기초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

경모， 2005 ， 오현근， 2006; 안영라， 2009; 박진호，

지고있다.

2010) 등이 있다.

@ 국내 · 오| 클럽문화 연구 동향

(2)

앞서 살펴본 연구들과 같이 클럽문화에 대한 최

클럽문호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

@청년하위문화

근의 국외 연구 동향 역시 문화정치적인 측면에서

청년하위문화는 부모 문화(기성 문화)와 지배 문

고찰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이를 몇 가지 큰 주제

화(대중 문화 혹은 고급 문화)에 대한 반발을 통해

로 나누어 보면， 첫째， 섹슈얼리티， 인종， 젠더의

생성된다(김병훈 · 김준홍， 2002: 26; Hebdige ,

관점 에 서

1984). 청년하위문화는 청년 집단이 공유동}는 특

본

연 구 (Hong & Duff , 1997 ‘);

Fikentscher , 2000;

2008; Laboy .

징적인 생활양식으로， 청년의 가치， 신념， 사고， 심

Weinstein . Parker; 2010) , 둘째， 마약， 음주 등 치

미적 취향과 행동 양식까지 포함하며 , 청년의 삶의

Mosko'이ritz ，

3) 이 연구에서는 상품화된 여성을 소비하는 클럽들을 대상으로 논의를 이끌어나가고 있어 ,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댄스클럽의 범
위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Hong & Duff(1997)의 연구는 공간적 관점에서 이러한 클럽들이 도시의 중심부와 주변부에 어떠
한 패턴을 이루며 입지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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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부분을 차지하는 가족， 학교 혹은 직장， 미디어

서 고급문화와 대중문화에 대하여， 대중문화는 경

와 또래집단이 청년 문화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제적 · 교육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이들이 선택

들이다(박선웅 · 조성남， 2001).

한 문화로서 고급문화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취향

이러한 청년하위문화는 첫째， 문화 주체가 청년

문화이며， 따라서 어떤 것이 더 좋거나 더 나쁜 것

이라는 점， 둘째， 사회에 대한 저항문화라는 점， 셋

이라고 볼 수 없으며 동퉁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째， 지배문화의 관심과 통제의 대상이 된다는 점

결론지었다.

등의 특정을 가지고 있다. 하위문화의 가장 큰 특

Ganz(l 974)는 이러한 취향문화가 선택으로부터

정 중 하나인 저항성은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저항

결과하는 문화로서 사람들이 선택하는 가치들 및

보다는 육체의 탈금기적 표현을 통한 스타일의 저

산물들과 관련된다고 보았다. 여기서 가치와 표준

항에초점이 맞춰져 있다.하위문화는저항의 형식

은 취향문화의 기초가 되며， 비슷한 이유로 동일한

으로， 이 저항의 형식 속에서 경험된 모순과 지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취향공중이 된다. 취향공중

이데올로기에 대한 반대들은 스타일 속에 간접적

은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주어진 문화로

으로 표상되며， 하위문화의 저항적 스타일들은 상

부터 유사한 선택을 하는 유사한 가치들을 집합이

품형식과 이데올로기형식이란 틀로 지배문화 안

며， 상이한 취향문화와 취향공중이 존재하는 이유

으로 홉수되는 과정을 겪기도 한다 (Hebdige ，

는 미적표준과 가치에 있어 다양성과 불일치가 있

1984).

기때문이다.
클럽문화가 주류문화 혹은 대중문화로 변화해가

~

Herbert

면서 청년하위문화적 특성은 약화되고， 취향문화

Ganz의 취향문화

Herbert Ganz는 고급 문화와 대중 문화의 상호관

적인특성은강화되는양상을보인다.따라서 앞으

계 및 갈등의 요인으로 다양한 사회학적 · 인구학

로 논의를 전개함에 있어 청년하위문화와 취향문

적 요인이 있음을 주장하였는데， 여기에서 처음으

화는 기업화에 따른 클럽문화의 주류문화로의 변

로 취향문화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Ganz ， 1974).

화를 설명하는데 좋은 기준이 될 것이다.

취향문화란， 사회집단간의 문화소비의 불화와 그

2) 클럽의 기업화

패턴이 형성되는 방식을 지칭한다. 취향문화는 비

슷한선택을하는집단이며， 이러한선택은 일반적
으로 계급이나 교육수준과 같은 비슷한 사회적 배

(1 ) 개념 및 정의
일반적으로 기업화( corporatization) 란 대학이나

경과 관련을 맺는다(윤진아， 2008).

모든 취향문화는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언론기관과 같은 단체 및 조직이 경제적 이윤을 추

전제하에， Ganz(l 974)는 취향문화가 계급을 반영

구하는 기업처럼 변화하는 현상을 일컴는다(송수

하고 특별히 그것을 향유하는 자들의 교육적 특정

연， 2009). 그러나 기업화에 대한 합의된 학문적 정

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L급문화가 교육을 받은 자

의는 부재한 실정이며， 때때로 기업화는 상업화

들의 문화라면 하급문화는 교육을 받지 못한 자들

(commercialization) , 상품화(commodification) , 기

을 위한 문화라고 간주하였다. 또한 이 러한 맥락에

업 가 주 의 화 (entrepreneurialism) , 시 장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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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ization) , 신관리주의 (new managerialism)

꾀할 수 있고， 외부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등의 유사한 개념들과 혼용되기도 한다(김세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짐과 동시에 관련 산업 및

201이. 이들 개념들은 비슷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

문화의 측면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기도 한다(임경

지만주로쓰이는분야에따라서 또는같은맥락에

민， 200 1; 김형준， 2004; 안호근， 2007; 정성현，

서도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볼 것인가에 따라서

2어7). 한편 식문화 및 여가 문화에 투영된 기업화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현상 역시 관련 산업과 문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

본 연구에서 말하는 클럽의 기업화란， ‘경제적

기도 한다(정의권 · 정동화， 2001; 장윤희， 2003;

이윤을 목적으로 클럽을 경영하면서 지속적으로

이용석， 2005).

사업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으로， 기업 및

그러나 기업화가 산업과 문화에 끼친 부정적인

개인소유를포함하여 운영의 측면에서 그범위와

기능도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은

규모가 확대되는 현상’ 으로 정의하도록 한다.

자본에 대한 지나친 의존성과 철저한 시장경쟁논
리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안호근， 2007; 김진웅，

(2)

2008; 김윤영， 2008; 김세진， 201이.

기업화에 따른 산업과 문화의 변화

기업화 과정 및 현상과 함께 그에 따른 경제적 ·

3) 문화와 공간의

문화적 변화를 설명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엔터테

선택적 소비

인먼트산업과 관련한 연예 매니지먼트 및 영화배
급사， 음악 ? 게임산업(임경민， 2001; 김현지， 2001;

(1 ) 소비자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공간의 생산

이형준， 2003; 김형준， 2004; 안호근， 2007; 정성현，

경제성장으로 인한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소비자

2007; 김진웅， 2008)과 프랜차이즈점을 비롯한 외

들의 욕구가 고급화， 다양화되면서 소비자의 위상

식업계(장윤희， 2003; 이용석， 2005) , 스포츠분야

과 영향력이 강화되어 유통의 주체가 공급자 중심

(정의권 · 정동화， 2001; 김윤영， 2008) , 대학을 비

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되면서(이성환， 2008) ,

롯한 교육기관(송수연， 2009; 김세진， 2010) 에 대

기업 및 관련업체들은 마케팅 전략을 꾀함에 있어

한연구가중심이었다.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와 선호를 파악하지 않으면

이들 연구에 따르면 기업화에 따른 산업과 문화

급속히 변화하는 문화산업과 서비스산업을 따라

의 변화과정 중 나타나는 첫 번째 특정은 거대 자

갈수없게 되었으며，문화산업에 있어서도소비자

본의 투입과 운영주체의 확장된 형태이다. 이는 특

의 취향과 선호를 적극 수용하고 고객지향해야 한

히 엔터테인먼트산업과 관련된 분야에서 흔히 찾

다는 주장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이진， 200 1;

아볼 수 있다(임경민， 2001; 김학진， 2001; 김현지，

Voss and Voss , 200이. 소비자의 개인적인 동기와

201 이. 또한 기업화에 따른 독립 영역들간의 통

특성이 중시되면서 한 개인이 세상에서 행동하고

합 · 합병으로 인하여 일부 대형화된 운영주체에

상호작용하는 전체적인 방식인 라이프스타일(l此

산업 자체가 심하게 의존하거나 편중되는 집중화

style) 에 대한분석이 중시되었으며，소비자집단의

현상을 겪기도 한다(김진웅， 2009; 이형준， 2003).

차이를 보다 유용하게 설명해주는 라이프스타일

이러한 기업화 현상은， 다양한 사업으로의 진출을

은 효과적인 시장세분화의 기준으로 작용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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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이승희， 200이. 라이프스타일은 특정한 개인

서트 등의 문화상품을 소비하는 활동에 대하여 소

이나 집단이 가진 인구 통계적 특성(나이， 소득， 교

비자의 주관적 · 심리적 측면을 다루는 연구들이

육)은 물론 그들이 가진 문화적 가치에 의해서도

90년대 중반 이후 속속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자유

영향을 받으며(윤호진， 2010) 심리적 · 행동적 기

감과 유능감， 신체적 역동감과 모험감， 일탈감， 자

준을 아우르는 시장세분화 변인으로서 소비자들

기 표현감， 대인교류감， 고독감， 자연교류감 등에

이 갖는 욕구를 충족시켜 주리라고 기대하는 제품

가치를 두고 놀이동산과 스키장을 선택 · 이용하

및 서비스를 탐색하거나 구매하거나 평가하고 처

는 소비자들에 대한 성영신 · 고동우 · 정준호

분할 때 표출되는 일련의 행동인 소비자 행동(정

(1996) 의 연구와， 라이브 콘서트 관람을 다른 관람

희석 , 2006; Leon & Leslie , 1991) 에 영향을 미 친다.

자와의 사회적 교류를 통한 동질감이나 친밀감， 개

이러한 소비자 행동에 의해 소비자는 점포， 상품，

인적인 다양한 감정적 몰입경험 등 정서적 경험을

서비스 등을 선택하고 구매하게 되는데 라이프스

통해 얻는 ‘콘서트 소비경험의 가치’ 라고 해석한

타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소

채지영 · 양윤 · 윤유경 (2002) 의 연구 등이 대표적

비자의 집단별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

이다.

을 제시하는 문헌들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이정

학 · 정승훈 · 이민섭 · 황철상， 2010; 윤호진，

(3) 취항에 따른 공간의 선택적 소비
지리학 내에서 다루어져 온 소비자 행동에 관한

2010; 이성환， 2006; 김정희， 2002; 이진， 2001).

연구는 주로 소비자의 공간 선택에 관한 것이며，

이는 1960년대 행태론적 접근에서 시작되었다. 인

(2) 취항에 따른 문화의 선택적 소비
문화소비의 개념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이는

지행태론적 접근은 기존의 중심지 이론과 다른 시

최저생활이나 일상생활을 초월한 개개인의 육체

각으로 소비자 행동에 주목하였는데 이는 소비자

적 · 정신적 충전이나발전은물론좀더 나은삶을

행동자체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특징이 있다. 즉，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소비이다(서

소비자의 상업시설이나 구매지에 대한 인지지도

정교， 2003). 문화에 대한 소비 에는 여러 요인이 있

나이미지등주관적인변수의 역할과이동패턴에

으며 연령 · 사회계층 · 직업 · 거주 지역 · 생활수

관한 연구로， 소비자 선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

준 등에 따라 국가별 · 시대별로 변화하는 특성이

요한 요인으로 명시적 , 객관적 변수만이 아니고 태

있다. 또한 자아개념 전달 수단 및 의사소통수단으

도나 선호 등의 주관적 변수에 의한다는 것을 강조

로서 사회의 소비가치관 및 소비 행동양식을 의미

한 연구(K. Basset and J. Short , 1989; J. Louviere ,

하기도 한다(장윤정， 2007). 현대에는 소비행위가

1988; M. C. Wallader , 1975; R. M. Downs , 1970)

문화현상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소비가치의 중요

등이대표적이다.

성을 인식하여 문화 활동 면에서도 상징성을 추구

인지행태론적 접근에서 소비자 공간선택에 대한

하는 문화소비가 이루어지는 특정을 지니고 있다

연구는 인간행동연구와 관련되어 발전하게 되는

(장윤정， 2007; 김원영， 2004).

데 일례로 P. McCarthy(1980)는， 소비자의 목적지

선택 행동에 있어서 상점의 매력도형성 요인을조

여가활동을 포함하여 놀이동산이나 대중음악 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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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 결과， 개인의 구매지 선택의 중요한 형성 요

가진다. 즉， 선호란 개인의 취향 및 추구하는 가치

인으로서 상품의 가격이나상점까지의 도달거리

와연관되며，이에따라선택적문화소비가일어난

요인보다도 구매의 즐거웅이나 안전성， 주차시설

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문화를 소비하는 공간 또한

과상점이용의 편리성 등구매지에 대한매력도가

개인의 선택에따라달라질수있다는것이다.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3.

행태론적 접근은 Yi Fu Tuan(l978) 에 의해 인지

행태론적 접근과 인문주의적(인간론적) 접근의 두

홍대 · 이태원 · 강남지역의 댄스
클럽현황

가지 방향으로 분류되어 발전해 나간다. 인문주의

1) 지역별 클럽 분포 설립연도 및 규모

적 접근은 정성적 해석을 통해 소비 혹은 소비자를
이해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인지행태론적 접근을
통한 공간선택이론의 맥락에서 최근에 발표된 연

(1 ) 홍대지역

구들을 살펴보면， 점포선호 관련변수의 조사분석

홍대지역의 클럽 입지는 홍대 미대의 자유분방

을 통해 의류점포선호 관련변수인 점포 이미지 속

하고 풍부한 문화적 감수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성， 쇼핑성향， 정보탐색활동 등의 소비자 특성을

이 지역에는홍대 미대를중심으로많은 예술가들

선호점포유형 에 따라 유형화하고 소비자 집단별

이 모여 있는데，그들의 창조성과개성을발휘하는

에 따라 선호점포유형 에 차이가 있음을 밝힌 연구

새롭고 실험적인 활동들이 일어나는 작업실이 ‘바

(조희라， 1995)와 쇼핑성향에 따라 웨딩드레스점

(bar)’ 가 되고， 이러한 바들이 댄스클럽의 원형이

포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음

되었다. 1992년에 물을 연 ‘발전소’ 는 작업실 •

을 증명한 연구(이주은， 1999; 이경숙， 2008) 등이

바→댄스클럽유형의 대표적인사례이다.

있다. 특히 이주은(1999)는 소비자의 쇼핑성향에

또한 홍대지역의 클럽 형성의 주요한 요인으로

따라 웨딩드레스점포의 집적지인 아현동과 청담

‘록카페’ 를 들 수 있다. 1992 년 오픈한 SK1 와

동， 압구정동을 선택함에 차이가 있음을 알아냈다.

1994년 오픈한 OL은 이러한 록카페형의 클럽으로，

위의 연구들 òl 시사하는 바는 사람이 공간을 선

음악을 들으면서 앉아서 폼을 흔들다가 조금 더 홍

택하는 데에 있어서 객관적인 변수 뿐 만 아니라

이 나면테이블사이에서 춤을추면서 이러한문화

주관적인 변수도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이며 따

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라서 소비자 공간선택은 개인의 선호에 따라 달라

이후 해외유학생들과 교포， 외국인들에 의해 테

질 수 있다는 점이다. 즉， 개인마다 특성이 다르고

크노문화와 언더그라운드문화가 이 지역에 유입

개인에게 주어진조건과환경이 제각기 다르므로，

되면서 1995년 이후 본격적인 댄스클럽들이 생겨

공간을 선택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개인

나기 시작했다. 1995년에 오픈한 ‘상수도’ 와 ‘엠

의 주관적인 변수 - 선택한 공간의 매력도에 대한

아 ò l(m.i)’ , ’ 흐지브지(현재 QV ， 2004년 재오픈)’ ,

가치적 판단과 공간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주관적

jR’ 을 필두로， 1996년 HP , 1997년 ‘황금투구(현

인 만족도 - 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재

관점은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뻐TMATA)’ , 엔비아이엔비(현재 EB1 , 2004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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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홍대지역 주요 댄스클럽 설립언도 및
규모51

오픈)， SB를 거쳐 1999년 ‘101( 이후 크림 엔콕， 현

이들 클럽은 기존의 클럽거리와 피카소거리를

재 CG로)’ , ‘108’ 등 정통 댄스클럽들이 홍대지역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

의 클럽문화를 대표하게 되었다.

로이 설립되는 클럽들의 규모가 점차 다양해지는

2000년에 들어 대규모 테크노파티가 이들 클럽

양상을 보인다 .90 년대 초반에서 2000 년대 이전까

에서 주최 되고， 2001 년 ‘클럽데 이 (club da끼’ 가 개

지 들어선 클럽의 규모는 100m 이하에서 300m

최되면서 홍대지역의 클럽문화는 더욱 활성화 되

사이의 소규모클럽인데 반해 2000 년대 초반부터

었고， 이러한 흐름에 신생 클럽들이 속속 들어서게

들어서는 클럽들은 300 따 이하뿐 만 아 니라 700

되었다;1.2001 년에는 DD와 T, TP1 등이 오픈하였

따 이상의 대형클럽들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

으며 2002년 SK2 , 2004년 HL , ET(마트마타와 엠아

이며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III-l] , [그

이가 합쳐짐)가 등장하였고， 2006년 VA , OA , 2007

림 III-2J 참고61).

2

2

년 BS(20 1O년 리뉴얼오픈)， 2008년 TP2 , VR , EB2

등이 속속 자리잡게 되었다.2009년에는 VT(벨뱃

(2) 이태원지역

바나나에서 지금의 VT로 재오픈)， TP3 , CM , CC 등

이태원지역의 클럽문화는 미군부대의 주둔과 외
국인들의 밀집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성에 큰 영향

이새로이등장하였다.

4) 클럽데이는 2011 년 1 월 28 일을 마지막으로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다. 이에 대해 클럽문화협회측은 본 연구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클럽데이가 과거에 비해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으며 강남， 이태원 둥지에 또 다른 클럽군이 형성됨에 따라 홍대지역만의 고유한
클럽문화가 사라지면서 클럽데이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있었으며， 대형클럽과 소형클럽 사이의 수익 배분 문제가 주요 원인으
로작용하였다고밝혔다
5) 규모는 건축물대장에 퉁록되어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므로 실제 면적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6) 현재 댄스클럽은 식품위생법상 업종유형에 ‘클럽영업’ 이라는유형이 따로존재하지 않고， 일반음식점영업 혹은유홍주점영업으
로 분류되어 있고 바와 클럽의 구분 기준이 모호한 관계로 전수조사가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각 지역에 입지하고
있고， 클러버들에게 클럽으로 인식되며， 많은 사람들이 두루 찾는 업소들을 중심으로 7}능한 클럽 전체를 조사 대상으로 삼고자
하였으나지역에따라몇몇누락된대상이 있음을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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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이태원지역 주요 댄스클럽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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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지역 주요 댄스클럽 설립언도 및
규모

을 받았다. 미군부대의 주둔으로 인하여 미군들을

으로의 확대 등으로 인하여 이태원지역의 상가와

위한 휴식과 유흥시설이 자생적으로 발생하게 되

유흥가가 불황을 겪게 되었고， 이에 따라 기존의

었고， 이태원 미군기지를중심으로 인근지역에 외

클럽들도 새로운 문화를 맞이하게 된다. 가장 큰

국인 전용주택 및 아파트가들어서게 되었다. 정

변화는 이태원 게이클럽의 형성인데， 1989년 조선

부의 적극적인 주도로 인하여 이태원 일대에 고급

일보의 한 기사에 의하면 이 시기에 이태원에는

외국인전용 주택단지가 들어서면서 1960년대 이

4-5곳의 호모클럽이 있었으며 이 클럽들을중심으

후에는 각국의 대사관저택들이 이 일대에 입주하

로 동성 연애가 행해지고 있었다. 그러나 2000년에

였다. 이러한 사회변화 속에서 1950년대 후반， 현

집계된 이 지역의 게이클럽은 약 30 여 곳으로， 불

재 이태원 유흥가 모습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클

과 10년 남짓한 기간에 게이클럽의 수가 6-7배 정

럽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1957년 UC를 시작으

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민경 , 2009).

로 1960-70년대를 거치며

‘세븐클럽’ , ‘럭키

한편， 1990년대부터 내국인들의 계층에 의한 공

클럽’ 등이 현재 트랜스젠더 클럽들이 밀집해 있

간분화가 시작되었는데， 하앗트 호텔에서부터 이

는 이태원 소방서 골목 일대에 밀집하여 나타났다

태원동과 한남동에 이르는 지역에 고급주택가가

(최종일， 2003).

들어서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들을 비롯하

KC ,

이태원지역은 1970년대 이후， 외국인을 대상으

여 상류 내국인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급 클럽과

로 하는 쇼핑지구가 형성되고 클럽을 비롯한 유흥

바가 들어서기 시작하였다. 2003년에는 CS가 이

업소들이 다른 지역과는 다른 독특한 분위기로

지역에 들어섰으며， 2007년에는 현재 라운지클럽

내 · 외국인들의 발길을 끌면서 1980년대 에 이르

의 원형이 된 BW ， 2008년 오픈한 초대형 일렉 클

러 서울의 대표적인 유흥가로 자리잡게 되었다.

럽인 VL ， 2009년에는 MB , FT , 2010년에는 LL , AT

1990년대에 이르러 한국의 산업구조 변화와 범

등 라운지클럽을 중심으로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

죄와의 전쟁 선포， 주한미군의 감소 및 외국인들을

속화 되어가고 있다. 이태원에 입지한 클럽들은 이

대상으로하는유홍지역의 신촌， 홍대， 강남 지역

태원 문화의 거리를 중심으로 선형으로 늘어선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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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지역 주요 댄스클럽 설립연도 및
규모

작한 2000년대 중반부터이다. 1997년 홍대지역에

최초로 기업형 클럽을 세운 엔터테인먼트 기업은
2004년 강남지역에도 동일한 이름의 기업형 클럽

을 개장하였다. 이 시기에 국내에서는 “클럽

=

EB 1"이라는 인식이 강할 정도로 홍대지역에서의
EB1 의 인기는 가히 대단했다. 이러한 여세를 몰아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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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지역 주요 댄스클럽 분포 현황

이 엔터테인먼트 기업은 2004년 강남지역에 EB 에
이어 2005년 HL을 오픈하였다. 당시 강남지 역에는

습을 보인다. 한편 VL을 제외한 대부분의 클럽들

나이트 클럽이 주를 이루고 있었는데， EB와 HL을

은 400m 이하의 소규모클럽이다. 현재 이태원지

필두로 2004년 말 역시 협합클럽인 CV와 2005년

역의 클럽들을 살펴보면 UC ， KC를 제외한 클럽들

초 ‘브루클린’ 이 각각 강남역 근처에 들어서면서

이 2000년대 이후 등장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강남역 일대 에는 클럽 붐이 일기 시작하였다.

2

1970년대 이후 2000년대 이전까지는 ‘라임라이

2007년 강남역에 또 한 번 새로운 클럽문화가 도

트 를 비롯하여 적잖은 클럽들이 이 지역에 둥장

입되기 시작하였는데， 강남 최초의 일렉트로닉 음

했다가 폐업을 하였거나， 클럽이 아닌 다른 업종으

악을 연주하는 대형클럽 MS의 등장이었다. 이 시

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다([그림

기까지만 해도 홍대의 몇몇 클럽을 제외한 대부분

III-3J , [그림 III-4J 참

의 클럽들이 협합을 주된 장르로 내세우고 있었다.

고).

MS는 홍대클럽 ET 등과 디제이 라인업을 소수 공

유하면서 협합 클럽에서 일렉 클럽으로 클럽문화

(3) 강남지역
강남지역에 처음으로 클럽이 등장하기 시작한

의 판도를 새롭게 열기 시작하였다 2008년 12월

것은고급소비문화지역으로강남이 인식되기 시

역삼동에 또 하나의 새로운 대형 일렉 클럽 ED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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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들어서게 되면서 같은 해에 오픈한 이태원의 R과

(2011.3)

클럽의 기업화와 클럽문화의

주류문화로의 편입

지리적으로가까운 M5와세 클럽의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강남지역의 일렉 열풍은점점 더 확산되어

1) 클럽의 기업화

갔다.2009년 역시 역삼동에 또 하나의 대형 일렉
클럽인 HV가 오픈하게 되는데 이 지역의 일렉 클
럽들의 뜨거운 경쟁으로 국내 최대 높이， 최대 규

(1 ) 산업주체에 따른 댄스클럽의 기업화 유형

모를 자랑하며 최신식 음향시설과 조명시설 뿐만

클럽의 기업화는운영주체에 따라크게 세 가지

이 아니라 각종 행사와 프로모션을 겨냥한 PR로

로 분류될 수 있다. 이러한 클럽들의 기업화 현상

승부하고있다.

은 마케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으로， 이는 규모

2007 년 삼성동에는 국내 최초의 애프터클럽

를 키워서 동시에 행사를 열거나 클럽을 포함해 다

club)기인 MR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와 더

른 엔터테 인먼트까지 즐길 수 있도록 만옮으로써

불어 청담동에 2007년 클럽 A5가 개장하면서 나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함이다(이마스， 2007). 클럽

트클럽 중심이었던 강남지역이 클럽문화로 채워

의 기업화 유형과 그에 따른 대표적인 사례 및 특

지게 되었다. 이후 2009년 클럽 NK(현재 휴관)가

정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after

애프터클럽을 내세워 A5와 함께 이 지 역의 새로운

클럽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다. 애프터클럽

(2) 기업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지역별 특징

과 더불어 강남지역에 서도 라운지클럽이 등장하

기업화과정을통해 클럽 경영은점점 더 전문적

였는데 2005 년 청담동에 들어선 CA를 비롯하여

으로 변모하는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초기 홍대지

2007년 55 , 2009년 CM ， 5L등이 그 예이다 5L의 경

역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클럽들은 클럽 소유자

우， 2007년 일반적인 댄스클럽으로 시작하였으나

가 운영자이자 동시에 미인 경우가 많았다. 그러

그 후 리모델링을 겪으면서 라운지클럽으로 변모

나 직

하였으며 현재는 휴관중이다.

인하여 대와 운영자가 분리되고 전문적인 경영진

간접적인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영향으로

이 클럽의 운영을 도맡게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강남지역의 댄스클럽 분포는특정지역에 집중되

어 있는홍대지역과이태원지역과다르게서초동

앞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전문적인 경영진들은

과 청담동을 중심으로 논현동， 삼성동， 역삼동까지

대부분 홍대지역에 뿌리를 두고 점차 강남지역으

산재되어 있는 모습을 나타낸다. 또한 200m' 남짓

로 자신들의 활동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다. 이들은

한 소규모에서부터 1300m' 이상의 초대형규모의

홍대지역에서 다양한 시도와 실험을 통하여 새로

클럽까지 다양한 크기를 자랑하는데， 평균적으로

운 클럽문화를 재생산하고 있다.
또한 프로젝트 성격이 짙은 홍대지역의 클럽문

보았을 때 다른 두 지역보다 규모가 큰 편임을 알
수 있다([그림

화 중에서 상업성을 인정받은 클럽문화는 이들에

III-51 , [그림 III-61 참고).

7) 애프터클럽은 보통 클럽의 피크타임(새벽 1-3λ130분 정도)이 끝나는 무렵인 새벽 3시부E써 30분 정도가 피크 타임으로， 오전
시간(9-10시)까지 영업한다. 보통 클럽에 갔다가 집에 들어가기 아쉬운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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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1) 기업화 유형에 따른 대표적 사례 및 특징

러
여

퍼

는

으
τ

써 m
딛뱀

%닙

기

한

E

- 홍대 EB1+EB2+HL 및 강남 EB+BL:
국내 협합클럽의 중심， 지리적 인접， ‘트윈데이’ 운영

- 홍대 QV+ET: 한 건물， 서로 다른 음악 장르，
공동 라운지 및 ‘트윈데이’ 운영

클럽을포함하여

관련업체를

- 홍대 VR: 한 건물에서 클럽과 공연장을 동시에 운영

복합적으로

- 강남 CG: 외식업체가 한 건물에서 클럽 및 패스트푸드점을 동시에 운영

운영하는형태

- 이태원 VL ， 홍대 VR 등
- 엔터테인먼트기업， 파티기획업체， 프로모션업체，
클럽 전문 잡지사， 디자인업체와의 연계 및 협력 도모

- 카페， 다이닝바， 헤어싶 주류업체 등의 후원 및 전략적 제휴
한개인이 여러클럽을

운영하거나외식업과

병행하는형태

- 홍대 SK1+SK2+DD
- 홍대 TPl +TP2+TP3+ 바 2
- 이태원 MB+ 레스토랑 5
-사업의 확장/다른클럽 인수및 합병

- 기존에 클럽데이를 중심으로 협력을 도모해 오던 소규모 클럽

- DJ, 브이제이， 바벤더 등클럽 종λ}자들끼리 친목을 바탕으로 라인업 공유
- 소규모 클럽 간 합병과 운영자의 잦은 교체 속에서 지역내 클럽간 연대 강화

의해 강남지역으로 유입된다. 그리하여 홍대지역

는 클럽문화를 청년하위문화에서 주류문화로 편

의 클럽들은 클럽문화의 재생산의 기능을， 강남지

입하도록 이끌었는데， 기업화로 야기된 클럽문화

역의 클럽들은유통과소비의 기능을담당하게 되

의 주류문화로의 편입 현상과 특징 에 대해서는 다

었다-

음절에서 살펴보도록한다.

한편 기업화로 인하여 클럽문화의 생산과 유통，

2) 클럽문화의 주류문화로의 편입

소비의 기능이 홍대지역과 강남지역으로 크게 분
화되는 가운데 이태원지역의 클럽들은 홍대지역
에서 강남지역오로 념어가는 중간역할을 담당하

(1 ) 문화주체의 확대 - 댄스클럽의 대중화， 고급

게되었다.

화，다양화

이처럼 클럽들은 기업화 과정을 겪으면서 지역

먼저 클럽문화의 대중화는 기존의 향유집단의

별로서로다른특징을보이면서 점차양적으로팽

폭을 넓히는 역할을 하였다. 하위문화는 대중문화，

창함과 동시에 클럽문화의 대중화와 상업화를 점

즉 주류문화에 반하는 문화로 특정 집단에게 소비

점 더 가속화시키기 시작하였다. 대중화와 상업화

되는 문화를 지칭한다. 그러나 기업화로 인해 홍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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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을 중심으로 일어난 클럽의 대중화는 기존 클

분리된 룸 형식의 사적인 공간을 조성해 놓았으며，

럽문화의 향유 집단을 소수 집단에서 주류의 대중

맞춤형 디제이를 공급하는 클럽도 생겨났다. 또한

으로까지확대시켰다.

클럽에 따라서는 일반 라운지와 동션을 구분하여

vip라운지를 따로 갖추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

소외되고 저항적인 성격을 가진 특정한 소수 청
년 집단만이 향유하는 문화라는 기존의 인식에서

하기도한다.

음악과 춤을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자유로이 누

철저한 보안을 바탕으로 개인적인 사교모임이

릴 수 있다는 인식으로 전환시키면서 클럽문화에

이루어지는 한편 클럽의 사적 공간은 기업의 이너

거부감을 느끼던 사람들 다수의 대중들 또한 부담

파티 (inner party)나 가수들의 팬미팅 등 각종 모임

없이 클럽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을 위한 장소로 사용되기도 한다. 또한 클럽의 사

대중화와 함께 클럽문화는 고급화되는 양상을

적인 공간은 때때로 사업자들 간에 새로운 네트워

보이며 향유집단의 폭을 넓혀나가고 있다. 하위문

크를 형성시켜 주는 공간이 되기도 한다. 이렇듯

화와 고급문화는 소수가 생산하고 소비하는 문화

대형 클럽의 사적 공간의 형성은 차별화되고 고급

라는점에서 일맥상통한다.하지만고급문화가자

스러운 문화를 추구하는 집단에게 클럽문화를 접

신들의 사회적 · 경제적 지위를 바탕으로 개인적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문화주체의 폭을 확

인 차원에서 창조되고， 특정 자격이 있거나 초대

대시키고 있다. 아울러 사회적 네트워크 연결의 장

받아서 들어설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폐쇄적인

으로서 역할하며 클럽공간의 활용에 다양한 길을

문화인 반면， 하위문화는 소수의 사람들이 사회적

열어주고있다.

저항이나 불만 등 동질적인 감정이 발생하여 창조

한편 라운지클럽HI 역시 클럽의 고급화로 향유집

하는 공통적인 생각이나 의지의 표현이며， 사회적

단의 폭을 넓히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기존의

주류가 아닌 누구나 하위문화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댄스클럽이 음악과춤이 주된목적이었던반면，라

(박주희 , 2009).

운지클럽은 사교모임이 주가 되는 공간이다. 라운

최근 클럽공간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인 사적 공

지클럽은 라운지 바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는

Z} (private place)의 신설은 이러한 클럽문화의 고

데， ‘라운정 (Lounging)’ 은 집 안 거실 같은 공간인

급화 양상을 반영하고 있다. 사적 공간은 타인의

라운지에서 편안함을 만끽하는 것을 말한다. 잔잔

출입을 차단하여 초대를 받거나 참여를 허락받은

하게 음악을 들으며 사람들끼 리 대화하는 모습이

소수사람들끼리 누릴수 있는폐쇄적이고차별화

이 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다.

된 공간이다. 기존의 클럽은 화장실을 제외한 모든

라운지클럽은 기존의 라운지 바와 클럽이 결합

공간이 오픈되어 있었다. 그러나 대형클럽들은 개

된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 2-3년간 클러버들

인적인 사교모임과 파티 등을 위하여 다른 공간과

과 트렌드세터들의 출입이 잦아지면서 몇몇 라운

8) 라운지클럽은 태생 자체가 바에서 기원하고 있으므로 ‘라운지클럽’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라운지 바 라는 간판을 내세우
고 있는 경우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범위에 맞게 1) 춤이 가미된 곳으로， 2) 사람들에게 클럽으로 인식되고 있는 장소들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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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클럽들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 주중에는 주로 사

수있겠다.

적 인 파티와 모임으로 사적 인 공간(private place)

이렇듯 클럽은 사람들의 취향에 따른 클럽 선택의

이 형성된다면，주말에는주중보다는비교적 오픈

폭을넓혀주며，클럽의 꾸준한변화와다양한시도로

된 공간으로 기존 클럽의 시끌벅적함과 타성에 젖

더욱 많은사람들을수용할수 있는 공간으로 입지를

은 분위기에 염증을 느낀 클러버들의 발길을 끌고

확대해 나깅까고 있다. 다시 랩， 이러한 변화로 인

있다. 사적인 모임이 라운지클럽의 주된 이용목적

하여 기존에 클럽문화의 주체가 아니었던 외부의 다

이다 보니， 기존의 클럽보다 테이블 수도 더 많고

른 소수 집단이 클럽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됨으로써

private room 관리가 잘 되어 있는 편이다. 또한，

주체의 영역이 확장되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주류를 제외한 음식을 제공한다는 점도 댄스클럽

과의 차이점이다. 이러한 라운지클럽의 대표적인

(2) 지배문화의 관심과 통제의 성격 변화 - 마케

사례로는 이태원지역의 BW , LL , Ff, MB , 강남지

팅 공간으로의 활용과 그에 따른 클럽의 대형화

역의 AL , SS 등이 있다.

과거의 청년하위문화는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저

아울러 라운지클럽과 함께 클럽문화의 새로운 추

항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관심과 통제의 대상이었

세로 떠오른 애프터클럽 역시 기존 클럽들과 영업시

다. 이는 주류문화에 대한 비행적이고 일탈적인 것

간에 차별화를 둠으로써 클럽문화 향유계층의 폭을

이라고 판단되며 기존의 사회적 질서와 정치적 질

확대시키고 있다. 애프터클럽은 보통 클럽의 영업시

서를 유지하는데 역기능적이라고 간주된다(이은

간보다 좀 더 늦은 시각까지 클럽문화를 즐길 수 있

경， 200이. 클럽문화 역시 퇴폐적이고 불법적인 공

는 장소이다. 이들 클럽에서는 새벽 3시부터 5시 30

간이라는 인식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많은 비난

분 정도가 황금 시간대로， 오전시간(9-10시까지 영

과 제재를 받아왔다9)

업하는 것이 특정 이다. 애프터클럽은 생긴 지 불과 4

그러나 클럽이 점차 개방적인 공간으로 변화하

년이 채 되지 않았으나， 애프터클럽의 확대 속도는

고 양적 · 질적 팽창을 꾀하면서 클럽은 음악과 춤

무척이나빠르다. 최근에는강남지역의 대형 클럽들

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사회 문화의 일부분으로

을 중심으로 주말이나 공휴일에 본 영업시간 이후에

인정받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클럽을 젊은이들

애프터 파티를 갖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2007년

의 새로운 놀이공간， 여가문화의 공간으로 인식하

오픈한 강남지역 MR을 필두로， NK， CM， 이태원지역

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지배문화의 관심 또한 부

의 AT 등이 주요 애프터클럽이다. 살펴본바와같이，

정적인 시각에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옮겨 가고 있

애프터클럽과 라운지클럽은 댄스클럽이 겪고 있는

다. 클럽 여가 활동을 통하여 클러버들은 타인의

변화 속의 또 다른 시도이자 새로운 트렌드라고 할

영향력이나 사회적 체면으로부터의 자유감 혹은

9) 최근에도 “청담동 연예인 마약사건’ 이라 하여， 대중매체에서 클럽을 마약의 밀거래가 성행하고， 노골적인 성행위 둥이 벌어지는
퇴폐적 문화의 온상으로 비추기도 하였다. “ ‘청담통클럽=퇴폐=연예인’ 인터넷 마녀사냥(매일경제， 2009년 6월 3 일자r ， “홍대
이태원-청담통 ‘환각 삼각지대’ (헤 럴드 경제， 2009년 6월 4일자r ， “ ‘클럽’ 범죄의 온상 오명， 청담동클럽 사진 - 연예인 마약 퉁
(아시아경제， 2009년 6월 4 일자)" 퉁의 기사는아직까지도클럽에 대한사회의 부정적 인식이 사그러들지 않았음을시사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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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탈적 자기표현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엔터

(target)으로 하는 상품들이 대부분이다. 이는 클럽

테인먼트형 여가소비는 점차 그 중요성과 범위가

의 주요 이용층이 2-30대라는 점， 새로운 것에 대한

증대되고 있다(박은아 · 주경미， 2006).

흥미와 관심이 높고 변화에 민감한 트렌드세터들이

한편， 지배문화의 관심과 통제의 성격이 긍정적

많다는 점을 공략한 것이다101

으로 변화함에 따라 클럽은 더 이상 제재와 통제를

이로 인하여 클럽도 프로모션과 런칭행사를 적극

받는 억압적인 공간으로서가 아닌 기업과 지역의

적으로 유치할 수 있고， 마케팅을 보다 효과적으로

새로운 마케팅 공간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지고 있다. LED 스크린과

위문화의 공간은 사회를 지배적으로 구성하는 중심

3D 홀로그램 영상， 대형 화면에 쏘아 올리는 프로젝

문화로부터 주변부화된 억압적인 공간이며， 자본주

터 영상등과함께클럽내부곳곳에모든곳을브랜

의 체제가 끊임없이 주변부화하는 억압된 주체들이

딩，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상품과 브랜드

버티고 서있는 생존공간이다(Hebd핑e ， 1984). 클럽

의 효과적인 노출을 꾀하고 있으며， 사진촬영장소

역시 청년하위문화 공간의 일부로서 저항의 공간

(photo zone)과 내부 벽면을 이용하여 상품명

혹은 비행적이고 일탈적인 공간， 사회적 · 정치적

업 브랜드를 최대한 선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및 기

질서에 반하는 공간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클

또한 가수들의 쇼케이스를 비롯한 영화 홍보， 신

럽이 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고 새로운 앨범과 가수

인 연예인들의 프로모션 등 연예산업의 새로운 마

들을소개하며 기업이나브랜드또는클럽 자체를

케팅 장소로서 클럽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가수

홍보하는 새로운 마케팅 공간으로 각광받기 시작하

들의 쇼케이스의 경우， 새로운 신인이나 혹은 새로

면서 클럽은 자본주의 체제에 부합딴 중심문화의

운 앨범을 가지고 컴백한 7냐들이 클럽을 무대로

일부분으로 간주되었고， 주변부화되고 억압된 주체

자신의 음악을 홍보하기도 하며， 때때로 신상품과

들이라고 여겨졌던 클럽문화의 향유자들은 중심문

함께 자신의 새 앨범을 함께 프로모션 하여 열리기

화의 관심 속에서 그들의 중요한 마케팅 대상으로

도 한다. 가수 B씨도 이러한 경우의 예인데， 그는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자세하게 살

자신의 새 앨범 발매 시기와 맞추어 최신 휴대폰을

펴보도록하자.

홍보하는쇼케이스를가지기도했다. 영화배우들의

첫 번째는 클럽의 상품 및 브랜드의 프로모션 및

경우， 개봉을 앞둔 영화를 위해 특정 클럽을 방문하

런칭행사의 개최이다. 주류， 의류， 화장품， 자동차，

여 인터뷰를 하거나， 직접 자신의 디제잉 실력을 뽑

악세서 리， 전자제품 등 종목을 막론한 제품들이 클

내는 등 기존에 영화관에서 개최되는 시사회와 차

럽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신상품과 신규 브랜드를

별화된 방식으로 자신의 작품을 홍보한다. 신인 연

홍보하고 있다. 클럽에서 개최되는 프로모션과 런

예인들의 경우， 쇼케이스나 각종 런칭행사에 모델

칭행사의 주 종목을 살펴보면 대부분 2-30대를 타깃

혹은 초청인사로 참여하여 그들의 인지도를 쌓는

10) 해외 유명 자동차 회사의 한국 지사 부장 B씨는 “클럽을 활용한 마케팅은 해외 지사에서도 ‘최고의 마케팅 사례’ 로 손꼽힐 정

도’ 라며 “정해진 타깃에 맞춰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 이라고 말했다(매일경제이코노미 1433호， 2007년 12월 5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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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로 활용하기도 하지만 특별한 행사 없이도 클

private rl∞m인지 혹은 클럽 전체를 대관하는지에

럽에 나타나 비공식적으로 그들의 얼굴과 이름을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지만， private table의 경우

알리기도한다.

클럽별로 일인당 약 5 만원 -15 만원 정도이며，

클럽 역시 대형 쇼케이스와 무대 공연을 위한 시

priva않 room의 경우 200만원에 이르기도 한다. 이

스템을 갖추기 위해 서프라이즈 혹은 다이나믹한

렇듯 클럽은 운영의 측면에서 재정적인 충원을 목

퍼포먼스가 가능한 리프팅 시스댐 이나 최고급 오디

적으로 대형화와 공간적 분화를 꾀함으로써 각종

오 시스템을 구축하여 라이브 공연에 최적화된 공

행사에 맞는 마케팅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간을 조성하고 이러한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

한편 새로운 마케팅 공간으로의 부각은 관련산업

한다111

의 성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직접적인 예로

이러한 클럽공간의 변화는 클럽을 단순히 음악이

는 클럽공간을 활용한 마케팅으로 상품과 브랜드의

흘러나오고， 춤을 추고， 술을 마시는 공간 이상의

매출 증대가 있겠다. 또한 클럽에서 유행하는 클럽

복합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변화시키고 있

복장， 음악， 춤 등을 산업화시켜 경제적 이윤을 꾀

다. 다양한 활동이 수행되는 장소이니만큼， 클럽은

하기도 한다. 이는 클럽문화의 주류문화로의 편입

단순히 예전의 ‘디제이부스， 바， 홀， 입구， 화장실’

이 기성문화에 대한 저항이라는 하위문화적 특정을

의 구조에서 벗어나 더 많은 공간을 포함하고 있으

해체시킨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육체의 탈금기

며 클럽 자체의 크기 또한 대형화 되어 가고 있다.

적 표현을 통한 클럽문화의 저항적 스타일은 더 이

마케팅 공간으로서의 활용과 클럽의 대형화는 지

상 소수가 공유하는 양식이 아닌， 유행으로 탈바꿈

배문화의 관심과통제의 성격이 변화되었다는점에

하면서 상품화 되었고， 주류자본에 의해 저항적인

바탕을 두고 있지만， 클럽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면이나 반사회적인 특색이 중화되었다까 클럽의 다

이 러한 변화에 대하여 다른 이유를 들기도 한다. 물

양한 패션과 음악， 스타일은 각종 대중매체에 노출

론 각종 프로모션과 런칭행사， 쇼케이스 등을 통해

되기도 하는데， 클럽에서 펼쳐지는 댄스 파티의 현

클럽들은 자신들의 클럽을 홍보할 수 있고， 그로 인

장을 생생하게 전달해주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인

해 더 많은 손님을 끌어들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기를 끄는가 하면， 패션 전문 방송에서도 유행하는

이 실제로 클럽의 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클럽의상이나 코디법을 소개해주기도 한다. 또한

약 1만원-3만원에 이르는 클럽 입장료와 바에서 이

클럽댄스를 전문으로 가르치는 댄스학원이 생겨나

루어지는주류판매로는사실상클럽 운영이 어렵

기 시작했으며， 홍대지역의 클럽을 전문적으로 소

기 때문이다. 따라서 클럽들의 수입은 주로 대관료

개하는 잡지에서부터 각 지 역의 클럽문화를 소개하

에 의존한다. 클럽마다， 그리고 private table 인지

는각종 클럽 전문 잡지들이 속속히 등장하고 있다.

11) 이러한 클럽공간의 마케팅 장소로의 활용은 대형 클럽 뿐만 아니라 소규모 클럽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12) 상품화 된 청년하위문화 스타일은 비록 하나의 유행성 라이프스타일이긴 하지만， 그 안에는 주류문화에 대한 식상함， 윤리적 , 법
적， 제도적 규범들의 획일성에 대한 거부와 일탈을 통한 상징적 도전이 무의식적으로 잠재되어 있기도 하다(Dick Hedige , 이동
연 역，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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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 럼 클럽문화를 소개하는 매체들의 증가와

인 자본 유입이 이루어진 공간으로， EB1은 최초의

이에 대한 대중의 관심 증폭은 클럽을 바라보는 지

대형 클럽이며 오픈 이래 오늘날까지 국내 최고의

배문화의 시각이 점차 긍정적인 시각으로 변화되

협합 클럽의 명성을 유지하고 있다.QV와 ET 역시

고있음을나타내준다.

엔터테인먼트기업의 자본 유입의 성공적인 사례
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ET의 경우 홍대지역에서

5.

주류문화로서 클럽문화의 지역적 차이
와 지역벌 클럽문화의 선택적 소비

가장 인기 있는 일렉 클럽 중 하나로 꼽힐 정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QV 또한 협합 클럽으로서 클럽
애호가들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VR의 경우에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홍대 · 이태원 · 강남지역

도기업차원의 경영속에서 빠른성장을보이고있

은 기업화라는 똑같은 변화요인에 대해서도 각기

는데， 동 지역의 관련업체들과의 협력 또한 급성장

다른방식으로이를수용하고，그지역의 경제적

추세의 원동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화적 환경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클럽문화를 생

국내 최대의 클럽 밀집지역으로서 홍대지역은

산해내고 있다. 또한 이 세 지역은서로다른독특

가장 먼저 기업화 바람이 분 곳이기도 하지만， 그

한 사회적 ·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고유한 문화

렇기 때문에 그 규모나 수적인 면에서 최근 2-3년

를 이루고 있는 만큼， 이 곳을 즐겨 찾는 사람들 역

사이에 급격히 성장한 강남지역의 대형 클럽의 대

시 차이를 보인다. 본 장에서는 각 지 역의 클럽문

형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이 지 역에는

화 특성과 이를 소비하는 집단의 특성， 취향을 파

1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준대 형 클럽 에서 1-

악하여 취향에 따른 클럽문화소비가 지역적으로

200명 정도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소규모 클럽

어떻게 차별화된 선택으로 이어지는가 대하여 알

까지 다양한 크기의 클럽들이 자리잡고 있다.
다양한 크기만큼， 음악 또한 다양한 것이 이 지

아보도록하겠다.

역 클럽문화의 특정이기도 하다. 실험적인 음악을

1) 홍대지역

고집하는 클럽이 있는가 하면， 한 클럽 내에서 층
에 따라 음악의 장르를 달리하거나 같은 이름의 클
럽이 여러 개 있는 경우 각 클럽마다 다른 음악을

(1 )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다양한 클럽문화
홍대지역의 클럽문화는 “다양한 형태로 개방성

제공하기도 한다1:\1 음악적 다양성은 소규모 클럽

을 추구하는 클럽문화”로 요약할 수 있다. 국내 클

종사자들간의 탄탄한 연대와도 연관이 있다. 소규

럽의 발원지로서， 그리고 다양한 유형으로 기업화

모클럽들끼리의 제휴양상은세 지역중홍대지역

의 과정을 겪고 있는 공간으로서 , 홍대지 역은 복합

이 가장 두드러지는데， 소규모 클럽들의 탄탄한 연

적인 클럽문화가 공존하는 장소이다.

대는아직까지 홍대지역에 위치한많은마이너 클

이 지역은 최초로 엔터테인먼트기업의 직접적

럽들이 대형 클럽들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근

13) SK2는 지하 1 층은 협합， 2층은 하우스 음악으로 두 가지 음악을 한꺼번에 즐길 수 있다. TP1 , TP2 , TP3는 개인 소유의 통일 상호
명을 가지고 있는 클럽들로， TP1은 협합， TP2는 하우스， TP3는 모든 종류(특히 협합， 가요， 일렉)의 음악이 주로 나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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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마련해 주고 있다. 이러한 소규모 클럽들은

오랜 역사를 자랑하거나， 변화되어 가는 클럽문화

• 다풍성 i 져영정 j 재성， 륙할

속에서 클럽의 전통을 지키파하며 기업화 되어

l 장조성‘설혈싱j 인다 인더

가는 클럽들과 차별을 두고자 한다. 이처럼 다양한

.자유

유형의 기업화 양상을 보이며 개방성과 다양성이

짧를털

두드러지는 홍대지역의 클럽문화는 이 지역의 자

7;Ef

문회 g 국인 i

그탁운드 를화， [1 앙적 l

유롭고 창조적 이 며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지 역
적 특성에 바탕하고 있다. 홍대지역과 관련한 300

〈그림

여개 기사중홍대지역의 지역적 특성을나타내는

V-1) 기사에 나타난 흥대지역의 지역적 특성

36개의 기사를 대상으로 담론을 분석한 결과， 다양
성 · 창조성 · 자유 · 클럽 등이 홍대지역을 대표하

이러한 홍대지역의 고유한 지역적 특성을 바탕

는 것으로 나타났다니

으로 홍대지역의 클럽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기

새롭고 이질적인， 다른 문화에 대한 개방성을 가

업화 과정을 경험하면서 더욱 다양하고 자유로운

지고 개성을 존중하며 복합적인 문화를 만들어낸

클럽문화를 생산해내며 클럽문화의 다채로움과

다는 측면으로 ‘개방적’ , ‘개성’ , ‘복합문화’ , ‘외

풍부함을 더해가고 있다. 2001 년 시작된 ‘클럽데

국인’ 등의 단어를 포함하는 ‘다양성’ 은 전체 기

이 (club day)’ 는 이렇듯 각 클럽들이 가지고 있는

사 중 33.690/0로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였으며 , ‘실

다양한문화를동시에 체험할수 있는지역행사로

험성’ , ‘인디 · 언더그라운드 문화’ , ‘대안적’ 을

클럽의 대중화를 이끔과 동시 에， 홍대지 역 클럽들

포함하여 실험적이고 비상업적인 문화를 생산하

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그 특성을 살려주는 기능을

며 대안적인 문화를 대표하는 ‘창조성’ 은

하였다.

32. 0Ç)01o

를 차지하였다. ‘자유’ 는 앞의 두 단어들과는 달

리， 그 단어 하나 만으로 14.44%라는 비중을 차지

(2)

하며 이 지역을대표하는중요한특정으로자리 잡

화소비자

았다. 한편， “국내 클럽의 발원지” , 혹은 “클럽의

다양한 특성과 취향을 가진 흥대지역 클럽문

클럽문화의 메카이자， 다양한 클럽들의 집합소

로， 이 지역을 찾는 사람들 또한 다양하다.

메카’ 동의 표현으로， ‘클 럽’ 이라는 단어 자체가

홍대지역을 대표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함을

홍대지역은초보클러버들에게 홍대지역은가장

알수 있었는데， 이는그만큼홍대지역이 클럽문화

부담없이 클럽문화를 접할 수 있으면서 클럽이 무

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공간임을 알 수 있

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장소이며， 외국인들에게 홍

게해준다.

대지역은 한국만의 독특한 클럽문화가 어떠한 것

14) 기사 수집은 2010년 9월 기준으로 최선 순으로 300 여개를 선정하였으며， 홍대지역과 관련하여 정책 ? 경제 ?부동산 ?상점 및 클
럽 소개 둥을 중심으로 한 기사들과 중복적인 기사들은 제외하였다. 또한 한 기사에서 두 가지 이상의 항목이 언급되었을 경우，
각각의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이는 앞으로 살펴 볼 이태원지역과 강남지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94-

地理學論홉홉 제 57호

(201 1. 3)

인지 경험할 수 있는 장소이다. 아울러 홍대 클럽

태원 클럽을 떠나서 진짜 한국의 클럽문화가 무엇

매니아들에게는 가장 변하지 않은 고유한 클럽문

인지 알수 있는곳이 홍대지역이기 때문이다.

화에의 향수를 채울 수 있는 장소로 작용하고 있다.

각기 소비하고자 승뜯 문화는 다르지만， 홍대지

먼저 , 홍대는 처음 클럽을 접하는 사람들이 많다.

역은 이 모든사람들에게 자신이 누리파동f는문

클럽을 모르는 사람도， 클럽 경험이 한 두 번 밖에

화를 제공해 준다. 다양한 규모와 음악， 각 클럽만

없는 사람도， EBl , EB2는 모두 알고 홍대 클럽데

의 특색있는 분위기로 자신이 원하는 클럽과 문화

이는 다들 알만큼， “홍대 = 클럽 = EB 1" 이라는 인

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공간이 바로 홍대

식이 흔해졌다. 홍대 클럽들이 매니아만을 위한 곳

지역의 클럽이다. 홍대지역의 클럽문화는 다양성

이 아닌 대중적인 곳이 되면서， 세 지역 중 ‘가장

과 개방성을 제공하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취향에

부담스럽지 않은클럽문화’ 를가진 지역이라는 인

맞게 클럽문화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얻

식이 심어지게 되었다. 초보자들과 함께 춤과 음악

는다. 또한 자신들의 취향에 따른 선택으로 이 지

을 즐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성을 만나기 위해

역을 찾는 사람들에 의해서 홍대의 클럽문화는 더

클럽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홍대지역을 떠

욱 다양화 되고 개방화되고 있다.

나 강남이나 이태원 클럽으로 옮겨간 사람들도 늘

2) 이태원지역

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대 클럽만 고집하는 홍대
클럽 매니아들도 상당하다. 클럽의 대중화에 앞장

(1 ) 고급스러운 파티가 있는 클럽문화

선만큼홍대지역은누구나쉽게클럽문화를접할

한편 이태원지역의 클럽문화는 “품격있는파티

수 있게 되었고， 대중화된 클럽 속에서 클럽 태생

로고급화를지향하는클럽문화”가주요한특정이

본래의 문화를 누리파 핸 사람들은 곳곳에 숨

다. 외국인의 유입이 많은 이태원의 지역적 특정으

어있는，아직 사람들의 흔적에 때묻지 않은클럽들

로， 이 지역은 서울이라는 대도시 안에서 ‘문화적

을찾아홍대지역 안으로깊숙이 들어가게 되었다.

섬’으로 인식되어 왔다. 다양한 인종과문화가 섞

비록 예전에 비해 홍대 클럽문화가 많이 변했다고

인 만큼 이색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는 하지만， 여전히 홍대만의 언더그라운드 문화를

이태원이다.

간직한곳이 있기 때문이다.또한강남이나이태원

이 지역의 클럽문화는관련기업과의 파트너십이

의 고급스러운대형클럽에 갈때처럼 복장에 신경

강한초대형 고급클럽의 등장과외식업과병행되

쓰지 않아도 되고lR) ， 음악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어 운영되는 라운지클럽의 활성화 측면에서 두드

있는 클럽의 폭도 넓다.

러지는 기업화 양상을 보이며 성장하고 있다. 화려

한편 이 곳은 이태원에 버금갈 정도로 외국인들

한 디제이 라인업과 파티 기획사와의 밀접한 연계

이 많이 찾는 지역이기도하다. 외국인이 많은 이

를맺고 있는클럽 VL은이 지역에서 가장큰규모

15) 실제로 VL의 경우， 복장이나 외모를 판단하여 입구에서 일명 ‘필터 링’ 을 통해 클럽을 찾은 사람들을 선별하여 들여보낸다. 입장
이 불가능해 보일 때에는 “안에 인원이 꽉차서 들어갈수가 없다라고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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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가장 좋은 오디오 시스햄 및 무대 장치를 가지
고 각종 프로모션과 런칭행사 및 자체 이벤트를 개

.01 국적 i이 색직，2:국인” 유학파

최하고있다.

ζr~성 독특할， 거앙적j

-2 긍‘확련찰 세 한됨 j

‘파티’ 문화는 가장 이국적이면서도 한국 사람들

에게 직 · 간접적으로친숙한외국문화다. 이 지역

I

의 클럽들은 파티의 규모에 알맞은 공간을 제공하

상류층j부‘ 책쇠i 잔， 쉴리 상，

7! E.f

면서 공적 · 사적 파티들 ò17}능하게끔 만들어 주
고 있다. 일례로 VL의 경우， 기업들의 이너파티를
〈그림

비롯한 런칭파티 장소로 인기가 높으며， 클럽 자체

V-2) 기사에 나타난 이태원지역의 지역적 특성

내 파티 비중도 높은 편이다. 실제로 지난 9월 한
달 동안에만 11 번의각종 파티가 열랬다. 약 3 일에

편안한 소파가 홀 중간 중간에 놓여 있어서 자유롭

1 번 꼴로 파티가 열리고 있는 셈이다.

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술을 마시거나 춤을 출 수

한편 VL과 함께 이 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많은

있다. 이 곳은 라운지클럽의 특성을 잘 나타내주고

라운지클럽들은 새로운 클럽문화를 일구어 내는

있는데， 뚜렷한 경계가 있는 것은 아니나 이른 저

데 일조하고 있다. 바와 일반 클럽사이의 면모를

녁시간에는 바로， 늦은 밤과 새벽 에는 클럽으로의

동시에 갖춘 라운지클럽은 흡사 외국의 파티 분위

면모가 강하게 나타난다， 2010년 새로운 라운지클

기와비슷하다.

럽인 LL과 AT가들어서면서 위와같은이태원지역

또한 이태원 라운지클럽은 외식업과 함께 병행

의 클럽문화는 더욱 강해지고 있다.

하여 운영되며 고급화를 통한 기존 클럽들과 차별

이 지역의 클럽문화 역시 홍대지역의 클럽문화

화 한다는 특정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클럽들이

와같이 이태원지역의 특성과 연관되어 있다. 이태

주류를 제외한 음식을 팔지 않는다면， 라운지클럽

원지역과 관련한 300 여개의 기사 중 지역적 특성

은 바의 이점을 살려， 각종 음식과 보다 다양한 주

에 대한 기사는 29개로 담론 분석 결과는 앞서 언

류를 판매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마’건물 안

급했던 이 지역의 이국적이며 고급스러운 분위기

에 위치한 클럽 IT와 방송인 J씨가 운영하는

를증명해주고있다.

MB

‘이색적’ , ‘외국인’ , ‘유학파’ , ‘(인종 · 민족 및

등이있다.
“마’ 건물은 건물은 텔리숍， 카페， 레스토랑， 클

문화적)다양성’ , ‘독특함’ , ‘개방적’ 이라는 단어

럽이 한 공간에 자리하고 있는 복합공간이다. 그

들을 포함 하여 ‘이국적’ 이라는 특성은 전체 기사

안에 위치한 IT는 국내 최초의 부티크 클럽으로，

중 염 56%에 해당핸 빈도수를보이며 이 지역의

사적인 파티가 예약되어 있는 날에는 일반 손님을

독보적인 특성으로 꼽혔다. 이러한 이국적인 분위

받지 않을정도로，사적인파티나기업들의 이너파

기와 인종 · 민족 및 문화적 다양성으로 인하여 외

티 및 런칭 행사 장소의 맞춤형 공간이다. 한편

국의 ‘파티’ 문화가 쉽게 정착할 수 있으며， 새롭고

2009년 오픈한 MB는 J씨가 운영하는 태국 음식점

낯선 것에 대한 수용이 수월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하에 자리잡은 라운지클럽이다. 침대처럼 넓고

또한， ‘화려함’ , ‘세련됨’ 을 포함하는 ‘고급’ 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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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과 ‘부’ , ‘(이 지역을소비하는사람들의)폐쇄적

대지역보다 주된 이용층의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인 공간 및 문화 소비행동양식)’ , ‘(과시적 소비

높다. 아울러 섬세하고 지나치지 않은 화려함이 돋

가 아닌)실리성(소비 추구)’ 의 ‘상류층’ 문화는 각

보이는 인테 리어와 아늑한 공간 조성으로 여성 방

각 14.81%로 이태원 지역의 특성을 대표하고 있

문자 수가 많은 편이다. 또한 겉으로 지나치게 드

다. 고급스러움이라는 특성은 이태원지역의 전체

러나는 소비를 자제하고 묵묵히 내실을 챙기가‘끄끄

적인 경관이라기보다， 이태원지역을 중심으로 하

승하}뜯는 소비유형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인파를 피해

는파티문화혹은유흥공간의 디자인 및 인테리어

이 지역으로유입되고있다.
외국인， 교포， 그리고 유학생들은 이 곳에서 본국

에 대한 표현으로 주로 사용되었다. 또한 ‘상류층’
의 경우， 사적 공간 활용이 큰 라운지클럽의 발달

혹은 자신이 누렸던 외국문화를 느끼는 듯한 편안

이라는 이 지역의 두드러지는 기업화 양상과 함께

함을 받으며， 외국계 기업이나 패션 업계 종사자

타인과 차별화된 폐쇄적인 공간을 소비하고자 하

등 전문직 종사자들은 새로운 사람들과 문화의 접

는 이태원지역 클럽문화 소비자들의 특성과 연관

근으로 아이디어와 정보를 얻는다. 또한 미적인 것

된다. 이를 통해 지역적 특성과 지역의 클럽문화，

과 트렌드에 예민한 여성들은 오감을 만족시킬 수

그리고 그러한 클럽문화를 소비하는 사람들의 특

있는 감각적이고 이국적인 분위기로 즐거움을 누

성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관계에 놓여있음

리고있다.

한편 음악과 춤， 대화가 적절히 어우러진 이태원

을알수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이태원지역은 품격있는 파티

지 역의 라운지클럽은 음악을 듣고 싶은 사람， 마음

로 고급화를 지협}는 클럽문화가 주요한 특정이

내키는 대로 춤을 추고 싶은 사람， 음악과 춤을 함

다. 또한 이 지역 클럽문화의 특정인 라운지클럽의

께하며 술을 마시고 싶은 사람， 사람들과 대화의

발달은 양적으로 늘어가고 점차 대중화 되어가는

공간이 필요한 사람 등 다양한 목적을 지난 사람들

클럽문화 속에서 클럽이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

로가득하다 바로이러한사람들이 어색하지 않고

을 열어준다는 점 에서 다른 지 역과 차별화된다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장소가 이 지역의 클럽이며，

할 수 있다. 아울러 홍대지 역의 클럽문화가 대중화

따라서 각종 사교모임이나 파티 장소로 인기가 높

되어 가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포섭했다면， 이태원

다. 라운지클럽을 중심으로 사적 모임이나 파티의

지역은 상대적으로 일부 매니아층을 중심으로 공

공간을 제공하는 이 지역에서 사람들은 여유롭게

유되는 클럽문화라고 할 수 있다.

음악을 듣고 춤을 추고 내집단 사람들과 소통하며
이 모든 욕구를 한 공간에서 동시 에 채운다.

(2)

편안함과 자유로움

이질적인 것과 낯선 것에 대한 심적인 거리감이

일탈의 해방감을 추구하

느껴지는 나와 다름이 쉽게 용인될 수 있고， 색다른

는 이태원지역 클럽문화 소비자

이 지역의 클럽을 찾는 사람들은 지역적 특성으

것에 대한 신선함을 느끼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로 인하여 외국인과 교포， 유학생의 비율이 높은

콧， 그리하여 일상에서 접하기 힘든 새로운 문화를

편이지만， 외국계 기업이나 패션 업계 종사자와 등

경험하며，다른사람들과차별화되어 그들만이 공

전문직 종사자들도 많은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홍

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소비의 의미를부여할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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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곳이 바로 이태원지역이다. 또한사람들은자신

까지 이 시기에 들어선 MS , ED , HV , AS , SL 등은

의 행동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일상의 공간에서 벗

일렉클럽의 열풍을 일으켰다. 보통 “강남클럽” 이

어나 낯선 공간을 접했을 때 자유로움을 느낌과 동

라고 칭하는 경우에는 후자에 속하는 초대형 클럽

시에내집단안에속해 있을때편안함을가지게 된

들을 일컴는 것인데， 2007년 이후 거대 자본과 강

다. 이태원지역의 많은 클럽들은 이국적인 분위기

남의 ‘부’ 의 이미지 1(，)를 바탕으로 이 지역에 입지

로 일상으로부터의 해방감을 제공함과 동시에 사

한 클럽들은 일렉클럽이라는 점 외에도 공통적인

적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내집단 안에 속해 있

특성이 발견된다， 1) 화려한 인테리어와 2) 홍대의

다는 소속감과 편안함을 만끽하게 해준다.

1 세대 클럽과는 확실히 다른 대형 규모， 3) 고가정

3) 강남지역

책 등이다(네이버 오프백과， 2008년 4월 7 일， “루
디크의 ‘대한민국 클럽 파티문화 들춰보기” 참고

및수정)，

(1 ) 화려하고 트렌디한 클럽문화
강남지역의 클럽은 “풍부한 소비력으로 유행을

또한 강남지역의 초대형 클럽들은 하루가 멀다

선도하는 클럽문화” 라는 특정을 가지고 있다. 이

하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트렌드세터들의 취향을

지역은 클럽문화가 가장 늦게 도입되었으며， 그만

사로잡고 유행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짧게는 1-2

큼 거의 모든 클럽들이 엔터테 인먼트 회사의 자본

년을 주기로 리모델링 등 변화를 모색하곤 한다.

유입과 엔터테인먼트기업 및 관련기업과의 파트

불과 4년 남짓한 기간 동안 SL에서 AS로， AS 에서

너십 구축으로 기업화되었다， 2004년 EB를 필두로

이태원지역 VL로， 그리고 다시 강남지역 ED로，

이 지역에 들어선 클럽들의 두드러지는 기업화 양

ED 에서 W로 협스핏 (Hip sp아)ò] 이동하였고， 그

상은 클럽공간의 대형화와 마케팅 장소로의 활용

동안 클럽 SL과 AS는 각각 2 ， 3번의 리모델링을 거

이다. 강남지역의 클럽들은 트렌드에 매우 민감하

쳐 공간적 변화와 인테리어에 변화를시도하였다.

게 반응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이끌어나가는 공간

그러나 이 두 클럽은 처음의 명성만큼 재개장 이후

으로작용하고있다.

큰 인기를 끌지 못했다， SL의 경우， 일반 클럽에서

먼저 이 지역의 클럽문화는 협합이 주를 이루었

라운지클럽으로 탈바꿈하였으나 ‘리모텔링 전이

던 2004-2006년과 일렉트로닉 음악이 주를 이루

더 나았다’ 는 평과 함께， 기대에 차있던 많은 클럽

는 2007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로 구분된다. 전자

매니아들을 실망시켰다. 이는 이 지역의 클럽문화

의 시기에는 EB ， HL , CV , ‘브루클린’ 등이 협합클

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그들의 취

럽으로 성업하였으며， 2007년부터 지금에 이르기

향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으면 아무리 거대한 자본

16) 서울강남은한국사회에서 부의 공간적 불균퉁，부동산투기，과열된교육열，과소비 사치 문화등의 상징적 지역이자빠르게 성

장해온 한국 자본주의의 최첨단에 놓여져 있다(이영민， 2어6) ， 또한 강남 문화는 ‘세련되고 유행에 민감하며’ , ‘젊고’ , ‘부유
한 , ‘소비문화’ 의 특정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강남문화의 이미지가 ‘소비문화를 중심으로 구성되고 그 이미지의 소비를 통해
이뤄지고 었다(심숭희 · 한지은， 2006) ， 아울러 대학생들의 놀이문화공간으로 신촌과 대학로 둥과 비교하였을 때에도 강남지 역
은 다른 곳들에 비해서 다소 분위기가 고급스럽고 내부장식도 젊은이들에게 호감이 가게끔 꾸며져서 그 이용 가격이 높게 형성
되고 있으며 이 지 역을 소비하는 사람들은 이 지 역을 소위 ‘물’ 좋은 곳으로 인식하고， 그 놀이문화에 참여함으로써 자기만족을
얻고은연중에 스스로에 대한자부심과타지역 젊은이들에 대해 우월감을느끼는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다(박윤근， 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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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들여 대형화， 차별화 하여도 외면당할 수 밖에

이 7}능하며，따라서 국내 · 외 공연팀의 유치가수

없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월하기때문이다.

한편 강남지역의 초대형 클럽들은 상품 및 브랜

강남지 역 역시 클럽 종류의 다양화를 꾀하고 있

드의 프로모션 및 런칭행사， 가수들의 쇼케이스를

다. 이 지역은 애프터클럽의 발원지로서， 2007년

비롯한 영화 홍보， 신인 연예인들의 프로모션 등

오픈한 MR을 필두로 EL , NK 등이 자리잡고 있다.

연예산업의 새로운 마케팅 장소로 가장 많이 애용

또한 이태원지역과 같이 라운지클럽이 최근 떠오

되는 공간이다. 이러한 현상은 거대 자본 유입을

르는 추세인데， 멤버십 클럽으로 유명한 AL과 SS ,

통한 클럽공간의 대형화와 높은 접근성， 첨단 장비

CB 등이 있다.

활용등에 의한마케팅에 효과적인 인테리어와시

강남지역의 클럽문화 역시 강남지역의 특성에

스댐 구축 덕분이기도 하고， 새로운 것에 대한 흥

기반하고 있다. 강남지역과 관련한 300 여개의 기

미와 관심이 높고 변화에 민감한 2-30대 트렌드세

사중강남지역의 지역적 특성을나타내는 707뼈

터들이 많이 모인다는 클럽 이용객들의 보편적 특

기사는 소비력을 바탕으로 유행을 선도하며 대형

성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다른 지 역과 비교하여

화되어 가고 있는 이 지 역의 클럽문화와 깊은 연관

이 지역에서 마케팅 기능이 탁월할수 있는가장

성을보여준다.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마케팅 효과로 인한 상품

‘경제력’ , ‘소비력’ , ‘고가 , ‘고급’ , ‘럭셔리’ ,

과 브랜드의 매출이 곧 강남지 역 클럽 이용자들의

‘명품’ 등을 대표하는 ‘부’ 의 이미지는 언.28%의

소비력과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빈도수를 보이며 강남지역이 명실상부한 최고의

기업들의 마케팅 공간으로 강남지역의 클럽이

고급소비문화 지역임을 대변해 주고 있다 또한

다른 지 역의 클럽들보다 더욱 많은 인기를 끄는 데

20.13%를 차지한 ‘트렌드세터’ , ‘유행’ , ‘최첨

에는 제도적인 측면도 작용한다. 왜냐하면 홍대지

단’ , ‘실험성’ , ‘감각적’ 등을 아우르는 ‘트렌드’

역 클럽들의 경우， 준주거 지역으로 분유돼 이 지

특성은 이 지역에서 트렌드세터들의 취향을 사로

역 클럽들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어 공연

잡고 유행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수시로 변화를 꾀

이 불가능하다. 이에 반해 강남지역의 대형 클럽들

하는클럽들의 노력과， 이들을타깃으로하는마케

은 상업 지역에 해당되어 1종 유흥주점으로 등록

팅 공간으로 클럽이 활용된다는 점과 연관된다.

20.13%를 차지한 ‘상류층’ 은 ‘유명인샤 , ‘연예
인’ , ‘VIP’ , ‘엘리트’ , ‘커뮤니티’ 등을 포함하는
.부〈경체력，1::: ε| 력， 고가 고긍 1
럭셔 E

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앞서 살펴 본 이태원

명플)

.트캉드1 트란드얘 E 유형 초‘

지역의 ‘상류층’ 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태

점갚/설형성 강 ~~~'I

t 상류층(유명인사 현여i 으l νIP

원지 역의 ‘상류층’ 은 부유하지만 과시적 소비가

설 E 트，커듀니 Elì

mf갱생쪽 (λ，썽훨 보효;

아닌 실리성을 추구하논 다소 은둔적인 특정을 대

’

71E

변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상류층’ 이만 1)
연예인을 비롯한 유명인사들， 2) 자신들의 소비력

〈그림

V-3)

을 과시하고자 한 사람들， 3) 인적 네트워크 형

기사에 나타난 강남지역의 지역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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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있어서 계층을 기준으로 배타적인 성향을 보

이 이루어지고 대형화된 만큼， 이 지역의 클럽들은

이는 사람들을 뜻한다. 한편 ‘사생활 보호’ 와 관

다양한 엔터테인먼트적 요소를 가미하고， VIP를

련하여 ‘폐쇄적’ 인 특성이 5.03%로 그 다음을 이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서비스와 발렛 파킹， 화려한

었는데， ‘상류충’과 ‘폐쇄적’인특성은이지역의

인테리어 등 비가시적인 소비문화경관을 만들어

클럽문화를 소비하는 사람들의 특정과 연관된 것

냄으로써 이용À~들이 소비하고자 하고， 소비하고

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경제력을 바탕으로 남들

픈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클럽문화를 제공하면

과 차별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자

서 맞춤형 공간으로 발전을 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들의 소비욕구를 충족시키꼬} 하는 성향과 맞

보통클럽의 2-3배에 달하는 입장료와 몇 백 만원

닿아있다고할수있다.

단위의 값비싼 VIP room 등을확보하고타지역에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강남지역의 클럽은 거대

비교할 수 없는 소비문화가 자리잡고 있는 콧이 바

한자본을바탕으로세 지역 중가장눈에 띄는기

로 이 지역이다. 고가의 클럽인 만큼， 이 지역의 클

업화경향을보이고 있다. 또한 이 지역 클럽을 이

럽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1) 20대 후반에서 30대

용하는 주요 고객층의 풍부한 소비 력으로 유행을

중반 연령대의 2) 경제적 능력을 갖춘 직장인들이

선도하는 클럽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많을 수 밖에 없다. 주말 밤， 강남 대형 클럽 앞에
일렬로 길게 늘어선 외제차들의 모습은 이 곳을 찾

(2)

는사람들의 소비력을대변해 준다n

경제력을 바탕으로 보보스적 취향을 만족시

이러한사람들에게 강남지역은자신의 경제력을

키는 강남지역 클럽문화 소비자

이 지 역 클럽의 주된 이용층은 새로운 것에 대한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과 배타되는 문화를 소비할

흥미와 관심이 높고 변화에 민감한 2-30대 트렌드

수 있는 공간이 된다. 그러나 강남지역 안에서도

세터들이면서 동시에 어느 정도 경제적 기반을 갖

2007년 이전에 생긴 협합 클럽들과 2007년 이후에

춘 직장인들이다. 이들에게 강남지 역의 클럽은 유

생긴 일렉 클럽들 사이에 이용계층의 연령 및 경제

행하는 패션과 음악을 비롯하여 새로운 상품과 브

력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강남지역의 클럽문화는보보스적 취향을충족시

랜드에 대한 흥미를 충족시켜 주고 이를 즐길 수

키기 위해 유행을 창출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

있게 해주는 공간이 된다.

또한 최신의， 최고의 시설을 누릴 수 있고， 자신

공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이 지역만의 클럽문화를

의 사회적 · 경제적 지위에 맞는 사람들과 함께 어

유지해 나가며， 이 지역을 찾는 사람들은 역시 풍

울리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람들은 강남지

부한 소비력을 바탕으로 이러한 클럽문화를 향유

역의 클럽을 찾고 있다. 클럽의 기업화가 가장 많

함으로써 자신의 흥미와 욕구를 만족시키고 있다.

17) “청담동은 대중교통 체계 속에서의 섬과 같은 곳이다. 지하철과 버스를 타고 가기에 불편하고 걷기에는 넓은 지역이다. 그래서
젊음의 거리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 발레파킹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주차요원들이 가장 많
이 눈에 띈다. 사람의 흔적을 대신하는 것은 자동차들이다. 이곳에서는 국산차를 발견하기가 어렵다. (중략) 청담동 클럽 VIP룸
에는 메뉴판에 가격이 나와 있지 않다. 그날그날 부르는 것이 가격이 된다." (시사저널， 2009년 11 월 4일자， “서울 ‘문화소비’ 3
색 지대를가다”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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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부’ 를 상정하는 지역인만큼 거대한 자본

과정을 거치며 대중화 고급화 되면서 클럽문화

의 유입이 지속되는강남지역 클럽의 성장은 연예

의 향유집단을 소수의 청년집단에서 주류의 대중

산업과마케팅 산업의 성장과맞물려 가시적인 소

으로까지 확대시킴으로써 주류문화의 특성으로

비문화를확장시켜 나가고 있으며， 이러한소비문

변화되었다.

넷째， 지배문화의 관심과 통제의 대상이라는 청

화에 대한 지불 의사가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

년하위문화 특성은 클럽 공간의 개방화와 양적 ·

의해강남지역은선택되고향유되고있는것이다.

질적 팽창으로 인한 클럽의 젊은이들의 새로운 놀

6.

결론

이공간， 여가문화 공간으로서의 인식 및 기업과 지
역의 새로운 마케팅 공간으로의 부각에 힘입어， 대

본 연구는 댄스클럽문화 변화의 주된 요인인 기

량으로 만들어지고 대중을 위한 것이며 상엽적인

업화의 유형 및 과정을 파악하고 이 에 따른 클럽문

것으로 이해되는 주류문화의 특성으로 변화되었

화의 주류문화로의 편입을 확인하며 취향문화적

다.

관점에서 클럽문화의 지역적 차이와각지역의 클

다섯째， 클럽의 기업화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

럽문화를 소비하는 집단간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타나는 기업화 유형과 그에 따른 클럽 공간 변화의

주류문화로서 변화된 클럽문화가 어떠한 방식을

특정은 홍대지역， 이태원지역， 강남지역에서 각기

통해 지역에 따라 차별적으로 생산되고 소비되고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해당 지역의 지역별

있는지 분석해 보파 하였다. 그 결과 연구대상

특성과 결합하여， 홍대지역은 다양한 형태로 개방

지역인홍대， 이태원，강남지역은각각두드러지는

성을 추구하는 클럽문화를， 이태원지역은 품격있

기업화 유형과 공간 변화， 그리고 이를 소비하는

는 파티로 고급화를 지향하는 클럽문화를， 마지막

집단 간에 차이를 띠면서 지 역만의 독특하고 고유

으로 강남지 역은 풍부한 소비 력을 바탕으로 유행

한 클럽문화를 생산해 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

을 선도하는 클럽문화를 생산해 낸다.
여섯째， 각 지역의 클럽문화를 소비하는 집단 간

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클럽의 기업화는 산업주체에 따라 크게 1)

에는 특성과 취향에 차이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직접적 자본 유입 형태， 2)

소비자들은 자신의 취향에 맞는 클럽문화를 찾아

엔터테인먼트 기업 및 관련 기업과의 파트너십 구

각 지역을 차별적으로 선택하여 자신이 추구하고

축 형태， 3) 기타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 승뜯 가치와 욕구를 충족시키파 한다. 홍대지

둘째， 기업화 과정 속에서 홍대지역은 새로운 클

역 클럽문화의 소비집단은 다양성과 개방성을 통

럽문화를 재생산하는 역할을 하고， 강남지역은 이

해 제각기 다른 취향들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 이태

를 소비하고 유통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원지역 클럽문화의 소비집단은 고급화와 차별화

이태원지역은 위의 두 지역의 중간 기착지의 특성

를 통해 편안함과 자유로움， 일탈적 해방감을 추구

을보임과동시에홍대지역과는또다른새로운클

하며，또한강남지역 클럽문화의 소비집단은자신

럽문화를 생산해 나가고 있다.

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보보스적 취향을 충족시키

고있다.

셋째， 청년하위문화로서의 클럽문화는 기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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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해 보면， 사람들은 자신의 취향에 따라 자신

도 관심이 주목된다. 따라서 세 지 역의 클럽문화가

이 소비하고자 동}는 클럽문화를 선택하며， 홍대지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지속적인

역 · 이태원지역 · 강남지역은각각의 지역적 특성

연구가필요하겠다.

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클럽문화를 생산해내고 있

다. 한편 사람들은 자신의 인지나 선호에 따라 클
럽문화 소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만족도가 큰 지
역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자신이 소비하고

자하는클럽문화를제공하는지역을선택하게 되
고， 이는 다시 지 역적 차별성을 강화시킨다.

이를 통해 판단할 때， 본 연구는 아직까지 클럽

과 클럽문화에 대한 지리학적 · 공간적 고찰이 미
비한 시점에서， 홍대지역을 위시로 새롭게 클럽문

화가 일어나고 있는 지 역들에 대한 연구와 지 역별

클럽문화의 특성과 지 역간 클럽문화의 차이를 살
펴봄으로써 클럽 연구에 대한 공간적인 측면을 부
각시키고 이를 통해 클럽과 클럽문화의 변화를 해
석하는데 공간적 관점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찾을수있을것이다.
그러나 클럽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구분 기준이
부재하고， 통계적으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

은 실정에서， 연구대상인 클럽의 범위를 댄스클럽

으로 한정하였으며 댄스클럽 중에서도 일부 클럽
들이제외되었다는점 연구방법에있어클럽의실
질적인 운영진과의 접촉이 부족하였다는 점， 기업

화 과정에서 자본의 흐름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미홉하다는 점 등은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남는다.
지금 시각에도 클럽은 새로운 시도를 통해 또 다
른변화를꾀하고 있다. 앞으로강남지역에 초대형

클럽들이 추가적으로 입지할 계획이고， 홍대지역
에서도 수많은 클럽들이 등장했다 사라지는 모습
이 계속될 전망이다. 또한 고급화되어가는 클럽들
사이에서 점차 입지를 잃어가고 있는 이태원지역

의 오래되고 영세한 클럽들의 향후 행방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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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 산후조리원서 헬스클럽까지 ‘거미
줄 네트워크’”

한국일보，

2008. 7. 7.

[클럽， 변화 · 발전하다] 구준엽이 뽑

은 ‘힐 스맛’ 베스트3"
헤럴드 경제，

2009. 6. 4. “홍대-이태원-청담동 ‘환각 삼

각지대’”

헤이맨뉴스，

2009. 7. 24. <현장르포〉 “부비부비는 기본，

눈 맞으면 ‘한 이불’ 연예인 클럽 찾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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