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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젠트리파이어의 사회적 위치와 실천

-2010년대 연남동 소상공인의 사례-

윤혜수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이 연구는 서울의 젠트리파이어는 누구이며 이들은 왜 특정 지역

으로 유입되는지, 이들은 어떠한 실천을 통해 공간을 물리적이고 상

징적으로 변화시키며, 이러한 실천을 만들어내는 열망은 무엇인지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질문은 기존 행위자 (계급) 중심 연구가

젠트리피케이션을 특정 사회집단의 정체성 형성과정으로 이해하려

했던 문제의식의 연장선에 있다. 이 연구는 2010년대 서울의 젠트리

피케이션이 강력한 발전국가가 주축이 되어 추진해온 기존의 도시

재개발과 다르게 새로운 사회적 행위자 집단에 의해 발생, 심화된다

고 주장한다. 따라서 서울의 젠트리피케이션 발생과정을 단순히 자

본 또는 기능적 논리에 따라 발생하는 도시변화라기 보다는, 새롭게

부상하는 사회적 행위자들의 집단적인 정체성 형성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은 도시공간의 변화라는 기능

적인 현상 자체에 대한 관심이나 구조적으로 포착되는 계급집단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특정 행위자 집단이 공간을 매개로 만들어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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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회적 위치와 정체성, 이들의 실천과 실천의 효과로서 나타

나는 공간변화라는 역동적인 과정에 대한 관심을 드러낸다. 이런 과

정을 가장 전형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사례로서, 2010년대 연남동의

동네변화를 살펴보고 그곳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새로운 소상공인

21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의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은 “핫플레이스”의 탄생과 밀접

한 연관을 가지며, 물리적이고 상징적인 차원에서 동네변화를 일으

킨다. 서울의 젠트리피케이션은 물리적으로 한옥이나 단독·다세대주

택이 밀집한 골목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주거지가 근린생활시

설, 특히 음식점으로 용도 전환되는 특징을 나타낸다. 이와 함께 골

목길, 단독·다세대주택이라는 물리적 환경은 상징적인 의미변화를

동시에 겪었는데, 기존의 “낙후”와 “빈곤(서민)”이라는 의미가 퇴색

되고 그 대신 젠트리피케이션 특유의 미학, 즉 “노스탤지어”나 “재

미”라는 의미가 덧칠해졌다. 연남동 역시 유사한 변화를 겪은 것으

로 확인됐다. 2010년 대 초반부터 단독·다세대주택이 밀집한 골목길

에 카페, 음식점, 부티크 소매점이 들어섰고 2014년을 기점으로 그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동네의 상징적 이미지 역시 “아무것도

없던” 또는 “화교마을”이나 “기사식당”으로 특징 지워지던 동네가

서울에서 가장 “느낌 있는” 곳 중 하나로 떠올랐다. 이런 동네의 물

리적이고 상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핵심에는 그곳에 입지한 새

로운 가게들이 있었으며, 그 가게를 운영하는 상인들의 존재와 역할

이 두드러졌다. 핫플레이스라는 공간에 대한 심미적 가치와 그곳에

서 삶을 꾸려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잡지기사나 텔레비전 프로그

램 등 매체를 통해 상징적인 문화생산물로 재현, 재생산되며 젠트리

피케이션의 발생을 촉진했다.

둘째, 부르디외의 경제자본, 문화자본, 사회자본 개념을 활용하여

새로운 독립소상공인들이 보유한 각 자본의 구체적인 속성이 무엇

인지, 그리고 다양한 자본의 구조와 양은 어떠한지 살펴봄으로써 그

들이 점하는 사회적 위치를 발견적으로 구성했다. 새로운 독립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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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들의 경제자본은 사업규모와 공간소유여부, 임대료, 창업자본금

을 통해 측정했으며 이들은 평균적인 서울의 자영업자들과 비교했

을 때 상대적으로 제한된 경제자본을 가졌음을 확인했다. 반면 문화

자본과 사회자본은 풍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로운 소상공인들은

문화·예술·서비스업계 관련 고등교육과 경력을 통해 제도화된 문화

자본을 축적했을 뿐 아니라, 해외경험을 통해 이국적이고 새로운 문

화와 라이프스타일을 함양함으로써 육화된 문화자본을 습득했다. 마

지막으로 지역 내 소상공인들끼리의 친밀한 유대, 가게를 찾는 단골

손님들과 SNS로 느슨하게 연결된 손님들이 새로운 독립소상공인의

주요한 사회자본임을 확인하였다. 더욱이 이들이 보유한 사회자본은

문화자본과 밀접하게 전환되면서 서로를 더욱 강화시켰고, 둘의 결

합은 경제자본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자본의 양과 구조는 행

위자들이 공간에서의 실천을 펼치는 데 전략적으로 동원되는 자원

이자 실천을 조건 짓는 제약으로 작동한다.

셋째, 새로운 독립소상공인들이 공간에서 펼치는 실천의 양상과

동기, 실천을 통해 공간에 가시화되는 취향, 그리고 이런 취향을 만

들어내는 구별짓기의 논리를 살펴보았다. 우선 이들은 독립창업을

함으로써 프랜차이즈 체인점과 달리 자신의 사업 실천을 자율적이

고 개성적인 것으로 구별 지었으며, 사업을 운영할 때에도 단순히

상업적인 목적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유, 자존심, 윤리와 같

은 가치를 추구하면서 공정무역이나 친환경제품사용, 제품생산에의

직접적 참여 등을 강조하는 실천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입지선정에

있어서도, 이들은 제한된 경제자본의 영향을 받아 복잡한 골목길의

오래된 단독·다세대주택을 개조한 작은 공간에 가게를 창업했지만,

상업적으로 제약이 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심미적으로 재해석하

고 그곳에 자연스러움이나 편안함과 같은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했

다. 나아가 가게의 외관이나 인테리어를 직접 꾸미면서 자신의 취향

을 공간에 가시화했다. 새로운 독립소상공인들이 행하는 이 같은 실

천은 객관적 조건으로서 이들이 보유한 다원적 자본의 양과 구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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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받는 동시에, 주관적인 취향과 실천논리에 의해 적극적으로

빚어진다.

요컨대 연남동의 새로운 독립소상공인들은 제한된 경제자본과 풍

부한 문화자본 및 사회자본으로 구성된 사회적 위치를 점하고 느슨

하지만 패턴화된 실천을 함으로써 자신의 취향을 가시화며 동네의

물리적이고 상징적인 변화를 주도한다. 이런 과정은 사회적 행위자

들의 공간적이고 사회적인 구별짓기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젠트리피케이션의 발생과 연동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연구는 2010

년대 서울의 젠트리피케이션 초기단계는 공간에 진입하여 변화시키

는 새로운 독립소상공인들의 사회적 위치의 창출, 즉 정체성 형성과

정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전통적으로 구중간계급으

로 분류되어온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특히 은퇴 후 퇴직금으로 프

랜차이즈 가맹점을 차리는 50대 이상 베이비부머들과 고용관계 상

같은 영세자영업자이면서도 다른 사회적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

며, 특히 문화적 차원에서 분화되고 있는 새로운 사회집단의 부상을

암시한다.

주요어 : 젠트리피케이션, 중간계급, 소상공인, 요식업, 취향, 문

화자본, 부르디외

학 번 : 2015-20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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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도시는 슈퍼마켓과 일반적인 영화관뿐만 아니라, 조리식품점과 비엔나 빵

집, 외국식품점, 예술영화 등등의 자연스러운 본거지이며, 일반적인 것과

생소한 것, 규모가 큰 것과 작은 것이 모두 공존할 수 있다. 활기차고 인기

있는 도시 구역이 발견되는 곳은 어디든 간에 작은 것들이 큰 것들보다 훨

씬 많다.”

- 제인 제이콥스,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 (1961) 중.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문제제기

2012년, 한 신문기사는 “세로수길”, “경리단길”, “연남동” 세 군데

를 소개하며 이 동네들의 부상을 두고 “옆동네 르네상스”라 칭했다

(한국일보, 2012). 기사에 따르면, 이 동네들은 “한적하고 특색 있는”

곳들로, 기존의 “대중화·상업화”된 상권들, 이를 테면 “가로수길”,

“이태원”, “홍대앞”의 인근에 위치했지만 그 성격은 다르다고 한다.

“대기업들 매장이나 거대 유통업체의 프랜차이즈 거리”로 변모한 가

로수길은 초기의 “개성과 특색”을 잃었고, 이러한 개성을 만들어냈

던 작은 “개인 점포”들이 장소를 옮겨간 곳이 바로 세로수길, 경리

단길, 연남동과 같은 “옆동네”이다. 불과 몇 년 전 언론에서 소위

“뜨는 동네” 내지는 “핫플레이스”로 주목받았던 이 동네들은, 2017

년 현재 서울의 대표적인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으로 손꼽힌다. 이

들 뿐만 아니다. 유사한 변화는 과거 삼청동에서도 발생했고, 이제

는 서촌, 해방촌, 성수동, 익선동, 망원동 등 서울의 도심부 곳곳에서

장소를 이동, 확장해가며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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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상이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용어로 본격적으로 이해되

고 설명되기 시작한 것은 2015년 무렵 부터다. 대중매체에서는 폭발

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에 관련된 보도를 쏟아냈으며 (이선영, 2015),

젠트리피케이션을 키워드로 하는 논문이 급증한 데 더해 (윤혜수,

2016a), 서울시에서도 같은 해 11월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이라

는 정부차원의 대응을 내놓았다. 2010년대 중반, 젠트리피케이션이

새로운 사회문제 (또는 도시문제)로 부각되면서 가장 중요하게 제기

됐던 쟁점은 장소의 특색 있는 정체성을 만들어내고 지역경제를 활

성화시켰던 당사자들, 즉 젠트리파이어가 그 활동의 결과 자본의 논

리에 의해 오히려 장소로부터 쫓겨나게 된다는 역설이었다 (한겨

레, 2014; 주간동아, 2015; 서울시, 2015). 젠트리피케이션의 발생단계

에서 이들은 문화를 통해 경제를 일구어내는 “새로운 자본주의의 첨

병”이자 “도시의 개척자”라 불리는 동시에, 젠트리피케이션의 결과

피해를 입고 쫓겨나는 것에 대항하는 “새로운 운동의 주체”이거나

“도시 난민”으로 조명되기도 했다. 서울에서 이러한 역설적 위치에

놓인 대표적인 사회집단은 “(지역) 예술가”와 “(영세) 상인”으로 손

꼽힌다. 특히 상업적 기능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서울의 젠트리

피케이션 특성 상 임차인 대 건물주, 개인 자영업주 대 대기업 프랜

차이즈라는 대결구도가 두드러져, 소상공인은 젠트리피케이션을 발

생시키는 동시에 그로부터 피해를 입는 대표적인 사회집단으로 조

명할 만하다.

* * *

젠트리피케이션은 부동산 시장의 수요공급 논리와 연관되지만, 지

가 상승, 그 이상의 문제다. 이 개념의 핵심에는 도시공간을 점유하

는 사회집단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중간계급을

의미하는 “젠트리 gentry” 라는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 젠트리피케

이션은 중간계급 행위자들이 구도심에서 벌이는 공간에서의 실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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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사회학적 관찰로부터 개념화되었고 (Glass, 1964), 학계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의 정의를 “도심의 노동계급 지역 또는 비어 있던 지

역을 중간계급이 거주용도 및 상업용도로 변환시킨 것” (Lees,

Slater & Wyly, 2008: xv)이라 정리한 바 있다. 즉 도시변화를 설명

하는 중심에 “중간계급”이라는 사회적 행위자를 둔다. 이렇듯 젠트

리피케이션 개념이 분석적으로 갖는 강력한 힘은 공간과 계급의 역

동적인 관계성을 명확하게 조준하여 비추어낸다는 데 있으며, 공간

과 계급이 연결되는 지점에 사회적 행위자들이 행하는 공간에서의

실천에 대한 경험적 관찰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젠트리피케이션은 유사한 현상을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는 “상업화”,

내지는 “도시재개발”, “도시재생” 개념과 구분된다.

1980년 대 이후 뉴욕, 런던, 벤쿠버와 같은 서구도시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출된 행위자 중심의 연구들은 젠트리피케이션을 발생시

키는 주요 원인으로 탈산업적인 직업과 라이프스타일을 가진 신중

간계급 집단의 부상을 강조했다. 젠트리피케이션을 새로운 중간계급

이 행하는 “사회적이고 공간적인 구별짓기의 과정” (Zukin, 1987)으

로 이해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반면 서울의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기존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국내 연구자들은 개별적인 행위자 집

단이나 부상하는 계급을 중심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경제적 구조로서 강력한 발전국가의 역할을 강조해왔

다. 1970년대부터 국가가 주도적으로 대단지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

면서, 해당 부지에 거주하고 있던 노동계급과 서민층을 밀어내고 부

동산 소유를 중심으로 한 중간계급을 양산해내고 그들의 거주지로

탈바꿈 시켰다는 설명이 그것이다.

하지만 2010년대 이후 서울의 젠트리피케이션은 국가 주도로 이

루어져온 도시 재개발과 같은 방법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젠트리피

케이션의 발생은 물론 정치경제적 구조라는 차원에서 설명될 수 있

지만, 발전국가의 주도적 역할은 이전만큼 부각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공간을 변화시키는 사회적 행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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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개별적이고도 집단적인 실천이며, 이는 도시를 살아가는 사람

들의 일상적이고 감각적인 차원에서 체험될 수 있다. 오래된 건물이

리모델링되고, 철물점이었던 곳에 카페가 생기고, 단골이었던 음식

점이 사라지는 일상적인 경험의 총체가 오늘날 서울의 젠트리피케

이션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낸다. 이 연구의 계기가 된 최초의 질문

역시, 일상적이고 감각적인 차원에서 연구자가 도시를 거닐며 관찰

한 사실들로부터 촉발되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젠트리피케이션 지

역의 뚜렷한 물리적 경관 변화에 대한 것이었다 ([표 1-1] 참조).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는 지역에 밀집한 소규모 점포들, 이를

테면 작업실, 공방과 쇼룸을 겸한 잡화점, 이국적 콘셉트를 한 레스

토랑이나 개성 있는 카페들은 이전의 “아무 것도 없었던” 동네풍경

과는 다른, 독특한 젠트리피케이션 경관을 만들어낸다. 물리적인 건

축물의 양식이나 거리에 위치한 상점들의 유형에 따른 간판, 외관,

그리고 인테리어에 의해 구성되는 젠트리피케이션 경관에 특정한

취향이 묻어나는 것을 두고 “젠트리피케이션 미학”이라 한다 (Lees

et al,. 2008: 113). 이런 점에 주목한 서구 연구자들은 사례연구를

통해 젠트리피케이션 경관에서 관찰되는 일련의 미학적 성향은 그

공간을 점유하는 사회적 행위자의 새로운 사회적 위치와 정체성을

반영하는 것이라 설명했고, 특히 취향은 그들이 행하는 공간에서의

실천을 통해 물리적으로 가시화된다는 점을 밝혔다. 유사하게 서울

의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을 직접 방문해보면, 그 동네에 어떤 느낌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느낌을 만들어내는 데 일조하는 특정한 경관

과 취향이 있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다. “대중화·상업화”된

홍대앞이나 이태원과 달리 연남동과 경리단길에 “개성과 특색”이 있

다고 여겨졌던 까닭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러한 경관을 만들어내는 가장 핵심적인 행위자는 소규모 점포

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집단이다. 이들은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에 선

구적으로 진입하여 가게를 차림으로써 새로운 장소 정체성과 분위

기를 형성한다. 더군다나 이들의 가게가 대중매체와 뉴미디어에 “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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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으로 소개되면서 더 많은 인구를 유인하는 메커니즘은 서울의 상

업 젠트리피케이션 심화에 특징적이다.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에 유입

되는 소상공인 집단에게서 관찰되는 실천의 양상은 경제적이고 기

능적인 논리로만 설명되기 어려운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동기를 겸

하고 있는 듯 보이며, 이 둘 사이의 타협과 긴장을 반영한다. 그렇

다면 서울의 젠트리피케이션 경관에서 드러나는 소상공인들의 취향

은 무엇이며, 그들은 왜 번화한 상권이 아닌 주택가의 골목길에 가

게를 차리고, 가게의 간판이나 외관, 인테리어를 특정한 방식으로

꾸미는가? 부르디외 Bourdieu 의 문제의식처럼, 특정한 취향이 반영

된 공간적 실천은 그들이 공유하는 사회적 위치를 반영하는 것일

까? 이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연남동이라는 공간을 사

례연구의 대상지로 삼아, 그곳에서 장사를 하는 소상공인들의 사회

적 위치와 취향, 그리고 실천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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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전 변화 후

① 연남동의 대표가로 (동교로46길) 의 경관변화

② 연남동 동진시장에 입지한 가게의 업태 및 외관 변화

③ 비어있던 가게공간에 입지한 서점 (2017년 현재 해당 서점은 다른 지역으로 이전)

④ 기존 상점의 외관 및 인테리어 변화

자료: 변화 전 사진은 Google Street View와 Naver Street View에서, 변화 후 사진은
연구자가 직접 촬영 (2016)

[표 1-1] 연남동의 다양한 물리적 경관 변화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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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이론적 논의

1) 젠트리피케이션의 원인과 중간계급의 분화

오늘날 젠트리피케이션은 “글로벌 global”한 현상, 나아가 “행성

적 planetary”인 현상이라는 주장까지도 제기되지만 (Smith, 2002;

Atkinson & Bridge, 2004; Lees, Shin & Lopez-Morales, 2016), 기

존 젠트리피케이션 연구의 성과를 살펴보면, 젠트리피케이션은 글로

벌하기보다는 서구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의 일부 주요 도시들에 한

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기에 한국의 도시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를 비롯한 비서구 도시들의 경험은 젠트리피케이션 연구의 이론적,

경험적 논의로부터 상대적으로 주변적인 위치를 점해왔다 (Lees et

al., 2016).

한국을 사례로 수행된 기존의 젠트리피케이션 연구는 주로 서구

도시들과의 대조 속에서 넓게는 동아시아, 좁게는 한국의 특수성을

주장하며 행위자 대신 정치경제적 구조로서 발전 국가를 젠트리피

케이션의 중점적인 발생요인으로 내세웠다 (Ha, 2004; Kyung &

Kim, 2011; Shin & Kim, 2016). 이들 연구는 주로 한국의 도시현상

을 서구 학계에 소개하기 위한 맥락에서 제출되었는데, 국내에서는

도시(재)개발이라고 개념화되는 반포동, 목동 등의 대규모 단지아파

트 조성 사례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한국적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주장이 대두했던 것이다.

하지만 신현준·이기웅(2016)이 적절하게 지적했듯이, 그런 논점은

2010년대 이후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용어가 비추는 서울의 현실과

괴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분석적으로도 한계가 있다. 정치경제적 구

조를 강조하는 연구에서는 “특정한 시공간에 놓인 행위자들이 [젠트

리피케이션]을 어떻게 감각하고, 경험하고, 수행하는지,” 더욱이 “행

위자들의 문화적, 미학적 성향이 특정 장소에 어떻게 배치되고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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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지에 대해서는 침묵 (신현준 외, 2016: 50)”하기 때문이다. 젠트

리피케이션의 발생 시기와 장소를 정확하게 규명하는 데는 조금씩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진행된 선행연구를 살

펴보면 시기는 대체로 2000년대 후반에서 2010년대로 넘어가는 때라

는 공동의 이해가 있고, 장소는 서울 마포구의 홍대앞 권역, 용산구

의 이태원 일대, 종로구의 삼청동과 서촌 등 소위 핫플레이스로 불

리면서 주거와 상업 기능이 혼재된 공간들로 확인된다1).

물론 이러한 공간들이 2000년대 후반 이후 서울의 도심 곳곳에

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치경제적 구조변화가 존재한다. 거시

경제지표로 봤을 때 한국사회는 1960년대부터 1997년 외환위기 이

전까지 연평균 8.2%에 이르는 가파른 성장을 지속했고, 1980년대에

는 이미 경제적 풍요를 기반으로 대중소비시대, “마이카-외식문화-

여가”의 시대로 진입했다 (남은영, 2007). 1인당 국민소득은 1997년

에 1만 달러를 초과, 2006년에는 2만 달러를 돌파했다. 2016년, 1인

당 국민소득은 2만 7561달러로 조사되어 3만 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뉴스1, 2017).

또한 젠트리피케이션과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것은 1990년대 이

후, 경제적, 문화적 글로벌리제이션의 결과 전 세계 주요도시들의 시

당국이 신 성장동력에 기반을 둔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도

시브랜드를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기 시작한 흐름이다. 그 과정에서

1) 서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삼청동, 서촌, 창신동, 황학동, 문래동, 홍대,

연남동, 이태원(경리단길), 신사동 등이 사례연구의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그중에서도 삼청동은 젠트리피케이션 연구 초기부터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

(김학희, 2007; 정지희, 2007; 송미경, 2008; 이찬, 2008; 김봉원·권니아·길지

혜, 2010; 한정훈, 2010; 김희진, 2015, 하종성, 2016). 그밖에도 홍대 (진창

종, 2013; 김수아, 2015a, 2015b; 박재은, 2015; 이한울, 2016)와 이태원 (양

희은·손용훈, 2013; 허자연, 2015; 허자연·정연주·정창무, 2015; 김민정,

2016)은 삼청동과 함께 가장 큰 주목을 꾸준히 받고 있는 대상지이다.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윤혜수 (2016a) “국내 젠트리피케이션 연구의 동

향” 부분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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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처드 플로리다 Richard Florida 는 도시의 경쟁력이 다양성과 포

용성을 중시하는 창조계급을 양산하고 유치하는 것으로써 확보된다

고 주장하여 수많은 행정당국으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Lees

et al., 2008). 2000년대 이후 서울 역시 이러한 흐름에서 예외는 아

니었다. 특히 이명박 전 서울시장에 이어 2006년에 당선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문화도시 서울’, ‘창의산업도시 서울’과 같은 정책구

호를 내세우며, 문화와 경제를 결합한다는 ‘컬쳐노믹스’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했다 (김수아, 2015b).

산업구조의 측면에서도 서울은 종사자수 기준 2000년에 77.1%를

차지했던 서비스업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 85.6%로 상승

한 반면 제조업은 2000년 이후 그 비중이 절반 이상 줄어들어 2011

년에는 6.1% 수준에 미쳤다 ([그림 1-1]).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화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새로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도시에 집중적

으로 거주하게 되었음을 말해준다.

[그림 1-1] 서울시 산업구조의 변화 (2000-2011년)

자료: 전국사업체조사 2000-2011 (통계청)

이러한 정치경제적 구조변화는 젠트리피케이션을 주도할 만한 새

로운 사회집단이 탄생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이 서울에도 마련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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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드러낸다. 2010년대 중반 서울의 젠트리피케이션 담론에서 압

도적으로 언급되는 장소에서 목격할 수 있는 역동적인 변화는 대규

모 재개발이 아닌 소규모 리모델링을 통한 개조이며, 이는 서울의

젠트리피케이션이 강력한 발전국가가 아니라, 유사한 계급적 배경과

사회문화적 정체성을 공유하는 일군의 행위자들에 의해 추동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테면 연남동이나 경리단길, 서촌의 공간변화

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내는 이들은 정부의 행정 관료나 도시계획가

라기보다는 비교적 젊고, 교육수준이 높으며, 일련의 취향과 사회적

성향을 공유하는 개인들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마포구, 용산

구, 종로구 일대의 한정된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해있으며, 자신들

이 삶의 현장에서 겪고 있는 변화를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언어로

이해하고, 감각하고, 경험하고 있는 집단이다. 이런 점은 행위자 중

심의 젠트리피케이션 연구를 요청한다.

1970년대 이후부터 미국의 뉴욕이나 영국의 런던, 캐나다의 벤쿠

버 등 서구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의 주요 도시에서 활성화됐던 젠트

리피케이션 담론에서는 이를 신중간계급이라는 새로운 사회집단의

정체성 형성 내지는 계급형성의 통합적인 부분으로서 이해하고 설

명하려는 시도들이 핵심적인 연구 성과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Lees et al., 2008)2). 연구자들은 새로운 중간계급의 한 분파로서 젠

트리파이어라는 행위자 집단은 누구인지, 이들은 왜 교외가 아닌 특

정 도심지역에 머무르며 동네변화를 주도하는지, 공간에서 그들은

어떠한 실천을 통해 정체성을 표현하는지, 그러한 행위의 동기와 열

2) 젠트리피케이션의 원인을 설명하는 두 가지 논리는 수요 대 공급, 행위

자 대 정치경제적 구조로 나뉘어 설명됐다. 그러나 논쟁 끝에 연구자들은

두 가지 논리는 상호배타적이거나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이고

통합적이라는 사실에 합의했다(Lees et al., 2008). 한편 슬레이터 Slater 는

젠트리피케이션 연구자들이 공간에 새롭게 유입되는 신중간계급을 중심으

로 한 계급형성에만 관심을 갖고, 그들로 인해 공간에서 쫓겨나는 기존 노

동계급의 계급대체에는 상대적으로 제한된 관심만을 보였다며 비판한 바

있다 (Slater,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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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은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탐구했다.

신중간계급 행위자 집단의 부상은 무엇보다도 도시의 산업 및 직

업구조의 변화, 구체적으로 탈산업화, 기술발전, 서비스 경제의 성장

의 결과로 설명되었다. 그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직업군들, 이를

테면 사무직, 전문직, 경영직, 서비스업 종사자 등이 새로운 중간계

급의 일원에 포함되었다. 신중간계급은 그런 의미에서, 단일한 집단

이라기보다는 복수의 직업군들의 종합처럼 이해되었다 (Crompton,

2008). 그중에서도 젠트리피케이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신

중간계급 집단은 주로 다니엘 벨 Daniel Bell의 탈산업화 테제(1976)

를 수용함으로써 설명되었다. 즉 제조업의 축소와 금융, 미디어, 교

육, 문화산업과 같은 서비스산업의 팽창에 따라 그에 종사하는 새로

운 사회집단이 젠트리파이어로 지목되어온 것이다.

대표적으로 데이비드 레이 David Ley (1996, 2003) 는 탈산업화

라는 맥락 속에서 캐나다 주요도시에서 전개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부상하는 신중간계급에 주목했다. 특히 그는

핵심적인 젠트리파이어로 예술/응용예술, 미디어, 교육, 사회서비스,

그리고 공공, 비영리섹터에 종사하는 전문가 집단을 지칭하는 “문화

적 신(중간)계급 the cultural new class”을 꼽았다. 반-문화와 진보

정치에 영향을 받았으며, 단순히 경제적이지만은 않은 삶의 질을 추

구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소비자이자 생산자로서 젠트리피케이

션을 일으키는 데 기여한다 (Ley, 1996: 11-15). 샤론 주킨 Sharon

Zukin (1989, 2009, 2015) 역시 서비스산업화의 가속에 따른 문화와

경제가 결합되는 양상에 주목하면서, 젠트리피케이션의 초기 과정을

주도하는 사회집단으로 버려진 공간을 임대하여 스스로 개조하는

영세한 예술가, 거주민 그리고 자영업자들에 주목했다. 이들의 공통

적인 특성은 제한된 경제자본과 높은 문화자본을 보유한 중간계급

의 새로운 분파라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의 문화자본을 활용해서 다

른 사회집단, 특히 교외에 거주하는 중간계급 집단 및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로 특징 지워지는 대중과 자신을 구별 지으며 새로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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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위치를 창출해내고자 한다. 이들의 존재는 연구자들의 눈에 띄어

“보보스” (Brook, 200), “창조계급” (Florida, 2014), “뉴보헤미아”

(Lloyd, 2010)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포착되기도 했다.

한국사회는 경제발전에 따른 급격한 산업 및 직업구조의 변화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라 대거 등장한 새로운 중간계급의 분

파에 대한 관심은 사무직(화이트칼라)으로 분류되는 신중간계급에

대한 관심에 머물러있었다. 중간계급과 공간의 연계성에 주목한 연

구들은 존재했으나, 그 연결고리에는 젠트리피케이션 대신 “신도시”

나 “아파트”가 있었다 (박지환, 2005). 흥미로운 것은 2010년대 이후

서울의 젠트리피케이션에서 행위자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별개로, “젠트리” 즉 중간계급에 대한 논의를 중점적으로

풀어가려는 시도는 제한되어왔다는 점이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무엇

보다도 중간계급의 분화에 따른 새로운 사회분파의 부상과 그들이

거주하고 생활하는 공간이 엮이면서 발생하는 것인데, 서울에서는

그 상업적 특성이 강조되다보니 계급과의 연계성을 상실한 채로 젠

트리피케이션 논의가 진행되어왔다.

신현준 외의 연구(2016)는 젠트리피케이션 과정을 사회적 행위자

의 정체성과 실천을 중심으로 이해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이 연구와

공통된 목적을 갖지만, 행위자의 주관적 경험과 서사, 그리고 취향

에만 집중함으로써 계급형성의 문제를 간과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그들은 창조적인 행위자의 미적 성향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

면서도, 행위자의 학력이나 사회경제적 지위 등에 대한 계급적 조건

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이와 달리 이 논문은 특정 행위자들이 공간

에서 보이는 실천, 그리고 그 실천에서 드러나는 취향의 문제를 살

펴보는 것이 중요한 까닭은, 이들이 유사한 열망을 공유하는 취향공

동체라는 점을 밝히는 것에서 나아가, 이를 통해 사회관계의 구조

속에서 그들이 점하고 있는 사회적 위치와 실천전략들의 연관관계

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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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젠트리파이어로서 새로운 소상공인의 부상

서울의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에서 가장 눈에 띄는 행위자는 소상

공인들이다. 거주공간보다는 상업공간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서울의

젠트리피케이션 특성 상 카페, 레스토랑, 바, 부티크식 소매점 등을

운영하는 새로운 소상공인들은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의 물리적 경관

을 직접적으로 만들어낸다. 나아가 몇 몇 독창적인 가게는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며 동네 전체를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게 만드는

데 결정적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은 젠트리피케이션 초기

과정에서 오래된 집을 직접 개보수하는 등, 자본보다는 땀과 열정이

동원되는 실천을 통해 공간의 물리적이고 상징적인 변화를 꾀하는

“주변적 젠트리파이어 marginal gentrifier”, “초기 젠트리파이어

early gentrifier”, 또는 “선구적 젠트리파이어 pioneer genterifier”라

고 명명되는 집단의 역할과 중첩된다. 이들의 사회적 위치는 중간적

인 것으로, 동네에 오랜 기간 거주해온 원주민 집단 old-timer 과도

구분되는 동시에 젠트리피케이션이 심화된 이후에 유입되는 새로운

집단 new comer 과도 구분되는 이중적 성격을 갖는다 (Ocejo,

2014). 젠트리피케이션의 초기 단계에는 원주민 집단을 대체하는 특

권적인 위치를 점하지만, 젠트리피케이션이 심화됨에 따라 더 많은

경제자본을 가지고 유입되는 중상류층 집단 및 거대자본에 의해 대

체되는 취약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 새로운 소상공인은 기존의 한국 계급연구의 흐름에서는 포착

하기 어려운 집단이다. 전통적으로 소상공인은 상대적으로 낮은 교

육수준과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으로 특징 지워지는 사회집단으로서,

한국사회의 계급구조를 양적으로 파악할 때 신중간계급과 대비되는

의미에서 구중간계급으로 분류되었다 (홍두승, 2005; 구해근, 2007;

신광영, 2013). 새로운 소상공인 집단을 기존 방식의 자영업자 분류

만으로 포착해낼 수 없는 까닭은 기존의 국내 계급연구 전반이 정

태적이고 구조적인 측면에서 양적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사회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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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계급모델을 개발하고 계급구성을 파악하는 데 치중했기 때문에,

계급 내부의 세부적인 분절화와 복합적이고 유동적인 계급현실을

충분히 깊고 세밀하게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를 가졌기 때문이다 (구

해근, 2007: 256). 예컨대 맑시스트적 계급이론에서 사용하는 생산수

단이나 베버리안적 계급이론에서 사용하는 고용관계, 직업과 같은

경제 중심적 계급 분류 기준에 의해 소상공인 집단을 규명하면 하

나의 사회적 범주가 도출되지만, 이 집단 안에는 경제적인 지표만으

로는 확인할 수 없는 분절이 존재한다. 이러한 분절은 계급을 측정

할 때 다면적인 구성을 강조하는 부르디외의 이론을 도입했을 때

비로소 설명될 수 있다. 더욱이 문화자본에서 두드러지는 이 분절은

타인과 자신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즉 구별짓기 실천의 동력이자 자

원으로 작동한다.

부르디외의 계급이론은 행위와 구조를 결합시키고 문화적인 차원

과 경제적인 차원을 종합한다는 데서 다른 계급이론과 차별화되는

설명력을 갖고, 에스노그래피 방법론에 적합한 이론적 도구를 제공

한다 (Crompton, 2008: 99). 부르디외는 (2005) 계급을 구성할 때 직

업이나 소득과 같은 경제적인 지표만을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며, 경

제자본, 문화자본, 사회자본이라는 다양한 자본의 구조와 양으로 구

성된 사회적 위치,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위치를 공유하는 행위자들

의 집합적인 실천을 함께 살펴봐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1970년대 프랑스 사회에 대한 관찰을 통해 오늘날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에서 발견되는 새로운 종류의 소상공인들이 부

상하고 있음을 서술했다. 그에 따르면, 소상공인 중에서도 “사치품이

나 문화예술관계 상품을 취급하는 장인이나 상인, 기성복 ‘부띠끄’의

경영자, ‘유명 메이커’ 옷을 싸게 파는 의류점, 이국적인 옷, 액세서

리나 민예품을 파는 상인, 레코드점, 골동품점, 실내장식가, 디자이

너, 사진가, 혹은 레스토랑 경영자나 ‘카페’ 경영자, 지방의 도기상,

아방가르드적 서적상 등 문화적 재화와 서비스 판매자들 (Bourdieu,

2005: 262)”은 높은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을 보유했다는 점에서 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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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구중간계급이 아니라 “신흥 쁘띠 부르주아지”로 분류된다. 특

히 이러한 새로운 소상공인들은 학력자격 소유자의 증가에 따라 학

력자본이 이전세대와 같은 가치를 담보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계급

탈락을 피하기 위한 행위자들의 재계급화를 위한 실천으로 등장한

다.

이들에게 긴 기간의 학교교육은 문화에의 친밀성이라는 형태의

거대한 문화자본과 인맥이라는 형태의 사회관계자본을 제공하는데,

이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은 재계급화를 위한 중요한 실천의 자원이

된다. 이들은 기존의 사회집단과 자신들의 위치를 구별 지으며, 새

로운 사회적 위치를 만들어내기 위해 위계구조 속에 위치한 기성의

직업에 자신을 적합하게 조정하기보다는,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다소간 공공연하게 완곡화된 상급의 호칭을 사용하는 데

서 드러나는 상징적 회복의 전략을 허용하거나 고무한다 (Bourdieu,

2005: 652).” 가령 서울에서 새로운 소상공인이 완곡화된 상급의 호

칭을 사용하는 전략 중 하나는 외국어 표기에서 두드러진다. 이제

술집은 기성의 소주나 맥주 같은 재화만 판매하는 ‘주점’, ‘호프집’이

아니라, 수제맥주와 스파클링 와인, 샴페인과 칵테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크래프트 비어펍’, ‘바’, 또는 일본식으로 사케나 하이볼을

간단한 음식에 곁들여 마실 수 있는 ‘이자카야’다. 이러한 공간을 만

들어내는 것은 다름 아닌 소상공인들로, 가게에는 그가 보유한 경제

자본 뿐만 아니라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을 활용한 실천이 곳곳에 묻

어난다.

이 새로운 소상공인들은 도심의 제한된 몇몇 지역에서 집중적으

로 관찰된다. 그 이유는 부르디외가 설명한 다음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볼 수 있다.

신흥 쁘띠 부르주아지가 보유하는 성향은 파리에서만 완전히

실현된다. 문화적 상승 지향은 그것에 의해 유용성이 증대되

는 교육과 함께, 보다 집중적인 문화상품의 공급이나 문화적

으로 혜택 받은 집단과의 접촉에서 얻는 소속감 및 유인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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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문화적 가치의 중심지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얻게 되는 이

익들을 전유하게 해주는 요인들 중 하나이다. (Bourdieu, 2005:

659)

즉 새로운 소상공인들이 가진 성향은, 프랑스에서는 파리에서만

가능했듯이 한국의 경우 서울에서만, 그것도 서울의 몇몇 한정된 동

네에서만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까닭은 프랑스

나 서울이라는 지리적 위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화적 가

치의 중심지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얻게 되는 이익들을 전유”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새로운 소상공인들은 어디에서나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가치의 중심지 인근에 밀집해있다.

예컨대 홍대 옆의 연남동에 새로운 소상공인이 밀집해있는 까닭은,

단순히 홍대상권의 지가가 상승해서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한

옆 지역인 연남동으로 이주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곳에 위치함으

로써 “문화적으로 혜택 받은 집단과의 접촉에서 얻는 소속감” 등이

중요하게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때 문화적으로 혜택 받는 집단은 마

포구 홍대권역의 경우처럼 “예술가”일 수도 있고, 용산구 이태원 일

대의 경우처럼 “외국인”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젠트리파이어가

보유하는 성향은 유사한 마음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집중된 공간으

로 그들을 이끈다는 사실이다.

새로운 소상공인들의 집중된 공간적 분포는 젠트리피케이션 지

역의 상업경관을 만들어낸다. 젠트리피케이션과 상업의 관계를 연구

한 주킨과 그의 동료들은 1970년대 이후부터 특정한 유형의 레스토

랑, 카페, 그리고 가게들이 젠트리피케이션 공간에서 두드러지게 목

격되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Zukin, Trujillo, Frase, Jackson &

Recuber, 2009: 47). 또 젠트리피케이션의 “전형적인 이미지가 힙하

고 보헤미안적이며 쿨하고 예술적인 젊은이들이 카페와 갤러리를

점유하고 낙후되었던 기존 도시공간에 ‘창조성’을 불어넣는다는 서

사로 자리매김한 것 (Slater, 2006: 738)”은 주거뿐만 아니라 상업이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에 특징적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더군다나 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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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피케이션 지역의 상업은 기능성에 더해 상징성이 가미된 재화와

서비스를 판매한다. “창조성”의 상당부분은 상징을 다루는 작업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에서 관찰

되는 새로운 소상공인들은 전통적인 상인이라기보다는 상징적 재화

와 서비스의 생산자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의 상업 특성에 관해 탐구한 선행연

구들은 주로 소비자로서 해당공간에 거주하는 젠트리파이어의 존재

와 역할에 관심 가졌을 뿐, 그들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

산자, 즉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제한된 관심만을 보였다 (Jager,

1986; Caulfield, 1994; Bridge & Dawling, 2001; Rofe, 2003).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신중간계급 젠트리파이어의 정체성과 취향은 그들

이 선택하는 동네와 건축물의 양식에서 표현되기도 했지만, 소매업

의 특성으로도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레이(1996)는 젠트리피케이션

공간에 밀집한 “히피 리테일링 hippie retailing” 에 주목하면서, 이

러한 상품의 생산과 소비는 포디즘적 대량생산에 반하는 신중간계

급의 취향과 정체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새로

운 중간계급 소비자들은 대량생산된 획일적인 상품들은 지나치게

표준적이고 단면적이라는 이유로 외면한다. 대신 이들은 일상적인

전통과 독특한 로컬의 문화를 담아내는 새로운 생산과 소비의 패턴

을 만들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컨대 “대량생산된 아무런

맥주를 마시는 게 아니라, 진짜 에일을 마시는 것(18)”을 선호하는

경향성을 보이는데, 이러한 성향은 소매업에서 표준화된 상품의 생

산과 소비가 아니라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형태의 생산과 소비행위

를 통해 표출된다.

이 연구들은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에서 관찰되는 젠트리파이어들

의 취향을 이해하는 데엔 유용한 길잡이가 되어주지만, 상징적으로

소비되는 재화와 서비스가 누구에 의해 어떻게 생산되는지에 대해

서는 말해주지 않는다. 새로운 유형의 레스토랑, 카페, 바와 상점들

은 비단 소비자들의 수요에 의해서 생겨날 뿐만 아니라, 생산자들의



- 18 -

공급에 의해서 생겨나는 데도 말이다. 상징적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자들은 2000년대 후반에 접어들며 비로소 주목받기 시작했다. 기존

에는 소비자로서 젠트리파이어의 취향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다수를

이루었다면, “사회문화적 창업자 social and cultural entrepreneurs”

집단, 즉 생산자의 역할을 조명하는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다 (Zukin

et al, 2009; Deener, 2012; Ocejo, 2014; Zukin, Kasinitz & Chen,

2015). 새로운 사회문화적 창업자들은 갤러리, 바, 레스토랑, 서점,

의류점, 잡화점 등 특유의 소매업을 운영하며 취향을 공유하는 소비

자를 유인하고,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의 분위기와 경관을 만들어내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한다.

새로운 창업자들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현대적인 도시 소매

업으로 대표되는 스타벅스, 맥도날드와 같은 대규모 프랜차이즈 기

업들과 대조적으로 소규모의 독립적인 사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주로 대학에서 인문·사회, 예술·문화·예체능 관련 전공을 공

부한 고학력 경향을 보이며, 비즈니스를 통해 라이프스타일, 관심,

취향을 공유하는 동네사람들을 결집시켜 공동체를 구성하려는 욕구

를 가진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Zukin, 2009; Zukin et al, 2009;

Deener, 2012; Ocejo, 2014). 이들의 취향은 소비를 중심으로 연구된

젠트리파이어들의 그것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생산자

는 소비자와 달리 상징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과

정에 관여한다는 점에서 다른 종류의 실천을 보인다.

이들을 “새로운” 사회집단으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부르디외가 지

적한 것처럼, 기존의 사회집단과 구별되는 일상적인 실천을 살펴봐

야한다. 이들의 사회적 위치는 객관적으로 그들이 보유한 자본의 양

과 구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회적 위치집단과 자

신을 구별 짓고자 하는 실천에 의해 창출되기 때문이다. 부르디외가

관찰했던 쇠퇴하는 장인과 소상공인들은 재화 자체에 초점을 맞췄

다면,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에 두드러지는 창업자들은 재화의 상징적

의미작용에 더 큰 주의를 기울이는, 부상하는 집단이다. 이때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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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소상공인들이 보유한 자본은 실천의 제약이자 자원으로서 기능

하고, 행위자들은 전략적으로 자신이 보유한 자원을 배치한다. 젠트

리파이어들의 실천을 특징짓는 구별짓기의 논리에는 “진정성” 개념

이 핵심적으로 지목되어왔다 (Zukin, 2009; Ocejo, 2014). 이때 진정

성은 본질적이라기보다 구성적인 것으로, 장소와 개인이 맺는 특수

한 사회적 맥락에 따라 그 내용은 달라진다.

제 3 절 연구 디자인: 질문, 분석틀, 구성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초기의 문제제기를 연구질문의 형태로

재구성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젠트리피케이션의 발생 과정, 즉

서울의 특정 동네가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공

간의 물리적, 상징적 변화는 무엇인가? 둘째, 젠트리피케이션의 핵

심적 행위자인 새로운 독립소상공인이 점하는 사회적 위치는 어떠

한 자본의 양과 구조로 구성되는가? 셋째, 새로운 독립소상공인은

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공간에서 실천하는가? 이 논문은 이 세

가지 질문에 하나씩 답해가는 구조로 구성되었다.

이 연구는 서울의 젠트리파이어를 포착하기 위해 거시적인 계급

구조 속에서 이들의 위치를 파악하기보다는, 미시적인 일상생활 속

에서 역동적으로 구성되고 있는 계급 또는 사회집단의 정체성 형성

과정을 추적하는 접근을 취한다. 이러한 접근은 구조라기보다는 과

정으로서 계급에 접근하는 부르디외적 전통을 따르는 것으로, 이때

계급이란 행위자들이 보유한 자본을 동원하여 만들어내는 사회적

위치공간이라고 이해한다. 젠트리피케이션에서 특징적인 것은 부르

디외가 그리는 추상적인 사회적 위치공간이 행위자들의 집합적인

실천을 통해 물리적인 공간에 구현된다는 점이다. 그렇게 구현된 젠

트리피케이션의 물리적 공간에는 일련의 미학적 성향이 발견된다.

이 연구는 부르디외의 취향과 계급에 관한 이론에 기대어,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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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의 가게와 그들이 밀집한 지역의 경관에서 관찰되는 취

향을 점주들의 개인적인 선호가 아닌, 그들이 점유하는 객관적인 사

회적 위치와 주관적인 의미구성의 논리가 결합되어 나타나는 느슨

하지만 집합적인 실천의 결과로 이해한다.

[그림 1-2] 연구의 분석틀

서울의 젠트리피케이션에서 두드러지는 새로운 소상공인은 기존

의 생산관계 지위를 활용한 양적인 계급구조 분석으로는 포착되지

않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분명히 관찰할 수 있고 최근 주목받는 도

시현상을 주도하는 유의미한 사회집단이다. 새로운 소상공인은 오래

된 재래시장에서 조그만 과일가게나 떡집, 철물점을 운영하는 소상

공인들, 또는 은퇴 후 퇴직금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차리는 50대

이상 베이비부머들과 고용관계 상 같은 영세자영업자이면서도 다른

사회적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며, 특히 문화적 차원에서 분화되고

있는 새로운 중간계급의 부상을 암시한다. 이러한 사회집단의 존재

와 행위를 탐색하는 데 다원적인 자본의 구조와 양, 취향, 그리고

실천을 살펴보는 부르디외적 접근을 취하는 것은 매우 유용하며,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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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서는 부르디외가 갖는 구조결정론적 함의를 보완하기 위해 실

천의 동력으로서 하비투스보다는 행위자의 취향과 욕망, 그리고 전

략에 주목할 것이다. 즉, 행위자의 실천을 객관적 구조에 의해 습관

적으로 방향 지워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주관적 동기에 따라 의식적

이고 적극적으로 빚어지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를 도표로 그려보면

[그림1-2]와 같다.

결국 이 연구는 서울의 젠트리파이어는 누구이며 이들은 왜 특정

지역으로 유입되는지, 이들의 정체성이 반영된 공간적 실천은 어떻

게 물리적 경관변화로 나타나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질문은

젠트리피케이션을 특정 사회집단의 정체성 형성과정으로 이해하는

기존 행위자 (계급) 중심 연구가 제기하는 문제의식의 연장선에 있

다. 이 연구는 연남동의 사례연구를 통해 서울의 젠트리피케이션 발

생과정을 단순히 자본 또는 기능적 논리에 따라 발생하는 도시변화

라기 보다는, 새롭게 부상하는 사회적 행위자들의 집단적인 정체성

형성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은 도시공

간의 변화라는 기능적인 현상 자체에 대한 관심이나 구조적으로 포

착되는 계급집단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특정 행위자 집단이 공간을

매개로 만들어내는 새로운 사회적 위치와 정체성, 이들의 실천과 실

천의 효과로서 나타나는 공간변화라는 역동적인 과정에 대한 관심

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제 4 절 연구방법과 자료

1) 에스노그래피적 사례연구3)

3)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승인받았고 (승인

번호: IRB No. 1606/001-009) 연구참여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구해 진행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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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남동의 젠트리피케이션과 그 과정에 참여하는 소상공인 집단은

이상에서 논한 행위자 중심의 젠트리피케이션 발생과정을 살펴보기

위한 적절한 사례다. 2010년대 서울의 핫플레이스이자 젠트리피케이

션의 전형적인 사례로서 연남동은 경리단길, 서촌 등과 함께 꾸준히

대중적, 학술적, 정책적 주목의 대상이 되어왔다4). 해당 동네들의 변

화는 국가가 주도하는 대규모 재개발의 형태가 아니라 개별적인 소

상공인들이 주도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의 형태로 전개되었는데, 이 새

로운 창업자들은 통계적으로 포착되긴 어렵지만 그 전형적인 공간

들에 집중 분포해있어 직접적으로 목격할 수 있는 유의미한 사회집

단이다.

질적연구설계의 한 유형인 사례연구는 연구대상의 경계설정과 밀

접한 연관을 갖는다 (Denzin&Lincoln, 2014; Creswell, 2015:125). 그

런 의미에서 이 연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통합적으로 기술하

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오히려 특정한 사회적 위치를 점하는 행위

자 집단의 정체성과 취향이 사회적이고 공간적인 실천으로 연결되

는 과정을 사례연구를 통해 드러내고자 한다. 이 사례연구의 대상은

2010년대 연남동의 새로운 소상공인 집단으로, 연구의 목적이 특별

한 이슈, 문제, 관심을 잘 이해하기 위해 선택된 단일 도구적 사례

이다5).

4) 특정 동네의 사례연구가 아닌, 서울의 젠트리피케이션 일반을 다룬 연

구에서 연남동은 지속적으로 대상지로 꼽혀왔다. 양재영·신현준(2016)은 연

남동을 경리단길, 서촌과 더불어 “2010년대 중반 서울에서 일어난 젠트리

피케이션을 대표하는 이른바 ‘핫 쓰리’”라고 칭한다. 『서울, 젠트리피케이

션을 말하다』(신현준 외, 2016) 이외에도 연남동이 포함된 연구들은, 『서

울시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서울시, 2015),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데이터 분석 보고』(서울시, 2016), 『상업용도 변화 측면에서 본 서울시의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속도 연구』(윤은채·박진아, 2016)가 있다.

5) 단일 도구적 사례연구에서 연구자는 하나의 이슈나 관심에 초점을 맞추

고 나서 이 이슈를 예증하기 위한 하나의 경계를 가진 체계를 선택한다

(Denzin & Lincoln, 2014: 127). 따라서 사례연구에 어떤 경계를 가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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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경리단길

서촌

연남동

성수동

해방촌

자료: 『상업용도 변화 측면에서 본 서울시의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속도 연구』 (윤은채·
박진아, 2016: 28) 에 수록된 그래프를 표로 재구성

[표 1-2]  2010년대 서울의 지역별 젠트리피케이션 발생구간

우선 사례의 지리적 경계는 젠트리피케이션의 전형적인 지역 중

에서도 젠트리피케이션 발생과정이 가장 두드러지고 극적으로 관찰

될 수 있는 지역으로 선정했다. 그러면서도 이 연구의 탐색적 조사

가 시작됐던 2015년을 기준, 프랜차이즈 입점 등으로 상징되는 젠트

리피케이션이 지나치게 심화된 지역은 제외했다. 윤은채·박진아

(2016)는 요식업이 생활형 근린상점의 숫자를 역전하는 시기를 기준

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의 발생구간을 규명했는데 ([표 1-2]), 이런 대

체현상은 2010년대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으로 일컬어지는 모든 동네

에서 관찰되는 현상이지만 그 양상을 가장 잘 관찰할 수 있는 지역

은 연남동이다. 연남동은 경리단길, 서촌과 비교하면 젠트리피케이

션이 상대적으로 덜 심화되어 발생단계의 양상을 포착하기에 적합

하지만, 그렇다고 지나치게 초창기라서 그 양상이 제한적으로 밖에

관찰되지 않는 성수동과 해방촌과 비교했을 때는 충분히 풍부하고

역동적인 변화가 목격되기 때문이다.

둘째, 그렇기에 연남동 대상의 사례연구에서 시간적 경계는 2010

년부터 2016년으로 설정하였다. 발생양상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나는

를 연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 다시 말해 사례의 경계 설정인 “사례만

들기 casing”는 매우 중요하다. 사례만들기를 통해 연구자는 사례가 연구

될 만한 가치가 있음을 보여주고, 시간, 공간, 과정 등 연구대상의 범위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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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2014년을 기준으로, 그 전후과정을 폭넓게 살펴보기 위

해서다. 이러한 시간적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 까닭은 연남동

의 장소성이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연남동보다 젠트

리피케이션 과정을 더 일찍이 겪은 경리단길은 “힙스터의 성지에서

무덤으로, 수제맥주의 거리에서 노홍철의 거리로 (《Ize》에 수록된

인터뷰를 신현준 외, 2016: 431에서 재인용)” 바뀌었다. 2017년의 홍

대가 2007년의 “홍대”와 같지 않고, 2017년의 경리단길이 2010년의

“경리단길”과 같지 않듯이, 연남동도 영원히 “연남동”이지는 않을

것이다.

아직도 억척스럽게 바삐 사는가요?

사람들 틈에 치여 짜증난다면

언제라도 놀러 오세요, 연남동에요

(…) 홍대는 시끄럽고 북적대서 힘들어.

10분만 걸어와요, 한적한 우리 동네로.

어서 오세요, 연남동에요.

연남동으로 놀러 오세요.

- 연남동 덤앤더머, “연남동으로 놀러오세요” (2011) 가사 중

예컨대 2011년에 발표된 위의 노래가사에서 연남동은 “시끄럽고

북적”대는 “홍대”와 공간적으로 대조되고, “억척스럽게,” “바삐,” “틈

에 치여” 사는 삶과 대조되는 공간으로 표상된다. 연남동은 “한적”

하며 “놀러” 갈 만한 “우리 동네”이다. 2017년의 연남동이 표상하는

장소성은 상당히 변화했다. 연남동도 “홍대처럼 되어가고 있다”는

말이 들려오기 때문이다. 연남동을 “연남동”으로 만드는 것, 다시 말

해 “연남동스러움”은 공간에 귀속되는 명사적 실체가 아니라 다른

공간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컨대 “상업화된 홍대와 다른 연남동”이

라는 인식처럼, 차이화의 운동 속에서 구성되는 동사적인 것이다.

이런 차이화의 운동을 만들어내는 주체로서 이 연구는 서울의 젠

트리파이어라 할 수 있는 새로운 소상공인들에 주목한다6). 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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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은 연구목적에 따라 (1) 2010년 이후에 연남동에 가게를 연 사

람, (2)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에서 발견되는 전형적인 업종으로 사업

을 하는 사람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선별했다7).

어떤 사회집단의 행동, 열망, 상호작용을 이해하고자 하는 사례연

구는 결국 에스노그래피적 성격을 띤다. 에스노그래피란 사회과학연

구의 한 방법으로, 사람들의 삶, 행위, 그리고 신념을 일상생활의 맥

락에서 탐구한다 (Duneier, Kasinitz, Murphy, 2014: 2). 에스노그래

피의 목적은 동일한 과정, 행동, 상호작용을 공유하는 여러 사람들

을 검토하여 공유된 패턴을 파악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데 있다.

따라서 에스노그래피는 일상생활의 관찰과 인터뷰에 크게 의존한다

(Creswell, 2013; Duneier et al, 2014). 에스노그래피의 가장 큰 특징

은 사회과학 연구자들의 통제 하에 수행되는 서베이, 실험, 인터뷰

와 달리 있는 그대로의 삶, 즉 일상생활을 탐구하고자 한다는 데 있

다. 그렇기에 에스노그래피는 연구자가 연구대상의 일상생활에 관찰

자 또는 참여자로 연루되면서 얻게 되는 “현장연구 field-work”를

기반으로 그려진다. 연구대상의 일상적인 삶의 경험을 공유함으로

써, 에스노그래퍼는 연구대상자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비가시적인

조건이나 상황들을 인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Duneier et al,

6)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지역은 일반적으로 문화예술/서비스업이 선행하여

지역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서울의 젠트리피케이션 특

징은 요식업만 크게 증가했다는 선행연구의 분석결과가 시사하듯 (서울시,

2016), 이 연구는 예술가보다는 가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핵심적 젠트

리파이어로 간주한다.

7) 젠트리피케이션의 전형적인 업종은 선행연구에서도 밝혀진 바 있듯이

요식업인데, 그에 따라 음식점, 카페, 주점을 포함했고 이에 더해 젠트리피

케이션 초기단계에서 더욱 특징적으로 발견되는 부티크식 소매점(의류, 잡

화, 악세사리, 꽃)과 갤러리, 서점 등을 더하여 할당했다. 요식업 고용형태

별 비율 중 자영업, 가족고용, 임시․일용직 차지비율을 살펴보면, 경리단

길 51%, 상수 50%, 연남 88%, 이태원 20%로 연남동에서 가장 높은 비율

을 보인다 (서울시,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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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3). 따라서 젠트리피케이션 과정에서 드러나는 행위자의 다

양한 실천과 동기를 탐구하고자 하는 이 연구의 목적 상 에스노그

래피적 접근을 채택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8).

특정 사회집단의 행동, 열망, 상호작용에 의해 만들어지는 공간의

역동성은 연남동의 젠트리피케이션이 종료되고 또 다른 홍대, 또 다

른 경리단길이 되면서 소실된다. 학술이나 정책연구에서 젠트리피케

이션의 부정적 결과로서 종종 언급되는 “문화백지화” 현상은 이런

과정에 대한 진단이다. 그렇다면 2010년대 연남동의 새로운 소상공

인에 대한 사례를 연구한 이 논문은 새로운 “연남동”으로 부상할,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연남동” 단계에 머물 공간들과 그 공간들의

역동성을 만들어내는 행위자들에 대한 일반적 연구들 가운데 위치

지워질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과정과 자료

연구대상지인 연남동을 내가 처음 방문한 것은 2012년 12월이며,

방문의 목적은 연구조사가 아닌 사적인 모임 때문이었다. 인근의 대

학교를 다니던 나는 그 무렵, “요즘 연남동이 재미있다”는 이야기를

친구들로부터 전해 들었다. 이후 2014년까지 여러 차례 연남동을 사

적으로 방문했지만, 동네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을 실감한 것은

2015년에 들어서이다. 2015년 11월, 탐색적 조사의 목적으로 3차례

의 현장답사와 6명의 업주를 대상으로 비공식 인터뷰를 진행한 후9),

8) 행위자를 중심으로 젠트리피케이션에 접근했던 연구들이 대체로 개인

대상 인터뷰 데이터를 활용하여 젠트리피케이션을 개인들의 집합적 행위의

결과로 이해했다. 반면 젠트리피케이션을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연구한 학

자들은 젠트리피케이션을 개인들의 집합적 실천의 결과로 이해하기 보다는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집단의 선택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젠트리파이어들의

개인적인 동기를 검토하고 탐색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대신 더 큰 분석

단위로 자본의 투자, 지역에서 계급구조 변화를 포착하려 했다 (Lees,

Slater, Wyly, 2008: xxii-xx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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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자료수집이 본격적으로 수행된 것은 2016년 5월부터

2016년 11월까지이다.

연남동의 새로운 소상공인이라는 사례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

해 다양한 정보원, 예를 들면 관찰, 인터뷰, 서베이, 통계, 사진, 신문

기사 등 여러 형태의 혼합적 자료를 수집했다. 하나의 자료에만 의

존하는 것은 사례에 대한 상세한 이해를 개발하는 데 충분하지 않

기 때문에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했지만, 이 연구의 주된 연

구자료는 질적 관찰과 면접대상자다10). 연구자는 2015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지속적으로 약 2-3달에 한 번씩 연남동에 방문하여

현장을 답사하였으며, 그때마다 여러 업주들의 가게 방문하고 수많

은 비공식적 대화를 나누었다. 특히 2016년 9월 17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연남동의 한 게스트하우스에 거주하면서 새로운 소상공인들

과 집중적으로 라포를 쌓고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비공식적 대화를

나눈 이들 중에는 공식적인 인터뷰 대상자에는 포함되지 않은 연남

동의 업주들과 단골손님들도 있었다. 또한 답사 때마다 틈틈이 카메

라와 핸드폰을 이용해서 가로의 경관, 가게외관 (특히 간판), 그리고

(업주의 수락 하에) 가게내부의 촬영을 진행했다.

인터뷰는 총 2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의도적 표집과 눈덩이

9) 이 탐색적 조사의 결과를 정리한 것은 2016년 12월 <문화와 사회> 22

권에 투고하여 게재되었고, 논문의 내용 중 일부가 이와 중복된다.

10) 관찰과 인터뷰에 더해, 연구자가 2016년 서울연구원의 <작은 연구 좋

은 서울> 연구사업의 지원을 받아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모았던 설문조

사 데이터의 일부도 분석에 추가했다. 인터뷰 대상자와 설문조사 응답자는

일부만 중복될 뿐 동일하지 않지만, 대상자 선정기준의 특성 상 유사한 집

단으로 간주할 수 있다. 설문조사는 2016년 5월, 자기기입식으로 진행되었

으며, 조사의 내용은 반구조화된 인터뷰의 내용과 최대한 중복되게 설계하

였다. 이 논문의 분석에서는 결과보고의 편의와 효율을 고려하여 기술적인

수준에서 양화에 적합한 질문들의 경우, 설문조사 데이터를 주로 활용했다.

설문조사 데이터의 활용에 관해서는 서울연구원의 수락을 받았고 데이터

수집의 자세한 과정은 윤혜수 (2016a)를 보면 된다. 설문대상자의 인구통계

학적 특성은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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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집을 활용했다. 새로운 소상공인을 선별하는 두 가지 기준에 맞는

면접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그 가운데서도 업종을 크게 잡화점, 음

식점, 카페, 주점, 기타로 나누어 할당하는 방식을 택했고 창업연도

역시 고르게 분포하도록 할당했다. 인터뷰는 2016년 5월에서 11월

사이, 짧게는 1시간에서 길게는 3시간 동안 연남동에 위치한 업주의

가게에서 이루어졌다.

인터뷰의 내용은 주로 창업을 하게 된 경위, 이전 경력, 연남동에

오게 된 이유, 가게의 콘셉트와 취향, 연남동에서의 사회관계, 공간

에서의 실천 등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었으며, 반구조화된 인터뷰

의 특성 상 기존 선행연구들을 통해 숙지한 중요한 지표들을 포함

해서 인터뷰 내용을 기획하였다. 그러나 공통질문을 반복적으로 질

문하되, 면접대상자의 특성과 대화의 흐름에 자연스럽게 맞추어 유

연하게 진행했다. 인터뷰의 내용은 모두 녹음한 후 분석을 위해 전

사하였으며, 면접대상자가 녹음을 원하지 않는 경우나 비공식적으로

업주와의 대화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만남 직후 연구자가 기억을 복

구하여 내용을 기록했다. 인터뷰 대상자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11)

([표 1-3]).

11)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때는 최대한 원래 발화된 대로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맞춤법의 기초적 오류, 의사소통에 지장을 주는 구어적 장

애들은 연구자의 책임 하에 가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리하여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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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업주 창업연도 가게유형 성별 생년 혼인 거주지

1 A 2012 잡화점 여 1983 싱글 도봉구

2 B-1 2014 잡화점 여 1982 싱글 마포구

3 B-2 2014 잡화점 여 1987 싱글 강남구

4 C 2015 잡화점 여 1988 싱글 마포구

5 D 2015 잡화점 여 1984 싱글 마포구

6 E 2011 음식점 남 1979 기혼 서대문구

7 F 2013 음식점 남 1982 싱글 마포구

8 G 2015 음식점 남 1987 싱글 마포구

9 H 2016 음식점 남 1979 싱글 마포구

10 I 2012 카페 남 1978 싱글 마포구

11 J 2012 카페 남 1976 싱글 마포구

12 K 2014 카페 여 1986 싱글 마포구

13 L 2014 카페 남 1985 싱글 강남구

14 M 2016 카페 여 1990 싱글 마포구

15 N 2012 주점 남 1979 싱글 마포구

16 O 2015 주점 남 1978 싱글 마포구

17 P 2016 주점 남 1979 싱글 노원구

18 Q 2010 갤러리 남 1975 기혼 서대문구

19 R 2014 서점 여 1979 싱글 마포구

20 S 2015 만화방 여 1981 기혼 마포구

21 T 2014 부동산 남 1979 - -

[표 1-3] 인터뷰 참여자들의 목록

2015년 11월부터 접촉이 있었던 일부를 포함한 A, F, G, H, J, L,

N. P, Q, T의 경우, 최소 2번에서 많게는 4번 이상 인터뷰와 비공식

적 대화가 이루어졌다. 2번과 3번의 면접대상자는 동업관계로, 이를

표식하기 위해 알파벳은 같게 ‘B’로 지정하고 숫자를 각각 ‘1’과 ‘2’

로 달리하였다. 새로운 소상공인으로서 핵심 인터뷰 대상자에 해당

하는 것은 1번부터 20번까지이며, 21번의 면접대상자 T는 부동산중

개업자로서 연남동의 상권 특성, 임대료 변화 및 건축주, 세입자의

특징에 관해 설명해줄 수 있는 주요정보제공자로서 연구에 참여했

다. 그는 2014년 연남동으로 이전하기 이전 서교동에서 홍대지역을

전문으로 부동산중개업을 해왔기에, 비교적인 관점에서 홍대와 연남

동의 공통점과 차이를 상세히 설명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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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대상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1970년대 중후반에서 1980년대

후반에 출생한 코호트, 즉 연령적으로 30대가 가장 많다는 점이 눈

에 띄고 업종별로 성별이 분화되어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카

페업주는 성별이 비교적 균등하게 분포해있지만, 잡화점은 독보적으

로 여성이, 음식점과 주점의 경우는 독보적으로 남성이 다수로 운영

하고 있었다. 특히 업주들이 상대적으로 젊다는 사실은 전체 자영업

자 인구에서는 비교적 소수에 해당하는 20-30대가 특정 지역에 밀

집해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12) 물론 면접대

상자 중에는 40-50대도 포함됐지만, 이 점포주들의 경우에도 대체로

문화예술계에 머물렀던 경험이 있거나 가치관, 라이프스타일, 취향

면에서 20-30대들과의 공통점이 부각되었으며 실제로 그들과 어울

리는 것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특기할 만한 내용을 소개하면, 이들은 사업장이 연남동에

있을 뿐만 아니라 주거지도 마포구, 서대문구 등 연남동 인근에 위

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즉 이들이게 일과 삶의 현장은 크게 분리되

지 않으며 둘이 인접한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

다. 더군다나 면접대상자 대다수가 결혼을 하지 않은 싱글로, 전형

적인 도시-싱글 urban single 의 라이프스타일을 영위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업종은 음식점, 카페, 주점, 잡화점 등이 고루 포함되었는데, 사실

이런 전통적인 업종분류로는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의 새로운 소상공

인들이 운영하는 가게의 특징을 정확하게 포착하기 어렵다. 왜냐하

면 이들이 운영하는 가게의 콘셉트는 복합적이어서 음식과 주류의

12) 200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자영업자의 연령별 비중을 살펴보면, 40대

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50대 이상의 중고령층 인구가 지속적

으로 증가해 2010년에는 과반수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에 반해 20대는

5% 이하로 그 비중이 매우 낮으며, 2000년대 중반까지 높은 비중을 차지

하던 30대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2012년 기준 20대와 30대를 합친 자영

업자의 비중은 30%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다 (김복순,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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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 혼합되거나, 커피, 주스, 주류 판매가 혼합되는 식이 많기 때

문이다. 잡화점의 경우는 단순히 상품 판매를 위한 공간이라기보다

는 공방의 성격을 겸한 작업실, 수업이나 쇼룸의 성격을 동시에 갖

기도 한다. 소매점에서 판매하는 품목은 액세서리, 의류, 각종 디자

인상품 등이 있다. 주된 연구자료에 더해 사례를 풍성하게 살펴보기

위해 각종 통계자료와 새로운 소상공인들의 인터뷰 및 가게소개가

수록된 잡지기사를 함께 활용하였는데, 그 자세한 내역은 [표 1-4]

에 기술했다.

필

드

워

크

자료구분 수집기간

공식 인터뷰 (21건) 2016.9-2016.11

비공식대화, 관찰기록지 2015.11-2017.4

사진 (직접촬영, Google과 Naver의 street view) 2016.2-2017.4

설문조사 2016.5

통

계

자

료

통계명 제공기관 출처

마포구 일반음식점 식품위생업소 현황 마포구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

마포구 휴게음식점 식품위생업소 현황 마포구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

마포구 제과점 영업 식품위생업소 현

황
마포구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

전국사업체조사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전국소상공인 실태조사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문

헌

자

료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 (서울시, 2015)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데이터 분석 결과 (서울시, 2016)

“연남동” 키워드 검색 잡지기사 424건
여성중앙, ABroad, ELLE,

allure ARENA, 리빙센스, 우

먼센스, 쿠켄, 스트리트H,

NYLON, AROUND, GQ

ESSEN, W, VOGUE

(검색: 네이버 매거진 캐스트)

“익선동” 키워드 검색 잡지기사 25건

“경리단길” 키워드 검색 잡지기사 219건

[표 1-4] 연구자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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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젠트리피케이션의 발생

오늘날 서울의 가장 뜨는 동네로 여겨지는 지역들은 10년 전, 불

과 5년 전만 해도 “핫”하지 않았다. 이런 동네변화는 1990년대 이후

신도시의 지속적 팽창에 따른 서울 구도심 일부지역의 지가가 상대

적으로 저렴해진 점, 2000년대 이후 도시정책기조가 뉴타운(이명박)

에서 휴먼타운(오세훈)으로, 그리고 도시재생(박원순)으로 바뀜에 따

라 대규모 도심부 재개발 사업이 제한되어온 점, 그리고 소셜네트워

크서비스(이하 SNS)와 같은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맞물려 도시중산

층의 소비패턴이 상품소비에서 장소소비로 이행한 점 등과 거시적

인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변화와 맞물려 진행됐다. 그러나 왜 사

람들이 한동안 발걸음하지 않던 오래된 동네를 원하며 “찾아가게”

되었는지 알기 위해서는 단순히 경제적이고 기능적인 논리에만 의

존해서는 안 된다. 오래된 동네가 변화한 데에는 사람들의 문화적,

미적 기준이 변화했다는 사실 또한 중요하게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 장은 새로운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통해 실천을 펼치는 배경이

되는 시공간적 맥락을 제공하기 위하여 2010년대 이후 연남동이 “핫

플레이스”라는 장소성을 가진 새로운 공간으로 부상하는 과정을 살

펴본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연남동을 살펴보기 전에, 서울의 젠트리

피케이션이 발생하는 전형적인 공간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특성과

일반적인 변화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구체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과

정에서 골목길과 단독·다세대 주택이라는 물리적 환경이 주거에서

상업적 기능으로 변모하는 양상과 오래된 동네의 상징적 의미가 어

떻게 변화했는지 알아본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젠트리피케이션의 발

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적 젠트리파이어로서 새로운 소상공

인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이지만, 그 전에 이들을 구체적인 지역

적 조건과 물리적이고 상징적인 공간변화의 맥락 속에 위치 짓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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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핫플레이스가 된 골목길

이 절에서는 서울의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는 공간의 물리적,

건축적 특징으로 단독·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골목길을 꼽고, 그런

동네가 주거와 상업이 혼재된 핫플레이스13)로 변모하며 겪는 상징

적 의미변화를 살펴볼 것이다14). 서울의 젠트리피케이션 대상지는

이른바 핫플레이스라 불리는 장소들과 크게 중첩된다. 여덟 군데의

지역에서 서울의 젠트리피케이션 사례연구를 수행한 책임연구자가

대상지를 선정할 때에 “여성잡지”를 가장 많이 참조했다고 밝힌 점

은 이 사실을 잘 말해준다. “잡지에서 ‘핫플레이스’로 지목된 홍대,

서촌, 부암동, 이태원, 해방촌, 가로수길 등으로 연구를 시작15)”했다

는 것이다 (Street H, 2016).

서울에서 어떤 동네가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곧이어 젠트리피케

이션의 피해대상지로 조명되는 과정에는 전형적인 서사가 있다. 한

잡지는 이를 “허름한 동네에 예술가의 작업실이 들어서면, 3-4년

뒤에는 카페나 레스토랑이 들어오고 다시 3-4년이 지나면 글로벌

프랜차이즈 기업이 들어오는 건 서울 젠트리피케이션의 기본법칙”

(Street H, 2016)이라 묘사한 바 있다. 여기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대

상지의 물리적 특성과 연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허름한

동네”라는 부분이다. 동네가 “허름”하다는 것은 해당 지역이 물리적

13) 핫플레이스라는 장소의 단위는 주로 연남동, 경리단길, 서촌과 같이

“동네”를 지칭하거나 특정 카페, 레스토랑, 편집숍 등 “가게”를 지칭하기도

한다.

14) 이 연구는 연남동의 단일사례연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서술하기 위

해 “서울, 젠트리피케이션을 말하다”에 수록된 다양한 사례연구를 참조하

였다.

15) 여덟 개의 대상지의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서촌, ② 익선동, ③

홍대 (상수동, 연남동), ④ 신사동 가로수길과 방배동 사이길, ⑤ 한남동

(한강진길, 우사단길), ⑥ 구로공단, ⑦ 창신동, ⑧ 해방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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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오래되고, 개발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낙후되었다는 사실을 나

타낸다. 이는 서구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기 위한 물리적 조

건으로 도심부의 쇠퇴한 건물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것과 유사

한 조건이 서울의 구도심에도 갖추어졌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2010년대 서울의 젠트리피케이션이 “산뜻하게 새로 지어

진 뉴타운이 아니라 구질구질하고 오래된 올드타운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은 특별히 주목할 만하다 (신현준 외, 2016).” 서울의 오

래된 동네의 물리적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

다. 하나는 20세기 초반부터 형성된 올드타운으로 건축적 특징으로

한옥이 밀집한 지역이고, 다른 하나는 1970-80년대에 형성된 올드타

운으로 건축적 특징으로 갈색 벽돌로 지어진 반지하와 지상 2-3층

규모의 단독,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한 지역이다. 전자의 경우는

종로구 일부 지역에 한정된 반면, 후자의 경우는 서울 시내 곳곳에

조성된 물리적 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두 오래된 동네의 물리적

공통점은 자동차가 지나가기 어려울 정도의 작은 골목길이 동네의

구석구석까지 혈관처럼 뻗어있다는 점이다 ([표 2-1] 참조).

2010년대, 골목길이라는 물리적 환경은 “골목상권”이라는 새로운

트렌드 (모종린, 2016; 김난도, 2017)로 손꼽힐 만큼 각광 받게 되었

는데, 골목길로 특징 지워지는 오래된 동네의 변화는 상업적 입지와

상업 유형을 둘러싼 문화적 가치의 변화를 반영한다. 서구 도시의

경우 오래된 도심에 소재한 건물들, 이를 테면 “빅토리아나” 양식의

건축물 (Jager, 1986)이나 “로프트” (Zukin, 1989, Podmore, 1998)는

저렴한 임대료뿐만 아니라 그 미학적 특성이 중간계급 젠트리파이

어의 취향에 부합하여 상징적인 의미변화를 겪은 것으로 잘 알려졌

다 (Hamnett,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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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내용

행정구 마포구 용산구 종로구
강남·

서초구
성동구

세

부

지

역

2000

년대

서교동

(홍대),

합정·상수

이태원

인사동,

삼청동,

북촌

가로수길 -

2010

년대

연남동,

망원동

경리단길,

한강진길,

우사단길,

해방촌

서촌,

익선동,

창신동

세로수길,

방배동

사이길

성수동

인접상권
신촌,

이대
-

광화문,

명동

압구정,

청담,

강남역

건대입구

상징적

특성

독립문화,

대학가

외국인,

다문화
역사문화

부촌,

고급상권
산업지역

물리적

특성

건

축

물

단독·

다세대

주택

단독·

다세대

주택

한옥

단독·

다세대

주택

공장

거

리
골목길 대로

자료: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 (서울시, 2015)의 정책대상지역 및 『서울, 젠트리피케
이션을 말하다』(신현준 외, 2016)의 사례연구대상지로 선정된 곳들을 참조하여 연구자가
재구성

[표 2-1] 젠트리피케이션 대상지 분류와 상징적, 물리적 특성

이러한 물리적 특징을 가진 공간을 배경으로, 서울의 젠트리피케

이션은 주거가 아닌 상업을 중심으로 발생한다. 서울시의 분석

(2016)에 따르면, 단독·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골목길은 부동산 거래

에 이은 음식점 진입, 건축행위의 동반 발생으로 공간의 성격이 물

리적으로 변화한다. 이때 음식점의 증가는 핵심적인 젠트리피케이션

의 발생지표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서울의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에서

는 전체 사업체 종사자 증가분 중 음식점 및 주점업이 차지하는 비

율이 경리단길 83%, 상수 77%, 이태원 92%로 조사되는 등, 최근

10년간 음식점 및 주점업 종사자가 빠르게 증가했다 (서울시, 2016).

또한 요식업의 증가에 따른 상업공간의 확장은 거주공간의 감소를

함께 유발했다 ([표 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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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009년 2012년 2015년

경

리

단

길

연

남

주: 음식점 현황을 노란색으로 표시. 경리단길과 연남동 모두 음식점 개업신고수가 최근
3년간 80% 이상 증가했다.

자료:『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데이터 분석 보고』(서울시, 2016)

[표 2-2] 음식점의 증가와 거주공간의 감소 (2006-2015년)

[그림 2-1] 연남동의 리모델링된 다세대주택의 사례

자료: 연구자가 직접 촬영 (201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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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의 증가는 물론 건축행위를 통해서도 동네의 물리적 변화

를 살펴볼 수 있다.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에서 신축, 증축, 개축, 대수

선을 포함한 건축행위의 건수는 2006년 이후 증가추세에 있으며, 기

존의 주거용 건물이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며 진행된다. 즉,

주택이 상업시설로 변화하는 것이다. 건축행위나 근린생활의 비율로

보면 상수동이나 이태원에 비해 경리단길과 연남동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하지만, 건축행위 신고건수 추이를 살펴보면 2013

년 이후 연남동의 건축행위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서울시, 2016).

또한 건축행위 중에서도 신축보다는 증·개축과 대수선, 즉 리모델링

이 활발하다 ([그림 2-1] 참조). “강남개발에서 소외됐던 단독주택

지역을 중심으로 리모델링 물량이 급증하며 모던한 디자인 감각을

갖춘 젊은 건축사들의 일감이 늘어나는 추세”라는 업계의 보도처럼,

건축업계 관계자들은 리모델링 수요의 급증을 젠트리피케이션과 연

관 지어 설명했다 (건설경제, 2015).

오래된 동네는 물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상징적으로도 변화를 겪

었다. 로버트 파우저에 따르면 (2015) 골목은 19세기까지 도시의 소

통, 흐름의 기능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자동차라

는 교통수단이 생기고 20세기부터 도로가 도시 흐름의 중심이 되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골목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골목은 그 이전

에 생긴 오래된 역사적인 공간이다. 자동차 보급이 확산되면서 골목

은 자동차가 다닐 수 없으니 그 가치가 절하되었다. 이전에는 골목

을 중심으로 도시의 공동체가 형성되었으나, 20세기, 21세기의 도시

공동체의 모습에서 골목은 배제되기 시작했다. 오히려 골목은 20세

기 말부터 가치가 떨어져서 미개발의 상징이 됐다. 그는 골목이 상

징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서술한다.

골목은 어떤 면에서 개발되지 않은 것이고, 자동차가 없으며,

옛날 사람들의 생활방식을 상징하죠. 주류는 아파트에 살면서

토요일엔 마트에서 쇼핑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비주

류는 시장에 가고 골목에 사는 거죠. (파우저, 2015: 1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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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설명에서도 나타나듯이 골목의 상징은 부정적인 의미가 지

배적이었으며, 특히 주류적인 라이프스타일을 대변하는 아파트라는

건축물과 대비되는 의미에서 골목과 골목을 빼곡히 채우고 있는 다

세대·다가구 주택은 전형적인 미개발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아파트공화국” (Gelezeau, 2007)이라 불리는 서울은 1980년대 강남

개발과 더불어 1980년대 중반 이후 건설되는 주택의 70%이상이 아

파트였으며 1999년에는 전체 건설물량의 88%를 차지(김광중·강범준,

2003:62-63, 김홍중, 2008: 145에서 재인용)했다. 더군다나 서울에서

아파트에 산다는 것은 “중산층”이라는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는 것이

나 다름없는 상징적 의미를 갖게 되었다 (전상인, 2009; 박해천,

2013).

한편, 지하1층, 지상 1, 2층 다세대주택 시리즈가 집중적으로 서울

시내에 조성되기 시작한 것은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양성화 정책이

시행된 1984년 즈음으로 전형적인 도시형 서민 주거지의 이미지를

갖게 되었으며,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부정적인 이미지는 오래되었

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부실시공에 의한 빗물 누수 문제 등으로 인

기가 낮아지기도 했다 (임동근·김종배, 2015: 238-258). 임동근 외

(2015)에 따르면 주택시장 실수요자들에게 최종 목표는 입지가 좋은

중대형 아파트에 입주하는 것으로, 다세대·다가구 주택은 주로 “서

민층”이 아파트에 전세를 얻거나 분양받기 위한 돈을 모으기 위해

또는 그럴만한 돈이 없어 거주하는 공간으로 인식되어왔다.

아파트와 단독·다세대주택이 갖는 대조적인 상징적 이미지는 웹

툰 만화가인 기안84의 만화 <복학왕>에서도 문화적으로 재현된다

([그림 2-2]). 그의 만화에는 “금수저”인 인물 창주와 “흙수저”인 인

물 기명이 등장하는데, 부유한 집안의 아들인 창주는 고층 브랜드

아파트에 사는 반면 기명은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작은 김밥 집을

운영하는 어머니와 함께 저층 다세대주택에 거주한다. 이렇듯 다세

대·다가구주택은 명백하게 가난, 빈곤이라는 의미를 함축하는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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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기능해왔다.

[그림 2-2]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의 대조적 이미지 (웹툰)

자료: Naver 웹툰 <복학왕> 116화, 117화 (기안84) (왼) 창주의 집 (오) 기명의 집

하지만 흥미롭게도 서울의 젠트리피케이션은 바로 이런 올드타운

에서 활발하게 진행된다. 김홍중은 (2008) 서울시가 추진해온 도시

(재)개발에 따라 골목길이 물리적으로 소멸되어 온 과정을 그리면

서, 그 동력을 발전국가의 개발주의라는 이념에서 찾는다 (2008:

144-146). 그러면서 “개발주의가 파괴한 골목길은 신개발주의의 시

대에 하나의 풍경으로 재등장한다” (146)고 주장했다. 오늘날 골목

길은 “산책”, “걷기”, “탐험”, “여행”의 대상되었으며, 2000년대 이후

출판된 각종 가이드북, 답사서 등 골목길 탐방 서적은 골목길이라는

장소를 “명소로 창출하고 (…) 테마파크나 관광명소와 같은 공간으

로 재현하고 구성”한다 (김홍중, 2008: 157). 이제 오래된 단독, 다세

대·다가구주택, 복잡한 골목길은 가난이나 빈곤을 의미하는 풍경이

기보다는, “추억”, “느림”, “여유”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

다16).

서울의 젠트리피케이션 초기단계에서 골목길을 “핫플레이스”로

16) 서울에서 골목길이 노스텔지어 풍경으로 등장하는 상세한 과정에 대해

서는 김홍중(2008)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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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재현, 그리고 창출해내는 데에는 미디어의 역할이 결정적이다.

특히 서울 골목길의 상징적 의미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방법으로, 라이프스타일 잡지들은 선구적으로 “핫한” 공간을

발굴해내고 이미지와 텍스트가 결합된 형태의 문화생산물로 풍경을

재생산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예컨대 서울의 대표적인 젠트

리피케이션 대상지인 용산구의 이태원 일대와 종로구의 익선동을

보도하는 잡지기사를 살펴보면, 모두 해당 공간의 물리적 환경으로

서 골목길에 주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

하는 골목길 풍경은 적어도 잡지기사 이미지에 재현되기로는 전형

적인 상업가로의 물리적 외관이 아니라 오히려 주택가의 모습을 유

지하고 있으며 상업에 특징적인 간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도 않

는다. 한산한 골목에는 몇 몇 사람만이 거닐고 있을 뿐이다 ([그림

2-3], [그림2-4]).

“확실한 건 오래된 기존의 것을 부정하고 전혀 새로운 것으로

탈바꿈하는 데 우리는 일종의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다. 자꾸만 변해가는 도시의 모습을 보며 추억마저 잃고 있는

지도 모른다. 그런 점에서 종로구에 위치한 익선동은 어린 시

절의 아련한 향수를 일으키기에 애틋해지는 공간이다.” (골목

에서 놀다 – 오래된 동네, 익선동에서의 하루, 여성중앙, 2016

년 4월호)

위 인용문에서는 김홍중이 지적한 골목길의 노스탤지어 정서구조

가 정확하게 드러난다. 새로운 도시에 “피로감”을 느끼면서,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추억마저 잃고” 있는 것 같다는 상실에 대한 감

각, 그로부터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향수”와 “애틋함”을 정서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공간은 “번잡한 도심”과 대비되는

“조용해진” 곳이며, “빌딩 사이에 꼭꼭 숨겨져 있는 것 같아 마치

보물을 찾은 기분”이라 한다. 특히 기자는 인근에 위치한 북촌과 익

선동의 물리적 특성을 “넓음”과 “좁음”, “작음”으로 대비시킨다.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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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의 한옥은 “넓은 규모의 단아한” 특징을 갖는 반면, 익선동은 “좁

은 골목에 서민을 위해 지은 작은 한옥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게

특징이라는 것이다.

[그림 2-3] 한강진길의 골목길 이미지

(AROUND, 2015.7)

[그림 2-4] 익선동의 골목길 이미지

(ABroad, 2016.3)

이태원의 한강진길이나 해방촌의 풍경이 재현되는 방식 역시, “외

국인”의 존재와 “이국적 풍경”을 강조하는 대목을 제외하고는 익선

동과 유사하다. “쉴 틈 없이 바뀌는 유행의 격전지이지만, 동시에 서

울에서 가장 오래된 정취를 간직한 곳”이라 소개되는 한강진길

(AROUND, 2015), “새로운 공간이 서서히 들어서고 있지만, 허름한

구멍가게와 오래된 주택가들은 여전히 옛 서울의 모습 그대로”인 해

방촌 (NYLON, 2014) 이라는 묘사에서 공통적으로 “오래된” 동네의

물리적 특성이 강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잡지기사들은

“공동주택”이 변화하는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한다. 그 변화는 카페,

레스토랑 등 새로운 공간이 입지함에 따라 동네의 “구멍가게와 복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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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그리고 노인회관과 미장원”, “정육점, 보신탕집, 혹은 철물점”과

같은 근린생활시설과 공존하는 풍경으로 재현된다.

해방촌 초입에 들어선 카페들과 유럽식 샌드위치 가게들은 바

로 옆에 붙어 있는 낡은 간판의 미용실, 오래된 문방구들과

어우러져 독특하고 흥미로운 풍경을 만들어낸다. (해방촌의 새

얼굴, NYLON, 2014년 8월호)

그래도 이 길의 변화에서 위안을 느끼는 건, 대규모 자본에

의해 촉발된 바람은 아니라는 데 있다. 아직도 구멍가게는 구

멍가게대로, 닭집은 닭집대로, 새롭게 간판을 올린 가게들은

그들의 취향대로 서로가 공생하는 법을 찾아가는 중이다. (또

다른 이태원, AROUND, 2015년 7월호)

이처럼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 과거와 현재가 뒤섞이며 교차하는

풍경은 익선동에서 묘사됐던 “향수”뿐만 아니라 “흥미”를 유발하는

것이기도 하다. 오래된 것만 있다면 “향수”에 머무르겠지만, 새로운

것이 적절하게 혼합되면서 “흥미”라는 감성이 더해진다. 이질적인

요소들의 혼합은 물리적 경관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관에서도 관찰

되는데, “오랜 기간 동네를 지킨 토박이 어르신”과 “한껏 차려입고

데이트를 나온 젊은이”가 교차하고, “생업을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짐을 나르는 인부”와 카페나 빈티지 숍을 운영하는 “미술, 사진 등

예술업 관련 종사자들”이 함께 골목에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젠트리

피케이션에서 두드러지는 골목길의 상징적 의미변화는 그곳이 오래

된 것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거나,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하고 있다

는 사실이 아니라, 옛 것과 새 것이 교차하고 혼합되는 풍경에 미학

적 가치를 부여하는 작업에 의해 생성된다.

그 교차야말로 동네가 가진 “특유의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새롭

게 유입되는 사람들 역시 그러한 분위기를 “잃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이 들어서더라도 “거리를 훼손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에 “프랜차이즈”가 들어서는 것은 환영받지 못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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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한 일인데, 젠트리피케이션의 발생 단계에 익선동이나 한강진길을

“애써 찾는 사람들은 그런 예민한 감각들을 몸에 익힌 사람들이라,

돈이 거리를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낌새를 알아채는 순간 (…) 떠나

버릴 것” (AROUND, 2015)이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골목길은 “우리

가 잃어서는 안 될 소중한 풍경”이라는 상징적 가치가 부여된 문화

적 코드가 통용되고, 그렇기에 대규모의 빠른 변화보다는 “소소”하

고 “느린” 변화가 강조된다.

이처럼 과거와 현재,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뒤섞이며 교차하는

풍경은 핵심적인 젠트리피케이션 미학이다. 이런 미학을 가장 선봉

에서 만들어내는 주체는 “대규모 자본”이 아닐뿐더러 “개발 국가”도

아니다. 대신 그곳에는 새로운 “가게”, 그리고 그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다. 핫플레이스를 보도하는 기사 대다수가 동네에 위

치한 가게와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소개하는 이유

다17). 도시개발계획과 관련된 국가의 정책기조가 뉴타운에서 휴먼타

운으로, 그리고 도시재생으로 변화하는 동안 국가가 변화시키지 못

했던 오래된 동네를 탈바꿈시키는 일군의 사회적 행위자들이 등장

했다. 동네의 새로운 경관과 상징적 의미는 미디어를 통해 이미지-

풍경과 담론-풍경으로 재현되고 구성되지만, 변화의 선봉에서 직접

적으로 동네에 진입하여 물리적이고 상징적인 장소를 생산해내는

이들은 다름 아닌 새로운 소상공인들이다 ([그림 2-5]).

17) 대표적인 “사람”은 경리단길 부흥에 앞장서서 “장진우 거리”라고도 불

리는 길을 만들어낸 “장진우”와 같은 행위자다. 2017년 현재 9개의 브랜드

를 운영하는 “장진우 회사”의 대표인 그는 2010년 음식점 “장진우 식당”으

로 출발했다. 서울의 핫플레이스로 지목되는 다른 동네에도 그와 유사한

젠트리파이어들이 발견된다. 익선동에는 2014년 카페 “익동다방”으로 시작

해서 “익선다다”를 운영하는 “박한아” 대표, 연남동에는 2012년 태국 음식

점인 “툭툭 누들타이”로 시작한 “임동혁” 대표 등이 있다. 동네뿐만 아니라

“성공한” 젠트리파이어들의 삶의 서사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재현, 재생산

되고 “청년장사꾼”, “청년CEO”, “1인 사업가”, “브랜드 디렉터”, “크리에이

티브 디렉터” 등으로 명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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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성공적인 젠트리파이어의 이미지

(왼) 익선다다 (오) 장진우회사의 대표와 멤버들

자료: 익선다다 (http://iksundada.co.kr)와 장진우회사 (http://changscompany.com) 홈페이지

제 2 절 연남동 골목길의 변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살아가던 조용한 주택가였던 연남동 역시

2010년 무렵을 기점으로 변화를 겪기 시작했고, 변화 이후에는 더

이상 “그냥 동네”가 아닌 “핫플레이스”, 번역 그대로 “뜨거운 곳”,

많은 사람들의 뜨거운 관심과 발길을 끄는 장소가 되었다18).

서울의 마포구에 위치한 연남동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1960

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건축된 다양한 주거

유형들이 혼재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1970년대의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개발된 서울의 대표적인 저층부 주거지의 모습을 하고 있

었다. 이 사업은 1960년대에서 1980년대에 걸쳐 도시서민의 주거지

인 불량주거지와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주로 단독주

택지의 필지 내에서 다세대, 다가구 주택으로 변화하면서 거주 지역

18) 용도변화를 중심으로 연남동의 물리적 변화를 자세하게 살펴본 연구로

는 김신성(2013)를 참조. “창조인력”이라는 개념으로 창조적 직업에 종사하

는 인구가 연남동에 유입되는 과정을 설명한 연구로 박은실(2014)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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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조성되었다 (박은실, 2014). 연남동에서 음식점이 본격적으로

진입하지 않은 가로들을 거닐다보면 담장 밖에 빨래나 고추를 말리

는 등 현재까지도 오래된 주거지의 면모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그림 2-6] 참조).

[그림 2-6] 연남동 주택가의 일상적 모습

담벼락에 주차된 개인택시, 고추를 말리는 모습, 담장에 자라는 호박넝쿨

자료: 연구자가 직접 촬영 (2016. 10)

2011년 기준, 연남동의 건축물 중 절반 이상인 53% 가량이 1980

년대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63%가 1, 2층의 저층 규

모이고, 소규모 필지의 공간감이 특징이다 (박은실, 2014). 특히 경

의선숲길 공원을 기준으로 오른쪽, 동교로를 기준으로 아래쪽 구역

은 비정형적이고 좁은 가로가 특징적이다 ([그림 2-7] 참조). 이 구

역에는 연남동의 랜드마크 중 하나인 동진시장이 위치해있어 편의

상 “동진시장구역”으로 일컬어지며, 다른 연남동 내의 구역보다 촘

촘한 골목길이 형성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써 연남동의

물리환경적 특징은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는 전형적인 올드타운

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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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연남동의 소규모 필지와 동진시장구역의 골목길

자료: “문화소비공간의 확산에 따른 저층주거지의 변화 특성연구” (김신성, 2013: 81)

2011년 기준, 연남동 건축물의 용도를 살펴보면 약 84%가 주거시

설이며, 14% 가량만이 상업시설로 주택가의 면모를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연남동의 원주민은 1970년대 중반 단독주택 분양 시기 이주

해온 이들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들은 전면철거 방식의 아파트 건

립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반대하는 등, 조용한 주거지역 특성을 고

수하고 지역공동체 의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은실, 2014). 이

같은 연남동의 거주자 특성은 주목할 만하다. 연남동에는 임대위주

의 주거형식인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비율이 높고, 단독주택도 다

가구 단독의 형태로 가옥주와 세입자가 한 건물 안에 함께 거주하

고 있는 경우가 많아, 전체 거주자의 절대다수인 75%가 세입자에

해당한다. 대상지 전체의 가구구성을 살펴보면, 연령에 관계없이 1

인가구가 가장 많은 47%를 차지하고 다음으로는 2인가구가 32%를

차지한다 (김신성, 2013). 또한 연남동은 전통적인 화교마을에 해당

하는데, 1970년대 무렵부터 중국인 인구가 유입되기 시작하여 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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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주민의 1/5인 4500명의 중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박은실, 2014).

동네의 상업적인 기능은 2000년대 중반까지 미용실, 세탁소, 꽃집

등의 전통적인 근린생활시설로 제한되어있었다. 음식점이 있는 경우

에도 백반, 보신탕 등 한식과 분식, 화교인구의 영향으로 중식이 다

수를 이루었다. 기존 가게의 업주들의 연령은 평균 50대 이상으로,

대다수가 동네에 오랫동안 거주해온 원주민 및 화교집단으로 추정

된다. 그러나 2010년 무렵부터 연남동에서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 변화는 음식점의 변화를 지표로 살펴봤을 때 두드러지

게 확인된다. 연남동의 음식점은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중요한 변

화를 겪었다 ([그림 2-8], [그림 2-9]).

연남동의 음식점은 2010년부터 점진적으로 증가하다가, 2014년을

기점으로 폭발적 늘어났다. 2013년 이후 연남동에 창업하는 음식점

의 숫자는 1997년 IMF 이후 자영업자가 급등했던 때보다도 높은

수치를 기록한다. 이 지표를 통해 2014년에서 2015년을 전후로 연남

동이 급변했다는 사실을 짐작해볼 수 있다. 음식점은 양적으로 증가

했을 뿐 아니라, 음식점의 유형이 다양화되었다는 점에서, 질적 변

화를 겪었다.

2010년 이전, 연남동에 있는 음식점은 대부분 한식이나 분식, 그

리고 화교인구의 영향을 받아 중식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 연남동에 최초로 카페가 유입된 이후 2017년까지 창

업하는 음식점 중 카페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음식점의 경우

에도 태국음식, 인도음식, 베트남음식, 남미음식 등 이국 음식점들이

새롭게 생겨났으며, 이탈리안, 아메리칸, 프렌치 등 서구적인 레스토

랑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반면 한식과 분식을 파는 가게의 숫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주점의 경우도 기존에는 소주와 맥주를 주로

팔면서 호프/통닭으로 분류될 만한 전통적인 주점이 다수였다면,

2010년 대 이후 생겨나는 주점은 칵테일, 위스키, 샴페인, 와인, 수제

맥주, 사케 등을 취급하며 바, 펍, 비스트로, 이자카야 등의 이국적

스타일을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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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연남동 음식점의 창업연도 추이 (1988-2017년)

자료: 마포구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 식품위생업소 현황 통계를 종합하여

재구성

[그림 2-9] 연남동 음식점의 구성 변화 (1990-2017년)

자료: 마포구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 식품위생업소 현황 통계를 종합하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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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남동 음식점들은 점점 더 전통적인 업태분류로는 구별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가게의 성격이 혼합적이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업

태분류가 “한식”, “분식”, “호프/통닭”, “중식”, “일식”, “경양식”, “다

방”으로 간단했다면, 오늘날 생겨나는 음식점들은 이러한 분류로는

포착되지 않는다. 예컨대 “카페 겸 책방” (M), “샴페인과 스파클링

와인에 맥주, 칵테일, 커피를 서브로” (O), “쥬스, 커피베리에이션,

저녁엔 맥주, 맥주안주” (L), “비스트로” 즉 펍과 레스토랑이 혼합되

어 “술과 한식”을 같이 파는 (P) 음식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터뷰에서 “가게를 유형으로 분류해 달라”는 요청에 여러

면접대상자들이 “한 단어로 말하기 애매한 것 같아요”라며 난색을

표했다.

이러한 음식점의 변화는 동네 구성원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가령 예전 연남동(에 살던) 사람들이 분식집에서 김치

찌개를 먹고, 2차로 소주를 마셨다면, 요즘 연남동(에 오는) 사람들

은 태국음식전문점에서 팟타이를 먹고, 2차로 페일 에일을 마시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가게를 운영하는 업주들뿐만 아니라 그곳에 찾

아오는 손님들의 취향과 문화자본을 반영한다.

가게뿐만 아니라 홍대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인구가 증가함에 따

라, 이들을 위한 숙박시설인 게스트하우스가 2011년 무렵부터 연남

동에 생겨났다. 게스트하우스의 주사용자는 유럽이나 미국의 배낭여

행자, 중국과 일본의 유학생, 주말에 서울에 올라오는 지방의 영어

강사들로, 이들은 화교 인구와 뒤섞여 연남동의 문화적 다양성을 만

들어내는 데 일조한다 (이에 대해서는 박은실, 2014 참조). 2010년대

이전까지 연남동의 문화적 다양성이 화교집단이라는 단일한 특색에

기반하고 있었다면, 2010년대 이후부터는 그 폭이 다양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남동이 위치한 마포구라

는 더 넓은 지리적 범위에서 발생하는 공간변화 양상을 함께 살펴

보는 것이 중요하다. 마포구는 종로구, 용산구와 함께 서울의 젠트

리피케이션이 발생하는 중요한 지역구 중 하나로, 서교동을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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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시작해 합정동, 상수동, 그리고 최근에는 연남동, 망원동으로 확

장되고 있는 “홍대 앞”이라는 공간적 권역을 포함하고 있다. “홍대”

또는 “홍대 앞”이라 일컬어지는 지역은 서교동을 중심으로 미술대학

으로 유명한 홍익대학교의 존재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이 지

역을 홍대 “상권”이 아니라, 홍대 “문화”로 말할 때의 핵심에는 독

립적인 음악과 미술 씬 scene 을 만들어내는 장소라는 역사성에 근

거를 두고 있다.

1970년대부터 일군의 언더그라운드 음악인들과 예술가들의 스튜

디오가 홍대에 자리 잡았고, 이후 주변 대학가의 청년문화와 접목되

면서 홍대지역은 서울의 독립문화, 대안문화, 반문화가 형성되는 중

심지로 성장했다. 특히 그 성장세는 1990년대에 두드러졌는데, 클럽,

소극장, 그리고 대안공간이 급격하게 증가했고, 더 많은 인디, 언더

그라운드 음악인들과 예술인들이 홍대로 모여들었다. 이들은 지역기

반의 끈끈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독창적인 홍대문화를 꾸

려나가는 데 기여했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는 다양한 지역 기반

축제들이 펼쳐졌고, 대중매체에서도 홍대의 문화적 가치에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일반적인 인구가 소비를 목적으로 홍대지역에 유입되기

시작했다. 이 무렵부터 홍대의 상업화가 본격화되었으며, 2000년대

후반이 되면 홍대가 가지고 있던 고유한 특징은 상업적인 획일화

때문에 사라져간다는 진단이 등장하기도 했다 (진창종, 2012; 김수

아, 2015b).

연남동의 변화는 이러한 홍대의 상업화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표 2-3] 참조). 상업화된 홍대의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게 된

음악인, 예술가, 그리고 소상공인들은 더 저렴한 지역을 찾아 이동

했다. 그 시기는 2008년에서 2010년경으로, 연남동의 변화가 시작된

무렵과 중첩된다 (김신성, 2013; 박은실, 2014; 신현준 외, 2016). 연

남동은 서교동의 북동쪽에 위치해있는데, 홍대 앞의 문화적 발전과

상업화의 흐름에서 상당 기간 배제된 채 오래된 주택가의 모습을

2010년 대 중반까지 유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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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일반 / 홍대앞 연남동

연도 주요사건 상징적 상업변화 정부/지자체 활동

2009 ·홍대앞 두리반 사건

2010
·플레이스막

(독립갤러리) 오픈

·홍대입구 공항철도

개통

(현 3번 출구 신설)

2011
·툭툭누들타이

(이국음식점) 오픈

2012 ·홍대리치몬드제과점이전
·커피 리브레 (카페)

오픈

2013
·먹거리X파일, 리브레

“착한커피” 보도
·휴먼타운사업 종료

2014

·소이연남

(이국음식점)

오픈

2015

·한남동 테이크아웃드로잉

사건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 발표

·경의선숲길공원 완공

2016

·신사동 우장창창 사건

·성동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시행

·툭툭누들타이 2호점

오픈

·플레이스막 이주

·희망지 사업 선정

[표 2-3] 연남동의 주요 변화 타임라인

서교동과 인접한 합정동이나 상수동이 홍대 앞의 변화에 직접적

이고 즉각적인 영향을 받았던 것과 달리, 연남동의 변화가 더디었던

까닭은 여러 가지 요인 가운데 접근성 문제를 들 수 있다. 2호선과

6호선이 지나는 다른 지역과 달리, 2010년 신공항철도 홍대입구역이

개설되기 전까지 연남동은 지하철을 이용한 접근이 상대적으로 제

한적이었던 것이다. 2017년 기준, 신공항철도 홍대입구역 3번 출구

가 연남동 경의선숲길공원과 바로 연결되어 유동인구를 유인하는

반면, 이전까지 연남동은 지하철로 접근하기 어려웠다. 더욱이 2015

년 봄까지는 경의선숲길공원 공사를 위한 펜스가 설치되어있었기

때문에 연남동에 유입되는 외부인은 제한적이었다.

실제로 오늘날 연남동이 홍대와 인접해서 접근성이 좋다는 인식

으로 개선된 것과 달리,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연남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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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이 어려운 지역”, “홍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인식되었

다는 점을 여러 면접자들로부터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연남

동의 제한된 접근성은 두 가지 변화로 크게 개선되었다. 하나는

2010년 홍대입구역에 공항철도가 신설되면서 연남동과 가까운 도로

에 3번 출구가 개설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2015년에 경의선 숲길

공원이 완공되면서 기존에 있던 펜스가 걷히고 연남동의 중심을 가

로지르는 공원이 개방된 것이다 ([그림 2-10] 참조). 이로써 연남동

은 더 이상 숨겨진, 또는 멀리 동떨어진 지역이 아니게 되었으며,

미디어에서도 연남동이 지속적으로 “가 볼 만한 곳”으로 소개되며

외부인구 유입이 증가했다. 특히 2013년 무렵부터 대중매체에 연남

동의 몇몇 가게들이 소개되면서 초창기 동네가 알려지는 데 결정적

인 역할을 했다.

[그림 2-10] 경의선 숲길공원 연남동 구간의 전경

자료: “폐철로에 깔린 초록 융단, 경의선 숲길.”「월간조선」(2015. 10)

기존 연남동의 대표적인 이미지가 “조용한 주택가” 내지는 “기사

식당거리” 또는 “화교마을 (리틀차이나, 차이나타운)”로 인식됐더라

면 이제는 연남동을 설명할 때 “탐방”이라는 수사가 빠지지 않는

명실상부한 서울의 핫플레이스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사람들은 연

남동을 골목골목 “거닐고”, “누빈다.” 좁은 골목으로 이루어진 물리

적 환경 때문에 연남동의 풍경이 재현될 때 “걷기”라는 행위가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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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바쁘게 옮기던 걸음도 연남동 골목길에 들어서면 어느새 느

려진다.” (우먼센스, 2014) 연남동은 일상의 “조급함”으로부터 벗어

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려진다. 그렇게 마주하는 연남

동은 “고즈넉”하고 “정감”있고, “아날로그 감성이 가득”하다.

“골목 구석구석 이어진 길에는 개성 있는 가게와 공방이 옹기

종기 얼굴을 내민다. 복닥복닥한 시내를 벗어나 어릴 때 살았

던 진짜 동네를 만난 기분이 든다. 이곳에 둥지를 튼 사람들

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한다. 고즈넉한 정취가 마음을 끌었

다고. 자석처럼 이끌려 흘러들게 됐다는 말과 함께.” (정겨운

동네의 반란, 연남동 탐험, ABroad, 2013년 8월호)

연남동은 “복닥복닥한 시내”와 대조되는 공간으로, “어릴 때 살았

던 진짜 동네” 같다. 그러나 해방촌이나 익선동이 문화적으로 재현

될 때와 마찬가지로 연남동 역시 노스텔지어를 불러일으키는 동시

에 흥미의 정서가 공존하는 곳으로 그려진다. “old-fashioned but

hip” (ELLE, 2014) 라는 한 잡지의 묘사는 이런 점을 가리킨다. 연

남동의 오래된 정취를 만들어내는 것은 기존의 다세대주택이나 골

목길 같은 물리적 환경과 그곳에 거주하는 원주민이라면, 흥미를 유

발하는 것은 새롭게 유입되는 “개성 있는” 가게들과 그곳을 운영하

는 업주들이다.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는 부부가 만든 카페 겸 레

스토랑,” “대학로의 한 연극배우가 오픈해 화제가 됐던” 카페, “26년

간 유명 호텔 베이커리 셰프로 경력을 쌓아온 일본인 파티셰”의 빵

집 등, 연남동에 문을 연 새로운 가게들의 “힙함”과 “개성”은 업주

들의 경력과 함께 강조된다.

이처럼 동네의 새로운 특색을 만들어내는 것은 다름 아닌 새로운

가게를 여는 소상공인들이다. 김홍중(2008)은 골목이 더 이상 “도시

빈민의 주거공간이 아니며 그들의 집단적 삶의 문화가 전개되는 공

간도 아닌 쇼핑, 식사, 산책, 휴식의 소비공간” (157) 이라고 주장하

며, 그곳을 “실재”가 아닌 “환상”의 공간으로 규정했다. “골목길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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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을 감상하고 거기에서 노스탤지어의 정서를 진하게 느끼는 사람

은 더 이상 골목길을 자신들의 삶의 환경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

(162) 라는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소상공인들에게 골목길은 삶과

노동이 펼쳐지는 “실재”의 공간이다. 그들은 문화생산자로서 연남동

의 가게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이

들은 자신의 삶과 노동을 펼쳐나갈 공간으로서 골목길을 선택하는

것일까? 이어지는 3장에서는 이러한 실천의 자원이자 제약이 되는

객관적 구조로서 새로운 소상공인들이 보유한 자본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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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새로운 소상공인의 사회적 위치

앞선 2장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행

위자로서 새로운 소상공인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들은 오래된 동

네에 가게를 창업함으로써 장소의 물리적이고 상징적인 변화를 주

도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이들을 “청년 예술가-사업가”(강유가람 외,

2014), “창의적 자영업자” (신현준 외, 2016), “창조계급/창조인력”

(양희은·손용훈, 2013; 박은실, 2013) 등 서로 다른 개념을 활용하여

하나의 사회집단으로 포착하려 했다. 이때 공통적으로 지적됐던 것

은 이들의 “창조성”, 그리고 창조성을 만들어내는 원천으로서 “문화

예술”과의 친화성이다. 문화예술과의 친화성은 새로운 소상공인들의

생애과정에서 교육, 직업경력, 그리고 해외경험을 통해 축적되는 “문

화자본”으로 이해됐고, 이런 문화자본이 그들의 사업 활동에 반영되

기 때문에 이들은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라, “예술가”이기도 하며,

단순한 “자영업자”가 아니라 “창의적”이라는 복수적 정체성을 부여

받았다.

그러나 이들의 문화자본은 새로운 소상공인들의 계급적 위치를

보여주는 지표라기보다는 그들의 “창의성” 내지는 “개성”을 보여주

는 “취향” 내지는 “미학적 성향”으로 해석됐다. 이런 해석은 새로운

소상공인들이 공유하는 또 다른 사회적 범주인 “세대”, 즉 청년 개

념과 연계되어 더욱 부각됐다. 신현준 외(2016)는 젠트리피케이션

장의 주요 행위자를 “특정한 세대의 특정한 집단으로 정의”하기를

시도했고19), 강유가람 외(2014) 역시 “청년”이라는 세대적 범주를 제

시했다20). 요컨대 선행연구에서 그려진 새로운 소상공인들의 모습은

19) 신현준 외(2016)는 이들을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중반에 태어

난 세대 가운데 1990년대 중반 이후 독립이나 대안이라는 수사를 동반한

문화를 향유했던 경험이 있는 집단”이라고 정의한다. “4인 가족을 꾸려 신

도시 30평형 아파트에서 평범하게 사는 것은 더 이상 평생의 꿈이 아니”

며, 무엇보다도 “문화적 취향과 미학적 성향을 공유”한다 (57).



- 56 -

“창의성”을 특징으로 하는 “청년” (세대) “자영업자” (직업집단)이다.

여기에서 “계급”에 관한 논의는 빠져있다21).

이 연구는 새로운 소상공인을 하나의 집단으로 포착하기 위해 사

회계급에 대한 부르디외적 접근을 취한다. 즉 계급을 자본의 양과

구조를 공유하는 “사회적 위치집단”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부르디외

에 따르면 사회계급은 단 하나의 특성, 예컨대 생산관계 지위나 직

업에 의해 규정되지 않으며, 한 계급을 다른 계급으로부터 분류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차적인 차이는 “실제로 이용 가능한 자원과 권

력의 총체로서의 자본의 총량으로부터 – 경제자본, 문화자본, 그리

고 사회관계 자본으로부터 유래”한다 (부르디외, 2005: 220). 이 연

구에서도 새로운 소상공인들이 보유한 문화자본은 중요한 탐구의

대상이다. 그러나 문화자본은 그들의 “창조적” 특성을 나타내기 때

문뿐만 아니라, 경제자본, 사회자본과의 결합으로 구성된 사회적 위

치 속에서 그들의 취향을 형성하기 때문에 중요하다22). 따라서 이

장에서는 새로운 소상공인의 사회적 위치를 구성하는 경제자본, 문

화자본, 사회자본의 요소들을 순서대로 살펴볼 것이다.

제 1 절 경제자본

계급연구에서 일반적으로 경제적 지위는 생산·소유관계에 따라

20) 청년 예술가-사업가들의 나이가 공통적으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

반”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9).

21) 다만 이들의 “노동”에 대한 변화한 관념에 대해서는 연구자들도 관심

을 가졌다. “재미와 자율성”을 추구하는 성향, “소외되지 않은 노동”에 대

한 지향 (강유가람 외, 2014: 10), 유사하게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문구

로 표현되는 대안적 경제에 대한 열망 (신현준 외, 2016: 208)이 보고됐다.

22) 이 장에서는 경제자본, 문화자본, 사회자본의 양과 구조를 객관적인 접

근을 통해 파악하고, 4장에서 이러한 자본이 어떠한 취향과 주관적인 실천

논리를 통해 공간에서의 구체적인 행위로 이어지는지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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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또는 소비·경제수준에 따라 “소득”, “자산” 등의 객관적 지표

로 측정된다 (홍두승, 2005; 조동기, 2006). 이 연구의 대상은 직업적

으로 “자영업자”에 한정되기 때문에 이들의 사업규모, 구체적으로

피고용인의 숫자를 통해 생산·소유관계를 알아본다. 한편 소득이 상

대적으로 고정적인 임금근로자와 달리 날씨나 계절별, 월별, 연도별

소득의 편차가 커다란 생계형 서비스 자영업의 특성 상, 이들의 경

제수준을 소득으로 측정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예컨대 주

말이나 봄, 가을 계절에 집중적으로 고수익을 내는 한편, 이전 달

수익으로 마이너스 수익을 메우는 달도 있다. 또는 최근 2년 동안은

높은 수익을 내고 있지만, 가게가 정착하기까지 오랜 기간 순수익을

내지 못했던 경우도 있다. 같은 자영업자라 하더라도, 소위 “대박가

게”와 일반적인 가게와 소득 차가 상당하다. 대신, 소득보다 이들의

경제자본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표로 임대료와 권리

금을 포함한 창업자본금을 생각해볼 수 있다.

1) 임차인의 “1인 가게”

임대료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대다수의 새로운 소상공

인들은 건물 또는 공간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를 통해 가게

를 운영한다는 점이다23). 설문조사에 참여한 30개의 가게 중 공간을

매입하여 가게를 운영하는 경우 1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29개의 가

게들은 모두 임대를 통하여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인터뷰에 참

여한 20명의 업주 모두 임대를 통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생산

관계를 중시하는 맑시스트적 구분에 따르면 이들은 생산수단을 소

유한 쁘띠 부르주아지이지만, 생산수단 중 가장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으로서 사업장은 소유하지 못한 임차인 신분인 것

이다. 따라서 이들의 구체적인 매출, 순수익 기준의 소득 수준이나

23) 공간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하는 특성으로 미루어보아 이들은

“한계적 젠트리파이어”라고 할 수 있다 (신현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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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등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임대료 지불의

사 및 지불현황을 통해 임차인의 경제자본을 추정할 수 있다 ([표

3-1]).

무엇보다도 자영업자에게 임대료는 고정비용으로서, 매우 중요한

경제적 요인 중 하나이다. 부동산업자 T에 따르면, 연남동의 지가와

임대료는 2014년 무렵을 기준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는데 그럼에도

아직까지 번화한 기성 상권의 임대료보다는 저렴한 수준을 유지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이번 조사를 통해 연남동의 1제곱미

터 당 임대료는 3만 원대 후반에서 4만 원대 중반 수준으로 확인된

반면, 홍대·합정 지역의 경우 2015년 기준 평당 임대료가 6만 원대

후반에 이르렀고, 같은 시기 마포구 지역의 평당 임대료는 5만 원대

중반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2015). 더군다나 2010년

에서 2013년 사이, 즉 연남동 변화의 초창기에 유입된 새로운 소상

공인들은 월 평균 100만원에 못 미치는 낮은 임대료를 지불하고 들

어온 것으로 확인했다.

구분 빈도

공간소유형태 매입 1 (3)

임대 29 (97)

임대료 100만원 이하 5 (17)

100-200만원 16 (53)

200-300만원 8 (27)

무응답 1 (3)

피고용인 1인 가게 14 (46.7)
(비정규직포함) 1명 11 (36.7)

2명 3 (10)

3명 1 (3.3)

8명 1 (3.3)

총계 30 (100)

자료: 연구자의 자체 설문조사 (2016. 5)

[표 3-1] 새로운 독립소상공인의 경제자본 ①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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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기타 사업대상지역과의 지대 차이로 보았을 때 한정된 예

산을 가지고 사업을 계획했다는 사실로부터 초기에 유입된 새로운

소상공인들이 제한적인 경제자본을 가지고 있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창업을 계획하는 소상공인은 공간이 필요한 상황에서, 상수동

이나 이태원 등 서울의 여러 지역을 탐색하며 적절한 입지선정을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연남동으로 결정한 다수의 면접자들은 입지

선정의 이유로 “저렴한 임대료”를 꼽았다. 연남동의 임대료가 다른

동네에 비해 저렴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가게의 물리적

크기가 작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대조적으로 성수동과 같이 오피스

나 공장으로 쓰이던 커다란 공간에 가게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소규모 필지의 단독·다세대 주택으로 쓰이던 공간을 개조해

서 작은 평수의 가게가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부동산업자 T

에 따르면, 가령 홍대와 비교했을 때 연남동에는 그동안 “주로 좀

없는 분들”이 유입되어왔으며 여전히 지가가 싸다는 인식을 가지고

입지를 희망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 연남동의 임대

료는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실제로 2014년 이전에 창업한

업주들은 2년마다 임대료 인상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자: 이전에 장사 좀 안 되고 힘드실 때는 임대료 내시기

가 어렵지 않으셨어요?

면접자K: 완전 어렵죠.

연구자: (매출로) 감당이 되긴 됐어요?

면접자K: 안 됐죠.

연구자: 그럼 어떻게 가게를 유지하셨어요?

면접자K: 빌리고. 근데 월세가 밀린 적은 없어요. (뜸들이다

가) 생활이 밀렸지.

연구자: 지금처럼 계속 장사가 잘 되면 카페를 더 확장 할 생

각 없으세요?

면접자K: 네, 확장할 생각은 없어요.

연구자: 공간을 더 넓은 데로 이사 간다거나 할 계획은요?

면접자K: 여기 임대료가 오르면 이사 가죠. 저희가 굉장히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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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좋은 편인데, 보통 카페가 (임대료로) 150만원을 낼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저희 가게처럼) 줄을 서면, 되게 돈을 많이

벌겠다 싶은데 (막상 그렇진 않아요). 근데 다른 집은 대체 어

떻게 돈 버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사장 둘이서 하고 알바를

안 쓰고 있거든요? 인건비로 나가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근

데 다른 집들은 알바를 쓰잖아요. 근데 그럼 남는 게 진짜 없

거든요. 월세 150만원이 적은 게 아니거든요. (…) 그래서 다

른 데는 어떻게 버나, 싶어요.

위 대화에서 업주 K는 동업자와 함께 연남동에서 가게를 3년 간

운영해왔다. 처음에는 바 bar로 시작했지만 약 2년 정도 수익을 내

지 못했고 카페로 업종을 전환한 뒤 커피 맛으로 입소문을 타 평일

에도 손님들이 줄을 설 정도로 유명해진 경우다. 가게가 자리를 잡

기까지 초기에는 매출로만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워 “생활이 밀렸

다”고 한다. 이 업주뿐만 아니라 연남동의 새로운 소상공인 중에는

가게가 안정적인 수익을 낼 때까지 초기 몇 년 간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부업을 병행하거나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을 작은 평수로 옮기

는 등 개인적인 생활을 희생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

임대료를 고정비용으로 지출하면서 새로운 소상공인은 주로 인건

비에서 비용절감을 시도했다. 대신 그만큼 자신의 노동시간을 늘리

게 된다. 실제로 이들의 사업규모는 대체로 영세한데,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1인 또는 2인 가게의 경우가 전체의 83.4%를 차

지하고 있었다. 인터뷰대상자 중에는 연남동에 자리를 잡고 상당 기

간 영업을 유지하면서 유명세를 얻어 사업을 확장한 경우도 있었으

나, 초기에는 사장 혼자 또는 동업자와 둘이서 직접 가게를 운영하

거나 피고용인을 두더라도 1-2명에 그쳤다. 피고용인을 두지 않는

이유를 물었을 때에는 무엇보다도 “인건비가 부담스러워서”라는 경

제적인 이유가 가장 크다고 답했다.

그렇기에 이들은 자기소유의 가게를 가지고 운영하는 “사장님”이

지만 일주일 기준 평균 6.1일 가게에 출근하고, 하루 기준 11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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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하는 “노동자”이기도 하다. 즉 이들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을 합

계 내어보면 일주일에 약 66시간에서 67시간가량 노동하는 것인데,

이는 서비스업 자영업자들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1시간 (김복순,

2013) 인 것과 비교했을 때도 매우 긴 노동시간이라 볼 수 있다. 혼

자 일하거나 종업원이 있는 경우에도 정규직보다는 소수의 파트타

임을 주로 고용하는 사업특성 상, 업주들은 매우 높은 노동시간과

노동강도를 감수한다고 볼 수 있다.

2) “생계형” 서비스 자영업자

다음으로 창업자본금을 통해 이들이 보유한 경제자본을 추정해볼

수 있다. 가게를 시작하려는 업주에게 중요한 경제적 고려의 대상이

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권리금이다. 기성 상권들과 비교했을 때 연

남동은 권리금이 형성돼있는 경우가 드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젠

트리피케이션 초기에는 이미 비어있는 공간 또는 주택이었던 곳에

가게가 입점하는 경우가 대다수였고 젠트리피케이션이 심화되면서

부터는 용도변경에 따른 리모델링, 신축 건물들이 계속해서 들어서

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권리금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정착하는 데) 딱 2년 반 걸린 것 같아요. 되게 오래 걸렸죠.

차라리 정말로 지금 저보고 이런 가게 하라고 하면, 아마 메

인거리로 갈 것 같아요. 권리금 주고서라도. 내가 돈이 있다

면. 돈이 없으니까 생각할 수 있는 위치가 이런 곳이었던 거

예요. 연남동에는 대부분 처음 시작하는 데가 많아요. 권리금

이 대부분 없으니까. (J)

권리금이 없는 연남동의 상권 특성은 제한된 창업자본금으로 가

게를 시작해보기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며, 업주 입장에서도 큰 위

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높은 임대료를 내더라도 권리금

이 없는 공간에서 장사를 시작하기를 선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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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에서 권리금을 제외한 창업자본금 규모를 묻자 적게는

150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8000만원까지 분포, 평균 4000만원 수준으

로 조사됐다. 설문조사에서도 3000천만 원에서 8000천만 원 사이라

는 응답이 전체의 67%를 차지해 가장 높게 조사됐다 ([표 3-2]).

구분 빈도

권리금 지불했다 8 (27)

지불하지 않았다 20 (67)

무응답 2 (6)

창업자본금 600-3000만원 4 (13)

3001-8000만원 20 (67)

8000만원 이상 4 (13)

무응답 2 (7)

자본금지원 있었다 5 (17)

없었다 23 (76)

무응답 2 (7)

총계 30 (100)

자료: 연구자의 자체 설문조사 (2016. 5)

[표 3-2] 새로운 독립소상공인의 경제자본 ②
(단위: 명, %) 

이러한 자본금 규모는 서울시 소매·음식·숙박업의 평균 창업자본

금이 6900만 원대, 특히 숙박·음식업의 경우는 7500만원에 이르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24) (중소기업청,

2010). 이처럼 저렴한 창업자본금 규모는 가게의 입지와 연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 주택가단독점포에 창업하는 경우는 재래시

장과 지하상가에 이어 세 번째로 적은 창업자본금을 필요로 한다고

조사됐기 때문이다. 주택가단독점포는 평균 5600만 원 수준의 창업

자본금이 드는 반면, 도로변상점가는 6700만원, 아파트상가의 경우

는 7600만원, 백화점/할인점 내는 1억 원 이상의 창업자본금이 들었

24) 2010년도 기준 자료로 2013년도 전국 평균 창업자본금이 6570만원에서

7257만원으로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더 높게 생각해야 한다. (소상공인실

태조사보고서,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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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소기업청, 2010). 인터뷰에서 업주들은 공통적으로 광화문이나

강남은 물론 홍대나 이태원과 같은 서울의 주요상권에 위치한 가게

들과 자신의 가게를 비교하며 상대적으로 적은 창업자본금이 들었

다는 점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필수적으로 본사가 지정하는 인테

리어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업체들에 비해서도

상당히 적은 액수로 창업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프랜차이즈

사업은 자영업 평균 창업비용의 두 배에 달하는 높은 창업비용이

든다 (서울연구원, 2014: 77).

더군다나 이들이 어떻게 창업자본금을 마련했는지 조사해보면, 가

족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 사업을 시작하는 소위 “금수저”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이나 친지로부터 자본금을 지원

받았느냐는 질문에, 23개의 가게가 지원을 받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스스로 다른 일을 통해 번 자금 또는 대출금을 통해 자본금을 마련

했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창업자본금의 마련 방법에 대한 차이를 두

고 이른바 “금수저”가 아닌 “생계형” 사장님들이 연남동에 밀집해있

다는 점이 인터뷰를 통해 언급되기도 했다. 장사를 “생계유지”를 위

해 하는 것인지, 아니면 “취미”로 하는 것인지에 따라 인식이 분화

되는 것이다. 절실함을 가지고 스스로 사업을 개척하는 전자와 달리

후자의 경우는 부모세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기 때문에 둘 사이

에 차이가 나타난다고 한다.

집에서 차려주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엄마 가게하고 싶어,

하면 가게 하시고. 큰 의지를 갖고 하시는 분들이 잘 없더라

고요. 오늘 매출이 얼마고 이런 걸로 스트레스 받고 그래야

되는데, (집에서 차려주시는 분들은) 못 팔아도 맛있는 거 다

먹고 그러거든요. 금수저죠, 금수저. (윤혜수, 2016a에 수록된

인터뷰 재인용)

이런 차이는 전자와 후자가 비록 동종업을 하더라도, 만났을 때

“대화도 좀 잘 안 통하고”, “생각하는 방식도 좀 다를” 뿐더러, 전자



- 64 -

는 거의 “매일같이 가게를 나와 지키는 것”과 반대로 후자는 “아예

가게에 나오지 않거나”하는 등, 행동 양식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이

때 연남동이라는 공간에는 “금수저”보다는 “생계형” 사장님들이 밀

집되어있다는 인식이 조사됐다. 이로부터 연남동의 새로운 소상공인

들이 대체로 부모세대로부터의 상속이 제한된 경제자본을 지닌 집

단임을 조심스레 짐작해볼 수 있다.

요컨대 새로운 소상공인들은 독립적인 생산수단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는 소규모 자본가 또는 중간계급이지만 생산수단에서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매장 공간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

분 임대한다는 점, 사업규모가 영세해 긴 노동시간과 노동강도를 감

수한다는 점, 상대적으로 적은 권리금과 창업자본금을 가지고 사업

을 시작한다는 점에서 경제적으로 제한된 위치에 놓여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그 중에는 두터운 단골손님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가게들도 있고 “대박가게”들의 성공신화가 탄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훨씬 더 많은 경우, 제한된 경제자본을 가지고 시장에 뛰어

든 새로운 소상공인들은 젠트리피케이션이 심화됨에 따라 증가하는

타 업체와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며, 현행법상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

로부터도 온전히 보호받지 못한 채 창업, 폐업과 이전을 반복해야

한다.

제 2 절 문화자본

제한된 경제자본에 반해 새로운 소상공인의 문화자본은 상당히

풍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집단이 노동하는 동시에 “창조적” 삶

을 꾸리고 “대안적” 경제를 일구어낼 만한 역량이 있는 집단으로 부

각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들이 보유한 문화자본 때문이다. 부르

디외에 의해 소개된 문화자본은 개념적 다의성과 모호성으로 후속

연구자들 사이에서 많은 논쟁을 야기했는데 (이상수, 이명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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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는 젠트리파이어가 보유한 문화자본의 속성이 무엇인지 구

체적으로 규명해보고자 한다.

새로운 소상공인에게 두드러지는 문화자본으로 선행연구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된 바 있던 교육과 해외경험 변수가 이 연구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났다25) (정지희, 2007; 강유가람 외, 2014; 신현준·이기

웅, 2016). 교육수준은 최종 학력기관을 조사하는 것에 더해, 대학

재학 및 졸업자의 경우 어떤 전공을 공부했는지도 조사했으며 창업

이전까지의 직업경로도 함께 물었다. 해외경험은 중·단기 여행의 경

우와 6개월 이상 체류의 경우를 나누어 조사했고, 해외경험의 기간

이나 빈도수 등 양적인 척도로 측정하는 것은 물론 인터뷰를 통해

해외체류경험으로부터 무엇을 느꼈는지, 어떤 유형의 해외여행을 왜

더욱 선호하는지 등 질적인 차원도 함께 살펴보았다.

1) 높은 교육수준과 문화·예술·서비스업계 경력

높은 학력은 제도화된 문화자본 중 하나로, 부르디외(2005)가 교

양이라는 형태의 육화된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을 획득할 수 있는 주

요 경로로 지목하기도 했기에 주목할 만하다. 기존의 중간계급 자영

업주, 소상공인 집단은 낮은 교육수준을 보였던 반면 (홍두승,

2005),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의 새로운 소상공인들은 뚜렷한 고학력

경향을 보인다 ([표 3-3]). 이 연구에 참여한 면접자 20명 중 대학원

25) 이상수·이명진(2016)에 따르면 한국사회에서 문화자본에 관한 논의는

주로 문화자본이 존재하는가를 알아보는 것에 치중해왔다. 그러나 이 논문

은 “한국사회에서 문화자본은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는가?” (이상수·이명

진, 2016:341)라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그것이 우리사회에 지니는 함의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다룬다.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문화자본의 속성을 규

명하고자 했던 기존의 시도에서는 “서양고전음악” (최샛별, 2002), “영어실

력” (최샛별, 2003; 2011), “고급레스토랑에서의 음식문화” (최항섭, 2004),

“미국유학/학위” (김종영, 2008) 등이 다른 계급과의 구별짓기를 위한 상류

층의 문화자본으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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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을 졸업한 2명 포함, 전원이 대졸자인 것으로 확인됐고 설문조

사에서도 86% 이상 대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았다고 답했다26). 유사

한 경향은 연남동뿐만 아니라 삼청동 (정지희, 2007)이나 이태원(강

유가람 외, 2014)과 같은 지역의 젠트리파이어들에게서도 확인됐다.

구분 빈도

교육수준 고등학교 이상 3 (10)

대학교 이상 25 (83.4)

대학원 이상 1 (3.3)

무응답 1 (3.3)

총계 30 (100)

자료: 연구자의 자체 설문조사 (2016. 5)

[표 3-3] 새로운 소상공인의 문화자본 ① 교육수준
(단위: 명, %)

새로운 소상공인들이 높은 교육수준을 가진다는 점은 국내 선행

연구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수행된 젠트리파이어 연구에서도 꾸준

히 지목되었다. 특히 뉴욕의 사례연구에서는 높은 교육수준 뿐만 아

니라 “정치외교학 political science”이나 “창의적글쓰기 creative

writing” 등 인문·사회, 예술·서비스와 관련된 특정 전공을 공부한

이들이 지역의 사회문화적 사업가로서 젠트리피케이션의 초기과정

에 참여하는 경로가 다수 발견되었다 (Zukin et al, 2009). 연남동의

새로운 소상공인들 역시 단순히 높은 학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전공에 있어서도 유사한 경향이 밝혀졌다. [표 3-4]는 연구자가 설

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조사한 새로운 소상공인들의 대학전공을

한국교육개발원의 분류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전공 대다수가 인문·

사회·교육계열 및 예체능계열에 해당하며, 공학·자연계열에 속하더

라도 “건축”이나 “호텔조리”, “식품영양” 등 예술, 서비스업과 연계

될 수 있는 특수한 전공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26) 연남동의 창조인력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의 설문조사에서도 83% 이

상이 대학 혹은 대학원 이상 졸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박은실,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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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전공

인문·사회·교육계열

영어영문, 일어일문, 국어국문

산업시스템경영, 신문방송, 언론홍보영상, 사회복지학

한문교육

예체능계열

시각디자인, 의상디자인, 공간연출디자인, 금속공예

실용음악

동양화, 조소

영상, 연극영화

공학·자연계열 건축, 전자통신, 생명공학

호텔조리, 식품영양

주: 『2016년 학과(전공) 분류자료집』에 수록된 학과분류 따라 분류 (한국교육개발
원, 2016)

[표 3-4] 새로운 소상공인들의 학과(전공) 분류

면접자L: 저는 전공이 식품영양 쪽이에요. 조리랑은 그렇게 관

련이 없는데, 조리보다 영양이었는데, (요리) 쪽으로 계속 관

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배웠죠. 일도 조금 하다가 창업을

한 거죠. (…)

연구자: (레스토랑, 카페 등에서 일해 본) 다양한 경험이 있으

신데 주스 바 juice bar 로 창업한 이유가 있으세요?

면접자L: 제가 아무래도 식품영양 전공을 하다보니까 어떤 쪽

으로 풀어야 재밌게 풀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예를 들어 커

피는 물론 재미는 있었지만, 영양학적으로 아무 의미 없는 기

호식품이니까요. 좀 더 영양 쪽으로 접근하다보니 주스 쪽으

로 자연스럽게.

연구자: 전공하신 게 사업에 어느 정도 반영된 거네요?

면접자L: 노력했죠. 공부했으니까. 내다버리기 아까워가지고.

나름 재밌게 공부도 했었거든요.

고등교육에서의 전공은 업주의 사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예컨대 디자인, 금속공예, 호텔조리와 같은 실용성

이 짙은 전공은 작업실 겸 소매업이나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것과

직결되었고, 인문사회·문화·예술 관련 전공자들은 간접적으로 사업

콘셉트 구상에 영향을 주는 자신의 작업을 병행하고 있었다. 예컨

대 대학에서 일어일문학을 전공한 면접자M는 현재 책방과 카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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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셉트가 합쳐진 공간을 운영하면서 틈틈이 부업으로 일본어 번역

작업을 하고, 연극영화를 전공한 면접자P는 비스트로 운영과 동시에

섭외가 들어올 때마다 촬영을 나갔으며, 실용음악을 전공한 면접자F

는 레스토랑을 관리하고 있지만 이따금씩 비보이 공연을 하거나 힙

합 관련 공연기획에도 참여한다고 한다.

전공과 사업이 직결되지 않는 경우라도 대학 또는 대학원 졸업

이후 경력 및 직업경로에서 문화·예술·서비스업과 관련된 업계에서

경력을 쌓다가 창업을 한 경우가 다수였다. 연남동에 창업하기 이전

어떤 일을 했는지 업주의 경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표 3-5]),

이전에도 자영업을 한 경우가 36.7%, 회사를 다녔던 경우가 36.7%,

그리고 예술가·제작자였던 경우가 16.6%였다. 구체적으로 연남동의

소상공인 중 상당수가 이미 타 지역, 특히 인근의 홍대나 신촌, 이

대에서의 장사 경험이 있으며, 장사 경험이 없더라도 이를 보완할

만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구분 빈도

자영업 (장사) 11 (36.7)

회사원 11 (36.7)

예술가·제작자 6 (16.6)

기타 (요리사, 학생) 3 (10)

총계 30 (100)

자료: 연구자의 자체 설문조사 (2016. 5)

[표 3-5] 새로운 소상공인들의 문화자본 ②           연남동 창업 이전 경력 (단위: 명, %) 

인터뷰를 통해서는 창업 이전의 경력, 특히 어떤 종류의 회사에

다녔는지에 대해 더욱 자세히 들을 수 있었다 ([표3-6] 참조). 이들

은 회사를 다니더라도 일반회사의 사무직보다는 연구소, 잡지사, 디

자인사무소, 레스토랑사업부, 사회적 기업, 광고회사 등 소위 “창조

산업”으로 분류되는 직업을 가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경력은

육화된 문화자본으로서 새로운 소상공인들의 미적 감각과 평가기준



- 69 -

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이는 자신의 사업을 구상하

고 실행에 옮기는 데에도 연관된다. 이처럼 새로운 소상공인의 교육

과 경력은 이들이 높은 문화자본을 쌓을 수 있는 통로로 기능한다.

문화자본의 핵심인 문화예술에 대한 소양과 지식은 이들에게 교육

과 경력을 통해 자연스럽게 함양되고, 이들은 문화예술에 대한 “소

비자”이기 이전에, 해당 분야의 “생산자”이자 “종사자”로서 체화된

문화자본을 습득한다.

사례 연남동 창업 이전경력

1 잡지사 - 디자인대학원 조교

2 일반 회사 - 자영업 (홍대)

3 일반 회사 - 카페, 바에서 아르바이트

4 자영업 (홍대)

5 예술가 (연극연출, 조형, 퍼포밍아트) - 자영업 (홍대)

6 디자인사무소

7 예술가 (미술) - 미술학원강사 - 온라인샵 운영

8 교사 – 사회적기업 - 악기레슨

9 요리사

10 디자인사무소

11 디자인대학 연구원

12 음식점, 카페, 바에서 아르바이트

13 잡지사 - 온라인샵 운영

14 건축설계사무소 - 광고회사

15 호텔레스토랑사업부

16 잡지사

17 예술가 (음악, 공연기획)

18 예술가 (배우)

19 바리스타 - 커피회사 매니저

20 의상디자인실 - 자영업 (이대) - 요리사

[표 3-6] 연남동 창업 이전 경력 상세 (인터뷰를 토대로 재구성)

2) 글로벌한 경험과 취향

새로운 소상공인들이 해외경험이 많다는 것 역시 이들의 높은 문

화자본을 보여주었다. 젠트리파이어들이 글로벌하고 문화적 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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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선호한다는 점은 해외 선행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주목됐던 특징

이며 (Caulfield, 1994; Rofe, 2003; Ley, 2003; Zukin, 2011) 우리나라

에서도 이국적 취향과 문화적 다양성이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에 특

징적이라는 점이 지적되어왔다 (강유가람, 2014; 신현준 외, 2016).

특히 강유가람 외(2014)는 이태원 지역의 청년 창업가들의 사례연구

를 통해 이들이 여행, 교환학생, 어학연수 등 어떤 기회로든 해외경

험을 한 적이 있다는 공통점을 보고했고, 심지어 한옥이라는 전통적

특징이 강조되는 서촌의 사례에서도 새로운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가게의 “이름과 분위기는 로컬하기보다는 글로벌하다”는 점이 관찰

됐다 (신현준, 2016: 95). 서울에서 이국적 성격이 가장 두드러지는

지역은 이태원으로 꼽히지만, “글로벌함”은 기타 젠트리피케이션 지

역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지목되며 연남동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확

인된다.

이 연구는 설문조사에서 업주의 해외경험을 여행경험과 체류경험

으로 분류한 뒤, 단순히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나 빈도를 양적

으로 파악하는 것에 더해 어떤 종류의 해외경험을 선호하는지 조사

함으로써 질적인 특징을 확인하였다. 또한 인터뷰를 통해 해외경험

의 계기와 내용, 소상공인에게 갖는 의미와 영향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다.

먼저 해외여행의 경우를 살펴보면 ([표 3-7] 참조) 설문조사 응답

자 30명 중 26명이 해외여행을 다녀온 경험이 있었으며, 그중 17명

이 일 년에 한 번 이상 해외여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들은 여행기획사의 패키지 여행상품보다는 스스로 여행을 계획하

고 실행하는 자유여행을 선호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여행을 다니

는 동안 주로 어떤 식사를 했는지 묻는 문항에서도 17명이 현지식

위주의 식사를 한다고 응답했으며, “한식, 체인레스토랑 등 익숙한

식사”를 한다고 답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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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해외여행경험 있다 26 (86.7)

없다 4 (13.3)

해외여행빈도 평생에 한두 번 1 (3.3)

몇 년에 한 번 7 (23.3)

일 년에 한 번 이상 17 (56.6)

무응답 5 (16.7)

해외여행유형 대형 여행사 패키지여행 2 (6.7)

소규모 여행사 기획여행 1 (3.3)

자유여행 22 (73.4)

가족, 친지방문 1 (3.3)

무응답 4 (13.3)

총계 30 (100)

자료: 연구자의 자체 설문조사 (2016. 5)

[표 3-7] 새로운 독립소상공인의 문화자본 ③ 해외여행
(단위: 명, %)

면접자B-2:　(해외여행) 자주 갔죠. 유럽은 프랑스, 영국, 스페

인, 이탈리아, 스위스. 동남아도 태국이나 베트남? 이런 데도

갔죠. 일본 내에서도 놀러 많이 다녔어요.

연구자: 여행은 자유여행으로 다니세요? 아니면 패키지?

면접자B-2: 패키지 절대 안 가죠. 자유여행이에요. 어렸을 때

나 패키지 엄마랑 가죠. (웃음)

연구자: 해외여행 다니는 게 일하시는 데도 도움 되나요?

면접자B-2: 네, 너무 도움 되죠. 지금 답답한 게 뭐냐면 저희

가 영감을 얻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계속 쏟기만 하니까. 그

래서 일부러 시간 내서 책도 읽고 하긴 하는데 간접체험이랑

직접 해보는 체험은 너무 다르거든요? 저도 해외여행 가기 전

에는 책 속에 답이 있지 하고 책만 팠는데, 한 번 다녀와 보

니 100번 책 읽느니 한번 체험하는 게 느끼는 게 훨씬 달라

서. 예를 들어 북유럽이 좋아, 라고 하지만 덴마크에 가서 한

번 보는 거랑 완전 다르거든요.

이런 점은 다수의 업주들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authentic 이국

문화에 대한 욕구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관광 상품으로 짜인 일

정을 밟기보다는 스스로 여행을 기획하여 현지문화를 체험하고,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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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예를 통해서도 익숙한 음식보다는 현지의 음식을 적극적이고

모험적인 자세로 시도해보려 한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해외여행 경험은 “일부러 사업을 위해” 기획한 것은 아니지

만, “자연스럽게” 영감이 되기도 했다. 이때 사업으로 만들어야겠다

는 의도나 계획이 없었다는 사실이 이들의 진정성을 보여준다는 점

에서 중요하다. 사업에 도움이 되는 결과는 자연스럽게 뒤따르는 것

이다. “원래 소품 같은 걸 모으기 좋아하는” 취향이 있다는 한 업주

는 해외여행으로 방문했던 이탈리아의 지방이 막상 가보니 너무 좋

아 즉흥적으로 “애초에 계획되었던 일정보다 열흘 정도 더” 오랜 기

간 머무르면서, 그곳에서 사온 소품이나 사진들로 가게를 장식했다.

베트남 여행에서 마신 “에그 커피”에 착안해서 새로운 커피메뉴를

낸 카페, 여러 차례 인도 여행을 하면서 수집한 “향초”나 “풍경” 등

빈티지 소품들을 모아 연 잡화점 등도 유사한 경우에 해당한다.

더욱이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도 30

명 중 9명으로, 약 30%를 차지했다 ([표 3-8] 참조). 인터뷰 참여자

들 중에서도 5명이 해외체류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에

체류한 사람들의 경우, 체류지가 북미(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

질랜드 등 서구권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아시아의 경우에는 유일하

게 일본이 포함되었다. 이때 해외여행지에는 동남아시아나 중국, 홍

콩 등이 포함됐던 것과 달리 해외체류지는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국가에 한정됐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한국에서 영어실력이나

미국학위소지가 문화자본으로 기능한다는 사실은 선행연구에서 지

적된 바 있는데 (최샛별, 2002, 2003; 김종영, 2008), 새로운 소상공

인들은 해외체류경험을 통해 언어나 학위와 같이 기능적인 역량뿐

만 아니라 자신이 지향하는 라이프스타일에도 의미 있는 영향을 받

았다고 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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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해외체류경험 있다 9 (30)

없다 21 (70)

체류목적 어학연수, 유학 등 교육목적 5 (16.7)

직업훈련 등 일의 목적 2 (6.7)

가족, 친척, 지인 방문/거주 1 (3.3)

기타 1 (3.3)

해당없음 21 (70)

체류지 북미(미국, 캐나다) 2 (6.7)

유럽 1 (3.3)

일본 4 (13.3)

호주, 뉴질랜드 2 (6.7)

해당없음 21 (70)

총계 30 (100)

자료: 연구자의 자체 설문조사 (2016. 5)

[표 3-8] 새로운 독립소상공인의 문화자본 ③ 해외체류
(단위: 명, %)

(저는) 일본의 시코쿠 지방에서 2년 정도 지냈어요. (…) 가보

면 길거리에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조용한데, 카페에 들어서

면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일본 시골 느낌이 강했죠. 집

들이 다 단층이고, 주차장도 넓고. 사람들이 아침 8시 반만 되

면 출근 전에 카페에 들러서 담배 한 대 피고, 신문 읽으면서

커피 한 잔 하고 출근하는데, 그 모습이 정말 좋아보였어요.

저도 그런 걸 꿈 꾼 거죠. (J)

(뉴질랜드에) 갔다 오고 나서부터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영어를 너무 못해서 영어를 좀

자연스럽게 접해보려고 갔던 건데. 언어를 배우려고 가니까

그 나라의 먹거리를 먹지 않고는 (생활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용어에서부터 알게 된 거죠. (뉴질랜드) 사람들

이 어떻게, 왜 (어떤 음식을) 즐길 수밖에 없는지. (…) 이전엔

책을 팠었다면 이제는 좀 사람하고 섞이면서 일하는 게 나랑

잘 맞구나, 알게 됐어요. (N)

이를 통해 새로운 소상공인들은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해외에 비

교적 장기간 체류하며 그곳의 라이프스타일과 가치, 문화를 함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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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후 한국에 돌아와 사업을 통해 이를 전파하는 역할을 수행한

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들은 해외에서 경험한 것을 나름의 방식으

로 소화하여 국내에서도 이를 실현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소개하고

자 하는 동기와 욕구를 가지고 귀국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해외경험

은 새로운 소상공인들이 기존의 전통적인 소상공인들과 다르게 이

국적이고 혼종적인 가게의 콘셉트를 추구하는 이유를 부분적으로

설명해준다고 하겠다.

요컨대 연남동의 새로운 소상공인들은 높은 학력자본과 문화·예

술·서비스업계의 경력, 풍부한 해외경험을 바탕으로 제도화된 형태

와 육화된 형태의 문화자본을 두루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문화자본은 오래된 동네의 골목길이라는 물리적 환경에

서 서정적인 의미를 발견하고 새로운 사업콘셉트와 가게의 외관, 인

테리어를 통해 자신의 취향을 불어넣을 수 있게 하는 자원이 된다.

더욱이 교육과 경력은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형

성하기 때문에 사회자본으로 전환되는 특성을 갖는다.

제 3 절 사회자본

이기웅(2016)은 홍대에서 활동하던 문화기획자들이 멀리 다른 곳

으로 떠나지 않고 주변지역으로 확장되는 까닭을 홍대지역에 기반

을 둔 사회적 네트워크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연남동 초기변

화 과정, 즉 2010년에서 2014년 사이에 진입한 새로운 소상공인들

중 다수가 홍대지역에서 장사 또는 공간운영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초창기 연남동에 진입한 이들은 기대수익에 대한 위험을 감수해야

했는데, 이때 이들을 지탱해주었던 것이 홍대를 기반으로 형성해두

었던 지역상인들 및 단골손님과의 사회관계였기 때문이다.

홍대에서 가게를 이전해온 업주의 경우는 물론 일반적으로 연남

동 지역 내 새로운 소상공인들끼리의 친밀한 유대, 그들이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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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를 찾는 단골손님들, 손님들이 매개하는 다른 유사 소상공인들

과의 사회적 네트워크는 중요한 사회적 자본이다. 더욱이 새로운 소

상공인들은 SNS와 같은 뉴미디어 기술을 활용해서 잠재적 사업파

트너 및 고객들과 느슨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대부분의 한국

자영업자들의 사회자본이 혈연과 학연에 기반 한다는 사실(이성균,

2006)과 대조적으로 새로운 소상공인들의 사회자본은 사업장과 사업

장이 위치한 동네를 중심으로 유사한 취향 및 라이프스타일을 공유

하는 사람들과 형성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1) 업주 간 네트워크의 형성과 특성

홍대나 강남지역에서 장사를 하다가 연남동으로 이주해온 상인들

의 말에 따르면, 일반적인 상업 지구에서는 업주들이 경쟁관계를 갖

는 것과 달리 연남동의 상인들은 협력적 관계를 갖는 것이 특이하

다고 한다. 그렇다면 연남동의 새로운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업주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이 사회적 네트워크는 어떤 특성을 갖는가?

업주 간 네트워크를 가장 명확하게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은 업주들

이 단골로 드나드는 가게에서 이들의 상호작용을 관찰하는 것이다.

나는 면접대상자 N이 운영하는 바 bar에 6회 이상 방문했고 관찰기

록을 남겼다. 다음은 그 기록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2016년 9월. 수요일 밤 10시. 평일 밤이라 거리는 한산한 편이다.

연남동의 부동산 골목 인근에 위치한 바에 들어선다. 사장 N과 파

트타임 아르바이트를 하는 종업원 두 명이 함께 일한다. 그 중 한

명은 연남동 토박이로, 화교 2세라 한다. 한국어가 유창해 처음에는

그의 국적을 알아채지 못했다. 손님이 들어올 때마다 N은 반가운

기색을 표하며 “여어, 오랜만이야.” “왔어?” 하고 편안한 인사를 나

눈다. 어떤 손님은 슈퍼 앞을 지나다 “생각이 나” 사왔다며 귤 한

봉지를 내민다. 밤 11시 즈음 되자 연남동경의선숲길 공원 인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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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들어와 익숙하게 바 자리에 앉고, 위스키

한 잔을 주문한다. 그 바로 옆자리엔 “혼술”을 하며 이따금씩 N과

담소를 나누는 남성이 앉아있다. 종업원은 내게 그가 망원동에서 일

본라멘가게를 하는 사장님이라 귀띔해준다. 뒤쪽 테이블에는 연남동

에서 유명한 카레집 사장님이 직원 두 명과 동행하여 술을 마시고

있으며, 이들은 N을 이름으로 부르거나 “형” 하며 메뉴를 주문한다.

12시 반이 넘어가자 연남동에서 멕시칸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한국

인 여성과 멕시코인 남성 부부가 들어와 맥주 두 잔과 간단한 안주

를 시킨다. 장사를 마감하고 귀가하기 전 잠시 들른 모양이다.

내가 관찰한 위의 장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연남동의 소상공

인들은 친목 중심의 비공식적인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

고, 이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설문지와 인터뷰를 통해 업주들의 사회

적 네트워크를 알아보았다. “골목길의 공동체 문화는 특히 물리적

조건으로 인해서 서로 긴밀한 부조의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

(김홍중, 2008:147)”는 지적처럼, 연남동 업주들 간 사회관계는 기본

적으로 좁다란 골목길에 가게가 위치해있다는 물리적인 환경에 의

해 영향을 받는다. 연남동 골목길의 폭은 대체로 5미터 이내로, 차

가 진입할 수 없거나 차 한 대가 어렵게 들어올 수 있는 좁은 길이

다. 이 길 양 옆으로 저층 건물들이 줄지어있는데, 같은 건물, 옆 건

물, 맞은편 건물, 또는 같은 도로(길)에 소상공인들의 가게가 입주해

있다. 앞서 기술했듯이 새로운 소상공인은 일주일에 평균 6일,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가게에 상주하기 때문에 인근 사장들과 자주 마주

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소상공인들의 사회적 네트워크는 일차적

으로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가게끼리 형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물리적 환경에 더해, 특히 연남동 변화의 초기 단계에

는 기존의 동네 환경과 이질적인 업종의 가게들을 운영하는 인원이

극소수였기에 공동체 내에서 서로를 손쉽게 인식하며 자연스럽게

친목을 다져 나갈 수 있었다. 소상공인들은 연남동에서 장사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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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일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소비자로서, 처음에는 손님-사장

관계로 지역의 다른 소상공인들과 알고 지내게 된다고 한다.

처음에는 일단 와있는 분들도 정말 소수였고, 그러다보니 서

로 알게 됐고. 소수인 상태에서 술 마시고 종종 어울리다보니

친해지죠, 공통점도 있고. (Q, N)

우연히 어떤 가게에 손님으로 방문했다가 지역의 새로운 소상공

인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되고, 이를 계기로 각별히 친한 사이로 발

전하기도 했다. 연령, 성별, 직업이 유사하니 공통점이 생기고, 그 중

에선 장사가 제일 안 된 집에 함께 찾아가 팔아주기도 하는 식으로

공동체적인 면모를 나타내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유사한 라이프스타

일에 대한 지향과 문화적 코드를 공유하는 이들은 정기적으로 식사

나 술자리를 가지며 돈독한 관계를 유지한다고 한다. 특히 앞서 언

급한 “생계형” 소상공업자들이 전반적으로 모여 있는 연남동에서는

“그들끼리 똘똘 뭉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연남동의 분위기를 두고

“진짜 동네 같은 마을”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러나 연남동 변화의 초기, 즉 2010년도부터 2014년 사이에 정

착한 업주들은 2014년 말 이후에 유입된 상인들과는 사회적 교류가

드문 것으로 확인되었다. 초기 젠트리파이어들은 후기 젠트리파이어

들과 자신을 구분 지으며 자신들은 “동네”가 좋아서 온 반면 나중에

진입한 이들은 “자본”에 이끌려 유입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차별화된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Q). 특히 2015년 이후부터 연남동에 창업

하는 가게가 급증했는데, 이때 새롭게 생겨난 가게의 업주들은 그들

끼리의 친밀한 네트워크를 나름대로 형성해 나가고 있었다. 이들의

사회관계가 형성되는 메커니즘은 유사한 가게가 극소수였던 초기

업주들의 경우와 달리 연남동 상권의 급성장으로 인해 리모델링 및

신축 건물이 대거 들어서면서 비슷한 시기 같은 장소 혹은 같은 골

목에 다수의 업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입한 경우가 많아진 것의

영향이 강하게 작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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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상가들끼리 어울리다가 재밌는 좋은 이웃들이라서 술 한

잔씩들 하고. 그러다가 우리 계 같은 거 하자. 만원씩 내서 하

자. 일주일에. 그래서 맛있는 것도 먹고 놀러 가기도 하고. 그

리고 상가 번영을 위해 회의도 하고 그러죠. (P)

사회적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조직하고 이끌고자 하는 적극적인

행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가 번영회”와 같은 별명을 붙여 친목을

도모하기도 하고, 그들끼리 협력해서 골목을 중심으로 거리 미화 사

업을 펼치거나 한 달에 한 번 길거리에서 마켓을 여는 등 자발적인

소규모 행사를 기획하는 움직임도 보였다. 그러나 가게가 늘어날수

록 경쟁이 심해지고 폐업주기가 단축되기 때문에 초기에 비교적 오

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었던 사회적 네트워크의 공동체적인 성격이

감소하고 갈등이 초래될 가능성이 잦아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

다.

[그림 3-1] 연남동 (소소한 풍경이 있는) “소풍길” 골목과 홍보 이미지

자료: 연구자 직접 촬영 (2016. 9) 및 웹 검색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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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소상공인들은 공식적인 모임이나 집단적인 단체행동을 하는

데에는 대체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불편함

을 드러내기도 했다. 예컨대 타 지역에서의 젠트리피케이션과 그에

반발해 일어난 운동, 예를 들면 테이크아웃드로잉 사태에서 일어났

던 것과 같은 형태의 연대와 집단행동에 대해서 거리를 두는 편이

다.

상업적으로 관계가 도구화되거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람 만

나고 그런 게 불편해요. 집단행동 같은 것도 결국 이익집단화

되고 그런 건데, 딱히 그런 게 의미 있게 느껴지진 않아요. 그

게 의미 있다고 생각되면 할 수도 있겠지만. 장사하는 사람들

이랑 조직을 만들고 하느니, 그 시간에 차라리 친구들을 만나

는 걸 선호하죠. (윤혜수, 2016a에서 재인용)

업주들 간의 네트워크가 있다면 서로 가까운 곳에 자리한 소수의

업주들끼리 자연스럽게 친목을 다질 뿐, 그 범위 외의 업주들을 애

써 네트워크에 포함시키려는 의식적인 노력은 부재했고 이를 발전

시켜 공식적인 단체로 만들려는 의도는 더욱 찾기 어려웠다. 대부분

이 철저하게 “친한 형, 동생” 등의 사적인 친목관계인 것이다. 더욱

이 이러한 친목기능 이상의 어떤 조직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참여하

기에는 업주들에게 현실적으로 시간적 제약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

해야 한다. 앞서 새로운 소상공인들의 사업특성에서 언급했듯, 이들

은 노동시간이 매우 길어 다른 공식적인 활동을 펼치기에는 여유시

간이 부족하다. 사업 특성 상, 손님들이 몰리는 특정 시간대에는 매

우 바쁘고, 그 사이에 짬짬이 시간적 여유가 생기는데 이 시간은 소

소한 사회적 교류를 이어가기에는 충분하지만 공식적인 모임을 갖

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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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네트워크 분류

빈도

참여한다
참여하지

않는다
총계

소상공인 이익단체, 연합, 협회, 조직 0 (0) 30 (100) 30 (100)

소상공인 협동조합, 네트워크 0 (0) 30 (100) 30 (100)

동네 친한 사장님들끼리 친목모임 9 (30) 21 (70) 30 (100)

단골손님들과 친목모임 5 (16.7) 25 (83.3) 30 (100)

동네, 지역기반 기타 모임 0 (0) 30 (100) 30 (100)

직역관련 단체, 연합, 협회, 조직 0 (0) 30 (100) 30 (100)

자료: 연구자의 자체 설문조사 (2016. 5)

[표 3-9] 새로운 소상공인들의 사회적 네트워크 유형과 참여
(단위: 명, %)

실제로 연남동의 새로운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사회적 네트워크의

유형 별 참여를 조사해본 결과, 친목모임을 제외한 다른 유형의 사

회적 모임에 참여하는 경우는 총 30명의 응답자 중 한 명도 없었다

([표 3-9] 참조). 이는 ‘우장창창’이나 ‘테이크아웃 드로잉’ 사태 등

근래의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에서 나타나는 조직적이고 적극적인 연

대와 운동의 가능성이 연남동의 소상공인 집단에서는 잘 관찰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준다. 이처럼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자율적인

개인들은 친목 중심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에는 역량이 뛰어나

지만, 그 이상의 공식적인 집단을 조직하거나 단체행위를 취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2) “단골손님” 또는 “찾아오는” 손님과의 네트워크

다음으로 업주들은 손님으로 찾아오는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맺

음을 소중한 자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들에게 손님이 소

중한 자원이라는 것은 비단 경제적인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정서적

이고 감정적인 사회적 차원을 동반하는 문제다. 단순히 매출을 올려

주는 존재로서가 아니라, 손님과의 면대면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생

각했으며 그 속에서 자신이 하는 일의 의미를 찾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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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남동으로 처음 옮겨올 때, 어차피 카페해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고 그냥 살아가는 정도를 번다는 생각을 가

지고 있었어요. (경제적인 면에서) 많은 기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찾아와주실 단골손님들이나 소수의 아는 사

람들은 어디가 됐든 와주실 거라고 생각했고. […] 가게를 운

영하는 가장 큰 재미는 좋은 손님과의 소통인거 같아요. (윤혜

수, 2016b에서 재인용)

저희가 큰 마케팅을 한다기보다는, 손님이 손님을 모아오시는

게 가장 큰 힘이 됐어요. […] 요리를 하다가 제가 많이 바쁘

지 않으면 손님이랑 대화도 하고 같이 앉아서 얘기도 하고 와

인도 같이 마시고. 일주일에 하루 이틀 빼고는 손님과 같이

앉아서 얘기하는 날들이 많습니다. (윤혜수, 2016b에서 재인

용)

설문조사에서도 “일반적으로 손님들과 가볍고 친밀한 대화를 나

누거나 교류를 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한 인원이 23

명으로, 과반을 넘는 업주들이 손님들과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들은 단골손님의 비중을 높게 인식하고 있음

을 확인 할 수 있다. 업주들이 손님들과 자주 교류하며 단골손님이

많다는 점은, 유동인구가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대로변에 가게를 오

픈하지 않고 구석진 골목 상권에 입지선택을 가능케 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일반적인 가게들의 경우 번화가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데, 새로운 소상공인들의 가게는 주로 단골

또는 알음알음 입소문을 통해서 알려지고 방문하는 손님들의 비중

이 높기 때문에 이런 특징이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이

들은 자신의 점포를 단순히 경제적 거래가 발생하는 시장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교류가 일어나는 사회적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지향

을 뚜렷하게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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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평소 SNS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카카오톡/블로그 등)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시나요?

구분 빈도

하루에 여러 번 22 (73.3)

하루에 한 번 3 (10)

일주일에 한 번 3 (10)

잘 사용하지 않는다 2 (6.7)

총계 30 (100)

자료: 연구자의 자체 설문조사 (2016. 5)

[표 3-10]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활용도
(단위: 명, %)

더욱이 2010년대 디지털 기술발전에 따른 SNS의 등장과 확산은

생산과 소비의 방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며 사회자본이 창출되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더했다. 연남동의 업주들 역시 SNS를 활용하여

지인 및 (잠재적) 고객들과 느슨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다. 인

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의 SNS를 하루에 여러 번 사용한다고 답

한 응답자가 73%로 이들이 적극적으로 뉴미디어를 활용한다는 사실

을 알 수 있다 ([표 3-10]). 그러나 공격적인 홍보나 마케팅 등 상업

적인 목적으로 SNS를 활용한다기보다는 소극적인 수준에서 가게의

안내사항을 올리면서 개인적 용도와 겸해서 사용하고 있었다.

SNS의 여러 매체 중에서도 특히 인스타그램이 중요하게 언급됐

다. 인스타그램은 텍스트보다는 이미지 중심의 매체로, 업주의 감수

성이 시각적으로 드러난다. “인스타에서 유명한” 가게가 되는 방법

은 손님들을 “취향저격”하는 것이고, 이때 업주가 보유한 문화자본

은 중요한 자원으로 작동한다. 예컨대 인터뷰에 참여한 업주들 중

많게는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3000명 이상 보유한 경우도 있었으며,

이렇게 맺어진 느슨한 사회관계는 손님이 가게에 직접 방문하여 소

비할 경우 경제자본으로 전환되기도 한다. 이제 소비자들은 자신의

취향에 부합하는 가게의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면서 급작스런 휴무

일을 체크한 뒤 일부러 발걸음하기도 하고 가게소식을 업데이트 받

으며 “좋아요”를 누르기도 한다. 또 아날로그 시대의 입소문과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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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원리로, 디지털 시대에는 가게에 방문한 손님이 인스타그램의

“해시태크(#)”와 장소를 입력하면 다른 사용자들에게 가게의 정보와

위치가 노출된다. 그렇기에 구석진 골목길이라는 입지는 예전처럼

불리지만은 않다. 오늘날 상징적인 경험소비를 중시하는 젊은 소비

자들은 인스타그램에서 본 가게를 어떻게든 “찾아가기” 때문이다.

이처럼 SNS로 맺어진 느슨한 사회관계는 전통적인 자영업자들에게

는 없었던 새로운 사회자본으로 기능한다.

3) 사회자본의 문화적 특성

신현준 외(2016)는 서울의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다양한 사례연

구를 통해 젠트리파이어 집단을 “취향공동체”라는 개념으로 묶어냈

는데, 이는 단순히 특정한 취향을 공유하는 집단이라는 점에서 나아

가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이 쌍방으로 전환되면서 형성, 강화되는 특

성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새로운 소상공인이 맺

고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에서 취향이 강조되는 까닭은 앞서 살펴보

았듯 그들이 교육이나 경력을 통해 육화된 문화자본으로서 심미적

감각을 체화했기 때문이며, 유사한 문화자본을 보유한 사람들과 사

회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선택하고 자신을 노출시키기 때문이

다. 실제로 연남동의 새로운 소상공인들이 문화예술계에 상대적으로

두터운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표

3-11] 참조).

새로운 소상공인들의 네트워크에 포함된 사회적 지위집단을 조사

한 결과에서 변호사·검사·판사로 대변되는 전통적으로 사회적 지위

가 높은 직업군과의 연결망을 가진 사람은 26.7%에 그쳤으나, 대학

교수와 강사로 대변되는 지식인 집단, 편집인·큐레이터와 같은 지식

인과 예술가의 사이에 있는 집단은 과반수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

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작가·예술가·뮤지션”을 알고 지낸다고 답한

비율은 50%를 넘었고, 특히 홍대문화의 특성을 반영하는 “인디/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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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예술가를 안다고 답한 비율은 56.7%에 달했다. 이런 점은 새로

운 소상공인이 자신의 잠재적 고객을 “전문직”이나 “예체능계”로 설

정하고, 이들과의 대화나 교류를 즐긴다고 진술하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귀하 주변에 다음 직종에 종사하는 친척, 친구, 지인이 있습니까? ‘지인’은 귀

하와 서로 대화할 만큼 충분히 잘 아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구분
빈도

총계
있다 없다

대학교수/강사 14 (46.7) 16 (53.3) 30 (100)

변호사/검사/판사 8 (26.7) 22 (73.3) 30 (100)

큐레이터, 편집인 14 (46.7) 16 (53.3) 30 (100)

벤처 기업가 8 (26.7) 22 (73.3) 30 (100)

기자, 평론가 11 (36.7) 19 (63.3) 30 (100)

유명 작가, 예술가, 뮤지션 15 (50) 15 (50) 30 (100)

인디/언더 작가, 예술가, 뮤지션 17 (56.7) 13 (43.3) 30 (100)

방송국 PD, 영화/영상감독 9 (30) 21 (70) 30 (100)

연예인, 연습생 11 (36.7) 19 (63.3) 30 (100)

자료: 연구자의 자체 설문조사 (2016. 5)

[표 3-11] 새로운 소상공인의 사회자본
(단위: 명, %)

연남동의 경우는 문화적 가치의 중심지인 홍대와 인접하다는 지

리적 조건 역시 새로운 소상공인의 사회적 네트워크에 문화적 특성

을 부여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2000년대 후반에서 2010년대

초반, 연남동에 거주했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미술과 음악을 중심으

로 하는 홍대문화를 기반으로 일을 했고, 연남동에 위치한 중소규모

오피스들은 디자인사무실이나 출판사, 건축사무소가 다수였기 때문

에 삶과 노동의 현장으로서 풍부한 문화자본을 보유한 사람들이 연

남동에 밀집해 있었다. 이들은 연남동의 새로운 소상공인들의 가게

에 드나들며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홍

대지역에서 장사를 하다가 상업화 때문에 밀려나 초창기 연남동에

들어온 사람들의 경우, 문화·예술에 대해 다른 면접자들보다 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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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적인 경향을 보였다. 이들은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는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이들과 빈번하게 교류함으로써 문화·예술에 대

한 기본적인 관심과 지식, 역량과 경험, 즉 문화자본을 획득했다.

(연남동 사람들은) 문화예술에 대한 가치를 알고, 그런 걸 즐

길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죠. 홍대의 문화적 역량이

있는 사람들. (…) 여기는 지성이 존재하는 거죠, 철학이 있는

거고. (N, Q)

내가 막 시간을 내서 미술을 배우고, 음악을 배우고, 그런 게

아니라 손님 중에 누가 와서 “이번에 전시했는데 어땠어, 뭘

했어” 하며 이야기해주거나 팸플릿을 보여주니까 “아 그래?”

하면서 보고. 또 누구는 “이번에 음반 냈는데 한 번 들어 봐

줘”하면서 씨디를 가져오고. 그럼 나는 같이 들어주면서 “좋

네, 어떻다” 하면서 감상 얘기해주고. 그러면서 문화예술에 대

해 알아가는 거죠. (N)

이런 점은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이 서로를 강화하며 전환되는 측

면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사실 문화자본과 사회자본, 나아가 지역이

라는 공간적 특성의 연관관계는 연남동뿐만 아니라 다른 사례에서

도 관찰된다. 용산구의 경리단길, 한강진길, 우사단길, 또는 종로구의

서촌, 익선동 등 젠트리피케이션이 랜덤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가치의 중심지 인근으로 확장되며 퍼져나가는 까닭

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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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천전략: 심미적 구별짓기

앞선 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새로운 소상공인들의 사회적 위치는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이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구중간계급 자영업자

들과 구분되지만, 이들은 자본을 동원한 실천을 통해 자신들의 구별

되는 사회적 위치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낸다. 즉 그들의 사회적 위치

는 객관적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기보다는, 부르디외의 용어를 빌리

면 (2002) “위치-점하기 position-taking” 로 창출된다. 이때 실천 개

념을 도입하는 것의 유용성은 행위자들이 자신의 새로운 사회적 위

치를 “형성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는 데 있다. 여기에서는 실

천의 동력으로서 하비투스가 갖는 구조결정론적 혐의를 피하기 위

해 행위자들의 의식적인 실천전략, 이를 추동하는 욕망, 그리고 욕

망의 주관적 의미화에 집중한다.

이때 실천을 구성하는 원리로서 “구별짓기”는 여전히 주목의 대

상이다. 부르디외에 따르면 (2015) 행위자들은 현실적인 상황에서

“실천논리”에 따라 행위 하는데, 실천논리란 “불분명한 것의 논리,

그럭저럭의 논리를 따른다(70).” 그가 밝혀낸 실천논리의 가장 대표

적인 예가 구별짓기이다. 사회적 행위자들은 자신과 다른 집단 사이

에 차이를 만들어내기 위해 실천을 하고 특히 이때 “취향은 근본적

으로 한 사람과 결부된 모든 특징의 상호조정의 토대를 이루고 있”

는 것으로서, “실천의 작동인 (부르디외, 2005: 318)”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새로운 소상공인들의 실천을 사업적 실천과

공간적 실천이라는 두 차원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어떠한 실천을

펼치는지, 그 실천의 동력이 되는 욕망은 무엇인지, 이때 3장에서

파악한 자본의 양과 구조는 어떻게 실천의 자원인 동시에 제약으로

작동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더욱이 이들의 취향이 공간에서의 실천

을 통해 물리적으로 가시화되는 양상을 조명하면서, 새로운 소상공

인의 심미전략으로서 취향을 구성하는 구별짓기의 논리와 그 의미

가 무엇인지도 함께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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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사업적 실천전략: 진정성

새로운 소상공인이 자영업자라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종사상 지

위로 이해될 것이 아니라, 행위자가 보유한 자본의 양과 구조가 작

동하고 그가 가진 주관적 욕망과 실천논리가 반영되어 나타난 적극

적인 실천의 결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들의 실천이야말로 기성 자

영업자들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새로움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그들의 사업을 이해하면 다른 점이 보인다. 무엇이 다른지

는 아래의 두 가지 설문조사 결과로부터 우선적으로 도출해볼 수

있다. 첫째, 이들은 사업에서 “높은 질의 상품과 서비스” 및 “사업주

의 마음가짐”을 중시하는 반면, “이미지와 브랜딩”, “광고와 마케팅”

은 상대적으로 덜 중시하는 태도를 보인다. 심지어 소비자본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광고와 마케팅”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이가 2명이나 존재했다 ([표 4-1]).

귀하께서는 사업을 하실 때 다음 항목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고려하십니까?

순

위
항목

매우

중요

다소

중요

그다지
중요치
않음

전혀
중요치
않음

총계

1 높은질의상품과서비스 17(56.7) 12(40) 1(3.3) 0(0) 30(100)

2 사업주의 마음가짐 15(50) 15(50) 0(0) 0(0) 30(100)

3 합리적인 가격 17(56.7) 10(33.3) 3(10) 0(0) 30(100)

3 경쟁력 있는 아이템 17(56.7) 10(33.3) 3(10) 0(0) 30(100)

5 이미지와 브랜딩 13(43.3) 12(40) 4(13.3) 1(3.3) 30(100)

6 광고와 마케팅 8(26.7) 12(40) 8(26.7) 2(6.6) 30(100)

자료: 연구자의 자체 설문조사 (2016. 5)

[표 4-1] 새로운 소상공인들의 사업태도 ①
(단위: 명, %)

다음으로 연남동의 새로운 소상공인들 중 압도적 다수가 사업에

서 “유행을 따르는 것보다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중요하

다”고 답했고, “손님들과 소통”하거나 “매일 가게에 나오는” 사장의

역할을 중시했다. 반면 흥미롭게도 장사가 번창하여 사업을 확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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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긍정적이라는 입장에 “별로 그렇지 않다”고 답한 이가 1명,

심지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한 이 또한 1명 존재했다 ([표

4-2]). 이들은 왜 사업을 하면서 이윤창출에 도움이 될 만한 광고나

마케팅 내지는 사업 확장을 꺼리는 태도를 보이는 것일까? 이런 점

은 “진정성”으로 구성되는 새로운 소상공인들의 사업과 관련된 실천

의 면모를 단편적으로 보여준다.

귀하께서는 다음 진술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순

위
항목

상당히

동의

다소

동의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총계

1
유행을따르는것보다내가정말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중요하다

28(93.3) 2(6.7) 0(0) 0(0) 30(100)

2
사장이손님들과소통하는것이
중요하다

25(83.3) 5(16.7) 0(0) 0(0) 30(100)

3
사장이매일가게에나오는것이
중요하다

25(83.3) 4(13.4) 1(3.3) 0(0) 30(100)

4
내가생산과정에직접참여하는
것은 중요하다

21(70) 9(30) 0(0) 0(0) 30(100)

5
가게는 되도록 한 동네에 오래
정착하는 것이 좋다

21(70) 8(26.7) 1(3.3) 0(0) 30(100)

6
가게가잘돼서사업을확장하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다

15(50) 13(43.4) 1(3.3) 1(3.3) 30(100)

자료: 연구자의 자체 설문조사 (2016. 5)

[표 4-2] 새로운 소상공인의 사업태도 ②
(단위: 명, %)

1) 자율적이고 독창적인 독립사업

연남동에 입지한 가게들을 관찰해보면 프랜차이즈 체인점이 상대

적으로 적다는 사실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새로운 소상공인들은

자영업자이지만 프랜차이즈 체인점의 가맹주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자신의 사업을 꾸려나가는 집단이다. 연남동의 업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총 30개의 사업체 중 독립적인 가게가 28군

데로 전체의 93.3%를 차지했다 ([표 4-3]). 새로운 소상공인들이 왜

다른 일이 아니라 개인사업을, 그중에서도 왜 가맹사업이 아니라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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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사업을 펼치는가?

구분 빈도

사업형태 독립사업 29 (96.7)

가맹사업 1 (3.3)

총계 30 (100)

자료: 연구자의 자체 설문조사 (2016. 5)

[표 4-3] 새로운 독립소상공인의 사업형태
(단위: 명, %)

업주마다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경로와 동기는 달랐지만27), 공통적

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사업이

“내 일”, “내 것”이라는 자율성과 독립성에 대한 욕구가 뚜렷했다.

이런 욕구는 자신들이 처한 노동시장의 구조와 기성의 제도화된 직

업에 대한 부정적 경험과 인식에 연관되어있었다. 특히 기존에 다른

조직에 속해 있다가 이탈한 업주들의 경우, 이런 점이 가장 명확하

게 드러났다. 이들은 “직장이 잘 맞아서” (A), “회사 체질이 아니라

서” (J),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하기 싫으니까” (O) 개인 사업을 선호

한다고 이야기한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 직장에 다닌 경험이 있는 업주들은 공통적으

로 자신의 직장을 “평생직장”이라거나 “오래 다닐 직장”이라는 생각

을 갖지 않았다. 이런 생각은 이들이 몸담았던 조직에서의 경험, 이

를 테면 단순작업의 반복, 긴 노동시간과 그에 비해 적은 경제적 보

수, 직장 내 정치나 회식 같은 위계적인 인간관계 문제로 인해 빚어

지고 강화되었다. 이들은 기성의 노동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단순히

노동조건 이상의 것에 대한 추구를 하며, 이러한 기대가 만족되지

27) 가장 두드러지는 경로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문화예술계

에 있다가 자금마련의 방법으로 창업을 결정한 경우, 둘째, 이전에도 장사

를 하다가 지역 또는 업종을 바꾸어서 새롭게 창업한 경우, 셋째, 기업이나

조직에 속해 있다가 이탈하여 창업을 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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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을 때 부르디외가 말했던 “구조적 탈숙련화 현상에 대한 반응으

로서 일종의 집단적 환멸”과 유사한 반응을 보이게 된다.

평일이 사라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시간적인 측면에서 삶의 질

이 낮으니까 회사에 가도 사람들 눈치를 봤어요. 시급으로 따

져도 맥도날드 라이더 시급 수준이었고요. 이걸 내가 평생 할

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M)

원래 너무 치열하게 사는 게 별로라는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개인사업 성향이었던 거 같아요. 애초에 내가 디렉터가 되겠

다, 일을 50대, 60대까지 해야지 하는 생각은 없었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 좋지 않을까 했거든요. (회사에서) 일을

10년 넘게 하니까 매너리즘에 빠진 것도 있고. 회사에서 일하

는 사람들, 나보다 먼저 입사해서 그 길을 이미 걷고 있는 사

람들을 보고 있으면 너무 뻔한 거예요. 미래가. (S)

졸업하고 취직 한 번 했었는데, 회사생활이 내 기대감과는 거

리가 있었어요. 우선은 회사 다닐 때 한 번도 정시에 퇴근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토요일엔 오후 5시, 평일엔 거의 밤 9시

까지 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힘들었던 건 디자인이

하고 싶었는데 몇 개월 동안은 내가 디자인을 할 수도 없고

고정된 틀 안에서 일했던 거예요. (C)

가르치는 건 잘 맞았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에 가는

게 힘들었고 한자리에서 일하는 게 안 맞았어요. 교과서와 교

육 책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다가 저는 가르치는 걸 좋아하지,

한국교육제도 내에서 그 텍스트북을 가르치는 걸 못 하겠더라

고요. 결국 가르치는 걸 하고 싶은데 꼭 공무원이 돼야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깨닫는데 오래 걸렸죠. (K)

이들은 “너무 뻔한” 미래를 그리면서 일상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자신을 소모하며”, “치열하게”, “기대감과 거리가 있는” 회

사생활을 지속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고, 그 안에서 “틀에 박힌”, “내

일이 아닌” 무언가를 위해 그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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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견디기 힘들어했다. 이미 정해진 사회적 규칙에 대항하는 반

제도적인 성향은 새로운 가치를 내걸며 기존에 없었던 사회적 위치

를 창출해내려는 이들이 갖는 전형적인 성향으로 (부르디외, 2005),

새로운 소상공인들에게서도 발견됐다.

대신 이들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나를 드러내고”, 이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면서 모험

을 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물론 개인사업을 하는 데에 따른 고충은

있었다. 예컨대 회사에서는 “안정적인 시스템”에 속할 수 있고 조직

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개인의 책임부담이 크지 않은 반

면, 자영업은 자유롭게 일을 하는 만큼 그에 따른 불안정성과 책임

도 온전히 스스로 짊어져야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사업 스

트레스는 조직에서의 스트레스와 달리 자신이 “통제할 수 있기” 때

문에 문제해결의 과정에서 “재미”를 찾을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일

이 잘 해결됐을 때는 “삶의 원동력” 내지는 “성취감”을 느끼고 “보

람이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스트레스는 회사에서 얻는 것

보다는 이들의 “입맛에 더 맞는” 것으로 여겨졌다.

제 성향인데, 목표랄까. “많은 걸 하고 죽자” 라는 게 있어요.

설계나 광고로 위대한 사람이 될 것 같지도 않고. 음식 하는

건 원래 술안주 같은 거 친구들 해주는 거 좋아했고. 언젠간

해보고 싶다 했죠. 보통 이런 생각 많이들 하고, 돈 좀 모으면

해야지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될 진 모르지만 가정이

생긴다거나, 책임져야할 시기가 올수록 부담이 생기고 위축될

수도 있으니 지금 해보는 게 더 자유롭겠다 싶어서 시작했어

요. (G)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거 하자!” 그런 생각이었어요. (동업

자인) 친구는 고등학교 친구인데, 옛날부터 카페 차리자 농담

처럼 말했거든요. 이게 현실이 된 거죠. (…) 고객층을 분석해

서 만들었다기보다는 저와 친구 취향에 맞게 하고 싶은 거 하

자, 그런 쪽이었어요. 제가 글 쓰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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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자영업이 어렵잖아요. 만약 금방 (사업을) 닫더라도 나이

도 아직 20대니까, 해보고 싶은 거 해봤다는 데 의의를 둔거

니까 괜찮다고 판단했어요. (M)

제 인생철학이 “하고 싶은 걸 하자” 예요. 취미가 직업이 되고

직업이 취미가 되고. 경계를 없애고 싶어서. (석사까지 미술

을) 배운 게 있어서 아깝기도 했지만 (미술) 작업하는 건 나이

들어 해도 되니까 당장은 하고 싶은 이걸 하자고 생각했죠.

(D)

“죽기 전에” 또는 “인생”에서 모험적인 도전을 하는 새로운 소상

공인은 시장이 원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집중해서 사

업을 구상하는 경향을 보였다. 레스토랑을 차린 면접자G은 원래 “술

안주 같은 거 친구들에게 해주는 거 좋아했”기 때문에 레스토랑을

시작했고, 평소 “글쓰기를 좋아”하는 면접자M은 책과 커피를 겸한

콘셉트의 카페를 냈고, “취미”로 스케이트보드를 타던 면접자D는 보

드샵을 냈다. 마찬가지로, “제가 한식이나 자취요리에 와인 먹는 거

를 좋아해서” 비스트로를 차렸다는 면접자P, 샴페인 바를 “차린 목

적이 제가 술을, 특히 샴페인을 너무 좋아하니까”라는 면접자O까지,

모두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가 사업 아이템을 선정하는 데 중요

하게 작용했다.

직접적으로 사업과 관계된 아이템을 좋아하지 않아도, “사람 대하

는 것을 좋아해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매개체로서 아이템을 구

상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도 더러 확인할 수 있었다. 대학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한 한 면접자는 원래부터 미디어에 관심이 있었

고, 같은 맥락에서 카페를 차려 커피를 하는 이유도 커피 한 잔하며

보내는 시간이 사람과 사람을 이어줄 수 있는 미디어(매개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 한다. 바를 하는 N도 핫도그 장사를 하면서 사

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매대 bar 의 매력에 빠져 결국에는 그 역할

을 더 충실히 해낼 수 있는 술을 팔기로 다짐했다. 이자카야를 운영

하는 H 역시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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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요리 왜 하는 줄 알아요? 요리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

요. 나는 원래 사람이랑 이렇게 친하게 잘 지내고 대화하고

교류하는 걸 좋아해. 그런 걸 잘 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이런 특성을 살릴 수 있을까 고민

을 했어요. 사람이랑 관계 맺는 것과 연관된 일을 하려고 했

어요. (…) 그래서 요리를 시작한 거예요. 요리는 어떻게 보면

사람과 나를 이어주는 매개체인 거지, 그 자체가 좋아서 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H)

이처럼 개인이 “좋아하는 것”과 자율성을 중시하는 욕구를 실천

과 연결시켰을 때 비로소 프랜차이즈 체인이 아닌 자신의 독립적인

점포를 여는 새로운 소상공인들의 행위를 이해할 수 있다. 더군다나

제한적인 경제자본을 보유한 새로운 소상공인이 더 많은 창업자본

금을 필요로 하는 가맹사업을 선택할 이유는 없다. 업종을 불문하고

대다수의 면접자들은 대량생산되는 프랜차이즈 업체와 그렇지 않은

자신의 소규모 점포를 구별 지으려는 명백한 성향을 드러냈다. 사실

프랜차이즈 가맹업체 역시 영세성을 특징으로 하지만, 새로운 소상

공인들의 인식 속에서 이들은 “크다.” 현재 독립사업으로 바 bar를

운영하고 있지만, 과거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 경력이 있는 한 면접

자의 발언은 왜 이들이 프랜차이즈 사업과 자신의 사업을 구별되는

것으로 생각하는지 분명하게 드러내어 준다.

제가 해보고 나니까, 왜 체인점으로 키우려면 차라리 자판기

식으로 인간미를 다 없애고 아이템이나 이미지로만 팔수밖에

없는지 깨닫게 됐죠. 맥도날드나 KFC처럼 해버리면 다 똑같

은 유니폼 입고 뭐하고 탈-개성화가 돼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분이 예쁘던 못생겼던 뭐하던, 다 똑같은 멤버고 똑

같이 기계적으로 나오게 돼있어요. 그리고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가는 거고요. 근데 저는 그게 싫었던 거예요.

(…) 그래서 아예 그냥 (공간을) 복사할 수 없게끔 만들고 싶

었던 거예요.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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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자N는 “복사할 수 없는” 개별성과 특수성에 주목했다. “인간

미를 다 없앤”, “기계적인” 체인점과는 다르게 새로운 소상공인의

독립 가게는 유일무이하고 개성 있는 존재다. 프랜차이즈식 대량생

산을 하다보면 이미 제공되는 가이드라인에 모든 가게가 따라야하

기 때문에 생산자의 창조적인 역할 및 제품의 특이성이 제한된다.

사실 프랜차이즈의 목적은 오히려 어디에 가나 “표준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 그렇기에 새로운 소상공인들의 자아표

현욕구가 반영된 독립사업체는 프랜차이즈 체인점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귀하가 운영하시는 가게의 인테리어는 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분 빈도
직접 혼자 했다 8 (26.7)

가족이나 친구의 도움을 받아 직접 했다 5 (16.7)

전문 업체의 도움을 받았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12 (40)

전문 업체에 맡기고 부분적으로 관여했다 5 (16.6)

전적으로 전문 업체에 맡겼다 0 (0)

총계 30 (100)

자료: 연구자의 자체 설문조사 (2016. 5)

[표 4-4] 가게의 인테리어
(단위: 명, %)

그 구체적인 예는 인테리어에서도 포착된다. 인테리어 디자인과

시공 매뉴얼이 정해진 프랜차이즈 가맹사업과 달리 독립사업을 하

는 업주들은 여기에서도 높은 자율성을 발휘한다. 무엇보다도 연남

동의 새로운 소상공인들은 인테리어 업체에 맡기지 않고, “직접” 인

테리어를 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표 4-4]). 설문조사와 인

터뷰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 것은 대부분이 인테리어에서 디자인을

직접 구상한다는 점이었다. 어떤 이는 전기처럼 직접 하기 어려운

부분에 한해 전문 업체의 도움을 받았고, 다른 이들은 전기, 페인트,

바닥 등 시공적인 부분까지 직접 수행했다. 가게 안에 놓이는 소품



- 95 -

을 직접 만들거나 하나하나 수집하는 것은 물론, 테이블이나 매대

같은 가구도 직접 만들어서 들여놓는 경우도 여럿 있었다.

셀프 인테리어는 기본이었죠. (…) 돈도 절약했고, 시간도 넉

넉했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시내나 복잡한 상권은 월세가 비

싸고 전반적으로 시간에 많이 쪼들리는데 여기는 여유가 있어

요. 월세도 조금 저렴한 편이었고 우리가 연구하는 시간도 있

어야했고. 인테리어 업자를 불러서 15일 이내에 모든 것을 해

결해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저희가 (인테리어 공사기간을) 한

달 정도로 잡았거든요? (…) 콘셉트는 너무 완벽하지 않게. 너

무 돈을 많이 들인 것 같지 않은 느낌 말고 사람들이 편하게

느낄 수 있게. 대신 불편하진 않아야죠. 깨끗하고. 괜찮네? 하

고 다가갈 수 있게끔? 그게 참신한 거라고 생각해요. (F)

뚝딱뚝딱은 못하지만 디자인은 다 제가 합니다. 이 공간에 있

는 작은 것 하나까지 제가 해요. (이 가게는) 일본 카레 파니

까 일본식으로 했어요. 일본에서 먹는 느낌 그런 거. 한옥도

좋아하지만 일본 전통을 좋아해요. 모든 전통을 좋아하는 스

타일입니다. (…) (인테리어 하는 게) 재밌어서, 엄청. 가게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꾸며야하지? 하는 분들이나 (인테

리어 업체 불러서) 하는 거고 저는 하고 싶은 게 엄청 뚜렷하

게 있는 상태인데 그걸 굳이 할 필요가 없죠. (E)

직접 인테리어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비용절감이다. 업체의 개

입을 최소화할수록 인테리어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전문 업체의 도

움을 전혀 받지 않고 모든 것을 직접 인테리어 한 면접자는 자신이

2000만 원 선에서 모든 인테리어를 마감한 것과 다르게, 옆 가게는

업체에 맡겨서 인테리어만 4500만 원 정도를 들였다는 소식을 전하

며 자신이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비용을 아낄 수 있었다고 설명했

다.

하지만 인테리어를 직접 하는 데에는 다른 이유도 있다. 바로 개

성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한 면접자는 연남동에 세븐일레븐

이 3일 만에 생긴 것을 언급하면서, 인테리어를 포함 운영시스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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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된 편의점 같은 프랜차이즈 사업은 정착이 빠르고 편리하지만

개인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는 데 반해, 독립사업은 시작

하기까지 오래 걸리고 시행착오를 겪는 대신 업주의 “색깔”을 드러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 이처럼 DIY (Do It Yourself) 인테

리어를 통해서 업주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고 이런 개성은 프랜차

이즈 업체의 인테리어와 달리 복제할 수 없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2) 삶의 질과 가치를 추구하는 사업

개인의 자율성에 대한 욕구와 동기를 가지고 시작한 사업인 만큼,

이윤만을 추구할 것 같은 장사에서도 이들은 색다른 사업태도를 보

인다. 물론 생계유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이들은 돈, 수지타산, 성장 대신 여유, 자존심, 가치

중심의 사업을 펼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 각자 추구하는 것은

조금씩 상이하지만, 명확하게 자신들로부터 거리를 두며 구별 짓는

대상은 경제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집단이다. 전자가 상업성의 논리

를 따른다면 후자에는 진정성의 논리가 작동한다.

면접자O의 말에 따르면 장사하는 사람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고 한다. “타이트하게 해서 재료도 시간도 아끼고 아껴서 자기가

(수입을) 많이 갖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됐다,

여기까지만 할래”하는 태도를 갖는다고 한다. 이때 자신은 “그렇게

타이트하지 않”아 후자에 속하는데, 예컨대 주말에도 늦게까지 장사

를 하기 보다는 개인적인 술 약속이 있으면 일찍 장사를 접고 쉬엄

쉬엄 하는 스타일이라는 것이다. 유사한 분류가 면접자B-1의 말에

서도 발견되었는데, “나는 이런 가게 됐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 즉 가게의 정체성을 중점적으로 고민하는 사람과는 마음이 잘

맞지만, “오늘 장사가 많이 됐으면 하는 사람” 즉 가게의 수입에만

신경을 쓰는 사람과는 잘 맞지 않는다고 한다. 기본적으로 수익은

내야하지만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더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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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자신들과 “온도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즉 같은 장사하는 사

람이라도 마음가짐에 따라 자신과 다른 집단을 구별 짓는 것이다.

이들은 사업을 시작할 때 경제적으로 공격적인 자세보다는 한 걸

음 물러선 자세, 즉 “일획천금을 바라고 차린 집이 아니니까”, “어차

피 경제적인 기대는 크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정 정도의 수입만

을 올리면 된다는 마음가짐을 가졌다고 한다. 대신 수입을 “좀 덜

가져가더라도” 자기 시간을 갖는 것, 즉 여유를 중시하는 태도를 보

인다. 한 푼이라도 더 벌기위해 노동시간을 무한정 늘려가면서 “기

운 빼기”보다는, “개인적인 시간 없어지는 게 더 마이너스” (G)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또 수입을 올리기 위해 “재료를 아끼거나” 하는 식의 사업 아이

템의 질을 낮추는 것을 기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원재료를 아끼면

손님들이 바로 알아채기 때문에, 차라리 인건비나 임대료에서 비용

절감을 꾀하려는 전략을 선호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적인 생활

비를 감축하는 것으로 사업을 유지하기도 했다. 자신이 내놓는 서비

스와 상품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 다른 말로 “제대로

된 것”을 하자는 업주의 사업태도는 자신이 하는 사업에 대한 정체

성과 자존심의 문제, 즉 진정성과 직결되는 것이다.

나는 이게 밥벌이인데, 먹고 살아야 하는데. 먹고 살지만 제대

로 된 거 팔자, 그런 생각이죠. 돈만 벌자. 이건 아니고. 어느

정도 인정은 받자. 자존심도 세우고 돈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

만. 이거 하면서 절대 부자 안 돼요. 몇 호점 몇 호점 그런 거

아닌 이상. 이걸 사업이라고 생각했으면 절대 안했죠. (…) 저

는 사실 (돈을) 못 벌어도, 더 벌어도 상관이 없어요. 더 악착

같이 해서 더 벌어야지, 이런 생각을 안 해요. 이익이란 걸 생

각했다면, 저는 2년 만에 그만 뒀어야 돼요. 욕심만 버리면, 버

티려면 버틸 수 있어요. 저는 버텼죠. (…) 자존심 때문에 버

텼던 것 같아요. (J)

이런저런 얘길 하다보면 돈 없으면 안 먹으면, 장사 안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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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먹고 외식 안 하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하고. 너무 막 돈

돈 거리면 힘들거든요. (…) 돈을 벌려고 하긴 하는데. ○○

셰프님 만났을 때도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돈을 벌되 마음을

버리지 말고 돈을 벌자고. 손님한테 좋은 음식을 먹이고, 상한

음식 아니고 좋은 재료를 쓰고 해야 된다고. (…) (부모님께서

도 장사를 10년 넘게 하셨는데) 음식에 장난치는 거 아니라고.

너의 마음이 흔들릴 거고 손님들도 알 거라고 하셨거든요. (윤

혜수, 2016b 재인용)

제반 임대료나 관리하는 모든 지출이 낮아야 메뉴에 훨씬 더

많은 원재료 비가 들어갈 수 있어서 질이 높아지거든요. 그렇

게 손님을 받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운영하는 사

람이 원재료 비를 낮추면 귀신같이 손님들도 알뿐더러 저희도

못 하겠더라고요. (K)

어떤 업주는 자신이 사업을 통해 추구하는 지향점을 설명하면서,

“성장의 압력에도 자신들의 신조나 철학을 지키는” 것, 즉 브랜드

가치와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단기적으로는

성장 압력에 타협하는 것이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는 데 유리해볼

수 있겠지만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브랜드 가치가 훼손됐을 때 경제

적인 결과도 실패한다는 점을 사례를 통해 설명하면서, 이는 곧 “얼

마나 내 자존심을 지킬 것인가의 문제”라고 이야기했다. 이처럼 상

업적인 것 이외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업태도는 새로운 소상공인들

의 공통적인 성향을 잘 드러낸다.

그에 반해 상업성과 대조되는 의미에서 새로운 소상공인들의 진

정성은 제품을 생산, 유통, 소비하는 과정에서의 구별되는 실천을

통해 나타났다. 이를 드러내기 위해 새로운 소상공인들이 종종 동원

하는 전략은 두 가지다. 첫째, 유통과 소비 차원에서 “공정무역”이나

“친환경제품 사용” 등의 윤리적이고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는 방법이

다 ([그림 4-1]). 둘째, 생산차원에서 “핸드메이드” 즉 수제를 강조함

으로써 대량생산과 반대되는 생산자의 직접적인 역할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림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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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공정무역이나 친환경제품을 강조하는 예

자료: 연구자가 직접 촬영 (2016. 9)

[그림 4-2] 핸드메이드 제품, 수제맥주를 강조하는 예

자료: 연구자가 직접 촬영 (2016. 9)

(대기업에서 나오는 것 중) 진짜 자연의 순수, 무화학 제품은

거의 없다고 보심 돼요. 아무래도 소비-유통을 위해서는 방부

제 같은 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천연이라고 하기

는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기업도) 자연주의를 표방하지만,

마케팅이지 진짜 자연주의 제품은 아니라는 아이러니가 있어

요. 워낙 사람들이 착한 소비를 하려하고 소비자들이 똑똑해

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비록 작은 공방이지만, 그런 걸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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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날 것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또

생산자랑 소비자랑 1차적으로 바로 맞대고 구매를 할 수 있는

매장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생산을 하고, 소비자

를 직접 만나면 신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A)

신선한 음식을 만들기 위해 재료를 “직접 시장에 가서 사오”거나,

“식물성 재료를 써서 먹을 수도 있는” 천연비누를 만드는 것은, “방

부제”를 많이 써서 대량생산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공장에서 패

키지”된 음식이 셰프가 개발한 레시피로 직접 만드는 것과 다른 것

처럼, 전 세계의 맥도날드에서 찍어내는 수많은 햄버거와 “수제 버

거”가 다른 것처럼, 공장에서 나오는 기성 맥주와 “수제맥주”가 다

른 것처럼, “공장에서 나오는 비누”는 오랜 시간과 정성이 드는 “핸

드메이드 비누”와는 다르고 “공장에서 막 찍어내는 물건”은 “특정

컨셉에 맞추어 제작된 디자인 상품”과 다르다. 상업적인 것과 달리

진정한 것은 음식의 경우에는 건강이나 맛과 관련된 것, 제품의 경

우에는 친환경성이나 희소함과 관련된 것으로 표현되었다. 또한 이

것들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업주가 적극적으로 생산에 개입, 참여한

다는 “직접”이라는 요소가 지속적으로 강조되었다.

면접자J: (카페의 디저트) 메뉴도 다 직접 구성하고 만들어요.

연구자: 디저트는 어디서 배우셨어요?

면접자J: 안 배웠어요. 레시피가 널렸는데. 실험도 많이 하고

시행착오는 있었죠. 외국 사이트 엄청 뒤지다 보면 나와요.

연구자: 카페들 보통 다른 업체로부터 디저트 공수하기도 하

잖아요. 그렇게 왜 안하세요?

면접자J: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는 데가 많이 없고, 안

에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다른 데도 다 있는 뻔한 디

저트고. 예를 들어 생크림케이크가 있잖아요. 냉동했다가 해동

하면 보통 물이 생긴다거나 금이 생겨요. 그런데 샘플 받는

거 보면 다 괜찮은 거야. 그건 뭔가가 첨가가 됐단 얘기죠.

(제가 디저트) 만들어봤는데 어쩔 수 없이 물 생기고 망가지

고 그러는데. 안 그러면 뭔가가 들어 있었겠죠. 그니까 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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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에서 팔기 싫은 거지.

새로운 소상공인의 사업 활동은 물론 상업적인 목적을 갖지만, 그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이나 상품의 질을 중시하는 사업의 정체성, 즉

진정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상업적이지만은 않다. 이들에게

는 “좋아하는 일을 하기”와 “먹고 살기”의 두 가지 욕구가 충돌하고

타협한다. 이들은 “먹고 살기”만을 충족하며 살아가기에는 그 이상

의 “삶의 질” 내지는 “가치”를 추구하는 경향을 지녔다. 그에 대한

타협, 중간지점으로서 나타나는 실천이 “라이프스타일” 즉 음식, 주

류, 생활용품, 취미에 관련된 비즈니스 아이디어로 구현된 독립창업

인 것이다. 이런 형태의 실천은 이들은 제한된 경제자본이라는 한계

를 극복하고 프랜차이즈 업체의 가이드라인에 기대지 않고도 스스

로 높은 수준의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해낼 수 있는 문화자본을 보

유하고 있기에 비로소 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특정 동네가 상업화되면서 프랜차이즈 업체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경로로 생각되었는데, 그렇게 될 수록 면접자들이

추구하는 진정성은 반대급부로서 줄어든다고 인식됐다. 이런 점은

그가 사업을 펼칠 동네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다음 절에서

는 새로운 소상공인들이 왜 특정 동네, 특히 물리적으로 오래된 골

목길에서 자신의 사업을 펼치는지, 그리고 이들이 가진 취향이 어떠

한 방식으로 가게라는 물리적 공간에 가시화되는지 알아본다.

제 2 절 공간적 실천전략: 노스탤지어와 편안함

일찍이 제이콥스가 관찰했듯이, 만약 어느 도시지역에 새로운 건

물들만 있다면 거기 자리할 수 있는 업체는 건물의 높은 신축비용

을 감당할 수 있는 것들로만 국한된다. 이런 높은 간접비를 감당하

려면 업체는 높은 수익을 올리거나 충분한 보조금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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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체인점, 체인 레스토랑, 은행 등이 신축건물에 들어가는 반면

동네술집이나 외국음식식당, 전당포 등은 오래된 건물에 들어간다.

슈퍼마켓은 종종 신축건물에 들어가지만, 좋은 서점과 골동품 가게

는 그런 경우가 드물다. 충분한 보조금을 받는 오페라극장과 미술관

은 대게 신축건물에 들어가나, 비공식적으로 예술을 장려하는 장소

들, 이를 테면 스튜디오, 갤러리, 악기점, 미술용품점 등은 오래된 건

물에 위치한다 (Jacobs, 2010: 255-258). 새로운 소상공인들의 가게

는 신축건물보다는 오래된 건물이 밀집한 골목에 입지한다.

[그림 4-3] 연남동의 대표가로(동교로46길)의 골목길 풍경

자료: 연구자가 직접 촬영 (2016. 9)

1) 오래된 동네의 골목길이라는 입지

새로운 소상공인이 창업을 할 때 가게의 위치를 선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공간적 실천이다. 골목길이라는 입지는 우선 임대료가

저렴하다는 경제적인 특성 때문에 새로운 소상공인들에게 선호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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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골목길은 계획된 신도시보다는 구도시에 분포해있고, 오래되고

미개발된 동네일수록 임대료는 낮아지기 때문에 제한된 경제자본을

가진 새로운 소상공인들에게 입지의 유인을 제공한다. 적은 자본을

가지고 새로운 시도나 모험을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낮은 임대료는

매우 중요하다. 제이콥스 역시 (2010), 새로운 구상을 펼치는 물리적

배경으로서 오래된 건물의 중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신축건물의 경

제에서는 불확실한 시도와 시행착오를 해볼 여지를 확보하기 어렵

기 때문이다.

(일반) 창업 입지선정 시 귀하에게 각 항목들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순

위
항목

매우

중요

다소

중요

그다지
중요치

않음
무관 총계

1 동네의 느낌과 분위기 23(76.7) 7(23.3) 0(0) 0(0) 30(100)

2 임대료 18(60) 11(36.7) 1(3.3) 0(0) 30(100)

3 활성화된 상권과 기대수익 17(56.7) 10(33.3) 2(6.7) 1(3.3) 30(100)

자료: 연구자의 자체 설문조사 (2016. 5)

[표 4-5] 창업 입지선정의 이유 ① 일반
(단위: 명, %)

연남동 입지선정 시 귀하에게 각 항목들은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순

위
항목

매우
중요

다소
중요

그다지
중요치
않음

무관 총계

1 연남동의 느낌과 분위기 17(56.7) 12(40) 1(3.3) 0(0) 30(100)

2 활성화된 상권과 기대수익 13(43.3) 14(46.7) 2(6.7) 1(3.3) 30(100)

3 임대료 10(33.3) 15(50) 4(13.3) 1(3.3) 30(100)

자료: 연구자의 자체 설문조사 (2016. 5)

[표 4-6] 창업 입지선정의 이유 ② 연남동
(단위: 명, %)

그러나 새로운 소상공인들은 단순히 임대료가 싸다는 이유 때문

에 골목길 입지를 선정하는 것은 아니었다. 연남동 변화의 초기단계

에서는 아무리 임대료가 저렴해도 그만큼 기대수익이 낮다는 위험

을 감수해야했고, 더욱이 연남동의 임대료가 상당히 상승한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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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 가게를 연 면접자P는 다른 지역들에 비해 임대료 메리트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연남동에 온 것은 그냥 여기 분위기

가 좋”았기 때문이라 한다. 물론 그 사이 연남동의 젠트리피케이션

이 심화되면서 유동인구가 증가하고 상권이 활성화되어 초기 업주

들이 감당해야했던 경제적 위험부담이 줄었다는 조건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2010년 이후 연남동에 유입된 새로운 소상공인들은 골목

길의 느낌이 자신의 취향과 잘 맞았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진술했다.

새로운 업주들이 저층건물, 소규모필지의 공간감, 그리고 골목길과

같은 물리환경적 특징을 선호한다는 사실은 선행연구들에서도 밝혀

진 바 있는데 (김신성, 2013; 박은실, 2014), 이때 더욱 중요한 것은

물리환경의 객관적인 특징 자체보다는 그로부터 행위자들이 느끼는

감각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즉 연남동의 물리환경적 특징에서 사

람들은 “어떤” 분위기를 느끼며, “왜” 그 분위기를 좋아하는가?

[그림 4-4] “옛날”과 “시골” 느낌의 연남동 골목길 풍경

“골목길에 반해버렸다”고 말하는 다수의 면접대상자들에게서 가

장 먼저 발견되는 것은 노스텔지어라는 상실의 감각, 즉 지나간 시

간에 대한 추억과 그리움의 정서였다. 새로운 소상공인들은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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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고층빌딩으로 가득한 서울의 다른 도심부에선 찾아보기 힘든,

“(오늘날의) 서울 같지 않게”, 1980년대를 연상케 하는 연남동의 풍

경과 오래된 주택가의 조용한 일상 속에서 정취를 느꼈다. 갈색 벽

돌 건물로 이루어진 단독,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미로처럼 이어지는

골목에 더해 오래된 재래시장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동진시장은

이런 분위기를 연상시키는 데 기여한다.

여긴 딱 왔을 때 읍내 시골 같은 느낌이었어요. 동네에 골목

이 정말 많고, 아직도 제가 골목에서 길을 잃을 정도로. 그게

매력 있었어요. 대부분 단독주택으로 건물이 되어 있어서, 공간

에 뿌리가 있는 느낌이었어요.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

가짐이 다른 거죠. 뿌리가 있다는 건, 그 공간에서 진짜 머무르

면서 살아간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잠깐 스쳐가는 게 아니라.

(Q)

아는 분이 (연남동) 가보라고 한 거예요. 너무 좋다, 동네가

옛날로 멈춰있는 동네 같다, 라고 해서 왔죠. (연남동의 좋은

느낌은) 여기 골목 자체랑, 서울 같지 않아서. 서울 옛날에

1970-1980년대 그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느낌. (윤혜수,

2016b에서 재인용)

동네에서 1980년대 느낌이 났어요. 가정집 주택에 감나무가

있고, 무화과나무를 키우고. 요즘엔 거의 무화과를 키우는 집

이 없거든요, 그런데 옛날엔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옛날 느

낌이 났죠. 진짜 무슨 응팔28) 보면 나오는 그 시절 느낌이 연

남동엔 남아있었어요. 그리고 일본스러웠어요. 일본 중에서도,

28) 《응답하라 1988》의 줄임말로, 2015년1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tvN에

서 방영된 드라마이다. 1980년대 서울의 쌍문동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가족

물, 시대극이다. 앞서 방영된 《응답하라 1997》(2012)와 《응답하라 199

4》(2013) 을 잇는 시리즈물로 2010년대 문화에서 복고, 향수 트렌드를 형

성하는 데 일조하였다. 특히 《응답하라 1988》은 케이블 텔레비전 프로그

램 중 역대 최고 시청률을 압도적으로 기록하며 (스포츠투데이, 2016.1.17.)

흥행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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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의 골목 느낌. 사람이 별로 없고, 고즈넉하고, 추억이 있는

느낌. (J)

다른 면접자들 모두가 연남동의 특징에 대해 말할 때 “골목길”이

라는 물리적 특징을 빼놓지 않았고, 저층의 단독, 다세대주택이 밀

집한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은 분명히 시간적으로 “옛날”, 공간적

으로 “시골” 느낌이 나지만 낙후됐거나 빈곤하거나 허름하다는 부정

적인 이미지와 연결되진 않았다. 오히려 1980년대에 지어진 주택들

의 건축적 특성이 “오래됐고 멋스럽다는 느낌”(G)이 들고 한국적인

멋이 드러나는 “코리아 빈티지”(B-2)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들의

심미적 감각을 자극하는 풍경은 반듯하게 계획되고 새롭게 개발된

도시경관보다는, 꾸밈없는 그대로의 일상적인 모습, 예전 모습, 도시

지만 마치 “시골”을 연상케 하는 도시경관인 것이다.

골목길에는 공간성에 더해 시간성에 대한 감각도 존재했다. “시간

이 느리게 흐른다는 것”, “시간에 멈췄다는 것”에서 “여유”가 생긴

다. 시간의 리듬이 느린 골목길에서는 사람들이 “천천히” 걸어 다니

면서 주위를 “쳐다보고” “둘러보게” 된다. 골목길에서는 장사를 하

더라도 “경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량”처럼 “느릿느릿”, “쉬

엄쉬엄”한다.

연남동이라는 곳 자체를 되게 재밌게 봤어요. 한량들이 다 모

여 있는 동네다. (…) 점심쯤 왔는데 (가게에) 다 브레이크 걸

려있고. 반 정도만 열려있고. 그런 현상이 되게 일반적이었던

거죠. 아 여기 프리 free 하구나. 공방도 있고 재밌겠구나, 라

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거해도 (주위 사람들이) 모

나게 보진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L)

(가게가 위치한 곳이) 여유가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바빠

서 막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 유심히 이곳저곳 둘러볼 수 있는

곳. (…) 전 일본에 오래 있어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산보라

하잖아요? 내가 걷는 게 중심이 아니잖아요. 러닝 running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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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니까. 둘러보면서 산책하면서 꽃 사고. 그런 생각으로 여

유롭게 뭔가 주변을 볼 수 있는 지역에 (가게가) 있었으면 좋

겠어요. (…) 연남동은 골목골목 봐야지, 이런 곳이니까. 아직

까지는 (가게와 성격이) 맞는 것 같아요. (B-1)

여유롭게 골목을 거닐면서 어떤 가게가 있는지 유심히 들여다보

고, 골목에서 길을 잃고 찾아다니는 것을 재미있게 생각하면서 즐기

는 사람들이 연남동의 느낌을 만들어낸다. 새로운 소상공인들은 기

존의 오래된 동네 분위기와 느낌을 좋아하고, 여기에 가치를 부여하

기 때문에 자신의 가게를 과시적으로 경관에 드러내기 보다는 감추

려 하는 경향을 보인다. 가령 연남동 변화의 초창기 매체 등에서 핫

플레이스로 소개될 때 이목을 받았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간판의

활용이다. 연남동의 많은 가게들은 기존의 동네 분위기를 유지하고

자연스럽게 흡수되기 위해, 이전에 사용되었던 피부관리실, 이발소

나 세탁소 등 점포의 간판을 그대로 활용하거나 리모델링하는 방식

을 택했다.

(역삼동은) 일단 간판 크게, 더 잘 보이게, 그런 게 많았는데

연남동은, 저희도 보면 간판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 가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손님들이 오시면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

는데 간판도 안 보이냐, 그러시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니고요.

자연스러운 걸 해 보고 싶어서 그런 거죠. (윤혜수, 2016b 인

터뷰에서 재인용)

(저희 가게는) 간판이 없거든요? 없어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

이 많아요. 들어와서도 카페이름 뭐에요? 이러고. (웃음) (…)

좀 더 공격적으로 했어야했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더 악착

같이 가게에다가 장치를 해야 하나? (…) 고민하게 돼요. 커

피! 네온사인!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망가뜨

리고 싶지가 않은 거죠. (J)

(간판을 안 해놓은 건) 쉽게 말하면 자신감이었어요. 버티면

된다는 생각. 알아보실 분은 알아볼 거다. 첫 번째가 찾기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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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고 두 번째는 찾을 수 있으니까. (제 가게가) 싫으면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좋으면 두 번째는 어렵지 않으니까. (G)

일반적인 상권에서 간판은 가게의 존재를 알리는 역할을 하기 때

문에 사람들의 눈에 잘 띄도록 만들어진다. 반대로 연남동의 새로운

소상공인들은 “자연스럽게” 동네에 녹아들기 위해 간판을 아예 설치

하지 않거나 구석에 작고 소박하게 만드는 실천을 보였다29).

간판을 달지 않는 행위의 기저에는 자신의 사업에 대한 “자신감”

이 자리 잡고 있었으며 간판을 크게, 경쟁적으로 만드는 것은 미학

적으로 무언가를 “망가뜨리[는]” 행위로 인식됐다. 새로운 소상공인

이 상업적 입지로 상대적으로 불리한 골목길에 과감히 자신의 가게

를 내고, 더군다나 간판도 소극적으로 달 수 있는 실천의 자원이 되

는 것은 그가 보유한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이다. 그는 비록 제한된

경제자본의 영향을 받아 오래된 동네의 골목길에 입지하지만 자신

의 문화자본을 활용하여 그곳의 심미적 가치를 발굴하는 데에서 나

아가 공간의 물리적, 상징적 이미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가

지고 있다. 더욱이 그가 추구하는 사업의 가치와 상품 및 서비스의

질을 “알아봐주는” 단골손님들, 그리고 SNS로 연결된 잠재적 손님

들과의 느슨한 네트워크, 즉 사회자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29) 물론 연남동의 성격이 변화하면서 가게수가 늘고 “간판이 안 보인다,”

“찾기 힘들다”는 손님들의 지적이 계속되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간판을 바

꾸거나 입간판을 세우는 등의 타협을 보였다.



- 109 -

[그림 4-5] 기존 간판의 활용 사례

[그림 4-6] 작거나 보이지 않는 간판의 활용 사례

자료: 연구자가 직접 촬영 (2016)



- 110 -

특히 새로운 소상공인들은 가게가 번화한 상권의 대로변에 위치

했는지, 한적한 주택 사이의 골목에 위치했는지의 입지 차이에 따라

그곳에 방문하는 손님들의 성격 역시 다른 것으로 파악했다. 골목은

손님들로 하여금 점포에 “찾아오게” 만든다. 이때 찾아오는 손님이

란 연남동이 핫플레이스로서 유명세를 타서 몰려드는 “관광객”과 달

리, “단골손님”이거나 본인의 취향에 따라 일부러 발걸음 하는 사람

들이다. 예컨대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한 오너셰프에 따르면 연남동

까지 찾아오는 사람들은 자신의 음식을 먹기 위해 찾아오는 반면,

홍대에서는 우연히 지나치다가 들리는 사람들이 더 많고 그로도 가

게가 꽉 찬다. 그렇기에 홍대는 “내 음식을 먹으려고 찾아오는 손님

보다는 지나가다 들어오는 손님이 더 많으니까, ‘메리트’는 있지만

‘매력’이 없다”고 한다. 반면 연남동은 그런 의미에서 매력이 생긴다.

합정이랑 서교동은 좀 비슷한데 여기랑은 좀 다른 게, 거기는

지나가다 가는 데고 여기는 찾아서 오는 데 같아요. 실제로

홍대·합정은 지나가다, 만남의 메카니까, 강남 같은 그런 분위

긴데, 여기는 주말에 나들이객들도 보면 찾아서 오는 거죠. 그

리고 연트럴파크랑 여기랑은 (동진시장구역) 또 다르잖아요.

(연트럴파크만해도 지나다니는 사람 위주라면) 여기는 찾아오

죠. 친구들도 찾아오면서 짜증내요. 찾기 어렵다고. (P)

대로변이나 번화가에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뜨내기손님들이

많아요. 지나가다가, 데이트하다가 오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분들은 솔직히 짜증나요. 화가 나. SNS 파워블로거다 뭐다

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것, 화재거리, 이런 걸 찾아다니시는 건

데 순수하게 맛으로 접근하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거

든요. 와서 뭐 비싸다 어떻다 하시는데, 그럼 그냥 나가시라고.

저는 와서 입맛에 맞고, 커피를 알아주시면 감사한 건데, 그렇

지 않은 분들은 그냥 가시라고 그래요. (J)

면접자들은 자신이 제공하는 음식, 커피, 제품 등을 “진짜로 즐기

고”, “좋아해서” 찾아오는 손님들을 반기는 반면 “어쩌다” 들어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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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내기손님이나 대중매체나 블로그, 그리고 상업적인 홍보와 마케팅

으로 찾아오는 이른바 “관광객” 손님들에 다소 비판적이거나 이중적

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대로에 위치한 가게는 “눈에 잘 띠고”, 그

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다 “어쩌다” 들어올 수 있다. 따라서

“시끄럽”거나 “번잡”하고 “북적대는” 특성을 갖는다.

반면 이처럼 골목길은 “옛날”, “시골” 느낌이 나고, 그곳에 위치한

가게는 “눈에 잘 안 띠고”, 그렇기에 아는 사람만 가게에 찾아오는

구조로 “한적”하고 “조용한” 특성을 갖는다. 새로운 소상공인이 추

구하는 사업 콘셉트와 취향은 번화한 상권의 대로변보다는 골목에

위치하는 것이 더욱 잘 어울린다. 이런 점은 새로운 소상공인들이

자신의 사업을 펼치기 적합한 장소로서 골목길을 선정하도록 만든

다.

2) 콘셉트로서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가게”

창업대상지로 연남동이라는 입지를 선정할 때 “연남동의 느낌과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답한 이들은 그 느낌과 분위기의 구성요소로

골목길과 함께 “아기자기”, “옹기종기”, “소소”, “소박”한 가게들의

존재에 대해 언급했다. 이런 느낌을 만들어내는 물리적 조건은 가게

가 “작다”는 데 있다. 연남동 가게들은 대체로 공간적 크기가 비좁

은 편이다. 연남동 일반음식점의 영업장 면적은 평균 66.7제곱미터

로, 마포구 평균 85.5제곱미터에 비해 좁은 것으로 확인됐다. 새로운

소상공인들의 가게 중에는 테이블이 서너 개밖에 없는 곳들도 많다.

새로운 소상공인들의 제한된 경제자본에서도 지적했듯, 작은 가게는

임대료가 쌀 뿐만 아니라 혼자 일하기에도 수월하기에 업주들이 선

호한다.

그러나 단순히 경제적이고 기능적인 이유 때문에 작은 가게를 선

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아지트 같아서 좋다”는 심미적인 의미

부여를 한다. 작은 가게는 언젠가 자본을 더 축적하면 커다란 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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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옮기고 싶은 “벗어나야 할” 대상이라기보다는 그 자체로 추구할

만한 매력을 지녔다. 연남동의 오래된 주택을 개조해서 만든 반지하

구조의 상업공간에 입주하는 것 역시 여유로운 “아지트 느낌”을 준

다는 이유에서 기피되기보다는 오히려 선호되기도 했다.

아지트 느낌이 무엇인지 면접자들의 언어를 빌려 표현하면 “편

안”하고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연남동이 변화하기 시작한 가장 초

창기에 자리 잡은 업주들과 두루 친분이 있는 면접자에게 사장님들

의 공통점이 무엇이냐고 묻자, “자연스럽고 편한 걸 좋아하는 코드”

가 있다고 한다. 연남동의 가게들은 대체로 “손이 많이 간 느낌”인

데, 편하고 자연스러운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돈보다는 시간과 정성

(노력)이 필요하고 형식적인 위계서열이 없어야 한다. 가령 한 면접

자는 자신의 카페가 오랜 기간에 걸쳐 손님들이 남기고 간 방명록,

사진, 편지, 메모, 청첩장, 선물들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꾸며졌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축적된 시간과 그에 얽혀있는 기억이 편안하면서

도 고유한 가게의 분위기를 만들어낸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시간

성”에 대한 인식은 다른 면접자들에게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

편안한 것은 “빠르게” 만들어지지 않고, “오래” 걸리고, “느려야” 한

다. 의미는 “저절로” 자연스럽게 생겨난다.

편한 게 콘셉트예요. 저희는 편한 걸 좋아해요. 편하려면, 시간

이 들고 오래 걸려요 보통. (…) 편한 거를 만들려면, 빠르게

는 안 되고 오래 걸려요. 느려야 돼요. 빠르게 뭐 사다가 딱딱

만들면 그게 편하겠어요? (…) 이거 우리 어렸을 때 봤던 거

잖아? 하면서 편하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게. 뭐 의미가 저

절로 생겨나면 모를까, 이게 무슨 어디서 왔고, 무슨 의미가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M)

이때 “편안함”은 “형식적인 화려함”에, “자연스러움”은 “의도성”

과 반대되는 것으로 형성된다. 연남동을 선호하는 이들의 “편안한”

취향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종종 그렇지 않은 취향이 발견되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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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특히 강남의 사례가 동원됐다. 예컨대 역삼동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했던 경험이 있는 한 면접자는 그 지역 손님들의 특성으로 높

은 경제자본을 지적했다. 강남의 가게는 분위기, 음식, 운영 면에서

형식적인 “겉치레”가 강했다. 반면 연남동의 레스토랑에서는 “가족

같은 느낌으로” 어울려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고

한다. 그렇기에 적은 양에 형식적인 순서, 예쁜 장식보다는 음식의

“양”이 푸짐하고 맛있는 것이 중요해진다. 그렇게 했을 때 “집에서

먹는 것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손님들이 가게에 방문하게 되고, 셰

프 역시 “손님들하고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느낌”도 든다고 한다.

(가게의) 콘셉트가 사실 돈이잖아요. 강남은 작은 곳도 찾아보

기 힘들고 홍대에서 가게 하나는 여기서 (연남동) 20개 할 수

있으니까. 규모 차이가 있죠. 근데 그쪽은 재미가 없죠. 그쪽

은 하나가 다 해먹으니까 크게 크게 들어가고, 재밌게 할래,

고급스럽게 할래, 했을 때 고급스러운 게 많아요. 고급과 재미

가 상충되니까. 둘이 공존하기 힘들거든요. 청담 쪽 같은 경우

고급 진 이미지를 유지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규모를 크게

들어가요. 카페든 레스토랑이든. (L)

저희는 중학생이 들어와서 3000원짜리를 사고 귀부인이 와서

30만 원짜리를 사고 이런 장면을 원했거든요. 어찌됐든 사람

들이 ‘미술’ 하면 특권계층의, 돈 많은 사람들의, 그런 걸 떠올

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디자인이나

공예를 하고 싶었는데, 그럼 사용성이 있는 걸 팔고 싶었죠.

근데 특권계층만이 쓸 수 있는 고급스러운, 그런 건 거리가

멀잖아요. (…) 처음엔 “이런 건 청담동이나 신사 쪽에 있어야

지.” 이 말 되게 듣기 싫었거든요? 인식이 벌써 왜 그런 곳에

만 이런 게 있어야하나. (B-1, B-2)

높은 경제자본을 가지고 “규모를 크게”, “고급” 전략을 꾀하는 강

남지역에서는 “클래식”한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재미”있는 새로운

시도를 하기 어렵고, 연남동의 새로운 소상공인들이 추구하는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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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고 “동네 아지트”같은 분위기를 낼 수가 없다. 실제로 면접자

들이 대조적으로 언급했던 연남동과 청담동, 각 행정동이 속한 마포

구와 강남구의 영업 기준 일반음식점의 영업장 면적을 비교해보면

([표 4-7] 참조) 청담동의 일반음식점 평균 크기는 연남동의 2.9배에

달하고, 마포구 전체와 강남구 전체의 일반음식점 평균 면적을 비교

해보아도 강남구가 1.5배 커다랗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영업장의 크기는 임대료와도 직결되는 요인으로, 가게의 분위기와

콘셉트에 영향을 미친다. 편하고 자연스러운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

서는 “일단은 돈의 압박에서 자유로워야” (N) 하는데, 연남동 가게

들은 청담동 가게들보다 이를 실현하기에 적합하다. 경제적인 부담

이 적은 상태에서 다양하고 특색 있는 사업의 실험이 가능했을 때,

그로부터 재미가 생겨날 수 있다.

구분
마포구 강남구

전체 연남동 전체 청담동

영업장 면적 85.5 66.69 135.7 194.96

자료: 서울시 마포구, 강남구 일반음식점 식품위생업소 현황 (2017)

[표 4-7] 구, 동별 영업장 면적 비교
(단위: ㎡) 

이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연남동의 새로운 소상공인들은 공간

의 가능성을 유연하고 자유롭게 열어두는 전략, 한 면접자의 말을

빌리면 “뭘 팔아도 어울리는 가게”를 만들고자 한다. 예컨대 소매점

의 경우 “3천 원짜리와 30만 원짜리”가 공존할 수 있는 매장, 레스

토랑의 경우 부엌과 식사하는 곳의 공간의 기능을 명확하게 분리해

서 하나로 규정짓지 않는다거나 메뉴로는 그날의 “가정식”을 내놓

고, 바의 경우 “메뉴에 없는 안주”를 손님의 주문에 따라 내놓거나

“위스키부터 사케, 와인, 소주까지,” “와인도 팔고 소주도 팔고” 하

는 식으로 무엇이든 판매하는 식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공간은 다양

한 사람이 모여 “편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아지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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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아지트 같은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 지금 현대인

들이 이웃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공간

을 만들고 싶은 거죠. 동네 오빠, 동네 언니, 안녕? 하고 이렇

게 얘기하고. (제 가게에) 오시면 그렇게 되요. (…) 근데 그게

그냥, 아무 학연 지연도 아니고 여기에 왔다는 이유만으로 생

기는 인맥들이거든요.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없잖아요. 제가 하는 술집은 그런 곳이에요. (N)

이와 같은 인터뷰 내용을 통해 위계적인 서열, 상하관계가 관찰되

는 지역과 달리, 연남동에서 느껴지는 편안한 분위기에 기여하는 또

다른 요인은 바로 수평적인 사회관계임을 알 수 있다. 즉 그것은 단

순히 동네의 물리적, 시각적 환경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행위자인 개인들과 그들이 맺는 자연스러운 사회관

계 속에서 묻어나는 편안함인 것이다. 연남동이라는 공간에서는 가

게 주인과 손님 간, 매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 간, 손님과 손님 간

의 위계나 경계가 비교적 흐릿하며, 오히려 이를 허물고 사회적인

교류를 북돋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자연스럽고 편안한 사회관계가 가능한 분위기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상업적인 마케팅이나 홍보로 유입되는 손님들, 이

른바 “관광객”은 그런 분위기를 해치는 존재로 인식된다. 따라서 이

들을 유인할 수 있는 마케팅은 최소화하고, 그렇지 않은 가게의 상

업적인 분위기와 자신의 가게가 갖는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위기를

구별했다.

다른 가게들은 네이버 파워블로그 같은 거 통해서 먹이고 사

진 찍어서 보내고 그러는데, 저는 절대 안 하거든요. 하기 싫

어요. (…) 저는 와서 조용히 와인 마시고 분위기 즐기고 인사

하고 가는, 그런 손님이 좋지, 사진 찍고 인스타에 올리고 그

런 손님 별로 안 좋아해요. (…) (그런 손님들이 많이 오면 가

게가) 시끄러워지고 찰칵 찰칵 대고. 저 그때 가게 아니고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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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디오인 줄 알았어요. (O)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같은 것을 활용한 마케팅은) 안 하고

있어요. 돈 들잖아요. 가게가 물밀 듯이 손님 오는 그런 가게

가 아니고, 테이블도 몇 개 없잖아요. 그냥 조용히 편하게 앉

았다 가는 곳이지. 티몬에서 좀비처럼 몰려오는, 그런 곳이 아

니죠. (P)

(손님들이) 인스타 인증용으로 식사 기다릴 때 핸드폰만 보고

있는데. (저는 인스타그램) 때문에 유명해졌긴 한데, 저한테

다 맞출 순 없는데. (와인 한 잔 하시고 편하게 식사하시고)

그런 분들이 오시면 반갑죠. (…) (인스타그램, 블로그 마케팅

같은 걸) 저는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자연 발생적으로 됐으

면 좋겠어요.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자연적으로 했으면 좋겠

어요. (G)

가게의 인테리어 역시 업주의 개성을 드러내기 위해 직접 하기를

선택했지만, 이때 개성은 기존 동네 경관의 “맥락”에 맞추어 “자연

스럽게” 녹아드는 수준에서 추구된다. 가게 하나가 갑자기 이질적인

존재감을 드러내기보다는 주변과 어울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DIY 인테리어는 대게 비싼 값을 내고 전문 인테리어 업체에 맡겼을

때 구현되곤 하는 “겉치레,” “세련된,” “삐까번쩍,” “고급스러운,” “화

려한” 인테리어와 대비된다. 특히 새로운 소상공인이 추구하는 느낌

을 연출하기 위한 재료로서 목재와 식물이 애용되고 있음을 발견했

다. 실제로 연남동의 가게들에 방문해보면 인테리어로 나무가 활용

된 경우를 무수히 찾아볼 수 있다 ([그림 4-6] 참조).

내고 싶은 느낌은 되게 내츄럴 natural 했으면 했어요. 밖에

있는 느낌? 그래서 최대한 나무 많이 사용하려고 했고. (…)

최대한 튀어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냥 노상처럼 보이고

싶었어요. 지나가는 길에 점하나 찍힌 것 정도? 나 여기 있어!

이런 느낌보다는, 어 가게가 있네? 이렇게 딱 보고 가고. 안에

서 보면 시원하네, 이 정도 느낌 주고 싶어서. (…) 웬만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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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혼까지 보여주자, 이런 생각밖에 없어서. 그래서 다 뚫어놓

은 거예요. 제가 답답한 걸 안 좋아해서 그런 것도 있었고. 동

네가 골목이라는 점에서 지나다니다 편하게 볼 수 있는 곳이

었으면 했어요. (L)

“노상처럼” (L) 보이고 싶은, “친구 집에 오는 것처럼” (G) 만들

고 싶은 가게의 콘셉트는 모두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하려는 동기에

서 비롯된다. 비누가 소박해서, 스케이트보드가 화려해서, 최대한 디

자인 상품이 돋보이게, 등의 이유는 다양했지만 그렇게 해서 이들이

추구하는 인테리어의 느낌은 대체로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이”

“따뜻한 느낌”이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목재”, “식물”, “조명”, “흰

색(화이트 톤)”, “재활용(리사이클) 제품”을 사용했다. 혹은 가게의

콘셉트에 맞게 “자게”, “양은냄비” 등 빈티지 소품을 활용하거나 “전

통일본”, “유럽시골” 등의 이국적 느낌을 살리기도 했다.

[그림 4-7] 나무를 활용한 인테리어의 예

자료: 연구자가 직접 촬영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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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인테리어를 직접 하는 커다란 이유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서, 즉 제한적인 경제자본 때문이지만, 그것을 실제로 가능하게 만

드는 것은 이들이 보유한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이다. 이들은 자신이

어떤 콘셉트의 가게를 원하는지 구상하고 디자인할 수 있는 감각과

지식을 가지고 있고, 필요한 경우 인스타그램, 핀터레스트, 잡지 등

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이를 습득한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업체가 아니라 인테리어에 정통한 지인이나 친구에게 부탁을 해서

상담을 받거나 함께 공사를 했다. 그렇기에 이들은 전문 업체에 맡

기지 않더라도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매력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감

각적인 가게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처럼 개성이 넘치면서도 편안한 가게들과, 가게들이 위치한 좁

은 골목길이라는 입지가 더해져 어우러지면, “미로 같은” 골목길에

숨어있는 “보석 같은” 가게를 찾아내는 느낌을 만들어낸다. 이런 데

서 재미가 생긴다. 골목길은 단순히 노스탤지어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그곳에 새로운 가게들이 더해져 탐험하고 산책하고 싶게끔

만드는 볼거리와 흥미를 유발한다. 요컨대 상업적 기능만을 고려한

다면 불리할 수 있는 물리환경적 난점을 극복하고, 오히려 그곳에서

심미적이고 사회적인 가치를 발굴, 생성해내면서 가게를 운영할 수

있는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을 새로운 소상공인들은 보유하고 있다.

요컨대 새로운 소상공인들은 골목길에서 느껴지는 오래된 정취를

좋아하고, 그 안에서 자연스럽고 편안한 가게를 운영하기를 추구하

는데, 이러한 선호는 가게의 입지선정, 간판과 외관, 인테리어 등의

구체적인 공간에서의 실천을 통해 그들이 점유하고 있는 공간의 시

각적이고 물리적인 효과를 일으켰다. 새로운 소상공인들은 구별짓기

의 논리를 통해 취향을 형성하고 상징적인 의미부여를 했으며, 이를

공간에 물리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을 가능케 하는 바탕에는 경제, 문

화, 사회자본의 결합에 따른 실천이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과정은 연남동은 “아무 것도 없는” 동네에서 핫플레이스로 변모

하는 과정과 정확하게 중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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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제 1 절 연구의 요약과 함의

1) 연구결과 요약

이 연구가 던진 질문은 세 가지였다. 첫째, 젠트리피케이션의 발

생 과정, 즉 서울의 특정 동네가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공간의 물리적, 상징적 변화는 무엇인가? 둘째, 젠트리피

케이션의 핵심적 행위자인 새로운 독립소상공인이 점하는 사회적

위치는 어떠한 자본의 양과 구조로 구성되는가? 셋째, 새로운 독립

소상공인은 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공간에서 실천하는가? 이런

질문을 통해 이 연구는 젠트리피케이션의 발생을 사회적 행위자들

의 공간적이고 사회적인 구별짓기라는 실천의 결과로서, 그리고 그

들의 새로운 정체성 형성과 중첩되는 과정으로서 이해하고자 했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의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은 “핫플레이스”의 탄생과 밀접

한 연관을 가지며, 물리적이고 상징적인 차원에서 동네변화를 일으

킨다. 서울의 젠트리피케이션은 물리적으로 한옥이나 단독·다세대주

택이 밀집한 골목에서 주로 발생했으며 주거지가 근린생활시설, 특

히 음식점으로 용도 전환되는 특징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골목길,

단독·다세대주택이라는 물리적 환경은 상징적인 의미변화를 동시에

겪었는데, 기존의 “낙후”와 “빈곤(서민)”이라는 의미가 퇴색되고 그

대신 젠트리피케이션 특유의 미학, 즉 “노스탤지어”나 “힙”하다는

의미가 덧칠해졌다. 연남동 역시 유사한 변화를 겪은 것으로 확인됐

다. 2010년 대 초반부터 단독·다세대주택이 밀집한 골목길에 카페,

음식점, 부티크 소매점이 들어섰고 2014년을 기점으로 그 숫자가 폭

발적으로 증가했다. 동네의 상징적 이미지 역시 “아무것도 없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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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화교마을”이나 “기사식당”으로 특징 지워지던 동네가 서울에서

가장 “느낌 있는” 곳으로 변화했다. 이런 동네의 물리적이고 상징적

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핵심에는 그곳에 입지한 새로운 가게들이 있

었으며, 그 가게를 운영하는 상인들의 존재와 역할이 두드러졌다.

핫플레이스라는 공간에 대한 심미적 가치와 그곳에서 삶을 꾸려가

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잡지기사나 텔레비전 프로그램 등 매체를 통

해 상징적인 문화생산물로 재현, 재생산되며 젠트리피케이션의 발생

을 촉진했다.

둘째, 부르디외의 경제자본, 문화자본, 사회자본 개념을 활용하여

새로운 독립소상공인들이 보유한 각 자본의 구체적인 속성이 무엇

인지, 그리고 다양한 자본의 구조와 양은 어떠한지 살펴봄으로써 그

들이 점하는 사회적 위치를 발견적으로 구성했다. 새로운 독립소사

공인들의 경제자본은 사업규모와 공간소유여부, 임대료, 창업자본금

을 통해 측정했으며 이들은 평균적인 서울의 자영업자들과 비교했

을 때 상대적으로 제한된 경제자본을 가졌음을 확인했다. 반면 문화

자본과 사회자본은 풍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로운 소상공인들은

문화·예술·서비스업계 관련 고등교육과 경력을 통해 제도화된 문화

자본을 축적했을 뿐 아니라, 해외경험을 통해 이국적이고 새로운 문

화와 라이프스타일을 함양함으로써 육화된 문화자본을 습득했다. 마

지막으로 지역 내 소상공인들끼리의 친밀한 유대, 가게를 찾는 단골

손님들과 SNS로 느슨하게 연결된 손님들이 새로운 독립소상공인의

주요한 사회자본임을 확인하였다. 더욱이 이들이 보유한 사회자본은

문화자본과 밀접하게 전환되면서 서로를 더욱 강화시켰고, 둘의 결

합은 경제자본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자본의 양과 구조는 행

위자들이 공간에서의 실천을 펼치는 데 전략적으로 동원되는 자원

이자 실천을 조건 짓는 제약으로 작동한다.

셋째, 새로운 독립소상공인들이 공간에서 펼치는 실천의 양상과

동기, 실천을 통해 공간에 가시화되는 취향, 그리고 이런 취향을 만

들어내는 구별짓기의 논리를 살펴보았다. 우선 이들은 독립창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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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프랜차이즈 체인점과 달리 자신의 사업 실천을 자율적이

고 개성적인 것으로 구별 지었으며, 사업을 운영할 때에도 단순히

상업적인 목적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유, 자존심, 윤리와 같

은 가치를 추구하면서 공정무역이나 친환경제품사용, 제품생산에의

직접적 참여 등을 강조하는 실천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입지선정에

있어서도, 이들은 제한된 경제자본의 영향을 받아 복잡한 골목길의

오래된 단독·다세대주택을 개조한 작은 공간에 가게를 창업했지만,

상업적으로 제약이 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심미적으로 재해석하

고 그곳에 자연스러움이나 편안함과 같은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했

다. 나아가 가게의 외관이나 인테리어를 직접 꾸미면서 자신의 취향

을 공간에 가시화했다. 새로운 독립소상공인들이 행하는 이 같은 실

천은 객관적 조건으로서 이들이 보유한 다원적 자본의 양과 구조에

영향을 받는 동시에, 주관적인 취향과 실천논리에 의해 적극적으로

빚어진다.

요컨대 연남동의 새로운 독립소상공인들은 제한된 경제자본과 풍

부한 문화자본 및 사회자본으로 구성된 사회적 위치를 점하고 느슨

하지만 패턴화된 실천을 함으로써 자신의 취향을 가시화며 동네의

물리적이고 상징적인 변화를 주도한다. 이런 과정은 사회적 행위자

들의 공간적이고 사회적인 구별짓기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젠트리피케이션의 발생과 연동된다. 그런 의미에서, 젠트리피케이션

의 초기단계는 공간에 진입하여 변화시키는 새로운 독립소상공인들

의 사회적 위치의 창출, 즉 정체성 형성과정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

다.

2) 연구의 함의

이러한 결과를 앞선 이론적 논의와 연결시켜 해석해보자면 연남

동의 공간변화는 단순한 상업화 과정이 아니라, 계급구성과 계급대

체가 일어나는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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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30). 젠트리피케이션 초기과정에서 유입되는 제한적인 경제자본

과 풍부한 문화자본을 가진 전형적인 집단은 새로운 젊은 소상공인

들로, 그들은 주로 나이 든 기성 소상공인들의 위치가 쇠퇴하고 있

는 것과 다르게 부상하는 집단이라고 생각된다. “프랜차이즈 치킨

집”으로 대표되는 50대 이상의 베이비부머 은퇴자들이 퇴직금으로

창업하는 전형적인 자영업자들과 달리, 새로운 소상공인들은 자신의

개성을 표현해줄 만한 사업 콘셉트로 독립창업을 한다. 더군다나 젠

트리피케이션 초기단계에는 기대수익이 뚜렷하지 않은 오래된 주택

가의 복잡한 골목길에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가게를 차린다. 이러

한 실천을 추동하는 것은 단순히 이들이 경제적으로 제한적인 위치

에 있어서일 뿐 아니라, 골목길이나 단독·다세대주택에 거주하며 실

제로 가난을 경험했던 오래된 동네의 원주민들과 달리 그곳에서 심

미적 가치를 읽어내고 그 의미를 긍정하기 때문이다. 이는 기존의

사회집단과 차별화되는 그들의 사회적 위치를 반영하는 새로운 인

지적 반응이자 평가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핵심적인 차

이는 새로운 소상공인이 보유한 높은 문화자본에서 비롯된다.

무엇보다도 인터뷰에서 몇 시간에 걸쳐 자신들의 성향과 경험을

명료한 언어로, 종종 영어나 일본어를 동원해가며 표현하고 설명하

는 능력은 그들이 보유한 높은 문화자본을 가장 직접적으로 느끼게

했다. 다시 말해 자신의 독립 사업을 펼치기 위해 골목길에 들어가

는 새로운 소상공인들의 실천은 물론 제한적인 경제자본에 영향을

받지만 그와 동시에 풍부한 문화자본이 작동한 결과이다. 프랜차이

즈 가맹사업의 장점은 장사경험이나 감각이 부족하거나 아예 없어

30) 물론 경리단길이나 연남동 등 주요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에서 요식업의

증가 현상이 가장 뚜렷했던 것처럼, 서울의 젠트리피케이션이 주거보다는

상업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것은 논란의 여지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상업”

이라는 기능적 용도 자체보다는 이러한 상업 활동에 참여하는 생산자와 소

비자, 즉 행위자에 주목하면 젠트리피케이션의 핵심인 계급 논의에 다가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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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경제자본만 있다면 손쉽고 빠르게 창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본사가 지정해둔 매뉴얼에 따르면 적정한 수준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전문가들이 만든 매뉴얼에 의존하지 않고, 심지어

일반적으로는 상업 입지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생각되는 골목길에

독립창업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새로운 소상공인들이 가진 문화자본

과 사회자본 때문이다. 단적으로 손님들을 “찾아가게끔” 만들 만한

“분위기 좋은 가게” 그리고 “맛집”을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을 이들

이 보유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연구의 관찰은 도시 중간계급 내

부에 문화자본과 연령에 따른 분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새로운 소상공인들은 직업을 기준으로 봤을 때 서구적 맥락에서 대

두한 신중간계급 중 전문직/관리직에 해당하진 않지만, 부르디외가

말했던 “상징적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자”들로서 신중간계급의 새로

운 일원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한편 동시에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들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문화

자본과 사회자본을 보유한 것과 달리 영세한 생계형 서비스 자영업

자 집단으로서 제한적인 경제자본을 가졌다는 점, 특히 긴 노동시간

과 높은 노동강도를 감내하며 불안정한 경제구조에 노출되어 있다

는 점이다. 더군다나 무분별한 임대료 상승을 불러오는 최근의 심화

된 형태의 젠트리피케이션에서 이들의 사회적 위치는 매우 취약하

다. 이들은 계급연대를 통한 집단행동을 꾀하기 보다는, 자신의 풍

부한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을 동원하여 돌파구를 찾는 개인적인 전

략을 취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이

고 정서적인 피해 역시 모두 개인의 몫으로 남는다.

이 연구의 현장조사는 2016년 10월을 기점으로 형식 상 마무리됐

다. 이후에는 문헌조사를 보완하고 논문을 집필하며, 간혹 비공식적

인터뷰와 현지답사를 수행하였는데, 지난 8개월 간 연구에 참여했던

20명의 면접자 중 5명이 자신의 가게를 폐업하거나 다른 동네로 공

간을 이전했다. 연남동은 여전히 공사가 한창이며 동네를 방문할 때

마다 새로운 가게가 생기고 얼마 전까지 있었던 가게가 사리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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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을 목격한다. 이처럼 빠른 창업과 폐업주기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심화될수록 초창기에 두드러지는 정체성 형성의 논리보다는 자본의

논리가 지배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끊임없이 행위자가 탈각되

고 유입되는 공간에는 어떤 정체성이 자리 잡을 시간과 공간적 여

유가 없기 때문이다. 면접자들이 인터뷰에서 누차 강조했듯이, 그들

이 원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돈보다는 “시간”이 필요한데 급

속도로 공간을 침식하는 자본의 논리는 행위자들을 기다려주지 않

는다.

새로운 소상공인들의 존재와 행위를 계급구성으로 볼 것인가, 계

급전치로 볼 것인가의 문제는 젠트리피케이션을 과정으로 접근했을

때 해결된다. 젠트리피케이션의 발생단계에서 이들은 계급구성의 주

체가 되는 반면, 결과단계에서는 계급전치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행위자들의 실천이 두드러지는 젠트리피케이션의 발생단

계에 초점을 맞추어 계급구성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은 언제나 계

급전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뉴욕 소호를 사례로 연구한 주킨의 로

프트리빙에서 그려지듯, 젠트리피케이션은 날 것의 공간을 임대하여

스스로 개조하는 작은 소유주들과 예술가들로부터 시작된다. 그들은

카페나 예술을 소비하는 과시적 소비자일 뿐만 아니라, 문화생산자

들이다. 주킨은 로프트리빙이 이 문화생산자들의 중요한 역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취약성을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유연한 고용,

파트타임 직업, 저임금과 같은 생산양식을 감내하는 예술가들과 대

학졸업자들의 고용조건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그들이 추구하는 문화적 열망과 현실의 사회경제적 조

건 사이에는 어떤 괴리가 생겨날 수 있다. 특히 청년실업이 극심한

2010년 대 중반 서울의 현실, 그리고 “자영업자 지옥”으로 일컬어지

는 한국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세대와 계급이 교차되는 지점에서 새

로운 소상공인이라는 사회집단의 등장과 실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하는가의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분명한 것은 이들은 무

수한 라이프스타일 잡지에서 소개되는 것처럼 자유롭고 창의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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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 삶을 사는 “도시의 개척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소위 말하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새로운 운동의 주체”로도 설명

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새로운 소상공인들의 정체성과 행위는 문

화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 진정한 것과 상업적인 것 사이에서 끊임

없는 협상과 조정을 겪기 때문이다. 이들은 그저 냉소하기에는 사회

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유의미한 변화를 집합적 실천을 통해 만들

어내지만, 쉽게 이들에게서 낭만적 대안을 찾을 수도 없다.

이 연구가 던질 수 있는 더 커다란 함의는 이러한 공간변화가 비

단 연남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최근 서울의 젠트리피

케이션의 피해지역으로 지정된 용산구의 이태원-경리단길-해방촌,

종로구의 삼청동-서촌-익선동 등은 모두 연남동에서 관찰되었던 것

과 유사한 새로운 소상공인들의 존재가 두드러지는 공간들이다. 더

욱이 이들은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를 통해 다른 점주 및 취향을

공유하는 손님들과도 광범하게 연결되어있다. 최근 제주도에 게스트

하우스나 카페, 이국적 레스토랑을 차리면서 유입되는 다수의 젊은

인구들도 이 느슨한 사회적 네트워크에 포함되어 유사한 정체성을

공유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그렇기에 새로운 공간의 형성과 밀접한

연관을 지닌 새로운 사회집단의 형성과 그 메커니즘을 주시하는 것

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이때 부르디외의 이론을 활용하여 오늘날 영국 사회의 계급구성

을 경험적으로 분석한 새비지 외 (Savage et al., 2013)의 연구는

글로벌한 시각해서 비교해볼 만한 참조점을 제공한다. 그들의 연구

에서 도출된 “출현하는 서비스 노동자” 계급은 상대적으로 젊은 인

구구성(평균 나이 34 세)을 보이며, 바텐더, 요리사, 고객센터 직업

등 서비스부문 집중된 특정한 직업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Goldsmiths, York, SOAS 등 예술, 인문에 전문화된 잘 알

려진 대학 졸업자가 다수이고, 도시, 특히 런던의 도시중심부이면서

임대료가 싼 지역 및 대학가 주변에 집중적으로 분포해있다. 새비지

외의 해석에 따르면, “그들은 전통적 노동계급의 자녀인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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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탈산업화, 대량실업, 이민, 재구조화되는 도시공간의 결과로서,

노동계급문화와 결렬되는 모습을 전형적으로 담고 있는 집단으로

보인다 (246쪽).” 젠트리피케이션이 글로벌한 현상이라는 점을 상기

하면, 이 출현하는 서비스 노동자 계급을 서울의 젠트리파이어와 연

결시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분명히 인지해야하는 점은 젠트리피케이션은 단순히

개발의 한 종류, 특히 도시재생과 동일한 차원에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분명한 계급현상으로, 도시문제이

자 계급 및 산업구조의 변동, 노동의 문제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가령 서비스산업화, 고용유연화, 여성경제활동인구의 증가, 1인 가구

의 증가와 같은 경제적, 사회문화적 구조변동은 젠트리피케이션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렇기에 서울의 젠트리피케이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리적인 공간에 대한 분석과 함께 거시적인 차원에서 서

울의, 또는 도시중산층이 어떻게 분화하고 있는지, 그들의 직업과

라이프스타일이 어떻게 변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함께 곁들

여져야 한다.

제 2 절 연구의 한계와 과제

이 연구는 매우 현재적인 사안을 다루고 있다. 그렇기에 시시각각

벌어지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과정을 목격하며, 당장의 해답을 구

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차분히 고민해야 할 주요한 질

문들을 던짐으로써 건설적인 논의의 장을 펼쳐내고, 이에 진지한 자

세로 참여하기를 초청하는 데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다. 그럼에도

이 연구가 담아내지 못한 한계를 짚어보고, 추후 연구에서 어떻게

보완될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을 제안해보도록 하겠다.

우선 젠트리피케이션의 초기 발생과정에 대한 설명에 집중하여,

그것의 결과에 이르는 전 과정을 조명하지 못한 것이 한계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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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다. 특히 젠트리피케이션의 결과를 두고서는 긍정적 효과를

부각시키는 도시재생이나 재활성화에 관련된 도시정책적 논의와 연

관 짓거나, 부정적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계급투쟁이나 안티-젠트리

피케이션 등의 사회운동에 관한 논의가 가능한데 이러한 부분을 짚

어내지 못한 것이 아쉽다. 이러한 한계는 서울의 젠트리피케이션 현

상 자체가 매우 현재적인 것이며 전 과정을 온전하게 지켜볼 수 있

을 만큼 현상이 심화되거나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가 가능하다면, 장기간의 관찰기간을 확보한

후 젠트리피케이션의 결과를 함께 조명했을 때 계급과 도시공간에

관련된 더욱 유의미한 함의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행위자 중심”의 연구를 지향한 데서 기인하는 한계로, 젠

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는 정치경제적 구조에 대한 논의가 상당부분

축소, 누락됐다는 점이다. 특히 논문에서 기술하고 있는 사회적 행

위자들이 집단적으로 등장할 수 있는 배경이 된 사회구조적 맥락,

이를 테면 1인당 국민소득의 증가나 서비스산업화, 유통구조의 변화

와 같은 경제적 변화, 민주주의 정착과 성숙,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해외여행 자유화, 소비사회 심화 등 기술·사회문화적 변화에 대한

설명이 보완되어야 한다. 특히 2017년 문재인정부는 “기존의 재개

발·재건축 방식에서 벗어나 도시의 본틀은 유지하면서 낙후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도시정책” (건설경제,

2017)인 도시재생 뉴딜을 발표했다.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이 강조

해오던 도시재생 정책기조를 중앙정부차원에서도 수용, 문재인정부

임기 내 총 50조원을 투입해 500곳에 대해 도시재생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런 점은 젠트리피케이션을 발생시키는 행위자로

서 그동안에는 “아래에서 위로” 즉 새로운 소상공인들의 자발적이고

국소적인 실천이 중심이 되어왔다면, 더욱 적극적인 “위에서 아래

로”의 정부개입이 예상되기에 주목할 만하다. 도시공간을 변화시키

려는 열망을 가진 두 주체의 실천이 조화롭게 공존할지, 충돌하며

갈등할지는 지켜봐야하며 추후 중요한 연구의 대상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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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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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Who are

the gentrifiers in Seoul? How do they drive the neighborhood’s

physical and symbolic transformation? What are their motivations

and aspirations that enable such spatial and cultural practices?

These questions parallel to the line of research that attempts to

understand gentrification as a class constitution – an identity

construction of the particular social group. In this paper, I argue

that the gentrification that happens after the late 2000s in Seoul

is mainly driven by the emerging group of social agents, unlike

the urban (re)development in the 1970s to 1990s that was driven

by the state.

In order to capture this process, I examine the cas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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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onmam-dong’s neighborhood change in the 2010s and the retail

entrepreneurs who opened their stores in Yeonman after 2010.

Drawing on various data including 21 in-depth interviews,

participatory observation, exploratory survey, photographs, media

coverage and statistics, this research highlights three key

findings.

First, gentrification in Seoul is closely related to the birth “hot

place,” resulting in the neighborhoods’ physical (or functional) and

symbolic transformation. The built environment where

gentrification occurs features “Golmok-gil (a narrow street)”

where old and deteriorated “Hanok” (a traditional Korean

housing) or multi-family houses are concentrated. This process

particularly involves the conversion of residential area’s traditional

living facilities to new commercial stores, especially the

restaurants. The neighborhood undergoes a symbolic change as

well. Golmok-gil with brownstone multi-family houses no longer

represents the symbol of “underdevelopment” or “poverty.”

Instead, it is aesthetically appreciated as “nostalgic,” “gritty and

hip.” Yeonnam-dong has also undergone similar changes. Starting

in the early 2010s, cafes, restaurants, and boutique retail stores

have entered the Golmok-gil where multi-family houses are

densely located, and the number has exploded since 2014. The

symbolic image of the neighborhood also transformed into one of

the “coolest” destinations to visit in Seoul from a banal village

known for the concentration of Chinese immigrant population and

transport cafes. Overall, the presence of newly opened stores and

the role of young retail entrepreneurs were pivotal in making the

physical and symbolic change in the gentrifying neighborhoods in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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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 I examined the social position of new retail

entrepreneurs in Yeonman-dong by using Bourdieu’s concept of

economic, cultural, and social capital, and discovered that they

possess limited economic capital, rich cultural and social capital. I

measured the economic capital of the store owners by their

business size, space ownership, rent, and start-up capital, which

confirmed that they were financially limited compared to the

average self-employed in Seoul. Cultural and social capital, on

the other hand, appeared to be abundant. In addition to the

institutionalized cultural capital measured by the high level of

education and career experiences in culture, arts and service

industry, new retail entrepreneurs have accumulated embodied

cultural capital by cultivating exotic and authentic cosmopolitan

culture and lifestyle through overseas experiences. Social capital

composed of the dense network of customers and local

entrepreneurs was also noteworthy. In addition to the social

network at a regional level, the new retail entrepreneurs had

weak ties to the customers and other store owners connected via

social network services such as Instagram. The actors are not

only constrained by the volume and structure of capital but also

strategically mobilize them as an important resource for practices.

Lastly, I investigated the new retail entrepreneurs’

business-related and spatial practices as well as their motivation

for such practices, which shape the visual environment and

streetscape of Yeonnam-dong. Particularly, I focused on the logic

of distinction in explaining their motivations and behaviors.

Above all, the new retail entrepreneurs in Yeonnam-dong

distinguished their independent business practices as

“autonomous” and “unique,” unlike a “standardized” and



- 144 -

“commercial” franchise chain. In operating a business, the owners

not only worked for the economic profits but also pursued

non-material values such as self-expression and ethical

production that were often manifested in their use of

eco-friendly, fair-trade, or handmade products. Moreover, the

selection of business location and DIY decoration are significant

spatial practices since they directly cause the functional and

visual change of the neighborhood. The new retail entrepreneurs

choose the location of the store in an old and deteriorated

neighborhood not only because of the cheap rent but also

because of their taste and aesthetic disposition. Independent store

owners prefer the neighborhood’s ambience which is “nostalgic”

and “creative” in contrast to typically “hectic” and “competitive”

urban commerce, and try to preserve it by converting small-scale

spaces instead of large ones or decorating the exterior and

interior of their shops that are “natural” and “simple” rather than

“trendy” and “fancy.”

In sum, the new retail entrepreneurs in Yeonam-dong hold a

certain social position composed of limited economic capital and

rich cultural and social capital and reconstruct a space by

demonstrating loosely patterned practices which reflect their

tastes and the practical logic of distinction. This process marks

the early phase of gentrification that can be understood as a

relational process of spatial-differentiation from other areas and

social groups, a practice that reflects the gentrifiers’ construction

of social identity. The new retail entrepreneurs, in this study,

were identified as the prominent early gentrifiers in Seoul and

their social position is clearly distinguished from that of the

traditional members of craftsmen and small business owners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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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categorized as the old middle class. The presence and role

of new retail entrepreneurs in gentrifying areas in Seoul imply

that the middle-class population is diversified and fragmented,

particularly by cultural capital and cultural practices.

keywords : gentrification, middle class, cultural capital,

taste, practice, retail entrepreneurs, Bourdi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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