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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서울은 로벌 도시로 진입하면서 격한 다문화 상을 경험하고 있

다. 건설, 제조업뿐 아니라 부분의 도시하부서비스 분야에서 렴한 

외국인 노동력에 한 의존도를 높여가고 있다. 재 서울의 외국인 노

동자 에서 가장 요한 비 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은 조선족들이다. 

역사 으로 볼 때 한국의 재외동포라 할 수 있는 이들은 언어소통의 자

유로움과 외모  유사성으로 식당, 청소, 가사도우미 등 부분의 도시 

하부서비스에서 타 외국인 노동자에 비해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서울에 정착한 이들 노동이주 조선족들은 등포구과 구로구를 심

으로 한 서남권 지역에 집 으로 거주하면서 집지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구로구 가리 동과 등포구 림2동에는 많은 수의 조선족들과 이

들을 심으로 한 상업지역이 형성되어 이국 인 경 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조선족 집지들은 일반 으로 슬럼과 게토지역으로 여겨지고 있

으며, 언론  도시계획 측면에서의 심도 주로 집지의 그러한 성격

에 이 맞춰져있다. 그러나 서울의 다른 한편 진구 자양4동에서는 

조선족 ‘양꼬치 거리’가 조성되어 이색 인 다문화 지역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양4동 조선족 집지에서의 이러한 상은 비교  최근부터의 

변화로 슬럼화, 게토화 우려를 낳고 있는 조선족 집지에 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재 서울 내 조선족 집지 사이에서 찰되는 이러

한 성격  특성차이의 실체와 그 의미를 악하고자 하 다. 이에 따라 

가리 동, 림2동, 자양4동의 조선족 집지를 상으로 비교분석을 진

행하 다. 외국인 집지에 한 기존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개념  측면

에서 조선족 집지를 조선족 주거 집지와 조선족 심의 상업지역으로 

별하여 각각의 에서 비교분석하 으며, 그 결과를 심으로 조선

족 집지의 형성  성장 과정을 정리하 다. 

   문헌연구와 장조사, 공간분석, 심층면  등의 과정을 통해, 각 조선



족 집지들이 주거와 상업지역 측면에서 다양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 다. 각 지역은 주거 집지 형성과정과 성장의 과정에서 여러 요

인의 향을 받았다. 한 황 면에서 조선족 인구 도와 분포, 주거의 

질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상업지역 측면에서도 상업지역의 성장

속도와 규모, 상업시설의 입지  배치형태, 이용객구성, 상업지역에서의 

경쟁의식 등에 있어서도 지역별로 서로 다른 특성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

인하 다.

   그러나 이러한 차별  특성에도 불구하고 조선족 집지의 형성  

성장에 있어서, 입지결정으로부터 상업시설의 등장까지의 과정은 세 지

역 모두에서 동일한 양상으로 개되었음을 발견하 다. 조선족 자 업

자들의 등장과 성장이 조선족 집지를 통해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었

다. 이러한 결과는 도시 내 낙후·쇠퇴지역에 입지하게 되는 조선족 

집지가 자생  성장과정을 통해 지역개선에까지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동시에 ‘도시하부계층의 집지’로서 재의 조선족 

집지에서 우려되고 있는 슬럼화와 게토화에 한 ‘상품화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서의 가능성과 안을 제시하고 있다. 

u 주요어: 조선족, 조선족 집지, 조선족 상업지역, 외국인 집지

u 학  번: 2012-2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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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론

  1. 연구 배경  목

  1) 연구의 배경

(1)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와 서울 내 정착

   재 한국은 경제 성장의 속도만큼이나 격한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

을 경험하고 있다. 세계화 추세에 따른 경제와 사회의 개방화로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유입이 증가하고, 국제결혼이 보편화되면서 국내 등록외국

인의 수는 90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1990년 약 5만 명 수 이

었던 국내 등록외국인의 수는 2011년 재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1) 

[그림 2] 내 등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연보 1993~2011

   국 별로 보면 국내 등록외국인2)은 2011년 재 한국계 국인(조선족, 

39.6%), 국(15.0%), 베트남(11.3%), 필리핀(3.9%), 인도네시아(3.0%), 미국(2.7%), 

타이(2.6%), 우즈베키스탄(2.5%) 등의 순으로3) 상 으로 숙련 임  

1) 법  출 ㆍ 책 통계연보 1999.12  49,507 , 2011.12  982,461

2) 내에 90  과하여 체 하는 

3) 법  출 ㆍ 책 통계연보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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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유입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의 유입  정착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서 더욱 두드러

지고 있다. 서울은 로벌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한국경제의 심지로

서, 이에 따른 다양한 종류의 해외인력수요가 크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

이다. 2011년 12월 재 체 외국인의 64%정도가 수도권지역에 분포하

고 있으며, 서울시만 보면 약 28%에 해당하는 28만 명 정도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는 서울인구의 약 2.4%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이 같은 

외국인 노동자 비율의 증가는 세계 여러 로벌 도시들과 비교했을 때 

서울만의 특별한 상은 아니다. 하지만 한국이 그간의 역사를 통해 단

일민족, 순 주의 국가로서 정체성을 지속해왔음을 감안할 때, 재의 

격한 세계화와 외국인들의 유입으로 인한 다문화 사회로의 환은 한

국 사회에 지 않은 도 이 되고 있다.

   다문화 상은 서울의 도시공간 상에도 여러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외국인 체류자의 격한 증가추세에 따라 서울을 심으로 시내 곳곳에 

외국인 집지 혹은 이국  상 가가 형성되고 있다. 서울에는 재 서

구 반포4동의 서래마을, 용산구 이 1동의 일본인마을, 종로구 혜화동

의 필리핀거리, 용산구 이태원의 이슬람거리, 구로구 가리 동의 벤거

리, 동 문구 희동의 몽골타워, 서 문구 연희동의 리틀 차이나타운, 

종로구 숭인동의 네팔인 , 용산구 한남동의 독일인마을, 을지로  

희동의 러시아‧ 앙아시아 과 같은 외국인 집지가 나타나고 있다4). 

이  소수의 선진국 이주자들에 의해 형성된 랑스, 독일, 일본인마을 

등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주로 외국인 노동자 집지  그들의 교

류거 으로서 형성된 지역들이다. 

   재의 추세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은 지속 으로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그들의 집 거주지 역시 증가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따라 확

산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이 래할 서울의 도시공간  변화에 

히 응하기 하여 이에 한 연구가 요구되는 시 이다.   

4) 훈 , 2009



- 3 -

(2) 조선족과 조선족 집지 

   외국인과 그 집지의 형성에 있어서 가장 큰 비 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한국계 국인, 즉 조선족들이다. 2012년 재 국내 조선족의 수는 

약 32만 명으로 체 등록 외국인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다5). 조선족

이 국인과 구별되어 정부의 공식통계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91년으

로, 이후 90년  반을 지나면서 그 수가 빠르게 늘어 2000년부터는 국

내 체류외국인  최  집단으로 성장했다. 

   이 게 유입된 조선족들은 주로 서울에 자리를 잡았다. 2012년 재 

조선족의 44%이상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6). 이러한 서울 내 조선족들

은 부분 서울 서남권에 집 되어 있으며, 특히 구로구 가리 동과 

등포구 림동 일 에는 조선족의 문화  정체성이 드러나는 뚜렷한 조

선족 집지가 형성되어있다. 이처럼 구로와 등포 일  조선족 집지

는 국내 최  외국인 집단의 집 상에 의한 것으로, 로벌 도시로의 

변화와 외국인 노동자들의 격한 유입을 경험하고 있는 서울의 도시공

간연구에 있어서 요한 시사 을 제공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사회의 격한 고령화에 따른 해외 노동수요에 

한 의존심화가 상되는 가운데, 서울의 도시경제에서 하부서비스업의 

큰 비 을 담당하고 있는 조선족 노동자들의 역할은 더 요해 질 것이

다. 이에 따라 도시공간에서 그들의 집지가 가지는 향력과 요성

이, 이에 처, 계획하기 한 배경연구의 요성과 함께 커지고 있다.

(3) 조선족 집지의 변화

   서울의 조선족 집지에서는 최근 특징 인 변화가 확인되고 있다. 

기 가리 동에 집 되어있던 집지가 등포구 림동과 악구 일

로 확장되는 한편, 진구 자양4동의 ‘양꼬치 거리7)’가 언론 등을 통

5) 법  출 ㆍ 책 통계연보 2012

6) 법  출 ㆍ 책 통계연보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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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부각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양꼬치구이는 표 인 조선족 문화권

의 음식으로 진구 자양4동에는 동일로 18길을 심으로 40여 개의 조

선족 음식 들이 모여 ‘건 입구 양꼬치 거리’라 불리고 있으며, 2011

년에는 진구에서 같은 명칭으로 이 지역을 특화거리로 지정한 바 있

다. 이후 언론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소개되고,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알

려지면서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이색 문화거리로 성장하고 있다. 

   이는 기존 가리 동 일  조선족 집지에서 나타나고 있는 게토

(ghetto)화된 성격8)과 비교해 요한 변화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조선족 

문화를 바탕을 한 이색 인 상권의 부각이 조선족의 집도가 격하게 

높은 서울 서남권이 아닌 진구에서 나타났다는 에서 주목할 만한 이

슈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조선족 집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최근의 

변화와 그 의미를 악하기 한 비교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는 여러 조선족 집지의 형성과정에 한 

분석을 통해 그 특성차이에 향을 미치는 요소를 밝히는 연구가 요구된

다. 자양4동 양꼬치 거리와 가리 동 등의 다른 조선족 집지에 한 

비교분석은 슬럼화, 게토화 우려를 낳고 있는 기존 조선족 집지에 

한 이색문화지역으로의 변화 가능성에 한 시사 을  수 있을 것이

다. 

  2) 연구의 목

   본 연구의 목 은 서울 내에 형성된 조선족 집지들의 형성과 그 성

장에 한 배경을 밝히고, 각 지역들이 갖는 차이와 그 원인을 설명하는 

것이다. 특히 구로구 가리 동, 등포구 림2동, 진구 자양4동에 형

성된 조선족 집주거지와 조선족 심 상업지역에 주목하여 연구를 진

행하고자 한다. 구체 으로 다음의 세 가지 질문에 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7) ‘양꼬  거리( 식 거리)’는 진 청에  공식  사용하는 다.

8) 한 미 (2009); 훈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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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세 지역의 조선족 집주거지는 각각 어떤 배경에서 형성되고, 

성장했는가?

 

    조선족 주거 집지는 한국에 유입된 조선족들의 입지가 집 되면서 

발생했다. 조선족의 정착과정에서 어떤 요인들이 해당 지역들을 선택하

거나 떠나게 만들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조선족 집지의 변화를 측

하고, 응하는데 필수 인 요소이다. 따라서 각 집주거지의 형성  

성장 과정을 바탕으로 그러한 요인들을 확인하고자 한다. 

둘째, 세 지역의 조선족 심 상업지역은 각각 어떤 배경에서 형성되

고, 성장했는가?

   가리 동의 조선족 집지는 많은 수의 조선족 배후인구를 가지고 있

음에도 이를 바탕으로 조성된 상업가로는 이색 인 상업지역으로써 주목

받거나 성장하지 못했다. 이와는 조 으로 자양4동의 조선족 집지는 

상 으로 은 수의 조선족 배후인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상업 으로 

성공 인 조선족 음식문화거리를 형성하 다. 단순히 배후인구 규모가 

아닌 어떤 요소가 이 같은 서로 다른 성장에 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자 한다.

셋째, 세 지역 사이에는 구체 으로 어떤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가 

조선족 집지의 형성과 성장에 어떤 향을 미쳤는가? 그리고 

그 차이는 도시공간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궁극 으로는 세 지역의 조선족 집지에서 나타나고 있는 집주거

지와 상업지역 형성의 차이 분석을 통해, 다문화를 바탕으로 한 이국  

상업지역 형성과 성장에 있어서 단순히 다문화 배후인구의 집정도만이 

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지 않음을 밝히고자 한다. 한 조선족 집지

에서의 상권형성과 변화에 향을 미친 여러 요인에 한 고찰을 통해 

향후 다문화 상권의 성장에 비한 시사 을 제시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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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의 범

  1) 내용  범

   조선족들이 집 으로 거주하는 지역 인근에는 이들을 상으로 하

는 각종 상업 인 라가 치한다.9) 이러한 상업지역은 경우에 따라 주거 

집지에 근 하여 나타나기도 하고, 거리를 두고 형성되기도 한다. 

한 집 화되어 자체 경 을 형성하기도 하고, 내국인 상권과 혼재되어 

존재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족 집지를 ‘조선족 주거 집

지’와 이를 바탕으로 나타나는 ‘조선족 심 상업지역’을 포 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조선족 주거 집지와 조선족 심 상업지역

의 두 가지를 내용 으로 분리하여 조선족 집지를 살피고자 한다.

  2) 연구의 공간  범

 

   조선족 인구 도를 기 으로 볼 때, 2012년 재 서울 내의 표 인 

조선족 집지로는 구로구 가리 동, 등포구 림2동, 악구 신림동, 

구로구 구로4동, 등포구 림1동, 등포구 신길5동등을 들 수 있다.10) 

이 같은 서울 내 조선족 집지는 부분 구로구, 천구, 등포구, 

악구에 치하여 서남권을 심으로 형성되어있다. 이외의 지역으로는 

종로구 창신동과 진구 자양동이 유일하다. 이  자양동의 경우 인구

도에 비해 ‘양꼬치 거리’를 심으로 한 공간  정체성 형성이 두드러

진다는 특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간  범 로 구로구 가리 동과 진구 자양4동, 

등포구 림2동을 선정하 다. (1)구로구 가리 동은 조선족 집지로써 

가장 기에 형성된 지역이며, 동시에 인구측면에서 최  집지로서 의

미를 가지는 상지이다. (2) 등포구 림2동은 서남권에서 가리 동 

9) 훈 , 2009

10) 2012  주민등 통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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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지 형성 이후에 조선족 주거와 상권이 발달한 지역으로, 최근에는 가

리 동에서 림2동으로의 조선족 심지 변화양상이 보이고 있어 새로

운 핵심  조선족 심지로서 비교 상지로 선정하 다. (3) 진구 자양4

동은 서남권에서 벗어난 지역에 형성된 거의 유일한 조선족 집지이며, 

시기 으로도 가리 동과 차이를 가져 조선족 집지의 변화가 반 된 

지역이다. 더욱이 근래에 들어 내국인의 방문비율이 높은 조선족 음식거

리, 일명 ‘양꼬치 거리’가 활성화된 지역으로, 조선족 집지의 형성

과 성장을 연구하기 한 사례지역으로 선정하 다. 

[그림 3] 연  공간  범 : 

1)  가리 동, 2) 등포  림2동, 3) 진  양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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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연 상지: (1)  가리 동, (2) 등포  림2동

[그림 5] 연 상지: (3) 진  양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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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연구의 방법

(1) 문헌연구

   련된 문헌  통계자료를 통해 조선족 집지 형성  성장 과정을 

추 하고 그 배경을 정리하 다. 개별 입지가 아닌 서울시 조선족 집

지를 보는 종합  에서 기존 연구를 재구조화하고, 부족한 부분을 

새롭게 조사하여 분석을 진행하고, 결과를 도출하 다. 

(2) 공간분석 

   조선족 집지의 공간  측면에서의 분석을 하여 수집된 통계 데이

터를 바탕으로 지리정보시스템(GIS)를 활용한 행정동별 조선족 도  

시간  변화 분석 등을 수행하 다. 한 지 방문조사와 웹상에서 제

공되는 지도  거리이미지 서비스 활용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조선족 

집지의 공간구조를 분석하고 조선족 련 상업시설의 입지를 맵핑하여 

패턴  주변요소와의 계를 분석하 다. 

(3) 정성  연구 

   사  비조사단계를 여러 차례 거친 뒤, 2013년 9월부터 10월까지 

가리 동과 림2동, 자양4동의 조선족 집지 거주 조선족들과 해당지

역 내 조선족 상 상업시설 운 자  련자들, 해당지역 부동산 계

자 그리고 조선족을 상으로 한 활동을 으로 하고 있는 지역 교

회의 목사님 등을 상으로 심층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진행하 다. 



- 10 -

II. 선행연구 고찰 

  1. 이론  배경

   서울시의 조선족 집지들을 다루는 본 연구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의

해 발생한 ‘외국인 집지’의 형성과 성장에 한 국내외의 선행 연구

와 이론들을 배경으로 진행하 다. 외국인 집지의 개념과 련된 이론

들을 살펴 상지의 공간  범주를 정하는데 참고하 으며, 국내 조선족 

집지의 형성  성장과정을 이해하기 하여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발

생부터 집지 형성에 이르는 과정에 한 기존 이론들을 각 단계별로 

정리하 다. 그리고 외국인 집지의 기능  역할에 한 이론을 검토

하여 국내 상황에서 조선족 집지에 용가능한 시사 을 발견하고자 

하 다. 

  1) 외국인 집지의 개념

 

   기존 연구들에서 ‘외국인 집지’의 개념은 민족클러스터(Ethnic 

Cluster), 민족커뮤니티(Ethnic Community), 소수민족 집지(Ethnic Enclave) 

등의 표 으로 정리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정  성격을 부각하여 

게토(Ghetto)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하고, 인  상권까지를 포 함을 강

조하여 민족근린(Ethnic Neighborhoods)이라는 표 을 쓰기도 한다. 그리고 

연구의 주제와 강조 에 따라 민족(ethnic)이라는 표 신 이민자

(immigrant)를 사용하기도 한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주로 하 개념을 포 하여 외국인 집지(ethnic 

cluster)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Pamuk(2004)은 외국인 집지(ethnic 

cluster)를 ‘공간상에서 이민자 그룹의 지리  집 을 표 하는 포  

용어’로 정의하고 있다. Ethnic Cluster는 (소수)민족 집지(eth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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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clave)와 민족커뮤니티(ethnic community)의 두 가지 형태로 주로 표 된

다. 먼  (소수)민족 집지는 일반 으로 이민자들에 한 차별과 그들

의 여건에 맞는 주거와 기타요인에 의해 정착하게 된 소득지역을 말한

다. 이는 민족  인 라와 기 , 는 그들의 국  정체성을 따라 선

택 으로 입지하는 것과는 구별되며, 이같이 선택에 의해 정착한 이민자

들의 상 으로 부유한 지역에는 민족커뮤니티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한

다.

   한편, Knox et.al.(2009)은 인종, 종교, 언어, 국 과 문화  특징으로 

정의되어지는 소수자 그룹의 보편 인 상으로 공간  구분(spatial 

segregation)을 설명하면서, 그 결과 나타나는 집지(cluster)를 거류지

(colony), 엔클 이 11)(enclave), 게토(ghetto)로 구분지어 설명하고 있다. 

이  규모가 작고 일시 인 단계의 집지를 거류지라 하고 이들은 기 

이주자들에게 거 을 제공하고 흩어진다. 북미의 1920,30년  유럽 소수 

이주자들을 이런 경우에 속한다고 Knox등은 설명한다. 엔클 이 와 게

토는 이와 달리 장기 으로 지속되는 집지를 말하는데 엔클 이 는 

내부결속이 주도 인 힘이 되어 형성된 경우를 말하고, 게토는 차별과 

같은 외부  요소가 주요하게 작용한 경우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Knox의 엔클 이  개념에 가깝게 조선족 집지를 

바라보고자 한다. 일부지역에서는 게토와 같은 상이 발견되고 있지만, 

그것이 결정 이고 고정된 실체는 아니라는 단 하에, 조선족 집지를 

형성하는 내부 인 힘의 작용에 집 하여 엔클 이  개념에서 출발한

다. 

   외국인 집지의 공간  범주는 여러 방법으로 정의될 수 있는데, 

Pamuk(2004)은 이과 련해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①지역커뮤

니티 지식과 민족경제활동으로부터 민족근린(ethnic neighborhoods)의 경계

를 설정하는 방법, ②공간  인 성 지수(spatial proximity index)를 만들고, 

11) 본 연 에 는 ‘ethnic cluster’  ‘  집지’  역하여 사용하 다. 에 내

용  동 는 경우에 enclave  ‘엔클 ’ , 나 지  경우에는 ‘ 집지’  역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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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사용해서 정의하는 방법, 그리고 Alba et al.(1997)가 사용한 것과 

같이 ③인 지와의 외국인 주거비율 차이를 통해 정의하는 방법12)이 그

것이다. 

   Logan 외(2002)는 시카고학  생태학자들의 표 을 빌려, 이민자 

집지(immigrant enclaves)를 이민자 인구 집단이 집 해 있으며, 이 지역을 

둘러싼 인근 지역보다 상 으로 높은 집 도를 보이는 지역으로 정의

한다. 이민자 집지는 ‘일반 으로 주거 상지로 선호되지 않는다’는 

물리  특성과 ‘최근에 유입되고 사회경제  기반이 약한 이민자집단’

이라는 거주자 특성에 따라 식별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민

족근린(ethnic neighborhoods)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이민자 집지가 치

하는 지역을 설명하고, 그들의 시장자원을 바탕으로 보다 넓은 선택지 

내에서 선택된 주거환경을 민족 커뮤니티, 그 지 못한 지역을 소수자 

게토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민족근린을 정의하는 명확한 기 이 

없음을 지 하며, 민족 집단의 인구가 체 인구의 10%이상인 지역, 

는 도시 지역권에서 다른 지역보다 소수민족 인구의 비율이 5배 이상 

높은 지역을 민족근린으로 정의하고 있다. 

   국내 연구의 경우, 이갑호(2007)는 외국인 집지역을 ‘외국인이 거

주국의 주류사회에 편입되지 않고 상호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발 된 공

간으로, 공간 으로 특정지역에 동일국가 출신자들이 집하여 거주하면

서, 음식 , 상가 등 연  인 라가 형성되고 사교활동과 정보교환의 

심지로 기능하는 지역’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외국인 집지에 한 개념은 의미  해석이 공유될 뿐, 그 

공간  범 나 규모에 한 명확한 기 이 통용되고 있지는 않다. 각 연

구자의 연구 목 과 방향에 따라 자체 인 정의를 세워 정하거나, 는 

구체 인 기  없이 임의 으로 설정하기도 한다. 이러한 개념의 정의에 

한 모호성은 각 도시의 여건 는 이민자 그룹의 성격  다양성뿐만 

12) 민 근린(ethnic neighborhoods):  40% 상  민  는  민  행

역  어도 한 개 상 포함 어 고, 다  행 역들도 민  는 민  

 35%  상  행 역들  연 어 는 근린 (Alba et al.,1997)



- 13 -

아니라 연구가 진행되어지는 분야의 범 가 다채롭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에 더하여  외국인 집지 자체에 내제되어 있는 다양성과 특수성을 

반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때문에 기존 연구에 활용된 정의기 을 

따라 본 연구의 지역  범 를 선정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행정동을 기 으로 조선족 집지를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 물론 외국인 집지를 행정동 단 로 정의하는 데에

는 개념  모순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각 집지 간의 비교를 심으로 

하는 본 연구에서는 비교분석에 활용 가능한 부분의 자료들이 행정동

을 심으로 구축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데이터의 활용을 하여 

행정동을 조선족 집지의 경계로 삼아 연구를 진행하 다. 

  2) 로벌 도시와 외국인 집지의 형성

(1) 국제 이주의 발생과 이주이론(migrant theory)

   근본 으로 외국인 집지의 형성은 세계화로부터 시작되었다. 

Sassen (1994)은 ‘세계도시론(global city theory)’을 설명하면서, 도시

의 성장과 노동구조의 변화로 이민자 집단이 발생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그리고 이에 따라 1970년  반이후 주요 세계도시들에서 백인들의 교

외이주가 발생하고, 도시 심지역은 제3세계 이민자로 메워지는 상이 

있었음을 말한다. 이러한 제3세계 이민자의 유입과정에 해, 

Massey(1990)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의 규모 이주에는 경제  

원인과 사회  원인이 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 한다. 경제  원인에 

있어서는 단순히 두 국가 사이에 존재하는 임 차이 때문이 아니라, 

‘인구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제3세계로의 경제발  확산’과 선진국

에서 임  노동자에 한 지속 인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

한 바 있다. 그리고 그는 국제이주의 사회  원인으로 이민자 네트워크

의 형성이 요하고, 이러한 네트워크가 이민의 자가- 속화를 이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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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국제이주이론에 한 기존의 연구들을 정리한 이후의 연구(Massey et 

al., 1993)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발 시켜, 국제이주의 기과정과 속화

단계를 구분하고 각각을 경제이론과 사회이론에 을 두어 연결 짓고 

있다. 기과정에 한 설명에서는 신고 주의 경제학의 거시‧미시 

과 이주의 신경제학, 분단노동시장이론, 세계구조이론 13)이 제시된

다. 이를 요약하면, 순차 으로 노동력 수요공 의 지역 간 차이로 발생

하는 신고 주의 경제학의 거시이론은 이를 개인의 비용편익 계산에 의

한 선택의 총합으로 보는 미시이론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다시 신고 주

의 이론의 이러한 가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단순히 임 의 차이가 아닌 

리스크까지 고려된, 그리고 개인단 가 아닌 가족단 의 결정에 의해 이

주가 발생하다고 설명하는 이주의 신경제이론으로 이어진다. 

   신고 경제학  근에 의하면 노동력 수요과 공 의 지역 간 차이가 

인구이동의 근본  원인으로 지 된다. 통 인 이주이론에서 이주의 

원인을 설명하는 방법으로는 압출-흡입이론(Push-pull theory)이 표 이

다. Borjas(1989)는 송출지역의 압출요인과 수용지역 흡입요인 조합에 의

해 국제 인 이주가 발생했음을 설명한다. 

   이에 반해 분단노동시장이론은 공 의 발생이 아닌 ‘수요’의 측면

에서 선진국들이 경제구조에 내제한 이주노동인력에 한 구  수요를 

이주의 주원인으로 지 한다. Massey 등(1993)은 Piore(1979)의 연구에 의

존하여 분단노동시장이론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의 이론에서 선진국은 

임 에 한 구조  인 이션의 문제를 가지는 상황에서, 고 노동자

와 달리 하 노동자에 해서는 안정  고용동기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하 노동자 임 을 억제하여, 임 격차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구조에서 

선진국 내국인들은 하 고용을 피하여 노동력의 공백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공백으로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선진국으로의 이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13) Neoclassical economics: Macro‧Micro theory/ The new economics of 

migration/ Dual labor market theory/ World system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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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유사한 은 Sassen(1991)의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그들은 국제 이주자들의 도시유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극화 상과 이

주를 연  짓고 있다. 고차서비스에 특화된 로벌 도시는 그 경제  능

력을 유지할 수 있는 고 인력을 필요로 하는 동시에, 차서비스업(건

설, 건물청소, 택배 등)에 종사하는 인력 역시 필요로 한다. 이때 주로 

임 의 소수민족 이주민들이 이러한 차 서비스업을 담당하면서 사회

ㆍ민족  양극화가 진행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  양극화는 ‘도

시하 계층(urban underclass)’이라는 새로운 계층을 만들어낸다.14) 

Hamnett (1994)은 이에 하여 뉴욕과 LA등 미국의 로벌 도시에서 외

국인 노동자들에 의한 양극화 상이 주요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증하

다. 한 Savage와 Warde(1993)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양질의 주택과 

고용보장에서 배제되어, 간계  노동자들과 같이 스스로를 조직화, 세

력화 하지 못하여 양극화가 심화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이해는 

실제  상을 이주의 원인과 결부시킨 것으로 설득력을 지닌다.

   Massey 등(1993)의 국제이주이론은 본 연구에 있어서 조선족의 유입

과정과 그들의 서울에서의 입지를 해석하는데 요한 기 이 되었다. 특

히 Borjas의 압출-흡입이론은 조선족 노동자들의 한국유입 배경을 설명

하는데 유용한 이론의 틀을 제공하고, Warde의 ‘도시하 계층’은 조

선족의 서울 정착과 그들의 사회  지 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다. 그

러나 본 연구의 결과에서 조선족 이주노동자들의 도시하 계층으로서의 

지 는 고정 인 것이 아니며, 그 변화가 재도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

하 다. 그리고 그러한 조선족 노동자들의 사회  지 상승에 조선족 

집지의 역할이 포함되어있음을 함께 발견하 다. 이는 Savage와 

Warde(1993)의 언 에서처럼 사회  양극화 문제와도 결부된 문제로, 결

과 으로 본 연구는 ‘사회  양극화의 완화’와 같은 조선족 집지의 

사회  기능에 한 가능성을 제시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 

14) <Sassen, S.,(1991), The Global Cities: New York, London, Tokyo, Princeton 

University Press(US) >  훈 ,(2009)에  재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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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주에서 정착까지의 과정과 사회자본론(social capital theory)

   Castles와 Miller(2009)는 세계의 주요 국제이주와 그 역사  과정들로

부터 역사‧구조  맥락에서 이주에서 정착에 이르는 과정을 설명한다. ①

부분의 경제  이민은 경제 으로 활동 인 은 계층에 의해 이루어

진다. 그들은 고국에 있는 집의 경제  상황을 개선하고, 돌아가 자립할 

돈을 모으는 것을 목 으로 하여 소득을 송 하며, 일부는 일정기간 후 

돌아간다. ②그러나 다른 이들은 체류를 연장하거나, 재입국한다. 그러면

서 배우자를 만나거나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가지면서 구정착성이 증

가한다. ③ 부분의 경우 이러한 과정은 정책 으로 제한을 받는다. 때

문에 이주자들은 가족 재결합이나 불법체류, 출신지역별 집지 형성과 

같은 움직임을 보이며 정착이 이루어진다. 이후의 이민자집단이 겪는 상

황은 이민을 수용하는 국가와 사회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갖게 되는데, 문

화  다양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경우 민족커뮤니티(ethnic 

communities)를, 그 지 않은 극단의 경우에는 정착자들이 권리와 문화  

다양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소수민족집단(ethnic minorities)을 형성하게 된

다. 정책  입장에 따라 외국인 집지의 성격이 결정되어버리는 이러한 

이유로 Castles와 Miller는 한 정책  응의 요성을 강조하고 있

다. 이주에서 정착을 설명하는 이러한 분석에는 경제  원인뿐 아니라 

사회 인 원인이 함께 용되어 있다. 특히 집지를 형성하는 경우 출

신지역별, 인종별로 모이는 경향에 있어서 사회  원인이 요하게 작용

한다.

   사회  요인에 있어서 Massey 등(1993)은 이주의 속화 원인을 이주

의 발생원인과 구분하여 설명하면서, 사회‧제도  측면에 집 하고 있다. 

속화 과정은 외국인 집지의 형성에 한 보다 가까운 이론  배경을 

제시한다. Massey 등은 네트워크 이론, 제도이론, 원인, 인 자본의 

지역  분화, 이주구조이론15) 등을 소개한다. 

15) Network theory, Institutional theory, Cumulative causation, Migration system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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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이론’에서 이주 네트워크란 이주자, 선이주자, 비이주자

를 연결하는 친족, 친구, 동향인들 간의 개인  연계들의 묶음을 말한다. 

이런 이주 네트워크는 이주의 비용과 험을 감소시켜 순이익을 증 시

켜 주기 때문에 국제  이주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사회자본의 형성하여 

고용 근성을 증 시키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이주네트워크의 형성을 

통해 진된 이주가 다시 이주네트워크를 강화하면서 이주의 속화가 

진행된다.

   ‘제도(기 )이론’에서는 일단 국제이주가 시작되면 이주를 희망하

는 이민자들에 비해 수용국의 입국허가가 한정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나타나게 되는 민간기 이나 자발  조직들에 집 한다. 이들은 이주를 

돕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익을 내는 민간업체들과 이주과정에서 발생

하는 각종 문제들에 사회 , 법률  도움을 제공하는 사회단체들을 말한

다. 이런 서비스가 발달하면, 이주의 과정이 더욱 고착화 되어 국제이주

가 지속 으로 발생하게 된다. 

   네트워크이론과 제도이론에서 설명된 것과 같이 이주네트워크가 성장

하고 이주에 한 제도 , 조직  지원체계가 발 하면, 이는 이주를 결

정하는 사회  맥락을 변화시킨다. 이 게 변화된 사회  맥락은 다시 

이주의 원인이 되는데, Myrdal의 ‘순환   인과법칙16)’이 이러한 

상에 한 설명에 용될 수 있다17). 순환,  원인에 의한 이주

의 속화로는 몇 가지 맥락을 지 할 수 있는데, 선이민자 가구의 소득

증가로 인해 상  박탈감이 발생하거나, 이주자가 발생한 지역의 가치

와 문화가 변화를 겪으면서 국제이주에 동참하게 되는 상이 표 이

다. 한 이주 수용국에서도 이주자들이 주로 종사하는 직종이 이민 직

업으로 낙인찍히면서 내국인들이 꺼려하게 되어 이민 수용을 진하게 

되는 상도 원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 

16) the circular and cumulative causation principle: 어떠한 요  변 가 야 하는 

여타 요  경 등  변 가 도리어  변  다시 진하여 동 한 향  

변 가 강 는 원리

17) <Myrdal, Gunnar(1957), Rich Lands and Poor, Harper and Row(New York, 

US)> Massey et. al.(1993)에  재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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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네트워크의 체계화와 조직화는 사회  상뿐 아니라 공간  

상으로도 나타나게 된다. Faist(2006)는 국가 으로 활동하는 이주자들

이 이주국에서 어도 한 장소에는 뿌리내린다는 것을 지 하면서, 국

가화는 흐름의 공간과 장소의 공간 사이에 치한다고 말한다. 최근의 

연구에서 Faist는 이를 ‘ 국가  사회공간(transnational social space)’으

로 설명하고 있다. 그는 특정한 장소와 이를 기 로 한 이주민들의 네트

워크에 주목한다. 이주-발  연결체의 순환에 의해 이주 집단 내에 커뮤

니티가 형성되어 국제이주에 있어서 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제도  측

면에서 보면 이러한 동향집단이나, 사업가연계망, 인식 ‧정치  디아스

포라들은 일치된 주체로서 역할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그런 주체

들의 작용과정에서 송출국과 수용국 사이의 ‘ 간 공간(in between 

places)’이 생된다. 이러한 국가  사회공간은 이주민에게 유리한 

사회자본을 제공하고, 때문에 이주의 통로로 기능하게 된다.  

   사회자본의 역할은 Portes(1995)에 의해서도 주요하게 다 지고 있다. 

Portes에 의하면 사회  자본이란 “사회망(social network)이나 그보다 더 

넓은 사회구조에서 개인이 성원자격에 의해서 희소자원을 통제할 수 있

는 능력”을 말한다. 여기서의 희소자원은 유형 인 경제  자원뿐만 아

니라 정보의 획득, 기득권과 같은 무형 인 경제  자원을 포 하는 것

으로, 개인이 아닌 계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주자들의 커

뮤니티에서는 이러한 사회자본이 형성되어 이주자들에게 유형  무형  

경제  이익을 제공하고, 이주국에서 가지는 약 을 보완할 수 있게 되

는 것이다.

   이러한 외국인 집지와 사회자본의 계에 해서 Soja(1985)는 외국

인 집지에서 발생하는 사회자본의 형성과 공간  구성을 순환 인 과

정으로 설명한바 있다. 그는 공간의 사회  생산(social production of 

space)과 사회의 공간  구성(spatial construction of society)은 함께 진행된

다고 설명하면서, 공간 는 장소가 지니는 고유성은 범 한 사회  

힘을 반 하고, 동시에 공간의 고유성은 사회  상호작용에 향을 미친

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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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착 이후의 변화

   외국인 집지의 형성에 한 앞선 내용은 외국인 이주의 발생에 있

어서는 경제  동기가, 그들의 정착과 외국인 집지의 형성에는 사회‧제

도  요인이 요하게 작용함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리는 논의의 표 인 측면을 확인한 것으로, 경제  요소와 사회  

요소는 외국인 집지 형성에 복합 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여러 선행연

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집지의 변화에 있어서도 두 요소는 

모두 요하게 작용한다. 

   Logan 등(2002)은 경제  요소가 외국인 집지의 ‘형성과정’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님을 보이고 있다. 그는 미국 뉴욕과 LA의 사례를 상

으로 한 실증연구에서 이민 집단의 주거 집지 패턴을 분석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이주자의 이동을 포착하 다. 이주 기에 이민국에서 자산

을 축 하지 못한 은 이주자들은 소득 지역에 집지를 형성하지만 

시간이 지나 이들이 이민국에서 사회‧경제  안정을 찾게 되면, 집지를 

떠나 상류 거주지역으로 이동한다는 것이다18). 그리고 그는 그 선택의 

과정에서 민족‧문화  고려보다는 경제 인 고려에 의해서 그 같은 이동

이 발생한다고 분석한다.

   Cwerner(2001)도 이와 유사한 분석을 보여 다. 그는 이민의 시간

인 변화에 을 두면서, 시간을 사회  분화의 핵심요소로 보고 있다. 

기 이주자들은 이민국에서 그들 고유의 사회와 리듬과 역사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커뮤니티를 형성한다. 이러한 커뮤니티는 이주자

들의 경제활동뿐 아니라, 가족과 민족그룹을 포함한 다양한 이민 네트워

크에의 강화에 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주의 시간이 지속되면, 이주자

들은 경제 으로 성장할 기회를 가지고, 사회‧문화  측면에서도 주류사

회에 응하게 되어 기 커뮤니티의 성격이 변하게 된다. 이러한 시간

 변화의 다양한 성격에 해, 주류사회에 응하는 실재 , 상징  단

18) 에 주 에 는  집지는 시  민 주거  태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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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변화를 이주의 이방화(strange), 타율화(heteronomous), 비동기화

(asynchronous)의 시간으로, 이주경험 발 의 표  변화를 추억화

(remember), 콜라주화(collage), 간화(liminal) 시간으로, 장기  변화과정을 

노마딕(nomadic), 디아스포라(diaspora)의 시간으로 나 어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상의 분석에는 공간  동화이론 등의 개념이 기 되어있다. 

동화주의  은 소수집단이 주류사회에 응해 가는 과정을 설명한

다. 이주민 커뮤니티는 문화 , 사회  응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과

정에서 이주자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주류사회의 문화 속에 합한 

형태로 녹아들게 된다. 그들은 새로운 사회나 국가에 잘 융합되어 사회

구성원으로 응되었음을 보여야만, 그 속에 편입될 수 있다. 때문에 소

수집단은 그들만의 공간에서만 자신들의 정체성을 표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Gordon,1964)19). 이러한 동화이론에 더하여 한편에서는 이 같은 

이 이주민들이 겪은 정체성 상실과 주류사회로의 융합과정을 일반화

하여 설명한 것으로, 개별사례에 용하기에는 한계를 지닌다고 지 하

며 부분  동화이론(Portes & Zhou,1993)20)을 제시하기도 한다. 부분  

동화이론은 동화과정이 모든 이민자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

라 개인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시간의 변화에 따른 이주자들의 주류사회 응과 이에 따른 외국인 

집지 이탈 상과 정체성 장소로서의 성격변화는 이러한 동화주의  

에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동화 상이 존재함을 

인지하고 이를 조선족 집지의 변화과정을 이해하는 기 으로 용하

다. 보다 구체 으로는 조선족 노동이주자 개인의 차원이나 그 사회집단 

차원에서의 주류사회 동화과정보다는 조선족 집지라는 공간  차원에

서 동화 상이 어떻게 향을 미치는지에 집 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 

19) Gordon, Milton.(1964), Assimilation in American Life: The Role of Race, 

Religion, and National Origin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Faulkner,2008)에  재 용

20) Portes, Alejandro and Min Zhou.(1993), “The New Second Generation: 

Segmented Assimilation and Its Variants."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01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530: 74-96.  - (Faulkner,2008)에  재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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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외국인 집지의 기능  역할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집지로서, 조선족 집지의 형성과 성장에 

해 연구하여, 궁극 으로는 조선족 집지가 도시 으로 가진 문제해

결과 가능성에 한 시사 을 발견하고자 하 다. 그러한 에서 외국

인 집지의 발생과 성장에 련한 것뿐 아니라, 그 기능과 성격, 역할

과 의미에 한 기존의 연구를 참고하여 서울의 조선족 집지에 용 

가능한 을 악하고자 하여 련 내용에 한 고찰을 진행하 다.

(1) 외국인 집지의 기능

   외국인 집지의 역할  의미에 한 연구는 세계의 여러 도시들

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자리를 잡고, 집지를 형성하는 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이래로 꾸 히 진행되어 왔다. 먼  Peach(1996)는 국의 사례

를 들어 소수자 집단 거주지가 ‘집단 성원들 간의 상호지원, 소수집단

의 제도·산업의 발 , 문화의 계승발 , 집단정체성의 유지  정치  

행 의 보장 등을 한 지역  기반’을 제공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Abrahamson (1996)은 외국인 집지가 이주민들에게 ‘환경변화에 따른 

심리  충격을 완화시키고 안 인 경제 구조를 부여하며, 문화  통 

보존을 진함으로써 이민자의 경험에 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힌 바 

있다21). 

   Portes와 Manning(l986)은 외국인 집지를 주로 경제  측면에서 논

의하 는데. 외국인 집지의 출 의 목 은 기업 활동으로, 이를 뒷받

침하는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 조건으로는, 첫째, 그들이 떠나온 나

라에서 습득한 사업 경험을 가진 이민자들의 상당수의 출 , 둘째, 자본

의 유용성, 셋째, 노동력 자원의 유용성 등이 있다. 그들은 새로 이주한 

국가(host country)와의 경제  통합에 을 두며 외국인 집지를 이

21) <Abrahamson.M.,(1996), Urban Enclaves: Identity and P1ace in America. New 

York: St Martin’s Press> 한 미,(2009)에  재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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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결합의 안  양식으로 제안하 다. 

   Knox 등(2010)은 외국인 주거 집 클러스터에 해, 이주민들의 ‘외

부에 한 방어와 내부  상호 지원의 기능’을 설명한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고유의 문화를 보 하는 장소로서, 주류사회에 항할 수 있는 

공간  토 로서도 역할을 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외

국인 집지의 기능과 역할은 주로 집지를 형성하는 소수자로서의 이

주자 입장에서 고민된 것으로, 도시 공간  입장에서 외국인 집지를 

이해하기 해서는 외부  시각에서의 고려가 추가될 필요가 있다. 

(2) 외국인 집지의 성격

   이를 해서는 외국인 집지의 성격에 한 이해가 선행되어야한다. 

최근 연구에서는 이러한 외국인 집지의 성격을 설명하는데 ‘트랜스로

컬리티(translocality)’의 개념이 자주 언 되고 있다. 특히 앞서 Faist가 

언 한 ‘송출국과 수용국 사이의 간 공간’으로서의 정체성이 트랜스

로컬리티의 개념과 맞닿아 있다. 이 민 외(2012)는 기존의 이주자 련 

연구가 민족 심으로 진행되어, 이주자가 정착한 로컬의 변화에는 주목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 하면서 장소 심의 시각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응일변도인 이주자의 정착지 응방식

이 기원지(origin)와 정착지를 비롯한 다양한 장소  사회 계를 유지하

는 다방향  계로 변화하고 있음을 지 하며, 이러한 배경에서 등장한 

트랜스-이주(transmigration)와 트랜스로컬리티 개념을 소개하고 있다. 

   Appadurai(1996)에 의해 사용된 트랜스로컬리티의 개념은 지역성과 

세계화의 특성을 동시에 포함하는 외국인 집지의 특성을 말하는 개념

으로, 국가나 지역의 경계를 뛰어 넘어서 존재하는 지역성의 변화된 속

성을 말한다.22) Appadurai는 이주한 국가에서의 일방 인 정착이 아닌 

모국으로부터의 연계를 지속하는 이주자의 실천을 강조한다. Hall & 

22) 장근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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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ta (2010)는 국 런던의 Walworth Road의 외국인 거리 간 을 분석

한 연구에서 고유의 언어를 사용한 간 을 사용하여 문화를 유지하면서

도, 고객으로서의 국인을 요시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설명하고, 이를 

트랜스로컬리티의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트랜스로컬리티의 개념

에서도 알 수 있듯이 외국인 집지는 문화의 송출국과 수용국의 문화가 

교차하는 장소인 동시에, 이러한 교차를 통한 새로운 정체성이 만들어지

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한 장소를 이루는 이주자들에 의해 계속

으로 움직이면서 외부에 반응하고 도시 내에서 나름의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장소라 할 수 있다.

(3) 외국인 집지의 역할  의미

   도시 내에서 나름의 역할과 기능을 성격을 반 한 외국인 집지의 

성격에 해서는 박세훈 외(2009)의 정리를 참고할 수 있다. 박세훈 등은 

외국인 집지가 도시공간 속에서 갖는 의미와 기능에 해 기존의 

연구를 종합하여 ①사회-공간복합체로서의 외국인 집지역, ②도시하

계층의 집 지로서의 외국인 집지역, ③정체성 장소로서 외국인 집

지역, ④상품화되는 공간으로서의 외국인 집지역의 네 가지로 설명하

고 있다. 

   먼  사회-공간복합체로서의 성격을 도시공간을 ‘사회  생산물’로 

이해한 Lefebvre의 개념을 이용하여, 외국인 집지가 단순히 주어진 실

체가 아닌 ‘사회 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힘들에 의해 구성되고 변형되

며 재조직되는 살아있는 사회 계의 생산물’로 인식해야함을 주장한다. 

한 외국인 집지의 공간  계는 그 안에서 생활하는 외국인의 존재

방식을 규정하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에, 외국인과 그 집지는 

상호작용하며 진화해 나가는 ‘사회-공간복합체(socio-spatial complex)’를 

형성한다고 악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노동시장의 분 화에 따른 주거지분리 상과 외국인 

집지와 련한 도시공간상에서의 사회  양극화사례 등을 언 하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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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 계층의 집 지’로서의 외국인 집지를 설명한다. 이러한 성격에 

해서는 사회문제를 발생시키고, 사회  낙인효과로 인한 계층  분리

의 악순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에서 경계하고 있다. 

   세 번째는 해당지역 외국인의 집단정체성과 외국인 집지가 가지는 

차별성과 고유성을 반 한 ‘정체성의 장소’로서 외국인 집지를 말한

다. 외국인 집지는 그 형성으로부터 해당지역 이주민들에 의해 장소애

착과 장소의존성의 상이 되고, 때문에 특별한 의미와 공간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정체성 장소로서의 특징은 도시공간에서 정 으로, 

는 부정 으로 작용할 수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상품화되는 공간’으로서의 외국인 집지의 의미가 있

다. 박세훈 등은 도시에서 공간을 경제  가치를 가진 하나의 상품으로 

인식하고 매하는 ‘장소마 (place marketing)’의 개념이 등장하고, 

문화  타자성(cultural otherness)이 투어리즘의 핵심 인 부분  하나23)

가 된  시 에서, 정체성의 장소로서 외국인 집지가 상품화의 강력

한 동기를 부여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4) 이론  고찰 정리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외국인 집지의 

①개념과 ②형성  성장과정, ③그 의미와 역할에 해 살펴보았다. 특

히, 외국인 집지의 형성  성장에 있어서는 국제이주의 발생, 정착과

정, 정착 후 변화과정으로 나 어 살펴보았다. 이주의 발생에 있어서는 

경제  동기에 집 한 세계도시의 출 과 이주이론과 신고  경제학 

에서의 이론들을 고찰하 고, 정착과정에 있어서는 정착의 원인으로 

주로 거론되고 있는 사회제도  측면에서의 사회자본론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정착 후 변화과정에서는 경제 , 사회  동기들이 복합 으로 작

23) <Picard & Woood(1997), Tourism, Ethnicity and the State in Asian and 

Pacific Societies. University of Hawaii Press> 훈 (2009)에  재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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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고 있음을, 그리고 이와 동시에 최근 연구되고 있는 공간동화이론에 

해 다뤘다. 그 과정에서 외국인 집지의 물리  실체가 경제  동기

와 사회제도  맥락 모두에 깊이 연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시 내에서 외국인 집지의 역할과 기능에 해서는 앞서 소개된 

사회자본과 련된 맥락의 논의들과 그 외의 이론들을 살펴보았다. 사회

자본과 련된 논의들은 부분 외국인 집지를 이루는 성원을 심으

로 한 내부  에 치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집

지를 바라보는 외부의 객  에도 심을 두었다. 그  특히 ‘도

시하 계층의 집 지’와 ‘상품화될 수 있는 문화공간’이라는 동떨어

진 두 측면이 외국인 집지의 역할에 있어서 동시에 부각되고 있다는 

에 을 맞추었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집지의 성장과 형성에 한 기존 이론들의 

고찰을 통하여 ‘도시하 계층의 집 지’와 ‘상품화될 수 있는 문화공

간’이라는 특성이 각각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 집  상’과 ‘외국

인 집지에서 발생하는 련 상업지역’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단하

다. 이러한 외국인 집지에서 주거집 과 상가 등 련 인 라의 등장

은 시간  경과에 따라 순차 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정착과 정착이후의 

변화에 한 이론들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이주의 

기과정과 속화단계를 구분하고 각각을 경제이론과 사회이론에 

을 두어 설명하고 있는 Massey 등(1993)의 에서와 같이 ‘도시하

계층의 집 지’와 ‘상품화될 수 있는 문화공간’이라는 성격은 각각 

경제  측면과 사회·문화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다. ‘도시하 계층

의 집 지’라는 특성은 외국인 집지를 이루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도

시하 계층으로서의 정체성을 반 하는 것이고, ‘상품화될 수 있는 문

화공간’이라는 특성은 그러한 외국인 집지의 성장과정에서 나타나는 

트랜스로컬리티의 발견에 근거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하 계층의 집 지’와 ‘상품화될 수 있는 문

화공간’의 맥락에서 외국인 집지의 형성과 성장에 한 기존 이론들

을 정리하고, 이에 맞추어 조선족 집지를 주거 집지와 련 상업지역



- 26 -

으로 나 어 분석하는 것으로 본 연구를 구성하 다. 그리고 각 조선족 

집지의 성격을 이해하기 하여 그 성장과정을 분석하여 주거 집지

로부터 상업지역의 발달로 이어지는 과정을 악하는 것으로 연구방향을 

설정하 다.

[그림 6]  경 고찰  연  

  2. 국내 선행연구 고찰

   본 연구의 주제인 ‘조선족 집지’는 로벌 도시에 유입되는 외국

인 이주 집단에 의해 형성되는 ‘외국인 집지’  외국인을 ‘조선

족’에 한정한 개념이다. 조선족은 국내의 외국인 집단  가장 큰 비

을 차지하며, 한국과 련하여서는 타 외국인집단과 별되는 역사‧문화‧

사회  특질을 지니는 집단으로, 이들에 의해 형성된 집지도 나름의 

특성을 지닌다. 외국인 집지에 한 연구와 비교하여 조선족 집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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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다룬 연구는 상 으로 었으나, 최근 그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

   재까지 진행된 조선족 집지 련 국내연구들은 주로 최  집지

인 서울시 구로구 가리 동과 그 일 를 상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최

근 자양동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조선족 집지는 더 넓은 범 에서 

외국인 집지의 맥락 안에 치하고 있는바, 이 상지들은 외국인 

집지 련 연구에서도 주목되고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 고찰에서는 먼  

①조선족에 한 이해를 선행하고, 이어서 지역 ‧내용  측면에서 본 연

구와 련된 ②외국인 집지 형성에 한 연구 살피고, ③조선족의 이

주  정착에 한 연구들을 확인한다.

  1) 조선족의 역사  배경과 이주 특성 

   본 연구는 서울시에 체류하는 조선족과 조선족 집지, 그리고 그 

집지를 배경으로 형성된 조선족 심 상권을 상으로 하고 있다. 그 

집지 형성의 주체가 되는 조선족은 다른 외국인 노동자집단과 구별되는 

특별한 정체성을 가진 집단으로 본격 인 논의에 앞서 그들에 한 이해

가 필요하다.  

   조선족(朝鮮族)은 국 동북(東北)지방의 요녕(遼寧,Liaining) · 길림(吉

林,Jilin) · 흑룡강(黑龍江, Heilong Jiang)등 동북3성(東北三省)과 그 밖의 

국 땅에 흩어져 거주하고 있는 한민족(韓民族) 통을 지닌 국 국 의 

주민24)을 말한다. 이들은 국의 55개 소수민족  하나로, 볜조선족

자치주(延边朝鲜族自治州)를 비롯한 동북지방의 여러 자치지역에 2010년 

재 약 20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조선족은 기본 으로 국국 의 외국인이지만, 역

사 인 에서 조선 말기와 일제강 기에 만주로 이주한 한인들의 후

손으로 동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도하다.25) 

   한인의 만주로의 이주는 조선말엽, 란과 자연재해 등으로 척박해진 

24) 한민 과, (朝鮮族)

25) 동훈(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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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벗어나 비옥한 지역을 개간하려는 한 생존 인 이주로부터 시

작하여, 1910년 한일합방 이후 일제의 탄압을 피하거나 항일운동을 해 

만주행을 택한 정치  이주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복이 에는 약 200만에 이르는 재 이주민이 존

재했다. 그러나 복이후 이  100만 명만이 귀국하고, 나머지는 여러 

이유로 국에 머물게 되었다. 이들  다수가  재 조선족의 역사  

배경이 되었다. 

   이후 조선족은 국에 사회주의정권이 들어서면서 조선족은 국 동

북지역 개발-발 과 반일투쟁  사회주의정권 수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

정받아 1950년 에 들어 연변에 조선족자치주를 설립할 수 있었다. 냉

시  정치 , 이념  이유로 단 되었던 재 조선족과 한국과의 교류는 

국의 개방정책이 시작된 1970년  이후 다시 시작되었다. 1982년 국

이 조선족의 한국친척방문을 공식 으로 허가하여 비자발  시작되었

고26), 1988년 서울올림픽과 1992년 한 수교이후 계가 진 되어 조선

족들의 한국행이 크게 증가하 다. 2012년 재 한국에 있는 조선족은 

약 30만 명으로 체 조선족의 20%이상이 한국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이들은 ‘조선족’, ‘재 동포’, ‘ 국교포’, ‘ 국동

포’ 등 여러 명칭으로 지칭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가장 보편 으

로 사용되고 있는 ‘조선족’을 사용하 다.27) 본 연구에서 조선족은 

국 국 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로서의 조선족뿐 아니라 귀화자로 

한국 국 을 취득했으나, 조선족 사회와 그 문화권 안에서 삶을 하

고 있는 경우까지를 포 하는 의미로 범주를 정의하 다. 단, 통계에서 

확인된 국국  조선족만을 거론 할 경우 통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명칭

26) (1997): 에  살고 다는 것  리 알 지  시작한 것   

개 책  시작  1970 , 1982 에 어 야   한 척

 공식  허가하여  시작 었다. 1988  울 림픽  래  고향

, 동 주, 학 등  목  한  거 동하  시작하  한  체  

 증하 다.

27) 는   민 책에 해 붙여진 것  하여  미

여  하는 경우도 다. 그러나 본 연 에 는 그들  역사 ,  체 에 해 

다루고 지 않고,  많  연 들 나 언  ‘ ’ 는  보편  

사용 고  에 본 연 에 는 는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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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한국계 국인’이라는 표 을 그 로 옮겨 사용하 다.

  2) 국내 외국인 집지 형성에 한 연구

   외국인 집지에 한 연구는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진입에 한 연

구의 맥락  다문화 상을 외국인들의 공간분포와 련지으면서 진행

되고 있다. 먼 , 국내 외국인 집지 황을 포 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로 박세훈 외(2009)의 연구가 있다. 해당연구는 다문화 사회에 응

하기 한 도시정책 연구를 목표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외국인의 유형

별, 국 별 구분에 따라 국의 외국인 집지 황을 보이며, 국 별로 

체류유형이 달라 공간분포가 차별  특성을 보임을 설명한다. 그리고 이

를 종합하여  국내 외국인 집지를 유형화하고, 각각의 특징을 설명한

다. 그리고 이러한 반  황분석에 더하여, 안산 원곡동, 구로 가리

동, 인천 차이나타운, 서  서래마을의 네 개 사례에 해서는 사회  

계, 공간  계, 련 정책의 개입을 심으로 한 구체  분석을 제

시한다. 각 상지는 앞서 유형화한 국내 외국인 집지의 표사례들로 

각각 ‘공단배후 노동자거주지’, ‘ 도시 렴주택지’, ‘외국 련시

설 주변지역’, ‘ 문 인력의 고 주거지’에 해당한다. 이 같은 유형

화는 외국인 집지들 사이에 도시공간 으로 특징  차이가 있음을 시

사하고 있으나, 이후 타 연구에까지 확장되어 용되고 있지는 못하다.

   이러한 외국인 집지의 도시공간  성격 차이와 그 유형화에 있어

서, 홍석기 외(2010)는 서울의 외국인 집지를 ‘주거  상업 혼재

형’, ‘상업 심형’, ‘종교 심형’, ‘주거 심형’의 네 가지 분류

를 사용한다. 박세훈 외(2009)와 비교해서는 주거를 성격에 따라 나 지 

않고, 상업 심에 한 항목이 추가되었다는 에서 차별성을 갖지만 이 

역시도 타 연구에서 확장 용되는 기 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 오히려 

김은미 외(2008)와 손승호(2008)와 같이 외국인의 국  혹은 문화권을 기

으로 집지를 분류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각 연구

별 유형화의 차이는 국 별 체류 유형의 차이가 비교  뚜렷하게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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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외국인 집지 형성에 있어서도 국 별, 인종별 집 상이 있음(박

세훈 외, 2009)을 보여주는 한편, 국가별 집 상과 별개의 도시공간  

성격의 차이가 함께 존재하고 있음을 유추하게 한다. 강은택 외(2012)의 

경우 이러한 공간  구분을 외국인 공간분포에 있어서의 공간  분리 

상으로 이해하면서 련 연구를 소개하고 있다. 

   앞서 소개한 박세훈 외(2009)는 황분석 심의 연구로, 정기선 외

(2012), 홍석기 외(2010), 강은택 외(2012)등도 이와 유사한 맥락을 취하고 

있다. 이들 연구는 공통 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한 배경  황

악에 집 하면서 추가 으로 재의 외국인 정책이 외국인 집지에 미

친 향에 해서도 평가하고 있다. 특히 강은택 외(2012)는 각 지방자치

단체별 외국인 정책과 정책추진 조직 황을 구체 으로 비교제시하면서 

평가  개선방안을 소개한다. 이는 외국인의 격한 증가추세와 이에 

따른 도시공간  사회  변화에 한 정책  응이 미흡했으며, 그에 

한 한계  도출과 개선방안 제시의 필요성에 해 공공차원의 문제의

식이 있음을 보여 다(홍석기 외, 2010). 

   손승호(2008)는 서울시의 국 별 외국인 주거 수 지역 분포에 한 

공간  데이터를 토 로 외국인 분포패턴의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소수인종 집단주거지 분화 상을 고찰하 다. 그리고 공간  상 분석

을 병행하여, 선진국 국 의 외국인은 도시 심부에 서로 혼합하여, 개

발도상국 국 의 외국인은 도심으로부터 벗어난 곳에 국 별로 주거공간

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결론과 더불어 해당연구에서

는 특징 인 상으로 국인 증가가 하여, 국국 (조선족 포함) 

주거지가 기존에 형성된 주거지를 심으로 그 규모를 확 해나가고 있

음을 설명하고 있다. 김은미 외(2008)에서와 같이 가리 동 일  조선족 

집지를 슬럼화 되어가는 게토지역으로 보는 시각이 외국인 집지 

체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두드러진다. 이러한 상은 조선족 집지

가 타 외국인 집지와 비교하여 가지는 특징을 변하고 있는 것으로 

조선족 집지가 상 으로 낙후하고 폐쇄 인 환경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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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선족의 이주  정착에 한 연구

   조선족에 한 국내 연구는 주로 사회학과 인류학 인 측면에서 활발

하게 이루어졌다. 조선족은 국내 소수민족으로, 한국과는 근 까지의 

역사를 공유하는 특수한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에 련한 연구가 

많다. 이 외에도 조선족과 련한 연구는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데, 본 연구와 련해서는 조선족의 국내 이주  정착에 한 연구들을 

심으로 고찰하 다. 

   조선족의 국내 이주  정착에 한 연구  공간  측면 외의 부분

을 다룬 경우로는 박우(2011), 설동훈(2002), 윤황 외(2011), 이종구 외

(2011)등이 있다. 이들이 집 하고 있는 주제  하나는 외국인 노동자 

입장에서 조선족의 황과 지 의 변화이다. 박우(2011)는 한국체류 조선

족이 외국인 노동자의 입장에서 집단을 형성하게 되는 과정을 보이고 있

으며, 윤황 외(2011)은 국내거주 조선족 노동자들의 법  경제  사회지

에 해 논하고 있다. 특히 설동훈(2002)는 역사  맥락에서의 조선족

의 특수한 정체성과 국내 입국과정, 불법체류 황, 노동자로서의 처우 

등을 함께 소개하면서 재외동포법을 개정하여, 그들의 열악한 실을 개

선해야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 듯 조선족은 사회‧제도 으로 논쟁

인 입장에 치하고 있으며, 법‧제도  변화는 이들이 사회  지 에 

향을 미쳐 결국 조선족 집지에 공간 으로도 향을 미칠 것이다. 

    다른 주제로는 국내 정착과정과 그 과정에서의 응과 내부  네

트워크에 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 이종구 외(2011)의 경우 사회  네트

워크 에서 가리 동을 심으로 형성된 엔클 이 에 주목하고 있

다. 조선족들이 이주하여 한국사회에 응을 시작하면서 기에는 한국

정부의 정책이 주요하게 작용하 고, 이후에는 엔클 이 가 정보취득과 

사회  네트워크의 근거지로 치하면서 역할이 요해졌음을 설명한다. 

이러한 연구는 조선족 집지가 사회 으로도 조선족 커뮤니티에 요한 

의미를 가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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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서울 서남권(가리 동, 림동) 조선족 집지의 형성과 황에 

한 연구

   국내 조선족 집지에 한 연구는 주로 구로구와 등포구 일 를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가리 동은 조선족의 최  집지로서 

조선족 련 연구의 주요 상지가 되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 조선족 

집지에 한 심은 주로 세 가지 측면에서 집 되어있다. 가리 동 지

역에 발생한 ‘조선족 집 ’ 상에 한 해석과 조선족 집지가 가지

는 장소성 등 지역의 차별  정체성의 실체, 그리고 조선족 노동자 집단

에 있어서 집지가 가지는 사회  기능이 그것이다. 

   조선족 련 연구에서 가리 동이 등장한 것은 2002년 즈음이다. 설

동훈(2002)은 앙일보 기획취재 의 자료를 토 로 가리 동을 재 동

포의 집지역으로 소개하면서 1999년 무렵부터 구로공단 주변의 가리

동, 림동, 가산동 일 에 ‘조선족 타운’이 형성되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조선족 집지를 상으로 한 연구가 본격 으로 진행되

기 시작한 것은 2000년  후반에 들어서면서 부터이다. 김 선(2010)은 

가리 동과 림동을 심으로 인구분포 황을 통해 이 지역에 조선족

이 집 으로 거주하고 있음과 조선족 거리가 생겨나 련 사무실과 가

게가 형성되었음을 설명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이 지역거주 조선족들의 

이주 경향과 정착의지를 확인하 다. 그 결과 조선족들은 주로 지인을 

통해 이주  정착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주 후에는 국내에 정착의지가 

생기는 것을 확인했다. 결과에서 특기할만한 은 조선족들의 국내 정착

의지가 경제  이유뿐 아니라 생활문화의 종합 인 면을 기 으로 한 자

발 인 단에 의한 것이라는 이다. 이러한 결과는 미약하나마 조선족 

집지가 이주노동자들의 ‘임시 거주지’ 이상의 의미와 사회  기능을 

갖고 있는 것, 혹은 그 게 성장해온 것에 한 근거로 해석될 수 있다. 

앞서 Massey 등(1993)의 연구에서 지 된 바와 같이 조선족의 국내 정착

에서도 이주의 속화 원인은 이주의 발생원인과 구분되어 존재한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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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족 집지는 이주의 발생에 따라 형성되었으나 이주의 속화 원인을 

형성하는 무 로 작용했다. 

   한성미(2009)는 가리 동 “ 볜거리”의 장소성에 해 논하면서 장

소성 형성원인을 분석하 다. 쪽방과 간  등 공간 ·물리  환경, 구

매  정보교환 활동, 주변과의 격리, 문화  이 성, 사회  입지의 임

시성과 불안의 총 여섯 가지를 가리 동 장소성 형성 요인으로 제시 하

고 있다. 특히, 구매활동  정보교환활동 등은 실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집단  삶의 일상성을 충족시킴으로써 장소성형성에도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하여 조선족 련 상업시설의 역할을 다면 으로 

보았다. 

   안재섭(2009)은 가리 동 조선족 집지에서의 사회·공간  연결망

에 해 기술하 다. 조선족 집단 거주지역에서 나타나는 트랜스로컬리

티의 특성을 악하기 한 시도로서 거주지역의 사회 ·공간  연결망

을 기술 으로 고찰하고 있다. 

   장소성의 형성과 사회  네트워크에 한 근과 함께 재까지 진행

된 조선족 집지에 한 논의 으로 슬럼화, 게토화에 한 문제의

식이 있다. 이는 사회에서 가리 동을 비롯한 조선족 집지를 바라보는 

일반 인 시각을 변하는 것이기도 하다. 박세훈 외(2010)는 가리 동의 

슬럼화 요인을 지 하고 있다. 그 요인으로는 물리  낙후와 조선족 사

이의 사회  연계성 부족, 지역사회와의 계 조를 들고 있고, 이와 

함께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어 정부의 정책  지원이나 략 없이 방치

되고 있음을 지 하며, 정부의 무 심과 정책부재가 문제의 원인  하나

라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가리 동을 심으로 한 서남권 조선족 집지에 한 연구는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부분의 경우 개별  시

각에만 집 하여 가리 동 조선족 집지를 바라보고 있으며, 때문에 종

합 인 견지에서 가리 동 조선족 집지에 한 역할과 안을 제시하

는 데까지는 극 인 논의가 개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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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진구 자양4동 조선족 집지를 상으로 한 선행연구 

   기존의 조선족 집지를 살핀 연구  자양4동 지역에 집 한 사례로

는 이 민 외(2012)의 연구와 방성훈 외(2012)의 연구가 거의 유일하다. 

먼  이 민 외(2012)는 서울 자양동 국음식문화거리28)를 상지로 삼

아 이주자(조선족)가 새로운 정착지에서 어떤 사회  계를 구축하여 

로컬에 착근시키고 있는지를 밝히고, 그러한 사회  계가 로컬리티의 

변화에 어떤 향을 주는지 탐구하고 있다. 조선족 집지로서의 성장과 

련하여 조선족간 ‘사회  계’의 역할에 주목하고, 이러한 사회  

계가 지역에 사회자본을 형성하여 정착지(로컬)의 특성을 능동 으로 

변화시키고 있음을 인터뷰 기반 분석을 통해 보이고 있다. 즉, 조선족 

상 이 증가하면서 조선족의 사회  네트워크가 확장되어 사회자본의 확

를 야기하고, 이는 한국인-조선족 사이의 장소 유에서 조선족이 유

리한 치를 차지하게 하는 토 를 제공해, 결과 으로 해당지역에서의 

조선족 권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결론은 본 연구에 

있어서 조선족 집지의 성장에 한 사회자본의 역할과 련해 요한 

시사 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자양동 조선족 상 의 증가 ‘ 상’으

로부터 논의를 개하고 있어, 상 이 의 배경과 원인에 한 설명이 

생략되어있다. 따라서 기존 조선족 집지와 구별되는 자양4동 조선족 

집지의 형성배경과 입지 요인에 한 답을 제공하고 있지는 못하다. 

   방성훈 외(2012)는 가리 동과 자양동의 조선족 집지에서 나타나는 

주거지의 특성과 거주민의 특성을 비교하 다. 주민 설문을 토 로 분석

하여, 동일국 의 외국인 집주거지인 두 지역의 구성원이 서로 다른 

사회‧경제  특성을 보이고 있다는 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결

과가 조선족 집단 내에서 구성원의 한국사회 응정도 차이에 따른 사회 

계층  주거지 분화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결론을 제시한다. 방성훈 

외(2012)의 이 연구는 가리 동과 자양동의 조선족 집지를 비교하고 

28) 진 청과 언 에 는 식 거리 신 ‘양꼬  거리’ 는  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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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에서 본 연구와 유사 을 가진다. 그리고 자양동의 사례가 조

선족 집지의 ‘분화’를 설명한다는 분석은 본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

는데 주요한 배경이 되었다. 그러나 이 연구 역시 ‘ 상  측면’에서 

두 지역 거주민 특성이 가지는 차이를 소개하는데 집 하고 있어,‘조선

족의 한국사회 응정도 차이’이상의 구체 인 집지 분화 원인을 제

시하고 있지는 못하다. 때문에 이 같은 조선족 집지의 형성  성장이 

도시에서 가지는 의미에 한 해석이 제한 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다.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본 연구가 기존의 조선족 집지 상 연구들과 차별되는 특성으로는 

먼  조선족 집지를 주거 집지와 상업지역의 복합으로 보고, 그 사이

의 계에 주목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는 을 들 수 있다. 앞선 이론  

배경에서 확인되었듯이 외국인 집지는 다양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

러나 국내의 기존연구에서는 그러한 조선족 집지의 여러 에서의 

특성을 구분하지 않고, 인종 혹은 인구를 심으로 수 하여 분석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주거 집과 상업지역 성장을 구

분하여 바라보는 시각은 조선족 집지에 한 연구에서 새롭게 용한 

것으로 조선족 집지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개념틀을 제시하 다. 

   그리고 와 같은 에서 가리 동, 림2동, 자양4동에 형성된 조

선족 집지를 비교분석하 다는데 기존연구와 차별성을 지닌다. 기존의 

조선족 집지에 한 연구는 주로 서남권 지역, 특히 가리 동을 심

으로 진행되어왔다. 그리고 주로 한 지역에 집 한 연구가 부분이었

다. 그러나 서울의 조선족 집지에서는 재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특

성들이 찰되고 있다. 특히 서남권 지역의 조선족 집지 안에서도 서

로 간에 서로 다른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가리 동, 림2동 그

리고 자양4동의 조선족 집지를 서로 비교하여 분석하는 것은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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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진행되지 않았던 새로운 시도이다. 이러한 비교 연구는 조선족 

집지의 형성과 성장에 향을 미친 요인들을 보다 객 인 에서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에서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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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서울시 조선족 집지 황

  1. 조선족 집지 황

  1) 조선족의 인구 분포

   2012년 재 한국에는 총 93만 명 정도의 등록외국인이 거주하고 있

다. 이  조선족은 약 32만 명으로 체 외국인 가운데 약 35%를 차지

하여 가장 규모가 큰 외국인 집단을 이루고 있다. 조선족의 비 은 서울

에서 더 높게 나타나는데, 서울에서 체 외국인  조선족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57%이다. 이러한 수치는  조선족의 서울 집 이 타 국  외국

인에 비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말해 다.

   서울과 국에서 외국인 비율의 순 는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국을 기 으로 비율이 높았던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시아 국가들의 경우 서울에서는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 국가

출신의 외국인들이 조선족과 마찬가지로 숙련 노동자들이 부분임에

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조선족이 언어소통의 자유로움과 외모

 유사성을 바탕으로 도시 내 하 서비스 수요에 부응 할 수 있기 때문

이다.

[그림 7]  , ( )

   

[그림 8]  , ( 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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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울

 932,983 582,664 62% 247,108 26%

한 계 322,861 272,732 84% 140,893 44%

( ) 35% 47% 57%

법 , 지역  별 등   2012 단 : 

[  1] 등    한 계  , 2012

 [그림 9]  시 별  포, 2012

             법무부, 지역  국 별 등록외국인 황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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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서울시 조선족 집지 황

   서울시에서 조선족 분포는 구로구와 등포구, 천구를 심으로 한 

서남부지역에 강하게 집되어 있다. 서남권외에는 진구 자양동과 종

로구 창신동 인근 일부에서만 조선족 인구집 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외국인 노동자 집단의 집주거 상은 이론  배경에서 확

인한 바와 같이 로벌도시의 특징  하나로 이래 인 상은 아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입장에서 서울시 거주 외국인  최  집단인 조선족

에 의한 집 인 집지 형성은 이 에 경험하지 못했던 특징 인 상

이다. 따라서 이러한 격한 변화에 한 안, 는 조선족 집지를 

하는 정책 인 태도가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실이다. 

[그림 10] 울시  포 (행 동별, 2012  )

  서울 주민등록통계: 행정동별 국 별 외국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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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재 조선족 인구가 가장 많은 행정동은 등포구 림2동으

로 총 7,176명의 등록 조선족이 거주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구로구 

구로4동으로 6,467명의 조선족이 거주하고 있다. 구로구 가리 동의 조

선족 인구는 6,111명으로 인구 규모에 있어서는 그 다음의 세 번째 순

에 있다. 하지만 행정동의 면  는 총인구를 기 으로 봤을 때 가리

동은 재 조선족의 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다. 

   인구를 기 으로 한 입지상계수29)를 통해 비교해 보았을 때, 가리

동의 경우 22로 그 특화정도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자양4동의 

경우도 7.54로 내국인 비 인구 도를 기 으로 보았을 때 서울시 행정

동  12번째로 높은 특화도를 보이는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치 행 동
LQ( ) LQ( )  
# value # value

로 가리봉동 1 63.29 1 22.24 20,359 6,111

등포 림2동 2 53.89 2 20.92 25,417 7,176

악 신림동 3 30.73 5 11.38 23,553 3,618

4동 4 29.03 9 8.79 30,490 3,619

등포 림1동 5 27.27 4 11.63 19,998 3,138

등포 신 5동 6 24.81 7 10.78 19,728 2,870

등포 도림동 7 22.75 8 9.66 21,841 2,847

등포 신 4동 8 16.23 20 5.94 13,946 1,118

동작 신 1동 9 15.90 17 6.49 28,931 2,533

2동 10 15.69 3 12.11 39,579 6,467

등포 신 1동 11 15.32 10 8.49 23,813 2,729

등포 림3동 12 14.76 13 7.45 31,881 3,204

로 창신3동 13 14.43 19 6.29 8,502 722

로 창신2동 14 13.75 22 5.08 11,984 822

천 독산3동 15 13.69 14 7.27 31,752 3,116

등포 등포본동 16 12.98 15 6.73 28,024 2,544

5동 17 12.30 18 6.46 35,276 3,073

진 양1동 18 10.91 23 4.39 26,164 1,549

진 양4동 19 10.88 12 7.54 28,858 2,936

악 원동 20 9.23 21 5.26 19,744 1,401

울 주민등 통계: 행 동별 별  단 : 

[  2] 울시 동별  LQ(Location Quotient), 2012

29) LQ(Location Quotient) = (행 동)/ (행 동) / ( 울시)/

( 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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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서울시 조선족 인구 도의 공간  변화 

   서울시 조선족 인구 도의 공간  변화를 통해 다음의 두 가지 사실

을 확인할 수 있다. 

� 조선족 인구의 공간  집 은 지속 으로 심화되어왔다.

� 서울시의 조선족 인구  지역분포는 최근 안정화되어가고 있다.

   시간에 따른 조선족 인구의 변화를 보면, <그림13>에서 볼 수 있듯이 

1999년부터 2007년까지 격하게 증가하다가, 2008년 이후부터는 인구증

가 속도가 둔화되고 2012년에 들어서는 에 띄는 감소가 일어났음을 확

인할 수 있다. 공간 으로는 2000년에서 2012년 사이 등포구, 구로구, 

악구에서의 조선족 인구집 이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2008년에서 2012년 사이 비교  최근에 와서는 이들 지역의 조선

족인구 변동이 거의 드러나지 않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의 이 같은 조

선족 인구변화의 시공간  양상으로부터 조선족의 격한 유입의 시기가 

지나 재 소강상태에 진입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1] 각 별 등    변

     서울 주민등록통계: 구별 국 별 외국인( 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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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울시 행 동별 

 Moran’s I 결과 

   각 동간의 심거리를 기 으로 한 

동별 조선족 인구의 공간  집 도는 

공간  자기상 지수 Moran’s Inde

x30)가 2012년 재 0.5 정도로 나타나, 

조선족 인구가 서울시 내에서 강하게 

클러스터화 되어 있음을 수치 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간  자기상 지수를 시

기 으로 비교하면, 공간  집 도의 

변화를 악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2006년과 2012년의 행정동별 조선족 

인구 도를 비교한 결과 서울시에서 

조선족의 공간  집 은 강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12>에서 보이는 

것처럼 두 시기 행정동별 조선족 분포를 표 편차에 따라 표 하면, 

2012년 공간  집 화가 심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3]  도  변  2006, 2012

서울 주민등록통계: 행정동별 국 별 외국인 수

30) Moran’s I  값  값   산 어 는 경우 0  값 , 높  값끼리  모  강

하게 나타날  1에 가 운 값  가진다. 높  값과 낮  값   차하여 

어 는 경우 –1  값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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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조선족 집도가 높은 서울 서남권의 등포구, 구로구, 악

구, 천구만을 상으로 2006년과 2009년, 2012년의 공간  자기상 지

수를 비교한 결과 2009년 이후 서울 서남권에서는 오히려 조선족의 공간

 집 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서울을 상으로 

서남권에 한 집 도는 증가하여 해당 지역들의 조선족 이동은 증가하

으나, 서남권 일 에서의 집 도는 감소하여 기존 집지의 상이 감

소하 거나, 서남권 일 에서 조선족의 분포가 었던 지역에 조선족의 

인구가 증가했음을 보이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Conceptualization:  INVERSE DISTANCE

Distance  Method: EUCLIDEAN

Row  Standardization: TRUE

울시

2006 2009 2012

Moran's  Index: 0.464827 0.494208 0.502641

Expected  Index: -0.001934 -0.002364 -0.002364

Variance: 0.000281 0.000432 0.000428

z-score: 27.83277 23.894442 24.420545

p-value: 0.000000 0.000000 0.000000

울 남

2006 2009 2012

Moran's  Index: 0.355397 0.377472 0.368912

Expected  Index: -0.012658 -0.015873 -0.015873

Variance: 0.003046 0.005134 0.005084

z-score: 6.669194 5.489911 5.396662

p-value: 0.000000 0.000000 0.000000

Data: 울 주민등 통계: 행 동별 별  

: ArcGIS Autocorrelation

[  3] 울시 행 동별  Moran’s I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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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서울시 조선족의 유입

  1) 조선족 국내 유입 배경

   조선족의 국내 유입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 에 들어서면

서부터이다. ①국내 노동환경 변화로 인한 임  노동인력에 한 수요

증가와 ② 국의 개 개방이후 일자리를 향한 이동성이 증 된 조선족의 

상황이 맞물렸던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지 된다. 여기에 ③한 수교가 

이루어지고, 외국인노동자와 재외동포에 련된 법률이 제정되는 등 제

도  환경이 함께 조성되어 조선족의 한국 노동이주를 가속화하는데 

향을 미쳤다. 

   1980년 를 지나면서 그간의 경제성장이 86년 아시안게임, 88년 서울

올림픽과 같은 형 국제행사를 통해 가시화되어 나타났다. 한편으로는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노동운동과 노동집약  경공업의 쇠퇴, 서비스업의 

두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는 생산직 노동자들의 임 상승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임 상승은 노동자들의 3D업종 기피 상31), 청소년 인

구의  감소와 진학률의 상승, 농 으로부터의 인력수 한계 등의 

상황32) 등에 더하여 제조업을 비롯한 산업 반의 인력난을 발생시켰다. 

이러한 상황은 자연스럽게 개발국으로부터의 노동이주를 발생시켰다.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유입에 해 윤황(2011)은 우리나라가 세계 각국으

로 노동력을 송출하는 나라(Labor Export Country)에서 수입하는 나라로 

상황역 이 일어났다고 설명한다. 

   이 게 유입된 외국인 노동자 에서는 조선족의 비 이 두드러졌다. 

<표5>에서 보이듯이 체 등록외국인  국인의 비율은 90년  말 

20%정도 으나 2000년  반에 들어서면서는 반 이상으로 증가하

다. 

31) ,2011

32) 진우 우,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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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체  57,189 61,920 67,908 73,228 102,882 114,685 129,660 

 33) 12,283 17,432 21,259 22,535 31,558 64,762 77,881 

( ) 21% 28% 31% 31% 31% 56% 60%

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체  175,036 229,072 255,207 255,749 262,902 279,095 247,108 

 119,300 169,414 192,618 192,191 198,680 211,820 180,044 

( ) 68% 74% 75% 75% 76% 76% 73%

 한 계 

( ) 
105,177 150,270 169,385 166,413 170,125 178,386 140,893 

( ) 60% 66% 66% 65% 65% 64% 57%

울시 주민등  1999~2012 단 : , %

[  4] 울시 등   (1999-2012)

[그림 14] 울시 등   변  (1999-2012)

 서울 주민등록통계: 구별 국 별 외국인( 국인)

33) 통계청에  (한 계 )   한 것  2006  후 다. 그러나 2006

     한 에 해 월등  높  것  미

루어  가 운 시 에도 역시 체     높았  것  미루

어 짐작할  다. 90  말  시작    증가에   역할  

요하게 작용했  한 당시  미루어 추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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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도 주요내용

1991 산업연 생 도

� 내 업  난 해  목 , 에 진출한 한

업  지공장 동  한  모 업에  

간 연 하고 지공장에 

� 그러나 용 상  한   동  

내 에 큰 향  미 지는 못함

1992 한・  � 민  사증  아 한   가능해짐 

[  5]  주  도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유입과정  조선족이 두드러진 것은 언어소통

의 자유로움, 외모  유사성, 지리  인 성 등 조선족이 가진 국내 노

동시장에서의 비교우 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하여 시기 으로 

국의 개 개방 이후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연변조선족의 이동성이 증

된 시기와 국내의 노동수요 발생이 맞물린 것도 원인으로 지 될 수 

있다. 국의 개 개방 이후 시장경제체제로의 변화는 부분 농 지역

에 거주했던 조선족들로 하여  국 내 도시지역이나 국외로 더 나은 

생활을 한 이주를 하도록 진34)하 고, 한국은 그 이주선택지  언

어가 통하고, 일부 친족 네트워크가 남아있는 상 으로 유리한 지역이

었다. 한 한국이 국에 비해 높은 경제수 을 가지고, 상 으로 높

은 수 의 임 을 제공했기 때문에 조선족 입장에서는 한국으로의 이주

가 선호되었다.

  2) 조선족 유입증가와 정착과정에서 제도  여건 마련

   한국의 노동수요와 조선족의 이동수요가 일치한 상황에서 조선족 노

동이주의 실화는 국내외 인 제도  여건이 마련되었기에 가능했다. 

다음의 <표6>에서 련된 제도와 그 주요 내용을 정리하 다.

3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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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산업연 도 개 35)

(2007  고용허가  통합)

� 산업연 생 도 실시(도   )

� , 베트남, 필리핀 등  연 생  

본격  시작

1998 연 취업 도36)

� 산업연 생  2  근  후, 가 격시험  

통과하  1  취업  여

� 법체  생  지하  해 2002 , 1  연

+2  취업  변경

2002
법체

합 지 책

� 2002  월드컵  앞 고 법 는 간 내 법체

 진신고 에 해 출  1  

�  간 동안  약 10만  진 신고하

여 합법  지  여 37)

2002
취업 리

(2004  고용허가  통합)

� 스 야 해 하고, 동포(한

 갖지 않  재 동포)  내취업욕  

충 시키  한 목  2002  12월 스

야에 동포  상  2 간 내취업

동  허용하는' 스 야 취업 리 '  도

2003 재 동포법 개

� 해  주시 에   동포 간 차별규

 삭 하고  내  남아 는 동포  그 

지  재 동포  

2004 고용허가

�  고용하 는 사업 가 직 과 목  등

 시하  가 그 타당  검토하여 허가

� 에  계약  맺  8개    포함

2005

2006

동포 귀 지원 

프 그램

� 법 체   동포들  진 출 하  1  

후 합법  하여 한  생  할  도

 해 주는   책 시행38)

2007 취업  

� 동포   지역  동포가 한 에 연고

가 없어도   래하  취업할  는 취

업 가 고용허가  특 법  시행 

�  동포  한 재  동포에게 고용허가  

달리 취업  통해 본  래   여

� 취업 업 도 업 에 건 업, 가사 스업 

등 32개 업  

35)  산업연 생 도는 1993  단 었다가 같  해, 연 업체 상에 “주 처  

장  지 하는 산업체  공공단체 장  추천하는 사업체”  추가하여  

36) 시사상식사 , ‘  산업연 ’, pmg 지식엔진연 , 각

37) 훈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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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조선족 주거 집지 형성과정

  1. 가리 동 조선족 집지의 형성

   국내에 유입된 조선족이 구로구 가리 동에 집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  반부터이다.39) 가리 동에 조선족이 집하게 된 것은 소  

‘벌집’이라 불리는 쪽방이 집한 규모 렴주거지가 이 지역에 존

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쪽방 은 과거 구로공단 노동자들의 숙소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90년 에 들어서면서 공단의 쇠퇴와 더불어 공동화

기 때문에 가리 동은 벌집을 토 로 다른 지역에 비해 렴한 임 료 

수 으로 상당수의 조선족 노동자의 주거수요를 수용할 수 있었다. 

   가리 동에 이 쪽방 이 형성된 것은 1970년 로, 국가의 ‘경공업

심의 수출드라이  정책’에 따라 구로공단이 섬유, 제산업 등 노동집

약  경공업으로 국내 수출산업의 심 역할을 담당하던 시기이다. 이 

시기 수많은 은 노동자들이 구로공단으로 모여들었으며40), 특히 농

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돈을 벌기 해 구로공단에 취업한 여성노동자

들이 상당부분을 차지했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주거수요를 수용하기 

해 공단 주변의 가리 동과 구로3동을 심으로 집단 거주지가 형성되었

다.41) 당시의 은 노동자들은 단신으로 구로공단에 정착하여 임 에 

38) 지 : 용필, 울  벤 마 , 동포타운

39) 통계  통해  가리 동 집시   악하는 것  실  

가능하다. 앞에  언 었듯  에 한 통계항목   만들어진 것  2000

  후 ,  그   규모는   삼아야하는 

가 다. 한 2002  법체 합 지 책 시행당시 상당   법체

 태  가리 동에 재했  것에 도 알  듯  통계상에 잡 지 않는 가 

많았  에 한 시  규모  악하는 것  가능하다. 그러나  연 들

과 지역민 뷰  합해볼 , 가리 동에 집 에 가 집하  시작한 

것  1990   볼  다. 

40) 공단1단지가  1967  2,460 었  공단 근  가 1978 에는 11

만 4천여 에 게 는 등 70  거  공단  고용 가 격  증가

했다. ( 료: 한 산업단지공단) 

41) 러한 집  에 3동   주거지  개 , 증개축하여 었고, 

후 가리 동 에 거 신축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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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노동을 하는 열악한 노동환경42) 속에 근무하 으므로, 근무지와 

인 한 지역에 렴한 주거를 필요로 하 다. 이러한 수요를 따라서 한 

평 반 남짓한 공간에 ‘방+부엌’으로 구성된 쪽방이 한 건물에 10~40가

구 집하여 화장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특징 인 주거형태 ‘벌집’이 

가리 동을 심으로 규모로 조성되었다. 이는 노동자의 주거수요뿐 

아니라 공 자 측면에서의 임 수입 극 화를 한 효율 인 공간 활용 

형태이기도 했다. 당시 등하는 주거수요에 비해 기존 주거의 수용능력

은 크게 못 미치는 수 이었고, 공공부문에 의한 주거공 도 없었기 때

문에, 이 같은 노동자를 한 규모 임 주택지는 개인 주택소유자들에 

의해 자연발생 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43)

[그림 15] 1980  에 지어진 건축  (가리 동)

42) 70  지역 업체들   업  경우 2,500원  당시 업  평균

 2,860원 하 , 는 3,780원  업  평균  4,095원 하 다. 그

리고 동  평균근 시간  하루 8~10시간  본 동과 평균 4~5시간  연장근

(잔업)  야간 동(철야)과 특근  시  하 다

43) 민주,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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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가리 동 집

 (좌,사진) 직 촬 , (우,도면) 김 기,198344)

   그러나 1980년  후반을 지나 90년 로 진입하면서 가리 동 벌집을 

채웠던 노동자들의 수가 감소하기 시작하 고, 가리 동 벌집이 공동화

되기 시작하 다. 이는 조선족 노동자들이 자리하게 되는 배경이 형성되

었다. <표8>에서 보이듯이 구로구를 기 으로 1991년부터 감소하던 구로

구 인구는 1995년 40%이상 격히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외

국인 인구의 경우 2002년을 시작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03년 외국인 수의 증은 2002년 있었던 불법체류자 종합방지

책에 의해 기존의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양성화되어 통계상에서 측된 

것으로 기존 불법체류 외국인, 특히 조선족들이 구로구에 이미 상당수 

존재했음을 의미한다.45) 1990년   구로공단의 노동자들이 구로구를 

거 이탈했으며, 1990년  후반에서 2000년 로 진입하면서 그 빈자리

를 외국인 노동자들이 체하기 시작한 것이다. 

44) (1983), 공단 근  근   득  주거개 안에 한 연 , 울

학 : 사학

45) 2002  법  ‘ 법체  합 지 책’  진 신고한 법체 는 25만 6천

여 (   10만여 )  당시 법 에 공식 집계  법체  27만 6천여 

 93% 도  추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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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한 간 한

1991 747,623 … … 2002 415,789 413,363 2,426

1992 738,914 738,140 774 2003 419,438 412,845 6,593

1993 724,230 722,928 1,302 2004 424,725 416,828 7,897

1994 698,274 696,060 2,214 2005 427,119 416,405 10,714

1995 383,224 382,207 1,017 2006 436,786 419,832 16,954

1996 378,676 377,391 1,285 2007 445,095 420,542 24,553

1997 377,660 376,436 1,224 2008 448,696 420,795 27,901

1998 381,794 380,623 1,171 2009 449,613 421,967 27,646

1999 396,644 395,294 1,350 2010 452,667 423,736 28,931

2000 404,786 403,097 1,689 2011 458,908 427,468 31,440

2001 417,453 415,330 2,123 2012 454,478 427,520 26,958

울시 주민등 통계 1991~2012 단 : 

[  6]  변

[그림 17]   변  (한 , )

   90년 로 진입하면서 공단지역 일 의 땅값과 노동자들의 임 이 

상승 하 고, 값싼 노동력을 활용한 수출지향 경공업은 사양길에 어들

었다. 따라서 구로공단 내 규모 제조업 공장들은 해외 는 지방으로 

이 하 으며, 그 빈자리를 기업이나 소기업과 하청 계를 맺은 소

기업, 세 소기업들이 임  입주하여 체하 다. 이 과정에서 이들 기

업의 세성은 구로공단 노동자들의 수를 감소시키는데 일조하 다. 노

동자들이 빠져나가 공동화된 가리 동 벌집에는 이후 10  가출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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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실직자, 극빈가구 등 도시주변계층이 유입되어 주변지역과의 기능  

연결성이 하되는 동시에, 주거환경이 보수되거나 크게 개선되지 못한 

채 슬럼화 되는 경향을 보 다.

   같은 시기 가리 동에는 조선족들의 유입도 증가하 다. 1992년 한

수교 이후 90년  반 본격 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조선족들은 일자리

를 찾아 주로 서울지역에 자리를 잡았다. 그 가운데 가리 동은 쪽방을 

바탕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렴한 주거를 제공하 고, 3D업종 기피 상

으로 인력수 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로공단 내 소  세제조업체

로부터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기 이주 조선족 노동자들의 

정착지로 선호되었다. 기에 유입한 조선족들은 주로 단신으로 돈을 벌

기 해 고향을 벗어나 타지에 정착한 존재라는 면에서 과거 구로공단 노

동자들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가리 동에서 공단노동자들의 빈자

리를 쉽게 체할 수 있었다. 

   ‘일자리’와 ‘ 렴한 주거’를 바탕으로 한 이러한 기 유입 조선

족들의 가리 동 정착은 후속이주자들의 유입에도 향을 미쳤다. 조선

족을 상으로 한 인터뷰결과 후속이주자의 경우 부분 선행자의 소개

로 입지를 정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같이 조선족 사이에 존재하는 연

결망은 이주조선족의 정착지 입지에 요한 요인  하나로 지 되고 있

다. 이는 가족  친척, 친구  동향사람을 통해 형성되는 이주연결망

이 이주 기 발생하는 비용과 험을 감소시켜주어 이주가능성을 높여주

고,46) 주거와 일자리 마련에 이러한 연결망이 직 인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47) 가리 동의 경우에도 기이주자의 정착이 이주연결망을 통

해 이후 이주조선족들의 입지에 향을 미쳐 가족이나 친척, 친구의 소

개로 가리 동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연쇄 인 과

정을 통해 가리 동은 기 조선족 이주의 핵심 인 장소로 국조선족 

사회에 알려지게 되었고, 이는 가리 동의 조선족 집지 성장에 요한 

46) Massey(1990)

47) 취업 에 한 실태 사(2008)   결과 첫 취업  경  ‘아는 사  통해

’가 51.4%  가장 많았 , 주거지가 해지  지 가 나 척,  집에  

는 경우가 많  것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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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로 작용했다. 

   이 같은 연쇄 이주  정착이 가능했던 것은 가리 동이 가진 지역  

특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첫째로 벌집의 존재가 지속 으로 유입되는 

조선족을 수용하기에 충분한 규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며, 둘째로 남

아있는 구로공단의 제조업 노동력 수요와 구로공단 1단지 첨단화계획48)

에 따른 건설노동수요 등 일자리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7호선 남

구로역과 1호선과 7호선의 환승역인 가산디지털단지역이 가깝게 치하

여 조선족 일자리 공 이 풍부한 경기 서남부와 인천, 강남으로의 교통

연결성이 우수한 지역이라는 도 가리 동에 서울에서 가장 큰 조선족 

집지가 형성되는 원인이 되었다. 

  2. 림2동 조선족 집지의 형성

  1) 가리 동 조선족 집지로부터의 확장  이탈

  가리 동에 비하여 다른 두 연구 상지인 림2동과 자양4동의 조선족 

집지 형성과정에 한 연구는 진행된 바가 별로 없으며, 이에 한 자

료도 많지 않다. 림2동과 자양4동의 조선족 집지 형성에 한 일반

인 설명은 가리 동 조선족 집지로부터의 일종의 ‘풍선효과’로 요

약할 수 있다. 이는 조선족 인구의 계속 인 집 이 이루어지던 상황에

서 (1)합법  지 획득으로 인한 팽창, (2)불법체류자 단속의 집 으로 

인한 , (3)가리 동 재개발 이슈로 인한 불안 고조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 다.

48) 1990  말, 공단  체  공동  막  한 안  산업  개편  

공단 1단지  첨단산업주도하는 도시  산업단지  하는 안  모색 었다. 

에  는 1997  ‘ 산업단지 첨단  계 ’  립하고, 아 트  공장  건

하여 집약  업  집  시키고  하 다. 울 지 산업단지( 공단 

1단지)에는 1999  2007 지  57개  아 트  공장  새 게 건 었 , 

2013  재  103개  아 트  공장  하고 다. ( 료: 한 산업단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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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법  지 획득으로 인한 팽창

   앞서 설명하 듯이 가리 동은 서울에서 가장 먼  형성된 조선족 

집지로, 1990년  후반부터는 가리  시장 일 를 심으로 조선족 음식

과 식료품  등 조선족을 상 하는 상업시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

러한 상업시설은 가리 동의 한국 조선족 노동자 사회의 심지로서의 

성격을 더욱 강화시켰다.49) 때문에 이곳을 방문하거나 이주해오는 조선

족의 수는 계속 으로 증가하 다. 이에 해 정문수(2008)는 가리 동 

연변마을이 주거공간과 소비 공간이 함께 제공되는 복합  장소로서, 생

존을 한 여러 조건이 제공된다는 측면에서 서울에 사는 조선족의 생활

과 문화의 심지가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게 가리 동으로의 조

선족 집 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2002년 시행된 법무부의 ‘불법체류

자종합방지 책’은 조선족의 가리  주변지역으로의 확산에 향을 미

쳤다. 당시 자진 신고하여 1년의 출국유 를 받고 합법  지 를 부여받

은 조선족은 약 10만 명으로, 이 가운데는 가리 동과 독산동 등 쪽방에 

거주하고 있던 조선족이 상당수 있었다. 쪽방 은 물리 으로 단속이 어

렵고, 조선족 인구 도가 높아 에 잘 띄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체류자

들은 가리 동 일 의 쪽방 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 일시에 합법 인 

지 를 부여받은 이들은 가리 동을 벗어나 주거비가 렴하면서도 교통

이 편리한 지하철역 인근 주택의 반지하로 이동하기도 했다.

(2) 불법체류자 단속의 집 으로 인한 

   이와 같은 불법체류자에 한 한시  양성화가 자발 인 과정에 의한 

조선족 집지 확산을 가져왔다면, 가리 동에 집 된 불법체류자 단속

은 외부 인 압력에 의한 조선족 집지 확산을 야기한 원인이 되었다. 

가리 동에는 ‘불법체류자종합방지 책’으로 1년의 출국유 를 받은 

49) 안재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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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기한 내에 자진출국하지 않고 남은 불법체류자를 비롯한 불법체류

자들이 여 히 모여 있었다. 때문에 불법체류자에 한 단속 역시 가리

동 지역에 집 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2004년 고용허가제 시행을 앞

두고 2004년  강화되었던 미등록 노동자 단속은 가리 동의 조선족 상

권을 침체시켰으며, 조선족이 이 지역을 이탈하는데 향을 미쳤다.50) 

이후로도 불법체류자에 한 단속은 지속 으로 가리 동에 집 되는 경

향을 보 으며,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역 상인들도 이 같은 단속

의 집 을 가리 동 쇠퇴의 원인  하나로 지 하며 불만을 표하고 있었

다. 합법 인 지 를 가지고 있더라고, 지역정서와 분 기에 향을 받

게 마련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단속은 지역에 악 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인으로 지역을 이탈한 이들은 인근의 림동, 신 방

동, 신림동, 천동 등지로 거주지를 옮겼다.51) 

(3) 가리 동 재개발 이슈로 인한 불안 고조

  가리 동 집지에 향을 미친  다른 외부요인으로는 ‘가리 동 

재개발 사업’이 있다. 가리 동은 “서울디지털산업단지가 IT, 벤처, 고

도기술 등 첨단산업으로 격히 변화하고 있는 반면, 배후지인 가리 동 

지역은 불량한 주거·낙후된 상업 환경과 기반시설 미비로 주변지역의 

변화에 상응하지 못함에 따라 주변 산업단지와 연계한 주거·상업, 문

화, 유통시설이 조화된 복합기능 도시로 개발함으로써, 도시환경개선은 

물론 도시기능회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균형발 을 도모코자52)”

하는 배경 하에서, 2003년 11월 가리  균형발 진지구로 지정되었다. 

이후 2013년 10월 재까지 구체 인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채 재정비

진구역으로 묶여있다. 재개발 지구지정은 가리 동이 조선족 집지로서 

성장하는데 한계로 작용했다. 가리 동 조선족 집지를 형성하고 있는 

50) 2004  4월에는 가리  상 들  생  보장 놓고 단 동 지하 도 했다.

51) , 2008

52) 가리 균 진지  사업 개, 청: www.guro.go.kr/gari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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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거주자  상업시설 운 자들은 거의 부분 세입자들로 재개발

계획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하고 시한부  임 자로서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상업시설에 한 추가 인 투자가 극 으로 이

루어지지 않게 됨은 물론 주거환경 역시 개선되지 않아 조선족 집지로

서의 추가 인 성장을 이루지 못한 채 상유지가 지속되었다. 이와 같

은 상에 더해 서지수(2012)는 “(가리 동)재개발로 인해 일자리와 집

을 잃은 조선족들은 인근에 치한 림동으로 이주하기 시작하면서 가

리 동 에 조선족 마을을 형성하고 있던 림동은 가리 동 이후의 가

장 큰 조선족 집 거주지로 거듭나기 시작”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가리 동으로부터 조선족의 이탈을 야기하거나, 가

리 동의 조선족 집지로서의 매력을 떨어트려 직간 으로 타 지역 

조선족 집지의 형성과 성장에 향을 미쳤다. 림2동의 조선족 집

지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시 등포

1999 323 965

2000 586 598

2001 936 733

2002 1,158 329

2003 113 5,859

2004 6,636 7,840

2005 9,416 11,049

울시 주민등 단 : 

[  7] 별  변

  

  2) 림2동 조선족 집지의 형성 

   행정동별 조선족인구변화에 한 명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림2동의 조선족 집지 형성에 있어서 가리 동으로부터의 확장은 인터

뷰와 기타 기록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의 <표8>의 구별 국인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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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보면, 등록 국인 인구 증에 있어서 가리 동이 치한 구로

구와 림2동이 포함된 등포구 사이에 1년의 격차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구로구의 경우 불법체류자종합방지 책이 시행된 2002년 이후 

2003년에 그 수가 어든 반면 등포구의 경우 같은 시기 격하게 증

가된 것이 보인다. 이는 종합방지 책과 취업 리제를 통해 양성화된 조

선족들이 등포구로 이동하거나 새로 자리를 잡았음을 짐작 하는 증거

이다.

   가리 동 조선족 집지로부터의 이탈과 확장이 다른 지역이 아닌 

림2동 조선족 집지의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었던 데에는, 림2동이 

가지고 있는 지역  특성의 역할이 주요했다. 우선 림2동은 독산동, 

가리 동, 시흥동, 면목동, 고척동, 성수2가1동, 신길동 등과 함께 반

인 거주지구조의 변동 없이 90년  반까지도 80년 의 양상이 유지되

고 있는 공업지구 인근의 하 계층 거주가구수가 많은 지역53)으로써 주

거비가 렴한 지역이었다. 특히, 임 료가 렴한 주택 반지하방을 

심으로 조선족의 유입이 크게 이루어졌다. 

[그림 19] 1990  

 건축  

( 림2동)

53) 도경 (1994), 울시  사 계 별 거주지 에 한 연 , 지리학  23: 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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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요인으로는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과 2호선과 7호선

의 환승역인 림역을 심으로 한 편리한 교통 근성이 지 될 수 

있다. 입지요인에 있어서 교통 근성의 요성은 상자 인터뷰를 

통해서도 다수 확인되었다. 

“여기서는 강남으로 일 나가는 경우가 많지요. 2호선이 있으니까는 다니기도 편

하고, ... 장사하기는 이쪽이 좋아요. 식당 다니는 것도 좋고... 나도 원래 면목동 

있다가 이쪽으로 왔어요.” ( 림2동, 40  여, 국음식  종업원)

[그림 20] 

림역  

출 한 승객들  

도착역 

   <그림19>는 림역을 출발한 승객들의 도착역들을 그 비율에 따라 표

시한 지도로, 2호선을 따라 아래로는 강남과 로는 종로로 이어지는 지

역들에 한 근성이 좋고 한 이용객도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림역은 림2동의 일자리 수요가 많은 요지로의 교통 근성

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소는 조선족 집지 형성에 있어서

도 요한 요소로 작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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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자양4동 조선족 집지의 형성 

   자양4동의 조선족 집지와 건 입구 양꼬치 거리( 진구 국음식문

화거리)의 형성배경  원인에 한 본격 인 연구는 재까지 많이 이

루어지지 않았다. 자양4동의 조선족 집지 형성에 해, 이 민 외

(2012)는 이 지역에 성수동과 그 주변의 공장지  근로자를 상으로 운

되던 음식 이 집되어 있었는데, 주변지역 조선족 거주자가 증가하

면서 국식당도 문을 열기 시작하여 집지가 형성되었고, 2009년 이후 

국식당이 증했다는 황 심의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다른 자

양동 조선족 집지 상 연구인 방성훈 외(2012)의 연구에서는, ‘자양

동에는 2000년  까지 성수동 공단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한 식당

과 자동차부품업체, 제공장, 신발공장 등의 소규모 공장시설들이 입지

해 있었으나, 2005년경부터 국 련 상가가 들어서기 시작한 다음, 

2008년부터 속도로 증가, 한국계 국인 집주거지로 활성화 되었

다’는 설명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족의 이동과 정착에 련된 

기존자료가 부족하고, 한 이러한 기존의 연구들은 조선족 집지의 형

성과 성장과정에 을 맞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재까지 자양동 조

선족 집지의 형성에 한 깊이 있는 배경과 원인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1) 공업지역 산업쇠퇴와 인구 공동화 

   진구 자양4동은 2008년 노유1동과 노유2동이 통합되면서 재의 행

정경계와 이름을 갖게 되었다. 그 이 에는 각각 성동구 성수동 2가 2동

과 4동이었던 것이 1995년 진구가 분구되면서 성동구에서 진구로 편

입되었다. 성동구 성수1가와 (지 의 자양4동이 포함되어 있었던)성수2가

는 1960년  산업화에 따른 공업지역 지정 후 공업기능이 활성화 되었

던 곳으로 70년  공업기능의 자생  성장에 따라 련 기능들이 입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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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변지역의 주택들은 공업지역 노동자들의 배후주거지로 기능하

다. 그러나 80년  이후 규모 공장들이 이 54)하면서 재는 소규모 

세업체들이 주로 입지하고 있다.

[그림 21] 동 공업지역

              네이버지도 지 편집도 http://map.naver.com

   성수동 일  제조업체들의 소규모화는 90년  후반 두드러지게 나

타났는데, 이와 련하여 최은 (1998)은 경제 기에 따른 성수동 공업

지역 일 의 일자리 감소와 노동시장 재편에 해 설명하고 있다. 1997

년 말 IMF 구제 융으로 시작된 경제 기로 생산직 노동자들과 단순 서

비스직에 있던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이러한 향은 제조업

이 집 된 성수동 공업지역 일 에도 향을 미쳐, 공장폐업과 인원감

축이 증가하고 제조업체들의 세화되는 상이 나타났다.55) 최은

(1998)의 연구과 련한 설문조사에서 성수동 공장 노동자의 직주근 비

율이 높아56) 지역에 지역산업의 쇠퇴가 지역주거에도 향을 크게 미쳤

54) 후 규모 공장들  지에 랜드 아 트단지가 다  지하 다. 

55) 1997 에 해 1998  30% 상  리가 감 하 다. ( ,1998)

56) 동 지역 공장 동  987  상  한 사결과 공장과 같   거주

 45.7%  나타났다. ( ,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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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자양4동57)의 인구변화를 보면 1998년부

터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2000년과 2001년 사이에 주민등

록 인구의 40%이상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인구의 감소는 상 인 규모는 작지만 1990년  반 가

리 동에서 나타난 ‘공단 쇠퇴에 따른 주변 주거지 공동화 상’과 일

맥상통하는 것으로, 자양4동에서도 공업지역 인구감소 이후에 외국인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간 한 간 한

1998 42,861 42,700 161 2006 26,496 24,645 1,851 

1999 42,000 41,800 200 2007 27,942 25,156 2,786 

2000 41,775 41,584 191 2008 30,786 27,657 3,129 

2001 24,915 24,786 129 2009 30,231 27,059 3,172 

2002 24,915 24,786 129 2010 29,696 26,781 2,915 

2003 27,250 26,512 738 2011 29,595 26,169 3,426 

2004 26,008 25,148 860 2012 28,858 25,409 3,449 

2005 25,570 24,444 1,126 

울시 주민등 통계 1998~2012 단 : 

[  8] 양4동 변

[그림 22] 양4동 변 (한 , )

57) 1998-2008 지는 1동과 2동   합산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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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교통 근성 

   자양동은 2호선과 7호선의 환승역인 건 입구역과 7호선 뚝섬역에 인

하여, 강남과 서울 동북부 지역으로의 근성이 좋은 지역이다. 강남

은 서남권 조선족 집지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선족 노동수요가 높

은 지역으로, 자양4동의 조선족 거주자들의 경우에도 강남으로 출근하거

나 일을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한 역버스를 이용한 분

당으로의 근성도 수월하여 일자리 근성에 있어서 우수한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유리한 교통조건은 인터뷰를 통해서도 조선족 거주

자들의 입지 선택요인  하나로 지 되었으며, 특히 분당으로의 수월한 

근성에 있어서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그림 23] 

건 역  

출 한 승객들  

도착역 

   따라서 자양4동의 경우에도 가리 동이나 림2동과 유사하게 일자리

에 한 수요가 풍부하고, 그에 한 근성도 우수한 지역이라는 입지

 조건이 확인되었다. 이 역시 조선족 집지 형성에 향을 미친 요인

으로 지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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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소결

   조선족의 서울 내 주거 집지 형성과정을 종합해보면, 조선족 집

지에 공통 인 입지요인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입

지요인이 강하게 나타나는 지역들이 선택 으로 조선족 주거 집지역으

로 성장해왔음 알 수 있다. 이러한 입지 배경은 도시환경  여건 변화

에 따른 조선족 집지의 변화와 이동을 측하고 설명하는 데에도 유효

하게 용될 수 있다. 

  1) 조선족 정착지 입지요인의 유사성

   조선족의 정착지 선택에 있어서 가장 주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은 일자

리로, 기 유입 조선족들은 합한 노동수요가 나타나는 지역과 가깝거

나 근이 용이한 곳에 주로 자리를 잡았다. 

   노동이주자인 이들 조선족들은 한국어를 사용하여 한국인들과 의사소

통이 자유롭고, 외모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타 이주노동자 집단에

 

합계 남 여
원 원 원

체 991 100% 502 100% 489 100%

공장( 업) 141 14.2% 119 23.7% 22 4.5%

건 업 279 28.2% 273 54.4% 6 1.2%

식  업(주  등) 272 27.4% 37 7.4% 235 48.1%

여 ( )업 28 2.8% 3 0.6% 25 5.1%

학원  12 1.2% 0 0.0% 12 2.5%

가사도우미 101 10.2% 0 0.0% 101 20.7%

간병도우미(병원 등) 48 4.8% 4 0.8% 44 9.0%

직(학원 사, 사 등) 6 0.6% 1 0.2% 5 1.0%

타 104 10.5% 65 12.9% 39 8.0%

출 사  료58)(2008) 단 : , %

[  9] 재 하고 는 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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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도시 내 하부서비스업에서 경쟁력을 가진다. 특히 여성의 경우 이

러한 상이 두드러져 <표1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음식 에서 일을 하

거나, 가사도우미로 일하는 하는 비 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조선족들의 입지는 이러한 업종의 노동수요를 따라 서울 시내에 집

으로 분포하 으며, 일자리 인근 는 일자리로의 근성이 좋은 곳에 

자리를 잡았다. 한 이들은 노동이주자로서 단기간 고강도의 노동을 통

해 최 한의 수입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입국했기 때문에, 주거선택에 

있어서는 주거의 질보다 주거비의 렴함이 주요 입지요인으로 작용했

다. 

가리 동 림2동 양4동

리

통

근

가산 지 단지역(1,7)

남 역(7)59)

림역(2,7)

지 단지역(2)

건 역(2,7)

뚝 원지역(7)

근 

용 한 

리

공단, 강남, 

안산, 안양
강남

공단, 강남, 당

(90   당공사)

렴한 주거

쪽 ( 집)

( 공단 동  

출)

 지하

 지하

( 동 공단 

출)

[  10]  동 주  착지 지요

   앞서 살펴본 가리 동과 림2동, 자양4동은 모두 이러한 요건을 모

두 갖춘 지역으로 의 <표11>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가리 동은 구로

공단에 인 하여 제조업 노동수요가 존재했으며, 1990년  후반에서 

2000년  까지 구로공단 1단지의 첨단화계획에 따른 아 트형공장 건

설 등 건설인력 수요도 새롭게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가산디지털역과 

58) 취업 에 한 실태 사(2008)에  재 용

59) 지하철 7 : 1996  10월 11  장암역~건 역 간 개통. 후 2000  2월 29

 신 역~ 역 간개통, 2000  8월 1  건 역~신 역 간  개통. 2012  

10월 25  역~ 평 청역 간  연장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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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로역 지하철 1호선과 7호선을 통해 경기 서남부와 강남으로의 근

성이 좋아 조선족의 일자리 수 에 합한 지역이다. 주거에 있어서는 

과거 구로공단 노동자들의 주거지로 사용되었던 쪽방 이 그 로 남아있

어 렴한 주거선택이 가능했다. 

   림2동의 경우, 가리 동과 마찬가지로 구로공단 인근에 치하여, 

주변 제조업 노동수요가 있었으며, 무엇보다 림역과 구로디지털단지역 

지하철 2호선과 7호선을 통해 강남을 비롯한 서울 역으로의 이동이 편

리하여 일자리 근성이 우수한 지역이다. 이 지역에는 가리 동과 같은 

수 의 렴한 쪽방이 다수 존재하지는 않지만, 층주거지의 반지하 방

을 심으로 상 으로 렴한 주거확보가 가능했다.

   자양4동은 가리 동에 비해 규모는 작으나 소규모 제조업 공장이 

집한 성수공단을 심으로 제조업 노동수요가 존재했으며, 건 입구역과 

뚝섬유원지역 2호선과 7호선을 통해 강남  서울 동북부 지역으로의 

근이 용이하여 일자리 근성이 좋다. 뿐만 아니라 버스를 비롯한 지상교

통을 통해 분당구와 쉽게 연결된다는  한 이 지역의 일자리 근성

에 일조한다. 주거의 경우 성수동 공단이 쇠퇴에 따라 렴한 주거의 공

이 늘어나 조선족 집에 향을 미쳤다. 

  2) 지역의 낙후와 도시계획 

   조선족 집지가 형성된 세 지역 공통 으로 노후화된 층주거 집

지역들이다. <그림 23,24,25>에서 보이듯이 각 상지들은 주로 3층 이하

의 층 주택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재 각 상지와 

인근지역에 재개발 구역들이 지정된 곳이 다수 있는 것을 통해 각 상

지들이 노후화된 지역들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미 재개발이 진행된 

층주거지들은 아 트로 변했으며, 재 진행되고 있는 개발계획도 부

분 아 트를 심으로 하고 있다.



- 66 -

(1) 가리 동: 가리  재정비 진지구

(2) 림2동:　 림2-1주거환경개선지구/ 림2-2주거환경개선지구

　　　      (주변)　 림1주택재건축/ 림2주택재건축/ 림3주택재건축

(3) 자양4동:　자양1구역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주변)　성수주택재개발

[그림 24] 가리 동 / 가리 재 사업 감도

구로구청

[그림 25] 림2동 / 림3주택 재건축사업 감도

등포구청, 림3주택재건축사업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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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양4동 / 양1 역 주택재건축사업 감도

진구청

   이와 같이 조선족 집지에서 공통 으로 나타나고 있는 층고 주

거지의 재개발 이슈는 일자리  교통 근성의 우수, 렴한 임  주거

의 존재라는 조선족 이주노동자들의 입지조건에 비춰볼 때, 시간의 흐름

에 따른 도시의 변화 측면에서 필연 으로 측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일자리  교통 근성이 우수한 렴주택지는 곧 도시개발 에

서 사업성이 우수한 지역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시 내 하

부서비스업에 종사할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정착지 는 주거입지 

선호지역들에서 이 같은 재개발 이슈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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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조선족 집지의 특성차이

   앞서 주거 집지를 살펴보고, 입지요건 상에서는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 다. 따라서 이후의 내용에서는 조선족 집지의 성장과정에서 

나타나는 지역 간 차이에 한 시사 을 발견하기 해, 상업지역을 

심으로 각 지역의 특성차이를 살펴보았다. 

   조선족 심 상업지역은 조선족들과 련된 상품  서비스를 취 하

거나 그들이 많이 이용하는 상업시설의 분포를 통해 정의할 수 있다, 

재 각 연구 상지 가로들에는 한자로 된 간 을 사용하거나, 국지명을 

사용하는 조선족 상 상 들이 쉽게 확인된다. 이러한 상업시설은 음식

과 식료품 , 소매 을 비롯하여 여행사와 환 소, 행정 처리를 신

해주는 행정사와 직업소개소 등이 주를 이룬다. 

   본 연구에서는, 상업지역을 심으로 지역별 특성에 있어서 배후조선

족 인구의 도와 주거형태, 분포, 주거환경의 질 측면에서 차이가 있음

을 발견하 다. 한 상업지역을 형성하는 상업시설의 업종구성과 분포

형태, 성장패턴, 고객구성에 있어서 각 집지 사이에 특징 인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 다. 이에 더하여 기존 도시조직의 형태와 주변여건, 

련 도시계획의 지역별 특성을 조사하여 추가하 다. 그러나 특징 인 차

이가 나타나는 이상의 다른 요소들과 달리 조선족 련 상업시설을 운

하는 주체와 그들의 자본형성과정에 있어서는 공통된 을 발견하여 이

를 토 로 시사 을 정리하 다. 

  1. 차별

  1) 배후 인구 도

   조선족 집지가 속한 각 행정동의 조선족의 인구 도를 보면, 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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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림2동, 자양4동 모두 서울시의 평균 조선족 인구비율에 비해 월

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가리 동의 경우 2012년을 

기 으로 체 주민등록인구 2만여 명  6천여 명이 조선족으로 체 

인구의 30.0%가 조선족으로 구성되어있다. 림2동의 경우 조선족의 비

율은 28.2%로 가리 동에 비해 낮지만 등록조선족의 수는 7천여 명으로 

가리 동보다도 많은 수의 조선족들이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림2

동의 경우는 조선족의 수나 인구 비 비율에 있어서 가리 동과 림2동

에 비해 상 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체 인구의 

10.2%에 달하는 약 3천여 명의 조선족이 거주하고 있어, 서울시 행정동 

평균인 1.3%와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높은 수 이다.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울시

10,321,496 10,373,234 10,331,244 10,287,847 10,356,202 10,456,034 10,575,447 10,442,426

60) (50,990) 17,432 22,535 64,762 105,177 169,385 170,125 140,893

0.5% 0.2% 0.2% 0.6% 1.0% 1.6% 1.6% 1.3%

가리 동

19,436 18,690 41,973 17,437 22,733 23,248 23,204 20,359

(37) (92) (175) (2,109) 4134 7180 7,416 6,111

0.2% 0.5% 0.4% 12.1% 18.2% 30.9% 32.0% 30.0%

림2동

25,275 24,343 30,090 22,070 24,335 27,705 26,339 25,417

(33) (89) (761) (1,820) 4,910 7,930 7,025 7,176

0.1% 0.4% 2.5% 8.2% 20.2% 28.6% 26.7% 28.2%

양4동

42,861 41,775 24,915 26,008 26,496 30,786 29,696 28,858

(161) (191) (129) (860) 1,618 2,911 2,723 2,936

0.4% 0.5% 0.5% 3.3% 6.1% 9.5% 9.2% 10.2%

울시 주민등  1998~2012 단 : ,%

[  11]  

60) (한 계 ) 는 에 한 통계가 없는 경우 (  )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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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행정동에서 보이는 높은 조선족 인구 도는 상업 활동의 배후인

구로서 해당지역에서 조선족 상업지역이 형성되고 성장하는데 기여하

다. 노동이주자들이 주를 이루는 이들 조선족들은 기본 으로 소비에 인

색한 경향이 있지만, 이주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고향에 한 향수 등이 

원인이 되어 고향음식 등에 한 소비가 진작되었음을 인터뷰를 통해 확

인할 수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조선족의 인구집 은 국계 은행, 여행사, 행정사 등 

조선족들의 편의를 한 시설이 입지하는 기반이 되기도 하 다. 이러한 

시설의 존재는 조선족들을 해당지역으로 유도하는 역할을 하며, 이 게 

발생한 조선족 유동인구의 증가는 다시 상권의 발 으로 이어진다. 이런 

상은 앞서 살핀 Myrdal의 ‘순환   인과법칙’이 국가단 에서

의 노동이주 진뿐만 아니라 이주수용국 내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지역  

집 과 상업시설 발달에도 용되고 있음을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배후인구의 분포  주거의 질 

   각 상지의 조선족 인구에 있어서 인구의 규모와 비율은 가리 동과 

림2동이 유사하고 자양4동이 상 으로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나, 주

거인구의 분포패턴과 주거 환경  측면에서는 림2동과 자양4동의 유사

한 특성과 구별되어 가리 동의 차별성이 두드러진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리 동에는 소  ‘벌집’이라 불리는 1970

년  공단노동자들의 주거가 상당수 남아있고, 재 조선족들이 과거 노

동자들의 자리를 신하고 있다. 벌집의 주거여건은 열악하며, 극소수의 

한국인을 제외한 거의 부분의 이용자가 조선족 이주노동자들이다. 때

문에 가리 동의 조선족의 주거지는 건물단 에서 한국인과 분리되어 있

으며, 벌집들은 우마길 인근에 집 으로 분포되어 있어 공간 으로도 

한국인과 분리되어 지엽 으로 집 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림2동과 자양4동의 조선족들은 주로 한국인 주인이 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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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단독주택의 반지하나 옥탑방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건물단

에서도 한국인 집주인과 지상 층의 한국인 세입자, 상 으로 임 료

가 렴한 반지하와 옥탑의 조선족이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부분이다. 

이러한 한국인과 조선족의 혼재 상은 이들 지역의 주거여건이 가리 동

에 비해 상 으로 양호함과 동시에 동일건물에 반지하와 같이 임 료 

차이가 나는 주거공간을 포함하고 있는 주택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

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림2동과 자양4동의 경우 넓은 면

에 걸쳐 이러한 층주택지가 고르게 형성되어 있어 조선족 주거의 공

간 인 편 이 두드러지지 않고 있다. 

[그림 27]   포특  다 어그램

  3) 업종구성 비율

   조선족 련 상업시설로는 조선족 음식을 매하는 식당과 국식품

을 취 하는 식료품 , 직업소개소와 여행사, 환 소 등이 표 이다. 

이외에도 조선족을 주 고객으로 운 하는 노래방과 PC방, 주 , 다방과 

같은 여가  유흥시설과 조선족을 상으로 옷과 잡화 등을 매하는 

소매 과 미용실 등 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들도 조선족 련 상업시

설로써 조선족 집지에서 흔히 찰되고 있다. 한 상업시설은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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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조선족에 집 하여 운 되고 있는 교회 등 종교시설과 조선족들의 노

동  인권 는 다문화 상에 을 맞추고 활동하는 사회단체들도 

련시설로서 조선족 집지에 존재하고 있다.61)

   각 상지역은 조선족 련 상업시설의 수와 그 구성비율면에서 차이

를 보인다. 우선, 조선족 인구 비 련 상 의 수는 림2동이 조선족 

인구 100명 당 4.2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가리 동 2.5개, 자양4

동 2.3개 순으로 나타났다. 림2동의 경우 다른 두 지역에 비해 조선족 

인구 비 업종수가 월등히 많아 서울의 조선족 사회에서 핵심 인 상업

지역으로 역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리봉동 림2동 양4동

포 포 포 

총 수 150 100% 304 100% 66 100%

(  100  당 수) (2.5) (4.2) (2.3)

식 66 44% 144 47% 40 61%

(  100  당 수) (1.2) (2.1) (1.4)

식료 6 4% 16 5% 5 8%

직업 개 13 9% 21 7% 2 3%

여행사  12 8% 43 14% 9 14%

행 사 7 5% 20 7% 1 2%

, 역 3 2% 10 3% 1 2%

주   다 9 6% 8 3% 2 3%

래 19 13% 8 3% 1 2%

미용실 4 3% 5 2% 1 2%

타 매 3 2% 10 3% 0 0%

시 2 1% 4 1% 2 3%

타 6 4% 15 5% 2 3%

장 사(2013.08 ) 단 : 개, %

[  12]  상 상   시  

61)  심 상업시 들  2013  8월과 10월 사 에 장 사  통해 하 다. 

본 연 에  사한   상업시 들  간  한  작하 거나, 업

에 지  사용하는 등   내포하고  용  심  는 경우

 체  단하여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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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음식 에 있어서는 가리 동은 1.2개, 림2동은 2.1개, 자양4동

은 1.4개로 나타났다. 림2동과 자양4동에 있어서 이 같은 황은 국내 

인구 100명당 음식  수가 1.2개 수 (서울시 1.1개)62)인 것과 비교해 상

으로 많은 음식 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해당 지

역들에 조선족들이 이용하는 한국인 음식 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각 지역들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족 인구에 의해

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외 으로도 기능하는 상권이거나 한국인 

고객들의 방문이 이루어지는 지역이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림 28] 각 상지    상업시  업  

   각 상지의 조선족 련 상업시설의 업종구성 비율에서는 세 지역 모

두 공통 으로 ‘음식 과 식료품 ’이 가장 높은 비 을 차지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체업종  음식 과 식료품 이 차지하는 

비율에 있어서는 각각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타 업종의 경우에도 마찬

가지로 특징 인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각 지역 상업지역의 성

격  차이를  반 하는 것이라 단할 수 있다.

62) 식   주 업 ( )607,180개,( 울)112,458개 (2011,통계청 도 매업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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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 , 가리 동의 경우 노래방과 주 , 다방 등 ‘유흥’과 련된 

업종이 타 지역에 비해 두드러지는 특성을 보인다. 특히 노래방에 있어

서는 자양4동에서 1개, 림2동에서 8개가 확인된 것에 반해 월등히 많

은 19개의 업소가 조선족을 상으로 운  이다. 이러한 가리 동의 

업종구성 특성은 방성훈 외(2012)의 연구에서 설명된 것처럼 조선족 

집지 간에 존재하는 조선족들의 사회  성격 차이를 반 하는 것으로 해

석될 수 있다. 가리 동에는 자양동에 비해 상 으로 한국에 체류한 

기간이 짧은 개인 단 의 단기체류자가 많다. 때문에 이들은 상 으로 

단순노무를 비롯한 수입이 은 직업에 종사하고, 한국사회 응정도가 

낮은 경향이 보인다. 이러한 가리 동 조선족의 특성상 조선족 문화에 

특정된 노래방과 주  등을 통한 여가와 스트 스 해소에 한 수요가 

타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림2동의 경우 직업소개소와 여행사, 행정사 등 일자리나 행정업무

와 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련시설의 인 수에 있어서도 94개에 달하는 시설이 있어  타 지역

들과 구분된다(가리 동 35개, 자양4동 13개). 이러한 상의 연장선상에서 

림2동은 국공상은행의 서울 3개 지   한 곳과 국은행의 서울 2개 

지   한 곳이 치한 지역이기도 하다.63) 이로써 림2동은 명실상부

한 서울시 조선족 사회의 심지로 역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서울시 조선족 사회와 련된 기존의 연구들이 부분 그 심지로서 가

리 동을 다 왔던 것에 비추어, 조선족 심지의 지역  변화가 일어나

고 있음을 짐작  하는 부분이다.

   자양4동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음식 에 특화되어 상업지역이 조성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음식 이 체 업종 가운데 61%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미용실은 한 곳에 그쳤고, 조선족을 주 상으로 하는 소매 은 발

63) 공상 행  재 내 4개 지 , 그  울에 한 3개 지   태평 2가

( 울지 , 1997  개 ),  림2동( 림지 , 2010  개 ), 진  양4동(건

지 , 2012  개 )에 하고 다. 행  내 4개 지   울에 2개 지

 , 각각  린동( 울지 , 1993  개 ),  3동( 림역 근)(

지 , 2008  개 )에 하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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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되지 않았다. 한 인근지역의 조선족 인구가 고, 자양4동의 조선족 

인구 규모 역시 가리 동이나 림2동에 비해 작은 편으로 일자리나 행

정업무와 련해서도 행정사와 무역과 같은 문 인 형태보다는 여행사

와 환 소, 직업소개소가 주를 이루어 림동의 심 인 역할과는 차이

를 보인다. 

   이와 같은 업종별 구성비율의 지역  차별성에 더하여, 조선족 심 

상업지역의 가장 인 업종인 음식 의 경우에 각 지역별로 세부

인 메뉴의 차이가 존재한다. 먼  음식 이 특화된 자양4동의 경우 조선

족 문화권의 음식  가장 표 이고 인 ‘양꼬치구이(羊肉串)’

와 국식 샤 샤 인 ‘훠궈(火锅)’ 음식 이 주를 이루고 있다. 림2

동에는 조선족 문화권의 음식 들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데, 그  

연변식 ‘냉면’음식 들과 최근 국의 조선족 사회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는 ‘닭날개구이’를 매하는 음식 이 타 지역에 비해 많이 확인

된다. 가리 동의 경우에는 가루 튀김 '요우티아오(油条)'와 국식 호

떡 ‘씨엔삥(馅饼)’을 매하는 업종의 존재가 특징 이다. 이는 림동

이나 자양4동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메뉴로 주로 아침식사나 간식으로 

먹는 렴한 메뉴이다.  

   각 지역 음식  메뉴의 차별  성격 역시 업종비율의 특성과 마찬가

지로 각 상업지역의 성격을 반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그 선후 계를 확정할 수는 없지만, 한국인의 방문과도 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고객과 련된 부분에서 추가 으로 

다루었다. 

  4) 상업시설의 입지  배치형태

   장조사를 바탕으로 각 지역의 조선족 련 상업시설 등을 조사하여 

분석한 시설의 입지  배치형태에 있어서도 지역별 차이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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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리 동

   가리 동의 조선족 련 상업지역의 입지  배치형태와 련하여 다

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로인 남부순환로 이면에 치한 우마길을 따라 선형으로 조선족

련 상 이 집되어 있다.

� 7호선 남구로역과 가까운 지역보다는 주거지와 인 한 안쪽지역에 

조선족 심 상업시설들이 주로 치하고 있다. 

� 조선족의 심 주거 집지인 벌집들 역시 우마길 주변으로 많이 

분포하여 상업지역이 형성된 지역과 하게 존재하고 있다.

� 해당지역 내에는 한국인 상 상업시설의 비율이 낮고, 공간 으

로도 조선족 상업시설과 분리되어 있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 재래시장인 가리 시장은 조선족 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 남구로역의 입구를 제외하면 조선  련 상 의 분포는 고 도의 

층건물들로 둘러싸여 폐쇄 인 형태의 도시 조직을 보이고 있

다.

(업종별 도)

� 음식 은 도로 폭이 상 으로 좁은 우마길의 남쪽부에 주로 입

지하고 있다. 

� 음식 과 유흥 련 시설들과 달리, 직업소개소와 여행사, 행정사 

등의 시설은 7호선 남구로역과 인 한 지역에 주로 치하고 있

다.  

� 주 과 노래방등 유흥 련시설은 구로동로와 우마길이 교차하는 

지역에서 도가 높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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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가리 동

[그림 30]

가리 동

 

상업시

업 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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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림2동 

   림2동의 조선족 련 상업지역의 입지  배치형태와 련하여 다음

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가리 동, 자양4동이 하나의 가로를 심으로 상권이 형성된 것과 

달리 조선족 련 상업시설이 지역 역에 넓게 분포하고 있다. 

� 부분 으로는 림역과 인 한 지역의 이면도로를 심으로 도

가 높다. 

� 로가 지나는 도림천로와 림로 주변에는 조선족 련 상업시설

의 입지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

� 조선족 련 상업시설들은 내국인 상업시설과 공간 으로 공존하고 

있다.

� 재래시장인 림 앙시장에도 한국인과 조선족 상 이 공존하고 

있다.

� 구로디지털단지역과 인 한 지역에는 아 트 단지와 교육인재

교육센터 등이 치하여 내부로부터 역에 한 근성이 떨어지

며, 조선족 련 상업시설도 분포되어 있지 않다. 

(업종별 도)

� 음식 은 로와 인 한 지역을 제외한 림2동 역에서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 직업소개소와 여행사, 행정사 등의 시설은 림2동  지역에 걸

쳐 분포하고 있다. 특히, 2호선, 7호선이 교차하는 림역을 심

으로 그 인 지역에서 다수 발견된다. 

� 유흥과 련된 시설은 그 수가 상 으로 많지 않으나, 림역 

12번 출구(도림로38길에서 도림로와 만나는 부분)를 심으로 집

되어 분포하고 있다. 



- 79 -

[그림 31] 림2동

[그림 32] 

림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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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양4동

   자양4동의 조선족 련 상업지역의 입지  배치형태와 련하여 다음

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동일로18길을 따라 음식 들이 집 으로 입지하고 양꼬치거리를 

형성하고 있다.

� 양꼬치 거리가 형성된 동일로18길은 건 입구역을 심으로 한 

로  핵심 상업지구와 주거 집지역의 간에 치하고 있다. 

� 거리와 연계성에 있어서 건 입구역 심 상업지역의 직 인 

향권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유동인구의 유입이 가능한 

치에 있다.

� 타 지역에 비해 음식 의 비 이 높고 집 되어있는 경향도 강하

다. 

� 메뉴에 있어서 조선족 상과 내국인 상이 구분됨

� 재래시장인 노룬산 골목시장은 한국인 심의 상업시설로 구성되

어있다.

(업종별 도)

� 음식 은 다른 지역에 거의 분포하지 않고 선형으로 분포하고 있

으며, 건 입구역과 가까운 지역보다는 동일로에 가까운 지역에서 

도가 좀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 직업소개소와 여행사, 행정사 등의 시설은 동일로18길에서 뚝섬로

27길과 교차하는 지역 부근에서 도가 높으며, 뚝섬로27길을 따

라 주거지로 진입한 지역에서도 발견된다.

� 유흥과 련된 시설은 그 수가 상 으로 많지 않고 동일로18길에서 

뚝섬로27길과 교차하는 지역 부근에서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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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양4동

[그림 34] 

양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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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상업지역의 성장시기  규모

   조선족 집지의 시기에 따른 규모  성장은 국음식 의 증감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음식 은 조선족 심 상업지역에서 가장 먼  나

타나고,  재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하는 업종으로 조선족 심 상권

을 표하고 있다. 장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장에 있는 국음식

은 부분 조선족을 상으로 조선족 문화권의 음식을 취 하는 식당

이었으며, 주거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 인 형태의 국음식 의 

수는 매우 한정 인 수 이었다. 때문에 국음식 업 집계를 통해 해당

지역 조선족 심 상권의 성장 시기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으로 

단하 다. 이를 해 2000년부터 2010년 사이의 동별 업종별 세세분류 

통계를 사용하 다64). 련 통계는 조선족 련 음식   메뉴구성에 따

라 국음식 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와 집지 형성 기의 가리 동

에서와 같이 해당 음식 이 무허가로 운 되었던 경우 등이 집계되지 못

했다는 에서는 한계를 가진다. 그러나 해당 통계는 조선족 심 상권

의 성장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재 활용 가능한 가장 유용한 자료  하

나로서 의미를 가지며, 조선족 심 상업지역 성장의 반 인 맥락을 

유추하는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단할 수 있다.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의 국음식 을 보면, 세 지역 모두에서 그 

수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리 동의 경우 약 2.9배, 림2동의 

경우 약 6.4배, 자양4동의 경우 약 2.3배 증가하 다. 이는 같은 시기 서

울시의 국음식  수가 약 23% 감소한 것과 비교해 해당지역 조선족 

상업지역의 성장을 설명하는 설득력 있는 결과이다. 때문에 국음식  

수의 증감을 지표로 하여, 2000년과 2010년 사이의 공통  증가 이면에 

나타난 지역에 따른 상이한 증감 패턴을 분석하여 각 지역의 조선족 

심 상업지역의 성장시기  규모를 유추할 수 있다. 

64) 사업체 사: 2000 에  2005 지는 8차 산업 체계에  식 업(산업

드: H55212)   업체 , 2006  2010 지는 9차 산업 체계에

 식 식 업(산업 드: I56112)   업체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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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시  가리 동  림2동  양4동

식    식  
(당해  

개업 포)
  식  (당해  

개업 포)
  식  (당해  

개업 포)

2000 4810  14 (5)  14 (4)  13 (2)

2001 4742  18 (8)  29 (12)  16 (2)

2002 4636  34 (18)  36 (16)  20 (9)

2003 4471  45 (17)  48 (23)  25 (6)

2004 4208  44 (10)  32 (8)  22 (6)

2005 4032  36 (8)  27 (5)  18 (1)

2006 3916  41 (3)  35 (13)  18 (4)

2007 3889  42 (10)  44 (17)  17 (5)

2008 3805  38 (2)  79 (47)  29 (7)

2009 3792  43 (7)  87 (31)  23 (8)

2010 3709  41 (9)  89 (28)  30 (10)

산업체 사 2000~2010 단 : 개

[  13] 시 별 식  

   먼  가리 동의 경우 2000년부터 2003년 사이 3배 이상의 격한 증

가를 보 으나, 이후로는 증가 추세가 사라지고 그 규모가 약간 감소한 

후 유지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그리고 각 시기별 개업년도를 확인한 결

과 2002년과 2003년 사이 개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이후로는 개업 수가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림2동의 경우 2004년 이후 국음식  수의 증가가 정체된 가리

동과 조 으로 2005년 이후 계속 늘어났다. 특히, 2008년 이후 격하

게 증가하며 재에 이르고 있다. 개  포의 경우 2005년부터 그 수가 

늘어나 2008년에는 년도 포수에 육박하는 47개 업체가 새로 개업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자양4동의 국음식  수 증감은 가리 동보다 림2동에 가까운 양

상을 보이며 2000년  후반의 상권 성장을 설명한다. 그러나 그 규모에 

있어서는 림2동에 비해 상 으로 작은 수 이며, 업체 수의 증가 시

도 2007년 이후로 림2동에 비해 늦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징 으로

는 2005년 이후 개업하는 포의 수가 꾸 히 증가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2009년 음식  수가 감소하는 등 부침을 겪었으나 개업하는 업

체의 수는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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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식   (당해  개  포 ): 가리 동

[그림 36] 식   (당해  개  포 ): 림2동

[그림 37] 식   (당해  개  포 ): 양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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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결과를 종합할 때, 세 지역 모두에서 조선족의 유입이 본격화되

기 시작한 2000년  반 즉, 2000년에서 2003년 사이에 국음식 의 

증가가 공통 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가리 동의 경우 2000년  반 이

후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 림2동의 경우에는 이와 조 으로 2005년 

이후의 양  성장이 두드러진다. 가리 동과 림2동의 기 음식  수

과 조선족 인구규모  도를 감안할 때, 이는 가리 동의 상권쇠퇴와 

비되는 림2동의 상 인 성장을 보이는 결과이다. 한 가리 동

과 림2동 사이의 지리  인 성을 고려할 때, 앞서 설명된 가리 동에

서 림2동으로의 조선족 집지 이동이 주거뿐 아니라 상업시설의 

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 확인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자양4동은 

림2동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2000년  후반 상권의 성장이 나타나고 있

는 것으로 보이며, 2005년부터의 꾸 한 개업 포의 증가가 2011년 진

구의 ‘건 입구양꼬치거리’ 조성으로 이어지는 원동력이 된 것으로 보

인다.

  6) 고객구성

   조선족 심 상업지역의 주 고객층은 조선족이다. 그러나 앞서 살핀 

공간동화이론의 에서 주류사회와의 동화를 상할 수 있고, 실제로 

한국인들의 조선족 련 상 이용이 확인되고 있다. 일부 조선족 음식

들이 언론과 웹기반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이국문화의 ‘맛집’으로 소개

되기 시작했으며, 이곳을 찾는 한국인의 수가 늘고 있다. 특히, 조선족 

음식문화특화거리인 자양4동 ‘양꼬치 거리’의 경우 재 한국인 고객

이 상당 비 을 차지하고 있다.

   조선족 심 상업시설 가운데 한국인의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음식 이 거의 유일하다. 직업소개소와 여행사, 행정사 등은 외국인 노

동자로서의 조선족 수요를 반 한 서비스에 제공하는 곳으로 이용객이 

조선족을 한정되어 있다. 한 조선족을 상으로 하는 주 과 노래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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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는 한국인의 근이 심리 으로 제한되고 있다65). 때문에 서울의 

조선족 집지에 있어서 공간  동화는 음식 을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 으로는 가리 동, 림2동, 자양4동의 순으로 한 한국인 방문

객의 비율이 차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가리 동의 경우에는 장조사에

서 한국인 유동객이 많지 않음을 확인하 고, 인터뷰를 통해서도 조선족

련 상업시설에 한 한국인 이용자가 거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자양4동의 사례와 조 으로 주변지역  외부에서 이 지역 음식

을 찾는 한국인들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동시에, 조선족 련 상

업가로를 심으로 조선족의 거주가 집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

의 자연스러운 근도 조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자양4동에서는 한국인의 조선족 음식  이용이 일반 이다. 

<표15>와 같이 해당지역 조선족 음식  운 자들을 상으로 한 인터뷰

에서 몇몇 업소를 제외한 부분 경우 고객의 80%이상이 한국인이라는 

답변을 얻었다. 한 한국인들의 이용이 많은 이들 업소에는 평일 녁

시간에 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음식 을 심

으로 상업가로가 활성화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주 고객이 조선

족이라고 답한 음식 의 경우 다른 업소와 달리 이용자의 수가 많지 않

았는데, 이러한 상은 메뉴의 차이에서 오는 결과로 단하 다. 

   업종구성에서 분석하 듯이 조선족 음식 에는 다양한 메뉴가 존재하

며, 메뉴에 따라 주류사회의 인지도와 선호도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양4동의 경우에서 한국인의 비 이 고 조선족 고객이 주를 

이루는 음식 들은 주로 개고기 골 등 상 으로 덜 인 음식을 

주 메뉴로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한국인들의 방문이 

많고 인기가 많은 음식 들은 부분 주 메뉴로 양고기 꼬치구이를 매

하는 곳들로, 자양4동의 조선족 심 상업지역은 양꼬치구이를 매하는 

음식 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65) 주 과 래  등  업 에 해 는 양  어 운  고, 근  

어 워 본 연 에 는  다루지 않았다.  



- 87 -

업 연 별 한 고객
비 증감추

1 식 (양꼬 ) 60  남 90% ↑

2 식 (양꼬 ) 40 여 80% ↑

3 식 (양꼬 ) 50 남 귀 포 80% ↑

4 식 (개고 골) 40 남 20% -

5 식 (훠 ) 50 남 40% ↑

6 식 (양꼬 ) 50 여 80% ↑

[  14] 양동  상  한 고객 

업 연 별 한 고객
비  증감추

1 식료 80 남 귀 포 5%미만 -

2 식료 50 남 귀 포 10% -

3 식 ( 식사) 50 여 5%미만 -

4 식 (양꼬 ) 50 여 20% ↑

5 식 (양꼬 ) 50 남 20% ↑

6 식 (양다리 ) 50 남 귀 포 10% ↑

7 식 (닭날개 ) 30 여 귀 포 10% -

[  15] 림2동  상  한 고객 

   이러한 메뉴에 따른 고객의 차이는 림2동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자양4동과 마찬가지로 양꼬치와 냉면 등이 상 으로 에 더 많이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림2동의 경우 이러한 음식 들도 주 고객은 조

선족들이다. 림2동의 경우 한 병기가 없이 한자로만 표기된 간 을 

다수 확인할 수 있어 이 같은 사실을 확인시켜 다. 이는 한 이 병기되

지 않은 간 이 거의 발견되지 않은 자양4동의 경우와 조 이다. 

   해당 지역의 음식 들을 상으로 한 인터뷰에서 조선족과 한국인 고

객 비율은 일반 으로 8:2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고객들이 조

선족 음식 을 찾기 시작한 것은 비교  최근의 상으로 림2동의 한

국인고객의 증가추세는 인터뷰 당사자들의 공통 인 의견이었다. 한 

조선족 상 음식 들의 수가 많아져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한국인 고

객들이 더 많아지기를 원하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 88 -

  7) 경쟁의식

   가리 동과 림2동, 자양4동의 조선족 음식 들은 주변 유사업종 음

식 들의 증가에 한 의식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 다. 해당지역 내 조

선족 음식 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한 의식을 조사한 결과 

림2동의 경우 이를 경쟁의 심화로 인식하고, 이 된다고 답을 한 경

우가 많았다. 림2동의 경우 해당 동의 조선족 100명 당 음식  수가 

2.1개로 가장 많아, 이 같은 을 함께 고려하면 조선족을 상으로 한 

음식 이 포화상태에 가까웠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반면, 자양4동의 경우 주변 조선족 상업시설의 증가를 경쟁이 아니라 

오히려 도움이 되는 요소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양꼬치 거

리’라고 하는 해당 지역의 장소  아이덴티티가 수익증진에 유익한 역

할을 하고 있으며, 주변가게의 등장이 이러한 지역특화를 강화하는데 도

움이 된다는 인식을 배경으로 한 결과로 보인다, 한편으로 이러한 결과

는 자양4동 ‘양꼬치 거리’의 지정이 진구의 주도가 아닌 지역상인들 

조합(조선족 커뮤니티)으로부터 추진되었다는 사실66)과도 연 성을 발견

할 수 있다. 

   상업지역의 성장에 따른 경쟁의식의 이러한 지역별 차이는, 조선족 

문화권의 상업지역이 한국인을 상으로 하여 변화·성장할 경우에 그 

성장의 한계가 확장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조선족 문화권의 상업시설들

이 기의 발생단계 수 에서 조선족 수요에만 집 되어 있을 경우, 지

역을 찾는 조선족의 인구 규모에서 성장의 한계가 지어진다. 그러나 이

색문화거리로서 한국인까지를 상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상업지역의 성

장한계가 양 ·질  측면 모두에서 더 높은 수 까지 도달할 수 있다. 

한 조선족 문화의 상업지역이라는 사실이 한국사회 주류문화에 응하

는 공통  요소로 작용하여 내부  응집성을 높이는데도 기여할 수 있

다. 

66) 민(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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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조선족 상업지역에서의 이러한 변화는 련 상업시설들이 어

느 정도 집하여야 가능한 상으로, 시간  단계를 거쳐 진행될 수 있

다. 

  2. 공통

   조선족 집지  련 상업지역이 형성된 지역으로서 가리 동, 

림2동, 자양4동은 각각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조선족 

심 상업시설, 특히 음식 의 경우 운 주체가 거의 조선족으로 한정되

어 있는 공통 인 특성이 발견되었다. 한 개업에 필요한 자본을 형성

하는 과정도 부분 개인의 사회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있어 지역에 따

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1) 운 주체 

   조선족 음식 의 운 주체는 부분 조선족으로, 조선족 주거 집에 

따라 그 수요에 응하는 국내 자본에 의한 상권 형성을 상했던 것과

는 차이가 있었다. 운 주체인 조선족의 경우, 재외동포 비자(F4) 등을 

가진 국국 자와 국 회복, 일반귀화, 혼인귀화 등을 통한 한국국 을 

취득한 한국국 자67)가 모두 존재하 다. 개업과정에서 조선족의 국 으

로 인한 제약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68). 오히려 문화  차이로 인하

여 조선족 심 상업시설에 한 한국인의 진입장벽이 존재함을 인터뷰

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은 상 으로 기에 입국하여 장기간 노동이주를 지속하면서 

67)  경우  상 한 지만  사  경  장하여 한  주 사 보다는 

  내에 재하는 경향  강하여 본 연 에 는 들   집지  

  범주에 포함하여  진행하 다.   

68) 도  신고  등  작 하여 출하  내 과 동 하게 개  사업

등  신청할  , 특별한 규   한  없다.   가가 법 5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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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에 응한 경우가 많았다. 인터뷰 상자 에는 단순노무직과 

도시하부서비스 분야에서 다년간 일하며, 자 을 모으고 경험을 축 한 

후 개인 사업으로 음식 을 개업한 사례의 비 이 높았다. 이들은 한국

사회에 정착하기를 희망하는 경향을 보 다. 그러나 비교  최근에 개업

한 음식 들을 심으로 국내에서 이주노동을 경험하지 않고, 국 지

에서 음식  등을 운 하다가 지인들의 소개로 한국에 들어와 개업하는 

경우도 나타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었다.

  2) 자본형성

   음식  개업을 한 조선족의 자본형성 방법에 있어서도 지역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인터뷰 결과, 이들은 체로 이주노동을 통해 

축 한 것에 더하여, 개인의 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자 을 융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의 경우 일반 으로 융기 을 통한 출에 어

려움이 있기 때문에, (은행을 통해 담보 출을 받은 혼인귀화자 여성 등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부분의 경우 지인을 통해 빌린 돈을 

모아 가게를 시작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경우 지인들은 주로 가족 

는 한국에서 이주 노동을 함께한 동향사람이었다. 가족이나 동향친구들

에게 빌린 자  역시 부분 노동이주과정을 통해 형성된 자본인 경우가 

부분이었다. 

“가게 하는 거는 한국 와서 돈 모은 거하고, 국에 있을 때 재산하고 해서(합쳐

서 개업)했지요. ... 이거 가게하기 에는 목욕탕에서 때 이 했어요.”  (50  남, 

식료품  운 , 림2동)

“식당 열기 에는 일했어요. 주로 식당 같은데서 좀 하고... 여기(건 상권)서도 

오래 했었어요. ... 이 지역에서 13년 넘게 살았는데 그동안 모은 거랑, 그리고 남

편도 지  한국 나와 있거든요. 남편이 나와서 일한거랑 친구들한테도 빌리고 해

서 시작했지요.” (50  여, 음식  운 , 자양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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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37>에서와 같이 조선족 집지의 조선족 련 상  운 자들은 

노동이주의 과정을 거친 장기 노동이주자인 경우가 부분이다. 이는 조

선족 이주노동자들의 자 업자로의 사회  지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음

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조선족 집지는 향을 주기도, 받기

도 하면서 계를 맺고 있다. 통시 으로 보면 조선족 집지는 ‘도시

하 계 으로서의 조선족’들의 성장에 향을 미치고, 이후 그들의 성

장은 음식  개업을 통해 노동이주 조선족 사회의 자본이 조선족 집지

에 재투자 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림 38]  식  개업과  집지  계

  3) 입지선택 요인

   조선족 음식 의 입지선택은 주로 지인들의 소개를 통해 이루어지거

나, 운 주체 본인이 과거에 해당지역에서 일을 하거나 거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는 해당지역에서 거주하지 않

았더라도 개업을 결심하고 입지를 선택할 때는 조선족의 집거주가 주

요 요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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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선택에 한 질문에서) 워낙에 한국 들어와서 이 동네( 림2동)서 있었었어

요.  에 음식 에서 일했어요. 주방일 봤지요.” (50  여, 음식  운 , 림2

동)

“원래는 한국에 들어와서 랑구에 살았었는데, 거기에 하려다 보니까 거기는 조

선족이 없어서 ... 그리고 가리 에는 자리가 이미 잡  있어서 이쪽으로 온 거

지” (80  남, 식료품  운 , 림2동)

“... 다른 데는 ...  원곡동(경기도 안산시)도 알아봤었지요,  에, 거기도 동포

들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는 다른 사람들(타국가 외국인)도 많고 무 번잡해서 

안가고 여기로 왔지요.”  (50  남, 식료품  운 , 림2동)

   이러한 입지 결정요인은 조선족들에 의한 조선족 집지 내 련 상

 형성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사업의 리스크를 최소화 하기 한 필연

인 선택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은 계획이나 외부  

향이 작용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상이다.

  4) 부동산 가치상승

   공통 으로 측되는 상   다른 하나는 해당지역의 부동산 가

치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69) 이러한 상은 물리  환경의 노후

로 주거와 상업에 한 지역  활기가 낮아진 지역에 조선족들의 집으

로 인한 부 (booming)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조선족은 집지를 

형성하면서 기존에 소외된 지역에 입지하고, 해당지역에 도가 높은 주

거수요를 발생시킨다. 한 상업활동에 있어서도 소비가 일정지역에 집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수 을 끌어올리는 작용이 가능하다. 

“조선족이 아니라면 이 동네 지하방이나 옥탑방은 세입자를 찾기 어려웠을 것이

고, 재래시장도 활기를 잃었을 것이라는 데 주민들 사이에 이견이 없다.”70)

69) 단, 가리 동  경우 재개 가 작용하여  집지  계  알  어 다. 

70) 민 보, 2009.11.26., “2  림역 8  출 , 도 다 알아”… ‘  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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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랑공인 민경옥 표는 “타 지역의 반지하방은 찾는 사람이 많이 었지만 

이곳( 림2동)은 여 히 월세 수요가 있는 편”이라고 했다.“71)

“서울 구로구와 등포구 등 낙후지역의 집주인들에게 조선족(재한 국동포)은 

반가운 존재다. 내국인들에 외면받는 낡은 주택을 조선족들이 채우면서, 가 

월세 시장이 안정 으로 형성ㆍ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집한 등포구 

림동, 구로구 가리 동, 진구 건 입구 등지는 상권도 함께 발달하며 매년 가

게 임 료와 권리 이 상승하는 추세다.”72)

   부동산 114의 자료를 토 로 보면, 2007년부터 2010년 사이 림동과 

자양동의 상가 매매가격 상승을 확인할 수 있다.73) 림동의 경우 상가

매매가격은 3.3㎡당 1771만원에서 1973만원으로 약 11.4% 상승했으며, 

자양동의 경우 983만원에서 1206만원까지 높아져 약 22.7%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매매가격의 상승은 상가에서 발생하는 업수익의 

증가가 반 된 것으로, 조선족 집지에서 상업지역 활성화가 일반 으

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소결

  1) 요약

   가리 동, 림2동, 자양4동 조선족 집지의 특성차이를 분석하여, 

조선족 인구 도와 분포, 주거의 질, 조선족 심 상업지역을 이루는 업

종구성 비율, 상업시설의 입지  배치형태, 상업지역의 성장 시 과 그 

울 림2동 야

71) 한 경  2013.1.28.  동  울 남  ' '…   림동…슬럼  

가리 동

72) 헤럴드경 , 2012.1.13., 울 낙후지역, 림ㆍ가리 ㆍ건 ...  요 늘  

시장  상  

73) 매 경 , 2011.9.3., 신(新)상  떠 는  집지역, 식료  포 매매가 

20% 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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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양상, 고객의 구성, 경쟁의식 등에서 각각 차이가 존재함을 확

인하 다. 그리고 조선족 상업시설의 운 주체와 그들의 자본형성과정, 

입지선택 요인 등에 있어서는 지역별 차이가 없이 유사한 특성이 존재하

고 있음을 확인하 다. 이상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표17> 조선족 집지 특성차이 비교

  2) 지역별 특성 차이의 원인 분석 

(1) 가리 동

   가리 동의 조선족들은 소  ‘벌집’이라 불리는 쪽방을 심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이 쪽방들은 우마길 주변으로 가리 동 앙부에 집

되어 분포하는 경향이 있다. 벌집은 구로공단의 노동자들이 거주하던 열

악한 조건의 주거로 재 조선족이 그 자리를 신하고 있다. 때문에 가

리 동에서 조선족 주거 집지는 한국인거주지와의 공간  분리가 상

으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상업지역의 경우 이면도로로써 벌집 등 

층 주거지에 둘러싸인 우마길을 심으로 조선족 심의 상업시설이 

집하여 형성되었다. 상업지역 역시 주거지와 같이 도시조직의 특성에 

따라 조선족 상업시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가리 동은 2003년 균형발 진지구로 지정된 이래로 계획만 수차례 

변경되며 2013년 재의 재정비 진지구에 이르고 있다. 때문에 자발

인 주거환경개선의지가 상실되었으며, 지속 인 조선족들의 렴한 임

주거 수요가 있어왔기 때문에 기존의 열악한 주거가 개선되지 못한 채 

유지되었다. 여기에 쪽방 이 집하여 단속이 어려운 지역  특성으로 

불법체류자가 집 되고, 불법게임장 등 음성  환경이 조성되면서 이미

지가 악화되었다. 이러한 슬럼화는 이국  문화로서 조선족 심상권의 

매력을 감퇴시켰으며, 한국인 유동객이 유입되는 것을 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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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봉동 림2동 양4동

상업가  상  주
, 한  

상 재
 상  주

( ) 우마 역에 산재 동 18

재래시장  심 한 +  합 한  심

( ) (가리 시장) ( 림 앙시장) ( 룬산골목시장)

 6,111 7,176 2,936

( 도) 30.0% 28.2% 10.2%

상업시  150개 304개 66개

/  100

( 식  경우)

2.5개

(1.2개)

4.2개

(2.1개)

2.3개

(1.4개)

업

( 식  )
 달

직업 개   행  

달
식  심

상업지역 

장

2005  후 

체  쇠퇴

2000  후  

격한 장

‘양꼬  거리’ 

 후 장

양  장 후 쇠퇴 양  장 질  장

고객

 심  심 한  심

한 고객 거  없 한 고객 증가 추
 심 장 

후 주고객 

운 주체 (  는 한  귀 )

본
주 동  통한 개  본축 과 

사  트워크  통해 마

[  16]  집지 특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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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더하여 2000년  반이후에는, 불법체류자에 한 단속이 집

되고, 재개발 이슈가 부각되면서 조선족 거주자  상업시설의 이탈이 

발생하여 상업지역의 성장이 멈추고 진 으로 쇠퇴하기 시작했다. 

(2) 림2동 

   림2동은 가리 동에 비해 주거 여건이 양호한 편이다. 한 조선족

만을 상으로 한 독립 인 형태의 주거가 아닌 층주택의 반지하를 

심으로 조선족의 유입이 진행되어 한국인과 혼재된 형태의 조선족 집

지를 형성하 다. 조선족 심의 상업시설 역시 이러한 주거분포를 따라 

한국 상 들 사이에 입지하 다. 기존 한국 상권이 넓은 지역에 걸쳐 형

성되어 있기 때문에 조선족 심의 상업지역 한 좁은 역에 집 되기

보다 림2동 역에 걸쳐 산재되어 분포하는 특징을 보인다. 

   상업지역이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조선족의 주거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조선족만을 상으로 하여 성장했다. 2000년  말에 들어 가리 동을 

신하여 서울 조선족 사회의 심지 역할을 하게 되면서 그러한 경향이 

강화됨과 동시에 양 인 성장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 나타난 

서울시 조선족의 인구 감소와 조선족 상업시설의 증가로 경쟁이 발생하

는 등 림2동 조선족 심 상업지역에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역세권을 심으로 연변식 냉면 음식 이 큰 규모로 들어서는 등 주

류사회에 많이 알려진 조선족 문화권의 인 메뉴의 음식 들이 입

지하며, 한자간 에 한 을 병기하거나 인테리어를 세련되게 한 음식

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조선족 상인들을 통해 확인된 최근

의 한국인 고객 증가추세와도 련을 가진다.

(3) 자양4동 

   자양4동은 림2동과 비슷한 주거환경에서 집지가 형성되었다. 그

러나 층주택의 반지하 등의 조선족의 수요에 합한 주거유형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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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 규모가 상 으로 작았고, 정착 조선족 인구도 었다. 

   기 조선족 음식 의 등장은 조선족을 상으로 한 것으로 가리 동

이나 림2동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자양4동은 서울 서

남권의 조선족 집지에 비해 조선족 인구가 었기 때문에, 해당 지역

의 조선족 상업 시설들은 한국인 고객에 한 생존  필요를 비교  빠

른 시 에 경험했다. 그런 상황에서 자양4동의 조선족 심 상업지역은 

유동인구가 많은 건 입구 상권과 인 하여 입지하 기 때문에 타 지역

에 비해 한국인들의 근이 상 으로 수월하다는 특성은 기회요소로 

작용하여 조선족 상업지역 질  성장의 바탕이 되었다. 

   이러한 질  성장에는 상 으로 인 메뉴인 양꼬치의 선택과 

한 병기 간 의 사용 등의 역할도 있었으나, 2011년 진구의 국음식

문화거리 ‘양꼬치 거리’의 지정이 주요했다. 양꼬치 거리의 조성은 자

양4동조선족 상업시설 운 자들은 자생  조직(조선  상인 원회) 결성

을 통한 특화지역 조성 노력이 선행74)되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었다. 

  3) 결과 분석 

   가리 동, 림2동, 자양4동 조선족 집지의 차이는 주거 도와 주

거의 질 등 주거환경 측면에서도 차이를 보이지만, 특징 인 차이들은 

부분 상업지역과 연  지어 해석될 수 있다. 조선족 심의 상업지역

에서 해당 지역의 조선족 주거 인구는 상업지역을 지탱하는 배후인구로 

작용하며, 도나 분포측면에서 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상업지역의 

성장속도와 규모면에서도 차이가 발생한다. 그리고 상업시설의 입지  

배치형태, 이용객구성, 상업지역에서의 경쟁의식 등에 있어서도 지역별

로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요한 은 조선족 심 상업지역을 설명하는 부분의 물리

74) 민(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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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소에서 각 지역들이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음과 조 으로, 

운 주체와 상업시설을 개업하기 한 자본형성과정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이다. 결국 조선족 집지에서 조선족에 의한 음식  등 조선

족 련 상업시설의 등장과 그 배경이 일반 으로 동일하게 용되나, 성

장과정의 차이로 변화가 발생하는 것이다. 물리 으로 주어진 지역  조

건, 도시계획과 같은 외부  조건, ‘양꼬치 거리’ 조성과 같은 사회  

조건 등이 서로 다르게 작용하면서 업종구성, 고객구성과 같은 성격의 

차이와 상업지역의 성장, 쇠퇴 등의 차이를 야기한다.

   각 지역의 조선족 심 상업지역은 성장단계에 있어서 림2동과 자

양4동은 성장, 가리 동은 정체  쇠퇴단계로 평가할 수 있다. 구체

으로 보면, 자양4동의 경우 질 으로 성장하여 재 발 인 지역변화

를 야기하고 있으며, 림2동의 경우 양 으로 크게 성장한 가운데 성공

사례들이 등장하면서 재 질 인 변화를 일부 경험하고 있다. 반면 가

리 동의 경우 한국인의 자연스러운 유입이 심리 으로 제한되고 조선족 

인구가 감소하면서 쇠퇴를 경험하고 있고, 지역 으로도 슬럼화의 우려

를 낳고 있다. 

   이러한 조선족 집지의 성장을 평가하는데 있어서는 ‘음식 ’이 

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조선족 집지 내 조선족 음식 은 도 

있는 조선족 배후 인구를 가진 상태에서, 한국인과의 경쟁이 발생하지 

않아 실패확률이 낮은 사업이다. 따라서 그 운 주체들인 조선족들의 성

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음식 ’은 조선족 련 상

업시설  한국인의 근이 용이한 거의 유일한 것이다. 이들은 한국인

들에게 조선족 집지에 한 을 제공함으로써 조선족 집지가 이

색  상업지역으로 성장하는 가능성을 부여한다. 동시에 주류사회에 동

화되는 주 통로가 되고 있다. 

   다음 장을 통해 이와 같은 음식 을 시한 조선족 련 상업시설의 

등장과 조선족 심 상업지역의 형성  성장에 한 일반 인 과정을 

정리하 다. 그리고 이를 통해 조선족 집지의 역할과 기능에 한 시

사 을 도출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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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조선족 집지의 형성  성장과정

  1. 조선족 집지의 상업지역 형성과정

   각 지역에서 조선족 련 음식   상업시설을 운 하고 있는 조선

족 주들을 상으로 시행한 면 조사의 내용과 앞의 조서 연구한 내용

을 종합 분석하여, 조선족 주거 집지의 형성으로부터 기 조선족 련 

상업시설의 등장  성장에 이르는 과정을 4단계로 나 어 정리하 다. 

  1) 1단계: 조선족 주거 집지의 조성

   첫 번째 단계는 조선족 집지가 형성되는 단계로 앞서 설명되었던 

국내외  환경과 경제  원인으로 국에 거주하는 조선족 노동자들이 

한국으로 이주하여 정착지를 선택하는 과정이 이에 해당된다. 이 단계의 

정리에는 국제노동이주와 련한 Sassen(1994)과 Massey(1990)의 이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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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 다. 노동이주를 선택한 조선족들은 부분 한국에 처음 도착하

여 건설노동이나 제조업, 혹은 도시 내 부가가치 하부노동 서비스에 

종사한다.75) 연구과정에서 만난 면 자들의 부분이 돈을 벌기 한 목

으로 한국에 들어왔으며, 국에서의 배우고 익힌 기술이나 그간의 경

력과 상 없는 일에 종사했거나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직업  처우

나 지  면에서는 국에서보다 못한 경우가 있었지만, 수입측면에서 한

국의 경우가 우월했으므로 이 같은 상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 국에 있을 때는 교육 쪽에 있었지. 학교에서 선생님 했었어. 퇴직하고는 한국

에 들어와서. 돈 벌려고 들어왔지. 처음에 와서는 양어장에서 일을 하고, ...” (80

 남, 식료품  운 , 림2동)

“한국에서는 간호조무사 했었어요.” (30  여성, 음식  운 , 림2동)

“가게하기 에는 일했었지요. 식당에서 일했어요. 여기 지역에서 ...” (50  여, 

음식  운 , 자양4동)

   주거 선택에 있어서 기 이주자들은 돈을 벌기 한 목 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주거의 질보다는 경제 인 측면에 한 고려가 우선시 

된다. 한 한국에서 종사하는 직업의 특성상 이직이 잦기 때문에 일자

리에 따른 이동성이 강하다. 때문에 단기계약이 가능한 곳을 선호하고, 

지 가 불안정한 경우가 많아 계약 등의 차가 간소하게 진행될 수 있

는 쪽방과 같은 주거형태를 선호하 다. 이 게 1단계에서 조선족들의 

기정착지는 주거환경보다는 렴한 주거비와 일자리 근 성에 이 

맞춰져 결정되었다. 때문에 자연스럽게 직업  수요가 많거나, 그런 지

역에 한 근성이 우수한 곳에 치한 도심 내 낙후· 개발지역에 집

되는 경향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 상으로 한 가리 동과 림2동, 

자양4동은 모두 이러한 조건을 갖춘 지역들이었으며, 이외에도 해당 조

건들이 갖춰진 지역들이 선택 으로 주거 집지로 성장하 다.

75) <  16> 재 하고 는 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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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단계: 조선족의 자본축 과 네트워크 형성

   두 번째 단계는 노동이주발생 후 시간의 경과와 함께 조선족들의 자

본축 과 주거 집지를 심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과정이다. 이주 

기 조선족 노동자들은 해외로부터의 인력수 을 한 여러 정책  제

도를 통하여 입국한 이들로 장기체류  속  정착에 한계가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조선족 노동자들은 일시 인 이주노동을 통하여 단기간

에 자본을 축 하고, 이후 귀향하여 고국에서의 안락한 생활을 꿈꾸어 

노동이주를 감행한 것으로 이주 기에는 한국사회에 한 정착의지가 

강하지 않았고, 조선족 노동자들의 귀환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조선족 상인을 인터뷰한 다수의 사례에서 국으로 귀환한 노

동자들이 재입국을 반복하며, 한국사회에 정착해가고 있음이 확인되었

다. 순환  이주는 조선족 노동자들이 국에 돌아갔을 때 경력의 단

로 인해 다른 진로를 찾기가 어렵고, 한국과 국의 환율격차로 인한 수

입의 차이를 인식하게 되면서 한국으로 재이주를 선택하며 발생된다.76) 

7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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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하여 노동이주의 과정에서 한국사회에 응하면서 기의 자본축

의 목 을 달성하지 못하 거나 는, 삶의 질 측면에서 재이주를 선

택하는 경우도 있음을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사람들이 여기 응하기 시작하면 돈을 못 모아. 여기 이 게 동포 가게들 

생기고  돈 쓸데도 많으니까 벌고서는 다시 써버리는 거지. 여기 나와 있으면 

고향이 그립기도하고 그러니까 술도 먹고 ... 그래도  한국이 살기 좋으니까 ... 

그러면 기간 때문에 국 갔다가도 다시 나오고 다시 나오고 하는 거지.” (80  

남, 식료품  운 , 림2동)

   다른 한편으로는 이주 기부터 한국사회에 정착하기 한 목 을 가

지고 있었던 경우도 있었다. 친척이 한국에 있어 정착할 목 으로 이주

하여 신분의 문제로 4,5년에 한 번씩만 국을 방문하며 지내는 경우나, 

재외동포임을 인정받아 국 취득에 성공한 경우 등이 이에 속하는 사례 

등이 이에 속한다.

(조선족 련 상  개업동기를 묻는 질문에서)

“... 그래도 한국이 고향이고. 나기는 국에서 났지만 그래도 우리가 동포고, 부

모님 세 도 그 고, 한국이 고향이지. 그 지요? 사람이 고향에 있고 싶은 마음

이 있는 거지. 그래서 들어와서 살려는 생각으로 처음에 나온 거 요.” (50  남, 

음식  운 , 림2동)

   순환  이주 는 귀화 등을 통해 조선족들의 노동이주가 장기화 되

면서 한국사회에서 자본을 축 하는 조선족들의 수가 많아지고 있다. 이

들은 이주 노동자들로 주로 부가가치 노동에 종사하고, 한국인에 비해 

상 으로 낮은 임  수 에서 일을 한다. 그러나 일반 인 경우 이들

은 경제 인 주거에 거주하며 부분의 수입을 축 하는데 힘을 기울이

기 때문에 이주가 장기화됨에 따라 이주 기에 비해 큰 경제 인 성장을 

이루게 된다. 인터뷰 결과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착을 한 자 을 마련

한 경우를 다수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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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환  이주를 통해 한국사회에 정착하는 조선족들은 주로 조선족 

집지를 배경으로 자리를 잡는 경향이 있다. 인터뷰를 통해 귀화를 통해 

한국국 을 취득하여 한국사회에 정착한 경우에도 조선족 집지와 조선

족 문화권 내에 머무르는 경우가 다수 확인되었다. 특히 한국인과의 혼

인을 통하여 한국국 을 취득한 경우에도 조선족 집지 내에 상 을 운

하고 있는 경우도 다수 있었다. 이러한 상에서 조선족 집지를 기

반으로 형성된 사회  네트워크가 국 는 한국 국 과 무 하게 한국

사회에서 조선족 문화권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조선족 주거 집지를 기반으로 한 이러한 사회  네트워크는 이주과

정으로 통해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Massey 등(1993)이 주장한 이주노동

자들의 정착  속화과정에서의 네트워크 역할과 Myrdal의 ‘순환  

인과법칙’이 서울의 조선족 집지 성장과정에서도 용되고 있다. 

노동이주가 가속화되고 순환  이주가 이루어지면서 국의 조선족 사회

에 한국노동이주에 한 정보의 달이 많아지고, 정보의 달은 새로운 

이주자의 발생을 진시킨다. 그리고 이에 따라 진된 조선족 노동자의 

연쇄  이주는 정보의 경로를 따라 기존 조선족이 집한 지역에 정착하

여 기존 조선족 주거 집지를 강화시키며, 동시에 지역 네트워크를 강

화77)한다. 

  3) 3단계: 조선족 련 상업시설의 등장

   세 번째 단계는 조선족 집지에 조선족 문화권의 음식 과 국 식

품을 취 하는 식료품 을 비롯한 조선족 련 상 들이 등장하는 과정이

다. 이주 조선족의 주거 집에 의해 조선족 집지가 형성됨에 따라 2

단계 과정을 통해 축 된 자본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조선족 상 들이 

7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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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한다. 조선족 사회의 네트워크는 상업지역의 형성에도 요한 역할

을 하고 있다. 인터뷰한 조선족 상  운 자들은 거의 모든 경우 한국에

서의 노동이주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축 한 자본과 지인들이 같은 과정

을 통해 축 한 자본을 빌려 개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터뷰를 바탕으로 종합할 때, 조선족 문화권의 음식을 매하는 식

당은 국내 정착을 희망하는 조선족 이주노동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쉽고 

안 한 안  하나로 볼 수 있다. 조선족들의 고향음식을 다루는 음식

은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업종에 비해 기술과 문성이 비교  

덜 요구되는 것이다. 한 조선족 주거 집지에서는 주변에 거주하는 많

은 수의 조선족 잠재고객을 가진 상황에서, 한국인들에 의한 경쟁도 발

생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확률이 낮고, 상 으로 개업이 수월한 특징이 

있다. 이러한 노동이주자들의 집지 형성과 그 집지에서 나타나는 고

향음식에 한 선호와 같은 고유의 문화  정체성의 발 은 이론  

에서 Faist(2006)의 국가 사회공간과 Appadurai(1996)의 트랜스로컬리티 

등을 통해 설득력을 가지며, 상 으로도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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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네 동포음식 하는 음식  사장들은 부다 국교포들이야. 더러는 한국국

 딴 사람들도 좀 있고. 거진 다 교포들이야. 한국 사람들은 이거 못해. 양꼬치 

몰라서 못해. 맛을 낼 수도 없으니까 한국 사람은 안하지.” (60  남, 음식  운

, 자양4동)

     다른 에서, 조선족 상인들이 한식을 할 때의 어려움도 자본

을 축 한 조선족들이 한국 주류사회로 쉽게 진출하기 못하고 조선족 

집지에서 개업을 원인  하나로 지 될 수 있다. 이민주(2008)는 한식 음

식 을 개업했으나 실패하고 가리 동 조선족 집지에 조선족 음식 을 

개업한 운 자을 상으로 한 인터뷰에서 “(조선족이) 한국 인 맛을 

내는데 실 인 장벽이 존재하며, 실패에 한 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교포를 상으로 하는 조선족 음식 을 시작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조선족 집지에서 기 상업지역의 형성은 주로 음식 이나 

식료품 으로부터 시작되며, 이주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자본을 어느 

정도 축 한 조선족들에 의해 형성되기 시작한다. 이 게 시작된 조선족 

음식 들은 소규모가 많고, 조선족들만을 상으로 삼기 때문에 인테리

어에 등에는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주로 개인이 하거나 

가족 심으로 운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징은 이후 조선족 상업시

설의 성장이후 나타나는 변화와 련이 있는 것들로 조선족 상업지역의 

성격을 단하는데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  

  4) 4단계: 조선족 심 상업지역의 성장

   4단계는 조선족 주거 집지를 바탕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련 상업시

설들이 조선족 심의 상업지역으로 성장하는 단계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선족 주거 집지에는 음식 과 식료품뿐 아니라 다른 업종들도 

나타나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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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으로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조선족들의 노동 공 과 국내 산업

장의 노동수요를 계하는 직업소개소, 가정부소개소 등이 나타난다. 

이러한 업종의 경우 잔존하던 구조가 체계화되거나 강화된 경향을 보이

기도 한다. 를 들어 가리 동 등의 경우 기존에 이미 건설 노동자  

단순 노무인력에 한 인력시장 등이 형성되어 있기도 하 다. 최근에는 

조선족들을 상으로 하는 직업교육학원도 나타나 체계화 양상이 더해지

는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외국인 노동자 신분이 조선족들이 필요로 하

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사무소  여행사 등과 환 소, 그리고 

재는 그 수가 많이 어든 화방 등을 조선족 심 상업지역을 형성

하는 련 상 으로 볼 수 있다. 한 한자간 을 사용하며, 조선족 종

업원을 고용하여 운 하는 조선족 상 노래방, 주 , PC방 등의 업소들

도 이러한 조선족 상 에 속한다. 

   조선족 심 상업지역으로의 성장과정에서 나타나는  다른 상으

로 노동이주 기간 없이 입국과 동시에 개업하는 조선족 상 의 등장이 

있다. 이들은 조선족 주거 집지에서 기에 등장한 음식 들과 달리 국

내 조선족 사회 네트워크와 이주노동을 통해 축 한 자본이 아닌 국내 

자본과 네트워크를 통해 국내에 상 을 개업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에도 국내 조선족 네트워크를 통해 조선족 집지에 입지하여 조선족 

심 상업지역의 성장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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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게 차리기 에는 국에서도 음식  했었어요. 친구 얘기 듣고는 소개받

아서 여기 와서 시작했지요. 음식 을 하고 있었으니까. 친구도 여기 살고 있어서 

소개를 받았지요.” (40  남, 음식  운 , 자양4동) 

   이후 조선족 상업시설들의 종류와 수가 많아져 상업지역이 형성되고 

성공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조선족 련 상업시설들 간 경쟁이 심화

되고 임 료가 상승하기 시작한다. 상업 으로 성공한 음식 들의 경우 

가족이 아닌 조선족을 고용하여 업하거나, 규모가 큰 매장을 갖고 있

는 것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상업지역 형성 기에 나타난 음식

들은 주로 가족을 심으로 하여 소규모로 운 되었다. 이러한 성공 인 

사례들은 재 자양4동과 림2동에서 다수 확인되며, 림2동의 경우 

특히 림역 인근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다.  

   성공사례가 등장한 지역에서는 임 료 인상과 경쟁심화 의식이 확인

되며, 이에 응하기 한 조선족 음식 들의 부가가치 상승 노력이 함

께 이루어진다. 표 으로는 해당 지역의 기존 상업시설에서 보이는 일

반 인 수 에서 벗어난 인테리어와 간 의 사용이 장에서 확인된다. 

더 세부 으로는 메뉴에 있어서 조선족 문화권의 음식  양꼬치구이와 

같이 한국사회에서 보다 으로 알려진 메뉴의 음식 들이 늘어나고, 

맛에 있어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78). 이러한 변화는 조선족에 더하여 

한국인 고객을 유치하기 함으로, 상업지역의 성장에 따라 조선족 집

지의 주류사회와의 자연스러운 공간동화 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소결

   조선족 이주로부터 집지 형성과 련 상업지역의 성장까지의 과정

은 외부의 계획 인 개입 없이, 자발 인 과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조선

78)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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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심의 상업지역은 조선족들의 주거 집이 선행된 이후에 그것을 바

탕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조선족의 주거 집은 언어소통이 자유로운 외

국인 노동자라는 독특한 정체성에 따라, 그에 합한 일자리와 교통 근

성이 있는 지역  임 료가 렴한 낙후지역을 찾아 자연스럽게 이루어

진다.

   조선족 집지의 상업지역은 조선족들의 자본으로 형성되며, 기에

는 지역의 조선족 거주자의 수요에 맞춰 운 되기 때문에 지역 착  성

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한 형성과정에서 지역 내 사회  네트워크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상업지역형성과 주거 집 과정에는 ‘순환  

 원인’이 작용하여 상호 간 강화·발 이 이루어진다. 이후 상업지

역 성장에 따라 주류사회와의 소통에 한 요구가 내부 으로 발생하면

서 공간동화 상이 나타나고, 이러한 과정은 지역발 의 가능성을 가진

다.

   이 같은 조선족 집지의 형성  성장 과정분석을 통해 상할 수 

있는 지역발 의 선순환  구조는 다음과 같다. 

1) 도심 내 개 지역 는 낙후지역에  주거 집

2)  주거  후   상업시  등장  상업지역 

3) 상업지역  장  내  경쟁 생

4)  상업시  가가  높  한  개

5)  상업지역  개  통한 한  고객  

6)  상업지역  장  한  용하는 색 지역  장 

   이러한 조선족 집지에서의 변화는 자양4동에서 어느 정도 실 되었

으며, 림2동에서는 재 5단계를 지나며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

할 수 있다. 반면에 가리 동의 경우 이러한 과정 따르지 않고 오히려 

슬럼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세 지역에서 음식 을 비롯한 조선족

련 상업시설이 등장하기까지의 기 과정이 모두 유사하게 진행되었다

는 을 감안하면, 이 차이는 가리 동의 조선족 집지 성장에 부정  

요소가 작용했음을 보이는 것이다. 



- 109 -

   앞서 진행한 조사연구의 결과를 토 로 가리 동에서는 조선족인구의 

지엽  집 과 재개발구역 지정 등 외부요인의 작용으로 한국인 유동인

구의 유입이 단 되어, 조선족 집지가 지역에 한 정 인 변화로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유사한 문제 들을 극복해야 

할 것을 시사 으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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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결론

  1. 요약

   본 연구는 서울에서 단기간 동안 속히 진행된 조선족 집지들의 

발생과 각 집지들 사이에서 찰되는 서로 다른 특성에 주목하여 시작

되었다. 특히 조선족 이주노동자들의 첫 기착지로 알려진 구로구 가리

동과 조선족 사회의 새로운 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등포구 림2동, 

그리고 조선족 특화거리가 형성된 진구 자양4동 사이에서 확연한 특성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에 주목하 다. 그리하여 각 조선족 집지 간의 

차이를 형성과정과 황측면에서 분석하고, 그 차이의 의미와 발생 원인

을 통해 조선족 집지에 한 시사 을 발견하고자 하 다. 

   이를 하여 먼 , 외국인 집지의 개념과 형성  성장과정, 역할 

 기능에 한 선행 연구와 이론을 검토하 다. 외국인 집지는 로

벌도시의 성장에 따라 도시서비스산업에 렴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이주

노동자들이 발생하면서 형성되기 시작하 다79). 일반 으로 이들은 일정

한 지역에 집단 정착하여 이주환경에 응하는 경향을 보이며80), 집지

는 일종의 사회  울타리로 역할한다81). 때문에 외부의 시각에서 외국인 

집지는 일차 으로 도시하부계층의 집지로서 비쳐진다82). 재 서울

에서 조선족 집지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때문에 우범지역으로서, 슬럼과 게토로서 도시문제의 상으로 평가받는

다83).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외국인 집지는 트랜스로컬리티의 발  장

소84)로서 도시 내에 색다른 문화공간을 형성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면에서 외국인 집지는 상품화될 수 있는 문화 공간이기도 하다85). 

79) Sassen,1994; Massey,1990 

80) Castles & Miller,2009

81) Massey et al,1993; Castles & Miller,2009

82) Sassen,1994; Savage & Warde(1993)

83) 훈 ,2010

84) Faist,2006; Appadurai,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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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집지의 ‘도시하부계층의 집지’와 ‘상품화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서의 속성은 각각 ‘주거공간으로서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공간  집 ’과 이후 ‘ 집된 이주자들의 문화  배경을 반 한 상업

시설의 등장’을 반 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선족 집지를 

주거 집지와 조선족 련 상업지역으로 나 어 개념화하 다. 그리고 해

당 상들은 시간  과정에 따라 순차 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각 속성을 

분석하기 해 조선족 집지의 성장과정을 고찰하 다. 

   서울의 조선족 집지는 국내의 경제성장  산업환경 변화, 88올림

픽 개최, 한 수교 등을 비롯한 1990년  이후 국내외  상황에 맞물려 

조선족의 국내유입본격화 환경이 조성되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가리

동이 그 첫 심지로, 국내 산업환경의 변화로 구로공단 노동자들이 떠

나면서 공동화된 쪽방 을 심으로 조선족의 주거 집이 이루어졌다. 

림2동은 재개발 이슈와 단속의 집 , 주거환경의 악화 등으로 가리

동의 성장이 정체됨에 따라 가리 동으로부터 확장 혹은 이동하면서 성

장하 다. 재는 림2동이 조선족 사회의 심지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자양4동의 경우, 서울서남권의 경우보다 작은 규모에서 성수동 공

단이 쇠퇴하면서 공동화된 지역을 심으로 조선족들이 자리 잡기 시작

하면서 조선족 집지 형성으로 이어졌다.

   황에 있어서 각 조선족 집지들은 조선족 인구 도와 분포, 주거

의 질 등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상업지역 측면에서도 상업지역의 성장속

도와 규모, 상업시설의 입지  배치형태, 이용객구성, 상업지역에서 조

선족 상업시설들 간의 경쟁의식 등에 있어서도 지역별로 서로 다른 특성

이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을 형

성하는 조선족 련 상 의 운 주체가 조선족이라는 ’과 ‘그들이 

이주노동과정에서 모은 것과 사회  네트워크를 이용해 마련한 자 을 

합하여 조선족 집지에 개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공통 인 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 형성과정에 있어서도 이상의 세 지역을 비롯한 

85) 훈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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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조선족 집지는 ‘일자리( 는 교통) 근 성과 렴주거의 존

재’라는 선행 조건을 따라 입지하는 공통 인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공통 인 특성을 바탕으로 조선족 집지의 형성  성장과정

을 일반화하여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각 단계는 조선족 이주자의 발

생과 조선족 주거 집지의 조성, 조선족 이주노동자의 자본축 과 조선

족 주거 집지에서의 네트워크 형성, 조선족 련 상업시설의 등장, 조

선족 심 상업지역의 성장으로 설명된다. 국과 한국의 경제수 차이

로 노동이주를 시작한 조선족들은 서울에 들어와 주로 부가가치 노동 

 서비스업에 종사하면서 도시하부계층을 형성한다. 그리고 이주노동자

로서의 정체성에 따라 도시 내에 일자리수요가 많고 주거비가 렴한 지

역에 자리를 잡는다. 이후 연쇄이주와 순환이주의 과정을 통해 이주장기

화가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조선족 집지가 선택 으로 강화된다. 이

주장기화로 축 한 자본과 조선족 집지에서 강화된 네트워크는 조선족 

상업시설의 등장으로 연결되며, 이후 조선족 상업지역의 성장이 진행된

다. 

   일반화한 조선족 집지의 형성  성장 과정에서 조선족 주거 집지

는 자발  과정에 의해 조선족 자 업자들을 성장시키며, 장기 으로 조

선족 집지의 성장이 진한다. 이 과정에서 주류사회와의 동화 상이 

유발된다. 이러한 결과는 조선족 집지의 기 형성단계에서 나타나는 

외부의 부정 인 인식이 집지의 자생 인 동기에 의해서 해소될 수 있

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조선족 집지의 형성과 성장과정을 염두

에 둔 도시계획이 요구된다. 

  2. 시사  

  1) 도시 내 낙후·쇠퇴지역 재생에서 조선족 집지의 역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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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렴주거와 일자리(교통)근 ’은 이주노동자들인 조선족들의 주요

한 입지원리로 도시 내 낙후·쇠퇴지역86)에 조선족 집지가 형성되는 

배경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조선족의 집규모가 커짐에 따

라 그들을 상으로 한 상업시설이 나타나게 된다. 이후 조선족 심 상

업지역의 형성과 조선족 주거 집은 순환·  원인에 의해 상호강

화의 과정을 거치며 함께 성장한다87). 

   이때 집지 내 조선족 상업시설의 운 주체들은 주로 이주노동의 과

정 이후 한국사회에 정착하기 시작한 조선족들로, 이들은 조선족 문화권

의 상업지역을 형성한다. 상업시설들은 조선족 문화권을 지탱하는 배후

인구에 의해서 주류사회로부터의 경쟁에서 벗어나 안정 으로 성장한다. 

이후 어느 정도 성장이 이루어지고 나면, 임 료 상승과 내부  경쟁의 

발생으로 상업지역을 이루는 조선족 가게들은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으

로 변화를 모색하게 된다.

[그림 43]  집지  지역과  계 

   조선족 집지는 도시 내 상 으로 낙후한 지역에서 형성되는 특성

이 있다. 따라서 조선족 상업지역의 변화는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지역

의 낙후된 기존 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한 조선족 상업지

86) 주변에 해 낙후 어 재개  상지  거 는 지역 는 장에  어 근시  

내에 낙후지역  변할 가능  높  지역  포함하는 포  미  사용하 다.

87) Mydald(1978)     과법   주거 집과 상업지역 과 에 

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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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성장과정에서 한국인들의 자연스러운 유입과 이를 진하는 상업지

역의 내부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 해당지역은 이색  문화거리

로서 보다 높은 차원의 상권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가능성도 가진다. 이

러한 가능성은 집지의 주류사회 동화과정과 조선족 자 업자의 정착에

도 정 인 향을 주어, 부분의 외국인 노동자 집지에 해 우려

되고 있는 슬럼화와 게토화 문제에 있어서도 부분 인 해소를 기 할 수 

있다. 한 문화 , 상업 인 면에서 성공 으로 성장한 외국인 집지

는 거시  에서 도시의 공간·문화  다양성을 증진시켜 도시의 매

력을 높이고 사회  안정을 도모하는데 도움을  수 있다. 

  2) 정책  시사

   조선족 집지의 형성  성장과정을 통해 도시 내 낙후·쇠퇴지역 

재생과 같은 정 인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 다. 다만, 슬럼화, 게토

화 우려가 있는 가리 동의 사례와 같이 모든 집지에서 이러한 가능성

이 실 되고 있지는 못하다. 이는 조선족 집지의 성장에 도시의 물리

 환경요소, 도시 계획  요소, 사회  요소 등 복합 인 외부요인이 

조선족 집지 성장에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한 정책

 근은 조선족 집지가 가진 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진행될 

필요가 있다. 

   가리 동의 경우 재개발 이슈가 주거환경 개선에 한 자발 인 의지

가 감소시키고 지역에 한 불안정성을 증가시켰으며, 기존 도시조직의 

문제가 더해져 조선족과 한국인의 공간  분리가 고착화되는 등 외부  

요인이 부정  측면으로 작용하 다. 때문에 서남권 최  패션리테일 

심지로 유동인구가 많은 가산패션타운과 규모 오피스 집지역으로 외

식에 한 수요가 있는 구로디지털단지 등이 인 한 지리  이 에도 불

구하고 이색 인 문화거리로 성장하지 못하 다. 따라서 조선족 집지

의 성장에 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 처를 한 보다 심층 인 분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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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조선족 집지에 한 도시・경제・사회  맥락을 간과한 채 조선족 

집지가 입지한 도시 내 낙후・쇠퇴지역에 철거재개발을 시행할 경우 

조선족 집지가 가진 가능성을 상실함과 더불어  다른 사회문제를 야

기될 소지가 많다. 따라서 앞으로 조선족 집지가 가진 도시 내 낙후·

쇠퇴지역 재생의 역할과 문화 , 사회  측면의 가능성에 한 보다 발

이고, 면 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러

한 이 바탕이 되어 가리 동에서와 같이 재 나타나고 있는 조선족 

집지의 문제에 처하고, 조선족 집지의 정 인 역할이 발 되도

록 하는 정책  안이 논의되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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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Formation and Growth 

of Korean-Chinese Ethnic Clusters

: Focusing on Garibong-dong 

‧ Daerim-dong ‧ Jayang-dong,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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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Seoul growing to global city, its multicultural situation has more 

intensified. The labour dependency on lower-wage foreign workers is 

increasing dramatically in not only construction and manufacturing section 

but also entire lower-skilled urban service industries. Korean-Chinese are the 

largest part of the foreign workers. (They are about 40%) Because of their 

historical relationship with Korean, they look similar with Korean and can 

speak Korean. This make them to easily enter the low-wage service industry 

labour market as inner city underclasses.

   Geographical location of Korean-Chinese workers are concentrated in 

southwestern part of Seoul, especially Garibong-dong and Derim-dong. The 

large ethnic enclaves formed in those districts which make exotic cityscape. 

However, it is regarded as a slum and ghetto by the media generally.   

   Recently, Jayang-dong, locating eastern part of Seoul, emerged as a new 



Korean-Chinese ethnic neighborhood which become a Seoul citizen’s famous 

lamb skewer eating place. This phenomenon sheds light on a problem of the 

Garibong-dong and Derim-dong which have bad reputation.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figuring out the characteristic differences 

among Korean-Chinese ethnic enclaves while we are heading to a 

multi-cultural city. Comparative studies were held among three ethnic 

enclaves, Garibong-dong, Derim-dong and Jayang-dong. To understand the 

spatial features and human habitat of those areas, various academic approach 

were done; literature review, GIS analysis and in-depth interview.

   Focusing on the residential part of ethnic enclaves, three districts have 

different characteristic in terms of population density and distribution patterns 

and residential quality. Commercial characteristics of these districts are 

different as well. The growth rate, spatial distribution of retail shops and 

ratio of Korean customers were different. Moreover, difference in the sense 

of rivalry among ethnic businesses were found. They can be explained by 

existing various factors affecting formation and growth of the ethnic 

enclaves.

   In spite of these differences, process of how a residential settlement is 

formed and develops to be multicultural retail shops were similar. 

Korean-Chinese individual proprietors born and grow from their enclaves 

unaffectedly. This finding explains that Korean-Chinese ethnic enclaves have 

a potential to grow as successful multicultural commercial districts. 

Jayang-dong is not the only case. 

   Korean-Chinese tend to settle in inner city, especially the area with 

demand for work and with affordable rent. The sites they choose characters 

are typically decayed inner city areas. Therefore these areas where ethnic 

enclaves forms are easy to be slum and occur urban redevelopment or 

revitalization issues. However in the case of Jayang-dong, this one declining 



area transformed into multicultural commercial district through inflow of 

Korean-Chinese capital. Thus, this research verifies that Korean-Chinese 

ethnic enclaves can acculturate with the mainstream as a multicultural 

commercial area and it possible to be a alternative to treat ethnic enclave 

problems.

◆ Key words: Korean-Chinese, ethnic enclave, multicultural commercial 

district, Seoul

◆ Student Number: 2012-2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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