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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매체를 통한 고시원 인식 분석 연구
A Study on the Analysis of the Perception of Gosiwon through Media

                                                  김현수*                 신욱현*                 유해연**  
                                        Kim, Hyeon-Soo      Shin, Uk-Hyun      Yoo, Hae-Yeon  

  

Abstract
As one of the types of non-housing for the social stratum, it is inevitable to consider Gosiwon. The view of Gosiwons for 

single-person households is very negative, which can be seen as having ad effect on reducing the room for improvement.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of Gosiwon, which is being used as a space background and 

reference in domestic media, and to improve the image of Gosiwon exposed in the media. The research procedure for this is 

as follows. First, the background of the appearance of Gosiwon and related policies were examined. Second, when 

Gosiwon appeared through news and newspaper articles, keywords that could be mainly found were identified. Third, 

characteristics were derived by examining the cases of Gosiwon appearing in various media such as movies, novels, and 

webtoons. Finally, the image of Gosiwon reflected in various media was organized into keywords, and the direction to 

improve it was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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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쪽방, 여인숙과 함께 사회계층을 위한 비주택 유형의 하나로 고시원이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1인 가구를 위한 고시원에 대

한 시각은 매우 부정적이다. 고시원과 관련한 인터넷 뉴스와 신문기사와 같은 보도 자료로 빈번히 언급되고 있으며, 드라마와 영
화와 같은 미디어 매체에서 배경으로 사용되는 등 고시원은 미디어 매체에서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미디어 매체에서 
보여지는 고시원은 주거 환경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인 인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 9월 발생한 고시원 운영자 살해 
사건을 비롯해 비주택 주거지 안팎에서 일어나는 각종 범죄 사건들은 취약 주거에 관한 여론은 집중시키지만, 대게 부정적인 시
선에서 조망되기 때문에 개선에 대한 의지 자체를 저하시키는 문제가 초래된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하여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관련 주거정책이 보완 및 수정 과정을 거치는 중에 있지만, 제도·환경적 측면에서의 문제만 해결할 뿐 인식적 측면에서의 
개선까지는 이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미디어 매체에서 공간 배경 및 소재로 활용되고 있는 미디
어 매체 속 고시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미디어에서 노출되는 고시원의 이미지를 개선 방향에 목적을 두고 있다.

2. 연구의 범위 및 절차
본 연구를 위해 2010년대 초반부터 2022년 현재까지 고시원과 관련해 제작된 뉴스 및 신문, 영화, 드라마, 웹툰, 다큐멘터리 5

가지의 미디어 매체를 통해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시원의 등장배경과 관련 정책을 살펴보았으며 둘째, 뉴스, 신문기사를 통해 고시원이 
등장하는 경우, 주로 발견할 수 있는 키워드를 확인하였다. 셋째, 영화, 소설, 웹툰 등 다양한 매체에서 등장하는 고시원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특징을 도출하였다. 끝으로 다양한 미디어 매체에서 반영되는 고시원의 이미지를 키워드로 정리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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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고시원 등장배경 및 현황

고시원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구획된 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
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으로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라 다중이용업소로 구분되며 다중생활시설로 불리
고 있다.

1970년대 사법, 외무, 행정고시 등의 시험을 준비하는 고시생을 위한 전용 하숙의 형태로 생겨났다. 이후 대학정원과 고시선
발인원이 늘고 취업난이 심화됨에 따라 고시지망인구가 증가하고 고시원의 수도 증가하였으며 신촌, 혜화, 안암 등 대학가를 중
심으로 확산하게 되면서 고시촌을 형성하게 되었다. 1997년 IMF가 일어남에 고시원은 저렴한 거주공간으로 확대되었고 직장인
들과 일반 저소득층이 유입되기 시작되었다. 이후 로스쿨 제도의 도입과 온라인 강의의 확산으로 고시생이 줄어들고 저렴한 거
주지를 찾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고시생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2000년대 초반을 기점부터 2017년까지 전국의 총 고시
원 수는 증가하는 추세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열악한 주거환경임에도 서울 도시 내에서 거주공간의 마련이 어려워 무주택
자(주거취약계층)들은 도심 내 저렴한 주거지인 고시원에 거주하기 시작하며 수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2018

년부터 고시원의 수는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이는 사회적 이슈(2018년 국일고시원 화재, 2019년 코로나19 발병, 2022년 신림동 
살인 사건 등)로 인해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고시원은 고시원, 고시텔, 리빙텔, 레지던스, 하우스 등 다양한 이름
으로 불리고 있는데, 이는 고시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 다른 명칭으로 불리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1. 전국 고시원 증감 추이 분석표
(출처: 소방청(2022), 2022 소방청 통계연보)

그림 2. 고시원 간판
(출처: 카카오맵)

III. 미디어 매체별 고시원 현황

1. 뉴스 및 신문
뉴스 및 신문 분석을 위해 주요 언론사를 중심으로 5개 이상의 언론사에서 보도된 기사를 바탕으로 주제별 및 연도별로 분석

하였다. 

주제별 키워드 추출의 경우 범죄, 사고, 실태 총 3가지로 분류하여 추출하였으며 열악한 주거환경과 관련된 자료들을 선정해 
분류 및 정리하였다. 먼저 범죄의 경우 살인, 성폭행, 방화 및 상해 등 모두 이웃(주인)간의 갈등으로 인해 발생하였으며 갈등의 
주원인으로는 소음, 다툼, 금전, 정서적 문제 등으로 이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임을 확인하였다. 

사고의 경우, 대게 초기 대응 실패가 큰 사고로 이어지는 원인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일 고시원 화재(2018) 역시 스프링
클러 작동 오류로 인한 초기 진압 실패가 대형 참사로까지 이어진 사례이다. 이후, 정부 및 지자체는 간이스프링클러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고시원 내부 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실태의 경우, 도출된 키워드들은 범죄와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된다. 가장 문제가 되었던 사안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격리 환경으로 협소한 개인 공간과 빈번한 공용공간 사용으로 인해 바이러스 노출의 위험성을 들 수 있다. 2년간 펜데믹 시
기를 거치며 고시원 나름의 방역 대책을 확립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주거 공간 자체가 지니는 평면적 한계가 남아있는 현실이다.

주제 범죄 사고 실태
키워드 살인 / 성폭행 / 방화 / 상해 화재 / 누수 채광 / 보안 / 방음 / 스프링클러

표 1. 주제별 키워드 추출

연도별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다. 살인(폭행, 협박), 방화의 경우 모든 연도에서 발생하였으며 2020~2021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한 상황으로 “자가격리, 재택치료, 폐업” 등의 키워드가 도출되었다. 2018년 기준 국일고시원 화재가 발생
한 이후 간이스프링클러 지원사업이 추진되면서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큰 인명피해는 현저히 적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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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뉴스 제목 언론사 키워드

2018
- 종로 고시원 화재 참사 49재…“재발 막을 주거 대책 마련해야” KBS뉴스 국일고시원 화재

고독사
살인

- 명절에도, 누군가는 홀로 죽어가고 있다 머니투데이
- “시끄럽다”며 고시원 이웃에 흉기 휘두른 30대 구속 국민일보

2019
- “무시당해 화났다” 고시원에 불 지르려던 60대 실형 연합뉴스 방화

화재
살인

- 서울 마포구 고시원 객실서 불…입주민 18명 대피 소동 SBS뉴스
- 타인은 지옥이다?…횡령 들킬까봐 업주 살해한 고시원 총무 서울신문

2020
- ‘소음 항의’ 격분해 고시원 이웃 살인…60대 남성 구속영장 MBC뉴스 협박, 살인

위장전입
자가격리

- 청약 당첨자 쏟아지는 수상한 고시원... 알고보니 위장전입 명소 연합뉴스
- “돈이 없어서...” 창문없는 고시원서 지내는 자가격리자 연합뉴스

2021
- 재택치료 불가능 쪽방촌 고시원 확진자 시설 입소 못 해 방치 KBS뉴스 재택치료

폐업
폭행, 협박

- “폐업합니다”.. 학생들 떠난 노량진, 고시원도 음식점도 ‘텅텅’ 머니투데이
- “저 죽어가요” 다급한 신고... 이웃 폭행에 숨진 노인 SBS뉴스

2022
- 술 먹고 화나서...새벽에 다툰후 고시원 방에 불지른 60대 머니투데이 살인

성범죄
방화

- 신림동 고시원 건물주 살해 혐의 30대 구속...“도망 염려” 중앙일보
- 알몸으로 여성 전용 고시원 침입한 20대 남성..주거침입 협의로 입건 MBC뉴스

(출처: 각 언론사 홈페이지)

표 2. 연도별 키워드 추출

2. 영상매체
미디어 매체 중 영상매체를 분석하기 위해 영화, 드라마 및 다큐멘터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고시원을 주제로 다룬 영화

(2개)와 드라마(2개), 다큐멘터리(2개)를 분석하였다. 영상매체 속에서 고시원의 협소한 공간감을 표현하고 벌어지는 일말의 사
건들 등 부정적 요소들이 비춰지는 암울한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목(연도) 매체 속 고시원

영화

빗자루, 금붕어 되다
(2010)

- 제대로 된 일자리 하나 없이 달동네 고시원에 기거하는 50대 장필의 이야기
- 고시원의 협소한 장소와 골목길을 표현, 점차 부정적으로 바뀌어가는 주인공

범죄의 여왕
(2016)

- 고시원 내부에서 폭행, 살인미수 등 사건들이 발생하며 암흑적인 분위기가 연출, 고시원의 주거환경에 
직접적인 묘사

- 전체적으로 고시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보이는 작품

드라마

혼술남녀
(2016)

- 노량진 고시촌에서 서로 다른 이유로 혼술하는 노량진 강사들과 공시생들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
- 촬영 각도를 통해 협소한 고시원의 공간감을 표현

타인은 지옥이다
(2019)

- 시골에서 상경한 청년이 낯선 고시원에 입주하면서 생기는 사건들, 무거운 분위기가 잘 드러남
- 하이앵글을 통해 고시원의 협소한 공간감을 표현

다큐멘터리

다큐멘터리 3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 - 노량진 고시촌에 사는 공무원, 고시등의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생활을 담은 다큐멘터리

다큐 시선 - 나의집은 
고시원(2019)

- 화재사고와 인명피해, 고시원 관련 정책의 부족함, 고시원의 인원 증가에 따른 문제 등 사회의 주요 고시원 
관련 이슈

- 고시원에 관련된 정책의 부족과 열악한 주거환경이라는 인식을 투영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인식개선과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

(출처: 네이버 영화, 티빙 홈페이지)

표 3. 영상매체 별 고시원

3. 인쇄(문자) 매체
인쇄매체는 웹툰(1개) 및 도서(2개)를 살펴보았다. 인쇄(글자)매체의 경우 ‘나’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작성되었기에 영상매체

와 다르게 1인칭 시점에서의 고시원을 경험할 수 있다. 웹툰의 경우 영상매체와 비슷하게 어두운 색감을 사용하였다. 인쇄 매체 
또한 고시원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소재로 작성되었기에 부정적인 내용이 주로 이뤘다.

제목(저자, 연도) 매체 속 고시원

도서

카스테라 - 갑을고시원 체류기 
(박민규, 2012) - 갑을고시원 체류기에서는 주인공인 ‘나’가 갑을고시원에서 2년 6개월 간 지내면서 느낀 부분을 그려낸 단편소설

버티는 삶에 관하여
(허지웅, 2014)

- 에세이 일부에 고시원 생활배경, 자신이 고시원에서 10년정도 거주하면서 느낀 것을 바탕으로 작성한 도서, 
방음도 안되는 협소한 공간과 공용시설을 함께 이용해야하는 불편함과 이웃사람들과의 다툼 등이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

웹툰 타인은 지옥이다 
(김용키, 2018)

- 웹툰에서 고시원 공간에 대한 묘사가 대사로 직접 이루어지며, 전체적인 그림체의 색감이 어둡게 형성, 
고시원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전개되면서 암울하고 극단적인 표현들이 반영

(출처: 네이버 도서, 네이버 웹툰)

표 4. 인쇄(문자)매체 별 고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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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미디어 매체를 통한 인식 개선방향

자료 분석결과, 뉴스 및 신문 가운데 고시원에 관한 긍정적 보도도 일부 존재했지만, 대중에게 노출되는 횟수가 부정적 보도에 
못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뉴스 및 신문 보도를 제외한 미디어 매체(영화, 드라마, 웹툰 등)는 고시원의 부정적 요소만
을 소재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실시한 설문조사<표 5>에 따르면 사회적 이슈에 대해 매체에 영
향력은 상당수 많이 받고 있으며 TV, 인터넷 포털, 소셜미디어, 인터넷 신문에서 절반 이상이 영향을 받는다고 답하였다. 이를 통
해 매체를 통해 고시원의 모습이 부정적으로 비춰질수록 고시원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력이 증가할 것으로 사료된다.

매우 영향을 미친다 영향을 미치는 편이다 보통이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TV 25.6 47.1 20.2 4.9 2.2
인터넷 포털 21.8 47.9 23.2 5.4 1.7
소셜미디어 21.9 41.2 26.2 7.4 3.2
인터넷 신문 12.8 43.8 31.9 8.1 3.4
라디오 7.3 36.4 38.5 12.5 5.3
종이신문 5.4 33.5 37.9 15.6 7.7

(출처: 한국언론진흥재단(2021), 2021 소셜미디어 이용자 조사, p.18) (단위: %)

표 5. 사회적 이슈에 관한 매체 영향력

따라서 미디어 매체를 통한 고시원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미디어 매체의 고시원에 대한 편향적인 인식을 지적하며, 매체별
로 고시원의 긍정적인 부분 또한 함께 소재로 다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1인가구 또는 주거취약계층의 거주공간
에 대한 발전도 도모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V. 결 론

본 연구는 1인 가구를 위한 고시원이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사회적 인식에 대한 문제 제기로 시작되었다. 주거안전취약계층을 
위한 비주택 유형 중 하나인 고시원이 사건 사고로 인해 빈번히 미디어에서 부정적 이미지로 언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미디어 매체에서 공간 배경 및 소재로 활용되고 있는 미디어 매체 속 고시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이미지 개선 방
향 모색에 목적을 두고 있다. 

미디어 매체 속 고시원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6가지의 매체(뉴스 및 신문,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웹툰, 도서)를 분석하였
으며 미디어 매체를 통해 바라본 고시원의 모습은 대게 부정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고시원 공간이 
지니는 긍정적 측면을 간과함으로써 부정적이고 편향적인 인식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개선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지속적인 관련연구를 통해, 개선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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