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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집을 소재로 하는 방송인 ‘집방’이 유행하고 있다. 집의 내외부 변화 주기에 주목

했던 과거 방송과는 달리 현재의 집방은 그 유형이 제법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방송에서 무대 그 이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집이 이제는 집의 외관을 비롯해 내부, 

사람, 주거, 취향 등 집과 관계되는 모든 것들이 방송 소재로서 주목받고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나 팬데믹으로 인해 변화한 집의 의미와 역할은 집방에도 반영되

고 있다. 집방은 ‘집’과 ‘주거’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고, 이제는 이에 대한 

새로운 의미와 가치 찾기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집방’의 종류

에 대해 살펴보고, 집방이 어떻게 변화해왔으며 현재 어떤 집방들이 방영되고 있는

지, 집방의 변화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집의 의미와 가치, 역할이 어떻게 변화해가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집방을 통해 발현하고자 

하는 집에 대한 사회적 의미와 역할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연구자의 생각을 논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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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코로나19가 확산하여 우리 삶을 잠식한 지 언 1년이 지나고 있다. 생각

지도 못한 팬데믹 상황 속에서 그간 우리의 평범하다 못해 당연하다 생각

했던 일상이 뿌리째 흔들렸다.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삶으로의 진

입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변화시켰다. 팬데믹은 인간이 생활하는데 필

요한 3대 요소인 의식주도 변화시켰다. 이전처럼 밖을 자유롭게 돌아다

니기보다 집에 있는 시간이 늘다 보니 외출복에 대한 관심이 줄었고, 식

당을 자유롭게 오가지 못하면서 숨은 맛집 찾기 대신 배달 음식 찾기에 

여념이 없다. 또한 학교나 직장, 도로, 대중교통 등에서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이 이제는 집에 머물며 일, 학업, 육아, 집안일 등

을 병행한다.

의식주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를 맞은 건 ‘주(住)’이다. 팬데믹 이전까

지만 해도 집은 안락한 휴식처 혹은 잠깐 머물다가는 숙소에 가까웠다. 

혹자는 ‘집에서 잠만 자고 나간다.’라고 할 만큼 많은 사람이 집보다는 밖

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정작 

집의 구조나 생활과 연계된 집, 나의 삶을 반영하는 집 등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팬데믹을 겪으면서 집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이제 ‘집’은 ‘사회·문화·경제 등과 관련된 일련의 

모든 생활 활동이 가능한 복합생활공간’과 다를 바 없다. 재택근무 및 자

가격리 등을 겪으며 사람들은 외부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을 집안으로 옮

겨와 집에서 모든 것을 취하고 있다. ‘홈택트(Hometact)’, ‘홈카페(Home 

cafe)’, ‘홈캠핑(Home camping)’, ‘홈시어터(Home theater)’, ‘홈바(Home 

bar)’, ‘홈트레이닝(Home training), ‘홈코노미(Home economy)’ 등 

집(Home)과 조합된 용어들의 등장1)은 이러한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1) ‘홈택트’는 ‘집(Home)’과 ‘연결되다(Contact)’의 합성어로, ‘모든 것이 집으로 연결된다’

라는 뜻이다. 홈카페(Home cafe), 홈캠핑(Home camping), 홈 시어터(Home theater), 

홈바(Home bar), 홈트레이닝(Home training)은 집에서 카페, 캠핑, 영화관(극장),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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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는 집이 거쳐 가는 곳이 아니다. “단순히 주거공간을 넘어 일과 공부, 

경험과 문화와 레저를 즐기는 공간”2)으로 변모하고 있다. 집이라는 곳이 

외부와 차단되어 팬데믹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줄 보호막이라는 의미를 넘

어 일상을 보내고 취미생활을 즐기며 나만의 장소만들기를 행하는 곳으

로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나 코로나 발생 이후 집에서의 콘텐츠 이

용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봤을 때,3)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이

들도 늘어났다는 것을 짐작해볼 수 있다. 이는 <집에 대한 관심도 평가>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74.5%에 이르는 사람들이 “요즘

은 집에서 할 수 있는 것(활동)에 관심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고 답했

으며, 85.6%는 “집안에 나만의 공간을 만들고 싶다”라고 응답했다.4)

방송가에 유행처럼 번진 ‘집방’ 역시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트렌드에 민감한 방송은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며, 특히 사람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는 소재들을 방송 아이템으로 선정하고 가공하

여 새로운 유행을 이끈다. 그간 방송가를 점령했던 패션과 먹방, 쿡방에 

대한 인기가 다소 주춤해진 사이, 집방이 유행 아이템으로 빠르게 떠올

랐다. ‘집방’은 집을 소재로 하는 방송으로, 여기에는 부동산 매물 보기

(혹은 찾기)를 비롯해 집꾸미기(고치기) 및 정리하기, 주거와 삶 보여주

기, 살아보기 등이 있다. 집의 내외부 변화 주기에 주목했던 과거 방송과

는 달리 현재의 집방은 그 유형이 제법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처음에

는 팬데믹으로 인해 여행을 떠나거나 외부에서 활동하는 리얼리티 방송

동, 술을 즐기는 것을 의미하며, ‘홈코노미(Home economy)’는 집안에서 소비하는 상품

과 서비스를 의미한다.

2) Chiefexecutive 홈페이지, http://www.chiefexe.com/news/ArticleView.asp?listId= 

Mjg4OXx8bGltaXRfZmFsc2Ug(검색일 2021년 02월 02일).

3) 이현우, ｢코로나19와 콘텐츠 이용: 변화와 전망 -콘텐츠 이용자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KOCCA FOCUS� 제128호, 한국콘텐츠진흥원, 2020, 11쪽, 22쪽. 코로나 발생 전 집

에서의 콘텐츠 이용은 52.1% 정도였으나, 코로나 발생 후에는 68.7%(약 70%)에 이를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Embrain 홈페이지, https://www.trendmonitor.co.kr/tmweb/trend/allTrend/detail. 

do?bIdx=1927&code=0404&trendType=CKOREA&p(검색일 2021년 02.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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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찍기 힘들어 집이라는 안전하고 보호된 곳을 방송의 무대로서 활용했

을지 모르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집이 방송 무대에서 소재로 떠오

르며 방송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다. 또한 집이 주인공으로 등장함을 

넘어서 그곳에 사는 혹은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집과 함께 주인공이자 

스토리텔러로 등장하고 있다. 즉 방송에서 무대 그 이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집이 이제는 집의 외관을 비롯해 내부, 사람, 주거, 취향 등 집과 

관계되는 모든 것들이 방송 소재로서 주목받고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덕분에 시청자는 방송을 통해 지극히 사적이고 내밀한 장소로 여겨지는 

집을 관객이 되어 면밀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집의 내외부

뿐만 아니라 집에서의 삶을 들여다봄으로써 집을 건축적 관점을 넘어 삶

과 주거의 관점에서 바라볼 기회를 얻게 되었다.

팬데믹이 변화시킨 ‘집’의 의미와 역할이 집방이라는 방송유형을 통해 

‘집’과 ‘주거’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고, 이제는 이에 대한 새로

운 의미와 가치 찾기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렇다면 ‘집방이 그려

내고 있는 ‘집’의 의미와 역할은 무엇인가?’, ‘왜 우리는 더 이상 집을 재

산, 그리고 투자의 수단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되는가?’, ‘집은 우리에게 

어떤 가치로 다가와야 하는가?’,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장소로서의 집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주목해야 하는가?’. 당장은 답할 수 없는 질

문일지라도, 이제는 이러한 메시지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

서 본 논문에서는 그동안 방영되었고, 현재 방영되고 있는 ‘집방’의 종류

에 대해 살펴보고, 집방이 어떻게 변화해왔으며 현재 어떤 집방들이 방

영되고 있는지, 집방의 변화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집의 의미와 가치, 역

할이 어떻게 변화해가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유형별

로 분류하여 집방을 통해 발현하고자 하는 집에 대한 사회적 의미와 역할

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연구자의 생각을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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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국내 ‘집방’의 변천사 및 유형별 분류

1. 집방의 종류와 동향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방송가에 집방이 유행하고는 있으

나, 이전에도 집방은 존재했었다. 그중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방영된 

MBC <러브하우스>가 대표적인 집방의 예라 볼 수 있는데, 이 프로그램

은 “부동산 예능의 시초”5)이자 “한국 최초의 ‘집’을 소재로 삼은 예능”6)

이었다. MBC의 대표적 예능이었던 <일요일 일요일 밤에> 속 간판 코너

였던 이 집방은 “리모델링 업계의 방송 PPL 전략에 의해 불우이웃들의 

낡고 좁은 집을 대상으로 무료 서비스를 하는 소규모 주택 리모델링 프로

젝트를 소개”7)하면서 높은 인기를 자랑했었다. 여기에는 방송을 통해 전

해진 소외계층에 대한 이야기와 열악한 거주 환경이 새롭게 변화된 집 및 

주거환경과 대비됨으로써 희망과 감동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던 

것이 주효했다. 양세은(2008)에 따르면, 본 프로그램을 통해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 유도 및 도움에 대한 인식을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소규모 주택의 개선방향에 대한 자료 및 실제적 지침을 제공한

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8)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반복

적 포맷으로 인한 식상함과 재건축에 가까운 리모델링에 따른 제작비 부

담은 프로그램의 폐지를 견인했다.

이후 새롭게 등장한 MBC의 <내 집 장만 토너먼트: 집드림(2011)>이

5) ｢코로나에 부동산 대란까지… ‘집방’ 콘텐츠 전성시대｣, �국민일보�, 2020년 09월 06일자.

6) ｢코로나 시대 ‘집방’은 왜 대세가 됐나｣, �시사저널�, 2020년 09월 05일자.

7) 양세은, ｢소외계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소규모 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평가연구-TV 

방송 무료주택 리모델링 프로그램 ‘러브하우스’ 사례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실내디

자인학회 논문집� 제17권 제3호, 한국실내디자인학회, 2008, 34쪽.

8) 양세은, ｢소외계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소규모 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평가연구-TV 

방송 무료주택 리모델링 프로그램 ‘러브하우스’ 사례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실내디

자인학회 논문집� 제17권 제3호, 한국실내디자인학회, 2008, 35쪽.



198  문화콘텐츠연구 제21호

라는 프로그램은 앞서 방영된 집방과는 다른 유형이었는데, 이 방송에서 

‘집’은 최종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부상으로 등장했다. ‘집드림’은 무주택 

가족들에게 내 집 장만의 꿈을 실현시켜준다는 취지로 기획되었으며, 퀴

즈 토너먼트를 통해 최종 우승한 가족은 수도권에 위치한 3층집(25.7평

에 다락 포함 3층 목조 건물)을 획득할 수 있었다.9) 프로그램을 기획한 

김준현 PD는 기획의도에 대해 “집이란 것이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우리 사회가 그렇지 못하다.”10)라고 

말하면서, “한 가족에게 집을 마련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크다. 재산

이나 투자의 수단이 돼버린 집에 대한 생각을 바꿔보기 위해 이같은 프로

그램을 선보이게 됐다.”11)라고 인터뷰하였다. 그러면서 ‘러브하우스’와 

‘집드림’의 차이에 대해 “<러브하우스>가 수납공간을 늘리고, 벽지를 바

꾸는 등 집에 대한 아이디어 차원이 강했다면, <집드림>은 현재 이 시점

에서 집의 개념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더욱 근본적인 시각을 제시할 

수 있을 것”12)이라고 밝혔다.13)

두 집방의 방영 이후 집방의 소재로 부상하기 시작한 것은 ‘인테리어’

이다. 2015년에 방영되기 시작한 <헌집줄게 새집다오>를 시작으로 <내 

방의 품격>, <렛미홈> 등과 같은 인테리어에 주목한 프로그램들이 생겨

나기 시작했다. <내방의 품격>은 생활밀착형 인테리어 정보를 전하는 프

9) 전국 각지에서 신청서를 보낸 2천여 무주택 가족 중 심사를 거쳐 100가족이 선정되었

고, 이들 중 본선에 오른 16가족들이 매주 퀴즈 토너먼트를 하면서 살아남은 가족은 최

종까지 올라갔다.

10) ｢‘일밤’ 새코너 ‘집드림’, 내집 장만의 꿈 이뤄질까?｣, �마이데일리�, 2011년 07월 08일자.

11) ｢‘일밤’ 땅콩집 지어준다 …‘신입사원’ 후속 ‘집드림’｣, �노컷뉴스�, 2011년 06월 08일자.

12) ｢일밤 ‘집드림’...우승 가족에게 25평 3층 주택 준다｣, �오마이뉴스�, 2011년 07월 08일자.

13) 이러한 인터뷰 내용을 살펴봤을 때, <집드림>은 집의 내부를 개선함으로써 미적 측면, 

주거환경개선 측면을 보여주고자 했던 <러브하우스>와는 달리 집의 의미나 개념에 대

한 물음과 그에 대한 시각을 제시하는데 차별점을 두었다. 또한 방송에 등장한 ‘집’과 

‘사람’도 러브하우스는 낡고 허름하며 살기 힘들어 보이는 집과 소외계층이 그 대상이

었다면, 집드림은 땅콩주택을 알린 이현욱 건축가가 지은 집과 무주택자 가족을 대상

으로 하여 두 방송의 차이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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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으로, 인테리어 재료 구매 방법부터 소품 만드는 법, 가구 리폼하

는 법까지 각 분야별로 특화된 인테리어 고수들이 출연하여 셀프 인테리

어 비법을 전했다면, <헌집줄게 새집다오>는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스튜

디오 셀프 인테리어 배틀로, 연예인의 방, 부엌 등 의뢰 공간을 스튜디오

에 그대로 재현하여 스타들이 직접 자기 집을 고치는 모습을 사실적으로 

보여줬다. 또한 <렛미홈>은 “가족을 위한 홈 메이크오버쇼! 공간이 바뀌

면 가족이 변한다!”를 모토로. “집집마다 서로 다른 가족이지만 집 구조

가 같다는 점에서 이제는 가족의 개성에 맞게 공간도 바뀌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14) 반면에 2017년에 JTBC에서 방영된 <내 집이 나타났

다>는 집 내부의 공간 구조에 변화를 주었던 앞의 프로그램에서 더 나아

가 집 자체를 신축하는 프로젝트성 프로그램이었다. 총 제작기간만 8개

월, 참여 스태프만 700여명에 달했으며, 집 철거부터 신축까지 집 짓기

의 모든 과정을 방송사 최초로 공개15)하였다는 점에서 초대형 프로그램

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위와 같이 다소 고정적인 소재와 포맷으로 연출되던 집방은 2019년을 

기점으로 변화되기 시작한다. 그중에서도 변화의 시작점에 있다고 볼 수 

있는 방송은 <구해줘! 홈즈>이다. 2019년 3월 31일에 시작되어 현재까

지 방영 중인 이 프로그램은 현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집방이라고 볼 수 

있다. MBC에서 일요일 10시 45분부터 방송되는 이 프로그램은 주말 늦

은 시간대에 방송됨에도 불구하고 7~8%에 이르는 시청률을 보이며 꾸

준하게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16) 특히나 팬데믹 시기 집방의 유

행을 이끈 견인차 역할을 하면서 집방의 대표 주자로 손꼽히는 이 프로그

14) <렛미홈> 프로그램 홈페이지, program.tving.com/tvn/letmehome/15/Contents/ 

Html?h_seq=2(검색일 2021년 02월 02일)

15) ｢‘내 집이 나타났다’, 튼튼한 제작지원으로 완성도 ‘업’｣, �이데일리�, 2017년 02월 20

일자.

16) ｢‘구해줘 홈즈’, 5주 연속 2049 시청률 1위…日 예능 신흥강자 등극｣, �스포츠서울�, 

2019년 4월 2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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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은 의뢰인이 제시한 조건과 예산에 맞춰서 복팀과 덕팀이 서로 조건에 

맞는 집을 찾아주는 중개 배틀 방송이다. 두 팀의 팀장 및 팀원, 게스트

들이 부동산 중개인이 되어 관련 매물을 살펴보고 소개하면서 의뢰인에

게 서로의 매물을 어필하고, 의뢰인은 이 매물 중 하나를 선택하고 이사

지원금을 받는다. 주로 실거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의뢰인으로 나오기 

때문에 월세부터 매매에 이르는 원룸부터 빌라, 다세대, 전원주택, 주상

복합, 아파트, 땅콩주택, 구옥 등 다양한 형태의 집이 등장한다. 그래서 

집에 따라 변화하는 주거양식 및 트렌드와 더불어 주택별 시세나 동네 환

경 등을 살필 수도 있고, 이 과정에서 집 구하기 노하우나 집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도 배울 수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물론 대놓고 부동

산 PPL을 한다거나, 온라인 복덕방에 불과하다는 부정적 여론도 있

다.17)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방송이 호평을 받은 데에는 다양한 형태의 

집과 주거 스타일을 보여줌으로써 “집을 자산으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

라 삶의 공간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제안”18)했다는데 있다. 그래서 김교

석(2019)은 “오늘날 <구해줘! 홈즈>가 보여주는 집방은 어렵고 부족하지

만 발붙이고 살만한 공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리는 일종의 토닥임이

자 요즘 세상이 필요로 하는 희망 찾기의 현실 버전이다.”19)라고 말했다.

<구해줘! 홈즈>의 방영 이후 방송가에는 <표 1>과 같이 지상파, 비지

상파 구분 없이 다양한 유형의 집방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다양

한 종류의 집방의 등장은 팬데믹이 본격화된 2020년에 더욱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집’에 있는 시간이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대중들의 

사회·문화적 관점에서의 ‘집’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과 동시에 부동산 시

장이 과열됨에 따라 경제와 생존이라는 측면에서의 ‘집’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기 때문이다. 거기에 더해 여행을 떠날 수 없고, 외부 촬영이 제

17) ｢‘현실과 로망 사이’ 쿡방 위협하는 ‘집방’이 뜬다｣, �서울경제�, 2020년 08월 26일자.

18) 김교석, ｢먹방쿡방의 뒤를 잇는 신개념 집방｣, �월간샘터�, 샘터사, 2019, 117쪽.

19) 김교석, ｢먹방쿡방의 뒤를 잇는 신개념 집방｣, �월간샘터�, 샘터사, 2019, 1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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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요 집방의 종류 및 특징

시기(일자) 방송사 프로그램 명 장르 특징 이미지

2019.03.31.~ MBC 구해줘! 홈즈 예능

두 팀으로 구성된 연예인들이 부동산 

중개인이 되어 의뢰인들이 원하는 조건

의 집매물을 찾아주는 중개배틀을 함

2019.04.30.~ 

(시즌1, 2, 

3회차)

EBS
건축

탐구―집

시사/

교양

다양한 집과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 건축가들의 관점 등

이 어우러진 집과 사람, 장소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음

2019.06.12.~ 

2019.10.23.
TV조선 이사야사

시사/

교양

살았던 옛집을 순례하고 집의 변화과정

을 살펴봄으로써 개인의 인생사를 돌아

봄

2019.11.22.~

(시즌1, 2회차)
SBS Biz 

집 보러 

가는 날

시사/

교양

의뢰인이 원하는 집에 대한 조건과 집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면서, 그에 맞는 부

동산 매물을 찾아줌20)

2020.02.21.~ 

2020.07.17./

2021.01.18.~ 

2021.02.15.

SBS Biz 집사의 선택
시사/

교양

살(Buy)집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투자 목적에서 어떤 집이 구매하기 더 

좋은 곳인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2020.04.19.~ 

2020.08.02. 
SBS FiL 홈데렐라 예능

국내 최초 하우스 컨설팅을 내세워 낡고 

가치가 떨어진 집들을 재생함으로써 이

전 집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함

2020.06.11.~ 

(시즌1, 2회차) 
tvN 바퀴 달린 집 예능

3명의 배우가 트레일러 집을 타고 전국

을 누리며 게스트와 매번 다른 장소에서 

캠핑 생활을 함21)

2020.06.29.~ tvN 신박한 정리 예능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공간을 정리해 ‘집’

에 대한 의미를 다시금 일깨움

2020.10.14.~ JTBC

서울엔 

우리집은 

없다

예능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자신만의 

드림하우스를 찾아 떠난 사람들의 집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 함

한적으로 이루어지는 방송촬영의 현장 여건은 다른 곳에 비해 다소 안전

하게 여겨지는 ‘집’이라는 무대를 주목하게 하였다. 그래서 내외부의 변

화에만 관심을 두었던 집방들이 팬데믹 이후 변화한 ‘집’에 대한 다양한 

양상들을 포착하며 새로운 시도를 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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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일자) 방송사 프로그램 명 장르 특징 이미지

2020.11.03.~

2021.02.04.

디스커버

리 채널 

코리아, 

KBS2

땅만 빌리지 예능

강원도 양양군의 땅을 빌려 각자의 로망

이 담긴 세컨하우스를 짓고 마을 공동체

를 만들며 자급자족하는 과정을 담음

2020.11.08.~

2020.12.13.

채널A 

플러스

Bye Seoul 

여기, 살래?!
예능

서울에 집중된 부동산 과열 현상에서 

한발 물러나, 전국 각지에 숨겨진 알짜

배기 집을 소개함

2021.01.06.~ SBS 나의 판타집 예능

나만의 로망이 담긴 집을 구체화하고, 

자신이 제시한 꿈꾸는 판타지 집에서 

살아보며 집에 대한 환상과 현실을 체험

해봄

2021.01.12.~ 

2021.01.26.

디스커버

리 채널 

코리아, 

MBC

빈집 살래
시사/

교양

서울에 있는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새로

운 집으로 환골탈태하는 프로젝트로, 

의뢰인들이 선택한 빈집이 새집으로 변

화해가는 과정 및 건축가와 의뢰인 간의 

협업과정을 담아내고 있음

이미지 및 내용 참고(출처): 각 프로그램 홈페이지

팬데믹 이전의 집방이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주로 예능을 중심으로 

기획되었다면, 2019년부터 현재까지의 집방은 시사/교양까지 장르의 범

주가 확대되었다. 또한 인테리어나 집고치기/집짓기류의 집방에서 부동

산/투자 정보 제공 및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의 삶과 집에 대한 이야기, 

꿈꾸는 집 등에 대한 이야기 등을 녹아낸 방송들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집에 대한 조금 더 현실적인 정보들이 제공되었고, 집과 주거에 대한 다

양한 유형들과 이야기들이 소개되었으며, 살고 있는 집을 넘어서 빈집이

나 낡은 집에 대한 관심으로까지 소재와 내용, 그리고 포맷도 확장되었다.

20) 해당 소개는 시즌1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2020년 12월 4일부터 방영되기 시작한 시

즌 2는 MC(배우 신이)가 성장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전문가에게 추천받아 직접 동네와 

집 등을 돌아보는 포맷으로 구성되어 있다.

21) 해당 내용은 시즌1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시즌2는 2021년 4월 9일에 첫방송이 시

작된다. 시즌2에서는 여진구 대신 임시완이 출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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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방의 변화 특성 및 유형별 분류

2000년대 들어 비슷비슷한 포맷으로 기획되던 집방은 팬데믹이 유행

하면서 그 종류나 유형이 이전보다 다양화되고 있다. 2000~2017년 사

이의 집방은 대체로 집내외부의 변경이나 꾸미기, 집짓기 등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방송들은 집의 변화 과정과 변화 전후를 비

교해서 보여주거나, 아웃테리어나 인테리어, 개축이나 신축 이전의 집에

서 살고 있던 사람들의 안타까운 사연과 집 변화 이후에 그들이 느끼는 

감정이나 변화된 마음 등을 대비해서 보여주며 감동을 이끌어내고자 하

였다. 또는 집을 변화시키는 것을 취미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러한 

행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집과 노하우를 공유한다. 이러한 집방

의 참여자는 초반에는 소외계층이나 주거환경이 어려운 사람들이 대상이

었다면, 점차 집을 구매하고 싶거나 변화시키고 싶은 일반인에서 집고치

기나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은 특정인과 연예인까지 그 범주가 확대되었

다. 그러나 집방은 당시 유행이었던 먹방이나 쿡방과 같이 인기를 끌지

는 못했다. 2015~2016년 사이에 집방류의 방송들이 종편을 중심으로 주

도되긴 했으나, 유행을 주도하는 인기 방송으로 지속한 방송은 드물다. 

이에 대해 원용진은 “집방의 비인기는 우리 일상이 비루하다는 징후”라

고 말하면서 “집을 장만해야 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이자 성공한 삶의 반

열에 들어가는 것으로 여겨지는 집에 대한 이러한 신념과 이념 등의 변화 

없이는 집방에 공감을 느낄 인구는 한정”되어 있다고 하였다.22) 그만큼 

‘집’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현실의 삶과는 동떨어져 있었고, 먹방처럼 손

쉽게 접하고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고착화되어있었다. 

하지만 팬데믹이라는 위기로 인해 급변의 세상을 맞닥뜨리게 되면서 

팬데믹 전후로 다양한 집방이 방영되기 시작했고, 이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도 높아지기 시작했다. 팬데믹으로 인해 변화한 세상은 많은 것들의 

22) ｢<논단> 한국서 ‘집방’의 비인기가 던지는 교훈｣, �대한전문건설신문�, 2018년 03월 

0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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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을 이끌어냈는데, 그중 하나가 ‘집’이다. 집은 팬데믹 시기의 대표적

인 전환공간이다. 팬데믹 이전에는 집이 의식주라는 인간의 가장 기초적

인 조건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었음에도 노동이나 학업 등이 외부에서 이

루어지다 보니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러다 보니 

집이 삶의 장소로 여겨지기보다는 사고파는 투자 수단에 가까웠다. 그러

나 팬데믹이 온 후로는 외부보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이다. 그

러다 보니 이제는 집에서 모든 활동이 이루어진다. 이제 집은 복합적인 

삶의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생활문화공간이자 노동 및 학습공간이며, 취

향을 반영하여 나만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나만의 장소이다. 집에 거

주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집의 형태가 아파트에 한정되지 않고, 구성원

이나 사용 목적, 취향이나 개성 등에 따라 다양한 삶의 형태를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다. 이러한 모습은 최근 기획된 집

방들을 통해 더 잘 드러나고 있다. 

이제 집방은 단순히 집을 사고파는 것, 자랑하는 것을 넘어서서 집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고 있다. 집을 소개하거나 의뢰하는 사람들이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들이라는 점에서 이전 방송보다 친근해졌다. 연예인의 집이나 유

명인의 집을 자랑하는 차원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왜 이 집을 지었는지, 

왜 이 집에서 사는지, 왜 이 집을 원하는지 등을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그

렇다면 나도 이런 집을 꿈꿀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

게 되었다. 돈을 생각하기 이전에 삶에 대해 고민해보고 집의 의미와 역

할에 대해 조금은 가까이 다가가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

이다. 즉 2000년대 들어 방송되기 시작한 집방이 약 10여년간 집고치기, 

집짓기, 공간구조변경하기, 인테리어하기 등과 같은 한정된 소재로 내용

과 포맷을 구성하였다면, 2019년, 그리고 팬데믹을 겪으며 부동산(거주 

및 투자매물, 정보 제공 등), 집과 삶, 이상향의 집, 빈집 및 낡은 집의 리

모델링, 그 밖의 다양한 삶의 형태를 반영하고 있는 집 등으로 소재 및 내

용, 포맷 등을 확장하면서 다양화를 추구하고 있다. 2019년부터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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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방영되고 있는 집방은 이러한 ‘집’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조금씩 변화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이제는 ‘집’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사

회적으로도 이루어져야한다는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1> 집방의 변천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9년을 기점으로 집방의 종류가 늘어나면

서 집에 대한 시각도 다양화되고, 집의 의미와 역할에도 변화가 나타나

고 있음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이러한 집방의 변화가 보여주고자 하는 

집의 의미와 역할을 유형별로 나눠본다면, 다음과 같이 분류해볼 수 있다.

첫째, 자산으로서의 집이다. 자산으로서의 집은 변하지 않는 집에 대

한 인식 중 하나이다. 2020년 최고의 화제 이슈였던 부동산 규제와 집값 

폭등은 자산으로서의 집에 대한 관심을 폭발적으로 높였다. 그러나 현실

적으로 조건에 맞는 집을 구하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발품을 팔며 정보

를 얻어야 하지만 이 또한 쉽지만은 않다. <구해줘! 홈즈>나 <집 보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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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날>, <집사의 선택> 등과 같이 부동산 중개인이 되어 매물을 찾아주

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은 이러한 현실의 어려움과 관심을 프로

그램에 반영하고 있다. 조건에 맞는 집을 구하고 싶은 사람들이나 부동

산 정보를 얻고 싶은 사람들에게 관련 매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대중을 대신해 발품을 팔아주고 있다. 다만 지금의 방송들은 자산으로서

의 집을 아파트에 한정하지 않고, 주거 및 삶의 형태 혹은 의뢰인의 조건

에 따라 다양한 주택 유형이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주거든 

투자 목적이든 이전과는 다른 유형의 선택지 폭이 확대되었음을 보여준다.

둘째, 취향이 반영되는 사적공간으로서의 집이다. 2016~2017년도에 

방영된 인테리어 관련 집방과 현재 반영되고 있는 대다수의 집방에 등장

한 주택들을 살펴보면, 집주인이나 거주민들의 취향이나 개성이 집 내외

부에 반영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집이라는 것이 남에게 보

여주는 곳이 아니라, 사적 공간으로서 지극히 개인적인 만족과 기쁨을 

위해 짓거나 꾸밀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꾸미기를 

넘어서 정리를 통해 집을 변화시키는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집방류는 어떻게 인테리어나 정리를 하는지, 어떤 트렌드가 있는

지 등과 같은 관련 정보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시청자들이 정보를 얻어 행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셋째, 삶의 장소로서의 집이다. 위에서 언급한 취향이 반영되는 사적 

공간과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개인의 취향과 개성은 결과

적으로 삶의 방식으로 드러난다. 즉 집에는 거주민의 삶이 담겨있으며, 

그들의 기억이 쌓여 집의 역사, 넓게는 지역의 역사를 형성해나간다. 그

동안의 많은 집방들이 과거의 집, 그리고 현재의 집에 주목하여 둘의 변

화 모습을 비교하면서 집과 삶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이야기했

다면, 2021년 초부터 반영하기 시작한 <나의 판타집>은 게스트의 이상

향을 그려내면서 미래의 삶을 집에 담아내고 있다. 이제는 자산을 넘어 

삶의 장소로서 집이 중요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빈집이나 

낡은집의 변화를 통해 삶의 장소로서 누군가 살고 있는 집뿐만 아니라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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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 살았었으나 현재는 비어진 집도 새로운 삶의 공간으로서 누군가의 

삶이 이어져갈 새로운 장소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넷째, 움직이는 집이다. 이제는 집도 움직일 수 있으며, 지역을 이동하

며 집과 함께 여행하듯 살 수도 있다. 새로운 주거 형태를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고정관념처럼 여기던 집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변화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가를 고찰하게 한다. 미래의 집은 우리가 상상한 것들이 

현실화될 것이며, 우리의 고정관념을 뛰어넘어 새로운 주거와 삶, 주택

의 유형을 제시할 것이다. 움직이는 집은 그런 다양한 집의 유형 중 하나

를 제시한 것으로, 집의 의미와 역할이 점점 변화해가고 있음을 단적으

로 보여준 예시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팬데믹으로 인해 불가능해진 여행

을 움직이는 집과 결부하여 새로운 여행방식을 시도해나가고 있음을 보

여주고 있다.

이렇듯 2000년대부터 하나둘 방송되기 시작한 집방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면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집의 의미와 역할’ 또한 변화해가고 있

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III. 유형별 집방을 통해 본 ‘집’의 의미와 역할

1. 자산으로서의 집

대한민국에서 ‘집’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어쩌면 ‘자산’일지도 

모른다. 그만큼 한국 사회에서 좋은 집이라는 것은 ‘부(富)’의 맥락과 연

결되며, 좋은 집을 산다는 것은 ‘더 높은 계층으로 진입’했다는 의미이기

도 하다. 이서윤은 집이 “구별을 낳는 욕망의 공간”23)이 되었다고 말한

다. 1960년대 이후 급진적인 산업화와 소비사회로의 진입, 자본주의의 

발달은 금전만능주의, 물신주의와 같은 부작용을 낳았고, 그 결과 우리

23) 이서윤, ｢집, 구별을 낳는 욕망의 공간｣, 대안사회를 위한 일상생활연구소, �일상과 

주거�, 한울, 2018, 1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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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거문화는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채 ‘집이 곧 돈이며, 높은 경제적 위

치이자, 높은 사회적 지위이다’라는 인식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24) 그

래서 어떤 지역의 어떤 집에서 살고 있는지, 얼마짜리의 집인지, 몇 평 

혹은 몇 층인지 등이 그 사람의 사회·경제적 위치와 동일시 여겨지면서 

소위 좋은 집이라고 말하는 집에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대적 박탈

감을 안겨준다. 그러다 보니 많은 이들이 로또와 같은 집을 구매하기 위

해 많은 빚을 내고, 이마저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주거 빈곤에 시달린다.

오르락내리락 하는 부동산가가 대다수 사람의 최대 관심사가 되어버

린 현시대에 자산으로서의 집을 이야기 하는 것은 절대 낯설지 않다. 뉴

스는 말할 것도 없고 시사/교양, 예능에서도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는 화

제이다. 투자를 위해 돈이 되는 부동산이나 살고 싶은 부동산 등을 찾기 

위해서는 정보력이 필요한데, 방송을 통하면 오랜 시간 직접 발품을 팔

며 많은 정보를 얻어야 하는 수고스러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때문에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유용하게 다가온다. 그래서 집을 부동산 매물이자 

자산으로 바라보고 접근한 집방들은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에 맞는 다수

의 집을 보여주거나, 투자 가치가 있는 매물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대표적인 방송으로는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에 맞는 매물을 구해주는 

MBC의 <구해줘! 홈즈>나 SBS Biz의 <집 보러 가는 날>,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SBS Biz의 <집사의 선택>이 있다. 의뢰인이 있고 그들의 조건

에 맞는 매물을 찾아주는 프로그램은 출연진들이 부동산 중개인이 되어 

몇 개의 집을 구석구석 살피며 소개해준다. 그래서 대체로 의뢰인 소개 

및 조건 설명, 매물 소개 및 점검(지역, 집 내외부, 옵션, 인프라, 가격 

등), 의뢰인의 선택 순으로 내용이 진행된다.

24) 이서윤, ｢집, 구별을 낳는 욕망의 공간｣, 대안사회를 위한 일상생활연구소, �일상과 

주거�, 한울, 2018, 1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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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부동산 관련 주요 정보 마무리

의뢰인 소개 지역 소개 매물 외부 매물 내부 의뢰인의 선택

의뢰인의 집 조건 내부 구조와 가격/ 장단점 주변 인프라

<그림 2> <구해줘! 홈즈> 프로그램의 진행 순서와 제공되는 부동산 정보

출처: <구해줘! 홈즈> 52회(2020.04.05.)-싱글라이프를 즐길 1인 가구 집 찾기

<집 보러 가는 날>도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25) 두 방송은 ‘부동산 매

물 구하기’라는 포맷 속에서 집을 구하는 의뢰인과 부동산 중개인, 그리

고 집의 관계를 보여주며 ‘살고자 하는 집’을 구하고, 이 과정을 통해 실

거주에 적합한 다양한 주거 형태의 주택들이 생각보다 많으며, 살(Live) 

집을 구할 때 고려해야 할 팁이나 관련 정보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알려준

다. 그리고 집 가격을 공개하며, 의뢰인이 살고 싶은 집과 가능한 예산범

주, 현실적으로 맞닥뜨린 집값의 일치 또는 불일치하는 상황을 마주하며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오갈 수밖에 없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집은 누구에게나 큰 자산이고 한 번 취득하면 쉽사리 이동할 수 없

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들의 고민은, 한편으로는 우리의 고민으로 다가

온다. 반면 SBS Biz의 <집사의 선택>은 위의 프로그램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위의 프로그램들이 살(Live) 집을 구했다면, 이 프로그램은 

살(Buy)집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즉 투자 목적에서 어떤 집이 구매

하기 더 좋은 곳인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집사의 선택>은 두 지역

을 선정해 각 지역에 있는 매물을 보여주면서 투자 측면에서 유리한 조건

25) 다만 <집 보러 가는 날(시즌1)>은 의뢰인의 집에 대한 생각이 집 소개와 함께 덧붙여지

고 최종 선택한 매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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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비교한다. 그래서 패널도 세무사, 회계사, 재테

크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투자를 위해 고려해야 할 정보들을 함

께 제공한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매물들은 아파트뿐만 아니

라 빌라, 빌딩, 한옥 등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이다.

이처럼 위의 집방들은 자산으로서의 집을 다루면서, 실거주 혹은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찾아다니는 우리의 현시대를 방영한다. “그게 누구든

지 집이 큰 재산이니까. 집값이 오른다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그러시지는 

않겠죠.”26)라고 김동설 공인중개사가 인터뷰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

이 바라보는 ‘집’은 ‘재산’의 의미가 크다. 이는 이 집방들 속에서 제공되

는 ‘(집)값’과도 연결된다. 우리가 자산으로서 집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이 방송 안에서 집값이나 예산 규모가 부각되지 않겠지만, 이들 집방에

서 집값은 언제나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할 정보로 여겨지며 집값이나 예

산이 얼마인지는 의뢰인과 매물을 찾아주는 출연진들, 그리고 투자자들

이 중요하게 살피는 조건으로 등장한다. 이는 현시대의 집이 우리가 갈

망하는 대표적인 자산이면서 투자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2. 취향이 반영되는 사적공간으로서의 집

집은 한 개인의 작은 우주이자, 또 하나의 나 자신이기도 하다. 누군가

가 나를 집으로 초대한다는 것은 사적이고 내밀한 장소이자 그곳에 살고 

있는 자들의 작은 우주로의 입성을 허락한다는 것이며, 그들에 대해 알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친밀한 관계로 들어서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

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반대로 허락되지 않은 자가 나의 집을 침범했을 

시, 우리는 나 자신이 어떠한 공격을 받거나 불안정한 상황에 놓인 것과 

다를 바 없이 느끼게 된다. 이는 “인간이 집을 자신과 동일시하고, 집과 

26) <집 보러 가는 날> 1회, www.youtube.com/watch?v=tmwSrPxrufY(검색일 2021년 

02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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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녹아들어 있으며, 집에서 살면서 그 안에 현존”하고 있기 때문이

다.27) 인간이 집 안에 현존한다는 것은 ‘집에 살고 있는 자들이 그들만의 

흔적을 남기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한 집에 오래 거주

한 사람들의 집을 방문하면 집 안 곳곳에서 그들만의 개성을 보여주는 물

건이나 인테리어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같은 구조의 공간이더라도 

그들의 삶의 방식에 따라 다른 분위기를 풍기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왜냐

하면 집은 “인간 본질의 표현”28)이며, “가까이 있어 너무 당연시 여겨지

는, 우리 자신의 일부와도 같은 일상적인 사물들로 가득”29)하기 때문이다.

살고 있는 자들의 개성과 취향을 보여주는 집방 중 가장 대표적인 유

형은 인테리어와 관련된 방송이다. 인테리어 방송은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취향을 반영하여 집을 새롭게 꾸미거나 정리함으로써 공간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그 변화를 통해 삶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과정과 결과를 비교하여 보여준다. 이전에는 주로 <내방의 품격>, <헌집

줄게 새집다오>, <렛미홈> 등과 같이 집꾸미기에 집중되어 있었던데 반

해, 최근에는 <신박한 정리>라는 프로그램과 같이 집 정리를 통해 돈을 

들이지 않고 집 안에 숨어 있는 물건들만 잘 비워내도 집이 달라질 수 있

다는 것을 보여주는 새로운 포맷의 집방도 등장했다. 특히나 요 몇 년 간 

인기를 끌고 있는 미니멀리즘(minimalism)의 유행에 따라 주거에서도 

단순하고 간결한 삶을 담아내는 인테리어를 선보이고 있는데, 이 프로그

램은 그러한 트렌드를 반영하면서 정리 팁도 공유한다. 그리고 Before와 

After라는 변화 과정을 함께 지켜보면서 공간의 변화가 우리의 삶을 어

떻게 바꾸는지를 이야기함과 동시에 내 집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27) 오토 프리드리히 볼노, (Mensch und Raum), 이기숙, �인간과 공간�, 에코리브르, 

2011, 378쪽. 그는 이 책에서 “낯선 사람이 그의 의사를 무시하고 집의 영역으로 들어

오면 마치 신체적으로 타격을 받은 듯한 느낌을 받는다.”라고 언급했다. 

28) 오토 프리드리히 볼노, (Mensch und Raum), 이기숙, �인간과 공간�, 에코리브르, 

2011, 378쪽. 

29) 이-푸 투안, (Space and place), 심승희·구동희, �공간과 장소�, 대윤, 2011, 2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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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해준다. 이는 <신박한 정리>의 아래 소개에서도 알 수 있다.

“나만의 공간인 집에 물건을 버리고 공간에 행복을 더하는 노하우를 함께 

나누는 프로그램입니다. 정리해야 하는 물건들에 얽힌 인생 이야기를 나누

며 비움의 미학을 찾을 뿐 아니라 나의 인생까지 돌아볼 예정입니다.”
30)

위 프로그램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난 요즘 시대에 나만의 공간

인 ‘집’의 중요성을 포착하면서, 사람이 아닌 물건들로 가득한 집에서 이

를 비워냄으로써 집 안에서의 인간과 사람, 물건의 공존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다. 그리고 출연자들은 이러한 집 정리를 통해 물건에 관한 추억

과 삶을 상기시키면서 삶의 의미를 찾거나, 집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재

정의 내리기도 한다. 그래서 그동안의 인테리어 방송들이 참가자, 패널, 

전문가들이 직접 발품을 팔거나 집을 고치는 등 플러스알파의 요소들을 

통해 변화한 집의 모습에 주목했다면, 최근에는 기존의 삶(혹은 주거)의 

방식에서 새로운 취향으로의 변화를 꿈꾸는 주거인들의 모습에 좀 더 주

목하고자 하는 경향이 더해졌음을 알 수 있다.

<표 2> 인테리어 방송 유형의 특성

분류 집꾸미기 집정리하기

주요 프로그램
<내방의 품격>, <헌집줄게 

새집다오>, <렛미홈> 등
<신박한 정리>

공통점

∙집 공간 및 실내 장식의 변화 과정을 Before와 After의 비교를 통해 대비시켜 

보여줌

∙ 관련 전문가들이 팁/정보 등을 제공

∙ 트렌디한 주거 소품이나 공간 구성 등을 보여줌

∙ 집 내부의 변화가 어떻게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줌

차이점

∙리모델링하거나 새롭게 첨가되는 소

품 등을 통해 개인의 취향이 도드라짐

∙참가자, 패널, 전문가들이 직접 발품을 

팔거나 집을 고치는 등 플러스 알파

를 통해 변화한 집의 모습에 주목

∙비어내는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개인의 취향들이 발견됨

∙기존의 삶(혹은 주거)의 방식에서 새

로운 취향으로의 변화를 꿈꾸는 주거

인들의 모습에 좀 더 주목

30) 신박한 정리 제작발표회 라이브, www.youtube.com/watch?v=mISPqKrTWZ4(검색

일 2021년 02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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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삶의 장소로서의 집

집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거인의 개성과 취향을 담아내는 그릇이

면서, 삶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하다. 천태만상인 각기 다른 개인들의 삶

의 모습은 각자의 집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31) 집의 흔적을 보여

준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거주민의 삶을 보여주는 것과 같다. “일상을 살

아가는 공간에서 나와 동일시하게 되는 존재와 의미의 장소”32)로서 집은 

때론 인간의 삶의 의미를 만들어가고 적용해보는 실험실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래된 집은 지나온 시간만큼 축적되어 온 시공

간의 지층이 겹겹이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것은 외부 건축 구조나 

재료, 보수의 흔적 등을 통해서도 드러나지만, 대체로 인간의 흔적은 건

물 내부에 놓여 있는 많은 물건과 인테리어, 동선, 동식물의 흔적 등을 

통해 더 상세히 나타난다. 집에 새겨진 기억과 흔적이 거주민의 삶의 궤

적과 함께 하는 만큼 집을 돌아보다 보면 거주민의 취향뿐 아니라 일대기

도 마주하게 된다. 우리는 집 안에 걸려 있거나 놓여 있는 사진, 상장류, 

가구, 전자기기, 장식품을 비롯한 소품, 반려동물이나 식물 등을 통해 거

주민의 일대기를 유추해볼 수 있다. 

집과 함께 사람이 등장하는 집방은 외형적인 건축물이나 공간으로서

의 집에만 주목하지 않는다. 집을 공간이 아닌 장소로서 바라보며, ‘사람’

과 ‘그들의 삶과 의미’, ‘이상향’에 주목한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집방

은 EBS의 <건축탐구-집>, JTBC의 <서울엔 우리집은 없다>, SBS의 

<나의 판타집>, MBC의 <빈집 살래>를 꼽을 수 있다. 이 4가지 프로그램

은 ‘집’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는 사람 혹은 살고자 하는 사람’을 함

께 보여주며, 더불어 사람의 이야기와 그들만의 집에 대한 의미와 역할, 

31) 박재환, ｢일상생활에서의 집과 주거의 의미｣, 대안사회를 위한 일상생활연구소, �일상

과 주거�, 한울, 2018, 14쪽.

32) 최아름, ｢장소기억 회복을 위한 ‘빈집’ 기반 에코뮤지엄전시콘텐츠 기획 연구｣, 건국대

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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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향 등을 전해준다. 이 중 <건축탐구-집>은 다른 프로그램들과 달리 

시사/교양 장르라는 측면에서 ‘집과 사람, 공간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다

큐멘터리’로서 집에 접근한다. 기획의도를 살펴보면, “당신은 어떤 집에 

살고 있나요?”라는 물음을 던지며 집이라는 곳이 “바쁜 하루의 삶을 뒤로 

한 채 편히 쉴 수 있는 곳,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루를 장식하는 곳, 흩어

졌던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곳,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곳, 내 아이들

이 자랄 곳”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집의 모습이 시대에 따라 바뀌

었음에도 “‘집은 곧, 내가 살고 있는 우주의 중심’이라는 본질적인 가치만

은 변하지 않으며, 집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보이기 때문에 타인의 집

을 들여다보는 일은 그래서 재미있다.”고 밝힌다.33) 

집의 외형은 변하더라도 집이 가지고 있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획의도를 통해 보여주고 있으며, 집을 통해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다양한 집들

은 부동산적 가치가 아닌 삶의 의미를 내포한 가치와 맞물려 있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집과 주거양식의 존재는 다양한 인간 군상들의 삶의 형태 및 

의미 존재와도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획일적인 집의 형태와 단일적인 

삶의 방식이 전부인 양 강요받는 사회 속에서 이제는 ‘다양성’이라는 키워

드를 통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들이 창조되고, 양이 아닌 질이 우선시 되

는 ‘행복’ 추구의 사회로 나아가야 함을 집과 사람을 통해 전하고 있다.34)

33) <건축탐구-집> 프로그램 홈페이지, home.ebs.co.kr/ebshouse/main;jsessionid= 

7JNt9fDxFLasJQuCZHPuDTccEfv1b1eU7aA4Cy0g89witreMJ1SpHQkVm5xqgTKk.

enswasb03_servlet_engine3(검색일 2021년 02월 05일)

34) ‘나의 집은 나의 별’ 편에 나온 박진성 씨(건축주)의 ‘돌로 만든 집’은 함께 사는 반려동

물들을 위한 집이자 박 씨의 오랜 꿈을 실현한 집이다. “개와 고양이는 박진성 씨에게 

가족 같은 존재입니다. 먹을 때도 예외가 없죠.”라는 내레이션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박 

씨가 지은 집 곳곳에는 반려동물을 위한 배려가 녹아있다. 그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좋

은 사람들, 좋은 동물들과 인연을 맺어서 참 좋았으나, 이제는 내 수명보다 더 길 것 같

은 동물들을 떠안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자신보다 수

명이 긴 동물들을 내가 돌봐줄 수 없을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그만큼 그는 동물

을 사랑하는 사람이며, 집에도 그러한 그의 가치관과 이상향이 녹아있다. 그는 “상상 

이상으로 행복하죠. 집이 아지트이고 하나의 소우주고 저의 세상이에요”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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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건축탐구-집: 나의 집은 나의 별>편의 공동체 주택 관련 인터뷰 내용

인물 인터뷰 내용

박창현/

건축 소장

Q. 이런 다세대 주택을 짓게 된 이유가 뭔가요?

A. 경제적 수단으로 보고, 주택을 설계하거나 건물을 짓다 보니까 사실은 들어와

서 살고 있는, 혹은 살 사람에 대한 고민은 항상 뒷전이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삶의 질이 계속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해결되지 않고 있구나’하

는 갈증이 있었고요.

조유림/

2층 거주자

여기 집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보증금도 굉장히 낮고 이 집의 시세와 서울 

(다른 집들의) 상황을 생각하면 보증금의 90% 정도 대출 가능한 상태였고 

금리가 굉장히 낮아서 지금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중략) 

보통 집 계약이 2년이다 보니까 항상 1년 동안 조금 꾸미고 안정적으로 살다가 

1년이 넘어가는 시점부터 저는 언제나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집에 와서는 

“제 집 같은 거에요.” 우선 집이 너무 예뻤고 이 집에서 오래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었고 삶의 질이 높아졌다고 해야 할까요. 그게 그 집이 주는 안정감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반면 예능프로그램인 JTBC <서울엔 우리집은 없다>와 SBS <나의 판

타집>에서는 ‘사람들의 집에 대한 로망’을 현실로 가져와 보여준다. <서

울엔 우리집은 없다>는 각자 마음속에 품고 있던 드림 하우스를 찾아 서

울을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는데, 왜 그들이 서울이 아닌 

타지역에서 집을 짓고 그들이 원하는 집을 짓고 사는지를 보여준다. 서

울의 주택값이 천정부지로 올랐음에도 ‘인서울’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

전히 많은 현실과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어떤 집에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보게 한다.

반면 <나의 판타집>은 ‘내가 꿈꾸던 집’을 찾아주고, 그 집에서 거주감

을 느껴보는 국내 최초 ‘거주감 체험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다. “누구에게

나 인생 최대의 선택 중 하나인 집도 살아보고 나서 나에게 잘 맞는지 판

단할 수는 없는 걸까?”35)란 의문에서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게스트가 꿈

꾸는 집에 대해 설명하고, 제작진이 찾은 꿈의 집에 들어가 먹고 자고 즐

기며 직접 살아봄으로써 환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체험한다. 이큰별 

35) <나의 판타집> 프로그램 홈페이지, programs.sbs.co.kr/enter/myfantasyhouse/main 

(검색일 2021년 02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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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는 “우리가 ‘사고 싶은 집’에 대한 고민은 많이 하는데 어디서 살고 싶

은지에 대한 고민은 구체적으로 하지 않는데 이 프로그램에서는 의뢰인

이 살고 싶은 집에 대해 고민해보고, 실제로 그 집에 살아보고, 또 이런 

집을 위해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주고자 

한다”36)고 인터뷰를 통해 기획 의도를 밝혔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다

른 집방과 달리 체험적 요소를 더해 거주감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과 

집·거주·삶에 대한 의미에 대해 돌아보게 하며, 상상이 현실이 될 수 있

다는 사실도 깨닫게 해준다. 

<그림 3> <나의 판타집: KCM편>을 통해 살펴본 집의 의미

이처럼 집은 “일상생활의 꿈과 새로운 설계가 배태되는 내밀한 공간”37)

이다. 그렇다면 비어있는 집은 어떨까? 집방에 등장하는 많은 집들이 누

군가 살고 있는 집을 소재화했다면, MBC와 디스커버리 채널 코리아가 

공동제작한 다큐 플렉스 <빈집살래>는 기존의 발상을 전환해 ‘빈집’을 소

36) ｢“‘나의 판타집’은 집방이라기 보다는 꿈방이죠”｣, �한국경제�, 2020년 12월 29일자.

37) 박재환, ｢일상생활에서의 집과 주거의 의미｣, 대안사회를 위한 일상생활연구소, �일상

과 주거�, 한울, 2018, 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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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했다. 이 프로그램은 빈집을 다시 ‘살아 있는 집’으로 되돌리는 ‘서울 

시내 빈집을 활용한 집짓기 프로젝트’를 선보였다. 인구소멸 문제와 더불

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빈집 문제는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풀

어야 할 숙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서울시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 리모델링 사업뿐만 아니라 빈집뱅크와 같은 빈집

과 빈집을 구입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방송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홍보되었고, 본 방송 이후 빈집 매입에 

대한 문의가 폭주하기도 했다.38) 신청자를 받아 선정한 후, 의뢰인에게 

빈집 매물을 보여줘 선택하게 하고, 선택한 빈집을 의뢰인의 요구에 맞

게 리모델링해준 이 프로젝트성 프로그램은 빈집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줬다. 빈집이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빈집도 어

떤 사람을 만나 어떤 삶을 그리느냐에 따라 변화 가능하며 가치 있는 것

이 될 수 있다는 것을 3개의 사례를 통해 증빙되었다. 특히나 빈집의 변

화는 빈집이 과거 집의 흔적과 기억이 내재되어 있고, 이것이 현재를 만

나 과거와 현재의 시공간이 공존하는 기억의 저장고로서, 지역과 집의 

변천사, 주거와 삶의 변천사를 보여주는 시공간의 매개물로서도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아파트로만 통용되는 주택의 모습

이 빈집을 개조해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집의 가치가 돈으로만 

평가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해 물음을 던지게 했다.39) 

38) ｢MBC ‘빈집살래 in 서울_확장판’,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된 빈집으로 내 집 마련!｣, �문

화뉴스�, 2021년 01월 12일자.

39) <빈집 살래> 에피소드2, www.youtube.com/watch?v=rxfhis_OZWQ(검색일 2021

년 02월 04일) 에피소드 2의 의뢰인인 김지완(39세/남편) 씨는 “내 집 마련 ‘아파트’가 

유일한 ‘답’인 걸까?”와 같은 물음에 다음과 같이 인터뷰를 했다. “친구들 만나면 항상 

하는 소리가 ‘너희 아파트값 올랐냐’ ‘얼마나 올랐냐’. 그냥 돈인 거예요, 아파트는 돈

이고 집을 돈으로 보는 자체가 너무 싫었어요.” 이 인터뷰를 통해서 김지완 씨의 집에 

관한 생각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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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빈집 살래>에서 보여진 빈집 및 의뢰인들의 생각 변화

차수 제목 의뢰인 위치 빈집의 변화 전후 모습 집에 대한 의뢰인들의 생각(변화)

1
기적의 

반쪽 집 

4인 가족

(부부, 

어린 

두 딸)

종로구 

신영동

정영옥(아내): “같이 나이 들어가는 공간

인 것 같아요.”

김지완(남편): “너무 소중한 공간이죠. 소

중한 아내와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니까. 당당하다고 해야 하나. 

아이들에게 이런 곳에서 자랄 수 있게 해줘

서. 너무 좋아요. 아빠나 남편 입장에서.” 

2

숨바

꼭질 

하우스 

숨바꼭질이

취미인 

개구쟁이 

신혼부부

(결혼

3년차)

강북구 

번동

이정인(아내): “빈집을 갈아엎고 우리 집

만 으리으리하게 짓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

과의 조화, 소통같은 창구로서 이걸 남겨

두고 싶어요.”

유병우(남편): “빈집이니까 우리가 원하

는 대로 구조변경도 정할 수 있고 마음대로 

꾸밀 수 있다는 점이 큰 것 같습니다.”

이정인(아내): “삶이 제가 봤을 때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3

한옥, 

청춘을 

위로

하다 

청년(홍대 

동양학과 

졸업생, 

여성4인)

종로구 

원서동

“‘잠만 잘 수 있는 공간만 있어도 어디야’ 

라는 생각에서 생존이 아니라 행복하기 

위한 공간이 된다는 건 삶의 질이 엄청 

다르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운 좋게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돼서 좋은 공간에 

들어오게 됐는데 아직도 여전히 청년들은 

작은 공간에서 살고 있다. 앞으로 그런 

현실이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4. 움직이는 집

집은 부동산(不動産)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주지를 이동하기 위해서

는 집에서 집으로 이사를 해야 한다. 살던 집에서 살고자 하는 다른 집으

로 사람이 움직여야 한다. 하지만 점점 집이라는 것도 동산이 될 수 있다

는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여행이 힘들어지면

서 대안 방안으로 차를 이용한 차박(차에서 숙박을 하는 것)과 차를 이용

한 캠핑이 인기를 얻으면서, 캠핑카를 이용해 이곳저곳을 자유롭게 이동

하며 여행하듯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40) 박영숙·숌 함

슨(2017)41)은 일자리를 찾아 전 세계를 떠도는 젊은이들뿐 아니라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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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여유와 시간이 있는 은퇴자들이 미래에는 이동식 주택을 찾을 것이라

고 이야기한다. 노마드 문화가 만드는 이동식 주택 문화는 캠핑카를 비

롯해 트레일러, 현장에서 조립하는 이동식 주택 등의 성장을 이끌고 있

으며, 미국에서는 이러한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한다. 모빌리티

(Mobility) 산업이 각광받고 있는 현시대에 ‘움직이는 집’으로의 인식 전

환은 더이상 새로운 일이 아니며, 가까운 미래에는 해당 산업에서 새로

운 분야가 창출될지도 모를 일이다. 이제는 집이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

으로 불려도 이상할 것 없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이는 집을 보여준 대표적인 집방을 살펴보자면, tvN의 

<바퀴 달린 집>이 있다. 세 명의 배우가 바퀴 달린 집을 타고 전국을 유

랑하며 소중한 이들을 초대해 하루를 살아보는 버라이어티이다. 바퀴 달

린 집의 탄생은 ‘내 집 장만이 로또가 되어버린 현실’이라는 기획 의도에 

대한 설명 문구를 통해 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절망이 새로운 집에 대한 

갈망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다. 또한 한 번 집에 정착하

면 자유로운 이주가 어렵고 현실적인 여건들로 인해 내 맘대로 선택하기 

어려운 부동산의 특성에서 벗어나 ‘살고 싶은 곳 어디든 내 맘대로 골라

서 살아볼 수 있는 집’을 꿈꿔보는 누군가의 이상을 방송에서 그려보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나 여행을 떠날 수 없고 자유로운 이동에 제한이 

있는 현시대에 ‘움직이는 집’은 제법 이상적인 형태의 집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이 방송은 “작은 공간으로 생활영역을 집약한 이동식 주택

인 ‘타이니하우스(Tiny house)’ 트렌드를 반영하면서, 고정된 장소에 자

리 잡은 집, 부동산적 가치로만 평가되던 집에 대한 고정 관념을 깨뜨리고, 

새로운 의미의 주거 가치관을 제시”42)했다는 평을 받았다. 아래 <그림 4>

40) ｢코로나19·튜닝 규제완화 등 영향…상반기 캠핑카 튜닝 3배 증가｣, �KBS NEWS�, 

2020년 7월 20일자.

41) 박영숙, 숀 함슨, �주거혁명 2030�, 교보문고, 2017, 88-92쪽.

42) ｢코로나 시대 채널 어딜 돌려도 나오는 ‘미니멀라이프’｣, �미디어오늘�, 2020년 10월 

3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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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보이는 것처럼, 바퀴 달린 집은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집’으로서 “바

퀴 달린 집이다 보니까 자유롭게 어디든 갈 수 있는 그런 재미”(성동일)

난 집을 보여주며, ‘쉼과 여유가 있는 집’으로서 “‘그냥 하루 정도 이사 갔

다 온다’ 뭐 이렇게 가고 싶은데 가서 편하게 쉬면 좋겠다.”(김희원)는 마

음이 반영된 집과 힐링이 조합된 집의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문만 

열면 싱싱한 식재료가 있는 집과 좋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집’으로서 “빠

질 수 없는 게 지역 특산물이나 요리가 아닌가, 장보고 직접 해서 먹어보

고 그게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 싶어요.”(여진구)의 말처럼 이동한 지

역의 살아있는 음식들을 접하며 사람들과 이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지역과 

음식, 사람이 결합한 집의 매력에 대해 보여주고자 하였다. 즉 <바퀴 달

린 집>이라는 집방을 통해 이동하는 집이라는 새로운 집의 형태를 보여

주면서 기존의 집이 가지고 있던 고정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여행의 장

점을 결합한 새로운 주거 형태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주

었다.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집 쉼과 여유가 있는 집 문만 열면 싱싱한 식재료가 있는 집

& 좋은 사람들이 함께 하는 집

<그림 4> <바퀴 달린 집>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집의 의미와 역할

출처: 제작발표회 영상(www.youtube.com/watch?v=1u8jK0PbakA)

IV. 결론

“모든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집은 물리적 세계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인지적 세계의 중심”이다.43)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집이라는 것을 재산, 

43) 존 S. 앨런, (Home), 이계순, �집은 어떻게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었나�, 반비, 2019, 3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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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수단과 등가처럼 여겼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집’이라는 것이 투기

의 대상으로 여겨졌고, 청약아파트가 일확천금을 거머쥘 수 있는 일명 

로또라 불리며 ‘줍줍’이 이루어지기까지 했다. 특히나 정부의 계속되는 

부동산 정책 개편과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의 상승은 집과 주거에 대한 

절망과 위기의식을 견인하며, ‘집’에 대한 국민의 욕망을 무섭게 불붙이

고 있다. 이는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집과 관련된 기사들 속에서 ‘영

끌’, ‘패닉바잉’, ‘벼락거지’, ‘청포족’, ‘끊어진 사다리’ 등의 용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연유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집을 삶의 

주거지이자 생활중심지로 바라보면서, 팬데믹으로 인해 변화하고 있는 

집의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해볼 필요가 있다.

팬데믹은 이제 우리와 함께 가야 할 운명공동체가 되었다. 이제는 팬

데믹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팬데믹이 변화시

킨 집의 의미와 역할 또한 이전과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미 변

화는 시작되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혹은 사용하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업들도 성장하고 있으며, 미래의 집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직주일치가 이루어지는 집은 앞으로 지어질 

집에 대한 밑그림을 다르게 그려내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아파

트형 구조가 아닌 전염병으로부터 보호 가능하고 밖에 나가지 않아도 집 

내부에서 자연과 외부활동을 즐길 수 있는 구조가 될지도 모른다. 어쩌

면 ‘집’이 ‘사람’에게 ‘왜 필요’한가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에서부터 집짓기

가 다시 시작될지도 모른다. 팬데믹은 움직일 것 같지 않던 부동산의 변

화, 그중에서도 집에 대한 변화를 이야기하게 했다. ‘사람’에게 ‘필요한 

집’은 ‘어떤 집’인가에 대한 고민이 전 세계적으로 시작되었고, ‘이전과는 

다른 집’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국내에

서도 집에 대한 의미와 가치, 그 변화 등에 대한 논의들이 조금씩 등장하

고 있다.

본 논문에서 집방에 주목해 ‘집’의 의미와 역할 변화를 고찰한 것은 이

러한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집’에 대한 고정적인 사고를 되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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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함이었다. 또한 앞으로 우리가 ‘집’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

해 진지하게 생각해보면서 집방을 통해 보여지는 집의 의미와 역할의 다

양성을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수용할 필요가 있음을 이야기하고자 하였

다. 획일적이고 단선적인 사고가 얼마나 우리 사회를 삭막하고 무섭게 

만들어가는지, 어떻게 모두가 투기꾼이 되어 자본의 욕망을 좇으며 세상

과 투쟁하게 만드는지, 현시대의 사회적 현상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

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팬데

믹으로 인해 패러다임이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의 집방 유

행을 그저 한때의 트렌드로 치부하기보다는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자 사고 전환의 기회로 여기고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집방이 쿡방이나 먹방처럼 한때의 유행처럼 지나갈지, 혹은 우리 사회

에 유의미한 메시지를 남기며 새로운 사고의 전환을 이끌어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다른 연구에 비해 선행연구가 거의 없고, 아직까지 

현재진행형인 집방을 연구한 것은 팬데믹으로 인해 변화하고 있는 집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방송과 맞물리며 일정 부분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다. 근현대를 거치며 집에 대한 인식이 

다른 것들에 비해 지나치게 자본화되고 자산으로만 여겨지는 집에 대한 

생각이 고착화됨에 따라 나타나는 사회의 부작용 역시 이제는 해결점을 

찾아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것이 비록 당장의 효과

나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하더라도, 방송을 통해 대중들과 지속적으로 소

통하며 집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양한 주거 형태와 삶에 대해 논하다 보

면 언젠가는 앞서 살펴본 것보다 더 다양한 양상들이 나타날지도 모른다. 

부디 집방의 유행이 지금 이 시기의 짧은 유행으로 끝나지 않고, 다양한 

포맷을 통해 ‘집’이라는 것을 새롭게 조망할 수 있기를 바라며, 관련 연구

들이 추가로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집의 의미와 가치, 역할에 

대해 인문사회학적 관점에서 다각적으로 바라보고 논할 수 있는 장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희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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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Change in Meaning and Role of 

House through ‘Jipbang’

Choi, A Reum

“Jipbang”, a broadcast based on a house, is in vogue. Unlike past 

broadcasts, which focused on changes in the interior and exterior of the 

house, the current types are quite diverse. The house, which has not 

received attention beyond the stage in broadcasting, is now attracting 

attention and being utilized as a broadcasting material for everything related 

to the house, including the exterior of the house, the interior, people, 

housing, and tastes. In particular, the meaning and role of the house changed 

due to the pandemics are reflected in the house. The paradigm of “home” 

and “housing” is changing, suggesting that new meanings and values are 

needed now. In this paper, we will examine the types of ‘Jipbang’ and 

analyze how the house’s meaning, value, and role are changing by 

examining how the house has changed, what types of Jipbang are currently 

being aired, and the characteristics of changes in the house. And by 

classifying them by type, I would like to discuss the researcher’s thoughts in 

detail about the social meaning and role of the house to be expressed 

through jipbang.

Key Words : Jipbang, house, dwelling, pandemic, meaning and role of 

house, broadcasting conten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