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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조선족은 국내 체류 외국인 중 32%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서

울에는 조선족 밀집지가 형성되었으며 그 중 가리봉동은 1992년 한중수

교 이래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조선족 밀집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기존 다수의 연구에서 조선족 밀집지은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밝

힌다. 그러나 ‘부정적 인식’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진행되지 않아 인식

개선을 위한 대안제시가 이뤄지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는 언론보도를 통

해 가리봉동이 부정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맥락과 가리봉동이 지닌 외부

이미지를 분석했다. 한편, 심층면접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직접경험을 통

해 형성된 지역 내부 정체성을 밝혔다. 가리봉동이란 지역의 외부 이미

지와 지역주민이 갖고 있는 내부 정체성의 괴리를 살펴보고, 가리봉동

지역 이미지 긴장에 주목했다.

먼저 가리봉동에는 조선족 밀집지로 형성되기 이전, 1960년대부터

구로공단의 배후지로서 역할하며 ‘벌집촌’이 형성된다. 열악한 주거환경

이지만 저렴한 주거비로 구로공단 노동자들이 생활했다. 그러나 1990년

대 이후 산업구조가 바뀌고 제조업이 쇠퇴하면서 구로공단의 공장은 폐

업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다. 가리봉동 역시 함께 쇠퇴의 길을 걷

는다. 이때 한중수교를 통해 조선족은 국내에 증가하기 시작하며 가리봉

동의 저렴한 주거비는 조선족의 유입을 촉진한다. 이때부터 가리봉동은

조선족 밀집지로서 자리한다. 하지만 2003년, 가리봉동이 뉴타운 균형발

전촉진지구로 지정되면서 한국인과 조선족 모두 가리봉동에서 타 지역으

로 이주한다. 재개발 사업은 10년 간 뚜렷한 진척을 보이지 않은 한편,

가리봉동은 그 기간 동안 건축허가에 제한을 받아 지역은 점차 슬럼화

된다. 이후 2014년 서울시는 가리봉동 재정비 촉진지구를 해제하며 현재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위와 같은 변천을 겪으며 언론보도에 드러난 가리봉동의 외부이미지

또한 변하는 과정을 보인다. 언론보도 분석 결과, 먼저 가리봉동은 2000

년대 초반까지 우범지대라는 이미지로 드러난다. 조선족 밀집지가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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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우범지역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

다. 특히 조선족 밀집지로서 가리봉동은 ‘조선족’이 범죄자 이미지로 언

론보도에 노출되면서 더욱 우범지대란 이미지로 많이 소개된다. 이외에

포괄적 의미의 가리봉동은 구로공단, 부동산 투자대상지역 등으로 언급

된다. 하지만 조선족 밀집지로서 가리봉동은 우범지대란 이미지와 함께

‘나눔대상지역’, ‘근로자/노동자의 지역’와 같은 이미지로 등장한다. 가리

봉동은 나눔이 필요하며 근로자/노동자가 밀집해 있어 가리봉동이 가난

할 것이라는 이미지를 부각한다. 마지막으로 중국 국적의 이주민이 밀집

한 곳으로, 다문화 지역이란 이미지로 그려진다.

그러나 가리봉동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한 결과는 외

부 이미지와 차이를 보였다. 첫 번째로 가리봉동을 ‘안전하다’고 생각했

다. 특히 조선족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가리봉동을 안전하다고 느꼈다.

반면 한국인의 경우 안전하다고 평하면서도 일부 한국인은 자신이 경험

하지 못한 범죄자 조선족이 있을 것을 예상하며 그들에 대한 두려움을

드러냈다. 이는 언론보도에서 소개되는 조선족에 대한 이미지가 지역 주

민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언론보도에서 가리봉동은 나눔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지

역 내부 구성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조선족 노동자/근로자에 대해 가난하

다는 이미지를 부여했다. 하지만 가리봉동에서 상업 활동을 하는 생산자

에게 조선족은 높은 소비력을 지닌 소비자다. 조선족의 후한 씀씀이를

반긴다. 따라서 내부 인식과 가리봉동의 주요 구성원인 조선족이 ‘가난하

다’라는 외부 이미지는 불일치한다.

세 번째로, ‘근로자/노동자의 지역’의 외부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지

만, 가리봉동 내에서 조선족은 생산자이기도 하며 건물주로서도 활동하

고 있었다. 다양한 직업 구성을 보인다. 도시 하부 서비스 종사자뿐만 요

식업자, 임대업자 등 직업 구성이 상향하는 변화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언론보도에서 가리봉동은 ‘다문화 지역’으로 그린다. 하

지만 가리봉동은 이미 한국인에게는 이방적인 곳으로, 조선족에게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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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과 같은 곳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국인 상인은 중국어를 학습하기 위

해 노력하며, 한국적인 식료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타 지역으로 나간다.

한국인이 이주민을 포용해야 한다는 방식의 ‘다문화 지역’의 이미지와 가

리봉동 내부의 인구구성 및 관계 사이에 괴리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언론보도에서 가리봉동은 ‘우범지대’, ‘나눔대상 지역’, ‘근로자/노

동자의 지역’, ‘다문화 지역’으로 그려지고 있지만 주민들은 ‘안전’하며,

‘소비력이 높고’, ‘상향하는 직업구성’을 갖고 있으며 ‘중국’으로서 정체성

을 갖고 있다. 가리봉동의 외부 이미지와 내부 정체성은 불일치한다. 이

것은 지역이 갖고 있는 이미지 사이에 긴장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내부 정체성은 가리봉동 내부에서 일어나는 상업 활동과 직업

구성, 경제적 지위의 변화에 근거한다. 반면, 이주민 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언론보도를 통해 가리봉동의 외부 이미지가 되었다. 지역에 대한

언론보도가 공간을 구성하는 다양한 삶에 대한 접근보다는 일부 특성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이는 외부 이미지와 내부 정체성 사이의 간극을 심

화한다. 또한 외부 이미지 기반으로 정책적 접근하는 것이 현실과 괴리

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가리봉동은 지역 내 현실과 달리

낙인처럼 찍힌 외부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는 심층면접이 지역 내 상인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한계가

있다. 이는 가리봉동 내부의 보편적 인식을 분석하기에 미흡한 점이 존

재한다. 따라서 이 점을 보완하여 후속연구에서 원주민인 한국인과 이주

민인 조선족 양쪽 관점을 모두 고려하여 외국인 밀집지에 대한 인식 연

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한편, 조선족의 미디어을 통해 조선족이 갖고

있는 조선족 밀집지에 대한 외부 이미지를 통해 이주민이 갖는 지역 이

미지에 대한 심층적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 주요어 : 조선족, 조선족 밀집지, 지역이미지, 언론보도 분석

◆ 학 번 : 2015-2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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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6년 3월 기준 한국에 체류하는 조선족의 인구는 총 630,998명이

며 전체 체류외국인(1,972,580명) 수의 약 32%로서 국내체류 외국인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에는 총 138,957명의 조선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서울시에 등록외국인 중 50.8%이며, 한국에 거주

하고 있는 전체 조선족의 37%이다.1) 조선족은 특히 서울시의 각 국가별

외국인 이주자 집단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건설업, 제

조업을 비롯한 저차 서비스 분야에서 저렴한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의존

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그 중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조선족

이다(김경민·박재민, 2013).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과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에는 조선족의 문화

적 정체성이 드러나는 뚜렷한 조선족 밀집지가 형성되었다(이석준·김경

민, 2014). 기존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조선족 밀집지에 대해 부정적 인

식이 존재한다(박신영 외, 2012; 김병학 외, 2013; 이석준·김경민, 2014).

특히 조선족 초기 정착지이자 조선족 밀집지로서 오랜 역사를 지닌 가리

봉동은 다수의 언론보도에 의해 '가리봉 가면 맞아죽는다'2) 등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되었다.

쿤지크(Kunczik, 1997)에 따르면 지역 이미지는 특정 지역에 대한

경험을 통해 형성된다. 여기서 경험은 직접 경험뿐만 아니라 미디어 등

1)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2016년 3월말), 

http://www.immigration.go.kr/

2) 『머니투데이』2014년 1월 25일자, “조선족 밀집 가리봉동, 외국인 범죄 반토막 이유는?”,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012514120337310&outlin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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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한 간접적 경험도 포함한다(이영원, 2014 재인용). 현대사회에서 매

스미디어는 단순히 전달자가 아닌 일상생활 속에 깊이 침투했다. 매스미

디어는 사회가 공유하는 여러 태도와 가치, 행위 및 사회적 사실에 대한

인식을 창조하고 있다. 특히 소수의 사람만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문화

와 사회문제 및 사건에 대해 전달한다. 그러므로 미디어는 사회의 현실

구성을 위한 안내자로서, 수용자는 미디어에서 묘사하는 이미지(像)에 의

존한다(Tan, 1985).

그 중 언론보도는 대중이 직접적인 경험이 어려운 집단에 대한 사건

이나 사안까지 다룬다는 점에서 여타 매체와 구별된다. 정재민 외(2005)

는 언론보도가 대중이 직접적인 교류를 경험하지 못하는 집단에 대한 인

식을 형성하며, 수용자는 관련 기사를 통해 그 속에 등장하는 집단에 대

해 인식하고 간접적으로 습득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언론은 특정

집단에 대한 사건이나 사안을 보도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보도를 통해

그들의 “이미지를 재현(representation)”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즉, 언론

보도는 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지역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한다. 외부에서 형성된 지역에 대한 이미지는 실제 지역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며, 향후 지역의 발전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선족 밀집지를 중심으로 언론보도가 제공하

는 이미지와 주민인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조선족 밀집지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서울시 조선족 밀집지인 가리봉동을 대상지로 설정하

고, 지역차원으로 접근하여 언론보도에 나타난 조선족 밀집지의 이미지

대해 살펴본다. 한편, 조선족 밀집지는 한국인과 조선족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다. 지역 내부 정체성은 주민이 지역 내에서 이뤄진 직접 경

험에 기초해 이루어진다. 하지만 과거의 경험에 대한 기억은 “집단적 경

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방식이 아닌 다양한 방식으로 기억된다. 지

역 정체성은 고정된 하나의 이미지가 아닌 지속적으로 변형되고 재구성

되는 것이다.3) 대 내외 이미지 긴장뿐만 아니라, 내부 지역주민들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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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기 다른 방식으로 기억된 경험에 기초해 이미지를 형성하기 때문에 하

나의 합의된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다. 이러한 경우에도 정체성의 갈등

이 발생하며, 이미지 긴장이 존재할 경우, 지역사회는 외부와 내부의 다

른 이미지를 통합하기 위한 전략을 구사한다고 밝힌다.4)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 이뤄진 조선족 밀집지에 관한 인식조사는 조

선족이란 이주민 집단에 초점을 두고 설문조사 위주로 진행되었다(김현

선, 2010; 이종구 외, 2011). 혹은 그곳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인식을 단편

적으로 조사했다(박신영, 2009). 한국인과 조선족이 함께 거주함에도 불

구하고 그 두 집단의 인식조사가 함께 이뤄진 연구가 부족했다. 실제 조

선족 밀집지에서 조선족과 함께 생활하는 한국인과 조선족이 각각 조선

족 밀집지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지역을 받아들이는지, 그것이 언론보

도를 통해 드러난 이미지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분석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 내 조선족 밀집지에 대한 인식 비교이다. 이

를 위해 먼저 언론보도를 통해 외부 인식을 분석하고, 심층면접을 통해

지역주민의 내부 인식을 살펴본다. 두 인식을 비교분석하여 언론보도가

지역주민의 인식과 어떠한 차이를 지니는지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구체

적으로 다음 세 질문에 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첫째, 조선족 밀집지는 언론보도에서 어떻게 소개되는가?

언론보도에 드러나는 조선족 밀집지의 이미지는 곧 대중들에게 해당

지역이 어떻게 알려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척도라고 볼 수 있다. 언

론보도 분석을 통해 조선족 밀집지가 지닌 외부 이미지에 대해 알아본

다.

둘째, 지역주민은 조선족 밀집지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3) 정근식(1997), 지역활성화와 장소마켓팅-일본 오이타현 유후인의 이미지 전략-.

4) 정근식(1996), 연구논문-지역정체성과 상징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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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밀집지에 거주하는 주민이 갖고 있는 지역 전반에 대한 인식

을 알아본다. 이로써 실생활에 기초한 조선족 밀집지 내부 정체성을 살

펴본다. 한편, 조선족 밀집지는 한국인과 조선족이 함께 사는 지역이다.

한국인과 조선족 양쪽 모두에게 심층면접을 진행하여 동일한 지역에 대

해 인식 차이유무와 차이가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셋째, 언론보도와 지역주민의 인식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지역에 대한 언론보도와 해당 지역의 주민 인식을 비교한다. 언론보

도를 통해 드러난 이미지와 실제 생활 사이의 차이를 알아봄으로써 언론

보도에 의해 형성된 지역의 외부 이미지와 지역주민이 갖고 있는 지역

정체성에 대해 살펴보고, 차이가 발생하는 지점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위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하여 조선족 밀집지에

대한 언론보도에 의한 지역의 외부 이미지와 실제생활 기반의 내부 정체

성 간 차이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외국인 밀집지에 관한 정

책적 접근과 도시 계획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언론보도가

설정한 조선족 밀집지에 대한 외부 이미지가 실제 주민들에게 끼치는 영

향 여부를 알아봄으로써 도시계획 및 정책 분야에서 지역에 대한 인식과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 내 조선족 밀집지로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가리봉동으로 설정한다. 가리봉동은 1965년 구로공단을 시

작으로 서울디지털산업단지로 변모한 역사를 지니고 있는 한편,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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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이후 조선족 밀집 거주지역으로서 주목받고 있다.(서울역사박물관,

2013)

1990년대 중반 이후 가리봉동의 인구구성은 변화를 겪는다. 2000년

부터 2015년 사이 가리봉동 내 내국인 수는 18,000명에서 10,091명으로

감소하는 반면, 외국인 수는 559명에서 9,239명으로 증가한다.5)

단위: 명

[그림 1] 가리봉동 인구구성(2000년~2015년) 

가리봉동 내 외국인 구성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한국계)인 조선

족이 10,996명으로 외국인 중 93%에 달한다6). 주민등록인구로 해당 숫

자를 나눌 때, 현재 가리봉동의 조선족 인구비율은 35.77%로 서울시에서

가장 높다.7)

5) 통계청, 인구총조사(2010, 2015) http://kosis.kr/

6) 행정자치부, 2015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2015년 11월 1일,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http://mogaha.go.kr/

7) 서울시통계, 등록외국인 현황(국적별/동별), 주민등록현황(동별)  http://stat.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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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가리봉동 내 외국인 국적(2015년) 

이러한 현상은 가리봉동에 조성되었던 대규모 공업단지가 1990년대

초반부터 공장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쪽방을 이용하던 사람들도 가

리봉동을 떠나며 발생한다. 이들이 떠난 빈자리를 메운 것이 바로 일자

리를 찾아 한국으로 온 조선족들이었다. 초기이주자의 정착 이후 이주네

트워크를 통해 나중에 이주해온 조선족들의 입지에 영향을 미쳐 가족이

나 친척, 친구의 소개로 가리봉동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러한 연쇄적인 과정을 통해 가리봉동은 초기 이주의 핵심적인 장소로 조

선족사회에 알려진다(이석준·김경민, 2014). 즉, 가리봉동은 조선족이 본

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기 시작한 1990년대부터 형성된 조선족 밀집지로

서 조선족의 최초 정착지로 자리 잡았다.

가리봉동의 위치는 지하철 7호선 남구로역과 1, 7호선이 지나는 가

산디지털단지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조선족이 밀집해 거주하고 있어,

거리에 중국어 간판의 밀도가 높아 일명 ‘조선족 거리’ 혹은 ‘옌밴 거리’

로도 불린다.



- 7 -

[그림 3] 연구대상지: 구로구 가리봉동

가리봉동은 향후 한국에서 확대될 조선족 밀집지의 초기형태를 보여

주며, 이러한 형태의 밀집지는 벌써 서울 및 수도권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또한 조선족 밀집지가 갖는 특성으로 인해 국내 밀집지역은 중국

과 한국을 연계하는 “초국가적 공간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크다(박세훈

외, 2009).

따라서 가리봉동은 서울시 내에서 가장 오래된 조선족 밀집지로서의

역사를 지니고 있어 언론보도를 통해 조선족 밀집지에 대한 이미지 변화

추이를 알아볼 수 있다. 동시에 현재 서울시 내 조선족 비율이 가장 높

은 곳으로 조선족 밀집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에 적합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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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방법

1) 문헌연구

조선족 밀집지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조선족 밀집지와 외국인 밀집

지 그리고 가리봉동에 대한 선행연구 및 문헌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이

론적 배경과 가리봉동의 변천에 대해 정리한다. 또한 미디어 분석을 활

용한 지역 인식 연구를 검토한 후 해당 방법론을 검토한다.

2) 언론보도 분석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 빅데이터 분석서비스 ‘빅카인즈 프로

(BigKinds Pro)’에 사용해 자료를 수집했다. 빅카인즈 프로(이하 빅카인

즈)서비스는 전문가 계정을 통해 접근 가능한 서비스이다. 이를 위해 연

구계획서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제출하여 전문가 계정을 발급받은 후 연

구를 진행했다.

빅카인즈에서 제공하는 8 개 전국종합일간지와 6개 경제지 그리고

25개 지역신문을 대상8)으로 1990년부터 2015년의 ‘가리봉동’에 대한 기

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 방식을 사용하였다.

첫째, 빅카인즈에서 특정 키워드 검색을 통하여 기사를 수집한 후,

둘째, 오류 건수를 제거하는 작업을 시행하여 순수한 기사를 확보하고,

셋째, 총 기사건수, 통합분류별 기사건수, 사건사고 기사건수, 세부 내용

별 기사건수를 조사하였다.

8) 빅카인즈 프로에서는 전국종합일간지 8개(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와 경제지 6개(매일경제, 서울경제,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 헤럴

드 경제) 그리고 지역신문 25개(경기일보, 경인일보, 강원도민일보, 경남도민일보, 경남신문, 경

상일보, 국제신문, 대구일보, 매일신문, 부산일보, 영남일보, 울산매일, 대전일보, 중도일보, 중

부매일, 충북일보, 충청투데이, 광주일보, 무등일보, 전남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북일보, 제민일

보, 한라일보)를 검색 대상 언론사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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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기준으로 빅카인즈에서 특정 키워드가 들어간 기사 모두

를 수집한 뒤 수집된 기사는 엑셀(Microsoft Excel)을 이용하여 ‘제목,

날짜, 언론사, 통합분류, 사건사고분류, 내용’의 항목에 따라 분류하였다.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총 가리봉동 관련 기사 3,701건, 가리봉동과 조선

족을 동시에 만족하는 관련 기사 785건의 기사가 수집되었다. 이후 빅카

인즈에서 제공하는 통합분류1과 사건사고분류에 따라 기사 주제를 분류

하였고, 빅카인즈 상에서 분류되지 않은 기사는 ‘네이버 뉴스스탠드’와

해당 신문사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였다.

통합분류1로 분류된 기사를 빅카인즈가 제공한 세부분류를 기준으로

세부주제 별로 분류하였다. 이후 키워드 트렌드와 워드 클라우드 서비스

를 통해 ‘가리봉동’과 ‘가리봉동 그리고 조선족’이 언론보도 상 드러나는

내용을 정리했다.

3) 심층면접

가리봉동의 주민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했다. 한국인과 조선족

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여 가리봉동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았다.

각각 가리봉동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지니고 있으며 인식을 갖게 된 요

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이를 통해 언론보도가 주민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더 나아가 한국인과 조선족 사이의 인식에는

차이가 있는지 또한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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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 연구

1. 미디어를 통한 지역 인식 관련 선행연구

최근 빅데이터가 대두되며 빅데이터를 통해 지역에 관한 인식에 대

한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관광과 방문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

로 진행된다. 표원정(2011)은 SNS 관광정보가 지역이미지 형성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SNS 관광정보는 지역 이미지 형성에 매

우 큰 영향을 미치며 SNS가 지역의 이미지 개선과 효과적인 관광객 유

치를 위한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반면, 황준기(2015)와 이가영(2009)은 각각 소셜미디어와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나는 지역의 이미지를 분석했다.

먼저, 황준기(2015)는 소셜미디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문화주도적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한 지역의 장소성을 연구했다. 텍스트 마이

닝 기법을 사용하여 문화주도적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한 홍대, 가

로수길, 이태원 지역을 대상으로 각 지역 별 평가와 장소성 그리고 방문

객의 인식변화를 분석했다. 장소성을 소셜미디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분석했다는 것에 의의를 갖는다.

한편, 이가영(2009)는 지역브랜드 확립을 위해 파주시를 대상으로 도

시 이미지를 언론매체 보도와 주민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했다. 도

시 이미지를 분석하기 위해 파주시 관련 언론매체 기사 분석방법을 사용

해 파주와 함께 언급된 키워드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파주시의 목표

가 실제 언론과 사람들 인식에 비춰진 이미지에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미디어에 드러난 가리봉동의 인식을 분석한 연구도 있었다. 스크린

에서 재현된 가리봉동의 모습을 통해 가리봉동의 장소성을 분석하는 김

혜민 외(2015)의 논문이 그것이다. 김혜민 외(2015)는 영화 속 재현 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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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정 시대의 사회문화적 특성이 투영된다는 점에 기초해 가리봉동이

배경인 <장미빛 인생>, <가리베가스>, 그리고 다큐멘터리 <가리봉>을

대상으로 가리봉동의 장소성을 이끌어 냈다. 연구 결과, 영화 텍스트 속

가리봉동의 이미지에는 노동자, 조선족 등 소외 집단의 사회적 배제와

타자화가 투영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다큐멘터리<가리봉>의 배경

인 2010년대 가리봉동 속 옌밴거리와 가리봉동 내 작업소개소, 중국동포

교회 등을 소외와 배제의 주요 장소 기표라고 분석했다. 또한 대중매체

를 통해 전달된 장소는 일반 대중에게 선입관념을 형성시킬 수 있지만,

스크린 영상으로 재현된 장소는 해당 장소의 변화를 맥락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이미지는 미디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지역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다른 한편으로는 미디어를 통한 지역의

이미지 파악은 해당 지역을 사회 전체적 배경과 시간의 변화에 따른 맥

락 변화에 따라 파악할 수 있게끔 만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언론보

도를 통해 사회적 맥락 속 조선족 밀집지의 이미지와 시대적 흐름에 따

른 지역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한다.

2. 조선족 밀집지 관련 선행연구

1) 국내 조선족 밀집지 관련 선행연구

조선족 밀집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부터이다. 설동훈(2002)은 중앙일보

기획취재팀의 자료를 토대로 가리봉동을 재중동포의 밀집지역으로 소개

하면서 1999년 무렵부터 구로공단 주변의 가리봉동, 대림동, 가산동 일대

에 ‘조선족 타운’이 형성되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기존연구는 서울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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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뤄졌으며 조선족 밀집지가 가지는 장소성 등 지역의 차별적 정체

성의 실체, 그리고 조선족 노동자 집단에 있어서 밀집지가 가지는 사회

적 기능을 중심으로 다뤘다. 특히 다수의 연구가 가리봉동 지역을 중심

으로 조선족 집중 현상을 밝히고자 했다.

김현선(2010)은 가리봉동과 대림동을 중심으로 인구분포 현황을 통

해 이 지역에 조선족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음과 조선족 거리가 생겨

나 관련 사무실과 가게가 형성되었음을 설명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이

지역거주 조선족들의 이주 경향과 정착의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조선

족들은 주로 지인을 통해 이주 및 정착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주 후에는

국내에 정착의지가 생기는 것을 확인했다. 결과에서 특기할만한 점은 조

선족들의 국내 정착의지가 경제적 이유뿐 아니라 생활문화의 종합적인

면을 기준으로 한 자발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

는 미약하나마 조선족밀집지가 이주노동자들의 ‘임시 거주지’ 이상의 의

미와 사회적 기능을 갖고 있는 것, 혹은 그렇게 성장해온 것에 대한 근

거로 해석될 수 있다.

정수열 외(2014)는 서울시 대림동을 중심으로 국제이주 이론에서 상

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왔던 흡인국 내 외국인 집중거주지가 국제이

주에 미치는 영향을 조명하고 외국인 집중거주지의 형성요인으로 주목되

는 사회경제적 제약과 동족 단합에 대한 현실 부합성을 점검했다.

방성훈 외(2012)는 가리봉동과 자양동의 조선족 밀집지에서 나타나

는 주거지의 특성과 거주민의 특성을 비교하였다. 주민 설문을 토대로

분석하여, 동일국적의 외국인 밀집주거지인 두 지역의 구성원이 서로 다

른 사회 경제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서울 내 조선족 밀집지를 종합적으로 다룬 이석준 외(2014)는 가리

봉동, 대림2동, 자양4동의 조선족 밀집지를 대상으로 비교분석하여 외국

인 밀집지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개념적 측면에서 조선족 밀

집지를 조선족 주거밀집지와 조선족 중심의 상업지역으로 대별하여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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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점에서 비교분석해 조선족 자영업자들의 등장과 성장이 조선족 밀

집지를 통해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도시

내 낙후·쇠퇴지역에 입지하게 되는 조선족 밀집지가 자생적 성장과정을

통해 지역개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동시에 ‘도시하부

계층의 밀집지’로서 현재의 조선족밀집지에서 우려되고 있는 슬럼화와

게토화에 대한 ‘상품화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국내 조선족 밀집지 연구 중에서도 가리봉동은 조선족의 최대 밀집

지로서 조선족 관련 연구의 주요 대상지가 되고 있다. 최근 가리봉동의

슬럼화와 관련된 연구가 중점적으로 진행되었다.

이종구 외(2011)의 경우 사회적 네트워크 관점에서 가리봉동을 중심

으로 형성된 엔클레이브에 주목한다. 조선족들이 이주하여 한국사회에

적응을 시작하면서 초기에는 한국정부의 정책이 주요하게 작용하였고,

이후에는 엔클레이브가 정보취득과 사회적 네트워크의 근거지로 위치하

면서 역할이 중요해졌음을 설명한다. 이러한 연구는 조선족 밀집지가 사

회적으로도 조선족 커뮤니티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시사한

다.

한성미(2009)는 가리봉동 “옌볜거리”의 장소성에 대해 논하면서 장소

성 형성원인을 분석하였다. 쪽방과 간판 등 공간적·물리적 환경, 구매 및

정보교환 활동, 주변과의 격리, 문화적 이중성, 사회적 입지의 임시성과

불안의 총 여섯 가지를 가리봉동 장소성 형성 요인으로 제시 하고 있다.

특히, 구매활동 및 정보교환활동 등은 현실적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집단적 삶의 일상성을 충족시킴으로써 장소성형성에 기여하고 있

음을 강조하여 조선족 관련 상업시설의 역할을 다면적으로 보았다.

안재섭(2009)은 가리봉동 조선족 밀집지에서의 사회·공간적 연결망에

대해 기술하였다. 조선족 집단 거주지에서 나타나는 트랜스로컬리티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시도로서 거주지역의 사회적·공간적 연결망을 기

술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장소성의 형성과 사회적 네트워크에 관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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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함께 현재까지 진행된 조선족 밀집지에 대한 논의 관점으로 슬럼화,

게토화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 이는 사회에서 가리봉동을 비롯한 조선

족 밀집지를 바라보는 일반적인 시각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다. 박세훈

외(2010) 역시 가리봉동의 슬럼화 요인을 지적하고 있다. 그 요인으로는

물리적 낙후와 조선족 사이의 사회적 연계성 부족, 지역사회와의 관계

저조를 들고 있고, 이와 함께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나 전략 없이 방치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정부의 무관심과 정책부

재가 문제의 원인중 하나라고 밝히고 있다.

조선족 밀집지에 관한 연구는 가리봉동을 중심으로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조선족 밀집지의 형성과 구

성에 집중한다. 조선족 밀집지는 특수한 지역으로 다른 지역과 달리 지

역 이미지 형성에 간접적 경험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지역 이

미지와 인식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지 않아 슬럼화로 인한 ‘부정적 인식’

이란 것에 그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전개되지 못하고

있다.

2) 외국인 밀집지 인식 관련 선행연구

기존 연구는 주로 외국인 혹은 이주민 집단이 언론에서 어떻게 재현

되고 있는지에 중점을 두었다. 이주민에 대한 인식은 직접 경험보다는

미디어를 통한 간접 경험에 의해 형성되고 강화된다. 또한 이러한 인식

은 특정 민족ㆍ인종ㆍ국가집단에 대한 서열화 된 차별이나 편견으로 나

타날 가능성이 있다(채영길, 2010).

기존 해외 연구를 살펴보면 외국인의 인종별, 민족 집단별 그리고

체류 목적별 미디어 재현, 뉴스 담론보도 양(Dunaway, Goidel,

Kirzinger, & Wilkinson, 2011)과 보도 기조(Boomgaarden &

Vliegenthart, 2009; Dunaway et al., 2011) 등을 내용 분석한 연구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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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관련 언론 보도의 프레임을 분석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미디어의 외

국인 재현과 보도 프레임이 뉴스 수용자의 외국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이라고 전제하고 재현과 프레임에서의 특징을

분석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외국인의 인종별, 민족 집단별의 언론 보도 재현 양상

을 살펴본 연구가 주를 이룬다. 범죄 보도에서 유색 인종과 소수 민족그

룹이 용의자로 실제 범죄 대비 빈번하게 언급되거나 가해자인 경우, 인

종적, 민족적 특징이 보도 속에서 부각되어 인종적, 민족적 편견을 생산

하는 기제로 작용한다는 것이다(Dixon & Linz, 2000). 뉴스 보도 양과

더불어 보도 기조 역시 뉴스 수용자의 외국인에 대한 편견에 영향을 미

치게 된다. 특정 집단에 대한 보도가 아닐지라도 이민에 대한 부정적 인

뉴스 보도를 접하는 것만으로도 뉴스 수용자는 이주민이 실제 이주민 수

보다 많다고 느끼고 이주민은 대다수가 불법체류자라고 여기며 나아가

이주민을 잠재적 위협 집단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다(Boomgaarden

& Vliegenthart, 2009; Dunaway et al., 2011).

이민(Chavez, Whiteford, & Hoewe, 2010), 불법체류(Kim, Carvalho,

Davis, & Mullins, 2011) 등 이주민 관련 이슈에 관한 프레임 분석한 연

구들이 주를 이룬다. 샤베즈 등(Chavez et al., 2010)은 이민 관련 보도

의 주제와 프레임을 추출하였는데 다양한 주제 중, 특히 이주민의 범죄

나 불법체류에 관한 보도가 50%이상을 차지하였고 뉴스 프레임은 정보

제공이나 정책적 함의보다는 뉴스 소비자의 의견 형성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보도의 주제와 프레임이 이주민에 대한 편

견을 생산하는 기제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하였다. 불법체류 관련 언론 보

도에서 나타난 프레임을 추출하였는데 이주민 비율이 높은 국경 지역에

서는 불법체류에 따른 사회적 문제와 이를 위해 국경 수비를 강화하는

해결 방안에 초점을 맞춘 보도가 많았으며 불법체류의 원인에 대한 접근

보다는 이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와 강경한 해결 방식이 드러난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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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하였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프레임은 멕시코 출신 이민자에 대한

인종적, 민족적 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고 보았다(Kim, Carvalho, Davis,

& Mullins, 2011).

국내 기존연구 또한 언론보도를 통해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하는 연구가 주를 이룬다. 윤태선(2002)은

외국인 노동자 관련한 언론보도 내용은 관련범죄(47.1%), 인권(23.1%)

등의 순서로 나타나는 것을 밝혀냈다. 이주민에 대한 언론보도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제가 관련 범죄라는 사실은 언론보도가 그

들에 대한 위험이나 두려움,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이

선화, 2008).

국내의 이주민 관련 언론 보도를 분석한 연구는 인종과 민족적 구별

보다는 체류목적별로 구분지어 특정 집단에 초점을 두고 살펴본 경우가

많았다.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뉴스 담론은 그들이 처한 문제점의 원인

위주의 접근보다는 이들을 ‘타자화’하고 혼란과 좌절을 겪어 도움이 필요

한 대상으로 부각해 한국 사회로의 동화 대상으로 규정지었다(양정혜,

2007; 홍지아, 2010). 이주노동자 보도도 결혼 이주 여성의 재현과 비슷

한 양상을 보인다. 단순 노무직을 묘사하는 보도 사진을 빈번하게 사용

하고 더불어 이들을 생산적이지 못한 비전문인, 불안전한 피해자로 묘사

하는 경향이 강했고(채영길, 2010), 그에 반해 한국인은 피해자로 묘사된

이주민을 보살펴주는 우월적 존재로 대비시키는 이분법적 재현이 나타났

다(김경희, 2009).

이러한 언론보도는 한국인은 오랫동안 단일 민족 중심의 역사 교육

과 타민족ㆍ인종에 대한 인식과 경험 부족으로 여전히 다문화에 대해 부

정적이고 왜곡된 인식(이인희 외, 2013; Castels et al., 2014; 김은미 외

(2015)에서 재인용)을 갖는 환경을 조성한다.

언론보도를 통한 인식 연구 이외에도 이주민에 대한 연구가 여러 연

구자에 의해 진행되었다. 연구결과, 이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차별적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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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배타성을 드러낸다. 한국인은 특히 친족 관계나 국가 개념에서 배타

성을 보이며(이명진 외, 2010) 외국인에 대해서도 출신국과 피부색에 따

라 서열화 된 차별적 태도를 드러낸다(김영란, 2013; 채영길, 2010). 동남

아를 비롯한 저발전 국가 출신의 외국인에 대해서는 부정적 편견을 드러

낸다(임양준, 2012; 정현숙, 2004). 지역차원으로 접근하여 이주민 밀집지

에 대한 인식연구는 이선화(2007)의 안산 원곡동 중심으로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유입으로 인해 발생한 도시지역사회의 변화를 다룬 연구가 대

표적이다. 한국인 원주민들의 두려움과 그 대응방식에 대해 연구를 진행

하면서, 미디어에서 재현된 이주노동자들의 불안정한 지위와 경제적 열

악함 그리고 집단거주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원주민의 두려움을 가

중시킨다고 밝혔다.

국내 외국인 밀집지 간 인식을 비교한 연구도 존재한다. 특히 여러

연구에서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프랑스마을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구

로구 가리봉동의 조선족 밀집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대조적으로 그린

다. 먼저 박세훈 외(2009)는 외국인 밀집지역의 공간적, 사회적 관계와

정부정책에 대한 분석에서 서래마을에 대해서는 매우 양호하고 적극적인

반면 조선족 마을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임을 지적한다. 이는 외

국인 밀집지에 대한 이중적 시각으로 볼 수 있다. 공윤경(2013)은 이를

가리켜 “선망과 배제의 이중적 시선”에 따라 “다문화 공간에 대한 양극

화,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서래마을은 소비자들의 이국

문화에 대한 선망이 드러나는 공간으로 상품화 되고 있는 한편, 가리봉

동은 주변화 되는 초국가적 공간으로 슬럼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한

다. 또한 한준석(2012)은 프랑스인과 중국동포에 대한 한국 사회의 차별

적 인식이 서래마을과 조선족마을을 차별적 방식으로 형성하게끔 이끌었

다고 밝힌다.

이주민에 대한 인식 연구는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특히 언론보도를 통한 연구도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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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국내 외국인 밀집지 연구에서는 아직 언론보도를 통한 인식 연구가

진행되지 못했다. 따라서 해당 지역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이라는 것

에 한정되어 있어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현실에 기초한 내부정체성에 대한 연구가 함께 이뤄지지 않아 지역의 이

미지를 단편적으로 규정한다는 한계가 있다.

3. 선행연구와 차별성

본 연구가 지니는 차별성은 첫 번째, 언론보도 분석을 통해 조선족

밀집지에 대한 인식을 구체적으로 소개한다는 점이다. 다수의 선행연구

에서 조선족 밀집지에 대한 인식을 ‘우범지대’와 ‘슬럼화’ 두 이미지로만

설명한다. 부정적 인식에 대해 구체적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채 반복되

었고 인식 개선을 위한 대안제시가 이뤄지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는 어

떤 맥락 속에서 해당 지역이 부정적으로 묘사되고, 그 부정적 인식을 구

성하는 사건들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족 밀집지에

서 언론보도 분석이 중요하다. 채영길(2010)이 지적한 바와 같이 조선족

밀집지와 같은 특수한 지역은 언론보도를 통해 그 이미지가 강화되기 때

문이다. 언론보도는 대중에게 간접적 경험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외

부 이미지를 형성한다. 또한 오랜 기간 축적된 언론보도를 통해 시계열

로 변화하는 지역의 이미지를 살펴볼 수 있다. 지역의 외부 이미지를 사

회 전체적 맥락 속에서 파악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이미지와 지역 내부에서 형성된

정체성을 비교한다. 내부 정체성은 심층면접을 통해 분석한다. 이때 조선

족 밀집지에서 생활하는 한국인과 조선족 양쪽 모두의 인식을 살핀다.

이는 외부 이미지와 내부 정체성 간의 비교뿐만 아니라 내부 정체성을

구성하는 집단 간의 인식차이도 함께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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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닌다. 조선족 밀집지는 다양한 집단과 문화가 공존하는 지역으로 내부

인식 또한 집단 별로 상이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해당 지역에 대

한 인식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는 것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언론보도와 주민인식 비교는 지금까지 지역 대상 연구로 진행되지

않았다. 향후 도시계획에 있어 지역에 대한 인식 분석 시, 적절한 접근방

법을 제시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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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가리봉동으로의 조선족 유입

1. 가리봉동의 변천

1) 1990년대 이전: 구로공단

1965년, 현재 행정구역 상 구로구와 금천구에 한국 최초의 국가산업

단지가 들어선다. 일명 ‘구로공단’의 시작이다. 공단은 1공단에서 2, 3공

단으로 확대된다. 가리봉동은 공단의 배후지로서 역할하면서 공장 노동

자의 거주지로 자리 잡는다. 1974년에는 ‘가리봉역’이 신설된다. 구로공단

으로 출근하는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역이었다.9) 하지만 당시

갑작스런 인구증가로 인해 가리봉동은 매우 높은 인구밀도에 비해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가리봉동에 열악한 주거환경이

조성된 배경이 된다.

일명 ‘벌집’이라고 불리는 가리봉동의 기형적 주거공간은 주택을 쪼

개고 쪼개면서 탄생한다. 더 많은 사람을 수용하기 위해서 기존의 방을

나눠 더 많은 방을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시간대별로 임차인을 별도로

받았다.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을 쪼갤 정도로 많은 수요가 있었고, 그만

큼 열악했음을 알 수 있다. 벌집은 가리봉동 곳곳에 자리 잡았고 가리봉

동은 ‘벌집촌’으로 불리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집촌은 필요한 존재였다. 구로공단의 노동자에

게는 저렴하게 지낼 수 있는 주거지였고, 임대인에게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입을 제공했다. 가리봉동의 중앙에 위치한 ‘가리봉 시장’은 공

장노동자들의 주요한 상업시설이었다. 구로공단 시절은 가리봉동에 열악

한 주거환경이 조성된 배경이지만, 그만큼 가리봉동의 전성기를 구가한

9) 서울미래유산, 가산디지털단지역(옛 가리봉역) https://futureheritage.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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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였다.10)

2) 1990년대 이후: 공단의 쇠퇴

1990년에 들어서 산업전반에 변화를 맞이한다. 산업구조 개편으로

제조업은 쇠퇴하고 제조업 공장으로 이루어진 구로공단은 직격탄을 맞는

다. 또한 3저 호황에 따른 경제의 불균형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다.11) 구로공단의 토지이용 고도화를 위한 재개발 압력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1990년대 공단과 함께 가리봉동도 쇠퇴의 길을 걷는다. 공단은

인력 구조조정을 진행했고, 지방으로 이전했다. 따라서 공장 노동자들은

더 이상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주거할 이유가 사라진다. 공단이 사라지면

서 공단 배후지인 가리봉동 역시 역할을 잃어간 것이다.

이와 동시에 1992년 한중수교를 통해 중국동포, 즉 조선족의 유입이

시작된다. 당시 가리봉동의 벌집은 공단의 쇠퇴로 빈집이 늘어난 상황이

었다.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위해 방값을 낮췄고, 이는 한국에 새로

유입된 조선족의 수요와 맞았다. 따라서 1990년대 이후 가리봉동은 구로

공단의 쇠퇴로 인해 공단의 노동자가 떠나가고 그 자리에 새로운 이주

민, 조선족이 들어오게 되었다. 조선족 밀집지로서의 가리봉동의 역사가

시작된다.12)

3) 2000년대 이후: 재개발 사업

가리봉동의 쇠퇴와 재개발의 압박은 2000년대 이후 가속화된다. 서

울시는 2003년 11월 19일 서울시『뉴타운 균형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

계획』에 의거 “ IT강국 대한민국의 IT중심도시 건설”란 슬로건으로 가

10) 서울역사박물관(2013), 『가리봉동』, 서울역사박물관

11) 배웅규(2015)

12) 서울역사박물관(2013), 같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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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봉 8만평 일대를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한다.13) 하지만 이후 재개발

사업은 좌초를 겪으며 가리봉 지역은 10년간 건축허가에 제한을 받으며,

주택과 상가는 정비와 관리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묶여버린” 가리봉 지

역의 주거 환경은 더욱 악화되며 슬럼(slum)화를 촉진하였다(지충남,

2014).

당초 가리봉 뉴타운 계획은 가리봉동을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배후

지로서 개발하여, 2000년부터 IT벤처타운의 직원들의 주거지를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서울시와 구로구는 ‘벌집촌’과 다세대 주택을 고층 빌딩과

아파트로 개발하여 5,430가구 규모의 주거시설과 53층 높이의 랜드마크

타워(land mark tower) 등을 갖춘 복합 주거단지를 계획했고, 서울시는

2015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했다. 2005년에는 가리봉역은 가산디지털단지

역으로 역명이 바꾸었고, 가리봉동은 지명을 ‘첨단동’으로 변경할 것까지

계획했다.

2006년 11월, 대한주택공사가 시업 시행자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

하지만 벌집촌과 상가의 임대주는 반기지 않는다. 재개발로 인한 임대소

득의 축소와 추가 부담금 증가 등이 반대사유였다. 다른 한편, 부동산 경

기와 세계 경제는 침체기를 맞이한다. 2008년 5월, 서울시는 다시 한 번

사업 명칭을 ‘가리봉 재정비 촉진지구’로 변경하고 해당 면적을 33만2929

㎡로 확대한다.

13) 구로구청 http://www.guro.go.kr/garibong/NR_index.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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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가리봉 재정비촉진지구 건축계획도

하지만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 등 세계 경제는 악화일로를 달리고,

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는 재정악화를 겪는다. 당시 이전비용은 1조 3,500

억원에 달했고, 일부 주민들의 반대의사도 이어졌다. 결국 ‘가리봉 재정

비 촉진지구’사업은 2010년에 중단된다.

2003년부터 10년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던 주민들은 2013년,

‘가리봉동개발대책위원회’로서 ‘전면 백지화’를 주장한다. 그러나 서울시

와 구로구는 2013년 6월, 가리봉동 재개발사업을 다시 추진한다. 서울시

는 ‘가리봉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추진 전략수립을 위한 용역 착수보고회’

를 개최한다. 그러나 벌집촌 주민, 지역의 상인, 중국 동포들은 반대 입

장을 표명한다. 지충남(2014)에 따르면 이는 타 지역에서도 많이 나타나

는 현상으로, 재개발 지역의 원주민은 재개발되더라도 적은 보상비로 인

해 재입주가 어렵다. 권리금을 지불한 조선족 상가주 입장에서는 권리금

이 보상조건이 아님으로 반발할 수밖에 없었다. 이때 조선족 상가 주인

들과의 협상은 재개발 사업의 가장 큰 변수로 부상한다.

2014년 2월,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재정문제와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사업을 포기한다. 구로구청은 공청회를 개최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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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자 1899명 중 32.4%(617명)의 주민들이 사업추진 반대와 지구

지정의 해제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2014년 6월 23일, 서울시에 ‘가

리봉동재정비촉진지구’ 해제를 요청하였다.14) 2015년 12월 가리봉동은

국토교통부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지로 선정되었고 현재 심사 중이

다.15)

2. 조선족 밀집지로서 형성과정

1) 1990년대 말 조선족 유입

‘벌집’이 남아있던 가리봉동은 서울의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월세(약 5-10만원)로 거주할 수 있었다. 주로 도시 하부 서비스업

에 종사하고 혼자 입국하는 사례가 많았던 조선족은 이주 초기에 열악하

더라도 저렴한 주거비로 생활할 수 있는 가리봉동을 택했다. 저렴한 월

세뿐만 아니라 각지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편리한 교통 등을 고려해 주거

지를 선택했다. 이에 부합하는 것이 가리봉동이었다. 조선족 밀집지로서

가리봉동의 특성은 주거와 상권이 결합된 공간 유형(공윤경, 2013)을 갖

고 있으며, 저렴한 주거비, 개인 또는 전문가 단체 중심의 연결망 형성

등(김현선, 2010)을 꼽을 수 있다. 따라서 1990년대 조선족은 중․후반부

터 가리봉동의 쪽방을 채우기 시작한다.

2) 2000년대 가리봉동 주변지역으로 확산

14) 지충남(2014), 같은 책

15) 연합뉴스(2016년 11월 28일), “<도시재생> 벌집촌 가리봉, G밸리·다문화 품고 뜬다”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6/11/25/0304000000AKR20161125104500004.

HTML?template=5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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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봉동 중심으로 조선족 네트워크와 상권이 형성되면서 ‘옌밴거리’

로 부상한다. 정문수(2008)에 따르면 가리봉동 연변마을이 주거공간과

소비 공간이 함께 제공되는 복합적 장소로서, 생존을 위한 여러 조건이

제공된다는 측면에서 서울에 사는 조선족의 생활과 문화의 중심지가 되

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2002년,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종합방지대

책’을 시행한다. 조선족 중심지인 가리봉동은 불법체류자 단속 집중지역

이 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2004년 고용허가제 시행을 앞두고 미등록 노

동자 단속이 강화되었고, 가리봉동의 조선족 상권을 침체됐다. 이 때 많

은 조선족이 가리봉동을 이탈하며 주변 지역으로 이주한다.16)

두 번째로 조선족이 가리봉 주변 지역으로 확산된 계기는 ‘가리봉동

재개발 사업’이다. 대부분 세입자로서 거주하고 상업시설을 운영했던 조

선족은 재개발 계획으로 가리봉동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서지수

(2012)에 따르면 “(가리봉동)재개발로 인해 일자리와 집을 잃은 조선족들

은 인근에 위치한 대림동으로 이주하기 시작하면서 가리봉동 옆에 조선

족 마을을 형성하고 있던 대림동은 가리봉동 이후의 가장 큰 조선족 밀

집 거주지로 거듭나기 시작”한다. 이후 재개발 사업은 가리봉동의 조선

족뿐만 아니라 한국인 상주인구를 감소시키고 유동인구 감소로 인한 상

권의 쇠퇴, 슬럼화 그리고 이로 인한 지역 이미지 악화 등만을 남긴다.17)

16) 안재섭(2009), “서울시 거주 중국 조선족의 사회, 공간적 연결망: 기술적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진지리학회지』

17) 지충남(2014), 같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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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가리봉동에 대한 언론보도 분석

언론보도 분석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빅

카인즈 프로(BigKinds Pro)’를 통해 분석했다. 빅카인즈에서 제공하는 8

개 전국종합일간지와 5개 경제지 그리고 25개 지역신문, 총 38개 신문을

대상으로 한다. 기간은 빅카인즈에서 제공하는 기사의 가장 이른 시점인

1990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하였다. ‘가리봉동’에

대한 기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 방식을 사용하였다.

먼저 가리봉동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서 ‘가리봉동’

혹은 ‘가리봉’이란 단어가 들어가는 기사를 수집하기 위하여 검색어를

((가리봉동) OR (가리봉))으로 설정하였다. 본고는 이 검색어를 통해 도

출된 결과물을 ‘조선족 밀집지로서의 가리봉동’과 구분하기 위하여 이것

을 ‘포괄적 의미의 가리봉동’이라고 칭한다.

또한 조선족 밀집지로서의 가리봉동에 대한 인식을 보기 위해서 조

선족과 관련 있는 가리봉동에 대한 기사만 분리했다. 기사 상에서는 한

국계 중국인인 조선족이 조선족뿐만 아니라 중국동포, 중국교포 등 다양

한 용어로 불리고 있다. 따라서 검색어를 (((가리봉동) OR (가리봉))

AND ((조선족) OR (중국교포) OR (중국인) OR (중국) OR (동포)))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 ((가리봉동) OR (가리봉))의 기사는 총 3,701건, (((가리봉

동) OR (가리봉)) AND ((조선족) OR (중국교포) OR (중국인) OR (중

국) OR (동포)))의 기사는 785건이었다.

1. 포괄적 의미의 가리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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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기사건수

1990 158

1991 92

1992 93

1993 35

1994 60

1995 73

1996 59

1997 64

1998 77

1999 71

2000 109

2001 119

2002 143

2003 194

2004 202

2005 205

2006 109

2007 163

2008 222

2009 166

2010 263

2011 240

2012 180

2013 192

2014 201

2015 210

[표1] 1990년~2015년 ‘가리봉동’ 기사(단위: 건)

((가리봉동) OR (가리봉)) 기사는 총 3,701건으로 빅카인즈를 통해

수집한 기사는 1990년에 158건 이후 점차 줄어드는 추세로 약 10년 동안

기사 건수에 있어 소폭의 증감이 있었다.

2000년 이후 기사 건수가 증가하며 2004년~2005년에 200건이 넘는

기사 건수를 기록한다. 2010년 263건으로 가장 많은 기사건수를 기록하

며 이후 매해 꾸준히 200건 가까운 기사가 보도되고 있다.

빅카인즈에서 제공하는 키워드 트렌드 프로그램을 통해 가리봉동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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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기사건수를 월별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다.

[그림 5] 1990년~2015년 ‘가리봉동’ 기사 추이 (단위: 건) 

1990년부터 1992년까지 가리봉동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위주의 보

도로 많은 보도가 있었다. 특히 가리봉동에서 일어난 청소년 범죄가 주

목받으면서 관련보도가 많았다. 1993년 이후 사건사고에 대한 보도가 주

춤하며 2000년 하반기까지 소폭의 증감이 있었다. 2000년 11월 가리봉동

을 배경으로 촬영한 동시에 국내 최초 디지털 영화인 임상수 감독의 ‘눈

물’이 개봉하면서 가리봉동이 다시 언급되며 관련 기사 건수가 급증한다.

2003년 11월, 가리봉동이 균형발전촉진지구으로 지정되며 월별 기사

건수로는 가장 많은 기사건수를 기록한다. 이후 불법체류 단속이 시작되

며 불법 체류자를 단속 풍경의 스케치 기사 혹은 르포기사 형태로 가리

봉동이 그려진다. 2007년에는 균형발전촉진지구 관련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되고 가리봉동의 명칭변경 공모전을 비롯한 가리봉동의 명칭과 관련

해 다시 한 번 기사 건수가 급증한다.

이후 2012년 중국동포의 애환을 그린 <MBC 스페셜>을 방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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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탈주범 이대우가 가리봉동으로 숨어들면서 가리봉동이 언급된다.

최근 가장 많은 월별 기사건수를 기록한 시기는 2014년 9월이다. 이

때 역시 가리봉동 개발과 관련된 기사로 “가리봉 벌집촌, 多문화 어우러

진 도시재생 추진(『매일경제』, 2014년 9월 16일)”과 같은 기사가 쏟아

졌다.

가리봉동은 1990년대 초반 범죄 관련 기사 중심이었다면 이후 균형

발전촉진지구 발표와 해제 과정을 통해 개발예정지역으로서 많이 언급됐

음을 알 수 있다.

[그림 6] 1990년~2015년 ‘가리봉동’ 기사 주제 비율

빅카인즈에서 제공하는 통합분류1에 따라 가리봉동에 대한 기사를

분류할 경우 사회 기사가 1133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제 984건, 문화가

794건으로 뒤를 이었다.

통합분류 내 세부분류 별로 살펴보면, 사회 분류에서 사건사고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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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504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제에서는 부동산 관련 기사 430건, 문화에

서는 출판관련기사가 151건으로 각각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가리봉동에 관한 핵심단어를 추출하기 위하여 빅카인즈의 워드 클라

우드 프로그램을 통해 시기별로 가리봉동에 관한 핵심단어를 알아보았

다. 워드 클라우드 상 단어의 크기가 클수록 가중치가 높다. 즉, 자주 언

급될수록 단어의 크기가 크다. 시기 구분은 기사건수를 기준으로 했다.

한 시기별로 600건 내외의 기사로 구성되게끔 시기를 구분했다. 따라서

시기는 1990년~1996년, 1997년~2002년, 2003년~2005년, 2006년~2009년,

2010년~2012년, 2013년~2015년 총 6개로 구분하였다.

[그림 7] 1990년~1996년 ‘가리봉동’ 워드 클라우드

[그림 8] 1997년~2002년 ‘가리봉동’ 워드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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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2003년~2005년 ‘가리봉동’ 워드 클라우드

    [그림 10] 2006년~2009년 ‘가리봉동’ 워드 클라우드

[그림 11] 2010년~2012년 ‘가리봉동’ 워드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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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2013년~2015년 ‘가리봉동’ 워드 클라우드

워드 클라우드로 살펴보았을 때, 가리봉동은 2003년 이후로 핵심단

어에 큰 변화를 겪는다. 1990년대 초반 ‘지역 청소년들’, ‘고교생’등 당시

청소년 범죄가 일어나는 지역, 공단지역으로의 이미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90년대 후반에는 조선족이 가리봉동에 많이 거주하기 시작하면

서 조선족 밀집지라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한다. 하지만 2003년 가리봉동

을 포함한 서울시 균형발전촉진지구 계획이 발표되면서 가리봉동은 ‘디

지털산업단지’, ‘도심형 주거공간’으로서 ‘탈바꿈’할 것으로 주목받기 시작

한다. 이후 균형발전촉진지구 계획과 관련된 단어들이 주요 핵심단어로

떠오른다. 그 외에 구로공단이 배경인 신경숙 작가의 『외딴 방』을 비

롯한 구로공단 관련 단어와 조선족 밀집지로서의 이미지를 계속 지니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 디지털산업단지

앞서 워드 클라우드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2003년 이후 가리봉동이

가장 주목받았던 것은 균형발전촉진지구 발표로 인한 것이었다. 그로 인

해 부동산 관련 기사가 가리봉동에 관한 기사 중 11.62%에 달한다.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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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부터 2015년까지 가리봉동의 부동산 기사 429개 중 2003년 이후 보도

된 기사는 379건으로, 부동산 기사 중 약 90%가 2003년 이후 보도되었

다. 균형촉진지구로 발표된 이후 2004년 11월 구로구가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면서 다시 가리봉동 개발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가리봉도 일대가 디지털산업단지로 개발될 것이 발표되면서 이후 가

리봉동은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받는 지역이 되었다. 다음의 기사들을 통

해 확인할 수 있다.

구로구(776만원)는 디지털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구로동과 가리봉동 일대 뉴

타운 개발 등의 호재가 맞물리면서 새로운 주거지 조성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돼 12만원이 올라 18위로 상승했다. (『서울경제』2005년 4월 13일자,

“아파트시장 침체에도 호재있는 지역은 올라”)

하지만 균형촉진지구로 발표된 지 10년 뒤인 2013년 10월 서울시는

구로구 가리봉동을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한다. 이후 2015년 3월 가리봉

동은 공공지원시스템을 구축해 통합 관리 받는 노후 주거지로서 서울형

도시재생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다.

가리봉 도시재생지역 등 G밸리 주변지역에 주변시세 30~70% 수준의 저렴

한 임대주택 580여 세대를 확충하고, 시ㆍ국비를 투입해 2019년까지 기숙사

가 중심인 G밸리 근로자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한다.(『한국일보』2015년 10

월 25일자, “구로 G밸리, 맞춤형 지원 통해 첨단 융복합 단지로”)

가리봉동은 디지털산업단지로 개발 구상된 것을 시작으로 지구지정

해제된 후 현재 도시재생지역이 되었다. 디지털산업단지로 개발 예정되

었던 가리봉동은 당시 부동산 개발지역으로 주목받으며 투자의 대상으로

서 비쳐졌다. 현재, 가리봉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된 후에도 G밸리 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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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으로서 개발되어 변화할 가능성을 품고 있는 지역으로 언론보도 상

에 드러나고 있다.

2) 우범지대

가리봉동 관련 기사에서 가장 큰 비중 차지하는 주제는 사회다. 이

것은 일반적인 신문기사에 비해 높은 비중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시행한 신문기사 분석에 따르면 신문기사 주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

지하는 것은 경제이며, 사회는 경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

한다.18) 일반적인 신문기사 주제 비중과 달리, 가리봉동 관련 기사에서

는 사회가 가장 높고 그 중 44.4%를 사건사고의 기사에 할애하고 있다.

실제로 1990년대, 구로공단 근로자가 사용했던 가리봉동 쪽방에는

청소년들이 모였다. 그러면서 청소년 범죄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신문기

사에 언급된다. 워드 클라우드에서 90년대 후반까지 ‘고교생’, ‘지역청소

년들’, ‘가출소녀’을 핵심단어로서 찾아볼 수 있다.

80년대 구로공단 공원들이 둥지를 틀었던 가리봉동 일대의 「벌집」은 이

제 집을 나와 유흥업소에 나가는 10대들이 차지했다. 2, 3층 양옥집에 1.5평

남짓한 방이 20 30개 다닥다닥 붙어 있는 벌집에서 이들은 때로는 친구끼

리, 때로는 남녀가 섞여 생활한다.(중략)솜털이 남아있을 듯한 앳된 여자애

들이 짙은 화장을 하고 단란주점 등으로 들어 가고 10대 「삐끼」들이 거

리에 늘어 선다. 가리봉동 T음식점의 종업원은 『왜 이렇게 10대들이 많으

냐』는 질문을 『가리봉동이니까요』라는 한마디로 받아 넘겼다. 일대에 즐

비한 유흥업소에서 10대를 종업원으로 받아주니 10대들이 모여든다는 얘기

였다.(『한국일보』 1997년 2월 25일자, “집 나온 아이들/어디서 어떻게 지

내나현장르포”)

18) 4개 중앙 종합일간지, 2개 경제전문 일간지, 그리고 2개 지방 일간지, 총 8개 신문의 일주일 

동안 게재한 총 기사를 대상으로 유형 별로 살폈을 때 경제 부분이 28.4%, 사회/교육이 

17.5%, 문화가 13.4%로 나타났다.(한국신문협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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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중반, 가리봉동에 조선족이 증가하면서 조선족에 의한 범

죄기사가 증가한다. 특히 가리봉동에 거점을 두고 활동한 옌벤 흑사파라

는 조선족 폭력조직과 기타 조선족에 의한 강력범죄에 관한 기사를 찾아

볼 수 있다.

고도경제성장의 요람이었던 서울 구로공단 주변 가산동 가리봉동 대림2동

일대가 범죄로 가득찬 `조선족 타운'으로 변하고 있다. 관광비자나 산업연

수생 자격으로 입국한 뒤 불법체류하는 중국출신 조선족 5만여명이 몰려들

어 강도 폭력 사기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중략) 서울 남부경

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5천여건의 범죄 중 3천여건이 이 지역 거주

조선족들이 저지른 범죄였으며 전체의 70%가 강력범죄였다.(『국민일보』

1999년 7월 7일자, “서울도심 무법지대 '조선족 타운'”)

중국동포(조선족) 폭력조직인 ‘흑사파’가 국내의 외국인 최대 폭력조직인 것

으로 확인됐다. 강남 가리봉 대림 등 서울 지역과 경기 안산, 인천, 울산,

경남 창원 등 전국 20여곳의 조선족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다. (중략) 이들 조직은 가리봉동의 패권을 놓고 피를 부르는 ‘전쟁’을 벌

였다.(『서울신문』2009년 10월 7일자, “[서울신문 탐사보도-외국인 폭력조

직 대해부] 국내 최대 옌볜흑사파 20곳 거점 전국조직화”)

2013년 6월 탈주범 이대우가 가리봉동으로 몸을 숨기며 가리봉동의

사건사고 기사가 급증한다. 이외에도 노숙자의 주폭(酒暴)사건, 화재사건

등 조선족뿐만 아니라 한국인에 의한 사건사고가 보도된다. 가리봉동과

범죄가 함께 지속적으로 언급됐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2013년 탈주범

이대우 사건 이후 가리봉동 관련하여 사회면에 등장하는 사건사고가 줄

어들어 2014년에는 5건, 2015년에는 4건에 불과하다. 이는 2012년 31건,

2013년 32건에 비해 상당한 감소다. 2014년 이후 가리봉동을 우범지대로

바라보는 기사보다도 문화재로서 구로공단의 흔적을 보도하는 문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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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사와 가리봉동 개발과 관련해 부동산 투자 대상지역으로 경제 부분

의 기사가 증가했다.

3) 구로공단

1960년대의 가리봉동은 우리나라의 산업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한국수출국가산업단지 제 1단지(구로공단)의 배후지이다. 또한 제2 3단

지가 있었던 자리이다. 1980년대 말부터 산업구조 재편이 일어나며 공장

들은 외부지역으로 이주하거나 폐업한다.

하지만 언론보도 속 가리봉동에게 구로공단은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핵심단어이다. 하지만 구로공단 역시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된 이후부

터 우드 클라우드에 등장한다. 즉, 새로운 도시계획으로 인해 ‘탈바꿈’을

계획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그 이전의 ‘구로공단’의 모습을 언급하

기 위함이다.

이외에도 구로공단은 문학작품의 배경으로서도 주목받았다. 2003년

이후 가리봉동 관련 기사 중 문화 주제에 해당하는 기사는 21.45%로 가

리봉동 관련 기사 주제 중 3번째로 많은 기사 건수를 보인다. 문화 중에

서도 출판 관련 기사가 151건으로 가장 많았다.

구로공단은 숱한 소설과 시, 영화의 소재와 무대였다. 유신과 5공화국 아래

서 참혹한 현실을 알릴 수 있는 길은 극히 협소했고 문학이 한 통로가 됐

다. (『경향신문』 2014년 10월 14일자, “[창간기획 - 쉰살, 구로공단과의

대화]문학의 산실”)

이와 같이 구로공단을 배경으로 탄생한 문학작품에 대한 기획기사와

구로공단을 추억하는 장소로서의 가리봉동이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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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화의 주역이자 산업 일꾼인 노동자들이 모여살던 ‘벌집촌’은 체험거리

로 조성된다. 여기에 청년공공건축가를 위한 공예방과 창작공간을 조성해

신ㆍ구 문화가 어우러진 추억공유거리로 만들 예정이다. (『헤럴드경제』

2014년 9월 16일자, “노동자들의 안식처 가리봉, 추억의 거리로”)

2014년에는 서울시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가리봉동에 ‘옛 구로공단

노동자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추억공유거리’를 조성할 계획을 발표하

면서 가리봉동에 대한 구로공단의 이미지를 정책적으로도 공고화시킴을

알 수 있다.

4) 조선족 밀집지역

가리봉동에 대한 핵심 단어는 조선족이다. 1993년 처음 중국동포와

관련한 기사19)가 보도되었다. 워드 클라우드를 통해 시기별 핵심단어를

살펴보았을 때, 1990년대 말부터 가리봉동에 거주하는 조선족이 대두되

었으며 2000년대 들어서면서 ‘조선족 타운’이라고 불리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중국교포들은 부부가 살림을 차리고 불법체류하는 경우도 있다. 이름을 밝

히기를 거부한 한 중국교포부부는 친척 초청으로 고국을 방문한 뒤 아예

눌러앉아 버렸다. 입국할 때 가져온 한약재를 팔아 마련한 약 5백만원의 돈

으로 경기도 광명에 사글세방을 얻은 뒤 남편은 막노동판에서, 아내는 식당

종업원으로 있다. 특히 중국교포들의 경우 생김이 비슷하고 말도 잘해 겉으

로 봐서는 불법체류자인지 구분도 되지 않는 실정이다.(『국민일보』 1994

년 9월 10일자, “불법체류자 대책없나(외국인근로자:4)”)

19) 서울남부경찰서는 9일 동거해온 중국여자교포가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한데 격분,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려 숨지게 한 김동술씨(47 노동 서울 구로구 가리봉3동)를 상해치사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세계일보』1993년 2월 10일자, “다른 남자 통정격분 중국여자교포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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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봉동에 거주하는 불법체류자가 증가하며 외국인 불법체류가 하

나의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가리봉동 내 조선족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2) 우범지대에서 살펴보았듯, 조선족 범죄에 관련한 기사를 통해 가리봉

동에 조선족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울도심 무법지대 '조선족 타운'”(『국민일보』, 1999년 7월 7일),

“코리안 드림 中동포 20만시대(中)/가리봉 차이나타운”(『세계일보』,

2001년 10월 11일), “[토요 Watch] 서울 '차이나타운' 달라지고 있다”

(『서울신문』, 2014년 12월 19일)와 같이 기사 제목 전면에 ‘조선족 타

운’, ‘차이나타운’과 같은 단어를 사용한다. 가리봉동은 1990년대부터 최

근까지 지속적으로 조선족 타운, 차이나 타운의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다.

조선족 밀집지로서의 가리봉동은 다음 절에서 보다 상세히 다루고자

한다.

2. 조선족 밀집지로서의 가리봉동

포괄적 의미의 가리봉동이 아닌 조선족 조선족 밀집지로서 가리봉동

을 알아본다. 검색어를 (가리봉)) AND ((조선족) OR (중국교포) OR (중

국인) OR (중국) OR (동포)))로 설정하여 가리봉동과 조선족이 함께 언

급되는 기사를 추출한 후 다시 조선족과 관련 있는 기사만을 추린다.

조선족과 연관되어 있는 가리봉동은 포괄적 의미의 가리봉동과 어떤 차

이를 지니는가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가리봉동 관련 기사와 동일하게

1990년부터 2015년까지 같은 신문을 대상으로 기사를 추출하였다. 해당

기사는 총 78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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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기사건수

1990 0

1991 0

1992 0

1993 2

1994 3

1995 9

1996 4

1997 7

1998 2

1999 7

2000 10

2001 30

2002 47

2003 48

2004 44

2005 43

2006 25

2007 40

2008 47

2009 36

2010 69

2011 81

2012 67

2013 50

2014 82

2015 32

[표 2] 1990년~2015년 ‘가리봉동과 조선족’ 기사(단위: 건)

기사 건수에서 알 수 있다시피, 1990년부터 1992년까지 가리봉동과

조선족이 함께 등장하는 기사는 0건이었다. 가리봉동과 관련된 기사에서

조선족이 등장한 것은 1993년이 그 시작이다.

키워드 트렌드를 통해 가리봉동과 조선족 관련 기사건수를 월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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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1990년~2015년 ‘가리봉동과 조선족’ 기사 추이 (단위: 건)

1990년대 후반에 중국교포 위장결혼에 대한 기사를 시작으로 조선족

의 범죄기사 위주로 다룬다. 2000년대에 들어서며 언론에서 역시 ‘조선족

타운’, ‘중국동포 타운’ ‘구로구 옌벤동’ 등으로 불렸다(설동훈, 2002).

2002년 초반에는 MBC 특집극 ‘가리봉 엘레지’라는 조선족의 애환을 그

린 드라마가 방영하면서 잠깐 주목받았다. 2003년에는 불법체류 단속을

강화하며 관련 기사가 13건 보도되었다. 이후 외국인 노동자의 생활상과

그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인의 나눔 활동들 중심으로 언론보도가 이뤄졌

다.

2007년에는 조선족 폭력조직인 옌밴 흑사파에 대한 기획기사가 보도

되면서 소폭 상승하였다. 1990년 이래로 조선족 밀집지로서 가리봉동이

가장 많은 기사건수를 기록한 것은 2012년이다. 이는 2012년 4월 수원에

서 20대 여성 납치 및 살해 사건의 주범이 중국인 교포 오원춘으로 밝혀

진 사건으로 일명 ‘오원춘 살인사건’ ‘수원 살인사건’으로 불린다. 이 사

건으로 인해 조선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동시에 조선족을 경계하는

사회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제노포비아’, ‘외국인 혐오증’와 같이 혐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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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1990년~2015년 ‘가리봉동과 조선족’ 기사 주제 비율

대상으로서의 조선족에 관한 기사들이 주를 이뤘다.

이후 2014년 하반기에 다시 기사 건수가 상승한다. 가리봉 지구에

계획되어 있던 재개발 지정이 해제되고 도시재생을 추진하며 다문화 동

네로 탈바꿈하겠다는 발표가 있었기 때문이다.

기사를 주제별로 분류할 경우 ‘가리봉동과 조선족’에 대한 기사 중

사회 유형의 기사가 261건, 33%로 가장 많았으며 경제가 27%, 문화가

22%로 그 뒤를 이었다.

기사의 주제를 세부적으로 분류할 경우 사회에서 가장 비중이 높았

던 것은 사회일반으로 41.3%를 차지했다. 불법체류와 도시재생과 관련된

기사들이 해당 주제에 포함된다.

포괄적 의미의 가리봉동 기사에서 사회 기사 중 사건사고 기사가

44.4%로 가장 비중이 높았던 반면, 조선족 밀집지로서 가리봉동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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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중 사건사고 기사는 29.1%에 불과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배경에

는 조선족과 관련한 범죄는 통합분류1에서 사회가 아닌 국제 혹은 문화

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용별 주제가 아닌 사건사고를 기준으로 분류해서 기사건수

를 파악했을 때, 조선족 밀집지로서 가리봉동 기사 중 사건사고 기사는

26.1%로 포괄적 의미의 가리봉동의 사건사고 기사의 비중이 19.37%보다

약 7%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조선족 밀집지로서 가리봉동은 포괄적 의

미의 가리봉동보다 사건사고에 집중되어 언론보도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박상조(2015)에 따르면 내/외국인 범죄자의 언론 ‘보도비율’(=범죄자

기사건수/범죄자 수)은 큰 차이를 보인다. 2011년~2012년 범죄자 수와

범죄 기사건수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내국인 범죄 기사는 범죄자 수

에 비교해 보도비율이 3%에 불과했지만 외국인 범죄 보도비율은 26%에

달했다. 실제 범죄자 수를 기준으로 외국인의 경우가 내국인에 비해 언

론 보도되는 기사 건수가 월등히 높다는 것이다. 국적별로 비교했을 때

중국인은 그 중에서도 실제 범죄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보다 범죄 기사

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중국국적 범죄자의 경우 실제 범

죄자 수에 비하여 범죄 보도건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강력범죄의 경

우 중국 국적 범죄자의 보도비율이 276.7%에 해당한다. 실제로 2011년과

2012년 사이 중국국적 범죄자 수는 62명에서 41명으로 감소했지만 보도

건수는 266건에서 572건으로 증가했다.

이같이 중국국적 범죄자에 대해 매우 높은 보도비율이 존재한다. 실

제로 포괄적 의미의 가리봉동에 비해 조선족 밀집지로서의 가리봉동에

관한 사건사고 보도비율이 높은 것의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조선족 밀집지로서의 가리봉동 역시 워드 클라우드로 핵심단어를 도

출했다. 가리봉동 기사와 동일한 시기별 변화를 보기 위하여 기사건수가

차이가 있음에도 앞서 진행한 시기 분할에 따라 동일하게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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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검색어로 입력된 ‘조선족’, ‘동포’, ‘중국교포’와 같은 단어는 워드

클라우드 상에 핵심단어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림 15] 1990년~1996년 ‘가리봉동과 조선족’ 워드 클라우드

[그림 16] 1997년~2002년 ‘가리봉동과 조선족’ 워드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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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2003년~2005년 ‘가리봉동과 조선족’ 워드 클라우드

[그림 18] 2006년~2009년 ‘가리봉동과 조선족’ 워드 클라우드

[그림 19] 2010년~2012년 ‘가리봉동과 조선족’ 워드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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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2013년~2015년 ‘가리봉동과 조선족’ 워드 클라우드

워드 클라우드를 통해 살펴본 결과, 가리봉동은 1990년 초중반까지

‘네팔’, ‘인도네시아’, ‘불법체류 외국인들’ 등 외국인 노동자가 많았던 곳

임을 알 수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코리안 드림’, ‘타향살이’, ‘불법체

류’ 등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된 단어가 핵심단어로 눈에 띄기 시작한다.

2000년대에는 워드 클라우드가 가리봉동에서 일어나는 조선족의 불

법행위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2003년 불법체류 단속이 강화되고 그해 3

월, 강제출국 조치가 결정되면서 불법체류자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었

다. 2000년대 후반에는 ‘옌볜 흑사파’ 등 조선족 폭력조직이 대두되면서

‘폭력조직’을 비롯한 조선족의 강력범죄가 핵심단어로 나타난다.

2010년 이후에는 우범지대보다 ‘코리안 드림’, ‘구로공단’, ‘일자리’ 등

의 핵심단어를 통해 가리봉동이 노동자의 공간으로 주목받았음을 알 수

있다. 2013년 이후에는 단연 ‘도시재생사업’이 핵심단어였다. 가리봉동이

‘다문화 마을’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할 것을 발표하면서 조선족이 함께

보도되었다.

1) 우범지대

조선족 밀집지로서의 가리봉동의 기사 중 사건사고 기사는 전체 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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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중 205건으로 26.1%에 달한다. 조선족의 위장결혼부터 방화, 강도를

비롯한 폭력조직, 다단계 판매 등 조직적 범죄까지 다루고 있다. 특히 피

의자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조선족일 경우에도 가리봉동은 언급되는데,

조선족 대상 범죄의 피해자 거주지가 가리봉동이기 때문이다.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조선족타운’ 내에는 전봇대 등에 전화번화와 함께

‘교포구함’이란 광고물들을 부착한 뒤 상담소까지 차려놓고 취업알선을 하

는 브로커업체가 10여곳에 달하고 있다. 일부 브로커들은 합법기업 취업알

선 후 매달 월급의 10%씩을 커미션으로 챙기기도 한다. 외국인 합법화 등

록 마감이 임박한 후에는 유령회사를 만든 뒤 돈을 받고 잠적, 노동부가 실

제 해당 근로자가 근무하는지와 적법 업체 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해도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도 상당수이다.(『한국일보』2003년 10월 23일

자, “[사건사고] 불법체류자 울리는 브로커 활개”)

또한 가리봉동은 옌볜 흑사파20)로 대표되는 조선족 폭력조직의 거점

이기도 했다. 그로 인해 조선족 밀집지에 대한 강력범죄 이미지가 가리

봉동을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서울 가리봉동 조선족 밀집지역인 이른바 신차이나타운 일대에서 세력을

확장하던 조선족 폭력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중략)양씨는 지난해 12월17

일 가리봉동 한 호프집에서 헤이룽강 출신 조직폭력배들과 세력다툼을 벌

이다 흉기에 맞아 중상을 입기도 했다. 이들은 중국에서 호적을 바꾼 뒤 재

입국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경찰의 단속을 피했다.(『국민일보』2007년 4월

26일자, “가리봉동 신차이나타운 활개… 조선족 폭력조직 32명 검거”)

20) 2001년 흑사회 행동대장 출신 양모(41)씨가 부산항을 통해 밀입국한 뒤 2005년 조선족 31

명을 규합하면서 만들어졌다. 등에 칼, 다리에 도끼를 차고 다니면서 차이나타운 유흥업소와 

도박장에서 범죄를 일으켰으며, 현재 외국인 조폭 사회의 '넘버원'으로 군림하고 있다. 연변흑

사파는 최근 서울 강남 룸살롱이나 카지노, 오락실 등에 조직원을 진출시키기도 했다.(『조선

일보』, 2010년 4월 17일, “[Why] 국내조폭, 연변흑사파·베트남 하노이파 '동생' 될 날 온

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4/16/20100416016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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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봉동에서 폭력조직이 ‘활개’한다는 기사들을 통해 가리봉동은 우

범지대란 이미지가 강화된다. 이후 조선족 밀집지로서 가리봉동에 관한

기사가 급증한 시기 역시 범죄와 관련이 깊다. 2012년 4월에 있었던 수

원 살인사건으로 인한 것이다.

수원 2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의 주범이 중국인 교포로 밝혀진 뒤 이들을

대하는 한국인들의 시선이 싸늘하다. 그러나 중국교포들은 “동포인 우리를

한국인들이 차갑게 바라보는 것은 문제”라며 “우리는 범죄집단이 아니다”라

고 말했다.(중략)가리봉동에 사는 한 주민은 “수원 사건 이후 지나는 사람

이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경향신문』2012년 4월 30일자, “수원사건 후

혐오 분위기 억울… 우린 범죄자 집단 아니다”)

조선족에 대한 혐오에 가까운 부정적 인식이 형성되며 가리봉동을

비롯한 서울시 내 조선족 밀집지에 대해 공포감이 조성되었다. 당시 “중

국교포를 추방하자는 시위”21)까지 벌어졌다. 이러한 배경으로 신문들은

조선족 밀집지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관할 파출소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실제로 공포감을 느끼는 주민과 과도한 부정적 인식이라는 두

관점을 다뤘다. 또한 조선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제노포비아’, ‘외국인

혐오증’22)과 같은 용어로 불릴 만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한편, 피의자의 거점 혹은 은신처가 가리봉동인 경우가 있다. 따라서

가리봉동은 조선족 관련 범죄 기사에 지속적으로 언급된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의 한

여관에서 중국인 L(42ㆍ여) 씨를 검거했다. L 씨는 중국 부동산투자회사의

부동산을 담보로 현지 은행으로부터 50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21) 『경향신문』, 2012년 4월 30일, “수원사건 후 혐오 분위기 억울… 우린 범죄자 집단 아니

다”

22) 『매일경제』, 2012년 4월 20일, “제노포비아를 아시나요? -위험수위의 외국인 혐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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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중국 공안의 수배를 받자 한국으로 도피했다. 중국이 한국 경찰에 건낸

주요 검거 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L 씨는 조선족 밀집지역을 집요하

게 탐문수사하던 경찰에 결국 덜미를 잡혔다.(『헤럴드경제』 2014년 10월

21일자, “[단독] 50억 부동산 대출 사기범 덜미…中 도피사범 한국 땅에 발

못붙인다”)

앞서 언급한 대로 조선족 범죄는 주제별로 분류했을 때 통합분류1

상으로 사회가 아닌 국제 혹은 문화유형에 분류된다는 것도 특징이다.

위의 기사 역시 국제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중국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한국으로 도피한 중국인 피의자가 조선족 밀집지인 가리봉동으로 도피한

경우이다. 이같이 가리봉동은 그 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외에도

다양한 범죄의 배경으로 그려지고 있다.

2) 나눔 대상지역

조선족 밀집지로서 가리봉동에 관한 기사를 통합분류1에 따라 주제

별로 살펴보았을 때, 사회 유형이 3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

중 의료건강으로 세부 분류되는 기사가 30건에 해당한다. 이는 의료 사

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노동자 대상으로 기독교 단체 혹은 의료단체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노동자 전용 진료소에 대한 기사이다.

이미 지난 6일 가리봉동에 위치한 중국동포타운 신문사 앞에서 109명, 13일

구로4동에 위치한 조선족교회 앞에서 126명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1차 결핵

검진을 실시했다. (『헤럴드경제』 2014년 7월 23일자, “구로구, 외국인 근

로자 대상 결핵검진 실시”)

위와 같은 외국인 대상 진료소는 저렴한 진료비 혹은 무료로 운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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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즉, 도움이 필요한 대상으로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보고 조선족

밀집지인 가리봉동는 도움을 나눠줘야 하는 대상지로서 비쳐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기업들의 사회공헌활동, 이른바 ‘나눔 활동’에서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

가리봉동과 조선족 관련 기사 중 경제 유형은 13%로 네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앞서 보았던 가리봉동 관련 기사에서 경제 유형이

27%에 비해 작은 수치이다. 하지만 경제유형에서 부동산 기사가 주였던

가리봉동 기사와 달리, 가리봉동과 조선족 관련 기사 중 기업의 소식을

다루는 세부분류인 ‘산업_기업’의 비중은 경제 유형 중 23.7%로 경제 유

형 기사 중 그 비중이 가장 높다. 해당 분류에 기업들의 나눔활동이 포

함된다.

지난 28일 오후 서울 구로구 가리봉 1동 사단법인‘지구촌사랑나눔’의 1층

이주민 무료급식소. 점심시간이 되자 이주 노동자와 가족들이 하나 둘 씩

모여들었다.(중략)한전 직원 박혜선(여·31)씨는 “이곳은 1년 365일 무료급식

을 하는데,‘한전 직원들 오는 날을 기다린다’는 말을 듣곤 오히려 미안함과

함께 마음이 아팠다”(『문화일보』 2010년 7월 29일자, “주목받는 공기업 '

나눔 경영'/ 한전, 다문화가정 그늘 밝히는 ‘빛’으로”)

기사 속 나눔 활동의 주체측은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어려운

이주민’, ‘마음이 아팠다.’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한다. 가리봉동은 ‘경제

적으로 어렵고’, ‘중국 동포 등 타지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이주민 가정’23)

이 있는 지역이란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근로자/노동자의 지역

앞서 살펴본 나눔의 대상지역에 더하여 가리봉동은 대표적인 근로자

23) 『헤럴드 경제』 2012년 11월 19일자, “한국씨티은행, 이주민 정착위한 ‘사랑의 김장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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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지역으로 그려진다. 김혜민 외(2015)가 지적하듯 가리봉동에

관한 영화 속에서 ‘작업소개소’가 가리봉동의 주요 장소 기표로 나온다.

이와 같이 조선족은 도시 하부서비스 종사자의 이미지를, 가리봉동은 ‘일

용 근로직’을 하는 등 ‘노동자’의 지역이란 이미지를 갖고 있다.

일용 근로와 가사도우미 등을 하는 조선족 노동자들이 가리봉동 전체 주

민의 40~50%에 이른다. 이에 따라 옌볜거리에서는 중국인 전용 식당과 직

업소개소·여행사 등 조선족의 생활과 밀접한 가게가 즐비하다. 쪽방 임대료

가 보증금 10만~20만원이고 머리 자르는 비용은 5,000~6,000원, PC방 1시간

이용료가 600원일 정도로 주머니가 가벼운 조선족들을 위한 맞춤형 시세가

형성돼 있다.(『서울경제』 2014년 12월 19일자, "[토요 Watch] 서울 속 작

은 중국 차이나타운의 변신”)

1980년대 서울 가리봉동에서 굶주림을 감내하던 노동자들은 노동착취에다

범죄의 대상이 되곤 했다. 1986년 가리봉동은 전국에서 가장 도둑이 많던

동네였다. 도둑들은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일할 때 집을 털었다. 월급날엔

더 기승을 부렸다. 가리봉동 노동자들의 불안함은 1990년대 이후 중국동포

들에게 옮겨졌다. 노동자와 빈민이 살던 ‘벌집’은 지금 중국동포들의 삶터가

되었는데, 1980년대와 마찬가지로 현금을 주로 소지한 중국동포들을 겨냥한

빈집털이가 되풀이된 것이다.(『경향신문』 2014년 2월 19일자, “가리봉 50

년, 노동자들의 국적만 바뀌었을 뿐”)

또한 위의 기사와 같이 구로공단의 노동자에서 조선족 노동자가 거

주하는 지역으로서 노동자에 집중하여 가리봉동을 그리는 것을 알 수 있

다. 근로자/노동자의 지역이란 이미지는 단순히 지역 내 인구구성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가난하다’라는 이미지를 함께 부여한다. 위

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조선족을 ‘주머니가 가볍다’고 표현한다. 가리

봉동은 조선족 밀집지로서 앞서 살펴봤던 우범지대의 이미지를 갖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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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뿐 아니라 소비력이 약한 외국인 노동자가 거주하고 있는 나눔의 대

상 지역이란 이미지를 함께 갖고 있다.

4) 다문화 지역

가리봉동과 조선족 관련 기사 중 ‘다문화’란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기사는 99건에 해당한다. 2013년까지 나온 기사들은 대부분 조선족 비율

이 높은 가리봉동을 배경으로 다문화 현상과 그 현상에 대한 수용방식을

다루는 기사가 주를 이룬다.

‘구로구 옌벤동’은 1만명 가량의 중국인과 중국동포가 사는 서울 가리봉동

외국인 집단거주지역의 별칭이다.(중략)집단거주지역 형성은 한국사회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이 또다른 사회구성원이 됐음을 뜻한다. 생활공간 뿐 아니라

외국인노동자들이 공동의 생활양식을 가지며 집단의식 형성 가능성도 열린

것이다. 공간을 통한 구별짓기로 빈곤이 재생산되고 범죄가 빈발하는 빈곤

지역화의 가능성도 없지 않다.(『내일신문』 2005년 11월 16일자, “당장은

아니지만… 집단저항 가능”)

반면 중국 동포들의 해방구 가리봉동의 연변거리는 한국에 자리잡은 지 오

래되었다. (중략) 연변거리에서 만난 조선족 왕츠이(39)씨는 “그리운 고국이

라 찾아왔는데 한국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경제적으로도 힘들다”며 “가리

봉동은 한국 속의 최하층민들이 사는 공간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문

화일보』 2011년 5월 12일자, “<'그들' 아닌 '우리' 아름다운 공존-'다문화

코리아' 元年> <1부> ③ 한국 속 외국인거리”)

가리봉동에 대해 부정적 감성으로 그리고 있다. 이는 같은 기사 상

에서도 요리, 이국적 풍경과 생활상을 중심으로 묘사되는 서래마을24), 이

24) “서울에 파리공원이 있듯이 파리 어느 구석에는 서울공원이 있다. 굳이 파리를 가지 않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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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람거리25), 몽골타워26)와 같은 여타 다문화 지역과 다른 방식이다. 가

리봉동은 앞서 살펴본 우범지대와 나눔 대상지역인 ‘어려운’ 동네로서의

이미지와 함께 언급되기 때문이다.

한편, 워드 클라우드 상에서 가리봉동이 다문화 마을로 부각되는 것

은 2013년 이후다. 실제로 가리봉동과 관련한 다문화 기사 99건 중 43건

이 2013년 서울시의 ‘다문화마을공동체조성’ 발표 이후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나왔다.

시는 뉴타운 사업을 접는 대신에 가리봉동의 인구 중 30%가 중국동포인

점을 고려, 주민협의체 등을 통해 이들과 내국인 간 화합을 도모하고 치안

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춰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문화가

어우러져 함께 살아가는 동네’로 만들어가겠다는 구상이다. (『문화일보』

2014년 9월 16일자, “가리봉지구 ‘다문화 동네’로 가꾼다”)

이전까지 가리봉동 재개발 관련 이슈에는 조선족이 포함되지 않았

다. 앞 절에서 살펴본 가리봉동 관련 기사 워드 클라우드에 ‘복합공간’

‘균형발전촉진지구’ ‘탈바꿈’ 등과 같은 키워드가 꾸준히 등장한 것과 대

조적이다. 특히 포괄적 의미의 가리봉동 기사 중 부동산 관련 기사는 전

체의 11.62%이다. 하지만 조선족 밀집지로서의 가리봉동에서 부동산 관

련 기사는 1.78%에 불과하다. 조선족 밀집지로서 가리봉동에 부동산 관

련 기사는 극히 미미하다. 즉, 가리봉 지구의 개발 사업에서 조선족에 관

한 언급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프랑스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반포4동 ‘몽마르뜨 언덕’을 중심으로 자리잡은 ‘서래마을’이다.”

(『서울신문』, 2005년 11월 25일, “[서울이야기](29)서울속의 외국인문화”)

25) “이 가운데에서도 이태원 중앙에 있는 한국이슬람교 서울중앙성원은 최근 이태원의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문화일보』, 2011년 5월 12일, “<'그들' 아닌 '우리' 아름다운 공존-'다문화 

코리아' 元年> <1부> ③ 한국 속 외국인거리”)

26) “식당 안에는 직업을 구하기 위해 몽골인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가 하면 담소를 나누며 

즐겁게 식사하는 연인의 모습도 쉽게 눈에 띈다.”(『매일경제』, 2010년 8월 20일, “식당도 

다문화시대…서울 외국인운영 식당 2000개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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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가리봉 지구를 다문화 동네로 구상하면

서 ‘조선족 밀집지’로서 가리봉동이 도시계획사업에 중점적으로 언급되었

다. 가리봉동 주민등록인구 중 외국인 인구는 40.3%27)에 해당하나 도시

재생사업 이전까지 도시계획사업에 언급되지 않았다. 2014년 이후부터

정책적 대상으로서도 지역 내 거주 외국인을 주목하게 된 것이다.

3. 소결

신문기사 분석을 통해 포괄적 의미의 가리봉동과 조선족 밀집지로서

의 가리봉동에서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 먼저 검색어를 가리봉동으로

만 설정했을 경우, 가리봉동은 디지털산업단지, 우범지대, 구로공단, 조선

족 밀집지역이란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 그 중에서 2000년대 이후 가장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워드 클라우드 상 가중치가 높았던 핵심 단어는

‘디지털 산업단지’였다. 가리봉동 관련 기사 중 부동산 기사가 11.62%에

달하며 가리봉동이 부동산 면에서 주목받는 지역이다. 이것은 뉴타운 해

제 발표가 있었던 2014년 이후에도 이어지는 추세로, 2015년 기사 210건

중 144건이 뉴타운과 도시재생에 관한 기사였던 것에서 알 수 있다.

한편, 우범지대라는 이미지 또한 갖고 있었는데, 범죄의 피의자는

1990년대 청소년에서 2000년대 조선족으로 2010년대에는 내국인으로 점

차 피의자의 속성이 변화하고 있었다. 특히 2014년 이후에는 가리봉동에

관련한 범죄 기사가 급격히 줄어들고 뉴타운과 도시재생 기사가 증가하

면서 가리봉동을 우범지대보다 개발과 도시재생이 일어나는 지역으로서

언론에서 그려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가리봉동은 구로공단에 대한

추억이 있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언급함으로써 구로공단의 이미지를 꾸

준히 지니고 있다. 구로공단의 이미지는 도시재생사업에서 가리봉동을

27) 서울통계, 2015, 주민등록인구(동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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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공단의 삶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추억공유거리’로 지정하면서 다시

한 번 공고해진다. 또한 구로공단은 당시 문학작품의 배경으로도 묘사가

되어, 전시, 출판물들을 통해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리봉동은 2000년대부터 ‘조선족 타운’, ‘연변 거리’로 불

리면서 조선족 밀집지로 부각되었다. 특히 관련 조선족의 범죄가 중점적

으로 다뤄졌고 이외에도 그들의 생활상을 그려내는 기사가 있었다.

검색어를 (가리봉)) AND ((조선족) OR (중국교포) OR (중국인) OR

(중국) OR (동포)))로 설정하여 조선족과 관련된 가리봉동의 이미지를

살펴본 결과, 조선족 밀집지로서 가리봉동은 우범지대, 나눔 대상지역,

다문화 지역이라는 이미지로 언론에 소개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포괄적 의미의 가리봉동에서 가장 언급이 많이 되었던 개발사

업 관련 단어들을 조선족 밀집지로서의 가리봉동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

다. 즉, 부동산 투자 대상지역, 개발 계획에 조선족은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국인에 비해 외국인 범죄 보도비율이 높다는 연구결과28)와 마찬가

지로 조선족 밀집지로서 가리봉동이 더 높은 사건사고 보도비율을 보였

다. 또한 2000년대에 가리봉동에서 활동한 폭력조직과, 2012년 4월 수원

살인사건으로 인하여 조선족 밀집지역인 가리봉동에 대해 범죄가 많고

위험한 지역이라는 이미지가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가리봉동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단순히 범죄란 사실보다 ‘조선족의 동네’란 특성을 지닌

가리봉동에서 발생했다는 점이 강조되면서, 다른 내국인 거주지에 비해

우범지대라는 이미지가 강화된다. 선행연구에서 지적하듯 이러한 언론보

도가 지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더욱 강화29)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선족 밀집지로서의 가리봉동은 ‘부동산 투자 대상 지역’이었

던 포괄적 의미의 가리봉동에 비해, 가난하고 어려운 지역이라는 인식이

28) 박상조(2015)

29) 서울특별시(2013); 이선화(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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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기업과 의료단체, 종교단체 등을 통해 나눔활동

기사들을 통해 가리봉동은 나눔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신문기사에 그려졌

다. 이와 더불어 ‘근로자/노동자의 지역’이란 이미지를 갖고 있다. 영화

속에서 가리봉동이 ‘노동자, 조선족 등 소외 집단’이 모인 이미지30)가 언

론보도에서도 마찬가지로 ‘근로자/노동자의 지역’으로서 재생산되고 있

다. 이는 조선족이 도시 하부 서비스 종사자라는 외부 시각이 담겨 있다.

비단 그들의 직업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난할 것이라는 이미지까지 함께

동반한다. 그 결과, 가리봉동은 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있는 지역

이란 외부 이미지를 형성한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지역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 중국국적의 외국인

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31)으로, 다문화 이슈와 맞물려 언급된다. 하지만

다른 외국인 밀집지역과 달리 조선족 밀집지역으로의 가리봉동은 부정적

으로 묘사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다문화 지역’이 도시

계획에 조선족을 고려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핵심단어이기도 했다. 2014

년 이전까지 조선족은 가리봉동의 개발 기사에 함께 언급되지 않았다.

하지만 2014년 가리봉동이 도시재생 대상지역으로 선정되면서 다문화 지

역으로 구상하고 있음을 발표하면서, 비로소 가리봉동 관련 도시계획 기

사에 조선족이 함께 언급되었다.

종합적으로 조선족 밀집지인 가리봉동은 언론보도에 부정적으로 나

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엘리아스(Elias, 1965)에 따르면 기득권

은 소수자의 실제 현실을 왜곡한다. 그는 영국의 윈스턴 파르바 마을의

지역공동체에 관한 실증연구를 통해 기존 ‘마을’사람들은 이주민의 ‘집단

거주지’의 이미지를 형성할 때 “실질적 다양성을 무시하는 흑백 도식을

고안”한다고 지적한다. 기존 집단은 이주민 집단 중 가장 무질서한 소수

의 ‘나쁜’ 특성을 그 집단 전체의 특성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가리봉동

30) 김혜민 외(2015)

31) 외국인 등록인구가 전체 주민등록인구 중 40.27%로, 조선족인 한국계 중국인과 중국인을 합

산한 중국국적 인구의 비율이 가리봉동 등록 외국인의 98.75%에 달한다.(서울시통계 2015, 등

록외국인현황(국적별/동별), 주민등록인구(동별), http://stat.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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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언론보도에서 ‘범죄가 있고’, ‘가난한’ 지역으로 부각되어 소개된다.

가리봉동의 외부이미지는 부정적인 특성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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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가리봉동에 대한 주민 인식 분석

언론보도가 가리봉동에 대한 외부의 인식을 알아볼 수 있는 척도였

다면, 가리봉동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하여 가리

봉동 내 거주민 및 점포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했다.

2016년 6월부터 9월까지 가리봉동 내에 위치한 조선족 대상 어린이집인

‘지구촌 어린이마을’에서 한국어 교사로 활동하며 한국인과 조선족을 대

상으로 심층면접을 시행하며 가리봉동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았다.

번호 국적 직장 성
별

연령 가리봉동 
생활기간

1 한국인 부동산 여 60대 10년

2 한국인 안경점 남 70대 48년

3 한국인 슈퍼마켓 여 60대 1년6개월

4 한국인 △△채소가게 여 60대 35년

5 한국인 ○○채소가게 여 60대 30년 이상

6 한국인 중국 식료품점 여 60대 30년 이상

7 한국인 약국 남 60대 33년

8 한국인 문구점 남 60대 35년

9 조선족 마트 남 30대 3년

10 조선족 주부 여 40대 13년

11 조선족 주부 여 30대 5년

12 조선족 식당 여 40대 12년

13 조선족 어린이집 여 50대 5년

[표 3] 심층면접 대상자

심층면접을 통해 언론보도와 가리봉동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간 인식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언론보도에서 나타나는 가리봉동의 이

미지는 실제 가리봉동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인식과 비슷한 경향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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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언론보도가 주민들의 인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존재한다.

하지만 언론보도에서 드러나는 가리봉동의 이미지와 주민들의 인식이 다

른 점도 상당부분 존재한다. 1절에서 주민들의 인식을 살펴보고 2절에서

는 언론보도와 주민 인식 간의 차이점을 비교한다.

1. 지역에 대한 인식

1) 범죄 및 치안

가리봉동 내에서 조선족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한국인들은 어떤 점

이 언론보도와 다른지 어떤 점은 보도가 되지 않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

그리고 각 위치에 따라 조선족과 서로 대응하며 함께 생활하고 있다. 하

지만 한국인은 ‘가리봉동 내 조선족’이란 범위에도 자신이 만나는 조선족

이외에 겪어본 적 없는 ‘범죄자’ 조선족까지 포함하고 있다. ‘~하다고 한

다’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직접 경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전해 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언론보도의 영향에서 비롯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특히 ‘더럽다’거나 ‘시끄럽다’와 같은 전반적인 부정적

인식이 아닌, ‘범죄자’집단으로서 조선족을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선

족 범죄에 대한 언론보도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무서운 사람은 따로 있어요. 저도 조심은 하지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겉

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좀 막가는 사람들은 있어요.” (60대 여,

슈퍼마켓 운영, 한국인)

“옛날에 가리봉 어디에도 조폭 산다고 그랬어요. (조선족끼리)싸움 딱 터지

면 불러온다고 그러잖아요.” (60대 여, ○○채소가게 운영,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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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한국인은 조선족 범죄에 대한 언론보도가 적다는 의견을 보이

기도 했다. 이들은 언론보도가 조선족과 조선족 동네가 되어버린 가리봉

동을 긍정적으로 다뤄 조선족의 위험성을 제대로 보도하지 못한다고 생

각했다. 또한 한국인들은 조선족이 한국인과 달리 ‘경찰’을 전혀 두려워

하지 않는 점 또한 매우 문제라고 말한다. 특히 한국인들은 중국 공안에

대한 정보를 보편적으로 갖고 있다는 점 또한 가리봉동의 특징 중 하나

였다. 한국인들은 한국 경찰과 중국 공안을 비교하며 한국 경찰이 조선

족에게 얼마나 두렵지 못한 존재인지를 강조한다.

“불법체류 단속한다고 요새 경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조선족이) 경찰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60대 여, 부동산 운영, 한국인)

“중국 공안들이 무섭잖아요. 그래서 (조선족이)경찰들을 무서워하고 그랬어

요. 그런데 지내다 보니까 경찰을 아주 우습게 알고, 술 먹고 무서운 게 없

어요.” (70대 남, 안경점 운영, 한국인)

조선족은 한국인보다 가리봉동 범죄 관련 보도에 대해 큰 반감을 갖

고 있었다. 조선족 주민의 경우 자신들이 ‘범죄자 집단’으로 묶인다는 것

에 대한 부당함과 불편함을 강조했다. 가리봉동에 거주하는 조선족은 실

제로 종사하는 직업, 비자, 성별, 나이대 등 다양한 속성을 지닌다. 또한

가리봉동 내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경우, 대부분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조선족이기도 하다. 하지만 언론보도에서 ‘조선족’ 범죄자의 기사가 나올

경우, 가해자의 국적에 초점이 맞춰진다. 피해자 조선족의 이야기는 없고

가해자 조선족만 남게 된다. 이것은 가리봉동에서 거주하는 조선족들이

부담해야 하는 시선으로 이어진다. 가리봉동에 거주하는 합법 체류자는

‘불법 체류자’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다. 마치 한국인이 ‘가해자 조

선족’만 부각하여 해당 특성을 조선족 전체 집단의 특성으로 간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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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비슷하다. ‘불법 체류’를 하고 있는 조선족이 범죄를 저지르며, 그들

로 인해 조선족 전체가 피해를 겪고 있다는 말한다.

“물론 뉴스에서는 뭐 중국동포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 말에서는 좀 찝찝한

느낌이 있어요. 좀 거리감 같은 걸 느껴요.” (30대 여, 주부, 조선족)

“(조선족 범죄 관련 언론보도)불편하죠. 그런 거 불편하죠. 안산에도 토막사

건 있고 그러면 불편하고. 그런 사람 때문에 교포들 이미지가 더 나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중략) 그 사람들(가해자)하고 우리하고 아무 사

이, 관계가 없잖아요.” (40대 남, 마트 근무, 조선족)

조선족 범죄를 이야기할 때 불법체류와 함께 언급되는 것은 비자문

제다. 한국인과 조선족 함께 언급하는 것으로 비자관련 상식이 가리봉동

에서는 보편적임을 알 수 있다. 2007년 이후 ‘방문 취업제’가 새롭게 발

의되었다. 이는 중국동포와 구소련 지역의 동포가 한국에 연고자가 없어

도 자유 왕래하며 취업할 수 있는 제도로 고용허가제 특례법으로 시행되

었다.32) 이를 계기로 합법적으로 국내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이

넓어졌다. 2014년 4월부터는 ‘C-3-8(동포 방문 비자)’가 발급되었다. 60

세 미만이며 중국 정부에 ‘조선족’ 신분을 발급받았을 경우 3년 복수 유

효로 90일간 체류가능하게 되었다.33)

“불법 체류자가 많으면 싸움이 많이 일어나죠. 불법 체류자니까 여기 등록

증도 없고 그러니까 싸우고 도망가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40대 남,

마트 근무, 조선족)

32) 시사상식사전, ‘외국인 산업연수제’, pmg 지신엔진연구소, 박문각

33) 대한민국 비자포털  ttps://www.visa.go.kr/openPage.do?MENU_ID=10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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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왔다갔다 (많이)해요. 생각해보니까 불

법 체류자들 적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 같아요. 예전에는 비자도 나오기

어려워서 불법 체류자가 많았잖아요.” (30대 여, 주부, 조선족)

가리봉동에 거주하는 조선족은 새로워진 비자제도가 조선족 범죄를

줄였다고도 주장한다. ‘불법 체류자’의 경우 국내에 흔적이 없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뒤에 도망가기가 용이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입국할 경우,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강제 추방당하기 때문에 조심한다고

말한다. 가리봉동에서 생활하는 한국인들 역시 체류문제와 범죄 간의 관

계를 알고 있다. 즉, 한국인도 조선족이 한국 내에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

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한국인은 조선족만큼 비자제도

와 유형을 명확하게 알지는 못하나, 한국인 역시 ‘추방’이라는 단어를 사

용하며 조선족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들이 경제활동을 더 이

상 하지 못하고 추방당한다고 말한다. 또한 조선족이 ‘추방’을 두려워한

다고 느낀다.

“술 마셔도 조선족끼리 싸우긴 하지만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쫓겨나잖아요. (중략) 이상이 있을 경우 출입정지 되니까.” (60대 여, 슈퍼

마켓 운영, 한국인)

한편, 조선족의 경우 정착하기 전까지 잦은 이사와 중국으로의 출

입국으로 인하여 가리봉동 지역의 변화를 시계열로 그리고 여타 지역과

비교하는 것이 가능했다. 대표적으로 가리봉동이 최근 몇 년 사이 ‘덜 복

잡해졌다’라는 인식이 있었다. 즉, 퇴근시간 후에도 가리봉동 내에서 싸

움이나 소란이 덜 발생하고, 안전한 느낌 속에서 다닐 수 있다는 것이었

다.

“그전에는 말도 마요. 진짜 사건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치안이 많이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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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진 거예요. 사람들 인식이 점점 변해가고 있으니까 범죄율도 좀 적어지

는 거 같아요. 많이 좋아졌어요. 이전처럼 복잡하지는 않아요.” (40대 여, 주

부, 조선족)

“지금은 안전해요. 옛날에는 버글버글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없더

라고요.” (40대 남, 마트 근무, 조선족)

특히 조선족의 경우, 가리봉동을 다른 지역보다 안전하다고 인식하

는 점이 큰 특징이다. 치안에 있어서 가리봉동이 비교우위에 있는 것이

다. 비교는 조선족의 타 지역의 거주 경험을 바탕으로 이뤄진다. 한국 입

국이유가 상대적으로 높은 국내 임금인 만큼, 비자가 허락하는 한 최대

한 한국에서 임금을 모은 뒤 귀국하길 희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10만 원

대의 저렴한 월세방이 있고, 친지가 거주하고 있는 가리봉동을 첫 정착

지로 선택한다. 하지만 임금을 더욱 아끼기 위해서 숙식이 가능한 직장

에서 근무하기도 하며, 안산, 가산동 등 조선족의 취업이 용이한 공단지

역에 머물기도 한다. 이러한 다양한 지역에서 거주한 경험에 근거하여

가리봉동은 ‘복잡하지 않고’ ‘안전하게’ 여성이 밤에도 다닐 수 있으며,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안산 살 때는 (중략) 저녁에 여자분들은 돌아다니기 불안했죠. 외국사람도

많으니까요. 여기(가리봉동) 오면 거기보다 훨씬 낫고 살기가 좋죠.” (40대

남, 마트 근무, 조선족)

“예전에도 가리봉동에서는 한번도 (범죄)안 겪어 봤어요. 가산동 있을 때는

(중략) 2층 옥상에다 여자들 팬티랑 브래지어 걸어놓으면 며칠에 한 번씩

잃어버린다더라고요. (중략) 근데 가리봉동에 와서는 그런 거 못 느꼈어요.

(중략) 그래서 가산동에서 다시 가리봉동으로 왔죠.” (40대 여, 식당 근무,

조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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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한국인도 가리봉동의 치안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느꼈다. 앞서 언급했듯 일부 한국인은 가리봉동 내 조선족

집단에 대해서 ‘범죄자’가 있을 거라고 간주하는 등 부정적으로 인식했

다. 하지만 그들 역시 가리봉동을 우범지대라고 인식하지 않았다.

“사건이야 사람 사는 동네 어디나 있으니까요. 근데 사소한 사건이야 있지

만 우범지역이고 그렇지 않아요.” (60대 남, 문구점 운영, 한국인)

“우리는 여기 사니까 몰라요. (중략) 처음 오는 사람들은 무섭다고 하지요.”

(60대 여, ○○채소가게 운영, 한국인)

현재 가리봉동 치안에 대한 인식은 보편적으로 ‘안전하다’이다. 이는

한국인과 조선족 모두 느끼고 있는 ‘안전함’이었다. 조선족은 가리봉동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조선족의

추방을 두려워해 범법행위를 조심한다는 것은 가리봉동 내에서 보편적인

상식이었다. 그러나 한국인과 조선족 사이에 인식차이는 있었다. 조선족

을 범죄자 집단이라고 간주하는 한국인이 일부 존재하며, 조선족은 범죄

관련 언론보도에 대해 불편함을 드러냈다.

2) 주거환경

(1) 정착계기

가리봉동 내 한국인은 조선족이 가리봉동에 정착하는 이유는 주거비

가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과거 조선족이 가리봉동을 선

택했던 계기는 저렴한 월세와 가리봉동 내 친족 거주여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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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교포가 집세가 맞으니까 가리봉동 토끼장 같은 데서 사는데, 여기 사

는 한국인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지요.” (70대 남, 안경점 운영, 한국인)

“아는 분이 가리봉동에 집을 잡고 있었어요. 저는 사실 (서울로)올라올 때

그 집에서 며칠은 잘 수 있다고 생각하고 왔어요. (중략) 이 동네가 집이

얼마정도 쌌냐면, 10만원 보증금 있는 것도 아니고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가 미납될까봐 10만원 보증금처럼 내고, 월세는 10만원이었어요. 그 월세는

선불이었어요. 근데 그 방이 아주 작았어요. 한 사람이 돌아누울 정도이고

샤워실도 없었어요. 앉아서 손에다 물 받아서 했어요. 그런 생활을 했죠.”

(40대 여, 식당 근무, 조선족)

심층면접에서 알 수 있듯이 10년 전에 조선족이 가리봉동을 선택하

는 이유는 친지 거주여부와 저렴한 월세였다. 당시 가리봉동은 열악한

시설이지만 저렴한 월세를 이점으로 단기 거주를 위한 조선족들이 대거

유입되어 거주하고 있었다. 이것이 가리봉동에 조선족이 정착하는 계기

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가리봉동에 조선족이 정착하는 계기는

친지거주 여부와 월세에 의한 것에서 변화했다. 그 반증으로서 현재 가

리봉동의 주거비에 대하여 다른 곳에 비해 비싸다고 느끼는 조선족이 많

았다.

“가리봉동 집도 안 좋잖아요. 근데 비싸요. (중략) 집 시설은 뒤떨어지는데

광명보다 가격은 비싸요. (중략) 가리봉동은 거의 지하방 아니면 옥탑방이

고 임대료도 엄청 비싸요.” (30대 여, 주부, 조선족)

“여기 월세가 너무 비싸서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월세가 50만원이잖아요.

겨울에는 도시가스, 전기요금, 물세 다 합치면 7~80만원 나가거든요. (중략)

근데 다른 동네 가면 그렇게 안 비싸대요.” (40대 여, 주부, 조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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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족은 여전히 가리봉동을 선택한다. 조선족이

생활하기 편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리봉동 내에는 조선족

을 위한 교회가 있으며, 그곳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이 함께 있다. 또한 가

리봉동 내 상업시설은 한국화 된 중국음식이 아닌 중국 본토의 맛을 지

향하고 있어 중국의 식재료를 비롯한 음식을 손쉽게 구할 수 있다. 따라

서 가리봉동의 생활환경이 조선족에게 가리봉동을 선택하는 요인으로서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가 차이나타운이니까요. 지금 중국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중국인

상대로 하면 장사를 하려면 차이나타운을 골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타깃으

로 된 거죠. (중략) 가리봉이 집세가 제일 비싸요. (중략) 여긴 인력 사무소

가 있으니까요. 아침에 삼거리 나가면 봉고차가 쫙 깔렸잖아요. 그러니까

일당 인력들이 여기서 많이 살아요.” (40대 여, 주부, 조선족)

“애들 유치원 다녀야 되니까 가리봉동으로 왔어요. 안산에도 유치원이 있긴

있는데 교회 이렇게 운영하는 곳은 없어요.” (40대 남, 마트 근무, 조선족)

가리봉동은 예상과 달리 주변 지역에 비해 높은 월세를 보인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족이 가리봉동을 선택하고 정착하는 이유는 가리봉

동이 지닌 조선족 밀집지로서의 역사를 바탕으로 조선족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가리봉동은 조선족이 종교, 교육

활동부터 구직활동까지 가능한 시설과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가리봉동은 조선족에게 프리미엄이 있는 지역이 되었다.

(2) 쓰레기

심층면접 중 모두가 공감하고 지적한 것은 쓰레기 문제이다. 가리봉

동의 한국인 주민에게 지역의 문제점을 물어볼 경우 가장 먼저 들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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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던 대답은 조선족이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쓰레기를 ‘검은 봉지’에 담

아 버린다는 것이었다. 그로 인해 가리봉동의 길거리에 검은 봉지가 쌓

이고, 가리봉동의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악취로 인해 생활하는 데에

도 고통을 가져온다고 말한다.

“그냥 버리고 가요. 진짜 쓰레기문제는 문제예요. 그리고 조선족이 자기들

습관이라고, 중국에서 막 버리는 사람들이라, 계속 분리수거 하라 그래도

안 해요. 그냥 넣는 게 아니라 던져놔요. 던지고 그냥 가요. 그건 진짜 잘못

됐어요.” (60대 여, 중국 식료품점 운영, 한국인)

“쓰레기 봉지 사는 게 제일 아깝대요. 검은 봉지는 다 조선족이 새벽에 버

리고 새벽에 나간 거예요.” (60대 여, ○○채소가게 운영, 한국인)

쓰레기 문제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조선족 또한 공감을 하고 있는 부

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는 먼저, 조선

족이 분리수거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쓰레기봉투를 사용

하지 않는 이유는 조선족에게 쓰레기봉투를 구입한다는 개념이 생소하

고,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에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살다가 중국 가서 살면 중국에서 적응 안 되고요. 중국에서 살다

가 한국오면 ‘이거 다 분리해야 돼? ’란 생각 들어요. 생각해보면 분리수거

해야 될 거 같아요. 우리뿐만 아니라 차세대한테도 좋은 거잖아요. 분리수

거 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중략) 한 한 달만 적응하면 괜찮아요.” (30대

여, 주부, 조선족)

분리수거를 해야 한다는 인식은 공통적으로 갖고 있지만, 태도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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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씩 다르다. 태도가 나뉘는 기준은 거주기간으로, 얼마만큼 연속적으로

거주했느냐에 따라 분리수거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 오래 거주할수록

분리수거란 문화에 익숙해질 뿐만 아니라 가리봉동이란 지역에 애착이

생기면서 한국인 이웃과의 관계와 가리봉동의 미관에 대해 고민하고 감

정을 갖게 된다. ‘나 하나 정도야’란 생각에서 ‘이제는 지켜야지’라는 태

도로 바뛴다. 더 나아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잘해야 된다.’라는 생

각을 보이며 다른 조선족을 선도하는 모습까지 보인다.

“한국은 분리수거 하는 것도 잘 되어 있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오면 분리수

거를 제대로 못 해요. 그래서 욕을 많이 먹거든요. (중략) 저희가 홍보할 때

가 있어요. ‘쓰레기봉투 얼마 안 하는데 분리수거 이렇게 해주면 우리 교포

들 얼굴에 먹칠 안 하는데’라고 얘기해요. (중략) 셋집이니까 사람이 계속

바뀌죠. 새로 나온 분들은 또 분리수거에 익숙하지 않아요. 또 인식이 있는

분들은 분리수거 해요.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어요. 이전에는 한 100에

7~80% 제대로 안 했다면, 요새는 7~80%가 지킨다고 봐야 돼요. 한 2~30%

안 지키고요. 많이 나아졌어요.“ (40대 여, 주부, 조선족)

하지만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 이유를 오로지 한국과 중국의 분리수

거 문화차이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쓰레기봉투 구입에

대한 거부감은 생소하기 때문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는 한국 사회에서

겪는 부당함 때문이다. 조선족은 한국인에 비해 적은 휴일과 임금 등으

로 직장에서 차별받고 있다고 말한다. 똑같은 임금을 받지 않는데 쓰레

기봉투는 똑같이 사야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말하는 일부 조선족도 있었

다.

“‘분리수거까지 해야 하나? ’란 생각이 들기도 했죠. 저는 어차피 3년 있다가

가야하니까 분리수거 같은 걸 잘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만약에 월급이

똑같았으면 이 나라에 와서 이 나라 법 지켜야 하니까 했을 거예요.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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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다들 분리수거도 안 하고 버렸으니까 나 하나 더 버려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 할 때도 있었어요. (중략) 솔직히 말해서 옛날에는 그냥 그렇

게 버릴 때도 많았죠. 왜냐하면 우리 월급이랑 한국 분들 월급 따져보면

(우리 월급이 적은데)우리가 굳이 여기서 분리수거를 해야 하냐는 거죠.”

(40대 여, 식당 근무, 조선족)

쓰레기문제에는 비단 한국인과 조선족 간 문화적 차이 때문만이 아

니라 직장에서 겪는 부당함도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앞서

봤듯 선도하는 조선족과 가리봉동에 단기거주자보다 장기적으로 정착하

는 조선족이 증가하면서 쓰레기문제는 점차 완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인

다. 더불어 심층면접을 통해 구청에서 쓰레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

속적인 감시 및 관리를 시행한 덕에 해결되고 있다고 언급한다. 주민과

지역자치단체가 쓰레기 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어

가리봉동 내에서 쓰레기문제는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이웃주민

가리봉동에서 ‘이웃주민’으로서 인식이 되기 위해서는 체류기간이 중

요하다. 이것은 한국인과 조선족 양쪽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한국인

은 가리봉동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나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고,

조선족은 스스로 "이동성이 심하다"고 표현할 정도로 이주가 잦다. 따라

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가리봉동에서 거주하는 인물이 드물다.

조선족의 잦은 이주는 직장 때문인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구로 공

업지역에 직장을 구해 가리봉동에 거주하던 어린이집 교사 A씨는(50대

여, 조선족)는 시화공단으로 이직한 뒤 오이도로 이주했다. 봉사로 시작

한 어린이집 교사활동이 생업이 되어 전업을 결심하여 현재는 독산동에

거주하고 있다. 비단 A씨만의 사례가 아니다. 식당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B씨(40대 여, 조선족)는 주말에 지낼 집은 가리봉동에 마련하고,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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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에는 자신이 일하는 식당에서 지냈다고 한다. 이렇다보니 평일 거주지

는 직장의 위치에 따라 이동했다고 한다. 한국에서 자녀가 생긴 뒤 정착

하기 위해 가리봉동을 선택했고, 현재 가리봉동에서 남편,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공장은 숙식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조선족들은 자연스럽

게 직장에 따라 이동하게 된다.

잦은 이주의 두 번째 이유는 가리봉동의 열악한 환경 때문이다. 조

선족이 한국에서 재산을 축적하면 가리봉동보다 더 나은 주거환경을 찾

아 이동해왔다. 마지막으로 그들의 이동성을 가중시키는 것은 중국으로

의 빈번한 입출국이다. 방문취업비자(H-2)일 경우 3년 만기가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그들은 일정한 기간을 두고 입출국을 반복한다.

한국인도 이러한 조선족의 이동성을 인지하고 있다. 지역 내 조선족

이웃이 중국으로 출국할 것이며, 새로운 이웃이 지역으로 들어올 것을

예상한다. 익숙한 인물은 떠나고 또 다시 새로운 인물들이 지역에 유입

된다. 한국인은 이러한 조선족의 이동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이웃에 적응

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새로 온 조선족은 또 다시 분리

수거, 쓰레기 문제로 갈등을 발발한다. 조선족에게 한국문화에 적응할 시

간이 필요하듯 한국인에게도 한국문화에 적응하지 못한 새로운 조선족과

한 지역에서 살기 위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적응의 반복은 피로

를 초래하기도 한다. 맞춰나가야 하는 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조선족 중에 10년 넘은 분들이 많아요. 근데 옛날에 나왔던 분들 중에 들

어간 분들도 계세요. 새로 나온 사람도 있고요. 옛날부터 있던 사람들은 한

국인화 돼서 상당히 수준이 높았는데 지금 나온 사람은 아무래도 옛날 사

람보다 수준이 높지 않죠. 다루기가 힘들어요.” (60대 남, 약국 운영, 한국

인)

“처음에 한국분들은 접근 못 할 것처럼 방어하잖아요. 근데 그 방어벽이 허

물어지면 솔직히 사이가 좋아져요. (한국분들은) 다 주려고 그러거든요.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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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이 힘든 거죠. 알고 나서 ‘아 이 사람이 안전하다’ 혹은 ‘이웃으로 괜찮다’

이렇게 낙인이 찍어지면 그 다음에는 마음을 주더라고요. 근데 그 전까지는

처음에는 쉽게 맘을 안 주는 편이에요.”(40대 여, 주부, 조선족)

양측 모두 서로를 이웃주민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한다. 한국인

이 조선족과 이웃으로 살면서 적응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조선족의 목소

리 크기와 생활복장, 언어를 꼽는다. 처음에는 조선족의 대화가 싸우는

것처럼 들려 놀라지만 이후 점차 적응되는 모습을 보인다. 반대로 조선

족도 목소리를 낮추는 등 한국의 문화에 맞추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적응기를 거쳐 서로 함께 사는 이웃주민으로서 소통하고 교류한다.

한편, 조선족의 경우 가리봉동의 한국인들은 조선족의 배경과 현실

을 이해하는 이웃으로 인식한다. 특히 조선족을 가난하다고 무시하지 않

는다는 점에서 ‘가리봉동에 사는 한국인들은 조선족을 잘 안다.’라고 표

현한다.

“가리봉동에 있는 한국분들은 그래도 (조선족을) 다시 봐요. (중략) 외국에

서 와서 돈을 벌어서 중국에 보내는 거잖아요. 또 돈 모아서 집도 사고 밥

도 사는 거잖아요. 외국에서 와서 살림 마련해서 사는 거잖아요. 이제는 무

시 못 하는 거죠.” (40대 여, 주부, 조선족)

비록 문화적 차이로 인해 적응에 시간과 노력을 요하지만, 가리봉동

내에서 한국인과 조선족은 이웃 간 교류를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

여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의 교류는 주로 상업 활동을 통해서 발

생한다. 이는 다음 소절인 상업 활동에서 보다 상세히 다루고자 한다.

3) 상업활동

(1) 생산자



- 71 -

조선족과 한국인이 접촉할 수 있는 기회는 판매와 구매활동을 통해

서 일어난다. 현재 생산자는 일부 남은 한국인과 조선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와 같은 생산자 구성은 1차적으로 재개발로 인해 생산자이자

소비자인 한국인 중 대다수가 가리봉동에서 이주해 나갔기 때문이다.

“재개발한다고 해서 70% 이주하고 2~30% 남았어요.” (70대 남, 안경점 운

영, 한국인)

“재개발한다고 한국 사람들은 이사를 많이 가버렸어.”(60대 여, △△채소가

게 운영, 한국인)

“사람이 해마다 줄어요. 한 3년 전에 재개발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빠져

나갔어요.” (60대 여, 중국 식료품점 운영, 한국인)

한국인 소비자가 빠져나간 자리에 대신 조선족 소비자가 들어왔다.

생산자는 증가한 조선족 소비자에 맞춰 품목을 갖춘다. 재화 및 서비스

활동은 소비자 좇아 변하고 있다. 조선족은 그들에게 익숙한 것을 찾는

다. 그 익숙함을 제공해 줄 생산자는 같은 조선족이다. 따라서 생산자의

구성도 점차 한국인에서 조선족으로 바뀌고 있다.

“여기 앞길에도 다 중국 간판이잖아요. 중국식당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없

으니까 한국 식당들은 장사가 안 돼요. 한국 식당이 관두면 중국 사람이 하

나씩 들어가고, 또 들어가요. 그 사람들이 다 들어가요. (중략) 노래방은 조

선족이 하는 데가 많아요. 한국 사람이 하는 데가 드물다니까요.” (60대 여,

△△채소가게 운영, 한국인)

“저 식당들은 다 교포들이 하는 거예요. 식품은 한국 사람이 많이 해요. 한



- 72 -

국사람들은 중국사람 입맛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중국사람들이 하

는 거예요.” (60대 여, 중국 식료품점 운영, 한국인)

실제로 생산자 구성의 변화는 소비자인 조선족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낸다. 생산자 구성이 조선족으로 바뀐 것에 대해 조선족은 가리봉동

에 보다 더 친숙함을 느낀다.

“옛날에는 시장에 가면 한국분들이 채소를 팔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중국분

들이 채소를 팔더라고요. 한국이모들하고 친하게 잘 지내긴 해요. 우리가

또 ‘이모, 이모’ 하니까요. 우리가 지금 외국에 있다는 느낌을 못 느끼겠어

요.” (40대 여, 식당 근무, 조선족)

실제로 가리봉동 내에서 생활하는 사람이라면 한국인과 조선족 구분

없이 조선족이 가리봉동의 주요 생산자로 활동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

다. 조선족이 단순 노무직을 수행한다는 언론보도의 이미지와 다르다. 더

나아가 조선족은 점포 운영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자산을 축적하고

있었다. 최근에 등장한 방식은 권리금을 통한 수익창출이다.

“요즘엔 권리금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러면 권리금이 보통 가게 하나에.2천

만 원에서 3천만 원이에요. 지금 제가 아는 언니는 호프집을 그냥 사서 권

리금만 받아서 다시 팔아요. 권리금 장사만 하고 있어요. 벽지 같은 거 살

짝 바꾸고, 인테리어 살짝 바꾸고 권리금 받더라고요. 처음에는 권리금 장

사를 하려던 게 아니었는데 한번 호프집을 하다가 권리금을 받아보니까 ‘이

게 돈이 된다’라는 걸 알고 하는 거예요. 권리금 장사가 수익이 쏠쏠하니까

요. 그 언니가 지금 하는 가게가 세 개예요.” (40대 여, 주부, 조선족)

이같이 생산자로서 활동하는 조선족은 더 나아가 자산 축적의 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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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마련하고 있다. 이석준 김경민(2014)에 따르면 국내에 정착한 조선족

은 요식업 창업 등을 통해 생산자로서 활동하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 자

산가로 성장 중이다. 심층면접을 통해서도 자산가로 성장한 사례들을 찾

아볼 수 있었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례는 가리봉동의 한 중국 음식점

사장으로 가리봉동에서 생활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안다고 표현해도

좋을 만큼 유명한 자산가로 성장해 한국인과 조선족 모두 부러움을 드러

냈다. 실제로 가리봉동 내에서 건물 두 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가리봉동

내에서 단순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건물을 보유해 조선

족을 대상으로 임대업을 하는 임대인으로서도 역할을 하고 있다. 대표적

인 금단식당 사례뿐만 아니라 심층면접을 통해 가리봉동 내에서 요식업

으로 자산을 축적해 건물을 보유하는 조선족의 다양한 사례를 들을 수

있었다.

“☆☆식당 사장은 식당한 지 10년 넘었어요. 그 집 사장은 집을 벌써 샀어

요. 가리봉동 안에서 집을 두 개나 샀어요. 장사해서 번 돈으로 샀어요. 이

층짜리 건물 리모델링 해서 임대하고 있어요. (중략) 자기 음식점도 있고,

그 앞에 양꼬치집도 그 집이 갖고 있어요. 가게 두 개에 셋집까지 있으니까

건물이 세 개예요. 제가 중국 갔다 온 사이에 집을 샀더라고요.” (40대 여,

주부, 조선족)

“식당하는 분들은 본인이 건물 지어요. 저기 꽈배기 파는 집이 있는데, 그

분들도 가리봉동에 집이 몇 채 있어요.” (40대 남, 마트 근무, 조선족)

“조선족이 건물을 사기만 하는 게 아니라 크게 짓기도 했어요. 여기 맞은편

에 있는 식당은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어서 이 동네랑 저 동네에 건물

이 한두 채씩 있을 거예요.” (60대 여, ○○채소가게 운영, 한국인)

이같이 가리봉동 내에서 조선족은 단순히 ‘근로자/노동자’의 모습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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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기 어렵다. 가리봉동 내에서 조선족은 이미 국내 하부 서비스 종사

자 혹은 일용직 근로자 이미지가 아니다.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고 지

금은 자산가로 성장한 존재로서 인식되고 있다.

(2) 소비자

가리봉동에서 생활하는 한국인에게 조선족은 매우 중요한 소비자로

서 인식된다. 조선족이 가리봉동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에서다. 또한 ‘밥줄’이라고 표현하는 등 가리봉동 내에서 조선족

이 갖고 있는 중요도를 알려준다.

“나 같은 사람들은 여기 중국동포 없으면 굶어야 돼요. (중략) 그 사람들이

밥줄인데 더 친절하게 잘 해줘야지.” (60대 남, 약국 운영, 한국인)

가리봉동 내에서 조선족이 중요한 소비자로 인식되는 것은 그들이

가리봉동 인구구성의 대다수라는 점이 가장 큰 이유이다. 두 번째로 중

요한 이유는 조선족의 소비습관이다. 가리봉동 내의 생산자들이 반기는

이유는 ‘통이 크다’, ‘돈을 안 아낀다.’라고 표현되는 조선족의 소비습관

때문이다. 그 점 또한 한국인과 조선족 모두 인지하고 있다.

“(채소)팔아주니까 식당하고 하는 사람은 고맙죠. 중국사람은 벌어서 다 먹

는 거에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3인분 시켜도 되는 걸 5인분 시켜서 남겨

요. 먹는 거에서 안 아끼더라고요.” (60대 여, ○○채소가게 운영, 한국인)

“돈 벌려면 교포들 대상으로 해서 돈 버는 것도 괜찮아요. (조선족이) 많이

써요. 한국에서는 각출하고 그러는데, 중국은 한 턱 쏜다고 하면 오늘은 자

기가 내고 내일은 다른 사람이 다 낸다고 생각해요. 외식하면 고기 먹고 된

장찌개 먹고 하는 게 아니라 고기 먹는다고 하면 고기로만 배부르게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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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중략) 중국분들은 통이 크다고 할 수 있어요. 통이 많이 커요. 그리고

한국에 오면 남편들이 대부분 공사현장으로 일 다녀요. 그러다보니까 돈을

많이 벌잖아요. 많이 버니까 또 그만큼 써요. 저희 남편이 그러는데, 대부분

홀로 한국 나와 있는 중국 남자분들이 노래방 가면 하루 종일 백만 원 넘

게 쓰고 나온대요. 며칠 벌어서 또 노래방에 들어가서 양주 사고, 돈 다 쓰

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 상대로 해서 돈을 번다는 거죠. 우리가 보

기에는 ‘어머 이 가게 손님 있을까?’하는데 그렇게 번대요.” (40대 여, 식당

근무, 조선족)

이러한 결과, 가리봉동은 조선족 소비자를 위한 품목으로 바뀌고 있

다. 한국인 소비자는 가리봉동 내 시장에서 ‘한국인 취향에 맞는’ 품목을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가리봉동에서는 못 사먹겠더라고요. 이상하게 맛이 달라서 입에 안 맞아

요. 가리봉동 시장에도 두부를 팔긴 팔지만, 2000원짜리 같은 거 사먹으면

맛이 없어요.” (60대 여, 슈퍼마켓 운영, 한국인)

“고수 같은 건 조선족이 먹으니까 갖다놨어요. (중략) 샐러리, 가지 같은 것

도 옛날보다 훨씬 많이 심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지, 샐러리 같은 거

별로 안 먹잖아요. (중략) 겨울에 추우면 채소가 비싸잖아요. 근데 (조선족

은)비싸도 사먹어요. 그리고 추석 명절 같은 때도 물건이 없어서 비싸잖아

요. 한국 사람들은 비싸면 안 먹고 말잖아요. 그런데 (조선족은)호박 한 개

에 천 원~천오백 원 해도, 아무리 비싸도 명절에 먹어야 하는 건 꼭 사먹더

라고요.” (60대 여, △△채소가게 운영, 한국인)

대부분의 한국인은 소비자 조선족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지

않지만 기저에 깔린 ‘조선족’에 대한 편견과 반감을 드러내기도 한다.

“술 먹으면 한국 사람도 다 그렇다”고 말하면서 조선족은 “조심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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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는 언론보도를 통해 형성된 조선족에 대한

이미지가 가리봉동 내에서 실제로 조선족과 접촉하는 한국인들에게도 작

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위험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조선족을 실제

로 보고 들은 적은 없지만 가리봉동 내에 존재하며, 자신이 고객으로서

대하는 손님은 예외라는 생각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조선족에게 부정

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일부 한국인은 양면적인 인식을 보인다. 조선족

에게 부정적인 인식ㅡ범죄를 일으키며, 가리봉동의 가치를 낙후시킨다는

인식ㅡ을 갖고 있으면서도, 조선족을 가리봉동 내 경제생활을 유지해주

는 존재로 인식한다.

“100% 조선족 상대로 (부동산) 운영해요. 그러니까 조선족이 ‘우리 아니면

여기 월세도 못 받아요.’라고 그래요. (중략) 그래서 아마 가리봉동이 임대

수익률은 대한민국 최고일거예요. 우리 (부동산)실장님 집이 32평인데, 32평

에 임대수익이 450만원 나오는 집은 대한민국에 눈 닦고 봐도 없을 거예

요.” (60대 여, 부동산 운영, 한국인)

한편, 조선족을 실제로 대하면서 생기는 부정적 인식도 존재했다.

조선족의 “버릇없는” 태도 때문이다. 조선족의 소비습관이 생산자들에게

긍정적인 문화라면 조선족의 사람을 대하는 습관은 생산자에게 부정적으

로 인식되는 문화이다. 이것은 한국인 면접자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들을

수 있었다.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원래 저 사람들(조선족)은 인사를

안 해요. 몇 년 알고 지냈어도 시장에서 마주칠 때는 고개를 싹 돌려요.”

(60대 여, 중국 식료품점 운영, 한국인)

“안경 맞추러 오면, 한국 사람들은 안경 맞추러 왔다고 말을 하는데 조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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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말을 안 해요. (중략) 그리고 안경을 안 사게 되면, 한국인은 ‘죄송합니

다.’하고 나가잖아요. 근데 (조선족은)휙 나가버려요.” (70대 남, 안경점 운

영, 한국인)

“(조선족은)매너가 없어요. 사러 와서 괜히 (채소) 다 뒤집고 만지고. 새벽

인지 낮인지도 모를 시각에 와서 다 뒤집어놓고 엎어놓고 가요. 그런 게 아

주 매너가 없어요.” (60대 여, △△채소가게 운영, 한국인)

가리봉동 내에서 소비자는 곧 조선족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인은

더 이상 소비자로서 인식되고 있지 않으며, 소비할 수 있는 환경조차 마

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문화차이로 인해 가리봉동 내에서 조선족은 환

영받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배려가 없는’ 소비자로 한국인 생산자와 갈

등이 발생하는 지점이 있기도 하다. 이처럼 부정적인 인식과 긍정적인

인식이 공존하고 있지만, 조선족이 가리봉동의 경제활동을 유지시키고

있는 소비자라는 사실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4) 지역변화

(1) 재개발

가리봉동의 외국인 등록인구 비중은 통계상으로 약 40%34)이다. 이

역시 매우 높은 수치지만, 실제 주민들의 외국인 체감비율은 8~90%에

해당한다. 조선족이 가리봉동의 압도적인 수를 차지하게 된 계기는 재개

발의 영향이 가장 크다. 당시 대부분의 한국인 주민들이 가리봉동에서

이주 나갔으며, 현재 있는 한국인 주민 중에도 다른 지역에 집을 마련한

경험이 있는 주민들도 있다. 이때 조선족 역시 대거 대림동으로 이동하

34) 가리봉동의 전체 주민등록인구 중 외국인 등록인구는 40.27%이다.(서울시통계 2015, 

http://stat.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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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다.

“개발한다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다 이사가버렸어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

이 많이 들어왔죠.” (60대 여, △△채소가게 운영, 한국인)

“재개발 들어간다고 소문났던 적 있어요. 그때 대림동으로 다 이사 갔어요.

그때부터 대림동이 더 활기찬 거죠.” (40대 여, 주부, 조선족)

하지만 재개발은 결국 진행되지 않았다. 10년 넘게 재개발지구로 지

정되어 있어, 가리봉동의 건물관리는 이뤄지지 못했고 슬럼화가 진행되

었다. 이후 낙후된 가리봉동에는 저렴한 월세를 이점으로 다시 조선족이

그 자리를 메웠다. 결과적으로 한국인의 수는 급격히 줄어든 반면, 조선

족의 수는 증가했다. 현재는 가리봉동에 건물을 갖고 있는 집주인도 외

부 지역에 사는 경우가 많아, 체감 한국인 비율은 통계보다 더 낮은 반

면 체감 조선족 비율은 그보다 더 높다.

“(조선족을 인구구성의) 96%라고 봐야 돼요. 96% 더 될 수도 있어요. 한국

사람은 손가락으로 이렇게 꼽으면 될 정도예요.” (60대 여, 부동산 운영, 한

국인)

하지만 가리봉동 슬럼화를 누구의 탓으로 돌릴 것이냐에 대해 혼동

이 발생한다. 재개발을 원했던 일부 한국인들은 가리봉동의 발전을 저해

하는 요인으로 두 가지를 꼽는다. 첫 번째는 가리봉동 재개발을 중단시

킨 박원순 서울시장이고, 또 다른 요인은 조선족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진행되지 않는 재개발로 인해 가리봉동의 지가가 오르지 았았

고, 그로 인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월세로 조선족이 가리봉동에 정착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가리봉동의 미관과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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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해치는 조선족 탓에 가리봉동이 발전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즉, 가리

봉동의 낙후 원인을 조선족에게 전가하며 조선족에 대한 반감을 드러낸

다.

“15년간 가리봉동 주민들이 고통당했어요. 집을 고칠 수도 없고, 물이 새는

집을 기울 수도 없어요. 세입자는 집주인한테 와서 난리를 쳐요. 개발이 취

소되니까 땅값이 똥값이 됐어요. 여기를 15년간 묶었고, 슬럼화가 되었잖아

요. (중략) 가리봉동을 이렇게 보면, 조선족이 있는 한 어느 동네라도 발전

할 수 없어요. 물론 우리나라도 외국에서 돈 벌어올 때 똑같았겠죠. 하지만

동네를 보는 집주인으로서는 이거는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재산가치가 확

떨어지는 걸요? 내 재산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내 돈이 나간다는 걸 뜻해

요.” (70대 남, 안경점 운영, 한국인)

가리봉동의 현재 모습에는 재개발이 큰 영향을 미쳤다. 한국인 유출

의 주요 원인으로서 재개발을 꼽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가리봉동

은 한국인은 ‘셀 수 있는 정도’로 남아있고, 조선족이 절대다수를 차지하

는 지역이 되었다. 또한 일부 한국인은 가리봉동의 슬럼화의 원인이 재

개발이란 걸 인식하면서도 동시에 조선족을 지적한다. 재개발과 조선족

으로 인해 가리봉동의 자산 가치가 하락했다는 복합적인 인식을 보인다.

이는 재개발 이슈가 가리봉동에 갈등요인을 남겼음을 알 수 있다.

(2) 서울 속 ‘중국’

가리봉동은 1990년대 초반부터 조선족의 정착지로서 역할을 했고,

현재도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볼 경우 조선족이 머물다

가는 공간으로서 단편적으로 보일 수 있다. "서울 속 중국"이란 표현으

로 가리봉동의 특성을 정리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그 속에서 생활하

는 사람들은 “서울 속 중국”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변화에 대응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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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편으로 조선족은 서울 속에서 중국을 만들어 낸 주체이며 다수로

서 생활하고 있다.

“손님의 8~90%가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 속에 (내가)들어와 살고 있는 거

죠.” (60대 여, 슈퍼마켓 운영, 한국인)

한국인은 가리봉동에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압박을 받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언어에 대한 것이다. 가리봉동에 남아있는 한

국인은 대부분 생산자이다. 따라서 중국어 학습을 시작하는 등 소비자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노력한다.

“계속 중국어 공부도 해요. 방법이 없어요. 돈 쓰는 사람이 공부하는 거 봤

어요? 영어 못해도 외국 나가서 물건 사는 데 지장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가 어쩔 수 없이 공부해야 돼요. 나이 60 넘어서 공부하니까 힘들어요. 그

래도 공부 조금이라도 해주고 중국말로 아는 거 말해주면 더 호감을 갖고

친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어 공부하는 게 만만치가 않아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면서도 치매예방이 된다니까 하고 있어요.” (60대

남, 약국 운영, 한국인)

또 다른 압박은 소수자로서의 삶이다. 가리봉동에서 한국인은 소수

자이다. 한국 내 조선족이 소수자로서 더 적은 임금, 무시와 편견에 견뎌

야 한다면, 가리봉동 내 한국인은 가리봉동 내에서 소수자로서 겪는 불

편함을 감당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식 식품과 음식을 지역 내에서 구

매할 수 없다. 점포를 운영하는 한국인일 경우 평일 점심을 먹기 위해서

는 자신이 중국식 입맛에 맞추거나 도시락을 준비해야 한다. 또한 조선

족이 위세를 드러내며 한국인을 무시하는 발언들을 견딘다.

 



- 81 -

“제일 서러운 소리가 ‘너희는 우리(조선족) 때문에 지금 먹고 사는 줄 알아

라, 우리 아니면 집 세놓을 수 있는 줄 아느냐?’예요. 백이면 백 다 그런 소

리를 당당하게 해요.” (60대 여, 부동산 운영, 한국인)

다른 한편으로, 조선족은 가리봉동의 다수로서 행동하고 인식한다.

조선족 밀집지의 역사를 유지하게 만드는 장본인으로서 가리봉동의 변화

를 주도한다. 또한 그들 역시 가리봉동 외의 다른 지역을 "한국동네"라

고 지칭하는 것에서 가리봉동은 그들 인식 속에서 중국으로 자리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조선족 체감비율 8~90%는 단순히 숫자만이 아니라 원

주민인 한국인과의 관계에 변동을 가져오고 있다.

“(가리봉동에 조선족이) 지금처럼 많이 있지 않았죠. 지금은 너무 많죠. 지

금은 (인구구성이)중국 다 됐잖아요. 옛날에는 이 정도로 많지 않았어요. 이

동네가 중국동네잖아요. 가리봉동에 한국분이 오면 우리 동네(중국) 온 것

처럼 된 거 같아요.” (40대 여, 식당 근무, 조선족)

‘우리 동네’라고 편안하게 느끼는 조선족과 대조적으로 한국인은 가

리봉동을 조선족으로부터 "지켜야" 한다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는 한국

인이 가리봉동 내 생활 전반에서 조선족을 상대로 입지에 대한 위기의식

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위기의식은 조선족이 가리봉동 내

에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기를 희망하는 그들의 바람에서 알 수 있다.

“아직 (조선족)건물주가 많이 없는 것만 해도 다행이죠. 근데 자꾸 이렇게

하다보면 중국 사람들이 건물을 살 수도 있죠. (중략) 근데 가리봉동이 노

른자의 땅인데 중국 사람들한테 다 내줘서 불만인 한국 사람들이 많더라고

요. 불만이 많아요.”(60대 여, 슈퍼마켓 운영,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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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이 집을) 사기도 해요. 근데 저는 사란 소리는 안 해요.” (60대 여,

부동산 운영, 한국인)

이주민은 자신의 입지를 높이려고 하고 원주민 집단은 기존의 위치

를 지키려는 입장이다. 이주민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낮은 지위를 거부하

고 위로 올라가려 하며, 원주민은 이주자들에 의해 위협받는 자신들의

지위를 방어하려 한다.35) 이같이 가리봉동이 겪고 있는 지역의 변화는

조선족이 많아지고 중국이 되었다는 외부 이미지 평가에서 그치지 않고

가리봉동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원주민과 이주민 간의 관계가 역전

되는 현상은 주목할 점으로 향후 국내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벌어질 갈등

을 예상할 수 있다.

2. 언론보도와 인식비교

1) ‘안전한’ 우범지대

언론보도 상 가리봉동에 대해 가장 부각되었던 것은 우범지대라는

이미지다. 가리봉동은 1990년대부터 청소년 범죄에서 2000년대 조선족에

의한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지역으로 그 이미지가 형성되었다. 하지만

2014년 이후 뉴타운과 도시재생 기사로 인하여 범죄 기사는 급격히 줄어

들었다. 하지만 지난 20년 가깝게 가리봉동은 우범지대 이미지로 형성되

었고, 2012년 4월 수원 살인사건으로 인하여 조선족에게 범죄자란 이미

지가 강하게 형성되면서 조선족 밀집지역인 가리봉동에 대해 범죄가 많

고 위험한 지역이라는 이미지는 공고해졌다.

심층면접 결과, 이러한 우범지대에 대한 언론보도는 여전히 일부 지

35) Elias(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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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민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한국인에게 강하

게 영향을 미쳤는데, 그것은 자신의 직접 경험이 아닌 이미 형성된 조선

족에 대한 두려움에서 알 수 있다36). 일부 한국인은 자신이 접하는 조선

족 이외에 범죄자가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하지만 실제로 가리봉동을 ‘안전하다’고 평한다. 한국인과 조선족은

사건사고를 겪은 적이 없다고 말한다. 이것은 통계상으로도 나타난다. 가

리봉동 파출소 인터뷰에 따르면 가리봉동 내 5대 범죄발생추이는 2011

년, 2012년, 2013년 꾸준히 전년대비 10% 이상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

다. 뿐만 아니라 가리봉동 내 외국인 범죄비율 또한 2011년 51%, 2012년

43%, 2012년 33%로 감소하는 추세를 그린다.37)

특히 조선족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안전하다’고 느낄 정도로

가리봉동의 치안에 만족하는 모습을 보인다. 가리봉동이 조선족에게 주

는 안정감은 가산동, 독산동, 광명시와 같은 주변 지역에 비해 월세가 비

싼 데도 불구하고 가리봉동을 선택하게 만드는 요인으로서도 작용한다.

또한 ‘예전에 비해 훨씬 나아졌다’라는 점에서 가리봉동이 조선족 밀집지

로서 오랜 역사를 지님으로써 치안 면에서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2) 소비력에 대한 오해

36) 범죄 보도에서 특정 그룹이 실제 범죄 대비 용의자로서 빈번하게 언급되거나 가해자인 경우, 

인종적, 민족적 특징이 보도 속에서 부각되어 인종적, 민족적 편견을 생산하는 기제로 작용한

다(Dixon & Linz, 2000). 특정 집단에 대한 보도가 아닐지라도 이민에 대한 부정적 인 뉴스 

보도를 접하는 것만으로도 뉴스 수용자는 이주민이 실제 이주민 수보다 많다고 느끼고 이주민

은 대다수가 불법체류자라고 여기며 나아가 이주민을 잠재적 위협 집단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다(Boomgaarden & Vliegenthart, 2009; Dunaway et al., 2011).

37) 『머니투데이』, 2014년 1월 14일, “조선족 밀집 가리봉동, 외국인 범죄 반토막 이유는?”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012514120337310&outlin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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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분석 결과, 조선족 밀집지로서 가리봉동은 가난하고 어려

운 지역이라는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했다. 기업과 의료단체, 종

교단체 등은 가리봉동에서 나눔활동을 펼치며, 가리봉동 속 이주민은 시

혜의 대상으로서 그려지는 것이다.

하지만 심층면접 결과, 가리봉동에서 이주민, 즉 조선족은 높은 소비

력을 지닌 주요 소비자로 인식되고 있었다. 실제로 가리봉동의 경제활동

을 견인하는 주체로 자리하고 있다. 가리봉동 내 재화 및 서비스는 조선

족에 맞춰 구성되어있다. 또한 조선족의 소비습관은 그들을 더욱 매력적

인 소비자층으로 부각시키고 있었다. 그들은 ‘먹을 것에 돈을 안 아끼며’,

‘통이 큰’ 소비 습관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인, 조선족 구별 없이

가리봉동 내에서 상업 활동을 하고 있는 운영주체들에게 중요한 소비자

다.

한편, 실제로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적 상 무연고 독거노인으

로 등록되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복지혜택을 받는 일부 조선족도

존재했다. 따라서 통계 상 가리봉동의 기초생활 수급자 수는 실제 기초

생활 수급을 받아야 할 인구에 비해 많다. 이 같은 행정상 허점은 통계

와 현실의 간극을 넓히고, 이렇게 작성된 통계는 다시금 가리봉동의 ‘나

눔 대상지역’이란 외부 이미지를 강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는 가

리봉동 내 한국인으로 하여금 복지의 부당함을 느끼게 하고 조선족에 대

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한다.

가리봉동의 이미지를 나눔 대상지역으로 설정하는 것은 조선족에 대

한 한국의 시각에 대한 단서이기도 하다. 외부에서는 여전히 도시 내 하

부서비스에 종사해 ‘가난할 것이다’는 시각38)으로 가리봉동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실제 조선족의 소비력을 간과한 이미지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리봉동에 대한 ‘나눔 대상 지역’이란 이미지는 조

38) 김경희(2009)에 따르면 그에 반해 한국인은 피해자로 묘사된 이주민을 보살펴주는 우월적 존

재로 대비시키는 이분법적 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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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족의 특성과 역사 그리고 현실을 배제한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3) 직업구성의 상향변화

가리봉동은 언론보도에서 근로자/노동자의 지역으로 그려진다는 것

은 비단 가리봉동 내 거주하는 조선족의 직업만을 뜻하지 않는다. 조선

족이 가난할 것이라는 추측을 함께 낳는다. 또한 그들이 도시 하부 서비

스에 종사한다는 편견39)을 강화시킨다.

심층면접 결과, 이 같은 편견은 조선족이 ‘무시’ 당한다고 여기는 지

점과 맞닿아 있다. 가리봉동 외에 생활하는 한국인은 조선족의 실상을

몰라 조선족을 가난하고, 무시해도 되는 존재로 여길 때가 있다는 것이

다. 하지만 조선족 내에는 이미 다양한 경제적 지위로 세분화가 되어있

다. 그들의 직업을 일용 근로자 혹은 도시 하부 서비스 종사자로 한정해

서 볼 수 없다. 가리봉동 내 재화 및 서비스 생산자는 이미 상당수가 조

선족으로 바뀌었으며 진행 중이다. 비단 가리봉동 뿐만 아니라 다른 지

역에서 창업을 하는 조선족이 점차 늘어난다는 것을 심층면접을 통해 확

인할 수 있었다.

여기서 서비스는 요식업부터 임대업까지 다양한 서비스업 전반을 뜻

한다. 즉, 건물을 소유하는 조선족이 등장했고 가리봉동 내에서 임대인으

로서 다른 조선족 임차인에게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들의 등장으로 가리봉동 내 한국인 역시 임대인 조선족을 부러워하

는 시선을 드러낸다.

즉, 조선족은 다양한 경제적 지위를 지닌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이며,

가리봉동 내에도 존재한다. 하지만 언론보도를 통해 형성된 외부 이미지

39) 채영길(2010)은 보도 사진 분석을 통해 이주민에 대해 단순 노무직을 나타내며 더불어 이들

을 생산적이지 못한 비전문인, 불안전한 피해자로 묘사하는 경향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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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 중 특징적인 것을 강조한 결과, 조선족과 가리봉동에 대해 부정적

인 편견을 만들어 냈다.

4) 서울 속 ‘중국’

언론보도 상 가리봉동은 조선족이 많이 거주하는 외국인 밀집지로서

다문화 지역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 ‘다문화 지역’이란 것은 2014년 가리

봉동을 도시재생 사업대상지로 선정하고 이후 다문화 지역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리봉동의 이미지에 추가된 단어이다. 다문화 지역의 이미

지는 정책적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지역주민 심층면접을 통해 드러난 가리봉동의 정체성은 ‘서울 속 중

국’이다. 하지만 아직 국내 다문화 정책은 예동근(2011)이 지적한 바와

같이 재외동포는 노동의 대상으로 포섭되는 한편 그들이 형성한 문화공

간과 문화소비를 형성하는 지역주민으로 배제되어 있다. 그는 또한 “다

문화 주체”를 포착하고 그들의 특징을 파악함으로써 “아래로부터 다문화

주의”를 이끌어내는 것의 중요성을 주장한다. 이 같은 지적은 조선족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리봉동에 일반 ‘다문화 지역’과 다른 접근이

필요한 이유이다. 가리봉동을 기존 ‘다문화 지역’이란 이미지로만 볼 것

이 아니라, 내부의 특수한 구성과 관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리봉동에서 소수자는 한국인이다. 가리봉동에서는 조선족이 한국

인들 속에서 그들의 문화를 습득해야 하고 적응을 위해 노력하는 단계를

넘어서 한국인이 조선족의 언어를 배우기 위해 노력하며 조선족에게 대

응하기 위해 다각도로 방법을 모색하는 중이다. 하지만 ‘다문화 지역’으

로 대표되는 외부의 이미지는 가리봉동 내부에서 일어나는 역동성이 반

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국내에서는 각 지역에 맞게 다문화의

주 대상과 실태조사를 펼쳐 이에 기초한 정책수립 및 서비스가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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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각 지역의 다문화적 특성과는 무관하게 거의 모든 자치단체에서

동일한 영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40). 가리봉동에 적절한

정책적 접근을 하고자 할 때 '다문화 지역'이란 단어는 재고가 필요한

부분이다.

40) 김영근 외(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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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조선족은 32%로 가장 많다. 서울에는 조선족

밀집지가 형성되었으며 그 중 가리봉동은 1992년 한중수교 이래 가장 오

랜 역사를 지닌 조선족 밀집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기존 다수의 연구

에서 조선족 밀집지은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밝힌다. 그러나 ‘부정

적 인식’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진행되지 않아 인식 개선을 위한 대안제

시가 이뤄지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는 언론보도를 통해 가리봉동이 부정

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맥락과 가리봉동이 지닌 외부 이미지를 분석했다.

한편, 심층면접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직접경험을 통해 형성된 지역 내부

정체성을 밝혔다. 가리봉동이란 지역의 외부 이미지와 지역주민이 갖고

있는 내부 정체성의 괴리를 살펴보고, 가리봉동 지역 이미지 긴장41)에

주목했다.

먼저 가리봉동에는 조선족 밀집지로 형성되기 이전, 1960년대부터

구로공단의 배후지로서 역할하며 ‘벌집촌’이 형성된다. 열악한 주거환경

이지만 저렴한 주거비로 구로공단 노동자들이 생활했다. 그러나 1990년

대 이후 산업구조가 바뀌고 제조업이 쇠퇴하면서 구로공단의 공장은 폐

업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다. 가리봉동 역시 함께 쇠퇴의 길을 걷

는다. 이때 한중수교를 통해 조선족은 국내에 증가하기 시작하며 가리봉

동의 저렴한 주거비는 조선족의 유입을 촉진한다. 이때부터 가리봉동은

조선족 밀집지로서 자리한다. 하지만 2003년, 가리봉동이 뉴타운 균형발

전촉진지구로 지정되면서 한국인과 조선족 모두 가리봉동에서 타 지역으

로 이주한다. 재개발 사업은 10년 간 뚜렷한 진척을 보이지 않은 한편,

가리봉동은 그 기간 동안 건축허가에 제한을 받아 지역은 점차 슬럼화

41) 정근식(1996)은 지역 이미지는 외부에서 형성되는 것과 더불어 지역주민이 갖고 있는 지역 

정체성 내부 이미지로서도 형성된다. 지역 주민에 의해서 형성된 지역 정체성과 외부 정체성은 

특정한 관계를 이룬다. “특정 도시나 지역사회의 타자로부터의 이미지와 자기 정체성의 상위는 

흔히 있는 일이며” 이를 “이미지 긴장”으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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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후 2014년 서울시는 가리봉동 재정비 촉진지구를 해제하며 현재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위와 같은 변천을 겪으며 언론보도에 드러난 가리봉동의 외부이미지

또한 변하는 과정을 보인다. 언론보도 분석 결과, 먼저 가리봉동은 2000

년대 초반까지 우범지대라는 이미지로 드러난다. 조선족 밀집지가 갖고

있는 우범지역이라는 부정적 이미지42)를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

었다. 특히 조선족 밀집지로서 가리봉동은 ‘조선족’이 범죄자 이미지로

언론보도에 노출되면서 더욱 우범지대란 이미지로 많이 소개된다. 이외

에 포괄적 의미의 가리봉동은 구로공단, 부동산 투자대상지역 등으로 언

급된다. 하지만 조선족 밀집지로서 가리봉동은 우범지대란 이미지와 함

께 ‘나눔대상지역’, ‘근로자/노동자의 지역’와 같은 이미지로 등장한다. 가

리봉동은 나눔이 필요하며 근로자/노동자가 밀집해 있어 가리봉동이 가

난할 것이라는 이미지를 부각한다. 마지막으로 중국 국적의 이주민이 밀

집한 곳으로, 다문화 지역이란 이미지로 그려진다.

그러나 가리봉동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한 결과는 외

부 이미지와 차이를 보였다. 첫 번째로 가리봉동을 ‘안전하다’고 생각했

다. 특히 조선족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가리봉동을 안전하다고 느꼈다.

반면 한국인의 경우 안전하다고 평하면서도 일부 한국인은 자신이 경험

하지 못한 범죄자 조선족이 있을 것을 예상하며 그들에 대한 두려움43)

을 드러냈다. 이는 언론보도에서 소개되는 조선족에 대한 이미지가 지역

주민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언론보도에서 가리봉동은 나눔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지

역 내부 구성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조선족 노동자/근로자에 대해 가난하

다는 이미지를 부여했다. 하지만 가리봉동에서 상업 활동을 하는 생산자

에게 조선족은 높은 소비력을 지닌 소비자다. 조선족의 후한 씀씀이를

42) 이석준·김경민(2014); 이화용(2015); 서울특별시(2015)

43) Dixon & Linz(2000); Boomgaarden & Vliegenthart(2009); Dunaway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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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긴다. 따라서 내부 인식과 가리봉동의 주요 구성원인 조선족이 ‘가난하

다’라는 이미지는 불일치한다.

세 번째로, ‘근로자/노동자의 지역’의 외부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지

만, 가리봉동 내에서 조선족은 생산자이기도 하며 건물주로서도 활동하

고 있었다. 다양한 직업 구성을 보인다. 도시 하부 서비스 종사자뿐만 요

식업자, 임대업자 등 직업 구성이 상향하는 변화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언론보도에서 가리봉동은 ‘다문화 지역’으로 그린다. 하

지만 가리봉동은 이미 한국인에게는 이방적인 곳으로, 조선족에게는 ‘고

향’과 같은 곳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국인 상인은 중국어를 학습하기 위

해 노력하며, 한국적인 식료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타 지역으로 나간다.

한국인이 이주민을 포용해야 한다는 방식의 ‘다문화 지역’의 이미지와 가

리봉동 내부의 인구구성 및 관계 사이에 괴리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1] 가리봉동 지역 이미지 구성

즉, 언론보도에서 가리봉동은 ‘우범지대’, ‘나눔대상 지역’, ‘근로자/노

동자의 지역’, ‘다문화 지역’으로 그려지고 있지만 주민들은 ‘안전’하며,

‘소비력이 높고’, ‘상향하는 직업구성’을 갖고 있으며 ‘중국’으로서 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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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고 있다. 가리봉동의 외부 이미지와 내부 정체성은 불일치한다. 이

것은 지역이 갖고 있는 이미지 사이에 긴장관계44)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내부 정체성은 가리봉동 내부에서 일어나는 상업 활동과 직

업구성, 경제적 지위의 변화에 근거한다. 반면, 이주민 집단에 대한 부정

적 인식45)이 언론보도를 통해 가리봉동의 외부 이미지가 되었다. 지역에

대한 언론보도가 공간을 구성하는 다양한 삶에 대한 접근보다는 일부 특

성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이는 외부 이미지와 내부 정체성 사이의 간극

을 심화한다. 또한 외부 이미지 기반으로 정책적 접근하는 것이 현실과

괴리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가리봉동은 지역 내 현실과

달리 낙인처럼 찍힌 외부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필요로 한다.

또한 다문화 공간에 대한 정책은 수용국 주도적이다. 이주민은 수동

적 위치에 머물러있다46). 국가주도의 다문화 정책이 실제 조선족의 지위

가 상승하고 있는 지역의 현실과 모순되고 긴장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가리봉동을 다문화 지역으로서 접근하고 문화

상생을 위해서는 현실을 반영한 정책과 이주민의 주체적이고 실천적인

참여방법을 모색해야할 것이다.

본 연구는 심층면접이 지역 내 상인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한계가

있다. 이는 가리봉동 내부의 보편적 인식을 분석하기에 미흡한 점이 존

재한다. 따라서 이 점을 보완하여 후속연구에서 원주민인 한국인과 이주

민인 조선족 양쪽 관점을 모두 고려하여 외국인 밀집지에 대한 인식 연

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한편, 조선족의 미디어을 통해 조선족이 갖고

있는 조선족 밀집지에 대한 외부 이미지를 통해 이주민이 갖는 지역 이

미지에 대한 심층적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언할 수 있다. 첫 번째, 지역주민 역시 언

론보도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조선족 밀집지인 가리봉동은 언론을

44) 정근식(1996)

45) 윤태선(2003); 이선화(2008)

46) 공윤경(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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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조선족 관련 범죄가 보도되면서 지역의 이미지도 함께 악화되었다.

본 연구에서 언론보도와 지역주민 인식 비교를 통해 현재 가리봉동은 우

범지대보다 안전한 지역으로 대부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

지만 일부 가리봉동의 치안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존재했다. 외부에서만

조선족과 가리봉동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란 것을 알 수 있

다. 가리봉동 내에서 거주하며 조선족과 직접적인 접촉을 나누는 한국인

중에서도 일부는 가리봉동을 ‘우범지대’라고 일컫는다. 범죄를 직접 경험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형성된 ‘조선족 조직폭력’에 대한 이미지

와 ‘조선족은 칼을 들고 다닌다.’라는 이미지로 인해 조선족에 대한 부정

적 인식을 갖고 있고, 가리봉동에 대한 지역 주민의 정체성이 악화되었

다. 지역 내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지역에 대한 정체성을 형성할 때

직접 경험뿐만 아니라 언론보도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지역에 대한 정체성 형성에 있어서 언론보도의 중요성을 나타

낸다. 외국인 밀집지역을 연구할 시 지역주민의 인식만이 아니라 언론보

도 등 미디어를 통해 형성된 외부 이미지도 함께 고려해야함을 시사한

다. 내부 정체성과 함께 외부 이미지와 함께 통합된 접근이 지역에 적확

한 연구적 접근과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원주민과 이

주민의 통합된 커뮤니티 형성 시 언론보도를 통해 형성된 이미지에 대한

이해가 선제적으로 필요하다.

두 번째로, 외국사례를 통한 시사점이다. 외국의 성공적 외국인 밀집

지 사례는 가리봉동이 향후 부정적 인식에서 벗어나 지역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시사한다. 그 중 미국 LA 한인타운 사례는 과거

부정적 인식으로부터 한국문화를 전파하는 공간으로 성장한 사례로서,

가리봉동의 현재 부정적 외부 이미지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다. 한편, 현재 한국은 외국인 이주로 인한 다양한 문제와 변화에 직면

해 있지만 아직 ‘차별과 배제’에 머물러 있다. 문화적 차이를 수용하는

수준을 넘어서 문화적 다양성을 자산으로47) 꾀하기 위하여, 일본의 ‘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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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공생’을 발전전략으로 삼고 있는 일본 도쿄도 오타구의 사례를 살펴

보고자 한다.

먼저 LA 한인 타운 사례는 과거 인신매매, 폭력, 강도 등 우범지대

로서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지역의 이미지로 도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정부 및 지자체의 협조가 함께하여 현재 한국문화를 전파하는 공간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48).

한편, 일본정부는 2010년대 이전까지 다문화 정책을 이주자를 향한

시혜로 펼쳤다. 그러나 2010년대 이후, 다양한 문화의 ‘공존’에 초점을 맞

춰 상호문화주의에 입각해 정책을 펼쳤고, 도쿄도 오타구는 그 사례이다.

특히 오타구는 외국인 중 중국인 비율이 가장 높은 ‘가마타지역’에 중국

어 생활상담을 상설화 하고, 행정의 역할과 부족한 점을 명확히 하여

NPO와 연계하는 방식을 취한다. 또한 지역 내 원주민과 이주민 간 교류

의 주체가 지역의 주민조직에 의해 이뤄지고 행정은 필요한 지원을 제공

하는 등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이뤄진다49).

조선족 밀집지 역시 한국인과 조선족이 공존하는 곳으로 그들의 문

화 역시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일방적인 포용적 다문화 정책을

통해서는 조선족 밀집지가 갖고 있는 문화적 다양성을 약화시킬 가능성

이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 간 교류가 선행되어 공존의 합의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과 이후 주민 주체적으로 지역의 발전 가능성을 견인할

수 있도록 모색하는 작업을 중요한 과제로 설정해야 한다.

47) 공윤경(2013)

48) 서울특별시(2015)

49) 이지영(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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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rative Study on Internal and External

Perception towards

Korean-Chinese Ethnic Clus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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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Chinese are the largest group of foreigners living in South

Korea accounting for 32%. Korean-Chinese have formed an ethnic

cluster in Guro-gu Garibong-dong where has the longest history as

Korean-Chinese ethnic cluster. Many studies show that

Korean-Chinese ethnic cluster is negatively recognized. However,

there has been no suggestion of improvement in perception due to

the lack of concrete discussions on the "negative perception". This

study analyzes the external perception towards Garibong-dong by an

analysis of newspaper articles which have negatively represented.

Local residents, on the other hand, form local internal identity

through direct experience. Through in-depth interviews, this study

reveals the internal perception of the residents of Garibong-dong.



This study examines the gap between the external image of the area

and the internal identity of local residents, and focuses on the

regional image tension of.

The external image of Garibongbong, which is revealed in the

media, changes with time. As a result of the media coverage

analysis, the image of Garibong-dong as a high-crime zone is

revealed until the early 2000s. Especially, as a Korean-Chinese ethnic

cluster, Garibongdong is introduced as an image of a more

outrageous region as the 'Korean-Chinese' is exposed to media

reports as an image of criminals. Also, Garibongdong as a cluster of

Korean-Chinese also appears as an image of 'Area where needs help'

and 'Worker Area'. Garibong-dong needs to help and it is

emphasized the image that Garibong-dong will be poor because

workers are concentrated. Finally, it is a place where Chinese

immigrants densely populated, and it is portrayed as an image of a

multicultural area.

However, in-depth interviews with residents of Garibong-dong

show differences from the external images. First, they think that it

was safe. Especially, in the case of Korean-Chinese, they feel that it

was safe compared to other regions. On the other hand, Koreans are

saying that they are safe, but some Koreans are afraid of

Korean-Chinese, expecting there will be criminals who they have not

interacted with. It shows that the image of the Korean ethnicity

introduced in the media reports is also affecting the local residents.

Second, in media reports, Garibong-dong has given the impression

that it is poor for the Korean-Chinese workers, who occupy the

majority of the region as a region that needs help. However, for



producers engaged in commercial activities in Garibong-dong,

Korean-Chinese consumers have high consumption power. Therefore,

there is a discrepancy between the internal perception and the

external image of Korean-Chinese, a major member of Garibongdong,

being 'poor'.

Third, external image of ‘worker's area' are formed, but in

Garibong-dong, the Korean-Chinese are not only producers but also

landowners. It shows various economic compositions of them. Urban

subservices as well as composition of occupation including restaurant

owner and landowners shows upward changes

Finally, in the media reports, Garibong-dong is described as a

'multicultural area'. However, Garibong-dong has already been

recognized as a place for foreigners to Koreans and as a place for

Korean-Chinese to be 'home'. Korean tradespeople struggle to learn

Chinese and havet to go to other areas to buy Korean food. There is

a gap between the image of the 'multicultural area' in which

Koreans should embrace migrants and the population composition and

relationship within Garibong-dong

In conclusion, negative perception towards the migrants group has

become the external image of Garibong-dong through the media

reports. The media report on the region introduces some

characteristics rather than approaches to various lives that consist of

the region. It deepens the gap between the external image and

internal identity. In addition, it suggests that policy approaches based

on external images can cause disagreement with reality.

Garibong-dong needs an effort to overcome the external image that

is stigmatized unlike reality in th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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