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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음식을 매개로 형성되고 발달한 음식공간들이 있다. 이 연구는 통종 음식점들이 밀집되어 특화된 서울시의 음식거리 

들01 어떠한 형성배경과 과정을 통하여 발달하였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음식거리 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친 초기 특정 수요계충과 그들에 따른 음식의 특성을 파악하고， 둘째， 그것에 따라 음식거리를 이루고 있는 통종 음식점들 

의 진입 특성을 밝히며， 셋째， 이러한 음식거리들의 발달과정에 영향을 미친 사회 · 문화적 요인들을 분석해보고자 하는 목적 

을가지고진행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먼저 정확한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던 서울시 음식거리를 ‘서울시 지명에 특정 음식이 결합되어 사 

회 · 문화적으로 일반화 된 음식을 판매하는 통종 음식점들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 라고 연구자가 조작적으로 개념을 정립하 

였다. 서울시의 수많은 음식거리들 중에서 이러한 정의 기준에 부합된 무교통 낙지거리 · 청진통 해장국거리 · 왕십리 곱창거 

리 · 마포 갈비거리 · 신당동 떡복이거리 · 신림동 순대거리 · 장충동 족발거리 · 오장똥 함홍 냉면거리 이상 8개 지역이 이 

논문에서의 서울시 음식거리 사례 연구지역으로 선정되었고， 그 것에 대한 선정 기준을 제시하였다. 둘째， 서울시 음식거리 

들은 초기 형성과정에서 특정한 수요 계충이 존재하였다. 초기 특정 수요계층은 직장인， 학생， 실향민으로 분류되었고， 무교 

동 낙지거리와 청진통 해장국거리는 직장인 계충 분류에서 화이트칼라 그룹으로， 왕십리 곱창거리와 마포 갈비거리는 블루 

칼라 그룹으로 세분화 되었다. 신당통 떡복이거리와 선렴통 순대거리는 학생 계층으로， 장충통 족발거리와 오장통 함홍 냉면 

거리는 실향민 계층으로 분류되었다. 셋째 이렇게 분류된 수요계층의 특성에 따라 음식의 성격과 조리법의 특성이 각기 다 

르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특성들은 초기에 정착한 음식점 주변으로 형성되는 통종 음식점들의 진입특성에도 영향을 주었다. 

넷째， 음식의 성격과 조리법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남에 따라 후기에 진입한 음식점들의 구성원들이 초기에 정착한 음식점들 

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업주들의 친 · 인척 등과 같은 해당 음식거리의 내부 네트워크를 통하여 확산되었는지， 조리법의 

특성상 외부에서의 진입도 용이했는지， 타 지역 음식문화의 도입으로 특정 지역 출신들로 한정되었는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 

었다. 다섯째， 서울시 음식거리들의 발달과정에서 영향을 미친 그 시대의 사회 · 문화적인 요인들을 밝혀보았다. 도시의 재개 

발 사업과 6. 25 전쟁으로 인한 대규모의 인구 이통과 서울로의 인구 유입， 그로 인한 이북 지역의 음식과 음식문화의 전래， 

사회적 제도나 특정 문화의 유행은 음식점들의 확산을 촉진시키거나 음식거리공간의 분포 패턴， 혹은 기존에 형성되었던 거 

리의 쇠퇴를 발생시키는 요인들로 도출되었다. 결론적으로， 자연적 환경 여건이 음식거리 형성과 발달과정에서 큰 영향을 미 

치는 음식의 원산지 지역들과는 달리 물리적으로 음식의 원재료를 생산하기 힘든 서울의 경우， 도심 공간의 변화 · 사회적 제 

도 · 문화적 환경 • 도시민의 거주 특성 등과 같은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시대의 사회적 · 물리적 현상들이 음식거리의 형성과 

*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석사과정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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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과정에 벼중 있게 반영되고 있었다. 이 연구 결과의 의미는 도시의 사회적 · 물리적 현상이 지속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이 

러한 현상에 영향을 받는 도시의 음식 공간 형태도 지속적으로 변화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이는 곧， 음식을 매개로 공간이 형 

성된 음식 공간을 통하여 해당 지역이 경험하였던 시대의 사회적 · 물려적 현^J들의 해석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측면에 지 

리학적인의의를부여할수있겠다. 

주요어 : 서울시 음식거리， 음식문화， 통종 음식， 초기 특정 수요계충， 서울 도섬 

Abstract :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rocess in which an area is fonned with food as a medium, using 

the foodstreet of Seoul as a case study. This study began with the question of how the foodstreets of Seoul, 

where restaurants serving similar types of food are concentrated and specialized, have developed and 

evolved. Foodstreet in the countries, where the places of the food origin, has a tremendous influence on its 

natural environment. But in Seoul, where it is physically difficult to product food material, has influence on 

the factors such as thε social and cultural systems and environment, the characteristics of the citizens, and 

others all interact c10sely in an urban surrounding.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specifically on first, the 

c1ass with the demand in the early fonnative stages of the foodstreet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food that 

is influenced by those c1asses; second, the way in which restaurants serving similar types of food make 

entries into the foodstreet; and third , the social and cu1tural elements that have influenced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the foodstree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writer of this study has coined a tenn describing the 

foodstreet of Seoul, defining it as ’street where a number of restaurants is concentrated that serve similar 

types of food which is socially and culturally generalized within the Seoul area'. This concept had not been 

defined before. This study has selected 8 foodstreets: Moogyudong octopus street, Chungjindong 

haejangguk street, Wangshipli gopchang street, Mapo galbi street, Shindangdong ddukbokgi street, 

Shinlimdong soondae street, Jangchoongdong jokbal street, and Ohjangdong Hamheung nangmyun street to 

analyze as case studies. Second, the foodtreets of Seoul had a specific c1ass with demand for a particular 

type of food in the early fonnative stage. For Moogyudong octopus street and Chungjindong haejangguk 

street, the customers were mostly white collar workers, for Wangshipli gopchang street and Mapo galbi 

street, the customers were blue collar workers, students mostly frequented Shindangdong ddukbokgi street 

and Shinlimdong soondae street, and Jangchoongdong jokbal street and Ohjangdong Hamheung nangmyun 

street served displaced people. The characteristics and cooking methods of the food we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c1ass of the customers, and this influenced the restaurant 

-78-



地理學論홉홉 저149호 (2007.2) 

into other areas. This has resulted in the introduction of food and food culture, and the popularity social 

systems and culture from other areas, and this has accelerated the spread of restaurants or influenced the 

distribution pattem of restaurants, or changed the structure of existing streets. Until now, studies that take 

an interest in food have been rare in the field of geography. This study has focused on what relationship do 

certain foods have in the physical environment of urban life such as working and living areas in terms of 

food culture, using foodstreets of Seoul as a case study, which have been formed with food as a medium. 

The geographical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it studies the different social elements that influence food 

culture, such as the change of times, the cultural environment,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citizens. It also 

allows one to have an overview of the process in which unique foodstreets have formed and evolved over 

hme. 

Key Words: foodstreet of Seoul, similar types of food, food culture, class with demand in early stages, 
downtown Seoul 

1.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서울시에는 다양한 음식들을 경험할 수 있는 공 

간들이 있다.특히동종음식점들이 밀집되어 특화 

된 음식거리들은 단순 먹을거리 자체의 의미를 넘 

어서 서울시의 음식문화를 살펴볼 수 있고， 실제로 

느껴볼 수도 있는 살아있는 공간이다. 

다양한 업종의 업체들이 밀집되어 특화되는 현 

상은소비의 수요가많은대도시의 특성상자연스 

러운 현상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인간의 일상생활 

과 가장 밀접하게 관계동}는 음식으로 지 역이 특화 

되는 현상은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특성과 그 

지역의 주변 환경을 잘 반영하고 있고， 이것은 역 

으로， 음식거리들을 통하여 그 지역의 음식문화를 

이해할수있다고해석할수있다. 

도시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동적이다. 시간 

에 따라 도시민의 이동이 대규모로 일어나고， 도시 

공간은 끊임없이 물리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 

-79-

한 현상과 연관된 도시민의 거주 특성은 시 · 공간 

적으로 차별화되며， 도시민 특성 또한 그 자체가 

균등하지 않기에 이질적인 거주분포현상을나타 

낸다. 이러한 특성은 도시의 음식문화에도 영향을 

주며， 음식거리가 형성되는 배경에도 그 곳 도시민 

의 생활 특성에 의해 다양하게 반영되고 있다. 

본 연구의 과제는 ‘대도시의 음식거리는 어떠한 

형성배경과 과정을 통하여 발달하였을까? 에 대 

한 질문에서부터 시작된다. 

음식의 원산지 지역에서 특화된음식거리는음 

식거리 형성과발달에 있어서 그지역의 자연적 환 

경이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난다. 하지만 물리적 

으로 음식의 원재료를 생산하기 힘든 대도시에서 

는 그 중요 요인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판단하 

였다. 서울은 지방의 소도시보다 다양한 계층의 사 

람들이 모여 있고， 시대의 사회 · 문화적 환경에 따 

라 도시 공간의 변화도 다양하게 일어나며 그 속도 

도 빠른 지 역이다. 따라서 서울시 음식거 리의 형성 

배경과 발달과정에서는 그 해당 지역과 거주민의 

특성， 그리고다양한사회적 환경이 결합되어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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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자가 정의한서울시의 사 

례 음식거리들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것을 규명하 

과한다. 

첫째，음식거리 형성과정에 영향을미친초기 특 

정 수요계층과 그들에 따른 음식의 특성을 파악 

하고 

둘째， 그것에 따라음식 거리를 이루고 있는동 

종음식점들의 진입 특성을밝히며， 

셋째， 이러한 음식거리의 발달과정에 영향을 미 

친 사회 · 문화적 요인들을 분석해 보파 한다. 

2) 연구방법 
이 연구는 문헌연구와 자료 분석， 현지 조사 및 

심층 인터뷰의 방법을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먼저 

정 수요계층이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음 

식거리 형성 초기의 특정 수요계층을 파악하기 위 

해서는 초기에 정착한 음식점들의 업주들을 통하 

여 현장에서 듣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판단하였 

다. 또한 그들은 후발 업주들보다 당시 특정 수요 

계층의 특성과 음식거리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영 

향을 미쳤던 사회 · 문화적 요인들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 현지 조사에서는 음식점의 업주들 이외에 

도， 그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하거나 현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과의 인터뷰를 병행하였고， 초 

기에 정착한 음식점들의 오랜 고객들을 만날 수 있 

는 기회를 만들어 그 들의 방문요인에 대해서도 알 

아보았다. 

문헌 연구를 통하여 음식문화와 지 역과 음식과의 2. 문헌 연구 
관계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과 지리학에서 음식을 

소재로 한 기존의 논의들을 검토하였다. 또한 서울 

도심부와 서울 시역의 확장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 

보았다. 그리고 음식거리의 현황과 음식거리 형성 

배경에 영향을 미친 사회 · 문화적 요인들을 파악 

하기 위해서 관련 문헌과 보고서를 참조하였고， 필 

요시 관련 기관 등을 방문하여 관계자와의 인터뷰 

를병행하였다. 

사례지역인 서울시 음식거리들의 형성배경을 

파악하기 위해서 8개의 각 해당 음식거리들을 현 

지답사를 통하여 조사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음식 

점의 업주들과의 심충 인터뷰가 중요한 자료가 되 

었고， 특히 초기에 정착한 음식점들의 업주들과의 

인터뷰에 더욱 비중을 두어 내용을 구성하였음을 

밝혀둔다. 그 이유는 현재 서울시 음식거리들은 대 

중화되어 그 수요계층이 다양해졌지만， 음식거리 

들이 형성되었던초기에는그곳을이용하였던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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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음식문화의 개념 

음식문화의 용어와 개념은 다양한 분야의 학계 

에서 , 아울러 동 · 서양 학자들의 문화에 대한 인식 

과 시각의 차이에 따라서 그 개념이 여러 가지로 

정의된다. 하지만 음식문화는 해당 지역의 자연환 

경과지리적인특성 그리고그곳사람들의 종교와 

문화， 생활양식 둥이 함께 어우러져 그 지역만의 

독특하고 고유한 문화로 형성된다는 것에는 의견 

을 같이한다. 양일선(2004) 등에 따르면， 음식은 

한 나라의 정치， 경제， 전통， 풍토 둥 다양한 내용 

을 함축하고 있는 중요한 분화의 한 부분이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양식과 사고방식， 

정서까지 담고 있는 것이라 하였다. 따라서 한 나 

라의 음식문화는 긴 역사의 조류 속 환경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고(엄영호，2006) ， 각 민족의 풍속이나 



습관은 식습관의 형태로 전통을 이어가게 된다. 따 

라서 한 민족의 식습관이란 그 나름대로의 문화 

양식 속에서 이행하는 역할로 실질적인 의미를 가 

지며， 문화 속에서 전승되어진다(한국관광협회중 

앙회，2000). 또한 윤명석(1998)은 음식문화는 일차 

적으로 그 지역의 자연 조건에 따라 기본적인 틀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역대의 사회 · 문화적 환경과 

조건의 영향을 받으면서 변천과 발전을 거듭한다 

고 정의하였다(김상철，2000). 

즉， “우리 인간과음식의 역사는바로삶자체，，1) 

이며 , 한 지 역의 음식문화는 해당 음식문화를 소유 

하고 있는 지역민들의 실제 생활을 이해할 수 있 

고， 느껴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이라고도 규정 

할 수 있다. 특히 조홍윤(1997)은 국내에는 음식문 

화와 관련된 다수의 학회가 있고， 수많은 연구논저 

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음식문화에 관한 명 

확한개념이부재한현실을크게 지적하였는데，그 

것은 음식을 단지 식품과 영양의 차원에서 지극히 

기계적으로 · 기능적으로만 인식할 뿐， 하나의 문 

화로 바라보는 안목을 키워오지 못한 소치라고 주 

장하고있다. 

2) 지역음식의 논의 

(1 ) 지역음식의 개념 

김상철(200이은 지 역음식을 “그 지방에서 생산 

되는 재료를 그 지방의 조리법 에 의하여， 과거로부 

터 그 지방 사람들이 먹고 있는 것" 2)이라고 할 수 

있다고하였는데， 이러한지역음식은불특정 다수 

에 의하여 그 고장의 특유한 식습관， 재료， 조리 비 

1) Lentle H. Koschevar,1987, Management by Menu, NIFI. p.2. 
2) 한국관광공사) 1993, 향토음식 관광 상품화 방안，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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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등이 함축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강한 

지역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현대 

에 이르러 유통망과 농업 재배기술의 발달， 매스 

미디어를 통한 음식의 전파 및 선전， 그리고 요리 

기술이 발달로 인하여 과거 지역음식에 대한 개념 

안에 다양한 인식과 이해를 종합하여 현대적 개념 

의 설정과확립의 정립이 새롭게 필요하다고주장 

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지역음식을다섯 가지 개 

념으로 정의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료에 있어서는 해당 지역에서 주로 생산 

되는 특산물의 성격을 띠어야한다. 둘째， 비록 해 

당 지역이 주 생산지가 아니더라도， 타 지역으로 

부터 많이 공급받을 수 있는 재료에 그 곳만의 독 

특하고 적합한 조리법을 사용하여 발전시킨 음식 

도 그 지역만의 지역음식에 포함된다. 셋째， 보편 

적으로 사용되는 재료일지라도， 그 지 역만의 특유 

의 조리볍(기후， 풍토 등 자연 환경적인 특성과 그 

곳 주민들의 생활형태， 생활방식 등이 반영된)과 

타 지 역과는 차별적으로 발전한 가공기술이 가미 

되어 발전한 음식들을 말한다. 넷째， 각 지방마다 

가지고 있는 세시풍속 및 통과의례 시 조상들이 준 

비하였던 여러 가지 음식 중에서 유명해진 지역음 

식도범주에들어갈수있다. 

(2) 지역음식에 관한 기존의 논의 
우리나라의 음식문화를 논하면서 빠질 수 없는 

것이 김치이다. 김연옥(1989)은 우리나라의 일상 

음식으로 김치블 사례로 들어 기온이 낮은 북부 지 

방과 기온이 높은 남쪽 지방마다 김장철도 달라지 

고， 지방에 따라 소금 간이나 매운 간도 달라진다 

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최근의 핵가족화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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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의 중요성이 약화되고， 김치 맛의 지방적 특색 

도 희미해지고 있어 각 지역 전통 김치의 특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김광 

억(1993)은 김치를 비롯한 각 지방 전통음식을 소 

재로 한국 음식의 문화적 의미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근대 이전의 지역음식은 대부분 집이라는 공간 

에서 조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간혹 지역체계를 

뛰어넘어 유행하던 음식들은， 특정 지역의 집에서 

다른 지역의 집으로 문중이나 정치적 유대관계가 

있던 사람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졌다. 그러나 근대 

이후 일부 음식들이 ‘식당’ 이라는 전문적인 공간 

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되기 시작하였고， 이 

는 전국적으로 식당을 운영하는 전문 영업인들을 

확산시켰으며， 지역체계가 무너진 오늘날 지역음 

식은， 서울에 정착한 지방 사람들에게 향수를 불러 

일으키는 기호(禮好)가 되어 소비되고 있다(주영 

하，2에6).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각 지역의 음식을 연구한 

기존의문헌들을보면먼저 서울은비록지역자체 

에서 생산해내는 산물은 별로 없으나， 전국 각 지 

로부터 여러 가지 식료품들이 집중되는 곳이라 음 

식의 특정이 화려하다고 한다(김기숙 · 한경 

선，1997). 또한 조선시대 ‘한성부’ 의 중심부가 궁 

궐과 지배계층의 본거지인 ‘북촌’ 이었고， 그 곳의 

왕가 · 사대부들(이귀주，2001)로부터 형성된 음식 

의 특정은 격식， 법도， 그리고 음식에 깃들여져 있 

는 음식 정신 등을 귀하게 여겼다(정혜경 

외，1996). 따라서 서울지역음식은 그 조리법에 지 

나치게 손이 많ól 가는 특성이 있어 오늘날까지 계 

승되어 오기에 회의적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정 

혜경 외 ,ibid). 이선호(2002)는 경상북도 안동의 문 

화적 특성이 그곳의 식문화에서도 잘 반영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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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하였고， 이것은 이 지역 문중과서원을중심 

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고 한다. 부산지역음식에 

관하여 신애숙(2000)은 부산은 대한민국 제 1의 국 

제 무역 도시로서 외국， 특히 일본과 인적 · 물적 

교류가 많은 영향으로 외국에서 들어오는 다양한 

식품들을 음식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고， 동시에 

외국의 다양한조리법을쉽게 접할수 있는특징이 

있다고 하였다. 한복진(1989)은 서울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도 · 전라도 · 경상도 · 제주도 등 각 

지방마다 지방색을가지고 있는 지역음식의 특성 

을 그곳의 자연환경과 지역사람들의 문화 · 생활 

습관 · 오래된 정서 등에 의거해 총 정리한 바 있 

다. 

3) 지리학에서 음식에 관한 연구 

기존의 지리학에서 음식을 소재로 한 연구가 여 

타 분야에 비해 실적이 미미한 현실임이 사실이다. 

이것은 비단 지리학계 뿐만이 아니라 인문 · 사회 

과학 분야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현상으로， 음식이 

진지한 학문연구의 대상으로 간주되지 못한 현상 

에 대해서 주영하(200이는 음식은 인간의 생활에 

너무나 핵심적인 것이기에 보편적으로 누구나 알 

고 있다고 여기는 사회 풍조와 음식을 단지 생물학 

적 영역에 속한 것으로간주하는 경향， 특정 음식 

물에 대한 맛의 선호에 대한 객관화와 그 실체를 

보존하기 힘든 어려웅 등을 들어， 음식은 학문적 

소재로서 어려움이 많은분야라고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지리학계에서 이루어진 음식지리의 연구 

동향은 음식물 자체와 공간과의 연관성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공간을 주로 식량 또는 자원의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로 인식하는데 집중되 

어 있었다(Fine& Leopold,1993). 정치지리학 분야 



에서는 주로 농업의 세계화 현상과 관련된 농업부 

분의 다국적 기업과 공간적 영역， 세계 식량 분포 

패턴과 잉 여， 기아， 원조 부분에 관심을 두고 있으 

며， 미국 내 음식의 정치학을 표현하는 지리적 현 

상도 역사지리학 분야에서 관심이 높다. 시문스 

(2004)와 같은 버클리 계열의 문화지리학자는 식 

량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단순히 영양분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 외에도 그 음식이 각 집단의 문화 코드 

에 적합한 경우에만 주어진다고 보았다 3) 

한편 최근 들어 음식과 음식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생활 문화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다. Bell&Valentine(1997)과 같은 사회 

· 문화지리학자들은 쇼핑에 대해 관심이 많으며 

와인이나 맥주의 생산지 분포에 대한 연구도 수행 

되었다.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서 음 

식문화(foodway)의 중요성， 음식생산의 세계화， 

미국 내의 다양한 민족음식 레스토랑의 분포와 변 

화， 미국 남부의 멕시코 레스토랑 경관， 음식의 소 

비와 관련하여 미국 내 술집 (bar)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그 밖에도 Harvey(1994)는 음식 소 

비를시공간압축과정의 대표적인사례로들고 있 

는데 범세계적 미디어와 자본의 흐름으로 세계의 

지리적 다양성은 동질적 음식으로 통합되어가고 

있 다 고 지 적 한 다 (김 학 희 ,2005). Doreen 

Massey(2001)는 혼성화(creolization) , 지역화와 세 

계화를 둘러싼 논의는 음식을 통하여 가장 잘 드러 

낼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하와이의 음식경관 

(foodscape)을 해석한 Lewis(1999)는 문화적 다원 

주의 (cultural pluralism)와 독특한 인종적 혼합 

(ethnic mix)이 하와이의 일상음식에 깊이 반영되 

地理學論難 저149호 (2007.2) 

어 있고， 이러한 음식문화(~∞dway)는 그 지역의 

특성을파악할수있는단서가되며， 역사· 이주· 

퓨전에 대해서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다.C∞k과 Crang(1996)은 음식 이 소비 되고 있는 

공간적 스케일에 따라 음식문화의 순환을 이해할 

것을 제안하였고， 여성주의 지리학자들(Linda 

McDowell ， 1999)은 여성들을 억압하는 사회적인 

시선들로 인한 ‘거식증’ 문제와 가정에서의 남녀 

의 노동 공간 분화， 가정용품의 기술 발전이 가정 

(home) 내의 공간 구조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 

다. 최근 IGU에서는 지 역성을 유지하는 것에 있어 

전통적인 방식으로 생산되고 소비되는 토착 음식 

(local food) 역할의 중요성과 지리학에서의 음식 

을 통한 접근 방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김 

학희，ibid). 

4) 서울시의 도심 구조 

본 연구에서의 8개의 사례 음식거리 중 5개의 음 

식거리(청진동 해장국거리 · 무교동 낙지거리 · 장 

충동 족발거리 · 신당동 떡복이거리 · 오장동 함흥 

냉면거래가 종로구와 중구에 입지해 있고， 위 음 

식거리들은 대부분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후반에 형성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 도심부 

특히 종로-중구 도심의 특성과 역사적인 변천과정 

등에 초점을 맞추어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고자한 

다 

(1 ) 서울 도심 구조의 역사적 변천 

서울은 조선왕조의 창립(1394) 직후부터 600여 

년간 한국의 수도로 유지되면서 많은 확장과 변화 

3) 김학희， 2005 ， 세계지리에서 동남아시아 지역의 정형성에 대한 재조명: 일상음식을 통한 글로별 교육의 지리적 대안 개발， 서울대 
학교교육학박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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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겪게 된다. 김주일(2005)에 따르면， 근대 이후 

서울이 점차 확장되면서 과거 한양의 성곽 내부를 

뭇하는 ‘사(四)대문 안’ 이 서울의 도섬부로 인식 

되기 시작하였고， 이것은현대적인서울의 탄생 이 

후에도 상당기간 동안 서울의 유일한 도심부로 인 

식되어 왔으며，현재의 ‘종로-중구도심’의 영역과 

거의 일치한다고 한다. 1950년대 후반부터 농업사 

회중심에서 산업화구조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서 

울로의 인구집중(최정우，1997)은 광복 후 약 100만 

여 명에서 1967년에는 그 4배인 400여만 명， 1979 

년에는 800만을 넘어 1993년 말에는 인구1 ，100만 

을 기록하면서 서울은 인구 천만의 거대도시로 거 

듭나게 된다(민복기 ,1995). 

특히 경제개발이 가속화되기 시작하던 1960년 

대 이후부터 발생한 급속한 인구증가 현상은 서울 

시역의 확장과 인구분산 정책을 불가피하게 만들 

었고， 정부는 1970년대 중반 이후 이른바 ‘3핵 도 

심’ 구상을구체화한다. ‘3핵도심’의정책에따라 

기존 ‘종로-중구 도섬’ 에는 업무 및 상엽기능이 집 

중되는 도심 재개발사업을 통하여 오늘날 볼 수 있 

는 고층의 오피스빌딩들이 집중적으로 건설되었 

다. ‘여의도-영등포 도섬’ 의 여의도에는 입법 · 금 

융 · 언론 · 방송 업무기능이 중심이 되는 대규모 

업무지구가 형성되었고 영등포에는 유통기능이 

분산되었다.또한 ‘강남도심’에는기존도심에존 

재하였던 각종 공공시설과 대기업본사， 사법 관련 

기관등파급효과가큰도심 기능들이 대거 이전하 

였다. 아울러 경부 고속도로 건설의 출발점이 된 

한남대교의 건설과 본격적인 강남권 개발로 대규 

모의 인구분산 정책이 이루어졌으며， 이로써 강남 

시가지가 서울의 도시구조에 동장하게 되었다(김 

주일，2005; 김창석 ,1973; 민복기 ,1995; 박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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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2002; 서울시，1991). 

(2) 서울 시역의 확장 
‘3핵 도심’ 정책으로 인한 서울시역의 확장과 

인구분산 효과로 대규모의 주거지역과 그 것을 시 

행할 수 있는 관련 법률 제정이 필요하였다. 

대량의 주택공급을 위한 수단으로 주택건설촉 

진법이 제정되었고， 이후 1980년에는 대규모 택지 

개발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으 

로 택지개발촉진법이 제정되었다. 이로써 서울의 

강남권 개발이 본격화되었고， 고덕 · 개포 · 목통 

신시가지 · 상계지구 · 중계지구 등에 대단위 아파 

트단지들이 입지하게 되었다(민복기，1995). 이후 

이러한 ‘3핵 도심’ 을 중심으로， ‘종로-중구 도심’ 

핵 북으로는도봉구일대， ‘여의도-영등포도심’ 핵 

남서방향으로는 강서구 · 관악구일대， ‘강남 도 

심’ 핵의 동 · 남부일대로 서울 시역이 확장되었 

고， 인구분산이 이루어졌다(조순철，1994). 지속적 

인 서울 시역의 확장은 영통· 청량리 · 미아리 . 

영등포 · 천호 퉁에 부심을 만들었고， 더 나아가 서 

울의 외곽으로 경기도 성남(분당) . 고양(일산) . 

부천 · 의정부· 안양·반월 ·광명 등서울의 위성 

도시를 조성하였다. 따라서 70년대 중반부터 시행 

된 이러한 서울 ‘3핵 도심’ 정책으로 인하여， 과거 

청계천을 경계로 북촌과 남촌이 중심이 된 기존의 

‘종로-중구 도심’ 이 현대화되고， ‘여의도-영등포 

도심’ , ‘강남 도심’ 과 기타 부심이 형성됨으로써 

이제는 한강을 경계로 강북과 강남 지역으로 서울 

시역이확장되었다. 

아울러 서울 외곽 주변으로 수많은 위성도시들 

이 조성됨으로써 서울은 이제 거대도시로의 모습 

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민복기 ,ibid). 



3. 서울시 음식거리 현황 

1) 서울시 음식거리 정의 

이 논문의 주제어인 서울시 음식거리는， 서울시 

를비롯한각행정구청에서 특색 있는음식 특화거 

리 형태로 지역의 관광 안내 자료나 인터넷 홈페이 

지를 통하여 홍보한 사례는 있지만， 현재 공식적으 

로 지정된 음식거리는 없다. 또한 학계에서도 음식 

거리를공식적으로정의한개념과사례 지역이 없 

으므로， 이 논문에서의 서울시 음식거리란， ‘서울 

시 지명에 특정 음식이 결합되어 사회 · 문화적으 

로 일반화 된 음식을 판매하는， 동종 업종의 음식 

점들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 로 연구자가 조작적으 

로정의하였다. 

즉，서울시 음식거리라는어구안에 지역명과음 

식명이 함께 들어간 「지명+음식명=음식거리」라고 

통칭되어지는 서울 시내 음식거리들이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음식 골목， 맛 골목， 먹자골 

목， 먹자 거리， 먹자 단지， 먹거리 타운 등을 이 논 

문에서는 ‘음식거리’로통칭한다. 

2) 서울시 음식거리 선정 

2004년 서울시에서는 서울의 대표적인 음식들 

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서울사랑 음식축제를 

2004년 HI - SEOUL Festival 에서 개최하였는데， 

이 프로그램에서는 서울시청과 한국조리사협회， 

음식관련단체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인지도 · 조리법 · 위생 · 음식의 역사성 등 다양한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통과된 서울시내의 지역 

별 특성음식들을 프로그램의 지역 특성 음식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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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서울사랑 음식촉제에 선정된 지역별 

특성음식 

신당동 펙쁨이， 장충동 족발， 신림동 순대， 

마포갈비， 왕십 리 곱창， 무교동 낙지， 

오장동 함흥냉면， 청진동 해장국 

서울 시청과 한국조리사협회， 음식과관련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주축이 되어 선정한 이상의 지역 

특성 음식들은 서울시 지명과 음식과의 결합으로 

특화된음식이고， 연구자가정의한서울시 음식거 

리의 기준에도 부합되었다 따라서 이상의 8개의 

지역 특성 음식으로음식점들이 밀집되어 있는거 

리들을 본 연구의 사례지 역으로 선정하였다. 

3) 서울시 음식거리 분포 
본 연구자가 정의한 서울시 음식거리 기준에 부 

합된총 8개의 음식거리들의 분포현황이다. 

4) 사례 음식거리 현황 

(1 ) 무교동 낙지거리 

무교동 낙지거리는 1960년대 초에 성행하였던 

선술집들에서 특별한 안주가 딱히 없던 시절， 독특 

한 조리법으로 만들어진 낙지 요리로 주변의 직장 

인들에게 큰호응을 얻어 발전한음식거리이다. 

다음은 무교통 낙지요리를 처음 개발하고， 현재 

‘d 낙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박무순(여， 9이 

씨와의 인터뷰내용을바탕으로정리한내용이다. 

인천 출신의 박무순(9이씨가 1960년대 초에 당 

시 무교통 동아일보 사옥 뒤편의 ‘실비집’ 주방의 

일을도우면서 고향에서 많이 먹었던낙지에박씨 

만의 독특한 양념을 첨가하여 손님들에게 선보였 

다. 이 음식은 주변 일대 직장인 및 애주가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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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서울시 음식거리 분포도 

대단한 호응을 얻게 되었고， ‘실비집’ 은 무교동 낙 

지 요리의 명소로 자리 잡게 된다. 박 씨는 새로운 

음식을 선보인 지 4개월 만에 ‘실비집’ 을 직접 인 

수하였고， 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초반까지 ‘실 

비집’ 주변으로 낙지전문점만 60여 개가 생겨날 

정도로무교통은낙지요리로특화된지역이 된다. 

특히 무교동은 당시에도 서울의 대표적인 중심업 

무지구이자 교통의 요지 였고， 수많은 회사원이 상 

주하고 있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 역이었다. 수많은 

직장인들과 유동인구를 확보할 수 있었던 지 역적 

인 특성으로 인하여 무교동은， 무교동 낙지의 명성 

을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었다. 

무교동에서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낙지전 

문점들일수록 음식점의 잦은 이동을 경험하였는 

데，그 이유는무교동낙지거리는서울도심 재개 

발의 영향을가장많이받은상권이자，음식거리이 

기 때문이다.무교통낙지거리가번성한시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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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교동과 서린동을 중심으로 낙지음식점들이 밀 

집되어 있었다. 하지만 1970년대부터 시행된 도심 

재개발 사업으로 무교동 일대가 재개발 구역에 지 

정되었고， 무교동에 입지하고 있던 낙지 음식점들 

은 이주가 불가피하였다. 그나마 그동안 확실한 고 

객을 확보한 음식점들은 무교동에서 멀리 떨어지 

지 않은 주변지역으로 이전하여 다시 개업을 하였 

지만， 종로 도심의 지가를 감당할 수 없어 이주할 

여건이 못 되는 영세한 음식점들은 무교동이 재개 

발되면서 함께 사라지게 된다. 현재 무교동 낙지 

음식 전문점 12여 개 곳은 중구 무교동이 아닌 종 

로구서린동 · 청진동으로분산되어 운영 중이다. 

여러 음식점 업주들과 주변인들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현재 남아 있는 낙지전문점들뿐만이 아니 

라 무교동 낙지거리가 가장 번성하였던 70년대의 

낙지전문점들의 조리사 및 업주들이 초기에 정착 

한 음식점들의 인적 네트워크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0여개의 음식점 업주들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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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무교동 낙지거리 

면담을 통하여 무교동 낙지거리는 주로 초기에 정 

착한 음식점들의 주방에서 근무를 했던 경험자들 

위주로 새로운 음식점들이 형성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노량진 수산시장 낙지 중매인을 겸하고 있 

는 전문가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곧， 무교동 낙 

지의 독특한 조리법의 특성이 동종 음식점들의 진 

입과 확산 과정에서 영향을 주는 중요 요인이라는 

것을의미한다. 

(2) 청진동 해장국거리 
청진동 해장국거리는 1920년대 현 종로구청 앞 

종로 나무시장이 있었던 자리에서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해장국을 판매한 E 음식점을 기점으로 

형성된거리이다. 

‘c’ 음식점에서는 전국 8도에서 몰려 온 상인들 

을상대로음식을조리하다보니 어느한특정지역 

의 고유한 맛을 추구하기 보다는 모든 사람의 입맛 

에 큰 무리 없는 맛을 내어야만 했다. 꾸준히 노력 

한 결과 지금의 청진동 해장국만의 맛을 낼 수 있 

었고， 그 맛이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되자 80년대 초 

반까지 E 주변으로 해장국 음식점만 15여개 이상 
모여 운영하게 되었다. 이로써 청진동하면 해장국 

을 떠올릴 만큼 유명한 해장국거리가 형성된다. 전 

국에서 몰려온 나무 시장 상인들을 비롯한 종로 시 

전의 다양한 상인들을 대상4)으로 해장국의 조리를 

맞추었고， 독특한 해장국 맛이 명성을 얻으면서 당 

시 주막 형태로 운영하던 ‘c’ 음식점은 종로의 명 

소가 된다. 해방 이후， 6.25 전쟁을 거쳐 음식점업 

4) 도심의 시 장과 식당의 연관에 관하여 주영하(2006)는 “1914년 9월 「시 장규칙」 이 발효되면서 장옥을 설치한 정기시 장이 도회지의 
중심을 이루기 시작했다. 그래서 행정관청 · 경찰서 · 시장 · 금융조합 · 양조장과 같은 도회지의 시설물이 들어서고， 정기시장은 
도회지의 중심거리에 자리를 잡았다. 지역음식을 내세운 식당들은 도회지의 시설물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식사를 공급하기 
위해 마련되기도 하고， 정기시장에 오는 상인과 구매자들을 위해 운영되기도 했다 라고 밝히고 있다주영하， 2006 ， 식사， 기호 
(뺨好)， 민족음식: 음식에 대한 민속학적 조망， 비교민속학 31집， p.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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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장국전문점 융다 리 
하 천 

〈그림-3) 청진동 해장국거리 

형태로 운영을 다시 시작한 ‘c’ 주변으로 1960년대 

에서부터 80년대 중반까지 해장국 전문점만 15개 

이상 운영할 정도로 청진동에는 해장국 음식점이 

번성하게 된다. 이른 새벽부터 먹을 수 있고 판매 

가 가능한 음식의 특성상 청진통 해장국은 종로 일 

대의 이른 아침 출근자들과 밤새 도심에 묶여있던 

사람들，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특히나 각광을 받 

았으며， 1982년 통행금지가 해제된 당시까지 청진 

동 해장국거리는 서울 시내에서 가장 번성했던 음 

식거리 중 하나가 되었다. 닝음식점의 최준용 씨 

에 따르면 청진동 해장국만의 독특한 맛을 내기 위 

해서는 조리법의 노하우(know-how)가 음식점 개 

업에 필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한다. 최 씨는 

70년대-80년대 중반， 당시 ‘6 음식점을 비롯하여 

초기에 정착한 음식점들의 주방에서 기술을 익혀 

주변으로 음식점을 개업한 사례가 많았다고 한다. 

운영하고있는사례처럼독특한조리법이 필수요 

인인 음식의 음식거리 공간 확산은 주로 가족관계 

나 지인들로 통하여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있다. 

(3) 왕십리 곱창거리 

성동구 왕십리 곱창거리는 행정구역상 성동구 

상왕십리동에 곱창거리가 입지해 있지만， 이 일대 

곱창거리는 중구 황학동의 곱창거리에서부터 연 

결되어 그 상권과 역사를 같이 한다. 왕십리 곱창 

거리는 주변의 중앙시장 · 황학동 벼룩시장 · 동대 

문 평화시장 등의 대형시장 상인들과 청계8가에서 

9가까지 걸쳐있는 황학동 · 선설통 · 왕섭리 등에 

입지하여 있는 영세 공장들의 직원들이 많이 찾으 

면서 유명해진음식거리이다. 

‘c’ 음식점을 포함하여 지금 현재 남아있는 3곳의 1960-80년대 초까지 황학동의 공식적인 산업 생 

해장국 전문점 중 한 곳도 최 씨의 작은 아버지가 산 구조상의 주요기반은 당시 번성했던 의류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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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창전문접 

〈그림-4) 왕십리 곱창거리 

가방공장들이었다5) 따라서 이들 공장에 근무했 

던 여성 노동자들과 왕십 리 주변의 소규모 엔지니 

어 공장들의 남성노동자들을 중심으로 그 수요가 

형성되었고， 곱창복음은 저렴한 가격에 여러 사람 

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서민음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또한 이 거리는마장동축산물 도매 

시장과 가까운 지역적인 이점으로 신선한 소 · 돼 

지 부산물로 만든 음식을 제공하고 있다. 왕십 리 

곱창거리는그초기 수요계층이 종로도심의 음식 

거리들과 마찬가지로 직장인들에 의해 발전된 지 

역이지만， 이용객들의 특성에는 차이가 있다. 다음 

은 X 곱창 업주 배 씨(여， 48)와의 인터뷰 내용이 

다. 

“가격을 절대 함부로 올리지 봇해요. 음식장사야 

음식 맛이 가장우선이지만， 이곳은가격에도상당 

히 민감해요. 예전에는 주변의 노동자들， 하루 벌 

어 하루 먹고사는분들이 저녁에 일 끝내고곱창 

에 소주 한잔 하시러 오시는 경우가 태반이었어 

요” 

왕십리 곱창거리의 음식점들은 아침마다 마장 

동 축산 시장의 주거래 납품업자들을 통하여 신선 

한 돼지 곱창과 그 외 부산물들을 대량으로 공급받 

고 저녁 영업을 준비한다. 음식점 업주들은 곱창요 

리의 특성상 무엇보다도 재료의 신선함이 가장 중 

요하게 작용하므로 품질이 좋은 곱창과 부수 재료 

를 공급받을 수 있는 유통망을 확보하는 것이 이 

5) “서울의 제조업 인구가 급격히 증가했던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서울 내 제조업 분포와 분산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60 
년대에는 1950년대 이어 섬유， 의류， 가죽제품 제조업을 중심으로 서울의 공업집중은 가속화되었다. 이는 도심으로부터의 공업 
분산과 영동포와 성동구 동 도심주변과 일부 외곽지역에 공업집중이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 1970년대 초반에 영퉁포와 성동구 
를 중심으로 한 도심주변과 일부 외곽지역의 제조업 성장은 중화학공업 부문이 주도하였다 ...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구로공단 
을 포함하는 영동포구와 성수동에서 광장동 일대를 포함하는 성동구지 역， 그리고 중랑천 연변의 창동 동 도봉구로의 집중이 두드 
려져 오늘날 서울의 도시계획상 준 공업 지역과 서울공업의 핵심지역의 기본적인 골격이 형성되었다유환종， 2004 ， 서울시 탈 
공업화의 공간적 특성과 공장이적지의 토지이용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지리학박사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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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5 00OOMeters 
@갈비전문점 

〈그림-5) 마포 갈비거리 

거리 진입의 가장 중요한 여건을 갖추는 것이라고 

한다. 

현재 황학 4거리 왕십리 곱창거리의 초기에 정 

착한 곱창 음식점들은， 중앙시장내의 업소용 주방 

기기 및 식기 전문시장앞황학동포장마차골목에 

서 노점의 형 태로 장사를 시작하였다. 하지만 1992 

년 정권이 교체되면서 환경 미화를 해치는 노점을 

철거한다는공약이 시행되었고，위기를맞게 된노 

점 상인들은 연합하여 구청으로 데모를 하러 다녔 

지만， 그들의 영업 허가 요구는 결국 무산되었다. 

그나마 점포를 얻을 수 있는 몇몇 노점 상인들은 

포장마차에서 한블록 떨어진 이곳상왕섭리 황학 

사거리부근에 제대로 된 점포로 영업을 다시 시작 

했다. 

나들었고， 한강을 따라서 내려옹 목재는 마포를 통 

하여 도심으로 들어왔다. 따라서 주변에는 제재소 

가 많이 있었고， 마포 나루터로 인하여 이 지 역은 

서울 수상교통의 요충지가 됨으로써 삼남지방에 

서 오는 독물을 저장하는 곡물 저장소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렇듯 마포는 목재들을 가공하는 제재소와 곡 

물을나르는배， 염전에서 만든소금과 새우젓을 

운반하던 소금배가 많아 사람들의 들고나감이 잦 

은 곳 이었다. 나무 톱밥을 많이 마실 수밖에 없는 

제재소의 인부들은 작업이 끝난 후 기름진 돼지고 

기와 시원한 막걸리를 찾게 되었고， 그로 인해 마 

포나루를 통해 들어오는 새우젓과 함께 먹을 수 있 

는 돼지고기를 안주로 파는 주막형태의 대훗6)집들 

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렇듯 사람들의 들고남 

(4) 마포 갈비거리 이 잦은 마포 나루터를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었 

해방 후， 1950년 전까지 마포 포구에는 배가 드 고， 상인들과 시장을 찾는 사람들， 제재소의 인부 

6) 대포: 큰잔혹은큰잔으로마시는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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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5000 Meters @떡휩|전문점 

〈그림-6) 신당동 떡복이거리 

들과 포구의 뱃사공들을 상대로 마포 나루터의 대 

훗집들은 성업하게 된다. 하지만 그 후로 철도가 

생기고， 6.25 전쟁을 거치면서 강화만이 막혀 한강 

으로 들어오는 배들의 출입이 금해지면서 마포의 

포구문화도 점차 퇴색 되어갔다. 

60년대 후반부터는 대훗집들에서 발전된 형태의 

돼지 갈비음식점들이 지금의 만리동 고갯길 부근 

‘텍사스 골목’ 에서 형성되었다. 이곳의 돼지갈비 

음식점들에서 주변의 상인과 인부들을 상대로 고 

기는 원가에 팔고 술로 이윤을 남기는 영업방식이 

큰 호응을 얻자 이곳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 

였다. 돼지갈비와 소금구이의 시도로 명성이 더해 

지자 80년대 초반까지 이 지 역으로 수많은 돼지고 

기 음식점들이 밀집되어 마포 갈비거리를 이루게 

되었다. 하지만 80년대부터 시행된 마포 일대의 도 

심 재개발 영향으로 텍사스 골목이 헐리면서 ‘m’ 

음식점은 공덕역 주변으로 이전하였고， 구심점을 

잃은 주변의 돼지갈비 음식점들은 마포 전역으로 

분산되어 이전과 폐업을 겪게 된다. 

(5) 신당동 떡복이거리 
밀이 잘 재배가 되지 않는 우리나라 특성상 밀 

가루는 과거 귀한 식품이었다. 그러나 해방 이후 

미국의 잉여 농산물인 밀가루가거의 무상으로들 

어오자 밀가루는 가장 값싸게 구입할 수 있었던 

음식 재료가 되었고， 값싼 밀가루 먹으로 만든 떡 

복이는 무엇보다 저 렴한 가격으로 학생들이 손쉽 

게，배불리 먹을수있는음식이 될수있었다7) 

서울시 중구 신당동에 형성되어 있는 신당동 떡 

복이거리의 현 ‘아이러브 떡복이’ 는 과거 70년대 

7) “정부는 절대적인 식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식량 자급 대책으로 보리의 증산과 미국에서 잉여 농산물인 밀을 들여왔으며， 매스 
컴과 강연 등을 통하여 양곡소비절약 정책， 보리혼식과 분식 장려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양곡소비절약은 쌀로 만들었던 떡이 
나 엿?술 둥의 제조도 쌀 대신 밀가루로 만들도록 엄격하게 규제하였고， 보리혼식과 분식 장려는 국민 식생활 개선 운동의 차원에 
서 대대적으로펼쳤다 .... 새마을운동부녀자들이 양철로만든식빵틀을들고집집마다다니면서 연탄불위에서 식빵만드는방 
법을가르쳐 주었던 기억이 난다신미경， 2005 ， 광복 후 우리음식 60년， 도시문제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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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극장’ 자리 위에 세워졌다. 당시 극장 앞에서 

마복림 씨 외 소수의 상인들이 노점 형태로 벽복이 

를 팔기 시작하였고， 1978년 극장 앞에 흐르던 개 

천의 복개공사와 함께 동화극장이 없어지면서 마 

복림 씨와 다른 상인들도 더 이상 노점으로 떡복이 

를팔수없게 된다.마씨의 먹복이 맛을그리워하 

던 고객들은 극장 주변에 거주하고 있던 마 씨에게 

집에서 떡복이를파는것이 어떻겠냐는제의를 여 

러 번 하였고， 손님들의 요청으로 마 씨는 결국 가 

정집에서 벽복이를 팔게 되었다. 마 씨의 먹복이 

맛이 유명세를 타면서 손님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더 이상은좁은집에서 장사를할수없게 되자，마 

씨는 거주하고 있던 집을 가게로 고치고 본격적인 

먹복이 음식점 영업을 시작하였다. 아울러 동화극 

장 앞의 복개공사가 끝나면서 새로이 큰 길이 생기 

게 되니 이미 성업 중이던 마 씨 음식점 주변으로 

먹복이 음식점들이 들어서기 시작한다. 

이 시기까지는 주인이 직접 조리한 벽복이를 손 

님에게 럴어주는 방식으로 팔았는데， LPG 가스가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신당동 먹붉이 음식점들에 

서는손님이 직접 조리해서 먹을수 있는즉석 떡 

묶이를 개발하였다. 즉석 에서 요리를 하는 방식이 

라음식이 마지막까지 따뭇하게 보온이 되는효과 

를 얻었고， 이것은 곧 음식점에서 단순히， 재빠르 

게 식사만하고나가는기존의 음식점 이용행태에 

변화를 주게 된다. 즉석 떡복이 조리 과정을 통하 

여 동행한 사람들과 좀 더 오랫동안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고， 일방적으로 주인과 조리사가 제공 

한 음식을 먹는 형태에서 손님이 직접 조리를 해 

먹을 수 있는 새로운 조리 방식이 도입되었으며， 

이는 곧 기존의 음식점 이용 시스댐과 조리 문화에 

도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즉석 조리법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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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응 외에도 당시 사회적으로 대단히 유행하였던 

음악다방의 DJ문화를 떡복이 음식점들에서 도입 

함으로써， 신당동 먹복이 거리는 음악다방을 이용 

할 수 없었던 청소년들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얻게 

되었다. 당시로는 학생들의 문화공간이 절대적으 

로 부족했던 시기였음으로 신당동 벽복이거리는 

청소년들에게 그들만의 장소를 형 성 할 수 있는 유 

일한 지 역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신당동에 떡묶이 음식점들이 밀집하기 시작하 

면서 음식점 업주들은 신당동 떡복이만의 독특한 

맛이 기존의 먹복이맛과 차별화되고， 특화 될 수 

있도록 재료를 일괄구매하고 그 조리법을 기본적 

으로 통일하기로 협의하였다고 한다. 

(6) 신림동 순대거리 
관악구 신림동 신림사거리 부근에 특화되어 있 

는 신림동 순대거리는 이 지역의 재래시장인 신림 

시장(현재 신림동 1648-32번지)을 중심으로 68개 

의 ‘신림동순대’라는지역특화음식만을전문적 

으로 취급하는 음식점들이 입지하고 있었다. 

신림동순대가기존의 일반순대와차별되는특 

성은 그 조리법에 있는데 매운 양념으로 순대 복 

음을 조리한 기존의 순대 음식들과는 달리 신림동 

순대복음 만의 특정 인 ‘백순대’ 요리로 신림동 순 

대는 주변 신림동 지역 인근의 학생들과 신림 시장 

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게 되었다. 

(최막중 · 나강렬1999) 

1984년 지하철 2호선의 완전 개통과 함께 신림 

역을중심으로한신림사거리 지역의 역세권상권 

개발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서 원래 

사유지였던 신림 재래시장의 부지에도 대형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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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천 

〈그림-7) 신림동 순대거리 

건물 X 가 들어서기로 계획되었고， 토지 소유주 

는 시장 내 순대음식점 임차상인들에게 1989년 12 

월 31일까지 철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러 

한 요구는 임차상인들의 커다란 마찰 없이 수용되 

었는데， 그 이유는 토지 소유주 측과 임차상인 간， 

그리고 임차상인들 내부 간에 이주대책R)에 관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다. 위 사례는 

상엽지 재개발에 있어 기능수복형 도시재개발의 

경우로써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진 단독 사업이었 

지만， 이 사업은 지금까지 국내에서 보기 드물었던 

기능수복형 도시재개발의 특정을 갖춘 거의 유일 

한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9) 

〈그림-8) 1989년 신림동 순대 타운 조성 계획 부지 

8) 첫째， 인근 부지(신림동 1640-31번지， 이하 B로 표시)에 지상 5충， 지하 2층， 연면적 1 ，330평 규모의 현대식 건물(건물 B)을 신축하 
여 순대 음식업소를 집단 이주시키고， 둘째， 건물 B의 공사기간 중 인접 상가건물 뒤편(현재 신림동 1638-1 ， 2번지， 이하 C라 함) 
에 임시시장을 개설한다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처음에는 순대음식점을 건물 A에 수용하려고 하였으나， 추후 건물 B에 독립 입 
주시키기로 변경 결정되었다고 한다. 건물 B는 지상 1-4층이 순대음식점 전용으로 이용되고， 지하충과 지상 5층이 각각 위락시설 
(유흥주점， 노래방)로 이용되는 상업용 복합 용도로 개발되었다 현재 신림 사거리 지 역의 순대음식점은 건물 B(민속순대타운)가 
완공된 이후，부근에 이와유사한순대 전문음식업 벌딩(양지순대타운)이 추가적으로들어설 만큼크게 성장하였다(최막중 ?나 
강렬，1999) 

9) 기능수복형 재개발이란， 재개발에 의해 토지이용이 물리적 형태나 강도는 변하더라도 종전의 용도는 계숭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와 같이 물리적인 측면에서는 철거 재개발의 형태를 취하면서도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수복재개발의 개념을 결합시키는 도시재개 
발의 방식이다(최막중?나강렬，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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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훌대확iI 

50 100 M야ers 

•-•---1 

〈그림-9) 장충동 족발거리 

(7) 장충동 족발거리 

서울시 중구 장충1동에 위치한 장충동 족발거리 

는 이경순(여， 1935년생) 씨의 ‘F 음식점을 중심 
으로 10여개의 족발 음식점들이 밀집되어 있다. 

6.경 전쟁 이후 1.4후퇴 때 남하한 평안도출신인 

이경순씨가 장충동 56번지에 정착하면서 1959년 

이북에서 자주 먹었던 음식으로 노점으로 음식장 

사10)를 시작하였는데， 이 씨의 증언에 따르면， 이 

곳은 당시 그녀를 포함한 피난민들이 많이 모여 살 

았던 지역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 씨는 그들을 대 

상으로 이북 음식 위주로 파는 것이 장사를 하기 에 

수윌했다고 하며 점차 음식 맛을 인정받으면서 점 

포도 얻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새로운 메뉴를 

찾던 이 씨가 시청 주변 당시 화교들이 운영하던 

중국음식점에서 맛보았던 미니족 요리인 오향족 

발을 맛보고는 당시 서울에서는 먹지 않았던 돼지 

족으로 새로운 요리를 시도해 보았다고 한다. 이것 

은 기존의 황해도 지방의 전통음식인 돼지 족조림 

과 유사한 음식인데， 이 씨는 그 조리법에 변화를 

주었다. 족조림은 돼지 족을 푹 삶은 후 갱엿과 물， 

마늘， 생강을 넣고 장국을 끓여 이미 삶아 놓은 돼 

지 족을 넣고 졸인 음식이다. 현재 족발의 원형과 

비슷하지만， 처음부터 장국과 함께 삶는 장충동 족 

발과는차이가있다.그녀는초기에 ‘평안도족발’ 

이라는 상호를 보고 ‘고향 생각이 나서 들러 봤다’ 

는 우연한 방문객들이 많았다고 한다. 아울러 현재 

구기동에 있는 이북5도청이 당시 장충동에 있었는 

데11) 장충동 주변의 실향민뿐만 아니라， 이북 5도 

청을 방문하는 실향민들이 이곳에서 모임을 자주 

가졌다고 한다. 또한 국내 유일의 체육관이었던 장 

충체육관에서 경기가 있는 날이면 체육계 인사는 

물론， 관람객들의 방문이 급증하였고， 근처 동국대 

10) 그녀는당시 막걸리와 10원짜리 녹두전， 막국수와같은간단한끼니거리를팔았다고한다. 
11) 1969년 05월 23일 :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 2가 산 5의 1 반공 연맹 청사로 이북5도 청사 이전 -이북 5도청 홈페이지. 

-94-



地理學論홈 저149호 (2007.2) 

o 25 50 100 Meters 
뉴-←-←→-커 

@ 냉면전문점 

〈그림-10) 오장동 함흥 냉면거리 

학교， 장충단 공원， 남산 국립극장의 예술인들과 

공연 관람객 등 장충동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여러 

환경들로 다양한 이용 계층이 형성되었으며 이로 

써 족발 음식은 서울 전역에 빠르게 전파될 수 있 

었다. 

(8) 오장동 함흥 냉면거리 
중구 광희동 관할 하에 있는 오장동은 ‘κ 함홍 

냉면전문점과 ‘d 함흥냉면 전문점을 통하여 함흥 

지역의 대표적인 음식인 회냉면을 서울에 소개한 

지역이다 

‘o’ 음식점 조리장 출신이 10 여 년 전 ‘d 음식 

점 옆에 낭 면옥을 개업한 사례를 제외하고 이 지 

역에는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위의 두 음식점만 

이 오장동 함홍냉면거리에 입지하고 있다. 이곳에 

서 가장 먼저 음식점을 시작한 ‘κ 냉면음식점은 

함경도에서 피난 내려온 창업주에 의해서 1953년 

에 개업되었다.6.25 전쟁 이후 거제도에서부터 부 

산을 거쳐 서울 오장동에 정착하여 이북에서 음식 

장사를 하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고향음식인 회냉 

면으로 장사를 시작했다. 장충동과 마찬가지로 당 

시 광희동 일대는 실향민들의 대규모 거주지 였고 

12) 그들에 의해 현재도 오장동 주변에는 함흥냉면 

뿐 아니라 평양냉면， 이북만두， 어복쟁반 등을 함 

께 파는 ‘면옥’ 들이 자리 잡게 된다. 당시 서울에 

서는 청계천 주변 ‘우래옥’ 을 중심으로 평양냉면 

을 파는 음식점은 있었지만， 함흥냉면 전문점이 들 

어선 것은 ‘κ 음식점이 처음이다. 추운 지방 음식 

의 특성을 그대로 지닌 맴고， 자극적인 함경도 음 

식이 이북출신들 외에도 서울사람들에게 큰 호응 

을 얻자 오장동은 ‘h’ 음식점으로 인하여 함흥냉 

면으로대표되는지역이 된다. 

현재 오장동 함흥냉면거리 주변 을지로 일대에 

는 함흥냉면을 전문으로 파는 음식점들 외에도 평 

12) 1953년 3월말 현재 난민총수는 9 ，2377}구에 40 ，894명 에 달한다 중구청 홈페이지 참조http://www.junggu.seoul. kr/jun잃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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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냉면， 만두， 어복쟁반， 불고기 등 이북음식들을 

위주로 판매하는 면옥 형태의 유명 음식점들이 대 

여섯 군데 입지해 있다. 이 음식점들은 주로 중구 

를중심으로모여 있는데，장충동족발거리와마찬 

가지로 중구일대에 정착한 피난민들과 남대문 시 

장과 동대문 시장의 이북출신 상인들의 영향으로 

이 지역 일대에 이북음식문화가확산되었기 때문 

이다. 

4. 서울시 음식거리의 형성배경과 
발달과정 분석 

1)음식거리 형성배경 

사례 음식거리들의 현황을 토대로 형성배경을 

살펴본 결과， 음식거리들마다 초기 형성과정에서 

뚜렷한 특정 수요계층이 존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한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 음식의 성격 

이 다르게 나타났고， 이것은동종음식점들의 진입 

배경과도 무관하지 않았다. 각기 8개의 음식거리 

들에관한자료조사와해당음식거리의초기 정착 

음식점 업주들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파악되었던 

초기 특정 수요계층을분석해 보았더니，크게 직장 

인， 학생 , 실향민으로 분류되었다. 

〈표-2) 초기 특정 수요계층 분류 

직장인 

학생 

실향민 

무교통낙지거리 

· 청진동해장국거리 

왕십리 곱창거리 

마포갈비거리 

· 신당동펙북이거리 
. 신림동순대거리 

장충동족발거리 

·오장동함흥냉면거리 

-%-

위와 같이 분류된 초기 주요 수요자를 기준으로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음식거리들의 형성배경과 

그에 따른 특정들을 분석하려 한다. 

(1 ) 초기 특정 수요계층의 특성에 따른 분류 : 직 

장인 

이 분류에 속하는 음식거리들은 무교동 낙지거 

리 · 청진동 해장국거리 · 왕십리 곱창거리 · 마포 

갈비거리이다. 여기서 좀 더 세분화하면 무교동과 

청진동 음식거리는 화이트칼라 그룹이， 왕십리와 

마포 갈비거리는 블루칼라 그룹이 주요 대상이었 

다. 

@화이트칼라그룹 

서울 종로 도심의 중심업무 지구로서 주변 직장 

인들로부터 그 수요가 급격히 확산된 청진동 해장 

국거리와 중구 무교동 낙지거리는 빠른 식사가 가 

능한 일상음식과 직장인들의 음주문화와 함께 할 

수 있는메뉴로동종음식점들이 밀집되면서 거리 

를 형성하게 되었다. 주로 주변 대형 오피스 타운 

직장인들의 점심， 퇴근 후의 회식과 모임 등이 주 

요 수요를 이루었다. 도심이라는 특성으로 주변의 

여러 음식점들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인근 

의 직장인들과전국각지에서 몰려든사람들을대 

상으로 운영하였기에 음식에서의 특별한 맛과 독 

특한 조리법 에 가장 차별성을 둔 지 역이다. 따라서 

초기 정착 음식점을 중심으로 동종 음식점들이 확 

산될 때에는 조리법의 특성이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즉， 독특한 조리법은 내부로부터 전파되 

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초기 정착 음식점들과 관 

련이 있는친 · 인척또는그곳에서 근무한경험이 

있는 종업원 등 주로 내부 네트워크를 통해 음식점 

확산이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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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초기 특정 수요계층의 특성에 따른 분류-1 

화이트칼라 

직장인 

블루칼라 

@블루칼라그룹 

마장동 축산물 시장과 근접하여 원료지향적인 

입지형태를 보이는 왕십리 곱창거리와 초기 마포 

나루 주막들로부터 그 역사를 시작하는 마포 갈비 

거리는 저렴한 가격에 박리다매 운영 형태로 인근 

의 직장인들로부터 호응을 얻어 형성된 음식거리 

이다. 이들 음식거리 음식의 특성은 앞선 무교동， 

청진동음식거리들과차이가 있다. 앞선 두음식거 

리들은 서울 도심 중심지의 다양한 음식점들을 선 

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하 

다 보니 그것으로 인한 치 열한 경쟁으로 음식의 특 

성에 독창적이고 독특한 조리법을 큰 비중으로 두 

고 있다면， 이 지역들은 음식점 이용 시 상대적으 

로가격적인 면을우선 고려하는 경향이 큰수요자 

들로 인하여 무엇보다 원료를 대량구매해서 원가 

절감을 통한 많은 양의 음식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 

할 수 있는 박리다매 운영형태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다13) 따라서 이 분류에 속하는 음식점들은 

음식거리 초기 정착 음식점들로부터 내부자들을 

통한 조리법의 전수와 전파 등으로 음식점들이 확 

산되었기보다 재료의 구매와 유통 경로 확보 여부 

가음식점 확산에서 큰요인으로작용하였다. 이러 

한 작용의 비중으로 외부에서의 진입이 상대적으 

로 용이했고， 음식점들의 확산 속도도 빠르게 일어 

잃환P 

펼뿔 

났다. 

〈그림-1 1) 초기 특정 수요계층의 특성에 

따른 분류-1 

(2) 초기 특정 수요계층의 특성에 따른 분류 : 

학생 

위 두음식거리들의 음식의 특성은저렴한가격 

〈표-4) 초기 특정 수요계층의 특성에 

따른분류- 2 

과 많은 양을 제공하여 여러 명의 학생들이 함께 

먹을 수 있는 장점으로 형성 초기에 인근 지역 학 

생들에게 먼저 호응을 얻어 발전된 음식거리들이 

13) 본 연구에서는 사례 모든 음식거리들이 서울의 대표적인 음식거리라고 하기에 충족한 음식 맛의 수준을 제공한다는 기본적인 
전제하에 분석하였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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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 생 | 

외부자진입 장벽 낮음 

〈그림-12) 초기 특정 수요계층의 특성에 

따른분류 -2 

다. 

학생들을 상대로 운영을 하다 보니 저렴하고 많 

은양을제공하지만，음식자체의 외형적인특성은 

기존의 일상적인 음식， 흔히 먹을수 있는음식보 

다는 독창적 이고 별미의 맛을 지향한다. 하지만 음 

식의 양념에서 각 음식점만의 고유한 특정을 나타 

낼 뿐， 각 업소마다 재료를 일괄적으로 주문하여 

구매하고，반조리 상태로제공되어 손님이 즉석에 

서 직접 조리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 음식거리들의 진입배경에는 조리법의 

노하우 및 기술 전파보다 원료 유통 경로를 확보하 

는 것이 더욱 큰 비중을 차지했다. 따라서 동종 음 

식점들의 주체들이 초기에 정착한 음식점들에서 

경험을 축적하여 개업을 하거나 그들 음식점들과 

의 친분 둥으로 확산되어 형성된 음식거리들이 아 

니다. 또한 이러한점은음식점 경험이 없는사람 

들을 비롯한 외부에서의 진입을 용이하게 한 중요 

요인이었다. 

(3) 초기 특정 수요계층의 특성에 따른 분류 : 실 

향민 

6.25 전쟁 이후 1.4 후퇴 시 서울의 중구14) 동대 

〈표-5) 초기 특정 수요계층의 특성에 

따른분류- 3 

문구 일대에 실향민들이 대규모로 정착하였고， 그 

지 역을 중심으로 삶의 터전을 마련하게 된다. 따라 

서 피난민들이 생계형으로 시작한 음식점들의 음 

식들은 그들이 고향에서부터 먹었던 음식들 중심 

으로 구성되었다. 중구와 동대문구에는 이북음식 

으로명성을쌓은음식점들이 서울의 다른지역에 

비해 많이 있고， 그 중 단일 이북음식으로 거리를 

-
미
」
 
--

-
짧
 그
 

특정지역 출신자위주 

〈그림-13) 초기 특정 수요계층의 특성에 

따른분류 -3 

14) “인구밀도를 살펴보면 동란 전인 1951년 4월말 현재 서울시 전체의 인구밀도는 km'당 6 ，310명이나， 中區가 31 ，550명으로 가장 높 
고 다음이 鐘路區 의 21 ，042명이고， 다음으로 마포구-통대문구-용산구의 순으로 되어 있으며 , 그 외의 구들은 서울시 평균 인구 
밀도를 밑돌고 있다서울 六百年사 제 5권， 1983 ， 서울시사편찬위원회 , p.512, 51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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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할 만큼 대단위로 번성한 지 역은 장충동과 오 

장동이 대표적이다. 기존에 서울에서 접해보지 못 

한 이북 지역의 음식이니만큼 거리를 형성하고 있 

는 주체 구성원들 대부분이 실향민 출신들로 구성 

되었었고， 그들을 중심으로 음식거리 공간이 확장 

되었다. 이북 지역음식이라는 특성과 서울에서 이 

북음식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음식점들이 밀집 

되어 있는이두지역에서 실향민들은그들만의모 

임을 자주 갖게 되었고， 그로 인해 장충동과 오장 

동은 서울시내 거주 실향민 1세대의 커뮤니티 장 

소의 역할을 하였다15) 

2) 음식거리 발달과정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 

앞서 3장의 사례 음식거리들 현황을 분석한 결 

과，각음식거리는그발달과정에서 당시의 사회 · 

문화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 

식거리가 형성되어 발달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주 

변 환경과 사회 · 문화적인 시대적 환경들은 서로 

무관하지 않았고， 음식거리를 찾는 수요챔에게 

도 이러한 요인들이 이용 선택에 영향을 주었다. 

地理學論養 저149호 (2007.2) 

따라서 본음식 거리 발달과정에서는서울시 음식 

거리들의 발달과정에 작용하였던 사회 · 문화적인 

요인들을 분석해 보았다. 

(1 ) 도시 재개발 사업 

@도심재개발 

1971년부터 개정된 도시계획법 개정은 서울시 

음식거리들 중 도심에 위치한 음식거리들에도 물 

리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무교동은 1973년 9월 

6일 재개발구역(소공， 서울역-서대문， 을지로1가， 

장교， 무교， 다동， 서린， 적선， 도렴， 남창， 남대문 

로 3가， 태평로2가 구역; 12개 구역)16)으로 지정 되 

어 무교동 일대 낙지 음식거리들의 공간 이동이 불 

가피하였다. 당시 무교통과 서 린동에 걸쳐 있던 낙 

지 전문점들은 무교지구 재개발로 그 일대가 헐리 

면서 청진동과 서린동으로 분산되어 영업을 재기 

하였다. 1971년부터 개정된 도시 계획법 개정으로 

현재 마포역 일대가 재개발 사업에 들어감으로써 

만리동 부근 ‘텍사스 골목’ 도 재정비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로 인해 그 곳에 자리 잡고 있던 선술집 

들도 헐리게 되었고， ‘m’ 음식점을 비롯한 음식점 

들은현재 공덕역 주변이나마포 ‘홀리데이 인 서 

〈표-6) 음식거리 발달과정에 영향을 미친 사회 · 문화적 요인에 관한 분류 - 1 

도시재개발 

15) 이은숙(2004)은 재미한인의 고향 개념 속에는 생활양식， 민속， 관습과 같은 문화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즉 음식， 
의복， 명절과 같은 요소가 포함된다고 하였다. 특히 “음식은 고향의 개념 속에 포함되는 또 하나의 요소로서 고향생각을 일으키 
는 기제로서의 역할을 한다고”정의하였고， 현대인의 고향 개념 속에도 이러한 요소가 포함되어있다고 하였다(이은숙，신명 
섭，2(00). 또한 조규익(1999)은 1941년 이민소설 ‘해당화’ 의 미국으로부터 귀국한 주인공 경식이 사모하는 확실과 대화하는 장 
면에서 그는 그의 고향， 장연이라는 장소를 콩나물， 방풍채와 같은 음식과 일치시켜 딸}고 있는 대화 장면을 예를 들었다((이은 
숙，2004)에서 재인용). 

16) 종로구지 상권， 1994, p.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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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맞은 편 골목으로 분산되어 영업을 재개하였 

다. 

@기능수복형재개발 

신림동 순대 거리의 성업을 필두로 신림역 주변 

의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그 지 역 일대가 재개발 사 

업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아울러 1984년 선림역 

개통에 영향을 받은 역세권 상권의 발달로， 신림 

재래시장 안에 형성되었던 순대거리 자리에 대형 

복합 건물이 세워지는 계획이 결정되었고 그로 인 

해 1989년 12월 31일까지 순대거리를 형성하였던 

순대음식점들은 철수를 해야만 했지만， 신림시장 

순대의 특화성을 인지한 건물주와 상인들 간의 원 

만한 협의로， 순대 음식점들은 모두 새로 생기는 

복합 건물 내 이주하기로 합의했다. 건물 완공 기 

간인 2년여의 공백 기간을 건물주와 음식점업주들 

도시 재개발사업 

〈그림-14) 음식거리 발달과정에 영향을 미친 사회 · 
문화적 요인에 관한 분류 - 1 

의 원만한협의와노력으로현명하게 대처하는과 

정을 거치면서 기존에 영업 중이었던 68개의 순대 

음식점들 모두가 대형 건물 안으로의 집단 이주에 

성공했고， 신림동 순대거리는 서울시내에서 보기 

드문 도심 기능 수복형 재개발 모형의 바람직한 한 

예로 기록된 음식공간이 되었다. 

(2) 인구 이동으로 인한 인구 유입 

한국 전쟁으로 인하여 1. 4 후퇴 이후 피난민들 

이 월남하여 서울에 정착하게 되었고， 주로 남대문 

. 동대문 · 광장시장을 중심으로 피난민들의 생활 

터전이 형성되었다. 그로 인해 그들의 이전 삶의 

터전에서 경험했던 음식문화는 새로운 삶의 터전 

으로 유입된다. 초기에 이북출신 실향민들 위주로 

음식점 업주와 그 수요계층이 형성되면서 음식거 

리들이 조성되었고， 그들의 고향음식은 서울에 정 

착한 그 곳 지방 사람들에게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지역음식’ 이 되어 판매되었다. 장충1동의 피난 

촌 형성과 이북 5도청 17)과의 근접한 입지로 장충 

동족발거리의 음식점업 주체 자들은 이북출신들 

로 구성되었고， 오장동 함흥 냉면거리 역시 당시 

이북 피난민들의 주거지에서 그들을 수요 대상으 

로 형성되었고 발전하게 되었다. 아울러 이 두 지 

역 음식거리들은 실향민들에게 음식을 매개로 고 

향에 대한 향수를 느낄 수 있게 해준 공간이 되었 

다-
(3) 사회 제도 

〈표-7) 음식거리 발달과정에 영향을 미친 사회 · 문화적 요인에 관한 분류 -2 

6.25 전쟁으로 인한 인구 이동과 함께 
새로운음식문화의 전래 

17) 1%9년 05월 23일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 2가 산 5의 1 반공 연맹 청사로 이북5도 청사 이전-이북 5도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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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 

인구이동으로 인한 인구유입 

새로운음식 문화의 전래 

〈그림-15) 음식거리 발달과정에 영향을 미친 사회 · 
문화적 요인에 관한 분류 -2 

CD 통금제도 

음식점 운영이 새벽부터 가능하고， 판매가 가능 

한 해장국 음식업의 특성상 청진통 해장국은 1982 

년까지 있었던 통금제도로 밤새 도심에 묶여있던 

사람들， 유흥업소 종사자， 험f근무자， 이른 아침 

출근하는 직장인등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현 

재 청진동에서 70여년이 넘는 해장국음식점을 운 

영 중인 업주와종로구청 맞은편에서 30년 이상자 

영업을 운영하고 있는 업주의 증언에 따르면 청진 

동은 오히려 통금의 영향으로 특수를 누린 지 역이 

라고한다. 

@노점상철폐정책 

초기에 정착한 곱창 음식점들은 황학동 포장마 

차 골목에서 노점의 형태로 시작하였다. 하지만 

1992년 정권이 교체되면서 환경 미화를 해치는 노 

점을 철거한다는 공약이 시행되었고， 위기를 맞게 

地理學論훌 저149호 (2007.2) 

된 노점 상인들은 연합하여 구청으로 데모를 하러 

다녔지만 그들의 영업 허가 요구는 결국 무산되었 

다. 이 공약의 시행으로 인하여 황학동에서부터 밀 

집되어 형성되었던 포장마차 노점들은 상왕십리 

황학 4거리 주변으로 이주하게 된다. 그나마 점포 

를 얻을 수 있었던 몇 몇 노점 상인들은 포장마차 

밀집지역에서 한블록 떨어진 이곳상왕십리 황학 

사거리주변으로 제대로 된 점포를 얻어 영업을 다 

시 시작하였고， 이후 동종 음식점들이 모이면서， 

왕십리 곱창거리의 규모가 커지는데 큰 원인을 제 

공하였다. 

〈그림-16) 음식거리 발달과정에 영향을 미친 사회 · 
문화적 요인에 관한 분류 -3 

(4) 특정 문화의 유행 
청년 세대， 특히 학생들을 대상으로 형성된 음식 

거리는 주변의 외부적인 환경， 시대의 특정 문화 

유행의 흐름 등 그들의 문화생활과 연계되어 함께 

발달하는 경향이 있다. 우연하게 시작된 떡복이 음 

〈표-8) 음식거리 발달과정에 영향을 미친 사회 · 문화적 요인에 관한 분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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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 음식거리 발달과정에 영향을 미친 사회 · 

문화적 요인에 관한 분류 -4 

식점이 유명세를 얻고， 주변으로 동종 음식점들이 

밀집되는 과정에서 음식점 업주들은 주이용 대상 

객인 학생들의 문화를 떡복이 음식점에 적용하려 

노력하였고， 그러한 노력이 큰 호응을 얻어 신당동 

떡복이거리는 떡복이 음식으로 특화되는 지역으 

로 발전할 수 있었다. 1970-80년대 라디오 미의 인 

기와 함께 서울 시내에도 음악다방이 성행하였고， 

음악 DJ를 고용하고 DJ부스를 설치하는 것은 손님 

을 유도할 수 있는 필수 요인이었다. 이러한 유행 

의 흐름을 신당동의 떡복이거리의 지금은 없어진 

‘바보들’ 에서 처음으로 적용하여 DJ를 고용하고 

DJ부스를 설치하자， 성인다방을 이용할 수 없었던 

청소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게 되었다. 그 후 신당 

동 대부분의 떡북이 음식점들이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당시 DJ박스의 설치 유무능 그 가게 

의 매상을좌지우지할만큼영업에큰 영향을미쳤 

었다고 한다. 학생들만의 사회적인 공간이 극히 드 

특정 문화의 유행 

대중음악， 또래집단의 커뮤니티 형성 

미
넉
 

도
。
 매시
 

다
。
 m씨
 

신
 
복
 

떠
「
 

〈그림-17) 음식거리 발달과정에 영향을 미친 사회 · 

문화적 요인에 관한 분류 -4 

물었던 당시 신당동 떡복이거리는 급속도로 청소 

년들만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 

다. 

5. 결 론 

본 연구는 음식을 매개로 장소가 형성되고 발달 

하는 과정을 서울시 음식거리들을 사례로 분석해 

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정확한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던 서울시 음식거리를 ‘서울시 지명에 특정 

음식이 결합되어 사회 · 문화적으로 일반화 된 음 

식을 판매하는， 동종 음식점들이 밀집되어 있는 거 

리’ 라고 연구자가 조작적으로 개념을 정 립하였고， 

연구자의 정의 기준에 부합된 8개의 음식거리들 

을 선정하여 서울시 음식거리에 대한 연구를 진행 

하였다. 본격적인 연구에 앞서 이론적 배경으로 음 

식문화와 지 역과 음식과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연 

구들을 살펴보았고， 지리학에서 음식을 소재로 한 

기존의 논의들을 검토하였다. 또한 사례음식거리 

중 5개의 음식거리가 서울의 종로구와 중구 지역 

에 입지해 있는 현상에 대한 서울 도심부와 서울 

시역의 확장 등 서울 도심 공간의 특성에 대한 문 

헌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선정된 음식거리들과 관 

련된 참고 자료들을 수집하였고， 음식거리들의 현 

지답사를 통하여 사례 음식거리들의 음식점 엽주 

들과 그 외 관계자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 

다. 따라서 서울시 음식거리들이 어떠한 형성배경 

을 가지고 발전과정을 거쳤을까 에 대한 질문으로 

부터 출발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서울시 음식거리들을 조사승}는 과정에서 

각 음식거리들마다 음식거리가 형성되는 과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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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 특정한 주요 수요계층이 존재하였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 살펴 본총 8개의 서울시 음식거리 

들의 초기 특정 수요계층을 분석해 본 결과， 직장 

인 · 학생 · 실향민 계층으로 분류되었다. 이렇게 

분류된 수요계층의 성향에 따라 음식의 성격과 조 

리법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특성들 

은초기에 정착한음식점 주변으로형성되는동종 

음식점들의 진입 특성에도 영향을주었다. 

둘째， 음식의 성격과 조리법의 특성이 다르게 나 

타남에 따라 후기에 진입한 동종 음식점들의 구성 

원들이 초기에 정착한 음식점들에서 근무한 경험 

이 있거나， 업주들의 친 · 인척등과 같은 해당 음식 

거리의 내부 네트워크를 통하여 확산되었는지， 조 

리법의 특성상 외부에서의 진입도 용이했는지， 타 

지역 음식문화의 도입으로 특정지역 출신들로 한 

정되었는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음식의 성격 

과 조리법의 특성상 내부적 네트워크를 통해 기술 

전수가 이루어져야 개업을 할 수 있는 음식은 음식 

거리를 이루고 있는 후발 음식점들의 업주들이 초 

기에 정착한 음식점들의 주체들이나 그 지역사회 

조직과 긴밀한 관계를 가진 집단으로 한정되었다. 

하지만 재료를 일괄 주문하여 구매하고 단순한 조 

리법을 띠는음식이라면，그지역 외부인들의 진입 

도 용이했고， 외부인들의 낮은 진입 장벽으로 인하 

여 특화지역에서 오랜 기간 배태되어 상호 작용한 

그지역의 특성， 역사성，분위기 등과음식과의 연 

관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셋째，음식거리들의 발달과정에서 발생한그시 

대의 사회 · 문화적인 요인들을 밝혀보았다. 도시 

의 재개발 사업과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한 대규모 

인구의 유입， 사회적 제도나 대중문화의 유행은 음 

식점들의 확산을 촉진하거나， 음식거리의 공간 분 

포 형태， 혹은 기존에 형성되었던 거리의 쇠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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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시키는요인들로분석되었다. 

비록 연구 대상지가 서울지역으로 한정되어 음 

식거리 형성과정에 미치는 요소와 영향에 대한 일 

반화를 도출하기 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지리학계의 음식과 관련된 연구가 미미한 

실정에서，음식을매개로공간이 형성된서울시 음 

식거리들을 사례로 음식문화와 관련하여 어떠한 

음식이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물리적 · 공간적 환 

경(사무지역， 주거지역)과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 

았고， 도시 거주민의 특성에 따라 음식문화가 어 떻 

게 영향을받으며특정 지역에독특한형태의 음식 

거리를 형성하게 되고 발달과정을 겪게 되었는가 

를분석해 볼수 있었다는데 이 연구의 지리학적인 

의의를찾을수있겠다. 

마지막으로， 해방 이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 

국 사회의 경제 성장과 도시 공간의 변화， 전반적 

인 문화수준 성장 등은 시대에 따른 음식문화 패러 

다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것을 음식공간으로 

반영하는 서울 시내 음식거리들의 공간 형태와 구 

성에 변화를 주고 있다. 이 논문에서 연구한 사례 

음식거리들은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후반 

까지 한 지역에서 동종음식을판매하는음식점들 

이 밀집하여 형성된 음식거리들이다.8개 사례지 

역 중에서 특히나 5개의 음식거리들이 서울 도심 

부에 입지해 있다는 것은， 그 지역이 당시 서울시 

내에서 인구 밀집은 물론이고 중심적인 도심 기능 

이 집중되어 있는지역이었음을반영해주고있다. 

아울러 음식거리를 구성하고 있는 음식들이 단일 

메뉴의 동종 음식이었던 것은， 그만큼 먹을거리가 

풍족하지 못 하였고， 외식거리가 다양하지 못 하였 

던 시절이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또한 경제적 

으로 여유롭지 못했던 당시 시대에 ‘음식을 먹는 

다는 것’ 자체는 단지 생존과 직면된 행위라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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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 강하였고， 외식이라는 개념은 아주 특별한 경 

험을 뭇하였다. 이 후 70년 중반부터 서울 도심의 

도시 기능 포화 상태와 인구 과밀 현상은 서울 시 

역의 확장과 인구 분산， 기존 도섬 외의 새로운 도 

심 계획을 불러일으켰고， 그에 따른 음식거리들도 

서울시내 곳곳으로 다양하게 형성되었다. 이러한 

현상과 더불어 80년대 중반부터 급속하게 성장하 

게 된 외식산업의 발달은 그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음식들의 종류를 다양하게 해 주었으며， 문화 산업 

의 발달은 서울 시내의 음식거리들이 더 이상 음 

식점들로만 구성된 단순 음식공간이 아니라， 다양 

한 문화생활을 함께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는， 복 

합적인 문화공간으로서의 음식거리 탄생을 주도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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