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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20세기 중반 이후 한국의 도시는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빠

르게 발전했다. 양적 증대뿐만 아니라 질적 다양화와 전문화를 통해 각

종 산업들과 도시공간의 팽창으로 이어졌다. 변화의 흐름 속에서 서비스 

산업의 규모와 그 중요서이 증가했고 외식산업(Food service industry)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외식산업의 질적인 세분화

와 고도화로 인하여 새로운 유형의 점포가 증가하고 다양한 외식산업분

류의 성장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외식산업이 다문화적인 방

향으로 성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다문화 외식산업 다양화 지역 연구로, 서울시를 중심으

로 다문화 외식산업 다양화 지역과 그 공간적 분포패턴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 공간 내의 다문화 외식산업 입지와 그 원인을 찾는데 주

된 목적을 둔다.

서울시 내 다문화 외식산업이 다양하게 밀집된 지역을 파악하기 

위하여 허쉬만 허핀달 지수(Herfindahl-Hirschman Index)를 사용하였다. 

계산된 다양성 지수(허쉬만 허핀달 지수)와 GIS를 이용하여 다문화 외식

산업 다양화 지역의 클러스터링 여부를 Global Moran’s I를 통하여 확

인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국지적 공간자기상관 분석(LISA)을 수행하

여 다문화 외식산업 다양화 지역의 핫스팟을 추출하였다. 이와 같은 방

법을 2000년, 2005년, 2012년 데이터에 적용하여 연도별 서울시 다문화 

외식산업 다양화 지역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변화

가 두드러지는 지역(이태원)을 선정하였으며 이 지역에 대하여 다문화 

외식산업의 다양화가 일어나는 역사, 사회, 문화적인 배경에 대하여 연

구하였다. 문헌 연구에 이어서 서울시 정보공개 청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재 지역을 구성하는 다문화 외식산업을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그 입지



를 살펴보았다. 다문화 외식산업의 입지 현황 파악 후, 인터뷰 자료를 

활용하여 다문화 외식산업 다양화 지역으로 자리매김한 특정 지역의 다

문화 외식산업의 입지 요인에 대하여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성 지수 분석 결과 잠실3동, 이태원2동, 이태원1동 등이 

낮은 다양성 지수를 보이며 다문화 외식산업의 주요 밀집지역으로 추출

되었다. 다문화 외식산업 다양화 지역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클

러스터링 되어 있으며 종로중구, 강남서초, 마포, 용산, 여의도, 구로가산 

일대 지역에서 핫스팟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지역들은 인접 지

역들과 공통된 특성을 공유하며 하나의 지역적 범위와 성격을 형성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대표되는 다문화 외식산업 다양화 지역의 핫스팟으로 

추출된 지역에 대한 지역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이러한 다문화 외식산업 다양화 지역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더 강하게 클러스터링 되고 더 많은 지역에서 핫스팟이 나타났다. 이는 

기존 다문화 외식산업 다양화 지역을 중심으로 유사한 형태의 다문화 외

식산업이 입지하여 그 규모와 집적도를 높이며 지역적으로도 넓은 범위

로 확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용

산 일대 지역에서 나타났다.

셋쩨, 변화가 가장 두드러진 지역이자 오늘날 대표적 다문화 외식

산업 다양화 지역인 이태원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통해 역사, 사회, 문

화적 배경을 알 수 있었다. 오래전부터 외래문화가 자리 했던 이태원에

서 경제 및 산업의 발전과 함께 지역의 활성화와 쇠퇴가 반복적으로 일

어남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러한 지역의 변화는 시대적 상황에 의해 일

어나기도 하였지만 공공의 규제와 정책 시행으로 달라지기도 하였다.

넷째, 이태원의 다문화 외식산업 입지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결과 이태원은 특정 몇 개 지역을 중심으로 다문화 외식산업 다양화 공

간을 형성하고 있다. 같은 이태원 지역 내일지라도 각각 다른 역사, 사

회,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며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다섯째, 오늘날과 같은 다문화 외식산업이 이태원과 같은 도시공간

에 입지하게 된 원인은 크게 물리적(공간적)인 요소와 비 물리적(문화적)

인 요소로 나뉜다. 물리적(공간적)인 요인에는 저렴한 임대료, 지하철역 

또는 대로변과의 거리, 기타 거점 장소와의 거리, 그리고 지역의 물리적

(공간적) 환경과 상태를 들었다. 비 물리적(문화적)인 요인은 외국인과 

이국적인 분위기, 소수자 문화에 대한 관용, 네트워킹 및 집적효과, 그리

고 대안 탐색과 선점효과로 밝혀졌다.

이러한 다문화 외식산업은 점차 그 다양성이 증가하면서 지역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산업으로 간주된다. 이는 도시 공간 안에서 사람들

을 끌어들이며 지역의 전체적인 다양성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와 관련하

여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 일어나기도 하며 다른 산업과 상권 

형성과 활성화의 인과관계에 있어 그 가치가 평가된다. 그러나 초기 형

성 지역보다 그 범위가 더 넓어지고 자본화, 상업화가 심화되면서 다문

화 외식산업 다양화 지역의 변화와 확산에 대한 추후 연구와 공공의 적

절한 대책이 논의 되어야 한다.

주요어: 다문화 외식산업, 다양성, 이태원

학번: 2012-2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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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20세기 중반 이후 한국의 도시는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빠

르게 발전했다. 이러한 발전은 양적 증대뿐만 아니라 질적 다양화와 전

문화를 통해 각종 산업들과 도시공간의 팽창으로 이어졌다. 가속화된 도

시의 혁신은 사람들의 인식과 행동의 변화를 불러왔다(이웅진 외, 2005: 

356).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서비스 산업의 규모와 그 중요성이 증

가했고, Edward Glaeser(2011: 222)의 “도시의 혁신이란 단순히 새로운 

유형의 공장이나 금융 상품뿐만 아니라 새로운 요리와 놀이도 의미한

다.”는 말처럼 외식산업(Food service industry)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2012년 사업체 총 조사에 따르면, 서비스 산업군에서 외식산업(음

식점 및 주점업)으로 간주 할 수 있는 사업체수는 624,831개, 총 종사자

수는 1,752,807명으로 집계되었다1). 특정 산업이나 상품의 소비가 현대 

사회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을 감안할 때, 누구나 소비하며 즐기는 

외식 산업은 매우 지배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국민 소득과 생

활수준의 향상으로 다양한 음식을 즐기는 외식 문화가 증가하고, 1인 가

구의 증가 등으로 외식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외식 

산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Finkelstein J. 1989, Alan Warde et al. 

2000)2).

1) 사업체 총조사 (2012) 통계청
2) 이웅진 외(2005)는 식생활의 근대화와 식생활의 외부화로 설명한다.



- 2 -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총조사, 9차개정

그림 2 | 우리나라 외식산업 사업체 수의 변화

이러한 동향에도 불구하고 외식산업은 그동안 다른 문화적인 요소

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외식산업은 

문화 소비적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Alan Warde et al. 

2000). 외식산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음식이 소비자들이 소비하는 상

품으로써의 역할이 중요해진 것이다. 외식산업을 통한 상품의 소비는 일

반적인 상품과는 다르게 전 소비의 과정이 특정한 공간(일반적으로 식

당)에서 이루어지며 그 과정동안 소비자들의 다양한 성향이 표출된다. 

이는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화 산업과 

융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실제로 인류의 문화에서 음식이라는 

부분은 떼어놓을 수 없으며 특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오늘날의 

도시공간에서 그 기능은 더욱 부각된다.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목

적만을 가지고 외식산업을 소비하지 않고, 다양한 목적과 스토리를 가지

고 외식산업을 소비한다. 전 세계적으로 7명 중 1명꼴로 매주 외식을 즐

기며 이를 통한 다른 측면들과의 공공성 증대가 도시 내의 삶에서 매우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다(Roy C. Wood, 1992: 3-4). 현대 대중문화의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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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하나를 음식이라고 보는 것이다(이종원 외, 2004: 247-248). 실제

로 최근 다양한 외식산업 업체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기보다는 도시 공

간내의 다양한 구성 요소들과 연계3)하여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Alan 

Warde et al. 2000). 갤러리와 연계한 레스토랑, 창의적 소매점4)과 연계

한 카페 등이 그 예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외식산업의 규모뿐만 아니라 질적인 세분화와 고도화로 인

하여 간이 체인점, 음식 배달업 등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점포가 증가하

고 있다. 또한 특정 외식산업 분류만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서양식, 중

식, 일식 이외에도 다양한 외식산업분류의 성장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외식산업이 다문화적인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경제 발전을 이룬 시점까지도 인구가 매우 

밀집한 도시인 것에 비해 단일민족 국가라는 기원상 다문화적인 성격은 

거의 발달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외래 문화적 요소가 서울 도시 공간 내 

점유를 시작하면서 다문화적인 성격을 갖는 산업들이 성장하기 시작하였

다(송도영, 2007: 98-99). 이를 시작으로 다문화적 성격을 가지는 외식산

업 역시 증가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 비해 다문화적인 성격을 강하게 갖

는 외식산업군이 밀집된 도시 공간이 존재한다. 특히, 미군 기지를 시작

으로 형성 된 용산구 일대가 외래문화가 집중 된 대표적인 지역으로 손

꼽힌다.5) 이러한 다문화 외식산업이 집중하는 특정 지역들은 외식 산업

의 발달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주변으로의 확장 가능성을 갖는다. 

3) Alan Warde와 Lydia Martens의 저서에는 외식과 다른 문화적 요소의 결합(Combining)

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다루고 있다. 인터뷰 대상자들은 영화를 보러가면서 피자를 먹

고 사교 모임을 위해 식당과 연계된 클럽을 방문한다고 응답하였다.

4) 문화와 관련된 콘텐츠와 연계되어 창의적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소매점 (이경옥, 

이금숙, 2006)
5) 이태원의 ‘랜드마크’로 통하는 해밀턴 호텔 뒤편 일대는 그리스, 불가리아 등 30개

국이 넘는 세계 각국의 특색 있는 음식점들이 자리 잡고 있는 곳으로 ‘세계음식문화

거리’로도 불린다. (시민일보,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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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다문화 외식산업은 도시 공간 내에서 성장과 확산을 지속

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사람들의 도시 공간 내 다문화 외식산

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외식산업 자체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산업에 대한 연구나 정보제

공이 어렵다(김광지 외, 2007:390-391). 또한 특정 음식에 초점을 맞춘 연

구는 선행 되었으나, 전반적인 다문화 외식산업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

다. 외식산업과 관련하여 경영, 마케팅, 관광 산업과 관련된 연구사례는 

있으나, 도시 계획적 측면에서 외식산업을 해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도시 공간 내의 다양한 외식산업, 특히 다

문화 외식산업의 밀집과 확산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서울시 내에서 

다문화 외식산업이 다양하게 분포된 지역을 파악하고 이러한 지역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한다. 또한 대표적 다문화 외식산업 다양화 지역

에 대한 집중 연구를 통하여 그 지역의 특성과 변화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 외식산업 다양화 지역이 도시 공간 내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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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인 다문화 외식산업 다양화 지역 연구는 서울시를 중심으

로 다문화 외식산업의 밀집 지역과 그 공간적 분포 패턴을 분석하고 이

를 바탕으로 도시 공간 내의 다문화 외식산업의 입지와 그 원인을 찾는

데 주된 목적을 둔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갖는다.

첫째, 지역별 다문화 외식산업 다양성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나라 외식산업의 구성과 분류체계의 전반을 파악하고 이를 바

탕으로 서울시 내에서 외식산업은 얼마나 다양하게 섞여 있는지 조사한

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서울시 내에서 외식산업이 다양하게 섞여있는 

지역, 즉 다문화 외식산업 다양화 지역을 추출하고자 한다.

 

둘째, 다문화 외식산업 다양화 지역의 분포 패턴과 그 변화는 어떠

한가?

첫 번째 연구 질문을 통하여 추출된 다문화 외식산업의 다양화 지

역들 간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즉, 다문화 

외식산업 밀집 지역들 간에 클러스터링를 이루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을 

필요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 외식산업 다양화 지역의 입지 패턴

을 파악하고 시대적 변화 양상을 알아보고자 한다.

 

셋째, 대표적인 다문화 외식산업 다양화 지역(이태원)의 특성과 그 

원인은 어떠한가?

앞선 연구 질문들을 통해 서울시 내 대표적인 다문화 외식산업 다

양화 지역을 선정하여 그 지역에 대한 집중 연구를 하고자 한다. 집중 

연구를 통하여 지역의 시대적 특성을 바탕으로 다양화 지역의 형성과 변

화를 알아 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 외식산업이 도시 공간에 

어떠한 이유로 입지하고 다양화 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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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서울시를 중심으로 하는 외식산업에 초점을 맞춘다. 현

재 우리나라 숙박 및 음식점업의 18.5%가 입지6)해있는 서울은 우리나라

의 수도이자 대표적인 도시화 지역으로 외식산업이 다양하게 발달해 있

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실제로 수도권의 대부분 사람들이 다양한 외식

문화를 즐기는 지역은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점7)을 고려하여, 본 연구 

초반의 공간적 범위는 현재 서울특별시의 행정경계로 제한한다. 이후 연

구를 진행하면서 대표적 다문화 외식산업 다양화 지역을 추출하게 될 경

우, 추출된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집중 지역연구의 대상은 이태원 지역(이태원1동, 이태원2동)을 중

심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중에서 외식산업으

로 간주할 수 있는 산업에 초점을 맞춘다. 산업적이나 학술적으로 외식

산업이 명확하게 정의 되지 않는 것을 고려, 선행 연구를 통하여 다문화 

외식산업 연구에 적합한 산업을 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의 내용적 

범위를 제한한다. 본 연구가 다문화 외식산업에 관한 연구인만큼 문화 

또는 민족적인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산업분류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언급할 예정이다.

6) 통계청 (2012) 경제총조사에 따르면 표준산업분류 소분류에서 숙박 및 음식점업으로 

분류되는 사업체는 전국 624,831개로 그 중 서울특별시는 115,577개를 차지한다.

7) 경기개발연구원(2013) 보고서 “젊은이들에게 매력 있는 경기도 도시“에 따르면 

64.8%의 사람들이 특정 지역이나 장소를 고려할 때 먹거리 요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하

며 이러한 주요 장소는 서울시 내에 집중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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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방법 

  다문화 외식산업의 다양화 지역 연구를 위하여 각종 문헌자료를 

통하여 선행연구에 대하여 고찰하고, 기초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다문화 

외식산업의 전반적인 현황과 분포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GIS를 이용

한 시각적 분석과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이해를 도울 것으로 기대한다.

세부적인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지금까지 연구 된 외식산업의 

범위와 그 구성에 대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외식산업의 개념과 그 분류를 규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할 것

이다. 이는 전반적인 이해를 위한 단계이며 외식산업에 대하여 어떻게 

연구가 되어 왔는지, 특히 공간적인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으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각 연구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지역별 다문화 외식산업의 다양성

외식산업의 개념과 분류를 규정한 후, 기초 통계 자료와 사업체총

조사 데이터(통계청)을 이용하여 각 행정동별로 외식산업이 얼마나 다양

하게 섞여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다양성을 측정하는 척도를 사용하여 

각 지역별 외식산업의 다양화 정도를 비교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서

울시 내에서 다문화 외식산업이 다양하게 섞여 있는 다문화 외식산업 대

표 밀집지역을 추출할 수 있다.

다문화 외식산업 다양화 지역의 분포 패턴과 그 변화

지역별 다문화 외식산업의 다양화정도를 의미하는 다양성 지수를 

바탕으로 다문화 외식산업이 어떠한 공간적 분포패턴을 갖는지 분석하고

자 한다. 공간계량분석을 통하여 다문화 외식산업의 공간자기상관 및 클

러스터링 여부를 알아보고, GIS를 이용하여 국지적인 측면에서 어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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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 다문화 외식산업의 핫스팟이 나타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누적 데이터를 분석하여 다문화 외식산업의 시대적 공간 분포 패턴의 변

화 양상을 알아볼 수 있다.

다문화 외식산업 다양화 지역(이태원)의 입지 특성과 그 원인

대표적 다문화 외식산업 다양화 지역에 대한 집중 연구 단계에서

는 정량석인 분석 방법과 정성적인 연구 방법이 모두 요구 된다. 문헌자

료를 바탕으로 지역의 시대별 특성을 이해하고 재구성하여 다문화 외식

산업 다양화 지역으로 어떻게 자리매김하였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데이터 등으로 알 수 있는 거시적인 현황이 아닌 지역의 국지적인 현황 

파악을 위하여 현장조사, 건축물 대장 등을 통하여 조사한다. 추가적인 

문헌자료, 설문조사,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 지역 연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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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의 고찰

Posner(2004:851)는 다양성의 증가가 사회적,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

향과 효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 구성뿐만 아니라 공간적 분포

(Spatial distribution)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서울시의 다문

화 외식산업의 개념을 이론적으로 적용시키고 발전시키고자 국내외의 다

양한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보다 정확한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연구를 

위하여 외식산업의 개념을 우선적으로 규정하였다. 이후 여러 종류의 외

식산업이 섞여 있는 다양성 측면의 의미를 얻어내고자 다양성 이론을 정

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글로벌 도시에 대한 이

론과 함께 다문화 외식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발견하고자 하였

다. 

1. 외식산업에 대한 고찰

1) 외식산업의 개념 

우리나라에는 사전적으로 외식산업이라는 분야 또는 용어가 존재

하지 않는다. 단지 외식산업은 학계와 사람들에게 ‘외식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무엇’을 통상적으로 이르고 있다(나정기 1998). 외식산

업은 각 학계와 세계 각국의 사람들의 인식에 따라 그 개념이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진경혜 2007:80-81). 이론적 고찰 단계에서는 다양한 외식

산업의 개념을 파악하고 본 연구에 가장 적합한 개념과 구성을 확립하기

로 한다.

외식산업은 이전의 식생활 형태와 관습이 변화됨으로 인해 형성되

는 관련된 업종을 총칭한다(이웅진 외 2005:356).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

정이외의 장소에서 제공되는 식음료 형태를 지칭하며 이러한 행위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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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요인 문화적�요인 기술적�요인 경제적�요인

§ 여성의�사회진출�

증가� 및� 맞벌이�

부부의�확산

§ 건강,� 레저,�

여가� 관심�고조�

및�노동의�

균등화

§ 핵가족화�및�

도시형�생활의�

확대

§ 문화적�의식향상

§ 식생활의�서구화�

및� 서구식�

음식문화의�도입

§ 신속,� 간편,�

단순,� 자기�

만족적인�의식�

고조

§ 포장기술의�발달

§ 고속�조리기구�

및�설비의�발달

§ 해외�명브랜드의�

보편화

§ 전산�시스템의�

도입

§ 경제성장과�

국민소득�증대

§ 수입자유화�및�

글로벌화

§ 경쟁력�강화�

측면의�부각

자료: 국내외식산업 현황분석, 한국음식업중앙회, 1996

표 1 | 국내 외식산업의 성장 요인(Gorwth factor)

심으로 특정장소에서 조리, 가공된 식음료와 서비스, 분위기를 소비자에

게 제공하는 산업을 외식산업으로 간주한다(이웅진 외 2005:356-357, 정

광현 2002:114-115). 하지만 이러한 외식산업의 개념은 처음부터 우리나

라에서 통용되었던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보다 그 발전 시기와 속도가 빨랐던 미국의 외식산업의 

경우 1950년대 공업 및 산업화에 진입하면서 Food service industry라는 

개념을 처음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일본에서 1970년대에 외식산업으

로 번역하여 사용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1978년 일본 경제백서에는 외식

산업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다(나정기 1998). 우리나라는 이

후 이 용어의 영향으로 요식업, 식당업, 음식점접 등의 용어를 사용하였

다. 이러한 시기를 거쳐 우리나라에서 외식산업을 산업의 형태로 보기 

시작한 것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전후로 한다(한국외식산업연구소 

2000). 외식산업의 규모가 증가하고 사회, 문화, 경제적인 중요성이 증가

하면서 단순히 업(業)이 아닌 하나의 산업(産業)으로 간주하기 시작한 것

이다(원융희 외 2002). 따라서 오늘날의 외식산업은 사람들의 기본 생활

을 유지하기 위한 단순히 먹는 행위뿐만 아니라 삶을 윤택하게 유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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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식 외식

내식적�내식 외식적�내식 내식적�외식 외식적�외식

가정�내에서�조리�

후�가정� 내에서�

식사하는�것

외부에서�조리� 된�

것을� 구매하여�

가정� 내에서�

식사하는�것

가정에서�조리한�

음식을�외부에서�

식사하는�것

외부에서�조리된�

음식을�외부에서�

식사하는�것

자료: [외식산업개론] 김윤태, 대왕사, 2011년

표 2 | 도이토시오의 내식과 외식의 분류(1990)

위한 가정 이외의 장소에서 식사하는 문화적 개념을 포함한다(Alan 

Warde at al. 2000, 이웅진 외 2005:357). 외식산업은 점차적으로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 문화적 가치를 부여하는 여가와 문화의 장으로 

그 의미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Alan Warde et al. 2000, 이종원 외, 

2004:247-248). 음식이라는 요소가 문화적인 코드를 반영하고 있고

(Mustafa et al. 2002:1-3) 이러한 특징으로 외식산업의 개념이 문화적인 

측면까지 다루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외식산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하고자 외식에 

대한 정의를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외식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집에서 직접 해 먹지 아니하고 밖에서 음식을 사 먹음’으로 되어있

다. 영어로는 eating out으로 말 그대로 집을 벗어나서 먹는 것을 의미한

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했던 사회, 문화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여가와 문

화의 수단으로써의 외식은 단순히 집 밖에 나가 사먹는 것을 의미하진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가족과 함께 특정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 것은 명확하게 외식이라고 볼 수 있지만, 회사에서 도시락을 먹는 

것을 외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일본의 외식전문

가인 도이토시오(1990)는 [표 2]와 같이 분류하였다. 외식은 외식적 외식

과 내식적 외식으로 다시 나뉠 수 있는데 외식적 외식은 가정 밖에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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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

내식적�외식
외식적�외식

일상적�외식적�외식 비일상적�외식적�외식

가정에서�조리한�음식을�

외부에서�식사하는�것

구내식당�등의�일상적인�

단순한�식사만을�목적으로�

하는�외식적�외식�형태

사람들이�선택권을�가지고�

서비스를�제공받을�수� 있는�

식당이나�레스토랑에서의�

식사�형태

표 3 | 외식의 개념 재분류

부 생산자에 의해 조리 된 음식을 먹는 것을, 내식적 외식은 가정에서 

만든 음식을 외부에서 식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규칙적이고 선택

권이 상대적으로 적은 구내식당이나 급식 등과 같은 식사형태에 대하여 

의문이 들었다. 외식적 외식의 개념과는 분명히 일치하지만, 소비자들이 

문화적인 가치를 경험하는 외식으로 분류하기는 애매하기 때문이다. 따

라서 [표 3]과 같이 도이토시오의 개념을 발전시켜보았다. 외식적 외식을 

비일상적 외식적 외식과 일상적 외식적 외식으로 구분하여, 외부의 특정 

식당에서 만족을 위한 식사를 전자로, 구내식당이나 급식의 형태를 후자

로 정의하였다. 즉, 사람들이 선택권을 가지고 문화적인 요소, 분위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식당이나 레스토랑의 형태와 같은 공간에서

의 식사를 비일상적 외식적 외식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Alan Warde와 Lydia Martens의 저서(Eating out, 2000)에 따르면 

사람들은 외식을 생각할 때 어디서 먹는가에 대한 공간적인 측면을 강

조8)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비일상적 외식적 외식에 초점을 

두기로 하고, 소비자들이 이와 같은 형태의 식사와 서비스 그리고 사회, 

문화적인 가치를 누릴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을 가지는 산업을 외식산업으

로 규정한다.

8) 사람들은 일상과는 다른 무언가를 경험하고 싶고, 요리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에서 벗

어나고, 무언가를 기념하고 사회활동(Socializing)을 위하여 특정 공간에서 외식을 한다

(Alan Warde et al.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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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식산업에 관한 선행연구

외식산업에 관한 연구는 사실상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보통 외식

산업에 관한 연구는 음식에 대한 연구로 시작이 되었으며, 산업화가 진

행 되면서 사람들의 행위와 의미를 드러내주는 연구로 부각되기 시작하

였다(Douglas 2003). Fine and Leopold(2003)는 음식의 재료의 생산과 소

비의 네트워크를 파악하기 위하여 외식산업에 접근하였다. Bell and 

Valentine(1997)은 문화지리학자로 식음료의 생산지 분포에 대한 연구, 

음식 문화의 세계화, 다양한 레스토랑의 분포 변화 등에 대한 연구를 진

행하였다.

그동안 선행된 우리나라의 외식산업 관련 연구는 대부분 관광 및 

레저의 측면과 상업적인 측면의 성격을 갖고 우리나라 외식산업을 전반

적으로 조사하여 개념을 정립하고 그 특성과 현황을 재조명하였다. 오정

환(1995), 박면애 외(2003), 김광지 외(2007)는 우리나라 외식 및 외식산업

의 개념을 설정하고 외식산업의 분류 기준과 산업구조의 세분화에 대하

여 연구하였다. 김영국 외(2004), 이웅진 외(2005)는 우리나라 외식산업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그 원인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는 식생활의 외부화와 생활패턴의 변화를 외식산업의 발달의 주요 원인

으로 꼽는다. 정광현(2002), 김철원 외(2004), 윤혜려(2005)는 소비자 입장

에서 고려하는 외식산업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소비자의 성별, 연령, 가

족형태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들의 행동과 식품 또는 외식산업의 선택요

인을 찾고자 하였다. 외식산업과 그 경제적인 측면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수정 외(2004)는 경기도 부천지역을 중심으로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외식산업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거시적인 스케일에서 연

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경제지표로 사용할 수 있는 변수들을 토대로 

경제발전과 외식지수에 대한 회귀모델을 완성하였다. 

외식산업의 입지와 관련된 연구는 도시 공간 내의 입지의 의미를 

파악하거나 관계를 파악하는 연구보다는 주로 상권 분석 또는 가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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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진경혜(2007)는 서울시 내의 한식과 관

련된 음식거리와 밀집지에 관한 정성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연

구들은 외식산업 밀집 지역을 단순히 먹을거리를 넘어선 문화지역으로 

간주하며, 이러한 특화현상은 이용자들의 특성과 주변 환경을 반영한다

고 보았다. 외식산업의 입지와 그 구성요소에 따라 변화하는 소비자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이종원 외(2004)와 황준 외(2007)

는 서울시 패밀리 레스토랑을 중심으로 외식산업 시설의 밀집과 그와 관

련된 요소들과의 공간적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더 나아가 연구의 시사점

을 바탕으로 도시 공간적인 측면과 건축적인 측면에 적용해보고자 하였

다. 이러한 연구들은 서울 시내의 외식산업 입지 공간이 단순히 식사 공

간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생활을 영위하는 복합적 문화공간으로써의 역할

을 갖는 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2. 다양성에 대한 고찰

1) 도시 내 다양성

도시의 성장에 있어 다양성의 개념은 매우 중요하다. 도시의 다양

성은 이미 반세기 전 Jane Jacobs에 의해 언급되었다(Sayyar, S. S. et al. 

2011:2-3). 다양성은 사회적, 경제적, 역사적, 문화적인 포괄적인 범위 안

에서 섞여있고 공존하는 것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다양성에 대한 인식에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양성에 대한 정의는 집단과 학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로 규정하고 있다. 도시계획과 도시경제 측면의 많은 연

구에서는 다양성을 산업과 경제의 다양성 측면으로 바라본다(Rodgers 

1957, Ricahrd Florida 2002). 이 외에도 인종, 언어 등의 문화적인 측면을 

강조한 다문화주의9)적 다양성을 다루기도 한다(Jane Jacobs 1961, 구견

9) 다문화주의는 이민, 국제결혼, 난민, 망명자, 유학생 등으로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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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003). 

도시 내 다양성 증가는 그 지역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오며 문화

적으로 다양한 도시일수록 경제적으로 성장가능성이 크다(Ottaviaono 

2004, Richard Florida 2002). Jane Jacobs는 다양성이 도시의 경제성장, 

삶의 질, 도시매력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주장하였으며 이것은 도시

화경제10)로 연결된다고 보았다. 또한 다양한 산업과 노동의 분화가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 결과적으로 도시의 성장에 중대한 역할을 한

다고 주장하였다. Richard Florida(2008)는 Jane Jacobs(1961)의 다양성 요

소를 더 강조하며 함께 다양성을 갖춘 도시가 혁신과 성장에 탁월하고 

창조경제, 더 나아가 창조도시로 가는 길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처럼 도

시 내 다양성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와 이론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

다. 도시 내 다양성은 하나의 일관된 특성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민족, 

언어, 종교, 산업, 기타 문화적 요소 등의 여러 측면에 따라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지며 때론 그 특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도시의 다양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지속적으로 대두된 문제

점은 과연 어떻게 도시 내 다양성을 어떠한 기준으로 측정하는가에 대한 

것이었다. 그동안 이를 실질적으로 분석하고 비교하는 방법의 부재로 다

른 지역이나 도시간의 다양성 비교가 쉽지 않았다. Sayyar, S. S. et al. 

(2011)에 따르면 도시 내 다양성을 측정, 비교하기 위해서는 무엇에 대한 

다양성인지, 어떤 스케일에서 측정을 할 것인지 연구자가 명확하게 규정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동안 많은 선행 연구들이 경제적인 맥락에서 도시

의 다양성을 비교하지만, 도시계획에 있어서는 다른 변수들에 대한 다양

성 역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도시의 다양성을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 산업구조의 다양성을 측정

하는 것과 문화적인 요소의 다양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이

있는 도시나 국가가 등장하면서 생기는 갈등에 관련된 이론에서 시작되었으며 최근에

는 국제화를 촉진시키는 이론으로 다루어진다(구견서, 2003).
10) 도시 내 산업 활동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 (O’Sullivan,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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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현 2013). 도시산업구조의 다양성을 측정하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Ogive 지수법(Ogive Approach), 지니지수법(Gini Approach), 최소요건 접

근법(Minimum Requirement Approach), 엔트로피 극대화법(Entropy 

Maximization), 허쉬만-허핀달 지수법(Hirschman-Herfindahl index)등이 있

다. 이 방법들은 특정산업들의 지역 내 종사자 비율 또는 점유율을 바탕

으로 측정한다. 이 방법들은 도시 내 다양성을 산업기반으로 분석하여 

경제적 영향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문화적인 측면을 고려

하는 다양성의 측정방법으로는 분할지수법(Fractionalization index), 극성

지수법(polarization index), 복잡성 다양성 지수(The overall creativity 

index), 민족적 지배성 지수(Index of ethnic dominance)등을 사용한다. 이

러한 방법들은 주로 민족, 언어, 정치관 등과 같은 인적 요소와 관련 된 

부분에 많이 사용한다. 

도시가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그 내부적인 특성과 다양성은 끊임

없이 증가하고 변화한다.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다양성을 어떠한 측면에

서 바라볼 것인지 고려하고 각 도시의 상황에 맞는 이론과 측정방법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2) 글로벌 도시와 문화적 다양성

도시는 엔트로피가 연속적으로 증가하듯 끊임없이 그 다양성의 정

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도시 내에서 자체적인 변화와 성장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도시의 세계화(Globalization)의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는 결코 최근에 나타나기 시작한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 한 세기 전부

터 Patrick Geddes(1915)에 의하여 도시의 진화(The cities in evolution)라

는 측면으로 다루어졌다(Peter Hall, 1996:1-2). 이러한 세계화를 겪는 도

시를 글로벌 도시(Global city)또는 세계도시(World city)로 이야기하며 경

제, 정치, 문화 등의 다중구성에 대한 그 관심이 크다(Saskia Sassen,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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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세계화로 장소와 거리, 그리고 시간에 대한 초월이 가능하

게 되었으며 이는 도시의 문화적 측면에도 많은 영향을 초래했다(Manal 

A. S. 2003). 기존의 문화는 그 사회 구성원의 습관, 행동, 규범 등을 지

침으로 시간의 흐름과 그 축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특수성을 가지기 때

문에 지역적, 사회적으로 구분되는 특성을 보인다. 그러나 도시의 세계

화는 문화의 세계화에도 영향을 미쳤다(이종원 외, 2004:247-248). 시공간

을 초월한 문화의 교류와 수용으로 많은 도시들은 기존 단일 문화가 아

닌 복수의 문화들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11)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글로벌 도시와 다문화에 대한 주장은 문화의 균일화

(Homogenization)와 문화의 불균일화(Heterogenization)로 나뉜다. 

Appadurai(1996)은 문화의 균일화(Homogenization) 측면에 대하여 언급하

였다. 문화의 균일화의 대표적인 예는 미국화(Americanization)를 들 수 

있다. Barber(1995)는 이러한 현상을 Mc world 또는 Mcdonaldization12)으

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는 패션, 언어, 음악, 미디어, 산업, 상품, 심지

어 음식과 식당까지 포함하는 다양한 측면들이 세계적으로 비슷한 과정

과 절차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대도시들은 대표적인 글로벌 시

티로 그들의 문화를 세계적으로 더 보편화 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견이다(이종원 외, 2004:247-248). 이렇게 다양해 보이지만 점차 보편화 

되는 문화로 인하여 각각의 문화의 고유한 특성과 다양성이 파괴될 수 

있다는 지적도 대두되고 있다. 문화의 비균일화(Heterogenization)의 경우 

문화의 변화와 다양성에 초점을 맞춘다. 이는 문화가 보편화되며 단순히 

비슷해지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 그 지역만의 적응(Adaptation)과 

혼합(Incorporation)을 통하여 또 다른 문화의 특수성을 만들어 낸다는 개

11) 본 연구에서는 단일 문화가 아닌 복수의 문화로 구성된 문화를 다문화로 지칭하기로 

한다.

12) 세계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패스트푸드 상호인 맥도날드를 빗대 표현한 것이다

(Barber,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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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이다. 문화의 균일화와 비균일화는 글로벌 도시의 다양한 문화적 상호

작용의 영향에 대해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화제를 낳았다

(Appadurai, 1996). 

Saskia Sassen(2005)은 이러한 글로벌 도시의 다양한 문화적 맥락에

서 기존의 지역 경계 영토가 아닌 새롭게 재조정 된(Re-scaling) 경계 영

토가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다양한 영역들의 융합과 역동적인 변화로 인

하여 오늘날의 도시들은 그 경계의 구분이 점차 모호해 지는 것이다. 이

러한 과정을 통하여 도시는 영토화(Territorialization)와 탈영토화

(Deterritorialization)13)를 반복하며 새로운 문화적 지역 경계를 갖게 된

다.

3) 다양성에 관한 선행연구

다양성에 관한 선행연구는 도시 내 다양성의 개념과 그 구성과 관

련 된 정성적인 연구들과 다양성을 측정함으로써 경제, 사회적인 영향력

을 파악하고 비교할 수 있는 정량적인 연구들로 구성된다. 도시의 다양

성의 영향과 그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론을 파악하고자 선행연구를 검토

하였다. 박지현(2008)은 도시 내 다양성에 대한 개념을 검토하고 다양한 

측정 방법론을 통하여 도시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다양성과 도시의 경제

적 성장정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다양성을 측정하는 방법론에 따

라 그 값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외국인의 비율과 구성 국적을 동시에 고

려하고자 분할지수(fractionalization index)와 극성지수(polarization index)

를 사용하였다. Sayyar S. S. 외(2011)는 특수성과 동일성의 대조에 초점

을 두어 도시 내 다양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스톡홀름을 중심으

로 경제적 현상과 도시의 형태에 따른 다양성 측정 방법에 대하여 연구

13) 탈영토화(Deterritorialization)는 Gilles Deleuze 와 Félix Guattari의 저서에 처음 등장

하는 개념으로 문화의 세계화(Cultural globalization)의 과정에서 문화-공간적

(Cultural-spatial) 요소들이 해체, 확장, 변화 등을 겪어 새로운 체계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최종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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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Ottaviano G. 외(2004), Alesina A.외(2004)는 미국 국민의 출생국

가에 따른 문화적 다양성이 메트로폴리탄의 임금과 임대료의 분포에 미

친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분할지수(fractionalization index)를 통하여 

문화적(민족적) 다양성을 측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문화적 다양성과 

임금 및 임대료가 정적인(positive) 상관관계를 보인 다는 것을 모델화 하

였다. 이와 같이 도시 내 다양성에 대한 연구들은 사회, 경제, 문화적인 

측면으로 점차 분화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3. 외식산업의 다양성

1) 다양한 문화의 외식산업

도시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복잡해지면서 외식산업의 다양성 측면

에도 영향을 미쳤다. 도시의 세계화로 다양한 문화의 상호작용이 나타나

기 전, Spiro(1955)는 음식에 대한 문화가 문화 전체에서 가장 마지막에 

변화하는 것이라고 하였다(서현정, 2001:1). 그러나 오늘날 대표적인 글로

벌 도시로 손꼽히는 도시들은 음식에 대한 문화마저 급변하였고 이는 외

식산업의 변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Edward Glaeser(2011:229-230)

는 “오늘날 도시에는 현기증이 날 정도로 다양한 요리 스타일과 가격대

와 분위기를 제공하는 레스토랑들이 넘쳐난다.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나 

시카고나 런던에는 세계 먼 곳에서 조달해온 재료로 음식을 만들고 지리

적으로 다양한 요리 스타일을 섞어 부유하거나 가난한 다양한 소비자들

의 입맛을 만족시키는 수백 개의 타깃화된 레스토랑들이 영업중이다.”

라고 글로벌 도시의 다양한 외식산업에 대해 언급했다. 이처럼 많은 도

시에서는 다른 문화에서 넘어온 음식 문화와 외식 문화가 자리매김하고 

있다.

음식과 관련된 문화는 다른 여러 문화적 요소들과 함께 변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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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된다. 이러한 다양한 문화적 요소를 반영한 음식, 외식 문화에 대한 

이론들은 해외 학자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Mary Douglas(1981)는 음식에 

대한 연구는 문화적 분석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양한 음식 문

화의 의사소통 수단으로서의 역할에 주목했다. 어떠한 이유로, 각기 다

른 형태의 식사를 하며 이러한 행사들이 사람들의 문화적 정체성과 사회

적 상호작용에 얼마나 다양하게 나타나고 영향을 미치는가를 주로 다루

었다. 이후 Goody(1982)는 발전주의적 접근(Development approach)을 통

해 문화의 세계화를 거치며 음식 체계가 복합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분

석하였다.

이후 Alan Warde와 Lydia Martens(2000)는 특히 외식산업에 초점

을 맞추고 이에 대한 이론을 언급하였다. 다양한 외식문화는 크기(Scale), 

상업적 측면(Price) 등의 다양한 구성으로 이루어지고 점차 그 복잡성이 

증가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외식산업의 다양성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문

화적 다양성(Cultural variety)이라고 언급하며 민족적(Ethnic) 음식 문화, 

외식의 형태 등을 그 일례도 들었다. 그들은 문화의 균일화

(Homogenization)를 통해 외식 문화가 어느 정도의 기준에 평준화

(Standardize)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전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도시 내

에서 문화적인 경험은 틀림없이 도시 전체의 맥락이나 그것을 소비하는 

사람들에게 감성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양성이 충분한 것에 대하여 사람

들은 만족을 느낀다. 오래된 정도(역사적 축적), 민족적(Ethnic) 특징, 장

소, 수용 공간 등이 외식산업의 선택과 다양성의 척도가 될 수 있을 것

이다.

2) 다문화 외식산업에 관한 선행연구

다문화 외식산업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민족적인(Ethnic) 측면에

서 이루어졌다. Lewis(1999)는 하와이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문화적 다원주의(Cultural pluralism)와 인종적 혼합(Ethnic mix)가 하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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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음식문화에 잘 반영되어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서현정(1992)은 이탈

리아 레스토랑을 중심으로 다른 문화의 외식산업이 한 도시 내에서 어떠

한 문화적 규범을 갖는지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또한 서현정(2002)는 미

국 보스턴 노스엔드(North end) 지역에 입지한 이탈리아 레스토랑을 중

심으로 생겨난 이탈리아 타운에 대하여 연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서현

정(1992, 2002)의 연구는 민족의 정체성의 상징인 음식과 외식의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대도시에서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다문화 측면에

서 새로운 의미를 지니고 그 도시 안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정체성으로 

규정되는 인식을 보여준다. 송도영(2007)의 연구는 오늘날 서울의 다문화 

외식산업과 도시 공간의 문화적 다층화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 연구는 

주로 대표적인 다문화 지역인 이태원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인도와 

파키스탄의 음식점을 통하여 점차적으로 다문화 외식산업의 공급과 소비

가 다양한 채널과 다층적인 형태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대부분의 다문화 외식산업에 관한 연구는 민족적인 측면과 음식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연구들을 토대로 다문화 외식산업이 도시 공간 내에서 어

떤 입지와 의미를 갖는가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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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서울시 외식산업 현황

1. 분석자료 및 기초통계

1) 외식산업의 구성 및 분류

본 연구에 앞서 우리나라 외식산업의 구성과 분류에 대한 파악과 

이를 바탕으로 한 분석 자료의 범위 설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각종 

통계 자료 중에서 외식산업과 관련된 분류와 데이터는 한국표준산업분

류14), 식품위생법15), 관광진흥법상16)에 따른 자료이다. 각각의 항목에 따

른 분류는 통일 된 기준과 목표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의 행정적

인 목적을 수행하거나 편의를 위하여 다른 기준을 가지고 외식산업을 분

류하고 있다(정유경 외, 2006). 본 연구에서는 산업적인 측면을 가장 잘 

고려하고 세분화된 자료의 이용이 용이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

체 총조사(2012) 데이터를 연구의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외식산업과 관련된 산업분류는 숙박 및 음식

점업 대분류에 속해있다. 이 산업분류상에서 음식점업으로 분류된 산업

분류가 가장 외식산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사업체라고 볼 수 있

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이와 관련된 하위 산업 분류는 [표 4]와 

같이 분류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음식점업의 하위분류를 모두 분석에 사용하는 것은 

앞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정의한 ‘외식산업’

의 개념과 잘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앞서 규정한 비일상적 외식적 외

14) 산업에 관련된 통계를 목적으로 통계청에서 지정한 분류로 국제 연합의 산업 분류 

기준에 준거하여 산업화동을 유형화하였다.
15) 식품과 관련 된 위생 안전과 위해를 관리하기 위한 국민보건 증진을 위한 법으로, 

이에 따른 외식산업 분류는 주로 영업 형태에 따라 나뉜다.

16) 관광여건에 관련 된 법으로 관광사업 육성이라는 목정을 가지며, 관련 외식산업 분

류는 시설관리 기준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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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숙박� 및� 음식점업

56 음식점�및� 주점업

561 음식점업

5611 일반�음식점업

56111

56112

56113

56114

56119

한식� 음식점업

중식�음식점업

일식�음식점업

서양식�음식점업

기타�외국식�음식점업

5612 기관구내식당업

56120 기관구내식당업

5613 출장�및�이동� 음식업

56131

56132

출장� 음식�서비스업

이동�음식업

5619 기타�음식점업

56191

56192

56193

56194

56199

제과점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및�유사�음식점업

치킨전문점

분식�및� 김밥�전문점

그�외�기타� 음식점업

자료: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현황, 통계청 (9차 개정) 

표 4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외식산업 관련 분류

식이 가능한 사람들이 선택권을 가지고 문화적인 요소, 분위기, 서비스

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식당이나 레스토랑의 형태와 같은 공간을 의미하는 

산업분류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와 더불어 외식산업의 다양성 측면

에 있어 다문화적인 요소를 고려하고자 관련된 기준을 가지는 산업분류

인 한식 음식점업, 중식 음식점업, 일식 음식점업, 서양식 음식점업, 기

타 외국식 음식점업의 총 5개의 세세분류를 본 연구의 분석자료 기준으

로 설정하였다.



- 24 -

2) 분석자료 및 데이터 구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전국사업체 총조사(통계청, 2012)의 산

업 분류별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를 주 데이터로 이용하였다. 앞서 정한 5

가지 다문화 외식산업 분류를 기준으로 서울시 423개 행정동별로 데이터

를 추출하였다. 

외식산업 업체들이 많이 모여 있는 지역일수록 각 산업분류별 사

업체 수도 많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정해주고자 지역별 면적

을 고려하였다. 보다 정확하고 실제로 사람들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행

정동 면적을 계산하기 위하여 서울시의 수계와 녹지 등을 제외한 개발가

능지역(Developable area) 면적17)을 계산하였다. 이는 사람들이 실제로 

이용하지 못하거나 개발 불가지역으로 인하여 특정 지역의 외식산업의 

규모가 과소 또는 과대 추정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외식산업 데이터와 행정동별 면적을 통하여 외식산업의 밀

도를 계산하여 분석 자료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2. 서울시 외식산업 현황

1) 기초통계

전국사업체 총조사(2012)를 바탕으로 구축한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서울시 내 외식산업 현황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서울시 내 외식산업 분

류별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는 [표 5]와 같다. 한식 음식점업의 경우 전

체 사업체수의 83.2%, 전체 종사자수의 73.4%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

율을 나타냈다. 그 뒤를 중식 음식점업(6.6%), 일식 음식점업(4.6%), 서양

17) 환경부(2009) 토지피복도 자료에 근거하여 하천, 호수, 해수등의 수계 지역과 골프장, 

활엽수림, 침엽수림, 혼효림, 기타초지 등의 녹지를 제외한 행정동별 면적을 계산하여 

본 연구에서는 개발가능지역(Developable area)로 규정하고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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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비율 종사자수�비율

한식�음식점업 48,304 159,242 83.2�% 73.4�%

중식�음식점업 3,829 16,884 6.6�% 7.8�%

일식�음식점업 2,664 13,863 4.6�% 6.4�%

서양식�음식점업 2,657 23,412 4.6�% 10.8�%

기타�외국식�음식점업 601 3,516 1.0�% 1.6�%

합계 58,055 216,917 100�% 100�%

표 5 | 서울시 외식산업 현황

구 전체 한식�
음식점업

중식�
음식점업

일식�
음식점업

서양식�
음식점업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도봉구
사업체수 1296 1137 85 44 29 1

종사자수 3534 2855 272 195 210 2

강남구
사업체수 5389 3905 301 503 584 96

종사자수 29226 18463 2046 3256 4790 671

평균
사업체수 2322.2 1932.2 153.2 106.6 106.3 24.0

종사자수 8676.7 6369.7 675.4 554.5 936.5 140.6

표 6 | 서울시 구별 외식산업 현황

식 음식점업(4.6%),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1.0%) 순으로 사업체 수가 나

타났다.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서양식 음식점업의 경우는 사업체수 비율에 비하여 종사자수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서울시 각 구별 외식산업의 현황은 [표 6]과 같다. 서울시 각 구별 

평균적으로 2322.2개의 외식산업체가 있으며, 8676.7명이 관련 업체에 종

사하고 있다. 구별 평균 한식 음식점업 1932.2개, 중식 음식점업 153.2개, 

일식 음식점업 106.6개, 서양식 음식점업 106.3개,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24.0개가 입지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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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서울시 행정동별 외식산업체 밀도

이런 서울시의 외식산업의 정확한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역

별 외식산업체의 밀도를 비교해야 한다. 서울시 423개 행정동(2012년 기

준)의 외식산업체 수를 개발가능지역(Developable area)면적으로 나누어 

[그림 2]와 같은 전체 분포를 알 수 있다. 외식산업체의 밀도는 명동이 

703.09개/㎢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후 종로1.2.3.4가동, 종로5.6가

동, 역삼1동, 서교동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외식산업체의 밀도가 가장 

낮은 지역은 둔촌 1동으로 3.86개/㎢의 밀도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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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 서울시 구별 한식/비 한식 음식점업 비율

2) 서울시 한식 및 비한식 외식산업 현황

본격적인 다문화 외식산업 연구에 앞서 한식 및 비한식 외식산업

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림 3]은 서울시 각 구별 한식 음식점업의 비율

과 비 한식 음식점업의 비율 나타낸다. 비 한식 음식점업은 한식 음식점

업을 제외한 중식 음식점업, 일식 음식점업, 서양식 음식점업, 기타 외국

식 음식점업의 합으로 각 구별로 비교적 다문화 외식산업이 많이 위치해 

있는 지역을 거시적으로 알 수 있다. 용산구의 경우 서울시에서 한식 음

식점업이 가장 적게 입지해 있고 비 한식 음식점업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를 뒤이어 강남구, 마포구, 서초구, 영등포구 순으로 비 한

식 음식점업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이 지역들이 다문화 외식산업의 주된 

집중 지역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다. 이와 반대로, 중랑구는 한식 

음식점업 비율이 90%가 넘는 지역으로 다문화 외식산업 집중 지역과는 

거리가 멀 것으로 예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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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다문화 외식산업의 다양화 지역과 그 분포 패턴

1. 지역별 다문화 외식산업의 다양성

1) 허쉬만 허핀달 지수를 통한 다양성 측정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외식산업의 행정동별 다양화(Diversification) 

정도를 알아보고자 허쉬만 허핀달 지수(Herfindahl-Hirschman Index)를 

사용하였다. 허쉬만 허핀달 지수는 산업이 입지하는 시장 안에서 각 산

업의 집중도를 파악하고 다른 산업과의 경쟁 관계를 알아보는 지표가 된

다. 줄여서 HH-Index라고도 부르며, 이는 경제학자 Orris C. Herfindahl과 

Albert O. Hirschman에 의하여 개념화되었다. 초반 이론에서는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점유율을 통하여 기업 간 경쟁정도를 파악하는 방법

으로 많이 이용 되었으나, 최근 산업의 다양성을 측정하는 방법론으로도 

사용된다. 각 산업별 허쉬만 허핀달 지수는 다음 [수식 1]과 같은 식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다.

          
  




수식 | 1 

  산업의 개수 
   산업의 시장점유율

이와 같이 계산된 허쉬만 허핀달 지수는 0에서 1.0의 값을 갖는다. 

값이 0에 가까울수록 다양한 산업들이 섞여 다양하게 존재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산업들 간의 경쟁이 심화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값이 1

에 가까울수록 특정 산업이 높은 점유율을 가지며 집중이 되어 있는 것

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적용을 할 경우, 허쉬만 허핀달 지수가 작은 지

역일수록 앞서 규정한 외식산업 분류(한식 음식점업, 중식 음식점업,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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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이상치

값 0.3011 0.9706 0.7454 0.1243 0.2

표 7 | 서울시 다문화 외식산업 다양성 분석

식 음식점업, 서양식 음식점업,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가 골고루 섞여 있

는 다문화 외식산업 다양화 지역이라 볼 수 있다. 반대로 큰 값을 갖는 

지역일수록 특정 외식산업 분류만 밀집 되어 있는 지역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허쉬만 허핀달 지수 방법을 이용하여 다양성 지수를 계

산할 때 유의해야 할 부분은, 시장의 규모이다. 시장의 규모가 너무 적

은 지역은 외식산업 분류별 숫자가 1개만 차이가 나도 다양성 지수에 큰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100개의 외식산업 업체가 20개씩 5개 분류로 

골고루 존재하는 지역과, 5개의의 업체가 1개씩 5개 분류로 존재하는 것

은 같은 값의 허쉬만 허핀달 지수를 갖는다. 이처럼 너무 작은 시장의 

규모는 연구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외식산업체 개

수 하위 10%와 외식산업의 밀도 하위 10% 지역은 제외시킨 후 2012년 

기준 367개 행정동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지역별 다문화 외식산업의 다양성

허쉬만 허핀달 지수를 통한 367개 행정동의 외식산업 다양성 지수

는 아래와 같다. 다문화 외식산업이 가장 다양하게 섞여 있음을 나타내

는 최소값은 0.3011, 특정 외식산업에 치중되어 있는 지역을 나타내는 

최대값은 0.9706으로 나타났다. 평균값은 0.7454, 표준편차는 0.1243으로 

계산되었다. 다문화 외식산업의 5가지 분류가 가장 균등하고 다양하게 

섞여 있는 상태의 HH-Index 이상치는 0.2인 점에서, 서울시에서 다문화 

외식산업이 가장 다양하게 섞여 있는 지역(HH-Index=0.3011)도 특정 외

식산업 분류가 좀 더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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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행정동 HH-I 밀도(개/㎢) 전체 한식 중식 일식 양식 기타

송파구 잠실3동 0.3011 56.58 60 29 7 8 9 7

용산구 이태원2동 0.3110 117.33 70 31 4 5 21 9

용산구 이태원1동 0.3252 358.86 209 71 10 8 90 30

용산구 이촌1동 0.3602 98.35 103 54 12 26 9 2

강남구 청담동 0.3819 198.68 336 183 14 42 87 10

강남구 신사동 0.3973 348.59 395 226 19 52 88 10

종로구 삼청동 0.4033 165.67 102 55 8 3 33 3

강남구 압구정동 0.4036 219.19 362 212 16 48 72 14

용산구 한남동 0.4118 107.89 212 127 14 20 41 10

서초구 반포4동 0.4126 184.01 226 135 13 28 43 7

서초구 반포본동 0.4200 55.68 40 24 4 8 4

강남구 삼성1동 0.4538 244.40 391 251 31 42 60 7

마포구 서교동 0.4572 520.44 852 550 45 114 117 26

마포구 서강동 0.4650 126.12 133 86 8 8 26 5

도봉구 쌍문1동 0.4819 43.54 39 26 5 4 4

광진구 자양3동 0.4878 140.37 108 73 8 12 12 3

서초구 서초4동 0.4884 290.87 247 167 14 30 27 9

강남구 도곡2동 0.4965 167.32 158 108 13 17 16 4

노원구 중계2·3동 0.5076 61.81 73 50 10 2 10 1

영등포구 대림2동 0.5081 326.08 181 69 109 2 1

서대문구 신촌동 0.5088 268.80 533 369 26 48 71 19

종로구 혜화동 0.5091 384.56 266 185 14 27 26 14

구로구 가리봉동 0.5111 339.70 141 81 60

종로구 이화동 0.5190 247.88 164 115 10 13 21 5

동대문구 회기동 0.5245 306.85 163 115 12 14 19 3

서대문구 연희동 0.5251 70.57 143 100 24 11 6 2

중구 명동 0.5302 703.09 672 478 45 65 66 18

노원구 중계본동 0.5354 86.95 73 52 8 7 6

용산구 원효로2동 0.5369 96.40 58 41 10 4 3

서초구 반포3동 0.5491 58.27 47 34 4 4 5

양천구 목1동 0.5665 174.11 253 187 17 24 20 5

강남구 역삼1동 0.5690 521.37 1216 900 60 122 111 23

영등포구 영등포본동 0.5725 147.97 124 91 21 8 4

성북구 동선동 0.5746 308.88 212 158 14 12 22 6

노원구 상계6·7동 0.5788 108.38 135 101 11 13 7 3

영등포구 여의동 0.5800 227.45 861 645 48 91 52 25

표 8 | 서울시 다문화 외식산업 다양성 분석 결과 (하위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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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행정동 HH-I 밀도(개/㎢) 전체 한식 중식 일식 양식 기타

중랑구 면목3·8동 0.9246 226.05 180 173 5 2

중랑구 면목본동 0.9250 216.16 181 174 5 2

양천구 신월3동 0.9299 71.61 55 53 2

서대문구 천연동 0.9311 84.53 56 54 2

강서구 화곡3동 0.9334 170.89 88 85 1 1 1

중구 황학동 0.9356 459.24 151 146 4 1

동대문구 답십리1동 0.9520 147.89 122 119 3

송파구 가락1동 0.9667 54.39 59 58 1

서대문구 남가좌1동 0.9706 141.26 67 66 1

표 9 | 서울시 다문화 외식산업 다양성 분석 결과 (상위 9개)

[표 8]과 [표 9]은 서울시 행정동별 다문화 외식산업 다양성 분석 

결과의 일부이다. [표 8]은 다문화 외식산업 다양성 분석 결과 HH-Index

의 하위 10%(36개) 지역의 결과를 보여준다. 잠실3동이 0.3011으로 가장 

작은 값, 즉 다문화 외식산업이 가장 다양화 되어 있는 지역임을 나타낸

다. 뒤를 이어 이태원2동, 이태원1동, 이촌1동, 청담동 등이 낮은 

HH-Index를 보이며 다문화 외식산업의 주요 다양화 지역임을 확인 할 

수 있다.  다문화 외식산업 다양성 분석 결과 HH-Index의 값들이 높은 9

개 지역은 [표 9]과 같다. 남가좌1동이 0.9706의 값을 나타내며 다문화 

외식산업의 다양화가 가장 적에 일어난 지역이다. 가락1동, 답십리1동 

등의 지역들이 0.9이상의 다양성 지수를 나타내며 거의 대부분의 외식산

업이 한식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서울시 다문화 외식산업 다양성 지수 분석 결과 분포를 

나타낸 지도는 [그림 4]과 같다. 다문화 외식산업이 비교적 다양화 되어 

있는 상위 지역을 살펴보면, 강남 지역, 종로중구 지역, 마포 지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앞서 외식산업의 밀집지역과 일치하는 지역이 있

는 반면, 잠실 3동, 쌍문동, 중계동 등의 새로운 지역들도 분포 되어 있

다. 이러한 지역들이 아무 의미 없이 분포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인접

지역들 간에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수치 비교만을 통하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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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 서울시 다문화 외식산업 다양화 지역

문화 외식산업의 공간적 특성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HH-Index를 바탕으로 다문화 외식산업 다양화 지역의 공간 

패턴과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공간분석(Spatial analysis)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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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문화 외식산업 다양화 지역의 분포 패턴

1) 다문화 외식산업 다양화 지역의 클러스터링

서울시 행정동별 다문화 외식산업 다양화 정도와 그 분포를 알아

본 결과 특정지역들(강남, 마포, 종로중구 지역 일대)을 중심으로 다문화 

외식산업 다양화 지역이 인접하여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그

렇지 않은 지역들도 간혹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다문화 외식산업 다

양화 지역들 중에서 서로 영향을 미치며 집적하여 나타나고 있는 지역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다문화 외식산업 다양화 지역의 공간적 분포 패턴을 

통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공간자기상관성을 검증하였다. 이는 행정동

별 다문화 외식산업 다양성 지수가 인접한 지역에서 서로 많은 영향을 

미치며 높은 관련성을 보이는지에 대한 분석이다.

공간적 자기상관(Spatial autocorrelation)이란 인접해 있는 지역이 

멀리 떨어진 지역보다 서로 많은 영향을 미치며 더 높은 관련성을 보이

는 것을 의미한다. 외식산업의 군집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역적

(Global) 자기상관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여러 측정방법 중에서 

Moran(1950)의 Global Moran’s I를 이용하였다.

Global Moran‘s I는 인접 지역들 간의 특징이 유사한지 측정하는 

것으로 [수식 2]과 같은 수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도출된 Global 

Moran’s I 값은 –1에서 1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양의 자기상관

관계, 즉 비슷한 특성이 군집해 있는 관계를 의미한다. 다문화 외식산업

다양화 지역의 클러스터링 여부 분석은 구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Arc 

GIS의 Spatial autocorrelation 분석을 이용하였다. 공간가중치행렬은 거리

역수방법(Inverse Distance)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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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 | 2

  행정동의 총 수

   지역의 외식산업 밀도

  지역의 외식산업 밀도

 평균값

  가중치

분류 Moran’s� I 결과

외식산업�전체 0.261* Clustered

한식�외식산업 0.267* Clustered

중식�외식산업 0.273* Clustered

일식�외식산업 0.194* Clustered

서양식�외식산업 0.161* Clustered

기타� 외국식�외식산업 0.155* Clustered

다문화�외식산업�다양화지역 0.2226* Clustered

*p-value=0.000

표 10 | 서울시 외식산업의 공간적 자기상관 분석 결과 

서울시 다문화 외식산업 다양성에 대한 공간적 자기상관 분석 결

과는 0.2226(p=0.000)으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이는 다문화 외식산업 

다양화 지역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클러스터링 되어 있음을 의

미한다. 외식산업 전체와 그 분류별 Global Moran’s I값과 비교해 보면, 

다문화 외식산업 다양화 지역의 클러스터링 여부와 그 정도는 높은 수준

으로 클러스터링 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즉, 다문화 외식산업이 

다양하게 섞여 있는 지역들은 서로 영향을 미치며, 그 속성이 비슷한 지

역끼리 인접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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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 | 3

  행정동의 총 수

   지역의 외식산업 밀도

  지역의 외식산업 밀도

 평균값

  가중치

2) 다문화 외식산업 다양화 지역의 공간적 집중패턴

전역적(Global) 공간자기상관 분석을 통하여 다문화 외식산업 다양

화 지역이 클러스터링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다문화 외식산업 

다양화 지역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간적 집중패턴을 보이는지 [수식 3]

와 같은 LISA(Local Indicator of Spatial Association)를 이용한 국지적

(Local) 공간자기상관 분석을 수행하였다. 

국지적 공가자기상관 분석의 경우 특정 지역과 인접 지역들의 데

이터 값의 가중평균이 비슷하면 정적인 상관관계를, 이와 반대로 주변 

지역들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 부적인 상관관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큰 데이터 값 

주변에 큰 값이 모여 있는 경우를 HH(High-High), 작은 데이터 값 주변

에 작은 값이 존재하는 LL(Low-Low), 큰 값 주변에 작은 값과 작은 값 

주변에 큰 값이 존재하는 HL(High-Low)와 LH(Low-High)유형이 있다. 

HH유형과 LL유형은 집적지역으로 볼 수 있으며 HL유형과 LH유형은 이

례지역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는 Arc GIS의 Cluster and Outlier 

Analysis(Local Moran’s I)를 사용하여 공간가중치행렬은 거리역수방법

(Inverse Distance)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서울시 다문화 외식산업 다양

화 지역의 국지적 공간자기상관성과 핫스팟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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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 서울시 다문화 외식산업 다양화 지역의 집중패턴

종로중구

일대지역

강남

일대지역

마포

일대지역

용산

일대지역

여의도

지역

구로가산

지역

삼청동

가회동

혜화동

명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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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2동�서초1동

서초2동�서초3동

서초4동� 잠원동

반포본동�반포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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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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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로2동

이촌1동

이태원1동

이태원2동

한강로동

한남동

여의동
대림2동

가리봉동

표 11 | 서울시 다문화 외식산업 다양화 지역의 핫스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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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외식산업 다양화 지역의 핫스팟은 종로중구 일대지역, 강남

서초 일대지역, 마포 일대지역, 용산 일대지역, 여의도 지역, 구로가산 

지역에서 강하게 나타났다. 특히 강남서초 일대지역에서 매우 넓은 범위

에 걸쳐 다문화 외식산업 다양화 지역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핫스팟 지역은 앞서 외식산업의 핫스팟으로 추출되었던 지역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이 지역의 특성을 살펴보면 기존에 다양한 외식산업체 밀집지역으

로 비교적 잘 알려진 지역들로 잠실3동, 중계본동 등은 핫스팟에 나타나

지 않았다. 이는 이 지역들이 다문화 외식산업 다양화 지역들과 서로 영

향을 주지 못하며 오직 그 지역의 독단적인 특성으로 입지해 있음을 추

측해 볼 수 있다. 반면에 서로 인접한 지역에서 영향을 미치는 다문화 

외식산업 다양화 지역은 작은 행정동 단위의 지역에 그치지 않고 인접 

지역들과 클러스터링을 통해 비교적 넓은 지역적 범위와 그 특성을 갖는

다. 예를 들어 이태원1동과 같은 지역은 별개의 특성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태원1동, 이태원2동, 이촌1동 등과 같은 인접 지역들과 공통된 

특성을 공유하며 하나의 지역적 특성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다문화 외식산업 다양화 지역의 변화

1) 다문화 외식산업 다양화 지역의 연도별 입지 패턴

도시 공간 내의 다문화 외식산업 다양화 지역은 공간자기상관을 

갖고 인접 지역과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다문화 외식산업 다양화 지역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강한 클러스터링

을 이루거나 성장하였을 가능성에 대하여 생각하였다. 시간이 지남에 따

라 다문화 외식산업이 더욱 활성화되고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밀집 지역

이 나타나고 확산 또는 변화해 왔을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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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 서울시 다문화 외식산업 다양화 지역의 변화

년, 2005년, 2012년의 공간적 집중패턴을 비교하였다. 앞서 분석한 2012

년의 다문화 외식산업 다양화 지역의 공간자기상관 분석과 마찬가지로 

2000년과 2005년의 외식산업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그림 6]은 시간에 따른 다문화 외식산업 다양화 지역의 변화와 

Global Moran’s I 값을 보여준다. 전역적 공간자기상관을 비교해보면, 

2000년의 Global Moran’s I는 0.1268, 2005년은 0.2171, 2012년은 0.2226

으로 계속 그 값이 커지고 있다. 이는 2000년, 2005년, 2012년의 다문화 

외식산업 다양화 지역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모두 클러스터링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증가하는 Global Moran’s I 값을 통하여, 2000

년보다 2005년이 상대적으로 다문화 외식산업 다양화 지역끼리 좀 더 강

하게 클러스터링 되어 있으며, 2012년은 더 강한 집적적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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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중구

일대지역

강남

일대지역

마포

일대지역

용산

일대지역

여의도

지역

구로가산

지역
기타

2
0
0
0 ● ● ●

2
0
0
5 ● ● ● ● ●

2
0
1
2 ● ● ● ● ● ● ●

표 12 | 서울시 다문화 외식산업 다양화 지역의 핫스팟의 변화

2) 다문화 외식산업 다양화 지역의 등장과 확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문화 외식산업 다양화 지역의 공간적 집중 

패턴을 살펴보면 핫스팟으로 나타나는 지역이 새로 생기거나 더 넓은 지

역으로 확장되는 것을 알 수 있다. 2000년은 다문화 외식산업 다양화 지

역의 공간적 집중패턴이 주로 강남일대 지역에서만 두드러졌으며 다른 

지역에서 크게 눈에 띄는 핫스팟은 나타나지 않았다. 2005년은 강남과 

마포의 집적지역이 좀 더 확장 되었으며 이태원지역, 삼청동과 명동에서 

새로운 핫스팟이 등장했다. 이는 2000년에서 2005년으로 넘어가면서 이

태원과 삼청동 지역의 다문화 외식산업이 발달하며 주변 지역과 영향을 

주고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05년에서 2012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는 

더 많은 지역에서 새롭게 다문화 외식산업 다양화 집적 지역이 나타났으

며 기존 핫스팟 지역들은 그 범위를 더 넓히거나 확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시간이 지나며 다문화 외식산업은 그 규모뿐만 아니라 구

성과 공간적인 집중패턴에서도 변화를 보인다다. 집적지역이 새로 등장

하는 것과 과거의 집적지역이 사라지는 현상은 그 지역의 내부적인 특성

을 반영할 것이다. 또한 점점 다문화 외식산업 다양화 지역의 클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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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이 강해는 것은 기존 다양화 지역과 그 주변으로 다문화 외식산업의 

새로운 입지가 형성되고 확산 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표 12]과 같이 

다문화 외식산업 다양화 지역의 핫스팟들을 비슷한 지역으로 묶게 되면 

거리의 인접성뿐만 아니라 비슷한 특성을 지니는 행정동이 모여 넓은 범

위의 클러스터링 지역을 만드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4. 소결

서울시 지역별 다문화 외식산업의 다양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허쉬만 허핀달 지수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그 결과, 잠실3동, 이태원2

동, 이태원1동 등의 순으로 다문화 외식산업이 가장 다양화되어 있는 지

역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역들 간의 인접성과 연관성을 분석하고자 공

간자기상관 분석을 수행하였다. 전역적 공간자기상관성 검증을 통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다문화 외식산업 다양화 지역은 클러스터링 

되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국지적 공간자기상관성 분석을 통

하여 어떠한 지역에서 다문화 외식산업 다양화 지역이 집적되어 나타나

는지(핫스팟) 확인하였다. 이러한 지역은 종로중구, 강남서초, 마포, 용산, 

여의도, 구로가산 일대 지역에서 강하게 나타났다. 다문화 외식산업 다

양화 정도가 높게 나타나는 지역들 중에서 핫스팟에는 추출되지 않은 지

역도 존재하는데(잠실3동 등), 이는 이 지역들은 주변 지역과는 서로 영

향을 미치지 못하고 집적되어 나타나는 지역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다문화 외식산업 다양화 지역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했을 가

능성을 염두에 두고, 연도별(2000년, 2005년, 2012년) 입지 패턴을 확인하

였다. 그 결과, 전역적 공간자기상관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

로 증가하여 더 강한 클러스터링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각 연

도별 핫스팟을 살펴보면, 2000년도에는 특정 지역을 위주로 형성되었던 

다문화 외식산업 밀집지역이 점차 더 다양한 지역으로 확산되거나 그 공

간적 범위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또한 새로운 지역에서 다문화 외식산



- 41 -

업 다양화 지역이 등장하거나 사라지는 변화 역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지역 중 용산 일대 지역에 주목해보면, 이 

지역은 2000년대까지는 다문화 외식산업 밀집지역으로 추출되지 않았으

나 2005년부터 추출되어 지금까지 집적지역을 유지하고 있다. 2005년에 

새로 등장한 집적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표 10]의 HH-Index 값을 살펴보

면 다문화 외식산업 다양화 지역 상위 10개중에서 대부분이 용산 일대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용산 일대 지역이 지역적 특성을 바탕

으로 다문화 외식산업 다양화 지역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더 발전하

여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후

반부에서는 용산 일대 지역에 초점을 맞추어 어떠한 시대적 흐름과 맥락

을 가지고 다문화 외식산업 대표 밀집지역으로 성장하였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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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 (설문결과)

다문화 외식산업 다양화 지역이라하면 떠오르는 지역을 모두 골라주세요.

Ⅴ. 이태원 지역에 대한 집중 연구

1. 이태원 지역연구 배경 및 개요

1) 이태원 지역연구의 배경

 

용산 일대 지역의 다문화 외식산업 다양화 지역의 형성 및 성장의 

원인과 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의 장소성이나 도시 공간의 맥락

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문헌자료와 현장답사를 통하여 역사, 사

회,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지역적 특성과 다양화 지역의 현상을 살펴보고

자 하였다. 또한 다문화 외식산업 다양화 지역 방문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과 그 지역 내 산업에 얽힌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인터뷰를 통하여 

다문화 외식산업 다양화 지역의 형성과 확산에 대한 현상을 탐구해보고

자 하였다.

용산 일대의 다문화 외식산업 다양화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

에 앞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구체적인 연구의 지역적 범위를 설정

하였다. 설문조사는 다문화 외식산업과 그 다양화 지역에 대한 인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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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 (설문결과)

이태원 지역을 방문할 경우 어떠한 목적으로 방문하십니까?

탐구해보기 위하여 총 92명을 대상으로 9월 28일부터 11월 12일까지 진

행하였다. 설문 응답자는 20대부터 50대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97.8%가 

서울 및 인근 수도권에 거주지와 직장(학교)이 위치하였다. 먼저,‘서울 

내에서, 다문화 외식산업 다양화 지역이라 하면 떠오르는 지역을 모두 

골라주세요.’라는 질문에서 용산일대(이태원동, 이촌동, 한남동)의 응답

이 89%인 점에서 용산 일대 지역에 대한 지역연구는 타당하다고 생각된

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서울 내에서, 다문화 외식산업 

밀집지역이라 하면 떠오르는 구체적인 지역이나 장소는?’이라는 주관식 

질문을 활용하였다. 이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는 이태원, 경리단 등의 응

답이 주를 이루었다18). 사람들에게 있어 서울시 다문화 외식산업 밀집지

역은 이태원으로 대표된다고 볼 수 있다. 

이태원에 초점을 맞춘 다문화 외식산업 연구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조사 문항과 그 결과를 좀 더 살펴보았다. 설문 응답자의 

62%(72명)는 생활반경에서 누릴 수 없는 다양한 외식문화를 즐기기 위하

18) 주관식 응답결과, 1순위로 다문화 외식산업 다양화 지역으로 생각하는 지역에 대해 

이태원 또는 이태원인근 지역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70명으로 집계되었다. 2순위 응답

에서는 21명이 이태원 또는 이태원인근 지역이라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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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 (설문결과)

이태원 지역을 방문할 경우 주로 방문하는 외식산업 업체의 종류를 모두 골라주십시오.

여 특정 지역이나 장소를 찾아가는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전체 

86%(79명)이 이태원에 방문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태원에 

방문하는 목적은 외식이 75%(69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는 이태원 

지역이 외식산업 중심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다음 응

답으로는 갤러리 등의 문화생활을 위한 방문이 23%(21명), 유흥 목적이 

16%(15명)으로 집계되었다. 이태원이 과거부터 외국인 유흥의 중심이자 

클럽, 술집 밀집 지역이었던 점을 생각해보면 유흥을 위해 이태원을 가

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쇼핑을 위한 방문

에 대한 응답은 2%(2명)으로 오늘날의 이태원이 쇼핑상권으로 활성화 되

었던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상황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태원이 쇼핑 

중심 상권에서 외식산업 중심 상권으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응답자들이 이태원 지역을 방문할 경우 선호하거나 자주 방문하는 

외식산업의 종류는 [그림 9]과 같이 조사되었다. 한식이나 일식은 매우 

낮은 비율을 보이며 중식의 경우 응답이 하나도 기록되지 않았다.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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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 이태원 지역연구 범위

들이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이는 것은 기타 서양식(58%)과 동서남아식

(46%) 외식산업이다. 중동할랄식 외식산업에 대한 선호도도 16%(15명)으

로 동아시아권 외식산업에 비하여 더 높은 수치를 보여준다. 이와 같이 

이태원에 방문하는 사람들은 흔하고 익숙한 외식산업의 종류보다는 다양

하고 색다른 다문화 외식산업을 찾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용산 일대의 지역연구는 다문화 외식산업에 적합한 

지역으로 판단하여 이태원1동과 이태원2동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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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 이태원 지역연구 조사 시기 개요

2) 이태원 지역연구 개요

 

오늘날의 이태원 지역만이 갖는 고유한 특성과 다문화 외식산업 

밀집 지역으로써의 연계성을 찾는 것이 본 지역연구의 목표이다. 이는 

오늘날 이태원의 모습이 형성되기 시작한 시기인 1960년대부터 오늘날까

지 포함한다. 이태원의 지역적인 특성과 시대적인 흐름에 따른 변화를 

파악하고자 연구의 시대적 범위에 해당하는 신문, 선행연구, 용산구 연

보, 인터뷰 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조사하고자하는 시기를 구체적으로 이태원의 초기 형성단계인 1960년대

를 시작으로 이후 지역의 큰 흐름에 따라 [그림 11]과 같이 조사 시기를 

나누었다. 

조사 시기별로 이태원 지역의 구체적인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 단계에서는 단순히 시대적인 흐름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태원 지역 내에서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또는 어떠한 관계를 갖고 공간

적으로 변화하는지 주목하였다. 이태원이 형성되는 초기부터 최근의 다

문화 외식산업 밀집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기까지의 전반적인 변화를 조사

하였다.

이태원의 역사적 흐름과 공간적 변화 양상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

로 이태원의 변화와 발전은 크게 몇 개 지역으로 나누어 진행된 것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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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나이 성별 구분 번호 나이 성별 구분

1 60대 여 일반 14 40대 남 외식산업�업체� A

2 50대 여 일반 15 30대 남 외식산업�업체� S

3 50대 여 일반 16 50대 남 외식산업�업체� K

4 30대 여 일반 17 30대 여 외식산업�업체� T

5 50대 남 일반상점� P 18 40대 남 외식산업�업체� Z

6 30대 여 일반 19 40대 남 외식산업�업체� T

7 30대 남 일반 20 50대 남,� 여 외식산업�업체� E

8 30대 남 외국인�일반 21 30대 남 외식산업�업체� S

9 30대 여 일반 22 50대 남 외식산업�업체� I

10 40대 남 일반 23 30대 남 외식산업�업체� C

11 40대 남 부동산업체� H 24 40대 여 외식산업�업체� B

12 50대 남 부동산업체� D 25 50대 남 외식산업�업체� D

13 50대 여 부동산업체� I 26 30대 남 외식산업�업체� I

표 13 | 인터뷰이 목록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대표적 다문화 외식산업 다양화 지역으로써 

어떻게 성장하였는지 조사하였다. 서울시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이태원

1동, 이태원2동의 2013년 일반음식점업 총 684개에 대한 업체명, 주소 

데이터를 확보하였으며 전수조사를 통하여 각 업체들이 어떠한 다문화 

외식산업 분류에 속하는지 조사하였다. 주소 데이터와 GIS를 이용하여 

이태원 지역 내에 다문화 외식산업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선행 된 

문헌연구에서 분류하였던 주요 변화와는 어떻게 연결 지을 수 있을지 분

석하였다.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이태원은 서울시 내에서 다문화 외식산

업 밀집지역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

은 대표적 다문화 외식산업 다양화 지역으로써 성장한 이태원 지역에 대

한 현황 조사를 바탕으로 다문화 외식산업 입지 요인에 대하여 조사하였

다. 실제 입지하고 있는 다문화 외식산업 업체의 구체적인 입지 배경을 

알아보고자 인터뷰 자료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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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헌연구로 본 이태원의 시대적 흐름

1) 형성기 (~ 1960년대)
 

이태원은 오래전 역사로부터 다문화, 다민족의 성격을 갖는다. 아

주 멀리 거슬러 올라가면, 임진왜란 당시 왜군에게 치욕을 당한 인근 지

역의 사찰의 여승, 부녀자들과 그 자녀들을 정착하게 하고자 보육원을 

지었는데, 이러한 혼혈인들의 거주지라는 의미에서 이태원이라 불렸다. 

뿐만 아니라, 이태원은 조선시대부터 관리와 여행자를 위한 숙소로 보제

원(동쪽), 절관원(동쪽), 홍제원(서쪽)과 함께 한양4원 중 하나였다(용산구, 

2014). 이는 남쪽에서 한양으로 들어서는 길목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문

화가 교류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후 토박이들이 거주하던 이태원 마을은 현재 남산 2호 터널 남

쪽 입구의 군인아파트가 있던 곳에 위치하였다. 1906년부터 일제가 용산

에 군사기지를 조성(현 미8군 자리)하게 되는데(신주백, 2007: 193) 그러

면서 동시에 그 일대를 군용지로 지정하고 일본군의 사격장으로 이용하

면서 기존 마을을 형성하고 있던 가옥들을 철거하였다. 그리고 그 주변

에는 일본군을 상대로 하는 소규모 상업시설과 관사들이 생겨났으며 이

는 현재 이태원1동과 이태원2동의 경계까지 내려오게 되었다. 이때 철거 

되었던 이태원마을은 현재의 이태원시장과 해밀턴호텔 주변 지역으로 강

제 이주되었으며(서울역사박물관, 1927) 이를 중심으로 다시 '이태원리'를 

형성하여 거주하기 시작하였다(양희은 외, 2013: 161). 이는 서울시 도시

계획으로 이태원로가 확보되면서 이태원의 중심이 구 이태원 마을자리에

서 이동한 것도 반영된 결과이다.

이태원 일대 지역은 한국전쟁을 거치며 미군기지로서 그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해방 이후 미군들을 대상으로 하는 구멍가게나 가건물 주

점 등이 들어서면서 기지촌을 형성하였다. 이전 일본군 주둔 시 유흥과 

윤락을 목적으로 운영되었던 업소들은 매매춘과 요식업소로 변화,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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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 조선시대 및 해방 이전 이태원 형성 과정

하였다. 미군 기지를 중심으로 한국인 여성들이 모여들었으며 이들을 중

심으로 유흥업소가 성행하였다. 이때 들어선 상점들은 주로 쌀가게, 채

소가게 등의 기본적인 것들로 미군을 상대하는 한국인 아가씨들을 상대

로 하는 장사가 대부분이었다(송도영, 2011). 또한 해방 이후 월남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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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 1960년대 이태원 일대 가옥과 시장 ⓒLeroy Smothers

거처가 마땅치 않은 상황 속에서 현재 대림아파트 서편으로 무허가 주거

집합소인 '해방촌'을 형성하였으며 이는 또 다른 이태원의 특징으로 자

리했다. 이후 점점 미군의 영향력은 커졌고 1950년대 말부터 미국식 클

럽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1960년대에 들어 이 지역에는 미군기지 이외에도 다양한 외국 공

관이 들어서고 군인아파트와 외국인 집단거주지19)가 형성되면서 이태원

의 도시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풍경을 중심으로 생활용품

과 잡화류 위주의 상가들이 주로 입점하였고 요식업이나 식생활과 관련

된 상점은 아직 눈에 띄지 않았다. 해방촌에서 시작된 서울의 최초의 무

허가 불량주택촌(이기석, 2001: 56-57) 중에서 도로변에 접한 곳들은 미

19) 외국인 특히 대사 등의 고위직 외국인 집단 거주지를 외인주택촌이라고 하여 계획하

였다. 당시 국내외 정세의 변화의 영향을 예민하게 받았으며 혁명이 일어나거나 외국

(미국) 모기관에서 감원을 하거나 조치를 취하면 입주 주민수가 즉각 달라지기도 하였

다. 이러한 외인주택촌의 형성은 당시 혁명정부의 집값 할인도 한 몫 하였다. 재미있

는 점은 당시 주변 상황이 전쟁 이후 도시화가 덜 진행 된 상황으로 판자촌의 성곽을 

가진 고급 외인주택촌이 형성 되었다는 것이다. (경향신문, 196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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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 1960년대 이태원 형성

군이나 외국인들과의 접촉이 용이하여 유흥과 윤락업소로 이용되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러한 가건물들은 재래시장과 근린생활 상점의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토박이의 삶과 미군 그리고 외국인의 삶이 서로 

다른 배경 속에서 이태원에 모여들었다. 서로 밀접한 교류를 가지며 살

거나 서로의 일상 영역을 완전히 공유하며 살지는 않았으나 서울의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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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를 이국, 특히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는 중요한 시대적 계기가 되었

다(이선미, 2009: 237). 점차 필지정리가 진행 되고 외국 공관과 외국인들 

대상으로 하는 고급주택지가 늘어나면서 미국 문화가 확산되는 독특한 

광경을 서울 안에서 보게 된 것이다(이나영, 2010).

이러한 1960년대까지의 시기는 이태원의 형성기라고 볼 수 있다. 

오랜 역사 속에서 이국적임, 다문화적임이 누적되어 왔고 비록 그 배경

은 자율적인 것이 아닌 부대의 주둔 세력에 의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안에 다양성의 시초를 만든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다문화 외식산업과 직접적으로 연관 지을 수 있는 부분이 많지

는 않다. 그러나 기존 이태원 마을의 이주를 통해 오늘날 해밀턴호텔을 

중심으로 하는 이태원로 중심에 형성된 상가와 이를 포함하는 지역의 바

탕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지역은 군사지역을 제외한 이태원의 

공간구성 역사상 가장 오래 된 곳이면서 현재 가장 오래된 건물들의 형

태를 보이는 주택과 근린상가 밀집지역으로 살펴보아야 할 가치가 크다.

2) 도약기 (~ 1970년대)
 

오늘날과 같은 이국적인 모습으로 가득한 이태원은 1970년대에 본

격적으로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국 문화, 특히 미국 문화를 중심

으로 하는 도심 속 외래 풍경이 형성되는 것에 그친 1960년대에 비하여 

1970년대에는 그 속도와 성격이 더 확실해졌다. 1970년대 초, 원래 부평

에 위치하던 미군 121후송병원이 미8군부지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 가

장 큰 계기이다. 병원 이전과 함께 1만 여명의 관련 종사자와 기지촌 상

인(현재 상인의 약 30%에 달하는 비율)이 함께 이태원 지역으로 이사하

였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3: 77-78, 이나영, 2010:209). 1960년대에 있

었던 이태원 마을의 이주와 1970년대의 병원 이전으로 현재와 같은 이태

원 중심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이다. 동시에 1970년에 진행하기 시작한 

이태원시장의 현대식 건물화계획 추진으로 도시화의 속도는 더욱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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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 1970년대 이태원 모습 ⓒ중앙일보 중앙포토

되었다(매일경제, 1970.02.02.). 개발 가능한 필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주거

용 건물20)을 상업시설로 변경하여 확장하는 변화가 점진적으로 일어났다

(서울시, 2002).

이 당시만 해도 생겨나는 상점들은 미군을 상대로 기념품이나 사

소한 것들을 팔던 가게로 시작21)하였으나, 점차 시간이 지나며 옷을 판

매하거나 골동품을 파는 가게로 바뀌며 그 영향력을 키워갔다. 1970년대 

중반부터는 미군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인을 상대하는 그럴싸한 상점 또

는 상가의 모습을 갖추었다. 사실 이러한 배경에는 1970년대에 우리나라

의 섬유산업의 호황이 큰 몫을 하였다. 경제발전과 함께 섬유, 의류 산

업 등에 주력을 기울였던 것과 함께 이태원은 저렴하고 특색 있는 물건

들을 사고 팔 수 있는 상업가(양복점, 양장점, 옷가게, 가방가게, 신발가

게 등)로 발달한 것이다. 또한 이 당시의 특징이었던 값싼 노동력을 활

20) 당시 건축물은 건축면적 100㎡, 2층 내외의 소규모 위주로 구성되었다.

21) “특정외래품판매업소로 위한커미서리란 이름의 잡화상이 따로 있다. 오로지 외국인

이라는 증명(여권, 외국인 거주 증명서 등)을 해야한다. 이는 판매금지법에 저촉되는 

외국제품 때문이다. 해피숍이라는 이름의 잡화상은 무엇이나 사고파는 곳으로 통용되

었고, 미군들이 술을 마시거나 놀다가 돈이 떨어지면 전당포와 같은 역할도 했다.” 

(서울 새 풍속도 외국인촌 41, 경향신문, 197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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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공급지 역할을 하며 다양한 상업시설이 들

어설 수 있게 되었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1). 미군 외에도 많은 외국

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지역으로 자리매김 하였으며 외국인 전용 클

럽이 발달하였다. 현재 해밀턴호텔과 이태원 시장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태원로를 따라 이태원의 상업적 역사에서 가장 오래 된 가로가 형성 

된 시점이다(송도영, 2011). 여전히 무허가 판자촌도 많았지만 이러한 곳

은 소규모 클럽이나 유흥공간으로 이용되었다. 이러한 공간들은 현재의 

이태원 골목을 형성하는 술 문화의 중심으로 존재한다. 이당시까지만해

도 미군을 상대로 하는 상점과 유흥 중심의 상업시설 위주였으며 다문화 

외식산업과 관련 된 업체는 크게 눈에 띄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중심'의 외국 문화가 강하게 자리하던 이태원

에 변화가 생긴다. 1973년 현재 해밀턴호텔 자리에서 보광동방면 남측 

지점에 이슬람 사원 건립 계약을 하면서 진정한 '다문화'의 유입이 발생

된 것이다. 1976년 이슬람 사원이 완성되면서 그 주변으로 이슬람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슬람 문화는 종교적인 측면에서 음식 규율22)이 

매우 중요하며 꼭 지켜야하기 때문에 식료품점과 이슬람 음식을 다루는 

음식점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형태가 이태원에 생겨난 다문화 

외식산업의 최초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겨난 이슬람 음식점

과 식료품점은 전국적인 범위에서 신자들이 사원에 정기적인 방문을 함

과 동시에 들러 가는 장소가 되었다. 이슬람 음식점과 식료품점이 입점

해있다는 것은 무슬림들이 이태원 지역에 대거 진입하는 계기가 되기 충

분하였다. 이후로 동남아시아 및 서아시아 출신 무슬림 노동자가 꾸준히 

증가하였다(홍승표, 2008: 13). 이러한 현상은 다양한 음식점과 상점의 정

착을 도왔다. 이때는 초기에 미군 위주로 돌아가던 이태원이 점차 변화

22) 음식 금기가 강한 이슬람을 믿는 중동과 남아시아 출신 무슬림들의 경우는 보다 강

한 종교적 의무감에서 할랄식품을 취급하는 음식점만 이용하고, 그 밖의 음식점은 출

입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들에게는 할랄의 규칙을 따르지 않고 도살한 고기로 조리

된 음식을 먹는 것은 금기 사항이기 때문이다. (정병호 외, 2011: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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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 이태원1동 이슬람 사원가 주거지역

하여 주둔 미군의 숫자는 감소했고 비서구 외국인이 증가하였다. 즉, 민

족의 다양화 현상이 초래 된 것이다(송도영, 2011: 16). 기존에 형성되었

던 이태원의 문화는 미군을 상대로 하는 향락과 유흥문화의 중심이었다

면 1970년대에는 그 범위가 넓어져 인도, 파키스탄, 동남아시아, 아프리

카 등의 종교 및 음식까지도 이태원의 중요한 요소로 확장되었다(송도

영, 20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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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 1970년대 이태원의 발전

“그녀는 고향 생각이 나면 자기방에서 간단한 인도 요리를 해먹곤 한다

고, 주말이면 이태원에 있는 인도 영사관에 놀러가는 것으로 파적을 삼는

다고 말한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보고 느낀 한국상, 경향신문, 197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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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사원이 생긴 건 알았어도, 그걸(이슬람 음식점) 먹으러 가거나 

할 생각을 했던 거 같진 않다. 그 당시엔 아마 그 쪽은 정말 그 지역 사

람들만 다니는 거였고 좀 거부감도 있었지. 그런데 차츰 비슷한 가게들이 

늘어나고 소문이 나면서 가보는 사람들은 있던 거 같다.”

(인터뷰 내용 발췌, 60대 여)

이 시기에는 이태원이라는 지역이 시장으로써 점차 커지며 다양한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을 끌어당기는 지역으로 도약하기 시작하

였으며 이 일대로 몰려드는 이들이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동

시에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면서 동시에 생긴 변화는 기존에 강했던 미군의 색채가 점점 

옅어지는 현상이었으며 이태원이 미군전용 유흥가의 마지막 보루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동아일보, 1978.06.22.). 동시에 

1970년대 말에는 이태원에 외국 저명인사들과 내국인 상류층이 일대에 

거주23)하면서 기존에 이태원이 가지고 있던 ‘미군과 판자촌’의 이미지

는 더욱 다양한 방향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3) 부흥기 (~ 1980년대)
 

1980년대는 이태원의 ‘전성기’라고 보는 의견과 문헌자료들이 

많다. 이 시기에는 1970년대의 도시화와 다국적인 분위기의 정착에 이어 

특히 상업시설의 대규모 발전을 이루었다. 이 시기는 ‘저금리, 저달러, 

저유가’라는 3저 호황의 경제적 성장뿐만 아니라 소비의 자유화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대두되는 시기였다. 이런 현상에 자본주의를 바탕으

로 하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체제가 자리 잡았으며 전 세계 자본주의와 

어깨를 나란히 하였다. 동시에 우리나라의 민주화라는 국가 구조의 재편 

과정이 소비시장을 더욱 부추겼다(이나영, 2010: 213). 1970년대에 늘어난 

23) 외인주택촌의 확장과 고급 아파트 단지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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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 1980년대 형성된 쇼핑가로 (2014)

다양한 옷가게와 상점들은 더욱 그 규모를 키웠고 이태원은 가죽제품, 

의류, 금속공예 제품 등과 저렴한 가격에 브랜드 상품을 살 수 있는 거

리로서 외국인들의 쇼핑 필수 코스가 되었다.

1980년대 초, 이태원로가 폭 25m에서 40m로 확장되면서 상업가로

로서의 규모와 기능은 더욱 더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서울시에서 

다양한 국제 행사를 계획하면서 이태원시장의 현대화, 주변가로환경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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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를 통해 상업지역으로의 변경을 공공의 측면에서도 강하게 진행24)하였

다(최종일, 2003: 41). 국제적 시범상가육성계획을 마련하여 해밀턴 호텔 

앞에서 한남동 방면에 이르는 거리에 10층 이상 대형빌딩의 개발을 적극

적으로 추진하였다(매일경제, 1986.11.20.). 이는 이태원 지역의 오밀조밀

한 특성을 감안하여 전체적인 대규모 개발은 억제하고 교차로부근에서만 

집중적인 고밀도 개발을 허용한 결과이다(매일경제, 1987.07.29.). 이러한 

개발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기존 지역의 상권을 살리는 범위에서 쇼

핑 위주의 거리로 육성하는 계획을 갖고 발전하였다(경향신문, 

1987.09.12.).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올림픽을 통해 이태원은 세계적으로 알려

졌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외국인들을 위한 유흥 및 휴게 공간의 필요성

이 대두 되었으며 이후 외국인 관광객들의 쇼핑과 유흥 및 위락 명소가 

되어 최고의 호황기를 누렸다. 이면에는 가짜 제품을 판매하는 ‘짝퉁시

장’으로서의 역할도 있었으며 밤에는 방문객들을 타겟으로 하는 유흥업

이 번성하였다. 1980년대 후반, 가수 송골매가 운영하는 디스코텍 ‘터

치나인’이 문을 열었고 이의 성공으로 주변에 20개 가까이의 클럽과 디

스코텍이 생겼고 또 다시 이태원 공간의 지형 변화가 일어나는 듯싶었다

(이나영, 2010: 218).

“80년대에는 그나마 가는 게 쇼핑 때문이었지. 다른 이유는 없었다. 그

때만 해도 이태원은 양키들 가는 곳이라고 좀 어두운 곳, 음지라고 해야

하나. 그래서 잘 가지 않았는데... 짝퉁 시장이 생기면서 물건이 싸다고 

해서 갔던 거 같다. 나는 자주 가본 건 아닌데 당시 주변 사람들을 보면 

명품이나 유명한 브랜드 가품을 사러 자주 가더라.”

(인터뷰 내용 발췌, 50대 여)

24) 기촌에 2층 내외인 소규모 건물이 인접 건물과 함께 증축 또는 신축 되었으며 수직

적으로 다양한 용도로 확산되며 대형 상업 시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서울시,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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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 1980년대 이태원 쇼핑상권의 호황 ⓒ동아일보 강수관기자

 1980년대는 이렇게 쇼핑위주의 호황기를 보내는 것처럼 보였으나, 

다양하고 평소보다 3~4배가 많은 외국인들이 쇼핑을 위해 이태원을 찾는 

현상은 이태원 전체의 또 다른 변화를 불러 일으켰다. 늘어나는 방문객

들의 수요에 맞추어 해밀턴 호텔 주변으로 전용클럽뿐만 아니라, 카페, 

음식점, 술집 등이 늘어났으며 이태원의 대표적인 곳으로 자리 잡기 시

작하였다(이나영, 2010: 218). 

“옷가게, 가죽가방가게 등이 엄청 생기고 북적거리고... 특히 옷이 엄청 

쌌고 사람들이 많이 가다보니까 그 주변으로 먹을 집들이 생겼다. 사람들

이 쇼핑도 해야 하고 밥도 먹어야하고 하다보니까 그거에 맞춰 자연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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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긴 거 같아. 기존에 골목에서 장사하던 술집이나 카페들도 더 커진 거 

같고. 근데 중요한건 그 당시엔 ‘뭘 먹으러’ 이태원에 간 건 아니라는 

거야.”

(인터뷰 내용 발췌, 50대 여)

1980년대의 이태원의 호황은 쇼핑을 목적으로 하는 방문객과 상인

들이 만들어낸 것이었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그러한 사람들이 시간을 보

낼 수 있는 다양한 ‘먹고 즐길 거리’에 점차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하

였다. 누군가가 의도하고 들어서기 시작한 것은 아니었으나 외식산업이 

본격적으로 이태원에 자리하게 되는 계기였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고 주

변에 외국 대사관이 밀집해 있는 탓에, 외국인들을 상대로 본토의 음식

을 제공하는 식당으로 시작한 것이 대부분이었다(송도영, 2011). 초창기

의 건물 형태를 유지하며 획일화 되지 않은 성격을 가진 도시 공간 속에

서 다양한 구성을 보여주는 것이 이 당시 이태원의 가장 큰 매력이었을 

것이다. 외식산업이 이태원의 대표적인 이미지였던 것은 아니지만 그 가

능성을 본 시기이다. 상업지와 주거지가 혼재하여 나타나고 골목골목에 

상점과 음식점이 번갈아 나타나던 현상은 이태원의 형성시기 당시, 무허

가 주택의 일부에서 미군을 상대로 술이나 음식을 판매하던 것과 연결지

어볼 수 있다(송도영, 2011: 17). 이러한 현상과 함께 이태원 지역의 지가

는 크게 올랐다.

“이태원로 일대의 땅값이 크게 올라 금싸라기 땅으로 변하고 있다. 이 

지역일대의 대로변은 최고 평당 3천만 원까지 호가해 지난해 연말보다 

2~3배씩 올랐고 임대료도 평당 보증금 2백만~3백만 원에 월세 10만원이 

넘는 수준까지 올라 상권의 중심지인 명동, 종로의 점포 임대료와 같은 

수준을 보인다. (중략) 부동산 가격 상승을 더욱 가속화 시키고 있다.”

(이태원 상가에 재벌 진출 경쟁, 매일경제, 1985. 10.16)

높아진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이태원이라는 지역적 광고효과가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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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에 유명 브랜드 업체들과 서구식 음식점들이 체인점을 내기 위하여 이

태원에서 경쟁적으로 점포를 구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런 탓에 높은 

권리금을 주고 점포를 점유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며 이태원 

지역의 권리금은 터무니없이 오르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내부적인 사정

을 방문객들이 알리는 만무하였으며 트렌드를 반영한 지역으로 자리매김

한 이태원에 방문하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났다. 과거 미군 문화가 강하

던 시절의 미국화(Americanize)되어 있던 공간에서 훨씬 다양한 이국적

인 문화를 공유하는 장으로 점점 변화하면서 외국인뿐만 아닌 내국인 소

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게 되었다. 다양한 음식을 다루는 음식점이 늘

어나면서 호기심에 이 지역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그 때는 이태원에 가면 쇼핑을 하러 가는 게 주였는데, 간 김에 외식을 

하기도 했다.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다양한 세계 음식을 접하기 쉽지 않

았는데, 이태원에 가면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 서양 음식을 파는 곳이 많

았던 거 같다.”

(인터뷰 내용 발췌, 50대 여)

이와 같은 1980년대 이태원의 호황은 이태원로를 중심과 그 남북

쪽 뒤편 골목을 따라 지속되었다. 이러한 시기에 해밀턴 호텔 앞 사거리

에서 보광동 방면으로 내려가는 길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이전 

시기까지는 소규모 주택, 재래시장, 음식점들이 있던 곳이었다. 1980년대

에 부쩍 늘은 외국인 방문객과 외국 공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고가구상

이 이 지역을 따라 입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구상들은 시간이 지나며 

그 구성변수가 증가하였고 다층적이고 다양한 이태원 지역의 발전에 오

늘날까지 영향을 미쳤다(송도영,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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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 1980년대 이태원의 호황

4) 침체기 (~ 1990년대)
 

88올림픽이 이태원의 가장 전성기라고 했다면, 그 시기를 기점으로 

1990년대에는 쇠퇴기를 맞이하는 것처럼 보였다. 최종일(2003: 39)의 연

구에서는 이러한 이태원의 침체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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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국가의 규제가 강화 되었다. 1980년대에 호황을 맞이하며 

많은 외국인들이 출입하면서 그만큼 범죄 등의 문제도 지속적으로 발생

되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이태원을 집중관리구역으로 설정한 것이

다.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던 음식점

과 술집들은 심야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강력한 규제로 

1년 사이에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게 되었다. 둘째, 가장 큰 호황을 누

렸던 쇼핑상권들도 강한 규제를 받았다. 다양한 국제행사를 계기로 빠른 

속도로 국제적 쇼핑가로 급성장한 모습 이면에 호객꾼과 바가지를 씌우

는 상인들의 태도가 외국인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가짜 

상품에 대한 강력한 규제로 이로 이익을 창출했던 주요 상권들이 급속도

로 침체되기 시작했다. 

“나는 명품 시계 짝퉁(C사, G사)을 몇 번 사봤는데, 90년대에 이런 부분

을 많이 단속해서 그랬는지 분위기가 좀 안 좋았다. 구제도 많이 사고팔

고 그랬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었는지...”

(인터뷰 내용 발췌, 30대 여)

셋째, 이러한 불황이 이태원 지역에 엄습함과 동시에 1990년 4월에 

주한미군 3단계 철수 안이 발표 되었다. 과거에 비해서는 미군의 색채가 

많이 옅어졌고 이태원 상권의 주 고객이 미군만인 것은 아니었지만 오랜 

시간동안 누적되어 온 주요 소비층이었기 때문에 이태원 상권의 전반이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마지막으로 이태원 시장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많이 약화되었다. 이는 인건비 상승과 원화 절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였으며, 서울 시내에 이태원을 대체할 수 있는 동대문, 남대문과 같

은 시장들이 빠르게 활성화 된 이유도 컸다. 

“예전에는 힙합 옷과 같은 매니아층 옷을 팔았었다. 지금은 그냥 한국인

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옷을 파는데, 나는 그래도 상황이 나은 편이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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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 1990년대 이태원의 규제와 침체 

ⓒ경향신문 고택진기자

부분 장사하던 사람들은 타격을 많이 입었지. 오던 사람들이 남대문, 동

대문으로 빠졌으니까.”

(인터뷰 내용 발췌, 50대 남)

“당시 분위기상으로 이태원은 좀 무섭고 안 좋은 이미지가 강했지. 단속

을 하고 그러니까 문도 많이 닫았고 그러다 보니 다시 외국 사람들만 늦

은 시간에 들락거리고... 그리고 다른 비슷한 곳들은 교통이 편리했는데 

이태원은 접근성이 떨어져서 안가게 되더라. 나는 숙대입구에서 택시를 

타고 주로 갔었는데 당시엔 지하철이 지나가지 않는 게 더 이상 발전하

지 못한 이유일 것이다.”

(인터뷰 내용 발췌, 30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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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활발히 운영되던 쇼핑상권과 술집, 음식점들이 침체되면서 

오히려 뒷골목의 음지 상권들이 알게 모르게 다시 수면위로 오르는 현상

도 보였다(경향신문, 1984.07.23.). 이처럼 침체되는 이태원은 방문객들에

게도 다시 ‘환락의 거리’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한 때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새로운 가게나 음식점이 문을 여는 일은 

쉽지 않았으며, 다문화 외식산업과 쇼핑, 그리고 그 분위기를 느끼고자 

했던 내국인들의 발길도 뜸해지는 시기였다(송도영, 2007).

그러나 1990년대의 이태원이 오로지 사양길에만 놓여있던 것은 아

니다. 이태원이 조금 쇠퇴하며 임대료가 하락하는 현상과 함께 1990년대 

중반 이후로는 아시아, 아프리카 등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유입되기 시

작하였다. 이들은 1970년대에 ‘다문화’가 자리를 잡았던 이슬람 사원 

인근에 자리를 잡아 나갔다. 이러한 영향으로 1990년대 후반, 미군을 포

함한 서양계 외국인의 문화는 자연스레 조금씩 쇠퇴하기 시작했고 그 빈

자리를 일본, 홍콩, 중국, 동남아, 아프리카, 중동지역 관광객이 채워나가

기 시작하였다. 미국 중심의 거리에서 좀 더 다양한 세계인의 지역으로 

변모하기 시작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송도영, 2007). 이 외에도 대한민

국 영어돌풍으로 북미권의 외국인 강사보다 저렴한 인건비로 고용할 수 

있는 타 지역 외국인 강사의 거주가 증가하였다(동아일보, 1996.10.15.). 

기존 이태원 상권의 침체 속에서 다양한 외국인의 유입을 기회로 

삼고자 이태원상인연합회는 청원을 통하여 1997년 9월 27일 이태원관광

특구로 지정하게 되었다. 이는 서울시 최초의 관광특구였으며 전통과 현

대, 세계와 한국이 함께하는 퓨전의 공간으로의 탈바꿈을 목표하였다(용

산구, 2014).

가장 침체되었던 이태원에 또 다른 큰 전환점은 1998년 ‘제일기

획’본사가 이태원으로 온 것이다. IMF 경제 위기와 함께 황량하고 음울

했던 이태원에 그 당시 800여명이 일을 하는 회사가 들어온 것은 지역에 

충분히 변화를 줄만한 일이었다. 바닥을 친 이태원의 경기 때문에 초반

에는 점심시간에 문을 연 가게조차 없었지만, 800여 명의 고정된 유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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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 1990년대 이태원의 침체

구가 생기고 지역 경제는 조금씩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디자인하우스,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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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도약기 (2000년대 이후)
 

오늘날과 가장 비슷한 이태원의 이미지는 2000년대 이후 만들어졌

다고 보고 있다. 오랜 시간 속에 누적해온 이국적인 분위기와 문화는 탄

탄히 쌓인 것처럼 보였지만 1990년대의 침체기를 겪으며 그 정체성은 흔

들렸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000년에 지하철 6호선이 개통되며 이태

원로를 지나는 녹사평역, 이태원역, 한강진역을 중심으로 다시 이태원은 

들썩이기 시작하였다. 1997년에 이태원관광특구가 지정되면서 이태원로 

도시설계지구 지정(1995), 이태원로 주변 용도지역지구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2002)등이 시행되면서 상권 개발에 바람이 다시 불었다. 

“6호선이 개통되면서 다시 활기를 띄었던 거 같다. 아무래도 접근이 더 

편해지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의 방문이 늘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가게

들도 늘어나고 식당도 늘어나고 한 거 같다.”

(인터뷰 내용 발췌, 30대 남)

이와 같은 공공의 정책에 힘입어 가로환경조성사업을 시행하였다. 

2002년 월드컵을 준비하며 서울시에서는 이태원 가로환경개선 디자인 기

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진행하였고, 서울시정개발연구원(현 서울연구원)에

서는 이태원 장소마케팅 전략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전까지는 이태원에

서 다문화 외식산업(외국음식점)은 주력사업이 아니었으나, 가로환경개선 

사업과 함께 이태원 특유의 분위기에 맞는 식당들이 점차 늘어나기 시작

했다. 기존에 다양한 음식점, 카페, 술집들이 자리하던 해밀턴호텔 뒤편 

거리로 그러한 현상은 집중 되었다. 이러한 외국음식점은 예전에는 외국

인 방문객을 주 고객층으로 생각하고 운영하였으나 점차 내국인 방문객

에게 관심을 받기 시작하며 다양한 고객층을 염두에 두어 운영하였다. 

아무리 침체기를 겪었다고는 하지만, 이태원은 외국 대사관이 밀집해 있

는 지역이면서 서울시 내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는 지역이기 때

문에 초기 고객층의 확보는 어렵지 않았다. 꾸준한 외국음식점의 증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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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럽게 외국 음식거리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상으로 이

태원의 건물, 도시의 경관까지 변화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2000년대 들어서부터였던 것 같다. 그 전에는 이태원이 가지고 있는 이

미지가 좀 무섭기도 하고 쇼핑을 하는 사람들 말고는 자주 가는 곳은 아

니었던 거 같은데, 맛있는 집이 많이 생겼다고. 특이한 나라 음식점이 생

겼다고 다들 한두 번 방문해보는 게 지금까지 이어지는 게 아닐까 싶다. 

이태원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다문화 외식산업 때문에 바뀐 부분도 있

는 거 같다.”

(인터뷰 내용 발췌, 30대 여)

이러한 다양한 다문화 외식산업은 특정 국가나 민족에 한정된 것

이 아니었다. 예전에는 미국 문화와 직접 관련 있는 부분이 많았다면, 

직접 관련이 없는 다른 외래 문화적 요소가 들어오며 다른 문화와 접촉

하고 발전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내고 있었다. 이태원을 주된 일상적 

활동영역으로 삼는 사람과 비일상적인 공간으로 삼는 사람들이 모여들면

서 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드는 것이다(송도영, 

2007). 이러한 변화와 이슬람 사원 주변으로 운영되었던 할랄(Halal) 음식

점을 포함한 중동, 인도 등의 독특한 국가와 민족의 음식을 다루는 곳들

이 외부로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해밀턴호텔 뒤편과 이슬람 사원 주변으

로 외국 음식점은 빠른 속도로 늘어났고 인기를 더해갔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가장 다양한 외국 음식점이 많은 곳이라고 해서 

찾아 갔었다. 예전에 한국에 왔던 외국인들한테 물어보면 쇼핑을 하러 오

거나 클럽에 가려고 이태원에 간다고 했지만 최근에는 음식과 술과 분위

기를 느끼러 가는 외국인이 더 많은 것 같다. 한국에 2000년 중반에 처음 

왔는데 새로운 건물도 많이 생겼고 고쳐서 운영하는 곳도 더 많아진 것 

같다. 외국인이 유난히 많은 가게에 외국인들이 모이는 경향도 있다.”

(인터뷰 내용 발췌, 30대 외국인 남)



- 70 -

그림 23 | 이태원관광특구와 늘어난 유동인구 (2014)

 

이런 다문화 외식산업은 상권 개발을 위한 건물 신축과 구 상권의 

증개축을 통하여 더 가속화 되었다. 해밀턴호텔을 중심으로 있던 기존 

상권, 이태원시장 골목 상권, 이슬람 사원 골목 상권 등이 서로 다른 상

권으로 침범하는 등의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고 있었다. 이면도로나 골목

에 접한 주거용 건물과 근린생활시설들이 지형적 제약이나 접근성 측면

에서 개발하고자 하였다(서울시, 2002). 더 다양하게 변화하는 이태원을 

찾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났다.

“이태원에 가던 이유는 다른 지역에서 맛볼 수 없는 음식과 주변의 분

위기 때문이에요. 서울에 다른 곳에 가도 느낄 수 없는 차별성 같은 거요 

음식거리에 가면 서울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기분도 들기도 하구요. ‘재

미있다’는 표현이 적당할까요?”

(인터뷰 내용 발췌, 30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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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외식산업이 더 빠르게 확산되고 이태원의 재도약에 성공적

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건 이태원에는 다른 서울시내 유명 지역과는 다

르게 대형 상점이나 휴게 공간이 없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태원에는 서점, 영화관, 백화점 등의 현대인들의 놀이시설이 부족하다(송

도영, 2007). 사람들이 목적성 없이 들러도 어딘가에 들러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은 이태원에선 오로지 음식점이나 카페 또는 술집이 되는 

것이다. 

“아주 넓지도 않고 아주 좁지도 않지만 적당히 다양한 음식점, 카페, 술

집들이 밀집되어 있어서 시간을 보내기 아주 좋다. 이젠 홍대나 신촌에 

가긴 애매하고 강남 쪽은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기도 하는데, 

그 중간이 딱 이태원인 것 같다.”

(인터뷰 내용 발췌, 30대 여)

1990년대 말 이태원을 침체기에서 재도약기로 들어서게 한 ‘제일

기획’의 역할은 2000년대에 더 커졌다. 규모가 큰 회사가 이태원에 자

리하는 것만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이었지만, 무엇보다도 창

의적인 광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면서 주변에 그럴싸한 상점들과 다

양한 외국 음식을 제공하는 레스토랑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다(김홍탁, 

2011). 비슷한 취지로 용산구청에서는 구내식당 운영 방침과 주차장 제

도를 통하여 주변 지역 외식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제일기획은 나가서 돈을 소비하라고 권장하였다. 쉽게 말하면 나가서 

밥을 먹으라고 한 거지. 일하는 스타일 자체도 어디 얽매이는 회사가 아

니니까 회의도 밖에서 하라고 하고, 그러다보니까 주변에 음식점이나 카

페를 찾아다녔다. 딜리버리를 하는 곳도 늘고 괜찮은 곳이 주변에 늘어났

지. 용산구청의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아예 구내식당이 문을 닫아. 구청 

직원들이 어쩔 수 없이 밖에 나가서 외식문화를 소비하게끔 하는 거지. 

그리고 주말이면 용산구청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개방하고 인근 음식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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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 2000년대 이태원의 재도약

서 밥을 먹은 영수증을 보여주면 주차비를 면제해 주고 있어. 이런 제도

가 그 역할을 제법 한다고 봐.”

(인터뷰 내용 발췌, 40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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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흐름은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외국

음식점 밀집지역하면 이태원이 대표된다. 패션과 잡화 매장이 주를 이루

었던 곳에서 외식산업이 주요 상권으로 성장하자 기존 상권(의류, 잡화 

등)에서는 부러움과 시기를 표현하기도 하였다. 다문화 외식산업의 성지

가 된 이태원은 역사 속 부흥기와 침체기를 경험하고 다시 떠오르는 상

권으로 분석되었다25). 2000년대에 들어 시작은 이태원의 재도약과 국제

행사 시기에 맞춘 공공의 정책이었지만 그 효과가 내, 외부적으로 긍정

적으로 작용하여 자연스럽게 다문화 외식산업이 이태원에 뿌리내리는 계

기가 된 것이다.

6) 정리

1960년대 이전부터 최근까지의 이태원의 시대별 특성과 그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태원의 다문화 외식산업 측면이 아주 오래 전부터 

이태원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미군의 색채가 강했던 시기부

터 누적해온 이국적인 요소들은 2000년대 이후 다문화 외식산업이 이태

원에 빠르게 주요 특성으로 자리 잡는데 영향을 미쳤다. 미군과 외국인

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점과 유흥업소 위주의 도시공간이었으며 서울의 

대표적인 패션상권으로 한 때 전성기를 보낸 이태원의 시대적 특성은 중

요하게 평가된다. 더 나아가 이러한 활발했던 상권은 시기적인 이유와 

공공의 규제로 인하여 사양길에 접어들었고 다시 음지화 되었는데, 이렇

게 쇠퇴의 위기에 놓였던 이태원을 다시 활성화 시킨 요소가 다문화 외

식산업의 다양화 측면이라는 점에서 연구 가치가 있다고 본다. 

오랜 시간동안 이태원이 보여주는 공간 구성은 다음과 같이 분류

할 수 있다. 첫째, 현재 해밀턴호텔을 중심으로 하는 이태원로이다. 둘

25) “특히 해밀톤 호텔 뒤의 고급음식점의 경우 권리금이 5억원에 달하는 곳으로 성장

했다. 주변 공인중개사의 말에 따르면 이태원은 저층건물이 대부분이고 일부는 재개발 

지역에 포함돼 있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모자르는 상황이며 이 때문에 임대료는 계속 

오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파이낸셜뉴스, 201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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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 이태원 상권의 주요 공간 구성

째, 이태원로 배후 골목 상권이다. 셋째, 이태원로 남서쪽으로 이태원시

장과 다양한 상점이 있는 지역이다. 넷째, 이태원로 동남쪽으로 보광동 

방향과 이슬람 사원 부근이다. 다섯째, 해방촌과 이태원로 사이 지역으

로 경리단길 부근이다. 이태원은 이러한 지역들을 중심으로 변화해 왔으

며 다문화 외식산업 역시 이를 바탕으로 발전하고 있다.

오늘날 이태원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다문화 외식산업 다양화지

역이다. 역사, 문화, 사회적인 측면을 반영한 변화는 위와 같은 공간에서  

계속 되고 있고, 같은 이태원 지역 내일지라도 각기 다른 다양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한다. 다음 장에서는 각 이태원의 지역별로 어떠한 다문화 

외식산업이 입지하는지, 그리고 그 입지 요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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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표적 다문화 외식산업 다양화 지역으로써의 성장

1) 분석자료 및 데이터 구축
 

서울시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서울시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명과 주소 데이터(2013)를 얻을 수 있었다. 이 데이터는 앞서 

다양성 지수를 분석할 때 사용하였던 표준산업분류 데이터와는 다르게 

산업의 세세분류는 알지 못하며 각 행정구역별로 허가 유무로 데이터를 

구성하는 데이터이다. 이 중에서 이태원1동과 이태원2동 행정구역에 해

당하는 일반음식점업은 683개이다. 자료를 살펴본 결과, 이 데이터에는 

카페나 술집 또는 프랜차이즈 업체가 혼용되어 집계 되어 있는 것을 발

견하였다. 연구 초반에 설정한 외식산업의 정의에 부합하는 업체만을 선

정한 결과 총 521개로 나타났다. 이러한 521개의 업체에 대하여 인터넷

을 통한 개별 검색 통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다문화 외식산업인지 조사

하였다. 인터넷 자료가 애매한 경우에는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확인을 

거쳤다.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521개의 업체를 앞선 연구에서 사용한 다

문화 외식산업 분류 5가지에서 더 나아가 [표 14]과 같이 더 구체적인 8

가지로 분류하였다. 한식, 중식, 일식, 서양식(일반)의 경우는 기존에 사

용한 의미와 동일하며 나머지 분류들이 더 추가적으로 구체화되었다. 서

양식(기타)의 경우 기타 유럽권이나 지중해식 등의 음식을 제공하는 업

체이다. 동서남아식은 인도커리, 타이 또는 베트남 요리를 다루는 곳을 

의미한다. 중동할랄식은 음식 규율이 종교적으로 강하여 할랄의 방식을 

통해 식재료를 사용하는 곳을 의미하며 보통 터키, 요르단 등의 음식을 

제공하는 곳이다. 그 외 남미나 아프리카와 같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생소하게 다가오는 외식산업체에 대하여 기타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데

이터를 지오코딩(Geocoding)과 GIS를 이용하여 매핑하였다.

이태원지역의 521개 다문화 외식산업 데이터를 매핑한 결과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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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구주소 분류* x� 좌표 y� 좌표

모글인터내쇼날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동� 116번지 6 199333 448110

레만호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동� 135번지 5 199472 448387

비바체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동� 662번지 4 198859 448500

앙카라펠레스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동� 127번지 7 199522 448019

블레스유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동� 168번지 8 199200 448064

PASTIS �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동� 123번지 4 199480 448073

대한각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동� 34번지 2 199161 447630

부다스벨리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동� 673번지 6 198792 448438

*� 다문화�외식산업을� 8가지로�분류한�것을�데이터화하기�위하여�숫자로�입력하였다.

표 15 | 데이터 예시

분류 내용

한식 한국�음식

중식 중국�음식,� 대만� 음식,� 광동식�등

일식 일본�음식

서양식� (일반) 흔히�알려진�북미�지역� 음식,� 이태리�음식�등

서양식� (기타) 기타� 유럽권,� 지중해식�음식�등

동서남아식 인도,� 타이,� 베트남,� 필리핀�음식�등

중동할랄식 이슬람�계통� 등의�음식으로�터키,� 요르단�등�포함

기타 남미,� 아프리카�등의�가장�생소한�음식

표 14 | 다문화 외식산업 분류 구체화

림 26]과 같다. 우선, 분류에 상관없이 전체 521개 업체의 입지를 살펴보

면 크게는 이태원로를 중심으로 하는 이태원1동과 경리단길을 중심으로 

하는 이태원2동에 분포하고 있다. 이태원로를 중심으로 보면 남쪽, 북쪽 

골목과 블록들 안쪽으로 많은 음식점이 모여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태원로 북쪽의 경우 외국음식거리를 중심으로 많은 음식점이 모여 있

으나 더 이상 북쪽으로 그 분포가 퍼지지는 않았고, 이태원로 남쪽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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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 이태원 지역의 다문화 외식산업 분류별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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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이태원 시장 이남과 이슬람 사원 부근으로부터 더 아래쪽까지 음식점

들이 분포해 있다. 이처럼 이태원의 다문화 외식산업은 문헌조사를 통해 

정리한 지역들을 위주로 입지하고 있다.

2) 다문화 외식산업의 분류별 입지
 

한식 외식산업은 145개(27.83%)로 이태원지역 외식산업 전체에서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다른 지역은 한식 외

식산업의 비율이 가장 높은 점을 참고하면, 이태원지역은 다른 외국식 

외식산업이 더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식 외식산업

은 이태원로 남쪽과 경리단길 초입에 입지한다. 중식 외식산업은 19개

(3.65%)로 그 숫자가 적다. 이러한 이유로 비교적 떨어져서 분포하며 큰 

특징을 보이지 않는다. 일식 외식산업 역시 30개(5.76%)로 그 숫자가 많

지는 않다. 그러나 일본식 음식점은 이태원지역 동남쪽과 경리단길 초중

반 부분에 거의 모든 업체가 입지하고 있다. 일반서양식 외식산업의 경

우 169개(32.44%)로 이태원 외식산업 구성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다. 해밀턴호텔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많은 숫자의 업체가 모여 입지

하고 있다. 이는 일반서양식 외식산업이 가장 사람들에게 알려진지 오래

되어 친숙하며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외국음식거리 형성 과정에서 많

이 입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리단길 주변으로도 일반서양식 외식산

업이 분포하는데 다른 외식산업 분류와는 다르게 매우 안쪽까지 그 분포

가 퍼져있다. 기타서양식 외식산업은 33개(6.33%)가 입지한다. 해밀턴호

텔 중심으로 다소 퍼져있는 형태로 분포하며 이태원2동에는 그 숫자가 

많지 않다. 동서남아식 외식산업은 33개(6.33%)로 외국음식거리 인근과 

해밀턴호텔 동남쪽(이슬람 사원 부근)에 주로 입지한다. 경리단길 초중반 

부분에 입지하지만 아직 골목 안쪽에는 분포하지 않는다. 중동할랄식 외

식산업은 22개(4.22%)로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주요 지역에 골고루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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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특히 해밀턴호텔 동남쪽 이슬람사원 부근과 그 이남으로 집중적으

로 분포하는데, 이는 이슬람 사원과 그 주변 할랄 식료품점의 영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송도영, 2007). 기타 외식산업은 70개(13.44%)가 분포

하고 있다. 이태원로와 해밀턴호텔 동남쪽 이슬람사원 부근에 밀집하며, 

이는 외국음식거리의 영향과 이슬람 사원 부근이 서양식 문화가 아닌 생

소했던 다문화의 유입과 형성이 빠른 지역으로 해석 할 수 있다. 

3) 이태원 주요 지역별 다문화 외식산업
 

이태원 다문화 외식산업의 분류별 입지 현황을 [그림 27]와 같이 

동시에 나타내었다. 앞선 문헌 연구에서 정리한 이태원의 주요 지역(또

는 공간)별로 어떠한 다문화 외식산업 다양화 공간을 형성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함이다. 

① 해밀턴호텔 중심의 이태원로

첫째로 가장 큰 도로이자 지하철 6호선이 지나가는 이태원로를 따

라 형성된 가로를 살펴보았다. 이 가로는 이태원에서 가장 오래된 상권

가로이다. 비교적 이태원의 다른 지역보다는 규모가 크고 유명도가 높은 

다문화 외식산업 업체가 입지하고 있다. 큰 도로 면에 위치했다는 점과 

해밀턴호텔, 지하철 6호선 역사(녹사평, 이태원역)와 같은 주요 장소가 

함께 입지한다는 점에서 방문객을 유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외식산업 

업체가 입지한다. 서양식 외식산업과 중동할랄식 외식산업이 좀 더 치중

하여 나타난다. 오래된 상권인 만큼 방문객들에게 비교적 친숙한 일반서

양식이 오래 전부터 자리를 해왔으며, 할랄 음식이 알려지면서 유명해진 

큰 도로변에 입지한다.

“이태원로는 이태원의 전통적인 상권이라고 보면 되는데, 큰길가라는 

장점이 있어서 음식점들이 유지 되는 거 같다. 그리고 이태원에 오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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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 이태원지역별 다문화 외식산업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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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 이태원로의 다문화 외식산업

람들은 무엇을 타고 오던(지하철, 버스, 택시 등) 지나칠 수밖에 없는 지

역이니까 좀 뜨는 음식점이 생기는 거 같기도 하고. 그래도 아직까지 이

태원로에는 다른 가게(음식점이 아닌)가 많아서 그 영향도 있는 거 같

다.”

(인터뷰 내용 발췌, 부동산업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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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 해밀턴호텔 뒤 외국음식거리

② 이태원로 배후 골목

다음은 이러한 이태원로의 배후 골목에 형성된 지역이다. 이 지역

은 이태원의 가장 대표적인 외국음식거리로 불리는 지역이다. 문헌 연구

를 바탕으로 하면 이 지역은 오래전부터 골목 안쪽 상점이나 요식업체가 

있었던 곳으로 오늘날과 같은 다문화 외식산업 밀집 지역의 형태로 발전

하기 비교적 수월하였다. 이 지역은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거의 대부분

의 음식점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밀도가 아주 높게 입지하는 곳이다. 좁

은 가로를 따라 주로 일반서양식과 기타서양식 외식산업 업체가 분포하

며 그 외에도 30개국이 넘는 세계 각국의 음식점들이 자리한다(아시아경

제, 2013.10.31.). 이태원의 다른 지역이 활성화되기 이전부터 지금까지 

가장 대표적인 다문화 외식산업 밀집지역으로 손꼽혔다. 이 지역은 골목 

안쪽으로 위치하는 음식점뿐만 아니라 각종 술집과 클럽도 함께 밀집하

고 있는 지역으로 매우 동적인(dynamic) 분위기를 갖는다. 큰 도로에서 

하나 안쪽으로 들어선 배후 공간인 만큼 외부와 차단된 느낌을 주어 

‘한국’적인 요소는 찾아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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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 이태원 시장 남쪽 모습

“세계 음식을 한 골목에서 먹을 수 있다는 개념으로 용산구 측에서 외

국음식거리(특화거리)를 만들었다. 공식적으로 지정되기 전에도 특이한 

집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모든 건물이 식당이나 술집으로 가득 찼다. 

차 없는 거리도 시행하고 하다 보니 사람들한테 반응이 좋으니 새로운 

집이 생기거나 다른 집으로 바뀌고 하면서 지금 같은 모습이 만들어졌다. 

홍석천씨가 운영하는 가게들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는데, 입소문타고 유

명해지면서 가게 수도 늘고 덩달아 비슷한 업종들이 인근에 늘어났다. 저

녁이나 주말만 되면 이곳은 아주 북적이고 시끌시끌하다. 외국인의 방문

이 많긴 하지만 요즘은 내국인의 방문이 더 많다.”

(인터뷰 내용 발췌, 부동산업체 H)

③ 이태원 서남부 지역

이태원시장을 포함하는 해밀턴호텔 서남부 지역은 다문화 외식산

업이 아주 활발하게 발달 된 곳은 아니다. 시장 인근이라는 위치로 인하

여 다른 지역에 비하여 한식 음식점이 많다. 다른 다문화 외식산업 분류

가 크게 눈에 띄지는 않지만, 이태원역 방면 녹사평역 인근은 이태원의 

시작과 얼굴을 담당하는 소규모 음식점들이 밀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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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시장 쪽은 정말 시장이고 가게지 식당들이 막 모여 있지는 않

다. 시장에서 다세대(주택) 쪽으로 내려가면서 일반 밥집(한식)이 많다. 그

런데 녹사평역 사거리 그쪽에 뭐가 많이 생겼다. 여기가 아마 원래 이태

원의 중심에서 경리단길까지 이어지는 것의 연결점일거다.”

(인터뷰 내용 발췌, 50대 남)

④ 이태원 동남부 지역

해밀턴호텔에서 보광동 방면으로 향하는 길과 이슬람 사원이 위치

하는 이태원1동 동남부 지역은 가장 다양한 다문화 외식산업 업체가 나

타나는 지역이다. 다른 지역에서는 서양식 외식산업이 강세이지만 이 지

역에서는 그 외의 동서남아식, 중동할랄식, 기타 외식산업이 모두 나타

난다. 하지만 이 다양한 다문화 외식산업 업체들이 이태원로 배후 골목

처럼 좁은 공간에 화려한 외관을 자랑하거나 사람들을 유인하는 모습은 

아니다. 실제 본토 음식과 가장 유사한 음식을 제공했던 집들과 식료품

점(할랄 식료품점 등)이 지역을 구성한다. 이는 이 지역은 1970년대에 들

어선 이슬람 사원의 영향으로 역사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하여 비영어권 

인종과 민족이 유입되어 정착했던 공간이라는 점에서 그 배경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사원부근에서 이어지는 이슬람 거리와 아프리카 거리가 형성

되어 있어 그 영향 역시 크다.

“이슬람 거리와 아프리카 거리 쪽에는 실제로 정착하고 거주하는 무슬

림들과 나이지리아 인이 많다. 무슬림들은 사원 때문에 모여들었고 아프

리카 사람들은 예전엔 외국인 노동자 형태로 왔는데 최근에는 상류층 사

람들이 장사를 하러 온다. 이런 사람들이 거주하다보니 자연스레 그 사람

만의 가게가 생기고 음식점이 늘어났다. 요즘은 많이 알려져서 한국 사람

들이 더 많이 오는 집도 있고. 여기는 저 위쪽(해밀턴호텔 뒤)이랑은 분

위기가 많이 다르다.” 

(인터뷰 내용 발췌, 부동산업체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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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 이태원 동남부 다문화 외식산업과 외국인 유동인구

⑤ 경리단길 부근 이태원2동

마지막으로 최근에 소위 ‘핫 플레이스’로 불리는 경리단길 주변

의 다문화 외식산업을 살펴보았다. 녹사평역에서 시작하여 녹사평대로를 

따라 경리단길까지 이어지는 지역은 다문화 외식산업 업체들이 가로를 

따라 가지런히 늘어서있는 형태를 보인다. 다른 지역에서 규칙 없이 분

산 또는 밀집되어 있는 모습과는 조금 다르다. 가로를 따라 잘 정리된 



- 86 -

저층 주거용 건물 밀집지에 소란스럽지 않고 현대적인 분위기를 보이는 

소규모 음식점들이 주로 위치한다. 비교적 거의 모든 다문화 외식산업 

분류가 골고루 섞여 있으나 제 3세계 외식산업 업체는 다른 지역에 비해

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이 지역은 이태원1동이 외국음식 밀집지

역으로 잘 알려지고 난 후에 더 빠르게 식당, 카페 등이 생겨난 곳이다. 

가로를 따라 형성되는 패턴은 안쪽 골목들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경리단길은 몇 년 사이에 확 떴다. 처음에는 길목에 한두 개 작은 식당

이나 카페가 생기고 외국인들이 가게를 열었는데 입소문이 나기 시작 한 

거지. 다양한 것을 먹으려고 찾아오는 사람도 많지만 분위기가 좋다고 해

서 오는 사람들도 많은 거 같다. 알겠지만 기존 이태원 중심과 경리단길

의 음식점들의 느낌이 다르지 않은가. 어쨌든 계속 화두에 오르는 지역이

고 임대료도 많이 오르고 있다.”

(인터뷰 내용 발췌, 부동산업체 I)

이태원의 주요 공간별 다문화 외식산업 현황을 살펴 본 결과, 각각 

다른 특성을 가진 다문화 외식산업이 입지하고 그 특징을 만들고 있었

다. 같은 이태원지역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다문화 외식산업 구성이나 비

슷한 공간적 분위기를 갖는 것이 아니었다. 시대적 흐름에 있어서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발전해 온 지역들은 계속 그 성격을 유지 또는 반영

하면서 오늘날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로써 다문화 외식산업 밀집

지역으로 대두되는 이태원은, 그 안에서 다르게 입지하고 있는 다문화 

외식산업을 통해 각각 다른 특성의 공간으로 다양화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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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 이태원2동의 다문화 외식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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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문화 외식산업의 입지 요인과 다양화 지역의 형성

실제 이태원에 입지하고 있는 다문화 외식산업 데이터를 통하여 

그 입지와 지역별 특성을 알아본 결과, 이태원은 대표적인 다문화 외식

산업 다양화 지역으로 성장했다. 문헌연구와 외식산업 현황에 대한 조사

를 진행하면서 외식산업 운영자 인터뷰를 통하여 다문화 외식산업의 입

지 요인 중 대표되는 몇 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었다. 다문화 외식산업

의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물리적(공간적) 요인, 비 물리적

(문화적)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1) 물리적(공간적) 측면 
 

① 임대료

이태원의 침체기가 지나고 입지한 다문화 외식산업 업체는 경제위

기 당시에 폭락하였던 지가와 임대료를 입지 원인으로 들었다. 인도음식

점 A의 경우 90년대에 문을 열었는데, 당시에는 경제 위기와 이태원의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아 이태원 상권의 부동산 가치가 낮았다. 

“경제 상황도 있었지만 이태원이 한 번 여러모로 바닥을 친 상태라(이미

지 측면) 임대료가 쌌다.”

(인터뷰 내용 발췌, 외식산업 업체 A)

그러한 이유로 진입장벽이 높지 않아 외식산업을 운영하게 되었다

고 하며 그 당시 생겼던 음식점, 카페, 술집들의 대부분은 초기 투자 자

본(임대료)이 적기 때문에 입지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뉴욕의 젠트리피케이션으

로 많은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윌리암스버그(Williamsburg) 지역 같은 경

우도 저렴한 임대료로 인하여 지역이 활성화 되었다. 1970년대 이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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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예술가들과 상점들이 임대료가 싼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도시의 역

동성이 살아났다(신동호, 2011).

비슷한 이유에서 최근에 화두로 떠오른 경리단길과 우사단로(이슬

람 사원 부근)에 입지한 업주들도 임대료를 원인으로 들었다. 외식산업 

업체 S의 운영자는 해밀턴호텔 근처와 기존 이태원 상권이 뜨면서 더 이

상 발을 들이기 어려울 만큼 임대료 또는 권리금이 늘어 중심부에 입지

할 수 없었다. 

“가장 우선시 했던 건 임대료였다. 다른 이유는 그 다음에 생각할 문제

였고. 이태원로 주변으로는 임대료가 너무 올랐고 하나(골목) 뒤로만 들

어와도 임대료가 싸지니까. 그러다보니 여기에 오게 된 거다.”

(인터뷰 내용 발췌, 외식산업 업체 S 운영자)

새로운 가게를 내기 위하여 고민하던 도중, 이태원 중심 상권과 멀

지 않으면서 아직 상권이 활발하게 형성되기 이전의 지역의 저렴한 임대

료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물론 지금은 당시의 임대료보다 2~3배 이

상이 급등한 상태이다.

② 지하철역 및 대로와의 거리

녹사평역 사거리에 위치한 미국 가정식 음식점 K의 대표는 지하철 

6호선의 개통에 대한 이유를 들었다. 2000년에 녹사평역, 이태원역, 한강

진역을 지나는 6호선이 개통되면서 사람들의 접근이 좀 더 용이해졌다. 

업체는 큰 대로변에 입지하고 지하철역이 주변에 위치하기 때문에 큰돈

을 들이지 않고도 광고 효과를 볼 수 있다. 

“지하철역이랑 대로변이 제 기준이었다. 따로 홍보를 하지 않아도 되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들르기 쉬우니까. 우린 모든 유동인구를 타깃으로 

영업한다. 그러니 대중교통이랑 가까워야 하는 게 우선이었다.”

(인터뷰 발췌 자료, 외식산업 업체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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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는 녹사평역이 생기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굳이 지나갈 이유가 

없어 찾아오기 힘든 위치다. 실제로 방문객 인터뷰(30대, 여) 중에도 비

슷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는데 6호선이 개통되기 이전에는 서울역이나 

숙대입구 등과 같은 곳에서 택시를 타고 이태원에 방문하는 번거로움 때

문에 특히 이태원2동 방면으로는 가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K의 대표는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유통 거리다. 삼각지에 본점을 가지고 있

으며 그쪽으로부터 각종 재료와 상품을 공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대로변

과 너무 멀지 않은 이태원이 적합했다. 선행된 도시공간의 물리적 구조

가 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문영일, 2013)를 살펴보면 도시 내에

서 대중교통이용수요와 그에 따른 시설이 개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다. 이태원의 다문화 외식산업 입지에 있어서도 역세권, 대형 가로와 같

은 물리적 구조가 원인을 제공하였다.

③ 기타 거점 장소와의 거리

이 외에도 제일기획 사옥, 리움(Leeum) 미술관, 블루스퀘어 공연장 

등과의 물리적 거리를 들었다. 디자인하우스(2011)의 김홍탁 인터뷰에 따

르면 제일기획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로 창의적이거나 트렌디한 광고 

일을 하기 때문에 주변의 획일화되지 않은 다양한 외식문화를 소비하는 

욕구와 경향이 강하다. 이로 인하여 리움(Leeum) 미술관이나 블루스퀘어 

공연장은 명품 문화공간을 슬로건으로 내 건 공간으로 그 주변에 이국적

인 다문화 외식산업을 입지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우리는 다른 곳에 원래 매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쪽에 입지하게 된 것

은 미술에 대해 특별히 생각하는 점도 있고 주변에 리움의 영향이 크

다.”

(인터뷰 내용 발췌, 외식산업 업체 T)

실제로 T 업체의 매니저는 다양한 문화 공간과 그것을 소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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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사람들이 있는 지역과의 거리를 고려하여 위치를 선택했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북촌에서 발생하였는데 삼청동과 북촌 인근이 전통문화와 

예술과 관련 된 상점 또는 갤러리 등이 들어서면서 구매력 있는 수요자 

수가 증가, 이에 따라 소매점이 많이 늘어났다(이경옥 외, 2006). 이태원 

인근에 지속적으로 갤러리, 부티크 샵들이 늘어나면서 이를 소비하는 계

층의 잠재성을 보고 입지하는 기존 이태원에 입지했던 다문화 외식산업

과는 다른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머니투데이, 2010.12.07.).

④ 지역의 물리적(공간적) 환경

이태원에 입지한 다문화 외식산업들은 자신들의 매력을 지역이나 

건축물의 물리적(공간적) 환경에서 찾았다. 이태원1동의 한 뒷골목의 작

은 음식점인 E는 과거 70년대 또는 80년대의 건물 형태를 보이며 단순

하지 않고 세련되지 않은 환경이 자신의 퓨전 외식산업을 선보이는데 적

합하다고 느껴 그 지역을 선택했다. 

“우리 세대(50대)는 이런 골목길이나 허름한 주택가에 큰 생각은 없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게 신기한가보다. 구불구불하고 집이였다 가게였다 

하는 모습도 그렇고, 건물 상태도 다 다르고. 처음에 볼품 있지는 않았지

만 그 모습에 끌렸다.”

(인터뷰 내용 발췌, 외식산업 업체 E)

이태원은 전반적으로 상업지와 주거지가 혼재하며 골목 안쪽으로 

과거의 무허가 주택에서 시작했던 술집과 상점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투

박하면서도 독특한 환경이 외식산업 업체 운영자들에게 중요한 요소로 

다가온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태원은 정책적으로 건물의 용도변경이나 

수리 등이 용이하여 신축을 통하지 않고도 충분히 다문화 외식산업에 적

합한 공간으로 탈바꿈 시킬 수 있다.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기존 지역

을 살릴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높게 산 결과이다. 이러한 부분은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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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별로 신기해하지 않던 골목의 풍경이나 허름하게 주택과 상권이 뒤

얽혀 나타나는 공간에 대한 요즘 사람들의 호기심도 큰 역할을 했다. 이

러한 특정 장소의 물리적 환경에 대하여 사람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업주

의 색다른 인식으로 인하여 상점이 입점한 케이스는 북촌, 인사동, 서촌 

등을 들 수 있다. 이경옥 외(2006) 연구에 따르면 지역의 독특한 외관에 

매력을 느끼고 유동인구는 적지만 가능성을 본 업주들이 입점하여 지역

의 이미지를 형성한다. 

2) 비 물리적(문화적) 측면
 

① 외국인과 이국적인 분위기

이태원에 입지하고 있는 많은 다문화 외식산업 운영자들은 기존에 

이태원이 가지고 있던 고정된 외국인 유동인구와 그로 인해 발생된 분위

기를 입지 요인으로 들었다. 독특한 유럽식 음식을 제공하는 외식산업 

업체 Z 운영자에 의하면 예전부터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많고 

그들이 조금 더 본토 음식에 가까운 음식을 찾아 그 수요에 맞추다 보니 

이태원에 위치를 선정하였다고 한다. 

“지금은 한국인 손님이 많은데 초기에는 이태원을 찾는 외국인이 대부

분이었다. 이 주변 외국 음식점들 중에 외국인과 외국 같은 이태원의 분

위기 때문에 자리 잡은 식당이 많을 거다. 완전히 새로운 음식을 선보이

기 위해 이러한(외국인과 이국적인 분위기) 부분이 중요했다.”

(인터뷰 내용 발췌, 외식산업 업체 Z)

외국인 유동인구가 내국인 유동인구보다 더 많은 것이 전혀 이상

하지 않은 이태원의 분위기에서 친근함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초기의 

시작은 외국인 인구를 대상으로 하였지만 갈수록 이태원을 구성하는 사

람들이 다양해지고 많아질 것을 예상하였다. 특히 이태원에 오래 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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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했던 일반 서양식 외식산업의 경우 미군과 초기 거주 서양인 때문에 

이태원에 대부분 입지한 것이다. 타이 음식점 T의 경우 외국인은 많고 

분위기는 이국적이었으나 실상 외국 음식점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색다

른 음식을 소개한다는 목적으로 들어오게 되었다고 한다. 외국인들이 직

접 운영해도 전혀 이질감을 느끼지 않고 자리를 잡을 수 있는 환경과 분

위기를 높게 사고 있었다.

한국인이 운영하는 퓨전 서양 음식점 E의 경우 제공하고자 했던 

음식과 분위기에 이국적인 요소가 필요했다고 한다. 예전 외국을 경험하

지 못한 사람들이 대리 경험을 하기 위하여 이국적인 요소가 많은 이태

원에 찾아 왔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었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개인이 

가지고 있던 외국에서의 경험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이 늘어 이

러한 사람들을 타깃으로 하는 공간을 운영하게 된 것이다. 

“이태원을 찾는 사람들이 외국인이 많고 외국에 온 거 같은 느낌을 받

으려고 오는 거니까. 외국에 간 것 같은 느낌을 주거나, 외국에서 경험

한 것들을 자극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필요했다.”

(인터뷰 내용 발췌, 외식산업 업체 E)

근처에 위치한 또 다른 외식산업 운영자들은 장기 해외여행이나 

유학의 경험으로 본인들의 이국적인 경험을 서울 안에서 표현하고 싶어 

하기도 한다고 대신 전하였다. 즉, 서울이 아닌 것 같은 곳에서 색다른 

음식을 먹는다는 컨셉을 위하여 이태원에 자리를 잡게 된 것이다. 결론

적으로 이태원은 색다른 다문화 외식산업이 입지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

은 공간이다. 한국인들끼리만 만들어내는 곳 보다 더 다이나믹(dynamic)

한 도시 공간과 외국인과 함께 문화를 향유하고자하는 사람들의 욕구가 

오늘날과 같은 다양한 외식산업 업체가 자리 잡도록 한 것이다. 

이태원의 다문화 외식산업은 일차적으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형

성되었다. 이는 외국인 거주자 외에도 빠른 속도로 늘어났던 외국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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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객들의 수요에 의한 결과였다(송도영, 2007). 그 이후에 외국인과 이국

적인 분위기로 굳어진 이미지를 이용한 다문화 외식산업이 활성화 된 것

이다.

② 소수자 문화에 대한 관용

이태원은 과거부터 외국인 문화 이외에도 소수자 문화에 대한 관

용지역으로 통용되었다. 소수 인종의 유입과 게이 힐26)(Gay hill), 트랜스

젠더 바 등이 모여 들면서 소수자들이 모이는 지역이 되었고 보편적인 

사람들과 함께 섞일 수 있는 지역이 된 것이다. 이러한 소수자 문화에 

대한 관용으로 인하여 이태원에 위치하게 된 다문화 외식산업 업체도 있

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외식산업 업체 S 운영자의 경우 다양한 사람들을 고객으로 만나고 

싶었다고 인터뷰에 응했다. 본인이 개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초점을 맞췄

던 부분이 ‘다양성’이고 서울에서 가장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편견 없이 만날 수 있는 곳이길 원했다. 

“다양한 고객을 만나자는 것이 가장 큰 부분이었다. 일반인, 내국인, 외

국인, 게이 등의 소수자도 상관없이 무조건 다양하고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는 장소가 필요했다.”

(인터뷰 내용 발췌, 외식산업 업체 S)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문화를 소비할 수 있는 가게

를 내고 싶다는 목표로 인하여 이태원에서 적당한 공간을 찾았다. 또한 

이러한 소수자 문화에 대한 너그러움은 기성세대보다는 20, 30대의 젊은 

층이기 때문에 젊은 층의 유동인구가 매우 중요했다. 

인터뷰를 진행하지는 못하였지만, 실제로 이태원에서 연예인 홍석

26) 이태원역 3번 출구에서 시작되는 언덕을 지칭하는 말로 게이 바 또는 트랜스젠더 클

럽이 많이 모여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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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 현재 이태원에 9개의 다문화 외식산업 업

체를 운영하고 있는 그는 오래전 커밍아웃을 통하여 세상 밖으로 용기 

있게 나올 수 있었다. 그는 이러한 소수자 문화에 앞장서며 이태원이라

는 자유 지역에서 편견 없는 다양함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할 수 있

게 하였다. 실제로 그는 이태원에서만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데, 사람들

에게 손가락질 받는 소수자들도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는 

이유로 시작했으며 이태원을 변화시키는데 한 몫 하였다(한국일보, 

2013.01.10.).

③ 네트워킹 및 집적효과

이슬람 사원 근처의 할랄 음식점 I의 경우 지역 내에서의 네트워킹

과 그 확장가능성을 들었다. 기본적으로 할랄 음식을 찾는 사람들은 무

슬림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거나 자주 찾

는 지역에 입지할 수밖에 없었다. 

“할랄(Halal)의 특성상 규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다 보니 할랄 

찾는 사람들이 많은 이슬람 사원 근처에 위치했고, 무슬림들 간의 교류와 

커뮤니티가 중요한 이유였다.”

(인터뷰 발췌 내용, 외식산업 업체 I)

단순히 소비자가 많아서 입지한 것만은 아니며, 그들 사이에 만들

어지는 네트워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할랄 음식점이라고 해서 다 같

은 종류의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근 무슬림들끼리 서

로 어디서 어떠한 것을 파는지 공유하는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된다. 또

한, 할랄 음식은 음식 규율로 인하여 그 조리법이 까다롭고 정해진 방식

으로만 식자재를 유통해야 하는데, 이슬람 사원 근처에는 이러한 방식에 

적합한 상점과 마트가 입지하고 있어서 가까운 위치에서 공급처와 외식

산업 업체들 간의 네트워크가 용이하다. 최근에는 비단 이태원 내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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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림들만 그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SNS, 블로그 등의 인터넷의 소문을 

듣고 전국 각지의 무슬림 또는 동서남아 지역 유학생들이 찾아오는 지역

이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는 더 확장 될 수 있다. 더불어 최근에는 이러

한 외식산업 업체와 지역이 내국인들에게 알려지면서 비슷한 업체들이 

모여 발생하는 집적효과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인터뷰에 덧붙

여 최근에 계약을 하거나 앞으로 들어오게 될 업체들은 그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프리카 음식을 제공하는 C업체 역시 비슷한 이유를 언급하였다. 

이 외식산업 업체는 철저하게 처음부터 ‘아프리카 커뮤니티’형성을 위

하여 아프리카 거리 인근에 자리를 잡았다. 

“이 주변에 아프리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다. 우

린 이 커뮤니티 때문에 여기 문을 열었고, 이 주변 상점(아프리카 출신 

대상)도 비슷하다.”

(인터뷰 내용 발췌, 외식산업 업체 C) 

이태원에 비영어권 인구가 늘고, 아프리카 출신 외국인이 많이 유

입하면서 그들이 모여 사는 아프리카 거리가 형성 된 이후에 탄탄한 네

트워크와 커뮤니티를 유지하고자 인근 지역으로 위치를 선정한 것이다. 

아직까지 아프리카 음식점은 다른 다문화 외식산업 업체보다 그 수가 적

어서 더욱 더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점차 내국인들에게도 알려

지면서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다른 곳을 소개해주거나 추천해주

기도 한다.

이와 반면에, 오로지 상권의 집적효과만을 보고 입지하는 경우도 

있었다. 기타 서양식 외식산업 업체 B의 경우 이미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고 자리를 굳힌 이태원에서 다문화 외식산업은 리스크가 적다고 생각

한다. 



- 97 -

그림 35 | (설문결과)

다문화 외식산업과 관련된 특정 지역이나 장소를 찾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주변이 핫 플레이스로 뜨면서 괜찮은 집들이 모여 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들어왔다. 막 시작단계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미 지는 시장도 아니

니까 이런 집들이 모여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인터뷰 내용 발췌, 외식산업 업체 B)

소비자들에게 더 다양한 선택의 폭을 줄 수 있으면서, 다른 가게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외식공간이 밀집해 있는 긍정적인 효과

를 노렸다. 이는 실제로 방문객 설문 조사와 인터뷰에서도 드러났다. 특

정 지역이나 장소에 위치한 외식산업 업체에 방문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

에 다양한 음식(식당)의 선택 가능성을 70%(64명)가 선택하였다. 이와 같

은 응답을 한 설문자의 인터뷰에 따르면 굳이 흩어져 있는 곳에 가서 어

렵게 고르는 것보다 이미 외식산업 업체끼리 모여 있고 자신들만의 분위

기를 강하게 만들고 있는 지역에 가는 것이 선택의 폭이 넓어 선호한다

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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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대안 탐색과 선점 효과

이태원은 다른 지역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의 대안 공간이라는 의견

이 있었다. 외식산업체 D 운영자의 경우 강남에서 업체를 운영하다가 이

태원으로 넘어왔다. 

“강남, 압구정, 청담, 신사 등의 상권의 1차 전성기가 지나 간 것은 누구

나 아는 사실이고, 그런 곳에서 장사하다가 좀 더 나은 대안은 없나 찾았

다. 임대료 문제는 아니고 이미 포화 되어 버린 곳이 아닌 곳이 필요했

다.”

(인터뷰 내용 발췌, 외식산업 업체 D)

기존에 활성화 되었던 지역에서 장사를 하던 사람들이 이태원 일

대로 넘어오며 대안의 공간에서 재기를 꿈꾼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임대료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며 투자하고 추후에 이익을 내자는 생각

으로 시작했다. 방문객들도 기존 상권에서 조금 색다른 곳을 찾고자 하

며 이에 대한 대안공간이 바로 이태원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이태원의 선점효과를 들었다. 대안을 찾는 것에

서 그치지 않고 새로운 무언가를 선보이기에 적합한 곳이다. 타이 음식

점 T의 매니저는 새로운 음식을 선보이기에 이태원이 가장 알맞은 지역

이라고 생각했고 이러한 이유로 업체 운영을 시작했다. 이와 같이 이태

원에는 ‘최초’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운영하는 업체가 많기 때문에 또 

다른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빠르다고 볼 수 있다. 이의 배경은 

문헌연구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그동안 이태원에서 1호점을 출시한 외

식산업 업체가 많았고 그들의 성공으로 인하여 도전에 대한 성공 가능성

을 높게 사기 때문이다(매일경제, 2013.04.16.). 

이태원2동에 위치한 레스토랑 I의 운영자는 아프리카 등의 다양한 

국가에서 일하며 접한 외국문화를 어디에 풀어 놓으면 좋을까 고민하다 

지금의 위치를 선택했다. 초기의 이태원은 숨겨진 공간처럼 보였고 어찌 



- 99 -

보면 버려진 것 같기도 하였지만 ‘재미있는 무언가’를 해보기에 좋다

고 판단하였다. 최근에 경리단길이나 우사단로에 입지하는 많은 업체들

이 이러한 대안과 선점효과의 공간으로 이태원의 이미지를 규정하고 있

다.

 

“재미있는 무언가를 해보고 싶었는데 뻔한 펍(Pub)이나 카페는 아니고, 

뭔가 덜 지루하고 사람 많이 모이는 걸 하고 싶었다. 이태원은 이런 걸 

시작해도 용납이 되는 분위기랄까.

(인터뷰 내용 발췌, 외식산업 업체 I)

“이태원은 색다르고, 기존에 유명한 곳에 대한 대안으로 생각했다. 대안

이긴 했지만 앞으로 내 사업이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다 봤다.”

(인터뷰 내용 발췌, 외식산업 업체 K) 

이태원1동과 이태원2동의 경계에서 햄버거를 파는 K업체 운영자의 

경우도 이태원의 색다른 이미지에 끌렸으며 이는 기존 상권과는 다른 대

안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러한 지역에서 앞으로 사업모델을 

확장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지금 위치에 입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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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1. 연구 결과 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 도시 공간 내의 다양한 외식산업, 특히 다문화 

외식산업의 밀집지역과 그 분포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연구 전반부에서는 서울시 내 다문화 외식산업의 분포를 거시적으

로 살펴보았다. 2012년 서울시 내, 다문화 외식산업이 다양하게 밀집된 

지역을 파악하기 위하여 허쉬만 허핀달 지수(Herfindahl-Hirschman 

Index)를 사용한 다양성 분석 결과 잠실3동, 이태원2동, 이태원1동, 이촌1

동 등이 낮은 다양성 지수를 보이며 다문화 외식산업의 주요 밀집 지역

으로 추출되었다. 다문화 외식산업 다양성 지수의 전역적 자기상관 분석

(Global Moran’s I) 결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

준에서 클러스터링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더 나아가, 국지적 공간자

기상관 분석(LISA)을 통하여 핫스팟(다문화 외식산업 다양화 지역끼리 인

접하며 서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은 종로중구, 강남서초, 마포, 용산, 여

의도, 구로가산 일대 지역에서 강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지역들은 작

은 행정동 단위에 그치지 않고 인접 지역들과 클러스터링을 이루는데, 

이는 인접 지역들과 공통된 특성을 공유하며 하나의 지역적 특성을 형성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다문화 외식산업 다양화 지역이 시간에 따라 클러스터링 

정도와 그 범위가 변화하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2000년, 2005년, 

2012년의 공간적 집중패턴을 비교하였다. 전역적 공간자기상관 분석 결

과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다문화 외식산업 다양화 지역이 더 강하게 클

러스터링 되고 있다. 또한 핫스팟의 변화를 살펴보면 더 많은 지역에서 

새롭게 핫스팟이 나타났으며, 기존 핫스팟 지역들은 그 범위를 확장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 전반부 결과에서 용산 일대 지역에 주목해보면, 이 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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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까지는 다문화 외식산업 다양화 지역으로 추출되지 않았으나 

2005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강한 핫스팟 지역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2005년에 등장한 새로운 핫스팟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2012년 

다양성 지수(허쉬만 허핀달 지수) 값을 보면 대부분의 지역이 다양화정

도 상위 10개 지역에 속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용산 

일대 지역이 지역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다문화 외식산업이 더 다양화 되

고 빠르게 그 입지를 굳혀 발전하였음을 추측해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의 후반부에서는 용산 일대 지역 중에서 이태원1동과 이태

원2동에 초점을 맞추어 다문화 외식산업 대표적 다양화 지역으로 성장한 

배경과 그 입지 현황을 자세히 조사하고 그 요인을 분석하였다. 1960년

대부터 큰 시대적 흐름에 따라 이태원이 다문화 외식산업 밀집 지역으로 

성장하기까지의 지역적인 특성과 배경을 살펴본 결과 오랜 시간동안 누

적해온 이태원의 역사, 사회, 문화적인 특성들이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기존 이태원 마을에서 현재 이태원로 쪽으로 사람들이 1960년대 

이주하여 이태원 리를 형성하며 상업시설이 등장하여 발전하기 시작하였

다. 이후 기지촌을 형성하여 미군을 중심으로 하는 영어권 문화를 대상

으로 하는 상가, 요식업소, 유흥업소 등이 성행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

서며 우리나라의 섬유 산업이 발전함과 동시에 이태원로를 중심으로 외

국인 상대 쇼핑상가가 활성화 되었으며 이는 1980년대에 전성기를 맞이

했다. 그러는 상황 속에서 늘어나는 외국인 유동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외식산업이 성장했다. 뿐만 아니라 1970년대에 이슬람 사원이 들어서면

서 이태원은 비영어권의 문화의 유입도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으로 음식규율이 까다로운 무슬림들을 위한 외식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하

였고 계속 그 규모를 확장하였다. 1990년대에는 규제와 경제 위기로 인

하여 이태원로가 침체되는 현상을 보여 위기에 봉착했으나 1997년 이태

원관광특구 지정과 2000년대에 들어서며 규제 완화와 개발 추진 등으로 

이태원로는 오늘날과 비슷한 모습을 형성해왔다. 재도약하는 이태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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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때 호황을 맞이했던 쇼핑가로로서의 역할보다는 다문화 외식산업 밀

집지역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같은 이태원 지역 내일지라도 모두 같은 

모습으로 다문화 외식산업이 입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 공간별로 각각

의 특성을 반영하며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처럼 오랜 시간 이태원이 누적해온 지역적 특성과 함께 오늘날

과 같은 다문화 외식산업이 입지하게 된 원인은 크게 물리적(공간적)인 

요소와 비 물리적(문화적)인 요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외식산업 운영 

주체가 입지를 선택하는 물리적(공간적)인 요인은 낮은 임대료, 지하철역 

또는 대로변과의 거리, 문화시설과 같은 거점 장소와의 거리, 그리고 지

역의 물리적(공간적) 환경과 상태를 들었다. 이태원 지역에 입지하는 다

문화 외식산업의 비 물리적(문화적)인 요인은 외국인과 이국적인 분위기, 

소수자 문화에 대한 관용, 네트워킹 및 집적효과, 그리고 대안 탐색과 

선점효과를 그 원인으로 들었다.

2.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점

 

다문화 외식산업 다양화 지역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서울시 전반

의 다문화 외식산업 다양화 지역과 그 분포를 알 수 있었다. 다문화 외

식산업이 어떤 지역에서 얼마나 강하게 집적하고 있는가를 바탕으로 거

시적인 스케일에서 지역적 특성과 현황을 파악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일반적인 경우 인접한 행정동들이 모여 나타내는 핫스팟의 경우 비슷한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다문화 외식산업 다양화 지역이 형성되었을 가

능성이 높기 때문에 행정동보다는 큰 공간적 범위로 지역적인 범위나 성

격을 규정하고 연구하는 밑바탕이 될 수 있다. 또한 연도별로 변화하는 

다문화 외식산업 다양화 지역을 분석함에 있어 빠르게 변화하는 지역을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적합한 현황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

에서는 주요 다양화 지역 중에서 용산 일대 지역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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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나 다문화 외식산업 다양화 과정은 지역별로 다른 특성을 반영하

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그 배경과 원인에 대한 연

구가 요구된다.

이태원 지역 연구의 경우 보다 자세한 지역적 특성을 들여다봄으

로써 도시 공간 내에서 다문화 외식산업이 갖는 의미와 지역적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다양하고 많은 다문화 외식산업은 결코 짧은 시간에 입

지하여 현재와 같은 모습을 형성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누적 되어온 

역사, 사회, 문화적인 배경 전반에 근거하기 때문에 점차 그 다양성이 

더 증가한다. 같은 이태원 지역 내일지라도 다른 배경을 가지고 각 지역

들이 발전하였고 그 연장선상에서 또 다른 요인을 가지고 다문화 외식산

업이 발전하고 있다. 특히 이슬람사원과 아프리카 거리 등으로 형성된 

실제 ‘다문화’커뮤니티가 더 다양한 ‘다문화’를 낳을 수 있는 기틀

을 마련하고 있다. 즉, 이태원 안의 작은 공간 단위 안에서 다문화 외식

산업의 다양화가 일어나고 그러한 공간 단위가 모여 더욱 다양해진 이태

원을 구성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이태원과 같은 지역이 모여 끊임없이 

다양성이 증가하는 서울 도시공간을 만든다. 

다문화 외식산업은 이태원이 침체되었던 시기를 보내고 다시 활성

화 될 수 있는 기반이 된 산업으로 도시 공간 안에서 사람들을 끌어들이

며 지역을 보다 다양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다. 과거에 이태원이 활성화 

되었던 시기에는 쇼핑상권으로 호황을 맞았던 것과 달리 다른 산업을 통

하여 지역이 활성화되고 그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 일

어난 점은 다른 지역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케이스로도 가치가 있다. 

이태원은 처음부터 복합용도(Mixed use)로 계획한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

하고 다문화 외식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다른 상권의 재활성화로 자연스

럽게 더 다양한 용도가 지역을 구성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에 이태원 지

역에 입지하는 갤러리, 공연장, 부티크 상점들과 같이 문화소비 계층을 

노린 산업들은 다문화 외식산업으로 인한 지역 활성화 이후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에 다문화 외식산업의 역할과 상권 활성화의 인과관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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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가 좀 더 요구 된다. 

이태원은 공공의 과도한 규제로 한 때는 상권이 완전히 무너지는 

시기를 보내기도 했으며 재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통해 성공적으로 개발

과 가로환경개선을 하기도 했다. 그만큼 지역에서 공공의 역할은 중요하

다고 볼 수 있다. 다문화 외식산업으로 인해 활성화 된 이태원 지역이 

계속 지금과 같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끊임없이 대두

되는 이야기는 이태원도 다른 상권들과 마찬가지로 자본화와 상업화에 

몰락하고 그 색깔을 잃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실제로 이태원의 가장 오

래된 상권가로인 이태원로에는 많은 대기업 프랜차이즈들이 입점하면서 

기존의 색깔을 조금씩 잃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늘어나는 임대수요로 인해 임대료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근 지역에 대안으로 입지하는 업체들이 생겨나고 초기 형성 지역

들로부터 점차 그 범위가 더 넓어지는 상황이다. 물론 이러한 지역의 확

장이 비단 자본화와 상업화등과 같은 부정적인 이유만으로 설명할 수 있

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다문화 외식산업 다양화 지역의 변화와 확산에 

대한 후속 연구와 이에 근거한 공공의 적절한 대책이 논의되어야 하는 

시점인 것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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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도시� 공간� 내� 다문화�외식산업�다양화�지역에�대한�의견� 조사� |

설문소요�예상시간:� 10분

본� 설문은� 서울� 도시� 공간� 내� 다문화� 외식산업� 다양화� 지역에� 대한� 조사입니다.� 수집된� 정
보는�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소중한� 정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관련� 및� 기타� 문의�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언제든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문의:�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홍보영� 

응답자�본인� 연령에�체크� 부탁드립니다.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거주지와�직장(학교)� 위치를�간략하게�기입�부탁드립니다.� � � � � � � � �   예시) ○○구 / ○○동

거주지:  직장 또는 학교: 

본� 설문은�여러� 문화의� 외식산업이� 다양하게� 섞여� 있는� 도시� 공간에�대한� 연구입니다.� “다

문화� 외식산업”은� 쉽게� 생각해� 여러� 민족� 또는� 나라의� 음식을� 소비할� 수� 있는� 형태� 또는�

그러한�산업을�의미합니다.

1. 다문화�외식산업이라�하면�떠오르는�카테고리는?� 복수응답�부탁드립니다.

□한식 □중식 □일식 □서양식 □기타 (중동, 동남아 등)

1-1.� 도시�공간�내에서�외식�또는� 외식산업이�문화적인�역할을�갖는다고�생각하십니까?

□예 □아니오

■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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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 내에서� 다문화� 외식산업이� 많거나� 다양하게� 분포하는� 지역� 또는� 장소는?� 자유롭

게� 2개(두�군데)� 응답� 부탁드립니다.� � � � � � � � � � � � � � � � �예시) ○○동/ ○○역앞/○○학교근처

1) 2)

3.� 서울� 내에서�다문화�외식산업�다양화� 지역이라� 하면� 떠오르는�지역을� 모두� 골라주세요.

(2번에서�자유롭게�기입한�장소�또는�지역과�근접한�지역이�있다면�꼭�체크�부탁드립니다.)

□종로, 중구일대 (삼청동, 가회동, 혜화동, 명동, 후암동)

□강남일대 (사당동, 서초동, 잠원동, 반포동, 방배동, 신사동, 논현동)

□마포일대 (신촌동, 서교동, 연남동, 서강동)

□용산일대 (이태원동, 이촌동, 한남동)

□여의도일대

□구로, 가산일대 (대림동, 가리봉동)

4-1.� 다양한�외식문화를�즐기기�위해서�특정�지역이나�장소를�찾아가는�편입니까?

□예       □아니오

4-2.� 자신의�집�근처가�다문화�외식산업에�적합하다고�생각하십니까?

□예       □아니오

4-3.� 자신의�직장� 근처가�다문화�외식산업에�적합하다고�생각하십니까?

□예       □아니오

5.� 그러한�지역이나�장소를�가는�이유는�무엇입니까?�복수� 응답�부탁드립니다.

□다양한 음식(식당)의 선택 가능성  □분위기(장소성)    □집과의 근접성

□직장(학교)와의 근접성    □대중교통의 편리함    □지역의 유명한 정도

□지인의 추천              □기타 (                  )



- 113 -

6.그러한�지역이나�장소의�특징은�무엇입니까?�복수� 응답�부탁드립니다.

□고층건물 밀집지    □저층건물 밀집지    □주택가    □상업시설 밀집지

□대학가      □외국인      □자연환경    □문화시설(문화시설과 가까움)

□특유의 분위기             □행인들      □기타 (                  )

7.� 이태원,� 홍대,� 가로수길� 등의� 지역들의� 변화� 또는� 인근� 지역으로의� 확장을� 인지하고� 계

십니까?

□느낀다           □느끼지 못한다

8.� 지역들의�변화� 또는� 새로운� 지역으로의�확장을� 인지하고� 계시다면,� 어떠한� 부분이�변했

다고�느끼십니까?� � 그리고�어떠한�지역들이�주변으로�확장하고�있다고�느끼십니까?

예시)� 다문화�외식산업이라고�할만한�다양한�종류의�외식업체가�늘어났다/� 원래�○○지역에서�그� ○○

지역으로�확장되었다/� 과도하게�상업화�되고�있다.� 등

지 역 명 :                            

내용 기술

                                                                          

                                                                          

9.� 이태원�지역을�방문한�경험이�있으십니까?

□예(9번 질문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오 (10번 질문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9-1.� 이태원�지역을�방문할�경우�구체적으로�어느� 지역에�방문하십니까?

□해밀턴호텔 근처 (이태원 메인상권)

□녹사평역 근처~경리단길

□한강진역 근처~한남동 부근

□기타 (                         )



- 114 -

9-2.� 이태원�지역을�방문할�경우�어떠한�목적으로�방문하십니까?

□외식

□유흥

□쇼핑

□문화생활 (갤러리 등)

□기타 (  )

9-3.� 이태원� 지역을� 방문할� 경우� 주로� 선호하는� (자주� 방문하는)� 외식산업� 업체의� 종류를�

모두�골라주십시오.

□한식

□중식

□일식

□서양식 일반 (미국, 이태리 등)

□서양식 기타  (기타 유럽권, 지중해, 스페인 등)

□동서남아식 (인도, 태국, 필리핀, 베트남 등)

□중동할랄식 (요르단, 터키 등)

□기타 (아프리카 등)

10.� 이태원� 지역에� 대한� 이미지를�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아주� 간단한� 한� 두� 단어나� 아주�

간단한�답변도�꼭�부탁드립니다.

내용 기술

—�모든� 질문이�끝났습니다.� 소중한�시간�내어주셔서�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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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patial Study on Diversified 
Regions of Multicultural Food 

Service Industry

Boyeong Hong
Dept. of Environmental Planning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rough not only quantitative but also qualitative urban 

innovation in various industries including service industry, the interest 

in the food service industry has increased rapidly. Everyone these days 

tends to consume the food service industry and furthermore enjoy their 

meal out of home because of increasing of national income and 

improvement of standard of living. By this growth, Korea is 

experiencing development of diversity of food service industry. There 

are, especially, a lot of influx of multiple cultural food industries in 

urban area. Even though Korea has had strong character of racially 

homogeneous nation, various multiple culture food service industry is 

getting more and more enormous in the city. For these phenomena, the 

study of food service industry is needed to find spatial formation and 

growth in the urban area with other social economical circumstance.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regions and spa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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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tern where the multicultural food service industry is concentrated 

and to figure out spatial discrepancy with temporal data. Also this study 

would focus on the sample region of the multicultural food service 

industry clusters such as Iteawon to analyze the formation and growth 

transition and to figure out the influencing factors of spatial location of 

each industry.

Herfindahl-Hirschman Index is used to find the regions that are 

diversified with multicultural food service industry in the Seoul. 

Diversity Index (Herfindahl-Hirschman Index) is also used for check 

weather multicultural food service industry is clustered or not by using 

GIS and Global Moran’s I. In addition to, the hotspots regions which 

are agglomerated regions having relationship with each other are 

extracted through local spatial autocorrelation test (LISA). Change of 

the clusters among 2000, 2005, and 2012 is analyzed with same logic 

and the sample region (Iteawon) that has the biggest clustering change 

was selected for local research. This study focus on historical, social, 

and cultural aspects of Itaewon, which influence the formation and 

growth of the multicultural food service industry. After this step, real 

locations of all multicultural food service industry in the Itaewon are 

investigated and review the focus-group interview data to organize the 

factor why the multicultural food service industry are located in the 

Itaewon reg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 First, the results of the 

diversity index analysis is that Jamsil3-dong, Itaewon2-dong, and 

Itaewon1-dong etc. have the lowest index and it means these regions 

are the most diversified region. Multicultural food service industry 

diversified regions are clustered statistical significantly and some 

hotspots are derived as Gangnam, Mapo, Yongsan, Yeouido and Guro 

region. Additionally, this spatial distribution of diversified region is 

changed throughout 2000, 2005, and 2012. The most dynamic change is 

presented at Yongsan region. The Itaewon (part of the Yongsan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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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the typical multicualtural diversified region in the Seoul, and that 

region have had international characters for a long time. From various 

quantitative aspects to public policy made Itaewon developed 

differently. Although there are a lot of specific multicultural food 

service industries in the whole Itaewon, it has made each urban space 

special and . Finally, it could be figure out that why people select their 

multicultural food service industry business location in the Itaewon. 

There are two main factors: (1) physical (spatial) factor includes rent 

price, distance from infrastructure, and urban physical condition and (2) 

non-physical (cultural) factor include international airs and foreign, 

tolerance for minorities, network and agglomeration effect and 

alternative space. 

Key words: Multicultural Food Service Industry, Diversity, Itaewon

Student number: 2012-2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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