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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젠트리피케이션은 새로운 사회경제적 집단이 유입되면서 발생하고 

다양한 지역적 변화를 낳는다. 그 중 미디어와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주거비와 임대료의 상승 그리고 그로 인한 원주민, 세입자의 축출 

문제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급격한 도시화와 압축 성장 등에서 기인하여 

심화되고 있는 소득격차 및 빈곤문제를 시각적 차원에서 보여주어 더욱 

세간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연구들은 주로 홍대, 가로수길 등 상업지역에 국한되어 진행되고 

있다. 주거지역에서의 젠트리피케이션은 주거권이라는 인간의 기본권과 

관련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시급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연구

는 아직까지 미비하다. 소수의 주거지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연구들은 일

반적인 주거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자본 유입 및 새로운 사회경제적 

인구집단의 유입으로 인한 변화에 가장 취약하다고 할 수 있는 빈곤밀집

주거지의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빈곤밀집주거지에서 발생하는 젠트리피케이션

의 영향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빈곤밀집주거

지가가 수행하는 기능 및 역할을 살펴본다.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원인과 그 영향을 빈곤 주민 및 커뮤니티의 측면에서 파악하고자 하였

다. 

연구의 대상지는 우리나라 대표적 빈곤밀집주거 형태인 쪽방밀집지

역 중 가장 규모가 큰 서울역 인근의 ‘동자동 쪽방촌’이다. 이 곳에는 

2015년 현재 약 1,052명의 쪽방 주민이 거주 중이다.  또 이 지역은 지

난 15년 사이(2000~2015) 여러 차례의 대규모 및 소규모 쪽방 세입자 이

주가 발생한 바 있어 빈곤밀집주거지의 젠트리피케이션 사례연구에 적합

한 대상지이다. 연구의 방법은 문헌조사, 현장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병

행하여 이루어졌으며, 인터뷰는 동자동 쪽방촌 주민 및 이주민, 지역사

회조직 대표와 서울시 공무원을 포함한 지역관계자 그리고 지역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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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동자동 쪽방촌의 현황, 최근 변화, 젠트리피

케이션 사례별 주민 이주 과정, 이주 전후 사회·경제·심적 변화 등을 

중점적으로 파악하고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자동 쪽방촌은 빈곤주민에게 주거의 

최후 보루로써 역할하고 다양한 사회·경제적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공

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해당 지역은 비록 노후·불량 건물이 밀

집한 주거지이지만 빈곤층 주민에게 지불가능한 수준의 저렴주거를 제공

함으로써 도심 주거 안전망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쪽방촌은 비슷한 경제

적 상황에 놓인 주민들 간 사회적 관계 형성의 장이 되어주며, 주민들이 

지역에 대한 긍정적 인식 및 애착을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공간으로써 역할하고 있다. 그리고 동자동 쪽방촌 내 다양한 지역사회조

직들은 효과적인 빈곤주민 지원 시스템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을 보조하

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로, 동자동 쪽방촌의 젠트리피케이션 사례와 발생 원인을 살

펴보았다. 먼저 대상지의 젠트리피케이션 사례는 1) 도시환경정비사업으

로 쪽방 및 고시원 세입자 100명 이상이 이주한 경우 2) 게스트하우스 

유입으로 인해 쪽방건물 리모델링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이 같

은 젠트리피케이션의 발생은 거시적, 지역적 스케일에서의 요인들이 복

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거시적 스케일에서는 도심 

내부를 선호하는 젠트리파이어 계층 발생(수요측면), 지대격차 발생(공급

측면) 그리고 도시개발계획 및 관광화 정책(정부정책)이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대상지의 특수한 현황을 반영한 지역(미시)적 원인

으로는 사례1에서는 사업지구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임대주택 건설의

무 면제, 사례2에서는 건물운영수익 격차, 재개발 진행 시 세입자 주거

대책 마련에 대한 건물주의 우려 등이 그 원인으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이 동자동 쪽방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았다. 그 결과 젠트리피케이션은 쪽방촌 주민들에게 세입자 주거권 위

협, 비자발적 이주로 인한 불안감과 스트레스 가중 그리고 물리적,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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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의존하고 있던 지역 내 사회적 관계 및 주민지원시스템과의 단절 

등으로 인해 사회·경제·정서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동자동 쪽방촌의 젠트리피케이션은 주민차원의 개별적인 영

향을 넘어, 지역 커뮤니티에도 변화를 낳았다. 먼저, 일반적으로 젠트리

피케이션의 긍정적 측면으로 지적되는 긍정적인 변화, 즉, 지역의 물리

적 경관개선 그리고 사회적 계층 혼합 및 지역 상권이 보다 활성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건물주 및 세입자 간의 분쟁을 일으킴으

로써 지역 내 갈등이 야기되고 있었고, 저렴주거의 공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임대료의 상승으로 이어져 빈

곤주민의 주거상실 혹은 거리노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

사한다. 또한 이는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되어 효율적으로 기능하고 있

는 빈곤 커뮤니티를 축소 혹은 해체시킨다. 특히, 쪽방촌과 같이 사회경

제적으로 취약한 빈곤층 밀집주거지의 경우 지역주민지원시스템에의 의

존성이 강하게 나타나, 사회적 관계 및 커뮤니티의 상실은 일반 저소득

지역 혹은 중산계층 주거지에 비하여 보다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하게 된

다.

이처럼 빈곤밀집주거지의 젠트리피케이션은 빈곤주민 개인에게 다양

한 사회·경제·정서적 비용을 초래하며, 지역 내 형성된 커뮤니티 및 

주민지원시스템을 훼손시키고 있다. 따라서 첫째,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시 빈곤층 세입자 피해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

요하다. 둘째, 커뮤니티 차원에서는 쪽방촌 지역에 형성된 커뮤니티의 

긍정적 기능을 개선 및 유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즉, 지역

의 교환가치와 사용가치를 동시에 충족시킴으로써 젠트리피케이션으로부

터 쪽방촌 커뮤니티의 기능을 보호 할 수 있는 보다 장기적 계획 및 대

안적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주요어 : 젠트리피케이션, 빈곤밀집주거지, 쪽방촌, 지역사회조직, 사회적 

관계, 사용가치 

학  번 : 2014 - 24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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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1세기 도시는 공간적으로 전 세계의 1/1000 정도만을 차지하지만, 

전 세계 인구 절반이상이 거주하고 있으며1), 세계 자본의 1/10 이 집중

되어 있는 공간으로써 크게 성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도시의 외형적인 

성장이 반드시 도시 내의 공평한 분배를 담보하고 있지는 않다. 

그림 1. 국내 도시 2인 이상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 추이

자료: 통계청

 최근에는 오히려 세계적 경제 양극화와 더불어, 국내외 대도시들의 

도시 내 부유층과 빈곤층 사이의 소득격차가 심화되는 추세이다. 런던의 

경우 소득 상위 10%가 부동산의 60%를 소유하고 있으며, 상위 10%가 

거주하는 집값은 소득 하위 10%의 집값보다 무려 4.5배 더 비싸다

(Musterd, Marcińczak, Van Ham & Tammaru, 2015). 통계청에 따르면 우

리나라 역시 2013년 시장소득 기준으로 도시에 거주하는 2인 이상 가구

1) 세계 도시화의 핵심 이슈와 신흥도시들의 성장전망, 송미경 연구원, 서울연구원 세계
도시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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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대적 빈곤율이 20년 전보다 약 2배 증가한 14.5%를 나타내는 등 

도시가구 빈부격차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도시의 고도성장과 함께 나타나고 있는 도시 내 빈부격

차의 급격한 증가는 첨예한 사회갈등의 발생, 도시의 전반적 삶의 질 저

하뿐 아니라 도시 내 공간적 불평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도시

의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도시 내 불평등 심화에 관한 

논의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은 David 

Harvey가 지적한 바 있는 자본 및 인구 이동에 의한 도시 공간의 불평

등한 분배에 관한 논의를 가능하게 해주는 개념으로써, 지난 수십 년간 

서구에서 지리학, 사회학, 도시 정치, 도시계획 등 다양한 학계의 연구자

들로부터 꾸준히 관심을 받아온 주제이다. 이는 영국의 학자 Ruth Glass

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써, 다양한 지역 변화로 인해 새로운 인구 사회적 

특성을 가진 집단이 유입되고, 주거 및 임대가격이 상승함으로써, 경제

적으로 취약한 원주민 및 세입자가 이주하게 되는 현상을 일컫는다(이선

영, 2006). 이후 용어의 정의가 조금씩 변화해 왔으나, 여전히 본질적으

로 공간 혹은 지역의 ‘기존사용자’와 그들 보다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

를 가진 ‘새로운 사용자’간의 대립을 나타낸다(이선영, 2015). 즉, 공간

의 사용가치(use value)와 교환가치(exchange value)의 대립 또는 자본 

이동에 의한 공간 이용자의 변화를 일컫는 용어로써 이해될 수 있다

(Logan, & Molotch, 2007; Harvey, 2001).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했다. 그림1에 나타난 국내 젠트리피케이션 보도 건수의 증가와 

활발한 관련 연구가 이를 나타낸다(허자연·정창무·김상일, 2016; 

김수아, 2015; 신현준·김지윤, 2015; 김필호, 2015; 신정엽·김감영, 

2014). 이와 같은 언론 및 학계의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관심의 급격한 

증가는 우리 사회의 불균형한 성장과 불평등한 부의 분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젠트리피케이션의 특성을 극명하게 반영하고 있는 

곳은 사회·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이 밀집하여 거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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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밀집지역이다. 따라서, 국내 빈곤밀집주거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에 

관한 연구가 더욱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림 2. 국내 젠트리피케이션 보도건수 증가 추이 출처: 이선영(2015)

젠트리피케이션 연구에 있어 빈곤밀집지역을 집중해서 다루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 첫째, 빈곤밀집지역은 주민의 지역

의 복지 및 주민지원 서비스에 대한 의존성이 높고, 장소중심적 커뮤니

티(place-based community)를 형성하는 등 일반 저소득 주거지와 지역 

커뮤니티 특성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Betancur, 2011). 둘째, 노

숙과의 경계선 상에 있는 도심 빈곤층의 최후 주거안전망 기능을 수행함

으로써 그 사용가치(use value)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빈곤밀집지역에서

의 젠트리피케이션은 주거상실 혹은 절실한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어 타 

지역보다 그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일반화시킬 수 없는 특수한 지역이라

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 미디어 및 학계의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논의는 

주로 홍대, 가로수길, 성수동 등 상업지역에 그 관심이 치우쳐 있다. 또

한 일부 선행된 주거지 젠트리피케이션 연구 역시 도시 최빈곤층의 밀집

주거지가 아닌 일반적 저소득 주거지를 주로 다루고 있어 쪽방촌과 같은 

빈곤밀집지역에 발생하는 젠트리피케이션에 관한 논의가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빈곤밀집주거지를 대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의 원인과 빈곤주민 및 커뮤니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대상지는 서울시 용산구 소재의 ‘동자동 쪽방촌’으로 선정하였

는데, 이는 최근 고층주상복합 건설 및 게스트하우스 유입 등을 인해 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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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피케이션이 가시적으로 나타난 바 있고 서울시 5대 쪽방촌 중 규모

가 가장 커 대표성을 가지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첫째, 동자동 쪽방촌의 현황 및 커뮤니티의 기능을 파악

하고 둘째, 대상지의 젠트리피케이션 사례별 발생 원인을 거시적 그리고 

미시적 관점에서 분석하였으며 셋째, 쪽방촌의 젠트리피케이션이 빈곤주

민 및 커뮤니티에 미치는 영향을 빈곤 주민의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쪽

방촌에 발생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의 포괄적 이해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본 논문은 용산구 동자동에 위치한 ‘동자동 쪽방촌’을 대상지로 

선정하고, 대상지에서 발생한 젠트리피케이션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그 발생 원인과 빈곤주민 및 커뮤니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의 구체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자동 쪽방촌 지역커뮤니티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 및 역할은 

무엇인가?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변화를 살펴보기에 앞서, 동자동 쪽방촌 

주민 및 지역사회조직 관계자의 인터뷰를 통하여, 쪽방촌 커뮤니티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 및 역할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쪽방촌 

커뮤니티란 쪽방 주민과 쪽방 지역사회조직을 포함하는 개념인데, 이는 

주민 간의 관계형성 그리고 지역 내에 자리한 지역사회조직을 통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를 통해 지역 교환가치(exchange 

value)와 대립하고 있는 지역 사용가치(use value)에 대해 검토했다.

둘째, 동자동 쪽방촌에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젠트리피케이션은 지대격차와 같은 경제적 원인과 함께 신수요의 

발생과 같은 사회적 원인, 건물의 노후와 같은 물리적 원인이 맞물려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동자동 쪽방촌의 건물 철거 및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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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인해 주민의 이주를 초래한 공공주도적 그리고 시장주도적 

젠트리피케이션의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보고, 이들이 어떠한 경제, 사회, 

정책적 요소에 의해 발생하였는지 거시적 그리고 미시적 스케일에서 

알아본다.

셋째, 동자동 쪽방촌의 젠트리피케이션이 빈곤 주민 및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위의 커뮤니티 수행 기능 및 역할을 바탕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이 

동자동 쪽방촌 주민 및 커뮤니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동자동 쪽방촌의 젠트리피케이션 사례와 그 

과정을 살펴보고 주민 및 지역사회조직 관계자의 인터뷰를 통하여 

젠트리피케션이 주민 및 커뮤니티에 초래한 혹은 초래하고 있는 물리, 

사회, 경제 그리고 정서적 변화를 빈곤 주민과 커뮤니티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위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하여, 쪽방촌과 같은 

빈곤밀집지역의 특수한 기능 및 역할을 훼손하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 

도시계획 및 정책 분야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그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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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이자 지리상 서울시 

중심부에 위치하는 용산구 동자동에 소재한 ‘동자동 쪽방촌’이다. 

대상지가 소재한 동자동은 행정경계 상 용산구 남영동에 속해 있는 

법정동으로, 서울의 중심업무지구(CBD)와 주거지의 경계에 위치한다. 

현재, 동자동 쪽방촌의 지리적 경계는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9번지, 

10번지 일대와 주변의 갈월동 및 후암동 일부를 포함한다.2) 이 경계는 

서울시에서 행정적 관리를 위하여 지정한 것으로 2007년경  동자4구역의 

쪽방건물 철거가 이루어진 이후에 정의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에 더해서 동자4구역, 지금은 고층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섰으나 과거 

쪽방 및 고시원 등 빈곤층 주거가 밀집하였던 지역, 까지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림 3. 연구의 공간적 범위 자료: 연구자 구성

2)  쪽방촌은 그 특성상 명확한 지역의 경계가 없으므로, 쪽방촌의 행정적 관리를 위하여 
서울시에서 임의로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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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발생기간 내용

사례1
(공공주도)

2007 ~
2013

동자동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인한 쪽방,
여관, 여인숙의 철거 및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서울’ 주상복합을 건설함.

사례2
(시장주도)

2013 ~
2015

쪽방 및 여인숙으로 이용되던 건물이
게스트하우스로 리모델링 및 용도변경 됨으로 인한
주민 이주가 발생함.

표 1. 동자동 쪽방촌 젠트리피케이션 사례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용산의 도시재개발이 본격화되며, 지역의 

변화가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한 2000년에서 2015년 까지로(약15년) 

그동안 동자동 쪽방촌에 발생한 젠트리피케이션 사례를 살펴보았다. 

해당 기간 내 연구 대상지에서 발생한 젠트리피케이션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동자동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주상복합인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서울’을 건설한 공공주도적(public-led) 젠트리피케이션 

사례와(이하 사례1) 둘째, 게스트하우스 유입으로 인해 쪽방용도 변경이 

발생한 시장주도적(private market-led) 젠트리피케이션 사례(이하 

사례2)가 그것이다.

자료: 연구자 구성

특히, 대상지는 지난해(2014년 초) 쪽방건물 리모델링을 위한 주민

퇴거공고에 쪽방 세입자들이 크게 반대운동을 벌이며 젠트리피케이션이 

한 차례 크게 이슈화된 바 있는 곳이다(한겨레21, 2015.04.29). 따라서 동

자동 쪽방촌은 빈곤밀집지역에 발생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의 원인과 그 영

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에 적합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2) 연구의 방법 

(1) 선행연구 및 문헌조사

젠트리피케이션과 빈곤밀집지역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국외 및 국

내에서의 젠트리피케이션, 빈곤밀집지역, 그리고 쪽방촌에 관련된 국

내·외 선행연구 및 문헌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동자동 쪽방촌의 일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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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및 젠트리피케이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쪽방촌 전수조

사 데이터3)와 다양한 언론 보도자료 및 문헌을 참고하였다.

젠트리피케이션의 발생 원인은 1995년~2016년 사이 서울시 표준지

공시지가를 통해 지대격차의 발생을 확인함으로써 대도시 스케일에서 파

악하였다. 또한 대상지 젠트리파이어(gentrifier)의 공급 및 도심선호문화

를 촉진시킨 도시개발계획 등 관련 정부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젠트리피케

이션 발생의 수요측면의 원인을 정리하였다. 

(2) 대상지 사전조사

대상지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동자동 쪽방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모임과 지역봉사활동에 참여하였다. 먼저 동자동 쪽방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취약계층안전에 관한 연구모임’은 2015년 4월~11월까지 총 8개

월 간 매주 월요일 (총 20회) 걷고싶은도시만들기 시민연대(이하 도시연

대) 주최 아래 도시연대 센터장, 서울역쪽방상담소 소장, 서울시 복지정

책관 자활지원과 주무관, 하자센터 부센터장 외 다수가 참여하여 진행되

었다. 모임의 주요 내용은 동자동 쪽방촌 거주자의 주거현황과 물리적 

안전에 관한 것이었으나, 당시 이슈화되고 있던 동자동 9-20번지 주민퇴

거반대운동 사례와 같은 사회적 안전에 관한 문제도 함께 논의 되었다. 

본 연구자는 매주 모임에 토론내용의 정리자로 참여하였으며 주민 인터

뷰 보조 면접자로 동행하였다. 쪽방촌 지원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서

울시 자활복지지원과와 서울역쪽방상담소의 관계자로부터 동자동 9-20번

지 사례를 포함한 지역 변화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 지역 

이해에 대한 견문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었다.

더불어 2016년 3월에는 도시연대 및 하자센터 공동주최 쪽방 동네 

게시판을 제작 및 설치하는 ‘주섬주섬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이는 

쪽방 내부 수납공간이 부족한 주민을 대상으로 선반 제작 및 설치 

작업이다. 이 같은 지역봉사에의 참여를 통해 대상지의 일상적인 주민 

3) 서울시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관 자활지원과 에서 ‘쪽방밀집지역 전수조사’를 2013,   
2014, 2015년도 총3회에 걸쳐 실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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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체명 직위 성별

주민자치(민) 동자동사랑방 대표 여

공공(민∙관) 서울역쪽방상담소 대표 여

공공(관) 서울시 자활복지지원과 주무관 남

표 2. 동자동 쪽방촌 지역사회조직 관계자 인터뷰

생활과 쪽방 내부 주거 공간을 살펴볼 수 있었고, 주민의 생활 및 지역 

분위기를 파악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3) 심층 인터뷰  

심층 인터뷰는 2016년 2월~4월 사이 진행되었으며, 대상지는 총 

10회 방문하였으며, 인터뷰 대상은 서울시 직원 및 동자동 쪽방촌 

지역사회조직 대표를 포함하는 지역관계자와 쪽방촌 주민의 두 그룹으로 

나뉜다. 

먼저, 지역 관계자로는 지역의 공공 주민지원시설인 

서울역쪽방상담소 소장, 동자동 주민자치단체인 동자동사랑방 대표, 

서울시 노숙인 및 쪽방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 복지정책관 

자활지원과 주무관을 인터뷰하였다. 동자동 쪽방촌의 지역사회조직은 

커뮤니티의 중추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지역 및 주민에 대한 이해가 

높으며, 전반적인 지역 현황 및 변화에 대한 통찰력 있는 시각을 제공해 

주었으며, 인터뷰는 각 단체의 사무실에서 약 1~2시간 정도 단체의 역할 

및 현황, 동자동 쪽방주민 현황, 최근 지역 변화 등을 중심으로 

질문하였다. 

자료: 연구자 구성

동자동 쪽방촌 주민 인터뷰는 주로 서울역쪽방상담소 및 동자동사랑방

을 통해 섭외하였다. 젠트리피케이션을 인한 이주 경험이 있는 주민4명

을 포함하여 총 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반(半)구조화된 질문지를 

기반으로 약 30분에서 1시간 동안 참여자가 거주하는 쪽방, 동자동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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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함 성별 나이 거주
기간

수입
경로

이주
지역

쪽방
주민

김OO 남 56 3년 수급 N/A

박OO 여 34 2년 수급 N/A

이OO 남 74 48년 수급 N/A

최OO 남 55 1년 미만 긴급수급 N/A

이OO 남 68 25년 수급 N/A

윤OO 남 56 8년 수급 N/A

이OO 남 54 1년 KT자활근로 및
일용직

N/A

김OO 남 60 2년 KT희망근로 N/A

이주
주민

박OO 남 68 13년 수급 임대주택

김OO 남 59 10년 수급 임대주택

이OO 여 65 20년 이상 수급 내부이주

박OO 남 78 16년 이상 수급 내부이주

표 3. 연구 참여주민 인적 사항

방의 사무실, 혹은 KT동자희망나눔센터에서 진행하였다(표3). 인터뷰의 

내용은 주로 주민의 주거 및 경제적 현황, 이웃 및 지역에 대한 인식, 

지역 변화, 이주 과정 (젠트리피케이션 대응방식 및 대응의 한계), 이주 

전후의 사회·경제적 변화 등을 중심으로 인터뷰 대상에 따라 질문의 내

용을 적절히 수정하여 질문하였다.4)

또한 논문에 직접 인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지역의 변화 및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외에도 지역 부동산중개업자와 심층 

인터뷰를 하였고 게스트하우스 관계자, 여인숙 운영자, 상가세입자와의 

짧은 인터뷰를 추가 진행하였다.

*‘사회취약계층안전에 관한 연구모임’에서 실시한 인터뷰 4건 포함 자료: 연구자 구성  

4) 인터뷰 전 연구의 목적, 연구과정, 비밀보장 등을 설명하였고, 보조 면접자 1인이 동
행하였다. 인터뷰의 내용은 녹음, 현장노트, 녹취 후 정리하였다.



- 11 -

    3) 연구 흐름도

그림 4. 연구 흐름도                      자료: 연구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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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본 연구는 국내 대표적 빈곤밀집주거지인 쪽방촌에서 발생한 철거 

및 주민 이주의 과정을 젠트리피케이션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하고, 그 

발생 원인과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빈곤과 

빈곤밀집주거지, 젠트리피케이션의 개념과 특성을 살펴보고 주거 

젠트리피케이션 및 쪽방촌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1. 빈곤과 빈곤밀집주거지

    1) 빈곤의 정의 및 발생과정

(1) 빈곤의 개념 및 정의 

국내 사전에 따르면 ‘가난하여 살기가 어려움’ 혹은 ‘내용 

따위가 충실하지 못하거나 모자라서 텅 빈 상태’를 말하며(네이버 

국어사전), 그러한 상태에 놓인 계층을 ‘빈민’ 혹은 ‘빈곤층’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빈곤(poverty)의 개념은 각 국가, 사회의 문화의 인식, 

바라보는 관점 및 측정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빈곤은 그 측정 기준에 따라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그리고 

주관적 빈곤으로 나누어진다. 절대적 빈곤은 전체 사회의 소득분포와 

관계없이 최저라고 생각되는 어떤 수준을 정하고, 경제력이 이 수준에 

미달하면 빈곤으로 정의하는 것이다(Rowntree, 1903). 현재 국내에서 

최저생계비 기준5) 에 미달하는 계층을 빈곤층으로 분류하는 방식은 

절대적 빈곤선 측정 방식이다. 둘째, 상대적 빈곤은 전체 사회의 

소득분포를 대표하는 값의 일정 비율을 빈곤선6)으로 정하고 경제력이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라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
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규정. 필수품으로 선정된 모든 품목의 가격 및 사
용량을 토대로 표준가구(4인)의 최저생계비를 결정한 후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지역별·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도출함. 

6) 빈곤선이란 빈곤과 비빈곤을 나타내는 기준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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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인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이상

월소득
[단위
천원/월]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1,977,970 2,286,610

62만원
이하

106만원
이하

136만원
이하

167만원
이하

198만원
이하

229만원
이하

표 4. 국내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 기준(2015년)

이 수준에 미달하면 빈곤으로 정의하는 것이다(Townsend, 1979). 이는 

평균소득 또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특정 비율을 빈곤층으로 

정하는 방식으로써 국내에서는 통상적으로 가구소득 10분위수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최저소득층(소득1분위), 저소득층(소득2~4분위), 

중산화 가능계층(소득5~6분위), 중산층 이상(소득7~10분위)로 분류하고 

있다(진현환, 2003 재인용). 마지막으로 주관적 빈곤이란 사회적 기준이 

아닌 각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에 근거하여 빈곤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김주환, 2007; 우석진, 2011).

자료: 최저생계비계측조사「국가승인통계 제33104호」

더불어 최근에는 빈곤의 개념이 점차 확장되고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짐으로써 ‘신빈곤(New Poverty)’ 과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의 개념이 대두되고 있다. 먼저 

신빈곤이란 경제적 요인은 빈곤 현상의 일면일 뿐이며, 빈곤은 그 

밖에도 다양한 사회 경제적 요인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며 발생 및 심화 

된다는 견해이다(신명호, 2004). 한편 사회적 배제는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 필수적인 기본권리 박탈의 차원에서 빈곤을 바라보고 

있는데, 기존의 연구가 경제적 차원의 결핍과 부족에 집중하였다면, 

이들 논의는 빈곤을 단순히 저소득이 아닌 무력감, 좌절, 궁핍,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배제, 공공 서비스 및 그 밖의 공적인 지원기관에 대한 

접근의 상대적 부족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어, 

빈곤에 대한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파악을 가능케 한다(하성규, 2012; 

Gree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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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빈곤의 발생원인 및 과정

빈곤 발생의 원인에서 역시 기존의 개인적 차원에서의 접근에 더해 

사회구조적 결함 또한 지적된다. 개인적 문제란 개인 동기부족, 낮은 

열망수준, 게으름, 의타심 등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시각, 가구주 사망, 

질병, 불구, 노령, 낮은 교육수준 등의 현상을 의미했고, 기존의 빈곤 

원인은 이를 통해 설명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후기 자본주의의 빈곤화 

과정, 사회 산업구조 고도화, 고용 불안정성, 소비 양극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등에서 그 원인을 찾으며, 사회적 책임과 의무가 부각되고 

있다(신명호 외 8인, 2004).

이처럼 개인적 문제와 사회구조적 결함이 복잡하게 얽혀 발생하는 

빈곤은 하나의 요인이 또 다른 종류의 빈곤을 발생시키게 되는 등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빈곤을 심화시킨다. 예를 들면, 만약 한 개인이 

부모의 가난으로 빈곤할 경우, 주거불안이나 건강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질환 발생 확률이 높아지고, 또한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여 학력저하 및 

저임금을 초래함으로 인해 가난이 대물림되는 등 악순환을 발생시키게 

되는 것이다(김수현·이현주·손병돈, 2009; 김효진, 2009).

그림 5. 빈곤의 발생 과정 출처: 김수현 외2인(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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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빈곤밀집주거지의 특성

(1) 빈곤밀집주거지 종류와 형성 원인

빈민 혹은 빈곤층은 도시에서 분산 거주하기도 하지만 밀집하여 

거주하기도 하는데, 이같이 빈곤층이 모여 거주하는 공간을 

빈곤밀집주거지라고 일컫는다. 서구에서는 주로 ghetto(흑인), slum(백인), 

barrios(라틴계), mixed slums(복합) 등으로 불리고 있다. 국내의 

빈곤밀집주거지는 불량촌, 불량주거지, 무허가주택지, 도시빈민 

집단거주지, 빈민촌 등으로 다양하게 명명되고 있는데, 이처럼 

빈곤밀집주거지는 거주자의 특성, 주거의 특성에 따라 그 종류 및 

형태가 구분된다. 그러나 불량촌, 불량주거지, 무허가주택지 등의 명칭은 

주거지의 법적 불량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지역의 주민 및 커뮤니티에 

중점을 두는 본 연구와 맞지 않다. 따라서 ‘빈곤밀집주거지’로 

명명하고자 한다.

먼저,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빈곤밀집주거지(high-poverty 

neighborhood or extreme poverty area)와 흔히 혼동되는 저소득 

주거지(low-income area)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는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는 주민 비율에 의해 정해지게 되는데, 저소득 주거지가 주로 

주민의 약 20~39% 정도가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는 비교적 양호한 

지역을 가리키는 반면, 빈곤밀집지역은 도심 최빈곤층이 오랜 기간 

밀집거주하며 비공식적인 노후·불량 주거지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으로써 주민 40% 이상이 빈곤선 이하에 해당하는 지역을 일컫는 

다(U. S. Bureau of the Census, 1974). 

한편, 빈곤밀집주거지는 아래 표5과 같이 형성 지역에 따라 

도시지역 혹은 도시 외곽지로, 또한 그 법적상태에 따라 공식 혹은 

비공식 주거로 유형화될 수 있다. 특히, 도시지역의 공식적 

빈민주거로는 민간·공공임대주택, 호텔, 간이숙박소 등이 있으며, 

비공식 주거는 스쿼터(squatters) 혹은 노숙이 있으며, 본 논문에서 

다루는 쪽방촌은 도시지역의 비공식 주거 유형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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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도시 외곽지

공식적
주거

1) 민간임대주택
2) 공공임대주택
3) 호스텔, 간이숙박소등

1) 민간임대주택
2) 공공임대주택

비공식
주거

1) 스쿼터(squatters)
- 정부로부터 승인 / 비승인

2) 노숙

1) 불법 분할(pirate subdivision)
- 자가 혹은 임대

2) 스퀴터(squatters)
- 정부로부터 승인 / 비승인

3) 피난민 캠프(refugee camp)

표 5. 빈민 주거 및 불량촌 유형화   

출처: 하성규(2012) 재인용

(2) 빈곤밀집주거지 발생원인

빈곤밀집주거지의 형성원인으로는 인종 차별, 탈산업화, 숙련노동자와 

미숙련노동자의 차이, 백인 및 흑인 중산층의 교외이주, 공간적 불일치, 

경제적 구조조정, 도심 투자회수, 주택시장의 차별, 정부 정책 등을 꼽을 

수 있다(Goetz, 2003).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빈곤밀집은 범죄율의 상승, 정신 및 육체적 

건강 악화 등의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며, 해당 지역 

지방정부의 공공재원의 부족으로 인해 공공서비스 부족현상이 나타나는 

등 주민 및 지역에 경제적인 악영향을 유발시킨다고 알려져 

있다(Joassart-Marcelli, Musso, & Wolch, 2005). 더불어 공간적인 

고립으로 인하여 사회적 네트워크와 롤 모델의 부재 등으로 인해 

인력시장과의 연결이 어려워지거나, 직장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지는 등 사회적 자본의 결핍 및 빈곤의 세습이 발생하기도 

한다(Bayer, Ross, & Topa, 2004; Bifulco, Furtado, & Ross, 2011). 

Goetz(2003)는 빈곤밀집의 원인과 영향을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현하였다. 하지만 이는 빈곤밀집주거의 영향(concentration 

effect)에 대한 논의를 지나치게 단순화시켜 표현하고 있는 비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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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기도 한다. 즉, 주로 빈곤밀집의 영향이자 결과로 표현되는 현상들이 

많은 부분 ‘빈곤밀집’의 결과가 아닌 ‘빈곤’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기에 그 인과관계 설명에 오류가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논의는 

다음 ‘빈곤의 밀집 및 분산에 대한 논의’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그림 6. 빈곤밀집의 원인과 영향 출처: Goetz(2003)

(3) 빈곤의 밀집과 분산에 대한 논의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빈곤밀집주거지의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빈곤밀집지역의 철거 및 비자발적 이주 발생은 빈곤밀집주거지의 

해체 및 분산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빈곤밀집주거지를 해체 및 

분산시키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논의는 빈곤의 분산에 관한 논의와 

일맥상통한다. 

빈곤밀집지역의 해체에 관한 학술적 논의의 시작은 1987년 William 

J. Wilson의 저서 ‘The Truly Disadvantaged(1987)’에서 기인하는데, 

그는 빈곤밀집지역은 빈곤층의 사회적 연결망 결핍을 발생시켜 사회적 

지위 향상 기회를 박탈하고 빈곤의 재생산을 일으킨다고 말했다. 또, 

그는 밀집된 빈곤이 개별적 빈곤보다 더 큰 사회적 악영향을 초래한다는 

주장을 펼쳤다(Steinberg, 2010).

이외에도, 미국 빈곤 및 빈곤지역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기술한 

Jargowsky & Bane(1991), 빈곤과 강력범죄의 연관성에 대하여 서술한 



- 18 -

Stretesky, Schuck, & Hogan(2004), 청소년 범죄율과 빈곤밀집의 관계에 

대하여 연구한 Ludwing, Duncan, & Hirschfield(2000), 미국 24개 도시의 

빈곤지역을 대상으로 알코올, 마약사용과 빈곤밀집의 연관성을 실증한 

Valdez, Kaplan & Curtis Jr.(2007)의 연구 그리고 지역의 성장환경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Sard & Rice(2014) 등의 연구는 

빈곤의 밀집이 초래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Wilson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상반되는 입장도 존재한다. 이들은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로 빈곤분산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첫째, 

분산정책이 이주를 경험하는 주민에게 사회·경제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이주하여 온  

빈곤주민이 분산 이주하여 정착하게 된 지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분산정책이 현존하는 

빈곤밀집지역의 커뮤니티를 해체시키는 부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것이 그것이다.

Goetz(2010)는 미국의  분산정책 HOPE VI의 대상이 된 이주민을 

대상으로 이주 전후의 생활 변화에 대해 설문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 

빈곤층의 비공식적 지지 네트워크의 관계의 분절에 대하여 밝힌 바 

있으며, Greenbaum, Hathaway, Rodriguez, Spalding, & Ward(2008)는 

빈곤분산을 초래하는 미국의 HOPE VI 프로그램이 빈곤층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단절시킴으로써 새로운 어려움을 발생시키거나 상호부조의 

관계를 분절 시킬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Steinberg(2010)는 빈곤의 밀집으로 인해 마약, 범죄 등 

부정적인 사회적 영향을 발생시킨다는 주장에는 심각한 오류가 내재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빈곤의 밀집은 빈곤이 확대 및 심화되어 

나타나는 표면적인 현상일 뿐, 사회적 악영향의 근원이라고 볼 수 없다. 

즉, 빈곤을 분산시키는 정책에 집중하는 것은 사회문제에 대한 잘못된 

처방으로써 무의미하거나 혹은 비가시화를 통해 현황을 악화시키게 될 

뿐이며 따라서 빈곤 분산이 아닌 빈곤 자체의 퇴치만이 해결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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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젠트리피케이션 이론 

본 장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의 정의와 함께, 발생 원인을 둘러싼 

학자들의 다양한 이론과 그 영향에 대한 논의를 살펴본다.

    1) 젠트리피케이션의 정의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은 국내에서 도심재활성화, 도심회귀, 

도시회춘, 도심고급주택화 등으로 번역되고 있다. 이선영(2014)은 비록 

용어 자체는 새로울지라도, 그 현상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즉, 젠트리피케이션이란 이제까지 국내에서 재개발, 뉴타운, 

합동재개발, 도시재개발, 주택재개발, 도심재활성화, 도시재생 등 각기 

개별적 현상으로 이해되고 있던 것을, 하나의 본질적 개념으로 묶어 

표현 가능하도록 해주는 포괄적 용어(umbrella term)라고 할 수 있겠다. 

이는 신사를 뜻하는 gentry 에서 파생된 용어로써 런던의 저소득 

노동자 주거지에 중산층 및 상류층이 유입됨으로써 주거지가 고급화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1964년 영국 학자 Ruth Glass가 처음 사용하였다. 

당시 영국은 탈산업화가 한창 진행되어 고용구조가 급변했고, 이에 따라 

기존에 노동자가 거주하던 도심 주거지에 중산층 및 상류층이 

유입되면서 도시 인구 구성 및 지역적 특성이 빠르게 변화한 것이 그 

원인이 되었다(조명래, 2013). 

이후 40년간 수많은 연구자들의 논의를 거치면서 젠트리피케이션은 

그 개념이 조금씩 변화해왔는데, Lees(2000)는 ‘중산층이 도시로 

이동함에 따라 토지 및 주택가치가 상승하고 빈곤층 이동을 유발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Hamnett(1991)은 ‘빈곤 및 노동자층의 근린 및 

다인종지역에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이 침입하는 현상과 다수 원거주민의 

이주 현상’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또한 Ley(1993)은 지역의 사회적 

지위의 상향이동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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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자인 김걸(2006)은 ‘중산층이나 상업개발자에 의한 쇠퇴 

부동산의 복구 혹은 향상을 의미하는 현상이며 종종 저소득층의 전출을 

야기하는 특성을 갖는다.’고 정의하였으며, 이선영(2008)은 ‘개발된 지 

오래된 도심 부근의 쇠락한 저소득층의 주거지로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 

이주해옴으로써 기존의 저소득층을 대체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더불어 최근에는 발생 지역, 형태, 스케일에 따라 상업 

젠트리피케이션(commercial gentrification), 문화 및 예술 

젠트리피케이션(cultural gentrification), 관광 젠트리 피케이션(tourism 

gentrification), 수퍼 젠트리피케이션 (super gentrification) 등의 새로운 

용어들이 생겨났다 (Lees, Slater, ＆ Wyly, 2007; 이선영, 2008; 

김걸·남영우, 1998). 그러나 이들은 모두 본질적으로 도심 공간의 

‘기존 사용자’와 그들보다 더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진 ‘새로운 

사용자’간의 대립(이선영, 2015) 다시 말해, 도심 공간에 대한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대립에 의한 공간의 편성 및 재편성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Glass의 초기 고전적인 정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

    2) 젠트리피케이션의 원인

젠트리피케이션의 원인에 대한 논의는 1980년~1990년 사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논의의 주축으로 자본 및 공급측면의 논의를 펼친 

Neil Smith, 사람 및 수요측면의 논의를 펼친 David Ley 그리고 이후 두 

연구자의 주장을 통합한 Chris Hamnett의 통합적 측면의 시각을 들 수 

있다. 

먼저 Smith(1979)는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의 원인을 자본 및 공급측

면(supply side)에서 설명하는 ‘지대격차이론(rent-gap theory)’를 주장

하였다. 지대격차이론이란 도심 특정지역의 현재토지가격인 현재지대

(capitalized ground rent)와 토지가 최고 및 최적 이용될 경우의 토지가

격인 잠재 지대(potential ground rent)간의 격차가 벌어짐으로써, 자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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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 창출을 위해 도심으로 이동하며 젠트리피케이션을 발생시키게 된

다. 지대격차는 주로 도심 지역의 건물 노후화, 물리적 마모 등을 인한 

가치하락으로부터 시작된다. 가치가 하락하는 지역은 근린쇠퇴, 자본유

출을 발생시키고, 그에 따라 금융기관 및 지주에 의한 저투자 및 투자 

회수로 사회적 분리를 초래함으로써 점차 현지지대와 잠재지대의 격차가 

점차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은 그 격차가 최대 

시점에 도달하였을 때 발생한다(Diappi & Bolchi, 2008; 이선영, 2009). 

즉, 이는 지대격차가 크게 벌어진 도심 지역의 발생을 통해, 그곳으로의 

자본이 투입되는 것이 젠트리피케이션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보는 시각으

로써, 자본의 도시로의 복귀에 초점을 맞춘 공급의 측면(supply side)의 

설명이다. 

그림 7. 지대격차 이론 출처: Smith(1996)

한편, Ley(1980, 1986)는 공급측면의 논의가 젠트리피케이션의 

주체인 젠트리파이어의 형성과 이들의 사고, 특성에 대하여 주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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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피케이션의
발생조건

임대료 격차
(Rent gap)

없음 있음

잠재적 주체
(Potential
gentrifier)

없음 X X

있음 - -

도시내부 수요
(Inner city
demand)

없음 X X

있음 O ?

표 6. 젠트리피케이션 개념의 조건

않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며, 수요측면의 논의를 펼쳤다(Lees et al., 

2010). 수요측면의 논의는 젠트리피케이션의 원인이 자본이 아닌 사람 

즉, 도심 내부를 선호하는 수요자 계층, 즉 젠트리파이어의 발생에 

있다고 본다. 젠트리파이어의 발생은 후기 산업사회의 산업구조가 

제조업으로부터 법률, 은행, 금융과 같은 서비스 부문 음악, 광고, 

미디어 등 창조산업의 직종으로 변화함으로써, 미숙련 노동자 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높은 교육수준을 가지며 임금 수준이 높은 화이트칼라 

노동자 및 여성고용이 증가에 그 원인이 있다. 이들은 주로 구매력이 타 

도시공간이용자에 비해 강하며, 소비와 신분을 중시하고, 자아실현 

(self-actualization)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들은 도시 중심부에 

거주를 지향한다(이선영, 2009). 이에 따라 Ley(1986)는 캐나다 22개 

대도시를 사례로 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연구에서, 4차 산업 종사자 

비율과 대졸 이상 교육인구 비율 변수를 합친 ‘사회적 지위 지수(social 

status index)’를 이용하여 젠트리피케이션의 발생을 확인한 바 있다. 

                                     출처: Hamnett(1991) 참고로 재구성

그러나 이후 Hamnett(1991) 은 Smith와 Ley의 서로 대비되는 이론을 아

우르는 ‘수요·공급 통합이론’을 주장하였다. Hamnett이 제시하고 있

는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의 통합적인 조건은 (1) 젠트리피케이션에 적합

합 지역의 공급, (2)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주체의 생성, (3) 매력적 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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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4) 도시 내부의 주거를 선호하는 문화적 성향이 있으며, 그의 주

장에 따르면 젠트리피케이션의 발생의 원인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는 

Smith의 공급측면과 Ley의 수요측면의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만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게 된다(표6). 

더불어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정책적 논의도 존재한다(Newman & 

Wyly, 2006; Batancur, 2011; Shin, 2014). 이들은 과거와 현재의 다양한 

정부정책들이 젠트리피케이션을 촉진 혹은 방해하는 요소로써 작용하며, 

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수요나 공급측면만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을 설명하는 것은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정책 중심적 

시각은 도시가 광범위한 사회적, 정치 및 경제적 요인들과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관점을 제공하며, 도시의 공간적 재편에 있어 정부 및 

공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김걸 

1988; 이선영 2009). 

    3) 젠트리피케이션의 영향 

젠트리피케이션이 도시 및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대립되는데, 1970~80년대 미국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이 도시 

재정비, 도시 재생, 도심 재활성화 등 주로 긍정적인 의미가 

부각되었으나, 최근에는 고급 주택화 등 지역의 고유성 및 장소성을 

파괴하는 면모가 강조되기도 한다. 아래 표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지역에 

미치는 긍정적 그리고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립되는 다양한 시각을 

정리한 것이다. 

먼저, 젠트리피케이션의 긍정적 영향으로는 쇠퇴지역의 안정화, 

지역 자산가치의 상승, 재정 수입의 증가, 개발 가능성의 증가, 교외화 

현상 감소, 사회계층 혼합 증가, 범죄율 감소, 자산의 갱생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이들은 ‘도시 쇠퇴와 도심 방치의 문제에 비하면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는 크지 않다.’는 주장이 핵심이다. 반면,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정적 영향으로는 주거비 상승으로 인한 원주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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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

물리적
Ÿ 낙후 도심의 지역 미화

Ÿ 교외화 현상 감소
Ÿ 빈곤층 저렴주거의 멸실

경제적

Ÿ 지역 자산가치 상승 및 자산

갱생

Ÿ 지역재정수입의 증가

Ÿ 향후 개발의 장려 및

가능성의 증가

Ÿ 주거비 상승

Ÿ 지속불가능한 투기적 자산

가치 상승

Ÿ 로비활동으로 인한 지역

지출 증가

Ÿ 상업/공업 이주

Ÿ 주변 빈곤지역의 이주 및

주택 수요 압력

사회적

Ÿ 쇠퇴 지역의 안정화

Ÿ 범죄율 감소

Ÿ 사회계층 혼합 증가

Ÿ 빈곤밀집의 문제 해결(빈곤

분산)

Ÿ 지역 내 갈등 발생

Ÿ 범죄율 증가

Ÿ 사회적 다양성의 감소

Ÿ 빈곤지역의 비가시화 및

파편화

Ÿ 원주민의 비자발적 이주

발생

Ÿ 주거 상실 / 노숙인 발생

Ÿ 주택 점유율 및 주민 감소

Ÿ 지역 리더십 및 주요 단체의 변화

심리적 ㅡ
Ÿ 지역 내 갈등 및 비자발적

이주로 인한 정신적 비용

표 7. 젠트리피케이션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

이주, 지역의 갈등 증가, 지불가능주거의 멸실, 지속 불가능한 투기적 

자산가치 상승, 로비활동 등을 인한 지역 지출 증가, 범죄율 증가, 

점유율 감소 및 주민 감소 등을 언급하고 있으며, ‘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시 빈곤주민을 해치는 현상으로써, 자본투자회수에 의한 파괴적이고 

분열적인 과정이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출처: Atkinson, 2002 참고로 재구성

이처럼 젠트리피케이션은 발생 지역에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한 

영향을 발생시키는데, 어떠한 혹은 누구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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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하는가에 따라서 그 영향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갈린다. 또한, 

젠트리피케이션의 종류 및 성격에 따라, 그리고 발생 지역 및 주민의 

특성에 따라 그 영향과 규모가 각기 다르게 나타나므로, 그 영향에 대한 

하나의 단일한 설명을 하기보다,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설명이 

필요하다.

  3. 주거지 젠트리피케이션 및 쪽방촌 관련 선행연구

본 장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 사례의 발생원인, 과정 및 영향에 대한 

연구 중 특히 저소득주거지나 빈곤밀집지역에 발생한 젠트리피케이션을 

다루고 있는 국내 및 해외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1) 주거지 젠트리피케이션 선행연구

(1) 국내 선행연구

국내에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용어가 소개되고 연구되기 시작한 것

은 최근 일이다.  국내의 초기 젠트리피케이션 연구는 주로 외국의 젠트

리피케이션 이론 및 사례를 소개하는데 초점을 맞춰왔다(Byun, 2003: 정

현주, 2005; 박진빈, 2007; 신정엽 2014). 그러나 최근 2~3년 사이에 젠트

리피케이션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며, 국내의 사례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

어지고 있는데, 주로 북촌, 서촌, 경리단길, 홍대 등의 문화·예술 및 상

업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며(정지희, 2007; 하종성, 2016; 

김희진, 2015) 주거지역의 사례를 다루는 연구는 많지 않다. 아래의 표는 

국내 젠트리피케이션 연구 중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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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연구자 연도 제목 대상지

공공
주도적

김 걸 1999
젠트리피케이션의 쟁점과 전망 :
서울 동소문 재개발구역의 사례

서울시
(동소문)

김 걸 2006
서울의 주택재개발과
젠트리피케이션 과정으로써 근린변화:
월곡 4동 재개발구역의 사례연구

서울시
(월곡4동)

신현방 2008
Living on the edge: financing
post-displacement housing in urban
redevelopment projects in Seoul

서울시
(난곡동)

이선영 2009
용산재개발지구의 근린변동과
젠트리피케이션 과정

용산
재개발구역

시장
주도적

정지희 2008 문화-예술시설 입지에 기반한
삼청동길의 가치상향적 상업화

삼청동

진창종 2012
홍대앞 주거지의 상업화 과정 및
특성에 관한 분석_문화주도적
젠트리피케이션의 관점에서

홍대

표 8. 국내 주거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선행연구

자료: 연구자 구성

김걸(2006)은 서울시 행정동별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현황 및 요인을 

계량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사례지역인 월곡4동 주택재개발구역의 지역 

및 인구변화 그리고 젠트리파이어의 인구학적, 경제적 특성 및 

전입패턴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서울에서 발생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은 

지대격차논제와 후기산업논제에 의해 설명된다는 점에서 서구선진국과 

유사하지만, 젠트리피케이션을 바라보는 서울시 자치 정부의 도시정책적 

관점이 서구 선진국 자치정부의 관점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밝혔다. 

신현방(2009)은 서울시 합동재개발사업이 초래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 관악구 난곡동 재개발지역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그리고 

지대격차의 발생이 해당 지역의 합동재개발 추진을 가능케 하였으며, 

재개발지역의 정치사회적 요소, 즉, 젠트리피케이션 주체들의 재산에 

기반한 관심(property based interest)의 작동이 젠트리피케이션의 발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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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말하면서, 원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합동재개발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선영(2009)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이 근린에 미치는 영향을 용산재개발구역을 중심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대상지의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원인을 

지대격차, 정부정책, 생활양식의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으며, 개발 

전후의 물리, 사회, 공간적인 변화를 살펴보고 있다. 그 결과, 부도심의 

지대격차 발생과 함께 정부의 개발정책이 젠트리피케이션의 의도적 혹 

비의도적인 유발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도시재생사업이 

고소득 외지인 입주 및 원주민 이주를 발생시키며, 무미건조한 

도시환경을 발생시킴을 보이고 있다. 

반면, 정지희(2008)와 진창종(2012)의 연구는 정부의 직접적 개입 

없이 발생하는 개별 시장에 의한 시장주도적 젠트리피케이션, 즉, 

주거의 상업화 과정을 다루고 있어, 정부의 재개발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의한 젠트리피케이션을 다루는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하지만 이들 연구는 젠트리피케이션이 거주하는 주민 및 커뮤니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본 연구와는 달리 대상지의 상가 

형성과정, 상점들의 입지요인 및 특성을 밝히는데 초점을 두고 있어 본 

연구와 현상을 분석하는 관점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인다.  

이처럼 국내 젠트리피케이션 선행연구는 주택재개발 및 

도시재생사업 등 정부의 직접적 개입에 의해 발생하는 정부주도적 

젠트리피케이션(public-led gentrification)과 개별 시장에 의해 자생적으로 

발생하는 시장주도적 젠트리피케이션(private market-led gentrification)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국내 도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들을 

젠트리피케이션의 프레임에서 심도 깊게 다루고 있어, 젠트리피케이션 

연구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특히, 김걸(2006), 신형방(2009) 그리고 

이선영(2009)의 연구는 국내의 주거지 젠트리피케이션을 대도시 

스케일과 근린스케일에서 분석함으로써, 이에 대한 거시적 및 미시적 

관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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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선행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주거지 젠트리피케이션의 

사례지역은 대부분 일반 저소득주거지로써 본 연구에서 조명하고자 하는 

쪽방촌과 같은 도심 최빈곤층이 거주하는 빈곤밀집지역을 다루고 있지 

않아 본 연구와 차이점을 가진다. 

(2) 해외 선행연구 

서구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논의의 역사가 깊은 만큼, 그동안 

빈곤층의 주거지 해체에 관련되어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되었다. 서

구의 주거지 젠트리피케이션 사례연구는 젠트리피케이션 과정에서 정부, 

비지니스 그리고 개발 이익과 비영리 단체의 협력관계를 조사한 연구

(Reese, 2010), 주민의 비자발적 이주과정과 영향에 초점을 맞춘 연구

(Newman & Wyly, 2006; Nelson, 1988; Marcuse, 1986) 지역 커뮤니티에

의 영향을 다루는 연구(Batancur, 2011; Atkinson, 2000) 등이 있다.

먼저, John Batancur(2011)의 연구는 시카고의 라틴계 저소득층 주

민이 밀집거주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이 지역 커뮤니티 구

조의 지원 및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인터뷰, 비공식 대화, 지역 모임 등

의 질적인 방법을 이용해 조사하였다. 연구의 결과, 거듭된 비자발적 이

주가 지역사회 형성에 대한 희생과 투자를 낭비함과 동시에 지역성 확립

이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플랫폼 역할 수행에 해가 되며, 저소득층 

소수민족은‘장소중심의 지역사회(place-based social fabric)’를 구성하

기 때문에 젠트리피케이션에 더욱 취약함을 보였다. 

Newman & Wyly(2006)의 연구는 미국 뉴욕의 7개 지역을 대상으로 

젠트리피케이션에 의한 주민의 비자발적 이주에 초점을 맞추어, 그것이 

주택시장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 및 그에 대한 공공 및 민간의 저항에 대

하여 조사했다. 그 결과,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비자발적 이주와 뉴

욕시 주택시장 양극화의 관계를 실증하였고, 더불어 각 사례지역에서 저

소득층의 비자발적 이주 방지를 위한 뉴욕시 공공 및 민간의 다양한 저

항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저소득지역 주민의 비자발적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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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과 공공 및 민간의 저항을 살펴보는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

와 유사하다. 

Marcuse(1986)는 젠트리피케이션과 도심 쇠퇴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뉴욕시의 사례를 통해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는 도

시의 쇠퇴와 젠트리피케이션의 반복이 저소득 주민의 대거 이주와 지역

의 양극화를 심화시킨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즉, 흔히 생각하듯 젠트리

피케이션이 도심 쇠퇴의 치유책이 아니라, 오히려 도시 전체적인 악순환

을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더불어 이를 촉진하거나 해결하는데 있어서 정

부 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Reese, Deverteuil & Thach(2010)의 연구는 미국 L.A. Skid Row지역

의 젠트리피케이션 사례를 조사하였는데, 연구의 목적은 비즈니스, 개발 

이익과 비영리 단체의 협력관계에 대한 조사함으로써 젠트리피케이션과 

정치적 투쟁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 결과, 대상지의 빈곤분산을 

촉진하는 두 가지 원인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첫째, 주택 및 서비스의 

이주와 둘째, 정부 정책에 의한 저소득 주민의 불법화로 나타났다. 

해외 주거지 젠트리피케이션 사례 연구를 살펴봄으로써 다음과 같

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젠트리피케이션이 빈곤밀집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젠트리피케이션의 직접적 영향권 아래 

속한 주민과 더불어 지역의 리더 및 의사결정자, 시공무원 등 다양한 관

련주체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빈곤밀

집주거지역은 ‘서비스 의존적(service-dependent)’인 성격을 가짐으로

써, 빈곤밀집주거지의 젠트리피케이션을 살펴볼 경우, 정부, 비지니스, 

비영리단체의 현황 및 역할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

다. 마지막으로 공공 및 민간의 정책이 젠트리피케이션에 현상의 추진 

혹은 방지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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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쪽방촌 관련 선행연구

쪽방촌은 국내의 대표적인 빈곤밀집지역으로써, 그동안 다양한 연

구들이 이루어져 왔다(김효진, 2006; 이현옥·이은정, 2003; 조희은, 2014; 

김윤이, 2009; 오현주, 2015). 쪽방촌에 관련된 연구로는 쪽방촌 주민의 

삶, 건강, 물리적 안전, 사회적 연결망 그리고 지역 공간구조에 대한 연

구 등 매우 다양한 연구가 존재하는데, 이들 연구는 본 연구의 대상지인 

쪽방촌의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 특별히 본 연구

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 연구로는 쪽방촌 주민의 공간구조 및 인식에 

관한 연구(김효진, 2009; 조희은, 2014), 사회적 관계에 관한 연구(이현

옥·이은경, 2013; 장연진, 2001) 그리고 쪽방 철거 및 이주현황을 다루

는 연구(김윤이, 2006)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영등포 쪽방촌을 대상으로 쪽방 주민의 지역에 대한 공간적인 인식

을 조사한 김효진(2009)은 쪽방촌 주민이 지역의 내부와 외부를 ‘우리

세상’ 과 ‘밖’으로 구분지어 규정하며, 지역 밖에서는 위축심리를 가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민은 쪽방 생활에 대해 ‘빈곤의 공간’

이라는 부정적 이미지와 ‘편안함’ 혹은 ‘사람이 사는 냄새가 나는 동

네’ 등 긍정적 이미지의 이중적 인식이 공존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비록 노후 불량하지만, 주민들은 쪽방촌에서의 유대관계 등을 통해 

정서적인 만족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조희은(2014)은 돈의동 쪽방촌의 공간구조와 사회연결망의 상호관련

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이는 김효진(2009)과 비슷한 연구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첫째, 쪽방은 도시에서 중심성이 높은 지역에 있으나, 

단절되고 고립된 공간구조 형태를 가지며, 둘째 도시적으로는 고립 단절 

되어 있으나 지역 내부적으로는 밀도 높은 사회적 연결망을 가지고 있음

을 나타낸다.

이현옥·이은정(2013)의 연구는 본 연구의 대상지인 동자동 쪽방촌

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 생활경험과 주민관계에 대한 연구이며, 그 결과,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은 비록 생활이 불편하지만, 쪽방이‘노숙보다는 

나은’ 공간이라는 심리적 안도감을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 31 -

최근 주민간의 도움을 주고받는 일들이 늘어나며 유대감이 강화되고 있

다고 하였다. 이는 도시저소득층 사회적 관계망의 기능을 조사한 장연진

(2010)의 연구 그리고 사당동 재개발구역을 조사한 조은·조옥라(1992)의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마지막으로 김윤이(2006)는 도시계획시설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영등포 2동과 남대문로 5가 쪽방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쪽방지

역 철거 시 주민보상에 관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연구결과, 쪽방

촌 철거에 있어서 사업방식에 따른 보상 및 이주대책의 결정, 비합리적

인 주민보상 및 이주대책 기준, 부적절한 주민보상 및 이주대책, 수평이

동으로 보이는 잠재적 주거하향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

다.

이와 같은 쪽방촌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선행연구는 쪽방촌 현황 

및 주민특성, 주민관계, 커뮤니티 특성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특히, 김윤이(2006)의 경우 쪽방지역의 철거 현황과 문제점을 상세히 다

루고 있어 본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이 같은 쪽방촌의 철

거 및 비자발적 이주 발생과 같은 지역의 변화를 젠트리피케이션의 프레

임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빈곤밀집지역의 철

거 및 이주사례를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통합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 영향을 개인적 그리고 커뮤니티적 관점에서 해석함으로써, 빈곤지역

의 해체와 같은 도시 공간재편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국내 젠트리피케이

션 논의에 기여하고자 한다.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본 연구는 다음 네 가지 측면에서, 기존 주거지 젠트리피케이션 

연구 및 빈곤밀집주거지 철거 및 비자발적 이주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첫째, 국내 주거지 젠트리피케이션 선행연구는 일반 저소득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본 연구는 도심 빈곤층의 최후 주거 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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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빈곤 밀집주거지인 쪽방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주거지 젠트리피케이션의 영향을 분석함에 있어 

지역정부나, 시장의 관점 혹은 젠트리파이어의 관점이 아닌 빈곤층 

주민과 커뮤니티의 관점에서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 

셋째, 선행된 주거 젠트리피케이션 사례 연구들이 재개발 혹은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의 대상 사업지구 내에서의 변화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 본 연구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을 넘어 

그것이 동자동 쪽방촌이라는 지역 커뮤니티에 끼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지역에 발생한 일련의 사례들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국내 철거 및 비자발적 이주에 대한 연구는 연구 

대상지의 개발 및 재개발의 문제점을 다루고 있으나, 현상 발생의 

원인에 대한 분석을 다루지 않았다. 반면 본 연구는 이를 

젠트리피케이션의 프레임으로 바라봄으로써 현상의 발생 원인을 거시적 

그리고 미시적 스케일에서 해석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III. 국내 빈곤밀집주거지와 동자동 쪽방촌

  1. 국내 빈곤밀집주거지

    1) 국내 빈곤밀집주거지 형성과 변천

한국은 6.25 전쟁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함께 농촌인구 및 피난민 

도시 유입이 발생하였다. 이들 중 주거지를 확보하지 못한 사람들은 

주로 일자리가 밀집된 도심 하천변 혹은 구릉지에 산동네, 달동네, 

판자촌 등으로 불리는 무허가 판자촌을 형성하였고, 이것이 한국 도심 

빈곤밀집주거지 역사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이소정,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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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1970년대에 정부는 대대적인 도시 재정비를 위하여 판자촌 

재개발사업인‘정착지 조성 이주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는 기존 

판자촌에 거주하던 주민을 타 지역으로 대거 이주시킨 후, 도시를 

재정비하는 사업인데, 이는 판자촌을 근본적으로 없앤 것이 아니라 단지 

공간적 이동에 그치면서, 오히려 이를 암묵적으로 승인하고 양성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이후 이 같은 무허가 불량주거지역이 도시 

전역으로 확장되면서, 신흥무허가주거지인 비닐하우스촌이 발생하게 

됐다.

1980년대의 빈곤밀집주거지 관련된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는 

합동재개발사업 추진을 꼽을 수 있다. 이는 도시 공간 이용 고도화에 

대한 요구 및 해외건설업 침체가 맞물려 추진된 정부 사업으로, 

무허가판자촌이나 비닐하우스촌 등의 빈곤층 주거지를 대규모 

정비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또한 시내 무허가주택에 대한 집중 

단속이 추진되었다.

1990년대에는 서울의 주택재개발이 완료되며, 과거의 대표적 빈민 

집단거주지인 산동네, 달동네가 대부분 사라졌다. 하지만, 

빈곤밀집지역이 비가시화 되고 파편화 되었을 뿐 빈곤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홍인옥, 2004). 따라서 빈곤층 세입자는 뿔뿔이 흩어졌고, 

이에 따라 쪽방, 지하셋방, 고시원 등의 새로운 불량주거가 생겨났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펼쳤지만, 빈곤층 주거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IMF를 기점으로 사업의 실패 등을 인한 실업률이 급상승 

하며 노숙문제가 새로운 빈곤층 주거문제로 등장하였다.

이처럼 국내 빈곤밀집주거지의 지난 50년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같은 빈곤밀집지역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정착지 조성 

이주사업, 합동재개발 및 주거지정비사업, 무허가주택 단속 등의 정부 

정책이 큰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 동안 국내 

빈곤밀집지역은 밀집과 분산을 반복해 왔으며, 최근에는 빈곤층 주거가 

더욱 다양해지고 분산되면서 점차 비가시화되는 추세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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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도시 지역 도시 외곽

공식
주거

1) 민간임대주택(전세, 보증부
월세, 월세, 사글세)

2) 공공임대주택
3) 여인숙 등 허가된 숙박업소

1) 민간임대주택
2) 공공임대주택

비공식
주거

1) 쪽방(일세 등), 옥탑 방,
지하주거

2) 비닐하우스
3) 고시원
4) 노숙

1) 비닐하우스, 텐트등의 임시거처
2) 공장, 창고 등 비주거용 시설이용

표 10. 한국 빈민 주거 및 불량촌 유형화

시기 1960중반 ~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 현재

유형
기존 무허가불량주거지
(판자촌, 달동네, 산동네)

신흥무허가주거지
(비닐하우스촌)

빈곤층 주거지의 다변화
(공공·민간임대주택,
쪽방, 지하셋방,
비닐하우스촌)

배경
산업화와 성장중심주의
(공간의 비효율적 활용)

도시공간 이용의
고도화에 대한 요구,
해외건설업의 침체

주택소비의 불평등 심화
주거공간의 상징성 강화

특징
저임금 노동력의
안정적 재생산 기제
(희망의 달동네)

자본주의적이윤창출의제물 파편화, 비가시화

정부
대책

정착지 조성 이주사업
(암묵적 묵인, 재생산)

합동재개발사업 및
주거지정비사업 도입,
시내 무허가주택
단속정책 추진

무관심, 무대응
(무주거자 등 극단적인
빈곤층 주거문제 등장)

결과
판자촌이 도시전경으로
확산

시 외곽지역 등 이주,
신흥 무허가주거지 형성

빈곤층 주거지의 파편화
및 비가시화

표 9. 한국 빈곤층 주거지의 변천과정

자료: 이소정(2006) 참고로 재구성

    2) 국내 빈곤밀집주거지 현황

현재 국내 빈민주거 및 불량촌의 유형은 아래와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먼저 형성된 지역에 따라 도시 지역 그리고 도시 외곽 지역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는 다시 공식 주거와 비공식 주거로 나눌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쪽방촌은 비닐하우스, 고시원 등과 함께 

도시 지역에 자리잡은 비공식 주거이며, 도시지역의 공식 주거로는 

민간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여인숙 등이 있다.

 자료: 하성규(200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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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쪽방과 쪽방촌  

    1) 쪽방의 정의 

쪽방이란 일반적으로‘좁은 방’ 혹은 ‘잘게 쪼개어진 방’을 뜻

하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는 없다. 이는 쪽방 건물이 내부 공

간을 국내 최저주거기준7) 미만으로 잘게 쪼개어 운영하는 등의 불량성8) 

그리고 불법 무허가 숙박업소의 불법적9) 성격을 띄고 있어 비공식적인 

주거형태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쪽방은 각 연구자 및 연구 목적

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정의내려지고 있다(하성규, 2007). 

쪽방에 대한 개념 정립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첫째, 주거시설 측면

과 둘째, 거주자 특성의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표11). 주

거시설의 특성을 중심으로 정의하는 경우로는 한국도시연구소(2005), 쪽

방재생포럼(2006), 그리고 서울시 쪽방상담소 표준업무 매뉴얼(2013)가 

있다. 특히 서울시 쪽방상담소 표준업무 매뉴얼(2013)의 경우, 쪽방이라

는 특수한 주거형태를 지원 및 관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므로 거주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배제하고 주거의 형태적 특성만을 고려하기도 한

다. 

그러나 대다수의 경우, 주거시설의 측면과 함께 주민의 특성을 함

께 포함하여 쪽방을 정의내리고 있는데, 이는 쪽방이 도심 빈곤층의 최

후 주거안전망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곳에 거주하는 주민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 쪽방의 기능 및 의미를 보다 깊이 이해하는데 도

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한국도시연구소(2000)의 경우에는 방 크

기의 협소함, 편의시설의 미비와 같은 주거시설 측면의 특성과 더불어  

‘이동성이 강한 직업을 가지며 소득이 낮은 도시 최빈곤층이 거주하는 

7) 국토해양부는 2011년 국민이 쾌적한 생활을 누리는데 필요한 최저주거기준을 1인 
12~14m² (3.63~4.23평)으로 지정한다.

8) 건물 및 주거시설의 불량성이란, 대지면적, 건축자재, 건축구조, 설비 및 부대시설이 
부적합한 것을 뜻한다.

9) 건물 및 주거시설의 불법성이란 건축법, 도시계획법, 주택법 등 법률에 반하고, 대지, 
건물, 부대시설 등이 법적으로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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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으로 정의함으로써 인구특성을 고려하고 있으며, 전국쪽방상담소협

의회(2009) 역시 주거시설에 대한 정의와 함께 단신 거주, 열악한 일자리 

등 주민특성이 함께 포함된 내용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본 논문 역시 쪽방에서 주민 및 커뮤니티의 특성은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보고 쪽방이란 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도시 빈곤층이 거주하며, 

국내 최저주거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협소하고 열악한 주거 공간’으로 

정의하며, 일반주택 (다가구·다세대주택 등) 및 기타 건물의 공간을 잘

게 나누어 개조한 비공식 주거뿐 아니라 여인숙, 고시원과 같은 다중생

활시설도 수급권자나 고용이 불안정한 일자리 등에 종사하는 경제적 취

약계층이 거주하는 경우 쪽방에 포함하도록 한다. 

    2) 쪽방의 특성

(1) 물리적 특성

쪽방은 보증금 없이 월세 또는 일세로 운영되는 저렴한 방이다. 

공간구조 및 주거시설의 측면에서 정의할 경우, ‘한 사람이 누울 

정도의 협소한 공간(한국도시연구소, 2000)’으로, 평균 바닥 면적은 약 

0.5~1평(1.2x2m), 높이 1.7~2m 정도로 매우 협소하며, 대부분 개별 

욕실이나 화장실, 부엌 등 부대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공동이용 하는 

경우가 많다(최지훈·이준호, 1999; 허소영, 2010). 

그림 8. 쪽방 내부 사진 및 평면도 출처: 연구자, 구가도시건축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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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개념 규정
주거
시설

주민
특성

네이버
국어사전

방을 여러 개의 작은 크기로 나누어서 한두 사람
들어갈 크기로 만들어 놓는 방. 보통 3㎡ 전후의 작은
방으로 보증금 없이 월세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V V

한국
도시연구소
(2000)

①방 크기가 성인 한 사람이 잠만 잘 수 있을
정도이며 별도의 욕실이나 부엌과 같은 편의시설이
방마다 미비. ②거주자는 대체로 불안정하고 이동성이
강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소득이 낮은 도시의
최빈곤층으로 특히 가족을 구성하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③대개 일세나 무보증 월세로 운영되는 형태

V V

보건복지부
업무지침
(2000)

도심 인근이나 역 근처에 위치하여 1명이 잘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단신생활자용 유료숙박시설

V V

보건복지부
업무지침
(2003)

숙식용으로 이용하는 공간이 너무 협소하여 불편하고
열악한 방 *A형: 3평 이하의 서민용 방을 상.하 또는
종/횡으로 구획하거나 본채에서 달아낸 약 1평
규모의 소액 임차 주거용 방 * B형: 실직·노숙자 등이
무료 또는 1일 이용료 5,000원 정도를 내고 숙식하는
약 1평 규모의 무허가 숙박용 방 *C형: 월세 5,000원
이하를 내며, 이용하기에 불편하고 환경이 열악한
약1평 규모의 숙식용 방

V V

한국
도시연구소
(2005)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주택 이외의 거처로서 임대차
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무보증 월세 또는 일세로
운영되는 시설

V

쪽방재생포
럼
(2006)

역 근처나 도심 인근지역 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주택 이외의 거처로서, 임대차
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무보증 월세 또는 일세로
운영되는 시설

V

전국
쪽방상담소
협의회
(2009)

최저주거기준 미안의 주택 이외의 거처로서, 보증금
없이 일세·월세·사글세를 지불하는 부대시설(세면.
취사, 화장실 등)이 없는 방으로서 단신, 가족,
취약·주거불안계층이 거주하며, 수급권자나 비정기적인
일자리와 건설일용직과 같은 이직이 강하며 고용이
불안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저렴한
주거공간

V V

서울시
쪽방상담소
표준업무
매뉴얼
(2013)

쪽방은 “임대형태이며 주거로서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을 말한다. 1)임대형태는 보증부 월세, 사글세,
무보증월세, 일세를 말한다. 2) 주거로서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은 아래 세가지 조건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①침실(방) 면적이
성인1인의 경우 최소전용면적 6
m2미만인곳②화장실과욕실은6인당1실이초과되고샤워실
과화장실이별도구비되었을경우8인당1실초과인곳.③취
사공간이없는곳,공동부엌인경우6명은4m2미만,12명은6m
2미만인곳

V

표 11. 쪽방에 대한 개념 규정

출처: 서울시 쪽방상담소 표준업무 매뉴얼 참고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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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 특성

거주자 특성에 따라 정의할 경우, 쪽방은 도시 최빈곤층의 단신 단

기·장기 거주공간으로써, 주로 고용이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는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 1인가구가 거주

하는 공간을 뜻한다. 

쪽방 주민은 주로 경제 및 사회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 주거취약 계층으로써 ‘잠재 노숙인’ 이라고도 불린다(이소정, 

2006), 이들이 잠재 노숙인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주거 및 경제적 상황이 

매우 불안정하여, 자칫 거리 노숙인으로 전락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노숙인의 정의는 거리노숙인과 부랑인시설  혹은 상담보호센터에 

거주하는 노숙인까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실제로 영국 등 외국에서는 

쪽방과 같은 저렴 단신숙박시설에 거주하는 계층까지를 노숙인에 

포함하기도 한다(김수현 외2, 2009).

그림 9. 노숙인의 정의와 범위 출처: 김수현 외2(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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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계

쪽방건물동수 327 238 375 130 482 1,552

쪽방갯수(실) 4,024 331 1,425 1,586 2,100 9,466

쪽방주민(명) 3,475 477 680 893 887 6,412

표 12. 전국 쪽방상담소 관리 쪽방현황

    3) 서울시 쪽방촌 현황

(1) 서울시 쪽방촌 현황

쪽방형태를 가진 주거가 약 300가구 이상 밀집되어 있을 경우, 이를 

‘쪽방지역’혹은 ‘쪽방촌’ 이라고 정의 한다(최치훈, 1999). 

전국쪽방상담소협의회 내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을 기준으로 전국에는 

총9,466개 쪽방에 6,412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그 중 약 43%가 서울에 소재하고 있다(표12). 

자료: 서울역쪽방상담소 내부자료(2015년 3월); 김성근·류창수(2015) 재인용

2015년 현재, 서울시 전체 쪽방 거주자는 2014년도 집계된 수치보다 

약 200명 정도 증가한 약 3,604명으로써, 쪽방 거주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본 연구 대상지인 서울역 인근으로써, 거주자가 서울시 

쪽방거주자의 약 1/3인 1,131명에 달한다(표13).

주로 쪽방은 거리노숙인 인구가 많은 장소, 인력시장 및 인력소개소 

인근, 지하철 및 기차역 등 대중교통이 편리한 도심 역세권 근처에 

자리를 잡게 되는데, 현재 서울시 쪽방은 주로 영등포 쪽방촌(영등포역 

인근), 돈의동 쪽방촌 (피카디리 극장 뒤편), 창신동 쪽방촌 

(청계상가-왕산로 사이), 남대문로 5가 쪽방촌 (남대문 경찰서 뒤편), 

동자동 쪽방촌 (서울역 인근)의 ‘서울시 5대 쪽방촌’이라고 불리는 

다섯 개 지역에 밀집하여 쪽방촌을 형성하고 있다(김성근·류창수, 2015; 

김수현 외2, 2002).10) 

10) 서울시 5대 쪽방촌은 쪽방밀집지역의 관리를 위하여 행정상 정의내린 것이다. 따라  
 서 기존의 5개 쪽방촌 이외에도 새로운 지역에 쪽방촌이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있으  
 며, 가장 최근에는 전농1동을 서울시 쪽방촌에 포함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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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수 쪽방수(개) 쪽방거주자(명)

전체 331 4,180 3,604

지
역

돈의동 85 748 603

창신동 57 484 341

남대문 47 1,051 968

서울역 69 1,259 1,131

영등포 66 487 452

전농1동 7 151 119

표 13. 서울시 쪽방 건물 및 인구현황(2015년도)

그림 10. 서울시 쪽방촌 현황 자료: 연구자 구성

자료: 서울시 쪽방 실태 및 주민의견조사 결과보고서(2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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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동자동 쪽방촌 현황 

    1) 형성과 변천

해방 이전, 연구대상지인 서울역 인근에는 일본인 거주지가 

형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서울에 피난민이 대거 

유입됨으로 인해 서울역을 포함한 용산역, 영등포역 등 도심 혹은 

부도심 교통의 요지에 유동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여인숙 및 여관과 

판자촌 및 집창촌이 형성되었는데. 당시 ‘양동’11)이라 불리던 서울역 

일대에도 윤락가가 형성되었다(한겨레21, 2006.11.22.). 

그림 11. 동자동 쪽방촌 일대 항공사진 자료: V-World, 다음지도

11) 양동이라는 동명은 1980년 사라지고, 남대문에 편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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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1960년대 후반부터는 정부가 윤락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추진함에 따라 윤락가가 쇠퇴하였고, 윤락시설, 여관, 여인숙 등으로 

이용되던 건물이 방을 잘게 쪼개어 도시 노동자 단신 주거로 용도를 

변경하여 운영하면서, 서울역 인근에 쪽방촌이 형성되기 

시작했다(이소정, 2006). 그러나 1977년도부터 정부에서 서울시 

도시정비를 위하여 대규모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역의 쪽방이 대거 

철거되었고, 현재 동자동에 자리한 쪽방촌은 그 일부가 남아있는 것 

으로써 서울시 쪽방의 정의에 따르면, 현재 ‘서울역 쪽방촌’ 혹은 

‘동자동 쪽방촌’은 한강로 동편의 용산구 동자동 9번지, 10번지와 

주변 획지(갈월동 및 후암동 일부)일대를 포함하는 구역을 가리킨다.12) 

(최지훈·이준호, 1999).

이처럼 서울역 인근은 피난민의 정착지, 집창촌, 도시 노동자 

단신주거로써 수차례의 지역 변화를 겪어 왔다. 그러나 비록 그 용도는 

변화했을지라도, 해방 전·후로 약 65년이라는 세월 동안 서울의 가난한 

빈민들이 거주하거나 생업을 이어가는 공간으로써 역할해온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차례의 개발 및 재개발을 인해 쪽방의 규모가 이전에 비해 

축소되었으나,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쪽방촌을 형성하고 

있다.

    2) 물리적 현황

(1) 지리적 위치

동자동 쪽방촌이 소재한 용산구 동자동은 행정동인 용산구 남영동

의 관할 아래 있는 법정동으로써, 서울 도심인 중심상업지구(CBD)와 주

거지역의 경계에 자리하고 있다. KTX 서울역사, 지하철 서울역 1, 4호선 

및 서울역 버스 환승센터가 위치하고 있어 교통접근성이 높고, 유동인구

12) 2013년, 서울시 자활지원과는 쪽방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서울  
 시 소재 5개 쪽방상담소가 관리하고 있는 쪽방에 대한 실태와 분포정도를 파악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처음으로 쪽방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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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많은 지역임과 동시에, 현재 서울시 내 거리노숙인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다.13) 따라서 지역에는 인력소개소가 밀집하며, 남대문시장과 가까

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주로 기차역, 지하철역 등 대중교통 밀집하

고, 인력시장 및 인력소개소, 재래시장 인근’ 즉 도심과 주거지의 경계

인 전이지대에 형성되는 전형적 쪽방촌의 입지적 특성을 반영한다(김수

현 외2, 2002).

쪽방촌의 입구는 서울역과 약 300m, 지하철 1,4호선이 지나가는 서

울역 출구 및 서울역버스환승센터와 200m이내의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

고 있어, 교통 접근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한강대로를 따라 밀집한 고

층 빌딩, 고급 오피스 빌딩 및 주상복합(게이트웨이타워, 서울시티타워, 

남대문 경찰서,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서울 등)에 가려있어서 대로변에서

는 눈에 띄지 않으며, 쪽방촌의 낡은 건물들은 인근 번화한 거리와 극적

인 대조를 이룬다.

그림 12. 동자동 쪽방촌 인근 고층 건물 출처: 연구자 구성

  (2) 건축물 현황

동자동 쪽방촌 내의 건물은 대부분 중·저층(2~3층)의 30년 이상된 

노후·불량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서울시 자활지원과에서 실시한 

‘서울시 쪽방촌 전수조사(2015)’에 따르면, 대상지에서 현재 쪽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은 총 69개동으로써, 약 1,264개의 방이 쪽방으로 

13) 서울시에서 발간한 [서울시거리노숙인 밀집지역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역   
 노숙인 인구는 남자 239명, 여자5명으로 총 244명이며, 이는 둘째로 거리노숙인 인  
 구가 많은 영등포역 인근(남82, 여8, 총90)과 두 배 이상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세번째로 노숙인구가 많은 지역은 용산역 인근(남36, 여2, 총38)이다. 또한 서울역 인  
 근에 인력소개소 및 노숙인지원시설이 많이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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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최저주거기준 미만, 단신거주자, 

일(日)세 또는 월세, 경제적 취약계층 또는 이직이 잦거나 고용이 

불안정한 일자리 종사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 고시원과 여관, 

여인숙의 일부도 포함하는 집계로써, 동자동 (64개동)뿐 아니라 인근의 

갈월동(2개동), 후암동 (3개동)에 소재한 쪽방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다.14)

구분 쪽방 건물수(동) 쪽방수

동자동 64 1,159

갈월동 2 79

후암동 3 26

계 69 1,264

표 14. 동자동 쪽방촌 건물 현황

자료: 서울역쪽방상담소 내부자료(2015년 3월); 김성근·류창수(2015) 재인용

그림 13. 동자동 쪽방촌 건물외관 출처: 연구자 구성

14) 전국쪽방상담소협의회에서 정한 내용인 주거시설 측면과 단신 거주, 열악한 일자리  
 등 주민특성이 함께 포함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쪽방의 범위는 최저  
 주거기준미만, 단신거주자, 일세 또는 월세, 경제적 취약계층 또는 이직이 강하거나  
 고용불안정한 일자리 종사자 거주여야 하며 고시원과 여인숙 일부도 해당될 경우 쪽  
 방으로 분류하게 된다.



- 45 -

동자동의 쪽방 건물은 1969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 

34개동(49%)으로 가장 많고, 1970년~1979년 10개동(14%), 1980년~1990년 

9개동(13%), 1991년 이후 2개동(3%)이며 나머지 14개동은 건축연도가 

확인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중 일부는 방, 복도 등의 

내부 공간을 샌드위치 패널 등으로 임의 분할하여 매우 협소하거나, 

옥상 및 마당 등에 불법 증축 하는 등 불량한 상태를 보인다(김성근·류창수, 

2015). 또한 지역에는 쪽방 건물뿐 아니라 식당 및 여인숙, 고시원이 

혼재하는데, 쪽방촌의 초입에는 지상층을 식당 등 상업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쪽방촌 내부에는 약 22개의 여관 및 여인숙이 영업 

중이어서 골목마다 건물의 외벽에 붙은 여인숙 간판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용산구 위생관리과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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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동자동 쪽방촌 상세 지도 출처: 연구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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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건축물의 소유 및 운영

“그 사람(건물주)들은 다 강남 쪽 좋은데 가서 살고, 이거 땅 팔리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친척들 아는 사람한테 관리인 붙여놓고 받아먹는 거야.
지금 이 동네가 지금 90%이상 다 그래. 집주인이 없어. 100% 가까이야.
주인 입장에서는 팔려 해도 살 놈도 없어 비싸니까. 시세가. 어떤 놈이 사.
개발도 안 되고 살 놈도 없으니까 임대하고, 지가 운영 하려니까
불쾌하잖아, 그러니까 다른 놈 맡겨놓고 너 200 나 100 이런 식으로 해서
하지 직접 주인이 하는 데는 하나도 없어.”

- 김OO(60세, 남), 쪽방 주민

쪽방촌 내 토지 및 건축물은 주로 타지역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다. 

최치훈·이준호(1999)의 연구에 따르면, 당시 동자동 쪽방촌의 토지 

소유자 중 지역 내 거주자가 4명, 외부 거주자가 13명으로 외지인 소유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건축물 역시, 용산구청장 소유 건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건물을 외부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데, 지역 내 

거주하는 건물주는 총13명 중 4명으로 조사되었다.15)

이처럼 대부분의 쪽방 건물은 소유주가 외부에 거주하기 때문에, 

건물은 고용된 관리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건물의 관리인은 

주로 건물주의 친척 혹은 아는 사람으로서 해당 건물에 세들어 거주하며 

건물 관리를 도맡아 하는데, 주거시설의 유지 및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건물주가 건물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보통 쪽방 건물이나 지역 내 혹은 인근에 거주하며 건물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경우 건물의 유지 관리가 그렇지 않은 쪽방건물에 비하여 

양호한 것으로 여겨진다. 

(4) 주거 시설

“지금 여기 보일러도 고장 나서 안 돼. 근데 작년 5월에 왔는데,
떼보지도 않고 고장이 나서, 상담소 그 양반이 와서 보더니 새 거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주인도 이거 속은 거야. 그래서 물이 질질 세고 그래.

15) 최치훈·이준호(1999)에 따르면 동자동 쪽방촌 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소유한 경우는  
 총14사례 중 8사례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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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전기장판 깔고 추워죽겠어 겨울에. 그리고 벽에 비닐 싹 다 붙인
거야 내가. 그냥 여기서 이제 마지막까지 여기서 살다 죽는 거죠 뭐.”

– 박OO(79세, 남), 내부 이주

동자동 쪽방촌의 월세는 평균적으로 무보증금 월세 21만원 

수준으로, 쪽방은 주로 바닥 너비 0.5~1평, 천정 높이 1.7~2m 직사각형 

형태의 단일 공간으로 이루어져있다. 방은 협소한 복도 양쪽에 줄지어 

자리하는데, 2~3층 정도의 건물에 약 15~40개 정도의 쪽방이 운영되며, 

방문은 이음새가 깔끔하지 않아 방음 및 방한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건물 내부에 세면, 취사 시설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건물 공동시설을 사용하거나 외부에서 세면 및 취사를 해결해야 하는 등 

주거 시설이 미흡한 실정이다.

취사시설의 경우, 2014년 쪽방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쪽방 69개동 

중 건물 내부에 취사시설이 있는 건물은 21개동(31%)이며, 취사장이 

없는 건물은 48개동(59%) 로 집계되어, 취사시설이 없는 경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민들은 주로 인근 무료급식소 및 식도락 

등을 이용하여 식사를 해결하거나, 일회용 버너 등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끼니를 때우는 경우가 많다. 

난방의 경우, 이전에는 연탄을 이용하였으나, 현재 대부분의 건물에 

도시가스가 설치되어 있다(87.5%). 하지만 시설 고장 혹은 난방비 부담 

등의 이유로 난방시설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처럼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않거나 혹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건물의 경우, 주민들은 주로 전기장판 및 전기 패널을 

사용(5.6%)하여 난방을 해결한다. 또한 대부분의 건물이 매우 노후하여 

단열처리가 잘 되어 있지 않아, 벽이나 창문 등에 소위 뽁뽁이 비닐 

등을 설치하여 겨울을 나야 한다(김성근·류창수, 2015).

이에 더해, 방이 좁고 창이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계절에 따라 

채광 및 환기를 위해 문을 열어놓고 자야하지만 바퀴벌레나, 쥐 등으로 

인한 위생 문제가 있다. 또한 대부분 건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균열, 누수, 단열 등의 문제를 안고 있어 생활에 불편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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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동자동 쪽방촌 건물내부 사진
자료: 한겨레21(2014.04.29.), 연구자 구성

구분
쪽방거주
자

장애인 등록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유 무 유 무

합계 1,052 171 881 573 479

지역별

동자동 981 158 823 541 440

갈월동 46 11 35 22 24

후암동 25 2 23 10 15

표 15. 동자동 쪽방촌 주민현황

    3) 주민의 사회·경제적 현황

(1) 인구 특성 

서울역쪽방상담소 내부자료에 따르면, 동자동 쪽방촌에는 현재 총 

1,052명의 주민이 거주 중이다. 주민의 성별은 여성 164명(16%), 남성 

888명(84%)로 남성의 비율이 높다. 연령은 50대 이상은 34.2%, 60세 

이상이 48.6%를 차지하고 있어 고령자 비율이 매우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체 주민의 약 54%(573명)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며, 

장애인 등록자는 전체 주민의 15%(171명)로 집계되어 사회취약계층의 

비율이 현저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자료: 서울역쪽방상담소 내부자료(2015년 3월); 김성근·류창수(2015)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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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9세
이하

30-39
세

40-49
세

50-59
세

60-69
세

70세
이상

계

남자 1 22 134 320 233 178 888

여자 0 3 20 40 39 62 164

계 1 25 154 360 272 240 1,052

% 0.9 2.3 14.6 34.2 25.8 22.8 100

표 16. 성별 및 연령별 현황

구분 경제적
어려움

어릴적
부터
거주

이혼 등
가족해체

부채 등
신용불량

복지
시설
소개

정신적
문제

무응답 계

명 145 79 45 17 28 4 109 427

% 34.0 18.5 10.5 40 6.6 0.7 25.7 100

표 17. 동자동 쪽방촌 유입계기

 자료: 서울역쪽방상담소 내부자료(2015년 3월); 김성근·류창수(2015) 재인용

(2) 유입과정 및 거주기간

서울시 쪽방촌에 거주하는 주민 427명을 대상으로 2014년 8월 

서울시에서 실시한 ‘서울 쪽방 밀집지역 실태 및 주민 의견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역 인근 쪽방촌에 거주하는 주민의 53.5%가 

경제적 어려움(부채 등 신용불량 포함)으로 인해 쪽방으로 이주하였고, 

10.5%는 이혼 등의 사유로 인한 가족해체로 인해 쪽방촌으로 오게 된 

경우가 많았다. 또 어려서부터 이 지역에 거주한 주민이 18.5%로 매우 

높았다. 그밖에 유입원인으로는, 복지시설의 소개(6.6%), 정신적 

문제(0.7%)등이 있었다. 더불어 설문에 참여한 주민의 약 42.4%가 이전에 

노숙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쪽방과 거리노숙의 연계성이 

매우 높고, 쪽방이 거리노숙의 경계에서 주거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자료: 서울특별시(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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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50만원
미만

30-
100만원

100만원
이상

소득
없음

무응답 계

명 333 58 - 34 2 427

% 78.0 13.6 0.0 8.0 0.5 100

표 18. 동자동 쪽방촌 주민 월 소득 현황

(3) 경제적 현황

쪽방촌에 거주하는 주민이 느끼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경제적 

곤궁함이다. 쪽방 거주 주민은 크게 기초생활수급 주민과 비수급 주민으

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현재 동자동 쪽방촌 주민 중 기초생활 수급자

는 74.2%이며, 비수급자는 25.8%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주민의 대다수를 

차지한다.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된 주민은 월 60만원 상당의 생활 및 

주거지원을 받으며, 쪽방상담소 및 주민센터 등 공공지원시설을 통하여 

수급자 지원 물품을 수령하기도 한다. 반면, 비수급 주민의 경우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이지만 자녀가 있거나, 연령이 낮은 이유 등으로 수급 

및 수급물품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이 안정적 

일자리가 없어 수급자에 비하여 매우 빈곤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주민의78%가 월 소득 50만원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표18).

자료: 서울특별시(2014)

또한 동자동 쪽방촌에서 근로활동을 하는 주민은 전체의 22.5%로써, 

나머지 77.5%의 주민은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다. 간혹 근로의욕 상실 

등을 인하여 신체적 결함은 없지만 일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중 

대부분의 경우는 건강문제, 장애, 정신 및 신체적 질환, 고령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주민도 경기 침체 등으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 실직한 주민이 많다. 

또한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주민의 경우 대부분이 일당잡부, 

폐지수입 등 불안정하거나 단기적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어, 수입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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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당
잡부

폐지
수입

자활
공공근
로

민간
취업

부업 기타
근로
안함

계

명 25 15 32 6 6 2 331 427

% 8.0 3.3 7.7 1.4 1.4 0.7 77.5 100

표 19. 동자동 쪽방촌 주민 직업 현황

구분 정부
보조

근로
활동

가족
지원

지인
지원

예금 
등 없음 기타 무응

답 계

명 317 38 2 2 - 19 47 2 427

% 74.2 9.1 0.2 0.2 0.0 4.4 11.2 0.5 100

표 20. 동자동 쪽방촌 주민 주요 수입원 현황 

자료: 서울특별시(2014)

자료: 서울특별시(2014)

(4) 주민 생활 및 사회적 관계

쪽방촌 주민은 대부분이 사업 실패, 이혼, 사고 등으로 인해 관계가 

단절된 1인가구다. 2014년도 실시된 서울 쪽방 밀집지역 실태 및 

주민의견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서울 전체 쪽방 주민의 과반수가 

‘연락할 사람이 전혀 없다(64.7%)’ 고 응답하였으며, 동자동이 포함된 

서울역 쪽방의 경우 연락할 사람이 전혀 없다가 70%로 평균보다 

높았으며, 1년 내 가족 및 친지의 방문경험에 대한 응답으로는 ‘아무도 

방문하지 않음(59.7%)’ 과 ‘방문할 가족이나 친지가 없다(26.7%)’ 로 

대부분의 경우 지속적으로 연락가능한 가족이나 친척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사고를 당했을 경우, 도움을 

요청할 만한 곳이 없으며, 이처럼 빈곤한 사회적 관계는 주민들의 

무기력함 혹은 우울증을 심화시키는 요소가 된다. 

쪽방에서 약 25년 이상을 거주하고 있는 이OO(68세, 남)씨는 

쪽방촌에 우울증 안 걸린 사람이 없다며, ‘방 안에만 있으면 우울해.

나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막상 잘 나가지지는 않지.’ 혹은 ‘사람이

그립지만, 사람들과 만나기가 꺼려진다.’ 고 하는 등 사회적 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더불어 그는 갑작스런 회사 부도로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이후 석면 노동으로 인한 폐질환과, 음주로 인한 췌장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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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를 함께 앓고 있어 기초생활수급과 장애인수급을 받고 있는 

윤OO(56세, 남)씨 역시 방 안에만 있으면 우울해서 밖으로 나가고 

싶지만, 밖으로 나가서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돈을 써야 하기 때문에, 

형편에 부담이 되어 자주 사람들을 만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는 

불면증을 10년째 앓고 있어, 우울증 약을 복용중이며, 이전에 자살을 

생각한 적도 있다. 

이처럼 쪽방촌 주민들은 사회적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고립감 및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 같은 쪽방촌 

주민들의 사회적 관계 단절 및 고립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역쪽방상담소나 동자동사랑방 등 지역사회조직들이 지역 내 다양한 

소모임을 제공하고 있어, 주민들은 소모임이나 종교 활동에 참여하며 

고립감을 해소하고 있다. 이씨(68세, 남)는 서울역쪽방상담소에서 

주최하는 주민 등산모임에 참여하는데, ‘산에 올라가기 전에는 두려운 데,

막상 등산을 하고 나면 기분이 상쾌해 진다’고 하였으며, 불면증을 앓는 

윤씨(56세, 남)는 종교 활동을 통해 최근 불면증이 많이 호전되었다고 

하였다. 이처럼 쪽방촌 지역 내 다양한 활동들은 주민들에게 정서적인 

안정에 큰 도움이 되어주고 있다.

    4) 지역사회조직 및 시설 현황

동자동 쪽방촌 내 주민지원시설 및 단체로는 공공지원시설인 

서울역쪽방상담소, 주민자치단체인 동자동사랑방, 민간기업의 지원으로 

설립한 KT동자희망나눔센터 그리고 다수의 종교시설이 있다. 이들은 

쪽방촌 커뮤니티의 중추 기능을 담당하는데, 생계유지가 어려운 쪽방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정서적 도움을 제공하며, 

커뮤니티 재생 및 주거환경 개선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이들은 공간 및 사회적으로 격리되어있으며, 지역 내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외부와의 연계가 필수적인 쪽방촌 지역을 외부와 연결시켜주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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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조직명 개소 규모 주소

공공
(민∙관)

서울역
쪽방상담소 2001

연면적 117평
(지상3~5/지하1층) 동자동 35-73

주민자치
(민)

동자동
사랑방

2008 약10평 (지상1층) 동자동 11-22

민간
(민∙관)

KT동자
희망나눔센

터
2014 ㅡ 후암로57길 35-15

표 21. 동자동 쪽방촌 내 지역사회조직 및 시설현황

자료: 연구자 구성

(1) 서울역쪽방상담소 (공공지원, 민간위탁) 

그림 16. 서울역쪽방상담소 건물 및 주민 행사
자료: 서울역쪽방상담소 홈페이지, 아시아경제(2016.04.07.)

“이제는 (9-20번지)운영을 지금 쪽방상담소에서 하는 거 아니여. 지금 관

리인을 하는 거야. 주인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은 못 잡아. 지금 보면 알겠지
만, 술 먹고 공원에 XXX 놈들 많잖아요. 그런 놈들 쪽방 상담소 아니면 감
당을 못해.”

– 박OO(78세, 남), 임대주택 이주 후 동자동 재입주

쪽방상담소는 쪽방 주민 지원을 위해 설치된 공공 복지시설로써 

현재 전국 11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시가 민간단체에 위탁 후,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16) 서울에는 서울5대 쪽방촌에 각 

16) 쪽방상담소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숙인복지법) 시  
 행규칙 제9조에 의거하여 IMF이후인 2000년부터 노숙인 대책을 위하여 설치하기 시  
 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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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소씩 총 5개소가 운영 중이며, 동자동 쪽방촌을 관할하는 상담소는 

‘서울역쪽방상담소’이다. 

서울역 쪽방상담소는 동자동의 소규모 건물(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 35-73 3층)을 임대하여 2001년 4월 개소하였으며, 2013년부터는 

민간단체인 사단법인 빅이슈코리아가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위탁운영 중이다. 이는 동자동의 유일한 공공 주민지원단체로써 동자동 

쪽방촌 건물 및 주민 현황을 파악 및 관리하고, 중앙 및 시 정부의 

예산지원이 지역 특색에 알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총괄 

관리자 역할을 담당 한다. 

현재 상담소 소장, 행정팀장 등을 포함하여 총 4명의 작은 인원으로 

운영 중이지만, 상황에 따라 부족한 인원은 자원봉사자를 통해 보완하는 

등 외부 물질 및 인력자원을 적극 연계하여 매우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상담소 소장의 말에 따르면, 서울역 쪽방상담소의 설립 

초기에는 주민에게 생필품 지원-주거안정 지원-일자리 및 자립지원 순의 

단계적인 지원을 통해 주민생활안정 도모에 주력하였고, 이후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지원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주민의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고 판단되는 최근에는 일자리 연계 

및 자립지원 그리고 사회 및 문화 생활지원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쪽방상담소의 주요 사업 및 업무의 내용은 주민 상담 및 사례관리, 

행정지원, 주거지원, 의료지원(방문간호사), 고용지원, 기본생활지원, 취업 

및 자활 자립지원, 사회문화생활지원, 지역특화사업 등이다. 주민들이 

가장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생필품 지원의 경우, 서울시 복지지원과, 

주민센터 등 타 공공기관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쪽방상담소는 주민 현황을 상세히 파악함으로써 정부의 중복 지원 혹은 

누락을 방지하며,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해준다. 

주거지원의 경우, 노후 불량한 쪽방 건물 내부 난간 설치, 

소방안전기구 설치, 도배, 난방시설 수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의 

안전도모 및 불편을 해소해왔다. 그 중 마을공동체사업의 일환으로 

‘새꿈하우스 사업’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노후 불량한 쪽방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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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지역별특화
상담 및
행정지원

정서지원
보건의료
취업지원

생계지원 생활지원

주민등록,
장애등록,
호적취득,
법률정보
제공 등

도서관
운영 및
도서대여,
각종
프로그램
운영,
영화
상영,
각종
행사 등

무료
검진 및
진료,
방문간호,
구직알선,
취업정보
제공 등

무로급식,
의류지원,
응급구호,
물품지원,
김장
김치
지원,
생필품지
원 등

목욕,
세탁,
이미용
서비스,
휴게실,
인터넷
운영

주민조직화 사업,
쪽방임대운영,
합동결혼식,
공동작업장,
마을잔치,
주말농장운영,
공동체 사업,
마중물생활협동조
합, 재활용나눔,
찬집운영 등

표 22. 쪽방상담소의 주요사업내용

2~3년 임대 후 리모델링하여 쪽방 주민에게 저가로 임대하는 ‘저가 

쪽방임대사업’이다. 

출처: 이대창 외5(2012) 재인용

일자리 연계 및 자립지원을 위해서는 일자리 지원센터와 협업하여 

주민들에게 민간 일자리를 연계해주고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공공근로나 특별자활의 경우 필요한 주민이 모집기간 

내에 접수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사회 및 문화생활 지원으로는 주민등산모임, 주민자율방범대, 추석 

및 설날 행사 등 다양한 주민 행사 개최 등이 있으며, 동자동 쪽방촌의 

복합문화공간인 KT동자희망나눔센터 운영 및 다양한 주민 강좌를 

개최하고 있다.  최근 시작한 새꿈더하기공방의 경우, 외부 

양말제조업체를 통해 인쇄가 불량한 양말을 제공받아, 바느질에 재능 

있는 주민 몇 분과 함께 양말인형을 만드는 작은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써, 단순한 문화생활을 넘어 주민에게 실질적인 일자리를 

제공으로까지 연결된 성공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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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자동사랑방 (주민자치단체) 

그림 17. 동자동사랑방 및 사랑방식도락 외관   
출처: 비마이너(2012.07.11, 2012.09.11)

동자동사랑방(이하 사랑방)은 타 쪽방지역에서 찾아보기 힘든 

자생적 비영리 주민자치단체로써 쪽방촌 주민과 매우 친근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경제 및 사회적으로 어려운 계층이 모여 거주하는 

쪽방촌에서는 비교적 주민을 조직하기가 쉽지 않은데, 동자동 사랑방은 

주민조직을 성공적으로 구성한 사례로써, 지역 공동체 의식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사랑방의 공식적인 설립연도는 2008년이지만, 현 사랑방 대표의 

말에 따르면 실질적인 시작은 빈민운동가가 동자동 쪽방촌에 들어와 

주민과 함께 생활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사랑방 초대 대표가 빈민운동을 하겠다고 쪽방에 들어와서 살았어요. 그
분께서 하고 싶으셨던 것은, 보시면 노인 분들이 늘 밖에서 앉아계시거든요.
수급자들은 소득이 생기면 수급비가 깎이니까, 하루 종일 일을 못해요.
그래서 그냥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무기력해져요. 그래서 이
안에서 활동성 있게, 이 마을 안에서 재미있게 살아보자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 분이 조직을 잘 해서 마을 텃밭 활동을 처음에 열심히 하셨고,
의료 상담하면서 병원 같이 동행하고, 병원비 해결 해드리기도 하고,
노숙하시는 분들 방 구해서 수급권 연결해드리고 그런 것을 많이 했어요.”

- 동자동사랑방 대표

이후 사랑방은 설립 이후 현재까지 주민에게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직업, 의료, 복지, 사회적 다양한 문제들을 상담해 줌과 동시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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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제공해주는 상담센터가 되어주고 있다. 더불어 알코올 및 도박 

중독에 빠진 주민을 상담 및 교육하거나, 의료상담 혹은 응급상황 발생 

시 주민과 함께 병원동행, 연계 가족이 없는 주민의 장례식 업무 등을 

도맡아 하고 있다. 현재 사무국장1, 공제협동조합 간사1, 식도락 간사2등 

4명이 관리하며, 상담소와 같이 부족한 인원은 자원봉사자로 충당한다.

사랑방은 공공의 개입이 전혀 없는 동자동 쪽방촌의 유일한 

주민자치단체로써, 주민들이 부담 없이 편히 쉬고, 모여서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주민의 소소한 생활 불편 및 어려움 상담 등 

소소한 생활 상담부터 함께 밥을 먹는 등 더욱 밀접하고 친근한 관계를 

형성하며 공공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지원 및 업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인터뷰를 통해 주민들은 이 같은 사랑방을 매우 친근하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기는 뭐 한 달에 한두 번 오지. 출자금 낼 때하고, 지나가다 만나면
이빨 까고, 커피 한 잔 먹고, 담배 한대 피고 가고.”

– 김OO (66세, 남), 임대주택 이주 후 동자동 재입주

“사랑방은 오며 가며 잘 들리지. 그리고 또 여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여기서 면담도 해주고, 와서 놀기도 하고 그래요.”

- 이OO(65세, 여), 내부이주

“사랑방은 이제 우리한테는 정보를 주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된다
정보를 주니까 우리한테는 참 좋은 거예요. 그게 마음에 와 닿는 거죠.
모르는 걸 물어보면 가르쳐주잖아. 다른 데서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줘.
그런데 이 분들 한테 물어보면 대답을 해주니까. 생활정보도 그렇고 또 뭐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갈 문제가 생긴다거나 하면 병원 문제도 해결해주지.
사람이 죽으면 그것도 조합에서 도움을 주고 하니까 나는 그게 좋더라고.”

–최OO(55세, 남), 쪽방 주민

위의 기본적 업무 이외의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산하 조직인 

‘사랑방 공동주방 식도락(이하 식도락)’과 ‘사랑방 공제협동조합(이하 

공제협동조합)’의 운영을 꼽을 수 있다. 2010년에는 동자동 주민 

공제협동조합을 발족하였다. 이는 주민 출자로 공동기금을 조성한 

것으로 긴급생활자금(의료비, 주거비)이 필요한 조합원에게 소액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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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는 사업이다. 신용불량 등으로 인해 목돈을 빌려 쓰기 어려운 

주민들이 제안하면서 시작되었으며, 현재 조합원 570여 명, 출자금 1억 

5백만 원 정도의 규모로 성장했다.

“여기는 자기가 급할 때 대출하고. 좋은 점이, 돈이라는 게 있으면 쓰
잖아. 근데 조합이 있어서 목돈 모아서 급할 때 쓰고 할 수 있어.”

– 김OO(59세, 남), 임대주택 거주

사랑방식도락은 2012년에 조성한 동자동 내 조그마한 주민 

공동부엌으로써 방안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못한 주민들이 누구나 

편안하게 들러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장소이다. 이는 서울시 등 정부 

보조 없이 민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점심식사를 1000원에 

제공하며, 하루 평균 20~30명 정도가 시설을 이용한다.

더불어 꽃동네 수녀님들과 같은 종교단체, 지역을 연구하는 연구 

단체 및 기관, 미디어 언론, 시민단체(다시서기, 홈리스 행동 등) 등과 

함께 협업하여 외부 자원을 연계하거나 지역의 상황을 외부에 알리는데 

힘쓰고 있다. 또한 이후 살펴보겠지만,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시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주민의 권리보호 및 대변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 KT동자희망나눔센터 (민간기업지원, 공공위탁)

그림 18. KT동자희망나눔센터 외관 및 내부 목욕시설
출처: 비씨카드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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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거기는 자주 이용하지. 빨래도 하고, 목욕도 해야 되고 하니까.”
– 최OO(55세, 남), 쪽방 주민

“저기(KT동자희망나눔센터) 목욕탕을 제일 많이 가지. 일주일에 두 세
번은 목욕이나 빨래하러 들락날락거리죠.”

– 김OO(60세, 남), 임대주택 이주 후 동자동 재입주

KT동자희망나눔센터는 2014년 6월 24일 개소하였다. 이는 

민간기업인 ㈜KT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설립한 주민을 위한 

복합문화센터로써, 기존의 목욕탕 건물을 5년간 임대하여 리모델링한 

시설이다. 건물의 1층은 카페, 목욕탕, 화장실을 운영하고, 2층은 세탁실, 

사무실, 주민교실로 이용되는데, 현재 서울역쪽방상담소에서 프로그램 

운영과 센터에 근무하는 인력의 관리를 도맡아 운영하고 있다. 센터 

운영비는 ㈜KT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하며, 서울시는 카페 

운영진 4명의 인건비 중 절반 부담하는 등 민·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목욕탕과 세탁실 등 편의시설을 매우 빈번하게 이용하고 

있는데, 특기할 점은 본 건물의 공간디자인과 배치 과정에서 쪽방촌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였다는 것이며, 주민들이 생활의 필요를 채우고, 

문화생활 영위, 이웃 간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의 제공을 통해 커뮤니티 

형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1층 카페 및 편의시설 운영 및 

관리에는 동자동 쪽방촌 주민의 공공근로 고용을 통해 지역 내 일자리를 

제공하며 주민 자립에도 도움을 제공한다.

  4. 동자동 쪽방촌 수행기능 

빈곤밀집지역이나 쪽방촌이란 공간은 사회·경제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지역이며 알코올 중독, 싸움 등이 빈번히 일어나는 불안정한 

지역으로 인식되곤 한다. 하지만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과는 달리 

쪽방촌의 내부 커뮤니티는 자구노력과 함께 그들의 삶에 매우 필수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주민들과의 인터뷰와 문헌연구를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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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빈곤층 주거안전망 역할

서울시에서는 건물 안전바 설치, 도배, 불량한 문 교체 등 쪽방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쪽방은 여전히 한 

사람의 온전한 주거 공간이라고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설이다. 

그러나 이 같은 노후·불량함에도 불구하고 쪽방은 도시 빈곤주민에게 

지불가능한 수준의 주거를 제공해주며, 빈곤층의 최후 주거안전망으로써 

마지막 보루가 되어주고 있어 그 의미가 크다. 

“일 끊기니까 도저히 30만원씩 못 내겠더라고. 살만한 지역은 다 돌아
다녀봤지. 집 어디가 싼가? 아현동, 종로도 가보고 다 돌아다녀 봤어.
그런데 여기가 제일 싸더라고, 그래서 여기 온 거야.”

– 박OO(68세, 남), 임대주택 거주

다음의 그림은 거리 노숙, 노숙인 임시보호시설, 임대주택 등의 

주요 빈곤층의 거주 형태 안에서 쪽방의 위치 및 관계를 보여준다. 

빈곤층의 공식 주거시설은 공공 및 민간 임대주택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는 몇 백만 원의 보증금 목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초수급액만으로 

빠듯하게 생활하는 주민들에게 임대주택을 선뜻 신청하기란 쉽지 않다. 

현재 저소득층을 위한 공식 주거시설은 공공 및 민간 임대주택이 

대표적인데 대부분의 빈곤층에게 이는 선택지에 놓이기조차 힘들다. 

빈곤 주민이 쪽방에서 주거하향이동하는 경우에는 주거상실로 인해 

노숙인 임시보호시설 혹은 거리노숙으로 전락하게 된다. 쪽방 주민들의 

거주경험에서 드러나듯, 거리노숙으로의 하향이동은 쉽고 또 빈번하다. 

노숙인센터의 경우 일시적인 노숙인 보호는 가능하지만 단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심적인 안정을 제공하는 온전한 주거공간이 되어줄 수 

있는 공간은 아니다. 

따라서 쪽방은 비록 비주거시설이지만, 거리 노숙과 빈곤층 

공식주거시설인 임대주택과의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는 복지체계에서 

비공식적이지만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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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빈곤층 공식 및 비공식 주거현황 출처: 연구자 구성

    2) 주민 간 사회적 관계 형성

사회적 관계란 개인이나 가정의 생활공간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친족, 친구, 이웃, 동료와의 관계를 일컫는다(장연진 2010). 가족 및 친척 

등 외부와의 사회적 관계망이 단절되어 있는 빈곤주민의 경우, 거주 지

역 내에서 형성하는 관계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같은 관계망은 물질

적인 상호지원과 더불어 서로간의 정서적 지지나 유대감을 형성시킴으로

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이웃 간 관계망은 교류빈도 혹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제공

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 실제 도움을 받은 횟수 등으로 측정 가능하다. 

실제로 인터뷰를 통해 동자동 쪽방촌 내에서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상호

인식과 어려움을 당할 경우 돕고자 하는 의사 및 상호부조 관례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아래 인터뷰는 이웃 간 사회적 관계와 이웃을 돕고자 하

는 의사의 유무 등에 대해 질문한 내용이다. 



- 63 -

“아직까지 동네 사는 사람들을 잘은 모르지만, 힘든 일 생기면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은 거죠. 뭐 음식을 나눠먹는다거나, 돈이 필요하거나 하면
조금씩 빌려주기도 하고 그래요 … 사랑방은 친한 친구 만나러 가고, 가끔은
거기서 동네에 쌀 지원 배달하는 거 돕고 그래요. 힘들지만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서로 도와 야죠.”

– 이OO(68세, 남), 쪽방 주민

“나는 크게 돕고 그런 건 없어. 그래도 매일 주머니에 사탕 한 주먹씩
가지고 다니면서, 나눠먹고 그래. 얼마 전에는 동전 얼마 모아서 사랑방에
기부도 했고. 만약에 서로 어려운 일 있으면 돕겠죠 … 여기 다들 좋은 분들
이고, 이분들이 없었으면 많이 힘들었겠죠.”

– 이OO(54세, 남), 쪽방 주민

“내가 전부 수술시키고, 병원에 입원시키고 했는데 결국 죽었어 … 백
OO이라고 그 사람도 똥오줌을 한 이틀 삼일 받아줬구나 … 내가 9-20에서
그런 사람이 세 사람이야. 그 사람도 내가 바로 그 옆방이거든 … 병원에 갈
때도 내가 택시 태워서 국립의료원 가서 내가 보호자 해가지고 입원을 시켰
는데, 한 이틀 왔다 갔다 했어 … 백씨도 그렇게 가고, 젊은 놈도 그렇게 해
서 가고 … 한씨도 내가 병원에 입원시켜서 죽고, 다 죽었어.”

- 박OO(78세, 남), 내부 이주

물론 이처럼 이웃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의 성향에 따라 이웃과 아무런 교류 없이 생활하는 경우도 있으며, 

동네에서 술을 마시고 싸움을 하거나 고성방가를 하는 사람들에게 시끄

럽다고 욕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 불만을 표출함과 동시에 ‘다 사

연이 있어서 그러는 거야’ 혹은 ‘그 사람들도 술만 안 먹으면 얌전한, 다 좋

은 사람들이야’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 이 같은 이해와 공감 그리고 앞서 

확인한 서로 돕고자 하는 의사는 주민들이 서로의 상황과 처지에 대한 

이해 및 공감이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

다.

이 같은 빈곤주민 간 서로간의 이해 및 유대감은 응급상황이나 어

려움이 발생하였을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서적

인 안정감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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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역에 대한 애착 형성

일반적으로 노후하고 불량한 주거지역, 특히 쪽방과 같이 빈곤의 

최후 보루에 해당하는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그곳을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할 것이라고 여겨진다. 하지만 주민들과의 인터뷰 결과는 

달랐다. 

“아니 나 떠날 생각은 없어. 그래서 여기서 살지. 여기서 죽어
나가야지 … 여기 살다가 말아야지. 여기 살면 좋잖아. 여기가 좋아.”

– 박OO(78세, 남), 내부 이주

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인식 및 애착을 파악하기 위하여, ‘동자동 

쪽방촌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를 질문하였는데, 현재 쪽방에 

16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박OO씨는 동자동이 지원시설도 잘되어 있고, 

아는 사람들도 있어서 떠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하였다. 이는 다른 

주민들도 마찬가지였다. 연구 참여자 중 동자동을 떠나고 싶다고 대답한 

경우는 한 명도 없었으며, 오히려 동자동 쪽방촌을 ‘보금자리’, ‘내 동네’,

‘우리 동자동 마을’, ‘내 동자동’ 등으로 칭하는 등 지역에 대한 강한 

애착을 보였다. 특히, 동자동에 오래 거주하고 연로한 주민의 경우,  

이웃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이곳 쪽방에서 생을 마감하고자 하는 

생각이 강했으며, 타지로 이주한 후에도 동자동에 대한 향수로 인해 

돌아온 경우도 있었다.

“3년 전은 살벌했지, 그래도 지금은 상담소나 센터가 들어오면서 그런
사람들이 요즘은 많이 없어졌어.”

– 이OO(68세, 남), 내부 이주

“공원을 중심으로만 봐도, 예전에는 공원에 지나다니기가 조금 겁이
날 정도로 노숙인분들도 많이 누워있고, 다툼도 많이 일어나고 그랬는데, 동
자희망나눔센터가 들어오면서, 센터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주변정리 잘 해주
시는 부분도 있고, 또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구성된 자율방범대를 통해서
지역의 치안 문제를 원만하게 해소를 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 서울역쪽방상담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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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민들은 최근 들어 동자동이 훨씬 살기 좋아졌다고 이야기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긍정적인 인식과 애착의 형성, 그리고 

호혜적 주민 관계가 형성될 수 있었던 것에는 이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주민지원시설 및 단체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4) 지역사회조직을 통한 효과적인 주민지원

쪽방촌 주민들은 식사, 밑반찬, 생필품지원에서부터 건강검진, 취업

알선, 행정지원, 문화지원, 권익보호를 위한 법적 지원에 이르기까지 광

범위한 지원체계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단일 단체나 시설이 이를 감당

해내기 어렵다. 하지만, 현재 동자동 서울역쪽방상담소, 동자동사랑방, 

KT동자희망나눔센터 단체의 성격이나 역량이 상이한 지역사회조직과 시

설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주민들의 이 같은 다양한 욕구를 효

과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외부 자원과의 활발한 연계를 가능케 하는 

플랫폼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여기 있으면 하다못해 라면이라도 하나 주지. 반찬도 주지. 쪽방
상담소에서 반찬 주지 뭐 주지 겨울 되면 이런 거 주지, 도배도 해주지 말도
못해. 그러니까 여기는 쪽방 상담소가 없으면 안돼.”

– 박OO(78세, 남), 내부 이주

“저기(KT희망센터) 목욕탕을 제일 많이 가지. 상담소는 갈 일이 없지.
(생필품) 나눠주면 뭐 타러 가고. 사랑방도 볼일 있어야 들락날락 거리지.
일주일에 두세 번은 목욕 빨래 들락날락 거리지. 여기(사랑방)는 뭐 한 달에
한두 번 오지. 출자금 낼 때하고, 지나가다 만나면 이빨 까고, 커피 한 잔
먹고, 담배 한대 피고 가고. 상담소는 갈 일이 없어. 가면 뭐해. 특별히
볼일이 없으면 안 가지. 가서 혈압재고 약 타는 사람도 있는데, 머리 깎을
때 4층에 있는데, 머리도 공짜로 깎아주고 좋아. 상담소는 혈압 약 타오고
재고 가끔 이제 볼일 있을 때가지. 특별히 일부러 가진 않고, 주로 많이
가는 건 씻는 거 빨래하는 거.”

– 김OO(60세, 남), 임대주택 이주 후 동자동 재입주

서울역쪽방상담소의 경우에는 공공시설로써 지역의 총괄담당자 

역할을 하며 지역 건물 및 주민 현황 파악, 주민등록등재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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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행
정

경
제

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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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리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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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회
문
화

서울역
쪽방상담소 ○ ○ ○ ○ ○ ○

동자동사랑방 ○ ○ ○ ○ ○ ○

KT동자
희망나눔센터 ○ ○ ○

표 23. 동자동 쪽방촌 지역사회조직의 역할 분담

행정관리를 도맡고 있다. 더불어 생필품 등의 경제적 지원과 주거시설 

개선 등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주민 취업 및 자활사업이나 

시스템과의 연계가 수월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반면, 동자동사랑방의 경우에는, 공공의 개입이 전혀 없는 주민자치 

단체로써 주민과 같은 눈높이에서 친밀하게 다가간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서울역쪽방상담소와 같은 행정이나 생필품 지원보다는, 주민들이 

머무르거나 사회적 관계 및 유대감 형성을 위한 자연스러운 공간이 되고 

있고 생활상담과 더불어 주민의 입장 대변 및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다. 

서울역 쪽방상담소와 동자동사랑방은 때로 상이한 의견을 표출하기도 

하지만, 서로의 주 기능 및 단체의 특성에 차이를 가지고 있어, 

상호보완적으로 기능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생긴 KT동자희망나눔센터는 주민을 위한 목욕과 세탁 

등 생활의 불편을 해결할 수 있는 공간과 다양한 문화수업을 진행 할 수 

있는 공용공간을 제공한다. 이는 서울역쪽방상담센터나 동자동사랑방이 

제공하지 못하고 있던 수요를 메워 주고 있으며, 특히 민·관 협력을 

통해 공간 설립은 KT가 내부 프로그램 운영은 서울역 쪽방상담소가 

담당하며 시설운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

출처: 연구자 구성

이에 더해,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지역 외부의 인적 그리고 

물적 자원의 연결이 필수적인데 동자동 쪽방촌의 지역사회조직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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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지역 외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며 

문제를 해결해내고 있다. 서울역쪽방상담소의 경우 서울시 일자리 

지원센터, 자활복지지원과, 지역 주민센터, KT와 삼성 등의 기업 등과 

매우 긴밀하게 협업하고 있으며, 동자동 사랑방의 경우 시민단체, 

봉사단체, 종교단체 등과의 연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은 각 지역사회조직 관계자의 자원연계에 관한 내용으로써, 각 

단체들이 효과적인 플랫폼 역할을 담당하기까지 외부단체 및 조직들과의 

관계형성을 통한 자원연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음을 보여준다.

“처음에는 되게 많은 자원들을 연계해서 생필품지원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나 이런 곳에 찾아가서 제안들도 하면서, 초기에는
많이 움직이고 이런 지역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에 노력을 많이 들였어요.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찾아다니면서 기업이나 후원단체들을 연결을 해서 지원을 했어요.”

- 서울역쪽방상담소 소장

“동네에서 종교단체들이 많이 활동을 하는데 … 밑에서 보이지 않게
활동하시는 목사님들과도 연계를 해요. 어떤 주민 분이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해결 할 수 있는게 있고 또 그 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있으니까요. 또 여기서 도저히 살아가기 힘든 분들, 당뇨질환이 너무 심해서
다리 절단을 했다거나, 알코올 중독이 너무 심하신 분들은 어디 요양병원
같은 곳에 가면 금방 돌아가셔요. 그래서 꽃동네 수녀님들이 와서 같이
연대를 하고 있어요. 그곳에 가서 의사분과 수녀님이 봐주고 치료를 하고
되돌아오실 수 있도록 연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법률문제가 있으면
법률상담 해주시는 분들이 오시고해서 분할해서 일을 하죠. 계속 활동하다
보면 서로 알게 되고 해서 지금은 네트워크가 좀 잘되는 편이예요.”

– 동자동사랑방 대표

실제 인터뷰를 위하여 동자동사랑방을 방문하였을 때에도, 외부에서 

찾아온 타 연구단체 및 봉사자들을 만날 수 있었으며, 언론의 인터뷰 

연락 등 다양한 외부 단체들과의 활발한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동자동 쪽방촌 젠트리피케이션 사례에 대한 

설명에서 후술하겠지만 동자동 쪽방촌의 지역사회조직들은 주민의 

강제퇴거 반대운동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서울시, 언론, 미디어,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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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다양한 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주민들의 입장 표명과 권리 대변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5. 소결  

본 장에서는 동자동 쪽방촌의 현황을 바탕으로 지역 커뮤니티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을 정리하였다. 그 결과, 현재 동자동 쪽방촌 

커뮤니티는 빈곤주민에게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동자동 쪽방촌은 비록 노후·불량하지만 빈곤주민에게 

지불가능한 수준의 주거를 제공함으로써, 최후 주거지로서 기능하고 

있다. 둘째, 비슷한 사회·경제적 상황에 놓인 이웃과 함께 

거주함으로써 형성된 주민간의 사회적 관계망, 즉, 서로에 대한 이해 및 

유대감을 통해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과 더불어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한다. 셋째, 쪽방촌 주민들이 지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애착을 

형성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주고 있다. 넷째, 빈곤 주민은 지역 내 

서비스 의존성이 강한데, 현재 대상지에는 지역사회조직 및 시설을 통해 

주민 지원 및 자원의 연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쪽방촌 

커뮤니티가 점차 안정화되고 활력을 띠고 있다. 

이렇게 동자동 쪽방촌 커뮤니티는 빈곤 주민에게 경제·사회·정서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쪽방촌 커뮤니티가 빈곤층 

주민에게 매우 큰 사용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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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동자동 쪽방촌 젠트리피케이션 사례와 발생원인

전술한 바와 같이 동자동 쪽방촌은 그 역할이 지대해 쪽방 

주민들에게 주는 사용가치가 점차 증가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동시에 동자동 주변 지역에서 2000년대 중반 이후 여러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교환가치 역시 빠르게 상승해왔는데 이는 쪽방촌 지역에 

젠트리피케이션 압력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먼저 동자동 쪽방촌에서 발생한 젠트리피케이션 

두 가지 사례의 개요 및 발생과정을 살펴본 후, 그 원인을 거시적 및 근린 

스케일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동자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 사례(이하 사례1)이며, 둘째는 게스트하우스로의 

건물용도변경을 인한 젠트리피케이션 사례(이하 사례2)이다.

  1. 동자동 쪽방촌 젠트리피케이션 사례 

    1) 사례1 : 동자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1) 사례 개요 

동자4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특별계획구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써 용산구 

동자동36-17번지(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45)의 5만㎡(18,790.10m2)를 

포함한다. 해당 구역은 오래전인 1978년에 상업 및 업무지구 개발을 

위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약 25년 후인 2003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정으로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재지정 

되며, 사업이 본격 추진되었다. 사업의 시행자인 ‘동자동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 사업조합’은 2007년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1년 

착공하여, 2013년 9월 3개 동으로 이루어진 고층주상복합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서울’을 준공하였다. 

사업시행 이전 동자4구역에는 쪽방, 고시원, 여인숙, 상가 등의 

2~3층의 중·저층 건물이 밀집하고 있었다. 용산구에서 시행한 기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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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현황 세부 가구수 비고

주택거주자 4가구 2인 가구(2), 1인 가구(2)

고시원
거주자

해당자 약 13가구
엘리트 고시원(11),
한마음 고시원(2)

1가구는 5만원
보상받고 갈월동

이주

미해당 약 18가구
엘리트 고시원(약15),
한마음 고시원(3)

3가구는 3~5만원
보상받고 이주

소계 약 31가구

합계 약 35가구

표 24. 동자동4구역의 세입자 거주현황

자료의 부재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할 수 없으나, 김성근(2015)의 연구에 

따르면 쪽방 400여 가구가 소재하고 있었다고 하며, 당시 세입자 

문제제기를 위해 수립한 ‘동자동 제4구역 주거세입자 공동대책위원회 

(이후 공대위)’의 진정서에 따르면, 주민의 이주가 한참 진행된 후인 

2007년 후반에 개발구역에 남아있던 세입자(고시원 2동과 쪽방 형태 

주택1동, 무보증 월세)만 합쳐도 100명이 넘는다(표24).17)

그림 20. 동자4구역 개발 당시모습 출처: 오마이뉴스(2008.11.09.)

자료:「동자동 제4구역 주거세입자 공동대책위원회 진정서」참고로 재구성

사업이 완료된 현재 대상지에는 총 278세대 (조합 147, 일반 

209세대)가 입주하고 있으며18), 주변에 게이트웨이타워, KDB 생명타워, 

트윈시티남산 오피스텔 등의 고층건물이 위치하고 있다. 하지만 

17) 사업 시행이전 대상지 주거 및 세입자 현황은 도시환경정비사업 진행 당시 ‘동자동  
 제4구역 주거세입자 공동대책위원회’에서 제출한 진정서를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18) 한국신용평가「2015년1분기부도기업분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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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서울의 서편은 중·저층의 노후 불량 건물들로 

이루어진 동자동 쪽방촌과 좁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하여 있어, 

시각적인 대비가 크다.

그림 21. 동자 제4구역에 건설된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서울
출처: 이데일리(2014.08.18.)

(2) 주민 이주과정 및 대응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같은 공익사업 추진 시 사업주체는 주민 보상 

및 이주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이주대책, 세입자 

주거이전비보상, 이사비, 상가 등 영업 손실 보상이 등이 포함된다.19) 

세입자 주거이전비 등의 보상20)의 경우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볍률(이하, 공토법)」의 시행규칙에 근거하며, 보상 

대상은 ‘사업고시일 기준으로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또는 무허가건축물에 입주한 세입자의 경우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사회·경제적으로 빈곤한 상황에 처해 있는, 쪽방 및 

19) 헌법 제23조 제3항에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국가 등 행정주체(사업주체)가 개인소유  
 토지 또는 재산권을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 이는 공공필요를 위한 적법한 행정작  
 용으로 인해 재산권을 박탈하거나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므로 법률에 근거가 있  
 어야 하고 정당한 보상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금액은 해당 월 도시근로자가구 가구원수별 평균가계지출비  
 x 4개월분 = 약 6,966,284원 정도로 보상금액을 산정하도록 명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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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의 빈곤층 주민들은 정보습득이 유용하지 못하며, 자신의 

권리주장에 서툰 경우가 많다. 동자 4구역의 경우도 세입자의 

이주보상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였고, 대부분의 주민들이 재개발 

소문에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이사비용도 되지 않는 푼돈만 받거나 

혹은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자연이주 하였으며 남아 있던 주민들 

역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이주했다. 

당시 주민 이주보상의 미비함은 공대위 진정서 및 신문기사를 

통하여 파악할 수 있었으며, 동자동 지역사회조직 관계자와의 

인터뷰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은 동자동사랑방 대표 및 

서울역쪽방상담소 소장의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이다.

“제가 듣기로 그 곳 할머니들이 잠깐 점심 먹으러 나갔을 때 와서
허물었다고 그러죠. 이후에 문제 제기를 해서 그분들께 보상금을 지급 한
걸로 알고 있어요.”

– 동자동사랑방 대표.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서울 부지가 여전히 쪽방이었을 때 재개발 된다는
소문을 듣고 지역을 방문해보았었어요. 그 당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주하시는 분들이 생겨나면서 그 분들을 다시 찾아서 보상을 받게끔 하는
작업을 했었어요. 초기에 한 100세대 정도는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재개발 된
다는 소식을 듣고 본인 스스로 자연적 이주 하셨어요. 그런데, 착공되는 시점
으로부터, 그 전에 거주하셨던 분들은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라는 이야
기가 한참 있었어요. 남아 있는 이주대상자 가정들 중에서 보상을 가격을 책
정하게 됐는데, 초기에 그냥 나가신 분들도 보상대상이 되는데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도 보상을 받으실 수 있게끔 하는 일들을 했었던 거
죠.”

– 서울역쪽방상담소 소장

동자4구역 세입자 이주대책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고시원과 여인숙 입실자였다. 고시원이나 여인숙 거주 주민 역시, 그 

곳을 주거로써 사용하고 있었기에 상황이 쪽방 거주자와 별반 다르지 

지만, 주거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세입자 보상대책에 포함되지 못한 

것이다. 또한 갈 곳이 없는 주민들은 철거가 시작된 후에도, 방을 빼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 지역에는 쪽방이 밀집해 있었기 때문에, 공대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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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등의 도움으로 진정서 제출 등 대책 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요청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 서울역쪽방상담소의 도움으로 보상 

받지 못하고 자연적으로 이주했던 주민들을 역추적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2) 사례2 : 게스트하우스로의 건물 용도변경 

(1) 사례 개요 

2013년부터는 기존에 쪽방이나 여인숙 등으로 운영되던 건물이 

리모델링 후 게스트하우스로 업종을 전환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생겨났다. 이는 동자동 쪽방촌이 서울역과 가까운 교통의 요지에 

있으며, 인근에 남대문시장, 명동 등 관광 명소가 있다는 지리적 이점이 

있어 게스트하우스가 입지하기에 유리한 요건을 가지기 때문이다. 

게스트하우스는 여관 및 여인숙과 같은 일반 숙박시설로써 

등록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게스트하우스로 업종을 전환하여 영업 중인 

건물은 총 5개동이며, 이중 빈곤 주민의 주거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쪽방 

및 여인숙 건물에서 게스트하우스로 용도변경을 한 경우는 총3개 

동이다. 2013년도에는  ‘24게스트하우스 서울’과 ‘케이팝레지던스’가 

각각 여관과 쪽방을 리모델링하여 영업을 시작하였고, 2014년에는 

‘아로하 게스트하우스’, 2015년에는 여관을 리모델링하여 ‘호텔 

스테이인 서울’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더해, 가장 최근인 2015년 2월에는 동자동 9-20번지 건물이 

게스트하우스로 용도변경하기 위해 주민퇴거공고를 하였다. 하지만 

세입자들의 퇴거반대운동을 인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약 7개월 

간의 긴 법적 공방과 마찰 끝에 현재 서울시에서 건물을 임대한 후 

리모델링하여 다시 쪽방으로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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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상호 주소 이전용도
변경
업종

2013
24게스트하우스
서울

용산 후암로57길 41 여관

숙박
(일반)

2013 케이팝레지던스 용산 후암로57길 3-9 쪽방

2014 아로하게스트하우스 용산 후암로 57길 35-8 쪽방

2015 호텔스테이인 서울 용산 후암로 57길 35 여관

미확인
24게스트하우스
서울역프리미어

용산 후암로 97-1 미확인

표 25. 동자동 쪽방촌 게스트하우스 운영 및 리모델링 현황

그림 22. 게스트하우스로 리모델링한 건물 외관 출처: 연구자 구성

출처: 연구자 구성

(2) 주민 이주과정 및 대응

동자동 쪽방촌 지역에 게스트하우스가 유입되기 시작하던 초기에는 

세입자들의 이주문제가 크게 불거지지는 않았다. 반면, 동자동 9-20(이하 

동자9-20)번지에서는 타 게스트하우스 리모델링 사례와 다르게 세입자의 

집단저항이 발생하였다. 

동자9-20 건물은 용산구 동자동 후암로57길 17-9, 새꿈어린이공원 

맡은 편에 위치하는 지상4층, 지하1층, 쪽방 47실 규모의 건물이다. 해당 

건물은 건물주가 약 30년 정도 소유하고 있던 건물로, 쪽방에 거주하는 

관리인이 대리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건물주는 인근 건물과 마찬가지로 

리모델링 이후 게스트하우스로 운영을 하고자 2015년 2월 4일 주민 

강제퇴거공고를 하였다. 당시 입주민은 총 43명으로 수급자 3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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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급자 12명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월세 평균은 보증금 없이 

15만원/월(동자동 평균 21.8만원의 69% 수준)로 지역 내에서도 저렴한 

편에 속하였다(용산구 사회복지과, 2015).

그림 23. 동자9-20번지 쪽방 입구마다 붙은 강제퇴거 공고문
출처: 동자동사랑방 내부자료, 민중언론참세상(2015.12.14.)

타 사례들과 다르게 동자9-20에서 주민들의 퇴거반대운동이 

발생한 이유는 첫째, 해당 건물이 용도 변경한 타 건물들에 비해 규모가 

커 거주자 수가 많았으며 둘째, 이전 건물주들은 상대적으로 주민들에게 

이주 장소를 찾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준 반면, 동자9-20은 주인이 

어떠한 협의과정도 거치지 않고, 한달 전에 일방적인 퇴거 통보를 

하였기 때문이다. 

“오래 살았죠. 16년, 20년 살았는데, 난리가 났던 거야. 거기 말이 막
들리면서, 잠자고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그게 적혀 있더라고요. 뭐가 안돼서
거주 할 수가 없다고 집을 비워줘야 된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우리는 자고
일어나서 갑자기 그걸 보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그걸 미리 두 달이건 석
달이건 여유를 주고 내보내야 될 거 아니야 사람을. 그 전에는 아무 소리
없다가 갑자기 와서 뻘건 딱지를 딱 붙여놓고 나가라 그러고. 그래서 그
때서부터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 이OO(65세, 여), 내부 이주

“그냥 마지막을 ‘거기서 죽는다.’ 그러고 살던 사람들인데 그렇게
되니까 난리가 난거지. 시청 쫒아가고 시장 만나고.”

– 박OO(78세, 남), 내부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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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은 한 겨울 갑작스런 퇴거통보에 막막했다. 동자9-20 건물은 

지역 내 가장 저렴한 쪽방 중 하나로써, 그 곳에서 쫓겨날 경우 비슷한 

월세의 쪽방을 찾기 어려웠을 뿐더러, 한 겨울에 거리로 나가게 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겹쳤기 때문이다. 다행히 주민자치조직인 동자동사랑방의 도움을 

받아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반대운동을 시작하였으나, 그 과정은 약 

7개월간이나 지속되며, 주민들에게 지난한 과정이 되었다. 그동안 

주민들은 동자동사랑방 그리고 서울역쪽방상담소의 도움을 통해 건물주 

면담, 서울시장과의 접견, 기자회견, 국민권익위원회, 법률구조공단 등에 

호소하는 등 다방면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나섰다. 하지만, 건물주는 

단수조치, 절전, 그리고 문짝을 떼어내는 등 강제철거 진행을 멈추지 

않았고, 이에 주민들은 건물 앞에서 공사를 저지하기 위한 물리적 

대응을 불사했다. 또 그동안 여러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건물을 떠나지 

않았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동안 주민들은 동자동사랑방이라는 

주민자치조직을 통해 결속되고 힘을 모았다. 그러던 중 2015년 9월9일 

법원이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지리한 싸움이 마무리되고 

서울시가 동자9-20번지를 건물주로부터 임대하여 쪽방으로 위탁운영하게 

되었다.21) 관련 내용은 제5장 2절에서 자세히 다룬다.

21) 법원은 쪽방이 주거에 해당하며, 주민들이 쪽방 입주 시 작성한 계약서가 한 달짜리여  
 도 법적으로는 임대차 기간이 2년으로 인정되어 건물주의 강제철거 행위는 주택임대  
 차보호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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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젠트리피케이션의 거시적 원인 

젠트리피케이션은 지대격차의 발생과 더불어 정부의 정책 그리고 

수요계층의 발생이 맞물려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에 따라 본 장에서는 

Smith의 공급측면의 설명인 지대격차이론과 Ley의 수요공급 이론,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한 정부 정책에 중점을 

두어 동자동 쪽방촌 지역 젠트리피케이션의 원인을 살펴보고, 

발생과정을 실증하고자 한다.

첫째, Smith(1979)가 제시한 지대격차이론에 근거하여 2005년~2015년 

사이 용산구 동자동 인근의 지가 변화를 살펴보았다. 둘째, Ley의 

수요측면 이론이 강조하는 잠재적 주체 형성과 도시내부 수요 발생을 

확인하기 위해 교육수준 변화(대졸이상 인구수), 4차 산업 종사자 비율, 

지방세 증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원인으로 작용하는 정부 정책을 도시개발계획과 관광화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 공급측면 – 지대격차 발생

젠트리피케이션 주요 발생 원인으로는 지대격차(Rent gap), 즉 

현재지대와 잠재지대의 차이를 꼽을 수 있다. 최근 동자동에서 발생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역시 이와 같은 지대격차 발생이 큰 요인으로 

작용했는데, 이를 지가곡선과 실제거래가격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지대격차이론에 따르면, 젠트리피케이션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잠재지대를 파악하여 현재지대와의 격차를 살펴보아야 한다. 

하지만 최유효이용 상태의 지대를 의미하는 잠재지대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특정 지표를 통해 실증하기 어려워 여러 학자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간접적으로 추정해왔다(Ley, 1986; Clark, 1988; Badcock, 

1989; Hammel, 1999; Diappi & Bolchi, 2008). 본 본문에서 차용한 

이선영(2009)은 개별공시지가를 활용하여 서울시 전체 지가곡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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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여 서울시 전반적 지가변동추이를 살펴보고, Land Value Valley의 

발생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거시적 측면에서의 지대격차를 확인했다. 즉, 

호이트의 지가곡선에서 Land Value Valley의 발생여부를 파악함으로써 

지대격차를 추정한 것이다. 

그림 24. 호이트의 지가곡선

출처: Smith(1979); 이선영(2009)에서 재인용

호이트의 지가곡선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도시의 토지는 전형적 

원뿔모양의 지가곡선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는 도시 중심부에 

위치할수록 토지의 잠재지대는 높으며, 도심에서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 거리에 비례하여 잠재지대가 감소함을 나타낸다(Hamnett, 1999). 

그러나 지가곡선을 작성해 보았을 때, Land Value Valley가 나타나는 

구간은 현재지대가 잠재지대보다 현저하게 저평가된 구역으로써, 

지대격차가 발생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서울의 중심상업지구인 중구 명동으로부터, 

용산구 동자동을 경유해, 도심 외관의 구로구 오류동까지의 지가추출선 

추출 후, 이를 기준하여 1990년부터 2015년 까지 법정동별 평균지가를 

산출함으로써 서울시 지가곡선을 작성해 보았다(그림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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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서울시 지가 추출선 (명동-영등포 방향)

그림 26. 서울시 명동-영등포 방향의 지가곡선 (매월 1/1기준)

자료: 서울시 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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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적인 지가곡선도에 따르면, 도심에서부터 도심 외곽으로 나가는 

축 위에 거리에 따라 4개 주요 지역의 지가를 그래프로 나타낼 경우, 

거리가 멀어질수록 즉, 중구 명동, 용산구 동자동, 여의도동, 교외지역의 

순서로 지대가 나타나며 원뿔모양의 곡선을 나타내야 한다. 그러나 

명동-영등포 방향의 지가곡선을 살펴보면, 서울역 인근(약1km)지점에서부터 

영등포 부도심(8km~10km)사이에 커다란 Land Value Valley가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이 구역은 용산구 동자동이 위치한 곳인데,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용산재개발이 진행된 2005년~2010년 사이 지가가 상승하기도 

했으나 1990년~2015년의 약 25년 사이 명동의 지가는 거의 두 배 이상 

크게 상승한 것에 반해, 해당 구간의 지가는 거의 제자리에 머무르는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명동과 지리상 가장 가까이 위치한 동자동의 경우 이 같은 

격차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CBD와의 경계에 위치하며 서울역 맞은 

편 교통의 요지인 도심 노른자 땅에 자리하고 있는 동자동은 높은 개발 

잠재력 또한 가지고 있어 잠재지대가 매우 높은 지역일 것이라고 

추정해볼 수 있다. 하지만, 이처럼 지리적으로 탁월한 입지조건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지역 쇠퇴, 건물 관리소홀 등으로 인한 건물 노후화, 

불량 노후 건물의 밀집, 열악한 주변 근린에 대한 인식(도시 단신 

빈민노동자 불량주거 밀집) 등으로 인하여 그동안 저투자되어 오거나 

개발이 지연되었다. 즉, 이 같은 지속적 지역쇠퇴 및 물리적 노후화는 

결과적으로 동자동 인근의 현재지대를 잠재지대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되게 함으로써 지대격차를 발생시켰다.

    2) 수요측면 - 잠재적 주체 및 도심내부 수요

젠트리피케이션 수요측면의 이론을 주장한 Ley(1986)는 캐나다 22개 

대도시를 사례로 4개 요인을 중심으로 한 젠트리피케이션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4차 산업 종사자 비율과 대졸이상 교육인구 비율 변수를 

합친 사회적 지위 지수(social status index)를 이용하여 젠트리피케이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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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였다(신정엽, 2014). 우리나라의 연구에서는 김걸(2007) 또한 

Ley의 사회적지위지수를 토대로 젠트리피케이션 지수를 산출하고, 

젠트리피케이션의 주요 쟁점을 나타내는 28개 변수와 상관분석하여 우리나라 

젠트리피케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바 있다.
22)

(1) 대졸이상 인구 수 

동자동 쪽방촌 인근의 도심내부 수요 발생을 실증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2010년 사이 용산구 남영동의 대졸이상 인구 수 변화를 

살펴보았다.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에서는 인구주택총조사의 교육수준 

통계를  집계구별로 살펴볼 수 있는데, 그림27은 남영동의 집계구별 

대졸이상 인구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2000년도에는 대졸이상 인구 

비율이 낮았으나, 2010년에는 그 비율이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28과 같으며, 이는 지난 10년간 남영동 

전반적 그리고 동자동 쪽방촌 구역 주민의 교육수준이 꾸준히 

증가해왔음을 보여준다.

그림 27. 용산구 남영동 대졸이상 인구수 변화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2) 연구결과 가장 큰 상관관계를 보여준 것은 제4차 산업부문의 고용자 수였으며, 그 밖  
 에 사무실 연면적, 최대상업지대지가, 최대주거지대지가, 지방세수입, 지방세수입의 변  
 화율, 재정자립도의 변수 등이 젠트리피케이션 지수와 명백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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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남영동 및 동자동 쪽방촌 교육수준 변화(2000-2010)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 4차 산업 종사자 수 

지역의 4차 산업 종사자 수 변화는 젠트리파이어에 의한 도심내부 

발생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4차 산업의 종사자란 보통 ‘높은 

자격 요건과 높은 성장률을 가진 금융·보험·부동산과 같은 

도시정보기반 직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하며(Illeris, 1996; 김걸, 

2009) 주로 전문, 관리, 기술, 행정직에 종사하는 종사자를 말한다. 

서울시 젠트리파이어의 특성을 분석한 이희연(2009)과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의 발생 원인을 분석한 김걸(2009)의 연구는 4차 산업을 

FIRE(Finance Insurance Real Estate)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용산구 남영동의 4차 산업 종사자 비율의 변화를 

살펴보았으며, 제4차 부문 산업을 서울통계 사업체조사의 산업 

분류체계에서 금융 및 보험업(65-67) 및 부동산업 및 임대업(70-71)을 

포함하여 2000년-2014년도의 변화를 나타내면 그림29와 같다. 동자동 

쪽방촌이 포함된, 남영동의 4차 산업 종사자 수도 대졸이상 인구수와 

마찬가지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비록 자료의 

제약으로 2000년 이전의 현황은 파악할 수 없었지만, 2000년대 이후 

서울시의 종사자 비율은 제자리걸음한 것에 비해 용산구, 특히 남영동의 



- 83 -

4차산업 종사자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은 대상지에 전문직, 고소득 

직종의 종사자가 유입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림 29. 용산구 남영동의 4차 산업 종사자 비율(2000-2014)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3) 지방세 증가율  

지방세 수입의 증가는 젠트리피케이션 발생과 큰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김걸, 2009). 이는 주로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 할 경우, 중산층 

계급인 젠트리파이어가 유입되며 지역의 가구소득이 증가하고, 상권이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1998년~2014년도까지의 지역 지방세 

징수액 변화를 살펴보았는데, 동별 자료 취득에 제약이 있어 구별 

자료를 사용하였다. 

아래 그림32는 용산구의 지방세 징수액을 나타내고 있다. 

1998년부터 현재까지 용산구 지방세 징수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2004년을 기점으로 대폭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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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용산구 지방세 징수액(1998-2014)
자료: 서울 통계정보시스템, 서울시 세무과

    3) 정부 정책 – 도시개발계획 및 관광화 정책

보다 최근에는 젠트리피케이션의 거시적 원인을 설명함에 있어 

기존의 공급과 수요 논의에 더해, 제도 및 정부 정책 또한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기도 

한다(Kenneday & Leonard, 2001; Batancur, 2013). 이들은 정부가 

도심재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하는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이 젠트리피케이션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설명함으로써 도심 젠트리피케이션을 

발생시키는 원인 중 정부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동자동 

쪽방촌의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에 영향을 끼친 정부 정책으로는 첫째, 

인근 도시개발 계획과 둘째, 관광화 정책을 꼽을 수 있다. 

(1) 인근 도시개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동자동 쪽방촌이 소재한 용산구는 공간구조상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지리적 이점을 가지는 지역으로써, 2000년부터 

용산미군기지 및 철도기지창의 이전 확정, 서울 도시 공간구조의 재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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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다양한 도시개발 계획 수립 및 추진을 통해 지역이 본격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조명래, 1996; 이선영, 2009). 이에 더해, 2004년 

서울역 KTX의 개통 역시 서울역사 인근의 개발계획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록 2013년 하반기에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이 

전면 백지화되며 인근 지가가 잠시 하락세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서울시 및 용산구에서 낙후 도시기능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각종 개발 계획들을 지속적으로 수립 및 추진하고 있어, 

용산의 지가 및 아파트 매매가는 최근 다시금 상승 추세를 보이면서, 

개발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기도 하고 있다(한국일보, 2015.04.22).

그림 31. 서울역 인근 각종 도시개발계획 현황 출처: 연구자 구성

현재 서울역 인근에는 다양한 개발계획안이 수립 및 추진되고 

있다(그림31). 먼저, 남대문로5가와 동자동의 두 지역은 ‘도시환경 

정비구역’ 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다. 또 동자동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용산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서울역 

맞은편에 위치한 동자동의 일반상업지역 부지(44,382.8㎡)를 총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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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으로 나누어 추진되고 있다. 이는 현존하는 동자동 쪽방촌의 경계와 

10m 안팎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맞닿아있는 구역이다.23) 사업의 목표는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생활권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내용은 구역에 따라 다양하다. 

현재 사업이 완료된 구역은 제1,4,8구역이다. 제1구역(12번지 일대)은 

가장 먼저 사업이 완료되어 1991년 지상24층(지하6층)의 업무판매용도 

건물인 ‘게이트웨이타워’가 건설되었다. 제8구역(37-85번지 일대)에는 

지상22(지하7)층의 업무, 판매, 문화 및 집회 용도의 건물 ‘트윈시티’ 

가 2015년에 준공되었다. 특히, 제4구역(36-17일대)은 이후 동자동 

쪽방촌 젠트리피케이선 사례에서도 자세히 다루겠지만, 개발 이전에 

쪽방 및 여인숙이 밀집하였던 구역으로 정비조합을 설립한 후 2013년에 

사업이 마무리되어, 고층의 주상복합건물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서울’ 

3개 동이 자리하고 있다. 

최근 사업이 진행 중인 동자동 제2구역(15-1일대)은 1985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2016년 1월 27일 사업계획안과 건축심의가 

통과되었으며 지상33층(지하7층) 규모의 비즈니스호텔 및 레지던스가 

신축될 예정이다.  나머지 제3-1구역(17-3일대)의 성남교회는 존치되고 

있고, 제3-2구역(17-5일대)는 2015년 4월 도로를 개설하여 무상귀속 

준공인가가 예정되어 있다. 이처럼 동자동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을 

인해 쪽방촌과 맞은편에 고층 건물들이 대거 입주하면서, 동자동 지역의 

외관상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동자동 쪽방촌과 불과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위치하는 남대문로5가 

도시환경정비구역은 서울역 동북쪽에 위치한 일반상업지역이며, 서울 5

대 쪽방촌 중 하나인 남대문로5가 쪽방촌이 자리한 지역이기도 하다. 이

는 업무시설, 판매시설 및 국제회의장을 갖춘 지하8층~지상28층 규모의 

타워2개동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계획으로 지난 2015년 8월 건축심의위원

회의 건축심의를 통과하여, 2018년 준공을 목표로 개발이 한창 진행 중

이다24). 사업의 목표는 동자동 도시환경정비구역과 마찬가지로 낙후된 

23) 용산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2001. 7. 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229호, 용산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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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심 기능을 회복하기 위함이며, 사업의 상세 내용은 고층타워 건설과 

더불어 가로경관 계선 및 가로활성화에 기여, 도심 그린테트워크 구축

과, 공개공지 조성, 보행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함이다.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정비구역 내에 거주하던 남대문 쪽방촌 주민들이 대거 퇴거하였고, 

지역 쪽방주민을 지원하던 남대문 쪽방상담소도 이전을 준비 중에 있다

(오마이뉴스, 2015.12.21).

서울역 인근에 수립된 개발계획은 이 뿐만이 아니다. 서울역사와 

후암동 일대의 부지는 용산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특별계획구역(이하 

특계구)25)으로 지정되어 또 다른 개발을 계획 중에 있다. 먼저 후암동 

특계구는 본 연구의 대상지인 동자동 쪽방촌이 포함된 부지로써, 동자동 

도시환경정비사업 지구와 맞닿아 있는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 32만 

1282㎡ 를 포함한다. 해당 지역은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하여 정비사업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다. 2006년에 

특계구로 신규 지정되어, 2009년에는 인근 해방촌(용산2가동)과 결합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해방촌 주민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따라서 지난 2014년 3월에는 보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후암동을 단독 재개발 방식으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이를 통해 

후암, 동자, 갈월동 일대를 32만1282㎡ 부지를 3개 구역, 7개 획지로 

분할하여 진행하게 되었으며, 본래 건물 높이 5층 이하로 제한되어 

있었던 것이 평균12층(최고 18층)까지 높이 제한이 완화되었다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47호).

이에 더해, ‘서울역 특계구’는 서울역 가용부지를 활용하여, 

대규모 국제회의시설 등 복합시설을 유치할 계획이며, 가장 최근에는 

서울역고가 공원화 사업(7017 프로젝트) 및 배후 도시재생촉진 사업, 

서울역 북부 역세권 활성화 지원 등으로 인근의 개발 추진 가속화 및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24) 상세한 내용은 ()에서 확인할 수 있다. 
25)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의하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에서 현상설계 등에 의하여 창  

 의적인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계획안을 작성하는데 상당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때에 별도의 개발안을 만들어 지  
 구단위계획으로 수용·결정하는 구역을 말한다(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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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연도별 평균 공시지가 자료: 서울시 표준공시지가

그림32은 용산구와 용산구 동자동의 공시지가 변화와 일대에 수립 

및 추진된 도시개발사업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2005년 이후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확정 등 개발기대감과 동시에 용산구와 동자동의 

지가가 서울시의 평균과 차이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며, 2012년까지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26) 이처럼 개발계획에 반응하여 

지가가 급격히 상승한 것은, 그동안 해당지역의 현재지대가 저평가되어 

왔음을 시사하며, 이에 따라 지가가 크게 상승한 시점인 2011년과 

2013년에는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동자동 쪽방촌의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동자동 쪽방촌에 나타난 젠트리피케이션이 용산구의 

전반적인 도시개발 흐름과 그 맥락을 같이 하며, 특별히 본 연구 

대상지인 동자동의 지가가 지역 개발계획에 대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정부의 도시개발개획 수립 및 추진은 이처럼 인근의 

지역 개발에 대한 기대감 증가로 인한 교환가치 상승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을 

26) 동자동의 지가는 2009-2010 사이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2012년도에 가장 높  
 게 나타났다. 서울시 지가평균보다 눈에띄게 상승하기 시작한 시기는 2006년경부터  
 로 이는 용산국제엄부지구 개발이 확정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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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시킴과 동시에, 동자 4구역의 쪽방 및 여인숙을 철거하고 

주상복합을 건설하게 하는 등 지역 젠트리피케이션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 서울시 관광 발전 마스터플랜

동자동에서 사례2와 같은 게스트하우스가 들어오게 된 원인 중 

하나는 서울시의 관광발전 마스터플랜에 따른 숙박시설 확충 지원 

정책에서 찾을 수 있다. 서울시는 당시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객에 비해 

숙박시설의 수급이 원활하지 못했다.27) 이에 여관이나 모텔의 우수 

숙박시설(굿스테이 서울)지정을 확대하고 도시민박업 확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하는 등 다양한 숙박시설을 수급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했다(서울관광 발전 마스터플랜, 2013). 동자동의 게스트하우스는 

이런 숙박시설 지원정책과 늘어나는 관광객의 수요에 힘입어 기존 쪽방 

건물이나 여관, 여인숙의 용도를 변경해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했다.

그림 33. 외국인관광객증가추이: 서울최근 6년간연평균 13% 성장

출처: 금기용(2015)

27) 서울시 관광발전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2013년 기준11,315실의 공급이 부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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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사업

Hotel
· 관광명소 중심으로 관광호텔 건립 유도
- 비즈니스 호텔 건립유도로 중저가 호텔 확충

· 적정 수급관리로 공급과잉 선제적 대응(관계부서 T/F운영)

Motel
· 여관, 모텔의 우수숙박시설(굿스테이 서울) 지정 확대
· 숙박환경 개선과 고품격 서비스 제공으로 관광객 투숙률
제고

BnB 등
· 도시민박업 확충을 위한 운영지원과 홍보 강화
· 한옥, 전통사찰을 체험형 숙박시설로 확충
· 대체숙박 집적지역 육성으로 단일 관광상품으로 개발

표 26. 서울시 관광발전 마스터플랜 주요사업

출처: 서울시 관광발전 마스터플래을 토대로 연구자 재구성

  3. 젠트리피케이션의 미시적 원인

Smith와 Ley는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는 조건과 원인을 

사회경제적 변화에 기초하여 밝혔고, 정책적 원인 역시 거시적 측면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의 원인을 잘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일반적이고 거시적인 맥락 속 젠트리피케이션의 발생 원인에 대한 

설명은 지역적인 특수성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더욱이 

쪽방촌과 같이 특수한 성격을 가지는 빈곤밀집지역에 대하여는 제한적인 

분석만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보다 미시적 스케일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의 직·간접적 주체가 된 쪽방건물주, 게스트하우스 

운영자 및 쪽방촌 주민과 제도적 변화에 주목함으로써 젠트리피케이션의 

발생 원인을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1) 젠트리피케이션 사례1의 미시적 원인

사례1은 주로 법적·제도적 변화가 젠트리피케이션의 주원인으로 

파악된다. 사례1이 발생한 동자동 36-17번지 일대는 1978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다. 하지만 오랫동안 재개발이 진행되지 않다 2005년 개정된 

도정법에 따라 이 지역이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같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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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지면적
(m2)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층수

기존 7868.8 업무시설 24.21 3357.06 지상15층
지하4층

변경 7944.2
숙박 및
공동주택 54.43 995.51

지상39층
지하9층

표 27. 동자동 4구역 건축시설계획의 변경사항

서울특별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되면서 개발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 

그림 34. 젠트리피케이션 사례1의 추진 경위 타임라인 출처: 연구자 구성

이에는 두 가지가 크게 작용했다. 첫째는, 건축시설계획이 변경된 

것이다. 기존의 건축시설계획에 따르면 이 건물은 업무시설 용도로 

사용되고 건폐율 23.21%, 용적률 357.66%로 지상15층, 지하4층의 건물로 

지어질 예정이었다. 그런데 주 용도가 숙박시설 및 공동주택으로 바뀌고 

건폐율은 54.43%로 용적률 또한 996.51%로 완화되면서 지상39층 

지하9층의 대형빌딩을 건설할 수 있게 되어 사업성이 높아졌다. 둘째, 

임대주택건설의무가 면제된 것이다. 2005년 3월 18일 도정법 

개정안에서는 기존 건축물에 주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의 경우 ‘임시 

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세입자의 주거대책, 임대주택의 

건설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가 조례를 통해 

2006년 1월1일 이전 지정된 정비구역에 한해서는 임대주텍 건설의무를 

면제시켜 주면서 임대주택을 건설할 필요가 없어지게 됨에 따라 자본이 

유입될 수 있는 적합한 조건이 마련된 것이다. 

자료: 용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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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젠트리피케이셔 사례2의 미시적 원인

한편, 사례2 지역에서는 젠트리파이어들의 역할이 두드러졌다. 

소득증가나 교육수준의 향상과 같은 사회경제적 배경의 변화 외에도 

다음의 사안들이 젠트리파이어들의 동자동 지역에 대한 수요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쪽방과 게스트하우스 운영의 임대수익 격차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게스트하우스 운영 시, 

공실률이 상시적으로 50%에 이른다고 할 때 매월 약 6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반면, 쪽방촌의 경우에는 평균 공실률 13%를 적용할 경우 약 

51만원의 수익만을 얻을 수 있다. 24게스트하우스의 수익구조를 예시로 

파악한 분석 결과로 볼 때, 동일한 조건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지속해서 

운영가능하다면 초기 투자금 1억 2천여만원 또한 2년 내에 회수할 수 

있어 임대수익 격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5. 쪽방과 게스트하우스 운영수익 비교 출처: 연구자 구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건물주들이 현재까지 쪽방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은 초기 투자금으로 인한 투자리스크 위험이나 동자9-20번지의 

사례와 같은 건물주의 건물방치 혹은 쪽방촌의 성격상 변경이 쉽지 않은 

월세구조로 인해 큰 수익을 기대하기 보다는 생계유지나 용돈벌이로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이대창 외5, 2012).



- 93 -

게스트하우스 건물 지번 건축연도 소유권
이전 시기

아로하게스트하우스* 용산구 동자동 35-47 2001 2014.12.30

24게스트하우스
서울역프리미어

용산구 동자동 11-7 1984 2014.03.27

케이팝레지던스* 용산구 동자동 11-20 1971 2011.12.20

24게스트하우스 서울* 용산구 동자동 25-125 1967
2007.08.01

2009.06.19

호텔스테인 서울역점* 용산구 동자동 35-146 1969 2000.04.04

표 28. 게스트하우스 건물 소유권 이전 시기

두 번째로, 동자동 쪽방촌 지역에서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원인으로는 1960년대 후반과 70년대에 주로 세워진 동자동 쪽방촌 

건물주들의 세대교체를 들 수 있다. 

“거기는 어차피 옛날부터 주인이 이북 사람이 60년대 와서 세 집
(동자17, 18, 19번지) 다 가지고 있다가, 다라이 장사 고물장사 해가지고
지은 거야. 죽고 아들 준거야. 쉽게 말하면 옛날에 아가씨장사 하다가 그
사람들은 1세대인가 죽고 떠나고, 2세대한테 남은 거 맡겨 놓은 거야.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쪽방으로 해가지고.”

– 박OO(78세, 남), 쪽방 주민

쪽방 주민들에 따르면, 쪽방 건물들은 주로 60-70년대 지어졌는데 

초기의 1세대 건물주는 떠나고, 최근에는 2세대가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최근 들어선 게스트하우스의 건축물관리대장을 통해 확인한 

바, 다섯 곳 가운데 세 곳은 최근 5년 이내에 건축물의 소유권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들이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와 관광화 

정책에 발맞춘 사업체와 연계하면서 기존 쪽방운영에 변화를 낳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전에 쪽방 및 여인숙 용도로 운영되었던 건물. 자료: 건축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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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스트하우스로 변경하면 관광객 유치 등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캐보려고 하고 있어요. 게스트하우스로 변경하면 장점은 이곳이 재개발 될
경우 세입자가 없다는 거죠. 지금 진행은 안 되고 있지만, 여기가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거든요. 사전에 세입자를 내보내고 운영하다가 고가로 팔
아넘길 수 있는 거죠.”

– 동자동사랑방 대표

마지막으로 동자동사랑방 대표의 발언처럼 쪽방에서 다른 용도로 

건물의 임대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건물주에게 재개발 추진 시 세입자 

주거대책 마련 및 보상비 지급 에 관한 우려를 없애주고 임대운영의 

편의를 증진시켜준다. 이것이 동자동 지역에 최근 자본의 투입이 

늘어나고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다. 

  4. 소결   

이 장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의 사례와 그 발생 원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두 가지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한 과정을 정리하면 

아래 그림과 같은데 사례1이 발생하게 된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완료된 

이후 이어서 사례2인 시장주도적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6. 동자동 쪽방촌 젠트리피케이션 사례 타임라인     출처: 연구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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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적 원인 – 대도시 스케일

수요측면
(demand side)

공급측면
(supply side)

정부정책
(gov. policy)

잠재적 주체 형성 및
도심 내부수요 발생 지대격차의 발생

신자유주의 정책
1) 도시개발 계획
2) 관광화 정책

미시적 원인 – 지역적 스케일

젠트리피케이션 사례1 젠트리피케이션 사례2

1) 건축시설계획 변경
(건폐율, 용적률 완화)

2) 임대주택건설 의무면제

1) 쪽방/게스트하우스 운영수익 격차
2) 쪽방촌 건물주의 세대교체
3) 세입자 대책 및 보상비 지급 우려
4) 임대운영의 편의 증진

표 29. 동자동 쪽방촌의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원인

다음으로, 지대격차이론, 잠재적 주체의 수요발생 그리고 정부 

정책에 주목한 젠트리피케이션의 발생 원인에 대한 설명이 동자동 

지역에서도 역시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정부의 지역 

개발정책의 요인이 젠트리피케이션의 발생에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거시적 스케일에서 파악되는 원인과 더불어 

쪽방촌이라는 독특한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쪽방과 게스트하우스의 

임대료 격차, 건물주의 세대교체, 세입자 주거대책 마련에 대한 우려 

제거와 같은 미시적 원인들이 더해질 때 보다 정확한 설명이 

가능하다(표29).

출처: 연구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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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동자동 쪽방촌 젠트리피케이션의 영향

젠트리피케이션의 결과 및 영향에 대한 평가는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극명하게 갈린다. 젠트리피케이션의 긍정적인 영향으로 

언급되는 현상으로는 쇠퇴지역 안정화, 지역 자산가치 상승, 지역 미화, 

지역의 재정 수입 증가, 사회적 혼합(social mix) 증가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는 주로 젠트리피케이션을 도심재생 및 지역 활성화에 매우 

유용한 도구로써 해석하는 입장에서 언급된다. 

반대로,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논의는 주로 

비자발적 이주 및 철거 등을 인한 정신적 피해, 저렴주거의 멸실, 지속 

불가능한 투기적 자산 가치 상승, 커뮤니티의 상실, 커뮤니티 갈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도시에 대한 신개발주의적 논의를 비판하고 있다.

이처럼 젠트리피케이션의 영향에 관한 논의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서로 다른 해석을 낳게 되는데, 본 장에서는 쪽방촌의 

젠트리피케이션이 주민 및 커뮤니티에 초래하는 영향을 공공이나 

자본가의 관점이 아닌 지역 주민의 관점에서 파악 및 해석해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첫째, 쪽방촌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둘째, 지역 및 

커뮤니티에 미치는 영향의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본 절에서는 쪽방촌의 젠트리피케이션이 빈곤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한다. 

    1) 세입자 주거권 위협

동자동 쪽방촌에서 발생한 일련의 젠트리피케이션은 빈곤층 

주거권에의 위협을 초래하였다. 주거권(housing rights)이란 인권, 즉 

인간으로써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의 일부에 포함되는 권리로써,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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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인간다운 주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 적절한 거처에서 생활할 

권리(김홍식, 2008)’를 일컫는다.28) 국제기구인 UN 역시 국가는 주거를 

확보하지 못한 국민에게 적절한 주거를 보장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데29), 적절하며 부담 가능한 주거의 확보는 복지혜택, 개인증명, 

정치 참여 등과 같은 타 권리들을 누릴 수 있는 기본 요건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서종균, 2011). 

먼저 동자동 젠트리피케이션 사례1의 경우는 정부의 불량주거지역 

재개발 추진으로 인해 쪽방촌의 대규모 철거 및 주민의 비자발적 이주가 

발생한 것으로 매우 전형적인 주거권 위협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사례2의 경우는 시장에 의해 개별건물의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써 동자동9-20번지를 제외한 대다수 건물의 주민들은 건물주의 

퇴거 요청에 순응하여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이주하였다. 이는 개별 

시장에 의해 발생하는 주민의 이주 역시 비자발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세입자 주거권에 대한 위협 발생의 소지가 내재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은 각 젠트리피케이션 사례의 과정 및 결과를 통해 파악된 

세입자 주거권 위협 발생의 배경 및 원인을 정리한 것이다. 

(1) 지자체의 세입자 현황에 대한 임기응변적 기초조사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서울 부지가 여전히 쪽방이었을 때 재개발
된다는 소문을 듣고 지역을 방문해보았었어요. 그 당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주하시는 분들이 생겨나면서 그 분들을 다시 찾아서 보상을
받게끔 하는 작업을 했었어요.”

– 서울역쪽방상담소 소장

28) 주거권은 1984년 “유엔의 보편적 인권에 관한 선언’에 처음 명시되었고, 이후 제
정된 UN 총회의 ‘The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과 ‘The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에서 직접적으로 그 권리를 인정하였다. UN이 
명시한 주거권의 구성요소는 점유의 법적 안정성(legal security of tenure), 경제적 부
담가능 주거(affordability), 적정 수준의 주거공간(habitability) 주거에 필요한 시설 및 
서비스 확보(accessibility to basic infrastructure and service) 등이 있다. 

29) 적절한 주거의 확보는 인간의 자유, 존엄성, 평등 그리고 안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주거권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모든 국가는 자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최선
을 다해야 한다(UN Special Report on Housing Rights,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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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의한 개발·재개발사업 추진 시, 세입자의 주거권 및 

사업지구 내 주민 갈등은 정부 개발정책의 큰 부작용으로써 여겨지고 

있으며 심각한 사회문제의 요인이 되고 있다(남원석, 2004; 이덕복, 1993; 

심미영; 2010; 환경계획연구소, 1993; 김정희, 2012; 김흥식, 2008; 정승환, 

2010). 이는 사례1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사례1과 같이 정부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진행할 경우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도정법 10조 2항에 따르면 

시장 및 군수는 정비계획에 대해 ‘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과 소유현황’ 등에 대해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도시환경정비계획을 시행할 경우  대상지의 세입자 

현황에 대한 기초조사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대상지 기초조사는 주민의 권리보호에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주민 현황 

파악이 선결되어야 그에 맞는 대책이 수반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자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용산구의 세입자 권리보호를 위해 

법적으로 명시된 책임 중 하나인 기초초사가 매우 부실했다. 

이는 ‘동자동 제4구역 주거세입자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30) 

가 용산구에 제출한 진정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표30는 용산구에서 

실시한 동자동 제 4구역 세입자 기초조사 자료(정비계획 지정도서)와 

동자4구역 공대위에서 파악한 세입자 현황을 비교한 것이다. 자료를 

비교해보면 2007년 5월에 발표한 서울시 ‘동자동 및 동자동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 지정도서’는 동자동 제4구역 내 세입자를 

총12가구(36명)로 기재하고 있다, 하지만 이주가 한창 진행된 이후인 

2008년 공대위 조사 당시 개발구역에 남아 있던 세입자(고시원2동과 

쪽방 형태 운영 주택1동)만 합쳐도 100명이 넘는다. 즉, 기초조사 

현황파악에서 세입자 집계가 세대수로 23세대 이상 그리고 인구수로 

64명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집계가 심각하게 누락되어 있는 것이다. 특히 

공대위에서 현황파악을 실시하였을 당시는 2008년으로, 대다수의 

주민들이 이미 재개발 소문을 듣고 사업지구 바깥으로 이주한 후라는 

30) ‘동자동 제4구역 주거세입자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주거지를 박탈당할 위기에 처한 구역 내 주거세입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대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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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기초조사
(2007.5)

동자4구역 공대위
(2008) 집계 누락

세대수 인구수 세대수 인구수 세대수 인구수

12가구 36명 약35가구 100명 이상 23가구 64명 이상

표 30. 동자동 제4구역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자료

것을 감안 하였을 때, 실질적인 누락집계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빈곤사회연대가 진정서 제출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법적 

절차를 밟음으로써 뒤늦게야 보상대상자이지만 보상을 받지 못하고 이주 

한 세입자를 추적하여 보상비를 일부 지급할 수 있었다. 하지만 빈곤 

주민들의 경로를 추적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 그마저도 부분적인 보상에 

머물렀다. 이에 더해 용산구청이 주민공람에 소홀했던 점도 지적된다.31) 

이러한 지자체의 임기응변적 태도는 쪽방 및 고시원 세입자의 피해를 

증가시켰다.

출처: 빈곤사회연대 홈페이지

(2) 지역 및 주민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보상체계

세입자 이주보상에 대한 법적 보호체계는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존재한다. 하지만 현 세입자 보상체계는 빈곤주민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일반적 세입자와 빈곤계층에게 일괄 

적용되고 있어 빈곤층 세입자의 주거권 보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첫째, 실질적 보상이 되어 주지 못하는 보상내용이다. 남원석(2004)도 

이와 같은 보상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는데, 현 제도에 따르면 재개발 

진행 시 세입자는 약 4개월 치 주거 이전비 혹은 공공임대주택 입주권 

중에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세입자, 특히 주거취약계층인 

31) 도정법은 기본계획 수립, 정비구역지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주민공   
 람을 하도록 지정함. 최소 총4번의 주민공람. 특히 사업시행인가 시 주민들이 공람기  
 간(30일)내에 시장·군수에게 서면으로 의견 제출 가능하다. 주민공람 공고는 용산구  
 보, 용산구청 게시판, 구역인근 지하철 역 시민게시판 활용 하는데, 공대위 진정서에  
 따르면 사업시행인가 시 구역 내 플래카드나 대자보나 안내장을 붙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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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 주민에게 충분한 보상이 되어주지 못한다. 왜냐하면 4개월 월세 

정도의 주거대책비만으로 인근에 적절한 주거를 구하기 어렵고,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원하는 경우에도 보증금 목돈 마련의 어려움으로 

포기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동자동 쪽방촌의 젠트리피케이션 사례는 이 같은 현존 

세입자 보상체계의 불완전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고 있다.  ‘5장 

1절 3항 사회적 관계 및 주민지원시스템과의 단절’ 에서도 자세히 

다루겠지만, 쪽방 주민에게는 주거 시설 그 자체보다도 인근의 복지 

시설 및 서비스가 더욱 큰 의미를 가진다. 현재 이주 보상으로 주어지는 

소정의 이주보상비는 주거에 대한 보상만을 포함할 뿐 타 지역으로 

이주함으로써 지역에서의 사회적관계망으로부터의 단절에 대한 보상이 

되어주지는 못하는 것이다. 

둘째, 세입자 보상대상 선정기준의 불합리성을 들 수 있다. 

개발사업 등의 공공사업에 있어서 세입자의 보상은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토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는데, 

세입자 대책에 포함되는 대상자의 범위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 

한정됨으로써32), 여관 여인숙 등 숙박시설로 규정된 건물 거주자의 경우 

혹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현 주거지로 주민등록 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못해 보상없이 이주해야한다.  하지만 사실상 

쪽방촌 내의 고시원, 여관, 여인숙들은 빈곤주민이 장기간 거주하며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 비록 숙박시설로 규정은 되어 있지만 

그들의 실질적 주거지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세입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쪽방 등에 거주하는 수급권자나 주거 빈곤층의 경우,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주거가 불안정할 경우, 주거상실에 대한 위협이 발생할 수 

32) 공공사업의 세입자 보상대상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  
 용 건축물의 세입자 &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공토법 시행규칙 제6절 54조)’를 말한다. 다만, 무허가 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2.,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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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고려하여 응급상황으로 인식하고 보상내용의 측정 기준 및 

보상방법에 대한 차별된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즉, 세입자 

보상내용이 일괄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보다 세밀한 지역현황의 반영이 

가능하도록 차별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3) 권리 인식 미비 및 제한적 대변 능력

쪽방촌 세입자들의 권리 및 이주보상에 대한 인식 부족 및 제한적 

대변능력은 주민의 주거권 위협을 발생시키는 주원인으로 작용한다.  

보통 쪽방촌 주민들은 주거권을 권리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에, 

집주인의 퇴거 공고에 당연히 순응해야 하며,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김윤이, 2005,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2). 

동자동 쪽방촌의 경우에도 그러하다. 사례1의 경우 세입자 

보상대상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받지 않고 먼저 이주하거나, 

5~7만원 정도 개별 건물 소유주 재량에 따라 일관성이 결여된 주거 

이전비 지급이 이뤄졌다. 사례2에서는 특히, 빈곤주민의 세입자로써의 

권리 인식의 미비함이 사업자 및 건물주의 무관심 속 혹은 의도적 

횡포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비록 주민들이 스스로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대변할 능력이 부족하여 실질적 권리 획득이 어렵다. 다시 

말해, 만약 법적 대응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 매우 지난하여 

생계유지만으로도 빠듯한 쪽방촌 주민들이 스스로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크다. 동자9-20 퇴거반대운동 과정은 이 같은 주거권 위협의 대응과정 

어려움을 잘 나타내 주는데,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동자동사랑방과 

같은 주민지원단체의 역할이 컸다(제5장 2절  2항에 상술함).

“사랑방에서 뒷받침을 많이 해줬어. 내가 참여하거나 한 건 아니고,
입주자들이 하는 거니까. 우리는 입주자가 아니니까 성토 할 수가 없죠.
사랑방에서 많은 도움을 줘가지고 그나마도 성사가 됐죠 … 네, 처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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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스트하우스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몇몇 사람이 그렇게 못한다 하고
버틴 거죠. 사랑방에서 시청도 다니고 구청도 다니고 많이 뒷받침 해주고
그런 거죠.”

– 이OO(74세, 남), 쪽방 주민

    2) 비자발적 이주로 인한 불안과 스트레스 가중

경제·사회·물리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인 빈곤 주민은 

거주지로부터 이주하는 것에 대한 불안이 크다. 이는 동자9-20 

퇴거공고에 대한 주민의 반응에서 잘 나타나는데,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과 오랫동안 함께 생활해 왔으며, 퇴거반대운동에 주민과 함께 

활발하게 활동하였던 동자동사랑방 대표는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건물주가) 좀 나가달라는 공지를, 밤사이에 노란 딱지를 쪽방 방방마
다 붙였는데, 그거 붙은 후로 심장이 두근거려서 집 잃은 개처럼 괜히 밖으
로만 나돌게 되고 한다’ 면서 굉장히 힘들어 하셨어요.”

- 동자동사랑방 대표

  당시 퇴거 위기 처했던 동자9-20 주민들이 주민, 비상대책 위원회에서 

요구사항을 작성한 쪽지들은 급작스런 퇴거공지와 이주에 대한 막막함을 

보여준다. 메모의 내용은 “이곳은 나의 보금자리이다.” “내 동자동

쪽방에서 살겠다.” “나가라는 벽보가 마음의 상처가 된다. 계속 살고 싶다.

열심히 살고 싶은데 여기서 나가면 갈 곳이 없다. 어려운 사정을 생각해

달라.” “황당하고 어찌 할 바를 모르겠다. 답답하다 자세한 상황 설명을

해달라. 그냥 살게 해달라.” 등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떠나고 싶지 않은 

심정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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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동자동9-20 주민비상대책위원회 주민 요구사항 출처: 동자동사랑방

이러한 쪽방 주민들의 이주에 대한 극심한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는 주거 상실에 대한 두려움에서 일부 기인한다. 동자동사랑방 

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대부분의 주민이 이전 거주 지역에서도 비자발적 

이주 및 강제퇴거를 경험한 경우가 많으며, 또 다시 이주해야 한다는 

불안과 자괴감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동자9-20 퇴거반대운동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그 과정을 

동네 주민으로써 지켜보았던 최씨(55세, 남) 또한 그들의 어려움을 십분 

이해하고 있었으며, 그렇게 쫓겨날 경우 ‘더 이상 갈 곳이 없다’고 

설명하였다. 동자동에 48년째 거주하고 있는 이씨(74세, 남) 역시 이 곳 

동자동에서 이주하게 된다면 갈 곳이 없음을 거듭 강조하였다.

“내가 봐서 영등포 쪽이나 이쪽 서울역이나 서울에서 남은 마지막 남은
쪽방촌이에요.… 그런데 쪽방촌이 사라진다? 그러면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져요. … 또 이 많은 사람들이, 가구 수가 엄청난데, 갈 곳이 없어져요.
쉽게 말하면 내보내는 것 밖에 안돼요. … 서울시에서 커뮤니케이션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 몰라도, 어디로 이주 시킬지 대책을 안 세워 놓고
그러면 갈 데가 없다고.”

– 최OO(55세, 남), 쪽방 주민

“이주하게 된다면 이제 뿔뿔이 헤어지겠죠. 여기 쪽방이 없어지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여기 한 1000명인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요?
영등포도 못 가고 청량리 쪽으로도 못 가고, 신설동도 못 가고 다 꽉 찼어
이제 다 재개발 시키고 그래가지고.”

- 이OO(74세, 남), 쪽방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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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동 안 동자동 밖 사망 교도소
노역

미확인

명 27 8 1 1 3

% 67.5% 20% 2.5% 2.5% 7.5%

표 31. 동자동 9-20번지 주민 이주지역 분류 

또한, 주거 상실에 대한 불안에 더해 동자동 쪽방촌 내부에서 

형성되어 있는 사회적 관계 상실에 대한 불안이 혼재한다. 쪽방촌 

주민들은 지역 내에서 개인 간 그리고 지역사회조직 간의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데,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외부로 이주할 경우, 이 

같은 관계망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새로 이주한 지역에 

주민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이웃, 

지역사회조직, 지역시설 등과 새롭게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더해진다(김윤이, 2005). 

    3) 사회적 관계 및 주민지원시스템과의 단절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시, 주민 대부분이 지역 내 혹은 인근으로 

이주를 선호한다. 이와 같은 경향은 동자동9-20 번지 주민 약 67%가 타 

지역으로 이주 하지 않고 동자동 안에서 이동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한겨레21, 2016).33) 하지만 일부 주민은 타 지역의 쪽방, 노숙인 

임시주거시설, 주거 상실 등 주거 수평 혹은 하향적 이동을 겪으며 

동자동 밖으로 이주하게 되는데, 앞서 동자동 쪽방촌 커뮤니티 

수행기능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지역사회조직들이 형성하고 있는 

주민지원시스템에 크게 의존적인 쪽방 주민들의 경우 지역 외부로의 

이주는 거주지에서의 사회적 관계 상실 및 커뮤니티 주민지원 

시스템과의 단절로 직결되어 다음과 같은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정서적인 비용을 발생시킨다. 

출처: 한겨레21, 가난의 경로(2014.04.29)

33) 동자9-20번지 주민 40명의 이주지역을 추적한 결과 동자동 안에서 이동 한 경우는   
 27명(67.5%). 동자동 밖으로 이동은 8명(20%), 사망1명(2.5%), 교도소 노역1명(2.5%),   
 이사지 미확인 3명(7.5%)로 나타났다(한겨레21, 가난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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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
LH

매입임대
노숙인
요양시설

교도소
무연고
사망

미확인

명 28 5 1 1 1 4

% 70% 12.5% 2.5% 2.5% 2.5% 10%

표 32. 동자동 9-20번지 주민 이주 후 주거형태

출처: 한겨레21, 가난의 경로(2014.04.29)

(1) 경제적 비용의 증가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지역 외부로 이주하게 되면서 발생하게 

되는 주민지원시스템으로부터의 단절은 교통비, 식비를 포함한 전반적 

생활비 증가로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은 연구에 참여한 동자동 쪽방촌 

주민 중 외부로의 이주 경험이 있거나, 현재 외부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확인되었다.34)

외부로 이주하였거나 혹은 이주 경험이 있는 주민이 가장 자주 

언급하는 부분은 ‘식사 해결의 어려움’ 이다. 동자9-20 퇴거사태 때 

쪽방상담소와 서울시의 연결을 통해 연희동 매입임대주택 이주하였다가 

생활에 불편함을 느껴 약 2개월만에 다시 동자동으로 돌아온 김씨(60세, 

남)는 얼마 전 동자9-20 퇴거사태 때 쪽방상담소와 서울시의 연결을 

통해 연희동 매입임대주택 이주하였다가, 생활의 불편으로 인해 약 

2개월 만에 계약 해지금을 감수하고 다시 동자동으로 재입주한 

경우이다. 그는 임대주택에서의 식사해결의 어려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고 있다.

“막상 연희동가니까 어휴 불편하더라고. 여기가 훨씬 편하지. 일단
집은 후져도 마음적으로는 밥 먹으로 다니기가. 먹는 게 좀 편안하니까 …
여기는(동자동 쪽방촌) 보증금 없고, 교통 좋고, 아는 사람 많고, 또 주변에
이 동네(동자동)가 밥 얻어먹기 편하잖아. 밥 먹을 데가, 서울역 근처도
있고, 사당도 있고, 서울역 서부도 있고 그렇지 뭐. 그 동네(연희동
임대주택)는 무료급식 이런 것도 없고, 일반 시장도 별로 없고, 수급자가
돈도 부담 가고, 혼자 해먹어야 되니까 힘들어 살다 보면.”

- 김OO(60세, 남), 임대주택 이주 후 재입주

34) 연구 참여 주민 중 동자동에서의 이주 경험이 있는 분은 총4명이다. 이 중 2명은 동  
 자동 내부에서 이동한 경우이며, 나머지 2명은 임대주택 이주 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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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란 자체를. 이 사람들 넓은 건 안 바라요. 지금 LH에서 해준다는
임대주택도 힘들어요. 예를 들어 거기서 생활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전부다 서울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고, 쉽게 말해서 교통편이 불편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수급하는 사람들이 수급 받아서 생활하고 하면 빡빡할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주민 분들이랑 소통도 안 될 거 아니에요?”

– 최OO(55세, 남), 쪽방 주민

“식비 같은 경우는, 여기서 쌀 같은 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그나마
그게 플러스가 되는 거에요. 만약 쌀 같은 거 내가 자비로 한다고 하면
사십팔만원 정도(긴급지원비)로 택 없어요. 가끔 쌀이나 반찬 같은걸 도움을
주니까 플러스가 되지. 근데, 우리는 최대한 줄이면서 생활하는 거예요.”

– 최OO(55세, 남), 쪽방 주민

즉, 동자동 쪽방촌에는 사랑방식도락이나, 무료급식시설 및 

남대문시장과 같이 저렴한 식사가 가능한 장소가 존재하며, 

서울역쪽방상담소에서 쌀과 반찬배달 등 다양한 생필품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으로써 주민의 식사 해결의 심적 그리고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주고 있다. 하지만 지역 외부로 이주할 경우 겪게 되는 

주민지원시스템의 상실은 주민의 생활비 부담을 가중시킨다. 한달에 

주거비를 빼고 약 40~50만원의 빠듯한 생활해야 하는 수급자의 경우, 

일반 식당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임대주택 

이주자뿐 아니라, 동자동과 같은 주민지원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내가 페인터 공으로 노가다 일을 하다 보니까 여기가 교통도 좋고 …
여기 교통이 편한 게 엄청 도움이 많이 돼요. 웬만하면 한 코스로 가니까. “

– 이OO(74세, 남), 쪽방 주민

생활비 증가는 비단 식비뿐만이 아니다.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 

증가도 크게 작용한다. 왜냐하면 일용노동직에 종사하는 비수급 주민의 

경우, 지역의 교통 편의는 생계와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동자동 쪽방촌에 48년째 거주하고 있는 이씨(74세, 남) 또한 그 동안 

수차례 타 지역으로 이주를 시도 하였으나, 결국에는 다시 동자동으로 

돌아온 경우이다. 그는 한때 페인터공으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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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48년전 처음 동자동을 찾은 이유도 교통의 편리함이었고, 또 다시 

동자동으로 돌아오게 된 이유도 역시 그러했다.

이처럼 동자동 쪽방촌은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이용이 

편리해 서울 내·외의 다양한 지역에 일용직 당일근로가 가능한 반면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도심 외곽에 자리하고 있어 교통이 

불편하고, 인근 밀집한 인력시장이 없어 일자리와의 연계가 한층 더 

어렵다. 그 밖에도 생필품지원이 끊기고, 관리비가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생활비가 크게 증가하면서 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킨다.

예를 들어, 김씨(59세, 남)와 같은 수급자의 경우 한 달에 약 

60만원으로 주거비, 식비, 교통비, 기타 잡비를 감당해야 하는데, 월세의 

경우 임대주택이 저렴하지만, 그 밖의 관리비, 식비, 생필품, 교통비 

등이 증가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보았을 때 경제적인 부담이 증가하게 된 

다. 특히 건강에 문제가 있어 병원에 정기적으로 가야 할 경우, 진료비, 

약값, 차비의 추가지출이 발생하게 되며, 비수급 일용노동자의 경우 

수입이 불안정하여 더욱 생계유지에 부담이 더욱 크다.  

(2) 사회적 비용의 증가

쪽방촌 주민의 지역 외부로의 이주는, 앞서 살펴본 식비, 교통비와 

같은 직접적인 경제적 비용의 증가와 더불어 생활 및 행정 정보 취득의 

어려움, 일자리 연계의 어려움, 응급상황 발생 시 도움 요청의 어려움 

등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 아래는 일반 주거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동자동 쪽방촌의 지역주민조직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쪽방주민 맞춤형 행정적 지원 및 생활정보 제공사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예시이다. 

“주민센터를 꼭 가야 하는 전입신고의 경우 수급자는 월세계약서를
챙겨가야 되고 하는데, 그냥 가서 허탕 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와서 ‘전입신고 할 때 000 필요하니까 주민센터로 가지고 오세요’라는
정보를 들을 수 있으니까 훨씬 주민들이 편리해지죠. 그래서 이런 연계는 좀
필요하다. 고 생각 돼요……. 특히나 주민센터에서 지원되는 범위가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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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들이 저희 53%정도는 거의 포함이 되시고, 나머지 수급제도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상담소에서 지원하는 지원물품이나
이런 것들은 비수급이신 분들 먼저 지원대상이 되세요. 그래서 소규모로
나오는 물건이 있을 때, 비수급이신 분들을 먼저 지원을 해드려요.”

– 서울역쪽방상담소 소장

“서울시일자리지원센터는 작년에 생겨나서, 그 전에는 민간의 일자리가
있으면 저희가 연계를 해주고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주로 맡고 있는
것이죠. 주민 분들이 일일이 다니면서 어떤 일자리가 있는지 알아보지
못하시니까, 어디에 어떤 일자리가 있는지, 근무형태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거죠. 공공에서 제공하는 공공근로나 특별자활은
모집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모집기간 내에 접수를 해서 신청하는 것을
도와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 쪽에서 자활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현재
17명이 있죠.”

- 서울역쪽방상담소 소장

위와 같은 정보의 취득은 쪽방촌 주민들의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왜냐하면 행정 및 생활 정보가 부족하면  주민등록, 수급신청, 

장애인 신청과 더불어 수급지원이나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일자리 

연계 등 생활에 꼭 필요한 혜택들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쪽방촌 주민들은 가족 및 친지와 연락 두절된 경우가 많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주거 상실이나, 응급상황 발생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이 현저히 부족하다. 지역에 기반을 둔 

주민지원조직들은 빈곤 주민과의 밀접한 관계를 형성을 통해 주민의 

필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지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Weisbrod,　1988),  건강문제, 사건 및 사고 등의 응급상황에의 

대처 능력도 뛰어나다. 

“12~2월까지는 응급구호방이라고 해서 쪽방에 사시는 분들이나 월세 못
내서 쫓겨나게 되는 위기가 있거나 갑작스레 거주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면
응급구호방을 운영하는데, 그 예산이 노숙인 상담보소센터나 노숙인시설에
배치가 되서 그 예산을 활용해요. 저희가 운영하는 새꿈하우스는 공가가1~2
개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그쪽 단체랑 연계를 해서 새꿈하우스로 연계를 해
서 제공을 해드렸어요. 아닌 경우에는 여인숙 등 쪽방건물에 미리 방을 얻어
서(3개월 월세를 미리 드리고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바로 들어가서
생활 하실 수 있도록), 보유하고 있었던 적이 있어요.”

- 서울역쪽방상담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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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현재 동자동 쪽방촌 내에서는 동자동사랑방과 서울역쪽방상

담소 등의 지역에 기반을 둔 사회조직들을 통해 일반적 주거지에서는 찾

아볼 수 없는 세밀한 빈곤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외부로 이주 

할 경우 주민들은 이 같은 양질의 지원책을 상실하게 된다. 물론, 동자

동 밖의 지역에도 주민센터를 통해 사회적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이루

어진다. 그러나 쪽방촌 내부에서만큼 개개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세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효과적 지원은 이루어지지 못한다.

둘째로, 거주 지역 내에 존재하던 이웃 간의 사회적 관계 상실도 

주민 생활에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물론, 지역 내 이웃 간의 관계망은 

대부분 비슷한 상황에 처한 계층 간의 관계로써 대부분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삶의 

어려움들을 공유하고 있기에, 서로의 처지에 대한 이해가 높아, 서로 

다른 사회경제적 상황에 놓인 사람들과는 주고받을 수 없는 도움을 선뜻 

제공하기도 한다. 특히 쪽방 주민은 지체 장애 및 당뇨, 신장질환 등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몸이 아플 경우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경로가 제한적이다. 아래는 응급상황 발생시, 일반적인 

주거지에서는 기대 할 수 없는, 주민들 간의 관계망에 의해 이루어지는 

예시를 보여주고 있다. 

“그 사람도 죽었잖아. 내가 전부 수술해가지고 병원에 입원시키고
했는데 결국 죽었어. 여기서 죽은 사람들이 몇 있어요. 고 백OO이라고 그
사람도 내가 똥오줌을 한 이틀 삼일 받아줬구나. … 우선 내가 저기 동부
시립병원에 데리고 갔잖아요. 거기서 딱 보더니 안 된다고 그래. 그래서
아산병원으로 갔더니, 거기도 안 된데. 3일 밖에 못 산데. 그래가지고
보니까 죽었더라고. 그 사람이 수급자니까 용산 구청에서 왔더라고. 내가
9-20 에서 그런 사람이 세 사람이야. 또 다른 양반 한씨 그 사람도 내가
바로 그 옆방이었거든. 그 아들이 저기 OO가서 얼어 죽었더라고. 그래서
밤낮으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속 술 먹어. 그러더니만 내가 ‘너 죽어,
죽어’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그냥 숨이 가빠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그렇게
됐어. 병원에 갈 때도 내가 택시 태워서 국립의료원 가서 내가 보호자
해가지고 입원을 시켰는데, 한 이틀 왔다 갔다 했어. 병원 찾아 가니까 뭐
사다 줘 그러더라고. 그게 토요일 날이야. 근데 일요일 날 가니까 죽었다고,
냉동실로 내려갔다고 그러는거야..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처리 해가지고
그렇게 간 거야. 백씨도 그렇게 가고, 젊은 놈도 그렇게 해서 가고. 젊은



- 110 -

놈은 자다가 방안에서 그대로 죽었어. 그러니까, 방문이 조금 열려 있어서
이렇게 봐도. 고대로 있어 이 새끼가. 문 딱 열고 들어갔더니 죽은 거야.
그래서 그렇게 보내고. 또 백OO이는 똥오줌 한 삼일 받아서, 내가 병원에
입원시켜서 죽고. 한씨도 내가 병원에 입원 시켜서 죽고.”

– 박OO(78세, 남), 내부 이주

이처럼 동자동 쪽방촌 내부에서는 지역 특수의 호혜적 경제에 

의하여 일반 시장의 메커니즘으로는 얻을 수 없는 주민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타 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이웃과의 사회적 관계 및 주민지원시스템으로 이루어진 호혜적 

경제와의 단절은 빈곤 주민이 오롯이 시장경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한다.

(3) 외로움 및 고립감 발생 

지역외부로 이주할 경우, 외로움과 고립감 증가 등 정서적인 영향도 

크다. 특히, 연구참여자 중에는 이주지역에서의 외로움을 호소하는 

주민이 많았다. 특히, 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경우 주거환경은 나아지지만 

새로운 지역에의 적응이 어렵고, 동자동에서 존재하던 커뮤니티 상실로 

인한 외로움 증가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데, 이를 다음의 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임대주택이라는 게 원룸이여. 방은 커 큼직하게. 방 하나에 싱크대

화장실 있는 거지. … 근데 암만 환경이 좋으면 뭐해. 혼자 사는 놈이
썰렁하지 외롭지. … 혼자 사는 놈이 뭐가 있어? 내가 이사 가 봐도. 혼자
사는 놈이 방만 으리으리해도 생활이 불편해. 나한테 덕이 뭐 있어. 쪽방에
내 몸뚱이 하나 편히 누우면 됐지.”

- 김OO(60세, 남), 임대주택 이주 후 재입주
“거기 살면 좋긴 좋지. 근데 외로우니까 그러지. 첫째가 마음이 나 같이

이렇게 독하게 먹는 사람은 살지만, 여린 사람은 절대 못 살아요. 그리고
고지식한 사람들 있잖아. 남한테 말하기 싫고, 내 자존심 강하고 그런
사람들은 진짜 살기 어려워”

- 박OO(68세, 남), 임대주택 거주

특히, 박씨(68세, 남)는 동자동 내 쪽방에 거주하다가, 국가유공자신청 

이후 경제적 환경이 나아져서, 약 2년 전 임대주택을 신청해 이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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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동자동 쪽방촌에 총 13년을 거주하였는데, 이주 이전 에도, 

사랑방의 주민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매우 활동적이었다고 

한다. 이처럼 적극적인 성향을 가진 주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현재 

거주하는 임대주택 인근에 이웃이라고 할 만한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그는 이주지역에서 일상적인 대화나 사회적 교류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매일같이 동자동을 방문한다. 심층 인터뷰에 

참여하던 날에도 사랑방식도락에서 일손을 돕고 있었는데, 임대주택 

이주 후 2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모든 일상생활이 동자동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국가유공자로써 대중교통 이용이 무료이며, 건강 

문제가 없는 매우 특수한 경우이다. 즉, 대부분 쪽방 주민의 경우 

일용직 종사자로써 생활이 빠듯하거나, 몸이 불편해 거동이 쉽지 

않거나, 65세 이하로 대중교통 무료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동자동을 자주 방문하는 것은 어렵다. 

박씨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그와 비슷한 시기에 임대주택을 

신청하여 이주 후,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얼마 전 자살을 택한 이야기를  

전해들을 수 있었는데,  비록 단일 사례이지만 이는 외부 이주할 경우 

사회적 단절로 인해 발생하는 극단적 상황을 잘 나타내준다.

“임대주택 거기 아는 사람이 없잖아. 거기 대부분이 우울증이 걸리고,
임대주택 갔다가 자살한 사람도 있고 그래. 우리가 장례식도 치뤄 주고
그랬는데, 나는 OOO 살고, 그 사람은 OOO로 갔어. 자살한 그 사람은
김OO이라고, 지금 62인가 63살인가 그래. 임대주택 안 갔으면 그 사람은 안
죽었어. 여기 있었으면 절대 안 죽었을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여기 도로
오라고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술을 먹으면 또 꼴통이야. 그럼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술 먹고 가면 못하고 가고 그랬는데 … 여기 방이 좁으니까
상담소에서 신청을 해서 갔는데, 가서 외롭지 … 그 지역에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외로우니까. 어디 가도 어디 말 나눌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노다지 술에 쩔어 사는 거지. … 얼마 안 됐어. 죽은 사람. 돈이 없어서
여기를 못 오는 거야. 왜냐면 65세가 넘으면 전철이라도 타는데, 65세가
안됐으니까 돈을 내고 타야 되니까 여기를 못 오는 거야.”

- 박OO(68세, 남), 임대주택 거주



- 112 -

동자동에 16년 넘게 거주중인 박씨(79세, 남)는 ‘동자동을 떠나고 

싶은 생각이 있는가?’ ‘임대주택 신청을 왜 하지 않으셨나?’라는 

질문에 “여기서 죽어나가야지. 여기가 좋아.” 라고 하며, 임대아파트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특히, 노년층에게는 외부로 이주하여, 사회적 관계 

단절이 발생할 경우 외로움과 같은 정서적인 영향과 더불어, 임대주택의 

실제적인 공간적 고립 문제가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면 여기서 노인네들이 안 갈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저런
임대아파트 들어가면 문 닫고 들어가면 끝나. 거 테레비. 에도 나오잖아.
죽은 지 한 달이 되고 한 게 그게 다 그런 거야. 그게 다 독거노인들이야.
그런데 여기는 안 그래. 여기는 방이 쭉 있기 때문에, 그냥 누가 한 이틀
동안 없으면 문도 두드려보고 그러잖아. 그런데 그런 데로 가면 없어. 뭐
없어. 그러니까 뭐, 죽은 지 한 달 됐니, 백골이 됐니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야. 여기도 봐 내가 이틀 만에 죽은 놈 젊은 놈 확인해서 그렇게 된다고.
근데 임대주택에서 문 딱 닫고 들어가서 죽으면 아무도 모르는 거야. 여기는
그런 게 없잖아. 사람이 항시 왔다 갔다 하니까. 얼마 전에 삐쩍 마른 놈 내
친구 놈 그 놈도 죽었어. 그 놈도 술 때문에 죽었어.”

– 박OO(79세, 남), 내부 이주

동자동 쪽방촌에서는 주민들 사이에 인사하거나, 이야기하거나

소소한 교류가 발생하고, 특히 최근 KT동자희망나눔센터의 목욕탕과

문화센터 등 공공시설의 제공을 통해 주민간의 교류가 증가하고

있다(오현주, 2015). 하지만 외부 이주는 지역 커뮤니티 내에 존재하는

이웃관계 그리고 일종의 공동체 의식으로부터 단절됨으로써 주민들에게

외로움, 고독감등을 초래하게 되며, 이는 자칫 비루해보이는, 동자동

쪽방촌이라는 커뮤니티가 가진 사용가치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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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역 및 커뮤니티에 미치는 영향

본 절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쪽방 주민 개인을 넘어 해당 지역 

및 커뮤니티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1) 물리적 경관의 개선

첫째, 젠트리피케이션이 지역에 미치는 가장 가시적인 영향은 

지역의 물리적 경관 변화이다. 지난 15년 동안, 동자동 쪽방촌은 서로 

다른 성격을 띠는 일련의 젠트리피케이션을 겪으며, 주변 경관이 크게 

변화하였다. 

사례1은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으로 인해 발생한 대형 개발프로젝트로써, 

낡은 중·저층의 건물들을 철거한 후, 고급 주상복합건물 3개동이 

들어섰다. 새로 입지한 주상복합 건물은 폭 10m 내외의 좁은 

이면도로를 경계로 쪽방촌 건물들과 맞닿아 있는데, 층수 차이가 현저할 

뿐 아니라, 유리로 뒤덮인 현대식 건물인 센트레빌 아스테리움과의 

시각적인 대비도 극명하다. 실제로 쪽방촌 내부에서 서울역 쪽을 

바라보게 되면, 고층 건물들과 쪽방의 노후 건물 및 낙후된 시설과 

고층건물의 대비가 한층 극대화되어 나타난다. 

그림 38. 동자동 쪽방촌에서 바라본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전경
출처: 연구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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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쪽방 및 여인숙으로 이용되던 건물이 게스트하우스로 용도 

변경한 사례2에서는 경관의 변화가 크게 두드러지지는 않는다. 이는 

기존 건물을 그대로 두고 내부 및 외관을 리모델링한 것이기에, 층수에 

변화가 없을뿐 아니라 물리적 그리고 시간적 거리를 두고 개별적으로 

발생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스트하우스 업종의 

성격상 트렌디하고 깔끔한 외관을 유지 하고 있고, 관광객이 잘 찾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눈에 띄는 색상을 사용하고 있어, 인접한 노후 

쪽방건물 사이에서 명확한 구분은 가능하다. 

그림 39. 동자동 쪽방촌 리모델링한 쪽방 및 게스트하우스 건물 외관

출처: 연구자, 민중언론참세상(2015.12.14.) 

지역 경관 변화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 

물리적 변화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를 질문하였다. 선행된 

김효진(2009)의 연구에 따르면, 쪽방 주민들은 지역 내부를 외부공간과 

확연하게 구분짓고 있으며 지역 외부에서 이질감 및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기에 동자동 주민들 역시 ‘우리의 

공간’이라고 느끼는 지역 내부에 이질적인 물리적 변화가 발생할 경우 

위압감, 소외감, 박탈감 등의 부정적인 견해를 가질 것이라 예상하였다. 

하지만 주민들은  “크게 달리진 건 없어. 그대로야.” 와 같은 무관심한 

반응을 보이거나 “동네가 깨끗해지니 좋지.” 등 건물 외관 개선을 인해 

주변 환경이 깨끗해지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게스트하우스 유입의 경우에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된 것이 

아니라 개별 건물의 리모델링을 함으로써, 건물의 모습이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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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질적이지 않으며, 그 변화가 매우 서서히 그리고 개별적으로 

발생하였다. 더불어 게스트하우스들은 주거복지 차원에서 제공되는 

쪽방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한 건물들과 색상 등 외관이 비슷한 형상을 

띄고 있어, 그 위화감이 적은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아무래도 이전의 노후·불량한 건물과 빈곤이 밀집하였던 

어두운 분위기보다는 고급스럽고 깔끔한 건물이 시각적으로 청결하고 

매력적으로 보이며, 깔끔한 건물외관과 밝은 색상 등을 통해 지역 

경관을 다양하고 활기있게 만들어주고 있어 비교적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 사회적 혼합의 발생

둘째로, 젠트리피케이션은 지역 내 사회적 혼합(social mix)을 

발생시킨다. 사회적 혼합이란 지역 구성원의 사회적 계층의 다양성을 

일컫는 용어로써, 빈곤을 심화시키는 원인인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를 감소시키는 방법으로써 제안된 수단이다(진미윤, 2006). 

동자동 쪽방촌의 경우, 빈곤층이 대부분이었던 동자4구역에 

고급주상복합이 건설되며 중산층 이상의 주민들이 대거 입주하면서. 

지역의 사회적 계층 구성이 변화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용산구 

남영동의 대졸이상 인구 수가 지난 10년 사이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4차 

산업 종사자 수 역시 증가하는 등 지역 거주인구 구성에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서울의 경우, 사실상 건물의 입구가 

쪽방촌 반대방향인 한강대로변 쪽으로 향하고 있으며, 주상복합 주민 

대부분이 지하 주차창에서 차를 타고 이동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쪽방촌 주민과의 일상적인 접촉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물리적 

혼합만을 가져왔을 뿐 실질적 사회적 혼합 및 교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사회자본 형성에 기여하고 있지는 않다.



- 116 -

그밖에도, 지역 인근에는 대형 업무용 건물들이 들어서며, 회사원의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는데 점심시간 쪽방촌 초입에 있는 ‘먹자골목’의 

식당을 이용하기 위해 정장을 차려 입은 회사원들이 점심시간대인 

12:00~1:00사이 대거 유입된다. 이 역시, 비록 일정부분 사회적 

계층혼합과 더불어 지역상권의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주민들에게의 사회적 자본형성과는 관계가 없다. 

뿐만 아니라. 또한 동네 바깥으로의 외출을 꺼리는 이유로 ‘일반 

사람’ 즉 ‘쪽방 외부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불편함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 쪽방 주민들에게 지역 내 ‘외부인’의 잦은 통행은, 

주민들이 지역 경계 내에서 누리던 편안함을 앗아감으로써 일종의 

공간적인 침입으로 여겨져, 빈곤 계층의 근린 만족도를 감소시키는 외부 

효과를 초래한다.

그림 40. 점심시간대 동자동 쪽방촌 먹자골목의 모습 출처: 연구자 구성

    3) 지역 내 갈등 및 분쟁 발생

세번째로, 젠트리피케이션은 지역 내 갈등 및 분쟁을 발생시킨다.  

이는 주로 원주민과 젠트리파이어, 지자체 및 토지 및 건물주와 세입자 

간 발생하게 되는데, 동자동 쪽방촌의 경우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갈등

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사례1에서는 대립이 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2007년 경에는 지역

의 주민지원조직이 지금과 같이 원활히 작동하고 있지 않았고 또한 조직

화되어 있지 않았기에 세입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조용히 이주하는 경우가 대다수였기 때문이다. 반면, 사례2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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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갈등이 표면화되었는데 이는 주민들이 스스로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지역 내 단체들이 더욱 조직화됨으로 인해 효과적으로 주민의 

입장을 대변할 능력을 갖추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비록, 쪽방촌 주민들이 권리 침해애 대해 자신들의 입장을 표

명하고 있으며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그 갈등과 분쟁의 

해결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웠다. 아래의 표33은 퇴거반대운동의 

과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동자9-20 퇴거반대 운동에 참여했던 주

민 박씨(79세, 남)와의 인터뷰는 당시의 힘들었던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주인은 리모델링한다, 우리는 못나간다. 골치 아팠지 골치 아팠어. 막
주인 쫓아다니고 난리 나고. 나중에는 주인이 와서 결국엔 그렇게 해서
그대로 된 거지.…. 우리들도 골치 아팠어요. 서로 힘들었어요. 옆에서 보는
것도 힘들었어요. 살던 사람들이니까, 그냥 마지막을 거기서 죽는다고
그러고 살던 사람들인데 그렇게 되니까 난리가 난 거지. 시청 쫓아가고 시장
만나고. 그건 개인꺼라 시에서 터치를 못하니까 당신네들끼리 상의해서
와라 그런 거야. 결국엔 결말이 안 났잖아요. “

– 박OO(79세, 남), 내부 이주

이처럼 동자9-20 퇴거 반대운동에 참여한 주민들은 2015년 2월 5일 

첫 강제퇴거 공고 이후, 2015년 9월 9일 건물의 공사중지가처분 판결이 

나고, 결국 서울시매입임대 쪽방운영이 결정되기까지의 약 7개월간의 긴 

싸움을 버텨내야 했다. 실제 동자동9-20번지 주민들은 입주민 대표를 

선정하고, 수차례의 입주민 전체회의 및 주민총회, 건물주와의 면담 

실시, 용산구청에 건물안전 점검 요청, 용산구청 탄원서 제출, 결의문 

작성, 서울시 분쟁조정실 방문 등 다양한 모임과 법적 조치와 더불어 

건물주의 단전 및 단수조치 이후의 생활불편의 감내, 문짝을 뜯어내는 

등의 강제적 공사 진행에의 물리적 대응, 철거규탄 대회 및 기자회견 

실시와 같은 과정을 거쳤다. 동자동사랑방에 따르면, 분쟁 및 갈등 

해결과정에 있어서 강제철거 및 단전 조치 등으로 인해 일부 주민이 

다치는 일도 발생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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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내용

2014 12월 말
건물주 자체 안전진단 실시 후 철거·구조보강검사 필요 건물
판정

2015

2/05
강제퇴거1차 공고(철거 및 구조보강공사 필요로 3.15까지
퇴거요구)

2/09~17 용산구청 사회복지과와 쪽방상담소, 남영동 주민센터 대책
논의

2/17~19 연합뉴스, 국민일보, SBS, 채널A보도

2/25
건물주와 입주민 대표간 면담 후, 퇴거일 4.21로 연장 합의
(입주민 전체의 동의는 얻지 못 함)

3/02
입주민 26명 전체회의 실시(쪽방상담소, 동자동사랑방참석)
건물주 안전진단서 확인 요청 및 구청에 건물안전 점검 요청
이주기간 2015.10월까지 연장 및 리모델링 후 재입주 희망

3/10 서울시, 용산구청에 탄원서 제출

3/14 동자동사랑방 마을공제협동조합 정기총회시 결의문 작성

3/16
’건물주 측 공사업체가 안전보강검사를 위한 구조물 설치
시도하였으나 입주민들의 제지로 설치 못함(용산구청 건물
안전점검 실시)

4/03 서울시 분쟁조정실 방문

4/04
강제퇴거 2차공고 배포(건물주의 내용증명, 4.10건물 외관 및
내부 안전 보강 공사 실시 예정이며 방해시 단전단수,
강제퇴거 절차 및 형사고소 조치)

4/27 서울시 및 용산구 공무원, 서울역 쪽방상담소 주최
주민총회

4/29 대책마련 주민총회

4/30 문짝 뜯는 공사 강행(9-20 주민 모두가 15만원씩 수령)

6/11 쪽방 철거규탄 및 대책 요구 기자회견

6/22
남은 세입자와 건물주 만남 (세입자 배상금 요구 및 협상
결렬)

6/23 건물 단전조치

7/02 공사중지가처분신청 1차 심리(서울서부지방법원)

7/21
공사중지가처분신청 2차 심리(건물주에게 이주비 50만원 합의
권유, 합의)

8/12 공사재개 및 공사진행

8/21 서울시와 건물주 만남. 쪽방 건물 위탁운영 논의.
서울시의 공사중지 요청으로 공사 중지

9/09 공사중지가처분 판결

표 33. 동자 9-20 퇴거 반대운동 타임라인

자료: 동자동 사랑방 내부자료 참고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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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동자 9-20 주민들의 리모델링 공사 강행 반대시위
출처:　한겨레21, 홈리스행동 홈페이지

    4) 저렴주거 감소에 따른 임대료 상승

임대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서울에서 쪽방촌은 지불가능한 

수준의 임대료가 유지되면서 빈곤주민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왔다. 하지만 쪽방은 서울 전역에서 점진적으로 소멸되어 가고 

있으며 빈곤밀집주거지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의 발생은 이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김윤이, 2005). 동자동의 경우에도 사례1에서 약 

400개의 쪽방이 대규모로 철거되고, 사례2에서 개별 건물들이 용도를 

변경하게 됨으로 인해 쪽방 공급이 감소했다. 

하지만 그림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쪽방촌 인구는 유지되고 있어 

그 수요에는 변화가 거의 없다. 따라서 지속적인 저렴주거 공급의 

감소는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는 현재 34.1% 수준의 쪽방촌 

주민의 소득대비 주거비부담은 수준을 더욱 증가시키고 주거불안정 및 

계층 간의 박탈감을 심화시킬 것이며, 실제로 과거 노숙을 경험한 

비율이 높은 쪽방주민들이 다시 거리노숙으로 돌아가게 될 확률을 높일 

수 있다. 

더불어서 최근 인근의 남대문 쪽방촌 역시 대규모 재개발과 함께 

도시개발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대체지역 역시 사라지게 하고 있는 

만큼 빈곤주민의 머무를 수 있는 주거공간에 대한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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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평균 RIR(2014)35) 동자동 쪽방 평균 RIR

소득 ㅡ 630,000

주거비 ㅡ 22,0000

RIR 21.3(중위수) / 27.4(평균) 34.1

표 34. 국내 평균 및 쪽방촌 평균 RIR(연간임대료/연소득)

그림 42. 동자동 쪽방 주민 수 변화
자료: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2; 서울시 쪽방촌 전수조사 참고

*누락된 2013년도 집계는 2012년과 동일하게 설정함.

*동자동 쪽방촌 평균 소득은 기초생활수급비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주거비 평균은

2014쪽방전수조사 참고하여 산출함.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을 받지 못하는 주민을

포함하게 되면 RIR은 더욱 증가 할 것으로 보여짐.

    5) 쪽방촌 커뮤니티의 상실

마지막으로 동자동 쪽방촌에서 지속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이 진행 

될 경우, 이는 단순한 개별 주민 축출, 즉 개인의 피해 및 임대료 부담 

증가를 넘어서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 및 작동하고 있는 지역의 커뮤니

티를 해체 및 축소시키게 될 것이다.

35) 헤럴드경제(201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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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동자동 쪽방촌과 같이 다양한 지역사회조직이 밀집하여 있

고, 주민 간 사회적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며, 해당 커뮤니티 구성원 및 

도심 빈곤층에게 주거 및 생활 영위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공간으로써 역할하는 빈곤밀집주거지역의 경우, 커뮤니티가 그 

주민들에게 큰 사용가치가 크기에 지역 커뮤니티의 상실로 인한 손실은 

더 크다.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도심 빈곤층 주거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공간이 사라진다. 둘째, 빈곤층 주민 간 형성된 사회적 관계를 

파괴시킨다. 셋째, 도시 빈곤층 주민들이 애착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삶의 공간을 잃게 된다. 넷째, 그동안 빈민운동가와 지역주민, 종교단체 

그리고 공공지원시설 등 민간과 공공이 연합하여 일군 효과적인 빈곤층 

지원시스템을 상실하게 된다.  

  3. 소결

본 장에서는 동자동 쪽방촌에서 발생한 젠트리피케이션의 영향을 

빈곤 주민과 커뮤니티의 관점에서  정리했다. 

먼저, 젠트리피케이션이 쪽방촌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게 다음 

세 가지로 정리 될 수 있다. 첫째, 빈곤밀집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은 

빈곤 주민의 주거권을 위협한다. 둘째, 빈곤밀집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은 

비자발적 이주로 인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발생시킨다. 쪽방촌 주민들은 

이전부터 철거 및 비자발적 이주를 거듭 경험한 주민이 대다수이며, 현 

거주지에서 이주할 경우, 마땅히 ‘갈 곳’이 없어 이 같은 이주에 대한 

불안과 스트레스가 극대화 되어 나타난다. 셋째, 외부로 이주할 경우 

지역 내 형성된 사회적 관계 및 주민지원시스템과 단절되는데, 이는 

빈곤 주민의 생활에 경제·사회·정서적인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젠트리피케이션이 쪽방촌 지역 및 커뮤니티에 미치는 영향은 첫째, 

젠트리피케이션은 노후·불량한 기존의 건물을 철거 및 리모델링함으로써 

지역 경관을 개선시켰으며 둘째, 새로운 주민들이 유입됨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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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혼합을 증가시켰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존 주민과의 교류는 

매우 적어 사회적 관계망이나 사회적 자본의 형성으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다. 세 번째 영향으로는 지역 내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및 분쟁의 

발생을 꼽을 수 있다. 또한 저렴주거 감소에 따른 쪽방의 임대료 상승을 

초래한다. 마지막으로, 쪽방촌 커뮤니티를 상실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VI. 결론

  1. 연구 요약

동자동 쪽방촌은 지난 5~60년에 걸쳐 유지되어온 곳으로서 현재는 

1,0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쪽방촌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서울역 맞은편에 약 1평 정도의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는 쪽방촌이 있지만 그곳은 도심의 빌딩숲 속에 가려져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자본이라는 무형의 물질이 움직이는 

젠트리피케이션은 이곳을 피해가지 않았고 쪽방촌 주민들은 주거상실에 

대한 불안감과 이주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이에 본 논문은 동자동 쪽방촌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다루고 그 원인과 영향을 파악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젠트리피케이션의 발생원인과 영향을 논하기 위해서는 대상지의 

현황에 대한 이해가 선결되어야 한다. 이에 주민 및 지역사회조직 

리더와의 인터뷰 및 문헌연구를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다음 세 가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 첫째, 쪽방촌은 빈곤층 주거안전망의 역할을 

담당한다. 비록 물리적으로는 노후하고 불량할 지라도 빈곤층이 

지불가능한 수준의 저렴주거는 그들의 대체불가능한 삶의 터전이 

되어주고 있다. 둘째, 쪽방촌 주민들은 지역에 대한 긍정적 인식 및 

장소애착을 강하게 형성 및 공유하고 있다. 동자동 쪽방촌이란 특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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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은 주민들에게 ‘가난이 밀집된 열악한 공간’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만을 스스로 갖게 하거나 단순히 주거공간만을 제공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았다. 오히려 이들은 지역에 대한 장소애착을 공유함으로써 

빈곤하지만 건강한 커뮤니티 형성의 가능성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셋째, 지역 내에 존재하는 공공 및 민간 지역사회조직들이 커뮤니티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여 다양한 주민지원 및 조직 연계가 매우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증진시켰을 뿐 

아니라 권리 인식 상승 등 자족성 향상에도 일조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위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동자동 쪽방촌에 최근 약 15년 

사이 발생한 젠트리피케이션은 크게 1) 사례1: 동자동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2) 사례2: 게스트하우스 유입으로 인한 쪽방건물 용도변경 두 

가지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례들이 발생한 원인을 거시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지대격차가 발생하고, 도시내부수요가 발생함과 더불어 

도시개발계획 및 관광화 정책 등 공공의 정책적 원인이 함께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더해 지역적 맥락에서 살펴본 미시적 

원인으로는 사례1의 건축시설계획 변경 및 임대주택 건설의무 배제 등이 

개발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조성한 것과, 사례2의 쪽방임대수익 격차, 

건물주 세대교체 그리고 재개발 추진 시 세입자 주거대책 마련에 대한 

우려 등이 젠트리피케이션의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빈곤주민의 관점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주민 및 

커뮤니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먼저,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쪽방촌의 물리적 환경개선, 사회적 계층의 혼합, 지역세수의 확대 등이 

있었다. 하지만, 이에 비해,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시킨 부정적 영향은 

보다 직접적이고 실질적이었다. 그것은 다음 네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쪽방촌 세입자 주거권 위협의 발생이다. 특히 세입자의 

주거권의 보호를 위해 여러 정책 및 보상체계가 존재하지만 지자체의 

대응은 미온적이며 보상체계가 불완전하고 다양한 지역에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또, 빈곤주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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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권리인식과 제한적인 대변 능력이 주거권 위협에 대한 대응에 

한계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쪽방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거듭된 비자발적 이주 경험으로 

인해 이주에 대한 스트레스 그리고 자괴감이 크다. 이처럼 쪽방촌 

주민의 이주에 대한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소로는 주거의 상실에 대한 

염려와 지역 내에 존재하는 이웃 및 지원시설과의 관계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다. 

셋째,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동자동 외부로 이주하게 될 경우, 

지역에서 의존하던 사회적 관계 및 주민지원시스템과의 단절로 인한 

사회·경제·정서적 비용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이주민과의 인터뷰에서 

생활비 증가, 부적응으로 인한 외로움과 고립감 증가, 그리고 극단적인 

경우 심각한 우울증으로 이어지기도 함을 확인했다. 이에 더해, 특히 

빈곤주민들의 커뮤니티 상실은 그들이 쪽방촌 커뮤니티를 통해 누렸던 

사회적 자본과 호혜적 경제 역시 앗아갔다. 

넷째, 젠트리피케이션은 저렴주거의 감소에 따른 임대료 상승을 

발생시켰다. 임대료 상승은 인근 지역 도시개발이나 자본의 유입으로 

인해 수반되는 결과로, 이는 노숙의 경계선상에 있는 주민들에게 최후의 

주거안전망 역할을 하는 지불가능한 저렴주거의 공급을 감소시키고 

임대료 부담을 가중시켰다.

마지막으로, 동자동 쪽방촌의 젠트리피케이션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주민에게 큰 사용가치를 가지는 빈곤밀집주거지 커뮤니티의 

상실을 초래함으로써 도심 빈곤층에 대한 효과적 지원에의 손실을 야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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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동자동 쪽방촌 젠트리피케이션이 주민 및 지역에 미치는 영향

출처: 연구자 구성

위의 그림43에서는 본 연구에서 동자동 쪽방촌을 통해 파악한 

빈곤밀집주거지 젠트리피케이션이 주민 및 커뮤니티에 초래한 영향을 

정리해보았다. 이를 살펴보면, 동자동 쪽방촌의 경우 물리적 경관의 

개선 등 비교적 긍정적으로 해석 될 수 있는 영향도 나타났지만, 주민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위협, 사회적 관계망의 상실, 임대료 상승 그리고 

커뮤니티의 상실 등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시사점과 한계점

이상의 논의에서 동자동 쪽방촌은 가난한 빈곤주민에게 단순 

저렴주거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주목할 점은 

동자동 쪽방촌 내에 존재하는 빈곤커뮤니티의 사회적 자본 혹은 호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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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그리고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에 대한 애착 등으로 이들은 

쪽방촌이 도시의 건강한 커뮤니티로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이런 동자동 쪽방촌 주민과 커뮤니티에 다양한 

사회·경제·정서적 비용들을 발생시키게 된다. 또한, 젠트리피케이션은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지역사회조직의 노력과 공공의 복지지원 그리고 

자원봉사 등 다양한 노력들을 통해 자리 잡은 빈곤밀집지역 커뮤니티 

혹은 형성된 지역 사용가치의 훼손을 초래하며, 지속적인 성장 및 추후 

발전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정적 영향은 물리적 환경개선과 같은 긍정적인 

변화에 비해 비가시적이만, 그 영향은 매우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것으로써 보다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빈곤층을 배려하는 

보다 세심한 도시계획을 통해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지역 사용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첫째, 도시개발계획의 수립과정과 이주보상대책을 마련함에 있어 

빈곤밀집주거지역 주민의 현황에 대한 근본적이고 세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법적으로 명시할 뿐 아니라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쪽방은 주민들에게 단순한 저렴주거만이 

아니라 생활의 터전이 되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이주보상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빈곤 주민에게 주거는 

단순한 공간적 이동이 아닌 실존적 문제임을 인지하여야할 뿐 아니라 

앞서 확인된 바와 같은 누락주민의 발생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현황파악을 위한 기초조사 시스템 개선 역시 요구된다.

셋째, 주민의 권리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시 빈곤 주민이 자주적으로 권리를 보호할 수 있고 

빈곤지역에서의 권익 향상을 위해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변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지역사회조직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임대주택 제도 및 빈곤분산정책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인터뷰를 통하여 공공 및 민간 임대주택이 도심 외곽에 위치하며, 

사회적 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쪽방촌 주민들에게 현실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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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주거가 되어주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현 제도의 

개선 및 지불가능한 대안적 거처 마련이 요구된다.

본 연구논문은 위에서 논의한 바를 통해 쪽방촌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이론적·실천적 함의를 제공하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동자동 쪽방촌이라는 단일 대상지의 젠트리피케이션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추후 서울시 다른 쪽방촌이나 빈곤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비교연구는 빈곤밀집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에 관해 보다 

풍부한 논의를 가능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논문의 목적상 

동자동 쪽방촌의 지역커뮤니티가 형성된 과정이나 그 원인에 대해서 

충분히 다루지 못하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빈곤밀집지역의 

커뮤니티 형성 과정 및 요인에 대한 보다 상세한 분석이 요구된다. 위와 

같은 한계점은 앞으로 더욱 풍부하고 깊이 있는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되고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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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entrifying Poor Urban Neighborhood:

The impacts on residents and the community

Da Yoon Kim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lanning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Gentrification, a highly charged term referring to a process of urban 

neighborhood changes made by the influx of new socio-economic group 

often causing displacement of low income people, has been a contested 

issue among researchers in Western countries. Recently, however, this has 

drawn much attention among the media and academics in South Korea. The 

cause of the sudden increase in the interest may be found in the country’s 

widening inequality which is becoming more evident as its rapid 

urbanization and economic growth. 

However, despite the growing attention on gentrification, most of the 

existing studies in South Korea is confined to commercial areas. Also, few 

existing residential gentrification studies fail to examine its cause and impact 

on high-poverty neighborhoods, where susceptibility to gentrification is 

higher than other areas of the city, such as moderate low-income 

neighborhoods. 

This study aims to examine and analyze the cause and impac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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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trification on both the residents and community of gentrifying poor urban 

neighborhood in South Korea. 

The research site is a tiny living units concentrated district located in 

Youngsan gu Dongja dong, Seoul, called “Dongja dong Jjockbang chon”. It 

is the largest Jjockbang chon in the country with total of 1,052 residents. 

Also during the last 15 years, this area has gone through gentrifications 

displacing hundreds of its residents.

Method of the research consists of archival analysis, field survey and 

in-depth interview. The interviewees include the individuals directly and 

in-directly related to the gentrification process such as residents, displaced 

residents, gentrifiers, the leaders of community-based organizations(CBOs), a 

local realtor and a city staff. The questions asked include the present 

condition and recent changes of the area, gentrification process and its 

impacts on social, economic, emotional status of the residents and the 

community.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its is found that the poor urban neighborhood called “Dong-ja 

dong Jjock-bang chon” is playing a vital role to its poor inhabitants. It is 

providing affordable housing to poors within the ever competitive urban 

housing market. Also, it provides a place to building a so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residents facing similar economic situation. Moreover, with 

various community-based organizations  forming a unique and locally 

specialized welfare system the neighborhood is functioning as the last 

bastion for the urban poor. 

Second, the paper verifies the cases and causes of gentrificataion of 

the site. The two cases examined here consists of 1) a gentrification caused 

by an urban renewal project(2007~2013) and 2) a gentrification caused by 

changes in the building use from tiny living units to guest houses(2013~. 

2015). The causes of them are analyzed in both in terms of macro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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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 scale; In macroscopic view, the causes include the influx of 

gentrifyier’s preference of inner city(demand side), increased rent gap of the 

area(supply side) and urban development and tourism policy of the 

government. In specific to the site, relaxed regulations of building-to-land 

ratio and Floor to Area Ratio(F.A.R), exemption from public housing 

construction, the property owners’ concern regarding the building operation 

margin and anxieties for tenant protection plan in case of urban 

redevelopment worked to accelerate gentrification of the site.

Finally, reviewing the impacts of gentrification on dongja dong is 

the last point of this examination. In an individual level, gentrification 

threats tenant's right to stay, raises the extent of the anxieties and stresses 

among residents. Also it causes tremendous  socio-economic and emotional 

costs due to the severance from the social relationship and support system 

which residents heavily resort to. 

Beyond the personal impacts, gentrification also results in the 

changes in local community. Firstly, there are physical improvements, social 

mix and revitalization of local market which are generally regarded as a 

positive aspects. However, it causes conflicts between landlord and tenants, 

a significant loss of affordable housing supply and increased rent often 

leading to homelessness. Furthermore, gentrification dismantles effectively 

functioning community fabric of poor urban neighborhood formed over a 

long period of time. 

In conclusion, the research found that gentrification in poor urban 

neighborhood often causes impacts far more devastating then that of higher 

income residential areas; resulting in not only in increased social, economic 

and emotional costs of individual residents but also causing significant 

damages to the community-based resident support system. 

Thus this paper suggest that there is a need for institutional 

complement either to prevent or minimize the damage of gentrification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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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or residents. Also, in community level, long-term plans to maintain or 

improve the current function of poor urban neighborhoods are required. In 

other words, city should find a way to satisfy both the needs of inner city 

development as well as recognizing the value of the community of urban 

poor neighborhood.

Keywords : gentrification, displacement, poor urban neighborhood, 
community, neighborhood change, use value and exchange value
Student Number : 2014-24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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