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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Multi-Ethnicity 소비 공간의 형성과 

지역 활성화
- 이태원 에스닉레스토랑을 중심으로 -

정 지 희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본 연구는 그동안 이루어진 다문화 공간 및 에스닉커뮤니티 연구 중 다수가 단

일한 에스닉집단에 의해 형성된 공간에 초점이 맞춰졌던 것에서 시각을 전환하여, 

다양한 에스니시티(multi-ethnicity)가 한 지역에 모여 있을 때 이로 인해 파생된 

문화가 주류사회 에 파급되는 영향에 대해 주목하였다. 특히 multi-ethnicity가 거

주지분리의 요인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의 요인으로도 작용하여, 이것

이 지역의 활성화를 유발하는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multi-ethnicity 밀집 지역이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 소비 공간화 되고, 이

러한 현상이 어떻게 지역 활성화로 이어지는지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

례지역은 한국의 대표적인 multi-ethnicity 밀집 지역인 이태원이며, 가시화된 

multi-ethnicity로 에스닉레스토랑을 설정하고,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생산과 소비의 

유형 및 역할을 통해 multi-ethnicity 소비공간의 형성 프로세스를 분석하였다. 

연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태원의 장소성 변화는 시기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 될 수 있다. 이태원

은 해방 이후 미군부대의 배후시장으로 기능해 오던 시기부터 서울 속의 이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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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clave로서의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이후 1990년대 들어서며 외국인들의 유입이 

가속화 되며, 이미 이방인 엔클레이브로서 타 민족의 진입장벽이 비교적 낮아진 

이 지역에 다양한 국적의 이주자들이 자신들의 에스닉커뮤니티를 형성하게 되었

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다문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한국인들의 해외경험이 증

가함에 따라 이태원이 해방 이후부터 쌓아온 multi ethnicity가 이전과는 달리 ‘매

력적’ 장소 흡입요소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이태원의 장소성 또한 이국적 

문화혼합지대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게 되었다.

둘째, 이러한 multi-ethnicity는 현재 이태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에스닉레

스토랑을 중심으로 생산된다. 에스닉레스토랑의 운영자들은 크게 초국적 이주민들

과 초국적 이주를 경험한 한국인 귀환자들, 그리고 초국적 이주 경험이 없는 한국

인 등의 세 그룹이다. 이태원의 초국적 사업자들에게는 각각의 역할이 존재한다. 

이는 본인들의 초국적 경험과 이태원에서의 운영방식 등을 통해 스스로 획득하게 

된 역할이다. 위의 세 그룹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 이주자의 경우 새로운 문화를 주류사회에 전파하는 문화전파자의 역할

을 한다. 이들은 이태원이 자신들, 즉 외국인들만을 위한 영역이라고 여기지 않는

다. 오히려 한국인들의 방문 증가는 사업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며, 음식

을 통해 본국의 우수한 문화의 면모를 전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의식을 가

지고 있다. 

한국인 이주 귀환자들은 이태원이라는 한국 속의 탈영토화 된 지역을 토양 삼

아, 본인들이 해외 이주경험을 통해 경험한 현지의 문화를 그대로 이식하고자 하

는 문화 수입자이자 중개자의 역할을 한다. 이주 귀환자들은 본인들의 운영 방식

을 한국사회에 맞추기보다 이태원에 거주하거나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맞추는 전

략을 취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외국

인 이주자 출신보다도 더 강하게 이태원의 ‘타자화 된 영토성’을 유지하려는 경향

을 보인다. 그러나 동시에 이들의 존재 자체가 이태원에 거리감을 가졌던 한국사

회 구성원들이 이태원에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매개로 작용하기도 한다.

해외 이주 경험이 없는 한국인 운영자들은 탈영토화 된 이태원을 재영토화시키

며 이 지역에 혼종성을 부여하는 존재들로 볼 수 있다. 이들의 운영 타깃이 외국



- iii -

인이 아니라 주류사회 구성원인 한국인이기 때문이다. 구매력을 갖춘 주류사회 소

비자들을 겨냥한 트렌디하고 세련된 운영방식은 점점 더 많은 한국인 방문객들을 

이태원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위와 같은 multi-ethnicity 생산자의 유형과 특성에 의해 이태원에서는 탈영화

와 재영토화가 의미 경합을 벌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multi-ethnicity 소비공간

의 특성이 형성된다. 

셋째, multi-ethnicity 소비 공간에서 multi-ethnicity 소비자는 해외경험의 기억

을 상기시키거나, 미처 경험하지 못한 타 문화를 간접적으로 체험한다는 점에서 스

스로 본인들의 소비행위를 문화자본화 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이러한 소비자들

은 에스닉 푸드 가운데에서도 보편적이거나 한국인에 맞추어 변형된 것들 보다 좀 

더 희귀하고, 현지의 진정성을 가지는 것들을 선호한다. 동시에 그로 인해 대중들

로부터 진입장벽을 지닌 요소들을 소비하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소비의 구별짓기 행

태가 나타난다. 이 과정에서 multi-ethnicity 소비공간은 소비계층과 방식에 의해 

또 한 번의 장소 의미 경합을 겪는데, 이로 인해 이태원은 초국적 소비문화가 일상

화 된 공간, 그리고 관광대상으로서의 공간이라는 의미를 부여 받는다. 이는 다른 

외국인밀집지역과 차별화되는 multi-ethnicity 소비공간의 차별화된 장소성이다. 

넷째, 위의 과정들을 통해 만들어진 multi-ethnicity 소비 공간만이 가질 수 있

는 차별화 된 장소성은 기존의 지역사회에 경제적 ․ 물리적 변화와 사회적 ․ 문화

적 변화를 수반하여 결과적으로 외국인 밀집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multi-ethnicity 소비에 매력을 느끼는 주류사회 구성원들의 급속

한 증가는 이태원 일대에 새로운 계층의 인구를 유입하고, 공간의 확산 및 고급화

를 불러 일으켜 지역을 활성화 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

이 긍정적인 효과만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 임대료 상승과 소규모 특색 있는 업

종의 존폐위기를 유발하여 오랜 시간 축적해온 이태원의 장소성을 약화시킬 수 있

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하지만 이 지역에 새로 유입되는 한국인들은 

이태원이 가진 multi-ethnicity를 지역의 자산이자 특성으로 인정하고 공존하며 함

께 지역을 활성화시킬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모든 사례에 적용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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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없겠지만, 전통적으로 에스니시티가 거주지 분리 또는 배제의 요인으로 작용되

었던 것과 달리 지역 활성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

이다. 

본 연구는 multi-ethnicity가 거주지분리의 요인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

류사회 구성원들을 외국인밀집지역으로 끌어들이는 흡인요인으로도 작용한다는 것

을 밝히고자 하였다. 도시들이 점점 다민족, 다문화 되어가고 있는 세계적 흐름 가

운데 다문화적 도시 공간의 형성에서 다양한 에스니시티의 공존이 긍정적 측면의 

지역 활성화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외국인밀집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새로운 요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multi-ethnicity, multi-ethnicity 소비공간, 외국인밀집지역, 이주귀환사업자, 

장소의 탈영토화와 재영토화, 지역활성화

학번: 2008-30792



- v -

<제목 차례>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 1

제2절 연구지역 및 연구방법 ···················································································· 6

1. 연구지역 ············································································································ 6

2. 연구방법 ········································································································· 10

제2장 문헌연구 및 분석틀 ··································································· 15

제1절 에스니시티 기반 거주지 분화 및 관련 연구 ·········································· 15

1. 에스니시티(Ethnicity)용어 사용의 필요성과 개념 ·································· 15

2. 에스니시티와 거주지 분화 ········································································· 18

3. 다문화 공간과 초국적 장소 ······································································· 23

제2절 에스닉푸드 소비 관련 논의 ········································································ 36

1. 에스닉 푸드 소비의 확산 ··········································································· 36

2. 에스닉 푸드의 분류 ····················································································· 40

제3절 젠트리피케이션과 소비 관련 논의 ···························································· 42

1. 젠트리피케이션의 개념과 주요 논제 ······················································· 42

2. 젠트리피케이션과 소비문화에 관한 논의 ············································· 45

제4절 분석틀 ·············································································································· 49

제3장 이태원의 multi-ethnicity 획득 과정 ······································· 51

제1절 이태원의 이국적 장소성 형성과정 ···························································· 51

1. 미군부대 배후지, 서울 안의 미국으로서의 이태원 ······························· 51

2. 상권의 전성기와 새로운 문화유입지로서의 기능 ································· 55

3. 상권의 쇠퇴와 다양한 에스니시티의 유입 ··········································· 58

4. 서울 속의 작은 세계, multi-ethnicity 소비의 장소 ······························ 61



- vi -

제2절 이태원 에스닉레스토랑의 현황 및 공간분포 ·········································· 64

1. 이태원 상권 현황 ························································································· 64

2. 이태원 에스닉레스토랑 밀집지역의 공간분포 ······································· 79

제4장  multi-ethnicity 생산지로서의 이태원 에스닉레스토랑 ····· 87

제1절 이태원 에스닉레스토랑의 초국적 사업가들 ············································ 87

1. 외국인 이주자 ······························································································· 88

2. 한국인 이주 귀환자(Transnational Returnees) ······································· 98

3. 한국인 ··········································································································· 108

제2절 이태원 에스닉레스토랑의 운영 특성 ····················································· 119

1. 메뉴구성과 제공의 유형 ··········································································· 119

2. 에스닉레스토랑의 운영방식 ····································································· 127

제3절 생산자 유형과 운영방식에 의한 장소의미의 경합 ····························· 134

1. multi-ethnicity 생산자로서 초국적 사업가들의 역할 ························· 134

2. 초국적 사업가들이 생산하는 장소의미 간의 경합 ····························· 140

제4절 소결 ··············································································································· 143

제5장 multi-ethnicity 소비와 지역의 활성화 ································· 145

제1절 multi-ethnicity 소비지로서 이태원 에스닉레스토랑 ··························· 145

1. 에스닉 푸드 소비 환경의 변화와 방문객 증가 ··································· 145

2. multi-ethnicity 소비자의 계층과 소비방식 ··········································· 149

3. 소비 계층과 방식에 의한 장소의미의 경합 ········································· 162

4. 소결: 이태원과 다른 지역을 구별짓는 multi-ethnic 장소성의 소비 ······ 170

제2절 multi-ethnicity 소비 공간 형성으로 인한 지역 활성화 ····················· 173

1. 지역의 물리 · 경제적 측면 변화 ···························································· 173

2. 지역의 사회 · 문화적 측면 변화 ···························································· 192

제3절 소결: 외국인밀집지역 활성화의 연결고리: multi-ethnicity 소비 ···· 205



- vii -

제6장 결론 ··························································································· 207

참고문헌 ······························································································· 211

Abstract ································································································ 224



- viii -

표 차례

<표 1-1> 이태원 1, 2동의 등록외국인 ··································································· 8

<표 1-2> 인터뷰 응답자 기본 인적사항 ································································ 13

<표 2-1> 외국인 밀집지역의 유형 ·········································································· 22

<표 2-2> 초국적주의의 영역별 제도화 수준 ························································ 29

<표 2-3> 수용국 사회에 근거한 초국적 경제 교환의 형태 ······························ 35

<표 5-1> 지하철 6호선 이태원 인근(이태원, 녹사평, 한강진)역 승하차 인원········ 148

<표 5-2> 경리단길 일대 상가 임대료 변화 ························································ 176

<표 5-3> 이태원 상가 임대료 평균 ······································································ 189

<표 5-4> 이태원 상가 임대료 개별사례 ······························································ 190

<표 5-5> 계단장이 우사단 마을에 미치는 영향 ················································ 201



- ix -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지역도 ································································································ 9

<그림 2-1> 분석틀 ······································································································ 50

<그림 3-1> 1959년 이태원교차로에 세워진 콜터 장군 동상 제막식 ··········· 52

<그림 3-2> 1960년대 이태원의 외인주택가를 다룬 당시의 신문기사 ··········· 54

<그림 3-3> 이태원 관광특구 안내지도 ································································ 60

<그림 3-4> 이태원의 장소성 형성 과정 ································································ 63

<그림 3-5> 이태원 주요 상권의 업종 분포 ·························································· 64

<그림 3-6> 이태원 일대 공간 분포 ········································································ 65

<그림 3-7> 이태원 일대 상가1층 업종분포 ·························································· 66

<그림 3-8> 휴일 오전 지하철 6호선 이태원 역 승객들과 다양한 언어의 광고판······ 68

<그림 3-9> 세계음식거리 일대 경관 ···································································· 69

<그림 3-10> 이슬람 중앙성원 일대 경관 ···························································· 71

<그림 3-11> 아프리카 거리(이화시장) 일대 경관 ············································· 72

<그림 3-12> 이태원 음식점 종류별 분포 ···························································· 73

<그림 3-13> 이태원의 북미/호주/서양식 음식점 국적별 분포 ······················ 74

<그림 3-14> 이태원의 아시아 음식점 국적별 분포 ·········································· 76

<그림 3-15> 이태원의 유럽 음식점 국적별 분포 ·············································· 77

<그림 3-16> 이태원의 중남미 음식점 국적별 분포 ·········································· 79

<그림 3-17> 이태원의 중동/아프리카 음식점 국적별 분포 ···························· 80

<그림 3-18> 이태원의 한국 음식점 분포 ···························································· 81

<그림 3-19> 이태원의 카페·디저트 전문점 분포 ··············································· 83

<그림 3-20> 이태원의 Bar·Club·Pub 분포 ··························································· 85

<그림 4-1> 경리단길 태국음식점의 외관과 메뉴 ·············································· 114

<그림 4-2> 오스트리아식 소시지 가공이 수작업으로 이루지는 델리샵 ······ 121

<그림 4-3> 이태원 스포츠 펍의 내부 ·································································· 129



- x -

<그림 4-4> 태국 현지의 길거리 분위기를 재현하는 내부 인테리어 ············ 131

<그림 4-5> 멕시코 현지의 분위기를 재현하는 멕시칸 레스토랑의 내부 ···· 132

<그림 4-6> multi-ethnicity 생산자로서 초국적 사업가들의 역할 ················· 140

<그림 4-7> 한국적 취향이 반영된 이태원 상권의 변화 단면 ························ 142

<그림 4-8> multi-ethnicity 소비 공간의 형성 프로세스 ································· 144

<그림 5-1> 지하철 6호선 이태원 인근(이태원, 녹사평, 한강진)역 승하차 인원········· 148

<그림 5-2> 연도별 한국인 해외 유학생 현황 ···················································· 150

<그림 5-3> 주요 국가별 한국인 해외 유학생 현황 ·········································· 150

<그림 5-4> 인스타그램에서 이태원을 키워드로 하는 게시물 수(2015년 5월 한 달 간) ····· 154

<그림 5-5> 이태원의 다양한 세계음식을 소개하는 페이스북 페이지 ·········· 156

<그림 5-6> 이태원의 다양한 에스닉 푸드 ··························································· 162

<그림 5-7> 이태원에서 쉽게 발견되는 영어로만 제공되는 메뉴판 ·············· 168

<그림 5-8> multi-ethnicity 소비공간의 차별성 형성 과정 ····························· 172

<그림 5-9> 이태원1동과 이태원2동에 연도별로 신규 개점한 음식점 수  173

<그림 5-10> 경리단길의 변화 ··············································································· 177

<그림 5-11> 한남동 삼성미술관 리움(좌)과 꼼데가르송 플래그쉽스토어(우) ······· 180

<그림 5-12> 한남동 골목의 개성있는 상점들 ··················································· 183

<그림 5-13> 업종 교체 준비 중인 이태원 대로변의 상가 공실 ··················· 184

<그림 5-14> 업종 교체 준비 중인 이태원 대로변의 상가 공실 ··················· 186

<그림 5-15> 이태원 대로변의 공사중/공실 상가 분포 ···································· 186

<그림 5-16> 이태원 로데오거리 경관 ································································· 188

<그림 5-17> 이태원관광특구 임대료 안정화를 위한 상가 건물주 간담회 · 191

<그림 5-18> 우사단 계단장 ··················································································· 199

<그림 5-19> 낡은 것과 새것, 이국적인 것과 한국적인 것이 공존하는 우사단마을경관······ 200

<그림 5-20> 다양성의 공존을 엿볼 수 있는 우사단마을 담벼락 낙서 ······· 203

<그림 5-21> multi-ethnicity 소비가 외국인 밀집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세스······ 206



- 1 -

제1장�서론

제1절�연구배경과�목적

소위 ‘양공주’와 ‘기지촌’으로 대변되던 시절이 있었다. 미군부대의 배후지로, 

그중에서도 미군을 대상으로 한 유흥과 매매춘이 성업했던 “국제 사창가”(용산구 

2001: 973)라는 오명, 어엿한 대한민국 수도의 한 지역이지만 주둔 미군과 재한 

미국인들에게 서울 안의 미국으로서 일종의 “치외법권 지대”와 같은 ‘탈영토성의 

지대’로 인식되어 왔던 곳(송도영, 2007: 101), 전쟁을 피해 모여든 사람들이 판자

촌을 이루어 가난한 현실과 마주하며 치열하게 살아왔던 생존의 터전. 바로 이태

원이다.

우리나라가 단일민족국가라는 것을 일종의 범국민적 자부심으로 여기는 것이 

보편화되었던 시절의 이태원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용산 미군부대의 배후 시

장으로서 한국 속의 ‘아메리카나이제이션1’화 된 지역으로 인식되어 왔다. 여기에

는 기지촌의 어두운 이미지와 함께,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으로 인식된 미국본토의 

소비문화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선망의 공간(김은실, 2004: 24)’이라는 의

미도 담겨있다.  

그러나 이제 이태원은 이전에 이 지역의 전형적인 탈영토성을 규정짓는 요소로 

여겨졌던 미국문화 일변도에서 벗어나 다양한 인구 계층 전역에, 그리고 다양한 

국적의 인구들에게 적용되는 이주와 혼합, 문화적 혼성의 일상 경험이 표준화되지 

않은 각자의 입맛들을 필요와 상황에 따라 소비하는 소비시장 형태로 얽힌 네트워

크(송도영, 2007: 105)로 펼쳐지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외국인 이주자의 급속한 유입과 이에 따른 다문화사회로의 전

1� 전후�유럽,� 아시아,� 아프리카�국가들에서의�미군기지주둔과�경제�및�군사원조는�미국화의�현실적�토대였

으며,�코카콜라,�재즈�그리고�할리우드�영화는�미국제의�감각�및�생활방식을�일상에�뿌리내리게�한�미국

화의�전위로�꼽힌다(유선영,,� 1997:88;� 최종일,� 2003:� 13� 재인용).� 최종일(2004)은� 이태원이�서울에서�

미군들에� 의해� 직접적으로� 이식되었던� 미국문화가� 한국사회로� 전파되는� 통로로� 작동하였으며,� 미군기지

의�존재와�미국에�대한�부정은�이태원의�역사를�탈각시키는�것이라�주장하였다.�그는�이태원을�중심으로�

한국사회에서� 미국적� 인지와� 공간의� 상호작용으로� 어떻게� 미국적인� 문화가� 확산되어� 미국화

(Americanization)가�진행되는지를�살펴보고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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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은 이들이 유입, 정착하게 된 지역들을 중심으로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그동안 우리나라가 해외 순인구유출국, 단일문화·단일민족 

국가라는 인식을 바꾸어 놓으면서 사회 전반의 변화를 추동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최병두·신혜란, 2011: 66). 다양한 국적의 이들 외국인 이주자들이 그들만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며 살아온 이태원은 200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타 지역의 에

스닉 타운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인들에게 친숙한 지역은 아니었다. 그러나 2000년

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이곳은 한국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소위 ‘핫 플레이스’로 

떠오르며 외국인들만을 위한 지역으로부터 한국인들의 방문 및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지역으로 변모해가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설명할 때 가장 빈번히 등

장하는 수식어는 ‘서울 안에서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낸 것은 한국인들의 해외경험이 증가했다는 것도 

한 몫을 차지한다. 1980년대 후반, 한국에서 해외여행이 자유화2 된 이후로 한국

인들의 해외여행은 폭발적으로 증가해왔고 한국사회의 경제적 성장, 그로 인한 국

민 생활수준의 향상과 소비수준 또한 상향화 되면서 해외여행은 더 이상 특권층만 

누릴 수 있는 호사가 아니라 보편적 경험이 되었다. 여행뿐만 아니라 유학과 이민 

경험 등으로 한국인들의 해외 경험이 누적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태원의 가치 또

한 새롭게 인정받게 된 것이다.

해외여행 등을 통해 세계 각국의 문화를 경험하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현지 음

식은 여행의 추억을 상기시킬 수 있는 촉매제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은 귀

국 후 최대한 현지의 맛을 느낄 수 있는, 한국화되지 않은 진짜 본토 음식을 맛 

볼 수 있는 장소를 방문하는 것을 특별한 기회로 여긴다. 특히 해외여행의 보편화

로 인해 여행자들 사이에서도 해외 문화의 실질적 내용, 즉 관광 상품으로 포장하

여 내놓는 것과는 구별되는 실제 현지 문화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들을 소비하고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을 갖추는 것이 새로운 ‘문화자본’(서현정, 1992; 

2� 1983년� 한국관광공사는� 2001년을� 목표로� 한� 관광계획의� 일환으로� 〈국민관광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

였는데�그�주요�내용으로�국내여행의�증가,� 레크리에이션활동의�적극추진,� 드라이브�여행인구의�급증,� 해외

여행� 증가경향에� 대비한� 여가관광시설의� 개발을� 강조하였다.� 또한� 정부는� 국제� 무역수지상� 안정적� 균형이�

가시화되었던� 1983년� 1월1일부터� 50세�이상�국민에�한하여� 200만�원을� 1년간�예치하는�조건으로�연1회

에�유효한�관광여권을�발급하여�주기�시작함으로서�사상�최초로�국민의�관광목적�해외여행이�자유화되었다.�

1980년대� 후반� 이후�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커지고� 국민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향상되는� 동시에� 국제수지

가�흑자로�전환되면서�해외여행�개방여건이�성숙되자�정부는� 1989년� 1월1일� 국민해외여행을�전면� 자유화�

시켰다.�출처:�국가기록원�나라기록(http://contents.archives.go.kr/next/content/listSubjectDescription.do?id=00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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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영, 2007)의 의미로 작용하게 되었다. 

 ‘서울 안의 작은 미국’에서부터 다양한 인종과 민족들의 혼합으로 ‘서울 안의 

작은 세계’로까지 진화한 이태원은 이제 ‘다양한 에스닉 커뮤니티가 존재하는 지

역’을 넘어, 남들로부터 ‘구별짓고’ 싶어 하는 현대 한국인들에게도 그 욕구를 충

족시켜 줄 수 있는 매력적인 장소로 거듭나게 되었다. 그리고 그 근원에는 이태원

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복수의 여행지 기억을,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의 일

부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해주는 multi-ethnicity가 에스닉 레스토랑에서 제공하

는 현지음식들로 가시화되어 존재한다. 지금도 이태원 곳곳에서는 낡고 허름했던 

주거지 또는 근린 상점들이 ‘세련되고 차별화되길 원하는’ 방문자들의 수요와 기대

에 부응하는 ‘hip place'로 탈바꿈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을 노후하거나 쇠락한 도심이 새로운 계층의 유입으로 

인해 매력적인 장소로 변모하는 재활성화의 새로운 유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도심의 노후한 주거지가 새로운 계층의 유입으로 인해 매력적인 장소로 변모하

는 재활성화의 새로운 유형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또한 이것은 단일 에스닉커뮤

니티가 아니라, multi-ethnicity가 존재하는 이태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닐

까? 그렇다면 이태원의 multi-ethnicity는 누구에 의해 어떻게 생산되고 소비되는

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외국인밀집지역인 이태원에 어떠한 변화의 양상이 나타날 

것인가? 본 연구의 출발은 이와 같은 연구 질문을 가지고 시작되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에스닉 커뮤니티에 대한 연구는 주로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유입을 주로 다루면서 이들의 개별 유입과 정착과정에서 초래되는 정체성 문제,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적응해나가는 과정, 그리고 이에 따른 지역사회의 변화에 

초점을 두어왔다.(정수열, 1996; 정연주, 2001; 박배균・정건화, 2004). 이후 외국

인 노동자들의 국내 유입과 지역사회 정착이 확대되고 사회 전반의 이슈가 됨에 

따라 특정 관점, 예컨대 초국가주의에 기초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주 과정에 관

한 유형별 통계자료 분석 및 이들의 정착에 관한 과정 분석 등으로 확대되었다. 

초국가주의적 관점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이 해당 지역 또는 도시에 나타난 

사회공간적 변화를 분석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을 통해 외국인 거주지가 집단화된 

지역들이 밝혀지고, 에스닉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점차 주변에 확산되며, 이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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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상업지역이 성장하기도 한다는 사실이 밝혀

졌다(최재헌・강민조, 2003; 조현미, 2006; 장영진, 2006; 이소영, 2013 재인용).

이태원을 다뤄온 연구들도 주로 이 지역에 형성된 에스닉커뮤니티의 정착과 형

성과정, 종교와 음식 등 이주민들이 그들의 정체성과 문화를 유지하며 한국사회와 

적응, 소통해가는 과정 등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한건수, 2005; 송도영, 2007; 홍

승표, 2008). 

그러나 외국인밀집지역들이 저마다의 형성배경과 그 특성이 다르며, 이러한 장

소들이 가진 문화적 다양성 또한 주류사회에서 배제의 대상으로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호기심과 매력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시각의 연구들은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에스니시티를 대하는 관점에서 동화(assimilation)는 다양한 에스니시티 집단의 

문화가 인정받기보다 주류 사회에 일방적으로 편입되는 것이라면, 통합적

(integration) 관점은 각각의 에스니시티가 고유의 특성을 지키면서 이주국과 본국 

양쪽과의 관계를 유지한 채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multi-ethnicity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첫째는 복수의 에스니시티가 각각의 

공간(영역)에서 발휘하는 고유의 특성들이 모여 이태원 전체의 이국적(exotic)분위

기를 조성하는 ‘조화’를 이루게 하는 요소이고, 둘째는 그동안 에스닉커뮤니티들이 

주류사회에서 고립이나 분리의 대상으로 존재해왔던 것과 달리 이태원은 복수의 

에스니시티가 매력요소로 작용하여 말 그대로 분리가 아니라, 각 집단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공존하는 ‘통합(동화와는 다른)된 지역’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그간 다문화 공간 및 에스닉커뮤니티 연구 중 다수가 한국을 다문화

사회로 전환시키는데 주축이 된 외국인 이주자들에 맞춰졌던 것에서 초점을 전환

하여, 그들로 인해 파생된 문화를 소비하고자 하는 주류사회 구성원들의 소비방식, 

그리고 이를 통해 새로 구축되거나 더욱 강화되는 지역의 장소성과 공간의 변화에

도 주목하고자 한다. 특히 multi-ethnicity가 거주지분리의 요인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의 요인으로도 작용하여, 이것이 지역의 활성화를 유발하는 동력

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multi-ethnic이 밀집된 지역이 주류사회에서 각광 받는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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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화 되어가는 프로세스를 분석하고, 이러한 현상이 지역 활성화로 이어지는 과

정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시화된 multi-ethnicity로 에스닉 레스토랑을 

설정하고, 생산과 소비의 유형과 역할을 통해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설정하였다. 

1. 한 국가의 특정 지역(이태원)이 multi-ethnicity를 획득하는 프로세스는 어떠한가?

2. Multi-Ethnicity 소비 공간은 누구에 의해 어떻게 형성되는가? 

생산자들 가운데서도 국적이나 신분에 따라 서로 다른 집단이 존재한다면 각각

의 행태는 어떠한 양상을 보이며, 이들의 행태는 어떠한 의미경합의 과정을 통

해 Multi-Ethnicity 소비 공간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3. Multi-Ethnicity 소비 공간은 누구에 의해 어떻게 소비되는가?

Multi-Ethnicity를 소비하는 이들 가운데에 계층이 존재한다면 각 계층이 

Multi-Ethnicity를 소비하는 양상은 어떻게 나타나며 이를 통해 차별화된 

Multi-Ethnicity 밀집지역의 장소성이 형성될 수 있는가?

4. Multi-Ethnicity 소비 공간의 형성이 지역의 물리/경제적, 사회/문화적 측면

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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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연구지역�및�연구방법

1.�연구지역

본 논문의 연구대상지역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1, 2동 일대로, 이 지역을 통칭

하여 이태원이라 부르고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이태원(梨泰院)이라는 명칭은 

조선시대 효종때 동네에 배밭이 많았다는 이유로 명명한데서 유래한다. 그러나 이 

지역이 임진왜란 당시 왜군들이 귀화하여 살았다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어원으

로 이타원(異他人)에서 출발하여, 그 당시 왜군에게 치욕을 당한 이 지역의 사찰 

운종사의 여승들과 부녀자 및 그 자녀들의 보육원을 지어 정착하게 한 바, 이들 

혼혈인의 거주지라는 의미에서 이태원(異胎園)이라 부르기도 하였다(서울특별시사

편찬위원회, 2009). 이태원은 조선초기부터 공무수행 관리와 여행자의 편의를 제

공하기 위해 숙소로 설치된 ‘한양 4院(동쪽의 보제원과 절관원, 서쪽의 홍제원, 남

쪽의 이태원)’ 중 하나로 도성 남쪽에 설치된 숙박시설이었다. 이태원은 남대문-이

태원-서빙고-동작진-과천을 거쳐 남쪽지방에 이르는 길목이었으며 역으로 ‘영남

대로’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첫 원터였다. 

이태원의 원 위치는 현재의 이태원 거리와는 다른 현 용산중고등학교 자리였으

며 이태원동 마을은 본래 현재의 이태원 2동 국군재정관리단3 주변이었고, 이 부

근에는 지금도 이태원 부군당이 남아있으며 매년 당제가 열리고 있다.4 이태원의 

중심이 해밀턴 호텔을 중심으로 하는 현 위치로 옮겨오게 된 것은 서울시의 도시

계획으로 이태원로가 개통되면서이다.

조선시대부터 용산 일대는 군기사 등 군사 관련시설이 많았으나, 일제시대에 들

3� 2012년� 2월�육군�중앙경리단과�통합하여�국군재정관리단이�창설되었다(두산백과).� 지명상으로는�여전히�

‘경리단길’로�남아있다.

4� 부군당은� 조선시대�지방� 관아� 부근에� 설치된,� 마을의� 수호신을� 모시는� 제당이다.� 이태원� 부군당은� 조선

시대� 광해군� 11년(1619년)� 남산중턱의� 외인주택� 자리에� 최초�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며� 일제� 강점기인�

1917년� 현재� 위치로� 이전했다.� 부군당에서는� 음력� 4월� 1일에� 굿을� 하고,� 음력� 10월� 1일� 새벽에는� 유

교� 제례를� 올린다.� 서울시는� 2013년� 8월� 21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산구� 이태원동의� 부군당을�

역사공원으로�조성하는�계획을�통과시켰다.�서울시는�민속제례와�생태적�가치가�뛰어난�부군당의�마을숲

을� 보존하는�동시에� 이� 일대를�주민� 휴식공간과� 교육장으로� 조성해�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2013.8.22.�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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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용산, 남영동 등이 군용지로 책정되어 조선 주둔 일본군사령부가 입지하였고(현 

미8군부대 자리), 구 군인아파트(현 남산 2호터널 입구, 대림아파트 단지)가 일본군

의 사격장으로 이용되면서 이태원은 군사지역의 색채를 보다 강하게 띄게 된다.

해방 후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이태원은 서울 주둔 미군기지로 군사지역의 면모

가 강화되었고, 주둔 미군들을 위한 구멍가게나 가건물 주점, 기지촌 등이 들어서

면서 미군위락지대로 변모하게 되었다. 또한 한국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월남민들

이 집단 거주하는 ‘해방촌’이 인근에 형성되기도 하였다. 

1960년대에 들어 이태원동, 한남동에 외국공관들이 들어서고 1963년 사격장터에 

군인아파트가 건설되는 증 외국인 집단거주지가 형성되었으며, 1970년대 초반 121 

후송병원이 부평에서 용산 미8군 영내로 이전하면서 1만 여명의 미군과 관련 종사

자들, 더불어 기지촌 상인(현재 상인의 약 30%)들이 함께 이주하면서 현재 모습의 

초기 형태로서의 이태원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70년대 후반에는 섬유산업의 호황

과 더불어 값싸고 특색있는 보세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쇼핑가로 발달하기 시작하

였고, 값싼 노동력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공급지로서의 역할도 담당하게 되었다. 

1980년대에는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의 개최로 이태원이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일본인을 중심으로 한 많은 관광객들이 관광쇼핑과 유

흥위락을 즐길 수 있는 쇼핑관광명소로 부상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피혁제품과 염

가브랜드의 거리로 외국인들의 쇼핑투어에 반드시 포함되는 지역이 되었고, 밤이 

되면 역시 외국인들을 위한 유흥업소들이 성황을 이루었다.

1990년대에는 국내 산업연수생제도 실시로 외국인노동자들의 유입이 활발해지

며 다양한 민족들의 커뮤니티가 형성되기 시작한다. 더불어 이 지역은 1997년 9월 

29일부로 정부로부터 이태원관광특구로 지정(문화체육부고시 제 1997-43호)되었고, 

2002년 5월 11일부로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설립인가를 받았다. 관광특구의 범위

는 녹사평역에서 한강진역까지 약 1.4km 이며, 면적은 383.292㎡ 이다. 현재 개

설된 점포수는 약 2,181개소(2012년 기준 추정)이며, 연간 매출액은 약 12억 달러

에 이른다.5 

이태원 1, 2동의 주민등록상 인구는 2014년 1/4분기 기준으로 18,959명이다. 

5�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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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합계 중국 미국 타이완 일본 베트남 몽골 필리핀캐나다우즈벡러시아 인도 타이 영국 프랑스 기�타

용산구�

전체
12,270 2,759 1,421 373 1,745 187 132 593 380 106 208 296 91 414 188 3,377

이태원

1동
1,467 120 172 21 18 3 24 121 63 26 39 78 32 67 35 648

이태원

2동
963 51 196 20 7 1 4 45 99 12 39 18 11 84 32 344

*� 2014년� 1/4분기�서울시�전체�등록�외국인�상위� 10개국�기준

*�출처:�용산구통계

<표� 1-1>�이태원� 1,� 2동의�등록외국인�

이 지역의 등록외국인 인구는 2,430명이며, 등록되지 않고 단기간 머물다 떠나는 

외국인들까지 포함하면 외국인 비율은 전체인구의 10%를 훨씬 웃도는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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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연구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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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방법

첫째, 본 논문의 연구 대상 지역은 넓은 범위로 행정구역상의 이태원1, 2동을 

모두 포함하며, 그 중 초점이 되는 연구지역은 해밀턴 호텔을 주요기점으로 하는 

녹사평역 사거리에서 한강진역에 이르기까지의 범위, 즉 이태원관광특구로 지정된 

약 1.4km에 이르는 범위이다.

둘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시기는 용산미군부대의 배후시장으로 성장하기 시작

한 한국전쟁 이후부터 현재까지이며, 특히 초점이 되는 연구 시기는 에스닉레스토

랑을 중심으로 이태원의 상권이 확산되기 시작한 2008년 무렵부터 현재까지이다.

셋째, 본 논문은 장소에 대한 역사적 접근을 기본관점으로 채택한다. 이태원이

라는 장소의 변화를 살피기 위해서는 지역 전반에 관한 시․ 공간적 통찰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도시는 유기체와 같이 끊임없이 변화한다. 길이 나고 집과 건물

들이 새로 건축되는 등의 물리적 변화와 지역 내/외부로부터 예측되거나 예측하지 

못했던 사건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마치 정체된 듯 느릿한 변화가 진행되다가, 갑

자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기도 한다. 이 변화의 시점은 마

치 지층의 단층면처럼, 그 전 시기와 후 시기를 확연하게 구분해 준다. 이 변위

(shift)의 시점을 찾아내는 것이 연구의 중요한 출발이 된다. 형상은 유사하더라도 

형성 과정과 원인이 다를 수 있듯이, 형성 과정에 개입되는 원인이나 역사적 배경

을 알지 못하고 결과물의 묘사에 집중하는 것은 해석 상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위험을 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태원을 대상으로 한 각종 선행 연구물과 기사를 분석하였다. 사용된 자

료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분야종합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사이트 http://www.kinds.or.kr 

에서 ‘이태원’을 키워드로 하는 기사(1945-현재)와 정부 및 지자체의 이태원 관련 

정책 및 보고서(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용산구청, 서울연구원, 서울시, 문화관광부, 

서울역사박물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관련 통계이다. 이를 통해 이태원이라는 장

소에 대한 시·공간적 통찰로 이태원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형성되고 변화되어 온 

과정에 대해 시기 구분을 시도하고, 각각의 시기별 특성들을 추출해낸다.

넷째, 본 논문에서는 2000년대 이후 이태원에서 나타나는 소비현상의 특수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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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하기 위해 이태원 방문객들과 에스닉 레스토랑 및 그 외 상점 운영자들을 대

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고, 상권 현황과 소비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참여관찰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참여관찰 및 현장조사는 2013년 10월부터 2014년 9월 20일까지 11개월간 진

행되었다. 2013년 3월부터 2013년 9월까지는 예비조사 기간에 해당되며, 2013년 

10월부터 2015년 4월 까지 총 105회의 현장답사가 이루어졌다. 3장에서 사용될 

이태원 상권 현황 지도 제작을 위해 용산구청 보건위생과에 정보공개를 요청하여 

2014년 8월 현재 운영 중인 일반음식점의 상호, 주소, 업종, 사업자등록일 리스트

를 제공받았으나 업소들의 구체적인 국적을 파악할 수 있는 지도를 제작하기 위해 

리스트를 기본으로 현장조사와 전화, 포털사이트 검색 등의 교차 확인을 통해 최

종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참여관찰은 소비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태원에 위치한 에스닉레스토랑이나 까

페에서 방문객들이 메뉴를 어떻게 주문하고 식사 동안 어떠한 대화를 나누는지 엿

보기와 엿듣기의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심층면접은 총 48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 중 외국인은 12명이고 36명은 

한국인이었다. 또한 27명은 에스닉레스토랑 운영자들이었으며6, 12명은 이태원 방

문자, 공무원 2명,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관계자 3명, 우사단 마을 주민이 5명이었

다. 외국인과의 심층면접은 영어로 진행되었으며 모든 인터뷰는 피면담자의 동의

하에 녹취하여 텍스트화 하였다.

에스닉레스토랑을 중심으로 에스니시티의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하

였기에,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에스닉레스토랑을 대상으로 운영자/요리사의 국적, 

출신국과의 관계, 조리법과 메뉴의 현지화 정도, 재료 공수처 및 공수방법, 운영전

략 등의 특성등을 묻는 반구조화(semi-structed)된 질문을 사용하였다. 

또한 소비방식과 소비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방문자들을 대상으로도 이들의 인

구통계학적 특성을 포함하여 이태원을 방문하는 동기와 에스닉레스토랑에서의 소

비행위에 대한 반구조화된 질문법을 사용하였다.

6� � 에스닉�레스토랑�운영자�중�외국인�이주자의�국적분포는,�호주� 3�명,� 불가리아,�영국,�터키,�요르단,�이

탈리아,�멕시코,�브라질,�파라과이,�오스트리아가�각각� 1명�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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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는 인터뷰 대상자를 모집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연구 지역을 답사하면서 

즉흥적으로 편의표집하였으나, 인터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눈덩이 표집 방식

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은 자영업자이기에 인터뷰를 위한 

시간 할애를 어려워하였고, 사전 방문과 전화로 섭외를 요청한 경우에도 급작스럽

게 약속이 어긋나는 경우가 다수였다. 에스닉 레스토랑 운영자들과 면담 약속을 

잡기 전에는 얼굴을 익히고, 음식점의 분위기를 살피기 위해 최소 2회에서 3회 정

도 반복 방문하여 식사를 하였다. 면담이 확정된 후에는 피면담자의 상황에 따라 

40분에서 시간이 허락하는 경우 2시간 사이의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전화를 

통하여 인터뷰 내용을 보완하기도 하였다. 심층 인터뷰는 연구자가 면담을 주도하

기보다는 응답자가 자기 기술적으로 대화를 풀어나가도록 최대한 배려하였다.

또한 상점 운영자 외에도 새로운 계층의 유입에 대한 인터뷰도 진행되었다. 이

태원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동호회 및 활동가들과의 면담이 진행되었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이태원에 유입된 젊은 아티스트들과 함께 이 지역의 슬럼화를 창의

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고 지역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결성된 ‘우사단단’7 과 같은 단

체가 활동하고 있다. 이들의 활동 계기 및 활동 내용, 특징 등을 심층면담조사를 

통해 파악하여 이 지역의 Multi-ethnic 요소들과의 연관성 등을 분석한다.

상권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한 시점인 최근 5년간 이태원시장에 

접한 이면도로와 경리단길 주변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점들을 대상으로도 심층면담

을 실시하여 상권의 확산과 고급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하였다. 기본적인 질

문은 에스닉레스토랑 운영자들에 대한 질문과 유사하였고, 개점에 영향을 미친 요

인과 방문자들의 특성, 운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운영특성 파악 등이다.

 또한 해당지역에 발휘되는 관련 법규가 공간의 확산 및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용산구청과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의 관계자들과의 심층면담도 진행

되었다. 

심층면접 대상자 48명의 기본 인적 사항은 <표 1-2>와 같다.

7� 이태원동과�보광동,�한남동으로�이어진�지역은�우사단�마을로�불리고�있다.�우사단단은� 2013년� 3월부터�

이슬람사원� 뒤편에서� 매달� 마지막� 토요일에� 일종의� 벼룩시장인� ‘이태원� 계단장’을� 열고� 잡지� ‘월간� 우사

단’을�발행하며,�마을�화단에�꽃을�심는�등�다채로운�활동을�펼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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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구분 직업 신분 국적(거주국) 성별 연령

1 p1 스포츠�펍 귀환자 미국 남 40대

2 p2 일식 귀환자 일본,�호주 남 30대

3 p3 불가리아�음식점 외국인 불가리아 남 30대

4 p4 멕시칸�음식점 외국인+귀환자 멕시코,�스페인,�한국 남 30대

5 p5 멕시칸�음식점 귀환자 미국 남 30대

6 p6 태국�음식점 내국인 한국 남 30대

7 p7 수제�맥주�펍 외국인 영국 남 30대

8 p8 태국�음식점 내국인 한국 남 30대

9 p9 베이커리 내국인 한국 여 30대

10 p10 일식 귀환자 일본 남 40대

11 p11 브라질�음식점 외국인+귀환자 브라질 여 30대

12 p12 태국�음식점 내국인 한국 남 40대

13 p13 태국�음식점 귀환자 태국 남 50대

14 p14 파라과이�음식점 외국인+귀환자 파라과이 여 40대

15 p15 이슬람�음식점 내국인 한국 여 50대

16 p16 터키�음식점 외국인 터키 남 40대

17 p17 남미�음식점 귀환자 남미 남 30대

18 p18 중동�음식점 외국인 요르단,�호주 남 40대

19 p19 펍 내국인 한국 남 30대

20 p20 펍 외국인 호주 남 50대

21 p21 브런치�펍 외국인 호주 남 30대

22 p22 오스트리아 외국인+귀환자 오스트리아,�영국 여 50대

23 p23 브런치까페 귀환자 미국,� 여 40대

24 p24 태국�음식점 귀환자 호주1년,�동남아� 남 50대

25 p25 이탈리안 귀환자 일본 남 40대

26 p26 이탈리안 외국인 이탈리아,�프랑스,� UAE 남 40대

27 p27 공인중개사 부동산 한국 남 60대

28 p28 마을투어 우사단�멤버 한국 남 20대

<표� 1-2>�인터뷰�응답자�기본�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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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p29
H게스트

하우스
우사단�멤버 한국 여 30대

30 p30 화가� J� 우사단�멤버 한국 남 30대

31 p31
용산구청�

관계자
공무원 한국 남 40대

32 p32
이태원관광

특구연합회
연합회�회장 한국 남 50대

33 p33
세계음식점

건물주연합회�
연합회�임원 한국 남 40대

34 p34 S플라워샵 우사단�멤버 한국 여 30대

35 p35 P�쥬스전문점 우사단�까페 호주 여 30대

36 p36 우사단�주민 마을�주민 한국 남 30대

37 c1 미국�유학생 방문객 한국 여
20대�

후반

38 c2 대학생 방문객 한국 여
20대�

초반

39 c3 한의사 방문객 한국 남
30대�

후반

40 c4 회사원(광고) 방문객 한국 여
30대�

중반

41 c5 프리랜서 방문객 한국 여
30대�

중반

42 c6 회사원 방문객 한국 남
30대�

초반

43 c7 회사원 방문객 한국 남
30대�

초반

44 c8 회사원 방문객 한국 남
30대

초반

45 c9 회사원� 방문객 한국 남
30대�

후반

46 c10 회사원 방문객 한국 여
20대�

후반

47 c11 회사원 방문객 한국 여
30대�

중반

48 c12 외국인�유학생 방문객 멕시코 여
30대�

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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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문헌연구� 및� 분석틀

제1절�에스니시티기반� 거주지� 분화�및� 관련� 연구�

1.�에스니시티(Ethnicity)용어�사용의�필요성과�개념

우선 본 연구에서 다양한 외국인들과 이들이 머무는 공간을 설명함에 있어 다

문화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에스니시티라는 용어로 분석하고자 한 것은 다음

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다문화라는 용어는 대체로 외국인 이주자들이 이주한 지역사회 또는 국가에서

의 정착과정과 제도적, 이념적 배경에 관한 이해에서는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

고 할지라도, 이주과정 자체나 이를 조건 짓는 세계적 배경에 관한 분석에는 도움

을 주지 못한다. 예로 다문화사회라는 용어는 이러한 현상이 전세계적으로 또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밀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으로 (즉 장소-특정적으

로) 선별적으로 상이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점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최병두·신혜

란, 2011: 79)는 비판이 존재한다. 

또한 박경환(2013)은 한국사회에서 이주 노동자와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반응

은 ‘불쌍한 타자에 대한 동정심’과 ‘손님에 대한 배려’라는 이데올로기로 수렴되어 

나가면서, 2000년대 중반부터는 ‘다름’이나 ‘다양성’과 같은 탈정치화된 어휘로 이

를 포괄한 후, 국가적, 민족적 차원에서 ‘다문화주의’를 통해 새로운 이주민들과 이

들의 생활공간을 빠는 속도로 식민화해오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따라서 그는 ‘인종 

및 민족집단’이라는 개념을 통해 ‘다문화주의’, ‘개방적 민족주의’, ‘세계시민주의’와 

같은 최근의 지배적인 학술적, 대중적 서사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재정치화 할 필

요성이 있다고 역설하였다. 많은 이주민들이 소속감이나 정체성과 같은 사회적 위

치와 공간적 위치 간의 불일치와 긴장을 내재화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접

근을 통해 사이성(inbetweenness)과 혼성성(hybridity)이라는 중요한 화두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박경환, 2013: 154).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현상은 이태원이라는 외국인밀집지역을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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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공간’ 혹은 ‘외국인 밀집지역’ 들과 동일한 선상에서 파악하는 것이 아니

라, 다양한 에스니시티가 혼재해 있는 ‘이태원’이라는 장소-특정적인 지역과 이 지

역이 가진 역사적 맥락과 고유한 특성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을 ‘다문화’라

는 규범적 용어로 묶는 대신 역사적인 연원, 공유하는 문화적 특성을 인정하는 ‘에

스니시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어느새 학문적 유행어가 된 에스니시티(ethnicity)는 아직 학술용어 분야에서 명

확히 확립되지 않고 있으며 맥락에 따라 의미가 다양하다.『The Dictionary of 

Human Geography』에 의하면 에스니시티를 ‘공동의 인종적·문화적·종교적 또는 언

어적 집단과 연관되는 것’ 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한국어 번역본에서는 이를 ‘민족성’

이라 번역하였고, 인류학자인 김광억(2005)은 종족성이라고 부르길 제안한 바 있다.  

이 단어는 부족(tribe)을 의미하는 에트니코스(etnikos)라는 그리스어에서 유래

하는데,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 학자들이 아프리카에 대해서 이야기 할 때 처

음으로 사용했던 ‘부족’이란 단어와 서구중심적인 ‘인종(race)’의 개념이 왜곡과 차

별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반성에서 그 대체어로 사용되기 시작했다(Tonkin, 

Mcdonald, Champman, Nash, 1989; Johnston et al., 1981). 이는 문맥에 따라 

인종(race), 부족(tribe), 민족(nation), 소수민족(minority) 등의 단어와 교차하면서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박종일(2006)은 ‘ethnicity'를 번역하지 않고 ‘에스니시티’라는 한국어 발음 그대

로를 사용한다. 에스니시티가 ‘체형적, 문화적 유사성, 혹은 공통의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실재 혹은 상상의 혈연관계에 대한 주관적 믿음을 가지는 집단1’으

로 정의할 수 있다고 언급한다. 그는 베버(M. Weber, 1978)의 주장을 따라 집단

내의 ‘주관적인’ 자기 정체성 공유를 에스니시티의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보는 광

의의 정의를 받아들인다면, 문화적 역사적 특성만을 강조하는 기존의 좁은 개념에

서 벗어날 수 있을 것 이라 주장한다. 실제로 에스니시티는 역사적인 연원과 공유

하는 문화적 특성을 가진 경우가 많으나 최근 경제적/정치적 변화로 인해 형성되

는 집단을 연구하는 용어로 쓰이기도 한다. 일례로, 경제적인 이유로 발생하는 서

구의 이민자 집단의 경우, 문화적인 특성을 공유하는 집단들이 서로 다른 에스니

1 코넬(Cornell)과 하트만(Hartmann)이 시도하는 광의의 정의를 받아들인다(1998; 박종일 2006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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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를 이룬다고 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 미국의 ‘아시아계 미국인’ 혹은 한국

에서의 ‘동남아 노동자’처럼 다른 문화와 역사를 가진 집단들이 정치적 혹은 경제

적 이유로 한 그룹으로 뭉쳐진 에스니시티로 규정되는 사례가 나타나기도 한다. 

지리학계에서는 이 개념을 다루기 위해서 먼저 ‘민족’과 ‘에스니시티(ethnicity)’

라는 개념에 대해 구분할 필요를 느끼고, 이를 시도해왔다. 국내 지리학자 중 조현

미(2006)는 “두 용어 모두 문화적인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는 인구집단이라는 점

에서는 유사하지만, 생물학적 특징에 기초한 인종적인 구분과는 달리 언어나 문화

양식에 의하여 구분되는 ‘우리라는 의식’을 가진 자들을 ‘에스니시티’라고 정의한

다”는 일본인학자 大倉(1995)의 주장을 인용하였다. 민족과 에스니시티를 구분하

는 關根(1994)는 양자의 차이를 첫째, 전통적인 민족인가, 상징적인 민족인가, 둘

째, 다수자(majority)인가, 소수자(minority)인가, 셋째, 민족자결을 추구하는 집단

인가 아닌가와 같은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다. 즉, ‘민족’이란 전통적인 언어나 생

활양식, 가치관과 규범체계를 조상대대로 이어받고 있는 집단을 의미하며, ‘에스닉’

집단은 이민/난민/강제이주자와 같이 자의적/타의적으로 모국을 떠나 새로운 지역

에서 생활하게 된 집단을 의미한다는 것이다(조현미, 2006:541 재인용). 

이러한 에스닉 집단은 그들 민족 고유의 전통을 이어가기 어렵고, 전통적인 문

화나 언어 및 생활양식이 변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기에 오히려 모국에서 살

고 있는 민족들과 자신들을 동일시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Sarna, 

1978). 베네딕트 엔더슨(1983)은 이를 ‘원격지 내셔널리즘’이라 표현하며 고향이나 

조국에서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까닭에 오히려 더 강한 내셔널리즘을 갖게 되기

도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의 많은 학자들은 에스니시티란 고정적인 집단이 아니라 형성의 주체가 다

양하며 그 경계 또한 가변적인 집단이라 정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가(엘리트)에 

의해 그 대상과 경계가 결정되는 경우가 빈번하지만 구성원들의 주체적인 노력으

로 누가 그 집단에 속하는지 결정되는 경우도 다수라는 것이다. 그리고 시간의 흐

름, 정치적 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 경계가 달라지는 경우도 흔하다는 주장

이다.

현재 한국의 학계에서는 ‘ethnicity’라는 용어의 한국어 표기를 두고 일치된 약

속 없이 학계 또는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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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는 이러한 혼란을 피하고자, 원어 그대로를 발음하는 ‘에스니시티’로 사용하

기로 하고 이론 연구의 문맥에 따라서는 최근 학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종’을 병

행해서 사용하기로 한다.

2.�에스니시티와�거주지�분화

 최근 십여 년 간 인종과 민족집단의 지리에 관심을 둔 비판 지리학적 연구가 

영국 및 미국 지리학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이는 거시적인 측면

에서 볼 때 1980년대 이후 지리학을 포함한 사회과학의 문화적 전환과 그에 따른 

‘정체성의 정치’와 ‘차이의 정치’라는 포스트모던 연구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

러나 최근의 연구는 인종 지리의 공간적 분포 패턴을 문제 설정하여 지도화하고 

분석하는 것을 넘어, 계급 및 젠더의 선분이 인종적 선분과 어떻게 교차하는지를 

분석하여 주체 위치의 복잡성을 드러내거나 인종 및 민족 공동체 내부와 외부의 

상호 관계 속에서 장소적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등 기존의 연구 경험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활성화되고 있다(Jackson, 2008, 박경환, ibid: 155 재인용). 박경환

(2013)은 이러한 새로운 인종 및 민족 지리의 ‘또 다른 차원’이란 새로운 글로벌 

이주 현상인 초국적주의의 등장, 이에 따른 사회적 이질성 증대에 대한 민족국가

의 이데올로기적 반응으로서 세계시민주의, 다문화주의, 개방적(또는 열린, 방법론

적) 민족주의 등에 관한 도구주의적 논의의 부상, 포스트식민주의 관점의 부상 등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보았다. 

첫 번째로 언급된 초국적주의(transnationalism)로 인하여 풍부한 경제, 사회, 

문화적 자본을 바탕으로 높은 이동성을 지니며 자신의 계급적 지위를 확대 재생산

하는 초국적 엘리트 계급과, 글로벌 양극화로 인해 생존 자체를 목적으로 난민, 망

명을 감행하는 ‘벌거벗은 생명’(Agamben, 1998)과 이주 노동자와 국제결혼 이주

자들과 같은 ‘아래로부터의 초국적 이주민’(Smith, 2001 : Benton-Short et al., 

2005) 들이 생겨났다. 이러한 초국적주의는 공적 공간에서 에스니시티와 관련된 

신체 경관이나 민족과 관련된 문화 경관을 다양화할 뿐만 아니라 계급, 젠더, 연력 

등의 상이한 차이들과 교차하면서 빠른 속도로 공적 영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또한 정부 주도의 다문화주의나 개방적 민족주의와 같은 용어 자체는 소수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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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배려라는 담론을 통해 지배적 체제를 유지하므로, 결국 근본적으로 다수자와 

지배 집단의 목소리일 뿐만 아니라 가부장적인 함의까지도 내재하고 있다

(Mitchell, 1998; 박경환, 2008). 이러한 민족국가 거버넌스의 역설적 담론으로 인

해 저임금 제조업 및 소비자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하위 계급은 도시 내 불량 주택 

지구를 중심으로 집중하는 양상이 심해지고 있는 한편, 다문화주의나 세계시민주

의와 같은 담론 속에서 이들의 신체적, 문화적 경관이 형성하는 독특한 근린 지구

들은 대상화되고 상업화되어 소비의 대상이 되어 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문화

주의나 열린 민족구의와 같은 ‘도구주의적’ 담론은 인종주의라는 현실에서의 편견

과 그로 인한 사회·공간적 문제를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회하는 부드럽고 유용한 

회피 수단으로 작동하며, 계급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민족집단이 자신들의 집

단적 권력 강화를 위해 사용하는 이차적 이데올로기이기도 하다(Michell, 1997; 

1998; Dwyer and Bressey, 2008).

마지막으로 포스트식민주의 관점은 근대 민족국가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고려

하면서 현대 자본주의 체제에서 ‘인종화된 세계의 외부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인종적, 민족적 경관과 공간적 변화에 주목한다(Dalaney, 

2002; Shaw, 2006; Sharp, 2008). 또한, 포스트식민주의는 다문화주의라는 지배

적 담론이 궁극적으로 인종적 범주를 가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급적 관계를 

문화적 관계로 치환·은폐하려는 목적을 띤다고 비판한다. 포스트식민 관점은 초국

적 이주민들에 대한 인종적 재현이 지리적 상상과 어떻게 결합되어 왔는지를 분석

하는 데에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에, 오늘날 초국가주의에 따른 인종 및 민족 경관

의 지리를 고찰하는 데 중요한 관점으로 부상하고 있다(Nayak, 2006: 박경환 

ibid: 155-157).

 Boal(1976)은 에스닉 집단 근린지구를 설명함에 있어서 인종주의라는 지배 집

단의 외적인 힘을 강조하는 시도와 아울러, 에스닉 집단 스스로 집단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형성하는 공간적 응집(congregation)이

러한 공간적 응집의 결과를 ‘엔클레이브(enclave)’로 명명하면서 도시 내부에서 에

스닉 집단 근린 지구에서 형성되는 공통의 민족 정체성이 집단적 방어, 구성원 간

의 상호부조, 문화와 전통 보전, 지배 권력에 대한 공격의 측면에서 형성된다고 보

았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도시를 중심으로 한 에스닉 집단 근린 지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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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연구는 ‘격리-게토’와 ‘응집-엔클레이브’라는 이분법적, 이상적 모델로 등식

화되었다(Jackson and Smith, 1981 ; Peach et al., 1981; Knox 2010). 

 1980년대에 들어서는 이러한 연구에 대한 비판이 부상하게 되었다. 우선 게토

와 엔클레이브는 서로 분리 가능한 독립적인 사회·공간적 결과라기보다는 상호 구

성적, 상호 강화적이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일련의 ‘게토-엔클레이브 연속체

(ghetto-enclave continuum)'로 인식하는 경향이 대두되었다(Pacione, 2009; Knox 

and Pinch, 2010). 또한, 사회적 관용과 거주지 분리 사이의 상관관계는 생각보다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즉 에스닉 집단 거주지 분리는 반드시 사회적 

차별의 결과로서 나타나지는 않으며, 역으로 에스닉 집단이 공간적으로 서로 분리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사회적 차별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한, 격리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거의 전적으로 센서스 자료에 의존했는데, 이러

한 자료는 응답자의 출신 국가나 인종적 기원에 의해 정의되었기 때문에 민족집단 

정체성의 형성 과정을 이해하는 데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범주적 분

류는 근본적으로 인종 범주 간의 경계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에스닉 집단 정체

성의 형성 과정을 이해하는 데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범주적 분류는 

근본적으로 인종 범주 간의 경계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종화를 사회적, 공간

적으로 재생산하고 강화하기도 했다. 이러한 비판으로 인해 1980년대부터는 민족

집단에 대한 계량적인 연구가 점차 쇠퇴하였다(박경환, ibid:177-178).

에스니시티 기반 거주지 분리에 관한 연구로 지금까지 지리학계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시카고학파의 연구자들에 의한 도시 민족지연구이다. 유럽계 이민을 대

상으로 미국 내 공업지대로의 정착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적·역사적인 면에 관한 

실증 분석을 시도했던 Whyte(1993)의 연구에서는 이민자들이 언어와 문화의 차이

로 인한 주류사회로부터의 차별과 배제를 피하고 사회적인 부조를 받기위해 민족

적인 공통성을 연계로 특정지역에 집중하여 에스닉 커뮤니티를 형성한다고 인식하

고 있다. 이때 이민자들의 정착으로 형성되는 공간적인 경계는 사회적인 경계의 

지표가 되기도 한다고 보고, 이민의 사회에 대한 적응정도는 집주 혹은 격리의 정

도로 측정된다고 보았다(조현미, 2006). 

이주민 거주지의 분포는 이주의 역사적·경제적 조건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비

슷한 감정과 신념, 문화, 역사를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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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자발적 분리(Lewis, 2005)'양상을 나타내기도 한다. Lewis(2005)는 런던의 

인종별 지역 분리를 설명하면서 ‘아프리카 흑인’ 밀집 지역이 ‘캐리비언계’와 유사

하게 나타나는 이유를 흑인이라는 유사성에서 기인한 ‘자발적 분리’로 설명한다.

미국 시카고의 아시아인을 사례로 인종·민족별 거주지 분화 이론에 대해 고찰

하고 평가한 정수열(2008)은  기존 미국 도시의 인종·민족별 거주지 분화에 대한 

세 가지 이론을 계급(class)과 문화(culture) 그리고 구조(structure)와 행위주체

(agent)의 이분법적 관점에서 정리하여 동화론, 층화론, 민족성론으로 구분한다. 첫 

번째로 동화론의 경우 계급과 문화가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예로, 현지 언

어습득과 같은 문화적 적응이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을 용이하게 한다고 본다. 또

한 동화론의 다수민족과 혼합 거주는 소수민족의 선택이라고 보기 때문에 구조보

다는 행위주체에 방점을 둔다. 반면 두 번째로 층화론은 계급보다는 문화 그리고 

행위주체보다는 구조에 주안점을 준다. 인종·민족적 편견에 기반한 주택금융시장에

서 차별적 관행이 거주지 분화를 유지시킨다고 보기 때문이다. 끝으로 민족성론은 

계급과 문화 양자 모두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은 소수

민족에게 보다 나은 거주지로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다고 보며 거주지 선

택에 있어 자기민족 선호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반면 구조적 제약

에 대한 고려는 적으며 소수민족의 선택 즉 주체를 강조한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에 걸쳐 우리나라에도 외국인노동자들의 유

입이 급격히 증가하게 됨에 따라, 국내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외국인 유입현상

과 관련된 국제적 노동력의 이동 및 외국인의 인권문제, 결혼이주여성들의 정체성, 

한국사회 적응 등을 주제로 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정작 이

들의 삶터인 지역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늦게 시작되었다. 그 중 박배균·정건화

(2004)는 외국인노동자들이 세계화의 추진과 관련된 조절 과정 속에서 어떻게 주

변화되고 ‘잊혀져’왔는지, 그리고 이러한 ‘잊어버림(forgetting)’의 정치가 어떻게 외

국인노동자들의 집단거주지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안산시 원곡동 외국인 커뮤니티

를 사례로 분석하였다. 

박세훈 외(2009)는 다문화사회에 대응하는 한국의 도시정책을 연구하면서, ‘외

국인 밀집지역’ 이라는 용어를 선택하여 이를 개념화하였다. 이 연구에서 정의한 

외국인 밀집지역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에스닉 집적지(ethnic enclave)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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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달리 매우 포괄적으로 정의되는 개념이다.   

유형 입지요인�및�특성 사례

공단배후
대규모�산업단지�주변지역

중국,�인도네시아�등�다국적

안산시�원곡동,

남양주시�마곡동

노동자거주지
임대료가�저렴하고�교통이�편리한�지역

일용직,�건설업�등

서울시�구로구�가리봉동,

서울시�영등포구�대림동

대도시�저렴�주택지
조계지,�외국군대,�사원�등의�계기로�형성

거주지보다는�상업지역으로�형성

인천시�차이나타운,

부산시�차이나타운,

서울시�이태원/이슬람�마을�

전문인력의�

고급주거지

학교,�대사관�등을�중심으로�형성

선진국의�한국주재원�중심

서울시�서래마을,

동부이촌동�일본인�마을

자료: 박세훈 외(2009), p. ⅶ.

<표� 2-1>� 외국인�밀집지역의� 유형

박세훈(2009)은 에스닉 집적지에 대한 공간적 연구에서 이 지역을 4가지 관점

으로 바라 볼 수 있음을 제시했다. 첫째, 외국인 밀집지역은 무엇보다 사회-공간

복합체로서 인식된다. 그것은 밀집지역이 단순히 물화(物化)된 공간이 아니며 사회

관계를 내재하고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실체임을 의미한다. 둘째, 외국인 밀집지역

은 도시하위계층의 분리된 공간이자, 셋째, 외국인들의 정체성의 근거이기도 하며 

네 번째로 투어리즘의 성장과 더불어 급속히 상품화되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러한 

특성은 여러 외국인 밀집지역의 특성이기도 하면서 하나의 외국인 밀집지역이 동

시에 가지는 복합적인 성격을 의미하기도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싶은 관점은 바로 상품화되는 공간의 관점이다. 현

대의 지방정부들은 서로 경쟁하는 위치에 놓이게 되면 기업가주의적 지방정부의 

성향을 가지게 되었다(Harvey, 1989). 이러한 경향은 외국인 밀집지역을 상품화하

려는 것에도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사실 오늘날 문화적 타자성(cultural 

otherness)은 투어리즘의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이다(Picard & Woood, 1997). 에

스니시티(ethnicity)는 하나의 상품으로 구성되고 판매된다. 국가는 상품화의 과정

에 밀접하게 관여하면서 특정한문화의 의미를 창조하거나 제거하고, 이주민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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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정체성을 새롭게 규정하거나 변형시킨다(Leong, 1997). 세계 여러 곳의 차이

나타운이 시정부의 지원을 받아 관광상품화되고 있는 것이 그 사례이다. 시드니의 

차이나타운은 시정부의 상품화정책에 의해서 기존의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포스트

모더니티의 초현실적 산물’로 변형되었다고 언급된다(Mak, 2003).

한국의 외국인 밀집지역 역시 이러한 공간상품화의 경향에 직면해 있으며, 이

를 부인하거나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미 안산시 다문화 거리, 인천의 차이나타

운을 대표적 사례로 삼아 여러 자치단체서 차이나타운 혹은 다문화거리 조성계획

을 발표하거나 구상 중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을 규범적 시각에서 폄하하기

에 앞서 이 또한 다문화 공간 또는 외국인 밀집지역을 두고 벌어지는 하나의 주요

한 흐름으로 읽어내는 것 또한 중요한 부분이다. 공간상품화 경향과 정책, 그리고 

그것이 해당지역, 더 넓게는 주류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 한국의 외국인 밀집

지역이 경험하고 있는 중요한 현상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한국의 체류 외국인 상당수는 특정한 공간에 집중하여 거주하고 있으

며, 이러한 공간이 다문화사회를 견인하는 사회적ㆍ문화적 매개역할을 하고 있다. 

외국인들은 특정 공간에 집단적으로 거주함으로써 공동체적 안정감을 얻는 동시에 

일자리ㆍ주거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 프랑스인 마을, 리틀도쿄와 같이 선진국 

시민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경우도 있지만, 한국계 중국인들이 형성하는 밀집지역, 

그리고 아시아계 노동자들이 형성하는 밀집지역도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

다. 아직 정확하게 그 현황이 파악되지 않는 이 밀집지역들이 사실 해외에서는 가

장 중요한 다문화정책의 대상이 되고 있다. 밀집지역이 외국인을 담아내고 그 정

체성을 재생산해 내는 그릇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박세훈 외, 2009; 54, 4).

아래에서 소개할 다문화공간의 개념은 초국적 이주 자체가 공간적이라는 사실

뿐만 아니라 그 배경이 되는 지구-지방화 과정의 공간성 및 초국적 이주자의 새

로운 정착과정에 함의된 지역성(또는 장소성)을 강조하기 위한 개념으로 제안된다

(최병두 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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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다문화�공간과�초국적�장소�

1) 다문화� 공간의�개념

오늘날 문화적 교류는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지구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

으며, 또한 개별 국지적 지역사회에서도 이러한 문화적 교류의 증대에 따른 문화

적 혼합이 촉진되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주의 또는 다문화 사회라는 개념도 공간적 

함의를 가진 공간적 용어들로 해석되고 있다(최병두, 2011: 21). 이러한 문화적 

교류와 혼합은 지구·지방적으로 새로운 다문화 공간을 형성하게 되었다. 다문화 공

간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다문화 주의 또는 다문화 사회에서 논의되어 온 현상들을 

공간적 차원에서 고찰함으로써 그동안 다문화 관련 논의에서 간과된 공간적 관점

에 대한 주제들을 더욱 적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다문화 공간의 

개념은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다문화 공간은 서로 다른 문화

적 배경에서 성장한 사람들 간의 만남과 상호 행동과정에서 형성될 수 있다.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 간의 일상적 상호 행동은 새로운 다문화 공간을 사회적

으로 구성하게 되고, 그 속에서 자신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식, 즉 자신의 정체성

을 재형성하도록 한다. 또한 다문화 공간은 외국인 이주자가 본국의 가족이나 친

척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에서도 형성될 수 있다. 일상적 생활공간을 뛰어넘는 

초국지적 또는 초국가적 공간은 물리적 공간에서의 상호 부재 속에서 네트워크 연

계로 형성된 일시적 공간이지만, 생활 공간 속에 간헐적으로 개입하면서 관련된 

사람들의 생활과 의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외국인 이주자에 의

해 형성된 다문화 공간은 또한 떠나온 과거의 공간도 아니고 새롭게 정착한 지역

에서의 공간도 아닌, 이른바 경계적 간 공간 또는 ‘제2의 공간’이라는 메타포를 만

들어낸다(최병두, ibid : 25). 이러한 다문화 공간은 기존의 권력관계를 유지/변화

시키기 위한 새로운 힘의 장이 되면서, 동시에 기존의 문화 공간에 대한 비판적 

의식과 더불어 새로운 윤리를 위한 정치를 요구하게 된다. 

최병두(2011)는 예비적 단계에서 다문화 공간의 기본적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

리고 있다. 첫째, 다문화 공간은 지구·지방적 차원에서 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문화적 교류 및 혼재와 관련된 사회공간적 현상들을 담지한다. 즉 다원화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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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적 현상으로서 다문화주의를 반영한 다문화 공간의 개념은 지구적 공간에서 

상품과 자본의 이동성 증대와 더불어 다양한 매체를 통한 지식이나 정보의 교류 

증대, 그리고 기업활동이나 관광, 유학 등을 위한 사람들의 국제적 이동, 특히 좀 

더 장기적인 정착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 이주자가 급증함으로써 발생하는 문화

교류 현상 및 그 배경을 고찰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러한 과정의 결과로 개

별 지역사회 내에서 문화적 다양성이 증대하며 이에 따라 기존의 문화가 새로운 

문화와 접합하면서 변화해 나가는 현상들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기여한다. 

Keith(2005)는 문화교류의 극장, 혼종적 정체성의 수행을 위한 무대로서 세계시민

적(cosmopolitan) 도시는 만남의 공간, 사회·문화·경제적 재생의 공간으로 안정되

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다문화적 모자이크’에서 ‘세계시민적 용광로’로 이행해 가

는 도시들에 관한 이해가 요청된다고 강조하였다.

둘째, 다문화 공간은 지구·지방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인종적·문화적 교류와 혼

합에 관한 정책이나 계획과 관련된다. 다문화주의 정책을 반영한 다문화 공간은 

외국인 이주자의 국제 이주와 지역사회 정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마찰 

또는 일방적인 통합(즉 동화)이 아니라 문화적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고 이를 제

도화하여 실행하고자 하는 정책을 지지한다. 이러한 측면의 연구는 다문화 도시에 

대한 경험적 연구나 다문화 공동체에 관한 계획과 관련된다. Simonsen(2008)은 일

상생활이 다규모적 실천과 경험의 형태 속에서 ‘다문화적 도시’의 초국적 관계들, 

즉 상이한 문화와 상이한 상상력 간의 만남에 의해 점차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되

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도시계획에 관란 연구 중 ‘다문화적 도시’를 주요 주제로 

부각시킨 Uyesugi & Shipley(2005)의 연구는 세계의 여러 사회가 점차 다문화되

어 감에 따라 계획가들은 다양성에 좀 더 민감해질 필요가 있으며, 통합과 분화, 

포용과 배제, 조화와 갈등이 다문화적 조시에서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가를 고찰하

고, 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가 인정되고 균형 잡힌 다문화 

공동체(multicultural communities) 계획이 필요함을 부각시키고 있다.

셋째, 다문화 공간은 문화적 다양성에 관한 인정을 전제로 한 규범적 윤리와 

민주적 정치의 이상을 함의한다. 다문화주의 윤리를 반영한 다문화 공간은 타자성 

또는 문화적 차이에 대한 상호 존중을 전제로 한다. 포스트모더니즘과 일정한 관

계를 가지고 등장한 다문화주의는 일반적인 타자성과 차이에 대한 인정을 강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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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특히 주변적 위치에 있는 소수자 문화에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고자 한다. 이

러한 점에서 다문화주의는 사회문화적 차이에 대한 동등한 대우뿐만 아니라 경제

적(자원 이용도 포함하여)·정치적 차이의 극복과도 관련될 수 있으며, 따라서 다문

화 공간은 지역 간 및 지역 내 사회문화적·정치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하고 조화로

운 지역사회를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문화적 측면에서 다문화 공간은 이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문화적 다원성을 긍정적으로 승인하는 ‘인정적 정의’의 공간을 

지향하며, 정치적 측면에서 다문화 공간은 구성원들에 대한 상호인정(권리와 자율

성)을 전제로 (재)분배적 정의와 민주주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다(최병두 외, 

ibid : 25-28).

그러나 이미 한국의 다문화현상을 연구해온 많은 학자들이 ‘한국의 다문화’ 가 

과연 본질적인 ‘다문화’의 의미에 충실한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비판적으로 성

찰하고 있다(김이선 외 2007; 박세훈 외 2009; 구본규 2013 등). 인천 차이나타

운이나 이태원과 같이 한국 내에 있지만 한국 사회와는 다른 이질적인 공간으로 

여겨지던 곳까지 ‘다문화’ 공간으로 통용되는 현상으로 보면 앞서 지적하였듯이 ‘다

문화’가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주민을 ‘정치적으로 올바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수사

로 사용되고 외국인이나 이주민 집주지역이 다양한 문화집단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한국의 현대적 ‘다문화성’을 보여주는 곳이 되기를 바라는 사회적인 기대가 반영된 

것은 아닌가하는 인상을 받게 된다.

2) 초국적� 장소의�개념

(1) 초국적주의의� 등장

특정지역에 이주하여 정착한 에스닉집단 혹은 개인은 정착지역과 모국의 출신

지역과의 사이에 경제적/문화적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매개

자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 그에 의해 다층적인 사회과정이 만들어진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초국적주의(transnationalism)이라 한다. 

초국적주의는 1990년대 후반 들어 많은 학자들이 초국적 전환(transnatiional 

turn, 국가의 경계를 넘나드는 사람, 장소, 그리고 제도 사이의 연계)에 주목하기 

시작하며 학계에서 전면적으로 부상하게 되었다(Castells, 1997; foner,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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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k, 1998; Sassen, 1998; Levitt, 1998; Porters, 1998; Vertovec, 1999). 이들

은 국가의 경계를 연결하는 활동, 실천, 패턴이 강화되어지는 현상을 국가차원에서

는 분석할 수 없다고 인식, 즉 기존의 방법론적 국가주의의 한계를 인식하고 새로

운 분석적 도구(tool), 관점(perspective), 렌즈(optic)로서 초국적주의를 도입하게 

되었다(윤인진, 2012: 22). 

디아스포라와 구분되는 초국적주의를 처음으로 이론화한 학자들은 Basch, 

Schiller, Blanc(1994)이다. 이들은 초국적주의를 이주자들이 모국과 정착국의 양쪽

을 연결하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윤

인진, 2012: 23). 새로운 형태의 이주자 집단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삶이 국가의 

경계를 가로질러 두 사회를  하나의 사회적 장으로 구성하고 있는 현상을 다루기 

위해 새로운 분석틀로서 초국적주의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들

은 새로운 형태의 이주자 집단을 트랜스이주자(transmigrants)로 묘사하며 초국가

주의는 모국과 거주국을 연결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했다. 그리고 초국적 이주자들

의 삶과 경험을 조망하는 연구들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Schiller(2002, 2003)는 방

법론적 내셔널리즘(methodological nationalism)이 주류 사회과학의 개념으로 근대

적 국가 만들기 과정에서 발전된 개념으로 이민과 통합정책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방법론적 내셔널리즘이라는 것은 ‘사회적이며 역사적인 

과정들에 대한 연구들이 마치 그러한 과정들이 하나의 국민국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처럼 접근하는 이데올로기적 경향’이라고 규정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관점을 

견지한다면 마치 국민국가 내의 구성원들은 동질적인 가치, 규범, 관습, 제도들을 

포함한 문화를 공유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져 비역사적인 관점의 위험성을 갖는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초국가적 공동체’ 연구는 관찰의 새로운 대상이 등장하였음이 

아니라 방법론적 내셔널리즘으로부터 벗어나 인식적론인 이동(epistemic move)의 

결과로 이어져야함을 강조하며 초국가주의라는 새로운 분석개념을 위해서는 방법

론적 내셔널리즘을 넘어서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초국적 이주연구들이 종족집단

(ethnic group)을 분석의 단위로 의존해왔음을 비판하고, 이주와 도시 간의 관계 

및 지역성의 역할을 고려하는 도시규모(city scale)와 이주자의 통합을 분석하는 지

역성 이론(theory of locality)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Schiller, 2008). 

Smith&Guarnizo(1998)는 초국가주의를 위로부터의 초국가주의, 아래로부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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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가주의로 구분하고 있는데, 전자는 자본에 의해 나타나는 국가를 초월한 통제

나 지배의 움직임을 의미하고, 후자는 다양한 아이덴티티를 가진 사람들 또는 국

경을 넘나드는 비즈니스의 전개와 이문화간의 교류를 의미한다.

아래로부터의 초국가주의가 실현되고 있는 장소는 에스닉네트워크의 거점, 혹은 

결절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그러한 거점 장소는 다시 강한 흡입력으로 

에스닉집단을 응집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에스닉커뮤니티로서의 오

랜 역사를 지닌 차이나타운이나 코리안 타운과 같은 공간은 존재 그 자체가 새로 

유입되는 이주민들에게 ‘민족의식’을 공유하는 하나의 공동체의 의미를 부여하며 

여기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는 다시 강한 흡인력을 가지고 이민들을 흡수하

는 요인이 된다.

초국가주의의 첫 번째 특성은 다른 국가들 사이에 사는 사람들을 묶어내는 연

계(linkage)이고, 두 번째 특성은 초국가적 연계를 지속시키는 동시성(simultaneity)

이다. Vertovec(1999)은 국민국가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사람-제도를 연결짓는 상

호작용과 다중적 연계에 초점을 맞추어 네트워크 안에서의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

하였다. Clifford(1994)는 초국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경계를 가로지르

는 아이디어와 연대의 감정과 같은 비물질적인 흐름을 강조 하였다. 새로운 과학

기술은 먼 거리의 이동과 커뮤니케이션을 더 빈번하고, 빠르고, 규칙성 있게 만들

었다. 이것은 이주자들이 모국과 그들이 사는 정착국가들에 서 동시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한다. 동시적 관여(engagement)라는 것은 여기 저기 다른 공간으로 분

산된 사람들 사이를 좁히고, 사회적 제도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출현

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점에서 초국가주의 학자들은 연계와 동시성이라는 두 

가지를 초국가주의의 특징으로 간주한다. Mazzucato(2000)은 그의 연구에서 모국과 

거주국간의 연계와 이러한 연계를 유지하고 생성해내는 흐름의 동시성(simultaneity)

을 두 가지 주요변수로 설정하여 이주자들의 현실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유형화를 시도한 학자 중에 Faist(2000)는 초국적 사회 공간을 (1) 초국적 친족 

집단, (2) 초국적 순환, (3) 초국적 공동체로 나누었다. 이런 유형화는 사회적 연계

(상호호혜성, 교환, 연대 등)가 배태된 일차적 자원에 초점을 맞춰 초국적 공간의 

생성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Dahinden(2010)은 초국가적 형성의 역동성을 보

여주기 위하여 ‘이동성’과 ‘지역성’을 교차하여 4가지 이념형을 만들었다. 첫째,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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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초국가적 이동성과 거주국 내 높은 지역적 정착, 모국의 낮은 지역적 정착(예: 

아르메니아인, 유대인 등), 둘째, 높은 초국가적 이동성과 거주국과 모국 내 높은 

지역적 정착(예: 전후 노동이주의 첫 세대들), 셋째, 높은 초국가적 이동성과 거주

국 내 낮은 지역적 정착, 모국 내 높은 지역적 정착(예: 전문직, 숙련직 이주자, 

계절노동자), 넷째, 낮은 초국가적 이동성과 낮은 지역적 정착(예: 불법 노동자, 주

변화된 노동자)이다. Portes et al.(1999)은 초국가주의의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

는 영역을 경제, 정치, 사회문화의 세 가지로 유형화했다. 첫째, 경제적 영역: 초국

가적 기업가들이 물품의 공급처, 자본, 시장의 찾기 위해 경계를 가로지르는 활동, 

둘째, 정치적 영역: 정당, 정부관리, 공동체의 장이 모국과 거주국에서의 정치적 

권력을 확보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활동, 셋째, 사회문화적 영역: 해외에서 모

국지향성의 강화, 집단적 문화적 행사 및 물품의 향유를 지향하는 활동이다. 여기

서 더 나아가 그는 세 가지 활동을 제도화의 정도에 따라 높은 제도화/낮은 제도

화에 따라 세분화하여 6개로 나누었다.

영역

경제적 정치적 사회-문화적

제

도

화

수

준

낮

음

비공식적�무역

소규모사업

장거리�순환이주노동

모국�정치결사체와�제휴

모국�선거후보자의�기금조성

모국�시민단체조성

아마추어�스포츠경기

민속음악가

모국의�성직자�방문

높

음

다국적�기업의�투자

관광시장의�발달

모국�은행의�대행

정치적�정당의�대표

이중시민권�부여

모국�정치인으로�선출

국제전시회

주요�모국�예술인

대사관에�의한�정기적�문화이벤트

자료: Portes et al.(1999)

<표� 2-2>� 초국적주의의� 영역별�제도화� 수준

초국적주의현상은 몇 가지 특징을 갖는다. Vertovec(1999:449-56)은 초국가주

의의 특징 여섯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개인적인 위치가 초국가적인 사회적 회로

에서 접촉점으로 작용해 경계선을 가로지르는 사회적 구성형태, 둘째, 한 국가 이

상의 여러 국가와의 다양한 동일시에 의해 자극을 받는 새로운 의식의 형태, 셋째, 



- 30 -

문화적 혼합, 혼종성, 브리콜리지(bricolage)로 특징 지워지는 문화적 동일시와 재

현의 새로운 양식 넷째, 지구화를 가능케 하는 초국가적 기업에 의해 설립되는 자

본의 흐름 다섯째, 출판과 언론 등의 새로운 공학적 발전에 의해 가능해진 정치참

여 여섯째, 멀고도 가까운 장소나 지역에 대한 새로운 개념의 구성 등이다.

국가중심적 시각과 방법론을 탈피해야 한다는 주장은 초국적주의 연구의 후기

로 접어들면서 끊이없이 제기되어온 부분이다. 초국가주의 현상 자체가 국경을 가

로지르며, 하나의 국가 이상과의 관계를 통해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초국적주의를 좀 더 풍부하게 이해해야 한다는 비판적인 시각이 등

장하고 있다. 많은 경험연구는 통합의 양식과 이 초국가주의 양식의 관계가 얼마

나 복잡한 지를 보여주었으며(Vertovec, 2010), Dahinden(2009)은 이민자들 뿐 만 

아니라 누구든지 이 세계화 시대에서 초국가주의를 가지게 된다고 주장하기도 한

다(신혜란, 2014). Dahinden(2009)은 스위스에서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작은 소도

시 Neuchâtel를 사례로 이주민과 이주민이 아닌 거주자들이 각각 어떻게 다른 초

국적주의의 형태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그는 초국적 성향을 가지

기 위해서는 반드시 글로벌 이동이 수반되어야 하는지, 혹은 이러한 이동을 겪지 

않아도 초국가주의적 성향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이 연구에서 그는 초국

가주의를 두 개의 범주로 정의하기를 제안하였는데, 첫 번째는 ‘네트워크 초국적주

의(network transnationalism)’ 이고, 두 번째는 ‘초국적 주체성(transnational 

subjectivity)’ 이다. 전자는 초국적 사회관계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고, 후자에서는 

초국적 공간에서 한사람이 맺고 있는 관계와 소속감에 대한 인지적 분류를 다룬

다. 여기에는 초국적으로 행하는 행위 및 실행 방식(초국적 사회관계를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초국적인 생각과 느낌, 그리고 소속감을 포함한다. 

(2) 초국적� 장소의�특성

초국적주의가 본국과 이주국의 연결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행위자들만을 지나

치게 강조하다보니, 초국적주의를 ‘사회적 연결망’으로써만 인식하게 되고, 이로 인

해 초국적주의를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이해하게 된다는 비판이 대두되었다. 이러

한 사회 연결망적 인식론에 의하면, 원래 고정된 공간에 거주하며 그 공간의 특성

을 형성하던 행위자들의 국가를 넘나드는 이동으로 인해 공간은 특성을 잃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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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러한 현상이 가속화되어 초국적 행위자들을 비롯한 공간 주체들의 상실로 

탈영역화가 나타난다. 이러한 이해방식에서는 각 지역의 특성을 드러내고 이러한 

지역성이 강화되고 구체화되는 ‘지역화’가 트랜스내셔널 활동을 방해하는 요소로 

간주되기도 한다(Ong and Nonini, 1997; Pries, 2001).  

Crang, Dwyer and Jackson(2008)과 같은 일부 지리학자들은 이와 같은 논의

들이 지리공간의 중요성을 간과한다는 것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들에 의하면, 

공간은 초국적주의에서 행위자들에 의해 그 특성이 표출되는 수동적 결과물로만 

간주되고 있다. Smith(2001)은 초국가적 도시주의(Transnational Urbanism)에서 

지역을 기반으로 한 초국가적 연구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초국적 행위자들의 네트

워크와 실천은 특정 지역에 형성된 결절지로 모이게 되고, 이는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나타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초국적 행위자들의 활동과 그 활동이 발생하는 특정 지역과의 관계에 

주목하는, 지리적 공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구들(Portes, Guarnizo and Haller, 

2002; Yeoh, 1999; Zhou, 1998; Zhou and Tseng, 2001)은 초국가적 실천이 특

정한 지역에 자리잡으면서 그 곳의 사회 관계에 체화되고 있음을 공통적으로 강조

한다(고민경, 2012; 30). 각 지역에는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 정치, 문화, 역사적 

맥락이 있으며, 이 속에서 존재하는 행위자들과 그들의 초국가적 실천의 프로세스

가 만들어내는 패턴을 통해 지역의 특수성이 새로이 형성된다. 이처럼, 행위자들의 

초국가적 활동이 지역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지역의 의미 혹은 지역의 특수성을 나타내는 로컬리티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다(Leitner and Ehrkamp, 2006).

고민경(2009)은 Smith(2001)과 Zhou(1998), Mitchell(1998; 2004), Lee and 

Park(2008)의 연구를 토대로 ‘초국가적 장소’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초국적 장소가 

형성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초국적주의와 지역간의 밀접한 관계에 대해 주장한 연구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대상지역이 차이나타운이나 코리아타운과 같이 이미 이주자들에 의해 형성된 곳이

라는 점이다. 이미 외부에서부터 유입된 이주자들의 근거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새로 등장한 트랜스이주자들의 유입 또한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쉽게 이루

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초국가적 장소의 특성은 첫째, 낮은 진입장벽, 둘째, 초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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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적 활동의 배태성(착근성)의 두 가지로 규정할 수 있다. 

먼저 낮은 진입장벽이란 이미 이주자들이 거주하면서 형성된 장소의 특수한 역

사성 혹은 누적성으로, 초국적 행위자들의 유입에 있어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작

동한다. 즉, 초국적 장소는 다른 곳과 비교하여 행위자들의 진입이 상대적으로 쉬

운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새로 유입되는 초국적 이주자들에게 기존에 형성

된 이주민거주지의 장소 역사성은 그렇지 않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질

성을 덜 느끼게 하는 요소로 작동하기도 하고, 기존의 거주자들로부터 배타적 시

선을 덜 받게 되는 요소이기도 하다. 또한 이러한 이주자들의 집단적 거주지는 일

반적으로 도심의 쇠퇴한 지역에 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적 진입 장벽 또

한 낮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초국적 장소의 낮은 진입장벽은 새로 유입되는 트

랜스이주자들에게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등의 여러 형태로 작동하여 나타난다.

이로 인해 초국적 장소에는 다양한 곳에서부터 유입된 서로 다른 문화와 정체

성들이 혼재된 채로 나타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초국적 장소의 구성원들은 서로

간의 친밀한 교류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고, 갈등을 빚기도 한다. 그 사이의 상호작

용을 통해 즉, 낮은 진입장벽의 결과물로 장소의 다양성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 할 

수 있다.

초국가적 장소의 낮은 진입장벽에 기인하여 유입된 행위자들은 초국가적 활동

을 펼치는데 있어 장소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들은 초국가적 활동의 용이

성을 위해 자신들의 사회관계와 네트워크가 체화된 초국가적 장소에 의존하는 경

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위자들의 초국가적 네트워크와 실천은 장소특수성

을 기초로 하는 특정한 장소에 뿌리내리고 있다. 이러한 초국가적 활동과 장소간

의 상호작용을 배태성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행위자들의 초

국가적 활동은 장소성에 영향을 받으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활동 특성을 장소에 부

여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초국가적 장소의 배태성은 새로 유입되는 초

국가적 행위자들에게 보다 낮은 진입장벽을 제공하기도 하는 요소가 된다. 

장소가 역사적 구성물이며 동시에 결코 끝나지 않는 과정물이라는 관점에서 보

면, 초국적 장소의 특성 역시 정체되거나 고정되지 않는다. 새로운 이주자들이 끊

임없이 유입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초국적 네트워크와 실천들이 부상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각각의 초국가적 행위자들이 갖는 독특한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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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곳에 따라 완화되기도 하며, 동시에 서로 섞여 제3의 특성을 만들어 내기도 한

다. 즉, 초국적 장소에서는 이들의 활동이 서로 섞여 나타나는 혼종성(Hybridity)

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들을 지속적으로 겪으면서, 이에 의

한 변화들이 생겨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이러한 변화들은 초국적 장소의 

사회-공간적 특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초국적 장소의 장소성을 더욱 구체화

시키는데 기여하게 된다(고민경, 2009). 초국적 장소의 특징은 위와 같이 낮은 진

입장벽과 초국가적 활동의 배태성, 이 두 가지로 규명되는데, 이 두 가지 특성은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며 이미 형성된 이주자 커뮤니티 혹은 외국인 밀집지역이 

이로 인해 경로의존적으로 발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본 논문의 연구대상지이자 초국가적 장소의 특성을 지닌 이태원은 

이주자 커뮤니티이기 보다 주류사회 구성원들에게 더욱 폭발적으로 선호되는 지역

이 되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초국적 장소라는 결과물을 단지 이주자 

커뮤니티만으로 한정 지어선 안 될 것이다. 바로 위에서 언급한 ‘초국적 장소의 특

성’이 주류사회 구성원들에게 특별한 매력요소로 작용하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탐색과 분석이 필요하며, 기존의 초국적 장소에 유형화에서 보다 확장된 범위의 

유형화가 필요하다.

   

3) 초국적� 이주� 사업가

대개 전통적인 이주민 사업가들이 중간 상인의 역할을 했던 과거의 경우와 비

교했을 때, 현대의 초국적 사업가들은 업무와 네트워크의 특성상 고국과 이주국 

사이에서 상호작용하는 경향이 더 높게 나타난다(Light and Gold 2000). 또한 초

국적 사업가들은 운영전략의 초점을 고국에 보다 맞추는 귀환 사업자들과는 다르

다(Fuller 2010). 그러나 이들은 이주국에 현재의 거주기반을 두는 경향이 크기 때

문에, 고국과는 사업상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현재 이주국에서의 생활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Lin et al., 2008).

이들 초국적 사업가들이 이주국에 경제적으로 정착하는 초기 과정에 대해 다룬 

최근의 연구로는 Katila & Wahlbeck(2012)를 예로 들 수 있는데, 핀란드에서 중

국인들과 터키인들이 음식점을 창업하는 것을 사례로 초국적 사업자들의 창업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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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들은 특히 초국적 사업가들이 음식점을 창업하는 것에서 

사회적 자본 자본의 역할, 사회적 자본의 유대와 연결에 대한 접근의 변화가 두 

그룹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관심을 가진다. 

Lin & Tao(2012)는 중국계 캐나다인들의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초국적 사업가

들의 특성, 동인, 성공 요인 등을 밝혔다. 이들의 연구 결과에서는 석사 이상의 고

학력에 45세 정도의 연령대, 풀타임 직장을 가지지 않는다는 특성이 나타났다. 이

들 초국적 사업자들에게는 고용 기회를 찾는 것이 처음 캐나다로 이주하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며, 그 후 양쪽 국가로부터 끌어온 자원들을 활용한 사업 확장은 경

제적 부문에서 초국적 모드에 적응하는 종요한 원동력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초

국적 사업가들의 상황 특수적 결정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실행과 정책 설정을 

위한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위의 연구들이 강조하는 것은 초국적 사업가들의 정착과정에서 유대(bonding)

와 연결(bridging)의 사회적 자본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는 특히 사업

자들이 적합한 직원을 고용하려 할 때, 반드시 그들의 기술을 기반으로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성격의 신뢰성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자신의 친지를 우선적

으로 고용하려는 현상으로 드러난다. 

몇몇 연구들의 결과는 초국적 사업자들이 그들만의 엔클레이브(enclave)경제를 

구성하지 않고, 거의 즉시 주류사회의 요구에 적응하는 주류사회의 일반적인 시장 

지향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Miera, 2008; Lin & Tao, 2012; Katila & 

Wahlbeck, 2012). 이들은 외국인 이주자들로서 겪는 언어와 문화적 장벽을 극복

하기 위해 자신이 속한 에스닉 커뮤니티의 도움을 받는다. 그러나 작고 분산되어 

있는 에스닉 커뮤니티의 경우에는 그러한 도움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의 

사업은 더더욱 초국적 연계를 가지게 되고, 본국과 수용국 양쪽 모두에서 이용가

능한 자원에 의존하게 된다. 

또한 초국적 사업가들은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수용국의 회계나 법률 자문 등

의 서비스와 도움에 의존하는 경향이 큰데, 이는 연결(bridging)의 사회적 자본이 

초국적 사업의 생존과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각각의 

에스닉 집단이 경험한 이주 패턴과 이주 규모 등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축적하

는 사회적 자본 역시 각각 다른 방식으로 축적될 수 있다. 이민자들의 경제 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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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노동시장의 장벽 등과 같은 ‘밀어내기’ 요소들이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기

는 하지만, 최근의 초국적 사업가들은 국제적으로 발생하는 새로운 개발에 의해 

조정되는 ‘기회구조’에 대한 응답으로 진화하고 있다. 여기에는 국가 경제 간 상호

의존의 증가, 이민 장벽의 감소, 기술 발달의 가속화 등이 포함된다(Tung, 2008).

순환적�초국적주의

(Circulatory�

transnationalism)

연계적�초국적주의

(Connective�

transnationalism)

상업적�초국적주의

(Commercial�

transnationalism)

상징적�초국적주의

(Symbolic�

transnationalism)

초국적�

전달의�대상

상품,�메시지,�

여객�수송업체
화폐,�통신�교환 ‘에스닉’�상품들

문화적�암시

(cultural� allusions)

소비자 이주자(초국적�가족) 이주자(초국적�가족)

향수에�젖은�이주자와�

이국적인�것에�매력을�

느끼는�현지인�소비자

향수에�젖은�이주자와�

이국적인�것에�매력을�

느끼는�현지인�소비자

영향

유대관계�유지,

수용국�사회의�

소비�모델�전파�

유대관계�유지,

친족들의�생활�조건�

개선,

새로운�소비

수출/입�증가,

문화적�정체성�유지,

수용국�사회�소비의�

새로운�형태

문화적�혼종성과�혼성:�

새로운�정체성과�전문�

인력(professional

figures)만들기

사례 택배와�운송회사 송금,�전화�센터 에스닉�상품점 여가부문�활동

자료: Ambrosini, M.(2012), p.280.

<표� 2-3>�수용국� 사회에� 근거한�초국적� 경제� 교환의�형태�

Ambrosini(2012)는 수용국 사회에 근거한 초국적 경제 교환의 형태를 순환적 

초국적주의, 연계적 초국적주의, 상업적 초국적주의, 상징적 초국적주의 등 4가지 

형태로 유형화하고 각각의 특성을 정리했다. 그녀의 분류에 따르자면, 본 연구에서 

다루게 될 이태원의 에스닉 레스토랑 운영자들은 순환적, 그리고 연계적 초국적주

의의 형태로 상품을 전달하고, 상업적, 상징적 초국적주의의 형태로 자신들의 상품

인 에스닉 푸드를 판매한다. 이태원의 방문객들 역시 상업적, 상징적 초국적주의에

서 정의하는 소비자에 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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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에스닉푸드� 소비� 관련�논의

1.�에스닉�푸드�소비의�확산

그 지역이 소위 ‘핫’한 지역인지의 정보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가장 많이 언급되

는 단어 중 하나는 바로 ‘맛 집’이다. 좋은 갤러리들이 있고, 예술가들이 모여 살

아 독특한 분위기를 풍기고, 멋스러운 수공예품점들이 가득한 거리에도 결국 인구

가 유입되면 ‘맛 집’들의 집결지로 변모하게 되는 것이 최근의 도시 풍경이다.

인간이 어려서부터 자신이 속한 집단의 특정한 음식과 맛의 체계에 길들여지고 

이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음식취향은 ‘원초적’ 성격을 갖는다. 

음식과 맛에 대한 취향은 문화적으로 구성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래부터 주어진 

것이고 신체에 각인되어 쉽게 변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됨으로써 음식을 공유하는 

집단 내부에는 강한 유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음식을 공유하지 않는 집단에 대해서

는 그 차이를 불식시키기 어려운 타자로 인식하게 하는 매우 강렬한 정서적·미적 

감각을 수반한다. 음식과 맛에 대한 기호는 체화된 취향으로서의 아비투스

(habitus)적인 성격을 분명하게 갖고 있다(부르디외, 1995: 278-286). 

특정한 음식에 대한 선호와 기피는 체화된 취향의 반영이면서, 동시에 우리와 

타자를 구별하는 상징적 기호로, 집단 간의 경계를 표시하는 지표로 작동한다. 음

식 소비는 문화적 범주를 가시화하고 고정시키는 의례적 과정이면서, 사회적 의미

를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기도 하다(Douglas & Isherwood, 1979: 43; 

오명석, 2005: 432 재인용)

음식은 종종 민족 정체성(ethnic identity)의 상징으로 선택되기도 한다. 국가차

원에서 민족음식을 문화적 정체성의 상징으로 삼기위해 발명하거나 지정하기도 한

다(Appadurai, 1988). 김광억(1994)은 음식은 민족 정체성의 경계 안에서 배타적

인 위치에 있기 보다는 오히려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 보급되는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민족음식이라는 이유 때문에 오히려 상품으로

서 매력을 가지게 되며, 민족 정체성의 문제와 분리되어 기호품으로써 이용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민족집단은 그것을 정체성의 상징으로서 맥락에 따라 특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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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를 부여한다. 그러므로 동일한 민족음식(ethnic food)이라도 그 소비자에 따라서 

그리고 맥락에 따라서 정치적 의미는 달라진다.

국경을 넘어 소비되는 음식은 단지 생명 유지로서의 먹는 행위의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먹는 행위와 관련된 의미와 상징들이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또 새로운 것

들과 통합되거나 혼재되는 상황으로 나타난다(박상미 2003: 69). 박상미(2010)에 

의하면, 한국에서의 에스닉 푸드의 생존전략은 레스토랑의 실내장식, 메뉴선별, 그

리고 한국인의 입맛에 변형된 요리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특히 이태원에서는 음식점 인테리어 장식의 화려함이나 

깔끔함에 못지않게 ‘서민스러운 분위기’와 ‘허름한 장식’, 그리고 ‘한국인이 쉽게 

적응하기 어려운 음식맛’에서 오히려 더 강한 독특함과 생생한 이국적 현실경험의 

현장들을 찾아내곤 한다. 에스닉푸드는 이제 음식 맛을 아는 사람의 문화적 자본

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폭 넓고 우위에 있는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재로서, 소비자의 문화 소비프로그램의 영역을 확장시킴으로써 일반인들로부

터 그 소비자를 더욱 ‘구별’지어줄 수 있는 자원으로 동원될 수 있게 되었다(송도

영, 2007).

마치 관광상품화 된 것 같은 ‘포장’과 ‘혼합’과정을 덜 거침으로써 현지 본토의 

보통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조리하고 먹는 ‘세련되지 않은 음식들’을 다소 낯선 형태 

그대로 선호하고 즐기는 층이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이들은 자신들의 이러한 취향

을 문화자본의 일부라고 여긴다고 볼 수 있다. 에스닉푸드의 낯섬을 거부감 없이 

소비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존재를 ‘세계시민’의 특별한 지위로 올려놓

는 셈인 동시에 타인들로부터 구별짓게 하는 것이다. 때문에 이태원의 에스닉푸드

들은 단순히 ‘먹는’ 행위의 대상을 넘어, 자신의 가치가 확보되도록 하는 전략의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음식의 요리와 전지구화에 대해 연구한 Locher(2003)는 문화적 중재자(cultural 

inermediary)의 역할을 종종 수행하는 전문 요리사들과의 면담연구를 통해 음식문

화에 나타나는 전지구화 현상의 설명과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는 특히 문화와 전

지구화의 논의에서 중심이 되는 것들 중의 하나인 문화의 동질성의 문제를 음식문

화의 맥락에서 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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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비롯한 서구 사회에서 민족 음식은 이전부터 있어 왔는데, 이것은 음식

문화를 다양하게 만들고 풍부하게 해 주는 한편, 각 민족 음식 전통 안에서는 일

종의 표준화 과정이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양하고 무궁무진한 가

능성을 지닌 중국요리도 미국에 산재한 중국음식점에서는 대부분 표준화되어 있어 

어디를 가나 춘권이나 볶음밥, 국수, 쇠고기 브로콜리 볶음 등 비슷한 선택만이 존

재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이들 음식이 그동안 비교적 저렴한 음식으로 여겨지면

서 고급스러운 재료나 정교한 요리법을 사용하기 보다는 최소의 비용으로 많은 사

람들에게 음식을 판매하는데 주력하였기 때문이며, 미국 내 중국 음식점의 요리사

들이 대부분 정규 요리사 훈련을 거치지 않은 까닭도 있다. 이것은 멕시코나 타이 

음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고, 이는 곧 이들 민족 요리 전통들 간에는 다양성이 

존재하지만 각각의 전통 내부에서는 동질화가 진행되는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글로벌화 과정 속에서의 서구 문화의 주도적 역할에 대한 경

계와 전통적이고 국기적인 것에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은 민족 음식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했는데, 이들의 가치가 상승되고, 정통성과 다양성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생기게 된 것이다. 워터스(Waters)는 여기서 더 나아가 전지구화 과정의 

한 결과는 세계의 모든 민족 정체성이 합법적인 것이라는 인식이 생긴 것이라고까

지 주장하였다.2그에 따르면 이러한 경향은 19세기에 국가의 지위를 가지지 못한 

민족의 경우에도 해당된다고 하였다. 민족음식점들의 증가는 서구를 중심으로 세

계 곳곳에서 일어났는데, 이 과정을 로버트슨은 “특수한 것의 보편화

(universalization of particularism)”라고 하였다. 이것은 민족음식의 부상이라는 비

슷한 과정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데 그것이 이루는 내용, 곧 최근 만들어진 민

족 음식의 종류는 각각 다름을 의미한다(박상미, 2003; 58 재인용).

음식물을 먹는 행위는 중요한 소비 행위이며, 이것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일상

성과 특수성을 아우르고 있으며, 공개적이기도 하고 비공개적이기도 하므로 소비문

화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 왔다. 아파두라이(Appadurai)

와 민츠(Mintz) 등은 소비문화 가운데에서 음식이 차지하는 역할을 인류학적으로 

분석해왔다. 일반적으로 소비문화의 연구에서 중시되는 “구별짓기”의 기제로 음식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구디(Goody)는 일찍이 역사적 과정 속에서 무엇을 

2 Locher, Ibid,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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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요리하여 먹는가를 계급과의 관계 속에서 분석하였다. 음식물을 소비한다는 

것, 곧 무엇을 먹는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와 그 사람 신체의 일부

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심장한 소비이며, 그로 인해 풍부한 상징성을 지닌다. 

서양 속담 중 “You are what you eat(당신은 곧 당신이 먹은 것(음식)이다)”이라는 

속담도 있듯, 한 사람 또는 집단이 먹는 음식은 곧 그 사람, 집단의 정체성으로 연

결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음식을 통해 타국의 문화를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고, 그 나라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호의적인 태도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음식을 세계에 알리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다. 이러한 

추세는 음식관광에 대한 연구로 이어져, 국내 외 연구자들은 에스닉푸드 또는 에

스닉 레스토랑의 이미지가 음식관광으로 이어지는 행태에 관련된 연구들을 진행해

왔다(이정원․이상미․문보영, 2009 외).

이재하·이은미(2011)는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우리나라 거대도시(metropolis)

의 하나인 대구광역시에서 외국요리의 음식점의 성장과 공간 확산이 어떻게 나타

났는지를 밝힌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외식 문화 환경이 변화하게 된 

배경에 다음 세 가지 부문의 세계화와 긴밀한 연관이 있다고 언급하며 대구시의 

외국음식점 성장과 공간 확산도 이러한 세 부분의 틀에서 이해하고자 하였다. 첫

째는 1980년대 초부터 세계무역시장에서 모든 상품과 서비스시장의 전면개방화(자

유무역)를 지향하게 되면서 국내 외식시장도 문호개방을 하게 되었다는 것, 둘째는 

우리 국민의 소득증대에 따라 1989년부터 해외여행 전면자유화 조치를 시행함으

로써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국민들의 외국음식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크게 높아졌

다는 것이며, 마지막으로는 세계노동시장의 개방화 바람과 함께 우리나라도 1993

년부터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를 실시함에 따라 외국노동자의 국내이주가 본격화

되어 이들에 의해서도 외국요리음식점의 확산과 성장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들

의 주장에 의하면 외국요리 음식점이 확산하게 된 국내 외식 문화의 변화에는 무

역시장, 그중 특히 서비스산업, 여행 및 관광시장, 노동시장, 이 세 가지 부문의 

세계화가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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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에스닉�푸드의�분류

에스닉(ethnic)이란, 민속적이며 토속적인 양식(국립국어원 신어자료집, 2004)으

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인종, 종교, 언어 등 독특한 생활문화, 즉 정체성을 공유

하는 집단이라 할 수 있다(최자영, 2009). 따라서 에스닉 푸드(ethnic food)는 각 

민족의 정체성을 담은 고유한 음식을 일컫는 말이라 할 수 있다(최자영․조미숙, 

2010). 고전적인 민속학에서는 에스닉 푸드에 대해 주로 오랜 역사성을 지니고 특

정한 민족 집단에서 소비된 것이어야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민족음

식의 경우는 민족의 정체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으로서, 특정 민족을 상징하

고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을 말한다(주영하, 2006; Jang, Ha, & Carol, 2009). 에

스닉 푸드는 초기에 서양의 관점에서 약소국인 동양, 아프리카, 이슬람, 잉카 등의 

문화에 대한 호기심으로 출발하여 각 나라의 특색, 문화를 표출한 것이다. 이러한 

문화에 대한 관심이 자연히 음식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고, 무엇보다도 서양의 

패스트푸드에 반발하여 건강식으로서 주목받게 되었다(고재춘, 2007).

국내 학자들 가운데 김태희(2005)는 에스닉 레스토랑을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중남미, 중동, 북유럽, 아프리카 지역 등의 전통 요리들을 판매하는 음식점으로 정

의하였고, 이상례(1994)는 비기독권 이슬람교, 불교, 기타 종교를 갖는 지역, 구체

적으로는 중동에서 아시아를 중심으로 하여 잉카 등의 고대 아메리카나 아프리카

의 민족 스타일, 그 중에서도 민간 전승적인 문화, 즉 원시적 경향이 보이는 것을 

외국전통(ethnic)이라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외국전통음식의 근본적인 의미는 각 나라의 고유한 민족적 음식을 뜻하

는 말이지만, 그 중에서도 주로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서아시아 등

과 같은 제3세계 음식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중

들에게 이미 익숙하게 자리 잡고 있는 아메리카, 유럽, 동아시아 지역 음식을 제외

한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지의 음식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손재승․김성섭․오문향 2011: 191). 

2004년 국어사전에도 오른 에스닉 푸드란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은 1970년대 

미국이다. 주류인 백인이 즐겨 먹는 음식을 뺀 멕시코·남미·아시아·아프리카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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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통틀어 에스닉 푸드라 불렀다. 학문적인 용어라기보다는 주로 레스토랑 등 

외식업에서 통용됐다.

이 용어는 그 후 일본에 ‘수입’됐다. 일본인은 일식과 미국·유럽 음식을 제외한 

다른 민족의 음식을 에스닉 푸드라고 불렀다. 한식도 미국·일본에선 에스닉 푸드의 

일종이었던 셈이다.

요즘 국내에서 에스닉 푸드는 제 3세계 국가 음식이나 동남아 음식들을 주로 

일컫는다. 엄밀히 말하면 중식이나 일식, 햄버거도 우리에겐 에스닉 푸드지만 이미 

우리 식생활 속에 깊이 들어와 대개 에스닉 푸드라고 여기지 않는다.

에스닉 푸드의 정의에 대한 다양한 제안이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에스닉 푸드

는 각 민족 혹은 국가의 고유한 음식임을 뜻한다는 본질의 넓은 의미 그대로를 받

아들여 한식을 제외한 모든 음식이 에스닉 푸드라 정의하고, 이 음식들을 제공하

는 음식점을 에스닉레스토랑이라 정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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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젠트리피케이션과� 소비� 관련�논의

Lin(2005)이 적절히 지적하고 있듯이, 외국인 밀집지역(ethnic places)은 오늘날 

관광지로서 그리고 국제무역의 통로로서 지역주민의 삶과 도시의 세계화에 기여하

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활성화 된 외국인 밀집지역은 동시에 이 지역을 해체시켜 

버릴 수도 있는 초국적 자본의 축적과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의 압력에 직면

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의 사례지역인 이태원에서도 멀티 에스니시티를 기반으로 

한 지역 활성화라는 긍정적 측면과 소비문화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상업적 젠트

리피케이션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소비문화와 젠트리피케이션의 관계를 

다룬 논의들을 바탕으로 사례지역의 이해와 분석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1.�젠트리피케이션의�개념과�주요�논제

젠트리피케이션은 R. Glass(1964)에 의해 이른바 “영국 런던의 빅토리안 마굿

간과 오두막”으로 상징되는 저지대지역이 고소득층으로 대체되는 현상을 일컫는 

재활성화의 한 유형이었다. 젠트리(gentry)는 영국의 신분제도에서 유래한 말로, 왕

족에 이어 귀족 다음으로 경제적 성공을 거둔 상류층을 일컫던 말이다. 그 후, 

1980년대에 북미 도시 관련, 대중의 관심을 모았던 과정설명에 사용되었다. 젠트

리피케이션은 부유하고 대체로 젊은 주민들이 쇠락한 이너시티로 이동하는 것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그들이 이주함으로써 이 지역은 사회 ․ 경제 ․ 환경적으로 상

향된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서구의 지리학계에서 1980년대 이후 진행된 지리적 논

의와 토론의 대상이 된 과정이다(Hall, 1998; Smith, 1996).

젠트리피케이션의 의미와 원인에 대한 연구는 광범위하게 논의되어 왔으며

(Hamnett, 1991, 2003; Lees, 1994, 2000; Slater, 2004; Smith, 1979, 1996, 

2002; Ley, 1986, 1996) 이러한 논쟁은 크게 4가지의 주요 논제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는 젠트리피케이션의 원인이 제조업에서 생산자서비스로의 전환을 경험하

는 주요도시의 산업구조변화에 있다는 주장이다(Ley, 1980, 1986, 1996; 

Hamnett, 1991, 2003)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화는 직업구조의 변화를 수반하게 되

며 압도적으로 많던 노동자 계급이 사무직·관리직·기술직 위주의 금융, 문화 및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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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업에 종사하는 중산층으로 전환하게 된다는 것이다. 사무직·서비스업 활동의 

증가와 제조업의 탈중심화가 중산층의 주택시장에 대한 진입의 수요를 증가시킴으

로써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주장으로 Ley(1980,1986)는 후기산업도

시논제 라고 주장하였다.

두 번째는 인구학적 변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맞벌이 가구의 증가와 핵가족

화라는 인구학적 변화의 특성이 중산층의 도시문화 지향적 성향을 자극하고, 근교

로부터 도심으로의 통근보다는 도시 내에 정주하며 도시적 삶을 지향한다는 주장

이다(Ley, 1980; Bridge, 1994, 1995; Bondi, 1991; Butler, 1997; Butler & 

Robson, 2003).

세 번째는 앞의 두 가지 주장에 강하게 반대되는 주장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을 

발생시키는 요인은 산업구조의 변화와 인구학적 변화에 의해 수반되는 중산층의 

성장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내부의 잠재적 지대가치(potential land value)

와 현재의 자본화된 지대가치(capitalized land value) 사이의 점증하는 지대격차

(rent-gap)에 의해 발생한다는 Smith(1979, 1996)의 지대격차 논제이다. Smith의 

지대격차 논제는 주택시장의 메커니즘에 초점을 맞춘 주장이기도 하다.

마지막 주장은 제도적 정책과 관련된다. 이 논제는 Kennedy와 Leonard(2001)

에 의해 주장된 것으로 제도적 논제로 해석될 수 있다. 이 주장은 비록 경제적 힘

이 젠트리피케이션을 발생시키는 요인이라 하더라도 과거와 현재의 정부정책이 젠

트리피케이션을 촉진시킬 수고 또는 방해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한 정치·제

도적 해석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중앙정부나 지

방정부가 젠트리피케이션 정책을 통하여 고소득층을 유인하여 공공서비스의 줄어

든 수요를 창출시키고 지자체의 세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지와 관련된다(김걸, 

2007: 38). 

정현주(2008)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공급 측면의 구조주의적 

접근과 수요 측면의 인간주의적 접근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공급 측면의 구조주

의적 접근은  대도시 내부의 지가 하락으로 인한 ‘지대 격차(rent-gap)의 극대화

에 따른 자본의 재투자로 젠트리피케이션의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반면 수요 측

면의 인간주의적 접근은 후기산업사회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전문직 서비스 종사자

들의 대안적인 도시화로 젠트리피케이션을 규정한다. 그는 그러나 양자는 각각 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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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피케이션이라는 복합적인 사회경제적 현상을 부분적으로만 설명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필라델피아의 Society Hill 지역과 밴쿠버의 Fairview Slope 지역에서 

일어난 젠트리피케이션을 사례로 비교 연구를 수행하여 각 지역이 가지는 고유한 

사회경제적 맥락이 젠트리피케이션을 차별화시킴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이론적 접

근에서 밝힌 젠트리피케이션의 주요 원인은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기 위한 필요

조건을 제공했을 뿐 실제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을 일으키고 조직해 나간 원동력은 

지역의 주체들임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1990년대 이후로 예술과 문화를 매개로 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빈번해짐

에 따라 서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도시 재활성화 및 젠트리피케이션 과정에서 아

티스트 및 미술관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예술 작품과 

문화 소비자를 매개하는 상업 화랑들의 입지패턴과 요인에 대한 경험적 연구, 특

히 한때 아시아 대도시의 도심 재개발 및 젠트리피케이션 과정과 문화 소비 공간 

확산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었으나(Butler, 1999; 

Hamnett, 2003; Lees. 2003; Ley, 2003; Smith, 1996; Zukin, 1991) 최근들어 

이 분야에 대한 연구도 급증하고 있다. 

Zukin(1989)은 구산업시대의 건축적 유산들이 버려진 채 창고 등으로 쓰이고 

있던 뉴욕 맨하탄의 소호가 1960년대와 1970년대를 거치면서 고급 소비문화공간

으로 변화하게 되는 과정을 연구하였다. 1960년대 초에 이 버려진 구산업지구에 

싼 집세와 넓은 공간을 찾아 예술가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보존주의자들에 의해 

이 건축물들의 철거가 취소되면서 예술가들의 급격한 이주가 시작되었다. 이 지역

은 점차 흥미로운 관광 지역이 되었고, 갤러리나 전문점의 개장이 장려되었으며, 

첨단의 세련미를 갖춘 지역으로 변화했다. 여기에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투자, 뉴욕 

시의회의 지역 활성화 정책 등이 부가 되면서 주택과 상점의 젠트리피케이션이 진

행되었고 높아진 임대료를 이기지 못한 예술가와 화랑, 주민들은 다른 곳으로 떠

났다(김왕배 ․ 박세훈 역, 1993; 107). Zukin이 소호지역의 재개발 과정을 보는 

관점은, 지대격차 같은 경제적 요인(즉 자본의 요구)에 의한 부동산 개발로 도시공

간의 변화를 설명하는 기존의 방식에, 문화적 요인의 역할을 추가하고 또 강조한 

것이다. 즉 젠트리피케이션을 단순히 지대격차이론만으로 설명하려는 것은 전위적 

문화가 지역에 들어가 문화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이 도심재활성화를 가능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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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또 하나의 핵심적 요건임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김왕배, 박세훈 역, 

1993; 110)

우리나라에서는 김학희(2006)가 국내 지리학계에서는 최초로 뉴욕과 런던 등지

에서 볼 수 있는 위와 같은 예술가 거주지역의 변천 과정을 통해 갤러리 입지 변

동 주기론을 설명하였다. 저렴한 집세는 젊고 창의성이 풍부한 예술가가 자신만의 

공간에서 다양한 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낡은 창고와 작은 공장, 다

용도의 낡은 가옥 등은 예술가들에게 활기찬 실험과 인큐베이션 지대(incubation 

zone)를 제공한다. 그러나 젠트리피케이션이 진행되면 문화공간의 개척자인 예술

가들 및 초기 정착민들은 높은 지대를 견디지 못하고 임대료가 싸고 생활이 불편

한 새로운 지구로 이주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그 이론이다.

기존의 젠트리피케이션이 대부분 주거적 측면에서 다주어져 왔으나, 상업적 측

면의 젠트리피케이션도 역사를 가지고 있다.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은 상업적 목

적의 고급화 또는 상업지구의 고급화를 언급할 때 사용되며, ‘고급 젠트리피케이션

(boutiqueification)' 또는 ’소매 젠트리피케이션(retail gentrification)'이라고도 불린

다. Zukin(1991)은 젠트리피케이션의 공간적 형태가 상류층의 입맛에 맛도록 거리

를 따라 소비 공간이 배치되어 있다고 논의하였으며, Ley(1996)는 밴쿠버의 

Kitsilano에서는 ‘히피’ 소매점이 젠트리피케이션에서 선도적 역할로서 중요하며, 

이는 선도적 상류층이 대량 생산을 거부하는 수공예품 가게를 찾는 것에서 비롯되

었다고 주장한다. Bridge & Dowling(2001)은 대량소비보다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와 독특한 개성이 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과 연관된 중요 소비 행위임을 주장한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최근의 젠트리피케이션에서는 소비자의 요구와 개인적 선호

도가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2.�젠트리피케이션과�소비문화에�관한�논의�

Zukin(1991)은 도시의 젠트리피케이션에서 새로 늘어나는 서비스업 종사자들

이 문화적 가치인상(valorization)의 과정에서 결정적 토대가 된다고 주장한 바 있

다. 이들은 그 지역 사회의 역사성에 대한 예술가, 집행자, 그리고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박물관 전문가, 기업적인 예술품 수집가를 위한 고문, 아트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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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임직원, 그리고 독자적 관리자들이기도 한 것이다. 이들은 그 지역의 식당 주

인이기도 하고 주방장 역할, 웨이터 역할을 하기도 하면서 일반 독자들이 주의 깊

게 읽는 식당 비평에 관한 글을 쓰기도 한다. 도시의 결정적 토대가 서비스업 종

사자들이라는 하나의 새로운 계급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서비스업 종

사자들의 활동은 포스트모더니티 도시의 생산체계가 구성되는 것을 도와주는 하나

의 문화적 범주를 형성하는 것이다(안정석 역, 1997: 266).

도심은 전통적으로 중요한 소매 중심지였다. 1980년대에 소매업이 탈중심지화

의 경향을 보이긴 했지만 도심 소매경관의 일정부분은 축제구매환경(festival 

shopping environment)의 확산을 통해 1980년대에 다시 부활되었다. 이러한 경향

은 영국의 스펙터클한 도심 재개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축제구매는 기본적으로 주체화된 환경 내 수준 높은 구매 혹은 1980년대에 과

거 잉여공간의 물리적 복원과 소비를 통한 아이덴티티의 형성이라고 하는 도시문

화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경향이 충돌함으로써 나타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축제소매는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배타성을 강조하는 소비로의 변화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1980년대 소매업의 붐은 부분적으로 가처분 소득의 급격

한 상승과 이 기간 동안 젊고 부유한 중간계급들의 개인신용 활용 가능성에 의해 

촉진되었다.

소비가 관련된 문화적 변화에서 소비는 단순히 필요에 대한 기능적인 충족뿐만 

아니라 하나의 권리로서 중요한 여가활동이 되었다. 따라서 소비환경이 배타적 분

위기를 띠고자 노력한다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다. 이것은 역사적 인용와 혼성모방

을 채택한 장식적이며 포스트모던한 디자인을 통해서, 쇼핑몰의 테마화를 통해서, 

그리고 문화자본이 역사적 관련성 또는 수변입지에 있는 건물들의 이용을 요구하

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개발은 레스토랑과 와인바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축제소매는 시간과 공간의 소비가 디자이너가 만든 상품의 소비와 동등한 

지위를 갖고 있는 곳에서의 행위이다(Harvey, 1989; Hall, 1998; 유환종 외 역, 

1999:146-147 재인용).

현대의 도시문화는 매우 소비지향적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소비는 지위, 아이덴티티, 구별짓기의 중요한 척도이다. 소비가 어느정도 이러한 기

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소비패턴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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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비패턴과는 분명히 다르게 배타성, 스타일, 독특함 등을 강조하게 되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시장 최상부의 소비는 대량 생산된 상품의 소비로부터 이탈하고 있

다. 1980년대의 소비패턴은 라이프 스타일 혹은 문화적 선호에 의해 결정되는 일련

의 틈새로 분절화 되었다(Hall, 1998; 유환종 외 역, 1999:139-140 재인용).

후기산업사회의 자본주의 경제환경의 변화는 생산과 소비의 측면에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생산의 측면은 소위 ‘유연적 축적체제’로의 변동이 진행되고 

있고, 그 바탕에는 자본의 지속적 확대재생산이라는 전략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Harvey, 1989). 근대 산업사회의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통한 포디즘적 자본축적

체제는 서구의 경우 대략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고, 이

를 타개하기 위해서 모색된 하나의 전략이 바로 유연적 축적체제이다. 다품종 소

량생산의 포스트포디즘적 자본축적체제, 즉, 한계에 도달한 소비시장에서 지속적인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제품의 종류를 다양하게 개발하여 소량씩 공급하고, 이를 

지속적인 광고를 통해 욕망을 자극함으로써 그 판매를 늘려가는 전략이 새롭게 구

사되기 시작하였다. 상품 종류의 다양화와 상품회전율의 제고가 자본 확대재생산

의 기본요건이 된 것이다. 

이 같은 생산부문의 변화는 소비부문의 변화와 맞물려 돌아간다. 소비를 촉진

하기 위한 자본주의 기업의 전략이 개인의 소비에 대한 가치 인식이나 그 사회적 

과정에 있어서의 변화를 조장하는 것이다. 즉 개인의 생존과 직결된 기본적 욕구

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통적인 소비 패턴을 압도하여 욕망의 자극과 충족이라는 새

로운 패턴이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고, 이는 욕구를 욕망으로 전환시켜 이윤의 확

대재생산을 지속하고자 하는 자본의 전략과 무관하지 않다(이영민, 2001). 또한 

1990년대 초부터 서구의 지성계에서 등장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문화특성도 그러

한 소비문화의 변화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획일화된 사회로부터의 탈피와 개인의 

의식과 주관성에 대한 가치 평가, 개인적 삶의 이질성에 대한 존중과 같은 포스트

모더니즘적 관념들이 인간의 소비패턴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본질보

다는 이미지가, 기능보다는 외관이, 필요보다는 취향이 앞서는, 그래서 소비자체가 

개인의 문화적 삶의 주축을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소비사회적 특성 역시 도시경관에 반영된다. 도시공간은 이제 상품의 

소비를 촉진시키는 장인 동시에 그 자체가 소비의 대상으로 변화된다. 위에서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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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였듯이, 욕망을 자극하여 소비를 촉진하는데, 공간 내지는 경관 자체가 독특한 

외관과 이미지를 갖춘 적극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혹은 그 자체가 소비의 대

상, 즉 자본축적을 위한 판매대상이 되는 것이다. 기능적 측면보다 미학적 측면을 

강조하는 상품판매 공간의 등장은 바로 이러한 욕망의 원칙이 작용하고 있음을 의

미하는 것이다(Lefebvre, 1990:113-161). 이제 기존에 창출된 잉여자본들이 지속

적인 확대재생산의 한계에 다다르자 이러한 위기를 시공간을 수단으로 하여 돌파

하려는 이른바 ‘공간적 돌파(spatial fix)'가 경관의 새로운 변화의 기저를 형성하게 

되었다(Harvey, 1989). 상품화된 공간에는 일면, 모든 사람들이 진입하여 그 문화

를 향유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공공성이 확보되어 있는 듯하지만, 그 진정한 참여

는 계층별로 차별화되어 있고, 이는 잠재적 갈등의 불씨로 남겨질 수도 있다. 도시

는 이질적인 도시민들 모두 참여할 수 있고, 모든 물적 조건을 향유할 수 있다는 

공공성을 본질적으로 내포하고 있으나, 이제 후기자본주의의 진전과 더불어 그러

한 공공성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Zukin(2008)은 젠트리피케이션의 영향으로 젠트리파이어들의 대안적 소비 실

행이 종종 레스토랑, 바와 같은 기업가적 공간의 창조를 유도하며, 파머스 마켓의 

재유행, 도시 소비자들에게 기존 주류(mainstream)의 기준들과는 다른 것들을 ‘행

하는’ 안전하고 안락한 장소를 제공하도록 이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공간들은 지

역의 역사 혹은 그들의 상품에 얽힌 뒷이야기에 기반한 진정성의 분위기를 만들어

내며, 젊고 대안적인(alternative) 고객들의 기호를 활용한다. 이러한 시각은 점차 

미디어와 폭넓은 소비자 기반에 따르는 더 큰 점포와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관심을 

불러모아 평범한 근린지역을 고급 주택을 둔 '힙(hip)‘한 지역으로 이끄는 젠트리

피케이션 현상을 야기시킨다. Zukin은 대안적 소비를 지향하는 소비자들 또한 이

러한 변화에 있어 무고한 주체만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고급요리(gourmet)와 유기

농 식품을 포함한 대안적 음식(alternative food), 그리고 ‘중산층’을 위한 쇼핑 지

역에 대한 그들의 갈망은 결국 노동자 계급과 소수민족 소비자들을 몰아내는 도시 

재개발을 야기시킨다.

Sullivan & Shaw(2011)은 미국 오레곤(Oregon)주 포틀랜드(Portland)시의 

Alberta 근린지구를 사례로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과 인종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

였다. 포틀랜드의 Alberta Street은 ‘보헤미안’ 지수와 ‘다양성’ 수용 정도가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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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적 계급을 포용하는 포틀랜드 시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거리이다. 그러나 다양

성을 표방하는 이 거리의 주류집단과 보헤미안집단 모두에서 흑인들이 운영하는 

상점들은 감소하고 백인 운영 상점은 늘어났다. 

이상의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논의들을 살펴본 바, 현재 이태원 지역에서 일어

나고 있는 에스닉레스토랑 및 상권 확산은 포스트모던적 소비를 지향하는 소비자

들의 취향과 그들의 요구에 따른 상업적 측면의 젠트리피케이션일 것이란 추측을 

가능케한다. 

제4절�분석틀

이상의 문헌연구의 검토와 앞서 행해진 가설 설정 따라 연구의 분석틀을 다음

과 같이 수립하였다. multi-ethnicity 소비공간이 형성되고 어떻게 지역 활성화로 

이어지는지를 살피기 위해 우선 한 국가내의 영토가 시대적, 제도적, 사회․문화․경
제적 배경에 의해 multi-ethnicity를 획득하는 과정을 확인한다. multi-ethnicity의  

가시화된 형태로 에스닉 푸드를 설정한다. 

multi-ethnicity 소비공간이 형성되는 과정은 생산자 집단의 유형과 그에 따른 

생산 및 운영방식이 맞물려 이루어진다. 그 결과 각각의 유형과 방식에 의한 장소

의미의 경합이 일어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multi-ethnicity 소비공간이 형성된

다. 이렇게 형성된 multi-ethnicity 소비공간에서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와 미디

어 매체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들은 계층화 되고 각각의 소비 방식이 존재한다. 그 

결과 소비자의 계층과 소비 방식에 의해 또 다른 장소의미의 경합이 일어나고 이 

과정을 통해 multi-ethnicity 소비공간의 장소성이 형성된다. 

multi-ethnicity 소비공간이 형성되고 다른 에스닉 밀집지역과는 차별화되는 장

소성이 형성되면 지역 사회에는 경제적/물리적 변화와 사회적/문화적 변화가 수반

되면서 최정적으로 multi-ethnicity 소비공간 형성에 의한 지역 활성화가 발생한다

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분석틀이다. 이를 도식화 한 것은 아래 그림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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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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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이태원의�multi-ethnicity�획득�과정

제1절�이태원의�이국적�장소성�형성과정

3장 1절에서는 이태원에 대한 선행연구들과 기사를 토대로 해방 이후부터 현재

까지 이태원의 장소성이 형성되고 변화되어 온 과정들을 고찰한다. 이태원의 역사

와 공간의 변화를 통시적으로 고찰함으로써, 현재의 이태원에 대한 이해와 설명의 

단초로 삼는다. 

1.�미군부대�배후지,�서울�안의�미국으로서의�이태원(해방이후-1960년대)

이태원의 역사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미군이 용산에 주둔하게 된 것은 

1945년 9월 9일부터이다. 해방 이전 용산의 병영 및 군사시설은 일본군이 사용하

고 있었으나, 이 시기를 기점으로 모든 시설이 미군에게 접수되었다. 이후 6·25 전

쟁이 휴전 협정을 맺으며 1953년 미8군 사령부가 용산기지로 이전하면서부터 용

산기지의 미8군 역사가 시작되고 이태원의 미군 역사도 함께 시작되었다(서울역사

박물관, 2010).

이태원을 언급하면서 용산기지와 더불어 빠트릴 수 없는 것이 바로 군인들의 

유흥과 편의를 제공하는 기지촌과 윤락을 제공하는 양공주이다. 하지만 이태원에 

군인들과 관련된 유흥업소가 들어서고 양공주와 같은 접대부들이 유입된 것은 휴

전이후에 미군이 주둔하면서 부터이고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던 해방이전에는 이와 

관련된 어떠한 것도 없었다. 용산기지에는 일본군 사령부 및 총 2만 여명으로 추

산(용산구지, 2001: 139)되는 대규모 병력이 주둔하고 있었지만 이들을 위한 군수

물자 시설이나 군인을 위한 윤락·유흥업소는 이태원 지역이 아닌 용산역 부근과 

원효로, 남영동, 갈월동 일대에 형성되어 있었다(최종일, 2003). 

‘이태원로’는 미군들의 휴식과 유흥을 위한 유흥가와, 미군들의 소비행태에 발

맞춘 이태원 보세제품, 양장점 등으로 상권이 형성되었다. 당시 이태원의 중심거리

엔 미국과 미군들을 위한 공간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1959년에 이태원 입구에 

건립되었던 미군 콜터 장군의 동상1(현재는 광진구 능동 어린이대공원 동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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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보존)은 그 당시 이태원로의 단편을 보여준다. 전쟁으로 궁핍했던 사람들에게 

식량을 제공해주었던 미국 장군의 동상이 내려다보이는 이태원 거리는 ‘거대한 

PX의 나라’에서 건너온 병사들이 활보하는 거리였다(서울 길을 만나다: 11).

휴전이후 미8군이 주둔하게 되자 미군에게 성을 제공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

해 기지주변의 성매매 여성들이 용산기지 주변으로 모여들었다. 이들은 흔히 양공

주라는 이름으로 20여개에 이르는 용산기지의 출입문 주변에서 주점을 하고 판잣

집에서 미군들을 대상으로 동거 혹은 윤락을 하기 시작하였다(서울역사박물관, 

2010: 52). 당시 미군을 상대하는 기지촌은 지금의 남산 3호 터널 입구에서부터 

이태원 입구에 이르기까지 해방촌과 삼각지 파출소 뒷골목을 중심으로 형성되었

다. 당시에는 미군 중 백인과 흑인간의 인종갈등이 있어서 인종별로 출입하는 지

역이 따로 분리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태원에서 삼각지 쪽은 흑인전용 지역으로서 

클럽형태였고 해방론 지역은 백인들 전용지역으로서 홍등가 형태였다. 한편 1960

년의 신문기사에 따르면 용산경찰서의 비공식 집계로 용산기지 주변 양공주의 절

반 이상이 한남동 일대에서 미군과 정식 동거를 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이태원 일

대에 흩어져 있었다고 한다.2

한편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이태원 유흥가의 모습을 규정짓는 미국식 클럽

1 

<그림� 3-1>� 1959년�

이태원교차로에�세워진�

콜터�장군�동상�제막식�

 출처: 국가기록원 사진아카이브
 (http://theme.archives.go.kr/next/photo/memorial01List.do?page=1

2 동아일보, 1960. 10. 27일자, <왜 그들은 데모를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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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1950년대 후반부터 자리 잡기 시작한다. 1957년에 세워진 유엔클럽을 시작

으로 킹클럽, 세븐크럽, 럭키클럽 등의 미군클럽들이 당시 주거지역과는 떨어져있

던 이태원소방서 뒤쪽 골목을 중심으로 밀집, 형성되었다(서울역사박물관, 2010: 

56). 그 흔적은 지금까지 이어져 유엔클럽과 킹클럽 등이 현재까지도 이태원의 유

명클럽 중 하나로 남아있다. 

한편 양공주는 미군을 대상으로 윤락업을 하여 달러를 벌어들이는 존재이자 미

군의 PX물품이 국내에 유입되는 창구이기도 하였다. 당시 전쟁 후의 국내 사정과 

산업화 이전인 1960년대의 경제사정을 감안하면 미군에서 흘러나오는 씨레이션

(C-ration, 미군 비상식량) 등과 같은 식음료는 훌륭한 식품들이었고, 라디오와 세

탁기 같은 전자제품은 질의 좋고 나쁨을 떠나 국산품 자체가 없던 상황에서 물건

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경로였다. 또한 PX물건은 ‘미제’라는 이름으로 돈 많은 

부유층이나 고위층의 주요 생필품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등(용산문화원, 1006: 166) 인

기가 좋아서 상당한 이익을 챙길 수 있었다. 용산기지의 기지촌은 이태원도 마찬가지

여서 미군과 연결되어 있는 양공주와 나까마라 불리던 중개상을 통해 많은 PX물건이 

이태원을 통해 서울의 시장과 주민들에게 흘러들어갔다(서울역사박물관, 2010).

이렇게 1960년대까지 이태원은 미군과 양공주로 인해 클럽 등의 유흥과 PX물건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지만 현재와 같은 상가의 형태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이태

원시장은 인근 주민들이 주 고객인 보통의 재래시장과 같은 노점상 형태였고, 미군

이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가게는 클럽과 술집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없없다. 단

지 미군을 대상으로 일용품 정도를 파는 가게들이 있을 뿐이었다(고민경, 2009).

한편, 용산중고등학교 동편부터 사격장에 이르는 능선에 1945년 해방이후 북한

에서 내려온 피난민들이 판자촌을 짓고 주거지를 이루게 되는데, 이곳이 바로 해

방촌이다. 

<움집�千三白戶(천삼백호)�서울市에서�建築(건축)>

…(중략)� 주택난으로� 떨고� 있는� 전재민은� 서울� 시내에만� 이만(二萬)

세대� 십만(十萬)명을� 게산하고� 있는데� 서울시� 당국에서는� 과동긴급주택

으로� 삼각형� 토막� 소위� “움집”을� 집단적으로� 건설하고저� 방금� 적당한�

토지를� 물색� 중이다.� 이번에� 건축할� 긴급주택은� 一千三百五十(일천삼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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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십)� 여�호로�서울�도심지대를�떠난�영등포(永登浦)�이태원(梨泰院)�등�

사(四),� 오(五)� 지구에�국유지나�적산용지를�이용하야� 지을�예정으로�준

공은�십이(十二)월�중순까지는�마지기로�되었다.�

- 동아일보,� 1946년� 11월� 17일�자3�발췌� -

이태원 지역의 판자촌은 이곳 해방촌으로부터 조성되기 시작하여 점차 보광동

과 한남동 방향으로 확장되기 시작하였고, 이곳 해방촌의 주민들도 방값 등의 이

유로 보광동이나 한남동의 판자촌으로 이사를 가기도 하였다.  

<그림� 3-2>� 1960년대�이태원의�외인주택가를�다룬�당시의�신문기사

출처: 1962년 7월 21일 경향신문(네이버뉴스 라이브러리 검색)4

이 시기 이태원에는 서민이나 빈민 이외에도 미군 및 대사관 직원 등의 외국인

3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검색(검색일: 2014. 12. 19)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46111700209202006&editN
o=1&printCount=1&publishDate=1946-11-17&officeId=00020&pageNo=2&printNo=7129&
publishType=00020) 

4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view.nhn?editNo=3&printCount=&publishDate= 
1962-07-21&officeId=00032&pageNo=3&printNo=5142&publishType=00010&articleId=&se
rviceStartYear=1920&serviceEndYear=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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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주거지도 형성된다. 1956년 정부는 현 하얏트호텔 서쪽 인근에 UN군(주

로 미군) 가족 및 장병들과 유엔경제조정관실 직원가족들을 위한 거주지로 주택 

108동(단독주택 106동, 아파트 2동) 및 차고 15동을 건설하였다. 또한 이태원동에

도 단독주택 108동을 건설하었다. 대표적 외국인 고급 주택지인 한남동 유엔빌리

지는 1959년부터 1969년까지 순차적으로 264가구가 건설되었고, 1960년대로 들

어서며 용산기지와 인접해 유사시 주한미군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

으로 인해 각 국 대사관과 대사관저들도 들어섰다. 외국인아파트들도 계속해서 건

설되어 이태원과 한남동은 명실상부 한국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

역이 되었다. 

2.�상권의�전성기와�새로운�문화유입지로서의�기능(1970-1980년대)

이태원의 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는 상권의 전성기를 누리던 시기이다. 이 시기 

이태원 상권의 특성은 첫째, 미군클럽을 위시로 한 윤락 및 유흥업소들의 번성, 둘째, 

보세의류 상품을 내세운 국제쇼핑지구, 셋째, 미군기지 및 외국인 거주지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문화유입지구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1) 다양한�윤락업소와�유흥업소의�번성

이태원은 1970년대로 접어들며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미국 대통령 

닉슨이 1969년 7월 25일 ‘괌 독트린’을 발표하며 군 감축이 결정되어 이에 따라 

주한미군도 대대적인 감축 및 이전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로 인해 부평에 있던 미 

8군 121 후송병원의 군속 1만여 명이 미 8군 영내로 이전해오게 되는데, 따라서 

부평에 있던 기지촌 상인 및 윤락여성들도 용산으로 이동해오고, 경기도 일원의 

기지촌 상인 및 윤락여성 중 일부도 용산으로 유입된다. 정부에 의해 미군대상 윤

락업이 암묵적으로 장려되는 상황에서 용산으로의 미군 군속과 기지촌의 집중화는 

이태원의 미군대상 윤락 및 유흥업소들의 전성기를 이끌게 된다. 이는 관광목적의 

외국인 방문이 증가하게 되면서 더욱 가속화되었다(최종일, 2003: 35). 

1970년대로 접어들면서 삼각지와 해방촌 일대에 있던 미군 대상의 윤락여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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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태원 중심가로 이동하게 되고 동두천과 평택 등에서 새로 전입해온 윤락여성

들도 이태원에 자리를 잡게 된다(고민경, 2009). 이 당시 윤락업소의 위치는 이태

원소방서 뒤편 첫 번째 골목에서부터 이슬람중앙성원으로 올라가는 도로까지 오르

막을 따라 주로 형성된다. 이 지역은 현재 ‘후커힐’이라고도 불리는 지역이다.  

1980년대로 들어서면서 이태원의 클럽들은 기존의 홀하우스 방식이 아닌, 미군

대상의 간이클럽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이태원소방서 인근의 미군대상 윤락업소는 

기본적으로 내국인들이 출입을 못하는 곳이었다. 하지만 이태원에 유흥가가 발달하

게 되면서 점차 이태원의 윤락·유흥업소가 내국인에게도 색다른 분위기와 영업 제

한시간이 없다는 장점이 어필되면서 내국인을 상대로 하는 업소들도 호황을 누리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이태원의 많은 유흥 및 윤락업소들은 불법인 것들이 많았다. 이 

지역이 상업지역이 아닌 주거지역이었기 때문에 나이트클럽, 룸살롱, 가라오케 등의 

유흥 및 윤락 업소는 모두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고서 불법적인 무허가 영업을 

하였다(김은실, 2004: 58). 또한 1980년대 들어 이태원의 유흥업소들이 각광을 받게 

되자 청소년들도 유흥과 탈선을 위해 이태원의 밤거리를 찾게 되면서 청소년 탈선의 

장소라는 어두운 이미지도 함께 떠안게 되었다(서울역사박물관, 2010).

2) 국제�쇼핑지구로서의�부흥

1970년대 이후 이태원의 쇼핑상권을 이끄는 것은 단연 보세의류 상품으로, 이

는 80년대까지 이태원이 국제적인 쇼핑지역으로 성장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상품이었고 내국인과 외국인 가릴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보세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이태원을 찾음으로써 이태원 상권의 호황을 이루었다. 1970년대 초부터 

1980년대 초까지 이태원은 다양한 보세상품을 파는 상가로 국제적 유명세를 얻게 

되었다(김은실, 2004). 이 밖에도 수제양복, 가방, 신발, 모피/피혁이 보세의류와 

함께 5대 주력상품으로서 이태원 쇼핑의 호황을 이끌게 되고5 1970년대 후반부터

는 외화획득의 역할을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세제감면의 혜택을 받게되어 이태원 

상가의 발전을 이끄는 계기가 된다(김은실 2004: 33).

당시 이태원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외국인들이었고, 이들로 인

5 매일경제 1970. 12. 29일자. <특정외래품 취급업소 관세 면제 폐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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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외국에서도 이태원의 보세상품이 유명해져, 이태원이 외국인들의 관광코스 중 

하나로 부각되었다. 특히 1980년대 ASTA, IPU, IMF, IBRD 등의 국제회의와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을 치르며 한국의 유명 쇼핑거리로 자리매

김하고 수많은 외국 관광객들의 방문으로 인해 엄청난 쇼핑상권의 호황을 누리게 

된다.6 또한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내국인들도 다른 지역에서 구하기 힘든 세련

된 옷을 구입하기 위해 이태원을 찾기 시작하면서 더욱더 서울의 유명 쇼핑가로 

발전하게 된다. 이 시기 이태원 대로변으로 많은 상가건물들이 들어서며 현재의 

모습을 이루기 시작하였다. 대로변을 중심으로 보세점, 양복점, 신발가게, 구둣방 

등의 가게가 들어서고 그 뒷골목에는 가내 공장이 들어섰다. 또한 백화점과 쇼핑

몰이 들어서고 국내 유명기업들도 직영점과 면세점을 개업하게 된다.7

3) 새로운�문화유입지로서의�기능

미군기지와 외국인 거주지가 형성되고, 다양한 유흥 및 쇼핑 업소들이 번성하

면서 이제 이태원은 단순한 기지촌이 아닌, 보다 광범위하고 다양한 외국문화를 

접할 수 있는 지역이 되었다. 1971년 개점한 햄버거집 웨스턴하우스에서는 서구식 

음식과 원두커피를 마시며 외국인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1976년 

들어선 올댓재즈와 같은 라이브바에서는 외국의 째즈와 락 등의 음악을 라이브 혹

은 원판으로 들어며 미군부대로부터 공수된 캔맥주를 마실 수 있었다(서울역사박

물관, 2010). 또한 미군 PX에서 주류, 커피, 담배 등의 질 좋은 식음료와 TV같은 

각종 가전제품이 이태원에 공급됨으로써 점차 미국의 물질문화가 한국에 퍼져나가

게 되고 한국인의 문화적 취향과 기호의 미국화를 초래하였다(용산문화원, 2006; 

최종일, 2003). 외국인거주지에서 나오는 외국어 원서, 서양가구, 인테리어소품, 세

탁기, 냉장고등의 가전제품들이 이태원에서 거래되기도 하였다.8 1970년대부터 해

밀턴 호텔 맞은편의 현재 앤틱거리를 중심으로 이러한 중고가구를 거래하는 가게

들이 점차 들어서기 시작했다. 1980년대에는 맥도날드와 같은 서양 외식 프랜차이

즈의 초기 진출지9가 되기도 한다.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의 문화와 음식에 대한 거

6 매일경제, 1983, 8, 22일자. <IPU등 잇단 대규모 국제대회 앞두고 손님맞이 준비 본격화>
7 매일경제 1985, 12, 25일자. <이태원 상가 탈바꿈>
8 경향신문 1986, 7, 4일자. <서울의 이방지대 이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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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감이 없고, 조금이라도 외국음식에 익숙한 한국인들이 드나드는 곳이었기에 이

러한 초기 진출지로서는 적지였던 셈이다.

3.�상권의�쇠퇴와�다양한�에스니시티의�유입(1990년대-2000년대�초반)�

1988년 서울올림픽이 끝나면서, 전성기를 누렸던 이태원 쇼핑상권은 점차 쇠락

하게 된다. 쇠락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이태원 상권이 가지고 있던 

장점의 소멸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이태원의 자랑으로 여겨지던 보세상품들

이 1980년대 들어 한국의 인건비가 상승하고 원화가치가 상승하면서 기존의 외국

브랜드 상품을 모방한 짝퉁상품들로 대체되기 시작한 것이다. 

해밀톤스토어,�이태원시장,�동호프라자등� 20여개�이태원�상가에�들어

있는�양품점의�대부분이�가짜�외국상표제품을�팔고�있는�것으로�밝혀졌

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태원� 상가의� 위조상품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해�

가별상품현황카드를� 만들어� 점포별� 관리제를� 실시하는� 등� 단속을� 강화

해� 나가기로� 했다...[중략]...가짜상품은� 의류가� 2백� � 78개� 점포로� 가장�

많고,�가방(81),�신발(63),�액세서리(53),�귀금속(40)�등의�순으로...[후략]

경향신문� 1988.3.24.일자�<이태원�가짜�외제�실태조사>

짝퉁상품 유통은 이태원 의류상가의 쇠락을 부추기게 되었다. 1990년대에도 이

태원은 짝퉁상품의 온상으로 취급되어 집중적인 단속이 이루어져 상인들이 짝퉁상

품을 취급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2000년대를 맞이한 이태원은 새로운 이미지로의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기로에 직면하게 되는데, 모조품의 경쟁력 상실과 도유브랜드의 부

재 등 부정적인 이미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 다양

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였고, 음식, 골동품, 전통상품, 이색클

럽과 바(bar), 목욕업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글로벌 상품들이 계속 등장하였으며, 

9 매일경제 1991, 4, 27일자. <햄버거 3사 이태원서 판촉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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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환경조성 등 관광특구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민관의 노력이 지속되었던 

점 등 “다양한 세계문화 교류의 유용한 장소”이자 “결코 잠들지 않는 컬러풀한 지

역”으로서의 기회 역시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태원의 지역적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이태원 이미지는 

내국인이나 외국인 모두에게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었는데, 우선 이태원

을 처음 찾는 관광객들에게 첫인상을 부여하는 간판, 도로, 주차공간, 관광편의 시

설 등 공간 환경 자체가 무질서하고 질적으로 저하되어 있어, 관광특구로서의 지

역이미지를 전혀 느낄 수 없다고 평가되고 있다. 또한 쇼핑상품들은 모조품과 바

가지 상흔, 삐끼 등으로 좋지 않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으며, 당시 부흥하기 시작

한 동대문, 남대문 상권에 밀려 그 경쟁력 또한 상실해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평가

되었다. 유흥관광상품 역시 강남이나 홍대지역에 시장을 잠식당하는 상황이었고, 

관광객에게 감흥을 줄 만한 특화된 관광상품이나 볼거리가 부족해 외래관광객들에

게 점차 외면을 받게 되었다. 여기에다 미군배설문화 소비지역, 치안의 무법지대라

는 부정적인 지역이미지가 만연해 있어, 외래 관광객뿐만 아니라 서울거주 외국인

과 서울시민들이 기피지역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1). 이러한 이태원 상권의 불황과 쇠퇴 속에서 이태원 상인들은 여러 자구책을 

강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관광특구 지정이다. 1994년 이태원상인연합회가 이

태원의 관광특구 지정을 용산구 의회에 요청하게 되고, 용산구가 이를 서울시에 

건의, 이후 1997년 9월 27일,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에서 한강진역 간 1.4㎢ 지역

이 이태원 관광특구로 지정되었다. 서울시 역시 2002년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관광

지역으로서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이태원을 관광특구로 지정함과 동시에, 이태원 

장소마케팅 전략 연구를 통해 당시 이태원에 산재해 있던 문제점을 다각도로 파악

하여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이태원 관광특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2001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이태원이 명실

상부한 서울의 대표적 관광특구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외국방

문객들이 관광, 쇼핑, 숙박, 여행정보를 원스톱으로 서비스 받으며, 편안하고 안락

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외국인 관광허브지역’이자, 다국적 퓨전문화지역으로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지역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

시한 바 있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1). 



- 60 -

<그림� 3-3>�이태원�관광특구�안내지도�

자료:�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홈페이지(http://itaewon.or.kr/html/guide1.htm)

한편, 1993년 외국인산업연수생 도입이 결정 된 이후로, 이태원에도 1990년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정착이 늘어나기 시작한다. 처음 이태원 지

역에 들어온 외국인노동자는 조선족 등의 중국계였다. 이들은 1995년 무렵부터 이

슬람 중앙성원에서 도깨비시장으로 이어지는 옛 판자촌의 저렴한 임대료의 주거지

에 거주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흔적은 도깨비시장길 곳곳에 위치한 중국

식료품 및 잡화점을 통해 알 수 있다.

이후 1990년대 후반부터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등의 

이슬람권 국가로부터 산업연수생 입국이 늘어나며 이들 역시 이태원에 정착하기 

시작한다. 1970년대 이슬람중앙성원이 처음 설립되었을 당시에는 한국인 이슬람교

도들의 방문이 대부분이었으나,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는 이들 이슬람권 국가 출

신의 무슬림들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늘어났다(송도영, 2007). 성원 주변으로 무슬

림들을 위한 상점들이 모여있는 이태원은 이들에게 훌륭한 거주지였으며, 이슬람

중앙성원에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과거 판자촌 지역 주택들이 이태원의 불황과 뉴

타운재개발지정으로 인해 임대료가 저렴해졌다는 것도 이들이 이슬람계 에스닉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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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니티를 형성하게 된 중요한 요소이다(홍승표, 2008). 

이 밖에도 1990년대 들어 아프리카계 흑인들도 이태원에 정착하게 된다. 무역

상을 통해 한국의 경제상황을 알게 된 나이지리아인들과 가나인들이 이태원으로 

모여들게 되었다(한건수, 2005). 이러한 아프리카계 흑인들은 해밀턴 호텔 건너편 

첫 번째 골목인 이화시장 골목에 주로 모여있다. 기존에는 해장국집들과 간이 선

술집들이 모여 있던 골목이었으나, 2005년 무렵부터는 이들을 위한 식당, 미용실, 

식음료품점, 잡화점, 휴대폰대리점 등의 가게들이 자리잡기 시작하였고 현재는 지

방에 거주하는 아프리카계 흑인들이 이곳에 와서 필수품들을 조달할 정도의 아프

리카계 상권을 형성하였다(서울역사박물관, 2010). 

해방 이후 50년 가까이 미군과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서 한국 내의 ‘아메리카나

이제이션(최종일, 2003)’된 장소로 여겨져 오던 이태원은 이로써 다양한 에스니시

티의 유입지로 의미 범주를 확장하기에 이르렀다. 

  

4.�서울�속의�작은�세계,�multi-ethnicity�소비의�장소

불과 10년 전 만해도 사람들이 이태원에 가는 이유는 쇼핑을 하고 유흥을 즐기

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최근 5년 사이에 이국적인 에스닉푸드를 즐기기 위해 이태

원을 찾는다는 사람들이 늘어났으며 이러한 현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사회문화

적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다. 앞서 언급했듯 1990년대 들어 장기화된 이태원상권의 

쇠퇴로 유흥업과 쇼핑업 관련 상가들이 차츰 사라지게 되었고 이제 다양한 에스닉

레스토랑들과 디저트전문점, 까페 등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특히 해밀턴 호텔 뒤편 골목과 이태원로를 중심으로 다양한 국적과 스타일의 

음식점이 들어서게 된다. 해밀턴호텔 뒤편 골목에는 이태리·프랑스·그리스·불가리

아·인도·태국·중국 등 다양한 국가의 음식을 본토의 맛 그대로인 현지식과, 한국인

의 입맛에 맞게 변형된 퓨전음식의 형태로 즐길 수 있고, 이태원로 주변의 케밥집

과 야간에 등장하는 노점 케밥집 등에서는 터키식, 이집트식 등 다양한 국적 스타

일의 케밥을 맛 볼 수 있다. 이밖에도 녹사평역에서 경리단길 사이 반포대로 주변

에서도 멕시코, 태국 등 다양한 에스닉레스토랑들이 있으며, 이슬람 중앙성원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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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한 이슬람 거리와 그 인근에서는 이란·모로코·우즈베키스탄·파키스탄 등 이

슬람 국가의 할랄푸드를 먹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아이리쉬 펍, 독일식 펍 등 다양

한 에스닉집단의 스타일을 반영한 술집도 자리하고 있다. 

김은실(2004)은 에스닉레스토랑들이 이태원의 주류상권으로 부각되는데에는 본

래 이태원에 소재하는 외국음식점의 주 고객이 미군과 서울 주재 외국인 회사원들

이었으나, 최근 젊은 원어민 강사들이 이태원 인근의 서민주거지에 대거 몰리면서 

새로운 음식수요가 생겨났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이와 더불어 한국인의 해외경

험이 늘어남에 따라 외국음식을 경험해보고 좋아하는 계층이 증가하였기 때문이

며, 해외경험이 없는 한국인들도 호기심 있는 외국 현지식을 맛보고 그 문화를 향

유하길 원하게 되었다. 과거 이태원의 상권을 이끌었던 유흥과 쇼핑 대신, 이제는 

이태원에 축적된 multi-ethnicity를 에스닉푸드의 형태로 소비하게 됨으로써 이태

원 상권이 다시 부활하고 있는 셈이다. 언론과 매체에서는 연일 이태원을 이국적

인 장소로 소개하며 방문자들을 부추기고 있으며, 젊고 세련된 방문자들이 끊임없

이 이태원을 소비하러 발걸음하고 있다.10

이처럼 이태원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과 기사들을 토대로 파악한 이태원의 

장소성 형성 과정을 그림으로 도식화하면 다음 장의 그림과 같다. 요약하자면, 해

방이후 1990년대 까지는 미군을 중심으로 하는 미국 하위문화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는 시기로 볼 수 있다. 해방 이후 미군기지가 주둔하게 되었고, 80년대에는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이라는 세계적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하면서 외국인 특수를 겨

냥한 의류 상권이 활성화되었다. 1990년대 후반 들어 외국인산업연수생 제도가 도

입되면서 이태원을 구성하는 외국인들도 다양해지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2000년

대 들어서면서는 미국문화가 주도해오던 특성은 다소 약화되었다. 다양한 에스니

시티의 구성으로 이주민커뮤니티가 형성되고, 한국인들의 해외 경험이 증가하면서 

이태원이 가진 멀티 에스니시티가 해외 경험을 재확인하는 수단으로 여겨지며 각

광 받게 되었다. 

10 2011년 그룹 UV가 ‘이태원 프리덤’을, 2013년 조PD가 ‘메이드 인 이태원’ 이라는 신곡을 발
표하여 각 언론매체가 대대적으로 다루었다. “1시간 만에 만들었어요. 정말 이태원 해밀턴호텔
서 카레를 먹으면서 나왔던 이야기가 가사에 그대로 있죠. 이태원이란 곳은 문화적으로 앞선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엣지있고 진취적인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죠. 한류가 세계적으로 뻗어나
가고 있지만 그 핵심에는 이태원이란 곳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어요.”(스포츠조선 
2013.09.02., 포커스신문사 2013,09,09,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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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이태원의�장소성�형성�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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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이태원�에스닉레스토랑의�현황�및�공간분포

1.�이태원�상권�현황

이태원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한 동안 외국인들에게 대한민국의 쇼핑 명소로 익

히 알려져 있는 곳이었다. 수십 개의 외국공관 및 관저가 밀집 해 있고 미군기지, 

외국인 주택과 아파트로 인해 상주하고 있는 외국인들 수도 상당수이다. 이곳의 2

천여 개가 넘는 점포들은 1층의 경우 의류, 잡화, 가방, 기념품 판매점들이 대부분

이며 해밀튼호텔 인근으로는 에스닉레스토랑들이 대거 분포하고 있다. 대로변에서 

뒷길로 접어들면 외국인들을 위한 음식점들과 술집, 클럽 등 유흥업소들이 있다.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외국인들만을 위한 해방구로 이 지역은 점차 이국적인 

문화를 즐기려는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인기를 끌게 되었고 최근에는 이국적 취향

이 물씬 풍기는 다양한 업소들이 늘어나 더욱 독특한 분위기를 갖게 되었다.

현재 이태원 지역의 주요 상권은 ①해밀턴 호텔 인근의 세계음식거리, ②이태

원역에서 보광동 방면 대로변의 가구거리, ③이태원 소방서 골목의 유흥업소 밀집

지역인 게이/후커힐, ④이슬람중앙성원 주변의 이슬람거리, ⑤이태원시장을 기준으

로 한 이면도로에 위치한 이태원 로데오거리, ⑥이태원 2동의 경리단길, ⑦이태원 

2동의 회나무길 로 나누어진다. 

<그림� 3-5>�이태원�주요�상권의�업종�분포

자료: 2015. 3월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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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이태원�일대�공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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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이태원�일대�상가1층�업종분포

자료: 2015. 3월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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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태원�에스닉레스토랑�밀집지역의�공간분포

1) 이태원�에스닉레스토랑의�공간분포

이태원에 세계음식점이 들어서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4년에 문을 연 음식점 인도 및 파키스탄 음식점 ‘M’이 그 시초다. 이 식당은 

주한 외교관들과 영미계 비즈니스맨들을 타깃으로 정통인도 음식점을 표방하며 현

재까지 운영 중이다. 이후 각국 대사관이 근교에 있는 이점으로 인해 이태원에 에

스닉레스토랑들이 하나씩 들어서기 시작했으며, 최근과 같이 에스닉레스토랑의 집

합지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것은 2000년 이후이다. 기존에 이 지역에 주둔하던 미

군을 비롯하여 외국계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주재원과 대사관 관계자들의 수요

가 있었고, 해방촌과 이태원 2동 일대에 원어민 영어강사들이 거주하면서 새로운 

수요가 생겼다. 또한 1990년대 말로 갈수록 이태원 근교에 이슬람 문화권 인구가 

늘어났고, 2000년대 들어 아프리카 인구까지 유입되면서 이들을 위한 음식점들이 

들어섰다. 

이태원 지역의 중심상권은 이태원역 1번 출구 바로 앞에 위치한 해밀튼 호텔을 

중심으로 동쪽은 이태원호텔 인근, 서쪽은 이태원시장 인근까지이며 상권의 대부

분이 이태원로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서울시내 역세권들이 대부분 퇴근시간

대의 유동인구와 매출에 큰 영향을 받는다면 이태원의 경우는 유동인구와 매출이 

특정시간대에 상관없이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편도 2차선의 좁은 이태원로 

때문에 상습 정체구간이라는 악명이 높은 곳이기는 하지만 최근에는 버스노선도 

다양해지고 2000년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개통 이후 대중교통 수단도 편리해져 

접근성이 높은 지역이다.

이제 이태원을 대표하는 이미지는 과거 ‘의류 위주 쇼핑’에서 ‘다양한 에스닉푸

드의 집결지’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에스닉푸드 집결지와의 

조우는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사에서부터 시작된다. 지하철 플랫폼에서 출구로 나

오기까지 구간의 벽면은 이태원에 입지한 다양한 에스닉레스토랑의 광고판들로 꽉 

채워져 마치 에스닉푸드 전시회 같은 양상을 보인다. 이태원역에 내려 다양한 에

스니시티의 사람들과 뒤섞인 채 에스닉레스토랑의 광고판들이 벽면에 나열된 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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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레이터를 타고 출구로 올라가는 동안은 마치 외국공항의 입국심사대를 향해 가

는듯한 경관이 연출되기도 한다.

자료: 2014년 9월 20일(토) 촬영

<그림� 3-8>�휴일�오전�지하철� 6호선�이태원�역�승객들과�다양한�언어의�광고판

이태원역과 해밀튼호텔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태원역 삼거리 주변상권은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의류 외에도 버거킹, 스타벅스, 파리바게뜨, 서브

웨이(샌드위치), 베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등 다국적 식음료 프랜차이즈 매장들이 

들어서 있다. 이 지역 상권들은 대형 프랜차이즈 업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10평 

안팎의 소점포로 구성되어 있다11.

이렇듯 매우 다양한 에스닉 파편들로 구성된 이태원의 에스닉푸드 경관은 크게 

11 홍석천(2008)에 의하면 당시 이 지역의 점포시세는 1층 10평 기준으로 권리금은 5천 만 원에
서 1억 원 정도, 보증금 5천 만 원에 월 임대료 200만 원 안팎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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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 형태로 분류가 된다. 첫 번째는 해밀턴 호텔 뒷골목을 중심으로 한 세계

음식거리, 두 번째는 소위 게이힐, 후커힐로 불리는 이슬람 성원 주변의 할랄푸드

거리, 세 번째로는 이화시장 골목에 모여 있는 아프리카 음식거리이다.

첫 번째로, 이태원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는 해밀턴호텔 뒤편은 이태원 외

국음식 상권의 발원지이자, 메인 거리이다. 이 거리는 2013년 용산구로부터 ‘세계

음식거리’로 지정되었다. 이 지역은 소위 서울의 ‘핫’한 장소로 알려진 고급 레스

토랑과 펍(pub)이 밀집해 있다. 이들 레스토랑의 국적은 태국, 인도, 중동, 중국, 

이탈리아, 프랑스, 그리스, 불가리아, 벨기에 등등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에스닉레스토랑이 상권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반부

터라고 할 수 있다. 해밀턴 호텔 뒤의 주택가를 중심으로 일부 외국인들이 자신과 

같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점과 술집을 열었던 것이 계기가 되었다. 이

들의 가게에 외국인들 뿐 만 아니라 내국인들의 방문이 점차 증가하면서 한국인들

이 운영하는 가게들도 하나 둘씩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태원

로 북쪽 지역에는 고급 다국적 음식점과 술집들이 지금과 같이 즐비하게 되었다. 

<그림� 3-9>�세계음식거리�일대�경관�

자료: 2014년 9월 20일(토)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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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이슬람 중앙성원 주변의 할랄푸드 밀집 지역이다. 이태원의 한국 이

슬람 중앙 성원은 서울의 지리적 중심부에 가까이 위치한 한국 내 이슬람을 대표

하는 공간으로서 매주 무슬림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곳이다. 또한 2000년대 이

후 이슬람 중앙 성원 주변에는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권이 발달하기 시작했

다. 2013년 현재 주변에 수십여 개의 무슬림 대상 상업 및 서비스 공간들이 분포

해 있어 서울 및 인근에서 거주하는 무슬림들이 음식재료를 비롯해 필요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환경이 형성되어 있다(송도영 2011: 219; Lee & Joh 

2012: 137). 

이태원 소방서 골목으로 들어서 외국인 클럽과 트렌스젠더 클럽들이 들어서 있

는 소위 후커 힐, 게이 힐을 지나면 이슬람 거리가 나온다. 성원 근처뿐 아니라 이

태원의 곳곳에도 이슬람 식당이 들어서고 있는데, 사원주변의 ‘할랄’12 전문 마트

들은 각종 향신료 및 쌀·렌즈콩·병아리콩 에서부터 닭고기·양고기·치즈까지 다양한 

상품을 갖추고 있다. 주변 식당들도 ‘할랄’ 인증을 받은 재료를 쓴다는 표시가 선

명하다. 이슬람 인구가 주요 구성원인 이 지역에서 할랄 표시가 없으면 장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러시아 식당, 심지어 한국 식당마저도 ‘할랄’ 표시를 명시하고 있

다. 인근의 이슬람 마트에는 ‘할랄’ 음식뿐만 아니라 말린 대추야자, 이집트 콩과

자 ‘바너풀 차나줄’ 같은 이국적인 재료들이 가득하다. 

이곳에서 할랄푸드를 파는 마트는 이 거리의 정체성이자 당연히 있어야 할 존

재이다. 이 마트들을 기점으로 한국 유일의 이슬람 서점을 비롯하여 아랍 전문 여

행사, 아랍어 간판을 내건 전자기기 상점, 아랍여성들을 위한 의상 및 화장품 가게 

12 아랍어로 할랄(halal 또는 alal, halaal)은 '허용할 수 있는'이라는 의미이다. 이와 반대로 허용
되지 않는 음식을 '하람(haram)'이라고 한다. 할랄은 허용되는 음식을 가리키지만, 이슬람교에
서는 보다 넓은 의미로 허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한다. 하람 또한 금지된 모든 것을 말한
다. 예를 들어 인간의 행동, 말, 옷 등 이슬람교에서 허용할 수 있는 것이 할랄이다. 이슬람교
에서도 먹도록 허용된 모든 고기는 이슬람식으로 도축돼야 할랄이다. 이슬람교와 유대교인들은 
동물이 신의 창조물이고 영혼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은 신의 허락 없이 불필요
하게 동물을 죽일 수 없다. 단지 식량을 얻기 위해서나 혹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동물
을 죽일 수 있다. 게다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이 규율
로 정해져 있기에, 식용을 위한 도축 행위는 그런 규율을 따라야 한다. 동물의 멱을 따는 것도 
불결하고 부정한 피를 빼내기 위함이다. 이슬람식의 도축 방법은 다음과 같다. 짐승의 머리를 
메카를 향해 눕히고 기도를 한 다음 고통을 없애기 위해 단칼에 목을 치고 모든 피를 다 뺀
다. 반면 이런 도축 과정을 거치지 않은 고기는 하람이라고 하여 쿠란에서 금하고 있다(정한
진, 2008: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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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도 자리 잡고 있다. 파키스탄인 남편과 함께 전자기기상점을 운영하는 Y씨(한국

인)는 “쿠란 낭송 파일을 MP3 플레이어에 넣어주는, 다른 곳에선 받기 어려운 서

비스를 한다” 고 말했다. 이곳에서는 동남아, 중동 무슬림 외에 아프리카 무슬림도 

주요 고객이며, 양복을 입고서 첨단의 제품을 사는 흑인 무슬림들을 만나기도 한

다. 한편 이슬람 거리의 상점 주인은 유난히 파키스탄 출신이 많다. 파키스탄인은 

무슬림, 인도 등과 동시에 관련되어 있고 또한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영국, 미

국 관련 네트워크가 있다. 이들은 지구화에 관해선 한국인보다 강하다. 그래서 파

키스탄인은 손님으로 존재하기보다는 주인으로 존재한다.13

 그래서 이태원에는 유난히 중동 음식과 인도 음식을 겸하는 식당이 많으며 이

슬람 성원 근처의 무슬림 거리에서는 이 음식들이 일상 음식의 형태로 자리잡고 

있다. 

<그림� 3-10>�이슬람�중앙성원�일대�경관�

자료: 2014년 9월 20일(토) 촬영

세 번째는 이화시장 골목의 아프리카 거리이다. 이 곳은 앞의 두 장소와 비교

13 ‘이태원은 누구의 땅인가’, 한겨례21, 2007.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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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규모나 범위 면에서 매우 협소한 편이지만, 한국의 유일한 아프리카 거리라

는 점에서 상징성을 지닌다. 이 거리는 김치찌개, 닭도리탕 등을 파는 전형적인 한

국식 백반집들 사이로 국내에서 찾아보기 힘든 아프리카 식당들이 자리잡고 있다. 

낮에는 한국인 유동인구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밤이 되면 인파로 북적이는 

이태원 메인 거리와는 대조적으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는 곳이기도 하다. 모험을 

즐기는 한국인 방문객들이 종종 아프리카 식당을 방문하기도 하지만 그 비율은 아

프리카인 방문객들에 비하면 매우 미미하다. 식당의 게시판에는 나이지리아 독립

기념일 파티를 서울의 나이지리아 공동체가 주최한다는 소식, 서울의 가나 커뮤니

티가 주최하는 회의 공고 등이 붙어있어 이곳이 한국 내 아프리카인들의 사랑방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음을 추측하게 한다. 이곳은 아직까지 거의 북서부 아프리카 

사람들‘만’ 이용하는 식당으로 보여 진다. 

이화시장 골목에는 이슬람 음식점도 있는데, 이곳에서도 서양인이나 한국인은 

찾아보기 힘들다. 불과 몇 십m 떨어진 이태원 소방서 길의 중동 식당에는 서양인, 

한국인이 많이 보이지만, 이화시장 골목의 식당에선 아직 다른 나라 사람이 들어

가면 매우 어색한 형세다. 여기엔 레게머리 전문인 미용실도 있다. 역시나 이곳의 

주인도, 손님도 흑인위주이다. 

<그림� 3-11>�아프리카�거리(이화시장)�일대�경관�

자료: 2014년 1월 15일(목)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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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이태원�음식점�종류별�분포�

2) 이태원�에스닉레스토랑의�분포현황� �

법정동 ‘이태원’ 으로 2014년 8월 현재 영업 중인 음식점은 모두 843개 이

다.14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 가운데 에스닉레스토랑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배달 

위주 중화요리 반점, 분식점, 패스트푸드 전문점, 프랜차이즈 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이나 편의점 등을 제외한 648개의 음식점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일반음식점으

로 등록된 이태원의 음식점들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한식음식점

으로 175개이다. 다음으로는 카페 및 디저트 업종으로 97개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 번째로는 Pub 72개이다. 국적별 음식점으로는 한식(175개) 다음으로 일식 음식

점(33개)이 두 번째 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28개), 서양식 일반(22개), 이탈

리아(14개), 프랑스(14개), 태국(14개), 멕시코(12개) 등의 순이다. 보다 자세한 분

포 상황은 다음의 지도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료: 용산구청 보건위생과 내부자료(2014년 8월 기준)을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작성

14 용산구 내부자료(정보공개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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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용산구청 보건위생과 내부자료(2014년 8월 기준)를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작성.

<그림� 3-13>�이태원의�북미/호주/서양식�음식점�국적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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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은 이태원에 개점한 서양식 음식점들을 국적별로 표기한 지도이

다. 국적별로는 미국 음식점이 28개, 캐나다 음식점이 3개, 호주식을 판매하는 음

식점이 2개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 국적을 뚜렷이 명시하지 않은 채 수제햄버

거, 파스타, 피자 등 우리에게 친숙한 서양식 일반을 혼용하여 제공하는 서양 음식

점이 22개 이다. 분포 패턴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미국 음식점은 

세계음식거리로 지정된 해밀턴 호텔 뒤편과 이태원로 주변에 집중적으로 모여 있

으며, 경리단길에도 일부 위치하고 있다. 이는 앞서 확인 했듯이 해밀턴 호텔 뒤의 

주택가를 중심으로 미국인 위주의 외국인들이 2000년대 초반부터 음식점을 개점

하면서 점차 상권이 확대된 것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림 3-14>는 한식을 제외한 이태원의 아시아 음식점들이다. 이 가운데 일본

음식점이 33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태국 음식점 14개, 인도 음식점 9개, 

중국 8개, 베트남 2개, 필리핀 2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음식점이 각각 1개씩 

입지하고 있다. 또한 중국음식과 태국음식의 혼합, 태국음식과 인도네시아 음식의 

혼합 등과 같이 혼합된 아시아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이 6개 자리잡고 있다. 중국 

음식점의 경우 소위 ‘반점’으로 통용되는 배달 중국음식점을 제외한 중국요리 전문

점 만을 포함한 것이고, 일본 음식점 역시 지역마다 즐비한 ‘횟집’을 제외한 일본 

가정식, 또는 요리점, 선술집들만을 포함한 것이다. 특히 태국 음식점과 인도 음식

점 가운데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태국 음식점15과 인도 음식점16이 포함되어 있다

는 점에서 에스닉푸드 집결지로서의 상징성을 지닌다. 이태원 내에서의 분포를 살

펴보면, 일본 음식점은 이태원 전역에 퍼져있는 형태이고, 최근 한국에서 인기가 

높은 태국음식점은 역시 에스닉레스토랑이 밀집해 있는 해밀턴 호텔 뒤편과 경리

단길 위주로 분포하고 있다. 인도 음식점은 지도상에서 이태원역 남동쪽에 모여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이 지역은 이슬람 중앙성원으로 올라가는 길목으로, 

이태원의 대다수 인도 음식점이 파키스탄 음식과 혼용하여 이슬람교도들을 위한 

할랄 요리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과 연결시킬 수 있다.

15 1995년 개점
16 1984년 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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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용산구청 보건위생과 내부자료(2014년 8월 기준)를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작성.

<그림� 3-14>�이태원의�아시아�음식점�국적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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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용산구청 보건위생과 내부자료(2014년 8월 기준)를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작성.

<그림� 3-15>�이태원의�유럽�음식점�국적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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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는 이태원의 유럽 음식점 국적별 분포이다. 유럽 대륙 중 11개 국

가의 음식점이 이태원에서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이탈리아 음식점이 15개로 가

장 많고, 프랑스 음식점이 14개로 그 다음을 차지한다. 영국 음식점이 10개, 스페

인 음식점이 7개이며, 그리스, 독일, 러시아, 체코 음식점이 각각 3개씩 운영 중이

다. 우즈베키스탄 음식점과 한국에서 유일한 불가리아 음식점, 오스트리아 음식점

도 각각 1개씩 자리잡고 있다. 이들 역시 이태원역을 중심으로 대로변과 해밀턴 

호텔 뒤편에 많이 모여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특이한 점은 지도상에서 식당 

분포가 거의 없는 중앙 부분과 북쪽 부분은 주거 밀집 지역이자 경사가 심하고 교

통이 불편하여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다소 고가에 판매되는 프

랑스와 이탈리아 음식점들이 이 부근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지역은 주거 

밀집지역 가운데서도 대사관들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이며, 남산 인근이어서 주변 

풍광이 좋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사적인 공간에서 고급스러운 외국 

음식을 즐기려는 소비층을 겨냥한 입지라고 볼 수 있다.

<그림 3-16>은 중남미 음식점들의 분포를 보여준다. 멕시코, 브라질, 자메이카, 

파라과이 4개 국가의 음식들이 제공되고 있으며 다른 대륙들에 비하면 가장 적은 

국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 중 멕시코 음식점이 12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는 중남미 이외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에도 작지 않은 비중

이다. 멕시코 음식점은 이태원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일본, 미국, 서양식 일반, 이탈

리아, 태국, 프랑스에 이어 7번째로 많은 음식점이다. 이 가운데 일본 음식과 서양

식 일반, 이탈리아, 프랑스 음식점은 이태원이 아닌 서울의 다른 지역에서도 어렵

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비교적 한국의 대중들에게 익숙한 외국음식이다. 반면,  

태국음식과 멕시코 음식점은 최근 서울 전역으로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대중들에게 친숙한 에스닉푸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태원서만 10개 이

상의 음식점이 운영 중이라는 점은 에스닉레스토랑 밀집지역으로서의 이태원의  

특징을 잘 드러내는 부분이다. 멕시코 음식점은 대부분 이태원역 인근과 해밀턴 

호텔 주변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자메이카 음식점은 경리단길, 파라과이 음식점은 

이화시장 골목의 끝에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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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용산구청 보건위생과 내부자료(2014년 8월 기준)를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작성.

<그림� 3-16>�이태원의�중남미�음식점�국적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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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용산구청 보건위생과 내부자료(2014년 8월 기준)를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작성.

<그림� 3-17>�이태원의�중동/아프리카�음식점�국적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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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은 중동 및 아프리카 음식점의 국적별 분포이다. 이들의 공통점이

자 특징은 이슬람교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에스닉푸드 위주로 구성되어있다는 점

이다. 터키 음식점이 7개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며, 국적을 명시하지 않은 할랄

푸드 취급점이 6개, 파키스탄 음식점 4개, 국적이 명시되지 않은 아프리칸 레스토

랑이 2개,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레바논, 모로코, 요르단, 이라크, 이집트 

음식점이 각각 1개 씩 입지하면서 이태원의 멀티에스닉 푸드 경관을 구성하고 있

다. 이들 음식점들의 입지는 앞의 사례들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터키 음식점의 경우 이태원로의 남측 대로변에 집중되어 있는

데, 대부분 정찬을 판매하는 다이닝 식당의 형태가 아니라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케밥과 터키식 디저트를 판매하는 소규모의 점포들로 구성되어 있다. 할랄 레스토

랑과 파키스탄 레스토랑의 경우 지도상의 남동쪽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는데, 이 지역이 이슬람 중앙성원을 중심으로 한 이슬람 커뮤니티인 것과 깊은 관

련을 맺고 있다. 

<그림 3-18>은 이태원 일대의 한국 음식점의 분포를 보여주는 지도이다. 한국 

음식점은 이태원 전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다. 오랜 시간 미군부대의 영향을 받아

왔던 만큼 부대 인근 지역의 상징과도 같은 부대찌개 식당들을 비롯하여 외국인들

이 좋아하는 갈비집 등 전형적인 한국 음식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최근

의 트렌드를 반영하듯 집밥을 컨셉으로 하는 깔끔하고 세련된 인테리어의 가정식 

식당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태원이 세계 각국, 다양한 민족의 에스닉레스

토랑 집결지인 사실은 분명하지만 이태원의 음식점들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차지

하는 한국 음식점 또한 다양한 에스틱레스토랑들과 더불어 이태원의 멀티에스닉 

푸드 경관을 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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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용산구청 보건위생과 내부자료(2014년 8월 기준)를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작성.

<그림� 3-18>�이태원의�한국�음식점�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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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용산구청 보건위생과 내부자료(2014년 8월 기준)를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작성.

<그림� 3-19>�이태원의�카페·디저트�전문점�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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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는 이태원의 카페·디저트 전문점 분포를 보여주는 지도이다. 최근 

이태원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카페·디저트 전문점의 급증이다.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이태원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카페는 이태원 역 주변의 대로변

에 위치한 두 세 개의 프랜차이즈 카페가 전부였다. 하지만 현재(2014년 8월 기

준) 이태원의 카페 및 디저트 전문점은 97개로, 이태원에 입지한 모든 업종들 가

운데 가장 다이내믹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태원에서 10년 이

상 레스토랑을 운영해오고 있는 브라질 출신 M(여, 40대)는 한국인의 방문이 늘

어나기 시작하면서 카페의 수도 급증했다고 증언한다. 외국인들은 주로 식사와 디

저트를 하나의 레스토랑에서 해결하기 때문에 외국인 소비자들이 대부분이던 시기

에는 이태원에 카페가 지금처럼 많을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한국인 방문객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식사 외에도 이들이 머물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카페가 증

가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카페 및 디저트 전문점은 이태원 전역에 고루 분포

되어 있다. 

<그림 3-20>은 이태원에 개점한 Bar·Club·Pub의 분포를 보여주는 지도이다. 

Pub이 72개, Bar가 46개, Club이 23개 분포하고 있다. Pub과 Bar는 이태원로와 

경리단길을 중심으로 연구지역 전역에 걸쳐 골고루 입지하고 있는 반면, Club은 

세계음식거리로 지정된 해밀턴 호텔 뒷골목과 오래전부터 미군들을 위한 클럽 및 

유흥시설이 들어서있던 이태원 소방서 골목을 중심으로 분포해 있다. 한편 Pub은 

엄밀한 기준으로 에스닉레스토랑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나, 이태원이 이

국적인 세계음식집결지로서의 명성을 얻게 된 데에 기여한 바가 매우 크다. 미국 

음식점과 마찬가지로, 해밀턴 호텔 뒤편에서 음식점들이 문을 열기 시작한 초창기

에 바로 미국식 펍들도 문을 열며 고국을 그리워하는 외국인들의 집결지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태원의 Pub들은 저마다 제공하는 메뉴와 서비스 방식에 따라 미국식 

펍, 스포츠 펍, 아이리쉬 펍, 수제맥주를 제공하는 크래프트 펍 등으로 종류가 세

분화 된다. 미국식 펍과 스포츠 펍은 윙(양념된 닭날개)를 메인 안주로 하며 스포

츠 채널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거나 포켓볼, 다트 등 간단한 스포츠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운영자의 국적, 제공하는 음식과 맥주의 종

류 등에 따라 미국식 펍 또는 스포츠 펍으로 분류된다. 이태원에서는 미국식 펍이 

9개, 아이리쉬 펍이 2개, 스포츠 펍 11개, 그 외의 일반 펍이 50개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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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용산구청 보건위생과 내부자료(2014년 8월 기준)를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작성.

<그림� 3-20>�이태원의� Bar·Club·Pub�분포�



- 86 -

이상, 3장에서는 1절에서 이태원이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 장소성이 형성되고 

변화되어온 과정을 시기별로 구분해 그 특성을 파악하였고, 2절에서 에스닉 레스토

랑들을 비롯한 상권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이태원의 multi-ethnic 

장소성이 과거 미군기지촌 시절부터 누적되어온 ‘다양성이 인정되는 자유로운 풍토’

와 한국의 다른 지역에 비해 ‘외국인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진입장벽’ 등에 의해 형

성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장소성은 현재 이태원의 특성을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에스닉레스토랑 상권을 통해 가시화되고 있다. 이어지는 

4, 5, 장에서는 이를 토대로 현재의 이태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multi-ethnicity의 

생산과 소비, 그로 인한 공간변화를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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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multi-ethnicity�생산지로서의�이태원�에스닉레스토랑

이태원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거나, 쉐프로 일하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초국

적 이주경험자들이다. 이들이 생산하고 판매하는 음식은 그 조리법이 얼마나 현지

의 진정성을 재현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떠나 메뉴 자체만으로도 다양한 초국적 상

품이다. 소비자들은 그 이국적인 면에 매료되어 이태원으로 모여들었다.

 이태원에서 에스닉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주체들은 초국적 이주를 감행한 외국

인 이주자, 초국적 이주를 경험하고 돌아온 한국인 귀환자, 단순 해외 방문의 경험

은 있을 수 있으나 장기 해외 이주의 경험이 없는 한국인 등 세 부류로 나누어진

다. Dahinden(2009)의 주장에 의하면, 설령 초국적 이주를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초국적인 상품과 분위기를 소비하는 사람들 역시 간접적 초국적주의를 경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해외에서 일정기간의 거주경험을 가지지 않은 한국인들 가운

데서도 직, 간접적인 초국적 경험을 바탕으로 이태원에서 에스닉레스토랑을 운영

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것을 통해 이를 확인 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이 세 

가지 유형의 초국적 사업가들이 어떠한 계기와 과정으로 이태원에 자리를 잡게 되

었으며, 어떠한 방식으로 ethnicity를 생산 ․ 판매하는지, 그리고 이태원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multi-ethnicity 소비 공간이 형성되는 프로세

스와 그 특성이 무엇인지를 규명한다.  

제1절�이태원�에스닉레스토랑의�초국적�사업가들

1절에서는 이태원의 multi-ethnicity 생산주체라고 할 수 있는 에스닉레스토랑

의 운영자에 초점을 맞춘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들은 단순히 외국인 이주자들로

만 이루어진 집단이 아니다. 외국인 이주자, 한국인 귀환자, 한국인 등 세 유형의 

운영자 집단이 이태원에 정착하기까지의 계기와 과정은 모두 상이하면서도 한편 

공통된 부분이 존재한다. 이러한 초국적 운영자들의 한국 정착과정과 이태원 진입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구술생애사적 접근의 심층인터뷰가 진행되었다. 이 절에서

는 우선 피면담자가 이태원에 정착하기까지 자신의 생애사를 비교적 상세히 구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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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운영자의 궤적 파악이 가능한 자료들을 선별, 정리하여 사례들로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1.�외국인�이주자

1) 한국�정착�계기와�과정

(1) 사업�및�취업의�목적

모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태원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외

국인들 중 상당수가 사업 및 취업의 목적으로 한국행을 택하였다. 또한, 현재는 레

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들이 최초 한국행을 택한 시기의 사업 및 취업 목적

은 단순히 레스토랑과 관련된 업종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① 호주 출신 호주식 바(aussie bar) 운영자 T

이태원 역에서 녹사평역으로 이어지는 언덕에서 호주식 바(aussie bar)를 운영

하고 있는 T는 호주 출신으로, 2002년 한국에 왔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부터 이

태원에 거주하였으며, 현재는 경리단(이태원 2동)에 거주하고 있다. 그는 호주에서 

유명 밴드의 드러머로 활동한 바 있다. 밴드에서 은퇴한 후, 2000년도에 시드니 

올림픽 엔터테인먼트 팀의 일원으로 올림픽 오프닝 음악을 준비하던 중 함께 일하

던 동료로부터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겨냥한 월드컵 밴드를 조직하자는 제안을 

받은 것이 한국행을 결정하게 된 계기이다. 당시 한국에 대해 전혀 몰랐었던 T는 

호주의 지인들로부터 한국생활에 대해 과도하게 주의를 기울이라는, 다소 편견에 

가까운 조언들을 듣고 한국으로 왔지만 막상 한국에 와서 접하게 된 한국문화는 

편견을 깨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결국 그는 한국에 정착하여 한국의 유명 뮤지션

들과 함께 앨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오랜 기간 한국에 머물고 싶은 마음에 직접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차리기도 했다. 장기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받기 위해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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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는 개인적으로 음악일과 관련된 사무실 자리를 찾아다니다가 지금의 레스토랑 

자리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당시 그 자리에서 인도 레스토랑을 운영 중이던 인도인

이 임대료를 내지 못해 그 자리에서 쫓겨나는 광경을 목격하고 바로 가게를 인수

받았다. 그리하여 한국 최초의 호주 레스토랑을 시작하게 되었다. 당시 이곳은 의

자가 두개 밖에 없는 작은 레스토랑이었다. 처음에는 T의 음악 관련 업무를 처리

할 사무실로 쓸 생각이었는데 부엌 장비들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재미삼아 고국 

음식인 호주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다. 지금의 바(bar) 자리는 원래 음반 작업을 하

는 곳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곳에서�그냥�연주도�하고�이러고�지냈는데�사람들이�맥주도�들고�

오고�하길래�그냥�맥주를�팔기� 시작했다.� 점점�손님이�늘어버리는�바람

에�이� 곳에�대해� 진지해졌다.� 장판도�깔고�테이블도�제대로�갖추고.� 그

러다�너무�음악적인�것들이�없어지는�것�같아�테이블을�없애고�다시�드

럼을�들여왔다.� 그러면서�라이브�나잇도�하고�코미디�나잇도�하고�블루

스�나잇�이런�것들을�하기�시작했다.�

-� T씨,� 50대,�남,�호주식�바(aussie� bar)�운영-

라이브 나잇과 코미디 나잇은 전형적인 호주의 바(bar)에서 이루어지는 요일별 

이벤트이다. 현재 이곳에서는 이집트 출신의 20대 청년 1명이 파트타임으로 일하

고 있다. 그러나 그는 지금의 바(bar)와 레스토랑 사업을 확장할 계획은 없다. 처

음부터 레스토랑을 운영하기 위해 한국행을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의 

레스토랑도 언제든지 팔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레스토랑의 지하에 본

인의 음악 작업을 위한 스튜디오를 마련해놓았다. 그의 계획은 바와 레스토랑을 

전담하는 사람을 두고 본인은 음악에만 집중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 최초

의 호주식 레스토랑을 지키면서 본업인 음악을 병행 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② 요르단 출신 할랄 레스토랑 운영자 A

요르단 출신의 A씨가 한국에 온 것은 2001년이다. 그는 요르단 태생이지만 대

학에 입학한 후부터 한국에 오기 직전까지는 호주에서 생활했다. 한국에 오기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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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호주에서는 석사를 마치고 경영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었다. 한국에 와서 L기

업 등 대기업에서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 커뮤니케이션에 관하여 강의를 한 경험

이 있으며, 한국의 대학에서도 강의를 했다. 

한국에는� 이런저런� 기회를� 찾아보려� 온거죠.� 2001년� 초에는� 박사과

정을�하고�있었는데�한국에�남기로�결정을�하는�바람에�학교로�다시�못�

돌아갔어요.�한국의�전반적인�시스템이�마음에�들었어요.�

-A씨,�남,� 40대�중반,�요르단(할랄)음식점�운영-

한국에 온 뒤 첫 1~2년은 많은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직접 만든 고국 요

르단의 음식을 대접했다. 한국인도 초대하고 외국인들도 초대해서 요리를 해주곤 

했는데 모두 그가 만든 음식을 굉장히 좋아해서 A가 직접 레스토랑을 운영하기를 

제안했다. 특히 요르단 음식은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독특한 음식

이었다. 결국 A는 레스토랑을 열면 성공적일 것이라는 주변의 권유로 이태원 일대

의 적절한 위치를 찾아보았다. 처음에 본 자리가 현재 레스토랑이 위치한 자리였

는데, 가게에서 내려다보이는 이태원의 풍경이 그를 사로잡았다. 하지만 그 당시는 

2004년도였고, 한국인들의 이태원에 대한 인식이나, 방문횟수 등이 지금과 상이했

다. 한국인들이 이태원에 오는 걸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고, 이태원에 대한 대중들

의 평이 굉장히 좋지 않던 시기였다. 미군들과 관련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고 

그로 인해 한국인 주민들과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었으며, 살인사건도 있었다. 한국

인들과 미군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던 시기였다. 하지만 그와 상관없이 그의 관심

사는 한국 현지인들을 상대로 사업을 하는 것이었다. 

2004년에 문을 연 그의 레스토랑은 한국 최초의 ‘아랍식’ 할랄 레스토랑이 되

었고 한국의 외교부, 관광공사 등과 연계하는 행사도 참여하였다. 엄격한 할랄 방

식을 추구하기 때문에 쉐프는 중동국가 출신 전문 요리사를 섭외하고, 재료 역시 

할랄 식품만을 취급하는 전문 식품점으로부터 공급받는다. 

③ 호주 출신 브런치 레스토랑 운영자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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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호주 출신으로 이태원에서 브런치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D는 

1999년도에 한국으로 왔다. 그는 처음부터 서울에 정착한 것이 아니라 충남 당진

에서 한국 생활을 시작했다. 그곳에서 1년 동안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친 후 지

방생활을 마치고 서울로 올라와서 바로 이태원을 거주지로 정했다. 지금의 거주지

에서 생활한지는 14년이 되었으므로 비교적 긴 시간 이태원에 머물면서 이 지역의 

변화를 지켜봐왔다고 할 수 있다. 서울에 와서는 봉화산, 대치동 그리고 청담동 등

지에서 영어 강사로 일했고, 마지막 일 년은 부천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

르쳤다. 그리고 이후 영어교사로서의 커리어는 접고 레스토랑 운영의 길로 들어섰다. 

한국행을 결심했을 당시, 보다 깊숙하게 한국생활에 파고들고 싶어서 지방의 

소도시를 택하여 정착하게 되었다는 그는 한국으로 오기 이전에도 여러 나라에서 

지낸 경험이 있다. 캐나다, 이스라엘, 영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에서의 거주 

경험이다. 한국을 제외한 국가 중 가장 길게 거주했던 곳에서는 2년을 지냈고, 다

른 곳들에서는 1년 정도씩 거주한 경험이 있다. 다른 국가에서는 영어강사를 했던 

것은 아니고, 주로 레스토랑 관련 업계에서 바텐더나 종업원으로 일을 했다. 캐나

다에서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1년간 생활한 경험이 있다. 이후 이태원의 경리단

길 초입에서 2004년부터 레스토랑을 운영해오고 있다. 2004년에 시작한 첫 레스

토랑은 지금보다 훨씬 작은 규모였지만 그 당시도 역시 서양 음식이었고, 메뉴는 

터키 케밥 이었다. 

어쨌든�케밥�식당이�제�첫�레스토랑이었어요.� 2008년도에�같은�사업파

트너와� 지금의� 브런치� 레스토랑을� 열었어요.� 6년� 전에도� 마찬가지로� 아무

것도�없었어요.�서양스타일�레스토랑이�2~3개�정도�더�들어오긴�했는데�많

진�않았죠.�서양�스타일�와인과�칵테일이�있는�곳은�저희가�처음이었어요.�

-D씨,�남,� 40대�중반,�브런치�레스토랑�운영-

그는 자신이 영어를 가르쳤던 한국인 제자를 사업파트너로 하여 함께 사업을 

시작했다. 한국어가 서툴고 한국의 제도와 절차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에 마음이 

맞는 한국인 파트너는 사업 초기 많은 도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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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오스트리아 출신 레스토랑 운영자 M

오스트리아 출신 쉐프 M은 서울 H호텔의 총 주방장으로 초빙되어 한국으로 

이주했다. 1999년부터 한국생활을 시작했고, 이후 지방의 O 대학에서 호텔조리학

과의 교수로 교편을 잡았다. 그는 한국에 와서 현재의 부인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

다. 한국인 배우자와의 결혼으로 이주를 한 사례라기보다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 

이주를 한 후 현지에서 배우자를 만난 경우이다. 그의 부인은 영국에서 국내 대기

업의 현지 법인 직원으로 일하다가 한국에 돌아온 이주 귀환자이다. 각자의 전공

분야는 달랐지만, 이태원이라는 장소를 매개로 만나게 되었고 결혼까지 이어졌다. 

현재 이태원에서 운영하는 식당은 두 사람이 결혼한 후인 2006년에 개점하였다. 

M이 대학의 호텔조리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당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수제햄 기술

을 활용하여 취미 삼아 시작하게 되었는데, 점차 유명세를 타며 사업이 확장되자 

다른 활동들을 정리하고 현재의 사업에 집중하게 되었다. 이 식당은 국내 최초이

자 유일한 오스트리아 레스토랑으로, 1층은 수제햄과 소시지, 직접구운 오스트리아

식 빵과 샌드위치 등을 판매하는 델리샵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 3층은 오스트리

아 정통 다이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 이상의 국가에서 여행하거나 거주하며, 도전과 경험을 

통해 동기를 부여받는 글로벌 노마드(global nomad)의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글로벌 노마드는 세계화로 인한 인적, 물적 교류가 늘어나면서 다국적 · 

다문화 · 다언어로 무장한 새로운 이동인구를 일컫는다(Richards & Wilson, 

2004). 이들은 굳이 국적을 따지지 않으며 고향에 정착하려는 마음이 없을 뿐 아

니라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아 전 세계를 떠돌아다닌다. 

한국에�사는�서양�사람들은�대부분�이�곳에�단기적으로�체류하는�것

이지� 아예� 거주하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한국에� 저만큼� 오래� 산� 외국

인들도�있긴�하지만�제�손님들은�대부분�영어선생님들이에요.�그래서�주

로�한국에� 1년�정도,�길어봐야� 2~3년�정도�체류해요.�그�사람들은�다시�

자기�나라로�돌아가던지�다른�곳으로�떠나곤�하죠.�

-D씨,�남,� 40대�중반,�브런치�레스토랑�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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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이들이 한국으로 오기까지의 과정에서는 글로벌 노마드적 성향이 작용

하였지만, 현재는 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고정되어 있거나 강요받는 것은 아니다. 지금은 한국이 마음에 들어 장기간 

거주하며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 또 다른 기회가 찾아온다면 언

제든 떠날 의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외국인 이주자 출신의 사업가들은 대부분 한국에 대한 애착이 크고, 한국

생활에 만족하고 있지만 언어나 생활방식에서는 한국에 완전히 동화되는 것을 선

호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영어권 국가 출신의 경우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선망과 우호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면이 있으며, 이들의 주요 생활 반경이 영어사

용이 일상적인 이태원이라는 점도 크게 작용한다. 

(2) 한국인�배우자와�결혼

① 파라과이 출신 레스토랑 운영자 M

파라과이 음식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M(48세)은 현재 해방촌에 거주하고 있

으며, 한국에 온지 18년 되었다. 그녀는 20세에 파견근무로 파라과이에 있었던 지

금의 한국인 남편과 만나게 되었다. 대학생이었던 그녀는 고향의 버스 정류장에서 

여행 중이던 현재의 남편을 만나 국적을 뛰어넘는 교제를 시작했고, 파라과이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 후 파라과이에서 11년간 생활하다가 한국으로 오게 되었

다. 남편의 고향인 전남 순천에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5년간 살았으며, 9년 전 남

편의 일 때문에 현재 거주지인 해방촌으로 이주해 왔다고 한다. 이후 전업주부로 

생활하다가 2009년 5월, 현재의 위치에 파라과이 음식점을 오픈했다.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채로 한국에 적응해야 했던 시간은 그녀에게 힘겨운 일

이었다. 한국에 정착한 후 몇 년간 바깥출입도 거의 없이 자신감을 잃어가던 그녀

에게 전환점이 되어준 것이 바로 엠빠나다(Empanada)이다. 우연히 방문한 하이서

울페스티벌에서 파라과이 사람들에겐 매일 먹는 간식과도 같은 엠빠나다를 줄서가

며 먹으려는 사람들을 보고 음식점을 시작해야겠다는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다. 더

욱 결정적으로 파라과이 음식점을 시작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계기는 파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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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사관의 초청으로 그녀가 직접 세계 음식전에 참가해 엠빠나다를 내놓았을 당

시 폭발적인 반응이었다. 이태원 이화시장 뒷골목에서 작은 규모로 시작했던 그녀

의 식당은 5년이 지나 근처의 조금 더 큰 부지로 위치를 옮겼고, 현재 주말이면 

1,000개 이상의 엠빠나다가 판매된다. 18년 간 한국생활을 해왔고, 직접 식당을 

운영한지도 5년 이상이 되어 이제 그녀는 한국어도 능숙하게 말한다. 남편은 현재 

멕시코와 한국을 오가면서 소규모 무역상으로 일하고 있다. 

② 브라질 출신 레스토랑 운영자 K

브라질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K(40대 중반) 역시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후 

한국에 정착한 브라질 출신 이주민이다. 

어렸을�때부터�가족들이�브라질에서�음식점을�했다.� 전통�음식은�아

니고,�피자와�파스타를�만드는�식당이었다.�요리는�열다섯�살�때부터�시

작했다.� 미국,� 브라질에서� 요리사로� 일했다.� 브라질에서는� 유명한� 호텔

의� 요리사였다.� 여기에서� 식당을� 오픈하기� 전에도� 이태원지구촌축제에�

참여해서� 자원봉사로� 한국의� 대학생들과� 함께� 브라질음식을� 만들어� 판

매했다.�

-K씨,�여,� 40대�중반,�브라질음식점�운영-

어린 시절부터 요리에 소질이 있던 그녀는 브라질에서 가족들과 함께 이탈리안 

음식점을 운영했었고, 세계적 체인호텔인 A호텔의 요리사로도 일했다. 그녀의 남

편이 브라질에서 파견근무를 하던 시기에 만나게 되어 결혼식을 올리고, 한국에 

온 것은 1998년이었다. 그녀는 남편의 성을 따르고 있으며, 한국어 역시 매우 유

창하다. 이태원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는 주로 영어를 사용해왔었고 특별히 한

국어를 잘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지만, 그녀 자신이 보다 많은 한국인들과 

소통하고 싶어서 꾸준히 한국어를 배워왔다. K는 현재 이태원에서 시어머니, 남편, 

그리고 두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브라질음식점을 운영하기 시작한 것은 

2008년 한남동에서 지금과 같은 상호의 음식점을 열었을 때부터이다. 하지만 한남

동의 식당이 다소 협소했던 관계로 2010년 현재의 위치(이태원동)로 확장 이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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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다. 한남동에서 먼저 개점했을 당시에는 정통 브라질 다이닝을 컨셉으로 

운영하였다. 행정구역상으로는 한남동 이었지만 이태원과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

고, 역시 외국인 밀집지역이라는 공통점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역이다. 하지만 당시

의 장소가 협소하였기에 현재의 위치로 자리를 옮기면서 메뉴에도 변화를 주어, 

지금은 브라질식 정찬메뉴가 아닌, 정통 브라질 바비큐 뷔페인 슈하스코를 제공하

고 있다. 

③ 멕시코 출신 레스토랑 운영자 C

앞의 두 사례가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의 사례인 반면, 멕시코 음

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C(30대 후반)는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이다. C

는 멕시코 태생으로 스페인에서 요리 유학을 하는 동안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던 

현재의 부인을 만나게 되었다. C가 3년 선배였기 때문에 먼저 졸업하고 스페인에

서 제법 큰 레스토랑의 요리사로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의 부인이 당시 같은 

레스토랑으로 실습을 나오게 되어 만나게 되었다. 그 후 C는 스페인에 계속 남아 

일을 했고, 부인은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부인이 다시 스페인에 가게 되었을 때 그

곳에서 다시 만나 교제를 시작했고 결혼에 이르게 되었다. 결혼을 하면서 C는 부

인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왔고 곧바로 경리단길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부부가 모

두 요리를 전공했고, 부인은 유학을 가기 이전에도 경리단길에서 거주했었기 때문

에 함께 현재의 위치에 음식점을 차리게 되었다.

위의 세 사례들을 살펴보면, 파라과이 출신의 M과 브라질 출신의 K는 모두 여

성 이주자로, 남편을 따라 한국으로의 이주를 감행하였고, 이들은 한국에 들어온 

이후에도 곧바로 레스토랑을 운영하지는 않았다. 이 여성 이주 사업가들의 남편들

은 이들이 운영하는 레스토랑과 무관한 별도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M과 

K는 한국으로 이주했을 당시 당장 본인의 사업을 시작하기 보다는 육아와 가사에 

전념하는 시간을 가져왔음을 알 수 있다. 이 두 여성은 모두 10년 내외의 긴 거주

기간을 경험해왔다. 이를 통해 한국사회와 문화에 적응하며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었다. 반면, 멕시코 출신의 C는 남성으로, 한국인 아내의 고국으로 이주를 감행

하긴 하였지만 본인의 직업선택에 영향을 받지는 않았다. 부부가 모두 요리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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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였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주자의 성별에 따

라 역할분담에 경계가 존재한다는 점도 조심스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상 외국인 이주 사업가들이 한국에 정착하게 된 계기를 생애사적 진술을 통해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이들은 한국인 배우자와의 결혼 또는 유학이나 사업을 위해 

한국행을 택하였으며, 한국에 정착하기 이전에도 유학이나 장기여행 등의 이유로 제3

국에 체류했던 경험도 가지고 있다. 또한 한국에 정착한 이후에도 본국과의 관계를 

단절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가족 및 친지 방문의 목적, 레스토랑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현지 식재료의 구입 또는 새로운 사업아이템 개발 등 다양한 목적

을 가지고 본국과의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들이 단순히 본국을 떠

남과 동시에 본국과의 연결이 단절되고 정착국의 사회에 적응하던 과거의 외국인 이

주민 사업가들과 달리 계속해서 본국과 정착국, 경우에 따라서는 제3국과도 동시에 

관계를 유지하는 초국적 사업가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2) 외국인�이주�사업가들의�이태원�선택�요인

(1) 국적과�인종에�관계없이�낮은�진입장벽

3장에서 이태원의 multi-ethnicity가 형성되는 과정을 통해, 이미 이태원에는 

오랜 시간 동안 미군기반의 미국 문화를 바탕으로 그 위에 차곡차곡 여러 국적과 

인종의 문화가 더해졌음을 파악 할 수 있었다. 

이들은 한국에 정착하면서 이태원을 거주기점으로 삼았지만, 모두가 처음부터 

레스토랑을 이태원에 오픈하기로 결심했던 것은 아니다. 다수의 운영자들이 음식

점을 개점하기 위해 서울 일대의 유명 상권을 위주로 많은 사전 조사를 했다고 밝

혔다. 그러나 이주민 사업가들에게 이태원이 가장 매력적인 사업지인 이유는 한국

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은 곳이고 그만큼 다양한 에스닉푸드를 제공하는 식당들이 

많기 때문이다.  

브라질 음식점을 운영하는 K의 경우도 역시 이태원이 외국인 밀집지역이고, 본

인 역시 외국인이기 때문에 서울의 다른 지역에 비해 외국인으로서 생활하거나 사

업을 시작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생각해서 이태원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고 진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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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초국가적 장소가 가지는 ‘낮은 진입장벽(고민경, 2009)’ 특성에 해당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이태원은 다국적 · 다인종의 외국인들이 모이기 때문

에 국적과 인종의 구분을 초월하는 접근의 용이성을 가진다.

한편, ‘낮은 진입장벽’에는 단순히 낮은 문화적 장벽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운영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임대료 부분도 포

함된다. 

제가�첫�레스토랑을�이�곳에�열게�된�이유가�두�가지�있는데�그�중�

첫� 번째는�렌트비가�저렴했기�때문이에요.� 강남�같은�곳에�비하면�당시

엔�훨씬�저렴했죠.� �

-D씨,�남,� 40대�중반,�브런치�레스토랑�운영-

현재 이태원 일대는 최근 1-2년간 치솟은 임대료로 인해 해밀턴 호텔을 중심

으로 형성된 메인 상권과 이태원 2동의 경리단길을 통틀어도 ‘낮은 임대료' 에 해

당하는 조건을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지만, 인터뷰 대상자들이 한국에 정착한지 10

년 안팎 정도로 오래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서울의 핵심 상권에 비해 당시 이태

원 지역의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했다는 점이 이들에게 또 다른 ‘낮은 진입장

벽’ 요건을 충족시켜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고국의�일상을�그리워하는�수요계층의�존재

이주민 사업가들이 이태원을 사업지로 택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주요한 요인은 

바로 뚜렷한 수요계층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친구들이�맛있다고�자꾸�와서�먹더라.�돈을�내겠다면서.�그래서�밖에�

테이블도� 더� 내놓고� 그랬는데� 입소문이� 났는지� 호주� 대사관� 사람들이�

오고�이러면서�겨울에�밖에�너무�춥다고�안에다가�자리�좀�만들라고�해

서�지금�이�자리까지�들어오게�되었다.�

-T씨,�남,� 50대,�호주식�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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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당시에�한국에�살던�외국인� 80%는�경리단이나�해방촌에�살고�있

었다는�거에요.�제�음식은�서양음식이었고요.�

-A씨,�남,� 40대�중반,�미국식�브런치�레스토랑�운영-

T의 경우 처음부터 레스토랑을 운영하려는 목적이었다기보다는 본인의 개인 사

업을 위해 이 곳에 들어왔다. 하지만 그가 취미삼아 만드는 고국의 음식들이 같은 

나라 출신 이주자들의 향수를 자극하면서 사업으로까지 확장되었다. 

2.�한국인�이주�귀환자(Transnational� Returnees)

이태원의 에스닉 레스토랑의 운영자들 가운데에는 외국인 이주민들 뿐만 아니

라 다년 간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국가에서 거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현지식 음

식을 제공하는 한국인 ‘이주 귀환자’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다. 

인터뷰 대상자들 가운데 이 경우에 해당하는 이들은 보통 최소 1년에서 최장 10

년 사이의 해외 거주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유학, 주재원 파견, 개인 사업 등

의 이유로 해외 이주를 감행했다. 

1) 이주와�귀환의�과정

(1) 유학�

① 미국 유학 출신 브런치 레스토랑 운영자 P

P는 서울에서 태어나 뉴욕에서 10년간 패션마케팅과 국제회의와 관련된 공부를 

하고 돌아왔다.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 스마트카드 개발 업체를 운영하다가 동계올

림픽 유치위원회에서 외신 홍보 담당으로 일했다. 이후에 자신이 리더 스타일이라

는 것을 알고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사업의 첫 발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태원의 브런치 레스토랑이다.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에서 외신홍보를 담당하던 그는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다. 외신홍보 담당 시절 외신기자들과 자주 접하면서 식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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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들의 고충을 알게 되었고 그러한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방

법을 고민하던 중, 뉴욕식 브런치 전문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특히 미국에

서는 브런치가 삶의 한 스타일인데, 그 당시 한국에는 제대로 된 브런치 문화가 

없었다. 

다들� 미국음식하면� 핫도그하고� 햄버그� 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미국

음식� 중에도� 요리로� 할� 수� 있는� 것이� 무궁무진해요.� 한국에� 들어와� 있

던� TGIF나� 맥도날드� 같은� 곳은� 미국� 브랜드이지만� 로컬라이즈가�돼� 있

거든요.� 김치버거나� 불고기버거� 같은� 것들을� 하지,� 외국사람들� 상대가�

아니거든요.� 주재원들은� 그런데� 안가요.� 패스트푸드니까.� 호텔밖에� 안가

요.�아님�집에서�해먹을�수밖에�없는�구조였죠.�그�시장을�본거에요.�주

재원�시장.

-P씨,� 50대�중반,�뉴욕식�브런치�레스토랑�운영-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당시 이 아이템은 굉장히 적절한 틈새시장이었다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정통 뉴욕식 브런치를 선보이는 가게라고 해도 맛

이 없으면 내세울 수가 없었으므로, 그녀는 다시 뉴욕행을 선택했다. 좋은 요리사

를 선별해서 고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요리의 좋고 나쁨을 간별하는 작업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뉴욕에서 그녀는 6개월간 케이블 TV의 푸드 채널을 보면서 

요리를 공부했다. 그렇게 수많은 레시피를 흉내내고 개발하기를 반복한 이후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었을 때 한국으로 돌아왔다. P가 이태원에서 처음 레스토랑 사업

을 시작한 것은 2005년 3월이다. 그리고 현재의 위치(이태원로 입구, 녹사평 역 

근처)로 옮겨 온 것은 2005년 10월 이었다. 기존 터를 잡고 있던 상인 세력과의 

마찰로 인해 자리를 옮긴 것이었다. 

2005년 이태원에 이 레스토랑의 1호점을 개설한 이후 P는 사업확장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한국에 5군데, 일본에 2군데의 분점을 열게 되었다. 한국에는 

이태원, 압구정, 분당, 코엑스, 킨텍스에 분점이 있고, 일본에는 미국 대사관 내에 

있는 아카사카 분점, 그리고 롯본기 분점이 있다. 중국, 홍콩, 인도 등지에 라이센

스 계약 방식의 진출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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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스페인 유학 출신 멕시코 레스토랑 운영자 B

2010년부터 경리단길에서 오리지널 멕시칸 타코를 제공하는 타께리아(타코를 

파는 식당이라는 뜻의 멕시코식 명칭)를 운영하는 B는 스페인으로 떠난 요리 유학

에서 멕시코인 남편을 만났다. 당시 남편도 멕시코에서 스페인으로 요리 유학을 

왔고 둘은 같은 학교에서 만나게 되었다.  

저는� 처음부터� 스페인에서� 요리공부하고� 돌아와서� 스페인� 레스토랑

을� 차릴� 생각으로� 유학을� 갔어요.� 저는� 스페인가기� 전부터� 경리단에� 8

년�동안�살았었어요.� 유학�가기� 전� 2006년에서� 2007년�사이�즈음�경리

단에�외국인들이�많이�들어와�살기�시작했는데�생각해보니�그때가�경리

단길�붐이�형성되는�완전�초기였다고�할�수�있겠네요..�

-B씨,� 30대�중반,�멕시칸�타케리아�운영-

B의 경우, 처음부터 유학을 마치면 귀국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며 돌아와서도 

이전에 거주했던 경리단길에 자리를 잡겠다는 계획이 확고했다. 유학을 떠날 당시

만 해도 이태원 2동은 이태원 메인 상권에 비해 외국인 상권이 상대적으로 덜 발

달한 주거지역이었지만, 그녀는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는 외국인 거주자들을 관찰

하면서 유학 후의 미래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 그녀는 멕시코인 남편과 결혼 후 

경리단길로 돌아왔다. 미국화 되지 않은 진짜 멕시코 음식을 만드는 것을 자부심

으로 여기고 있는 그들은 식재료 구입과 친지방문을 목적으로 1년에 한 달 이상 

멕시코에 체류한다. 멕시코는 크리스마스가 큰 명절이기 때문에 남편과 함께 이 

시기에 꼭 방문을 한다. 식재료는 최근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져서 

가능한 것들은 한국에서 구입하고 있지만, 멕시코 음식에 건고추나 특유의 향신료

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국에서 구하기 힘든 재료들은 멕시코의 시부모님이 

3달에 한번 씩 정기적으로 보내주고 있다.

③ 미국 유학 출신 멕시코 레스토랑 운영자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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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사례인 멕시칸 타코 요리 전문점 V는 요즘 이태원 최고 핫플레이스로 

꼽힌다. 이 타코 음식점의 운영자는 세 명이다. 어린 시절부터 친구였던 셋은 각자 

미국에서 유학한 후 한국으로 건너와 2011년 11월 이태원 재래시장 뒷골목에 이 

식당을 열었다. 먼저 P가 미국의 대표 소셜 펀딩 사이트인 킥스타터(Kickstarter)1

를 통해 종잣돈을 마련했다. 그는 2011년 3월 킥스타터에 ‘서울 타코 프로젝트’란 

이름으로 글과 동영상을 올렸다. “서울에 진짜 제대로 된 멕시칸 레스토랑을 열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킥스타터는 개인이나 기업이 상품 아이디어와 모금 목표액 

등을 올려놓으면 프로젝트를 지지하는 이들이 ‘후원자’로 나서는 시스템이다. 두 

번의 지원서가 퇴짜를 맞은 끝에 겨우 올릴 수 있던 동영상이었던 만큼 열정 하나

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다. P는 후원자들을 모으기 위해 동영상에서 자신

의 비전을 설명하고, 직접 요리를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꿈을 후원하겠다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나타났고, 3개월간 전 세계에서 100여명이 1만3000달러를 투

자했다. 킥스타터 최초의 해외 자금 지원이었다. 

그해 11월, 이태원 뒷골목의 60㎡(18평) 남짓한 작은 공간에 마침내 P의 식당

이 탄생했다. 미국에서 함께 온 다른 친구 2명이 동업자로 합류했다. P는 이 식당

이 외진 곳인 데다 2층이라 주변에서 걱정이 많았다. 그러나 뒷골목이라도 음식이 

독특하고 맛있으면 언젠간 사람들이 인정해줄 거라고 믿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

다. 손님이 늘면서 이듬해 9월에는 대로변에 있는 180석 규모의 가게로 옮겼고, 

현재는 서울에서 총 4개 지점을 운영 중이다. 7월 광화문점에 이어 9월에는 해외 

첫 지점이 싱가포르에 문을 연다. 이들의 성공 비결은 시끌벅적한 홍보가 아니었

다. 오로지 ‘맛’으로 승부하고자 했다. 이 식당이 인기를 끌자 이후 이태원에 멕시

칸 레스토랑이 10여개 정도 생겼다. P는 “멕시코 음식점이 많아도 다들 다른 메뉴

들을 주력 메뉴로 밀고 있다.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넓어져서 오히려 좋다”며 “한

국에서는 어떤 음식점이 인기를 끌면 비슷한 음식점들이 우후죽순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리스크를 두려워해서인 것 같다. 그러나 남들이 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성

1  2009년 설립된 미국의 대표적인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 킥스타터는 개인이나 기업이 상품 아이디어, 
모금 목표액, 개발 완료 예정 시점 등을 사이트에 올려놓으면 프로젝트를 지지하는 킥스타터 회원이 
후원자로 나서는 시스템이다. 2012년 연말 기준 크라우드 펀딩의 전체 시장 규모는 2,800만 달러(약 
313억 원)에 이르며, 킥스타터는 세계 460여 개 크라우드 펀딩 업체 중 가장 큰 서비스업체이다(한경 
경제용어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67737&cid=42107&categoryId=4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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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의 지름길”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현재 이 식당에는 16개국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총 130명 중 정규직은 

70여명이며 이들에게 요리 학원이나 영어학원 등 자기 계발을 위한 비용과 기숙사

를 지원한다. 직원 모두 주 5일, 주 40시간 근무가 원칙이다. 자신이 그랬듯이 직

원들에게도 세계로 도전하는 마인드를 심어주고 싶다는 이들의 궁극적 목표는 미

국에 지점을 내는 것이다.  

미국에서� 한국� 문화나� 음식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미국� 사

이트를�통해�자금을�지원받아�시작하게�됐지만�거꾸로�미국으로�진출하

는�것이�꿈이에요.�재미교포들이�한국에�와서�멕시코�레스토랑을�시작해

서�다시�미국에�역수출을�한다면�재밌는�스토리가�될�것�같아요.

-P씨,� 30대�중반,�멕시코�레스토랑�운영-

(2) 사업�및�취업의�목적�

① 태국 지사장 출신 N

N은 국내 대기업의 태국 지사 지사장과 법인장을 역임하고, 동남아 전체를 총

괄하는 동남아 지역장으로 근무했다. 동남아, 특히 태국에서 20여년이라는 오랜 

기간동안 근무한 덕택에 태국인 사업가들과 많은 친분이 있었다. 그 중 태국 방콕

에 있는 최고층 빌딩인 ‘B 타워’의 대표와 친구가 되었고 그와 함께 한국으로 돌

아와 태국 레스토랑을 오픈하게 되었다. 그는 태국인 친구와 함께 1996년 이태원

에 레스토랑을 오픈하였다. 처음부터 이태원에서 사업을 하기로 확정짓지는 않았

다. 강남의 삼성동이나 압구정동 등도 물망에 올랐으나, 결국 이태원에 외국인들이 

많았다는 이유로 최종 사업지가 되었다. 당시 태국음식은 한국사람들에게 잘 알려

지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초기에는 태국 정통식을 표방하는 식당으로서 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

는 어려움이 매우 컸다. 태국 식자재 조달이 쉽지 않았던 까닭이다. 태국에서 직접 

식자재를 들여올 때 마다 어려운 통관절차를 거쳐야 했기 때문에 이후에는 직접 

현지로 재료를 조달하러 가서 한국으로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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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초기 어려운 태국 식자재 조달 과정에도 불구하고 그는 태국음식 고유의 

맛을 내기 위해 노력했는데, 당시 태국인 동업자가 함께 사업을 진행하였던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들은 사업파트너로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친구였지

만 둘의 사업방식은 달랐다. 한국사정에 밝지 않았던 태국 동업자는 태국음식을 

전파하는 것보다 이윤추구에 보다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N의 생각은 달랐다. 

저희가�매출이�점점�늘어났고,� 저희도�항상�매출도�매출이지만은�어

떤� 초심,� 그러니까� 태국음식점을� 최초로� 열어서� 그러한� 자부심을� 갖고�

우리가�영속적으로�유지를�해�나가자�이런�기본적인�취지였는데,�사실상�

태국� 파트너하고� 저하고는� 태국에서� 20년� 지기� 친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운영방식은�항상�서로�대립이�됐어요.�

-N씨,� 50대�후반,�태국음식점�운영-

당시에는 2층과 3층을 함께 운영하고 있었는데 임대료의 부담으로 인해 태국 

동업자는 2층을 매각하기를 원했으나 N은 2층의 활성화를 모색하고자 했다. 그러

한 과정에서 생긴 마찰로 인해 2007년 그와 태국 동업자는 갈라서게 된다. 이후, 

태국 동업자는 현재의 식당 건너편에 다른 태국레스토랑을 다시 오픈하고 현재까

지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③ 동남아 지사 주재원 출신 H

또 다른 태국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H역시 국내 대기업의 동남아 지사 주재원

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동남아시아 내에서의 이동이 잦았다. 틈틈이 많은 국가를 

여행했고, 그 가운데 세계 각국에서 모이는 다양한 여행객들의 습성도 파악할 수 

있었다. H의 경우 주재원으로 태국에서 근무하기 이전, 1년여 간의 호주 어학연수 

경험도 가지고 있다. 주재원으로의 근무기간이 끝나고 한국으로 귀국한 이후 그는 

회사를 그만두고 동남아 근무시절 경험했던 태국 음식을 아이템으로 삼아 이태원

에 태국 레스토랑을 오픈하게 되었다. 음식을 담당하는 요리사는 태국 현지 지인

의 도움으로 추천받아 직접 현지로부터 초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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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미국 유학 출신 스포츠펍 운영자 S

미국식 스포츠 펍을 운영하는 S는 앞의 두 사례자들과는 달리, 개인사업을 위

해 미국으로 이주했다. 그는 미국으로 이주하기 이전 이태원에서 태어나 37년간 

거주해왔다. 미국에서는 개인사업을 운영하였으나 명확하게 밝히기는 거부하였다. 

다만 한국인을 상대로 하는 사업은 아니었다는 점만 밝혀두었다. 미국에서 6년간 

생활한 후 돌아와 2002년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미국식 스포츠 펍을 오픈하였다. 

내가� 미국에서� 보니까� 미국에는� 펍이� 있고,� 1996년도에� 제가� 다시�

이태원으로�돌아왔을�때�만해도�한국에는�이런게�없었어요.�이�골목에도�

거의� 아무것도� 없었어.� 깜깜한� 골목이어서,� 우리� 집� 사람이� 여보� 당신�

이거�아니야...이거�할�수�있겠어.�그�정도로�손님이�없었어요.�

-S씨,� 40대�중반,�스포츠�펍�운영-�

이렇듯 유동인구가 적었던 해밀턴호텔 뒷골목에 2002년 이 곳에서 처음으로 

스포츠 펍을 개점한 A씨는 이태원 해밀턴호텔 뒷편에 외국음식점이 밀집하게 된 

배경을 단순히 미군부대의 배후지이기 때문이 아니라 서양의 펍(pub) 문화가 자연

스럽게 정착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우리가�운영하는�펍이� 이태원에�일등공신을�한거죠.� 그�당시�한국에

는� 이런� 스포츠� 펍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그때� 문을� 연� 곳이�

스우리� 펍이에요.� 이태원에� 펍을� 열었을� 당시에는� 한국에� 영어� 열풍이�

불었고,�미국�비자를�가진�영어�강사들이�너무�많았고,�이들이�놀�수�있

는�문화가�필요했던�거죠.�

-S씨,� 40대�중반,�스포츠�펍�운영-�

이태원 에스닉레스토랑 상권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현재의 위치에서 초창기에 

서양의 문화를 이식해 창업했다는 것으로 A는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이상 6명의 사례를 통해, 유학이나 사업 및 취업의 목적으로 해외이주를 감행

했던 귀환자들은 이주국에서 성공을 거두거나 안정적인 생활을 하던 것으로 파악



- 105 -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주국의 음식을 모티브로 한국에 돌아와 에스닉레스토랑을 

창업했다. 이들의 초국적 이동 관계도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이

들은 귀환 후에도 이주경험국과의 관계를 단절하지 않는다. 그곳에서의 경험이 이

들에게는 사업자산과도 같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업 아이템이나 인력조달과 관련하

여 이주국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 역시 ‘여기에 있지만 거기에도 있는’ 초

국적 일상을 영위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2) 이태원에서의�에스닉�레스토랑�창업�동기�및�과정

(1) 메뉴의�한국화에�대한�고민�불식

이주 귀환자들이 이태원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게 된 동기 가운데에는 메뉴를 

한국화 시키느라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굉장히 큰 매력으로 작용한다. 외국

인들을 타겟으로 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경리단길에서 멕시칸 타케리아를 운영하는 B에 의하면, 한국에 들어온 멕시코 

음식들이 대부분 미국화 된(흔히들 텍사스 스타일의 멕시칸 푸드라 해서 텍스-멕

스(Tex-Mex)라고 부르는) 음식들이 대부분이었다. 귀환자인 B와 외국인 이주자인 

그의 멕시코인 남편이 이곳에 작은 규모로 가게를 오픈한 것도, 당시에는 경리단

길이 지금처럼 유명하지 않았고 과연 정말 오리지널리티와 진정성을 강조한 현지 

음식이 잘 될까 하는 의구심도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사람들이� 위주인� 곳에� 자리� 잡았으면,� 아마� 장사가� 잘� 안될� 때�

한국사람들� 입맛에� 맞게� 한국화시켜볼까� 혹은� 한국사람들이� 좋아하는�

무언가를� 추가해볼까� 고민했겠지만,� 그래도� 여기는� 외국사람들이� 많이�

사니까�한국화시키지�않은�멕시코�음식이�통하겠다,�장점이�있지�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여기에� 오픈하는� 다른분들도� 비슷한� 생각이실거에

요.� 경리단은� 일단� 외국인� 수요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좀� 더� 진정성있

는�현지�음식을�만들게�되었고,� 그러다보니�그것을�좋아하는�한국�사람

들이�모이게�되면서�동네자체가�선순환�되는�것� 같아요.� 어차피� 처음부

터�한국인이�타겟이�아니었던�거였고,�여기�사는�외국사람들을�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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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고자� 했던건데,� 그래서� 일부러� 한국화� 시키지� 않은건데,� 그게� 오히려�

이곳의�장점이�된�거죠.

-B씨,� 30대�중반,�멕시칸�타케리아�운영-

한국화 되지 않은 현지 음식을 제공한다는 것에 의구심을 품고 시작했지만, 오

히려 그것이 이 식당만의 독창적 자산이 된 셈이다. 이 부분은 레스토랑 운영자에

게도 문화적 자본으로 작용하고, 이 곳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작

용한다고 볼 수 있다. 한참 어학연수와 유학이 활발해지던 2000년대 중반 무렵의 

20대 젊은이들이 이제 30대 초, 중반의 나이대가 되어 한국으로 돌아왔고, 그들이 

내가 외국에서 소비하던 것과 같은 것을 한국에서, 특히 다른 지역에서는 쉽게 접

하기 힘든 것을 소비하고 싶어 하는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때문이다.  

(2) 외국의�문화를�이식하기에�최적의�장소

미국에서 돌아온 이주 귀환자인 S씨의 경우, 이태원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된 

배경에는 미국에서 6년 동안 거주했던 경험이 크게 작용했다. 이태원에서 미국식 

스포츠펍을 열게 된 것은 당시에도 이태원이 영어권 백인 문화가 우세한 지역이었

기 때문이다. 

 

한번도� 한국� 사람을� 위주로� 비즈니스를� 해본� 적이� 없고,� 외국인을�

상대로만�사업을�했기�때문에�한국인들�위주로�사업을�하는게�어색했어

요..그런데� 이태원에� 펍을� 열었을� 때는� 한국에� 영어� 열풍이� 불었고,� 영

어권,�특히�미국에서�온�영어�강사들이�너무�많았고,�이들이�놀�수�있는�

문화가�만들어진�거죠.� 제� 미국에서의�거주� 경험,� 일� 끝나면� 저녁에�술�

한�잔�하러�갔던�펍,�그�경험들이�이태원에서�펍을�운영하게�만든�것이

에요.� 한국의�유학생들이�유학을�갔다�왔다가�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

나다에� 갔다가� 온� 사람들이� 그때의� 분위기를� 느끼고� 싶어서� 맥주한잔�

하고�싶게�만들고�싶었던�거죠.

-S씨,�남,� 40대�중반,�스포츠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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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의견에 따르면 이태원이 백인들, 유학생들 위주로 모일 수 있는 아주 적

합한 문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서양문화를 기반으로 이를 즐기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되었다. 먹고, 마시고 노는 문화가 그들과 어울려야 자주 모이는 법인

데, 영어권 외국인들이 단순히 맥주만 마시고 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친숙한 웨스턴 푸드가 많이 생겼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업 아이템은 초반에 잠시 

불황을 겪기도 했지만, 이태원의 방문객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프랑스, 스페인 

음식점도 같이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레스토랑 2개, 펍 2

개였다. 펍에서도 음식을 조리해서 판매하지만, 전문적인 메뉴를 제공하기 위해서 

프랑스 음식, 스페인 음식을 제공하는 레스토랑을 개점했고, 이 역시 백인들을 타

겟으로 한 웨스턴 레스토랑의 컨셉이었다. 

2005년 이태원에 자신의 브런치 레스토랑 1호점을 개설한 이후 P씨는 사업확

장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한국에 5군데, 일본에 2군데의 분점을 열게 되

었다. 한국에는 이태원, 압구정, 분당, 코엑스, 킨텍스에 분점이 있고, 일본에는 미

국 대사관 내에 있는 아카사카 분점, 그리고 롯본기 분점이 있다. 중국, 홍콩, 인

도 등지에 라이센스 계약 방식의 진출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녀는 이 레스토랑이 

브런치로 유명해지면서 여러 백화점의 입점 요청을 받았고 대부분 성공을 거두었

다. 그 여세를 몰아 분당에도 오픈을 하게 되었으나 그곳에서는 지역특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었던 관계로 초반 2년 간 적자운영을 면치 못했다고도 했다. 사

업의 아이템 뿐 만 아니라 그것을 수용할 장소의 성격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

는 사례이다. 

이들의 사업이 이태원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행위자들의 활동이 장소성에 

영향을 받으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활동 특성을 장소에 부여하며 형성되는 초국가

적 활동의 배태성이 작동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3) 새로운�퓨전�문화를�실험하기에�적합한�장소

세 명의 귀국 유학파 친구들이 창업한 멕시칸 레스토랑 'V'의 대표 메뉴는 캘리

포니아식 타코와 칵테일. 여기에 짭조름한 감자튀김 위에 김치와 돼지고기를 볶아 

얹고 매콤한 특제 소스를 뿌린 김치 까르니따 프라이즈이다. 메뉴만 보아도 정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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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칸 조리법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의 동업자이자 음식을 만들고 있

는 K는 “텍스-멕스(Tex-Mex·미국 남부 멕시코 음식)와 달리 켈리포니아식 멕시

칸은 재료의 신선함이 살아 있다. 지중해 기후처럼 온화해 사계절 내내 아보카도, 

토마토 등 신선한 채소와 과일로 멕시코 음식을 만들 수 있다.” 고 했다.

요즘�이곳저곳에서�퓨전,� 퓨전�하는데�진정한�퓨전은�전통과의�소통

에�있다고�봐요.�어릴�때�엄마가�해주던�그리운�맛을�찾다�보니�자연스

럽게�새로운�메뉴와�문화를�만들�수�있었던�것�같아요.

-P씨,� 30대�초반,�멕시칸음식점�운영-�

이곳에 일하는 직원의 국적과 나이도 다양하다. 미국, 멕시코, 스페인, 파키스

탄, 케냐 등 16개국에 이른다. 파릇파릇한 20대부터 환갑이 넘은 65세 할아버지까

지 일한다. 이곳은 외진 곳에 자리잡아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는 애초의 주변 우려

와 달리 1년 만에 일대 음식점 가운데 유명해졌다. 입소문이 나자 서울뿐 아니라 

전국에서 손님이 몰렸다. 지난해 9월 매장을 녹사평 부근으로 확대 이전했고 10월

에는 압구정에 위치한 백화점의 식품관에 입점했다. 신사동 가로수길 매장도 곧 

문을 열 예정이라고 한다. 

인기에 편승하여 사업을 프랜차이즈로 확장하는 음식점들이 많지만, 이곳은 프

랜차이즈로 확장할 생각은 없고, 모두 직영점으로 운영하고 부산까지 포함하여 전

국에 5곳 정도에 직영점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P는 “단순히 타코 메뉴로 승부

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즐기는’ 새로운 퓨전 문화를 제공하자는 게 우리의 

모토”라고 말한다. 단순히 에스닉푸드를 제공하는 것 이상으로, 즐길 수 있는 꺼리

들을 제공하고자하는 ‘문화매개자’에 대한 의지를 엿 볼 수 있다.

3.�한국인

1) 초기�시장�진입�유형
① 이태원 외식업계의 성공신화를 쓴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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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씨는 이태원 해밀튼 호텔 뒷골목 ‘세계음식거리’에서 7개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그는 이태원에서 11년 전부터 사업을 시작했으며 이태원에서 오랜 기간 거

주하기도 하였다. 그는 2002년 초여름, 이태원 소방서 옆의 엘리베이터도 없는 7

층 건물의 꼭대기 층에 처음으로 레스토랑을 오픈했다. H는 해외 거주 경험이 없

는 내국인 가운데 이태원에서 에스닉 레스토랑을 오픈한 첫 주자이다. 이태원의 

에스닉 레스토랑 전체 상권을 놓고 보아도 그의 사례는 거의 초창기에 해당한다. 

이태원의 에스닉레스토랑 발달과정과 현황을 파악하는 데에는 ‘H'씨의 자서전을 

바탕으로 한 운영경험이 많은 부분 사료(史料)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태원 지역은 지하철 6호선이 지나는 역세권이면서 해밀튼호텔을 중심으로 의

류용품과 카페 등이 주로 위치한 이태원의 전통적인 중심상권이었다. 오랜 거주 

경험으로 그는 용산 지역이 개발되면 이 지역은 더욱더 유명해질 것으로 내다보았

다. 당시 사람들은 이태원을 가리켜 현재보다 미래의 잠재적인 고객수요가 기대되

는 곳이라고들 했다. 하지만 그가 이태원에 레스토랑을 내기로 작정한 것은 이처

럼 거창한 이유 때문은 결코 아니었다. 이태원은 오랜기간 자취를 했던 곳이며 근

처에 누나들이 살았던 탓에 학교 다니던 시절부터 익숙한 곳이었다. 잘 아는 동네

이니만큼 어느 쪽에 유동인구가 많고 어느 쪽이 의외로 한가한 지역인지 정도는 

자연스럽게 알고 있었다.

원래부터� 나는� 다니는� 동네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설� 기미가� 보이면�

당장�부동산을�찾아가�몇�층짜리� 어떤�건물이냐,� 어떤�가게들이�들어오

느냐� 등등을� 물어보는게� 일종의� 취미생활이었다.� 특별히� 레스토랑을� 차

릴�생각이�없었을�때부터도�부동산�들락거리는게�생활화되어�있었다.�더

군다나�이태원은�나에게는�제2의� 고향과도�같은�곳이었다.� 그런곳에�떡

하니�신축건물�공사가�시작되고,� ‘임대문의’라는�현수막이�휘날리기�시작

했다.� 궁금해서� 부동산을� 들락거리면서� 건물� 주인과� 용도,� 내부설계� 등

에�대해�묻고�다녔다(홍석천,� 2008:� 56).

그 역시 2000년대 초반의 활성화되지 않은 이태원 상권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홍대나 강남 등 도심의 메인상권을 위주로 사업을 구상했다고 밝힌

다. 당시 이태원의 레스토랑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았었기에 초기에는 여러모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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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운 처지였지만 그렇다고 첫 레스토랑의 1주년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 오픈 1

주년 기념으로 조그만 파티를 기획했다. 단골손님들을 위해 가벼운 핑거푸드를 준

비하고 가까운 사람들끼리 조촐하게 담소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한 것이었

다. 그런데 이 파티가 의외로 폭발적인 인기를 모았다. 이태원의 외국인들은 뜨내

기 관광객들도 있지만 우리나라에 상주하며 직장에 다니거나 학교에 다니는 사람

들도 상당히 많은 편이다. 그러다보니 그들이 부담없이 친구들과 모일 수 있는 자

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외국인인 탓에 몇 사람만 모여도 주위의 시선을 끌게 

마련이었고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만한 곳도 마땅치 않았던 것이다. 그런 사람들

에게 H의 레스토랑에서 열린 첫 파티는 강한 인상을 남겼고, 캐주얼한 파티메뉴

를 상시로 운영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이 들어왔다. 외국인들에게는 딱 맞는 맞춤 

파티 장소였던 것이다.

외국인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자 가게는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다양한 파티

들과 함께 매출이 올라가고 외국인 뿐 아니라 파티 문화를 좋아하는 국내의 젊은 

층들도 파티 장소로 이곳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가벼운 티파티 정도의 분위기에 

끼니 대신 즐길 수 있는 간단한 식사가 준비된 장소. 마땅히 모임을 즐길 곳이 없

었던 이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마음 놓고 자기들만의 파티를 즐길 수 있게 배려한 

기획이 제 몫을 해냈다고 여겨졌다. 

이태원은 지역 특성상 미국, 영국, 호주 등 서양인들이 많은 지역으로, 이곳의 

파티는 외국인들의 향수를 자극했다. 2만 원에서 4만 원 정도의 가벼운 파티 뷔페 

음식을 준비해주고 미닫이문을 이용해 프라이버시가 보장된 공간을 제공했다. 결

국 이 파티 덕분에 그의 식당은 외국인들을 주요 고객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

고 전체 매출을 올리는 데에도 크게 기여했다. 

2007년, H는 첫 번째 레스토랑의 성공을 발판으로 현재 그가 운영하는 음식점 

가운데 가장 유명한 타이레스토랑을 오픈하게 되었다. 현재 그의 타이레스토랑이 

있는 곳은 원래 타조가죽가방을 파는 가게 자리였다. 위치는 좋았지만 당시에는 

레스토랑 상권이 형성된 곳은 아니었다. 

주변에는�가방가게,�액세서리�소품�등을�취급하는�가게와�한식당�같

은� 것들이�있었고�호텔�주차장이�인접해�있었다.� 레스토랑이�있었던�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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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닌지라� 분위기상으로는� 조금� 어수선한� 느낌도� 있었다.� 하지만� 내�

눈에는� 근처� 어느� 곳보다도� 그� 자리가� 마음에� 들었다.� 길� 밖으로� 아주�

드러난�곳도�아니었고,� 그렇다고�찾기� 어려운�골목길에�있는�것도�아니

었다.� 큰길에서�고개만�돌리면�눈에�들어오는�위치가�아주�마음에�들었

다.� 근처에� 마땅한� 레스토랑들이� 없다는� 것도� 오히려� 좋았다(홍석천,�

ibid:� 57).

2007년 12월에 문을 연 세 번째 레스토랑은 중국식 레스토랑이었다. 중국식 레

스토랑이라고 하면 일단 말로는 무언가 거창한 느낌이 들지만 한국인들에게 가장 

친숙한 외식 산업이 바로 중국 음식 바로 자장면, 짬뽕, 탕수육이라는 점에서 착안

하였다. 그가 중국식 레스토랑을 선택한 것도 바로 이런 친근감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막상 중국식 레스토랑을 시작하려고 마음먹고 보니 이제까지 

먹었던 것과는 다른 중국음식을 선보이고 싶었다고 한다. 익숙하면서도 색다른 맛, 

부담 없으면서도 독특한 느낌을 줄 수 있는 메뉴들을 제공하는 중국식 레스토랑을 

계획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그는 중국 여행부터 계획했다. 워낙 여행을 좋아하

기도 하지만, 음식의 맛은 일단 현지에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음식철학이었기 때문이다. 홍콩, 베이징, 상하이 지역들을 돌며 맛있다고 소문난 

중국식당들은 모조리 찾아가 음식 맛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중국이란 나라는 워낙 

땅덩이가 넓은 곳이다 보니 지역마다 맛의 차이가 크고 메뉴에서도 큰 차이를 보

였다. 기본적으로는 느끼한 음식이 많았고 본 고장 요리라고 할수록 우리 입맛에

는 맞지 않았다. 중국을 여행하는 동안 중국요리와 타이요리의 기본 간이 상당히 

비슷하다는 걸 확인했다. 일단 타이레스토랑의 성공을 통해 타이요리의 매력을 충

분히 확인한 후였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중국요리와 타이요리를 알맞게 결합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의 입맛에 맞는 뒷맛이 깔끔한 요리들이 만들어질 것 같다고 판

단했다.

기대� 반�우려� 반으로�선보인� 오리엔탈�퓨전� 메뉴의� 결과는� 기대� 이

상이었다.� 하지만� 중국요리에� 대한� 편견을� 깨는� 작업은� 쉽지� 않았다.�

‘중국집=자장면’이라는�공식이�한국사람들�머릿속에�너무도�확실하게�각

인되어�있었기�때문이다.�차이나라는�이름을�보고�중국요리를�시킬�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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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들어왔다가�자장면이�없으면�모두들�김빠진�표정을�지었다.�지금은�

손님들의� 요청에� 따라� 자장면도� 런치메뉴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우리식

당의� 자장면은� 다른� 곳보다� 기름기가� 적고� 담백하며� 서비스로� 차를� 곁

들여� 뒷맛을� 최대한� 깔끔하게� 만들었다.� 앞으로도� 한국사람들의� 입맛에�

잘�맞는�매콤한�음식과�치킨,�해물�등을�접목시킨�퓨전요리�개발�등�한

국적인�메뉴들을�계속해서�선보일�예정이다(홍석천,� ibid:� 95-101).

H는 2007년 오픈한 타이 레스토랑에서 최대한 현지의 맛을 구현하기 위해 태

국으로 직접 건너가 마음에 드는 요리사를 찾을 때까지 수십 번의 면접을 보았다

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에 오픈한 중국식 레스토랑에서는 퓨전요리를 선보이고 있

으며, ‘한국사람들의 입맛에 잘 맞는’ 메뉴들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

하고 있다. 앞서 파악했던 외국인 이주자와 한국인 이주 귀환자들의 운영 타겟이 

외국인이거나, 외국문화를 즐기고자 하는 한국인들에 맞춰져 있던 것과 대조되는 

부분이다. 

H의 이태원 레스토랑 성공기는 이태원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거의 신화와 같

은 존재로 구전되고 있다. 현재 그의 레스토랑 근처에서 다른 레스토랑을 운영하

는 사람들도 외국인, 내국인 가릴 것 없이 그의 성과에 대해 언급할 정도이다. 실

제로 이태원 세계음식거리에 한국인들의 이목이 집중되게 만든 것도, 주목받는 연

예인인 그의 레스토랑이 언론에 자주 노출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평가도 있다. 

H의 역할이 이태원이 외국인들에 의해 ‘타자화 된 영토’라는 지역이라는 인식으로

부터 ‘한국적인 성향으로 재영토화 되어가는’ 과정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

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2) 후기�시장�진입�유형

① 경리단길 태국음식점 운영자 J

다음 사례는 2012년 12월부터 경리단길에서 태국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두 

30대 남성이다. 이들은 다이빙을 하기 위해 찾은 태국에서 태국 음식의 매력에 빠

져 화려한 불상과 묵직한 그릇이 없는 태국 음식점을 차리고 싶었다고 개점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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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밝혔다. 호주에서 요리를 공부한 동업자는 치앙마이와 방콕을 오가며 태국 길

거리 요리를 본격적으로 탐구하기 시작했다. 태국 말을 할 줄 모르니 무작정 요리

를 주문해 먹고, ‘이번엔 내가 해보겠다’며 따라 만드는 수밖에 없었다. 

연구자와 인터뷰를 진행했던 J는 본래 미술을 전공했고, 그와 함께 동업하는 친

구는 요리를 전공했다. J역시 졸업 후에 홍대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매장 매니져 

업무를 보며 레스토랑과는 그리 멀지 않은 관계를 유지해왔다.  

일단�저희가�여기�들어왔을때만�해도�여기�진짜�뭐가�없었거든요.�그

만큼�임대료도�쌌어요.� 뭐� 돈이� 없으니.� 일단� 여기가�자리가�나서,� 일단�

계약을�미리�한거죠.�뭐할지�정하지는�않고.�그러고�여기서�뭘�하면�좋을

지�생각하다,� 여기� 뒷골목이�원래� 시장이니까.� 그리고�원래� 저도�태국을�

많이�왔다갔다�했었고,� 친구도�동남아에서�좀� 있었고,� 그래서�좀�카오산�

로드�같은걸�하면�분위기가�재밌겠다.�그래서�시작을�하게�된거죠.

-� J씨,� 30대�초반,�남,�타이레스토랑�운영-

이들 역시 처음부터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생각은 없었다고 한다. 이

점은 이태원에서 에스닉 레스토랑이 자리잡기 시작했던 초기의 운영자들과는 차이

를 보이는 부분이다. 이들이 지금 같은 태국 노점상 컨셉으로 식당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어차피 태국을 다녀온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것이 길거리에서 사먹었던 국

수나, 오백 원짜리 팟타이(태국식 볶음 쌀국수)라는 점에 착안한 것이었다. 

보통� 태국하면� 저렴하고�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런�

향수를�알아주시는�분들을�위해서�만든�거예요.�그러고보니�생각보다�태

국을�다녀오신�분들이� 너무�많고,� 태국�음식을�좋아하는�분들이�생각보

다�너무�많으신거죠.�그래서�요즘은�정말�손님이�많아요.

-� J씨,� 30대�초반,�남,�타이레스토랑�운영-



- 114 -

<그림� 4-1>�경리단길�태국음식점의�외관과�메뉴

자료: 2014년 8월 3일 촬영

이태원에 메인 상권에 자리 잡은 고급 타이레스토랑과는 달리, 메뉴는 최대한 

길거리에서 파는 음식들로만 대부분 구성을 했다. 좋은데 가서 먹을 수 있는 음식

들은 웬만하면 메뉴에 구성하지 않았다. 가게가 워낙 협소하기 때문에 많은 메뉴

를 만들어 낼 수 없다는 점도 한 몫 한다. 저장 공간이 그만큼 없기 때문이다. 그

래서 최대한 간단한 메뉴들로만 구성이 되어있다. 이곳을 이용하는 손님들은 90%

가 한국 손님들이다. 이곳도 오픈 초기에는 동네에 거주하는 외국사람들이 주로 

찾아왔다. 하지만 최근 1-2년 사이에 한국인 방문객들이 눈에 띄게 급증하면서 기

존에 찾던 외국인 단골들의 발걸음이 뜸해졌다고 한다. 최근 경리단길 인근의 변

화로, 한국인들이 많이 가는 곳에는 외국인들이 잘 가지 않는다고 했다. 이는 경리

단 뿐 만 아니라 이태원 메인 상권에도 해당되는 사항일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예전에� 초반에는� 단골이� 꽤� 많았어요.� 동네에� 사시는� 분들,� 그때는�

저희가�그렇게�알려진�가게가�아니었으니까.� 그때는�다� 이런�소소한�분

위기를� 좋아해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아무래도� 입소

문이�나다보니까,�그냥�궁금해서�오시는�분들이�더�많으신�것�같아요.

-� J씨,� 30대�초반,�남,�타이레스토랑�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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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의 구성 변화에 대해 뚜렷하게 호불호의 의견을 내지는 않았지만, 방문객

의 증가로 매출이 호재를 올리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동네 주민들로 구성되었던 

과거의 단골들이 사라져감에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의견은 J뿐 만 아니

라 이태원 상권에서 초창기에 자리잡은 운영자들이 공통적으로 표현한 아쉬움이다. 

원래 이들도 보통 다른 태국음식점들처럼 태국 출신 현지인 쉐프를 섭외하려고 

하였지만 잘 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직접 배웠다. 태국 여행을 사랑했던 여행

자답게 방콕의 길거리에서 음식을 배웠다고 한다.

�직접�먹고,�하나를�더�시켜서�먹고,�돈을�주고,�내가�만들어보겠다.�

이런식으로�해가지고�좀�먹어보고�그�사람들한테�컨펌을�받고,�그런식으

로� 배워왔거든요� 저희는.� 정말� 길거리현장에서,� 여기에� 있는거� 다� 길거

리에서� 동냥해서� 가르쳐달라고...음식� 같은� 경우는� 잘� 가르쳐줘요.� 왜냐

하면� 일단� 외국인들이니까,� 자기들� 경쟁상대도� 아니고.� 그리고� 소스가�

많이� 없어요.� 태국� 음식에는.� 그래서� 조금만� 알면,� 옆에서� 보다보면� 웬

만한�건� 금방�파악이�되죠.� 그리고� 친구가�요리를�전공을�했으니까.� 그

래서�그�친구는�보면�딱�알죠.�그래서�와가지고�만들어보고...

-� J씨,� 30대�초반,�남,�타이레스토랑�운영-

정통 태국음식을 제공한다기 보다는 태국여행을 추억하거나, 태국을 궁금해하는 

젊은 한국 손님을 타겟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들이 중요하

게 여기는 또 다른 부분은 가게의 인테리어이다. 플라스틱 테이블과 의자, 알록달

록한 스티로폼으로 만들어진 아이스박에 채워진 얼음과 맥주 등의 컨셉 자체가 전 

세계 배낭여핵객들의 성지인 방콕의 카오산로드, 또는 일상적인 태국의 길거리를 

재현하고자 연출한 장치들이다.

이를 위해 두 세달에 한번 씩 반드시 태국을 방문한다. 메뉴 구성은 거의 고정

적이지만, 집기류나 가게 인테리어를 위한 소모품들을 그때그때 채워 넣기 위해서 

이다. 실제로 이들의 가게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의자와 테이블은 직접 태국에서 

구입해 오는 것들이다. 싸구려 철제 스푼과 젓가락 등 사소한 모든 것들을 현지에

서 구입해 온다. 배송도 따로 하지 않고, 본인들의 수화물에 직접 싣고 온다. 초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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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는 배송료가 저렴한 배편으로 보내도 보았지만, 어차피 태국은 여행가는 사람

이 많기 때문에 본인들이 태국에 갈 시기에 맞추어 함께 여행할 친구들을 섭외한

다. 그렇게 현지에 함께 가서 구입한 짐들을 각자의 수화물로 나누어 들고 오는 

방식을 고수한다. 그러나 현지에서 사오는 식자재는 없다. 채소류는 가지고 들어오

면 세관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향신료 파우더 같은 것들은 태국을 방문할 

때마다 구입해온다. 하지만 신선도가 중요한 식자재는 웬만하면 가지고 오지 않고, 

안산의 다문화거리에서 조달한다. 그곳에는 우리나라에서 구하기 힘든 웬만한 향

신료들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방문하는 손님들이 주문하는 메뉴는 거의 비슷비슷하다. 태국음식을 많이 아는 

손님들은 이것저것 좋아하는 음식을 시키지만, 보통은 태국음식에 대해서 잘 모르

는 경우가 많다. 

알아봐야�거의�팟타이,�똠양꿍.�그거�말고는�잘들�모르세요.�커리�종

류..그런거도� 그렇고,� 태국음식은� 이름이� 어려워서...저희가� 보통� 추천은�

많이� 해드리는데,� 거의� 블로그들을� 많이� 보고들� 오시니까,� 블로그에서�

본�것들로�주문을�많이들�하시죠.

-� J씨,� 30대�초반,�남,�타이레스토랑�운영-

대체적으로 이곳을 방문하는 방문층 연령자체가 많이 낮아졌다. 처음에는 보통 

30대 초반이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요즈음 그보다 어린 연령대의 방문도 잦다. 그

런데 특이한 점은 나이 4-50대의 나이 든 손님들의 방문도 늘어났다는 것이다. 

특정 연령대의 구별짓기 소비문화에서 점차 대중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

는 단면이기도 한다. 하지만 여전히 구매력이 높은 층은 30대이다.

또 다른 특성으로는 최근에 식당을 개점한 내국인 운영자들 가운데 지인들 사

이의 네트워크를 통해 이 지역을 소개 받은 경우가 많고, 이들은 대부분 서로 알

고 지내는 관계라는 것이다. 

저쪽� ‘ㅈ’� 스트릿은� J가�꽉�잡고�있죠.�꽤� 친한�사이에요.�지금은�잘�

나가니까.� 돈도�잘� 벌고.� 하핫.� 걔는�책도�쓰고,� 강연도�하고...바빠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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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게에�거의� 없어요.� 거의�해외에�자주�나가고�그래서.� 아까� 지나가

다가�보긴�했네.�여기�앞쪽에�살아요.�요�옆에� ‘ㅍ’펍이라고�지하에�있어

요.� 거기도� 친구들이랑� 제가� 하는� 거고요.� 저쪽� 위에� 소월길� 올라가는�

쪽에� 지금�공사하고�있는�가게� 있구요.� 거기는�하나는�베트남�음식점이

고,� 하나는�웨스턴�브런치에요.� 지금� 이� 가게�하는� 친구랑�같이�하는데�

다른분들이�더�같이�참여�하는거에요.�

-� J씨,� 30대�초반,�남,�타이레스토랑�운영-

위와 같은 방식으로 친분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자금도 함께 모으고, 또 다른 

식당을 열기 위해 아이디어를 도모하기도 한다. 그는 경리단길 인근에서 또 다른 

식당을 오픈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베트남 음식점이다. 이 사업 역시 

태국음식을 하면서부터 계획 했던 아이템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베트

남 음식의 메뉴 구성이 천편일률적이고 맛도 현지식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베트

남 현지음식에 가까운 다른 메뉴들을 구상하고 있다. 하지만 소자본을 가진 이들

이 새로운 컨셉으로 무언가를 도모하기에 이미 이 지역의 임대료는 위협적인 수준

으로 치솟았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권리금이 없던 건물에, 이제는 이들이 계약할 

당시보다 권리금이 세 배 정도로 상승했다.  

각각의 사례로 살펴본 한국인 운영자들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이들은 1년 이상의 장기 해외 거주 경험은 없으나 단편적인 여행 등을 통해 해

외를 경험하였고, 이러한 해외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였다. 특히 

이들 가운데에는 한국사회에서 이태원의 이미지가 지금과 같이 환영받지 못하던 

시기에 일찍이 이태원의 장래성을 예측하고 투자한 개척자적 특성을 지닌 사업가

들이 존재한다. 이로 인해 한국인 사업가들의 경우 이태원에 진입한 시기를 크게 

두 시기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태원의 이미지가 한국사회에서 지금과 같

이 환영받지 못하던 시기인 2000년대 초반이고, 두 번째는 침체되었던 이태원의 

상권이 다시 급속도로 활성화되기 시작한 2012년도 이후이다. 전자에 해당하는 사

업가들은 당시의 침체된 이태원의 상권에서 외국문화 수요계층의 확산으로 이태원

의 장래성을 희망적으로 예측한 개척자적 특성을 지닌다. 후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 118 -

운영 타겟을 한국인으로 정하고 ‘한국인이 좋아할 만한 에스니시티’에 맞춰 선별적

인 전략을 구성한다는 특성을 지닌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입지한 한국인 사업가

들 간에는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새로운 사업을 이태원 내에서 함께 도모한다는 특

성을 가지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던 H의 사례와 J의 사례처럼 내국인 운영자들은 외국인 이주자, 

한국인 이주귀환자 출신의 운영자들과는 다른 운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손님의 

구성이 외국인인지, 한국인인지 크게 신경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한국

인에게 매력적인’ 메뉴를 구성하려고 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들 역시 완전히 한

국적인 것을 제공하기 보다는 본인들에게 인상적이었던 해외 문화를 혼성적으로 

전략화 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계속하여 대상 국가를 방

문한다는 점에서 상업적 또는 상징적인 초국적 주의를 실행하는 주체들로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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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이태원�에스닉레스토랑의�운영�특성

1.�메뉴구성과�제공의�유형

앞 절에서 확인 된 것처럼 에스닉레스토랑의 운영주체가 크게 초국적 이주민, 

초국적 이주를 경험한 한국인, 이주를 경험한 적이 없는 한국인의 3부류로 구분되

는 것과 더불어, 이들이 제공하는 레스토랑의 메뉴와 운영방식도 각각의 전략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이 운영자의 신분에 따라 뚜렷하게 차별화되기보다는 혼

종적으로 얽혀있다. 

 1) 현지�방식�그대로의�재현(Authentic Ethnic Food)

(1) 현지�방식에�충실한�재료와�조리법

이태원의 에스닉 레스토랑 운영자들의 상당수는 메뉴와 조리법에 있어서 현지 

방식을 그대로 재현하여 제공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것이 자신의 레스토랑

의 존재가치라고 여기기도 한다. 태국음식점 ‘T’의 사장 P의 메뉴제공 방식 역시 

최대한 태국 맛에 가깝게 제공하는 것이다. 맛을 내기 위해 한국에서 구할 수 없

는 재료도 최대한 조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주방에서 음식을 제대로 만들

고 있는지 때때로 관리, 감독한다. 

때로는 한국에서 조달되지 않는 재료들을 구입하기 위해 직접 현지를 방문하여 

구입해 오기도 한다. P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의 경우 이미 오픈한지 오랜 시간이 

지나 단골들 중 상당수가 태국 현지 맛에 대해 마니아를 자처하는 계층들이 존재

한다. 

저희보다� 더� 예민한� 미각을� 갖고� 있는� 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커리� 같은� 거는� 여기� 한국에서� 살� 수가� 없어요.� 또� 어떤� 재료는�

잔량이� 달랑달랑�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여기서� 살� 수� 있는� 재료하

고�섞어�써요.�그럼�손님이� ‘여기�주방장�바뀌었냐고?’,� ‘왜�그러십니까?’�

그럼�맛이�이상하다고,�그러면�사실� ‘아이구!’하죠.� ‘죄송합니다,�지금�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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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가�충분히�조달이�안�돼�가지고�한국에서�살�수�있는�거로�해서’,� ‘아

니� 그럼� 진작에� 얘기하던지’,� ‘죄송합니다.� 다음부터�이런� 일� 없도록�하

겠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 맛에� 찾아오는� 손님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

까� 그� 맛을� 유지하지� 않으면� 떨어져가는� 거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 초

심에� 했던� 그� 맛을� 유지하려고� 날마다� 사실� 모니터를� 해야� 돼요.� 우리�

주방장님도�그런거를�하지만,�때로는�바쁠�때�자기네들�편한대로�하다보

면�맛이�좀�이상해질�때가�있어요.

- P씨,�타이레스토랑�사장,� 50대�중반,�남-

이 식당의 경우 식재료 조달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략적인 

식재료 조달 루트는 다음과 같다. 요리 재료는 시장에서 주문한다. 채소의 경우 시

장에서 주문한 후 배달해 달라고 연락하면 시장 상인이 배달해 준다. 또한, ‘꾸웨

이 띠야오’(태국식 쌀국수)의 당면은 태국회사로부터 수입한다. 여러종류의 당면 

(혹은 국수면발)을 주문하면 태국에서 보내준다. 고기류나 해산물, 생선의 경우 한

국의 한 시장에서 주문하면 배달해준다. 한국에 없는 생선은 한국 생선 중 비슷한 

것으로 대체한다. ‘프릭키누’(태국 쥐똥고추)의 경우, 한국 청양고추보다 맵기 때문

에 수입해서 사용한다. 그러나 ‘프릭키누’는 말린 상태로만 수입되기에 태국식 매

운 맛을 내기 위해 ‘프릭키누’ 말린 것과 청양고추를 함께 사용한다. 이것도 태국

회사와 계약해서 그 회사에 주문하면 보내 준다. 이러한 노력을 기울인 끝에 태국

음식 본연의 맛에 가까운 음식을 손님들에게 제공할 수 있었고, 이는 이 식당을 

찾은 손님들이 지속적으로 방문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파라과이 음식점을 운영하는 M의 경우에도. 한국에서 남미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재료라고 말한다. 한국에서 공급 가능한 재료의 

경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현지 입맛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 수 없이 현지에서 

공급해야 하는 재료도 있다. 그런 재료로는 ‘만디오까’를 말려서 만든 ‘알미

존’(Almidon), 한국의 옥수수 가루에 해당하지만 한국 것과 완전히 달라서 수입해

야만 한다는 ‘아리나 데 마이스’(Harina de maiz), 종려나무 순인 ‘팔미

토’(Palmito), 인기메뉴에 ‘치빠’에 들어가는 상큼한 박하향의 향신료 씨앗인 ‘아니

스’(Anis) 등이 있다. 이들 재료는 파라과이의 한 식재료상을 통해 공급한다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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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식재료 수입에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은 배송비가 너무 비싸다는 것이다. 

오스트리아 델리샵을 운영하는 M의 경우는 모든 작업을 수작업으로 진행하며, 

재료도 철저하게 현지에서 조달한다. 한국의 공장에서 대량으로 만드는 햄이나 소

시지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 그들의 자부심이다. 한국에서도 최근 수입 향신료

의 종류가 다양해졌지만, 국내에 수입된 향신료들의 재질을 신뢰하지 못하는 까닭

에 재료를 구입하러 일년에 두 번 직접 오스트리아를 방문한다.

한국에� 있는� 호밀가루로는� 오스트리아� 정통� 방식의� 사우어를� 만들�

수가� 없더라구요.�그래서�한국의�호밀가루로�만들어�낼� 수�있는� 최적의�

배합을�찾아내려고�직접�한국�호밀가루를�들고�오스트리아까지�가서�연

구해왔어요.�그만큼�진정성을�추구하죠.�

- M씨,�오스트리아�델리샵�사장,� 50대,�여-

-

출처:� 2014년� 8월� 20일�촬영

<그림� 4-2>�오스트리아식�소시지�가공이�수작업으로�이루지는�델리샵

호주식 브런치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D의 경우, 현재의 레스토랑 이전에 역시 

이태원에서 터키 케밥을 제공하는 음식점을 운영한 경험이 있다. 당시에는 메뉴를 

보다 한국스타일에 맞추려 했는데, 한국인 손님이 오면 케밥에 머스타드와 케첩을 

뿌려주고2 외국인 손님이 오면 아무것도 뿌리지 않고 주는 식으로 운영했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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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지금 운영하는 브런치 레스토랑은 본래 그 음식의 조리법에서 전혀 변화를 주

지 않았다. 현재 주방장들은 한국인이다. 첫 주방장은 이탈리아에서 요리공부를 했

는데 현재의 레시피는 모두 그녀가 남긴 것이다. 그래서 이곳의 요리들은 대부분 

혼종적이다. 한국-서양 조리법의 혼합이란 의미의 퓨전이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음식들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메뉴는 아메리칸 브런치, 영국식 브런

치 혹은 이탈리안 파스타 등이다. 영국 전통 아침식사 같은 경우는 소시지, 계란, 

베이컨, 콩, 토스트 같은 것들인데 이들은 한국 스타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국

인들에게 반응이 매우 좋다. 미국식 전통 아침식사는 소시지, 펜케이크, 계란 요리 

같은 것들인데 이 역시 한국 스타일이 아니지만 한국인들이 좋아한다. 그래서 그

의 레스토랑에 있는 메뉴는 한국인의 입맛에 맞추어 바꾼 적이 없다.

 

저희� 피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탈리안식이에요.� 피자를� 굽고나서�

싱싱한� 야채들을� 위에� 얹어요.� 이탈리아에서는� 이렇게� 하지만� 한국인들

은�이렇게�하지�않죠.�제�메뉴는�바꾼�적이�없고요.�제�손님들이�외국인

에서�한국인으로�바뀐거는�한국인들이�이�곳에�오기�시작해서에요.�여전

히�서양손님들도�많이�오고요�그냥�한국인들이�더�많이�오는�것�뿐이에

요.

-D씨,� 30대�후반,�브런치�식당�운영-

멕시코에서도� 타코가� 다가� 아니거든요.� 한국하면� 비빔밥이� 다가� 아

니고,�한국�음식의�트렌드가�있듯이.�멕시코에도�음식�트렌드가�있기�때

문에� 되도록� 1년에� 한� 번씩� 꼭� 가서� 보고,� 그래서� 저와� 남편도� 멕시코

에서�새로운�트렌드를�보고�반영하려고�많이�그러죠.

-B씨,� 30대�중반,�멕시칸�타케리아�운영-

이처럼 현지의 방식에 충실하고자하는 레스토랑의 운영 방식은 이곳을 찾는 소

비자들이 정통성 있고, 현지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는 음식을 맛 볼 수 있는 환경

2 정통 케밥에는 머스타드와 케첩을 뿌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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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드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 

(2) 현지인�요리사의�고용

태국 음식점을 운영하는 H의 경우 태국에서 오랜 세월 동안 살았기에 태국 현

지에서 요리사를 데려 와 고용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현재는 일하고 

있는 요리사들이 함께 일하던 요리사 친구를 초대해 한국에서 일하는 방식으로 인

력을 공급하고 있다고 한다. 지인을 통해 새로운 인력을 소개 받는 것의 장점은 

어느 정도 믿을 만한 사람이 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경우 새로 온 동요에

게 기존 동료들이 한국 문화 적응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크기에 문화 차이에서 오

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처럼 운영자의 현지 경험은 현지인들

을 직접 고용하는데 있어서 큰 메리트로 작용한다. 

한국에서 에스닉음식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실력 있는 

현지 요리사들을 고용하여 좀 더 다양화된 메뉴와 맛 좋은 요리를 공급하는 일이

다. 이 부분에서 에스닉레스토랑 운영자의 초국적 이주 경험, 특히 수용국에서의 

안정된 지위와 인맥을 바탕으로 본국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탄탄한 네트워크를 유

지하고 있다는 점은 현지인 요리사의 고용에서 어려움을 겪는 타 레스토랑들과 비

교했을 때 굉장히 차별화 된 자산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파라과이 음식점 ‘C’의 경우 현지 음식의 맛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 요리사는 

항상 파라과이 출신의 요리사를 고용한다. 현재 일하는 요리사는 파라과이에서 요

리사로 일하던 조카라고 한다. 또한 친구가 파트타임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한다. 이 식당의 사장 M씨는 조만간 파라과이 출신의 직원을 한 명 더 고용할 계

획이라고 했다. 이 식당의 인적 구성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그 수가 적은 국가의 

외국인이 친척이나 지인 등에게 일자리를 소개하여 한국에 자리잡는 전형적인 예

임을 알 수 있다.

개점하고� 몇� 년이� 지나면서� 우리는� 한국사람이� 어떤� 요리를� 선호하

는지�알게�되긴�했지만�우리는�요리를�거기에�맞춰�바꾸진�않았고�앞으

로�그럴�생각도�없어요.�저희�음식은�그대로�둬야하니까요.�제가�손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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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믿음을� 얻기� 위한� 노력은� 주로� 잘� 풀려요.� 80~90%는요.� 어떤� 사람

들은�가격�때문에�많이�힘들어해요.� 그래서�조금만�시키는데�전� 그런것

들은�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의� 선택이니까요.� 어쨌든� 음식을� 드신� 후의�

반응은� 주로�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저나� 종업원이� 직접� 어떻게� 먹는지�

가르쳐주고요.� 아랍의� 전통적인� 먹는� 방식이라던지� 음식을� 섞는� 방법이

라던지�어떻게�맛있게�먹는지에�대해�직원들에게도�가르쳐줘요.�

-‘A'씨,� 40대�후반,�남,�요르단�출신,�중동음식점�운영-

위의 할랄음식점의 경우, 술도 팔지 않고 엄격한 할랄 방식을 추구하기 때문에 

쉐프는 전문요리사를 데려온다. 중동 쪽에서 쉐프를 데려오면 오너가 딱히 따로 

할 일은 없다고 한다. 이곳은 굉장히 고유한 아랍 음식을 파는 레스토랑이기 때문

에 한국손님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해도 메뉴나 조리 방법을 한국식으로 바꿀 일은 

전혀 없을 것이라는 확고한 운영철학을 가지고 있다.

2) 한국인의�입맛에�맞춘�퓨전�음식

초창기 에스닉레스토랑의 고객들은 대부분 ‘한국 속 외국인’이었다. 그러나 시

간이 지나면서 한국인 손님이 늘었고, 입소문을 타면서 이태원의 레스토랑들은 성

공가도를 달리게 되었다. 식사를 하기 위해 골목에서 3시간씩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태원에서 5년 이상 레스토랑을 운영해온 운영자들은 대부분 

운영초기에는 외국인이 80%, 한국인이 20% 정도였는데 2년 전 무렵부터 역전되

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우리�식당이�생길�때만�해도�한국에�멕시코�음식을�하는�식당이�거의�

없었다.� 또띠아에� 고기를� 싸먹는� 멕시코� 음식은� 쌈을� 싸먹는� 한국� 음식

과�닮아�있어서�접점을�찾으면�잘될�것이란�확신이�있었다.�미국에서�멕

시코� 음식을� 자주� 접하다� 보니� 재미교포들은� 자연스럽게� 멕시코음식과�

한국음식을�섞어서�먹는다.�어릴�때부터�먹던�맛이라고�할�수�있다.

-� K씨,� 30대�중반,�남,�멕시코�레스토랑�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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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레스토랑의 인기 메뉴는 멕시코 음식에 김치와 갈비를 접목해 들어간 ‘퓨전’ 

음식이다. K는 “퓨전이라고 해서 없던 것을 부자연스럽게 만들어 낸 것이 아니다”

라고 설명했다. 만일 억지로 퓨전음식을 만들기 위해 합친 음식이었다면 맛도 없

고 인기도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반면 향신료가 강한 태국 음식의 경우, 현지 음식에 익숙한 매니아 층이나 모

험가가 아니면 접하기에 다소 장벽이 있는 음식으로 여겨진다. 타이레스토랑을 운

영하는 H는 피자나 스파게티가 중심이 되는 이탈리안 푸드의 경우에는 스테이크

나 샐러드처럼 어느 정도 익숙한 메뉴들을 첨가할 수 있었지만, 타이요리는 기본

소스부터 요리의 모양새까지 손님들에게 익숙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타

이요리의 맛을 내면서도 우리 입맛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이국적이면서도 낯설지 

않은 메뉴를 개발해야만 했다. 메뉴를 세팅하기 위해 타이의 유명하다는 음식점은 

모두 방문해 요리를 먹어보고, 주방장에게 조리법을 묻기도 했으며, 마음에 드는 

곳은 몰래 메뉴판을 훔쳐오기도 하였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요리의 매

력을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어 소개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타이고추를� 사용해� 향이� 강한� 것도� 우리� 취향에� 맞을뿐더러� 해산물�

등�주재료가� 신선하지�않으면� 절대로� 요리의�맛을�낼� 수가� 없는� 것� 또

한� 타이음식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타이� 카레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꽤나� 좋아하는� 아이템인데� 대개의� 타이요리들은� 맵고� 짜고� 달고� 신� 네

가지� 음식의� 맛을� 하나의� 요리에서� 다양하게� 맛볼� 수� 있다.� 독특한� 향

신료�특유의�냄새만�조절한다면�충분히�한국사람들에게�가능성�있는�메

뉴라�할�수�있다.�

-� H씨,� 40대�중반,�남,�타이�레스토랑�운영-

하지만 타이 스타일 그대로를 손님 앞에 내놓는다면 낯선 향 때문에 실패할게 

뻔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다. 때문에 가게를 오픈하고 난 후, 처음에는 타이요

리의 향신료를 모두 뺀 상태로 조리해서 입맛대로 추가할 수 있도록 내놓았다. 타

이요리를 처음 맛보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였다. 그러다보니 타이요리에 익숙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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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에게는 음식이 이상하다는 소리를 많이도 들었다.

이런 손님들에게는 타이 향신료와 소스를 추가로 제공해 입맛에 맞춰 먹을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그 후로 이 식당을 찾는 손님들은 자연스럽게 타

이요리의 맛에 익숙해질 수 있었다. 그렇게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 입소문이 나자 

단골이 늘게 되면서 손님들의 취향에 맞춰 중간 정도의 맛으로 레벨을 맞추어 향

신료를 사용하게 되었다. 타이요리 마니아들이 왔을 경우에는 입맛에 맞춰 주방에 

특별 주문을 넣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한국식 입맛의 고객이 많은 탓에 타이와 

한국의 중간 맛을 찾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사실 타이 현지의 음식과 우리나라에서 먹는 타이음식의 맛은 큰 차이가 있다. 

가끔은 타이 현지의 요리보다 더욱더 강한 향신료를 쓰고 ‘이것이 타이의 맛이다’ 

라며 강요하는 레스토랑도 꽤 만날 수 있지만, H의 경우에는 입에도 맞지 않는 

음식을 강요하기보다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편하게 먹을 수 있는 타이요리를 만들

어 보고 싶다. 처음 타이요리를 접하는 사람이나 타이요리의 마니아들까지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미디엄한 맛을 찾는 것이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P셰프의 전공은 이탈리아 북부요리다. 그가 태어난 곳은 북부 이탈리아와 스위

스 국경지대의 호수가 있는 작은 휴양도시 꼬모(Como)로 주변에 쌀이 재배되는 

곳이 많아 리조또를 즐겨먹었다고 한다. 또, 바다와 접해 있지 않기 때문에 해산물

보다는 육류요리가 많이 발달했다고 말한다. 냉장 시설이 없던 시절, 고기를 보존

하기 위해 고기를 소금에 절이거나 훈연하고 발효시켰다. 이런 과정을 거쳐 나온 

베이컨, 햄, 초리조, 소시지와 같은 육가공품을 샤퀴테리라고 하는데 이탈리아 북

부는 샤퀴테리와 같은 육류와 염장식품, 쌀 요리 등이 전반적으로 발달했다. 그래

서 그는 갈비찜이나 젓갈과 같은 한국음식에서 비슷한 점을 많이 찾았다고 말한

다. 그는 “만두 속이라든지 고기를 재우거나 짭조름한 양념으로 젓갈을 만드는 방

식이 친근하다. 하지만 매운맛은 아직도 적응이 안 된다. 북부 이탈리아는 마늘이

나 고추를 직접 먹기 보다는 향을 우려내는데 쓰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짭조름

한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 그는 명란이나 젓갈과 같은 염장, 발효, 숙성 재료를 연

구하며 다양한 파스타를 만드는 재미있는 시도를 하고 있다.3

3 “이탈리아 북부 정통 셰프 파올로 꼴라비니(Paolo Collavini), 이태원 비트윈 상륙“, 
<<조선일보>>, 201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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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에스닉레스토랑의�운영방식

1) 현지의�문화와�풍토가�이식된�운영방식�

미국식 스포츠펍을 운영하는 A는 먹는 음식을 넘어, 자신의 고객들이 자신의 

고국에서 즐기던 스포츠 문화를 그대로 즐길 수 있는 서양식 펍 문화를 제공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다. 

우리는� 그래도� 정통� 서양식� 문화를� 만들려고� 노력하지,� 음식� 문화도�

그렇고�놀이�문화는�자기들�노는�문화를�만드는거죠.� 다트,� 스포츠,� 990

개�채널을�도입해서�거의�모든�국가의�스포츠�중계를�다�볼�수�있게�티

비�수신기를�달고…�프랑스,�이탈리아,�캐나다�불문하고�자기나라�안방에�

온�것처럼�다양한�국적을�가진�사람들이�모일�수�있도록�말입니다.�그렇

게�함으로써�이태원의�펍,� 지역사람들,� 세계적인�인구들이�모일�수�있는�

가장�적합하게�장소를�택한�게�이태원이�아닌가라는�생각을�합니다.

-� A씨,� 40대,�남,�스포츠�펍�운영� -

실제로 이태원에 존재하는 스포츠 펍들은 최근에 새로 들어서는 음식점들에 비

해 여전히 외국인, 특히 영어권 외국인들의 방문 비율이 높다. 평일 저녁시간에는 

한국인 손님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그들만의 문화를 즐기는 분위기이기도 하다.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운영자가 처음부터 목표했던 ‘먹고, 보고, 즐기는 

서양식 문화’ 에 충실한 결과 타깃으로 삼았던 외국인 손님들은 여전히 그들의 가

게를 찾고, 이러한 문화를 함께 즐기고 싶어하는 한국인 손님들 역시 뒤를 잇게 

되었다. 

누구를� 의식해서� 이태원에� 정착하는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백인들이�

정착했어요.� 그� 이유는� 자기들� 문화가� 이곳에�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미

국,� 캐나다,� 호주,� 영국,� 뉴질랜드,� 아일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이� 7개�

(http://busines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7/25/201407250200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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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스포츠� 펍이� 유행을� 하는데,� 그� 펍이� 이태원에서� 정착하면서�

마치�그�나라�문화를�가져다�놓은것처럼�이태원에�자리잡은거죠.�우리나

라에서�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나라� 사람들인데,� 그� 사람

들이�와서�놀�수�있는�문화적�온도,�습도�모든�걸�다�갖다�놓은거죠.�

-� A씨,� 40대,�남,�스포츠�펍�운영� -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며 맥주 한잔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영어권 외국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생활의 일부였고, 자국의 스포츠 리그 중계를 보며 회포를 푸는 장

소가 이태원에 만들어졌다는 것이 외국인들을 모이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

였다. 이를 통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이태원에서 자연스럽게 만나 어울리

게 되었고, 이런 분위기가 자연스레 해밀턴 호텔 뒷골목에 퍼지면서 이 골목만의 

서양식 문화가 차츰 형성이 되었다. 

여기는�외국인들�중에서도�자기들이�여유있는�생활을�하는�사람들이�

모여요.� 대사관,� 영사,� 각� 주재원들,� 교수...소위� 상류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사람들이�자기들끼리의�스포츠�교류,�이색적인�대회�등등을�가지면

서�나름대로의�라이프를�즐기려고�하는거죠.

-� A씨,� 40대,�남,�스포츠�펍�운영� -

위에서 말하는 스포츠 교류라는 것은 이태원 일대의 펍에서 월요일, 수요일, 토

요일 주 3회에 걸쳐 34개 팀에서 다트, 당구 등을 위주로 열려오는 리그를 말한

다. 또한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스포츠, 축구 농구 배구 럭비와 같은 종목은 주로 

토요일에 근처의 한강공원에서 열리곤 했는데, 그 스포츠 문화가 외국인들 사이에

서 자유롭게 진행되면서 회포를 풀고 어울리는 장소가 이태원에 자연스럽게 형성

되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속칭 ‘해밀턴 호텔 뒷골목 문화’가 차츰 형성되었고, 

이에 탄력을 받은 외국인, 내국인 운영자들이 비슷한 류의 펍(pub)들을 개점하면

서 지금처럼 다양한 외국음식점들이 모일 수 있는 인큐베이터로서의 기능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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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4년 8월 20일 촬영

<그림� 4-3>�이태원�스포츠�펍의�내부

한편 외국인들의 식습관을 고려해서 코티지 파이, 수프, 샌드위치, 파니니, 볶음

밥 등 매일 아침에 적정량의 음식만 만들어 판매하고 오후 4, 5시경에 문을 닫는 

소위 ‘다품종 소량생산’을 추구하는 식당도 있다. 경리단길에 위치한 샌드위치 전

문점 운영자 L에 의하면 초기 이러한 식당의 주요 고객은 이태원 경리단길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었다. 영어학원 강사로 취업해 1,2년 동안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

인들이 마땅히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을 착안, 혼자서도 간편하

게 먹을 수 있는 샌드위치, 라자냐, 콜드 파스타 등을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부엌

이 비좁아 요리를 즐기기 어려운 외국인들이 주요 고객으로 이곳을 찾았다는 것이다. 

뉴욕식 브런치 틈새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브런치 레스토랑을 오픈한 P의 타깃

은 한국에 파견 나온 주재원들이었다. 그러나 P의 증언에 의하면 사실상 메인 타

깃은 한국 사람이다. 하지만 타깃 또는 아이덴티티가 흐려지면 자신의 비즈니스가 

존재하기 힘들다는 생각으로 가상의 타깃을 정한 것이다. 뭔가 ‘아 거기!’ 하면 주

재원도 많이 가고, 미국사람이 미국음식으로 인정을 해주면 차츰차츰 입소문을 통

해 방문객들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 그녀의 생각이었다. 때문에 주재원, 미국인, 

한국인 교포, 유학생 순으로 타깃순위를 정하고, 그 다음으로 한국인들 가운데 트

랜드세터와 팔로워의 순으로 타깃 대상을 구상한다. 하지만 지금도 주재원이 타깃

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자신의 사업에서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주재원들이 다수 거주하는 이태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며 그에 맞춘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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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외국인 방문객들이 한국인 방문객들과 다른 점 중 하나는 여기요, 저기요 

하는 식으로 종업원들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부분은 눈이 마주칠 때까지 

기다린다. 결국 레스토랑의 종업원들이 눈을 마주치지 않으면 외국인 손님들은 절

대로 원하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다. 외국 손님들이 많은 가게에서는 결코 있

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종업원들에게 끊임없이 가게 안을 살펴보고 손님들이 

서비스를 요구하기 전에 먼저 접근하는 습관이 필요하다(홍석천, 2008: 80). 주로 

아메리칸 체크에 익숙한 외국인 손님들을 위해 테이블에 앉은 개개인에게 영수증

을 나눠서 계산하도록 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식당들도 있다. 

이처럼 메뉴의 구성과 제공방식이 얼마나 현지의 것을 그대로 재현해내는가와 

더불어 외국인들이 고국에서 즐기던 문화와 생활습관을 즐길 수 있는 풍토를 마련

하는 것도 이태원 에스닉레스토랑의 주요한 운영전략이다. 

2) 내부�인테리어를�통해�재현하는�현지의�진정성

음식 맛과 더불어 얼마나 현지에 가까운 분위기로 식당 내부를 재현해 내는가 

역시 중요한 에스닉 레스토랑 운영 전략이다. 이를 위해 레스토랑 운영자들은 직

접 현지에서 인테리어 자재들을 구입해 오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 같은 국적, 민

족의 음식이라 할지라도 내부 인테리어의 구성이 어떠한가에 따라 소비자에게 현

지 재현의 강도를 달리 전할 수 있기 때문이며, 그 부분이 곧 이태원 에스닉레스

토랑 운영의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이다.

이런� 장식들은� 모두� 태국에서� 직접� 사� 온� 것들이에요.� 아시는� 분들

이� 그려주신� 그림도�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태국� 현지� 친구들이� 선물

로� 준� 것들이고(분위기� 조성에� 큼,� 국왕,� 왕비� 사진)� 그리고� 저거는� 저

랑� 제� 친구거든요.� 제작을� 한거고(태국� 풍의� 군인� 초상화)� 저거는� 태국

에서� 옷을� 사가지고� 와서,� 길거리에� 보면� 왕족들이나,� 고위� 군인� 대형�

포스터�같은거�꽤�있어요.�그걸보고,�저걸�가게에�놓으면�현지�분위기가�

더�나겠다.�싶어서�와서�사진찍고�작업한거죠.�오시면�보통�제일�좋아하

시는거는�이런거,�숟가락(태국�특유의�철제�숟가락)�이런거는�정말�현지

에서만� 쓰는거라,� 이런거� 아시는� 분들은� 정말� 좋아하시죠.� 현지� 생각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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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서...저희는� 거의� 짜뚜짝4마켓에서� 사는데,� 태국� 사람들도� 이런것들�

파는�곳을�잘�몰라요.�저희는�엄청�돌아다니면서�찾아냈죠.�

-‘B'씨,� 30대�초반,�타이레스토랑�운영-

출처: 2014년 8월 20일 촬영

<그림� 4-4>�태국�현지의�길거리�분위기를�재현하는�내부�인테리어

하지만 내부를 구성하는 인테리어 역시, 무조건 해당 국가의 전통적인 장식물

로만 채우는 것은 이미 다년간 에스닉 레스토랑에 노출되어온 소비자들에게 식상

함을 안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운영자들은 각각의 차별화 된 방식으로 ‘지금 

현지에서 유행하는’ 컨셉의 인테리어를 구성한다. 현지의 고급스럽고 정갈한 식당

에서 대접받는 느낌을 전해주는 인테리어 역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나라의 시장이나 길거리에서 볼 법한 소품들로 꾸며진 레스토랑의 내부에서 소비

자들은 또 다른 의미의 진정성을 맞이하게 된다.

4 방콕의 유명한 주말 벼룩시장으로 상점이 1만 여 개 들어서며, 구역이 26여 개로 나뉜다. 각종 
골동품을 비롯해 수공예품, 보석, 고서 등 다양한 물건을 만날 수 있다. 공식 영업일은 주말이
지만 상점에 따라 평일에 문을 열기도 한다.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주로 나무와 꽃 등 식물을 
파는 상점이 문을 열고, 금요일에는 짜뚜짝 시장의 상점 90%가 정상영업을 한다. [네이버 지
식백과] 짜뚜짝 시장 [Chatuchak Mark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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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4년 1월 3일 촬영

<그림� 4-5>�멕시코�현지의�분위기를�재현하는�멕시칸�레스토랑의�내부

3) 상상과�욕구�충족을�위한� ‘분위기’의�상품화�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에스니시티가 혼재된 이태원은 독특한 문화를 받아들

이는 수용력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특히 방문객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기존 

방문객들은 보다 특별한 무언가를 찾기를 바란다. 일본에서의 요리 유학 경험을 

가지고 경리단에서 일본식 요리선술집을 운영하고 있는 S는 새로운 식당들이 하루 

아침 만에 생겨나는 경리단 일대에서 터주대감으로 여겨지는 존재이다. 그녀가 경

리단에서 운영을 시작한 해는 2008년으로 당시 이 지역은 평범한 근린 상권이었

다. 

이� 사람들이� 왜� 모이는지� 생각해� 봤죠.� 이태원에는� 외국인이� 있고,�

양공주,� 게이,� 예전에는� 모두� 배척했던� 대상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그들이�가진�감성이나,� 예술적�재능이나�끼� 이런�것들을�부러워

하게�되고,� 그들은�어떤� 걸� 누리면서�살게�될까를�궁금해�해요.� 그러면

서�사람들이�모이게�됐고,� 주변에� 있는�것들을�찾아다니다보니�흔한�곳

이�아니라�특이한�곳이�궁금해지는�거에요.

-S씨,� 40대�초반,�여,�일본식�선술집�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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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의 진술처럼 사회 전반적으로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옅어지고 다양성을 수용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이전에 배척받던 소수민족, 성적 소수자 등 소

수집단에 대한 인식도 변화되고 있다. 그리고 그 인식의 변화는 이들을 ‘포용’해야 

한다는 것을 넘어서 이들이 가진 고유의 특성을 ‘동경’하는 형태로 표출되기도 한

다. 이태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도 아직은 대중들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소

수자들을 ‘나는’ 이해할 수 있고, 함께 어울릴 수 있다는 구별짓기 심리가 작용하

는 것이다. 

결국� 이� 동네는� 컨셉을� 파는� 것� 같아요.� 꼭� 요리� 전공� 안했더라도�

외국� 컨셉만� 잘� 잡으면� 돼요.� 이� 동네가� 뭘� 파냐면,� 약간� 상상을� 파는�

것� 같아.� 내가�뻔한�사람이�아니라는�느낌.� 나는�앞서가고�세련된�사람

이라는� 만족감을� 파는거야.� 난� 이러이러한� 곳� 다니는데,� 넌� 거기� 가봤

니?�일종의�그런�허세인�거죠.�

-A씨,� 30대�중반,�남,�일식레스토랑�운영-

 그러다보니 이태원 내에서 선택하는 음식점들도 흔히 접할 수 있는 파스타, 

스테이크 전문점 보다 에스닉레스토랑 가운데에서도 흔하지 않은 하와이언 음식

점, 언덕 위 골목에서 힘들게 찾아가야 하는 터키 할아버지의 빵집, 방콕의 시장통 

같은 분위기의 태국음식점, 일본 영화 ‘심야식당’에 등장하는 것 같은 컨셉의 원테

이블 다이닝 등의 특별한 분위기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태원 일대의 레스토랑이나 펍에서는 현지화 된, 상상된, 그리고 나를 

구별짓게 하는 소위 허세와 감상에 젖을 수 있는 ‘분위기’를 파는 것도 중요한 운

영전략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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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생산자�유형과�운영방식에�의한�장소의미의�경합

앞서 1, 2절에서는 이태원의 multi-ethnicity를 생산하는 에스닉레스토랑의 운

영자들을 유형화 해보았고, multi-ethnicity를 효과적으로 생산, 판매하기 위한 각

각의 운영방식들을 파악하였다. 3절에서는 이를 통해 multi-ethnicity의 생산자들

인 초국적 사업가들의 역할을 분석하고 이들의 상호작용으로 파생되는 장소의미의 

경합이 multi-ethnicity 소비공간으로서의 장소성을 형성하게 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1.�multi-ethnicity�생산자로서�초국적�사업가들의�역할

1) 새로운�문화의�전파자: 외국인�이주자

음식은 민족 정체성의 경계 안에서 배타적인 위치에 있기 보다는 오히려 민족

의 경계를 넘어서 보급되는 가능성이 많다(김광억, 1994). 도시의 어느 지역보다도 

다양한 민족이 모여 있는 이태원에서 이러한 가능성은 가시화되어 나타난다. 

오스트리아� 음식점은� 한국에서� 우리가� 최초였고,� 아시아를� 통틀어도�

없어요.� 일본에� 오스트리아� 베이커리가� 있긴� 한데� 우리� 같은� 다이닝과�

델리� 샵은� 없어요.� 9-10년� 전에는� 이태원에� 외국음식점이� 있어도,� 외국�

스타일�흉내만�냈지�오리지널로�하는데는�별로�없었어요.�그렇지만�우리

는�정통�유럽스타일로는�처음이었죠.�

-M씨,�남,� 50대�중반,�오스트리아�레스토랑�운영-

국내 유일의 오스트리아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M에 의하면 그와 그의 친구인 이

탈리안 쉐프가 이태원에 자리를 잡던 무렵인 2006년 즈음만 해도, 이태원 내에서도 

실제 외국인 쉐프들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M과 그의 이탈리안 친구인 쉐프가 점차 

유명세를 입음에 따라 다른 외국인 쉐프들도 이태원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고 증

언한다. 그 당시는 이태원에도 패스트푸드 혹은 한국식 외국음식이 주로 많았고, 현

지식에 가깝게 요리하는 외국음식을 먹으려면 호텔 식당을 이용했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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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게에는�독일사람,� 영국사람,� 미국사람이�제일�많은�손님이죠.�

그중에서도�독일하고�오스트리아�사람들이�친구�만나러�자주�들르고.�식

당은�그렇고�아래층�델리가게에는� [구분�없이]�다�와요.�요새�한국�손님

도�많이�늘었는데,�일본�관광객도�좀�오고.�그래도�고향�맛을�찾는�오스

트리아,�독일�사람들하고,�비즈니스맨,�대사관�직원,�관광객�대중없이�옵

니다.�무슬림들?�그�친구들은�여기�눈길도�안주지!� 하하.�소시지하고�햄�

만드는� 가게인데� 냄새만� 풍겨도� 도망갈� 걸.� 전에� 몇� 명이� 맥주� 한� 잔�

하려고�들어오다가� 우리가�햄�만드는� 것� 보고는�그� 길로�나간� 적이� 한�

번� 있고.� 대체로� 우리� 집� 간판만� 봐도� 안와요.� 근데� 그� 사람들� 다니는�

골목이�바로�우리�집�길�건너잖아요.

-M씨,�남,� 48,�오스트리아�식료품점�및�레스토랑�사장-

  이곳은 또한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에서 유학한 사람들, 간호사로 예전에 독일 

파견됐던 한국인, 유학이나 비즈니스로 경험했던 한국인들도 단골로 방문한다. 이

런 계층은 ‘아, 이거 여기 있구나’ 하면서 반가워하며 오는데, 전혀 경험이 없는 

한국 사람들은 선뜻 들어오기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는 오스트리아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히 높다. 로열패밀리로 인해서 유

럽 내에서 유명하다는 것이다. 예전 오스트리아 왕국이 강대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유럽에선 오스트리아 음식이 유명하다. 독일과는 문화적으로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의 식당에는 독일인들도 많이 찾아온다. 1층은 수제햄과 소시지를 

만드는 델리샵이고, 2, 3층은 오스트리안 정통 다이닝이다. 주로 커뮤니티 단위로 

많이 방문하는데 일본, 유럽, 한국에 주재원으로 온 사람들, 대사관 사람들 등 다

양한 계층들이 방문한다. 한국에 나온 외국인들에게 이곳은 통과의례 같은 곳으로 

소개된다. 이 레스토랑을 시작할 당시만 해도, 한국에는 슈퍼마켓에 가면 밀가루 

소시지 밖에 없었다. 하지만 M이 델리 운영을 시작하면서 대기업, 호텔 등에서 

방문해서 기술제휴 등의 제안들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이러한 부분에서 그는 한

국이 햄이나 소시지 부분에 무지했던 영역을 많이 선도하고 개척해줬다는 것을 자

부심으로 여기고 있다.  

2000년대 초반 유일하게 한국 최초로 아랍식 할랄음식을 요리한 A는 그의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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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랑이 할랄을 한국에 알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자부한다. 또한 

이를 계기로 한국의 여러 호텔에 있는 요리사들에게 할랄음식을 만드는 법을 교육

시켰는데, 다른 아랍계 국가에서 방문한 왕이나 외교관들에게 할랄매너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였다. 결국은 집에서 소소하게 지인들에게 대접하려 했던 그의 작

은 아이디어가 한국에서 할랄 음식을 전파하는 문화전파자의 역할로 크게 자라난 

셈이다. 해밀턴호텔 뒤편에 한국최초의 할랄 음식점이 있기는 하였지만, 그곳은 파

키스탄과 인도식이 병행되는 곳이었고, 술을 파는 곳이었다. 이슬람 가르침에서 술

은 엄격히 금지되는 것이기에 그는 그 레스토랑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으로 할랄

이 아니라고 했다. 개업 초기 이곳을 방문하는 손님들은 대부분이 아랍계 혹은 다

른 외국인들이었으나, 2007년 무렵부터 이태원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한국인들

이 더 많아졌다고 한다. 현재는 거의 80%가 한국인이다.

약 10년 전, 한국인들이 두툼한 도우와 기름진 미국 스타일 피자에 길들여져 

있을 때 P는 이탈리안식 화덕 피자와 화덕이 있는 오픈 키친을 소개해 파격적인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그 당시만 해도 이탈리아 방식대로 요리하기 위한 식재료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기존의 양식을 바꾸는 것도 어

려웠다고 한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경제와 문화수준이 급격하게 발

전했고, 그 때보다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의 규모도 늘어났다. 그는 “예전에는 한국

인들의 외식문화가 다소 촌스럽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탈리안 요리뿐만 

아니라 외국 음식에 대한 관심과 호응이 커졌다는 것을 체감한다.”고 말한다. 그가 

느낀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트렌드에 민감하고 변화에 빠르다는 것이다. 그래서 

조직문화가 엄격한 호텔보다 한국의 자유분방함을 함께 느끼고 즐기고 싶어 이태

원으로 왔다고 했다. 이태원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가고, 에너지가 넘치는 거리

이기 때문이다. 

가장�좋은� 변화는� 한국사람들이�오기� 시작하면서였어요.� 5년� 전부터�

한국인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이태원이� 한국에� 있는데도�

한국인들은�오기�무서워했어요.� 전�제가�살던�호주에서�무서울�곳이� 없

거든요.� 저는� 호주인이니까요.� 제가� 처음� 이태원에� 왔을� 때� 한국인들은�

들어갈� 수� 없는� 바가� 있었어요.� 아주� 옛날에요.� 제가� 처음� 왔을� 때�

‘lonely� planet‘이라는� 가이드북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태원에� 어떤� 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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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음식은� 아주� 맛있는데� 한국인들은� 들어갈� 수� 없으니� 추천하지�

않는다고� 써있어요.� 물론� 이제는� 그렇지� 않죠.� 그런� 방면에서는� 지금은�

정말�좋은�것�같아요.�

-D,�호주출신,� 40대�남,�브런치레스토랑�운영-

이처럼 외국인 이주자의 신분으로 고국의 음식을 제공하는 에스닉 레스토랑 운

영자들의 경우, 자신들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의 손님이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크

게 관여하지 않는다. 아무리 외국인 구성원의 비율이 높다 하더라도 이태원이 한

국의 영토라는 것은 변함없기 때문에 한국 손님이 오는 것도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오히려 출신국의 고유한 식문화를 한국에 전파한다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문화전파의 주체들로 볼 수 있다. 

2) 문화수입과�중개자: 한국인�귀환자

이태원에서 에스닉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한국인들 중 초국적 이주 귀환자들은 

자신들의 해외 경험 자체를 특별한 자본으로 여기는 성향을 보인다. 이러한 특별

한 자본을 바탕으로, 이태원의 외국인들과 한국인들 사이를 연결하는 문화 매개자

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사업전략상 에스닉한 포맷은 지키되, 한국인의 선호와 취향과도 원활히 

소통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 에스닉 푸드를 들여온 선구자이며 해당 음식의 본

질에 충실하다는 우월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 1-2년 사이에 자리 잡은 한국

인 후발주자들과 차별화되기를 원하고 있다. 이태원이 한국화 되어가는 것에 반감

을 가지고 있다는 면에서는 이태원의 변화를 받아들이기보다 기존에 유지되어 왔

던 ‘타자화된 영토성’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도 엿볼 수 있다.

앞서 확인했던 태국 음식점의 사례들을 예로 들자면, 이태원 최초의 태국음식

점이 처음 문을 열었던 1996년 당시에는 한국 사람들이 에스닉푸드에 대한 관심

이 적었던 시기다. 그로 인해 한국인들을 주요 고객으로 식당을 운영하는 것은 쉬

운 일이 아니었다. 자연스레 처음에는 여러 국적의 외국인들이 주요 대상이었고 

미주나 호주, 유럽에 유학을 갔다 온 한국 유학생들이 주요 타깃이었다. 태국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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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세계화가 일찍부터 추진되었기 때문에 유학생들이 유럽이나 미주, 호주에서 태

국음식을 맛보는 것이 어렵지 않기에 가능했으며, 그 사람들이 귀국 후 태국음식

을 맛보기 위해 찾아 왔다고 한다.

이후 한국인들의 음식소비에 대한 마인드가 달라지고, 외식비율이 증가하면서 

한국인 손님의 비율이 늘어났다. 2000년 이후 이태원에 에스닉 레스토랑이 대거 

입점한 것도 이와 같은 이유라 할 수 있다. 한국인 중에 현지화 된 음식보다 정통 

에스닉 푸드에 대한 선호가 강한 소비층이 형성되었고, 이러한 사람들이 타이레스

토랑의 주요 고객이 되었다. 더불어 2000년대 초반에 한국에서 태국음식 붐이 일

었던 것에도 이태원의 타이레스토랑들이 그 초창기를 주도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타이 레스토랑의 경우, 외국인 이주자들이 직접 운영을 시작한 사례가 

없고 현지 생활을 오랜 기간 하고 돌아온 한국인 이주 귀환자들에 의해 시작되었

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이다. 이들의 포지션은 타국의 문화를 직접 체득하

여 국내로 수입한 문화 수입자이자, 그것을 한국인들에게 소개하는 매개자들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 한국적�혼종성�더하기: 한국인�운영자

해외 거주 경험은 없지만 한국인으로서 이태원 레스토랑의 성공신화를 쓴 H는 

이태원에서의 연이은 레스토랑 사업 성공으로 인해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의 임원

직을 맡으며, 이 지역의 발전에 상당부분 기여하고 있다고 내, 외부적으로 평가 받

고 있는 인물이다. 

제가� 이태원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데� 한몫을� 했다고� 치면,� 정말� 열

심히�하긴�했는데�너무�부딪히는�게�많아요.�이건�분명히� 30년�전�법인

데,�이젠�시대가�바뀌었으니�개선해야�할�규제가�많다고�생각해요.�그런�

것만이라도� 잘� 풀어주면� 우리나라의� 관광지로서� 최고의� 잠재력을� 갖고�

있는�동네가�이태원인�것�같은데�개인의� 힘으로는�턱없이�부족한�거죠.�

이를테면�테라스�공간�쓰는�것부터가�문제예요.�규제가�너무�세요.�서울

시청� 이태원관광특구�쪽에�아는�분이� 있는데,� 마침� 이�동네를�리서치하

시더라고요.�그래서�테라스에�대한�규제를�조금만�융통성�있게�풀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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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건의했어요.� 다행히� 규제가� 조금� 풀어졌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태

원이�이�분위기가�안�나요.

-H,� 40대,�남,�타이레스토랑�외� 6개�식당�운영-

그는 홍콩의 랑카이폼 거리를 이태원 세계음식거리의 롤 모델로 삼았으면 좋겠

다는 의견도 제시한 바 있다.5 랑카이폼 거리를 보면 이태원처럼 건물과 건물 폭이 

좁기 때문에 전광판을 이 거리에 5~10개만 설치해도 국내 대기업이 다 몰려들 것

이라는 입장이다. 단순히 자신의 에스닉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차원을 넘어서 지역의 

발전상을 제시 · 계획함으로써 스스로를 지역의 리더로 위치 짓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위의 두 운영주체들과 다소 다른 시각이 드러난다. H는 비록 

10년 이상 이태원에서 사업을 해온 경력을 지니고 있지만, 해외 이주 경험이 없는 

한국인들이 이태원에서 사업을 시작한 것은 2-3년 안에 들 만큼 비교적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그리고 이들의 주요 타깃은 앞서 확인했듯이 원래 이태

원의 주인 아닌 주인으로 여겨져 왔던 외국인들이 아니라, 이곳에서 소비를 즐기

는 한국인들에게 맞춰져 있다. 

해외 이주 경험은 없더라도 이들 역시 여행, 단기 연수 등 해외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운영하는 레스토랑의 컨셉도 다양한 국적으로 이루어져있다. 그러나 최근 

1-2년 사이에 개점하는 이태원의 음식점들은 국적이 불분명한 트렌디한 메뉴들로 

구성이 바뀌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인을 타겟으로 운영하는 상점들이 늘어나

고, 그러한 경향에 맞추어 한국인의 유입 또한 급속도로 증가하기에 나타나는 자

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5 광고 효과도 좋을 것이고, 밝고 예쁠 것이고, 공연 문화, 행사 등 용산구의 모든 정보도 알릴 수 
있을 것이고요. 골목도 마찬가지예요. 이 골목은 굉장히 낙후된 상태였다가 그나마 좀 나아진 
건데, 이런 골목을 예쁘게 하려면 위에 삼각 지붕을 커버처럼 씌우면 돼요. 그러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굉장히 많은 해프닝을 만들 수 있어요.“홍석천이라는 유일무이한 브랜드”, <<중앙일
보>>,2014.7.3. http://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x?ctg=&Total_ID=15146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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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multi-ethnicity�생산자로서�초국적�사업가들의�역할

2.�초국적�사업가들이�생산하는�장소의미�간의�경합

앞서 분석한 초국적 사업가들이 가진 역할과 자산들 간의 경합이 이루어지면서 

이태원에 multi-ethnicity 소비공간으로서의 장소성이 형성된다. 

1) 이태원의�탈영토적�특성�유지�및�강화

우선 탈영토적 특성을 지닌 생산자 집단은 외국인 이주자 출신과 한국인 귀환

자 출신의 사업가들이다. 

한국전쟁 이후 냉전체제 하에서의 이태원은 한국이 미국과 맺는 지정학적인 요

인이나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일정 정도 이태원을 국외적인 공간으로 인정하는 사

회적 조건들이 제공되었다. 그래서 이태원은 한국 영토 내에 존재하는 지역으로서

의 의미보다는, 탈영토화 된 지역 또는 경계지역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 그

리고 그것은 미국과 한국의 관계 속에서 구성되는 공간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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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이태원이 과거의 미국-한국의 이원적 관계에서 벗어나  다양한 행위 주체들 

- multi-ethnicity의 생산자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태원의 탈영토적 특성은 새

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앞서 살폈듯이 초국적 사업가들 가운데 외국인 이주자들은 출신국의 문화를 이

태원에 전하는 전파자의 역할을 함으로써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이태원의 탈영토

적 특성을 유지하는 주체들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굳이 한국인 방문자와 

외국인 방문자 사이에 차별적인 시선이 없으며, 비즈니스 측면과 문화적 융화 측

면에서 한국인 방문자들의 증가를 환영하는 태도를 보인다. 

한국인 귀환자 사업가들은 다년간 해외 이주국에서의 경험이 이태원에서 사업

을 시작하도록 기회를 제공한 자산이다. 이들도 이주자 사업가들과 마찬가지로 이

미 탈영토성을 유지해온 이태원의 장소적 특성을 이용하여 사업의 터전으로 삼았

다. 게다가 귀환자 사업가들은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가교 역할이 가능한 언어

와 관습 측면의 이점도 지니고 있다. 이태원은 과거에는 미군들의 욕망과 필요의 

소비공간 이었고 한국인들에게는 강한 국가 주도의 근대화 프로젝트 하에서 한국 

영토에 국한된 폐쇄적인 세계관을 확립하게 되는 과정에서 이국적인 문화, 미국적

인 문화를 접하는 경계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 이태원에는 늘 외국인들이 있

다고 자연스레 받아들이고, 그들이 이태원이라는 장소의 주체라고 간주되었다. 귀

환자 사업가들의 대부분은 영미권 유학이나 사업 및 취업 이민자들이었고 제3세계 

국가로부터 귀환한 사업가들도 영미권에서의 학습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편

적이다. 때문에 이들에게 이태원은 이주의 경험이 자산이 되는 공간이고, 자신들의 

경험 자산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렇기에 한국에 속한 영토로서의 이태원이 

아니라, 이미 외국인들에 의해 형성된 탈영토적 특성의 이태원에 자신을 준거시키

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이들로 인해 이태원의 탈영토성은 더욱 강화되는 경

향을 보인다.

2) 한국적�취향의�수용으로�인한�재영토화

 한편, 한국인 운영자들은 그간 ‘타자화 된 영토’로 인식되어 왔던 이태원에 한

국적 속성을 첨가하여 ‘재영토화’ 해가는 존재들로 볼 수 있다. 이들 역시 단편적

인 해외 경험을 바탕으로 이태원에서의 사업 아이템을 구축하였지만 사업 시작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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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부터 초점은 한국인 소비자들에게 맞춰져 있었다. 한국인 사업가들은 대부분 이

태원 에스닉 레스토랑 상권에 후발주자로 진입한 경우가 다수이며, 이 시기는 이

미 한국인 소비자들의 유입이 외국인 소비자와 역전되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이곳에 진입한 한국인 사업가들에게 운영 타

깃이 한국인이 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며 가치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다. 

이들은 탈영토성 유지에 대한 귀환 사업가들의 확고한 태도와 달리 이태원의 

재영토화를 의도적으로 추구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다양한 multi-ethnicity

가 분포 되어 있는 이 지역에 한국적 특성 역시 자연스럽게 수용되면서 재영토화

의 측면과 동시에 제 3의 혼종적 성격도 형성될 수 있다.

출처: 2014년 9월 20일 촬영

<그림� 4-7>�한국적�취향이�반영된�이태원�상권의�변화�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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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소결

이 장에서는 이태원의 multi-ethnicity를 생산하는 초국적 사업가들의 유형을 

파악하고 각 집단의 성격과 생산 및 운영방식이 맞물려 멀티에스닉밀집지역의 장

소성에 어떠한 의미가 부여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생산자 집단의 유형은 첫째, 이태원에서 ethnicity를 생산해내는 상징적 존재로

서 초국적 이주 사업가, 둘째, 이주국의 문화이식과 중개를 담당하는 초국적 귀환 

사업가, 셋째, 한국적 취향의 혼종성을 부여하는 비 이주경험 한국인 사업가들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의 생산 및 운영방식은 메뉴제공의 측면에서 현지의 정통성을 고수하거나, 

한국인의 취향을 고려한 퓨전 조리법을 따르는 방식으로 구분되며, 이 과정에서 

식자재의 현지 조달 및 현지인 요리사를 고용하여 현지 조리법에 충실하고자 하는 

운영자들의 노력이 드러난다. 또한 운영타깃이 외국인인지 한국인인지에 따라 대

상에 맞춘 인테리어와 내부의 분위기, 생활습관과 취향을 고려한 운영전략이 각각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생산자의 유형과 이들의 생산 및 운영방식이 맞물려 multi-ethnicity 

밀집지역이 가질 수 있는 장소의미간의 경합이 발생하는데, 이는 탈영토성을 유지 강

화하려는 경향과 한국적 성향의 수용으로 재영토화 되는 경향으로 대립된다. 이로 인

해 제3의 혼종적 성격이 유발 될 수도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multi-ethnicity생산측면의 프로세스를 통해 multi-ethnicity 소비 공간이 

형성됨을 밝히고자 하였고, 이는 5장에서 밝힐 multi-ethnicity 소비 측면과 이로 인

한 지역의 변화와 맞물려 본 논문의 목적인 multi-ethnicity 소비공간의 형성과 지역

활성화를 설명하는 단초가 될 것이다. multi-ethnicity 소비 공간의 형성 과정을 

도식화 한 그림은 아래 <그림 4-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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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multi-ethnicity�소비�공간의�형성�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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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multi-ethnicity�소비와�지역의�활성화

제1절�multi-ethnicity�소비지로서�이태원�에스닉레스토랑

1.�에스닉�푸드�소비�환경의�변화와�방문객�증가

최근 들어 세계적으로 에스닉 푸드 소비가 증가되고 있으며 식품산업 내에서도 

에스닉 푸드 관련 사업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이다(Usunier 

& Lee, 2005). 한국에서 에스닉 푸드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진 것은 2000

년대부터다. 90년대까지만 해도 서울 이태원 외에선 에스닉 푸드를 맛보기 힘들었

다. 외식업계에서는 다양성·웰빙을 추구하는 세대가 소비의 주축을 이루면서 에스

닉 푸드 전문 음식점이 눈에 띄는 성장세를 나타내는 것이라 보고 있다. 

외식업계의 전문가들이 본격적인 에스닉 푸드의 소비가 외식업계의 트렌드가 

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은 것은 2008년이 되어서이다. 최근에는 에스닉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의가 고객들 사이에 알려짐에 따라 동서양 구분 없이 특정 나라의 

민족 음식을 파는 곳을 에스닉 레스토랑으로 인식하는 추세다. 다양한 에스닉 레

스토랑이 선보여지면서 고객층도 점차 2, 30대에서 3, 40대를 비롯한 가족단위의 

고객까지 확대되고 있다(월간 식당, 2008). 

배낭여행·어학연수 등 다양한 해외 경험을 쌓으면서 다른 문화·음식 등을 쉽게 

받아들이는 풍토가 형성된 것도 에스닉 푸드의 확산에 기여했다. 해외여행을 경험

한 한국인과 외국인 관광객 및 체류자가 늘어나면서 국내에도 다국적 음식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전에는 외국 음식이라도 한국식 취향으로  퓨전식이 많았으나 

최근의 경향은 외국 음식을 현지의 맛과 최대한 가깝게 재현한다는 것을 내세우는 

곳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많은 음식점이 해외 현지에서 식자재를 들여온다. 게다가 태국이나 

인도 등 이미 많이 알려진 곳 이외의 다양한 지역(중동, 동유럽, 중앙아시아 등) 

요리들이 등장하고 있다. 굴라시(gulyás; 헝가리식 육개장), 얌(yam; 나이지리아 

떡), 세비체(cebiche; 페루 생선요리)등 이름도 낯설었던 음식들을 이제는 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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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 없이 서울에서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국내 외국 음식점 사업체(회사) 수는 1,177

개에 이른다. 이는 2007년(537개)의 두 배 수준이다. 

이러한 흐름을 타고 외식업체나 식품업체들도 해외 현지 식재료를 이용한 이색 

음식들을 내놓고 있으며1, 양꼬치(중국)와 쌀국수(베트남), 플롭(우즈베키스탄 볶음

밥)등 에스닉 푸드를 취급하는 외국인 경영 식당들도 최근 몇 년 새 국내에서 뿌

리를 내리고 있다. 이와 같은 식당들은 과거에는 외국인 노동자 등을 주 고객으로 

했으나 요즘은 한국인이 더 많이 찾는 추세이다. 특히 양꼬치는 대학가에서 큰 인

기를 끌고 있을 정도로 보편적인 음식 문화로 파고들고 있다.

이태원을 중심으로 형성된 에스닉 레스토랑은 현재 서울 홍익대 앞과 한남동, 

대학로, 가로수길 등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은 최근 외국인 관광객 

사이에서 뉴욕 파리 같은 ‘푸드 메트로폴리탄 시티’로 주목받기 시작했다.2 외국인

이 많은 경기 평택시 평택국제중앙시장에도 아프리카, 브라질, 필리핀 등의 현지 

음식을 판매하는 거리가 조성되고 있다.

2013년에는 국내 소셜커머스 업체 중 한 곳에서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으로부

터 반경 700m 이내에 있는 이색 레스토랑을 한 데 모은 '이태원 세계음식 기획전'

을 실시한 바 있다.

이태원은�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세계� 각국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핫�플레이스로�굳이�많은�비용을�들여�해외여행을�가지�않고도�세계�맛

기행을�즐길�수�있다.�

- ㅇ�팀장,�소셜커머스‘C’�이태원�세계음식기획전�담당자3-

1 서울 플라자호텔은 최근 뷔페 ‘세븐스퀘어’에서 현지 조리법 그대로 만든, 요르단과 이스라엘 
등 27개국의 대표 음식을 선보였다. 외식 프랜차이즈 음식점 ‘빕스’는 파에야와 스패니시 플래
터 등 스페인 음식을 올해 처음으로 메뉴에 포함시켰다. 2014년 현재에도 분기별로 에스닉푸
드를 신메뉴로 출시하고 있다(“서울서 맛보는 할랄푸드 원더풀”, <<동아일보>>, 2013. 8. 12, 
http://news.donga.com/3/all/20130811/56965540/1).

2 “서울서 맛보는 할랄푸드 원더풀”, <<동아일보>>, 2013. 8. 12
3 ‘이태원 세계 음식 기획전 실시’, <<경제투데이>>, 2013.7.13. 

http://www.eto.co.kr/news/outview.asp?Code=20130711170909920&ts=15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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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전은 세계 30여 개국의 특색 있는 문화가 어우러진 서울 속 작은 지구촌 '

이태원'을 알리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세계 각지의 색다른 음식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이색 레스토랑 7곳을 엄선, 아프리카, 태국, 모로코 등의 이국적인 

미식을 기존 가격보다 할인(최대 63%)된 가격에 판매하였다. 기획전을 통해 선보

이는 레스토랑 모두 지하철역(이태원역, 녹사평역)으로부터 평균 10분 거리 이내에 

위치해 있어 이동이 간편하다는 점도 마케팅의 포인트로 강조하였다.

이러한 행사는 국내 소비자들에게 이국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아프리카, 태국, 

모로코 등의 에스닉 푸드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점을 내세워 대중들에게 에

스닉 푸드 소비의 진입장벽을 낮추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태원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운영자들은 이태원에 한국인 방문객들이 증가하기 

시작한 시점은 2008년 무렵 부터이며, 급속하게 증가한 시기는 2010년 이후라고 

증언한다. 실제로 이태원의 유동인구를 추정하기 위해 서울시 지하철 6호선의 이

태원 인근 3개 역(이태원, 녹사평, 한강진역)의 승하차 인원수를 연도별로 확인해 

본 결과, 변화의 시점이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이들 세 역 중 

가장 메인 상권에 접해 있는 이태원역은 2010년부터 유동인구의 수가 급속히 증

가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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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지하철� 6호선�이태원�인근(이태원,�녹사평,�한강진)역�승하차�인원

(단위:�명)� �

자료: 서울도시철도공사 정보공개요청자료.

년도 녹사평역 이태원역 한강진역

2001 2,644,101 4,949,116 1,225,857

2002 2,796,749 7,401,952 1,751,924

2003 2,845,912 7,726,044 1,955,426

2004 2,901,687 8,231,608 2,353,713

2005 2,831,987 8,006,451 2,376,653

2006 2,832,355 8,067,280 2,457,051

2007 2,921,441 8,434,264 2,620,471

2008 3,071,693 8,954,965 2,475,134

2009 3,184,143 9,165,993 2,660,830

2010 3,376,436 9,346,997 2,968,399

2011 3,607,135 10,218,719 3,527,389

2012 3,751,313 10,994,922 4,654,971

2013 3,966,946 11,482,175 5,062,260

2001년 지하철 6호선 개통이후부터의 집계임.

자료: 서울도시철도공사 정보공개요청자료.

<표� 5-1>�지하철� 6호선�이태원�인근(이태원,�녹사평,�한강진)역�승하차�인원

(단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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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ulti-ethnicity�소비자의�계층과�소비방식

소비사회에서 도시, 특히나 상업지구는 복잡다단한 공간이기에, 그 안에서 섞임

과 분화가 되풀이되고 변형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섞임과 분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이태원이라는 상업지구에서 소비취향에 따라 여러 층위로 어떻게 

구별이 지어지며 그리고 상호간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는지 사례를 통해 살펴볼 필

요가 있다.

1) multi-ethnicity 소비자의�계층

이태원 방문객들 가운데에서도 계층이 나누어진다. 첫째, 오랜 해외거주경험을 

바탕으로 이태원을 친밀하고 편안하게 느끼는 사람들, 둘째, 요즘 뜨고 있는 핫플

레이스를 방문하고픈 계층(젊은 데이트족, 대학생 등)이다. 이들은 이태원 내에서 

주로 방문하는 곳들의 동선, 선호하는 가게들이 다르게 나타난다. 그리고 이태원에

서 외국음식을 먹으며 소비하는 것을 문화자본으로 여긴다.

(1) 해외�경험을�기반으로�한�초기�진입계층

1980년대 말 한국에서 해외여행 자유화가 시행되고 이후 단계적으로 외환관리

법의 규제조항이 완화되면서 한국인들의 해외여행은 폭발적으로 증가해왔다. 한국

사회 구성원들의 평균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소비수준이 높아지면서 해외여행 경험

은 더 이상 특별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경험의 하나가 되었다.

해외여행 자유화로 국민들의 해외경험이 풍부해진 것도 큰 역할을 차지하지만, 

레스토랑 운영자들이 주요 방문객으로 꼽는 계층은 유학생들이다. 

정부가 유학생에 관한 통계를 구축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1년부터 이다. 당

시 15만 여명에 불과했던 학생 수는 2007년 처음 20만 명을 돌파했다(217,969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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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연도별�한국인�해외�유학생�현황

(단위:�명)� �

출처: 교육부 교육통계서비스(http://cesi.kedi.re.kr/index)

<그림� 5-3>�주요�국가별�한국인�해외�유학생�현황

(단위:�명)

출처: 교육부 교육통계서비스(http://cesi.kedi.re.kr/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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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유학생들이 주로 유학하는 국가는 미국과 중국이다. 특히 미국이라

는 국가 자체가 다양한 문화가 혼종 된 사회이므로, 유학생들은 다양한 문화를 경 

한다. 

미국에� 있을� 때는� pho(베트남식� 쌀국수)를� 진짜� 자주� 먹었어요.� 쌀

국수가�반드시�동남아를�통해서�들어온�문화라고�생각하지�않아요�저는.�

한국에서보다�훨씬�진하고�양도�많은,�현지인들이�만드는�쌀국수를�한국

에서보다� 저렴하게� 즐겼었어요.� 유학생들에겐� 쏘울푸드� 같은� 존재에요.�

그리고�학교�근처에는�저렴한�타이�음식점들도�몇몇�있었어요.�한국에선�

가격이�너무�비싸다고�생각했는데,�그래도�이태원에�오면�타이�음식들도�

종류가�다양해서�마음에�들어요.

-C씨,� 20대�중반,�여,�미국�유학생-

위의 사례와 같이 이들은 동남아 여행을 통해 동남아의 음식을 접한 것이 아니

라, 미국 유학생활을 통해 동남아 음식을 접한다. 현지에서 유행하는 에스닉푸드들

을 한국에 와서 비슷하게 즐길 수 있는 곳이 이태원이라고 생각한다. 

이태원은� 90년대� 후반� 중학생� 무렵에� 처음� 가봤는데� 구제� 옷,� 운동

화� 이런거� 사려고� 갔었죠.� 무서웠어요.� 삐끼� 아저씨들이� 지하로� 데리고�

내려가는�곳이�많았거든요.� 그러다가�다시� 가기� 시작한건� 2000년대�중,�

후반?�정확히�기억은�안�나지만� 2007년이나�이때�쯤�이었을�거에요.�외

국생활을�좀�하다�들어와서�친구들�만나기�편한�곳이�이태원이었거든요.�

외국생활은� 미국에서� 학부시절에� 잠시� 있었고,� 어렸을� 때는� 싱가포르에

서도� 3년� 정도� 살았어요.� 이태원에서� 방문하는� 곳은� 다양하죠.� 누구를�

만나느냐에�따라�장소선택도�달라지는�것�같고..

-S씨,�남,� 30대�후반,�한의사-

과거에는 학위 획득만을 위해 해외 유학을 떠났지만, 이제는 어학연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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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워킹홀리데이, 인턴십 과정, 조기유학, 방학캠프 등 유학연수 분야가 더 세분

화됐다. 해외여행 자유화와 더불어 어학연수 및 유학생들이 학업을 마치고 돌아온 

후 어느 정도 자본력이 생기기 시작하자 그 경험을 되새기며 외국에서 소비하던 

것과 같은 것을 소비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생겼다는 것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

다. 

2) 블로그�및�SNS 매체노출로�유입되는�계층

에스닉 레스토랑은 도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를 위해

서는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한 정보 수집을 필요로 한다. 요즘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의 발달로 보다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입소문을 통한 맛집 조사로 유

용하게 쓰인다. 또한 외식사업은 지속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광고문구나 정보프로그램을 통해 정보를 들을 수 있다.

공개적으로 검색이 가능한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통해 수백 건의 개인 블로

그(Blog) 내용을 찾을 수 있다. 여기에서 정보를 파악할 때 중요한 것은 블로그에

서 다루는 내용과 그 내용이 주는 신빙성 또는 인지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최근에

는 블로그에 개인이 올린 것처럼 위장하는 광고 글도 적지 않기 때문에 글의 다양

성과 횟수, 진정성을 정도를 파악해야 한다.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온라인에 올

려 진 소비자 평가가 개인에게 높은 신뢰도를 얻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014년 10월 1일 오후 3시 50분 기준으로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에서 ‘이

태원 “맛집”’을 키워드로 하는 블로그를 검색해보았다. 그 결과 네이버에서 94,718

건, 다음에서 97,500이 검색되었다. 과히 엄청난 양의 정보들이 제공되고 있는 셈

이다. 

블로그에 제공되는 내용의 구성은 유사하다. 음식점의 경우 상점의 위치, 인기

메뉴와 가격, 맛평가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거기에 실내디자인, 할인정보, 분위기, 

테이블세팅 등 정보제공자가 임의로 내용을 구성한다. 포스팅(posting)에 익숙한 

블로거(Bloger)는 직접 사장이나 종업원과 질문을 주고받기도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태원의 음식점은 대부분 체인점이 아니기 때문에 메뉴와 맛

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 정보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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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이태원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지역을 갈 때에 맛집을 검색해 보는 것

이 시간낭비를 줄이고,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한 간단한 절차정도로 여겨지고 있

다. 블로그는 처음 이 지역을 방문할 때도 찾아보고, 돌아와 후기를 남기기도 하는

데 이는 과시적인 성향과 동시에 정보제공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 중요한 매체로 

여겨진다(구담비, 2012). 개인 사이버공간과 공식홈페이지와 잡지, 텔레비전과 같

은 대중매체가 갖는 정보는 차이가 나기도한다. 사람들은 이러한 경우, 보다 더 개

인적인 글에서 더 신뢰감을 얻는다. 개인적인 글은 상업성이 낮고 주관적인 관점

이 반영되기 때문에 이를 더 신뢰하는 편이다. 따라서 좀 덜 상업적이고, 덜 공식

적인 개인의 글일수록 정확한 정보로 여겨진다. 그렇기 때문에 공인된 파워블로거

의 맛집 후기는 언론홍보보다 더 큰 효과를 내기도 한다. 블로그가 일종의 입소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블로그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도 자신의 소비를 과시하는 수단으로도 사

용된다. 에스닉 레스토랑을 다녀온 뒤 개인 사이트나 블로그에 후기 글을 올리거

나 재방문의 계획을 한다. 색다른 경험으로써 이태원 브런치 레스토랑에서의 경험

을 공유하고 기억하고자 하며, 그 곳에서 자신이 겪을 일들을 기억하고자 한다. 글

과 사진으로 자신이 겪은 레스토랑에 대해 개인적인 인상기를 블로그에 남기는 것

이다. 이는 일종의 공개적이지만 개인적인 자랑의 공간이다. 특히 이태원의 경우 

블로그 검색의 필요성이 크게 나타나는 지역이므로 이러한 글의 영향력이 큰 편이

라고 할 수 있다.

평소에 비해 비교적 이동거리가 멀고, 지출이 큰 소비생활을 한 것으로 지루하

고 반복적이며, 불안했던 자신의 삶이 어느 정도 보상받았다고 느끼게 된다. 이들

의 삶과는 어느 정도 거리감이 있는 음식점에서의 식사행위는 지출과 시간소비를 

손해라기보다는 의미 있는 행동으로 여기게 한다. 또 레스토랑은 마음먹으면 언제

든지 다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새로운 ‘내가 잘 아는 공간’이 생겼다는 

점에 의의를 두게 된다. 이러한 행동이 반복되면 단골 혹은 매니아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블로그와 SNS는 정보제공과 동시에 과시적인 소비양식의 일부분으로 활용

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이다.

이렇게 블로그를 통한 음식점 선택에의 영향을 ‘웹 구전효과’라고 한다. 외식고

객의 정보탐색 행동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인터넷을 통한 정보탐색이 33.7%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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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높게 나타났으며 포털사이트를 통한 정보탐색이 20.5%로 나타나(염진철, 경영

일, 박한나, 2005:11) 포털사이트의 블로그를 통한 외식정보 검색이 젊은 층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접근성과 신빙성이 높은 블로그는 두 가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둘째로 본인의 소비를 과시적으로 드러내는 

수단의 역할을 한다. 이는 브런치전문점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영향력을 미치

는데 실제로 브런전문점에서 즉각적인 반응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지속적으로 

판매되는 메뉴는 블로그에서 주로 언급되는 메뉴이며 글을 작성한 블로거의 인지

도에 따라 매출이 변화하는 영향도 보인다. 이는 대중매체 못지않은 파급력을 가

진 홍보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가장 최근에 형성된 교류 수단으로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며 한 개인의 글을 통해 매출의 변화가 올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5-4>�인스타그램에서�이태원을�키워드로�하는�게시물�수(2015년� 5월�한�달�간)

출처: http://websta.me/search/이태원

또 다른 SNS매체인 인스타그램은 해쉬태그 기능을 사용해서 이용자가 촬영한 

사진을 본인의 계정에 올리면 누구나 동일한 검색어로 검색된 게시물을 모아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SNS의 해쉬태그 검색어와 그 분석 결과는 기업들의 



- 155 -

마케팅 활용 도구로도 사용되고 있다. 그만큼 블로그 이상으로 파급력이 거대한 

매체이다. 2010년 런칭한 이 서비스에 이태원을 해쉬태그로 하여 게시된 게시물은 

885,531건(2015년 5월 1일 기준)에 이른다. 연관된 하위 검색어로는 이태원 맛집, 

이태원프리덤, 이태원경리단길, 이태원브런치 등으로 다양하다. 

요즘은�제�지인들�인스타그램이나�페이스북에�이태원�갔다왔다는�사

진이� 일주일에� 한번� 이상은� 꼭� 뜨는� 것� 같아요.� 사진으로� 보면� 화려하

기�그지없죠.�보면�먹으러가고�싶다는�생각이�들어요.�실제로�제가�다녀

와도�사진으로�남기구요.�

-� A씨,�여,� 20대�초반,�대학생� -

이태원에�가보고�싶다고�생각한�건�포털�사이트의�메인에�자주�등장

하는� 걸� 보면서� 부터에요.� 블로거들의� 후기가� 메인화면에� 뜨잖아요.� 눈� �

맛집�페이지에서도�늘�등장하기도�하고...SNS에�올라오는�게시글은�자세

한�정보가�없지만�블로그�게시글은�후기�형태로�아주�자세히�정보가�올

라와서� 방문하기� 전에� 항상� 검색해� 봐요.� 찾아오는� 길이나,� 안� 먹어본�

특이한�메뉴들은�평이�어떤지�미리�검색하는�거죠.

-� B씨,�여,� 20대�중반,�대학원생� -

블로그와 SNS 게시물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확산되는 것에 제한이 없고 가시

적인 기록물이 남기 때문에 영향력이 크다. ‘맛집 후기’의 형식으로 인터넷상에서 

개인의 의견을 게시하는 것이 하나의 유행처럼 퍼지면서 음식점에서 이러한 매체

의 영향력은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블로그에 게재되는 맛집은 주로 주변

에서 쉽게 보기 힘든 음식점인 경우가 많다. 전국적인 유통망을 가진 체인점은 블

로거의 주요 관심사가 아니다. 특정지역에만 존재하거나 국내에서 희소성이 있는 

곳, 독특한 판매방식이나 맛을 가진 음식점이 블로거들의 주요 게시대상이다. 따라

서 이태원의 에스닉레스토랑들이 블로그와 SNS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국내에서 희소성이 높고 ‘경험해 볼 만한’ 음식점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

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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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이태원의�다양한�세계음식을�소개하는�페이스북�페이지

출처:https://www.facebook.com/#!/forkapp?fre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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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ulti-ethnicity 소비방식

(1) 기억과�경험�재현의�측면

이태원 최초이자 한국에서 최초인 태국음식점의 운영자 P는 처음 문을 열었던 

1996년 당시에는 한국인들이 세계음식에 대한 관심이 적었던 시기였기에 그로 인

해 한국인들을 주요 고객으로 식당을 운영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말한

다. 이러한 이태원에 한국인들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태원의 에스닉레스토랑 집

적이 가속화되었는데, 이는 유학, 해외근무 등을 통해 외국생활을 경험한 한국인들

이 늘어나면서 해외에서 먹던 그 맛을 찾는 한국인들의 수요가 늘어났고 이를 수

용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태원이었기 때문이다. 이후 한국인들 사이에 에스닉

푸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현재와 같이 이태원의 세계음식점을 찾는 사람들

도 점점 다원화되고 있다.

캐나다� 유학시절에� 먹었던� 푸틴4이� 너무� 먹고� 싶었는데,� 국내에서는�

하는� 곳을� 찾기� 힘들었어요.� 검색해보니� 경리단길에� 푸틴을� 파는� 곳이�

있더라구요.�거기�사장님이�캐나다�전역을�돌면서�푸틴�맛집들을�찾아다

니셨었대요.�푸틴은�사실�대단한�음식은�아니에요.� 캐나다의�패스트푸드�

같은�건데,�그래도�한국에서는�먹을�수가�없었죠.�푸틴을�먹다보니�유학

시절이�그리워졌다고나�할까.

-C씨,�여,� 20대�후반,�직장인(캐나다�유학�경험)-

학교� 다닐� 때� 친구들과� 가끔씩� 간단히� 마시러� 왔던� 기억을� 되살려�

이태원� 소방서� 옆에� 있는� 바,� ‘골***'에� 갔다.� 그곳은� 내국인� 보다� 외국

인이� 90%,� 종업원도�사장님�빼고�흑인�그리고�태국이나�필리핀계�분들

이다.� 그리고�외국인�특유의�환한� 미소를�볼�수� 있다.� 이태원에�다녀오

면� 뉴욕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요즘� 따라� 너무� 크다.� 여행이�

아닌�공부하러�가고�싶다.

-K씨,� 30대�초반,�남,�직장인(뉴욕�유학�경험)-

4 푸틴은 감자튀김에 치즈커드(치즈를 짜고 남은 찌꺼기)와 그래이비 소스를 올려 먹는 캐나다 음
식이다. 엄밀히는 프랑스의영향을 받은 퀘백지역의 음식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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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두 인터뷰 대상자는 캐나다와 미국에서 학부시절을 보낸 경험이 있는 이

태원 방문자이다. 이들이 이태원을 방문하는 목적과 동행인은 때에 따라 다양하지

만, 종종 유학시절을 회상하며 친구들과 함께 이태원의 음식점이나 바를 방문한다. 

이들의 진술에 따르면 해외경험을 상기시키는 것이 단지 ‘음식’을 먹는 행위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분위기’를 통해서도 이루어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친구가� 프랑스� 여행� 중에� 먹었는데� 그� 맛을� 잊을� 수� 없다고,� 아랍�

음식이었는데�난처럼�빵에�싸먹는�요리�팔라페를�먹을�수�있는�곳이�이

태원에�있다고�해서�다녀왔었다.�정말�현지에�다녀온�기분이었다.�몇�년�

전� 이집트� 여행에서� 느낀� 그런� 맛과� 대우.� 과하게� 부담스럽게� 친절한�

것도,� 막무가내로� 불친절한� 것도� 불편한� 것은� 마찬가지인데,� 그닥� 친절

하지� 않은� 서비스에서� 본의� 아니게� 여행의� 추억을� 떠올릴� 수� 있었다.�

먹어봤다는� 경험에� 의미를� 둔다.� 그러나� 다시� 가게� 될� 것� 같지는� 않은�

그런�여행의�느낌이었다.�

-A씨,� 30대�중반,�여,�프리랜서-

위의 사례처럼 여행지에서 접했던 음식을 다시 먹어보기 위해 이태원의 에스닉

레스토랑을 찾았으나, 맛과 더불어 서비스적인 측면에서도 현지에서의 기억을 상

기시키고 있다. 더군다나 그 서비스 측면이 친절하지 않아 불쾌감을 줄 수 있었던 

종업원의 태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여행지에서 가졌던 비슷한 경험을 떠올

리며 여행지에서의 기억 재현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이태원에서 에스닉푸드를 먹는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사례를 통해 

확인하였듯이 외국 생활의 경험이 있는 이들에게는 그 지역의 음식을 먹으면서 자

신들의 경험을 추억하고 재현하는 의미로서 작용한다. 에스닉레스토랑은 유학시절

처럼 외국인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공간이기도하며, 여행으로 얻은 정보 혹은 기억

을 재확인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2) 문화적�호기심�충족: 음식을�통한�간접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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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이태원 곳곳의 정보를 제공하고 친목을 나누기 위해 개설된 포털

사이트의 한 카페5 운영자는 까페 개설 취지를 “이태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은 사

람들은 이곳에 대해 막연히 ‘무섭다’는 생각을 많이 하더군요. 그래서 객관적인 정

보를 제공하려고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밝혔다. 

카페�이름�잘�지으셨네요~!� |�자유게시판� 2013.04.09.� 11:34�

작성자:�미****(flow****)�

이태원�처음엔�무서운�곳이었죠.�

답글:�비***� 2013.04.09.� 15:43

궁금해,�무서워�부분을�지은�사람으로�참�흐믓하네요ㅋㅋㅋㅋ

저도�처음엔�좀�무서웠는데�요샌�이태원만큼�편한곳이�없는거�같아요^^

�답글:� T***� 2013.04.10.� 12:11

궁금해,�무서워�카피는�비***가�지었지요.

이태원�막상�살아보면�정말�따뜻하고�재밌는�곳이지요

�답글:� Jennyhan007� 2013.04.10.� 20:43

It� is� great� to�meet� you� here� !� Itaewon� could� be� a� fun� and� great�
place� to�hang�out� !!� :)�

-‘궁금해?�무서워?�이태원�맛집�술집�데치기’�카페�게시글�발췌6-

이 카페의 회원들은 이태원 맛집과 술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장(場)으로 

카페를 이용하고 있다. 2014년 9월 현재 회원 수는 900명 가량이다. 

이태원의�매력은�서울�한복판에서�세계�문화를�경험할�수�있는�것이에

요.�이곳에�오면�매일�매일이�세계를�여행하는�기분이에요.�낯선�사람들을�

만나고�낯선�음식들을�먹으면�뭔가�세계와�소통한다는�느낌이�들어요.

-K씨,� 30대�초반,�여,�프리랜서-

5 ‘궁금해? 무서워? 이태원 맛집 술집 데치기’ http://cafe.naver.com/dechin/ 이 카페와 연동
되어 있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좋아요를 누른 회원 수는 4,031명이다(2014/10/05일 기준).

6 http://cafe.naver.com/dechin/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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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을 여행할 때 ‘내가 정말 외국에 왔구나!’라는 실감이 들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도 평소에 보지 못했던 풍경과 다른 인종 그리고 낯선 음식

은 그중에서도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이국적’이라고 표현한다. 

이태원은 분명 서울 한복판에 있지만 이방인의 땅 같은 느낌이 드는 이국적인 곳

이다. 큰길 보다는 골목에서 또 다른 골목으로 이어지는 길들이 그렇고, 외국어 간

판들을 마주칠 때도 그렇다. 그러나 방문객들은 그 낯섦이 불쾌하게 느껴지지 않

는다. 아직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를 간접체험 한다는 기대감 역시 들게 하기 

때문이다. 

10월에� 회사에서� 회식으로� 이태원에� 있는� 러시아� 음식점에� 갔었어

요.�러시아�하면�떠오르는건�그냥�추운�날,�보드카...� 이�정도였는데,�사

실�그래서� 어떤�요리가�나올지�굉장히�궁금했죠.� 먹어본� 적도,� 가본� 적

도�없었으니까요.�처음엔�편안한�분위기�때문인지�그저�패밀리�레스토랑�

같은� 느낌을� 받을� 때� 즈음...식당안의� 러시아� 마네킹이� 입고� 있었던� 전

통의상을�입고�계신�홀서빙� 직원분을�보니~앗,� 역시� 러시아~!!� 하며� 다

시금�이국적인�분위기가�물씬�느껴지더라구요.

-J씨,�30대�중반,�여,�직장인-

한국� 손님들의� 계층은� 매우� 다양해요.� 중고등학생,� 젊은사람들,� 할머

니� 할아버지� 등등� 다양해요.� 손님들이� 찾아오는� 제일� 큰� 이유는� 페트라

의�전적/평판�때문인�거�같애요.�싱싱한�음식,�요르단에서�직접�들여오는�

재료들� 같은거요.� 그� 다음으로는�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오는�거�같아요.�우리�식당에�대한�소문을�듣고�경험을�해보고�싶어서요.�

-A씨,� 40대�후반,�남,�요르단�출신,�중동음식점�운영-

이처럼 이태원은 ‘진기한 타자를 재미삼아 구경하러 나선’ 에스닉 관광객(최종

렬, 2012)들로 채워져가고 있다. 아직 경험하지 못한 해외에 대해서도 음식을 통

해 간접 체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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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시적�소비행위: 진입장벽이�높은�에스닉�푸드�소비

한국인 여행객들이 현지에서 접하는 음식들 중에는 이미 세계화를 통해 한국 

땅에 유입된 것들도 상당수가 있다. 이탈리아나 프랑스, 그리고 미국 음식의 일부 

요소들은 한국에 들어와서 입맛과 형태가 ‘한국화’되어 현지문화와의 문화접변을 

보여주는 사례도 적지 않다. 그래서 유럽과 미국 현지를 여행하는 한국인 여행자

들은 한편으로는 이미 자신들에게 익숙하게 된 이러한 음식들을 다시 발견할 것을 

기대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화 되기 이전의 ‘진짜 미국식’ 스테이크나 

혹은 ‘진짜 중국의 어느 지방식 훠궈’를 먹어보고 싶을 수 있다. 양영균(2006)은 

한국인들에게 가장 익숙하다고 알려진 중국음식에 있어서도 ‘본토음식’과 ‘정통성’

은 새로운 수요를 낳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렇게 본고장에서 진짜 본토음식

을 맛보고 나면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도 그 맛에 대한 기억을 유지한다. 그런 맥

락 속에서 한국의 도시에서도 ‘진짜 본토 음식’을 ‘현지 맛 그대로’ 맛 볼 수 있는 

장소를 발견한다면 그곳은 새로이 방문 대상지로서의 의미를 얻는 것이다.

한국인들의 여행 경험이 누적되고 일반화의 정도가 심화되면서 그들 사이에서

도 해외 문화의 실질적인 내용, 즉 관광 상품으로 포장해 내놓은 것과는 구별되는, 

실제 현지 생활문화의 맛을 직접 보여주는 것들을 소비하고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는 새로운 ‘문화 자본’의 의미를 확보한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값비싼 음식이나 화려한 음식이 아니라고 해도 그 음식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낮게 

매겨지지 않게 된다. 이런 단계에서는 더 이상 한국인들의 일상적인 입맛에 맞는 

음식이 가치를 얻는게 아니라, 오히려 한국인의 입맛에 생소할수록 가치 있는 것

이 된다. 즉 “대부분 한국인들은 역겨워하며 피할 수 있지만 진짜 그 맛을 아는 

사람만이 제대로 느낄 수 있는” 해외 현지의 독특한 일상 음식요소를 맛볼 줄 아

는 것이 특별한 문화자본을 지닌 것으로 인식된다.

이태원의 다양한 에스닉 푸드 가운데에는 태국이나 이탈리아, 미국식 브런치 

등 상대적으로 익숙해진 음식들도 존재하지만, ‘할랄 음식’을 포함한 아랍음식이나 

인도음식 또는 그 밖의 ‘제3세계권 국가’의 음식은 아직 많은 사람들이 맛보지 못

했거나 맛을 제대로 음미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것들도 상당수 이다. 송도영

(2007)은 그 음식 맛을 아는 사람의 문화적 자본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그것보

다 폭이 넓고 우위에 있는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재로 작용한다고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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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였다. 이러한 것이 소비자의 문화 소비 프로그램의 영역을 확장시킴으로써 일

반인들로부터 그 소비자를 더욱 ‘구별’지어 줄 수 있는 자원으로 동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할랄음식 전문점이나 러시아 음식점, 브라질 음식점 등에서 식사를 

하다보면, 함께 식사하는 그룹 중 일부는 그 중 한 사람이 자신이 갖고 있는 ‘제3 

세계 음식’에 대한 생소한 지식을 과시하거나, 초대된 사람들에게 이전에는 맛보지 

못했던 음식을 선보임으로써 ‘특별하고 인상적인’ 경험을 제공하려는 자리임이 드

러나는 경우들이 있다. 호화로운 패키지 여행을 다녀오는 것보다 남들이 잘 알지 

못하는 곳으로 여행을 많이 가본 사람일수록 화제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다른사

람들이 아직 익숙치 못한 음식을 능숙하게 먹을 수 있고, 이를 소개하는 사람의 

가치가 확보되도록 하는 ‘음식의 전략적 영토화’(송도영, 2007)가 되는 셈이다.

출처: 2014. 1월, 2014. 6월 촬영

<그림�5-6>�이태원의�다양한�에스닉�푸드(왼쪽�맨위부터�시계방향으로�이집트-그리스-터키-요르단�순)

3.�소비�계층과�방식에�의한�장소의미의�경합

1) 초국적�소비문화가�일상화�된�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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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상적인� ‘진짜’ 이태원�찾기

해밀턴 호텔 뒷골목에 위치한 ‘G’는 아이리쉬 펍(Irish Pub)이다. Guinnes맥주

의 오리지널과 드래프트 모두 9,000원이며 이는 결코 싸지 않은 가격이다. 그렇다

고 많이 비싸지도 않다. 평일 밤이지만 가게는 꽉 들어차있다. 20대 중후반의 여

성 10여 명, 30대 회사원으로 보이는 남성2명, 백인 남성과 한국 여성 커플, 그 

외에도 한국 남녀 커플 등이 자리를 잡고 있다.

음악은 백인취향의 팝음악이 주를 이룬다. 손님들은 저녁요기로 가능한 요리에 

맥주를 곁들이고 있다. 파스타나 오믈릿 등을 식사대용으로 먹을 수 있고, 안주로

는 갖가지 치킨요리와 간단한 안주인 과자, 땅콩 등도 있다. 가격은 비싸지 않은 

편이다. 이곳은 이태원 내의 다른 펍인 ‘T' 보다 한국인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

다. 20대 젊은 여성들의 수다 떠는 공간으로 많이 이용 되는 듯하다. 친구들과 남

들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맥주 마실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는 듯 보인다.

이 곳에서 가장 오래 일한 아르바이트생을 통해 한국인과 외국인 손님의 비율

은 반반이며, 최근 한국인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아이리쉬 펍 이지만 미국, 호주 출신의 영어강사들이 많이 오며, 외국인의 경우 남

성이, 한국인의 경우 여성이 더 많이 찾는다고 한다. 주로 전문직 여성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많으며, 외국인 남성의 경우 영어강사와 회사원들이 많이 찾는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찰은 옷차림이나 행동으로 파악한 것이기 때문에 꼭 들어맞지는 

않을 거란 설명도 덧붙인다. 

한국인과 외국인 손님의 비율이 반반이라는 이 펍에서 흑인이나 유색인종을 찾

아보기는 쉽지 않다. 한국인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온다고 하는데, 평일 

저녁에는 세련된 옷차림의 여성들의 모습이 많이 눈에 띈다. 한국인 남성의 경우

에도 넥타이를 맨 직장인들이 더 많다. 

퇴근하고�종종�들러서�가볍게�맥주를�마셔요.� 요즘�이태원에�수제맥

주를�파는�곳들이�늘어나긴�했지만,� 저는� 이곳이�좀� 더� 익숙해요.� 여기

는� 영미권�사람들도�다른데보다�많은� 편인데,� 그냥� 원래�알던� 친구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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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대화도�나누고�하는게�좋아요.�

-P씨,� 30대�초반,�남,�직장인-�

‘G'가 자리 잡은 해밀턴 호텔 뒷골목은 비슷한 소비층이 모이는 곳이며, 소방서 

골목은 해밀턴 호텔 뒷골목과 대조적인 풍경이 연출되는 곳이다. 큰 틀에서 두 구

역이 분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소비층의 차이에서 연유한다.

오전 7시경부터 새벽 1시까지 많은 인파가 오고가는 해밀턴 호텔 뒷골목은 백

인들과 한국인들이 주를 이룬다. 주로 2-30대 한국인들이 많으며 여성들의 비율이 

좀 더 높다. 고급카페와 에스닉 레스토랑이 이 거리에 많기 때문이다. 이 거리에서 

흑인, 동남아계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그나마 아랍계와 인도계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데, 인도음식점과 파키스탄 음식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 거리는 하얀 와이

셔츠에 넥타이를 맨 남자들과 정장 차림의 여성들, 백인들의 수적 비율이 높다. 

그러나 이미 이태원 중심부의 임대료가 지나치게 상승했기 때문에 초기의 에스

닉 레스토랑 운영자들 중 상당수는 이곳을 떠나야 했다. 

만약�진짜�이태원을�경험하고�싶다면�메인�로드에서�벗어나야�한다.�

해밀턴� 호텔� 뒤쪽� 거리의� 음식점에서� 파는� 간단한� 파스타나� 커리� 등을�

먹기� 위해� 2만5천� 원� 씩이나� 지불해야�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사실�

외국생활을�오래�해본�입장에선�이런�음식이�자국에서�얼마나�저렴한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먹기� 꺼려진다.� 그래서� 대개는� 인근� 지역인� 경

리단� 길이나�해방촌으로�발길을�돌린다.� 이�두� 지역은�여전히� 이태원의�

초기� 단계� 같던� 모습에� 머무르고� 있는� 것� 같다.� 경리단길에도� 처음� 체

인�카페가�들어섰지만�여전히�독립적인�식당이나�카페,�바,�오래된�분식

점들이�포진하고�있다.�

-K,� 30대,�남,�영국�주재원�출신-

K의 인터뷰처럼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이태원 메인 상권에서는 이제 보다 대

중적인 에스닉푸드를 보다 비싼 가격으로 소비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이태원 

메인상권 주요 방문층의 변화도 야기시키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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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에서�브런치를�먹기�시작한�건�이미� 5년도�더�됐어요.�미국�유

학시절에�친구들이랑�그랬던�것처럼,� 주말�오전에�느즈막히�일어나서�편

안한�차림으로�어슬렁�나와�즐기는게�가능한�동네였거든요.� 요즘은�사람

들이� 너무� 많아서� 주말� 낮에는� 아예� 나갈� 생각도� 안하지만...뭐� 특별한�

이벤트처럼�차려입고�트렌디한�무언가를�쫓는�것처럼�두리번거리면서�다

니는�사람들을�보면�나도�모르게�촌스럽다는�생각이�들곤�하더라구요.�

-J씨,� 30대�중반,�직장인(미국�유학�경험)-� �

1년� 전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경리단길이� 뜨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어린� 친구들이�확�늘었어요.� 딱� 보면�알� 수� 있죠.� 카메라� 메고,�

남자친구�여자친구�손잡고.� 한� 눈에�봐도�대학생�커플�같은� 친구들.� 나

쁘다고�할�건�아닌데,�예전에�좀�여유�있는� 30대들이�즐겼던�호젓한�분

위기,� 그냥� 외국� 어느� 동네에서� 주말� 오전에� 산책하는� 것� 같던� 느낌이�

나질�않아요.�침해받는�느낌이에요.�요즘엔�해방촌으로�더�자주�가게�되

는�것�같아요.�예전�경리단길�같은�분위기거든요.�

-L씨,� 30대,�여,�직장인-

J와 L의 경우처럼 ‘진짜 외국 같던’ 이태원에서의 소비를 일상적으로 즐겨오던 

계층 가운데에서는 이태원에 유입되는 한국인들, 특히 20대 초반의 대학생 계층이 

증가하면서 메인 상권에 싫증을 느끼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들은 한국이지만 한

국이 아닌, 탈영토화 된 지역으로서의 이태원에서 본인 역시 탈영토화 된 주체가 

되어 이태원의 초국적 특성을 일상적으로 소비하기를 원한다. 때문에 ‘진짜 이태

원’ 다운 곳을 찾아 계속해서 인근지역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찾

아나서는 지역이 이태원에서 멀리 떨어진 전혀 새로운 지역이기보다는 경리단길, 

해방촌 등 넓은 범위의 이태원동과 인접 지역이라는 점은 이태원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속성과 공간적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2) 외국어�소통이�일상적인�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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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태원이 아닌 서울의 다른 지역에서도 영어로 의사소통이 이뤄지는 레스

토랑들이 늘고 있다는 보도를 종종 접할 수 있다. “미국 본토에 온 듯한 느낌이 

들어 신선하다”는 반응도 있지만 “한국인을 별로 배려하지 않은 식당”이라는 비평

의 소리도 적지 않다. 그렇지만 이태원에서의 영어사용은 이미 오래전부터 통용되

어 오던 사실이다.

인도인사장님으로� 보이는� 분이� 주문을� 받아주셨는데,� 우리말을� 알아�

들으실지�걱정돼서�쭈볏거리고�있었는데�함께�간�지인이�원래�이태원피

플이셨기에� 영어를� 잘� 하셔서� 별� 문제없이� 주문했어요.� 아마� 한국어로�

주문해도� 의사소통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 보이긴� 해요.� 그러니깐�

식당�운영이�되는�것일�테고요.�그래도�괜히�영어를�해야만�할�것�같았

어요.

-� C씨,� 20대�중반,�대학원생-

이태원은�미국이랑�거의�같으면서도�달라서�꼭� LA같은�느낌이�나요.�

한국사람이�많은� LA요.� 다른� 점이라면...미국사람이�많지만�미국처럼� 팁

을� 꼭� 주지� 않아도� 되죠.� 그리고� 여기선� 영어를� 잘한다고� 잘난� 척� 할�

수�없는�곳이에요.�웬만하면�다�영어를�구사하니까요.

-K씨,� 20대,�여,�미국�유학중-

두 사례를 통해 이태원의 방문자들은 대부분 이태원에서 영어가 통용된다는 것

을 알고 있기에 본인이 영어를 잘 구사하지 못한다고 해도 반감을 가지거나 겉으

로 당황함을 표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영어를 잘 구사한다고 해도 특별하게 여겨지지 않는 상황 또한 자연스럽게 받아들

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기메뉴가,� 처음에는� 팬케이크� 였고요.� 지금은� 에그� 베네딕트7에요.�

7 에그 베네딕트(egg benedict)는 구운 잉글리시 머핀 가운데에 햄이나 캐네디언 베이컨, 수란(a 
poached egg)을 얹고 홀란다이즈 소스(holladaise sauce)를 뿌린 미국 샌드위치의 한 종류이
다. 



- 167 -

그� 전에는�럼버잭.� 저희가� 히스토리가� 있어요.� 오픈하고� 3년� 동안� 한글�

메뉴가� 없었어요.� 영어메뉴만� 있고.� 사진이� 들어간지� 얼마� 안되었어요.�

그러니까�국내�고객들이�잘�모르시죠.�그냥�영어로�써두면.�그래서�맨날�

나갔던� 게� 팬케이크하고� 피시� 앤� 칩스에요.� 그� 두� 개가� 5년� 동안� 주구

장창�나갔어요.�가만히�보니까�그게�맛있어서�나가는�게�아니잖아요.�블

로그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거� 시키는거지.� 다른� 거� 새로운� 거� 시킬� 엄

두를�못�내죠.�저희가�제2의�전성시대를�맞은�게�사진을�넣으면서�그런

거죠.�그래서�자주�오시던�분들도�다른�걸�먹을�수�있으니까.�처음에�건

방졌죠.

-P씨,� 50대,�여,�뉴욕식�브런치레스토랑�운영-

브런치 레스토랑 'S'에서는 초반에는 일반인들에게 그리 익숙하지 않은 뉴욕식 

브런치 메뉴의 특성상 주로 팔리는 메뉴만 많이 팔렸다. 처음에 영어로만 메뉴를 

표기하고, 사진을 올리지 않은 것도 큰 이유였다고 한다. 메뉴에 대해서 모르기 때

문에 다른 메뉴를 시도해 보지 못한 것이다. 결국 한국인들을 위한 배려를 하면서 

식당이 제2의 전성기를 맞게 되었다고 한다. 

이태원에서 운영 중인 상당수의 레스토랑 혹은 바(bar)들은 영어로만 구성된 

메뉴판을 구비하고 있다. 위의 레스토랑처럼 메뉴가 낯선 경우에, 방문객들은 설명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기 보다는 익숙한 것들에만 도전한다.

이번에�간곳은�수제맥주에..� 미국식�펍에..� 게다가�영어를�잔뜩�쓰길래�

당황했어요.� 주문을� 영어로..순간� 놀래서� 뒷걸음질� 칠� 뻔했지만� 용기있게�

들어갔어요..일단� 들어가면� 종업원� 분들은� 외국인..� 영어...미국에서� 썼던�

영어를�마구�생각하며�땡큐�연발과�오케이�연발로�일단�한고비�넘겼어요.�

손님들도�외국인들이�참�많이�있었죠.�이태원이라서�그런가보다�했어요.�

-� A씨,� 20대�초반,�여,�대학생-

위의 20대 여대생은 이태원의 펍에서 영어가 통용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은 없

으나 본인의 영어실력이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황 하며 위기를 모면했다는 표

현을 했다. 이들에게 이태원은 사용하는 언어와 소비하는 방식 모두 한국적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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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것이 일상적인 공간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출처: 2014년 8월 20일 촬영

<그림� 5-7>�이태원에서�쉽게�발견되는�영어로만�제공되는�메뉴판

재작년에는�다들�영어밖에�안쓰시길래�애써�바디랭귀지와�영어로�주

문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직원훈련이� 되어있는지� 고기� 썰어주시는� 조리

사분들도�다�한국어로�말씀하시더라구요.�에이�모야�이태원와서�영어�안

쓰면�어디서�써요?

-� C씨,� 20대,�여,�대학생-

얼마전� 영국� 이민� 갔다가�잠시� 귀국한�친구와� 그� 친구의� 외국인� 친

구와�함께�이태원에서�만났습니다.�영어로�유창하게�대화하는�둘을�보니�

왠지�나만�뒤쳐저�있다는�생각이�문득�들더라구요.

-� J씨,� 30대,�남,�직장인-

반면, 위의 두 사례에서 전자는 이태원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

각하며, 본인이 기꺼이 사용할 의사도 있으나 영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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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오히려 아쉬움을 표하는 경우이다. 후자의 경우 영어가 뒤처지는 본인을 다소 

비관하는 듯 한 표현을 하고 있다. 언어사용으로 인해 같은 공간에서도 소비행위

의 은밀한 구별짓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앞서 파악하였듯이, 이태원을 소비하는 계층은 개인의 해외경험을 바탕으로 이

태원의 주 소비층이 외국인이던 시기부터 이 지역에 진입한 초기 개척 집단과, 이

후 매스컴과 소셜미디어의 영향으로 유입된 후기 진입 진단으로 나누어진다. 이 

과정에서 다년간의 해외경험을 가졌거나, 본인을 초기 개척자로 간주하는 소비자

들은 이태원에서의 소비를 ‘특별한 이벤트’로 간주하기 보다는 최대한 자연스럽고 

일상적으로 소비하려는 행태를 보인다. 이들에게 이태원은 메뉴와 즐기는 방식, 사

용하는 언어에 이르기까지 한국적이지 않은 것이 일상적인 공간이다. 때문에 이미 

한국인의 방문과 소비가 보편화 된 시점에서도 ‘나만이 알고 있는 진짜 이태원’의 

일상을 확보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이 과정에서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목

적지들이 발견되기도 한다. 이태원 메인 상권과 경리단길에 급속도로 방문객들이 

증가하면서 방문객들의 연령층 또한 다양해졌고, 그로 인해서 기존에 이태원을 즐

기던 계층은 자신들이 누리던 무언가 특별한 문화가 침해받는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었다. 이들은 여전히 이태원 인근의 이국적인 분위기를 즐기고 싶어 하지만, 북

적거리는 인파 속에서 함께 어우러지는 것을 경계한다. 때문에 비슷한 분위기를 

간직하고 있지만 아직 많은 이들의 발걸음이 닿지 않는 인근의 또 다른 장소를 찾

아 떠남으로써 끊임없이 대다수의 타인들로부터 구별 지으려는 경향을 보인다. 

2) 관광대상지로서의�공간

한국인 소비자들에게는 이태원은 한 공간 안에 차려진 축소판 세계 음식여행을 

통한 일상적 관광 여행의 한 단초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요즘�SNS�보면�이태원이�난리잖아요.�맛집도�너무�많고,�꼭�한번�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방학하자마자� 대구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놀러온

거에요.� 유명한�외국�음식점이랑�디저트�가게는�블로그로�다�써치해�왔

고,�잠은�여기�근처�게스트�하우스에서�잘�거에요.�꼭�외국여행�온�기분

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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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20대�초반,�여,�대학생-

한국인 소비자들이 급증했다고 해도 아직까지 이태원의 다국적, 다인종성을 자

연스러운 ‘일상’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계층은 일부에 해당한다. 많은 이들은 

이태원의 multi-ethnicity를 여전히 진귀한 관광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먹어볼�것들이�너무�많죠.�이태원에는.�아무리�해외여행을�많이�다닌

다고� 해도� 이태원에� 있는� 음식들이� 있는� 국가들을� 다� 가보진� 못하잖아

요.�그래서�매번�탐험�하는�기분으로�와서�매번�다른�나라�음식들을�먹

어보려고�해요.� �

-H씨,�남,� 30대�후반,�직장인-

이제�우리나라도�해외여행이나�유학�다녀온�사람들이�워낙�많아져서�

다양한�것들을�추구하게�되었어요.�근데�로데오,�가로수길,�홍대,�삼청동�

등�모든�동네가�천편일률적이잖아요.�처음에야�그게�좋은�것처럼�느껴지

지만,�스토리가�다�비슷비슷하니까�조금만�지나면�금방�재미없어져�버리

고�식상해진다고요.�근데�이태원은�아주�많은�다양한�콘텐츠가�공존하고�

있어요.�아프리카에서부터�인도,�이슬람,�미국까지.�이건희�회장에서부터�

달동네�주민까지.�제�생각에�이�동네는�네버엔딩이에요.

-B씨,�여,�건축가,�이태원�거주8-

이태원의 콘텐츠가 다양하다는 것은 이곳이 단일한 에스닉 밀집지역이 아닌, 

multi-ethnic 요소들로 구성된 지역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방문자들은 본인이 

마음먹기에 따라 방문할 때 마다 다른 에스닉 콘텐츠들을 소비하며 매번 여행 또

는 관광하는 느낌을 받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4.�소결:�이태원과�다른�지역을�구별짓는�multi-ethnic�장소성의�소비

8 이태원주민일기, 2011, 북노마드, p.230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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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방인의 유입이 많은 지역이고, 그것이 지속적인 

이태원의 장소성을 만들어내 왔다. 

이태원의 에스닉푸드 소비의 형상을 놓고 보면 세계화와 함께 이전에 존재했던 

미국문화의 일방적 주도는 오히려 약화되고, 인구의 이동과 문화 간 이동의 전반

적 영역 확대를 통해 다양한 에스니시티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정보와 

이동 네트워크의 다양화를 통해 한정된 지리적 영역 안에서도 지역의 문화 구성요

소가 다양화, 다층화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이태원이 서울의 단일 에스니

시티로 구성된 다른 에스닉커뮤니티와 비교했을 때 가지는 이점이기도 하다. 초국

적 공간으로서 가지는 낮은 진입장벽은 다양한 민족들이 이태원으로 유입될 수 있

는 요인이 되었고, 이제 그 낮은 진입장벽은 외국인에게 마음의 벽을 치고 있었던 

한국인 방문객들에게도 적용되어 이태원에서 적극적인 문화소비를 하도록 만들었다. 

부르디외의 연구 이후 소비 부문에 대한 최근의 연구에서는, 문화적 중산층

(cultural intermediaries)에 의해서 기존의 고급 문화 형태가 거부되고 문화적 구

별짓기의 새로운 형태로서 새로운 형태의 소비 문화가 창출되어 간다는 점이 지적

되고 있다(Abecrombie & Urry, 1982; Goldthorpe et al., 1987; Savage et al., 

1992). 이는 문화자본이 모든 계급분파에 의해서 동일하게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중산층의 상층을 구성하는 특정한 분파에 의해서 동원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 

계급 분파들의 가장 큰 특성으로는 경제 자본은 적게 보유하고 있지만 문화자본은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화자본을 자신의 계급적 위세를 드러내거나 

혹은 다른 계급과의 사회적 권력 관계에서 보다 우위에 서게 만드는 데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들 새로운 중산층은 최근들어 일어나고 있는 생산방식에

서 소비자의 욕구에 이르는 복합적인 사회적 변화의 주도자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소비 문화의 창출자라고 할 수 있다(Lury, 1992: 108; 장미혜, 2002: 139 재인

용). 이태원의 한국인 소비자들이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태원에서 음식을 먹고 소비를 하는 것, 더 넓게는 이태원을 방문하는 것 자

체는 이미 단순한 소비와 방문에 그치지 않는다. 이들은 이곳을 알고, 방문하고, 

소비한다는 것 자체를 ‘나’라는 특별한 개인이 누릴 수 있는 문화적 자본으로 여기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얼마만큼 이태원을 자주, 오랫동안, 속속들이 방문해

왔고 알고 있는지에 따라 이태원을 방문하고 소비하는 이들 가운데에서도 소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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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multi-ethnicity�소비공간의�차별성�형성�과정

층을 구분 지으려 하며, 소비 방식에서는 기억과 경험 재현, 음식을 통한 간접 경

험으로 문화적인 호기심을 충족시키려는 점, 진입장벽이 높은 대중화되지 않은 에

스닉푸드의 소비 등으로 대중 소비 방식과 구별지으려는 면모를 보인다. 이러한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장소의미 간에서도 경합이 일어난다. 결국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multi-ethnicity 소비 공간만의 차별화된 특성이 형성된다. 이를 요약하자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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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multi-ethnicity�소비�공간�형성으로�인한�지역�활성화

1.�지역의�물리� ·�경제적�측면�변화

1) 이태원의�공간적�범위�확산

(1) 경리단길로의�확산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 2번 출구로 나와 지하도로를 건너 3분 정도 걷다 보면 

국군재정관리단 알림판이 있는 골목이 나온다. 이곳에서 남산 그랜드 하얏트 서울

로 이어지는 길이 경리단길이다. 2~3년 전만 해도 경리단길 상권은 ‘아는 사람만 

찾는’ 곳이었다. 지대가 높고 경사가 심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다 건축 제한이 있

기 때문에 5층을 넘는 건물이 없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런 점이 매력이 됐다. 외국인이 많은 지역이기에 자연스레 

이국적인 분위기가 형성된 데다 독특한 소규모 점포가 잇따라 들어서면서 이태원

의 메인상권과 비슷한 듯 하면서도 차별화되는 상권이 형성된 것이다.

<그림� 5-9>�이태원1동과�이태원2동에�연도별로�신규�개점한�음식점�수� �

자료: 용산구청 보건위생과 정보공개요청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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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단길이 위치한 이태원 2동에 신규 개점한 음식점 수를 살펴보면 이러한 변

화의 추세를 확실히 확인할 수 있다. 기존의 이태원 1동 메인상권에 신규개점하는 

음식점들이 2012년을 기준으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이태원 2동은 2012년

에 이전 년도에 비해 4배 가까운 증가를 보이고 꾸준히 그 수를 늘려가고 있기 때

문이다. 

특히 체인점으로 가득한 기존 상권에 식상함을 느낀 이들에게는 오아시스 같은 

곳이다. 신사동 가로수길이나 홍대거리 등이 급격히 상권이 팽창하며 대형 체인 

음식점 및 카페들이 즐비한 곳으로 변한 반면 이곳은 저마다의 개성으로 세련되고 

독특한 이색음식점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조사를 위해 2014년 8월의 금요일 저녁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경리단길의 프

랑스 가정식 요리 전문점을 찾았지만 빈자리가 없었다. 인근 전통 이탈리아 음식

점에는 예약 손님을 위한 자리만 남아 있었다. 이날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들른 

인근 음식점 5곳은 하나같이 “금·토요일 저녁은 예약을 하지 않으면 식사가 어렵

다”고 했다.

2010년에는� 이쪽,� 경리단� 쪽에는� 한국사람들이� 많이� 오진� 않았었어

요.�아마�지금�보이는�레스토랑들의�다수가�생긴지� 1년도�채�안됐을�거

에요.�거의�다�작년에�들어왔어요.�그리고�알다시피�경리단이�갑자기�인

기가�굉장히�많아졌어요.�블로그에도�많이�올라오고�티비에도�많이�나오

고.�많은�사람들이�몰리기�시작한�것도�최근�6개월�동안의�일이에요.

-D씨,�남,� 40대�중반,�경리단길�브런치�레스토랑�운영-

그만큼 경리단길이 ‘핫(Hot) 상권’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태원 메인 상권에서 

볼 수 있었던 현지인 요리사를 앞세운 다양한 외국 음식 전문점과 특색 있는 패션 

소품·의류점 등이 몰리면서 찾는 사람이 부쩍 늘었다. 임대료는 물론 3년 전까지 

이 지역 대부분의 상가에 존재하지 않았던 권리금마저 급등하고 있다.

경리단길을 따라 늘어선 소박하고 깔끔한 음식점들의 젊고 활력 있는 셰프들은 

그들만의 철학을 가지고 음식을 만든다. 또 에스닉 레스토랑들에서는 다국적 요리

사들을 주방장으로 영입해 세계 각국의 요리를 현지 식으로 맛볼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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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사이로는 갖가지 패션 소품을 파는 상점들이 배치돼 맛과 멋이 조화를 이

룬 골목을 형성했다.

삼청동은�관광지적인�느낌이�있고�가로수길은�잘�차려입어야만�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아직까지� 여기는� 주� 소비층이� 외국인들이고,�

제가� 보기에� 여기오는� 외국인들은� 삼청동이나� 가로수길� 밥먹으러� 안가

죠.� 그러다보니� 삼청동,� 가로수길� 보다는� 이� 동네가� 기반이� 더� 단단해

요.� 이태원�메인은�감히�너무� 비싸서�저희같은�일반인들은�들어갈�생각

을�못하죠.� 권리금이�적어도� 1억,� 2억이니까�손에�적어도� 3-4억은� 있어

야�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같은� 사람들,� 거기� 못들어간� 사람들이� 모인게�

경리단� 길이고,� 이태원은� 이제� 상권이� 거의� 정점을� 찍고,� 거의� 내려올�

길만� 남아서� 많이들� 가게를� 빼시죠.� 거기는� 이제� 제일� 좋은� 시기는� 지

나서,�벌써�이제�이태원은�가로수길�처럼�됐어요.�

-‘A'씨,� 30대�초반,�경리단길에서�멕시칸레스토랑�운영-

경리단길은 요즘 젊은층이 선호하는 맛은 물론이고 아기자기함과 소박함 그리

고 개성을 두루 갖춘 소위 '길 상권'이다. 여기에 외국음식점, 높은 외국인 거주비

율, 외국인 관광객들의 유입 등으로 이태원이 가지고 있던 '한국 속의 이국적인' 

풍경이 결합되며 유명세를 타고 있다.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일대 부동산의 가치도 치솟았다. 불과 1년 사이 경리단

길 내 전용면적 40㎡의 1층 상가의 평균 월세가 최대 40여만 원 상승했다. 권리

금도 최대 600여만 원이 상승했다. 

특히�경리단길�초입의�상가�임대료와�권리금은�기존�이태원�상권�대

비� 70~80%� 수준으로� 올랐어요.� 20㎡� 상가� 기준으로� 월세는� 80만~100

만� 원,� 권리금은� 8000만� 원~1억� 원까지� 상승한� 상태에요.� 경리단길� 중

반부는� 3000만~4000만� 원� 수준으로� 향후� 상권이� 더� 활성화될� 경우� 권

리금이�오를�가능성이�매우�큽니다.

-B,� 50대�여,�경리단길�M부동산�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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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매매가격도 가파르게 상승했다. 경리단길 초입의 상가는 3.3㎡당 1억 원에 

매매가 이뤄지지만 매물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경리단길 중

반 상권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업종을 교체하거나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 이다.

특히 2014년 4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고도지구 제

한이 일부 완화되면서 이 지역에 투자할 목적으로 지닌 사람들에게는 더 유리한 

조건이 형성되었다. 기존 경리단길 일대는 고도제한에 걸려 건물을 최대 5층, 20m

까지 지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건물의 층수 제한이 없어지면

서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 할 때 높이 20m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고층수

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4월

권리금
3000만

~5000만

3000만

~5000만

3500만

~5000만

3500만

~5500만

3500만

~5900만

3600만

~6500만

보증금
1500만

~3800만

2000만

~4000만

2000만

~5000만

2200만

~7000만

2000만

~7000만

2000만

~7500만

월세
120만

~220만

150만

~260만

165만

~310만

180만~

330만

200만

~350만

210만

~390만

전용면적 40㎡ 1층 상가평균.

자료: 경리단길 인근 중개업소·에프알인베스트먼트 종합; 중앙일보 2014. 4. 21. 에서 재인용

<표� 5-2>�경리단길�일대�상가�임대료�변화

(단위:�원)

경리단길의 상점은 대부분 왕복 2차선 도로 양 옆으로 입지한 전용면적 40㎡ 

정도 크기의 소규모 점포들이다. 이 지역에 현재 붐을 이루고 있는, 최근 몇 년 사

이 진입한 업종은 대체로 아기자기한 카페, 레스토랑, 바(Bar), 옷가게, 소품점 등

이다. 경리단길은 이미 이전의 소박하면서도 이국적이었던, 그래서 대안적이고 구

별지어지던 장소의 정체성이 위협을 받고 있기도 하다. 골목에도 색깔이 있다. 사

람이 모이는 곳이면 어김없이 대기업 자본과 프랜차이즈의 입점이 이어지게 마련

이지만 켜켜이 쌓인 세월과 지리적 특성이 만들어내는 골목의 색깔은 세간의 우려

처럼 그리 쉽게 바뀌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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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의 유전자를 나눠 가진 경리단길에서도 세계 각국의 음식을 맛볼 수 있

다. 이태원과 차이점이 있다면 오리지널만을 추구하기보다 국내 트렌드에 조금 더 

민감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태원 상권과, 지나친 상업화로 대안문화지대로서의 

특유의 매력을 잃은 홍대 유흥가, 관광객들에게 점령된 삼청동 일대, 대자본에 점

령돼 본래의 매력이 사라진 가로수길의 경험을 답습하게 될까봐 우려하고 있다.

아래의 사진은 2013년 10월과 2014년 9월 약 1년여 간의 기간을 두고 찍은 

경리단길의 모습이다. 2013년 만 해도 경리단은 주말에만 다소 붐빌 뿐인 근린지

역의 면모를 보이고 있었으나, 2014년 가을에는 평일이나 주말,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늘 방문객들이 줄을 서는 상업지역이 되었다. 

출처: 2013년 10월 16일(위), 2014년 9월 17일(아래) 촬영

<그림� 5-10>�경리단길의�변화

홍대� 옆에� 연남동� 생긴� 것처럼� 이태원� 옆에� 생긴게� 경리단인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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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에도�차이점은�그건�것�같아요.�여기에는�아예�살고�있는,�상주하는�

외국인들이�많아서,� 그래서�좀�단골손님의�비중이�탄탄하다는거,�가게하

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홍대나� 삼청동� 같은데서는� 한번� 왔다가는� 손님,�

저만해도� 오늘은� 여기� 가보고,� 담엔� 다른데� 가보고,� 그러는데,� 여기� 외

국인들은�그렇지�않으니까,�그런게�경리단길의�장점이라면�장점인거죠.�

-A씨,� 30대�초반,�경리단길에서�멕시칸레스토랑�운영-

이태원 메인 상권이 변화를 맞이한 것보다 더욱 빠르고 민감한 속도로 변화하

고 있는 경리단길 이지만, 이 지역이 이미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의 정점을 겪은 

서울의 다른 상업지역들과 차별화 될 수 있는 부분은 역시 상주하는 외국인들이 

여전히 많다는 점이다. 이들의 존재가 곧 지금까지 형성해 온 이 지역의 정체성에

서 가장 큰 한축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2) 해방촌

1945년 광복과 함께 전국 각지의 난민들이 모여 정착한 남산 아래 첫 동네가 

바로 해방촌이다. 오늘날까지 용산2가동과 후암동 언덕길을 그 이름으로 묶어 부

른다. 이태원 경리단길과 맞닿아있는 ‘해방촌’은 서울시 용산구 용산2가동의 대부

분과 용산1가동의 일부 및 후암동 산동네가 포함되는 지역이다. 용산고등학교 서

쪽이면서 남산타워의 남쪽, 즉 남산 밑에서 중턱에 걸쳐 형성된 마을이다. 해방촌

이란 지명의 유래는 그 이름에서 충분히 유추가 가능하다. 1945년 8·15광복 직후 

해외에서 돌아온 사람들과 북쪽에서 월남한 월남민들, 그리고 한국전쟁으로 인해 

피난 온 사람들이 정착해 모여 살기 시작한 데서 유래됐다고 알려진다(용산구청, 

2010). 현재 해방촌은 젊은 층 사이에서는 ‘HBC’라는 약칭으로 불린다. 한때는 서

울에서 가장 낙후된 곳 가운데 하나로 인식되기도 했던 이 작고 낡은 동네가 몇 

년 전부터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태원의 소란스런 분위기에 싫증을 느낀 

외국인들이 하나 둘 해방촌으로 몰려들면서 골목골목 안에 자연스럽게 레스토랑, 

카페, 펍들이 잇따라 들어섰다. 현재 해방촌은 이태원과 함께 외국인 거주비율이 

가장 높은 동네로 꼽힌다. 이러한 이유로 해방촌 상권은 ‘제2의 이태원’이란 별칭

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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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 2번출구로 나와 10분 정도 걷다보면 해방촌을 알리는 표

지판이 보이는데, 그 왼쪽골목인 신흥로를 따라 펼쳐진 곳이 바로 해방촌 상권이

다. 해방촌 상권은 번화한 이태원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는 조용하고 아늑한 고유의 분위기도 잘 보존하고 있는 모습이다. 낡은 골목 사이 

개성 있는 펍, 카페, 레스토랑이 들어서면서 눈길을 끌기 시작했다. 곧 동네가 떠오

르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고,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들었다. 힙스터들은 머리글자를 

따 ‘HBC’라는 별칭으로 이곳을 부르곤 한다. 동네의 변화는 급물살을 탔다. 

그러나 해방촌이 간직한 고유의 정취가 흐려질 위기에 처하자 사람들은 공동체

적 문화의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 결속했다. 마을 단체 ‘해방촌 빈가게’와 매거진 

<남산골 해방촌>이 그 주인공이다. 집값과 물가가 낮은 곳을 물색한 끝에 정착한 

서울의 새 이주민들, 포화된 이태원에서 떠나온 외국인, 그리고 주택가와 신흥시장

이 위치한 오거리 ‘윗동네’ 언덕에 자리를 닦은 토박이들은 자신들의 마을살이를 

바탕으로 해방촌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나갔다. 어렵게 발 들인 손님들을 맞기 

위해 동네를 단장하는 것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마을 예술가와 주민들, 어린 학생

들까지 모두 붓을 들고 금이 간 시멘트 벽을 알록달록한 벽화로 단장해 활력 넘치

는 동네로 변신했다. 그 덕에 오랫동안 달동네를 면치 못하던 이곳은 ‘예술마을’이

라는 새로운 간판을 얻었다.

해방촌은 이태원과 함께 국내에서 외국인 거주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이

곳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하나같이 동네 특유의 안락한 분위기에 반해 해방촌에 

머물게 됐다고 입을 모은다. 오래전부터 주한미군들이 많이 거주하면서 편리한 생

활 기반을 닦아놓은 것도 외국인들이 많이 몰리는 이유이다. 이 지역의 부동산 관

계자에 따르면 미군이 경기도 평택 등지로 많이 떠난 뒤에도 해방촌에 외국인 인

구가 꾸준히 유입된 이유는 서울 도심 한가운데 위치하면서도 이태원에 비해 월등

히 저렴한 임대료 때문이다. 현재 이곳에는 원어민강사나 교수 등 교육직 종사자들

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한편 남산3호터널로 향하는 대로의 안쪽 구역을 지칭하는 ‘아랫 동네’에서는 1

년에 두 번 ‘HBC 페스티벌’을 연다. 이 행사는 이곳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프라로 

삼는다. 미국, 호주, 영국뿐 아니라 스위스, 뉴질랜드, 모로코, 필리핀 등 다양한 

국적을 가진 음식과 맥주와 음악, 그리고 청년들이 모여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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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촌은 실제로 전쟁 직후 미군부대가 들어와 주민들과 한 동네에 더불어 살

면서 서로 다른 방식의 삶을 공유하는 과정을 거치며 만들어진 동네이다(서울역사

박물관, 2010). 이처럼 동네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미군들과 어깨를 부딪혀가며 지

내다보니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 또한 다른 곳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덜하다. 해방촌

에 여전히 다양한 국적의 문화가 공존하는 이유 또한 새로운 문화가 유입되는 것

을 크게 개의치 않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고, 이는 멀티 에스니시티를 

기반으로 이태원이 형성해온 장소성과 맥락을 같이 한다. 때문에 지나치게 상업화

된 이태원 중심부에 식상함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대안적 장소로 떠오를 수 있었다

고 볼 수 있다.

(3) 한남동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강진역에서 제일기획 사이의 약 700m 길은 ‘꼼데가르

송 길’이라고 불리는 지역이다. 2010년 8월 패션브랜드 꼼데가르송의 플래그십 스

토어가 생기면서 붙여진 명칭이다. 이 지역은 과거 이태원의 상업지역과 어느정도 

단절된 모습으로 일본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유흥업소와 기념품점이 몇 군데 

자리 잡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이태원 상권의 확장과 대기업 자본의 투입이 

맞물리며 이제는 이태원의 개성과 한남동만의 고급스러움이 녹아들었다는 평과 함

께 이태원의 공간적 범위 확산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출처: 2014년 9월 17일 연구자 촬영

<그림� 5-11>�한남동�삼성미술관�리움(좌)과�꼼데가르송�플래그쉽스토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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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에 꼼데가르송 길에 문을 연 이탈리안 피체리아의 셰프는 이 지역

에 자리 잡기 위해 3년을 기다려왔다. 

느낌이�왔어요.� 남산�자락에�숨겨져� 있는�듯하면서도�누구나�찾아오

기�쉬운�곳,� 이탈리아�북부�국경도시�쿠르마유르에서�만난�피자집을�마

음속에�그리고�있었는데�이곳�분위기와�비슷했죠.�한남동에는�진정한�피

체리아�문화를�받아들이고�즐길�줄� 아는�사람이�많아요.� 이태원에는�관

광객이�많지만�이곳은�아직�서울에�사는�외국인이�더�많은�편이에요.

-L씨,�남,� 30대�후반,�한남동에서�피체리아�운영-

한남동 상권의 운영자들은 이태원에는 젊은층이 많고 부산스러우면서도 개성이 

있다면, 한남동은 이태원의 확산과 맞닿아있지만 느낌이 다르다고 평가하고 있다. 

2004년 한남동에 삼성미술관리움이 개관했을 때만 해도 우범 지역에 비(非)문화적

인 이태원에 미술관이라니 이색적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그러나 요즘 한남동은 

30~40대 미술인 사이에서도 가장 '핫(hot)'한 장소로 손꼽힌다.

이 지역에서 갤러리를 운영하기에 가장 큰 이점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차료이

다. 38평(125㎡) 공간이 보증금 1억원, 월세 200만원으로 같은 규모 청담동의 3분

의 2 수준이기 때문이다. 청담동 상가는 관리비가 임차료와 맞먹지만, 한남동은 관

리비 부담도 거의 없기 때문에 갤러리 운영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 하다. 강남과 

강북 중간이라는 지리적 이점도 화랑주들에겐 큰 매력이다. 현재 한남동에서 갤러

리를 운영 중인 대표A는 "큰 손님은 강북에, 소소한 작품을 사는 손님은 강남에 

많다. 이태원은 강남·강북 거주자 모두에게 '심리적 임계점'이라 손님 끌기에 좋다"

고 평가하고 있다. '자연스러운 낡음'이 깃든 동네 분위기, 다양한 인종이 몰리는 

코스모폴리탄 문화도 최첨단 '컨템퍼러리 미술'과 어우러지기에 적합하다. 50~70대 

화랑주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하는 '낡고 퀴퀴한 지하실'이 해외 경험 많은 30~40대

에겐 오히려 매혹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2009년 한남동 다세대 건물 지하 1층

에 갤러리를 오픈한 R대표(35)역시 "뉴욕 소호나 첼시 화랑도 이태원, 한남동처럼 

값싼 지하 공간에서 시작됐다"며 한남동을 뉴욕의 젠트리피케이션 사례와 비교했다.

젊은 미술가들이 넉넉지 않은 형편 때문에 선택한 이태원 일대는 '영세한 자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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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려가는 '날것'의 분위기 덕에 멋스러워졌다. 한남동은 포스트 청담이라는 수식어로 

규정짓기에는 뭔가 충분치 않은 다면적 매력을 발산하며 트렌드세터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청담동 명품 매장들의 상징이기도 한 프리이빗 존을 최소화 한 거리와 소통하

는 개방형 매장이 한남동을 고급스러우면서도 독특한 풍미를 가진 거리로 만들었다. 

한강진역으로 향하는 대로변은 대기업 자본의 전시장과 삼성미술관 리움과 연

결되며 한 축을 형성하고, 맞은편은 커피숍과 함께 구성된 시리즈 콘셉트스토어들

은 이국적 정취를 더한다.  이러한 대기업 브랜드의 플래그쉽 스토어들이 한남동 

대로변을 청담동에 버금가는 규모의 플래그쉽 거리로 탈바꿈시켰다면, 이들을 뒤

로하고 골목길 사이사이에 자리 잡은 젊은 디자이너들의 작업실과 샵은 한남동을 

청담동과 구분 짓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골목은 여러 색채가 어우러진 곳으로 디

자이너들의 손때 묻은 작업 결과물들로 동네 창고 세일(garage sale)과 같은 플리

마켓을 개최하는 등 소소한 변화의 물결을 주도하고 있다. 대부분의 벼룩시장이 

아마추어들의 참여가 활발한 것에 비해 이곳의 벼룩시장은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

어 이태원과 또 다른 분위기로 비탈진 골목길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이처럼 

한남동은 특히 업타운과 다운타운, 외국과 내국 문화가 한 공간에 공존하는 상권

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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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4년 10월 20일 촬영

<그림� 5-12>�한남동�골목의�개성있는�상점들

2) 이태원�메인�상권의�업종�변화

(1) 메인�상권을�상징하던�전통�업종의�교체

전통적으로 이태원의 메인 상권이라고 여겨져 오던 곳은 이태원역부터 제일기

획까지의 대로변 상가이다. 대부분의 에스닉레스토랑이 해밀턴 호텔 뒤편 또는 녹

사평 역 인근의 골목을 위주로 확장해가고 있는 와중에도 대로변 상권은 80-90년

대 이 지역의 상징과도 같았던 의류업종을 굳건히 지켜오고 있었다. 하지만 2014

년도를 기점으로 이태원역 대로변의 의류상가들은 공실인 상태로 업종교체를 준비 

중이다. 대로변 상권의 높은 임대료를 하향세로 접어든 의류업종이 감당하기 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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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서울 이태원 해밀턴호텔과 맞은편에 있는 유명 패밀리레스토랑 건물은 2층에서 

4층으로 증축하는 리모델링 공사 중이다. 1~2층에는 유명 법인 브랜드가 들어오고 

3~4층은 아웃백이 다시 입점할 예정이다. 이태원 중심부 도로변에 있는 이 건물은 

리모델링이 마무리되면 월 임대료 수입이 1억8000만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

오고 있다. 이처럼 최근 1-2년 사이에 이태원 일대는 건물 리모델링이 한창이다. 

서울 시내 주요 상권 중 하나로 부상한 이태원동 일대는 건물 외관이 달라지는 것

은 물론 입점 업종도 커피전문점 등 대형 식음료 프랜차이즈로 바뀌고 있다.

출처: 2014년 9월 17일 촬영

<그림� 5-13>�업종�교체�준비�중인�이태원�대로변의�상가�공실

현재 이 지역에서는 상권 확장과 함께 건물 리모델링 작업도 활발하게 진행되

고 있는 상태이다. 2014년 7월 현재 이태원역 3번 출구 코너에 있는 국전스튜디

오 건물은 2013년 말 31억원(3.3㎡당 1억1200만원)에 주인이 바뀐 뒤 뉴욕에서 

들어온 프랜차이즈 디저트 카페로 업종이 교체되었다. GS주유소(이태원동 126의 

3) 일대는 지하 1층~지상 7층, 연면적 4290㎡의 건물이 들어서고 있다.9

기존의 상가들이 작은 필지로 나누어져 영세한 규모의 상가형태로 운영되던 것

에 반해, 대기업 자본의 침투로 그 규모가 점차 대형화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건물뿐 아니라 업종도 리모델링이 진행 중이다. 퓨전 레스토랑, 커피전문점 등 

9 “기업 자금 밀물...이태원은 리모델링 중”, 한국경제, 201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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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식음료점이 주류를 이루고, 유명 의류 브랜드매장이 가세하는 상황이다. 해밀

턴호텔 뒤편의 오랜 터줏대감이었던 고깃집은 리모델링을 거쳐 머핀·커피전문점으

로 바뀌었다. 이태원역 대로변의 스포츠 브랜드 상가 건물은 프랜차이즈 카페 직

영점으로 탈바꿈했다. 개인 세입자보다 임대차 관리가 쉽기 때문에 건물주는 임대

료를 올리거나 유명 브랜드를 유치하기 위해 리모델링하는 경우도 있다.10 

제일기획은 2012년 5월 SK주유소 부지(한남동 739의 12)를 191억원(3.3㎡당 

1억1900만원)에 사들였다. 올해 준공되면 100% 외부에 임대를 줄 계획이다. 동서

식품은 지난해 말 한남동 683의 140 일대에 사옥을 신축할 목적으로 155억원(3.3

㎡당 1억1200만원)에 매입했다. 현대카드는 한남동 683의 132 일대를 157억원

(3.3㎡당 7000만원)에 매입, 인근에 있는 삼성카드의 ‘블루스퀘어’와 비슷한 문화 

공간으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다.

임대료는 최근 3~4년 새 크게 올랐다. 2010년께 보증금 5000만원에 월 임대

료 20만~50만원 수준이던 꼼데가르송길 점포는 최근 보증금 1억~2억원에 월 임

대료 350만~400만원을 호가하며 권리금도 2억 원까지 뛰었다.11

임대료 급등 속에 대형 프랜차이즈 상점이 대거 들어서면 외국인 중심의 관광

거리라는 이태원 고유의 특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

다. 독특한 분위기로 상권을 이끌었던 삼청동이나 신사동 가로수길도 임대료가 오

르고 대형 브랜드 업종만 들어서면서 지금은 인기가 한풀 꺾였다는 인식이 지역 

상인들에게도 이미 팽배하기 때문이다. 

다양한�계층을�아우르던�다양성이�사라질까�걱정이�됩니다.� 여러�소

비층을� 끌어들일� 수� 있는� 개성있는� 소규모� 가게와� 대형� 브랜드� 점포가�

균형을�이룰�필요가�있어요.

-이태원�세계음식점�건물주�연합회의�관계자�K-

11 “기업 자금 밀물...이태원은 리모델링 중”, 한국경제, 2014.7.11.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7100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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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4년 9월 17일 연구자 촬영

<그림� 5-14>�업종�교체�준비�중인�이태원�대로변의�상가�공실

<그림� 5-15>�이태원�대로변의�공사중/공실�상가�분포

자료: 2015년 3월 현장조사

(2) 이면�상권의�부상: 소규모�운영자들의� ‘피마골’

이태원로 반대편 4번 출구 뒤쪽에 ‘쇼핑하기 좋은 곳’이라는 이태원의 새 이미

지를 만들고 있는 거리가 있다. ‘이태원 로데오거리’로 알려지고 있는 이 지역에서

는 30여개의 옷가게가 성업 중이고, 아기자기한 카페와 이국적인 음식점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로데오거리는 이태원로 반대쪽에 있는 ‘세계음식 거리’와 함께 이

태원에 다양한 색을 입히고 있다.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이 거리는 낡은 주택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곳이었다. 

30여 채의 주택들은 5~6개씩 등을 맞대고 무리지어 모여 있었다. 막다른 골목이 많

고 주택을 따라 구불구불하게 길이 놓여있어 통행이 불편한 탓에 행인들이 별로 없

는 지역이었다. 이 길은 이태원시장 옆길로 들어가 녹사평대로 32길과 보광로 59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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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만나는 지점에서 시작된다. 이태원역 4번 출구까지 이어지는 240m가량의 길로 

원래 오래된 주택이 밀집해 차 한 대 지나가기도 힘든 너비 2∼3m의 좁은 골목이

었다. 이 때문에 용산구는 2010년 5월 너비를 8m까지 넓힌 소방도로를 만들었다.

소방도로가 들어서면서부터 이 지역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신했다. 용산구

청은 화재 시 소방차량이 들어설 수 있도록 폭 8m, 길이 240m의 널찍한 소방도

로를 놓았다. 길이 들어서면서 소방도로변에 있는 집들은 틀을 그대로 두고 외향

만 바꿔 상가로 리모델링을 하기 시작했다.

평수가 그리 크지 않은 건물들엔 주로 옷가게나 소규모의 카페가 들어섰다. 도

로가 집을 관통하고 지나가면서 건물이 거의 다 사라지고 1~3평의 공간만 남은 

자리에도 조그만 카페가 들어섰다. 주택이었음을 알리는 가게의 벽돌 외벽, 집터에 

차린 1평짜리 카페는 로데오 거리를 더욱 운치있게 만들고 있다.

이태원역 근처의 이태원로에 내린 사람들은 길을 따라서 로데오거리로 유입된

다. 특히 최근에는 아시아권 외국인 관광객들이 탄 버스가 대로변에서 관광객들을 

내려주면 돌아다니다가 이 거리로 유입되고 있다. 해밀턴호텔 뒤편이 식사·음료를 

위주라 한 상권이라면, 이태원 소방서 근처는 클럽 등 유흥문화, 로데오 거리는 소

규모의 트렌디한 패션거리로써 이제 각 구역별 주력 아이템이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다. 인근의 이촌동에서 찾아와 액세서리를 고르던 방문객 C(39)는 “보통 여

기서 옷을 산 다음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신다”고 말했다.

로데오 거리의 인기는 용산구청에 주차하는 차량의 수로 확인할 수 있다. 2014

년 5월 한 달간 용산구청에 주차한 차량은 약 1만8535대였다. 거리가 생기기 전

인 2011년 4월 주차 차량(1만1166대)보다 7000대가량 증가12한 수치이다. 

이태원역 근교에 이면 상권들이 발달하면서 기존 상권으로의 방문객 유입이 감

소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일부는 기존 상권의 높은 임대료 탓에 다소 떨어진 

이면 상권으로 떠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12 용산구청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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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4년 9월 3일 연구자 촬영

<그림� 5-16>�이태원�로데오거리�경관

(3) 임대료�상승으로�인한�장소성�상실에�대한�우려

흔히 말하는 핫 플레이스는 패션 트랜드만큼이나 유행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 

왔다. 뜨고 지는 거리는 언제나 있다. 하지만 상권의 유행과 상점의 생명력이 언제

나 거의 같은 시점에서 끝나는 것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도시들이 직면하고 있

는 문제점이다. 

한국에서 이러한 현상은 대개 삼청동, 가로수길과 같이 저렴한 임대료의 작업

실을 필요로 하는 젊은 예술가들이 초기 개척자로 나서며 시작되어 왔다. 이들이

첫 단계로 작고 아기자기한 골목에 독특한 분위기의 공방이나 작업실을 차리면, 

입소문을 타고 방문객들이 증가하면서 카페 및 음식점들이 하나 둘 들어서기 시작

한다. 차츰 유동인구가 증가하면 건물주들은 임대료를 올린다. 견디지 못한 예술인

들이 1차로 밀려나고, 소규모의 상점들 역시 폐점을 하고 다른 지역으로 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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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을 일궈낸 점포들이 빠져나간 자리를 프랜차이즈 체인점이이나 대기업의 플래

그쉽 스토어 등이 채운다. 

예술가들에 의해 형성된 지역은 아니지만 이후 단계를 보면 이태원도 예외는 아

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주기는 너무나도 빠르다. 사실 이러한 현상은 부동산 불패 

신화가 생긴 이래 변하지 않고 이어진 이야기이다. 번화가의 턱없이 높은 임대료

를 억제할 법적 규제는 미비하다. 2010년 무렵 보증금 5000만 원에 월 임대료 20

만~50만 원 수준이던 이태원은 현재 평균 임대료가 4배 가까이 뛰었다. 2012년 

월 임대료 500만~700만원이었던 80㎡ 규모 점포가 올해 1000만~1500만원 오르

기도 했다. 현재 4억원 미만 보증금을 내는 점포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연 

9% 이상 보증금을 올릴 수 없다. 하지만 보증금이 4억원 이상인 점포는 인상률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 임대료를 이기지 못한 개인 점포 상당수가 인근의 해방촌으

로 옮겨갔다. 이태원의 범위가 확산되었다는 것은 도심의 다양성이 확장된다는 측

면에서 긍정적인 의미로도 볼 수 있지만, 그만큼 변화에 의해 주변으로 밀려나는 

이들이 존재한다는 씁쓸한 이면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구분 ‘14년�㎡당�임대료 3.3㎡�당�가격
‘14년�인상율(’12년�

대비)

이태원로 13.6 45 112%

세계음식특화거리 7.6 25 54%

패션로데오거리 6.2 21 23%

앤틱가구거리 4.0 13 48%

자료: 용산구청 지역경제과 내부자료.

<표� 5-3>�이태원�상가�임대료�평균

(단위: 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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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면적(㎡)
2012년 2013년 2014년

임대료 임대료
전년대비

인상율
임대료

전년대비

인상율

이태원

로

80 700 1,500 114%
20 130 300 131%
150 1,300 2,500 92%
33 350
66 450

세계

음식

특화

거리

60 240 400 67% 500 25%
82 470 800 70% 1,000 25%
200 500 1,000 100%
33 350
66 400

패션

로데오

거리

18 100 120 20% 25%
20 140 180 25%
150 370 400 8% 450
33 220
66 380

앤틱

가구

거리

30 90 100 11%
200 350 600 71%
150 500 800 60%
33 170
66 220

자료: 용산구청 지역경제과 내부자료.

<표� 5-4>�이태원�상가�임대료�개별사례

(단위: 만 원)

2014년 7월 25일 용산구 재정경제국장은 구청에서 이태원 건물주들과 상가 임

대료 인상 자제를 요청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최근 들어 상가 임대료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이태원의 자산으로 여겨졌던 이국적인 소규모 음식점과 쇼핑 상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 간담회는 이태원관광특구 일부 상가의 임대료가 최근 급격히 상승해 임차 상인

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향후 이태원의 특색 있는 점포들이 유출되거나 상권이 쇠퇴

할 수 있다는 공감대에 따른 것이다. 용산구의 재정경제국장과 지역경제과장 등 구청 

관계자와 세계음식점 건물주연 합회장, 이태원상가 건물주연합회장 등 건물주 연합회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이태원 상가 임대료의 상승요인과 그에 

따른 문제점들을 함께 짚어보고 이태원관광특구의 상생발전방안을 토의했다. 

용산구에서는 최근 해외관광객과 내국인 방문의 증가와 특화거리 조성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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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상권이 활성화되고 특히 일부 기업형 점포 등이 입점하면서 급격한 임대료 

상승을 불러온 점을 지적하며 상가 건물주들이 이에 동요하지 말고 이태원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13 간담회의 결과는 “상가 건물주들도 

공감했고, 임차상인과 소통을 하는 등 자율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 보고되었다.14 또한 “구도 임대료 안정을 위해 행정계도를 실시하는 등 이태원

관광특구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실제 간담회에

서 뚜렷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자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건

물주들의 온정에 기대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 등 실질적으로는 회

의적인 반응 역시 존재한다. 

이러한 걱정은 이태원 메인 상권 뿐 만 아니라 경리단, 우사단과 같은 이면 골

목 상권들에게도 해당되는 실정이다. 하지만 기존의 사례지역들이 어찌할 수 없는 

자본의 거대한 흐름에 떠밀리듯 고유의 색채를 잃어갔던 사례를 이미 충분히 지켜

보아 온 결과인지, 이태원은 지금 현재 가장 ‘핫’한 동시에 가장 우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앞서 지적했듯이 이 상황을 규제할 법적 장치는 

미비하지만 지자체와 건물주들이 임대료 상승이 지역의 자산인 다양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내부적인 자정작용을 기대

하게 한다. 

<그림� 5-17>�이태원관광특구�임대료�안정화를�

위한�상가�건물주�간담회

자료: 용산구청 제공

13 용산구청 지역경제과 내부자료.
14 용산구청 지역경제과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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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역의�사회� ·�문화적�측면�변화

1) 지역사회�새로운�계층의�유입

겨경리단길로 통칭되는 이태원2동 일대의 ‘서울 용산구 회나무로 13가길’은 최

근 행정구역상 명칭보다 ‘J** 골목’이라는 명칭으로 더 유명하다. 2011년  ‘J** 

식당’과 ‘J** 다방’을 시작으로 독특한 컨셉트의 음식점 8개가 이 골목에 들어섰

는데, 이러한 발상이 20대 청년 ‘J'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해 그의 지휘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25세 무렵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한 달 정도 생활한 적이 있다. 그 당

시 운하를 따라 거미줄처럼 들어선 골목을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 만났던 풍경에서 

지금의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다.

�좁은� 골목에� 갤러리,� 빵집,� 카페,� 레코드가게,� 기념품� 상점,� 식당이�

옹기종기� 들어섰는데� 알고� 보니� 다� 어려서부터� 알고� 지낸� 동네� 친구들

이�하는�거래요.� 밤이면�자기들끼리�모여�술을�마시고�노래를�부르면서�

파티를�하죠.�나같이�지나가던�외지인과도�스스럼없이�어울리고.

-J씨,� 20대�후반,�경리단길에서�식당�운영-�

‘제2의 고향’이라 부를 만큼 마음에 쏙 드는 이 골목을 ‘내가 가지겠다’고 생각

한 것도 이 때문이다.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골목의 스타일을 만들고 외지인, 현지 

주민이 함께 즐기는 것. 이것이 그의 목표다. “그래서 더 악착같이 이 골목에 음식

점들을 내는 거예요. 권리금 장사 하겠다고 몰려드는 부동산 하이에나, 덩치만 큰 

프랜차이즈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골목은 끝이거든요.”

이 골목에 살던 J는 2011년경 이곳에 테이블 하나짜리 레스토랑인 'ㅈ 식당'을 

열었다. 이후 공연과 식사를 함께 즐기는 고성(古城)풍의 식당, 제주도 요리를 파

는 한식당, 조선 개화기 모던 식당을 재현한 스테이크식당 등 독특한 가게들이 이

곳에 줄지어 들어섰다. J 씨와 뜻을 같이하는 주인들은 골목을 '보석길'이라 부르며 

모임을 만들었다. 이들이 운영하는 가게는 모두 19곳에 이르며 이 중 8곳은 J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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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운영한다.

다행히 골목 안 다른 상점들은 모두 그와 뜻이 같아서 형제처럼, 친구처럼 지

낸다. 회의도 함께 하고 벼룩시장도 함께 열며 지내고 있다.

아침에�일어나면�일단� ‘프랭크’에�가서�빵을�사고�커피를�마시죠.� ‘레

코드잇슈’에� 들러�음악을� 듣다가�인테리어�사무실에서� 일을�하죠.� ‘문오

리’에서� 동네� 할머니들과� 점심을� 먹고� ‘카롱� 카롱’에서� 디저트로� 마카롱

을�먹어요.� 저녁엔� ‘그랑블루’에서� 재즈공연을�보면서� 저녁을� 먹고�밤에

는�동네�청년·동업자들과� ‘방범포차’에서�술을�마셔요.�이�모든�걸�이�골

목�안에서�다�할�수�있다니�정말�멋지지�않나요?

-J씨,� 20대�후반,�경리단길에서�식당�운영-�

그는 기존의 주민들과 어울리며 완벽한 하루의 일과를 온전히 이 골목 안에서 

영위하고 싶다는 바람을 담았고, 실제로 그 이상은 어느 정도 실현되었지만 이것

은 어디까지나 유토피아적 바람에 그치고 말았다. 골목에서는 새로운 계층의 유입

으로 인한 문제점들도 부각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 골목에는 200여 명의 어린이가 다니는 50년 역사의 유치원이 있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 무렵 한 언론사의 기사에서 이 지역의 학부모가 "

유치원 담벼락과 골목 맞은편에 고깃집과 술집이 들어선 후부터 유치원 문 앞에 

담배꽁초가 수두룩하다. 평일 낮에도 붐벼 오가는 차량에 아이들 안전도 걱정된다

는 주민들의 불안도 늘어나고 있다.

금요일부터 주말 내내 이 작은 골목은 20, 30대 젊은이들로 붐빈다. 입소문을 

탄 인기 식당 앞은 대기 줄이 길게 늘어서 있고 골목에 주차장이 없어 방문객과 

주민 사이에 주차 문제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한다. 원래 골목은 빈 가게들이 군

데군데 있었던 한적한 주택가였다. 지역의 부동산대표에 의하면 대부분이 세입자

로 주민 절반 이상이 50대 이상이다. 하지만 '장진우 골목'이 형성된 뒤 세입자들

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우선 골목과 인근 부동산의 매매가가 2, 3년 새 30% 이상 오르면서 전세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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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도 따라 올랐다. 이 지역의 H부동산 대표는 "이 동네에 배우C씨가 건물을 샀

다는 소문이 돌면서 외식업으로 성공한 연예인들도 가게를 얻으려고 찾아올 정도"

이며 "골목가 주택은 물론이고 후미진 골목에도 상가로 바꾸는 공사가 한창이거나 

공사를 준비 중"이라고 했다.

기존 세입자들은 '월세가 폭등하는' 현상을 맞게 되었는데, 골목길에 자리한 한 

가게 주인은 보증금 1000만 원을 5000만 원으로, 월세를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으로 올려 달라는 집주인 때문에 근심에 빠졌다. 

임대료가 오르면서 이용원, 쌀집, 세탁소, 안경원 등 주민들이 애용하던 근린 

상점들도 하나둘씩 문을 닫았다. 이 골목에서 오랫동안 거주해오고 있던 주민들은 

조용하던 동네에 식당이 들어선 뒤 밤마다 시끄러워 잠도 자기 어렵고 단골 가게

도 문을 닫아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불법주차와� 소음으로� 민원을� 넣으면� 마치� '문화'를� 모르는� 사람처럼�

취급해� 불쾌해요.� 겉으로는� 문화를� 만든다고� 하면서� 골목� 주민에� 대한�

고려가�전혀�없어요.

-J씨,� 30대�후반,�여,�주민-

근린이 상업화됨에 따른 주민들의 고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골목은 

원래 작은 공동체의 통로이자 공동 거실 같은 공간이기에 많은 방문자가 모이는 

상업용도로 개발하면 주민들의 거주 여건이 나빠져 갈등이 생기는 것이 불가피하

다. 정석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골목 개발 과정에서 상인, 세입자, 소유

자, 전문가, 행정기관이 참가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15

형성배경과 초기 발달과정은 외국인밀집지역의 일반적인 발달과정과 크게 다르

지 않았으나 한국인들의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상권의 크기가 커지자, 그 

이후의 발달과정과 발달형태는 한국화 되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주목

할 부분이다.   

이렇듯 경리단길, 특히 회나무로 13길 'J** 골목'은 바람직한 도시 개발과 주민

15 동아일보 2014.7.9. 문화가 웃자 사람이 운다...딜레마에 빠진 ‘보석골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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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존'이란 화두를 던진다. 

건물주는� 건물�가격이� 몇� 배� 올라�좋지만� 건물주보다�더� 많은�주민

들은� 우리가� 싫고� 미울거에요.� 작고� 예쁜� 골목을� 지키고� 싶어� 들어온�

초기의�취지가�흐려지지�않도록�함께할�수�있는�방안을�찾고�싶어요.

� -A씨,� 30대�후반,�회나무로� 13길에서�식당�운영-

 

여전히 근린주민들과의 갈등이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이 골목은 대기업 자본이 

아닌 젊은 예술가와 사업가들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해 만든 공간이다. 이 곳에 새

로 유입된 상인들 또한 월세를 내고 살아가는 주민이기 때문에 항상 공존을 고민

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 싶다는 바램을 가지고 있다. 

2) 지역사회의�multi-ethnicity 인정과�공존�가능성: 우사단�마을

앞서, 회나무로 13길이 골목 상권의 활성화와 기존 주민과의 공존을 놓고 갈등

을 겪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우사단마을은 시대의 흐름을 겪으며 간직해온 지

역의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공존하려는 사례로 대비될 수 있다. 

이태원역 3, 4번 출구 사이 보광로를 따라 내려가면 1970년대 서울의 모습을 

박제해놓은 듯 낡고 아늑한 주택가가 펼쳐진다. 이런 일상의 마을에서 ‘다른 그림 

찾기’ 하듯 동네 속에 녹아든 카페, 숍, 레스토랑들이 하나 둘 자리 잡기 시작했다.

보광동은 신라 진흥왕 때의 승려 보광국사가 이곳에 절을 세웠다고 해서 오늘

날까지 그 이름으로 불린다. 도로명 주소를 따지려면 보광로를 비롯해 이곳을 가로

지르는 큰길 3개의 이름과 익숙해져야 한다. 우선 우사단로는 보광동의 동쪽 끝과 

한남동의 서쪽 끝이 맞닿은 곳이다. 이슬람성원부터 도깨비시장을 잇는 길로, 조선 

태종 때 기우제를 지내던 ‘우사단’으로 부터 명명했다. 

사실 이 지역은 우사단이라는 마을 이름보다는 ‘이슬람 사원’ 으로 유명한 곳이

었다. 하지만 사원 주변, 종교를 매개로 이 마을에 형성된 이슬람커뮤니티는 한국

인들에겐 왠지 더 이상 발길을 들여놓기 어려운 곳으로 여겨져 왔고, 대부분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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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객들도 이슬람사원을 구경한 후에는 마을 입구로 들어가기보다, 발길을 돌려 다

시 이태원 메인 거리로 나오는 동선을 택했던 지역이다. 

2년 쯤 전부터 이곳에 젊은 아티스트들의 공방과 빈티지 가게, 타투 숍, 아기자

기한 인테리어를 한 카페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특히 우사단로 10길은 최근 이

태원 남쪽에서도 가장 주목받고 있는 구역이다. 이곳으로 사람들이 주목하게 된 

여러 이유들 중 가장 강력한 동인은 저렴한 임대료를 꼽을 수 있다. 우사단로에 활

기를 불어넣은 주역은 청년 커뮤니티 ‘우사단단’ 이다. 이곳 주민들은 이태원에 유

입된 젊은 아티스트들과 함께 ‘우사단단’을 만들었다. ‘우사단단’은 동네의 슬럼화

를 유쾌한 방식으로 해결하고 지역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조직됐다. 낙후된 주거

시설과 아직까지 한국의 주류사회와는 동떨어진 이슬람커뮤니티라는 편견으로 슬

럼화를 앓아온 우사단 마을을 대중에게 소개하는 <월간 우사단>을 비롯해 벼룩시

장 ‘계단장’, 동네 걷기 여행 ‘동동 투어’ 등 기발한 행사와 기획으로 방문객들을 

끌어 모으고 있으며, 마을 화단에 꽃을 심는 등 다채로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우사단단의 회원 L(20대, 남)은 “거주민들에게는 땅값이 싼 데다 산이 있어 전

망이 좋고, 아티스트들에게는 정제되지 않은 날 것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작품 

활동의 원천이 되어 좋다”고 했다. 그는 “이태원이 지금처럼 다른 동네에서는 볼 

수 없는 다양한 문화적 이점들이 향유되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는 바람을 가지

고 있다.

우사단로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H씨는 게스트하우스를 시작하게 

된 동기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이태원에�친구들이랑�놀러왔다가�역�앞에서�나눠주는�계단장�전단지

를� 보고� 이� 마을을� 처음� 알았어요.� 평소에� 여행을� 다니면서� 나중에� 게

스트하우스를�운영하는게�꿈이었는데,�이태원�메인거리의�복잡하고�화려

함과는�다른� 이�곳만의� ‘마을다운’분위기가�맘에�들어서�게스트하우스를�

열기로� 마음먹었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가끔� 가게(게스트하우스� 리셉

션)�문�여시고는�인사하시고,�외국인�꼬맹이들도�놀러�와요.�

-� H씨,� 30대�초반�여,�우사단로에서�게스트하우스�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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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씨에게 이 마을은 임대료도 저렴하고 동네도 정겹고, 마을에 위치한 상점들만

으로 의, 식, 주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작은 유토피아의 의미를 가진다. 실제

로 인터뷰가 진행 중이던 평일 오후, 인근의 보광초등학교가 수업을 마칠 시간이 

되자 마을에서 이슬람 전통의상을 갖춘 초등학생들이 한국인 친구들과 함께 하교

하는 광경을 만날 수 있었다. 그 중 히잡을 두른 어린 초등학교 여학생 한명이 인

터뷰 중이던 게스트하우스의 리셉션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와 H씨에게 한국어로 

“언니 안녕!” 인사를 건넸고, H씨 역시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정겹게 인사를 나누

었다. 인터뷰 내내 이 학생은 리셉션에 머물면서 점포 안의 먹을거리와 책등을 자

유롭게 이용했고, “동네에 요즘 젊은 언니오빠들이 많이 이사오고 예쁜 가게도 많

이 생겨서 신기하고 좋다. 언니오빠들은 우리랑 친하게 지내고 엄마아빠랑도 친하

다”는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현재 우사단 10길에서는 50여개의 작업실과 소규모의 까페, 집밥컨셉의 밥집, 

게스트하우스, DJ하우스 등이 운영 중이다. 이들은 모두 우사단단의 멤버로, 처음 

이 지역에 이사를 오거나 개점을 한 멤버들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에 열리

는 마을회의에 참석해서 인사를 나누고 마을의 운영사항들을 함께 토론한다. 물론 

참여에 있어 강제성은 전혀 없다.

이슬람사원� 앞에� 위치한� ‘사원앞� 카페벗’은� 청년장사꾼이� 오픈한� 첫�

번째� 매장입니다.� 이곳에서� 카페를� 운영하다� 보니,� 지역의� 문화를� 만들

고�지역의�상권을�활성화시키는�데�관심을�가지게�됐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거주하는�사람들,�작업실을�가지고�일하는�사람들,�그저�이�동네

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 우사단단이라는� 모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K씨,� 30대,�남,�우사단단�멤버-

이들은 2012년 겨울, 날씨가 따뜻해지면 장터를 열어보자며 의기투합했다. 사

실 이 지역은 해방 이후 지어진 낙후한 주거지역이기에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은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쉬운 환경이며 실제로도 오랜 기간 주민 이외의 한국인들의 

왕래가 전무하던 지역이다. 우사단단 멤버들은 자신들의 마을에 다른 동네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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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겁내지 않고 놀러 오기를, 그래서 이 동네가 더욱 예쁘고 활기차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장터를 계획했다. 

계단장은 2013년 3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한국인 방문자

들의 발걸음이 거의 미치지 않던 영역인 ‘이슬람 사원 뒤 계단’에서 개최되었다는 

것이 큰 의미이다. 이들은 초반 3개월 동안 장날이 설 때마다 이태원역 3번 출구 

앞에서 전단지를 배부했다. 사람들이 전혀 오지 않던 동네에서 열리는 장터였기 

때문에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이다. 초반에는 장터의 판매자를 모집하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계단장은 무서운 속도로 유명세를 타게 되어 

2014년 여름에는 매회 판매자 경쟁률만 해도 400:1에 이르게 되었다. 계단장을 

방문하는 인파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더 이상 전단지 홍보가 필요 없어졌고, 좁은 

계단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어 안전상의 문제로 2014년 여름부터는 장터가 

열리는 장소를 임시로 옮겨 우사단로 곳곳에 위치한 작업실 및 상점의 운영자들과

의 합의하에 본인들의 작업실 및 상점 앞을 판매자들과 공유하며 장터를 개최하고 

있다. 우사단단의 멤버인 O씨(20대, 여)는 갈수록 장사가 잘되는 장터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뿌듯하지만 고쳐나가야 할 점도 아직은 많다고 말한다. 그녀는 “쓰레기

를 걱정하는 주민이 많아서, 매번 장터가 끝날 때마다 산더미처럼 쌓인 쓰레기를 

꼼꼼히 치우느라 정신이 없다. 지난여름엔 노출이 많은 옷을 입고 오신 여성 셀러

들이 있기도 했고 술이 들어간 음료를 파는 셀러도 있었는데, 이슬람 사원 앞에선 

조심해야 한다는 조언을 듣고 주의를 기울이기도 했다.”는 고충도 조심스럽게 밝혔다. 

이들이 이런 고충들을 귀담아 듣고 해결하려 하는 것은 무엇보다 이들이 바라

는 점이 장기적으로는 주민들이 다 함께 할 수 있는 계단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

다. 계단장이 열리면 아흔이 넘은 할아버지가 계단 맨 아래부터 꼭대기까지 구경

하며 꽃을 구입하기도 했고, 동네의 외국인 꼬마들이 물건을 팔기도 했다. 이들이 

바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가능한 일은 아니겠지만, 계단장을 그렇게 마을의 한국인 

주민들과 외국인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조금 더 자신들만의, 우사단 마을에서만 

가질 수 있는 색깔을 지닌 장터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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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3년 3월 31일 촬영/ 우사단마을 페이스북 

페이지(https://www.facebook.com/#!/wosadan?fref=ts)

<그림� 5-18>�우사단�계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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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3년 12월 23일, 2014년 8월 20일 촬영

<그림� 5-19>�낡은�것과�새것,�이국적인�것과�한국적인�것이�공존하는�우사단마을경관



- 201 -

질문:�우사단�계단장�이후�우사단�마을에�대한�느낌

일상의�공간에�즐거운�일이�일어나요!

동네에�커뮤니케이션이�생기고�이웃사촌�개념이�새록새록~

우사단�마을이�있는�것도�몰랐는데�계단장이�생기고�나서부터�우사단�마을�이라는게�있다는�걸�알았어요!

근처�맛집도�검색하게�되고,�아무래도�몰랐던�곳이라�많이�관심가지고�새로운�것도�배우게�되는�것�같아요.

사실�우사단마을을�몰랐는데�계단장을�통해�이런�곳이�있구나하고�알게�되었어요.�

타지사람에게�이름을�각인시킨�것부터가�마을에�대한�관심의�첫걸음이�아닐까요.

이것저것�특색�있는�물건들이�있어서�재밌었어요.�두�번째랑�세�번째�때는�사람이�너무�많아서�힘들었어요.�그것

만�아니면�참�좋았습니다.

이슬람사원�주변�분위기도�많이�바뀌고�인식도�바뀌고�동네가�유명해지고�있는�것�같아요.

새롭고�좋은�사람들.�계단장이�문화알리미�역할을�톡톡히�했다고�생각합니다.

기존�시장과�비교하면�시골시장과�별다를�것�없는�우사단�마을이�계단장�때문에�유머스러워진�것�같아�참�보기

좋고�또�가고�싶어지는�그런�곳이�되었습니다.

신나는�마을�분위기,�재미있는�사람들을�만나는�하루.

동네주민이�아니라서�모르겠지만�계단장이�계단에서�끝나지�않고�주변�상권�등에도�영향을�미치는지�궁금하긴�

하네요!

우사단마을이라는�곳을�알리게�된게�계단장의�큰�역할인�것�같아요.�저도�계단장에서�처음�듣고�알게�되었거든

요.�이런곳이�있는줄�몰랐다가�알게되니�좋았습니다.�조용한�뒷길과�계단...�내년부턴�더욱더�좋아지고�예쁜곳이�

많이�생기겠죠?�저도�내년엔�꼭�뽑히길바라며(계단장�셀러)�화이팅입니다!!!

주변�동네가�활기차질�것�같아서�행복합니다.

밝고�건강한�분위기가�사람을�산뜻하게�만들어준다.�좋은�날씨에�좋은�사람들과�가서�그런지�이국적일�수�있는�

공간이�따뜻하게�느껴진다.

홍대�살다가�이태원으로�왔는데,�홍대보다�몇�백�배�좋네요.�우사단로�짱짱!

우사단�활성화?�번영,�재미,�오예!!!

활기

마을이�훈훈해져요.

그곳에�가면�재미난�일이�벌어질�것�같은�예감이...

계단장아니면�갈일�없던�우사단로�쪽을�알게되서�좋았습니다.�그�덕에�가는길에�있던�인디안�식당과�슈퍼등을�

알게되어서�좋았음.

그쪽에�사는건�아니고�반대쪽�한남동�주민인데요~�이슬람사원�쪽�하면�좀�어두운(?)� 무서운�그런�느낌이�좀�

컸었어요!�근데�계단장에�다녀온�이후엔�조금�바뀐�것�같아요~�자주자주해서�그�동네가�살아났음�좋겠어요.�이

미지도�좋아지고요.

우사단마을에�좋은데가�많더라구요.�그런�곳을�많이�알게�되어�좋아요.�그래서�저도�우사단에�방�하나�갖고파졌

어요.�음�이러면�임대료�오르려나?

<표� 5-5>�계단장이�우사단�마을에�미치는�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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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우사단�마을이라는�이름을�알게�되었네요!

동네�이미지가�좋아짐!

동제가�명랑해지는�기분이�들어서�저도�동네에�대해�긍정적인�인식으로�바뀌고�있는�것�같습니다.

사람들이�잘�안가던�동네에�발길이�끊이질�않아서�좋아요.

주민이�아니라서�잘�모르지만�만약에�제가�주민이면�왠지�동네잔치생겨서�즐겁고�자부심이�생길�것�같아요.

전�사실�우사단마을을�몰랐는데�계단장을�통해�이런곳이�있구나�하고�알게되었어요.�타지사람들에게�이름을�각

인시킨�것�부터가�마을에�대한�관심의�첫걸음이�아닐까요.

우사단마을�단어처럼�말그대로�마을을�만든�것�같아요.�요즘�대부분�마을은�없고�집이�모여�있는곳�정도죠.

동네�분위기�어업~

활기.�사실�여전히�밤�늦게�다니긴�무서운�동네긴�하지만�그래도�계단장이�열리는�줄�몰랐다면�가볼�생각조차�

안했을�곳이긴�하죠.�ㅎㅎ

이태원�하면�음식점�혹은�클럽?�이정도밖에�생각나지�않아�주로�밤에�방문을�했는데�이태원의�낮에�즐길거리가�

있다는게�좋았어요.�ㅎㅎㅎ�계단장�덕분에�우사단마을도�알게�되어서�많은�분들이�이태원에�올�때�우사단마을도�

들르게�되면�상권도�좋아지고�즐기는�이들도�좋을�것�같아요.

이태원이라고�무섭게만�생각했던�사람들의�인식이�바뀌고�있는�것�같아요.

우사단마을�활성화,�우사단마을의�메카

칙칙하던�동네에�샤방한�젊은이들이...

재미있는�셀러들을�보면서�신선한�자극이�되어�좋습니다.

동네에�활기를�불어넣는다.�ㅎㅎ

가고싶어요.�참여하고�싶어요!!!� 겨울은�언제�지나가나요,�우사단의�겨울은�적막하겠네요.�ㅜㅜ

자료: 2013년 12월 우사단마을 계단장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 우사단단 내부자료.

2013년 우사단단에서 첫 계단장을 개최했던 한해를 마감하며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우선 마을을 ‘알게 되었다’는 의견들이 주를 이루고, 이 마을을 ‘무섭다’고 

생각했던 인식이 바뀌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전에 이 마을이 무슬림들만의 

폐쇄된 커뮤니티라고 느꼈던 반면, 계단장을 통해 무슬림들의 거주지 역시 따뜻하고 

이국적인 ‘마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의견들이다. 당초 기획했던 의도대로 적

어도 계단장 참여자들만큼은 계단장 이후에 이 지역에 대해 가지는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우사단 계단장은 낙후하고 고립된 외국인 밀집지역에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방문객을 유입하고 직접 경험하게 함으로써 마을 외부인들

이 이 지역에 가지고 있던 편견을 무너뜨리면서 애초의 장터 기획 의도대로 지역 

주민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선순환의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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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다문화라고�하면�가장� 먼저�떠오르는�곳이�바로�이태원이지만,� 나는�다문화정

책이라는� 말에서� 권위를� 느낀다.� 다문화라는� 말은� 백인으로� 대표되는� 서구사람들이� 아

닌,� 동남아나� 아프리카와� 같이� 우리보다� 경제� 혹은� 문화가� 뒤쳐진다고� 느끼는� 국가의�

사람들에게만�사용되며,�그들을�받아들이는�것이�마치�관용인�듯,�상대적�우월감으로�쓰

여지고� 있는� 단어가� 아닐까� 하는� 것이다.� 차별은� 때로� 다름에서� 오는�낯설음에서� 나온

다.�이태원�우사단�마을은�소수의�백인을�포함,�중국,�중동이나�아프리카계�사람들과�한

국인이�골고루�모인�그야말로�<다문화�동네>�이지만,�정작� <다문화>라는�말을�마을�사

람들이�주고�받는걸�들어본�적은�없다.�우리에게�이런�다양함은�일상이기�때문이다.� 우

리동네도�여느�마을처럼�아이들의�낙서가�곳곳에�있는데,�이�낙서들의�재미있는�부분은�

어렵지�않게�외국인�아이들의�이름을�볼�수�있다는�것이다.�우사단�마을의�골목마다�다

양한� 인종의� 아이들이� 뒤섞여� 노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편견이� 생기지�않는� 어릴적

부터� 삶속에� 너와� 내가� 다르지� 않음을� 체화하고,� 다문화가� 아닌� 다양성이�삶의� 일부가�

된�아이들이�만들어�갈�미래를�기대해�본다.”� �

출처: <월간 우사단> 2013. 3월호.

<그림� 5-20>�다양성의�공존을�엿볼�수�있는�우사단마을�담벼락�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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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진과 글은 다문화 전문가도, 정책가도 아닌 평범한 마을 청년이 월마다 

발간되는 우사단의 마을 신문 <월간 우사단>에 기고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글에서 외국인 밀집지역, 혹은 각각의 에스니시티가 함께 모여 사는 커뮤니티에서 

‘다양성의 공존’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이며, 어떻게 실현하는 것이 옳은 것인

지에 대한 방향성을 찾을 수 있다. 

“편견이� 생기지� 않는� 어릴적부터� 삶속에� 너와� 내가� 다르지� 않음을�

체화하고,� 다문화가�아닌�다양성이�삶의� 일부가�된� 아이들이�만들어�갈�

미래를�기대해�본다.”

우사단 마을의 사례는 많은 점을 시사한다. 이태원 메인상권의 활성화는 낙후

된 외국인 밀집지역이었던 이 지역에 사람들이 관심이 모아지고 유입되는 것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 과정에서 마을로 새로 이주해온 자유분방하고 예술

적 끼를 가진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작업이나 운영방식을 마을과 이질적이고 동떨

어지지 않도록,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듯 기존의 주민들과 공존하는 방향으

로 추구해오고 있다. 주류 한국사회로부터 차별과 배제의 대상으로 여겨져 왔던 

소수민족 커뮤니티가 존재하는 지역사회에서 아무런 지원 정책이나 제도 없이, 마

을로 이주해온 주류사회의 젊은이들이 주체가 되어 그들을 온정의 대상으로 특별

히 여기지 않고, 그저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함께하는 마을로 만들어가기 위

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이태원이 가진 multi-ethnicity라는 자산을 긍정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을 활성화시켜가고 있는 바람직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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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소결:�외국인밀집지역�활성화의�연결고리:�multi-ethnicity�소비�

이태원에는 다양한 국적, 계층, 연령대의 소비자들이 때로는 같은 공간에 혼재

하기도 하고, 때로는 각각 자신들만의 공간에 모여들기도 한다. 보다 광범위하게 

이태원 전체를 들여다보면 그 공간 안에서 섞임과 분화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

한 속성에 따라 운영자들은 소비자들을 매혹시키기 위해 적절한 마케팅 전략을 개

발하여 적용한다. 또한 손님을 받을 때 인종과 국적, 혹은 계층에 따라 구분지어 

입장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기도 한다.

반면에 소비자들은 자신들의 기호와 취향에 맞는 가게들을 선호한다. 또한 자

신과 같은 계층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기를 원하며 동시에 남들과는 차별화된 

소비를 하고픈 욕구를 드러내기도 한다. 그리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자

신들만의 공간과 구역을 장소의 의미들을 만들어낸다. 이처럼 소비자들과 공급자

들이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이태원은 여러 구역으로 분화된다. 그렇지만 이태원

이라는 그리 넓지 않은 지역에서 공간과 구역이 철저하게 분화되는 것은 아니다. 

그 안에서 섞이는 경우도 동시에 발생한다. 다양한 국적이 한 공간에서 섞이기도 

하고, 다양한 계층이 섞이기도 한다. 또는 다양한 인종, 국적, 연령대, 계층이 혼재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태원은 결국 초국적인 공간이다. 초국적 이주민들이 거주하기 때문만이 아니

라 초국적 활동을 하고 있는 구성원들, 특히 그들이 제공하는 초국적인 음식들과

multi-ethnicity, 이러한 초국적 특성을 가진 것들을 소비하고자 모여드는 방문객

들,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초국적 공간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multi-ethnicity 소비 공간만이 가질 수 있는 차별화 된 장소성은 기존의 

지역사회에 경제적 ․ 물리적 변화와 사회적 ․ 문화적 변화를 수반하여 결과적으로 

외국인 밀집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를 그림으로 요

약하면 다음 장의 <그림 5-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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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1>�multi-ethnicity�소비가�외국인�밀집지역에�영향을�미치는�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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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결론

본 논문의 목적은 서울 이태원, 그 중에서도 에스닉레스토랑들을 사례로, 하나 

이상의 다양하고 혼재된 에스니시티, 즉 ‘multi-ethnicity' 가 외국인 밀집지역을 

재활성화 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밝히는 것이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태원의 장소성 변화는 시기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 될 수 있다. 이태원

은 해방 이후 미군부대의 배후시장으로 기능해 오던 시기부터 서울 속의 이방인 

enclave로서의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이후 1990년대 들어서며 외국인들의 유입이 

가속화 되며, 이미 이방인 enclave 로서 타 민족의 진입장벽이 비교적 낮아진 이 

지역에 다양한 국적의 이주자들이 자신들의 에스닉커뮤니티를 형성하게 되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다문화 다민족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한국인들의 해외경험 

증가로 인해  이태원이 해방 이후부터 쌓아온 multi ethnicity가 이전과는 달리 ‘매

력적’ 장소 흡입요소로 작용되어 이국적 문화혼합지대로서의 장소성이 강화되었다.

둘째, 이러한 ‘multi-ethnicity'는 현재 이태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에스닉

레스토랑을 중심으로 생산된다. 에스닉레스토랑의 운영자들은 크게 초국적 이주민

들과 초국적 이주를 경험한 한국인 귀환자들, 그리고 초국적 이주 경험이 없는 한

국인 등의 세 그룹이다. 이들에 의해 이태원의 에스닉레스토랑이 초국적 공간화 

된다. 초국적 이주민들이 거주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초국적 활동을 하고 있는 구

성원들, 특히 그들이 제공하는 초국적인 음식들과 상품들, 이러한 초국적 특성을 

가진 것들을 소비하고자 모여드는 방문객들,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초국적 공

간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이태원의 초국적 사업자들에게 각각 역할이 존재한다. 

이는 누군가 역할 지어준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초국적 경험과 이태원에서의 운

영방식 등을 통해 스스로 체득하게 된 역할이다. 

우선 외국인 이주자의 경우 새로운 문화를 주류사회에 전파하는 문화전파자의 

역할을 한다. 이들은 이태원이 자신들, 즉 외국인들만을 위한 영역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오히려 한국인들의 방문 증가는 사업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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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을 통해 본국의 우수한 문화의 면모를 전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한국인 이주 귀환자의 경우 이태원이라는 한국 속의 탈영토화 된 지

역을 토양 삼아 본인들이 해외 이주경험을 통해 체득한 현지의 문화를 그대로 이

식하고자 하는 문화 수입자이자 중개자의 역할을 한다. 이들의 존재와 역할에 대

해 밝혔다는 점은 본 연구에서 얻은 큰 수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주 귀

환자들은 본인들의 운영 방식을 한국 주류사회에 맞추기보다 이태원에 거주하거나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맞추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최근 이태원 일대에 한국인 

방문객들이 급증하면서 점차 상권의 특성이 국적불명이 되어가거나, 한국화 되어

가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국적은 한국인이지만 운영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외국인 이주자 출신보다도 더 이태원이라는 장소가 지녀왔던 

‘타자화 된 영토성’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동시에 이들의 존재 자체

가 이태원에 거리감을 가졌던 주류사회 구성원들이 이태원에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매개로 작용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해외 이주 경험이 없는 한국인 운영자들은 탈영토화 된 이태원을 

재영토화시키며 이 지역에 혼종성을 부여하는 존재들로 볼 수 있다. 이들의 운영 

타깃이 외국인이 아니라 주류사회 구성원인 한국인이기 때문이다. 트렌디하고 아

기자기한, 세련된 운영방식은 점점 더 많은 한국인 방문객들을 이태원으로 끌어들

이고 있다. 

위와 같은 multi-ethnicity 생산자의 유형과 특성에 의해 지역의 탈영화와 재영

토화가 의미 경합을 벌이며 이 가운데 제3의 혼종적 특성도 창출 될 수 있다. 결

국 이러한 과정을 통해 multi-ethnicity 소비공간이 형성된다. 

셋째, multi-ethnicity 소비공간에서 multi-ethnicity 소비자는 해외는 해외경험

의 기억을 상기시키거나, 미처 경험하지는 못한 타 문화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소비자들 스스로 이를 문화자본화 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에스닉 푸드 가운데에서도 보편적이거나 변형된 것들 보다 좀 더 진귀하고, 현지

의 생생함을 가지며 동시에 그로 인해 다소 진입장벽을 지닌 요소들에 대한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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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소비하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소비취향에 따른 구별짓기 행태가 나타난다. 이 

과정에서 multi-ethnicity소비 공간은 소비계층과 방식에 의한 또 한번의 장소 의

미 경합을 겪는데, 이로 인해 초국적 소비문화가 일상화 된 공간, 그리고 관광대상

으로서의 공간이라는 의미를 부여 받는다. 이는 다른 외국인밀집지역과 차별화되

는 multi-ethnicity 소비공간의 차별화된 장소성이다. 

넷째, 이렇게 만들어진 multi-ethnicity 소비 공간만이 가질 수 있는 차별화 된 

장소성은 기존의 지역사회에 경제적 ․ 물리적 변화와 사회적 ․ 문화적 변화를 수반

하여 결과적으로 외국인 밀집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multi-ethnicity소비에 매력을 느끼는 주류사회 구성원들의 급속한 증가는 이태원 

일대에 새로운 계층의 인구를 유입하고, 공간의 확산 및 고급화를 불러 일으켜 지

역을 활성화 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긍정적인 효과

만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 임대료 상승과 소규모 특색있는 업종의 존폐위기를 

불러일으켜 오랜시간 축적해온 이태원의 장소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불

러일으키기도 한다. 하지만 이 지역에 새로 유입되는 주류사회 구성원들은 이태원

이 가진 multi-ethnicity를 지역의 자산이자 특성으로 인정하고 공존하며 함께 지

역을 활성화시킬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모든 사례에 적용될 수는 없

겠지만, 전통적으로 에스니시티가 거주지 분리 또는 배제의 요소로 작용되었던 것

과 달리 지역 활성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우선 지역적 차원에서 이태원의 다인종 ․ 다국적성은 수 십 년 간 진행되며 쌓

여진 산물이기에, 이것을 다루어온 연구들 또한 다수 축적되어 있다. 그러나 그간

의 이태원 연구는 이태원에 거주하는 이주민들과 각각의 에스닉 커뮤니티의 형성

과정 및 속성을 밝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는 초기 미군부대의 배후시장으로서

의 역할, 그 후 이슬람 성원을 중심으로 한 이슬람계 이주자 커뮤니티 형성 등 오

늘날 이태원의 multi-ethnicity를 갖추게 한 태동과 과정을 기록하고 밝혀왔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오늘날 서울에서 이태원은 주류사회의 주요 소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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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로 단숨에 부상하면서 단순한 외국인 이주자들의 커뮤니티, 그 이상의 의미와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대상이 대부분 외국인이주자들과 그

들이 형성한 주거커뮤니티였던 것에서 범위를 확장하여 현재의 이태원을 공유하

고, 소비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행태까지 조명해보고 그로 인한 공간의 변화를 분

석하는 것은 이태원이라는 초국가적 장소의 속성과, 그것이 현재 한국사회에서 차

지하는 의미에 대해 보다 폭넓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리라 여겨진다. 

또한 이론적 차원에서는 그간 상대적으로 조명하지 못했던 초국적 이주 귀환자

(transnational returnee)들의 존재와 그들의 경제활동이 초국적장소를 형성하는 과

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도 의의를 가진다.

마지막으로 multi-ethnicity가 거주지분리의 요인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류사회 구성원들을 유입하는 매력적인 흡인요인으로도 작용한다는 것을 밝히고자 

하였다. 도시들이 점점 다민족, 다문화 되어가고 있는 세계적 흐름 가운데 다문화

적, 초국적 도시 공간의 형성에 있어 다양한 에스니시티의 공존이 긍정적 측면의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외국인밀집지역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새로운 요

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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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Itaewon’s Ethnic Restaurants 

Jihee,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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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 research on multicultural space and ethnic community have focused 

on regions developed a homogeneous ethnic group. In a different perspective, 

this dissertation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culture of a region comprised of 

multi-ethnic populations on the members of a mainstream society. Specifically, 

this study demonstrates the role of multi-ethnicity in leveraging to activate a 

region as a residential segregation factor as well as an integration factor.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how a multi-ethnic area is spatialized 

and how such phenomenon leads to regional revitalization. Ethnic restaurants 

regarded as visualized multi-ethnicity were chosen as a study sample and 

production and consumption occurred in the restaurants were analyzed in 

terms of type and rol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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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transition in placeness of Itaewon can be categorized into periods. 

Itaewon served as a hinterland for the U.S. Army after liberation and since 

then, it has had the characteristic of foreigner’s enclave of Seoul. In 1990s, 

with the rapid increase of foreigners in Itaewon, foreigners from various 

countries formed their own ethnic community in this area where is already a 

strangers’ enclave with a relatively low entry barrier. After mid-2000s, 

Itaewons’ placeness has been promoted as an exotic cultural mixed region 

since multi-ethnicity has become an attractive place pull factor with the 

changes of perception on multiculturalism and the increase in overseas 

experience of Koreans. 

Second, such multi-ethnicity is produced bycurrently ethnic restaurants of 

Itaewon. The ethnic restaurants’ owners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groups: 

transnational immigrants, Koreans who have emigrated transnationally and 

have returned, and Koreans with no emigration experience. Each transnational 

business owners of Itaewon have their own role. These roles are not assigned 

by someone, but have gained from their own transnational experience and 

management experiences of their businesses in Itaewon. Characteristics of each 

group are as follows.

Foreign transnational immigrants play a role in spreading new culture to 

the mainstream society. They do not consider Itaewon as a region for 

foriegners only.’  They rather believe that the increase in Korean visitors has 

positive effects on their business and consider it as a good opportunity to 

spread their own country’s superior culture through food. 

Korean transnational returnees act as culture importers and mediators, who 

want to transplant the local culture they have experienced during emigration, 

in Itaewon, a deterritorialized region from Korea. These returnees do not 

adjust their management style to Korean society but rather adjust it to the 

foreign residents or visitors of Itaewon. They are Koreans, however,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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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rial strategy, they are more likely to maintain the characteristic as a 

deterritorialized region of Itaewon than foreign immigrants. However, their 

existence itself play a mediating role in enabling Koreans who are not familiar 

with Itaewon to approach Itaewon more easily.  

Korean business owners with no emigration experience reterritorialize the 

deterritorialized Itaewon and add this area to hybridity. Their businesses are 

targeted at Koreans as members of the mainstream society, not foreigners. 

Their trendy and sophisticated management style allow more Korean visitors 

having purchasing power to feel intrigued about Itaewon. 

Deterritorialization and reterritorialization are conflicted in meanings by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those groups in Itaewon. 

Third, in a multi-ethnic consumption space, multi-ethnic consumers tend 

to regard their consuming behavior as a cultural capital  in that they 

recalltheir overseas experience or indirectly experience other cultures that they 

have never experienced. Also, the consumers are distinguished by comsumer 

styles in that the consumers are inclined to consume ethnic food that are 

more rare and authentic, and has entry barrier from the public than ethnic 

food customized for Koreans. In this process, multi-ethnic consumption space 

has a competition of the meaning by consumer groups and consumption style 

once again. For this, Itaewon has a meaning of a space institutionalized 

transnational consumption culture and a space of tourist attraction. This 

allows Itaewon to have a distinguished placeness of the multi-ethnic 

consumption space than other ethnic enclave regions.

Fourth, the  distinguished placeness of the multi-ethnic consumption space 

formed through the process mentioned above lead to economic, physical 

changes and social, cultural changes in the local community and ultimatel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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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 factor to revitalize of the ethnic region. A rapid rise in the number of 

members of mainstream society who are attracted to multi-ethnicity 

consumption has resulted in a influx of a new class of population into 

Itaewon, and revitalization of the area by causing expansion and gentrification 

of these spaces. However, such phenomenon is not entirely positive. Possible 

negative effects such as  raise of rent =and high risk of distinct small business 

for closure, have potential to aggregate placeness of Itaewon that has been 

formulated for a long time. However, Koreans, who are newly entering 

Itaewon, acknowledge multi-ethnicity of Itaewon as asse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area and actively-seek for how to coexist and to revitalize the area 

together. Although it cannot be applied to all cases, the results indicate the 

possibility that ethnicity can act as a revitalization factor, not a factor of 

residential separation or exclusion.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multi-ethnicity not only act as a residential 

separation but also as a factor that attracts members of the mainstream 

society. This study has a contribution to indicating that the coexistence of 

various ethnicity can be a new factor to activate foreigner concentrated areas 

and develop a multicultural, transnational city space in the universal trend of 

changing multinational and multicultural cities. 

Key words: multi-ethnicity, multi-ethnic consumption space, foreign enclave, 

transnational returnee entrepreneur, deterritorialization and 

reterritorialization of place, Regional Revit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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