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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세계화는 한국 내 외국인 인구의 증가를 가져왔다. 외국인들 다수는 서울에서 살고 있으며 서울 

시 내에 9곳 이상의 외국인 거리가 형성되었다. 외국인 이주민들의 장소는 일시성을 가진 거리의 형태， 거주 및 상권을 중심 

으로 한 마을의 형태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중， 이슬람 거리는 다른 외국인들의 장좌 모두 국가나 민족의 

이름으로 형성 되어 있는 것과 달리 다양한 국가에서 온 무슬림들이 이슬람교를 매개로 모여들어 장소를 형성하고 상권이 만 

들어졌으며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주민에게 있어 종교는상당히 중요한의미를가지게 되며 특히 무슬림에게 있어 종교는문화그자체로생활의 지침이 된 

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이슬람교는 상당히 이질적인 종교문화이며 비주류 문화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외국인 

이주민 무슬럼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정보가 없고 사회적인 편견도 존재한다. 또한 지금까지의 외국인 이주민에 대 

한 연구의 관점은 이주 노동자 또는 결혼이주 여성의 문제를 중섬으로 한 사회적 · 경제적인 요소에 집중되어 있어서 문화적 

인 문제에 대한 관점이 간과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에서는 한남동 이슬람 거리와 외국인 무슬림 커뮤니티를 사례로 외국인들이 주류사회에서는 표출 

할 수 없는 자신들의 문화를 향유하고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함으로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문화적 피난처’ 로서 이러 

한 거리와 커뮤니티를 만들고 있음을 밝히끄} 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남똥 이슬람 거리에서 가장 중섬이 되는 것은 한국 이슬람 중앙성원이다. 중앙성원은 한국인 무슬림들이 주축이 되 

어 1976년에 한남 2동에 건립되었다. 이슬람 중앙성원의 건립은 한국인 원로 무슬럼들의 염원과 중동진출을 통해 오일머니 

를 획득하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이 동시에 작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1990년대 들어서 수많은 외국인 노통자들이 유입과 함 

께 들어온 외국인 무슬럼들에 의혜 성원은 외국인 무슬림으로 붐비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대 들어서 북아프리카와 중앙아 

시아등더욱다양한국가의 외국인무슬림들이 유입되면서 현재의 한남똥 이슬람거리의 모습을갖추게 된다. 

둘째， 한남똥 이슬람거리는 현재 이슬람 문화를 반영하는 경관이 나타나고 있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음식문화와 관 

련된 것으로 Halal과 음주금지 퉁 종교적인 금기를 표방하고 있는 것이었다. 무슬림들의 인사말에 들어가서 친근한 단어인 

Salam(평화)의 키워당} 나타나는 것도 확인하였다. 또한， 이곳은 Salah(예배)와 연계된 ‘일시적 가시경관’ 의 모습을 통해 

이곳이 이슬람 거리임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곳 경관의 형성에는 종교 문화적인 요인 뿐 아니라 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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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개발과 관련된 도시 재생과 토지개발 문제가 개입되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한남똥 이슬람 거리의 외국인 무슬립 커뮤니티는 다국적이며 다충적이다.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가 많았고 학생과 사 

업7까 많았으며 전문직 종사자와 대사관에서 온 외교관도 있어서 사회적 계층이 결코 낮지 않기 때문에 사회계충적인 비주 

류집단은 아닌 것으로 확인하였다. 금요일 합동예배가 가장 중요한 방문경향이었으며 서울 뿐 아니라 전국에서 방문하는 전 

국구 무슬럼들의 만남의 장소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곳은 이러한 다국적이며 다충적인 외국인 무슬림들이 종교문화를 매 

개로 통합된 모습을 보이는 장소이다. 하지만 언어 차이에서 오는 문제와 종교분파 문제는 내부적 분화(parallel 

congregation)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무슬림 커뮤니티에서 중요한 것은 직업정보의 교류와 같은 실용적인 것이 아닌 문화적인 것으로 나타 

났다. 외국인 무슬림들은 한국의 주류문화 속에서 문화적으로 비주류인 무슬림 친구들을 만나 종교의식과 금기를 공유하면 

서 이슬람 문화를 향유하고 자신들의 문화 정체성을 유지하며， 이슬람만의 분위기를 누리면서 정서적 안정감을 얻고 있었다. 

또한 외국인 무슬림은 커뮤니티를 통해 한국인과 만나고 주류문화와 소통하기 보다는 개인적으로 한국인들과 교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한남통 이슬람 거리와 외국인 무슬림 커뮤니티는 ‘문화적 피난처’ 의 역할에 충실한 곳임을 

밝혔다. 

주요어 : 종교 장소， 한남통 이슬람거리， 무슬림커뮤니티， 외국인거리， 문화적 피난처， 이주민 

Abstract : With the rapid econornic development of Korea and globalization’ s rnigrations, there has been an influx of 

foreign populations brought into Korea. Most imrnigrants live in Seoul, and so far, nine foreign communities have formed in 

the downtown areas of Seou1. They gather in shops, and live in various homes and village type settlements centering around 

commercial districts. Most places, where foreigners’ live, were formed based on nationality or race. However, Hamnam깅ong 

Islarnic Street and the Muslim community, where Muslims from various countries gather and live, is distinctive in that it is the 

Islarnic Religion that is the binding force pulling people to the place. 

Religion holds a significant meaning for most immigrants living in Korea. lt is particularly so with Muslims. For them religion 

is inseparably interwoven with culture, and as the close-stitching interwoven threads of a piece of cloth, religion provides a 

guide to eveπ day living. To Korean society, Islam is still an ethnic religion, and Muslims are culturally a non-mainstream 

group. As a result, there is little accurate information available about imrnigrant Muslims in Korea, and thus there is social 

prejudice against them. Some research has been done on foreign immigrants living in Korea, but they were mostly on 

immigrant laborers or women in intemational marriages to Korean man and their social and econornic problems. 

This paper is a case study of Hannam-dong’ s Islamic Street, and the foreign Muslim community, who are ‘cultural 

refugees’ , and where foreigners enjoy a culture that is not generally appreciated in mainstream Korean society, but preseπes 

its cultural identity and finds emotional well-being while living in Korea. 

The research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is paper fmds the Central Masjid, forms the center of Hannam-dong’ s Islamic Street in terms of both geographical 

landscape, and as a spiritual and cultural center for Muslims. The Korean was built in 1976 by Korean Muslims. The 

construction was the combined result of a long-cherished desire of Korean Muslims and the Korean govemment’ s efforts to 

eam oil money through advancement into Middle East. In the 1990s, there was a huge influx of foreign laborers into Korea, 

who were looking for jobs, so were Muslims, and the The Korea Central Masjid began bustling with the increasing Muslim 

population gathering. In the 2000s, foreign Muslims from North Africa and Central Asian countries arrived and jo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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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m마， and brought the diversilled present look of Hannam-dong’ s Islamic Street 

Second, Hannam-dong’ s Islamic Street represents the landscape of Islam' s culture. The most distinctive feature is Islam' s 

religious prohibitions such as Halal and prohibition of alcoho1. Salam(meaning ‘peace’ ) is found to be a key word in the 

minds of Muslims as the word is often found all over the street in the names of restaurants, cloth shops, grocery stores, and 

others. It is also found that the unique Islamic landscape is the result of not only religion and culture but also economic 

reasons in relation to the planned new town development. 

Third, the foreign Muslim community in Hannam-dong Islamic Street is found to be multi-national and multi-Iayered. The 

majority of people migrating to the Communi마 have a college level education. Business persons, college students, specialists 

and diplomats, prove that people in Hannam-dong Islamic Street are not non-mainstream group in their respective countries 

Friday’ s main service is when the greatest number of Muslims gather to congregate. The Central Masjid becomes a meeting 

place for Muslims not only from Seoul but from all over the country, a place where multi-national and socially multi-layered 

foreign Muslims are incorporated into one unity based on religion and culture. The Community is not without problems in 

that there are language barriers, and religious sects may develop parallel congregations. 

The most distinctive aspect of the Muslim community is that, different from other foreign communities, its significance is to 

satisfy people' s cultural needs, not to exchange job information. Muslims meet friends, attend religious services, practice 

religious prohibitions, and e띠oy an Islamic culture atrnosphere, thus reassuring their cultural identity and emotional well

being. It is also found that foreign Muslims make friends and do businesses with Koreans individually, not in the Community. 

Hannam깅ong Islamic Street and foreign Muslim communiη is found to be ‘a cultural refugeé’ true to the meaning of the 

term 

Key Words : Religion-based place, Hannam-dong Islamic street, Muslim communiη， foreign community, cultural refugee, 

unrnrg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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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서 론 

1.문제제기와 연구목적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타 국적 출신 주민은 2007 

년 5월 현재 722 ，686명으로 전체 주민둥록인구의 

약 1.5%로 2006년 536 ，627명에 비해 급등하였다]) 

이러한 외국인 인구 증가 경향은 우리나라에만 국 

한 된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로 비교적 동질적 

인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다른 국가들 역시 세계화 

에 따른 외국 노동자의 이주와 함께 이질적 문화와 

다양한 종교의 유입으로 다문화사회로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강휘원， 2006). 

한국으로 이주한 외국인들은 서울을 비롯한 수 

도권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1980년대 

이전의 서울은 인구 1000만이 넘는 대도시이면서 

도 도시인구의 다문화성은 덜 발달된 곳이었다. 

1999년까지만 하더라도 서울시의 외국인은 

OECD국가 출신이 대부분이었으나 2000년대 이 

후 非OECD국가출신의 외국인이 유입이 활발해 

져 2) 서울의 여러 지역에서 외국인의 거리가 늘어 

나 다문화성이 증대되고 있다(최종일 2003; 김현 

미 2005: 25). 

서울시내 외국인 거리 중에서도 한남동 이슬람 

거리는 문화체계의 역할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곳 

이다. 한국에는 2007년 현재 약 10만여 명 이슬람 

교도들이 살고 있으며’) 전국에 9개의 이슬람 성원 

이 분포해 있고 성원이 없는 지역에는 50개 이슬 

!) 행정자치부(2oo7.8.!) ， 2oo7년 지자체별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람 센터와 임시예배소가 운영되고 있다. 그 중에 

서도 이태원 이슬람 서울 중앙 성원4)은 1976년에 

개원 이래 한국 이슬람 문화의 구심점 역할을 하 

고있다. 

서울시내에 있는 외국인 거리들은 대부분 ‘민 

족’ 이나 ‘국가’ 를 중심으로 집단 주거지로 형성 

되어 있다. 하지만 이슬람 거리는 외국인 무슬림 

의 집단 거주지로 형성되어 있는 곳이 아니다. 또 

한 단일민족이나 국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점이 독특하다. 현재 이곳은 이슬람 중앙성 

원을중심으로무슬림을대상으로한상권이 형성 

되어 있으며 다양한 민족 · 국가적 배경의 외국인 

들이 이슬람 성원을 중심으로 커뮤니티를 형성하 

고있다. 

이곳이 한국 내에 체류하는 다양한 국가출신의 

외국인 무슬림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드는 장소 

라는 점 , 이슬람교는 무슬림들에게 생활 그 자체이 

며 문화라는 점 그리고 외국인들에게 종교라는 것 

은 타국에 적응해 나가고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해 

나가는데 중요하다는 점 등은 알려져 있지만 아직 

까지 한남동 이슬람거리를 방문하는 외국인 무슬 

림들의 출신국가， 직업， 연령대， 한국내 거주지에 

대한기초적인자료부터 그밖에 세부적인 연구자 

료들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곳이 정확하게 어 

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는 알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다음과 같은가설을설정하였다. 

첫째， 한남동 이슬람 거리는 한국 이슬람 중앙성 

원을 중심으로 종교를 매개로 하여 형성되었을 것 

2) 국가정보원의 2007년 내부 자료에 따르면 1999년에는 OECD국가 출신 인구가 3만 명에서 2005년 2만 3천명으로 21% 감소한 것 
에 반해 非OECD국가 출신은 2만 6천 명에서 10만 명으로 280% 증가송}는 등 외국인들의 다양성이 증가하였음을 밝혔다. 

3) www.islamcpopulation.com 참고 
4) 행정구역상용산구 한남 2동 이나통상한남동또는 이태원 이슬람 성원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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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이러한 모습이 거리의 경관에 나타나고 있을 

것이다. 

둘째，한남동이슬람거리의 외국인무슬럼 커뮤 

니티는 다양한 국적파 인종이 종교를 매개로 한 

문화적 요소의 공유를 통해 통합되어 있을 것이 

다. 

셋째， 외국인 무슬럼 커뮤니티는 주류사회와의 

소통을위한통로로서 역할을하고있을것이며커 

뮤니티를 통해 직업정보 교환과 같은 실용적인 도 

움도주고받을것이다. 

넷째， 이러한 경관 성격과 통합적인 성격을 가 

진 한남동 이슬람 거리의 외국인 무슬림 커뮤니 

티는 한국의 주류문화와는 거리가 있는 그들만의 

이슬람 문화의 향유가 주요 역할일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가설들의 검증을 통해 한남동 

이슬람 거리와 외국인 무슬림 커뮤니티가 외국인 

무슬림들에게 ‘문화적 피난처’ 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을밝히파한다 

2.연구대상지역과 연구방법 

연구 대상은 한남동 이슬람 거리와 이곳을 방문 

하는 다양한 국가 출신의 외국인 무슬럼 들이다. 

이 지역의 중심인 한국이슬람 중앙회는 통상 이 

태원 이슬람 성원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행정구 

역상으로는 서울시 용산구 한남2동에 속해 있다. 

따라서 한남동 이슬람 거리라고 명칭 하는 것이 

옳다. 

‘이슬람 거 리’ 라 불리는 곳은 한남2동 한국 이슬 

람 중앙 성원을 중심으로 식당과 식료품점 등 무슬 

림들을 위한 상업시설이 밀집한 지역이다. 특히， 

이슬람 음식과 피복과 관련된 상가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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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에 대한 접근과 종교와 이주민에 관련된 

선행연구를바탕으로이슬람거리 이해를위해 이 

슬람 중앙 성원이 이태원에 들어서게 된 배경에 대 

해서 살펴보려 한다. 또한 1976년 이슬람 중앙 성 

원에 들어선 이후 어떤 변화를 거쳐 왔고 그 배경 

과 의미는 무엇인가를 살펴보기 위해 당시의 자료 

들과중앙성원원로관계자들과이 지역부동산업 

자， 20년 이상 거주한 주민과 상인들을 대상으로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이 지역의 현재의 이용 모습을 살펴보 

기 위해 1차 조사를 때8년 2월 15일부터 2어8년 3 

월 23일 까지 지역답사와 외국인 방문자 인터뷰를 

하였으며 이후 2008년 3월 23일부터 4월 5일 까지 

2차 조사를 나가 심층인터뷰와 1차 조사 내용을 바 

탕으로 만들어진 설문지로 파일렷(pilot) 조사를 

실시하였다.2차 조사 결과 영어 설문지의 필요성 

과 문화적인 충돌을 피하는 내용의 개선의 필요함 

을 확인하였다. 무슬림을 대상으로 하는 상점들에 

대해서도 설문지도 만들었다. 

2차로 만들어진 방문객 대상 설문과 상점 대상 

설문으로 2008년 4월 7일부터 2008년 4월 12일까 

지 3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 상점은 이 

거리에서 무슬럼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총 22 

상점 중 18상점으로부터 설문을 받았다. 

외국인 무슬림 방문객 대상 설문은 2차 pilot으로 

13부를 회수하였다.2차 pilot을 통해 최종 설문지 

를 완성하여 2008년 4월 14일부터 2008년 6월 6일 

까지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총 130부를 회수하여 

분석하였다. 대부분은 영어설문지를 선호하여 영 

어 129부 한글 1부의 설문을 회수하였다. 대부분의 

문항은 세부 사항에 대한 5점 척도로 이루어 졌으 

며 모든 척도에 대해 중요도가 높게 나와 분석 이 

어려울 것을 대비하여 선호도를 선택하는 문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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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하였다. 

각 문항별로 유의미한 내용에 대한 빈도 분석 결 

과와 참여관찰과 인터뷰 내용을 함께 분석하여 결 

과를도출하였다. 

11. 선행연구 

1. 다문화에 대한 연구 동향과 한계점 

사회과학분야에서 이주자 종족 집단에 대해 ‘디 

아스포라’ 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두드러진 

다. 이러한관점은 인종적 또는국가적인 변수를중 

심에 둔 관점이다. 디아스포라(diaspora)는 그리스 

어로 “씨의 흩뿌려짐” 을 의미하는데， BC800-600 

년 고대 그리스에서 지배적 도시국가가 소아시아 

나 다른 지중해 연안 등의 새롭게 정복된 땅을 자기 

의 영역으로 식민화하고 동화한 이주 시민들을 가 

리키는 적극적인 용어이다(박경환， 2007). 다시 말 

해， 이민자들은타국에 적응하여 살ψ}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정체성 유지를 위해 집단 거주지나 커 

뮤니티를형성하게 된다는관점에서보는것이다. 

디아스포라는 공간적으로 흩어져 있으면서도 동 

시에 공간적 범위를초월하여 집을떠나왔다는공 

통의 공간적 경험， 정주국의 지배적 권력에 의한 

집단적 배제， 집단적으로 기억되는 모국에 대한 향 

수와 귀환에의 욕망에 기반 한다(Safran ， 1991 , ; 

Clifford, 1992 ; 박경환 2007, 재인용).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디아스포라 연구 

는 한국인의 디아스포라에 대한 연구(윤인진， 

2007) , 한국 내 이주여성 디아스포라에 대한 연구 

(이수자， 2004) 둥이 있으며 타민족에 대한 디아스 

포라 연구들도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공 

통적으로 ‘타국에서의 소수자， 소수인으로서 겪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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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와 현실” 에 대해 진단하고 있다. 

또 다른 연구 경향으로는 이주노동자의 문제와 

결혼이주여성 등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에 처한 외 

국인들의 문제에 초점을 둔 것들이 있다. 다시 말 

해 주로 외국인들을 ‘하위 계층’ 으로 보고 계충변 

수를 중심으로 한 연구들이다. 안산시 원곡동을 

배경으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배제와 ‘잊어버 

림’ 의 정치에 대한 연구(박배균 외 2004) , 국내 아 

프리카 이주 노동자 유입과정과 실태를 분석한 것 

(한건수， 2005) ， 외국인 노동자 정책 국제비교 (민 

족연구 12권， 2004) ,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 

에 대한 연구(유정석， 2002)와 경기도 마석의 필 

리핀 노동자 집단을 중심으로 한 국제노동력 이동 

과 사회적 연결망에 대한 연구(박경태 외， 1999) 

등이있다. 

이주 여성 문제로는 농촌지역 이주 여성의 갈등 

과 적응에 관한 연구 (한건수， 2006) , 저개발 국가 

에서 온 결혼 이주 여성의 정주패턴과 사회적웅과 

정， 사회문화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이용균， 

2007) , 저개발 국가에서 온 결혼 이주 여성의 정주 

패턴과사회적응과정， 결혼중계업소의 특성 연구 

(최재현， 2007)등이 있다. 

앞서 살펴본 국내에서의 외국인 이주민에 관한 

있는 연구들은 이주민과 이주민이 만들어 내는 공 

간 또는 사회적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을 시도하 

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관련된 연구가 많지 않 

고， 다루고 있는 문제가 이주민을 문제적 관점 이나 

이주국에서의 낮은 사회적 계충과 연계하여 보고 

있다. 또한 외국인들이 기존의 도시 또는 한국과 

같은 단일민족 도시에서 ‘분리’ 되어 살아가고 ‘그 

들만의 공동체’ 를 이루어 살아간다는 사실을 전제 

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그 동기를 설명하는데 주 



안점을 두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김은미 , 

2007,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이주자들이 거리를 형성하고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은 한국사회에 대해 적응하고 자신들의 문화를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 포함된 것이다. 또 

한 어떤 커뮤니티는 이를 통해 한국 주류사회와 소 

통을 하는 매개로 사용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제 

는 외국인 이주민들이 무엇을 구심점으로， 어떤 방 

법으로 지역을 형성하고 있으며， 적응하고 살아가 

기 위해 어떤노력을 경주하고 있는가에 대한근본 

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연구가 바탕 

이 되어야 다문화 사회에 좀 더 진일보한 접근이 

가능할것이다. 

다문화 사회는 계층적이고 인종적인 문제만을 

다루어서는 그 근본문제에 접근할 수 없다. 다문화 

사회는 이질적인 문화가 외부로부터 유입되어 기 

존의 토착문화와 대립， 충돌하는 과정에서 형성되 

는 것이며， 이는 독특한 역사적 경험과 특수한 문 

화적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성격을 지니 

는， 다시 말해 새로운 문화의 유입에 의해 끊임없 

이 재생산되는 프로세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 

는특성이 있기 때문에 인종이나계층또는국가를 

중심으로 한 ‘갇힌 관점’ 에서는 이러한 빠른 변화 

와 흐름에 따라갈 수 없다(홍석준， 2006).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갇힌 관점’ 을 탈피 

하여 종교와 문화에 중점을 두고 다문화 현상에 접 

근하고자 한다. 다음 절에서는 종교를 중심으로 한 

지역 또는장소형성과커뮤니티 형성에 대한문헌 

들과 종교가 이주민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겠다. 이슬람 거리와 

외국인 무슬림 커뮤니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기저에 깔려 있는 종교의 신앙적인 측면과 문화적 

특정이 이주민들의 공간과 이주민 커뮤니티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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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우선 파악해야 한다. 

2. 종교 문화를 매개로 한 지역과 커뮤니티 

인간이 다른 동물과 구분되는 이유 중 하나는 종 

교를 가졌다는 점 이며 그들의 삶이 종교의 영향을 

받고， 사회적으로 구성된 종교를 가졌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조사 발굴된 여러 역사적 자료들에 의하 

면 종교는 인류 발달과 그 문화의 시초에서부터 구 

성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종교가 인간의 삶과 원 

초적으로 공속(公屬)하고 있음은 출생에서부터 죽 

음에 이르기까지 의식 · 언어 ·문화풍습에 잘나 

타나있다(이제민， 1989). Thomas Tweed도 생활 

속에서의 종교는 움직이고， 자라고， 결혼하고， 죽 

는 것， 그리고 이런 일들에 대한 무수한 문화적인 

표현이라고 주장했다(Tweed ， 1997). 

지금까지 공간과 관련된 지리학자들의 연구들이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문화적인 제도등과관련해 

서 광범위하게 연구되어 온 것에 반해 종교적인 조 

직의 틀에서의 공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은 수의 

연구만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사회와 공간의 의 

미와 구조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위해서 종교 

활동과 관련된 것들이 중요하다. 종교는 조직적인 

것과개인적인 경험 두가지 모두가사회에서의 종 

교적인 삶뿐 만아니라그사회의 구성과 재구성 

의 중심을 설 명해 줄 수 있다. (Brace , R. Baily, 

Harvey, 2006). 

Kongó 1 지적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같은 종 

족， 지위 (class) , 성별이 사회구성의 분열에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는 데 반해， 종교는 잊혀 지거나 인 

종(race)과 혼재되어 다루어지고 있다 . 그러나 사 

회과학 전반에 관한 수많은 연구들 중에서 종교와 

관련해서 지리적인 법칙을 찾아내고 그것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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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내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Kong ， 

20어0이1a). 

종교는 사회적인 측면과 물리적인 측면 모두에 

서 장소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으며， 성스러운 공 

간(sacred space)은 종교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이들에게 특수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Rhys H. 

Williams, 2002; 250). 또한 문화는 종교적 인 믿음 

과 행동체계 안에 ‘맹목적임’ 이 존재함을 이해하 

지 않고는 완전한 이해가 불가능 하며 (Carrette ， 

1999) , 지역과 장소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종교적 

인 정체성을 중심으로 한 역사적인 구성에 대한 이 

해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Collinson ， 1999). 

종교적인 것과 관련된 경험은 삶에 있어서도 매 

우중요하다. 이러한종교의식과관련된종교경험 

의 독특함에 대해 종교학에서는 ‘현상’ 이라고 한 

다. 이러한종교현상이 내면적 의식현상이라고본 

다면， 그것의 외적 표현형식은 상징이다. 따라서 

겉으로 드러난 종교적 상정을 통해 종교경험을 이 

해할 수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종교 

현상의 집단적 공유와 역사성으로 인해 종교마다 

서로 다른 종교경험이 유지 되고 발전되며， 외적 

표현물인 종교 공간도 다를 수밖에 없다(최진성， 

2어4). 

모든 종교들은 그들의 고유한 존재론적인 방식 

을 통해 공간과 시간을 창조해 낸다. 이러한 방법 

을 통해서 종교 경관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으며， 

보여줌(representations)과 실천을 통해 공간적이 

고 시간적인 구조 속에서 맥락화 될 수 있다. 다른 

측면으로는， 종교공간에 대한 연구는 그 장소의 역 

사에 관해서 확인 가능하며 , 다른 한편으로는 역사 

적인 관점이 종교의 지리적의미를 연구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도 있다(Brace ， R. Baily, HaIVey, 

2어6: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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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공간은 인간과 공간의 변증법 적 관계 

(socio-spatial dialect)를 확연히 보여주는 좋은 예 

이다. 인간은 신성을 드러내고 유지하기 위해 공간 

을조성하며，조성된공간은인간에게 영향력을행 

사하게 된다. 인간은 신성한 공간의 경험을 통해 

그 신앙심이 고양되며， 이를 위해 신성한 공간으로 

순례를 떠나고자 한다. 또한 인간과 공간의 상호 

교류를 통해 공간은 계속 변화된다(정희선， 2004 : 

106). 

종교 공간은 여러 가지 변화에 직면하기도 한다. 

종교 공간의 변화는 여러 가지 측면을 반영한다. 

따라서 이러한 종교 공간의 변화에 대해 이해하려 

면 그 종교의 경관과 그 일대 장소가 갖고 있는 정 

치， 경제，사회，문화， 역사적 의미 또한알아야한 

다. 또한 이와 관련된 사회적 주체들의 의도 또는 

이해관계가 파악해야 한다. 다시 말해， 종교 경관 

이 배치된 장소에는 순수한 종교적 목적과 사회적 

목적이 동시에 내재되어 있다. 이것을 ‘종교 사회 

적 목적’ 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대마다 달라지는 

사회 문화적 변화와 더불어 그 주체세력들은 정치 

에 종교를 이용하였다(최진성， 2004). 

종교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집단활동을 통해 그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간다. 이처 럼 모든 종교의 중 

심에는 커뮤니티가 있으며 종교집단 자체는 또 하 

나의 사회 단위가 된다. 종교의 사회적 결집력 

(social cohension) 에 관해 에 밀 뒤 르캠 (Emile 

Durkheim)은 종교 경험은 그룹 구성원 간의 동질 

감과 소속감을 강화시켜주기 때문에 사회의 통합 

은 종교의 고유한 기능이라고 주장한다. 이 러한 통 

합은 예배와 상정들을 통한 참가자들의 집단 구성 

원으로서 의 신념과 가치를 가지도록 하는 종교 의 

식을 통해 가능하다. (문영석 ，1999;Vos끼iu않，2007). 

종교 조직은 사람들이 이상과 이약 라이프스타 



일， 취미 등을 교류할 수 있는 타인들과의 연대 기 

회를 제공한다. Cox의 연구에 의하면， 동양 종교 

로 개종한 서구인들은 그들이 우정， 동료애， 수용， 

온정， 인정을추구하면서 근대 사회의 많은사람들 

이 종교조직과 커뮤니티는 외로움과 고립을 극복 

하기 위한 공동체적 유대를 제공했다. 또한 종교는 

신도들이 정기적으로 다양한 의례를 함께 수행하 

도록 이끌고， 단일한 도덕 공동체 속으로 그들을 

엮어내는 공유된 가치와 믿음을 제공함으로써 신 

도들을 통합한다(박수호 외 , 2005: 101-102). 

3. 이주민 소수자에게 종교가 갖는 의미 

Kymlicka(2001)는 소수자 문제와 다문화에 대 

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다. 그는 소수자 문제를 현 

상을 중심으로 7개 그룹으로 분류” 하였는데 그 

중 이주자 종족집단들(immigrants)이 이주한 외 

국인들에게 해당된다. 이주자 종족집단은 합법 

적인 이민자 집단과 비합법적인 이주자 타국인 

집단(metics)으로 구분이 할 수 있는데， 비합법적 

인 이주자 타국인들은 이주한 나라에서 시민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받지 못한 사람들을 지칭 

한다. 

국민국가 체제에서 다문화는 이주민들의 유입 

으로 나타나는 데， 이들은 분리주의를 추구하지 

않고 자신들이 보다 확장된 사회적 문화로 통합 

될 것을 기대하고 또 공용어를 배운다. 이민자들 

은 통합조건에 대한재협상을 요구하며 음식， 옷 

차림， 여가，종교와관련된관습들의 일부를유지 

地理學論홈 제52호 (2008.9) 

하고 이러한 관행들을 유지하기 위한 집회의 자 

유 권리를 요구한다(Tayler , 1999 :19 ? 20). 이 

러한 관행과 집회의 자유 권리에서 종교가 가지 

‘는 의미는 상당히 중요한 편이다. 종교는 음식 , 

옷차림， 여가를 모두 포괄하기도 하며 관행들을 

유지하는 자유로운 집회의 장소를 제공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외국인 무슬림을 자신들이 보다 

확장된 사회적 문화로 통합될 것을 기대하면서 

도 음식， 옷차림， 여가， 종교와 관련된 관습들의 

일부를 유지하고 이러한 관행들을 유지하기 위 

해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이주자 종족 집단들 

(immigrants)로 정의하려 한다. 또한 이들은 종 

교를 매개로 하여 이러한 문화 유지를 가능하게 

하고있다. 

여기서 나타나는 종교의 외로움과 고립의 극복， 

이상과 이익， 라이프스타일， 취미 등의 교류 기회 

도 제공 등은 인간의 존재표현인 기본기능들로 설 

명가능한 부분이다. 기본기능은 거주 및 공동생 

활， 노동， 급양， 여가， 교육 등 인간존재의 기본적 

인표현이며， 이러한기본기능은시 · 공적으로나 

타나며 인간의 활동과 행동으로 표현된다0.마이 

어 외， 1998). 따라서 외국인들이 타지에서 종교를 

중심으로 거리를 만들고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 

은 존재기본기능에서 결여되는 몇 가지 부분을 메 

우기 위한 기제로 보는 것이 가능하다. 이로 비추 

어 볼 때， 종교가 신앙적이거나 신성적인 역할 뿐 

아니라 타지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에게는 종교 

적인 장소를 매개로 장소를 형성하고 커뮤니티를 

S)(D인종카스트 그룹들(racial caste qroups) æ고립주의적 종교의 종족집단들(is이ationist ethnoreligious groups) @원주민들 
(indigenous people) @)소수민족(national 띠norities)(2)이주자 종족 집단들(immigrants) @이주자 타국인들(meti않)Ø삼중언어인 
모텔 또는 이중언어인 모텔에 따른 단일민족어 사용 소수자 (Kyn피cka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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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드는 것은 이러한 기본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 

워가는 ‘문화적인 역할’ 이 중요하다. 

미국 내의 새로운 이주민(new immigrant)의 경 

우， 종교적인 정체성은 그들이 고향에서 가졌던 종 

교보다 그 중요성이 현저하게 크다. 또한 이주민들 

은강한 연대감을가지고서로 연결시키며， 경전을 

가르치고 믿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평온함을 느 

끼고，종교적인방법들을통해 새로운땅에서 정착 

하는 방법을 찾는다. 이렇듯 새 이주민들의 종교적 

인 정체성은 새로운 정착국가에서 새롭게 변화하 

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Wamer， 1998). 

그러나 이주민들은 예전의 전통과 새로운 것에 

대한 적웅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고， 친근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친근한 것이 새로운 생활의 모습 

이 된다. 이주민 커뮤니티의 종교적인 행위는 그들 

의 고향의 사회적인 현상과는다른 것이다. 새로운 

이주민들의 커뮤니티의 형태는 세대적인 차이， 조 

직적인， 문화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중요성에 의해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새로운 정 

체성은 새로운 이주민들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된다(Rhys H. Williams, 2002). 

종교적인 역사의 차이나 문화의 차이 혹은 계파 

의 차이에서 갈퉁이 발생동}는 것을 “종교 내부적 

분화(parallel congregations)" 라 한다(Numrich ， 

1<)96). 미국 무슬림들의 경우도 종교생활과 적웅 

방식은 시기별로 또한 무슬림 그룹의 특정과 그들 

의 정치적 사회적 관심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예배 형식도미국교회의 영향을받아금요 

일 합동 예배 대신 일요일을 주일로 삼아 합동예배 

를 하거나， 남녀가 함께 예배를 보고 심지어 이슬 

람 센터 에서 남녀 혼성 댄스파티를 열기도 하였으 

며 종파간의 갈등도 상존한다(이희수，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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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에서의 무슬림 연구와 한국 내 이주 
무슬림의현황 

유럽지역의 무슬림들은 주류사회로부터 주변인 

화 되어 여러 갈등 요인을 표출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그들의 사회적 지위와 연관된 내부적 요인 

과 무슬림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을 가지게 한 2001 

년 미국 911사태 이후의 심화된 외부적 요인에 기 

인한다. 영국과 프랑스는 무슬림의 이주 역사가 오 

래된 곳들인데， 대부분 무슬림들은 식민통치국 출 

신으로 낮은 국가적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또한 그들은 이슬람 특유의 문화와 종교 생활방식 

을 고수하면서 그들을 사회의 이방인으로 고립화 

시키는 원인을 제공하였으며 유럽의 주류사회는 

그들과 다른 낯선 종교와 문화에 대한 거부감 때문 

에 무슬림을 사회의 일원으로 껴안은 것에 실패하 

였다. 

독일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를 방문노동자로 간 

주하여 그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체제나 정책을 

수립하지 않은 채 방관자적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동자가 귀국을 거부하고 시민 

권을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최근 들어 통합정책에 

착수하여 이주 제 2세대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동 

외국인 이민 정책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순혈주의적인 독일의 모습은 한국의 단일 민족 사 

상과 매우 유사한 측면이 있다. 

유럽 내의 무슬림의 주변화와그에 따른사회적 

인 문제는 ‘무슬림은 종교 · 문화적 집단정체성 

을 주류사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유지， 발전시키 

는가’ 와 ‘종교적 · 문화적 집단정체성을 주류사 

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 의 과정에서 발 

생한 상호 간의 불만의 표출이 현재 유럽사회의 

갈등 모델의 기저이다. 이러한 갈등해결의 모색 



은 유럽의 젊은 무슬림들에 의해 ‘주류사회에 순 

응하면서 고유의 전통적인 가치를 현실과 절충 

해 유지하려는 경향’ 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이 

무슬림들의 미국 이주는 1800년대 후반부터 이 

루어졌으며 이주 무슬림들은 종교와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커뮤니티를 형성하였다. 처음 이주해 

간 무슬림들은 현재의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팔레스타인 둥의 지역에서 이주한 교육수준이 

낮고 비 숙련된 노동자들이 대부분이었다. 따라 

서 이들은 미국 중서부의 값싼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공업지대에 정착하였으며 모스크를 짓고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민 초기 모스크의 기능은 무슬림으로서 정체 

성 보존과 이슬람 통과의례(결혼， 장례， 예배 등) 

를 위한 장소제공， 취업을 위한 기회제공과 미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정보를 교류하는 장소로 

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다시 말해 초기 무 

슬림들에게 모스크는 종교적 행위의 총체적 센 

터로서 기능보다는 사회적 기능의 측면이 강하 

게부각되었다. 

이러한 모스크 공동체의 특정 중 가장 주목할 

만 한 점은 대도시 중심의 대규모 모스크에서 나 

타나는 통합적인 특성이다. 미국의 로스앤젤리 

스 지역과 같이 대도시에 있는 대규모 모스크에 

서는 다양한 인종과 종파 서로 다른 이슬람 전통 

과 문화적인 배경을 가진 무슬림들이 한꺼번에 

모이게 된다. 따라서 서로 다른 종파와 종족， 이 

슬람의 전통이 다른 여러 무슬림들을 결합하고 

갈등을 줄이면서 하나의 목표로 통합하는 기능 

을수행하고있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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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현재 체류하고 있는 무슬림들은 국적과 

계층이 다양한 특징이 있다.1990년대 이전 국내 

거주 외국인들은 대부분 취업을 위한 경제적인 

이주의 성격을 지닌 노동자들이었다면， 2000년 

이후 무슬림들은 그간 높아진 한국의 국제적 위 

상과 1T산업의 발전 등으로 인해 고급인력의 유 

입이 가속화되었고 유학생들이 한국을 많이 찾 

게 되었다.911사태 이후 이슬람 국가정부가 서 

구권으로 유학을 지양하는 정책을 펴면서 한국 

에 오는 유학생 수가 늘어났는데 이중 아랍과 중 

동권의 유학생도 많이 포함되어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터키 유학생과 전문 

인력 및 사업가가 이주해 왔으며 방글라데시， 파 

키스탄， 인도네시아，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 

탄 등에서도 많은 유학생과 전문기술인력이 유 

입되어 있다. 이들 이주민들은 각 국가의 엘리트 

층이나 고등교육을 이수한 집단들로 계층적으로 

는 볼 때 다양한 계층들이 섞여 있으며 인종이나 

국적으로도 다양한 특정을 가지기 때문에 이러 

한 관점에서의 연구가 아닌 종교 · 문화적 변수 

를 통한 분석 이 필요하다. 

이주 무슬림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엮어주는 강 

력한 매개는 바로 이슬람교이다. 이주 무슬럼에 

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특성은 다음 세 가 

지 이다. 첫째로 무슬림들은 이슬람 사원을 중심 

으로 한 종교 활동을 통해 정체성을 지켜나가며 

커뮤니티의 단합을 도모하게 된다. 그리고 이곳 

에서 정착에 필요한 도움을 얻기도 한다 둘째， 

무슬림들에게 이슬람교는 사회질서유지의 기제 

로 이용된다. 셋째， 무슬림들에게 추상적이며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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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인 민족 커뮤니티를 만들어준다 H) 

111. 한남동 이슬람 중앙 성원과 이슬 
람거리의 역사 

1. 중동진출과 연계된 성원 건립 (1970 '" 
1980년 대) 

현재 이슬람 성원이 들어서있는 자리는 원래 이 

광중학교가 위치하고 있던 터였는데 그 주변 일대 

는 유흥가였으며， 사창가와 미군을 대상으로 영업 

을하는직업여성들의 거주지가밀집해 있던곳이 

었다. 

성원 부지 선정은 1970년 9월에 이루어졌다. 당 

시 박정희 대통령이 오일쇼크 상황에서의 경제적 

난국을 타개하고 중동과의 교류를 통해 ‘오일 달 

러’ 를 벌어들이기 위해서 이슬람 성원 건립을 검 

토하였다. 국가안전기획부가 부지 선정을 담당하 

였으며 당시 원로 한국인 무슬림들에게 두 곳의 부 

지 중 선정하도록 하였다. 원로 한국인 무슬림들은 

1970년에 한남2동에 중앙 성원을 건립하기로 결정 

하고 1970년 12월부터 이슬람 중앙 성원 건립을 

위한 모금 사절단이 수차례 이슬람 각국에 파견되 

었으며， 이슬람 국가들도 이에 적극 호응하여 당시 

미화 40만 달러를 모금하게 된다. 이후，1974년 10 

월 중앙 성원 준공이 시작되었다 9) 

‘처음 부지 이야기가 나왔을 때 안기부에서 당시 

의 원로 무슬림들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현재 위 

8) 조희선 외 (2008) ppl90-192. 

치하고 있는 이태원의 1 ，500여평의 부지와 강남쪽 

의 부지중에고르라고 하더라구요. 그때 당시 이태 

원은 속칭 양공주들이 사는 곳이었고 뒤는 사칭찍 

었어요. 하지만강남에제시된부지는쓰레기하치 

장 얀가그랬어요. 쓰레기장보다는 여기가그래도 

사람샤는 곳이니 여기자 냐을 거 같다고 이태원을 

선택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 한국 이슬람 중앙회 부이맘(Imam)， 인터뷰 -

이슬람 중앙 성원은 1974년 10월 준공이 시작되 

어 2년 후인 1976년 5월 21일에 성원 개원식이 열 

렸다. 개원식 때 17개 이슬람 국가로부터 장관 및 

국회의원을 포함한 약 50여명의 종교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원개원식이 열렸다. 한국 정부에 

서는 개원식에 최규하 당시 국무총리를 비롯한 여 

러 관계자들이 참가승}는 등 개원식에 상당한 공을 

들였다 

이슬람 중앙 성원은 개원 후 중동지역에 진출하 

는 한국인들에게 이슬람을 가르치고 훈련하도록 

하는장소로서의 역할뿐아니라재외한국인기술 

자들을 지원하는 선교 활동을 하기도 한다. 그중 

대표적인 활동이 1978년 3월 사우디아라비아의 셋 

다에 이슬람센터 겸 지회를 설치하고 파견 나가 있 

는 한국인 기술자들을 대상으로 선교활동을 펴는 

활동이었다. 이러한 노력에 의해 1984년 6월까지 

약 3 ，000여명이 이슬람교에 입교하였으며， 1982년 

에는 인도네시아에도 지회가 설치되어 한국인 교 

포 선교 및 유학생 교류를 담당하게 된다. 

9) 한국 이슬람교 중앙회 ,2005, “Islam in Korea" 와 이슬람 중앙성원 부이맘(Imam) , 중앙성원회장과의 인터뷰를 토대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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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이태원 이슬람임시 중앙 성원(좌)와 이슬람 중앙 성원 건립 중(우) 

(사진출처 : 한국 이슬람 중앙회 내부자료) 

〈그림 111) 이태원 이슬람임시 중앙성원 준공식(조”과 개원식(우) 

우측사진 가장 오른쪽에 보이는 사람이 최규하 국무총리 (사진출처 : 한국 이슬람 중앙회 내부자료) 

“이슬람 성원이 처음 건립될 즈음에는 무슬림이 -한국 이슬람 중앙회 부 이맘(Jmam)， 인터뷰 -

한국 전체에 한 3700여명 밤에 없었어요. 대부분 

이슬람 국가 대샤와 관계자들 소수의 한국안 무슬 2. 중동 붐 이후 정체기 (1980년대 후반) 
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우리나라는 국력도 

의눌L쿄 외국에 보내려면 구실이 있어야 하는데 중 

동하쿄 교류도 없고 해서 이슬람에 주목했던 것으 

로 기억이 되요. 개원 당시에는 안기부 샤람들도 

많이 드냐들고， 중동에 갈 사람들이 모여서 이슬람 

운화트레이닝을 받고 개종도 하고 그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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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에 진출했던 한국인 무슬림들이 돌아왔지만 

그 중 많은 수가 한국에 돌아오면서 이슬람에 등을 

돌렸다. 당시 신도 수는 급감하였으며 이슬람으로 

개종한 많은 한국인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이 

슬람이기를 거부한 사례가 많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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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년대를 지냐면서 침체기를 맞이하게 되요. 

중동 붐을 타고 80년대 초까지 만해도 무슬림들이 

많이 늘어냐고 냐라 곳곳에 성원이 건립되고 그랬 

는데 무슬림들이 돌아와서는 무슬림으로 생활을 

하지 않은거죠. 그런 사람들이 무척 많었습니다. 

그래서 효L동안 엄청 힘들었던 기억이 냐요” 

- 한국 이슬람 중앙회 부이맘(Imam)， 인터뷰 -

하지만 이러한 이슬람 중앙성원의 정체기는 

1990년대에 들어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과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3. 외국인 무슬림의 등장으로 인한 변화 
(1990년 대)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유입되면서 이곳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한국에서 외국인 노 

동자의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1988년 올림 

픽이 끝난 직후인 1989년이었다 101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오면서 당시 입국한 노동 

자들 중 무슬림 국가 출신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 

다.1992년 6월부터 7월 31일까지 “국내 거주 불법 

체류 외국인들로부터 자진 신고 받은 결과” 에 따 

르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중국， 필리 

핀， 방글라데시 , 네팔， 파키스탄， 인도의 순으로 많 

았다(설동훈， 1992). 

“ 외국인 무슬림들은 %년대 초부터 오기 시작했 

어요. 그중에서 무슬림 국가인 파키스탄하고 멍F글 

라데시 그리고 인도네시아 인들도 많이 들어왔다 

고， 가장 피크였던 때는 IMF가 직전인 97년 정도였 

어요. 주말에는 한 5αM명씩 예배하러 와서 마당에 

서 예배보고 그랬어요 

- 한국 이슬람 중앙회 부이맘(Imam)， 인터뷰 -

당시 외국인 무슬림들은 전국적으로 10만 여명 

이 넘어서 서울중앙성원뿐아니라부산， 전주， 경 

기도 광주， 안양 등에 있는 5개의 성원은 모두 포 

화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외국인 무슬림들이 대거 

몰려들면서 장소의 성격이 점차 변화하기 시작하 

였다. 이러한 경향은 1997년 말의 IMF구제금융의 

여파로 잠시 주춤하여 1998년 한때 외국인 노동자 

의 수는 14만 여명으로 줄어들게 되면서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인다. 하지만 이후 다시 증가한 외국인 

무슬림들은 이곳을 꾸준하게 방문하였고 이들로 

인해 장소의 성격이 이전의 유흥과 미군들의 장소 

에서 점차 ‘이슬람거리’로바뀌어간다. 

이러한 이슬람은 특히， 미국 911 테러사건 이후 

이슬람에 대한 이미지가 ‘이슬람 과격파’ 111 또는 

‘이슬람 원리주의’ 12) 등의 용어의 등장과 함께 이 

슬람은 곧 테러와 직결되는 이미지를 가지게 되어 

미국인들과 한국인들 모두 기피하는 대상이 되면 

서 이 거리의 형성된 측면이 있다. 

10) 당시 법무부의 「출입국 관리 통계연보」의 ‘외국인 입국자수’ 의 조사에 의하면， 1988년에 1 ，911 ，300명이던 것이 1991년에 
2,714,400 명으로 늘었으며 , 이후 계속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설동훈， 1992b). 

11) 국민일보 “극악무도한테러를규탄한다." 2001. 9.12일자 
12) 한국일보 “빈라덴 하마스 헤즈볼라 풍 중동과격파 美 최대 공포대상." 2001.9.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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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국적 이슬람 거리의 형성 
(1999년 ~ 현재) 

2000년 들어서 이태원에 지금까지는 많지 않았 

던 새로운 외국인들이 둥장하기 시작하였다.1990 

년 대 후반 일본， 홍콩， 중국， 동남아， 아프리카， 중 

동지 역 관광객 이 증가하면서 이태 원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국적이 다양해지기 시작하였으며 인 

근지역에 북아프리카와 나이지리아 거리가 생겨 

났다. 

현재 이태원동 · 한남동 · 보광동 경계가 만나는 

곳에 총 600여명의 아프리카계(가나 · 나이지리 

아 · 수단 등) 흑인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어서 

북아프리카출신 무슬림이 많이 늘어났음을 짐작 

가능하다. 

중앙아시아 출신 이주민도 90년대 후반 이후 꾸 

준히 증가하여 2007년 현재 중앙아시아 출신 외국 

인 체류자는 1만 4천1\) 여명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 

세이다. 중앙아시아에서 우즈베키스탄 

(Uzbekistan)과 카자흐스탄(Kazakhstan)은 무슬림 

국가이며， 러시아에도 2천 7백여 만 명의 무슬림이 

분포하고있다 1')) 

IV. 이슬람 문화가 초국적으로 나타 
나는거리 

1.이슬람교와 한남동 뉴타운 개발의 합작품 

地理學論홈 제52호 (2008.9) 

〈표1> 2006년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인 이슬람 국가 
출신 인구1\) 

1)음식과 관련된 문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상권 

현재 이슬람거리에는 4 ，950m
2

에 이르는 대지에 

이슬람 양식으로 지어진 한국 이슬람 중앙 성원이 

이슬람 거리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곳에는 

히잡과 차도르를 쓴 여성들과 수염을 기르는 모습 

등 평소 만나기 힘든 모습의 무슬림들이 방문하고 

있으며，그들을위한상권이 형성되면서 이슬람경 

13) 출입국 관리국 2006년 「출입국 외국인 정책통계」 연보를 토대로 재구성， 인도는 이슬람 국가는 아니지만 1억 5천만명 이상의 이 
슬람 인구가 분포한 곳임으로 포함시켰다. 

14) 행정자치부(2007.8. 1)， 2007년 지자체별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15) 서울신문(2004. 8.17) 저울하늘아래 이국지대 속으로’ 에서 발춰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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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을 강화해 가고 있다. 2ω8년 4월 현재 이태원 

일대 에 분포하고 있는 무슬림 관련 상점은 총 40개 

소이며 그중 이슬람 거리에는 22개소가 밀집해있 

다. 다음은 그 분포도이다. 

뿔廳 

@꾀 

〈그림〉 이태원 이슬람 거리의 상점 분포도 

(2008년 4월 15일 현재， 현지조사를 토대로 재구성) 

2) 이슬람 거리 형성의 촉매제 - 한남동 뉴타운 
개님} 

112 

한남동 뉴타운 개발은 한남2동 일대를 포괄하고 

있으며 이 지역 일대의 토지 이용형태에 막대한 영 

향을 주었다. 2000년부터 2006년 사이 에 한남동 

이슬람 성원 일대의 공시지가추이를 살펴보면 뉴 

타운 발표 직후인 2004년 이후 지가가 급등하였음 

을확인할수있다. 

한남동 이슬람 거리의 상점 설문조사 결과에서 

도 현재 입주해 있는 무슬림 대상 22개의 상점들 

중 18곳의 평균 입주 개월 수를 조사한 결과 46.6 

개월 로 나타났으며 이 중 30년 동안 입주해 있던 

Halal 정육점과 1년 미만의 상점 4곳을 제외한 13 

곳은， 32.4개월로 나타났다. 거의 대부분의 상점들 

이 3년 이내에 입주한 것을 확인하였다. 

“뉴타운 개발 때문에 여기 무슬림들 상점이 들어 

온거야 뉴타운 때문에 월세가 싸졌거든” 

- 이태원에서 50년 동안 문화부동산 운영， 73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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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이 예전부터 주거지었고 이 주변 일대의 

상점들은 그냥 일반 주택가 주변에 있는 식당이나 

부동산 빵집 슈퍼마켓 등이 있었어요. 근데 뉴타운 

발표가 냐더니 잡주인들01 하나 둘씩 떠나면서 01 
주변 일대를몇 명안되는사람들이다샤들인거 

같아요 

-60세， 이슬람성원앙에서화장품가게 15년운영-

이러한 현상은 뉴타운 개발로 인해 지가는 급등 

하였지만그로인해서 이곳에는뉴타운지역의 앞 

으로의 지가 추가 상승을 노린 투기 자본이 유입되 

었고 예전의 집주인들 대부분은 집을 높은 가격에 

매매한 후 떠났다. 이후 이 지역에는 건물에 대한 

시설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시설 투자가 사라 

지자 건물이 노후하고 거 리가 슬럼화 되어 임대료 

와 월세가 떨어지게 된 것이 주원인이다. 

하지만 외국인의 경우는 좀 다른 대우를 받고 있 

었는데， 이곳 상가는 외국인의 경우 권리금이 없이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접근이 쉽고 외국인에게 

한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 

가능하도록하고있다. 

“이 지역에 이슬람 &탬이 들어오기 시작한건 뉴 

타운 계획 나오고 냐서 많아졌어요. 이전에는 세가 

비썼거든요， 사실 지금도 싼 편은 아니에요. 그런 

데 한국인들은 여기서 장샤 안 할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무슬림들이 점점 들어오고 있어요. 외국인 

한테는 세를 싸게 주거든요. 그냥 돌리느니 월세라 

도 받으려고 그러는거죠. 근데 갚으로 점점 더 늘 

어날거같아요. 요즘도 이 근방 상점에 관해서 문의 

하는 건 외국인들 밖에 없어요” 

-이태원에서 15년동안한영부동산운영'， 68세， 여-



이 지역은 건물과 주변이 노후화 되고 외국인 무 

슬림이 증가하면서 한국인들에게는 장사하기에 

좋지 않아 사용가치가 떨어지는 지역이 되었지만 

외국인 무슬림들에게는 권리금도 없고 무슬림 고 

객도 많으며 임대료도 저렴하기 때문에 무슬림 상 

인들이 하나 둘씩 모여든 것이다. 한남동 이슬람거 

리의 무슬럼 대상 상점 설문 결과 ‘이슬람 거리에 

입지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한 점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16곳의 상점에서 ‘이슬람 성원 

으로 인해 무슬림이 많다’ 는 웅답을 하여 이러한 

사실을뒷받침하였다. 

〈표 >한남동 이슬람거리의 한국인과 외국인 상가 
임대료비교 

자료 : 이태원 한영부동산 제공 자료를 재구성 

2. 이슬람 문화가 초국적으로 나타나는 경관 

1) 종교적 세계관의 반영 - Halal과 Salam 그 

리고금기 

이 지역음식점들과 식료품 점 마다 Halal이라는 

영어 글귀와 이것을 뜻동}는 아랍어 문장이 나타난 

다. 이러한 경관 특정은 무슬림에게 중요한 Halal 

고기금기와 관련이 있다. 

“너희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있으니， 죽은 고 

기의 피와 돼지고기와 하냐남의 이름으로 잡지 않 

은고기다 꾸란 5장3절 

16) 한국 이슬람교 중앙회 부회장과의 인터뷰를 토대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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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al은 ‘허가’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Halal 고기는 ‘허가받은’ 또는 ‘허가된’ 고기를 말 

하는 것이다. 이슬람은 꾸란 경전을 통해 돼지고기 

는 먹지 못하도록 하고， 다른 고기들도 고유한 도 

살 방식인 Halal을 통한 것만 섭취가 가능하도록 

명시하고있다. 

음식 문화가 종교적 세계관을 반영하는 것은 수 

많은 종교들에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한국인의 경 

우에도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과 특정 음식의 맛， 

이미지를 끊임없이 연결시키고 있으며(한경구 

1994; 권숙인2005 ， 송도영 2007에서 재인용)， 한국 

의 일상음식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으로서의 

의례 음식들은 종교적 세계관을 일상생활 깊숙이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이 무슬림들에게도 나 

타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송도영 2007).1 (,) 

하지만， 한국에서 Halal을 구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무슬림들이 한국내에서 Halal 고기를구하 

려면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한국 뿐 아니 

라 이슬람 국가가 아닌 곳에 살고 있는 무슬림들은 

매일 Halal고기만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 

만 피치 못할 사정에는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용서 받을수 있는상대적인 관용의 조건이 붙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다(송도영， 2007; 108). 

‘Halal방식으로 고기를 잡는 자체는 그리 어럽지 

않아요. 다만 문제는 피를 모두 빼야 한다는 점인 

데， 그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무척 힘든 작업압니 

다. 내가 여기서 30여 년 동안 Hala1.고기를 팔아 와 

서 냐야도축장샤장하고 친하고 아예 시간 맞춰서 

하도록 해주니까그렇지 다른샤람들은 어림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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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사실 한국 내에서 이 동네를 제외하고 Halal은 

거의가짜라고보면 됩니다 

- 60대， 한국， 이슬람 성원 건물에서 30년 간 

Halal정육점 운영 -

이슬람 거리에는 상점 이름이 Salam1i )인 곳이 많 

다 Salam은 무슬림들의 매일 사용하는 인사말의 

중심 단어다. 선을 생각하는 마음과 선에게 순종하 

는 마음을 일깨워주고， 무슬림간의 우정을 강화시 

켜주며 , 무슬림을 위한 아주 훌륭한 기도문으로 볼 

수 있다.Salam을 포함한 무슬림들의 인사말은 정 

확하게 ‘쌀람 알레이콤(Salam Alaikum)’ 으로 

Alaikum의 Ala는 ... 에게， 위에(upon)라는 조사이 

고 콤(Kum)은 당신들(you)이라는 뜻으로 가장 중 

심이 되는 단어는 Salamòl다. 또한 이슬람Oslam) 

이라는 용어도 바로 Salam~l서 유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슬람은 쌀람의 인사를 교리의 일부 

분으로 규정하고 있다(최영길， 1995 ; p. 3-4). 

“인사말에 나오는 Salam은 평화， 안식을 의미한 

다. 무슬림은 이러한 인사를 하면서 형제(brotheη 

들의 평옹을 바란다. 이슬람은 상당히 싣오 

(seriou잉한것이다 

-30대， Islamic Book Center 운영， 인도출신 -

무슬림들은 교리에서 술과 도박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 지역 일대에 있던 한 

국인을 위한 식당과 편의시설， 미군들을 위한 각종 

유흥시설 등의 상점들이 장사가 되지 않아서 빠져 

나가게 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이슬람 거 

리에는 유흥업소가 없다. 이태원역에서부터 시작 

되는 이태원 거리에는트랜스젠더 클럽과각종유 

흥업소가 화려하게 수놓고 있지만 이슬람거리는 

고요할뿐이다. 

“여기 이슬람들이 오고 나서 동너l가 조용해 진건 

사실이oþ， 예전에 미군들하고 g싹시들이 많F았을 

적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사건 사고였거든， 특히 

미군 흑인들 무척 거칠었다고， 그런데 여기 이슬람 

들이 오고 나서부터는 동네가 조용해 이 친구들이 

학력도 거의 대졸 이상이고 한국말도 빨리 배워요， 

난 영어를 잘 못하지만 대충 영어도 잘송}는 사람 

많은 거 같아 또 줄 안먹고 여자 안쳐다보니까 샤 

건이 안냐요. 가끔 담배는 피우는 거 본거 같아” 

- 이태원에서 50년 동안 문화부동산운영， 73세 -

2) 종교를 매개로 한 다국적 성격의 초국적 통합 
한남동 이슬람거리에 모여드는 외국인 무슬림들 

의 출신국가와 민족구성은 다양하다. 이러한 다양 

성은 이곳 경관을 연출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 

된다. 비이슬람 영토인 한남동 이슬람 거리에서이 

슬람교가 다양한 문화권을 포괄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슬람 국가출신 체류자는 25 

개국 이상이며 따라서 각 국가별로 또는 민족별로 

특색 있는서로다른음식문화가존재한다. 이것은 

같은 Halal을 중시하는 무슬림이라도 음식문화는 

서로 다르고 이러한 욕구를 해소할 공간이 필요함 

을의미한다. 

17) 무함마드(Muharnrnad ibn Yazid)는 쌀람은 아랍어 측면에서 4가지 의미로 풀이하고 있다. 첫째， 인사하다. 안부를 묻다. 둘째， 안 
전，안녕，무사함. 셋째， 알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명칭. 넷째， 사람의 안전 그리고 복을 벌어주는 기도의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최영길， 1995; p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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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곳에오면 친구도 많고， 친구들하고 근처에 

있는 음식점을 간다. 내가 사는 곳은 광주시인데 

친구도 드물고 무슬림은 더욱 없다. 주말에 여71 

와서 Halal 음식을 먹는다 

-?iJ대， 경지도광주시거주， 이집트출신mαDJy worker-

다양한 출신 국가를 배경으로 한 다양한 무슬림 

들을 초국적으로 묶어주는 원동력은 ‘종교’ 이다. 

이것은 이슬람이 이주 무슬림들에게 추상적이며 

초국적인 민족 커뮤니티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사 

실을 반증하는 것이다(조희선 외 , 2008). 

3) Salah(예배)와 연계된 한시적인 가시경관 

이슬람 거리는 ‘한시적인 가시경관(Limited

time visible landscape)1S)’ 이 나타난다.이러한 모 

습은 무슬림들이 하루에 다섯 번 드리는 예배19)와 

관련이있다. 

“평일에는 외국인들하고 이슬람들이 그리 많지 

는 않아요. 하지만 금요일이 되면 틀려지는데요. 

아휴， 말도 말아요. 얼마냐 많아지는데요. 주말에 

도좀있는거같고” 

-68세， 이태원에서한영부동산 15년운영 

이 지역이 ‘이슬람 거리임을 확연하게 보여주 

는’시간은 예배 시간전 ·후의 시간대， 특히 금요 

일 합동 예배와 주말 예배 시간대이다. 물론， 신도 

地理學論輩 저152호 (2008.9) 

〈그림 > 이슬람 거리에 있는 음식점들 
(2008년 4월 15일 촬영) 

들이 정해진 예배시간에 맞춰서 모여드는 것은 한 

국을 비롯한 여타의 종교 문화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모습이다. 하지만， 이슬람이 한국사회에서는 

주류 문화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주 

류문화와는 이질감이 있는 이슬람교의 신도들이 

모여드는 모습은 상당히 눈에 띄는 현상이다. 

히잡과 차도르때)를 쓰고 인도 · 파키스탄의 전통 

18) 이서진，2007 ， ‘게이 남성의 장소 형성’ ,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학위논문 
19) 새벽(파즈르)， 낮(주흐르)， 오후(아스르)， 저녁(마그립)， 밤(이샤)으로 정해져있으며， 예배 시간은 30분 정도 소요된다. 이슬람 예 
배는 하나님과 직접 교통한다고 믿기 때문에 예배 사제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찌) 히잡은 이슬람 여성들 가운데 특히 시리아 · 터키 등 아랍권의 여성들이 외출할 때 얼굴이나 가슴을 가리기 위해 머리에 쓰는 가 
리개(쓰개)를 말한다. 스카프나 두건과 비슷하며， 모양에 따라 얼굴과 가슴까지 가리는 것과 얼굴을 드러내는 것 두 가지로 구분 
된다.차도르는사우디 아라비아를비롯한중동지역 이슬람교도 여성이 타인에게 얼굴을보이지 않기 위하여 쓰는망토같은것 
으로. 넓은 검은천을 머리부터 둘러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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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이슬람 거리에 있는 Salam 상점들 
(2008년 4월 15일 촬영) 

복장을 하고 수염을 기른 남자 무슬림들과 동남아 

시아와 중앙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온 무슬림들이 

거리를가득메워서 예배를드리고，상점에서물건 

을사고，거리에서 대화를하는등평소때 이태원 

지역의 일반적인 모습과는 확연하게 다른 경관을 

연출하여 이곳이 이슬람 거리임을 확실하게 보여 

주고 무슬림들의 공간임을 명확하게 구분 지어주 

는특정이있다. 

v. 종교를 매개로 한 문화적 피난처 

1. 종교를 매개로 한 다국적 · 다층적 성격의 
통합 

1 ) 다국적 · 다층적 성격을 가진 외국인 무슬림 

커뮤니티 

설문은 총 21개국 출신의 무슬림들에게 설문을 

받았다. 파키스탄과 말레이시아 출신이 가장 많았 

고 다음이 터키， 모로코， 이집트 순이었으며 튀니 

지， 가나 등의 국가에서 온 무슬림 응답자도 있었 

다. 이러한 결과는 외국인 무슬림을 연구하는데 있 

어서 ‘인종적 · 민족적’ 변수로 바라보는 관점으로 

는 접근이 어려운 집단임을 확인시켜준다(조희선 

외， 2008).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이 95.8%로 압도적이었다. 

여성 무슬림의 경우 희잡을 쓰고 타인과의 접촉을 

꺼려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국으로의 외국인 

이주민 전체에서도 남성 이주민이 많은 경향이 반 

영되어 여성 외국인 무슬림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 

기 때문이다. 답사를 진행하면서도， 외국인 무슬림 

들은대부분이 남성임을확인하였다. 

응답자의 직업은학생(student)이 가장많았고사 

업(business)이 그 뒤를 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외 

국인 무슬림의 대부분이 ‘노동자’ 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과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응답자 중 학생의 

수가 많은 것은 한국 내 전체 외국인 체류 유학생 

의 증가추이와 이슬람 국가들의 서구권으로의 유 

학지양정책에 기인하는것이다. 한국내 체류외 

21) 2006년 법무부의 ‘출입국 관리 통계 연보’ 에 따르면 연도별 한국으로의 유학생 증가추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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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 유학생이 2002년에 7 ，288명이었던 것이 2006 

년 현재는 30 ， 101명으로 급증하였으며 대부분의 

유학생이 서울로 집중되어 전체 유학생의 수가 증 

가하였다21) 그 중 무슬림 유학생들의 경우 미국 

911테러 사태이후 이슬람 국가정부가 서구권으로 

의 유학을 지협}는 정책을 펴면서 한국으로의 유 

학생 이 꾸준히 증가하였다(조희선 외 , 2008). 

2002년 한 · 일 월드컵 이후 터키인들들 전문 인 

력 및 사업가의 이주가 늘어나고 이러한 추이는 중 

동과 아랍국가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또한， 과거 

노동력 송출국 으로만 간주되었던 제3세계라 불리 

우는 국가들인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중앙아시아 등지에서도 많은 학생들과 전문기술 

인력이 유입되고 있으며， 인도에서도 전문 기술 인 

력이 많이들어오는것으로파악된다. 이러한결과 

는 응답자의 학력분포에도 반영되어 나타난다. 

전체 설문 응답자의 52.9%가 대학교졸업의 학력 

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대학원이상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도 21.8%로 대졸 이상의 학력자가 전체의 

74.7%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뷰 및 설문을 시도했 

던 총 151명의 무슬림들이 상당한 수준의 영어 구 

사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외국인 

무슬림들이 사회계층이 낮은 집단으로 분류되기 

는 어 렵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설문 응답자의 나이 분포는 30대와 20대가 전체 

응답자의 86.4%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 

것은 2006년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과반수에 가까운 42.3%가 20대 에서 30대 인 것깅) 

과 설문 응답자중 학생과 사업가가 많은 것과 동시 

에 연관되어 있는것으로분석된다. 

22) 법무부 ‘출입국 관리 통계연보’ ) 2006 

-119-

地理學論홈 제52호 (2008.9) 

하지만 노동자 출신이 적고 학력이 높은 이유로 

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는 안산이나 의정부， 경기도 

광주시 등이 한남동 이슬람 거리와 멀리 떨어져 있 

는 이유도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설문 조사와 

인터뷰에서 토요일에 와서 하루 밤을 묵고 일요일 

에 돌아가는 무슬림들이 모두 노동자였으며 상당 

히먼거리에서온것으로확인되었다. 

2) 주말 일시성이 강한 전국구 커뮤니티 
일주일 중 이 지역을 방문하는 횟수에 대한 조사 

에서는 금요일 합동 예배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휴일이면서 금요일’ 

이었던 2008년 6월 6일 현충일에는 평소보다 많은 

수의 무슬림들이 방문하여 성원 주차장에서 예배 

를 하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하였다. 외국인 무슬 

림들 중에는 금요일 오후에 예배를 오기 위해서 직 

장에 양해를 구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직장에서 이 

를 용인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 

만 아직까지는 눈치가 보인다고 한다. 

한국 내 현 거주지에 대한 응답에서는 서울이 

72.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하지만 서울 내에 

서도 용산구 외 에 다양한 곳에서 방문하고 있었다. 

또한 경기도 광주， 고양시， 의정부， 구리， 성남， 수 

원， 안산， 양주， 용인， 인천， 파주 등 경기도에서 온 

방문자도 있었으며 멀리 대전， 부산에서 온 무슬림 

도있었다. 

무슬림들이 멀리서 이곳까지 방문하는 이유는 

대부분 ‘더 많은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였다. 또한 

무슬림의 분위기 , Halal고기 등도 중요하다고 하였 

다. 현재 한국 내에는 무슬림 성원이 대부분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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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분포해 있지만 이곳에 무슬림들이 많아서 무 

슬림만의 분위기가 있고 더 많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모여드는 것으로 이곳이 한국 내 무슬 

림들의 전국구 만남의 장소임을 확인하였다. 

니티 내에서 크게문제가되지 않으며따라서 이러 

한 관점으로 무슬림 커뮤니티를 보는 것은 의미가 

없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너희의 언어와 피부색을 달 

3) 종교를 매개로 한 인종과 계층의 통합 리 창조하심에도 그분 예증의 하냐이시니 실로 그 

민족적 · 사회적 다양성을 가진 구성원들이 하나 안에 전 인류를 위한 예증이 있노라” 

로 통합되어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것은 결코 쉬운 꾸란5장3절 

일이 아니다. 하지만， 한남동 무슬림 커뮤니티는 

종교를 통해 그 가능성을 보여준다. 종교의 핵심에 

는 반드시 커뮤니티가 있으며 종교는 사회적 결집 

력(social cohension)을 높여주어 통합에 기 여하여 

다양한 사람들을 강하게 통합할 수 있는 성격을 가 

지고 있기 때문이다(문영석 ,1999; Vos찌iute ,2007). 

이러한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무슬림들은 나이와 

지위에 크게 구애 받지 않고 서로 잘 어울리고 있 

다. 설문결과 역시 나이， 인종， 계층， 국가 간 관계 

둥은 중요하게 고려되는 점이 아님을 확인시켜주 

었다. 

‘t무슬림은 돈을 얼마냐 벌고 얼마나 잘생기고 그 

런 것은크게 신경쓰지 않는다. 어디서 태어앉는지 

냐ψ} 몇인지 부모가 누구인지 예쁜지도 크게 중 

요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은 하느남의 풋(Insal값1) 

이다 

- Zubair Ahmed, 한림대학교 전암강사(Ph， D)， 

인도출신-

‘C무슬림은 모두 형제들(brothers)이다. 무슬 

림 문화라고 한국 사람들이 생각동}는 것은 그저 생 

김새와 수염과 복장 동 외형적안(structure)것들이 

다. 형제들이 어디서 왔고 무엇을 하고는 중요하지 

않다. 신 앞에서는 모두 같은 사람들일 뿐이다. 그 

래서 우리는 신에게만고개를 숙얀다. 우리는 무슬 

림끼리 인사할 때 고개를 숙여서 하지 않는다. 신 

에게만고개를숙인다 

- Zubair Ahmed, 한림대학교 전암강사(Ph， D)， 

인도출신-

한남동 무슬림 커뮤니티는 이슬람교를 매개로 

다국적 · 다층성이 통합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 

고 있다. 이것은 종교를 매개로 연계된 공간에서 

구성원들은 집단행동을 통해 그 신앙생활을 영 

위해 나가는 과정에서 같이 종교적 행위를 하고 

종교적 금기들을 공유하면서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게 되어 다양성의 통합을 가능하게 된다. 무 

슬림들 역시 ‘신 앞에 평등’ 하다고 여기며 ‘형제 

결국， 인종이나 계층 등 사회적인 요소들은 커뮤 애 (brotherhood)’ 를 늘 강조한다.경) 그리고 같은 

23) 인터뷰를 할때 마다 무슬림들은 ‘형제(brother)’ 와 ’ 형제애(brotherh∞d)’ 를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형제들은 신 앞에 모두 평퉁 
함을 이야기하였다. 또한 모든 것이 하느님의 뭇(inch’ Alla)이라면서 강한 믿음을 보여주는 무슬림이 대부분이어서 그들에게 있 
어서의 종교가 얼마나중요한지를느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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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방문 목적별 중요도 

B. 더 많은 무슬림 친구들 만남 11. 2 

C. Halal 고기와 음식， 식재료 구입 9.5 

D. 무슬림 대상 서비스 발달 14.3 

E. 생활에 유용한 정보가 많다 22.4 

자료.설문조사 

시간에 함께 모여 같은 방법으로 예배를 하고 동 

일한 인사말을 서로 주고받으며 Halal , Salam과 

같은 가치와 다양한 종교적 금기들을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들은 종교적 가치아래 

하나라는의식을가지게 된다. 

2. 문화적 피난처로서의 무슬림 커뮤니티 

1 ) 이슬람 문화의 향유를 위한 방문 

외국인 무슬림들과의 인터뷰에서 이들이 한남동 

이슬람거리를방문하는애는모두 ‘예배를하기 

위해서 (to pray)’ 라고 응답하였다. 예배 다음으로 

중요한 방문 목적을 묻자 ‘무슬림 친구가 많아서’ , 

‘Halal고기 , ‘무슬림 대상 상점과 서비스’ , ‘생활 

에 유용’ 등 다양하게 나왔다 잉) 

〈표3)을 보면 이곳에 오는 목적 중 Halal고기를 

사기 위해서와 무슬림 친구를 만나는 

것에 중요하다는 응답이 80%에 육박한다. 또한， 

무슬림 생활용품에 관한 중요도에서도 긍정적 응 

6.9 12.9 31.0 37.9 

10. 3 13A 24_1 42_2 

8.0 12.5 30.4 34.8 

14_7 18.1 19_0 25_9 

(단위 :%) 

답이 65.2%로 나왔다. 

설문웅답 분석결과 외국인 무슬림들에게 Halal 

고기와 관련된 음식문화가 중요함을 재차 확인하 

였다 음식 문화는 단지 영양이나 식용가능성에 의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가 고려되며 그중 

종교적인 타부(Taboo)는 여타의 종교들에게서 보 

편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다(신국원，2001). 

이슬람 거리에서 무슬림의 방문 특성에서도 이 

러한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방문목적과방문행태 관련문항의 분석을통해 

이곳은 외국인 무슬림들에게 ‘무슬림 친구를 만나 

고’ , ‘Halal이라는 종교적 음식 금기’ 와 관련해서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슬람 거리에서 친구를 만나서 커뮤니티를 형성 

하고 구성원들이 외로움과 고립의 극복， 이상과 이 

익， 취미 교류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동체적 유 

대가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박수호 외， 2005). 

이것은 1900년 대 초반 미국 대도시의 초기 모스크 

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 무슬림들의 커뮤니티와 이 

잉) 물론 ‘예배이외에’ 또는 ‘예배 전후에’ 무엇을 하는가하는 질문에 대해 ‘오직 예배를 위해서 (only to pray)’ 라고 응답하는 무 
슬림도 상당수 있었으며 설문지에도 모든 문항에 ’ only pray' 라고 쓰고 문항에 대해서는 웅답을 하지 않은 무슬림이 10%정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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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원 이슬람거리의 커뮤니티가유사한 역할을하 

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곳이 이슬람 통과의 

례 중 예배를 제외한 역할은 하고 있지 않음을 확 

인하였으며 정보교류의 역할도 아직은 미약한 수 

준으로보인다. 

Halal고기와 무슬림 생활 용품 구입에 중요도가 

높게 나오는 것은 무슬림 커뮤니티가 한국의 주류 

문화 속에서 외국인 이주민들이 자신들의 전통과 

정체성을 지켜 나가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 

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2) 무슬림 커뮤니티의 문화적 역할 
한남동 이슬람 거리의 외국인 무슬림 커뮤니티 

는 친구(friend)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형태이다. 앞 절에서 외국인 무슬림들이 이슬람 거 

리에 오는 목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슬림 친구 

와의 만남이었다. 외국인에게 종교를 매개로 한 커 

뮤니티는 사교와 친교의 장， 전통문화의 유지와 전 

수， 삶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는 장， 상부상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이전， 2003). 

이곳에서 친구를 만나면 ‘이슬람 커뮤니티만의 

분위 기 (Islamic communiη atmosphere)와 안정감 

이 있다’ 는 응답이 42%.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 

타났고， ‘생활 정보를 얻을 수 있다(24%)’ , ‘문화 

적 정체성 유지(18%)’ , ‘직업정보(16%)’ 순으로 

나타났다. 이것을좀더 구체적으로알아보기 위해 

각 문항에 대해 5점 척도 방식으로 중요도를 분석 

하였다. 

전체적으로 ‘이슬람 커뮤니티의 분위기와 안정 

감’ 이 가장 도움이 되는 요소로 웅답하였다. 또한 

‘문화 정체성 유지’ 에 커뮤니티가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외국인 무슬림들이 종교 커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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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를통해 고향에서 보다종교적인 정체성이 더 현 

저하게 중요성이 부각되나 자신들의 전통 · 정체 

성 유지와새로운사회에서의 적응사이에서 고민 

하게 되고， 이러한 것을 종교적인 것과 친근한 것 

들에 대한 의미를 부여와 삶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 

받는 새로운 방법을 통해 실천으로 옮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이 전 2003 ; Warner 1998 : 

Willams 2002). 요약하면， 이슬람교를 매개로 한 

커뮤니티가 외국인 무슬림들에게 ‘문화적 피난 

처’로서의 역할을하고있는것으로분석된다. 

“여기 오면 모두 무슬림떠11 Muslim잉이다. 주변 

에 무슬림 상점도 많다. 무슬림은 모두 형제들 

(brothers)이다 

-30대， 안도출신， 이태원에서 Islamic Book 

Center윤영-

“내가 한국에 온 목적은 오로지 샤업(only 

business)이다. 여기는 친구 만나러 온다. 여기 모 

이는 친구들은 샤업하고는 관계없다 

-30대， 모로코 카샤블랑카 출신， 

자동차수출압사업가-

‘Dusiness와 job 또는 employ는 틀린 것이다. 냐 

는 self employ하고 있기 때문에 작업정보는 중요 

치않다 

-30대， 파키스탄 출신， 보광동에서 샤업체 운영 -

다시 말해서 외국인 무슬림들 간의 관계에서 중 

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는 친구와의 만남과 이 지 역 

의 이슬람커뮤니티의 분위기를통해 얻는정서적 

인 안정감과 친근한 것에 대한 의미부여， 이 지역 

에서 기도를 하고 자신들 문화와 관련 된 전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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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V-3) 외국인 무슬림 친구를 만나서 얻을 수 있는 것 

생활정보교환 

문화정체성 유지 

이슬람 커뮤니 티 분위기와 안정감 

자료:설문조사 

mm·-m 

-m 

전수를 통한 문화 정체성 유지였다. 직업정보나 

생활정보들을 얻는 등의 이주민의 초기 적응을 위 

한 정보교환과 같은 실용적인 도웅은 문화적인 요 

소에 비해서 크게 고려되지 않는 요인으로 분석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외국인 종교 커뮤니티로서 주류 

사회에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활 

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혜화동의 필리핀 가톨릭 공 

동처fõ)와는 차이점이 있다. 혜화동의 필리핀 가톨 

릭 공동체는 문화적인 요소 보다는 필리핀 출신 노 

동자와 이주결혼여성들이 주류사회에서 겪는 차 

별과 병원 치료문제， 임금체불 및 부당한 대우， 취 

업알선 등을 서울가톨릭대교구에서 도와주고 있 

어 초기 적응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2(，) 

하지만 무슬림의 경우 필리핀 커뮤니티와 다르 

게 계층적 인종적인 특질이 다양하다. 따라서 사회 

계층적으로 비주류로 단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 

11. 5 

11. 5 

4.4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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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31.9 

26.5 

22.8 

23.0 

39.8 

52.6 

(단위 :%) 

슬람교는 현재 한국 사회 내에서 종교적 · 문화적 

으로 ‘비주류’ 이며 한국인들이 이슬람 마을의 외 

국인들에 대해 느끼는 거리감은 상당히 높은 편이 

다. 이러한 거리감은 미국의 911사태이후 테러리 

스트 및 원리주의자 이미지가 더해지면서 더욱 멀 

어져있다. 

이러한 한국사회의 현실에서 외국인 무슬림들 

이 이곳을 찾아오는 목적은 단순히 직업정보 교 

류나 주류사회에서 겪는 문제의 해결을 위한 것 

은아니다. 

‘정원에서 조직적으로 몹는 것보다는 값KAπ헌 

금)과 SADAKA(후원금)등을 통해 팔요할 때， 어려 

운 문제가 생갈 때 돕고 있습니다 . 하지만 꾸란에 

믿는 자들은 형제이며 형저l끼리 세상 어디에서도 

좁고 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늘도움을 주고받 
우 까‘ ol/? 
"2， λλ.:1:L. 

25) 혜화동의 필리핀 가톨릭 공동체는 2002년 현재 약 2 ，000명 정도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로 성장해 있다. 필리핀 공동체는 이주 노 
동자들에게 소속감과도움을주기 위한목적으로생겨났으며，교회가조직이 태어나는데 장을제공해주어 1992년에 필리핀 신부 
와 수녀들의 주도로 자양동 공동체가 공식적으로 설립되게 된다 현재 혜화동 성당 인근에 필리핀 노동자 사목 센터가 설립되어 
필리핀인들을 도와주고 있다. 현재 한국 서울 가톨릭 공동체는 다양한 개별조직과 위원회들이 각자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적극적 
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글렌지오반니 , 2002). 

26) 실제로 필리핀 외국인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가톨릭 대교구의 도움으로 많은 문제를 해결한 사례들이 있다. 이러한 모습 
은， 가톨릭교라는 한국 내의 ‘주류 종교 · 문화’ 를 매개로 해서 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이 대부분인 계층적으로 ‘비주류인’ 필리 
핀인들이 실용적으로 도움을 받는 측면이 크다. 이러한 모습은 필리핀 가톨릭 공동체 뿐 아니라 구로구 일대에 있는 기독교회들 
도 조선족 노동자들을 선교하고 돕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마련하고 돕는 모습에서도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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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이슬람 중앙회장자이드 박현봉 씨 

안터뷰중에서-

“만나면 인사는 하고 지내는데요， 말도 안통하고 

그래서도움을주거나그런기회는 없었어요. 저도 

없었고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는 봇 들어본거 같아 

요" 

-30대， 한국인 무슬림， 사진작가 -

이슬람 성원은 가톨릭이나 기독교와 같이 조직 

적으로 외국인 무슬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 

하거나 실용적인 도움을 주는 활동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따라서，외국인무슬림들이 이슬람거 

리를 찾아와서 무슬림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은 

주류사회에서는 용인되고 있지 못한 자신들의 종 

교와 그와 연계된 문화를 잠시나마 향유하고 즐기 

면서 정체성을 유지하고 안정감을 얻는 ‘문화적 

피난처’로서의 역할에충실한것으로분석된다. 

5. 결 론 

2008년 현재 서울시내에는 9곳 이상 외국인 거 리 

와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으며 그 형성의 중심이 

되는 요소는 주거， 상권， 교육， 종교의 4가지이다. 

대부분의 외국인 커뮤니티는 동일한 민족이나 국 

가출신들이 집단주거지를형성하고상권을만들 

어가는 형태이다. 따라서 외국인 커뮤니티 명칭은 

국가나 민족의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외국 

인 커뮤니티 중 한남동 이슬람 거리는 국가나 민족 

이 아닌종교의 이름으로형성되어 있는서울시내 

유일한 외국인 커뮤니티이다. 

지금까지의 외국인 커뮤니티들 특성은 같은 민 

족이거나 같은 국가 출신들이 주거와 상권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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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커뮤니티가 형성하였다면， 이곳은 한국 이슬 

람 중앙성원이라는 종교를 매개로 한 장소를 중심 

으로 상권의 형성이 시작되었으며 주거는 크게 중 

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곳이 아닌 장소라는 점， 

단일한 민족이나 국가 출신이 아닌 다국적인 배경 

을 가진 사람들이 이슬람이라는 이름하에 한자리 

에 모이는 장소라는 점 등이 독특하다. 

한남동 이슬람 거리 형성배경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이슬람 중앙 성원이다. 외국인 무슬림 

커뮤니티의 중심에 있는이슬람중앙성원은종교 

적인 열망이 개원에 중요한 원인이었다. 하지만한 

국 경제가 어려웠던 1970년대 초에 중동과의 교류 

를 통한 오일머니 획득을 위해 국가가 정치적 차원 

에서 적극적으로 성원건립을 추진하였고 지금의 

한남2동 자리에 개원할 수 있었다. 당시에는 중동 

과의 교류를 위한 교두보로서 의 역할 및 중동 파견 

을 앞둔 한국인들에게 이슬람을 교육하는 장으로 

서 역할을하였다. 

건립 이후 중동 붐이 끝나고 나자 한국 내 소수의 

이슬람들과 이슬람 국가 외교관들 예배 공간으로 

써의 역할에 그치는 정체기를 맞이한다. 이후， 한 

국의 경제발전으로 외국인들 유입의 증가로 상황 

이 바뀌게 되었다.1990년대에 들어온 외국인 노동 

자들 중 무슬림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고 외국인 

무슬림들이 계속 증가하게 된다. 한국에 들어온 외 

국인 무슬림들은 이곳을 외국인 무슬림들의 장소 

로 변모시키게 되었고， 2000년 대 들어서는 아프 

리카 대륙을 비롯한 더욱 다양한 국가출신 외국인 

들이 유입되면서 다국적인 성격이 강화되어 지금 

의 이슬람거리가 형성되었다. 

1) 이슬람 거리는 4 ,950m 2의 부지에 이슬람 건축 

양식으로 만들어진 한국 이슬람 중앙성원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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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형성되었다.특히 이를중심으로이슬람특유 서 이 지역에는무슬림 대상상점이 하나둘씩 들 

의 음식문화를 반영하는 상점들이 가장 많다. 상점 어서게 되었고 앞으로도 이런 경향은 계속될 것으 

마다 주인 및 운영자 출신국이 다양하며， 따라서 로보인다. 

상점의 성격도다국적이다. 모든상점들이 Halal과 

음주금지라는 종교적인 금기를 표방하고 있었으 

며， 무슬림들이 친근하게 여기는 Salam(평화) 키워 

드가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이슬람 종교를 매개로 

한 문화적 특질이 경관에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주 

는 것이며 다국적 성격은 종교 문화를 매개로 하여 

초국적으로나타나고 있다. 

이 지역은 Salah(예배)와 연관하여 무슬림들이 

한시적으로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일시적 가시경 

관’ 을 통해 이곳이 이슬람 거리임을 확실하게 보 

여준다. 이것은 이슬람이 한국 주류 문화와는 차이 

가 있다는 점과 이곳이 이태원 권역이기 때문에 고 

려되는중요한특정이다. 원래 이태원의 장소적 성 

격이 외국인들의 거리임을 감안한다면 외국인들 

이 등장하는 것과 외국인 상점들이 늘어선 모습이 

특이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으나 ‘이슬람 특유의 

차림을한’ 외국인들이 ‘한시에한곳으로모여드 

는’ 모습은 한국의 주류문화가 아닌 비주류 이슬 

람이기 때문에 더욱 눈에 띄는 ‘일시적인 경관의 

모습’ 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적인 요인 또한 이슬람거리 경관 형성에 중 

요한 촉매제 역할을 했음을 확인하였다. 자발적인 

무슬림의 의지와 더불어 도시 재생 정책으로 인한 

자본의 순환과 토지의 사용가치 문제가 배경에 깔 

려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한남동 뉴타운 개발로 

인해 투기 자본이 유입과 시설투자의 부재로 인한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많은 한국인들의 상점 이 문 

을 닫고 나가면서 한국인들에게서 무슬림들로 토 

지 사용가치가 이전 되는 과정이 있었음을 발견하 

였다. 수요의 성격이 바뀌고 사용가치가 이전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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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남동 이슬람 중앙성원을 방문하는 무슬림들 

의 출신 국가는 217ß국 이상으로 다국적인 특성을 

설문을 통해 확인하였다.20에서 30대의 젊은 연령 

층이 주요 구성원으로 대졸이상의 고학력자가 많 

았고 사업가와 학생의 비율이 높았으며 노동자， 외 

교관， 전문직 등의 직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사회적 계층의 다양성을 확인하였다. 금요일 합동 

예배가 무슬림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시간으로 

나타났으며 주말에 이슬람거리의 모습이 더욱 강 

하게 나타나는 ‘일시적’ 이라는 특성이 있다. 또한， 

이곳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슬림 뿐 아니라 전국 각 

지에서 모여드는 외국인 무슬림들의 전국구 만남 

의 장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무슬림 커뮤니티는 다국적이며 다층적인 

특정을 가진 무슬림들이 서로를 형제(brother)라고 

부르며 하느님 아래 하나임을 자청한다. 또한 같은 

종교의식과 Halal과 같은 금기의 공유와 실천， 

Salam과 같은 종교적 가치 공유 등을 통해서 통합 

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꾸란’ 에도 무슬림 간의 통 

합을종용하는문구가명시되어 있다. 이러한것은 

이들이 사회적 지위나 나이 등에 크게 구애 받지 

않는다는 설문 결과와 인터뷰 등을 통해 좀 더 명 

확하게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국적 · 다층적 

이며 종교를 매개로 통합되어 있는 한남동 무슬림 

커뮤니티를 분석하는 관점이 인종 · 민족이나 계 

층적인 요소가 중심이 되지 않음을 의미하며 이것 

은 다음과 같은 조사 결과로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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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인 무슬림 커뮤니티에서 직업 정보 교류 

와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문화적’ 인 역할이 가장 큰 커뮤니티 인 것으로 분 

석되었다. 다시 말해 그들이 이곳에서 주로 기대 

하는 것은 한국 주류문화 속에서 이슬람 문화를 향 

유할 수 있는 이곳에서 일정한 시간에 방문하는 무 

슬림 친구들을만남이었다. 이러한친구들과만남 

을 통해 종교 의식을 함께하고 Halal등 종교적인 

금기들을 지키는 모습을 공유하면서 무슬림으로 

서 정체성유지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무슬림 

들이 이러한 문화적 행위들을 함께 행하면서 조성 

되는 ‘이슬람만의 분위기’ 를 통해 정서적으로 안 

정감 획득하는 것이 정체성유지와 함께 중요한 것 

이었다. 종합적으로 이슬람거리와 외국인 무슬림 

커뮤니티는 다층적이고 다국적인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 사회적 계층이 낮지 않고 다양성을 가 

진 무슬림들이 한국 사회 내에서 이슬람 문화의 향 

유를 위한 ‘문화적 피난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 

로분석되었다. 

4) 외국인 무슬림들의 한국인들과 관계에서， 직 

업관련정보생활정보의 획득등실용적인측면에 

서 , 외국인 무슬림들은 커뮤니티를 통해 한국인들 

과 교류하기보다는 집이나 직장 등 생활권에서의 

한국인들과 개인적으로 교류하면서 많은 정보를 

얻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것은 한국인 무슬림들 

의 수가 많지 않고 교류의 기회가 적은 것， 무슬림 

들이 학력이 높고 20-30대의 젊은 연령층이 많은 

것， 그리고 직업 정보라는 것이 유사 직종이거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지 않은 경우 교류가 어렵다 

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 

지만，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더라도 아직까지 이 장 

소에서의 무슬림 커뮤니티가 한국인과의 교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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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하는 것은 커뮤니티가 조 

직적으로 확장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 

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한남동 이슬람 거리와 외국 

인 무슬림 커뮤니티의 역할이 ‘문화적 피난처’ 임 

을확인할수있다. 

하지만 종교를 매개로 초국적으로 통합되어 있 

는 외국인 무슬림들의 다양한 국가적 민족적 배경 

은 커뮤니티의 체계화와 조직화에 더욱 어려움을 

줄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종교 

적인 행동과교리 양식에 의거하여통합된모습을 

보이며 가시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았다. 

하지만 모국어가 각기 달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것은 이슬람 거리를 방문하는 많은 외국인 무 

슬림들이 공감하고 있는문제점이다. 

본연구의 의의는 

첫째로 한국 이슬람 중앙성원의 역사와 한남동 

이슬람거리 형성에 대해서 밝힘으로서 잊혀져 있 

던 장소를 다시 발굴한 점이다. 또한 이곳 무슬림 

커뮤니티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를 통해 한국 내 무 

슬림들에 대한 편견을 밝혀 , 다문화적 관점을 통한 

연구의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둘째로， 무슬림들이 형성한 종교를 매개로 한 커 

뮤니티는 사회적 계층의 차이에 의한 게토적인 성 

격보다는 한국사회에서는 비주류인 자신들의 문 

화의 향유와 문화정체성 유지를 통한 정서적 안정 

감 획득이 가장 중요한 목적임을 확인하였다. 즉， 

이곳이 외국인 무슬림들에게 ‘문화적인 피난처’ 

라는것을밝혔다. 



참고문헌 

강휘원， 2006， 한국 다문화사회의 형성 요인과 통합 정책， 

국가정책연구， 20권， 2호， p.5-14 

글렌 지오반니， 2002，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교회의 관심 

-필리핀 가톨릭 공동체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 

천주교중앙협의회， 사목 283호， p.35-43 

김남국， 2005， 다문화 사회의 시민 : 한국 사회에 대한 시 

론，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 논총， 45권 4호， 

p.97-121 

김세훈， 2006， 약자와 소수자의 문화권과 문화 다양성， 유 

네스코자료집. 

김은미， 2007， 서울 내 외국인 문화 활성화 방안， 서울정책 

포커스 26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김현미， 2005 r글로벌 도시， 서울 글로벌 시대의 문화번 

역」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김현희， 2007， 현대의 다문화가족 ; 흔택의 결혼이민 배경 

과 현황， 민족연구， 31권， p.6-50 

문경희， 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계기로 살펴보는 다문 

화주의(multiculturalism)와 한국의 다문화 현상， 

21세기 정치학회보 (구， 부산정치학회보)， 16호， 3 

권， p.67-93 

박경환， 2007， 초국가 시대의 민족， 국가， 공간，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 원크삽 자료집， p.128?140 

박수호， 김문조， 2005, 정보화 시대의 온라인 종교조직 · 

불교동호회의 사례연구， 한국사회 6집 1호 p.95-

125 

문영석， 1999 ， 종교적 펀건이 인간관계와 사회적 통합에 미 

치는 역기능에 관한 고잘 한국인간관계 학보 4권 

1호. 

박배균， 정건화2004， 세계화와 “잊어버림”의 정치: 안산시 

원곡동의 외국인 노동자 거주지역에 대한 연구 한 

국지역지리학회지， 4권 10호， p.800-823 

설동훈， 1992，국제 노동력 이동과 한국내외국인 노동자， 사 

회와 역사 37권 

1992b, 효택의 노동시장과 외국인 노동자， 한국산 

업사회연구회 「경제와 사호IJ p.113-144 

송도영， 2007， 종교와 음식을 통한 도시공간의 문화적 네 

트원크 : 이태원 이슬람 음식점들의 사례， 비교문화 

연구， 13집 1호， p.98-136 

-127-

地理學論養 제52호 (2008.9) 

송대호， 윤종국， 윤장우， 2005, 기성시가지의 경관이미지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 양산시 도시경관의 형태요 

소 분석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21권 11호， p.217-371 

신국원， 2001 ， 문화란 무엇인가， 신학지남 268호， p.342-

371 

송종호， 2007， 현대의 민족문제와 다문화주의 ; 한국 : 단 

일민족환상 깨고 다문화주의로의 ‘전환시대 민족 

연구， 30권， p.217-226 

안영진(역)， 2003, r.사회공간론.J , 한울아카데미(Benno 

Werlen, 2000, Sozialgeographie, Paul Haupt 

Berne). 

윤진 (역)， 2002, r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 - 다르게 평등 

하게 살기J , 한울， (Marco Martiniello, 1997, 

Sortir des ghettos culturels, Paris, Press de 

Sciences Po). 

이용일， 2007， 이민과 다문화 사회로의 도전 : 독일의 이민 

자 사회통합과 한국적 함의， 서양사론， 92권， 

p.219-254 

이정환， 이성용， 2007， 외국인 노동자의 이주 특성과 연구 

동향， 한국인구학 30권2호， p.147-168 

이제민(1989) ， 종교와 사회의 정체성， 한국 천주교 중앙협 

의회， 사목， 1989년 3월호， p.4-25 

이용승， 2004， 호주의 다문화주의， 동아시아연구， 8호. 

이희수， 2004， 미국 무슬림의 현황과 정체성 연구， 한국중 

동학회논총， 24호 2권， p.1-26 

조석주， 2007， 다문화공생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강 

화 방안 : 외국인근로자 및 결혼이민자 사례를 중심 

으로， 지방행정연구， 21권， 3호， p.2-46 

조희선， 김대성， 안정국， 오종진， 김효정， 2008, 한국사회 

이주 무슬림 연구수행을 위한 모델 연구， 한국이슬 

람학회논총 18권 1호， p.169-198 

정희선， 2004， 종교 공간의 장소성과 사회적 의미의 관계 

명동성당을 사례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7권 1호， 

p.97-110 

출입국 관리국，2007， 2006년 「출입국 외국인 정책통계」 

연보，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최종일， 2003, 이태원 공간에 나타난 ‘아메리카나제이션 

(Americanazation)에 관한 연구’ , 서울대학교 언 

론정보학과 석사학위 논문. 



종교를 매개로 형성된 한남동 이슬람 거리와 외국인 무슬림 커뮤니티 문화적 피난처 역할 

최진성， 2004， 장소의 종교적 관성: 전주시 승암산의 종교 

경관을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16권 2호， p.53-65 

한영주 외， 2001, r이태원의 장소마케팅 전략 연구'J , 서울 

시정개발 연구원 월드컵 지원 연구단. 

Alexander, Jefferey, 2001 , “Theorizing the Modes 

of Incorporation assimilation, hyphenation, 

and multiculturalism and varieties of civil 

participation" , Social Theory, 19(3), p.237-

249 

Carrette, J. R. 1999, ?Religion and Culture by 

Michel Foucault? , Manchester University 

Press. 

Catherine Brace, Adrian R. Baily and David C 

Harvey, 2006, ‘ Religion, Place and space 

a framework for investigating historical 

geographies of religious identities and 

communities" , Progress in Human 

Geography, 30(1), p.28-43 

Collins, K, Tyson, J.H, editors2001, ?Conversation 

in the Wesleyan tradition?, Abingdon Press 

Kong, L . 2001a, “Mapping ‘new’ geographies of 

religion : politics and poetics in modernity".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5, p.211-

233 

Johnston, R., Gergory, D. , and Smith, D., 2000. 

rThe Dictionary of Human GeographYJ 

Oxford : Blackwell Publishing. 

Kymlicka, Will ,2001 , rpolitics in the vernacular 

nationalism , multi-culturalism , and 

citizenshipJ Oxford University press. 

Mitchell, Katharyne, 2004, “Geographies of identity 

multicurturalism unplugged" ,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8(5), p.641-651 

Numrich, Paul David, 1996, rOld wisdom in the 

New World Americanization in Two 

Immigrant Theravada Buddhist TemplesJ , 

University of Tennessee Press. 

Smith , Anthony, 1986, rThe Ethnic Origin of 

nationsJ, Oxford : Blackwell. 

-128-

Smith , Anthony , 1991 , r national Identity, 

middlesexJ, Penguin. 

Rhys H. Williams , 2002, “Review Essay : Religion, 

Community , and Place Locating the 

Transcendent", Religion and American 

Culture A Journal of Interpretation, 12(2), 

p.249-263 

Taylor, C. ,1999, “Democratic Exclusion(and its 

Remedies?)". rThe John Ambrose Stack 

Memorial Lecture, in citizenship, Diversity, 

and Pluralism Canadian and Comparative 

PerspectivesJ. Alan C. Cairns et al.(editors), 

Montreal and Kingston :Mcgill Queen' s 

University Press. 

(http://ptw.uchicago.edu/ /taylorOO.pdf) 

Vosyliute, Anele ,2007, ïhinking about religious 

place" , Filoso찌a Sociologija, 84(4) 

Waner, R. Stephen and Judith G. 1998, Wittner, 

editors. rGathering in Diaspora Religious 

Communities and the New ImmagrationJ,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Weber, Rachel, 2002, “Extracting Value from the 

City Neoliberalism and Urban 

Redevelopment" . rSpaces of Neoliberalism: 

Urban Restructuring in North America and 

Western EuropeJ Neil Brenner et al.(editors), 

Blackwell Publishing. 

서울특별시 뉴타운 사업부 

http://development.seoul.go.kr/ 

서울시 지도서비스 

http://gis.seoul.go.kr/ 

용산구청홈페이지 

http:/ /www.yongsan.seoul.kr / 

인터넷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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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택이슬람 중앙성원 홈페이지 

http://www.koreaislam.org/ 


	〈국문초록〉
	Abstract
	I . 서론
	1.문제제기와 연구목적
	2. 연구대상지역과 연구방법

	II. 선행연구
	1. 다문화에 대한 연구 동향과 한계점
	2. 종교 문화를 매개로 한 지역과 커뮤니티
	3. 이주민 소수자에게 종교가 갖는 의미
	4. 외국에서의 무슬림 연구와 한국 내 이주 무슬림의 현황

	III. 한남동 이슬람 중앙 성원과 이슬람거리의 역사
	1. 중동진출과 연계된 성원 건립 (1970~1980년대)
	2. 중동 붐 이후 정체기 (1980년대 후반)
	3. 외국인 무슬림의 등장으로 인한 변화(1990년 대)
	4. 다국적 이슬람 거리의 형성(1999년 ~ 현재)

	IV. 이슬람 문화가 초국적으로 나타나는거리
	1.이슬람교와 한남동 뉴타운 개발의 합작품
	2. 이슬람 문화가 초국적으로 나타나는 경관

	V. 종교를 매개로 한 문화적 피난처
	1. 종교를 매개로 한 다국적·다층적 성격의 통합
	2. 문화적 피난처로서의 무슬림 커뮤니티

	VI. 결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