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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년 국내 등록된 외국인은 한국 전체 인구의 약 를 차지하며 이2015 3.4% , 

는 한국사회가 더 이상 단일민족국가가 아닌 다문화국가임을 보여준다 외. 

국인 밀집지는 상업가로를 중심으로 그 지역만의 독특한 이국적 경관을 형

성한다 그 중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집단은 편리한 교통과 저렴한 임. 3D

대료의 저층 노후주거지에 밀집지를 형성되는데 이러한 외국인 밀집지는 , 

인근의 상업 활성화로 임대료가 상승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거나 노

동수요에 매우 취약하여 해체 되기도 한다. 

중국인 밀집지 중 하나인 자양 동은 성수공단 근로자들의 배후주거지로4 , 

공단이 쇠퇴되며 공동화현상을 겪었으나 중국인이 유입되며 지역이 다시 , , 

활성화되었다 연구자는 자양 동 중국인 밀집지를 서울이라는 메트로폴리스. 4

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비교적 성공한 코스모폴리탄 문화공간으로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자양 동에 중국인이라는 에스닉 커뮤니티가 지역4

에 적응하고 기존 주민들과 갈등하는 과정에서 변화되는 사회경제적 문화, 

적 정책적 양상이 도시공간에 어떻게 드러나는지 밝히고자 하는데 있다, .

이를 위해 대상지 내 개의 가로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을 통6 . 

해 가로변에 위치한 건축물의 년부터 년 사이에 일어난 용도변화1995 2016

와 거리뷰를 통해 년부터 년 사이에 일어난 점포의 업종변화를 분, 2010 2016

석하였다 또한 현장관찰과 한국인 중국인 상인 거주자 방문객을 대상으. , , , 

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측면에서 가로경관 변화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 .

첫째 중국관련 업종이 다양해지며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뿐 아니라 미 , , 

용실과 같은 커뮤니티 공간의 성격을 가진 업종이 나타난다 또한 자본을 . 

축적하며 중국음식점이나 물류회사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증가에 따라 직주

혼합이 나타난다 이러한 요인은 정주성 향상으로 이어진다. .

둘째 자본의 축적에 따른 공간점유 양상의 차이가 나타난다 중국인 자, . 

영업자가 많아지고 사업체를 확장해가며 한국인 자영업자들의 공간점유의 , 

우위가 상실되고 중국상점에 의해 가로경관이 장악된다 중국인 상인그룹 , . 



내에서 경제력 차이는 건물을 소유하거나 임대형식으로 점포운영 그리고 , 

일시적으로 외부공간을 점유 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중국관련 점포는 업. 

종의 유형별로 초기개업 위치가 다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입지적 변화가 , 

나타난다. 

셋째 중국음식문화 소비로 인한 가로경관 상품화이다 국내에 중국인의 , . 

유입이 증가하면서 중국음식문화가 주류사회에 알려진다 한국 소비자들의 . 

중국음식문화에 대한 소비욕구는 양꼬치거리의 성장으로 이어지며 양꼬치, ‘
거리 라는 명칭 자체가 지역을 상품화하는 수단이 된다 이에 따라 한국음’ . 

식점은 주변화 되면서 기존 한국인 자영업자와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자생적으로 성장하는 민족상인 커뮤니티는 가로경관을 상품화하기 위

해 노력한다 양꼬치거리는 중국의 각 지역의 음식문화를 홍보하는 통로이. 

자 소비의 장소로 작용한다 한국인고객은 익숙한 중국음식을 소비하기 위. 

해 이곳에 방문하고 다른 중국음식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된다 조선족상, . 

인회에서는 한국인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인테리어와 이질적이지 않은 

맛을 위해 협의하는 등 자생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자양 동의 중국인은 자기들만의 정체성을 고수하여 배타적인 밀집지를 4

형성하기보다 주류사회의 이국적 문화에 대한 소비 욕구를 경제적 이익의 

창출하기 위한 기회로 활용한다 이렇듯 한국사회에 적응하며 지역 내 뿌리. 

를 내린 자양 동의 중국인들은 경관변화의 주체이며 아래로부터 지역 활성4 , 

화를 주도한다 이러한 새로운 도시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자양 동 중국인 . 4

밀집지의 특징이며 궁극적으로는 도시 내의 다양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제공한다 반면 관에서는 중국인밀집지에 대해 다소 소극. 

적인 차원에서 지원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보인다 따라서 . 자양 동을 단순4

히 외국인 밀집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역 활성화와 문화적 자원으로 , 

인식하며 관차원에서 지역관리 발전 전략을 세워야 한다, , .

주요어 중국인 밀집지 자양 동 양꼬치거리 용도업종: , 4 , , ,▶ 

민족상인 커뮤니티 자생적 지역활성화 , 

학  번 : 2015-2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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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서론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1 . 

연구의 배경1. 

다문화사회와 외국인 밀집지 형성▮

과학기술의 발달은 교통과 통신의 진보를 가져왔으며 그로인해 국가 , 

간의 이동시간이 감소하는 시공간압축 현상이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사. 

람 뿐 아니라 노동력 자본 그리고 문화가 국경을 넘나들며 이른바 세, , , 

계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한국도 이러한 세계화 추세에 . 

따라 사회 문화 경제 등의 개방으로 꾸준히 외국인의 유입이 늘어나고 , , 

있다 년 국내 외국인 등록 수는 약 만 명이었으나 년 국내 등. 1990 5 , 2015

록 외국인 수는 만 천 명이며 국내 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의 비율197 2 580 , 

은 를 넘어섰다 이러한 인구의 변화는 한국이 더 이상 단일민족사3.4% . 

회가 아닌 다문화사회로의 전환기에 있음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 세. 

계화로 인한 다문화 현상은 또한 도시공간에서의 변화를 가져왔다 일반. 

적으로 외국인 체류자는 이주국가 별로 특정 지역에 모여 살며 자신만의 

밀집 거주지를 형성하며 그에 따라 자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 

는 상업가로가 형성된다 서울의 대표적인 외국인 밀집 거주지는 이태원. 

의 아프리카거리 방배동 서래마을 쁘띠프랑스 동부이촌동 리틀도쿄 연, , , 

남동의 화교타운 가리봉동과 대림동의 옌벤거리 자양동 양꼬치거리 창, , , 

신동 네팔타운 광희동 중앙아시아거리 등 이다 각각의 외국인 밀집지역, . 

의 내엔 음식점 환전소 등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점, 

들이 분포되어 있으며 대게 상업가로를 이루어 그 지역만의 독특한 이, 

국적 경관을 형성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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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1 서울 내 외국인 밀집지] 

일부 외국인 밀집지 쇠퇴▮

국내 외국인 밀집지는 크게 선진국가 중심의 밀집지와 외국인노동자 

밀집지로 구분할 수 있다. 

서울에 위치한 프랑스마을 리틀도쿄 등 선진국가의 밀집지에 속하며, , 

주재원을 중심으로 학교나 대사관 등 입지를 배경으로 형성된다 이는 . 

서울 내 비교적 주거환경이 좋은 곳에 형성되며 단순히 그들의 밀집지, 

를 넘어 세련되고 이국적인 이미지를 내세운 레스토랑 및 카페들의 입지

로 고급거리로 탈바꿈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년대 이후 노동력 . 1990

수요에 맞물려 소위 코리안드림 을 위해 유입된 많은 외국인노동자 밀‘ ’

집지는 근무지 주변의 교통이 편리하고 물가와 임대료가 저렴한 노후 주

거지에 형성된다 따라서 이들의 밀집지는 노동수요를 따라 타 지역으로 . 

이주하거나 인근의 상업 활성화로 인해 임대료가 상승되면 커뮤니티가 , 

해체될 위기에 처해지며 외국인 밀집지에 변화를 초래한다, .

중국인 밀집지의 확장 및 변이▮

년 월 말 기준으로 국내에 머무는 중국인은 만 명조선족 2016 4 100 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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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명 포함63 998 )1 )에 육박하며 이는 전체 외국인의 에 해당된다 중50.7% . 

국인들은 년 한중 수교 이후 건설업 및 서비스업 등 부족한 인력을 1992

대체하는 차원에서 중국인 이주가 허가됨에 따라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었고 현재 국내 가장 큰 외국인 집단이 되었다 중국인 특히 한국계중, . (

국인 은 서울 내 서남권에 집중적으로 거주하며 구로구 가리봉동과 영) , 

등포구 대림동 일대는 그들의 정체성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대표적인 서

울의 중국인 밀집거주지이다 가리봉동은 년대 초반 구로공단 업체. 1990 , 

들이 지방으로 이전하자 년대 말부터 저렴한 주거비용을 이유로 중1990

국인이 유입되었다 이후 가리봉동은 년 균형발전촉진지구 년 . , 2003 , 2008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며 개보수가 금지되고 지역의 쇠락화가 가속되, 

었다 중국인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비교적 저렴한 주택지인 대림동으로 . , 

중국인 거주지가 확장되며 점차적으로 그 주변 지역인 신길동 독산동, , , 

봉천동 등 인근지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중국인 밀집지는 한국 속 중국. 

으로 이질적인 분위기로 인한 호기심으로 방문하고자 하는 의지를 준다. 

하지만 각종 매스컴에서의 중국인 관련 범죄에 대한 뉴스와 밀집지역 특

유의 한자로 된 강렬한 색상의 간판과 낯선 음식 냄새 다른 언어로 인, 

한 이질적인 분위기에 압도되어 때로는 거부감을 주기도 한다. 

1)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월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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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2 대림동 중국인 밀집지역 기사출처일요시사] ( : )

반면 비교적 최근에 형성된 광진구 자양 동 중국인 밀집지는 년 4 2011

광진구에서 지정한 양꼬치거리 동일로 길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 18 ) . 

자양 동 일대는 지하철 호선의 환승역인 건대입구역과 접해있기 때문4 , 2,7

에 입지적인 장점으로 강남 및 종로에 직장이 있는 사무직 이주노동자, 

들이 거주하고 인근에 대학교 건국대 한양대 세종대 가 위치하고 있어, ( , , ) , 

한국에서 공부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거주한다 자양 동도 중국인 상권 . 4

형성으로 인한 중국인 관련 범죄 등의 발생으로 심리적 불편함이나 위화

감을 느끼는 한국인들이 많았으나 최근엔 변화하고 있다 치안유지 및 . 

범죄 예방을 위해 년 자양 동의 중국인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외국, 2012 4

인자율방범대를 발족하였고 년엔 방범대의 활동거처인 근무 초소를 , 2013

설치하며 광진구경찰서와 함께 자율방범 활동을 해왔다 이렇듯 자양 동, . 4

의 중국인은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또한 한국인을 . 

대상으로 하는 중국음식점들이 많기 때문에 인테리어나 간판 등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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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깔끔하며 정돈된 인상을 준다 따라서 를 통한 입소문과 양꼬치에 . SNS

대한 선호도 증가로 인해 맛집 탐방을 위해 방문하는 한국인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듯 국내 거주 중국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밀집거주지가 점차 확산, 

되고 있으며 내외부적 인식 차이가 있으며 지역적 분화현상이 이루어지, , 

고 있다. 

연구의 목적2. 및 의의 

외국인 밀집지는 이국적인 가로경관과 생산 및 소비되는 상품 및 서비

스로 인해 독특한 지역문화 형성하는데 이는 도시공간의 다양성을 증가, 

시키는 요인이 된다.

하지만 많은 외국인 밀집지는 일자리 부족이나 등 외부적인 요건에 취

약하여 뿌리내리지 못하고 초기 이주자에게 일시적인 거점이 되고 사라

지는 거류지 를 형성한다(colony) .2) 혹은 외국인 커뮤니티에 대한 부정적 

인 인식과 차별적인 시선이 작용하며 형성된 게토 는 외부 배타적(ghetto)

인 성격을 드러내며 그로인해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장소가 된다 슬, . 

럼화 게토화 되어 도시문제의 대상으로 평가되는 일부 외국인밀집지의 , 

상황과 대조적으로 서울에 위치한 중국인 밀집지 중 하나인 자양 동의 4

중국인들은 지역을 활성화 시키는 능동적인 주체이다 이영민 외( 2, 2012). 

따라서 본 연구는 자양 동을 서울이라는 메트로폴리스 내에 활력을 불어4

넣으며 문화적 상업적으로 비교적 성공한 코스모폴리탄 문화공간으로 , 

보았고 이러한 공간이 장기적으로는 도시 내 공간적 문화적인 다양성을 , , 

높이며 도시의 매력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 

자양 동의 가로경관 연구를 통해 자양 동의 에스닉 커뮤니티의 성격이 4 4

무엇인지 특정 에스닉 집단이 어떻게 지역에 적응 혹은 충돌하며 지역, , 

2) Knox et.al.(2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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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변화시키는지 이러한 메커니즘이 가로경관에 어떠한 방식으로 드러, 

나는지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외국인밀집지 형성과 성장에 있어서 민족 커뮤니티의 

역할이 무엇이며 그에 따라 색다른 문화공간인 외국인밀집지의 지역성, 

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며 이는 외국인

밀집지의 도시관리적 측면에 도움을 줄 것이다.

따라서 연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의 답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첫째 어떻게 자양 동에 중국인들이 집적하게 되었고 중국인 밀집지가 , 4 , 

형성되었는가?

먼저 중국인의 국내 유입 배경과 관련된 거시적 맥락에서의 사회적, 

경제적 정책적 요인 등을 파악한다 이를 바탕으로 선행연구나 신문기, . 

사 인터뷰 등을 통해 어떠한 도시적 상황에서 자양 동에 중국인이 유입, 4

되었고 집적하여 중국인 밀집지를 형성하게 되었는가 밝힐 것이다, .

둘째 자양 동에 드러나는 중국인 밀집지로서의 로컬리티와 민족경관, 4

의 특성이 무엇인가?

이론적 고찰을 통해 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국외 중국인 밀집지50-100

인 차이나타운의 형성과정에 따른 민족경관적 특성이 무엇인지 살펴보

며 년 정도의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많은 변화가 있는 서울의 중, 15-20

국인 밀집지 중 하나인 자양 동에 보여 지는 로컬리티가 무엇인가 밝히4

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자양 동 내 거주하는 중국인들 스스로 자신들의 . 4

삶의 터전인 이곳에서 어떻게 중국인 밀집지로서의 명맥을 유지해가고 

있는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한국 내 형성된 중국인 밀집지에 . 

대한 일반적인 특성과 각 중국인 밀집 지역의 사회 문화적 특성을 비교, 

한다 그로 인해 보여지는 경관적 차이가 무엇이며 이를 통해 자양 동이 . , 4

한국 내 다른 중국인 밀집지와 어떠한 비교우위가 있는지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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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자양 동의 상업 및 생활 가로의 용도 및 업종이 어떻게 변화하, 4

고 있고 현재는 어떠한가, ?

가로는 도시의 형태를 구성하는 물리적 요소 중 하나로 도시에서의 , 

가로는 한번 형성되면 가장 변하기 어려운 요소이지만 가로를 구성하는 , 

건물의 용도 및 업종은 구성원들의 사회문화적 특성 및 필요에 따라 가

장 쉽게 변화하는 요소이다 따라서 자양 동의 내의 가로 별 용도 및 업. 4

종 변화를 살펴보며 가로 마다 어떤 특징이 드러나는지 분석고자 한다, .

넷째 중국인 밀집지가 함의하는 사회경제적 문화적 정책적 양상의 , , , 

도시공간적 의미가 무엇이며 어떠한 논리와 행태가 도출되는가, ?

연구는 결과적으로 중국인 밀집지 중 하나인 자양 동과 관련하여 드러4

나는 사회경제적 문화적 정책적 양상의 도시공간적 의미가 무엇이며, , , 

이에 어떠한 논리와 행태가 작용되는지 도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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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2 . 

연구의 범위1. 

연구의 공간적 범위▮

본 연구는 중국인 밀집지인 자양 동의 가로경관 연구로 중국인이라는 4

이주집단이 유입되고 정착함에 따라 자양 동의 가로경관에 어떠한 변화4

를 가져왔으며 또 현재 어떠한 특징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자양 동은 행정구역상 지하철 호선 환승지인 건대입구 번 출구에서4 2,7 5,6

부터 뚝섬유원지까지 이다 자양 동의 좌측에는 영동대교와 이어지는 . 4 6

차선 동일로 우측에는 청담대교로 이어지는 차선 능동로에 둘러 쌓여, 8

있다 자양 동이 중국인 밀집지임이 드러내는 가로는 년 지정된 양. 4 2010

꼬치 거리이다. 

그림 [ 3 연구의 공간적 범위 대상지 항공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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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자양 동 중에서 이전에 노유 동에 해4 1

당되며 양꼬치 거리가 형성된 가로 세로 인 블록이다 또한 , 640m 600m . 

블록을 둘러싼 대로변이 아닌 블록 내부의 가로들을 대상으로 하며 주, , 

요 가로는 로데오거리 양꼬치거리 이 두 가로를 이어주는 가로, , , Ⓐ Ⓑ Ⓒ

가로와 골목시장인 영동교 노룬산 시장과 교차하는 가로이다 영동(C) - (D) . 

교 노룬산 시장은 년대 이후 형성된 시장으로 약 개 이상의 층 - 1950 200 1

점포로 구성된다 영동교 노룬산 시장 내엔 중국관련 상점은 한 개 뿐이. -

었으며 그마저도 년 월 일경 방문한 결과 없어진 것으로 확인, 2016 10 19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영동교 노룬산 시장은 연구의 공간적 범위에서 . -

제외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주요 가로와 주요 가로와 인. 

접하며 용도 업종 변화가 비교적 활발한 세부 가로 개를 추가하여 총 2 6

개의 가로이다.

그림 [ 4 연구의 공간적 범위 대상지 내 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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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내용 및 시간적 범위▮

연구는 자양 동의 가로경관 연구로 가로 경관은 지역의 사회문화적 배4

경 및 변화에 의해 형성된다고 보아 가로를 구성하는 개별 건물의 용도 

및 업종 변화를 조사한다 또한 자양 동 중국인 밀집지의 여러 행위자들. 4

의 공간이용행태를 분석하여 이것이 가로경관에 드러나는지 살펴본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자양 동 내에 중국인들이 유입이 활발해진 4 2000

년을 포함하는 년부터 현재 년까지이다 건축물대장의 변경사항 1995 (2016 ) . 

중 년부터 현재 까지의 용도변경에 해당되는 내용을 확인한다1995 (2016) . 

동시에 포털사이트 다음 에서 제공하는 로드뷰 서비스 자료의 제(Daum)

공연도인 년부터 현재 까지는 세부적인 업종 변화 추이를 파악2010 (2016)

할 것이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에 해당되는 년은 자양 동의 동일로. 2011 4

길이 양꼬치거리로 지정된 해이기 때문에 년 전후로 용도 및 업18 , 2011

종변화가 보다 활발히 일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연구의 방법2. 

연구자는 연구의 방법론을 설정하기 이전에 년 월 년 월2016 2 , 2016 7 , 8

월 월 월 총 회의 현장관찰조사를 진행하였고 주로 가로의 물리, 10 , 11 7 , 

적 현황과 한국인을 대상으로 지역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년 . 2016

월과 월에는 주로 인터뷰를 진행할 것이다 현장조사에 있어 객관성10 11 . 

을 높이기 위해 요일 별 주중 주말 시간대 별 오전 오후 저녁로 고르( , ), ( , , )

게 진행되었다.

연구의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된다.

문헌연구 (1) 

기사 선행연구 및 관련 문헌을 통해 중국인 밀집지의 근간이 되는 다, 

문화 공간 다문화 공간 형성으로 인해 드러나는 민족경관 그리고 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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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유입과 밀집지의 형성배경 등 외국인 밀집지로서의 이론적 배경을 갖

춘다 그리고 외국인 밀집지를 연구하기 위한 틀인 가로공간을 고찰한다. . 

세부적으로는 도시의 물리적 차원에서의 가로 가로경관 가로를 형성하, , 

는 개별 건축물과 건물의 용도 및 업종변화에 대해 연구한다.

건축물대장 정보 수집 맵핑(2) , 

서울 내 지하철을 포함한 대로변은 층혹은 그 이상 높이의 상업용4,5 ( ) 

도 위주인 건물에 프랜차이즈 가게가 위치하는 등 거의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반면 내부가로 및 이면 가로는 업무 주거 상업 등 여러 용도의 . , , 

건물이 혼재된 형태로 도시공간의 차이점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본 연구

에서는 연구의 공간적 대상으로 자양 동의 내부가로 및 이면가로를 연구4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자양 동 중 과거의 노유 동에 해당되. 4 1

는 대상지 내에는 크게 개의 내부 가로가 존재하는데 용도 업종 변화16 , 

가 활발한 가로를 선별적으로 택하였다 따라서 자양 동의 주요 내부 가. 4

로인 양꼬치거리 로데오거리 노룬산 영동교시장과 교차하는 가로 및 주, , -

요 가로와 접하는 가로까지 총 개를 선정하였다6 . 

우선 선정된 가로에 접한 건축물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민원

또는 세움터 에서 건축물 24(www.minwon.go.kr/) (https://www.eais.go.kr/)

대장을 열람한다 이를 통해 개별 건축물의 건축년도 사용승인. ( 일 용도), 

지역 주용도 면적 층수 높이 용도변경사항 등의 항목을 확인한다, , , , , .

연구자는 년도 한중 수교이후 중국인이 국내로 유입되며 년1992 , 2000

부터 본격적으로 지역 내 유입이 가속화 되며 그에 따라 가로변 건축물

의 용도 및 업종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가정한다 이에 따라 모아진 자료 . 

중 년부터 년 현재까지의 용도변화가 이루어진 건축물을 맵핑하1995 2016

고 년 단위로 어떠한 양상으로 용도변화가 이루어졌는지를 맵핑한다, 5 . 

건축물 용도는 건축법 제 조의 관련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를 참고‘ 3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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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해당 건축물대장에 나타난 건축물용도의 내용에 따라 추렸고 그 분

류는 다음과 같다.

주용도대분류( ) 중분류세부용도( )

단독주택 다세대 다가구 단독, , 

공동주택 아파트 빌라, 

제 종근린생활시설1 소매점 휴게음식점 미용실, , 

제 종근린생활시설2
부동산중개업소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사무실 당구장, , , , , 

학원 다방 인터넷컴퓨터게임제공업, , 

업무시설 인쇄 물류회사 신문사 사무소 금융시설, , , , 

노유자시설 유치원

의료시설 의원

산업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관람집회시설 전시장, 

표 [ 1 건축물 용도] 

 

세부적인 업종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포털사이트 다음 에서 , ‘ (Daum)’

제공하는 년 로드뷰 서비스를 활용하였다 특히 중국관련업종 (2010 2015 ) . –

점포가 위치한 건축물을 중심으로 업종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맵핑한다. 

중국관련점포의 업종 분류는 다음과 같다.

구분 소분류세부업종( )

음식점업 제과점 정육점 음식점 주점 분식점, , , , 

오락 문화관련서비스업· 노래방 다방 오락실 단란주점, , , 

소매업
식료품 의류 신발 화장품 가구점 철물점 전파상, , , , , , , 

실내장식 지물포 가전제품 금은방 사진점 유리점, , , , , , 

꽃집 휴대폰 대리점, 3)

생활편의 미용실 이발소 세탁소 목욕탕 , , , 

업무시설 유통 및 물류업체 신문사, 

기타 서비스업
여행사 환전소 부동산 직업소개소 교회, , , , , 

중국동포지원센터

표 [ 2 중국인 관련점포근린생활시설 업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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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관찰 조사(3) 

현장관찰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조사를 한다. 

첫째 중국인 관련 업종 및 신축 리모델링된 건물 위치를 표기하고 , ‧ 

사진 촬영한다 둘째 한국인 중국인 등 특정 보행자를 트래킹 하여 어. , , , 

떠한 경로로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관찰한다 이를 통해 가로 건축물, . 

의 용도 및 업종 특성과 맞물려 가시적으로 관찰되지 않는 이용에서의 

어떠한 연관성을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인터뷰 (4) 

인터뷰 대상자는 크게 한국인 중국인 외국인 으로 나뉘며 각각 상인, , ( ) , /

거주자 방문객으로 구분한다 인터뷰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이다/ . .

첫째 거주기간이 비교적 오래된 주민들을 통해 신문기사 등을 통해서, 

만 대략적으로 파악되지 자양 동의 역사와 변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4

다 이를 통해 중국인들이 어느 시점에 들어오게 되었으며 그 배경이 무. , 

엇인지 문헌조사에서 알지 못한 역사적인 사실을 보완할 수 있었다, .

둘째 이 지역과 관련된 여러 행위자들의 공간이용 행태나 인식 등을 , 

분석하기 위한 인터뷰를 진행한다 인터뷰는 각 주체에 따라 차이가 있. 

으며 각 주체별 질문 내용은 다음 표 의 내용과 같다, [ 4] . 

중국인 상인과 거주자 방문객을 통해 자양 동이 다른 중국인 밀집지, 4

역에 비교 하여 어떤 비교우위가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인 상인과 거주자를 통해 중국인이 지역 내 유입되고 중국인 

밀집지를 형성해나가며 지역의 변화에 대해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중국인 커뮤니티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 알 수 있, 

었다.

3) 휴대폰 대리점의 경우 항공권이나 비자관련 업무를 대행해주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주 업종인 소 , , 

매업으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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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구분 질문내용

한국인

상인
개업시기 이전용도 개업목적 고객층 지역선택이유, , , , , 

가로공간 활용 여부 및 방법 동네 분위기, 

거주자
거주기간 거주지 선택 이유 거주만족도 지역의 변화에 대한 인식, , , , 

지역 내 정치적 이슈

방문객 신분 방문목적 가로경관에 대한 인식, , 

중국인

상인
개업시기 이전용도 개업목적 고객층 지역선택이유, , , , , 

가로공간 활용 여부 및 방법 동네 분위기, 

유학생 

거주자
거주기간 거주지 선택 이유 거주만족도 지역의 변화에 대한 인식, , , 

기타 

거주자

방문객 신분 방문목적 가로경관에 대한 인식, , 

표 [ 3 주체별 인터뷰 질문] 

현재까지 한국인 상인 명 중국인상인 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5 , 5　

행하였고 인터뷰 일정 및 대상자 정보는 다음과 같다, .

국적 일시 연령대 업종 개점년도 점포위치 거주지

한국인

2016.02.7 대후반50 사무용품점 1995 아차산로 자양동

2016.08.20 대후반20 미용실 2016.6 B 성수동

2016.08.20 대후반40 과일상회 2016.4 C 자양 동3

2016.8.31 대초반30 커피점 2016.8 C 자양 동4

2016.10.21 대후반50 세탁소 년대1980 C 자양 동4

중국인

2016.10.19 대초반60
중국음식점

연길냉면( )
2008 B 자양 동4

2016.10.19 대중반50
중국음식점
허씨마라회향( )

2008
B 자양 동4

2015.12

2016.10.19 대후반40
중국식료품점

왕부정중국식품( )
2014 B 자양 동4

2016.10.21 대중반30
중국음식점

배달전문( )
2016.5 F 자양 동4

2016.10.21 대초반40
중국식료품점
두부가게( )

2010 C 자양 동4

표 [ 4 한국인 및 중국인 상인대상 인터뷰 일정 및 대상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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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한국인 거주자 명 중국인 거주자 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6 , 3

진행하였고 인터뷰 일정 및 대상자 정보는 다음과 같다, .

현재까지 한국인 방문자 명 중국인 방문자 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는 2 , 5

진행하였고 인터뷰 일정 및 대상자 정보는 다음과 같다, .

국적 일시 연령대 직업 방문지 현 거주지

한국인
2016.10.19 대초반30 디자이너 중국음식점 안양시

2016.11.23 대중반20 영화관련직종 중국음식점 송파구

중국인

2016.08.02 대중반20 영어교사 중국 음식점 이화여대 부근

2016.10.19 대초반20 세종대 학생 양꼬치거리 축제 세종대 기숙사

2016.10.21 대초반20 한국어학당 학생 중국 빵집 성수역 부근

2016.10.21 대초반50 공장근무 중국 빵집친척집, 광주

2016.10.21 대후반20 직장인 커먼그라운드 타이완

표 [ 6 한국인 및 중국인 방문자대상 인터뷰 일정 및 대상자 정보] 

국적 일시 연령대 직업 거주년도 위치

한국인

2016.08.20 대후반60 건물주 1995 B

2016.10.19 대초반70 건물주 2010(1950) B

2016.10.19 대후반60 전세거주자 2013 B

2016.10.21 대초반50 건축업자 1960 F

2016.10.21 대초반60 노점상인 1950 F

2016.10.21 대초반60 제조업 1950 D

중국인
2016.10.21 대후반30 중국빵집 판매원 2009 -

2016.10.21 대후반60 주부무직( ) 2015 -

표 [ 5 한국인 및 중국인 거주자대상 인터뷰 일정 및 대상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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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연구의 흐름3 . 

그림 [ 5 연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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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이론적 고찰2

절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에 의한 외국인 밀집지 형성1 . 

외국인 밀집지 개념적 정의와 형성1. 

 
외국인 밀집지는 각 용어마다 강조하는 의미나 성격에 있어서 개념적

인 차이가 있다 은 소수민족 주거 밀집지. knox et. al.(2009) (minority 

를 거류지 엔클레이브 게토 로 residential cluster) (colony), (enclave), (ghetto)

구분하였다 거류지는 초기 이주자에게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 

시적인 성격이 강하며 년대 미국도시나 년대 오스트레일, 1920-30 , 1950-60

리아 도시 등에서 보여지는 형태이다 반면 엔클레이브 와 게토. (enclave)

는 거류지에 비해 좀 더 긴 기간 유지되는 특징이 있다 엔클레(ghetto) . 

이브 는 차별이나 내부적 응집력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한 결과물(enclave)

이다 그리고 게토 의 경우에는 차별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이 좀 . (ghetto)

더 지배적으로 작용하는 밀집지이다.

은 외국인 밀집지 를 민족 엔클레이브Pamuk(2004) (ethnic cluster) (ethnic 

와 민족 커뮤니티 로 분류하였다 민족 엔클레enclave) (ethnic community) . 

이브 는 전통적인 저소득층 민족집거지로 차별적 요인이(ethnic enclave)

나 지가와 같은 경제적인 이유로 정착하게 되는 경우가 지배적이다 민. 

족 커뮤니티 의 경우엔 민족적 인프라(ethnic community) (ethnic 

나 기관 또는 친족네트워크나 초국적 정체에 따라 선택적infrastructure) , 

으로 정착하는 것으로 보여 지며 상대적으로 부유한 중간소득층이 거주, 

한다 이렇듯 민족 엔클레이브 와 민족 커뮤니티. (ethnic enclave) (ethnic 

사이에 구분이 뚜렷하고 중요하게 보이지만 에 community) , pamuk(2004)

따르면 사실 두 용어의 경계가 다소 모호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 

은 다음 세 가지 방식으로 외국인 밀집지 를 pamuk(2004) (ethnic cluster)

정의하였다 첫째 민족근린 의 경계는  지역 커뮤니. , (ethnic neighborh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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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의 지식과 민족경제활동에 기인한다 둘째 한 이주자집단의 에 의해 . , 

형성된 동네의 규모를 측정한 공간적 인접성지수(spatial proximity index)

에 의해 정의된다 셋째 에 의해 발전된 방식. , Alba et al.(1997) 4)으로 공

간적 클러스터를 정의함에 있어서 지도에 표시하고 비이주민 동네와 이, 

주자동네 사이에 보여 지는 공간적 밀집지를 문화적 경제적 동화를 측, 

정하고 주거상태 등을 비교하여 정의하는 방식이다, .

과 는 일반적인 외국인 밀집지의 형성을 단계Castels Miller(1993, 2009)

가 보여짐을 밝혔다 경제활동이 가능한 젊은층에서 임시노동자로 이주. 

하여 송출국에 거주하는 가족의 경제력 향상을 위해 소득을 송금하며, ,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송출국으로 돌아가는 단계이다 주로 개. 

인이 이주되는 단계이다 다음 단계는 임시노동자의 체류기간이 늘어나. 

면서 가족이나 친족을 동반하여 이주하며 네트워크 등이 형성되는 시기, 

이다 다음단계는 이민자 공동체 중심으로 상점 조직되며 경제적 인프라. , 

를 형성하며 수용국과의 관계가 밀접해진다 마지막으로 영구적 정착지. 

로 발전하는 단계로 수용국의 정책에 의해 시민권을 획득하여 주류사회

에서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거나 주류사회에 흡수되어 해체될 수 있다, . 

그렇지 않으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권리를 보장 받지 못

하는 배제적인 분위기에 의해 영구적인 소수민족집단으로 남기도 한다.

다음 장 절 서울 내 중국인 밀집지에 관한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알 2 3

수 있듯이 연구자는 외국인 밀집지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한국 내 , , 

중국인 밀집지가 초기엔 외부적인 차별에 의해 형성되는 게토 의 (ghetto)

성격이 강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대개 경제적 요인에 의해 . 

특정지역에 유입되며 점차 친족 네트워크와 경제인프라가 형성되면서 , 

내부응집력이 나타나는 민족 엔클레이브 로 성장한다(ethnic enclave) . 

이에 연구자는 자양 동 중국인 밀집지를 민족 엔클레이브4 (ethnic 

4) 이주자의 비율이 거주자의 나 혹은 그보다 더 높은 비율의 이주자 구역이 적어도 한 구역 이상  40% , 

포함되어있거나 적어도 거주자의 가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구역이 연속해서 있을 경우 , 35% (Alba et 

al.,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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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의한다 외국인 밀집지 형성 단계와 관련하여 이주네트워크 enclave) . 

형성과 상점과 같은 경제적 인프라 형성 주류사회에서의 정치적 입지에 , 

대한 이슈 등 사회경제 문화 정책적 측면에서의 사회적 자본과 연계망, , 

이 공간적으로 어떻게 표출되는가를 드러내는 것이 본 연구에서 궁극적

인 목적이다.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에 관한 공간적 차원과 로컬리티2. 

본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외국인 밀집지 형성에 있어서 근간이 되는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에 대해 공간적 이슈를 살펴보고자 한다 박배균. 

은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과 등 다문화사회에 대한 논의를 사회 공(2013) -

간적 관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며 이것에 대한 이론적 , 

틀로 이 제시한  틀을 활용하였다 은 각각 Jessop et al.(2008) TPSN . TPSN

영역 장소 스케일 네트워크 의 가지 (Territory), (Place), (Scale), (Network) 4

차원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인식론을 지칭한다박배균( , 2009).

박배균 은 이주와 정착의 과정에서의 나타나는 이슈를 사회 공간(2013) -

적 관계의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사회 공간적 -

관계의 차원
이주와 정착의 과정

영역

(Territory)

이주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영역성시민권 이민정책 등- ( , )

이주민들과 그들 거주지에 대한 주류 사회의 편견과 배제 그리고 그에 - , 

대한 반작용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장소의 영역화

이주민 거주지역에서 다양한 이주 집단들 간의 경쟁과 갈등으로 인해 -

야기되는 장소의 영역화

이주민 문화의 상품화와 장소 마케팅에 기인한 장소의 영역화-

장소

(Place)

이주 관련 정보 흐름과 연계망의 장소기반적 성격-

이주자들의 장소적 뿌리내림-

표 [ 7 과 이주와 정착의 과정 박배균] TPSN ( ,2009, p.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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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배균 은 사회 공간적 관계의 차원들이 서로 배타적이거나 위계(2009) -

가 존재하기 보다는 서로 긴밀하게 중첩 결합 연계되면서 동시에 작“ , , 

동하는 것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예를 들어 국가적인 스” . 

케일의 정치 사회 경제적 요인에 의해 초국가적 이주자들은 국가 영역, , 

의 경계를 넘어 특정 장소에 정착하게 되며 국지화된 이주네트워크로 , 

이주자들이 더욱 유입되고 지역적 도시적 차원에서의 경제 사회 문화, , , 

적 활동들로 인해 주류사회와의 갈등을 겪으며 배타적 종족 집거지를 형

성한다. 

나아가 이주와 장소에 대한 강조는 로컬리티에 대한 접근으로 이루어

진다 로컬리티는 비교적 규모가 작은 공간단위에서 사회적 관계와 사회. 

적 과정의 교차와 상호작용에 의해 구성되는 로컬의 특성으로 로컬리티, 

는 공간적 지역 이 아니라 관계나 과정을 의미한다(spatial area) (Massey, 

이영민 외 에서 재인용1994: 2, 2012 )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사회 공간적 관계의 차원을 구분하기보다 사-

회문화 경제 정책적 측면을 공간적 차원에서 연계시킬 뿐 아니라 이주, , , 

자 로컬리티가 무엇이고 사회적 자본이 공간적으로 어떻게 표출되는지 , 

밝힐 것이다.

종족집거지 의 출현-‘ (ethnic enclave)’
종족 집단 별 정착지의 지역적 차별화-

이주자들의 이주와 정착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장소적 조건의 특이성-

스케일

(Scale)

이주와 정착의 과정에 영향을 주는 글로벌 국가 지방 도시 개인 등 - , , , , 

다양한 지리적 스케일에서의 힘과 과정들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

국제적 이주와 정착을 바라보는 다중 스케일적 인식론-

네트워크

(Network)

초국가적 이주 네트워크의 발달-

연쇄이주-

특정 지역에 국지화된 이주자들의 네트워크-

국지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이주자들의 장소적 뿌리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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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에스닉 커뮤니티 성장에 따른 민족경관 형성2 . 

중국과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차이나타운이 존재하지 않는 나

라가 한국이다 정성호 초기에 한국에 이주한 화교에 대한 경제적 ( , 2004). 

배제와 각종 제한 정책들로 인해 화교로 인해 형성된 차이나타운이 발전

하지 못했다.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차이나타운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 

긴 북미지역과 오세아니아 지역에 형성된 차이나타운과 관련된 선행연구

를 통해 에스닉 커뮤니티의 성장과정과 민족경관에 대한 이슈를 파악한

다 또한 차이나타운은 아니지만 비교적 역사가 짧아 한국 내 중국인 밀. 

집지 형성에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하여 일본에 형성된 코리아타

운 사례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현재 한국의 중국인밀집지. 6 ) 특히 본 연, 

구의 대상지인 자양 동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4 .

북미 및 오세아니아 지역의 차이나타운1. 

에스닉 커뮤니티의 정체성 변화와 민족경관을 재구성하는 힘▮

은 오스트레일리아의 차이나타운의 정체성의 변화 과정과 민Mak(2003)

족경관을 재구성하는 힘을 밝히고자 하였다 년대 중반 금광을 중심. 1800 , 

으로 많은 중국인들이 이주하게 되며 금광이 쇠락해 갈 때 즈음 중국인, , 

들이 도시지역으로 이주하면서 공식적인 차별 제재가 가해졌다 오스트, , . 

레일리아는 백인들에 의한 민족주의로 형성된 나라로 초기에는 반중국 , 

폭동 으로 제한적인 이주정책이 발현되었다 따라서 (anti-chinese riot) . 

년대 차이나타운은 범죄의 온상이었고 중국인에 대해 열등하고 방1800 , 

탕한 민족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단지 일부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타락. 

한 차이나타운 도박과 아편 등 은 경험하기 위해 관음증적 차이나타운 ( )

관광이 이루어졌다 세계대전 이후 오스트레일리아는 아시아에 편입되어 . , 

5) 박세훈 (2010 )

6) 본 연구는 초기중국인 이주자 집단의 거주지인 차이나타운 과 차이를 주기 위해 중국인밀집지라는  ‘ ’
용어로 통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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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적으로는 아시아 태평양지역 이 되고 년대 - (asia-pacific region) , 1970

이민법이 개정되며 유럽인과 동등한 이민법이 적용된다 그러면서 다문. 

화주의 에 대한 개념과 함께 중국인의 민족성(multi-culturalism) (Chinese 

이 표면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다 시드니를 비롯한 오스트레일ethnicity) . 

리아의 시의회는 년대의 차이나타운 쇄신 정책으로 매력적인 관1970, 80

광지로 개발하고자 하였다 시드니 차이나타운의 중국인 상인그룹은 시. 

의회와 협상을 통해 차이나타운 쇄신계획 을 세웠고(refurbishment plan) , 

이를 위한 자금의 는 시의회에서 나머지는 중국인 커뮤니티에서 모2/3 , 

아졌다 목표는 시드니에서 동양적인 분위기를 경험하는 것으로 교통로. , 

를 폐쇄하여 보행로를 만들고 중국인 출신 건축가에 의해 디자인되었다, . 

쇄신계획이 되기 전엔 진짜 중국에서 사용하는 물건들 및 중국음식 중, 

국어 서비스 등이 제공되는 등 중국인 커뮤니티의 중심지의 성격이 보였

다 그러나 시의회와 중국상인 위원회의 목적은 좀 더 재밌고 이용자 친. 

화적인 버전의 차이나타운을 만들어 비중국계 사람들을 끌어들이고자 , 

했으며 따라서 마케팅 홍보수단으로 중국스러운 패루 사자상 전등‘ ’ , , , 

파고다스타일 상점공간 등을 활용하였다 즉 실제 문화의 유동성이라는 . 

측면을 반영하기보다는 문화의 고정된 이미지를 재현하여 물리적으로 나

타내는 방식으로 민족성을 상업화하였다 중국인 인구가 늘어나고 시드. , 

니 전 지역에 걸쳐 퍼졌기 때문에 차이나타운은 점차 커뮤니티를 기반, 

으로 하는 성격이 줄어들며 상징적인 중심지이자 비중국인의 지원 의존, , 

적이게 되었다 이전의 소규모 식료품점은 면세상점 선물가게 의류편집. , , 

샵 등 해외 관광객을 위한 좀 더 재미있고 트랜디한 젊은 상점 등으로 , , 

대체되고 차이나타운 내 중국어 서비스 센터 기능도 쇠퇴하게 된다, . 

즉 시드니의 차이나타운은 중국인 커뮤니티의 중심지적 기능에서 결, , 

과적으로 고정된 이미지로의 민족관광 명소화 되는 쪽으로 진행되었고, 

차이나타운은 더 이상 중국인에게 속한 것이 아니며 시드니 그리고 호, 

주 전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차이나타운을 구성함에 있어서 관음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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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상 나 타자 로 취급하여 서구지배적인 권한(voyeuristic object) (other)

을 정당화하며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전형적인 것이든 아니(authority) , , , 

든 동양적인 것으로 재구성 되며 만들어가는 과정 이 계속된다‘ ’ , ‘ ’ . 

즉 차이나타운은 궁극적으로 실존하는 것 없이 이미지만 카피된 시뮬라, 

크르 적 공간이 되며 중국인에 대한 서구적 생각인 동화됨에 (simulacrum) , 

따라 다문화주의의 상품으로 남게 된다.

의 연구는 차이나타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낙후Mak(2003)

된 지역을 재활성화 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사실은 실존하지 않는 중국‘

풍의 상품화된 민족경관을 만들어 냈으며 도시관광의 명소로 자리잡는 ’ , 

과정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주류사회 및 관에 의한 외국인밀집지의 . 

쇄신과정과 상품으로써 차이나타운이 가지는 한계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

한다.

민족성 표현으로써의 민족 상업경관▮

은 토론토지역의 민족 상업경관Zhunang(2015) (ethnic retail landscape)

을 캐나다 다문화주의를 상징하는 요소로 보았으며 연구를 통해 민족성, 

이 어떻게 물리적인 상업공간에 반영되는지 지역 내 민족적 정체성이 , 

에스닉 상업공간을 통해 어떻게 생성되고 재구성되는지 밝히고자 했다. 

연구는 토론토의 에스닉 커뮤니티 지역 내 개의 민족 근린생활시설을 4

대상지로 인터뷰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진행된다 경관은 단지 보여 지. 

는 것을 넘어 사람들과 장소들 간의 상호작용 이며 따라서 (Groth, 1997) , 

민족상업경관이 생성되고 재구성되는 과정은 필요나 가치 문화적 정체, 

성 사회적 규범 그리고 더 나아가 민족 사업가 와 , , (ethnic entrepreneur)

비즈니스 환경 사이에서의 상호작용에 의해 일어(business environment) 

난다 민족성의 상징은 그 민족적 전통에 대한 자부심을 표현된 것이. 

다.7) 이러한 관점에서 특정 민족집단이 주류사회에 동화되며 형성되는  

7) 위 논문에서 인용한 것 재인용 Gans(197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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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경관이 진정한 민족경관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다 하지만 민족성의 . 

표현인 민족 상업경관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키는 요인은 앞서 언급된 것

처럼 특정 민족 사업가 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ethnic entrepreneur)

상점을 운영하가에 달려있다 민족성의 부활의 관점에서 자국민족을 대. 

상으로 상점을 운영하며 자신의 민족적 자부심을 드러낼 수 있다 반면 . 

주류사회에 동화된 관점에서는 자국민 뿐 아니라 오리엔탈리즘

이나 인디안판타지 등 이국적인 분위기를 소(orientalism) (indian fantasy) 

비하고자 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민족경관을 활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 

에스닉한 요소를 인테리어나 외부 장식등에 과도하게 활용하여 상업화를 

극대화 하는 방식이다. 

은 본 논문을 통해 지역의 역동성과 다양성을 이해하는 Zhuang(2015)

것이 민족적 정체성의 표현이 공공공간 및 지역의 자본을 활성화시킬 수 

있음을 밝혔다 또한 다문화성의 풍부함과 에스닉 커뮤니티를 지속가능. 

하게하기 위해서는 관리적 차원에서 지역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스탠

다드한 프로그램이나 어디에서나 적용되는 템플릿과 같은 접근을 피해야 

하며 지역 내 민족집단이 가지는 연속되는 민족적 정체성을 면밀히 이, 

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관협력에 의한 민족경관 관리▮

류주현 은 다문화주의 정책을 최초 도입한 도시인 토론토를 사례(2016)

로 지역상인과 정부와의 협업기구이자 에스닉 성향을 지역경제 활성화로 

적극 활용하는 에스닉 의 특징이 무엇이며BIA(Business Improve Area) , 

문화자산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개의 에서 드러나는 민족경관을 8 BIA

통해 조명했다 에스닉 의 기능은 새로운 이민자들로 하여금 심리적. BIA

인 안정감과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인큐베이터와 같은 역할을 하

며 지역비지니스를 광범위하게 활성화시키며 여러 에스닉타운이 공존하, , 

면서 창조산업의 토대가 되며 다양한 지역성을 내세운 도시관광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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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된다 토론토는 특색있는 볼거리와 먹을거리 등이 있는 다양한 에스. 

닉타운을 도시관광의 거점으로 활용한다 연구자가 토론토를 사례지역으. 

로 선정한 이유는 에스닉 프로그램이 공간적 비공간적 상시적 일시적 1) / , /

이루어지며 단발성의 이벤트가 아닌 지속적으로 진행되며 정책가들, 2) 3)

이 주도하는 하향식의 보여주기 식의 지원이 아닌 함께 즐기는 프로그램

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연구는 약 개월간 토론토의 개 에서 답. 3 8 BIAs

사와 자료조사를 통해 영역 역사 축제 도로표지판 간판 상징적 조형, , , , , , 

물 각 지역에 해당되는 에스닉 성향이 짙게 보여지는 경관을 추출했다, . 

개의 는 차이나타운 중국 제랄드인디아 바자르8 BIA (Chinatown: ), (Gerrard 

남아시아 리틀이태리 이탈리아 코르소이태리Indian Bazaar: ), (little Italy: ), 

이탈리아 리틀포르투갈 포르투갈 그릭타운(Corso Italia: ), (Little Portugal: ), 

캐비지타운 아일랜드 코리(Greektown on the Danforth), (Cabbagetown: ), 

아타운 한국 이다 에스닉 에서는 토론토는 에스닉 를 (Koreatown: ) . BIA BIA

주축으로 에스닉 축제나 여 개의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도시관광으100

로 활용하고 주거 및 상업공간인 에스닉 타운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면서 , 

주민들 간의 사회적 통합을 끌어내고 민족성이 드러나는 흔적들을 보존, 

하고 개발하여 상품화하여 막대한 관광수입과 고용 인력을 창출해내고 

있다고 한다.

류주현 의 연구를 통해 도시관광의 거점으로서의 에스닉타운을 (2016)

활용함에 있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민족. 

성의 표현으로의 이벤트는 단발적인 행사가 아니라 지역의 지속적인 축

제로 자리잡아야 하며 보여주기 식의 하향식 프로그램이 아닌 함께 즐, 

기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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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코리아타운2. 

에스닉 커뮤니티 성장에 따른 지역적 변화▮

다음은 일본 내 한국인 밀집거주지인 도쿄 신오쿠보에 관한 선행연구

이다 위에 언급된 사례들이 주로 차이나타운에 대해 다루었다면 다음 . , 

연구는 해외 거주 한국인타운에 관한 것이다 대상에 있어서 차이가 보. 

이지만 에스닉 커뮤니티와 민족경관을 다룬다는 측면에서 유사하다 또, . 

한 북미지역 및 오세아니아 지역의 차이나타운보다 그 역사가 비교적 짧

으나 지역적 변화가 보여지기 때문에 자양 동 중국인 밀집지에 시사점을 4

제공한다.

이호상 은 일본의 한국인 밀집거주지인 도쿄 신오쿠보의 사례를 (2011)

통해 에스닉 커뮤니티가 지역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밝혔다 이를 . 

위해 한인 커뮤니티의 성장과정과 지역사회의 변화를 분석했으며 그 과, 

정에서 한인 커뮤니티가 지역사회와 어떠한 관계를 맺어 가는지 살펴보

았다 일반적으로 에스닉 커뮤니티는 이질성으로 인해 주변으로부터 격. 

리되어 슬럼화 되지만 신오쿠보 지역의 경우 이질성이 역으로 지역의 , , 

성장을 이끌어내며 한인 커뮤니티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도적인 역할, 

을 했음을 밝혔다 특히 한류 라는 외부적 요인을 통해 이와 관련된 . ‘ ’

에스닉 비즈니스가 성장했으며 이는 폐쇄적이던 에스닉 커뮤니티를 개, 

방시키고 주류사회에 편입하게 하였다 그러면서 신오쿠보 지역은 과거 , . , 

슬럼가의 이미지에서 한류의 중심지로 변화되어 일본 내 한류 관광지와 

같은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고 한다.

일본 내 한국인 밀집거주지 신오쿠보 지역은 한국인이라는 에스닉커뮤

니티와 한류라는 문화적 요인이 작용하여 에스닉 비즈니스가 성장하며 

지역이 활성화 사례로 연구자는 본 연구의 대상지인 자양 동 중국인 밀4

집지의 성격과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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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서울 내 중국인 밀집지3 . 

중국인 국내 유입 배경1. 

박세훈(2010)8)은 한국의 외국인 밀집지역의 역사적 형성과정과 사회공

간적 변화를 밝혔다 국내 외국인 밀집지 중 중국인 밀집지 형성에 관한 . 

역사적 배경은 크게 두 시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개항기에 유입된 청국의 군대와 이들과 동행한 군역상인에 의해 

형성된 청국 조계지이다 개항기에 들어온 중국인들은 한국화교의 기원. 

으로 이들은 개항장이 위치하던 인천 부산 원산을 중심으로 정착하였, , 

다 그러나 한국전쟁 이후 국내 화교들은 경제적 기반을 잃었고 대한민. , , 

국정부 수립 이후 화교경제는 규제강화로 인해 화교사회가 위축된다. 

년 외국인토지소유 금지령이 시행되어 화농 이 몰락하고 화교1961 ( ) , 華農

들은 요식업에 종사하게 되나 년대 이후 물가인상 억제를 명목으로 1970

중국요리점에 대한 규제가 심해졌다.9 ) 해방 이후 밀집지역은 급격한 사 

회변동으로 인해 와해되어 흔적을 찾기 어렵지만 공간적 관성이 남아있, 

어 인천과 부산의 차이나타운은 아직까지 화교들의 거주지로 기능 하지, 

만 크게 인구 증가가 보여지진 않는다 차이나타운은 상가와 중국관련 . 

시설 중심으로 중국풍 테마거리 등이 조성되는 등 관광자원으로 활용하

고자 하는 정책적 지원이 추진되었다.10)

년 이후 소위 코리안드림을 위해 비교적 최근 이주한 중국인 1990 ‘ ’

집단은 크게 한족출신과 재외동포인 조선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년. 1980

대 한국경제가 급성장하고 년 아시안게임과 년 올림픽 이후 노, 1986 1988

동자의 임금이 급증하게 된다 그러면서 국내 저임금 단순 노동 직종의 . 

수요가 늘어났고 년대 초반 외국인 노동자 수입정책과 맞물려 년 , 90 , 1992

한중 수교 이후 중국인의 유입이 시작되었다 특히 한국계 중국인인 조. 

8) 박세훈 (2010 )

9) 앞의 책 , p. 78

10 ) 앞의책 , p.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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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족을 대상으로 한국 정부는 취업비자 와 타 재외동포와 같이 조, (H-2)

선족을 대상으로도 재외동포비자 취득 자격을 확대하였고 그로인해 (F-4)

조선족의 국내유입이 보다 수월해졌다.11) 이들이 형성한 중국인 밀집지 

는 주로 대도시의 저렴한 주택지에 위치하며 교통이 편리하다 한국계 . 

중국인들은 한국어 구사능력을 바탕으로 건설업 요식업 간병인 등과 , , , 

같은 서비스업에 종사하며 상업가로를 중심으로 중국인 밀집지를 형성한

다 그러나 한국계 중국인 밀집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한국문화. ‘ ’

와 크게 차별화됨이 보여지지 않으며 중국음식점이 집중되어 있으나 차, 

이나타운과 비교하여 상품성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정책적 지원이 상대

적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12 )

서울 내 중국인 밀집지 형성2. 

서울 내 최대 중국인 밀집지인 가리봉동 대림 동 자양 동의 형성에 , 2 , 4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지역별 특성 차이를 알 수 있었다, . 

가리봉동의 중국인들은 과거 년대 가리봉동 노동자들이 거주하1970,80

던 주거공간이자 벌집 이라 불리우는 협소한 쪽방에 거주하고 있다‘ ’ . 

벌집은 가리봉동 내의 제조업 공장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비어지게 된, 

다 이후 저렴한 노후주택에 월세의 형태로 단기간 체류하고자 하는 중. 

국인들이 거주하게 되었고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국음식점과 인력사, 

무소 등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중국인 밀집지와 한국인거주지는 공간적 . 

분리가 일어났으며 내부적으로 더욱 낙후되어간다 년 균형발전촉진, . 2003

지구 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며 개보수가 금지되고 열악한 주, 2008 , 

거가 개선되지 못한 채 지역의 쇠락화가 가속되었다 이 지역은 쪽방촌. 

이 밀집되어 단속이 어렵다는 점에서 불법체류자가 밀집하게 되며 불법

11 ) 김인호 (2010), p.110

12 ) 박세훈 (2010), p.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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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장이나 중국인 관련 범죄 등 내부적으로 슬럼화가 되면서 위협적인 

지역으로 인식되어 한국인의 유입이 거의 없게 된다 하지만 중국인 인. 

구가 증가됨에 따라 인근의 저렴한 주택지인 대림 동으로 중국인 밀집, 2

지로부터 확장되었다 대림 동은 서울의 최대 중국인 밀집지로 주거비가 . 2

저렴하고 가리봉동에 비해 주거환경이 양호한 편이다 지하철 호선 환. 2,7

승역인 대림역 주변에 형성되어 교통이 편리하며 역세권을 중심으로 중, 

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점을 비롯한 상업시설이 지역 전역에 넓게 형

성되었다. 

자양 동의 중국인밀집지는 년대 초반에 형성되게 되었는데 동일4 2000 , 

로 길은 원래 성수공단 근로자들을 위한 대규모 식당이 위치하던 가로18

였다 그러나 성수공단 공장의 수가 감소하면서 식당의 손님 수에 타격. , 

을 입었다 동시에 이곳의 상권이 건대주변으로 흡수되고 한국인 음식점. , 

들은 폐업에 이르렀다 그러면서 기존에 존재하던 상업시설 입점에 대한 . 

권리금이 없어지게 되었다 년 한중수교 이후 중국인 근로자가 증가. 1992

하게 되었고 동일로 길을 기준으로 뚝섬방향의 노후주택지에 유입되었, 18

다 그러면서 앞서 언급된 한국 음식점이 위치하던 동일로 길에 년 . 18 2005

처음으로 중국관련 상가가 들어서게 되고 년부터 중국 음식점이 크, 2009

게 증가한다 년 조선족상인회가 광진구청에 요청하여 동일로 길은 . 2011 , 18

양꼬치거리 로 지정되게 되었다 양꼬치거리의 중국음식점은 중국인 ‘ ’ . 

뿐만 아니라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기 때문에 좀 더 외부 개방적인 

성격이 보여지는 중국인 밀집지이다 자양 동은 지하철 호선 환승역인 . 4 2,7

건대입구역이 있어 교통이 편리하다 따라서 성남 잠실 강남 등의 건설. , , 

업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과 강남지역으로 출근하는 사무직 종사 중

국인 건대입구역 인근의 상업시설에서 판매원으로 근무하는 서비스직 , 

종사 중국인 그리고 자양 동의 상점에서 근무하는 상인 등 다양한 직업, 4

의 중국인이 거주한다 또한 인근에 위치한 대학교 한양대 세종대 건국. ( , , 

대 에 중국인 한족 유학생들이 늘어나면서 구획 정리된 다세대 주택가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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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로 길을 기준으로 건대입구역 부분 유입되어 거주지를 형성하였( 18 ) 

다 양꼬치 거리에는 많은 고급승용차가 출몰하는데 이는 인근의 부유한 . , 

중국인 유학생들이 자신들의 부를 과시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러한 이유. 

에서 소황제거리 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이렇듯 자양 동 중국인 밀‘ ’ . 4

집지는 다른 중국인 밀집지에 비해 개방적인 성격을 가진다.

자양 동 중국인 밀집지3. 4

다음은 자양 동 중국인 밀집지4 13)에 관련된 선행 논문이다.

13 ) 이석준 이영민 외 은 자양 동을 조선족 밀집지로 정의하였고 조민경 은 한국계중 (2014), 2 (2012 ) 4 , (2013)
국인조선족 과 그 외의 중국인 한족 을 포함하여 중국인 밀집지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는 조선족상인 ( ) ( ) . 

뿐만 아니라 한족 출신 중국인 유학생 및 중국인 종업원 중국인 관광객 등을 고려하여 자양 동을 , , 4

중국인 밀집지로 정의하였다.   

저자 연구목적 방법 결론

이석준

(2014)

가리봉동 대림동 자, , 

양 동의 형성과정과 4

현황 분석하여 그 차

이의 의미와 발생 원

인을 통해 중국인 밀

집지에 대한 시사점

을 발견하고자 함

지리정보시

스템 을 (GIS)

활용하고 상

업시설 맵

핑 심층인, 

터뷰 설문, 

조사

상업지역의 성장과정에서 한국인의 

유입과 내부적 개선이 높은 차원의 

상권을 형성하며 주류사회 동화과, 

정과 지역 정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슬럼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문화적 상업적으로 성공한 . , 

외국인 밀집지는 거시적 관점에서 

도시의 공간 문화적 다양성을 증·

진시켜 도시의 매력을 높이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주장

이영민 

외2

(2012)

이주자가 새로운 정

착지에서 어떤 사회

적 관계를 구축하여 

로컬에 뿌리내리는지

를  자양동의 중국인

을 대상으로 밝히고 

있음

심층인터뷰 자양동에 정착한 중국인들은 트랜

스 이주자로 단순히 정착지에 적응

하려 애쓰는 수동적 객체가 아닌, 

정착지의 특성을 변화시키는 능동

적 주체임 주류사회의 차별에 저. 

항하며 조선족 네트워크에 의한 사

회적 자본을 형성함 로컬에 공존. 

하는 다양한 주체들은 그들의 사회

표 [ 8 중국인 밀집지 자양 동 관련 논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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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준 은 가리봉동 대림동 자양 동의 조선족 중국인 밀집지의 (2014) , , 4 ( )

상업지역 형성과정을 단계로 설명하였다 단계인 조선족 주거밀집지 5 . 1

조성 단계에서는 주거선택에 있어서 초기 이주자들은 돈을 벌기 위한 목

적이 강하기 때문에 단기계약이 가능하고 주거환경보다는 저렴한 주거비

적 관계를 로컬에 착근시키면서 지

속적인 로컬리티의 변화를 이끌어

냄

조민경

(2013)

자양동이 중국인 밀

집 주거지역으로 변

모하는 과정에서 지

역주민의 반응 지역, 

주민과 한국계 중국

인의 갈등 소통 관, , 

계 및 의식변화에 대

해 살펴봄

심층인터뷰

를 통한 문

화적응 분석

한국계 중국인과 중국인이 자양동 

지역에 유입한 초기에는 서로 부정

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나 대화, 

와 소통을 통해 긍정적으로 인식이 

변화하였음

이용균

(2013)

자양동 중국음식문화

거리를 사례로 한국

계중국인의 장소 점

유에 따른 원주민 상

인의 반응과 태도를 

통해 이주자에 대한 

주류사회의 포함과 

배제 논리를 주변화 

담론을 통해 살펴봄

개 원주166

민 상가 중 

개 상가에 41

대한 심층인

터뷰

(2012.4-6)

자양 동 중국음식문화거리는 가리4

봉 대림 일대와의 차별화를 추구하-

는 과정에서 형성되었고 새로운 , 

한국계중국인의 공동체 공간으로 

작동하면서 발전함 이주자에 의해 . 

로컬이 과거보다 개선되고 발전된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 이주자에 , 

의한 로컬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

는 경향이 있음

방성훈

외1

(2012)

가리봉동과 자양동의 

외국인 밀집주거지들 

간에 내부구성 정주, 

여건 주거이동에 어, 

떤 차이가 보이는지 

밝힘

사진 촬영 , 

각 주거지당 

명 심층면15

접

(2011.10)

중국인 밀집주거지는 서울 서남부

에서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가리, 

봉동과 자양동은 한국사회와의 동

화 적응 정도에 따라 이미 상당히 , 

분화된 양상이 보여짐

가리봉동에 비해 자양동은 한국생

활에 적응한 사람들과 직업 수입, , , 

가족구성 등에서 차이가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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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일자리의 근접성에 초점을 맞추어 주거지를 선택한다고 밝혔다 단. 2

계는 조선족의 자본축적과 네트워크 형성이다 이 과정에서는 순환적 이. 

주나 귀화 등을 통해 노동이주가 장기화 되면서 한국사회에서 경제력을 

축적하는 조선족의 수가 많아지면서 연쇄적 이주가 일어나며 조선족 주

거밀집지를 강화시키는 동시에 지역 네트워크가 강화된다 단계는 조선. 3

족관련 상업시설의 등장이다 이주기간이 장기화 되면서 자본을 축적한 . 

조선족에 의해 음식점이나 식료품점이 개업되고 소규모로 조선족들을 대

상으로 하기 때문에 인테리어에 신경쓰지 않는다고 한다 단계는 조선. 4

족 중심 상업지역의 성장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음식점 뿐 아니라 다. 

른 업종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노동수요를 중계하는 직업소개소 직업교. , 

육학원 나아가 조선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래방 주점 등 업소들이 늘, , 

어난다 이 과정에서는 국내 조선족 사회 네트워크나 이주노동을 통해 . 

축적한 자본으로 개업하는 경우 뿐 아니라 중국에서 축적한 자본력으로 , 

상점을 개업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상업시설의 종류와 수가 많아지. 

면서 상업시설들 간에 경쟁이 심화되며 따라서 임대료가 상승한다 경쟁, . 

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사회에서 대중적인 양꼬치와 같은 메뉴로 음식점

을 개업하거나 인테리어를 좀 더 세련되게 하는 등 주류사회와의 자연스

러운 공간동화 현상이 일어남을 밝혔다.

이영민 외 는 자양 동의 조선족이 중국음식문화거리를 중심으로 2(2012) 4

다양한 공간스케일 한국과 중국 한국 서울 등 에서 작동하는 여러 사회( , , )

적 관계와 상호연결성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주자의 민족경관이 일. 

종의 사회적 자본으로 작용 하는데 이는 중국음식문화거리(Mitchell, 2000)

가 생활정보 일자리 친목 사업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장소로 작동하기 , , , 

때문이다 이영민 외 는 중국음식문화거리를 단순히 고향음식을 제. 2(2012)

공하는 경제활동의 공간을 넘어서 조선족 일상생활 정보가 유통되며 사

회적 자본을 제공하는 장소로의 민족경관임을 주목했다 이러한 사회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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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는 장소 점유에 있어서 한국인보다 조선족이 우위를 차지하게 

하는 토대가 된다 이에 따라 조선족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이 상이하다. . 

조선족들의 유입으로 이익을 본 슈퍼마켓 시장 숙박업 부동산 노후주, , , , 

택 소유자의 경우엔 호의적으로 반응한다 반면 대다수의 상인들은 조선. 

족의 유입으로 우범지대로 인식되는 것에 대한 우려 재개발 가능성의 , 

저하 등으로 부정적인 시선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족은 자. 

체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해가며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정체성을 확보, , 

한다 조선족이라는 독특한 배경은 한국인 주체들과 교섭하며 지역의 변. 

화를 주도하고 있다.



- 34 -

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4 . 

선행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사실 자양 동은 중국인밀집지라기 보다 조4

선족 밀집지로 알려지며 연구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자. 

양 동을 중국인 밀집지로 정의한 것은 자양 동에 조선족 뿐만 아니라 한4 4

족출신 중국 유학생 등이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거점이기 때문이다 따라. 

서 조선족 한국계 중국인 한족출신 중국 유학생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 ), 

중국인 밀집지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가 가지는 차별성은 가로 건축물의 용도 및 업종 변화를 통해 

자양 동 중국인 밀집지의 가로 경관적 변화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면4 , 

에 존재하는 자양 동 중국인 밀집지의 사회 경제적 변화의 생태시스템4 , 

을 밝혀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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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대상지 현황3

절 대상지 일반 현황1 . 

자양 동 연혁1. 4

자양 동은 대통령령 호 공포 로 경기도 고양군 뚝도면 동4 159 (1949.8.13. )

뚝도리에 해당되었다 년 자양 동의 성동구 관할로 성수 가동 에 . 1950 , 4 ‘ 2 ’

포함되었다 년 영동대교가 준공되면서 영동대교와 연결되는 동일로. 1973

가 생기면서 동일로를 기준으로 성수 가동이 분할되었다 당시 자양 동, 2 . 4

은 현재 뚝섬로를 기준으로 성수 가 동 동 으로 분할된다 년 ‘ 2 2 , 4 ’ . 1980

지하철 호선 신설동 종합운동장 구간이 개통되었고 화양역이 위치하게 2 ~ , 

된다 이후 년 화양역은 건대입구역으로 역명이 변경된다 년. 1985 . 1995 , 

법률 제 호 공포 에 의해 성동구에서 분리되어 광진구가 4802 (1994.12.22. )

신설되었고 곧이어 성수 가동은 폐지되고 노유동 으로 신설된다 성, 2 ‘ ’ . 

수 가 동은 노유 동 성수 가 동은 노유 동으로 동 명칭이 변경된다2 2 1 , 2 4 2 . 

년 지하철 호선이 완전 개통되면서 건대입구역은 지하철 호선 환2000 7 2,7

승역이 된다 년 동일로 길에 중국관련 상점이 최초 개점한다. 2001 18 . 

년 동일로 길은 광진구청 환경 개선 시범거리 중 하나로 건대 2002 20 ‘ ’ 

로데오거리로 지정된다 년 노유 동은 자양 동으로 통폐합된다. 2007 1·2 4 . 

동일로 길에 중국식당 점포가 늘어나면서 조선족상인회의 요청에 의해18 , , 

년 광진구는 동일로 길을 양꼬치거리로 지정한다2011 18 . 

인구2. 

광진구 인구변화▮

우선 광진구의 인구변화를 보면14) 한국인 인구가 년부터 년, 1996 1997

14 ) 본 자료의 출처는 광진구 통계연보 년 년 이며 이는 동 단위에서도 국적별로 등록 인구를  (2005 ~ 2015 ) ,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주민등록 통계를 사용한 선행연구 이석준 와 수치에 있어서 차이를 , ( , 2014)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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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살짝 증가하다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가 보여짐을 알 수 있다 이. 

는 년 동안 약 감소한 수치이다 반면 외국인 인구는 년 최20 6.8% . 2011

대치를 달성하고 살짝 주춤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크게 증가한 추세임, 

이 보여 진다 이는 년부터 년까지 약 배 증가한 수치이다 그. 1995 2014 11 . 

래프를 보면 외국인 등록 인구와 중국인 등록인구의 증가추세가 거의 , 

비슷한 패턴으로 보여 지며 그 차이도 여명 인 것으로 보아 광진구, 3,000

의 외국인 인구의 상당수가 중국인임을 알 수 있다.

년도
한국인 

등록인구

외국인등

록인구

중국인

등록인구
년도

한국인 

등록인구

외국인 

등록인수

중국인

등록인구
1995 389,920 1,228 2005 375,613 6,347  4,811 

1996 390,739 1,478 2006 374,442 7,098  5,486 

1997 396,580 1,244 2007 376,572 9,795  8,103 

1998 395,921 1,404 2008 375,482 11,772  9,854 
1999 390,061 1,644 2009 373,998 12,515 10,594 

2000 391,309 1,746 2010 375,463 13,312 11,351 

2001 388,109 1,981 636 2011 371,936 14,737 12,645 
2002 386,511 1,967 395 2012 371,313 12,956 10,891 

2003 384,939 3,730 305 2013 368,927 12,512 10,440 

2004 380,587 4,144 2,688 2014 363,354 14,021 11,736 

표 [ 9 광진구 인구변화] 

그림 [ 6 광진구 인구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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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양 동 내 중국인 증가 추세4▮

자양 동의 한국인 등록수치를 보면 년부터 년까지 다소 급격4 2004 2008

히 늘어나다가 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반면 중국, 2008 . 

인 등록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년에 비해 현재 자양 동 내. 2004 4

에 등록된 중국인 인구는 약 배의 성장이 있었고 현재 자양 동의 중5.6 , 4

국인 인구는 전체 등록인구의 에 해당된다15.8% . 

그림 [ 7 자양 동 인구변화 추이] 4

이렇듯 한국인의 수치가 감소하고 중국인 수치가 증가하는 추세로 미

루어보아 중국인밀집지역임이 확연히 드러난다 정확한 요인은 알 수 없, . 

으나 산업의 쇠퇴로 공장에서 근무하며 배후주거지로 이 지역에 거주하, , 

던 한국인 근로자들이 빠져나가면서 지역에 공동화현상이 일어났으나, 

년도
한국인

등록 인구

중국인

등록 인구
년도

한국인 

등록인구

중국인

등록인구

2004 25,149 777 2010 26,781 2,852

2005 24,444 1,549 2011 26,169 3,345

2006 24,645 1,763 2012 25,409 3,347
2007 25,156 2,704 2013 24,760 3,600

2008 27,657 3,044 2014 23,862 4,523

2009 27,059 3,096

표 [ 10 자양 동 인구변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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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 중국인들이 거주하고 상업가로가 활성화되면서 중국인 등록인, , 

구가 점차 증가했을 것이다 이는 더 많은 중국인 인구를 흡수하며 자양. , 

동 내의 상업가로변의 용도 및 업종 변화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짐작할 4

수 있다.

용도지역 및 개발계획사업3. 

동일로를 기준으로 좌측은 성수동 준공업지역으로 자양 동은 성수동과 4

인접하며 거의 대부분 제 종 종일반주거지역이다 건대입구역을 중심으2 , 3 . 

로 건대입구를 제외하고 한 블록은 일반산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는 자양 동 기준에서 우측 상부 모서리에 해당되며 약 로 자4 21,800㎡

양 동 일반주거지역 면적4 15)의 약 를 차지한다 지하철 호선 조성 3.5% . 7

이후 년 능동로와 아차산로가 교차하는 건대입구 먹자골목과 더샵,  2002

스타시티 그리고 자양 동 로데오거리 일부가 건대입구역 제 종 지구단위4 1

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일반상업지역에 해당된다 동일로와 아차산, . 

로와 접하는 약 깊이의 블록은 제 종일반주거지역에 해당되며 자50m 3 , 

양 구역 주택재건축사업 해당 부지도 포함된다 자양 구역 주택재건축 1 . 1

사업은 년 월 조합설립인가 단계이다 해당 부지는 자양 동 대상지2016 3 , . 4

에 사선 방향으로 위치한 영동교 노룬산시장 아래쪽으로 도로 폭은 최소 -

약 최대 약 정도로 매우 비좁으며 재건축사업 부지로 묶여있1.5m 4m , 

어 개별건축행위가 일어나지 않는다 사실상 자양 구역 주택재건축 사업 . 1

부지를 포함한 양꼬치거리인 동일로 길의 아래쪽 일대의 주택가는  18

년대 건축된 노후 저층주거지로 집값이 저렴하여 성수공단 근로자70,80

들의 배후 거주지와 이후 국내 이주한 중국인의 주거지로 적합했다 이. 

는 이주 집단이 특정 지역에 정착하는 데에 입지적 장점인 교통의 편리, 

낮은 집값 및 물가 주변에 직장이 위치한다는 조건을 밝힌 박배균, (2013)

15 ) 약  627,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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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장과 일치한다.

그림 자양 동 용도지역[ 3-3] 4

지역 내 주요시설4. 

자양 동 대상지 전 노유 동 는 일반주거지역에 해당되며 몇 개의 상업4 ( 1 ) , 

가로로 이루어져있다 양꼬치거리를 중심으로 건대입구 방향으로는 구획 . 

정리된 지역으로 신축 다세대주택이 입지해있으며 인터뷰를 통해 이 구, 

역에 중국인 유학생이나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갖춘 중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양꼬치거리를 중심으로 뚝섬방향은 상. 

대적으로 노후 된 년대 다가구주택이 위치하고 있으나 단일건물단70,80 , 

위로 다세대빌라가 신축되고 있다.

건대입구를 기준으로 좌우로 두 켜의 상업가로가 형성 되어있는데, 

년 환경 개선 시범거리 중 하나인 건대 로데오거리 년 지2002 ‘ ’ , 2011

정된 중국음식문화거리인 양꼬치거리이다 그리고 양꼬치거리 이면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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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정리 되지 않은 구역에 사선으로 영동교 노룬산시장이 위치한다 현재 - . 

대상지 내에 유일한 공원인 노유산 어린이공원엔 자양 동 어린이집이 위4

치한다 대상지 내에 개의 공공기관이 위치하며 주 가로변에 인접하여 . 3 , 

동부여성발전센터 자양건강센터가 위치한다 현재 건축중인 공공힐링센, . 

터는 원래 자양 동 주민센터 자리였으며 이후 광진구 치매지원센터 등 4 , 

공공기관 부지이다 현재 자양 동 주민센터는 현재 대상지 밖 과거 노유. 4

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왕복 차선의 뚝섬로를 경계로 과거 노유2 , 4 1

동이자 본 연구의 대상지인 블록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성화 정도가 낮기 

때문에 블록에 지역의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함으로 추측된다.

그림 [ 9 자양 동 내 입지한 주요시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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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대상지 사회문화적 현황2 . 

자양 동 중국인 밀집지 형성 및 성장1. 4

성수공단의 형성과 산업쇠퇴1) 

년 한국전쟁 중 당시 서울시장 김태선 시장은 서울도시계획서를 1951 , 

발표하였고 서울역을 중심으로 도심 중심 교외지대로 구분하고 거주, , , , , 

상업 공업 혼합 녹지지역을 지정할 것을 발표했다 당시 뚝섬일대는 , , , .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것이 아닌 녹지지역이 주가 되고 일부 주거 공업, , 

의 혼합지역으로 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는 년 조선총독부가 발표한 . 1939

계획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년대 이후 청계천 개발로 밀려. 1950

난 봉제 섬유 금속 기계업체 영세업체들이 지가가 싼 지역으로 이전하, , 

게 되면서 공장지대가 형성되었다, .16 ) 한국전쟁을 거치며 성동교와 뚝섬 , 

사이의 저습지가 매립되면서 공장과 주택지가 만들어졌다 년 군사. 1964

정권은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서 중랑천 한천 뚝섬일대 장안· , , 

평 일대 석관동 일대까지 준공업지역으로 지정한다고 했다 그 결과 중, . 

랑천변과 화양동 자양동 모진동 구의동 광장동 일대에 경공업공장이 , , , , 

입지하게 된다.17) 뚝섬지역은 년 시작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  1966

개발되기 시작했고 이는 공업지구와 주거지구를 조성하기 위함이었다, . 1

차로 성수 가지역이 차로는 성수 가지역이 구획정리 계획이 세워졌다1 , 2 2 . 

뚝섬구획정리사업과 함께 집장사가 몰리며 집을 지으며 동대문 뚝섬지, , ~

역을 운행하던 기동차 궤도가 철거되고 도로 폭을 넓히는 공사가 진행되

었다 년 서울시는 뚝섬지역을 포함하여 개의 지역을 선정하였고. 1968 8 , 

섬유 봉제산업 전자 자동차부속품공업 등이 입지된다 년 정부는 , , , . 1974

뚝섬지역 만 일대를 준공업지역으로 고시했고 영등포 구로공19 7,500 , , ㎡ 

단에 있을 수 없었던 영세업체들이 성수동으로 유입되었는데 특히 봉제, 

공장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봉제공장은 주로 성수 가 동에 집중. 2 2,3

16 ) 동아일보 , 1994.12.12. 

17)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구지 . 1992 p.4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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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몰리게된다 노동집약적 성격이 강한 봉제업으로 인해 이 일대는 . 

주택수요가 늘어났으며 호선 성수역 화양역 현 건대입구역 사이에 주, 2 ~ ( ) 

택이 더욱 밀집하게 되며 공장 노동자들의 배후주거지가 된다, .

이후 수도권정비계획이 발표되었고 이에 따라 소위 굴뚝산업이라 공, 

해 오염시설은 반월공단 인천기계공단 부평 등으로 이전했다 그러면서 , , . 

뚝섬지역은 소규모 업체만 남게 된다 년 지하철 호선이 개통되고 . 1983 2

년부터 시작된 한강종합개발계획의 영향으로 접근성이 향상되자 공1982 , 

장이전부지에 아파트가 건설되었다 또한 년 도심재개발에 따라 중. 1985

구청 일대에 밀집되어 있던 인쇄 업체들이 성수 가 동 일대로 이전하게 2 3

되고 당시 성수공단 이전에 대한 찬반논쟁이 있었으며 이를 해소하기 , , 

위해 정부에서는 성수공단에 최첨단 산업을 유치할 것을 약속하며 아파, 

트형 공장이 들어서면서 성수공단 일대는 노동집약적 산업이 아닌 생활

밀착형산업들로 채워진다.18) 이렇듯 성수공단은 노동시장 개편에 의해  

공장 규모가 축소되며 제조업체가 영세화되었다 게다가 년 , . 1997 구IMF 

제 금융으로 인해 경제위기가 심화되었고 이러한 영향은 제조업이 집적, 

된 성수공단 일대 공장폐업과 인원 감축으로 이어졌다 이는 단순히 산. 

업의 쇠퇴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성수동 공장 노동자의 높은 직주비, 

율(45.7%)19)로 인해 산업 쇠퇴 이후에 노동 인구가 빠져나간 후 지역 공

동화에 크게 일조했다.20 )

노후 주거지에 중국 이주자 유입2) 

년 한중 수교이후 년대 후반부터 성수공단 일대와 화양동  1992 , 1990 , 

봉제공장에 조선족과 한족출신 중국인이 공장근로자로 노동력 수요를 충

족하였다.21) 그러면서 성수공단 노동자들의 배후 주거지였으며 산업의  , 

18) 김희식 (2014)

19 ) 이석준 학위논문 중 최은영 재인용 (2014) (1998) 

20 ) 이석준 (2014)

21 ) 김태국 재한조선족이 만든 서울 최대의 양꼬치거리 길림신문 , “ ”, , 2013.07.05

(http://kr.chinajilin.com .cn/society/content/2013-07/05 /content_111005.ht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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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퇴로 공동화현상을 겪으며 저렴한 임대료로 인해 중국인 노동자들이 

모이게 된다 또한 지하철 호선 건대입구역은 년 지하철 호선이 . 2 2000 7

개통되면서 호선 환승역이 되었고 이러한 교통의 편리는 잠실 강남 , 2,7 , , 

일대로의 건설 현장과의 접근성을 높였다.22) 더욱이 년대 초반 자양 2000

동 일부지역이당시 노유동 뉴타운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재개발4 ( ) , 

지역 예정지인 년대 지어진 노후 저층 다가구주택에 더 많은 중국70, 80

인들이 이 지역 내에 유입되며 자양 동은 중국인 밀집 주거지로 성장하, 4

게 된다.23)

재현의 공간 양꼬치거리 형성3) – 

동일로 길은 성수동과 그 주변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18

영업하던 한국음식점이 위치하던 가로이다 많은 수의 근로자들이 점심. 

시간이 되면 한꺼번에 몰려와 식사를 하기 때문에 일반 음식점에 비해 , 

상대적으로 대규모였다 하지만 성수공단 내 대규모 공장이 수도권으로 . 

이전되면서 소규모 업체만 남게 되면서 한국음식점의 수입이 감소하고, , 

상권이 건대입구 쪽으로 흡수되면서 한국음식점이 하나둘 씩 문을 닫게 , 

된다 심지어 상업점포 임대 시 발생하는 권리금 또한 없어지게 되었다. . 

그러면서 인근에 늘어나고 있는 조선족 인구에 맞추어 어느 정도 자본을 

축적한 중국인조선족 들이 늘어나면서 년경에 중국음식점이 개점하( ) 2001

였다 송화양꼬치를 시작으로 하나둘 씩 중국식당이 들어서며 년부. , 2009

터 중국음식점이 급격히 늘어나게 된다 년에는 총 개의 상가 중 . 2011 226

한국상점이 개이고 중국조선족 상점은 개였다166 , ( ) 60 .24) 그러다가 조선 ‘

족 상인위원회 가 광진구청에 중국음식문화거리로 지정할 것을 요청했’

고 건대 양꼬치거리 로 지정되었다 당시 조선족상인회는 건대차이, ‘ ’ . ‘

나타운 과 건대 양꼬치거리 를 놓고 무엇으로 할지 고민하고 있었’ ‘ ’

22 ) 광진구청 (2016)

23 ) 조민경 (2013)

24 ) 이영민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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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중국음식문화거리 지정 과정에서 한국인 상인들과의 갈등이 있었다, 

고 한다.25) 한국인 상인들의 입장에서 지역이 건대차이나타운 으로  ‘ ’

지정된다면 영업에 더 큰 피해가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조선족상인회에, 

서 건대 양꼬치거리 로 합의를 보았을 것이다 중국인이 이 지역 내 ‘ ’ . 

유입되고 중국음식문화거리를 형성하면서 동일로 길 뿐만 아니라 인근, 18

에 위치한 조양시장 노룬산 시장 등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었다, .26)

인근 대학 내 중국 유학생 증가4) 

년대부터 국내 대학들은 대학 글로벌화를 목표로 외국인 학생을 2000

유치하기 시작한다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 중 중국 유학생 비율은 . 

이상을 차지한다50% .27) 중국 유학생들은 중국과의 인접성 한류열풍과  , 

문화적 유사성 등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 중국에 있는 한국기업 취업하, 

거나 한국에서 취업하기 위함이다.28)

자양 동 인근에는 건국대학교를 비롯하여 세종대학교 그리고 성동구4 , , 

의 한양대학교 등이 위치하며 주말이나 저녁시간에 많은 중국 유학생들, 

이 무리를 지어 자양 동 양꼬치거리의 중국음식점에 방문한다 또한 자4 . 

양 동은 중국음식점 중국식료품점 뿐만 아니라 택배회사 환전소 여행4 , , , 

사 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시설 등 중국관련 점포가 많아 생활하

기에 편리하기 때문에 자양 동 원룸에 거주하는 중국 유학생들도 많다4 . 

양꼬치거리를 기준으로 건대입구 방향 구획 정리 된 다세대주택가 원룸

에는 인근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한족 출신 중국 유학생들이 거주한다 한. 

족 출신 중국 유학생은 다른 중국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높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임대사업을 위해 원룸이나 다세대주택 건축이 

25 ) 이영민 (2011)

26 ) 허남영 중국동포 모인 양꼬치 거리 지역경제 한축 노컷뉴스 , “ ”, , 2011.04.08 .

(http://www.nocutnews.co .kr/news/822056)

27) 년 월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 현황 중 중국인 유학생 만 명 법무부 출입국외국 2016 10 7 508 (57.8%) (

인정책본부)

28) 장암 (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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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고 있다.29) 자양 동에 많은 중국인 유학생들이 거주하고 방문하는 4 , 

데 특히 경제력이 높은 중국 유학생들은 외제차를 몰고 종종 출몰하기 , 

때문에 양꼬치거리는 소황제거리 라고도 불리운다‘ ’ .30)

중국음식문화 정착과정과 홍보5) 

자양동 양꼬치거리는 양꼬치요리 뿐만 아니라 중국 북방지역 냉면 사, 

천지역 요리 광동지역 요리 등 중국 여러 지방의 요리를 판매하고 있다, . 

양꼬치거리는 중국인 뿐만 아니라 한국인 대학생이나 직장인들이 주 고, 

객층인데 특히 맥주와 양꼬치요리를 곁들여 먹는 것이 한국의 새로운 , 

음주문화로 알려지면서 양꼬치거리를 찾는 한국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원래 양꼬치 요리는 중앙아시아 터키 등지 그리고 중국의 서역 등 양고, 

기 소비량이 높은 이슬람권의 요리 중 하나이며 중국 서북지역의 신장, 

자치구 서안지역의 중국 소수민족인 위구르족과 회족의 전통음식이었다, . 

년대 초 중국 내 여행 자유화와 함께 양꼬치 요리는 전국적으로 확1990

산되었고31) 연길 하얼빈 지역 등 조선족자치구에서 주식이 아닌 술안 , ‘

주 로 소비되면서 양꼬치 노점이나 주점이 생겨났다’ , .32) 그러면서 국내 

29 ) 조민기 서울 광진구 상권 건대입구역 중국인 타깃 임대사업 유망 매일경제 ,“ , ”, , 2013.09.13 

(http://news.mk.co.kr/newsRead .php?year=2013&no=846167)

30 ) 남정미 자양동 양꼬치 거리엔 황제 북적 연남동은 중국풍 가로수길 대학가 인근 자양동 환 ,“ ' ' ⼩ … 

전소 중국 택배 편리 유학생 사업가들 몰려 조선일보· · ”, , 15.09.17 ⾏ 中… 

(http://news .chosun.com/s ite/data/html_dir/2015/09 /17 /2015091700263.htm l)

31 ) 박찬일 보들보들 어린 양고기 중국 맥주에 양뀀 구워볼까 매경이코노미 , “ ”, , 13.07.12…
바로 중국식 양꼬치요리 즉 양로우촬 이라는 것이다 촬이라는 한자어가 상형문자처럼 선명하게 , ( ) . ⽺⾁串

이 요리의 성격을 말해준다 조선족이 쓰는 정겨운 말로 양뀀이라고 부르는 이 요리는 거창하지 않은 . 

중국인의 외식이다 원래는 서역 쪽 즉 위구르족의 음식이었다 중략 그런데 요즘은 전국 어디나 . , . [ ] 
이 요리를 판다 냉면이 북방의 음식이었지만 전국에서 먹을 수 있게 된 한국처럼 중략 년대 . . [ ] 1990

초 중국이 아직 적성국가 중공 였던 때에 여행이 자유화됐다 이때만 해도 중국에 양뀀집이 거의 없, ( ) . 

었다 중국의 서부 지역에서 주로 먹던 외식 아이템이었을 뿐이다 조선족 사회에서도 거의 보기 힘. . 

들었다 이젠 어느 도시든 이 요릿집이 점점 늘고 있다 지금은 별도로 제작한 뀀을 많이 쓰지만 당. . , 
시에는 자전거 바퀴살을 주로 썼다 폐기된 자전거에서 수집한 것들이다 껍질 있는 마늘까지 꿰어서 . . 

천천히 숯불에 돌려가며 굽는 옆으로는 자동차가 매연을 뿜으며 질주하는 노변에서 그렇게 양뀀을 , 

먹어야 정말 중국다운 기개 가 느껴지는 음식이다(?) . 

32 ) 조선족출신 대 여성 인터뷰 30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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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중국인 한국계중국인 조선족 유입 중국인 관광객 근로자 유학생 등 ( ) , , , 

중국인 유동인구가 늘면서 한국 내 중국 문화가 자연스럽게 유입되며, , 

중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양꼬치 요리를 메인으로 하는 음식점

이 개점된다 그러면서 국내 중국주류 수입의 증가와 함께 중국맥주와 . 

양꼬치 요리를 곁들여 먹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고 미디어에서 한 배우, 

가 양꼬치엔 칭따오 라는 유행어와 함께 개그소재로 활용하면서 양꼬‘ ’

치거리를 찾는 사람들이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고 한다 모임이나 회식 . 

등으로 주류소비가 높은 한국사회에서 중국맥주와 곁들여 먹는 양꼬치요

리가 새로운 음주문화로 알려지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흐름에 적절하게 . 

자양 동의 중국음식문화거리의 명칭을 양꼬치거리 로 지정하였으며4 ‘ ’ , 

미디어를 통한 홍보는 양꼬치거리가 활성화되는데 일조했다.33)

양꼬치와 칭따오 맥주

사진출처 윌로이 커뮤니케이션( : )

개그 프로그램의 인기로 인해

칭따오 맥주의 판매율이 급증

사진출처 화면 캡쳐( : tvN )

그림 [ 10 미디어를 통한 양꼬치소비 증가] 

33 ) 김경수 요우커 열풍에 중국 술이 마트 위 판매 등극 파이낸셜뉴스 ,“ ' 1 ”, , 2014.12.08.

(http://www.fnnews .com/news/201412080917378403 )
중국인 관광객 근로자 등 중국인 유동인구가 늘며 한국 내 중국 문화 유입이 보다 자연스러워진 것도 , ,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화교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으로 알려진 구로구 가리봉동 광진구 자. , 

양동 등에서 주로 볼 수 있던 중국식 양꼬치 전문점도 종로 강남 등 서울의 대표 번화가에 하나 둘, , 

씩 자리잡기 시작했다 칭따오 맥주는 양꼬치와 곁들여 마시는 것으로도 유명해 한국 소비자들에게 . , 
보다 친숙해진 것으로 보인다 한 배우가 개그로 승화시킨 양꼬치와 칭따오로 인해 한국에서 양. ‘ ’
꼬치에 어울리는 술은 중국 칭따오 맥주라는 인식이 박혀 있다 실제로 양꼬치를 파는 대부분의 매장. 

에서는 칭따오를 팔고 있었다 중략 개그 프로그램의 인기로 인해 칭따오 맥주의 판매율이 급증. [ ] “
했다 년 전과 비교해서는 배가 넘는 수준 이라고 말하면서 과거에는 잘 접하지 못한 맥주에서 . 1 3 ” “
호기심에 한 두병 시켰다면 이제는 술자리 마지막까지 나가는 편이다 양꼬치의 대중화와 더불어 최. 

고의 수혜주인 셈 이다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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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명소화6) 

건대입구역 주변으로는 롯데백화점 스타시티 등 대형쇼핑몰이 위치하, 

며 건대 맛의 거리 건대로데오 거리 등 광진구의 핵심 상권이다 건대, , . 

입구역 주변은 한국인에게 뿐만 아니라 중국 관광객들에게도 인기 있는 , 

쇼핑투어 지역이다 유커 라 불리우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숫자가 . ( ) 游客

일본 관광객 수를 넘어섰으며 국내에 중국인 관광객의 구매력을 의식하, 

여 최근 여행사들은 명동에서 투어해서 경복궁 동대문을 거쳐 복귀하는 , 

코스 내에 건대입구 쇼핑투어 코스에 포함시켰다.34) 지난 년 자양 2015 , 4

동 상부에 위치한 택시 차고지 위치에 코오롱 에서 복합상업시설인 FnC

커먼그라운드를 개점하면서 대 소비층들이 더욱 몰리게 되었다 한, 20-30 . 

국인 뿐 만 아니라 를 통해 많은 중국인들이 건대입구역 커먼그라운, SNS

드에서 쇼핑을 즐기며35) 양꼬치거리에서 식사를 하는 등 새로운 관광지, 

로 각광받고 있다.

34 ) 정윤형 면세점 후보기업들 중국인 싼커 잡기 총력전 시사저널 , “ , ' '”, , 2016.10.24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b/159412)

35 ) 이정흔 다 똑같은 대학상권 개성 갖춘 복합상권 한경 ,“ ? ”, BUSINESS, 2016.01.0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 id=sec&s id1=004&oid=050&aid=0000039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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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11 대상지 현황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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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양 동 에스닉 커뮤니티2. 4

중국인 커뮤니티1) 

다른 외국인 이주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양 동에 거주하는 중국인들 또4

한 친구나 친척 가족 등으로 구성되는 비공식적인 친족네트워크를 통해 , 

지역 내 거주하게 된다 친족네트워크와 관련하여 최근에 보여지는 현상. 

은 대 자녀들이 먼저 한국에 정착하게 되면서 부모를 초청하는 방20-30 , 

식이다 한국사회에서 정착하면서 가정을 꾸리면서 자녀양육에 도움을 . 

받고자 중국에 거주하는 부모님을 초청하는 경우인데 부모세대의 경우 ,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

지만 먼저 이주한 동향사람들과 친목이 형성되면서 적응하는데 좀 더 수

월하다.

아들가족이 한국에 먼저 와서 자제분들은 직장으로 가고 아이를 돌보러 한“... , , 

국에 왔다 아들과 며느리는 명동에 화장품가게에서 일하고 있다 동네에 같은 고향에. . 

서 온 비슷한 나이 친구들이 있어서 덜 외롭다.”
대후반 중국인 여성- 60

또한 자양 동엔 공식적인 커뮤니티인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는 조선족 4

자영업자들로 조직된 건대양꼬치거리 상인회 가 있다 년대에 들‘ ’ . 2000

어서며 자양 동에 중국인이 유입되면서 동일로 길을 중심으로 중국음식4 18

점이 개업되었고 그 수가 늘어나며 중국음식점주들은 조선족 상인협, ‘

회 를 조직하여 상호간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동일로 길에 중국’ . 18

음식점의 수가 늘어나면서 조선족 상인협회는 광진구에 중국음식문화거, 

리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 당시 자신들이 운영하는 지역을 중국음. 

식문화거리로 지정되는 것에 대해 위협을 느낀 한국인들과의 갈등이 있

었다 하지만 동일로 길을 새로운 조선족타운으로 만들고자 하는 열망. 18

은 조선족상인회의 정치 활동을 통해 끝내 건대 양꼬치거리 로 지정되‘ ’

면서 성취된다. 36) 건대 양꼬치거리가 조성된 이후 조선족상인협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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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양꼬치거리 상인회 로 명칭을 변화한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인‘ ’ . 

지 자양 동의 음식점주 일부는 이 소속에서 탈퇴하기도 한다4 . 

건대양꼬치거리 상인회구 조선족상인회는 주로 양꼬치거리에 입점한 식당“... ( )

가나 음식점 주인들이 가입한다 원래 나도 상인협회에 소속되었는데 빠지게 되었다. . 

두부가게는 식료품가게니까 양꼬치가게와 여기는 별개이다 양꼬치장사는 밤늦게 장. 

사하는데 두부가게는 새벽 일찍 나오다보니까 시간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굳이 소속.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서 나오게 되었다.”
대 초반 식료품점 남성- 40

양꼬치 거리 활성화를 위한 조선족 건대양꼬치거리 상인회 전략2) 

광진구 음식문화특화거리 맛의 축제▮

광진구는 지역 내 대 음식문화특화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4

년부터 맛의 거리 축제를 열었다 광진구 내의 대 음식문화특화거2015 . 4

리는 능동능마루거리 구의동먹자골목 미가로거리 젊음의 거리 ‘ ’, ‘ ’, 

건대 맛의거리 그 중 하나인 자양동 양꼬치거리 이다 광진구는 ‘ ’ ‘ ’ . 

지역 별 특성을 살린 음식문화 특화거리 축제를 통해 음식문화공동체로 

네트워크와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취지를 가지고 축제를 개최하였다. 

올해로 회 째 진행되는 맛의 거리 축제는 중국동포가수와 연변가무단2 , 

광진문화원이 공연을 했으며 건대 양꼬치거리 상인회가 주축이 되어 공, 

연장 주변에 간이시식대를 설치하여서 중국 이색음식을 시식해 보는 행

사가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에 진행된 자양동 양꼬치거리 행사는 상징조. 

형물 제막식을 함께 진행하였다 인근 지역 주민들 뿐 만 아니라 소셜네. 

트워크 서비스 의 중국유학생 커뮤니티에 홍보되어 많은 인파가 몰(SNS)

렸다 맛의 거리 축제는 광진구가 건대 양꼬치거리 상인회는 각 식당마. 

다 할인쿠폰을 행사하는 등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적극적인 에스닉 커

뮤니티이다.

36 ) 이영민 외 2 (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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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무대 시식행사 양꼬치거리 축제안내

그림 [ 12 양꼬치거리맛의거리 축제사진출처 직접촬영] ( ) ( : )

하지만 양꼬치거리 축제는 가수공연과 노래자랑 시식회 등 한국의 다, 

른 지역 축제와 프로그램 상 크게 차이가 없다는 한계가 있다.

양꼬치거리 조형물설치▮

년 자양동 조선족상인회의 요청으로 광진구는 동일로 길이 중국2011 18

음식문화거리 양꼬치거리 로 지정했다 당시에 양꼬치거리임을 알리‘ ’ . 

는 조형물은 안내판 형식으로 양꼬치거리 내에 위치한 모든 점포가 기입 

되어 있으며 음식관련업종은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하여 표시하였다, .37)

년 광진구청 동별 주요사업에 의하면 양꼬치거리 조형물 교체 및 2016

설치사업이 계획되었다 이는 건대양꼬치거리 상인회 전 조선족상인회 의 . ( )

요청으로 민간주민참여예산 만원과 광진구청 기획예산 만원 총 4,500 4,500

만원으로 중국문화거리를 형상화한 조형물 식을 설치하였다9,000 2 . 2016

년 월 광진구 대 음식문화특화거리에서 맛의 거리 축제가 개최10 4 2016 

하였고 월 일은 양꼬치거리 축제로 상징조형물 제막식을 함께 진행, 10 19

했다 현재 설치된 조형물은 전 세계 차이나타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 

전형적인 패루 는 아니지만 건축양식 처마를 재해석하고 형상화(paif ng)ā

한 것이다 붉은색과 황색으로 채색하고 한글과 한자를 동시에 표기하여 . , 

중국음식거리임을 인지할 수 있다.

37) 이를 통해 양꼬치거리 지정 당시 에 영업 중인 점포 업종을 파악할 수 있다 (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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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안내조형물

사진출처 직접촬영( : )

년 설치된 조형물2016

사진출처 네이버블로그( : )

패루Boston Chinatown 

사진출처 위키피디아( : )

그림 [ 13 게이트 조형물] 

하지만 초기 조형물과 년 설치된 조형물 모두 동일로 길 양 끝단 2016 18

동일로 자양동 와 능동로 자양동 와 접하는 부분에 설치되어있는( 3-1) ( 25-2)

데 이 위치는 유동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도보방문자에게는 인지되기 , , 

어렵다 동일로와 능동로는 각각 영동대교 청담대교 방면으로 고가 차도. 

가 위치하여 오히려 양꼬치거리 차량 진입로처럼 보인다 해외의 여러 . 

차이나타운은 차량진입을 막고 가로공간을 보행로로 설계하여 차이나타

운을 상징하는 진입 게이트로 활용하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그림 [ 14 양꼬치거리 조형물 위치] 

사진출처 지도 직접표시( : Dau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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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강화와 인식개선을 위한 외국인자율방범대▮

자양 동에 중국인 상권이 형성되면서 중국인 관련 범죄가 발생하기도 4

하였다 이로 인해 심리적 불편함이나 위화감을 느끼는 한국인 주민들이 . 

많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치안유지 및 범죄 예방을 통해 양꼬치거리를 .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년 자양 동의 중국인 주민들과 상인회 2012 4

회원들은 자발적으로 외국인자율방범대를 발족하게 된다 이들은 년. 2013

엔 방범대의 활동거처인 근무 초소를 설치하며 광진구경찰서와 함께 자, 

율방범 활동을 해오고 있다.

그림 [ 15 자양 동 외국인자율방범대사진출처 아주경제] 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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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대상지 가로 분석4

절 대상지 가로 선정1 . 

사전 관찰조사를 통한 자양 동 가로 공간 특성1. 4

연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에 앞서 사전 관찰조사를 통해 대상지의 ,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림 [ 16 사전관찰조사를 통한 맵핑] 

양꼬치거리에 중국관련 업종이 밀집되어 있으며 한국인을 대상으로 , 

하는 상점은 영동교 노룬산시장 가로 주변에 위치해 있다 영동교시장과 - . 

노룬산시장 중간에 교차하는 사선의 뚝섬로 길에 일반적인 생활편의업23

종 위주의 상점이 위치하여 분위기가 상이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로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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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리 양꼬치거리를 관통하는 아차산로 길은 교차하는 가로의 특징에 - 30

따라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 특히 한국인 위주의 생활가로와 접하는 부. 

분에 위치한 슈퍼 앞 공간은 가변적인 사용이 일어난다 과일 채소 노점. , 

이나 간이 의자나 식탁을 두어 휴게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관찰조사에 따라 밝혀낸 잠정적인 가로별 특성은 다음과 같다.

용도 및 업종 변화가 비교적 활발한 가로 선정2. 

사전 관찰조사를 바탕으로 대상지 가로 선정을 할 수 있었다 자양 동 . 4

대상지의 공간적 범위는 자양 동 중에서 이전에 노유 동에 해당되며 양4 1 , 

꼬치 거리가 형성된 가로 세로 인 블록이다 주요 가로는 640m 600m . Ⓐ

로데오거리 양꼬치거리 이 두 가로를 이어주는 가로 가로와 골, , , (C)Ⓑ Ⓒ

목시장인 영동교 노룬산 시장과 교차하는 가로이며 주요 가로와 연- (D) , 

결되며 용도 업종 변화가 비교적 활발한 세부 가로 개를 추가하여 총 , 2

개의 가로를 선정하였다 선정한 개의 가로는 도로명 가로 성격 가로6 . 6 , , 

변 길이 도로폭 등으로 정리하였고 다음과 같다, .

도로명 주이용자 가로특성

동일로 길20

로데오거리( )

방문자 커먼그라운드로 인해 가로의 활성화

리모델링 신규오픈활발, 

동일로 길 18

양꼬치거리( )

방문자, 

중국인 거주자

양꼬치거리를 중심으로 음식점이 다수를 차지하지

만 최근 물류회사점포가 늘어나고 있음. 

편의점 월 사이 두 점포 오픈7,8 .

뚝섬로 길27

아차산로 길( 30 )

방문자 중국, 

인 한국인 거·

주자

뚝섬로 길은 로데오거리 양꼬치거리 일반적인 27 , , 

근생시설 위주의 뚝섬로 길과 교차하며 대상지의 23

모든 경관을 담고 있는 스펙트럼과 같은 가로

뚝섬로 길23 지역주민 보편적인 생활편의업종 가로 한국인이 운영하는  . 

상점이 주를 이루고 띄엄띄엄 중국식료품점 위치

표 [ 11 가로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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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도로명 가로성격 가로변 길이 도로폭

A 동일로 길20

로데오거리( )

상업가로 610m 8m

B 동일로 길 18

양꼬치거리( )

상업가로 610m 10m

C 뚝섬로 길27

아차산로 길( 30 )

상업가로 430m 8m

D 뚝섬로 길23 상업가로 494m 2-10m

E 아차산로 길26 상업 및 주택가 222m 8m

F 능동로7 상업 및 주택가 335m 8m

표 [ 12 연구 대상지로 선정된 가로] 

그림 [ 17 연구의 공간적 범위 대상지 내 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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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가로 현황 및 건축물 용도변화2 . 

가로 건축물의 건축년도와 가로의 성격1. 

가로변 건축물의 건축년도를 통해 가로의 성격을 확인하고자 한다 가. 

로변에 따라 평균 건축년도에 있어서 차이가 보여 지는데 년대 건, 1970

축된 건축물 비율이 높은 가로는 가로와 가로이며 각각 B C , 52.9%, 47.5%

로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가로의 건축물이 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40

다 따라서 건축한지 년이 넘은 년대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의 비. 30 1980

율이 높은 가로 또한 가로와 가로로 각각 나 된다B C , 64.3%, 72.5% .

년대에 신축된 건축물 비율이 높은 가로는 를 제외한 가로1990 B, C A (44.6%), 

가로 가로 가로 이다 또한 비교적 최근인 D (37.3%) E (44.8%), F (37.5%) . 2010-2016

년 사이에 신축된 건축물 비율이 높은 가로는 가로 와 가로 이E (10.3%) F (16.7%)

다.

가로는 로데오거리로 지정 년 되기 전인 년대부터 옷가게가 A (2002 ) 1990

즐비한 상업가로였으며 그 기간에 해당되는 년대에 전체의 절반에 , 1990

가까운 건축물의 신축이 이루어졌다.

가로와 가로는 자양 동의 대표적인 가로로 가로는 양꼬치거리로  B C 4 , B

중국음식점을 중심으로 중국관련상점 비율이 상당히 높고 가로는 일반, C

상업시설과 생활편의시설 그리고 최근 중국관련상점이 증가하고 있는 , 

가로이다. 

가로는 영동교 노룬산시장으로 가는 길목에 해당되는 가로로 빌라 D -

등 다세대주택이 위치하며 영동교 노룬산시장과 가까워질수록 층 부분, - 1

을 상점으로 활용된 건축물이 다수 위치해 있어 상업가로와 생활가로의 

성격이 혼합되어 있다.

가로와 가로는 최근 신축비율이 높은 가로이며 다른 가로에 비해 E F , 

생활가로의 성격이 두드러지는 가로이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건축물의 신축시기의 비율은 가로변의 성격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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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상업가로의 성격이 강한 . 

가로의 경우에 건물노후도가 상당히 높았는데 이는 점포를 임대하여 상, 

점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건물이 오래됨에도 불구하고 유사. 

한 성격의 점포가 모여 있을 때에 가로활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 반면 . 

생활가로 즉 주택가의 경우 비교적 신축이 활발히 이루어짐을 확인할 ,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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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건축년도 건축물 수개( ) 비율(%) 주 신축연도

A

동일로 길20

로데오거리( )

1970~1979 11 16.9 년대1990

1980~1989 18 27.7
1990~1999 29 44.6

2000~2009 5 7.7

2010~2016 2 3.1

65 100
B

동일로 길18

양꼬치거리( )

1970~1979 37 52.9 년대1970

1980~1989 8 11.4

1990~1999 16 22.9

2000~2009 5 7.1
2010~2016 4 5.7

70 100

C

뚝섬로 길27

아차산로 길( 30 )

1970~1979 19 47.5 년대1970

1980~1989 10    25.0
1990~1999 8 20.0

2000~2009 2 5.0

2010~2016 1 2.5

40 100

D

뚝섬로 길23

1970~1979 19 28.4 년대1990
1980~1989 14 20.9

1990~1999 25 37.3

2000~2009 8 11.9

2010~2016 1 1.5
67 100

E

아차산로 길26

1970~1979 5 17.3 년대1990

1980~1989 8 27.6

1990~1999 13 44.8
2000~2009 - -

2010~2016 3 10.3

29 100

F

능동로7

1970~1979 8 33.3 년대1990
1980~1989 2 8.3

1990~1999 9 37.5

2000~2009 1 4.2

2010~2016 4 16.7
24 100

표 [ 13 가로 별 건축물 건축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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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건축년도 별로 맵핑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 18 건축물 건축년도] 

년대 지어진 건축물이 밀집된 부분은 가로변 일부와 가로사이70 B A,B

에 위치한 가로의 일부 가로 가로의 교차점 가로와 가로의 교차C , A C , B C

점 영동교 노룬산 시장과 가로의 교차점이다 위 가로의 교차점은 대, - E . 

게 근린생활시설 위주의 상업가로가 만나는 교차점으로 대체적으로 점포

가 비어있지 않기 때문에 신축이 일어나기 어려우며 따라서 건축물의 , 

노후도가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가로변의 년대 건축물은 이격거리가 . B 70

거의 없는 연벽 건축물로 이루어져있다 다년간 방치되다가 저렴한 임대. 

료로 인해 중국관련 상점이 들어서면서 신축이 크게 일어나지 않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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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가로는 년대 신축이 가장 활발히 일어났으며 맵핑한 결과를 보면 A 90

교차점을 경계로 띠처럼 보인다 건대입구 상권이 형성되며 동시다발적. 

으로 신축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건축물 용도 변화2. 

건축물 용도 현황1) 

다음은 건축물대장의 기록을 바탕으로 맵핑한 결과이다 대상지 내의 . 

블록은 제 종 근린생활시설 위주의 상업가로인 가로 가로 가로와 1,2 A ,B ,C

주택가인 가로 가로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가로와 가로의 일부 E , F . E F

저층부에 소매점이나 물류회사 등의 업무시설이 위치한다 가로는 가. D B

로와 가로에 약 도 정도의 사선방향으로 교차하여 위치하며 가로C 45 , C

와 교차하는 부분과 영동교 노룬산시장과 교차하는 부분은 저층부에 제-

종 근린생활시설이 점포가 위치하는 등 상업화가 진행되었다1,2 .

로데오거리인 가로는 보세의류 중심의 가로로 로데오거리로 지정되A

었으나 최근엔 의류매장이 크게 줄어들고 몇 개의 브랜드상점이 위치하, , 

며 최근 상업화가 진행되면서 음식점이나 카페 등 식음위주의 가로가 되

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 종 근린생활시설과 제 종 근린생활시설이 거의 1 2

비슷하게 보여진다.

가로는 양꼬치거리로 지정되었으며 양꼬치 음식점을 비롯한 중국인B , 

음식점 특성상 주류 판매 및 음주행위가 가능한 일반음식점으로 지정되

어야 했을 것이며 따라서 가로의 건축물용도는 대부분 제 종 근린생활, B 2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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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19 건축물용도] (2016)

용도변화 분포 양상2) 

다음 그래프는 년도 별 용도변화의 횟수를 누적한 그래프이다 년. 2008

에 용도변화횟수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년 년 년에 용도, 2001 , 2008 , 2013

변화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그림 이는 년에 가로가 로데오거. [ 4-5] 2002 A

리로 지정된 이후 년에 가로가 용도변화가 급격히 일어난 것으로 , 2001 A

보인다. 

또한 년엔 모든 가로에서의 용도변화가 활발히 일어났는데2005-2009 , 

특히 가로 전반적으로 용도변화가 진행되었다 건축물대장 기록을 B, C . 

살펴본 결과 가로의 용도변화는 용도변경 시 점포가 분할되는 경향이 , B

보이기도 했다 이는 양꼬치거리 형성 전에 성수공단 근로자들을 위한 . 



- 63 -

대규모의 한국인 음식점 창고 등으로 사용하던 건축물을 분할하여 작은 , 

규모로 활용한 결과이다 용도변화는 모든 가로에서 전반적으로 일어났. 

으며 주로 가로가 교차하는 면에 위치하거나 건축물의 규모가 상대적으, , 

로 큰 경우 용도변화 횟수가 더 많이 일어난다는 일반적인 특성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가로의 경우엔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용도. B

변화 횟수가 회 이상인 경우가 나타난다 초기의 용4-5 (12-3,10-20,9-34). 

도변화에 있어서 점포가 분할되는 것과 반대로 자본을 축적하여 사업을 , 

확장하는 경우엔 점포의 통합이 이루어진다 과 의 경우 층 . 12-3 10-20 4,5

높이의 건물로 층 부의 하나의 점포였던 중국음식점이 확장되며 층 전1 1

체가 중국음식점으로 되고 층의 점포에 여행사나 중국동포지원센터와 , 2,3

같은 행정서비스를 지원하는 제 종 근린생활시설인 사무소나 당구장1 , PC

방과 같이 유흥관련 종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위치하고 있다 이렇듯 중2 . 

국관련 업종 점포가 양꼬치거리에 위치하게 되면서 용도변경도 활발히 , 

일어나며 가로가 활성화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그림 [ 20 년도 별 용도변화 횟수 누적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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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21 건축물 용도변경 횟수 ] 

시계열에 따른 용도변화3) 

시계열에 따른 용도변화는 장에서 다룬 자양 동 중국인 밀집지 형성3 4

과 성장에 관한 내용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문화적 맥락이 . 

어떻게 건축물의 용도변화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년1995-1999▮

년의 용도변화를 살펴보면 특히 가로의 신축과 용도변1995-1999 A, D

화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그에 비해 가로는 일부 용도변화가 일어난, B

다 가로의 경우 건대입구역 상권이 형성되면서 일반 주택의 층이 소. A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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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점으로 용도가 변경되었다 가로의 경우 가로와 교차하는 부.(7-34) D , B

분의 주거용도의 신축이 일어난다 반면 가로는 큰 규모의 식당이나 건. B

축자재가게 같은 것이 있었는데 인근 성수공단의 산업이 쇠퇴하였고 소, 

매점이나 근린생활시설 점포가 일반 주거용도로 바뀌거나 근거리 (4-10), 

거주자의 감소로 노유자시설 아동시설이 근린생활시설학원으로 용도가 ( ) ( )

변경되었다(10-20).

그림 [ 22 년 신축 및 용도변경 건축물] 1995-1999

년2000-2004▮

가로가 로데오거리로 지정 이후 가로가 더욱 활성화되면서 용A (2002) A

도변화 활발히 진행되었다 특히 교차되는 부분의 경우 건축물에 용도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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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활발하다 중국인들이 지역 내 유입되고 가게를 개점되고 그에 따라 . , 

보증금이 거의 없고 임대료가 낮은 가로의 용도가 일부 변화한다 이, B . 

렇듯 중국인이 유입되면서 점차적으로 지역 내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게 

되고 번지 주택의 경우 층 주거용도가 제 종 근린생활시설인 부동6-19 1 2

산중개업소로 용도변경 되었다. 

그림 [ 23 년 신축 및 용도변경 건축물] 2000-2004

년2005-2009▮

거의 모든 가로의 용도변화가 활발하며 특히 가로는 전반적으로 , B, C

용도변화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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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24 년 신축 및 용도변경 건축물 ] 2005-2009

이는 중국인의 유입이 많아지면서 자양 동 가로가 전체적으로 활성화 4

된 결과이다 성수공단의 산업 쇠퇴로 인해 자양 동의 거주인구가 줄어. 4

들며 공동화 현상을 겪게 되면서 자양 동 내에 있는 영동교 노룬산시장, , 4 -

당시 노룬산시장까지 쇠퇴하게 되었으나 저렴한 임대료로 인해 중국인 ( ) , 

밀집지역이 되면서 지역이 다시 활성화가 된다 또한 중국음식점이 증가. 

하면서 식재료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인근에 위치한 영동교 노룬산시장, , -

이 이전보다 활성화될 수 있었다.

옛날엔 다 죽었었는데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상권이 좋아졌어 노룬산시장이“... , . 

고 뭐고 다 죽었었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생활할 집을 다 여기에 구하니까, . 

그리고 그 사람들은 많이 먹고 돈을 많이 써 중략,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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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룬산시장도 잘되고 뭐든지 중국사람들 때문에 잘됐어 솔직히 여기 옛날에는 . 

건물 가진 사람들 임대료 못받아서 난리였어.”
알파문구 사장 대후반 남성- 50

게다가 가로의 경우 층까지도 일반음식점 용도로 변화하는 상황이 B 2

보여진다 의 경우 기존의 용도를 알 수 없지만 지하 층과 지상 층. 11-5 1 1

이 제 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부동산중개업소 로 변화하고 단독주2 ( , ) , 

택이던 지상 층이 제 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으로 변화하는 등 층2 2 ( ) 1

뿐 아니라 지하와 지상 층까지 일반음식점으로 용도가 변화한다 일반적2 . 

으로 층의 경우 접근성이 좋지 않아서 개점을 꺼리는 경우가 많은데2 , 1

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중국음식점을 

개업함에 있어 자본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비교적 규모가 작은 건물에 , 

층뿐만 아니라 층까지 임대하여 일반음식점을 개업한다1 2 .

지상 층 용도 알수없음1 : 

지상 층 용도 단독주택2 : 
▶

용도변경 전 용도변경 후(2009 )

그림 [ 25 용도변경사진출처 거리뷰] 11-5 ( : Daum )

년2010-2014▮

대상지 전반적으로 용도변화가 활발히 일어났다 가로의 용도변화는 . A

대개 제 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에서 제 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으1 ( ) 2 ( )

로 용도변경되거나 동일한 제 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에서 휴게음식점, 1

으로 업종변화만 있는 경우가 많았다 가로인 로데오거리는 원래 이름. A

과 같이 의류 상점이 즐비한 길로 브랜드의류매장과 보세의류매장이 위

치했었고 년 광진구청에 의해 노유로데오거리 전 자양 동 명칭 노, 2002 ( 4 : 

유동 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년 월 대상지 맞은편에 롯데백화점 ) . 200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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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스타시티점이 개점하면서 로데오거리의 의류 상점들은 점차 문을 , 

닫게 된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카페나 음식점 등 식음중심의 점포가 . 

늘어나고 있다. 

로데오도 전부 옷가게였는데 백화점 들어와서 옷가게가 다 나갔잖아 백화점이 “... , . 

더 싸게 팔고 교환도 해주는데 누가 여기서 옷을 사 그래서 전부 먹자식음가 줄줄이 ? ( )

생겨버렸어 옛날엔 먹는데 하나도 없었지. .”
알파문구 사장 대후반 남성- 50

과 을 보면 소매점 중 하나인 옷가게에서 제 종 근린생활시설8-21 9-31 1

인 휴게음식점 제 종 근린생활시설인 일반음식점으로 바뀌었고 그 후에, 2 , 

도 여러 차례 카페나 점포가 바뀌고 있다. 

▶ ▶

2009 2013 2016

그림 [ 26 용도변경사진출처 거리뷰] 8-21, 9-31 ( : Daum ) 

로데오거리는 젊은층이 선호하는 식음중심의 가로가 되며 결과적으로 , 

현재는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중국인 관광객의 쇼핑투어 코스로 

자리잡는 데에 일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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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27 년 신축 및 용도변경 건축물 ] 2010-2014

같은 시기에 가로 또한 회의 신축과 회의 용도변화가 나타나며 B 5 19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신축된 건축물은 공동주택이나 원룸형식의 다가. 

구주택이다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의 경우 보통 저렴한 월세를 찾으나. , 

경제적으로 기반을 잡은 젊은 자영업자나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인근 대

학가의 한족출신 유학생의 경우 시설이 양호한 원룸을 선호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원룸임대사업, 38)이 자양 동 대상지 내에서 4

이루어지고 있으며 양꼬치거리도 예외가 아니다 은 건축물대장에 , . 13-40

신축에 대한 기록이 갱신되지 않아 확실하지 않지만 다음 로드뷰 (Daum) 

38) 서울 광진구 상권 건대입구역 중국인 타깃 임대사업 유망 매일경제 일자 , , (2013.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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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통해 년 월과 년 월에 신축된 것으로 추측되는 다세2013 4 2014 4

대건물이다 최소한의 주차대수를 확보하고 층에 제 종 근린생활시설로 . , 1 2

중국음식점이 위치한다.

층에 중국식당을 임대주고 나머지는 원룸이다 중국인들은 월세로 장“...1 . 100% 

사한다 그래서 여기양꼬치거리 건물들이 다 낡았다 빨리 재건축 되야하는데 중국. ( ) . , 

사람들 때문에 어렵다. 

우리집 건물에 사는 사람들은 다 중국사람이다 대학생들도 있고 월세수입이 괜. , 

찮아서 나이 들어서 먹고살만 하다 동네가 좀 시끄러워서 그렇지 월세도 꼬박꼬박 . , 

잘 낸다.”
대후반 여성 건물주- 60 13-40 

한국주인들은 중국사람들에게 집을 안내주려고 한다 지저분하게 쓰니까 그“... . . 

런데 지금 우리집에도 중국인 유학생들이 살고 있다. 

중국사람들은 세를 절대 밀리지 않고 의외로 꼬박꼬박 잘 낸다 중국인들은 세를 . 

찾을 때 싼 것만 찾는다 그런데 유학생들은 좀 다르다. ”
대초반 남성건물 건물주 - 70 4-5 

년과 년 사이 두 차례의 용도변화가 일어난 은 층에 위2010 2014 10-20 1

치한 소매점의 용도가 일반음식점인 제 종 근린생활시설로 바뀌었다 이2 . 

것은 기존에 위치하던 개 점포 중 중국음식점에 사업이 확장되면서 나2 , 

머지 한 개 점포와 통폐합 한 결과이다 이는 미디어에 양꼬치 음(2013). 

식점이 노출되면서 홍보효과를 통해 매상이 늘어나며 사업이 확장된 경, 

우이다 해외의 차이나타운과는 달리 서울 내 많은 중국인 밀집지의 중. 

국인 상인은 상당수가 한국어가 능통한 조선족 한국계중국인출신 중국( )

인으로 한국생활에 적응해 나가며 자본을 축적하거나 조선족커뮤니티의 , 

도움으로 중국음식점을 개점하고 그 이후 사업을 확장시키는 방식으로 , 

한국의 주류사회에 편입되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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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변경 전(2011 ) 용도변경 후(2013 )

그림 [ 28 용도변경사진출처 거리뷰] 10-20 ( : Daum ) 

  

  

또한 년 개 층에 위치하던 노유자시설 아동시설 이 학원일반근린1997 2 ( ) (

생활시설으로 바뀌었으며 이후에 층에 위치하던 노유자시설아동시설) , 2 ( )

도 중국인을 위한 제 종근린생활시설인 인터넷 컴퓨터게임제공업 시설2

방 으로 용도가 변경되었다(pc ) (2014). 

년 이후2015▮

앞의 기간에 비해 짧은 기간 년 이라 용도변화가 크게 일어나지는 않(2 )

지만 가로별로 개별 건축물의 신축이 일어나고 있다 가로에 위치한 , . A

택시차고지로 쓰이던 유휴지 에 복합상업시설인 커먼그라운드가 개(17-1)

점하게 되었고 기존에 위치하던 건대입구역 상권과 함께 를 통해 , SNS

대 젊은 층 뿐만 아니라 중국 관광객에게도 양꼬치거리와 함께 쇼20-30

핑투어 코스 중 하나로 알려지게 되었다.

▶

유휴지사용 년 이전(2015 ) 신축 후 년 이후(2015 )

그림 [ 29 용도변경사진출처 거리뷰] 10-20 ( : Dau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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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먼그라운드 개장 이후 이면가로인 가로의 주택의 저층부가 디자인 E

편집샵 수제구두점 등 소매점으로 용도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가로는 , . E

또한 가로인 양꼬치거리의 이면가로로 임대료가 저렴하여 양꼬치거리 B

인접한 부분에 중국음식점이 위치해왔으며 년 지번의 층에 , 2015 13-3 4

제빵과 요리 자격증을 취득하여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하는 학F-4

원이 위치한다 이 건축물에는 년 월 층에 편집샵 내부인테리어 . 2016 9 1,2

공사가 진행되었다 커먼그라운드 개장 이후 젊은층을 대상으로 하는 디. 

자인 편집샵이 하나 둘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 업종과 이용대상이 혼재되

거나 충돌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 30 용도변화] 10-12, 13-3, 13-62 

사진출처 직접촬영( : )



- 74 -

그림 [ 31 년 이후 신축 및 용도변경 건축물]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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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가로 별 용도변화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가로
주 

건축년도

주 용도변화 

년도
용도변화 특성

A 년대1990 대부분 주택 종근생소매점1 ( ) (1995-1999)▷

종근생소매점 종근생일반음식점1 ( ) 2 ( )▷

년이후(2010 )

B 년대1970 년 이후 2005 종근생소매점 주택 1 ( ) (1995-1999)▷

주택 종근생부동산2 ( ) (2000-2004)▷

종근생소매점 종근생일반음식점1 ( ) 2 ( )▷

년이후(2005 )

노유자시설 종근생컴퓨터게임제공업2 ( )▷

(2010-2014)

C 년대1970 년 이후 2005 종근생소매점 종근생일반음식점1 ( ) 2 ( )▷

년이후(2005 )

종근생게임제공업소 종근생노래방2 ( ) 2 ( )▷

(2010-2014)

D 년대1990 년 이후 2005 주택 종근생소매점 년이후1 ( ) (2005 )▷

E 년대1990 년 이후 2000 주택 종근생소매점 년이후1 ( )(2010 )▷

F 년대1990 년 이후2000 교차점 부근에서 주로 일어남C,D 

주택 종근생소매점 년이후1 ( ) (2000 )▷

표 [ 14 가로 별 용도변화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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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중국관련 업종의 변화3 . 

다음은 업종변화에 관한 것으로 본 연구의 특성상 중국관련 업종 변화

에 주목하였다 포털사이트 다음 지도의 로드뷰 서비스가 제공하. (Daum) 

는 년부터 현재 년까지의 자료를 통해 가로 건축물의 전체 점2010 (2016 )

포 대비 중국관련 업종 점포의 비율이 어떠한지 그리고 중국관련 업종 ? 

안에서도 업종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제공되는 자료의 . 

한계로 앞서 용도변화 만큼 장기간의 변화를 살펴볼 수는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용도변화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누락된 부. 

분이 많고 세부적인 변화를 살펴보기에 어려움이 있는 건축물대장에서 , 

다루지 못한 부분을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보다 면밀히 지역적 변, 

화와 중국인들의 필요나 미시적인 사회문화적 배경을 확인할 수 있다.

가로별 중국관련 업종 점포 분포1. 

먼저 현재 자양 동에 입점한 중국관련 업종 점포를 맵핑한 결과이다 이를 4 . 

통해 중국관련 업종 점포의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 중국관련 업종은 대체적. 

으로 대상지 내의 대부분의 가로에 편만하게 위치하고 있다 가로와 가로를 . B C

제외하고는 대체로 한 건축물에 한 개의 점포가 위치하며 띄엄띄엄 위치해있

다 하지만 가로인 양꼬치거리와 가로는 거의 대부분의 건물마다 중국관련 . B C

업종 점포가 위치해 있있다 가로를 중심으로 가장 많은 점포들이 위치해 있. B

으며 한 건물 내에 최대 개의 점포가 위치하기도 한다 중국관련 점포의 개, 5 . 

소수가 건축물의 크기와 비례한다고 볼 수 없지만 대체로 한 건축물에 중국, 

관련 업종 점포가 위치하면 인근에도 생겨나는 식이다 보통 교차하는 가로변 , . 

건축물이 임대료가 높기 마련인데 대체적으로 교차하는 가로변 건축물에 여러

개의 중국관련점포가 위치한다 이는 자양 동의 중국인 상인들이 경제적으로 . 4

안정되면서 공간적으로 위계가 높은 가로가 교차되는 부분을 점유해 감을 보

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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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32 건축물 내 중국관련 업종 점포 개수 ] 

중국관련 업종의 시계열에 따른 변화 2. 

중국관련 업종 시계열 분포 양상1) 

전체적으로 시계열 변화를 보면 년 초기에 가로는 대부분 중국2010 B

음식점 점포로 가로에 전체적으로 넓게 분포되어 있으나 가로와 교차B C

되는 부분은 중국관련점포가 아닌 일반 근린생활시설 점포가 위치해 있

었다 가로는 환전소나 여행사 등 행정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업. C

종 점포가 가로와 교차되는 오른쪽 아랫부분에 밀집되어 있다 시간이 B . 

지나면서 대상지 전반적으로 중국관련 업종 점포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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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며 가로의 중국음식 점포는 가로가 교차하는 중앙부분을 점유해, B C

가고 있다 또한 햇수가 지나면서 점차 가로변의 건대입구역과 가까운 . C

건축물의 점포까지 점유해가고 있으며 업종에 있어서도 중국음식점과 중

국인을 위한 노래방이나 방과 같은 유흥을 위한 업종이 크게 증가하PC

고 있는 추세이다. 

초반의 중국관련 업종 점포의 대부분은 중국음식점을 중심으로 음식문

화특화거리의 성격이 강하다 또한 일부에 여행사 환전소 직업소개소. , , , 

그리고 한국사회에 적응을 돕기 위한 중국동포지원센터 등 외국인노동자

로서의 중국인 수요를 반영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 제한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국식료품점 분식점 노래방 방 미용, , , PC , 

실 물류회사 휴대폰대리점 비자학원 등 중국관련 업종이 점차 다, , , F-4 

양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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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33 년 업종 별 중국관련점포 분포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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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34 년 업종 별 중국관련점포 분포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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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35 년 업종 별 중국관련점포 분포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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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36 년 업종 별 중국관련점포 분포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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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37 년 업종 별 중국관련점포 분포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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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38 년 업종 별 중국관련점포 분포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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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39 년 업종 별 중국관련점포 분포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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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관련 업종 점포의 증가와 변화에 따른 가로의 성격 분화2) 

다음은 자양 동의 점포 중 중국관련업종 점포의 비율과 중국관련점포 4

내의 세부 업종 변화를 수치적으로 살펴보았다 대상지 내의 중국관련 . 

업종은 대체로 가로와 가로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업종변화에 있어B C , 

서 가로와 가로를 위주로 분석하였다B C .

가로의 전체 점포수는 년 개에서 년 개로 약 B 2010 209 2016 177 15.3% 

감소했다 반면 전체점포 중 중국관련점포 비율은 년 에서 . 2010 25.4%

년 로 약 배 가량 증가했다 년대 초반과 그 이전에 창고2016 48.0% 2 . 2000

와 대규모 식당이었던 건축물이 분할되었고 중국관련점포가 늘어나면서 , 

경제적으로 성장한 중국인 자영업자들이 점포를 통합하여 확장시키면서 

점포수가 오히려 감소하게 된 것이다 가로의 중국관련점포의 비율은 . C

에서 로 약 배나 상승하였다5.3% 29.0% 5.5 .

그림 [ 40 가로 점포수 변화] B

그림 [ 41 가로 점포수 변화]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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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중국관련점포의 세부 업종변화로 점포의 개소수를 조사한 결, 

과이다. 

먼저 양꼬치거리인 가로의 점포 개소수 변화를 보면 음식문화거리의 B , 

성격에 걸맞게 음식점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중국관련업종 점포의 증가, 

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업무시. 

설의 증가이다 년부터 년까지 비슷하다가 년 급감하고. 2010 2012 2014 , 

년부터 급증하여 현재까지 증가하고 있다 실제 증가한 업무시설 점2015 . 

포를 보면 대개 물류회사 점포이며 이는 중국인 자영업자의 종사 업종, 

이 음식점업종 뿐 아니라 무역업종으로 확장됨을 알 수 있다.

그림 [ 42 연도별 가로의 중국관련업종 점포 개소수]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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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는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식음중심의 중국음식점이 위치하며 명B , 

실상부 중국음식문화거리의 특성이 보여진다 그리고 일부에 업무업종의 . 

증가가 두드러진다 국내 거주 중국인의 규모가 늘어나면서 중국인이 계. , 

층적으로 분화가 일어난다 건설업 제조업 식당서빙 등 단순노무직 등 . , ,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것으로만 알려지던 국내 거주 중국인의 직업군3D 

이 다양해졌으며39) 특히 한국 물건을 중국에 파는 무역업이나 화물 운송 

업 등에 종사하는 중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양 동도 물류. 4

사업에 종사하는 대 중국인 자영업자들이 몰려들고 있다30 .40 ) 자양 동  4

곳곳에 화장품 및 한국 상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물류업종 회사가 위치하

는데 특히 양꼬치거리의 신축건물 층 점포나 기존 중국음식점 및 식료1

39 ) 이규대 대림동을 넘어 강남까지 파고들다 시사저널 , “ ”, , 2014.03.11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39055)

이들의 자식 세대인 조선족 세대의 경우 사정이 다르다 중국에서 정규 교육을 충분히 받고 외국이나 3 . 

한국에서 유학한 경우가 상당수다 보험회사 등 일반 기업 등에 취업해 일하는 이들이 생겨났다 중. . 
국어와 한국어에 모두 능통하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중략 일반 사무직 중국인 관광객을 . [ ] , 

대상으로 한 여행 가이드나 화장품 판매원 등 과거와 다른 업종을 개척하는 사례가 많다 한국에서 . 

좋은 품질의 물건을 가져다 중국에 파는 무역업 화물 운송업 등으로 큰돈을 손에 쥔 이들도 있다고 , 

한다 중략 성장 환경이 다른 새로운 조선족 세대가 이주한 결과 이들이 진출하는 사회 직업군 역. [ ] 
시 다변화하는 것이다. 

40 ) 남정미 자양동 양꼬치 거리엔 황제 북적 연남동은 중국풍 가로수길 조선일보 , “ ' '”, , 2015.09.17⼩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9/17/2015091700263.html)
자양동 거리를 찾는 중국인 중엔 젊은 자영업자도 많다 중국인 사업가 우모 씨는 나처럼 물류 사업. (30 ) "

을 하는 대 자영업자들이 자양동에 많이 모여들고 있다 고 했다 중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년 전 30 " . 3

한국에 온 그는 지난해엔 억 만원을 주고 아우디 최고급 세단 을 새 차로 뽑았다1 5000 A8 .

년도 음식점 서비스 오락문화 업무 소매 생활편의 교육 총합

2010 39 9 3 1 1 0 0 53

2011 37 11 3 1 2 1 0 55

2012 42 10 5 1 3 1 0 62

2013 46 10 4 1 2 2 0 65

2014 49 9 5 0 6 2 0 71

2015 53 10 6 7 6 2 0 84

2016 54 10 8 9 2 1 1 85

표 [ 15 연도별 가로의 중국관련업종 점포 개소수]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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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점 점포가 업무용도인 물류업종으로 대체되고 있다 양꼬치거리는 약 . 

정도로 차량 개 이상의 폭의 도로이기 때문에 차량을 통해 물류를 10m 2

나르기에 유리한 위치이다.

다음은 가로의 중국관련점포 개소수이다 년 개에서 년 현C . 2010 9 2016

재 개로 약 배 증가하였다 이는 양꼬치거리가 활성화됨에 따라 교차42 5.5 . 

하는 가로도 상업화되면서 중국관련업종 점포가 늘어난 것이다 초반에C . 

는 여러 업종이 비교적 고르게 있었으나 년 현재 음식점과 업무시, 2016

설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그림 [ 43 가로 업무용도] B

국적 음식점 서비스 오락문화 업무 소매 생활편의 교육 총합

2010 1 3 2 0 2 1 0 9

2011 1 3 2 0 3 2 0 11

2012 0 5 1 0 2 2 0 10

2013 1 6 2 0 2 2 0 13

2014 4 8 2 0 3 2 0 19

2015 12 10 1 0 3 3 0 29

2016 15 13 4 2 5 3 0 42

표 [ 16 연도별 가로의 중국관련업종 점포 개소수]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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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44 연도별 가로의 중국관련업종 점포 개소수] C

가로의 음식점의 경우 가로보다 규모 면에서 소규모이지만 아침식C B , 

사나 간식으로 먹는 튀긴 꽈배기 요우티아오 씨엔빙 을 파는 ( ), ( )油条 馅饼

판매하는 음식점이나 점포 앞에서 음식을 직접 만들어 판매하는 식의 음

식점 식료품점 등이 위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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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45 가로 생활밀착형 음식점사진출처 직접촬영] C ( : )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미용실이나 소매점 등 거주 중국인이 늘어나

면서 중국관련 업종이 좀 더 다양해졌다 미용실은 생활편의업종으로 단. 

지 한국거주 중국인의 선호 헤어스타일 차이로 인해 생겨났다기보다 미

용실이라는 생활편의업종 특성상 자양 동 거주 중국인의 커뮤니티공간으4

로 친목도모를 위한 거점으로도 활용되기도 한다 또한 여행사나 환전소 . 

또한 단일 서비스를 제공한다기보다 여행사 내에 환전서비스나 비자 관

련된 행정서비스도 제공하는 등 한국생활에 필요한 전반적인 정보를 공

유하는 곳이다 이렇듯 가로의 중국관련 업종의 다양화를 살펴보면 생. C

활밀착형 업종이 증가하고 있으며 자양동이 중국인 밀집지로 정착되며 , 

성장하고 있음을 뜻한다.

중국관련 업종에 따른 변화3. 

자본 축적으로 인한 증국음식점 점포의 변화1) 

중국음식점이 성장하면서 증국음식점 점포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나타

난다. 

소규모 상점에서 규모가 확장되거나 넓은 규모로 이동- , 

여러 개의 체인 점포를 운영- 

입지적인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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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소규모 상점에서 규모가 확장되거나 넓은 규모의 점포로 이동한 

경우는 가장 보편적으로 보여지는 변화이다 첫 번째는 한 건축물 내에. 

서 규모확장이 일어난다 옆 점포를 흡수하여 점포의 규모를 넓히거나. , 

상부층까지 확장하는 방식이다 가로 양꼬치거리에 위치한 은 . B 4-10 2012

년부터 중국음식점홍매반점 이 위치했으며 년 매장 옆 한국음식점 ( ) , 2016

점포를 흡수하여 규모가 확장되었다 규모가 확장되고 경관 상엔 큰 변. 

화가 없지만 간판을 교체하였다 기존엔 붉은색 한자와 각 글자의 아래. 

쪽 옆에 작게 한자 음이 기입되었으나 점포명을 붉은색 한글로 기입하, 

고 각 글자의 아래쪽 옆에 작게 한자를 기입하였다 또한 양꼬치음식을 . 

상징하는 양 일러스트와 양꼬치와 어울리는 중국맥주로 알려진 칭따오맥

주 사진을 간판에 직접 표현하였다 이는 중국인고객보다 한국인고객의 . 

비율이 높음을 나타낸다.

▶

확장 전(2013) 확장 후(2016)

그림 [ 46 번지 점포확장 전후사진출처 거리뷰] 4-10 ( : Daum ) 

다음은 사업이 확장되어 여러 개의 점포를 운영하는 경우이다 양꼬치. 

거리로 지정되기 전부터 위치하던 중국음식점으로 알려진 매화반점은 다

가구주택 층에 임대로 운영 되었다 그러다가 주방장이 가게를 인1 (4-11) . 

수하고 음식점 매출이 오르면서 사업을 확장하여 맞은편 대각선의 건물, 

을 사들이면서(5-11) 41) 총 두 개 점포를 운영한다 초기에 운영하는 점포 . 

의 경우 임대 점포이기 때문에 외관적으로 특이할 것이 없으나 건물을 , 

41 ) 한국인 건물주 대초반 남성 인터뷰 70 (20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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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한 경우에는 건물 외관에 중국전통주택 양식의 기와장식을 덧대어 

시각적으로 중국관련 점포임을 드러내고 있다. 

▶

기존위치 (4-11 ) 추가 점포(5-11 )

그림 [ 47 매화반점 체인점포 확장사진출처 거리뷰] ( : Daum )

다음은 입지적 변화에 해당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엔 유동인구가 많은 . 

중심부로 이동하거나 입지적으로 차별화하여 중국관련상점이 없되 유동

인구가 많은 위치에 개업하는 전략이다 년 월 로데오거리인 가. 2016 8 , A

로에 사천요리 중 하나인 마라탕을 판매하는 중국음식점이 개점되었으

며 한국계중국인조선족 이 소유한 음식점이다 이 음식점은 한국식 중. ( ) . 

화요리 음식점이 아닌 양꼬치거리에 위치한 중국음식점과 같이 중국 본, 

토 음식을 제공한다 하지만 외관에 있어서 양꼬치거리에 위치한 동일 . 

식음업종 점포와 외관상 상이하다 양꼬치거리에 위치한 중국음식점 점. 

포에서 볼 수 있는 붉은색상의 간판과 다소 조잡스러운 외관과는 다르

게 로데오거리에 위치한 주변의 점포들과 어울리는 계통의 아이보리 색, 

상의 정갈한 간판 디자인이 눈에 띈다 또한 건물 전면부 재료를 통유리. 

로 하여 내부 분위기를 볼 수 있도록 개방감을 확보하였다 년 현재 . 2016

가로에 위치한 유일한 중국음식점이나 입지적 변화로 인해 경관적 차A

이가 드러난 사례이다 외관과 인테리어로 미루어보아 기존의 중국음식. 

점과는 차별화하여 좀 더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한국인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상업화된 특성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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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업을 확장하면서 유동인구가 많은 위치에 가게를 이전하고 추가적으로 

호점을 개점하는 경우도 보여진다2 . 

▶

기존위치(4-11 ) 추가 점포(5-11 )

그림 [ 49 매화반점 체인점포 확장사진출처 좌 거리뷰 우 직접촬영] ( : Daum , )

중국관련 업종의 다양화와 한국 생활편의업종 감소2) 

자양 동 중국인 밀집지가 형성될 무렵엔 중국관련 업종은 중국음식점4

을 중심으로 음식문화특화거리를 이루었다 당시의 중국관련 업종을 보. 

면 여행사 환전소 그리고 고국에 저렴한 가격에 전화할 수 있는 국제전, , 

화방 중국동포지원센터 여가시간에 전자마작 바둑 장기 등을 두며 시, , , , 

간을 보낼만한 중국동포활동실 등 단기체류 외국인노동자로서의 중국인 

그림 [ 48 로데오거리 경관변화사진출처 좌중 거리뷰 우 직접촬영] (6-76) ( : / Dau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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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를 반영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이 나타났다. 

중국동포활동실(2010.11) 국제전화거는집(2009.6 )

그림 [ 50 단기체류 중국인을 위한 업종사진출처 거리뷰] ( : Daum )

시간이 지나며 거주 중국인 인구가 늘어감에 따라 자양 동의 중국인 4

밀집지가 성장하게 되고 중국인 거주자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 

국식료품점과 생활편의업종인 미용실 등이 생겨났다 중국음식점은 또한 . 

양꼬치구이 뿐만 아니라 중국식 샤브샤브인 훠궈 스촨 마라탕 연변식 , , , 

냉면 초두부 아침식사나 간식으로 먹는 튀긴 꽈배기 마화 요우티, , ( ), ⿇花

아오 씨엔빙 을 파는 분식을 판매하는 음식점 등 다양하다( ), ( ) . 油条 馅饼

서비스업종에 있어서도 기존에 국제전화거는집은 사라지고 여행사업무, 

와 전문적으로 행정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여행사 행정사무소가 자리잡/

는다. 

국제전화거는집(2009.6 ) 여행사환전소/ (2012.6 ) 여행사 행정사무소/ (2013.4 )

그림 [ 51 단기체류 중국인을 위한 업종사진출처 거리뷰] ( : Daum )

또한 기존의 환전소 뿐만 아니라 년엔 서울 태평로지점 부산지2013 , , 

점 대림동지점의 뒤를 이어 자양 동에 중국공상은행이 신설되었다 이는 , 4 . 

자양 동에 중국인 거주자 중국인 관광객 중국인 유학생 등 중국인 유동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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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많기 때문에 개인금융계좌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림 [ 52 중국공상은행 사진출처 거리뷰] (2013)( : Daum )

최근에 한국으로 이주한 대 중국인 자영업자들이 화장품을 포함20-30

한 한국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물류 및 무역회사 점포가 늘어나면서 업

무시설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또한 거주자 뿐 아니라 유학생 등 중국. 

인의 유입이 많아지자 로데오거리에 위치하던 노래방에서 중국음악서비, 

스를 제공하는 노래방으로 이용 대상을 확대시키거나 중국인을 위한 오, 

락실 노래방 등 유흥점포가 생겨난다, .

년 은 학원 부동산 음식점 정육점 등이 위치하였으나 2011 11-1 , , , , 2014

년 중국 음식점이 입점하게 되었고 년 현재는 샤브샤브 중국음식점, 2016 , 

한국화장품 수출을 위한 물류회사 중국인을 위한 방이 위치한다 이, PC . 

렇듯 자양 동의 중국인 밀집지가 성장함에 따라 중국관련 업종이 다양화4

된다. 

▶ ▶

2011 2014 2016

그림 [ 53 업종변경사진출처 거리뷰] 11-1 ( : Daum )

중국음식점 및 업무시설을 운영하는 중국인 자영업자는 중국인 주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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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유학생 타 지역거주 중국인 중국관광객 등 소비층이 넓기 때문에 , ,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업종과 점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 그에 따. 

라 임대료가 상승하게 된다 중국인 인구의 유입에 따른 수요에 비해 자. 

양 동에 한국인 유입이 낮으며 점차 한국인 거주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4

추세이다 한국인 젊은층의 유입도 적고 그에 따라 한국 생활편의업종은 . , 

소비고객이 지역주민에 한정된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한국 생활편의업. 

종이나 음식점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며 감소하거나 점포가 유지되지 

못한 채 업종과 점주가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이 보인

다. 

최근에 거의 다 중국사람들 가게가 되고 있다 중략“... . [ ] 

내가 이 자리에서 년을 일했다 그래서 요새 몸도 안좋고 가게세도 너무 세고 40 . 

해서 가게를 내놓았다 중국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가게 세가 올라간다 원래 동일로, . . 18

길엔 거의 한국사람 위주의 가게였다 중략. [ ]

세탁소도 많이 없어진 것이다 옛날엔 세탁소가 많았다 세탁소가 없어지고 중국. 

음식점이 되었다 중국사람들이 가게를 많이 보러온다 중략. .[ ]

커피 저거 팔아가지고 세 못낸다 저거 한잔에 원씩이라는데 저거 팔아서 잘 . 3000

되겠어 저 가게는 시도때도 없이 바뀐다 횟집이었다가 연어집 이었다가 호프집이?  . 

었다가 또 바뀌어서 커피집으로 바뀐 것이다, .”
세탁소 운영 대 여성- 60

건축물 점포의 경우 년도 채 안되어 업종과 점포가 계속 바845-10 , 1

뀐다 화원 에서 호프집 으로 바뀌고 그 사이에 로드뷰로는 확. (2013) (2015)

인되지 않았지만 인터뷰를 통해 연어요리점 이 위치함을 확인했으(2015)

며 그 이후 최종적으로는 카페 점포로 바뀌었다, (2016.8) .

▶ ▶

2013 2015 2016

그림 [ 54 업종변경사진출처 거리뷰] 845-10 ( : Dau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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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에 영향 받지 않는 중국관련 업종 점포3) 

양꼬치거리인 가로와 그것에 교차하는 가로에 음식점이 가장 많이 B C

위치하지만 물류회사 등 업무시설이 증가하였다 특히 가로의 경우 개 . B 2

차량의 운행이 가능한 이상의 도로이기 때문에 많은 물류를 수송하10m

기에 입지적으로 적합하기 때문에 물류 및 무역업종 회사 점포가 증가하

였다.

다른 가로와 상당히 동떨어진 가로의 경우엔 유동인구 수에 덜 민감F

하고 주변 상권에 영향을 덜 받는 중국물류회사 및 배달음식점 입지한

다 이렇듯 중국인 밀집지의 성장과 함께 또 다른 형태음식배달의 중국. ( )

음식점포가 나타난다.

년에 건대에서 석사과정을 수료했고 익숙하고 중국사람들도 많이 살아 “...2007 , 

서 여기로 왔다 개업한지는 개월정도 되었다 중략. 2 . [ ]

요리사가 흑룡강성 출신이라 그 쪽 음식을 판다 중략 배달음식점이라서 유동인..[ ] 

구가 많지 않은 곳이어도 상관이 없어서 여기에 가게를 냈다 다른 곳보다 임대료가 . 

저렴하다.”
배달음식점 운영 대중반 한족출신 남성- 30

이는 상권에 덜 영향 받는 중국관련 업종이기 때문에 주가로인 가로B

나 가로에 위치할 필요가 없으나 자양 동의 주택 가로 마저 중국관련 C , 4

업종이 점유하게 된 것이다 자양 동이 중국인밀집지역 이라는 점은 중. 4

국인으로 붐비는 상업가로에서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조용한 주택가에, 

서도 드러난다.  

그림 [ 55 배달음식점] 547-65 (2016)

사진출처 직접촬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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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노후건축물 유지4) 

가로의 년대 지어진 건물들은 주로 층 높이의 연벽건축물 형태로 B 70 2

건물과 건물 사이의 이격거리가 거의 없다 또한 건물 전면부는 근린생. 

활시설용도의 점포가 위치하며 후면부는 일반 가정집 등 주거용도로 활, 

용된다. 

가로는 중국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많은데 이들은 건물을 소유하기보B , 

다 거의 월세로 장사하는 경우가 많다 가로는 이미 중국관련 점포들이 . B

밀집되어 있으며 이러한 입지적 조건 때문에 비슷한 사업을 하려는 중, 

국인들이 건물노후도와 상관없이 저렴한 월세의 점포를 구한다 굳이 신. 

축건축물이 아니어도 이미 형성된 입지적 정체성이 강한 가로에 점포가 

위치한다면 일종의 도미노효과가 작용하게 된다 이렇듯 가로 활성화가 . 

매출 확보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경쟁이 형성되며 임대료상승을 가져온

다 중국인들은 계속적으로 몰리기 때문에 임대료는 올라가고 노후건축. 

물은 유지된다.

그림 [ 56 노후건축물 활용 사진출처 직접촬영] (12-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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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다가구주택 임대사업 및 저층 점포 임대5)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의 경우 보통 저렴한 월세를 찾으나 경제적으, 

로 기반을 잡은 젊은 자영업자나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인근 대학가의 

한족출신 유학생의 경우 시설이 양호한 원룸을 선호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원룸임대사업42)이 자양 동 대상지 내에서 이루어4

지고 있다 양꼬치거리의 건축물 노후가 높은 편이지만 양꼬치거리 내에. 

도 이러한 신축이 일어나고 있다 신축된 건축물은 공동주택이나 원룸형. 

식의 다가구주택이며 공동주택일 경우엔 층 전면부에 점포를 두고, 1

후면부에 주차장을 둔다 양꼬치거리의 경우 인근의 층부가 중국(857), . 1

음식점 및 중국관련 점포이기 때문에 신축의 경우에 층을 전면부를 점1

포로 이용하면 원룸 수입과 함께 점포에서도 수입을 얻을 수 있기 때문

에 제 종 근린생활시설 고시원으로 허가를 받아 필요 층부에 주차장을 , 2 1

만들지 않고 점포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층에 중국식당을 임대주고 나머지는 원룸이다 중국인들은 월세로 장“...1 . 100% 

사한다 그래서 여기양꼬치거리 건물들이 다 낡았다 빨리 재건축되야 하는데 중국. ( ) . , 

사람들 때문에 어렵다. 

우리집 건물에 사는 사람들은 다 중국사람이다 대학생들도 있고 월세수입이 ... . , 

괜찮아서 나이 들어서 먹고살만 하다 동네가 좀 시끄러워서 그렇지 월세도 꼬박꼬박 . , 

잘 낸다.”
대후반 여성 건물주-60 13-40 

이렇듯 중국인의 유입으로 인해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신축과 건축물의 저층부를 임대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도시 공간적 변화

가 일어난다.

42 ) 조민기 서울 광진구 상권 건대입구역 중국인 타깃 임대사업 유망 매일경제 ,“ , ”, , 2013.09.13.

(http://news.mk.co.kr/newsRead .php?year=2013&no=84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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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소결4 . 

자양 동 중국인 밀집지의 가로를 살펴본 결과 중국인 관련 점포 비율이 높4

은 상업가로는 양꼬치거리 가로와 가로이며 각각 전체의 이다B C 48.0%, 29.0% . 

가로와 가로의 년 이상의 건축물의 비율이 로 상당히 높은 B C 30 64.3%, 72.5%

비율을 차지한다 유사한 성격의 점포가 모여 있을 때에 가로가 가지는 정체. 

성민족경관이 강해지기 때문에 건물이 노후할지라도 계속적으로 개업되며 가( )

로가 보다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용도변화는 년 년 년에 가장 활발히 일어났다 가로는 2001 , 2008 , 2013 . A 2001

년 로데오거리 지정에 의해 주택 에서 제 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으로의 변화1 ( )

하면서 보세의류점이 늘어난 결과이다 가로는 년 양꼬치거리 조성을 추. B 2011

진하기 전에 중국음식점이 급증함에 따라 제 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에서 주1 ( )

류반입 및 음주행위가 가능한 제 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의 용도변화가 2 ( )

늘어났기 때문이다 다음 년엔 양꼬치거리가 조성된 이후 연쇄적으로 가. 2013

로 내 중국음식점이 증가하였고 혹은 이미 점포를 보유한 중국인상인이 자본, 

을 축적하며 점포를 확장시키면서 용도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가로 건축물의 업종 중 중국관련 업종을 확인한 결과 주로 가로와 가로B C

이며 가로는 양꼬치음식점을 중심으로 음식문화거리의 성격이 강하며 최근 , B , 

왕복 차선으로 넓기 때문에 물류를 저장하고 수송함에 있어서 용이한 입지적 2

특성으로 업무업종이 자리잡고 있다 가로의 경우에도 중국관련업종 점포가  . C

늘어났는데 이는 업종이 다양하고 음식점 식료품점 미용실 등 중국인을 대상, , 

으로 하는 생활밀착형 점포의 비율이 높아지며 정보공유와 친목 도모 등을 , 

위한 거점이 된다. 

중국인관련 업종 점포를 좀 더 미시적 관점에서 살펴본 결과 가지의 특성5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자본의 축적으로 인한 중국음식점 점포의 변화이. , 

다 경제적으로 안정되면서 사업 확장을 위해 옆 점포를 흡수하여 규모를 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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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거나 넓은 규모의 상점으로 이동하거나 인근에 여러 개의 체인 점포 형, 2)

성 입지적으로 좀 더 유동인구가 많은 중심부에 개업하거나 아예 차별화하3) , 

여 중국관련 상점이 적거나 없되 유동인구가 많은 가로변에 개업하는 등 입지

적인 변화를 주는 방식을 취한다 둘째 중국관련 업종의 다양화와 한국 생활. , 

편의업종의 감소이다 중국인 인구가 증가하고 밀집지가 성장함에 따라 식료. 

품점 중국음식점 간식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 및 배달음식점 등 여러 성격의 , , 

음식점이 나타난다 또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편의업종인 미용실 여행. , 

사 환전소 뿐 아니라 금융거래를 위한 중국은행 젊은 층의 유입이 늘어나면, , 

서 물류 및 무역회사 점포 등 중국관련 업종이 다양해졌다 이는 임대료상승. 

으로 이어지며 상대적으로 수요가 낮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편의업, 

종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그로인해 중국관련 업. 

종 상점의 분포가 넓게 퍼뜨려지며 가로경관을 변화시킨다 셋째 상권에 영향 . , 

받지 않는 중국관련 업종 점포가 나타난다 중국관련 업종이 밀집된 가로의 . 

임대료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가로에 상권에 영향을 받지 않는 물류회사점포나 

배달음식점 점포가 위치하게 된다 넷째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노후건축물 유. , 

지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건물이 지은 지 오래되더라도 이미 형성된 입지. 

적 정체성이 강한 가로에 형성되어야 일종의 도미노효과가 작용한다 따라서 . 

가로 활성화되는 것이 매출 확보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경쟁이 형성되며 임대

료상승을 가져온다 다섯째 신축 다가구주택 임대사업 및 저층 점포 임대이. , 

다 보통 국내거주 중국인의 경우 주거환경보다는 무조건 저렴한 월세집을 찾. 

는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기반을 잡은 자영업자나 한족출신의 부유한 중국유. 

학생의 경우 시설이 양호한 주거를 선호하면서 자양 동 내에 원룸임대사업이 , 4

활발하다 특히 양꼬치거리에 위치한 건물의 건축주들 층 부를 점포로 만들. 1

어 임대하며 경제적인 효과를 얻고자한다 이렇듯 중국인의 유입은 지역의 경. 

관적인 변화를 이끌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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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자양 동 일대의 가로경관 변화 특성5 4

절 중국인 거주자의 정주성 증가1 . 

중국관련 업종의 다양화1. 

가로 건축물의 용도변화와 중국관련 업종 점포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초기엔 음식점을 중심으로 체류와 귀국을 위한 여행사 환전소 동포지원, , 

센터 등 외국인 노동자로서의 중국인 수요를 반영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에 제한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거주 중국인 인구가 늘어나. 

면서 자양 동 중국인 밀집지가 성장하게 된다 중국인거주자와 방문자를 4 . 

대상으로 하는 여러 종류의 음식점 식료품점 중국음식점 분식점 배달( , , , 

요리음식점 과 생활편의시설 중 하나인 미용실이 생겨났으며 그 외에 ) , 

유흥거리인 노래방 방 당구장 등 여가시간을 보낼 만한 업종 점포가 , PC , 

위치한다 이는 중국인 거주자가 이용할만한 시설이 증가함을 뜻하며 편. , 

리함으로 인해 지역 내 거주자가 증가하게 된다 특히 이러한 중국관련 . 

업종의 다양성은 자양 동 대상지를 세로를 관통하는 가로 뚝섬로 길4 C 27

에서 두드러지게 보여진다 가로엔 아침부터 저녁까지 식사대용이나 간. C

식으로 먹을 수 있는 튀긴 꽈배기 마화 요우티아오 씨엔빙( ), ( ), ⿇花 油条

을 파는 음식점과 생활편의업종인 미용실 여행사 등 생활밀착형 ( ) , 馅饼

업종이 위치한다 이러한 소규모 중국관련 업종 점포는 생활정보 뿐만 . 

아니라 단골형성으로 친목을 도모하는 커뮤니티 공간적 성격을 가진다. 

중국인 자영업자 증가에 따른 직주혼합2. 

국내 거주 중국인이 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중국인 그룹 내에 계층적으, 

로 분화가 일어난다 초기 중국인 이주자의 직업군은 건설업 제조업 식. , , 

당서빙 등 단순노무직 등 서비스업에 한정되었으나 자본을 축적하며 3D 

가게를 임대하여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분화하기도 한다.43)



- 104 -

가게가 잘 돼서 하나 더 차리게 되었다 원래는 건설 쪽 현장에서 일했는데“... . , 

아예 그만두고 아들네 가족이랑 장사만 하고 있다.”
대중반 중국인남성 개 점포 운영-50 . 2

또는 중국에서 대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았으며 이미 본국에서 축적한 , 

자본을 가지고 한국에 이주하여 바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영업자도 있다. 

이들은 한류의 유행으로 한국상품에 대한 수요를 인식하고 한국상품을 

수출하는 물류업종 점포를 개업한다 자양 동은 물류사업에 종사하는 . 4 30

대 중국인 자영업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년 현재 주 가로인 양꼬치. 2016

거리와 뚝섬로 길 등 뿐만 아니라 자양 동 대상지 곳곳에 중국관련 점27 4

포가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양 동은 성수공단 노동자의 배후주. 4

거지였으며 산업이 쇠퇴하며 공동화현상을 겪으며 임대료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저층주거지가 위치한다 이는 실제 인터뷰를 통. 

해서도 자양 동 내에 주거와 직장이 위치한 직주혼합을 확인할 수 있었4

다.44) 이 말한 특정 장소의 국지화된 사건과  Jessop et al.(2008) (localized)

행위자들이 그들의 지리적 근접성 을 바탕으로 그들 간의 관계(proximity)

를 해당 장소에 공간적 뿌리내림 으로 설명한다‘ ’(spacial embedding) . 

덧붙여 지역 내 중국인 자영업자 사업체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

로 한족출신 중국인이 운영하는 본토 중국음식 배달음식점이 생겼다 치. 

킨배달음식점이나 짜장면 짬뽕 등 한국화 된 중국음식배달 등이 동네, ( )化

마다 일반적으로 위치하듯 중국본토배달음식점은 주택가로를 점유하고 

있다 이는 이 지역이 중국인 밀집지 이기에 보여지는 현상이다 이러. ‘ ’ . 

한 현상은 이주자들의 장소적 뿌리내림과 지역적 차별화를 바탕으로 “

국지적 수준에서의 영역화의 과정은 더욱 더 강화될 수 있다 는 박배균”

의 주장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2009) .

43 ) 이규대 대림동을 넘어 강남까지 파고들다 시사저널 , “ ”, , 2014.03.11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39055)

44 ) 중국인상인을 대상으로 인터뷰 한 결과 그들은 전부 자양 동에 거주하고 있었다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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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자본 축적에 따른 공간점유 양상 차이2 . 

중국인 자영업자의 자본 축적으로 인한 가로경관 장악1. 

앞서 언급된 것처럼 중국관련업종이 다양화되고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으로 성장하면서 중국점포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 양꼬치거리인 가로. B

의 경우 중국관련 점포비율이 년 에서 로 성장하였고2010 24.4% 50.28% , C

가로변의 경우에도 에서 로 배 이상 증가하였다 중국관련 4.73% 26.9% 3 . 

업종이 증가함에 따라 더 많은 중국인이 지역 내 유입되고 경쟁적으로 

개업하면서 민족경관을 형성해가는 상황이다 이러한 수요에 따라서 임. 

대료가 상승하게 되고 특히 음식점의 경우 중국인 뿐 만 아니라 한국인, 

을 대상으로 영업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감당할 뿐만 아니라 사업이 확, 

장되고 있다 음식점 뿐 만 아니라 물류나 유통 사업 등을 위해 지역에 . 

유입된 대 자영업자들은 새로운 사업영역에 뛰어들며 지역 내 상인 20-30

그룹의 업종 및 연령의 다양화가 눈에 띈다. 

그림 [ 57 년 업종 별 중국관련점포 분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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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자영업자의 성장에 따른 자본축적이 한국인 자영업자들이 공간

점유의 우위를 상실시키고 가로경관을 장악하는 형태로 드러난다 이를 , . 

통해 오랫동안 있어왔던 중국인에 대해 하위계층으로 간주해왔던 한국인

의 차별적 인식이 공간적으로는 오히려 역전되는 경향을 가지며 이것이 , 

경관적으로 그대로 드러난다 이렇듯 이주집단이 지역 내 뿌리내림으로 . 

성장하게 되었고 오히려 한국인 자영업자를 내몰아지는 일종의 젠트리, 

피케이션이 작동한다 실제 가로경관을 보면 앞서 언급된 양적인 변화 . 

이상으로 경관적으로 압도적인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 < 58>, 

그림 < 59>



- 107 -

가로 전경B (2010 )

가로 전경B (2016 )

그림 [ 58 가로의 가로경관변화사진출처 거리뷰] B ( : Dau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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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전경C (2011)

가로 전경C (2016)

그림 [ 59 가로의 가로경관변화사진출처 거리뷰] C ( : Dau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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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상인그룹 내에서의 공간점유 차이2. 

인터뷰와 현장관찰을 통해 중국인 상인그룹 내에서 경제력 축적에 따

라 공간점유에 있어서 차이가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특별히 다. 

른 업종에 비해 입지적 요인이 매출에 큰 영향을 가지는 음식점에서 발

견되는 특성이다 위계는 다음과 같다. . 

건물을 소유하여 점포운영 1) 

임대형식으로 점포운영2) 

일시적으로 외부공간 점유3) 

건물을 소유하여 점포를 운영하는 경우 지역에서 오랫동안 중국음식, 

점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을 통해 인근에 위치한 건물을 매입한다. 

보통 중국인 상인은 점포를 임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러한 방식으, 

로 가로 상권 내에 중국인 상인이 건물을 소유하게 되면 또 다른 자본 , 

축적의 기회를 얻게 된다 게다가 지역 내에서 상인회 커뮤니티의 입지. 

가 공고해지며 새로 점포를 개점하고자 하는 중국인 상인에 대해서도 ,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임대형식으로 점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여러 개의 점포운영 층에서 , 1

점포 운영 층에서 점포 운영 하는 방식이다 앞서 장에서 언급되었던 , 2 . 4

것처럼 꽤 많은 중국인 상인들이 여러 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그 , . 

경우엔 같은 업종 일반음식점 이기도 하지만 타업종 물류사무실 인 경우( ) , ( )

도 있다 층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경우엔 점포 앞 공간을 조리 및 판매. 1

대로 활용하며 양꼬치거리인 가로보다는 소규모 점포가 위치한 가로, B C

에서 볼 수 있는 형태이다 다음은 층에 비해 접근성이 좋지는 않지만 . 1

층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경우 층에 비해 임대료가 저렴하다 이 경우 2 1 . 

건물 앞 공간을 활용하여 간이 조리대를 설치한 경우로 양꼬치구이와 같

이 조리시간이 짧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판매한다 이 경우도 . 

마찬가지로 가로에서만 보여진다C . 



- 110 -

소유형태(5-11) 층에서 점포운영1 (847-8) 층에서 점포운영2 (6-8)

그림 [ 60 점포 별 점유방식사진출처 직접촬영] ( : )

다음은 일시적으로 외부공간을 점유하여 판매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엔 타업종 점포가 문을 닫았을 때에 점포 앞 공간을 점유한다 이 경우. 

에도 가로에서 주로 보여지는 방식이다 가로는 약 이상의 폭으C .  B 10m

로 차량 진입이 잦기 때문에 외부공간활용이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림 [ 61 저녁시간대 점포 밖 외부공간 점유 사진출처 직접촬영] (11-1)( : )

나아가 이영민 외 에 따르면 일부음식점에서는 인건비가 저렴한 2(2012)

중국인 한족 을 고용하면서 노동착취가 일어난다고 한다 중국인 그룹 내( ) . 

에서 한국어를 구사하는 한국계중국인 조선족과 한국어 구사가 불가능하

거나 어눌한 한족 사이에 경제적인 차별이 나타난다 이렇듯 중국인 상인 . 

그룹 내에서도 경제적 차이로 인한 차별적 공간점유 양상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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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관련 점포 업종 유형과 시공간적 연계성3. 

중국인 밀집지가 형성되고 중국인 상인의 자본을 축적해가며 중국관련 

점포가 가로공간을 장악해나가며 점유방식에 있어서도 경제적 차이에 , 

의한 차이가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중국관련 점포 업종의 유형과 . 

그에 따른 시공간적 연계성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점포 유형에 따. 

라 개업하게 된 입지에서 차이가 보이며 자본을 축적하고 사업이 성장, 

함에 따라 입지적으로 변화가 생겨나며 현재 자리잡은 입지를 살펴보았, 

다 이를 위해 장에서 나타난 중국관련 업종인 음식점업종 서비스업종. 4 , , 

오락문화관련서비스업종 생활편의업종 소매업종으로 유형을 분류하였, , , 

다 그리고 거리뷰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는 년에 위치한 점포. Daum 2010

를 중심으로 변화를 살펴보았다.

초기에 개업된 중국관련업종은 음식점업종 여행사 및 환전소와 같은 , 

서비스업종 장기나 기계마작이 행해지는 중국동포활동실인 오락문화관, ,

련서비스업종 식료품가게로 대표되는 소매업종이다, .

중국동포활동실의 경우엔 가로인 뚝섬로 길 의 지하에 입지하다C 27 55

가 년 중반에 사라졌다 중국동포활동실의 경우 활동실 간판을 걸고 2012 . 

불법도박 등이 이루어지는 일이 다분히 있어왔으며45) 부정적인 이유로 ,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년 이후 가로 양꼬치거리인 동일로. 2014 , B

길 의 층에 방이나 당구장이 위치하게 되었다 이것으로 미루18 53 2,3 PC . 

어보아 오락문화관련서비스업종의 경우 건물의 지하나 층에 입지하, 2,3

고 중심에서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중국음식점을 이용한 후, 100m , 

에 방문하기 용이한 양꼬치거리에 입지함을 알 수 있었다. 

서비스업종인 여행사는 중심에서 상당히 떨어진 양꼬치거리에 위치하다

45 ) 황신섭 상습 도박 중국인 등 명 입건 뉴시스 , “ 9 ”, , 2009.04.27 .
(http://news .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2645118)

손상원 활동실 간판 걸고 마작 도박한 중국동포 명 입건 연합뉴스, “' ' 10 ”, , 2013.04.11.

(http://news .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198013 )
이강 마작은 도박이 아니다 관리 사각 동포 휴게실 스브스뉴스, “ ?... ‘ ’, , 2008.09.01.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0464794&plink=OLD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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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물신축이 일어나고 자본을 축적하면서 가로와 교차되는 동일로, C 18

길 건물에 입지하게 된다 여행사의 경우 비자관련 작업이나 각종 행정 78 . 

업무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이 가장 용이한 곳에 위치하게 된다.

소매업종인 중국식료품점은 입지적으로 거주지와 가장 밀착하며 가장 

초기에 개업된 것으로 보인다 밀집된 저층주거지를 가로지르는 가로인 . D

뚝섬로 길에 개 점포가 개업되었고 현재까지 영업중이다 비슷한 시기23 2 , . 

에 양꼬치거리에 개업된 것으로 보이는 중국식료품점은 중심에서 상당히 

떨어져있으나 년까지 운영되었고 이후 형성된 중국식료품점은 보다 2015 , 

중심에서 가까우며 년 중반에 교차되는 중심으로 위치가 옮겨졌다, 2014 . 

년 이후에 생활편의업종인 미용실이 개업되었고 미용실의 경우엔 2010 , 

양꼬치거리보다는 생활가로 성격이 강한 뚝섬로 길인 가로에 위치한27 C

다 초기에는 교차되는 중심에서 떨어진 곳에 위치하다가 성장하면서 교. 

차되는 위치에 호점을 개업하고 호점마저 교차되는 중심과 가까운 곳2 , 1

으로 옮겨간다.

음식점업의 경우엔 자본이 축적되며 대개 점포를 확장하고 개업한지 , 

가장 오래된 음식점에 속하는 매화반점의 경우 기존의 호점보다 중심에1

서 좀 더 떨어지더라도 건물을 매입하여 주차장까지 확보하여 차량으로 

접근하는 타 지역의 고객까지 확보한다.

대체적으로 자본을 축적하면서 년 이후에 점포를 확장하거나 접근2012

성이 좋은 곳으로 이점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특성이 나타나지만 오락

문화서비스업종이나 음식점업종은 그러한 특성이 덜 보여진다.

입지적 요인에 가장 민감하여 가로가 교차되는 중심부에 위치하고자 

하는 업종은 생활편의업종과 서비스업종으로 보여지며 가장 덜 민감한 

업종은 업무업종으로 가장 늦은 년 즈음부터 개업하게 되며 중심부2015

에 떨어지더라도 차량으로 접근이 용이한 곳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여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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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62 중국관련점포 업종 유형과 시공간적 연계성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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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63 중국관련점포 업종 유형과 시공간적 연계성공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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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중국음식문화 소비로 인한 가로경관 상품화3 . 

중국음식문화 소비증가에 따른 주류음식문화의 주변화1. 

이영민 외 에 따르면 자양동에 정착한 중국인조선족 들은 가리2(2012) ( )

봉동 대림동 일대와 비슷한 경관을 장소에 착근시킬지라도 상이한 로컬-

리티가 보여지는데 이곳에 정착한 중국인들은 자양동이 환경적으로 더 , 

깨끗하고 주변에 거주하는 중국인들도 수준이 더 높다고 인식한다고 밝

혔다 또한 이들은 중국인뿐 아니라 한국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자 . 

했다 원래 양꼬치요리는 중국 소수민족의 음식문화였으나 여행의 자유. , 

화와 함께 중국 북방지역까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연길 하얼빈 등 , , 

조선족자치구에서 주식이 아닌 술안주 로 소비된다 중국인 근로자 ‘ ’ . 

뿐만 아니라 중국유학생 중국관광객의 국내 유입이 증가하면서 한국 , , , 

내 중국음식문화가 확산된다 국내에 중국 주류수입의 증가와 함께 중국. 

맥주와 양꼬치구이를 곁들여 먹는 음주문화가 알려졌으며 미디어에서 , 

한 배우가 양꼬치엔 칭따오 라는 유행어와 함께 개그소재로 활용하면‘ ’

서 양꼬치거리를 찾는 사람들이 증가하게 된다 사실 년 건대 양꼬. 2011

치거리로 지정되기 전에 조선족상인회는 건대 차이나타운 으로 할 것‘ ’

인가 건대 양꼬치거리 로 할 것인가 고민했다고 한다 사실 중국 내 ‘ ’ . 

다양한 음식문화가 판매되고 있었지만 이 과정에서 양꼬치를 상품화시키

는 전략이 발현되었고 이러한 사회 문화적 현상과 적절히 맞아 떨어지, 

면서 양꼬치거리가 알려지고 음식문화를 소비하기 위한 공간이 된다, . 

박배균 에 따르면 특정 민족의 문화와 경관이 주류사회 소비자들(2013)

로 하여금 이국적 문화 상품에 대한 소비욕구를 불러일으킬 때에 그 민, 

족 집단의 문화 경관 음식 등이 선호되는 투자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 . 

나아가 거주지역을 상품화하는 장소마케팅의 수단이 되어 그 민족집단의 

문화를 중심으로 이주집단 밀집지에 재현되면서 결과적으로 다른 민족 

집단의 문화와 정체성이 배제되고 주변화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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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동일로 길이 양꼬치거리로 공식적인 이름을 갖게 되면서 주18 , 

류사회 소비자들의 중국음식문화에 대한 소비욕구가 지역을 상품화하는 

수단이 되는 반면 한식 일반음식점은 경쟁력을 잃게되며 사라지고 있, , 

다 물론 생활가로에 입지한 과일가게. 46 )나 영동교 노룬산시장의 상인 숙- , 

박업 부동산 노후주택 소유자 등의 경우 중국인들이 유입되며 경제적으, , 

로 이득을 얻게되며 긍정적인 입장이었으나 이영민 외 요식업 ( 2, 2012), 

종사자의 경우엔 배제되고 주변화되고 있다.

민족상인 커뮤니티의 자생적인 가로경관 상품화 전략2. 

나 매체를 통해 건대입구 앞 양꼬치거리가 알려지면서 한국인 SNS TV 

고객들이 찾고 있다 사실 양꼬치거리에는 양꼬치구이 뿐만 아니라 중국 . 

각 지역의 음식을 판매하는 음식점이 위치한다 중국식 샤브샤브인 스촨. 

성의 훠궈 우육면 중국식 탕수육 꿔바로우 마라향궈 매운 가재볶음, , , , , 

개고기요리 초두부 등 중국의 다양한 음식문화를 접할 수 있다 그렇지, . 

만 한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국인에게 잘 알려

진 꿔바로우 훠궈 우육면 등을 양꼬치요리와 함께 판매하고 있으며 양, , , 

꼬치 이외의 중국음식문화를 먼저 접해본 사람들은 자양 동 양꼬치거리4

에서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종종 찾는다고 한다.

일하는 곳에서 거리도 가깝고 양꼬치가 맛있어서 주로 온다 주로 차타고 오“... . 

는 편이라 늘 가는 음식점만 갔는데 걸어와 보니까 중국분위기가 난다 예전에 중국, . 

현지 촬영이 있어 달간 거주한 적이 있는데 그 때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생2

각날 때면 동료들과 회식 차 종종 방문한다.”
영화관련직종 대 여성- 20

46 ) 과일상회 대후반 여성 인터뷰 40 (20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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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갈비구이 꿔바로우 마라탕

그림 [ 64 중국음식사진출처 직접촬영] ( : )

가로인 뚝섬로 길에 중국 분식점 점포가 위치한다 점포 앞 투명 C 27 . 

진열장에 판매하는 튀긴 꽈배기 마화 요우티아오 씨엔빙( ), ( ), (⿇花 油条 馅

은 한국의 꽈배기나 호떡과 같은 모양이지만 크기가 훨씬 크고 저렴)饼

한 가격으로 인해 자양 동에 방문한 한국인들이 호기심을 갖게 되며 구4

입하며 향신료가 들어가지 않아 한국인에게도 덜 이질적이어서 한국인 , 

고객들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중국사람 뿐 아니라 한국사람도 많이 온다 한국사람들도 향신료가 없어서 “... , . 

거부감 없이 많이 사러 온다.” 
중국분식점 판매원 대 후반 조선족 여성- 30

처음엔 양꼬치구이와 중국맥주를 소비하기 위해 방문하지만 다른 중, 

국음식들을 접하게 되면서 중국음식문화를 소비하는 한국인들이 점차 늘

어나고 있다 중국인 상인들 중국동포 뿐 아니라 한국인을 대상으로 거. 

부감이 들지 않도록 향신료를 덜 사용하거나 쓰지 않는다 조선족 양꼬. 

치거리 상인회를 중심으로 점포 내부인테리어를 정갈하게 하며 식재료, 

관리에 있어서 협의하는 등의 노력을 들이고 있다 이에 광진구청 차원. 

에서 위생교육을 진행하는 정도로 중국인밀집지를 관리하고 있다 이는 . 

민족상인 커뮤니티 주도하에 이미 일어난 변화에 관에서 편승하는 수준

에 머무르는 한계가 보인다 따라서 국내 중국인 밀집지의 경우 해외의 . 

차이나타운에 비하면 중국문화를 상징하는 경관적 요소가 강하게 드러나

진 않는다 민족상인 커뮤니티가 중심이 되어 음식문화 자체를 가로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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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품화 전략으로 활용하며 양꼬치거리는 중국의 각 지역의 음식문화, 

를 홍보하는 통로이자 소비의 장소로 작용한다.

튀긴 꽈배기 마화 마라향궈 뷔페

그림 [ 65 중국음식점 전경사진출처 좌 직접촬영 우 네이버블로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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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소결4 . 

자양 동은 산업의 쇠퇴로 거주인구가 빠져나가면서 공동화를 겪으며 4

노후된 저층 주거지로 저렴한 임대료와 교통의 이점으로 중국인 이주자

들이 유입되며 중국인밀집지를 형성하였다 자양 동의 중국인은 지역 활. 4

성화에 기여하며 가로경관 변화를 이끌어낸 주도적인 주체이다 가로경관 . 

변화의 특성은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관점에서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 , 

정리 할 수 있다.

첫째 중국인 거주자의 정주성이 향상되었음을 반영한다 이는 중국관련 , . 

업종이 다양화되어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공간적 성격을 가짐으로서 정주성이 증가한다 또한 자영업자 증가에 따른 . 

직주혼합으로 인한 정주성 증가이다 잉여자본으로 중국음식점을 개업하거. 

나 중국에서 축적한 자본을 가지고 물류회사를 개업하는 경우이다 이들은 . 

자양 동에 거주하면서 자양 동에 자신들의 일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4 4

리적 근접성을 바탕으로 공간적 뿌리내림 즉 정주성이 증가한다, . 

둘째 자본의 축적에 따른 공간점유 양상의 차이가 나타난다 이것은 , . 

중국인 자영업자의 자본축적으로 인한 가로경관 장악과 중국인 상인그룹 

내에서 공간점유 차이 중국관련 점포 업종유형과 시공간적 연계성으로 , 

나타난다 중국인 자영업자의 성장에 따른 자본축적은 가로 건축물의 점. 

포수를 늘려나가며 한국인 자영업자들의 공간점유의 우위를 상실시키고, 

가로경관을 장악하는 형태로 드러난다 중국인 상인그룹의 경제력 차이에 . 

의해 건물을 소유하며 점포운영 임대형식으로 점포운영 일시적으로 외, , , 

부공간을 점유 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며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중국, 

인의 경우 저렴한 임금에 고용되는 등 차별을 받는다 중국관련점포는 유. 

형별로 초기개업 위치가 다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본을 축적하고, , 

입지적 변화가 발생한다 입지에 민감한 유형은 생활편의업종과 서비스업. 

종으로 가로가 교차되는 중심과 가까이 이점하고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 

업종은 업무업종으로 가능한 차량접근이 용이한 곳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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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중국음식문화 소비로 인한 가로경관 상품화이다 국내에 중국인 , . 

근로자 유학생 관광객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한국 내 중국음식문화가 확, , , 

산되고 특히 중국의 음주문화가 알려졌으며 최근 미디어를 통해 양꼬치, , 

거리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듯 중국인 밀집지에서 주류사. 

회 소비자들의 중국음식문화에 대한 소비욕구가 중국음식점 개업으로 이

어지고 양꼬치거리 라는 명칭 자체가 지역을 상품화하는 수단이 되고 ‘ ’

있다 이는 미주권의 차이나타운 혹은 인천차이나타운과 같이 에스닉 커. , 

뮤니티의 정체성을 중국문화를 단적인 시각적 이미지 기념비적 패루 사( , 

자상 전통문양 등불 로 고정시켜 재구성된 과거를 소비하는 형태의 상업, )

화된 경관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중국인이 유입되며 유동인구가 늘어나면. 

서 경제적으로 이득을 본 점포의 경우 양꼬치거리의 성장에 긍정적이다, . 

반면 중국음식문화가 장소마케팅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수록 기존의 , 

일반 한국음식이 배제되고 주변화 되면서 한국음식 요식업자와의 갈등이 

빚어진다.

나아가 민족상인 커뮤니티의 자생적인 가로경관 상품화 전략이 두드러

진다 양꼬치구이가 한국인 고객들은 잘 알려지고 익숙한 음식을 소비하. 

기 위해 지역을 찾아오는데 그러면서 지역에서 판매되는 다른 중국음식

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되고 시도하게 된다 조선족상인회의 중국인 상인. 

들은 또한 한국인에게도 덜 거부감이 들도록 강한 향신료를 쓰지 않고, 

인테리어를 정갈하게 할 것 식재료관리를 협의하는 등 자생적인 노력을 , 

기울인다 이에 광진구청 차원에서는 위생교육을 진행하는 정도로 민족상. 

인 커뮤니티 주도하에 이미 일어난 변화에 관에서 편승하는 수준에 머무

르는 한계가 보인다 따라서 국내 중국인 밀집지의 경우 해외의 차이나타. 

운에 비하면 중국문화를 상징하는 경관적 요소가 강하게 드러나진 않는

다 민족상인 커뮤니티가 중심이 되어 음식문화 자체를 가로경관의 상품. 

화 전략으로 활용하며 양꼬치거리는 중국의 각 지역의 음식문화를 홍보, 

하는 통로이자 소비의 장소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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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결론6

연구의 결론1. 

전 세계적으로 사회 문화 경제 등의 개방으로 사람 뿐 아니라 노동, , 

력 자본 문화가 국경을 넘나들고 있다 년 국내 외국인 주민 비율, , . 2015

은 전체 한국 인구의 를 넘어섰으며 이는 한국이 더 이상 단일민족3.4% , 

사회가 아닌 다문화사회로의 전환기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화로 . 

인한 다문화현상은 도시공간에서도 변화를 가져왔다 이주민들은 이주 . 

국가별로 특정지역에 모여 살며 자신들만의 밀집 거주지를 형성하며 자,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상업가로를 형성한다 서울 내 대표적인 외국인 . 

밀집지는 이태원의 아프리카거리 방배동 서래마을 쁘띠프랑스 동부이촌, , 

동 리틀도쿄 연남동의 화교타운 가리봉동과 대림동의 옌벤거리 자양동 , , , 

양꼬치거리 창신동 네팔타운 광희동 중앙아시아거리 등 이다 이러한 , , . 

외국인 밀집지는 상업가로를 중심으로 지역만의 독특한 이국적 경관을 

형성하며 소비되는 상품 및 서비스로 인해 새로운 지역문화 형성하며 , 

궁극적으로 도시공간의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반면 일부 선. 

진국형 외국인밀집지를 제외하고 외국인 커뮤니티에 대한 부정적인 인, 

식과 차별적 시선과 함께 외부 배타적인 성격을 드러내며 지역을 슬럼화 

시키는 등 도시문제 중 하나로 인식된다.  

국내 최대 외국인은 중국인으로 이들은 년 한중 수교 이후 건설업 1992

및 서비스업에 대한 필요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국내에 유입되기 시작했

다 다른 외국인 노동집단이 그렇듯 이들 또한 주거비용이 저렴하고 교. , 

통이 편리한 곳에 모여들며 밀집지를 형성하다 서울의 대표적인 중국인 . 

밀집지는 구로구 가리봉동 영등포구 대림동 건대입구 자양 동이다 자, , 4 . 

양 동은 기존의 중국인 밀집지보다 외부개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4 . 

중국인밀집지 형성이전에 자양 동은 성수공단 노동자들의 배후주거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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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높은 직주비율을 보였으나 산업 쇠퇴 이후 노동인구가 빠져나가면서 , 

공동화현상을 겪었다 하지만 저렴한 임대료와 교통의 편리로 인해 잠실. , 

강남 일대의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는 중국인 노동자들이 자양 동의 노후 4

저층 주거지로 유입되었고 자양 동은 인근 전통골목시장인 노룬산시장과 4

그 일대를 활성화시켰다 어느정도 잉여자본을 축적한 중국인들이 늘어. 

나면서 이전 성수공단 근로자들의 식당이 위치하던 동일로 길에 중국, 18 , 

음식점을 개점하였으며 년부터 중국음식점이 급증하면서 년에, 2009 , 2011

는 조선족 상인회의 요청으로 건대 양꼬치거리 로 지정된다 국내 중‘ ’ . 

국유학생 및 여행객들의 증가로 중국음식과 중국 주류에 대한 소비가 늘

어나고 미디어에서 한 배우가 양꼬치엔 칭따오라는 유행어와 함께 , ‘ ’

개그소재로 활용하면서 양꼬치거리를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양꼬치거리가 중국음식문화거리로 자리잡게 된 배경에는 중국 . 

조선족 상인회의 역할이 크다 구청에 중국음식문화거리로 지정할 것에 . 

대한 목소리 내고 민간주민참여예산을 마련하여 구청과 함께 중국문화, 

거리임을 형상화 한 조형물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또한 중국인 상권이 . 

형성되면서 중국관련 범죄가 발생하자 주민들과 함께 상인회 회원들은 

자발적으로 외국인자율방범대를 발족하고 개인의 비용으로 활동거처인 , 

근무초소를 설치하기도 했다 이렇듯 자양 동의 중국인 커뮤니티는 자발. 4

적이고 지역 활성화의 주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인 밀집지 자양 동의 가로경관 연구를 통해 자양 동 에4 4

스닉 커뮤니티의 성격이 무엇인지 이들이 어떻게 지역에 적응 혹은 충, , 

돌하며 지역을 변화시키는지와 같은 메커니즘이 가로경관에 어떠한 방식

으로 드러나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목적은  어떻. , 1)

게 자양 동에 중국인들이 집적하게 되었고 중국인 밀집지가 어떻게 형4 , 

성되었는지 자양 동의 상업 및 생활 가로의 용도 및 업종이 어떻게 , 2) 4

변화하고 있고 현재는 어떠한지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자양 동에 드, 3) 4

러나는 중국인 밀집지로서의 로컬리티와 민족경관의 특성이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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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밀집지가 함의하는 사회경제적 문화적 정책적 양상의 도시4) , , 

공간적 의미가 무엇이며 어떠한 논리와 행태로 공간적으로 도출되는지 

밝힐 것이다.

연구의 공간적 배경은 지하철 호선 환승역인 건대입구 번 출구에2,7 5,6

서 뚝섬 유원지 사이에 위치한 자양 동 중 양꼬치 거리가 형성된 가로 4

세로 블록이다 그 중 건대 로데오거리와 양꼬치 거리를 포640m, 600m . 

함하여 용도 및 업종변화가 비교적 활발한 개의 가로를 선정하였다 연6 . 

구의 시간적 범위는 자양 동에 중국인들의 유입이 활발해진 년 초중4 2000

반을 포함한 년부터 현재이다 연구의 방법은 기사 선행연구를 통해 1995 . , 

외국인 밀집지와 민족경관 가로경관과 용도 및 업종 변화 등 이론적 배, 

경을 갖춘다 분석을 위해서 건축물 대장을 통해 개의 가로에 위치한 . 6

건축물의 년부터 년까지의 건축년도와 주용도 용도변경사항을 1995 2016 , 

정리하고 용도변화를 시각적인 다이어그램으로 맵핑한다 또한 세부적인 . 

업종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포털사이트 다음 에서 제공하는 ‘ (Daum)’

년부터 년까지 로드뷰 서비스를 활용하여 중국 관련업종 점포를 2010 2015

음식점 유흥 소매점 생활편의 업무 종교시설 및 기타로 분류하고 어, , , , , 

떻게 변해왔는지 맵핑한다 또한 중국인와 한국인 상인 거주자 방문객. , , 

들을 대상으로 총 명에게 인터뷰를 진행하여 자양 동이 다른 중국인 26 4

밀집지와 비교하여 어떤 비교우위가 있는지 어떻게 지역이 변화되었는, 

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대상지 가로를 분석한 결과 중국인 관련 점포의 비율이 높은 상업가, 

로는 동일로 길과 뚝섬로 길로 각각 를 차지한다18 27 48.0%, 29.0% .

용도변화는 년 년 년에 가장 활발히 일어났으며 년2001 , 2008 , 2013 , 2001

은 로데오거리 지정에 의해 주택에서 제 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으로 1 ( )

용도변화가 일어난 결과이며 년 양꼬치거리 조성 전인 년엔 동, 2011 2008

일로 길을 중심으로 제 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에서 주류반입이 가능18 1 ( )

한 제 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로 용도변화가 일어났다 년에는 2 ( )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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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꼬치거리 조성 후 연쇄적으로 가로 내 중국음식점이 증가하거나 이미 

점포를 보유한 중국인상인이 자본을 축적하며 점포를 확장시키면서 용도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관련업종은 주로 동일로 길인 양. 18

꼬치거리와 뚝섬로 길에서 보여지며 양꼬치거리는 중국음식문화거리의 27 , 

성격이 강하며 최근엔 차선 차량통행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업무업종이 , 2

늘어나고 있다 뚝섬로 길의 경우 음식점 식료품점 미용실 등 중국인. 27 , , 

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밀착형 점포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정보공유, 

와 친목 도모의 거점이 되고 있다. 

중국인관련 업종 점포를 미시적 관점에서 살펴본 결과 자본 축적으, 1)

로 인해 중국음식점 점포가 공간적으로 입지적으로 변화됨 중국관련 , 2)

업종이 다양화 되면서 기존의 생활편의업종의 감소 상권에 영향 받지 3)

않는 중국관련 업종 점포 등장 임대료상승으로 인한 노후건축물 유지 4)

신축 다가구주택 임대사업 및 저층 점포 임대되는 현상이 나타난다5) . 

가로경관 변화의 특성은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 , 

정리 할 수 있다. 

첫째 중국인 거주자의 정주성이 향상되었음을 반영한다 이는 중국관, . 

련 업종이 다양화되어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커, 

뮤니티 공간의 성격을 가짐으로서 정주성이 증가한다 또한 자영업자 증. 

가에 따른 직주혼합으로 인한 정주성 증가이다 이들은 자양 동에 거주. 4

하면서 자양 동에 자신들의 일터인 중국음식점이나 물류회사 등을 운영 4

한다 이러한 지리적 근접성을 바탕으로 공간적 뿌리내림 즉 정주성이 . , 

증가한다. 

둘째 자본의 축적에 따른 공간점유 양상의 차이가 나타난다 이것은 , . 

중국인 자영업자의 자본축적으로 인한 가로경관 장악과 중국인 상인그룹 

내에서 공간점유 차이 중국관련 점포 업종유형과 시공간적 연계성으로 , 

나타난다 중국인 자영업자의 성장에 따른 자본축적은 가로 건축물의 점. 

포수를 늘려나가며 한국인 자영업자들의 공간점유의 우위를 상실시키고, 

가로경관을 장악하는 형태로 드러난다 중국인 상인그룹의 경제력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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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건물을 소유하며 점포운영 임대형식으로 점포운영 일시적으로 , , , 

외부공간을 점유 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중국관련점포는 유형별로 초. 

기개업 위치가 다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본을 축적하고 입지적 변, , 

화가 발생한다 입지에 민감한 유형은 생활편의업종과 서비스업종으로 . 

가로가 교차되는 중심과 가까이 이점하고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업종은 , 

업무업종으로 가능한 차량접근이 용이한 곳에 위치한다.

셋째 중국음식문화 소비로 인한 가로경관 상품화이다 국내에 중국인 , . 

근로자 유학생 관광객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한국 내 중국음식문화가 , , , 

확산되고 특히 중국의 음주문화가 알려졌으며 최근 미디어를 통해 양꼬, , 

치거리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듯 중국인 밀집지에서 주류. 

사회 소비자들의 중국음식문화에 대한 소비욕구가 중국음식점 개업으로 

이어지고 그것 자체가 지역을 상품화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중국인이 . 

유입되며 유동인구가 늘어나면서 경제적으로 이득을 본 점포의 경우 양, 

꼬치거리의 성장에 긍정적이다 반면 중국음식문화가 장소마케팅의 중요. 

한 요인으로 작용할수록 기존의 일반 한국음식이 배제되고 주변화 되면, 

서 한국음식 요식업자와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나아가 민족상인 커뮤니티의 자생적인 가로경관 상품화 전략이 인상적

이다 양꼬치구이가 한국인 고객들은 잘 알려지고 익숙한 음식을 소비하. 

기 위해 지역을 찾아오는데 그러면서 지역에서 판매되는 다른 중국음식

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되고 시도하게 된다 조선족상인회의 중국인 상. 

인들은 또한 한국인에게도 덜 거부감이 들도록 강한 향신료를 쓰지 않

고 인테리어를 정갈하게 할 것 식재료관리를 협의하는 등 자생적인 노, , 

력을 기울인다 이에 광진구청 차원에서는 위생교육을 진행하는 정도로 . 

민족상인 커뮤니티 주도하에 이미 일어난 변화에 관에서 편승하는 수준

에 머무르는 한계가 보인다 민족상인 커뮤니티가 중심이 되어 음식문화 . 

자체를 가로경관의 상품화 전략으로 활용하며 양꼬치거리는 중국의 각 , 

지역의 음식문화를 홍보하는 통로이자 소비의 장소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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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자양 동의 가로경관과 그 이면에 있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4 , , 

메커니즘을 살펴본 결과 중국인들이 자양 동의 경관변화의 주체임을 확4

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서울이라는 메트로폴리스에 자생적으로 중국인 집. 

단이 모이게 되며 이들이 자기들만의 정체성만 고수하여 배타적인 밀집, 

지를 형성하기보다 주류사회의 이국적 문화에 대한 소비 욕구를 경제적 

이익의 창출하기 위한 기회로 활용한다 이렇듯 한국사회에 적응하며  . 

지역 내 뿌리를 내리며 아래로부터 지역 활성화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 

새로운 도시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자양 동 중국인 밀집지의 특징이며 궁4

극적으로는 도시 내의 다양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제

공한다 반면 관 차원에서 중국인밀집지에 대해 음식점 위생교육이나 . 1

년에 한 번 거리축제 지원 등 다소 소극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이 이루어

지고 있다 지방정부기관은 자양 동에서 나타나는 문제인 기존 한국인 . 4

요식업 상인과 조선족 양꼬치거리 상인회 커뮤니티와의 갈등해소 중국, 

인커뮤니티의 성장에 따른 기존 생활편의업종의 축소되고 있는 상황 나, 

아가 노후화된 자양 동 거주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실질4

적인 합의점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즉 자양 동을 단순히 외국인 밀집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역 활성화, 4 , 

와 문화적 자원으로 인식하며 관차원에서 지역관리 발전 전략을 세워야 , ,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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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2 . 

본 연구는 현장관찰과 인터뷰 건축물대장 로드뷰 서비스를 활용하여 , , 

분석하였다 건축물대장을 서류상 건축물용도 변동사항에서의 용도변화. , 

를 확인하였고 그것을 토대로 용도변화의 시계열 다이어그램을 작성하, 

였다 하지만 현장 답사결과 신축 건축물에 대한 기재가 없었으며 누락. , 

된 부분이 있었으며 기입된 용도변화 내용에 있어 업종이 기입되어있는 , 

경우 제 종 근린생활 제 종 근린생활 구분이 없거나 각 자료마다 명확, 1 , 2

한 체계 없이 일관성이 없이 기입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공공기관 문. 

서에 있어 코드화 또는 어떠한 체계가 갖추어 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

다 또한 인터뷰에 있어서 한계가 있었다 우선 대상마다 인터뷰 수락여. . 

부가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면 젊은 중국인 조선족 여성의 경우 인터뷰 . ( ) 

수락을 거의 하지 않았고 반면 지역 내 거주하는 한국인 중년의 경우 , 

인터뷰 수락 비율이 높았다 또한 건대양꼬치거리 상인회 회장과의 인터. 

뷰를 시도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추후에 이러한 부분이 보안되어 진행. 

한다면 지역의 변화를 주도하는 상인 커뮤니티와 대한 정보와 함께 더욱 

다양하고 풍성한 결과가 있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중국인 커뮤니티로 인해 임대료 상승됨에 따라 이전부터 

거주해오던 한국인이 운영하던 생활편의시설미용실 세탁소 이 축소되( , )

며 동네의 작은 사랑방과 같은 커뮤니티가 축소되는 현상은 우려되기도 , 

한다 도시 전체 차원에서는 다양성의 높이는 것이지만 일종의 젠트리피. 

케이션 현상이 작용되며 지역 내의 다양성이 감소에 대한 문제는 향후 

중요한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은 자양 동 . 4

중국인 밀집지 저층주거지 거주환경에 대한 연구도 진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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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
인터뷰 녹취정리

상인1. 

국적 일시 연령대 업종 개점년도 점포위치 거주지

한국인

2016.2.7 대후반50 사무용품점 1995 아차산로 자양동

2016.8.20 대후반20 미용실 2016.6 B 성수동

2016.8.20 대후반40 과일상회 2016.4 C 자양 동3

2016.8.31 대초반30 커피점 2016.8 C 자양 동4

2016.10.21 대후반50 세탁소 년대1980 C 자양 동4

중국인

2016.10.19 대초반60
중국음식점

연길냉면( )
2008 B 자양 동4

2016.10.19 대중반50
중국음식점

허씨마라회향( )

2008
B 자양 동4

2015.12

2016.10.19 대후반40
중국식료품점

왕부정중국식품( )
2014 B 자양 동4

2016.10.21 대중반30
중국음식점

배달전문( )
2016.5 F 자양 동4

2016.10.21 대초반40
중국식료품점

두부가게( )
2010 C 자양 동4

표 한국인 및 중국인 상인대상 인터뷰 일정 및 대상자 정보[ 1] 

상인 한국인 1

기본정보

일시 2016.2.7

연령성별/ 대후반 남성50
직업 알파문고 사장 

거주지 자양 동4

거주기간 대략 년이상토박이나 다름없다고함30 ( )

상점에 

관한 정보

개업시기 년원래는 년간 카페베네 위치에서 장사7 ( 27 )
이전업종 -

현재업종 사무용품

개업목적 -

지역선택이유 -
고객층

가로공간활용 

여부 및 방법
지하여서 딱히 활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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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분위기

옛날에는 다 죽었었는데 중국사람들이 들어와서 상권이 좋, 

아졌어 노룬산시장이고 뭐고 다 죽었었는데 그 사람들이 . , 

들어와서 생활할 집을 다 여기에 구하니까 그리고 이 사람, 

들은 많이 먹고 돈을 많이 써 그 바람에 중국에 돈많은 , . 

자식들이 공부하러 많이 들 들어왔어요. 

노룬산시장도 잘되고 뭐든지 중국사람들 때문에 잘됬어 솔, 

직히 여기 옛날에는 건물 가진 사람들 임대료 못받아서 난. 

리였어 중국사람들 들어와서 활성화 된거고 중국사람들이 . ,, 

임대료는 아주 칼같이 내요. 

여기서 자리잡아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중국에서 , 

방금 막 들어온 사람들이나 불법체류자나 그런 사람들이 

사고내고 문제야.

정상적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런일이 없지 예전에는 사. 

고들이 많이났었지만 요새는 한국사람들처럼 중국사람들도 , 

자율방범대가 생겨서 동네를 돌고 하는 바람에 많이 좋아

졌어.

오히려 동네 생활수준이 나아졌지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 

들이나 노룬산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다들 괜찮아, 

졌지.

거주정보

건대입구역 앞

아차산로( ) 

정보

원래 나는 번출구 쪽에서 년동안 문구점포 했었어5 27 .

롯데가 들어오는 바람에 강남 부동산들이 건물주인한테 전

화해서 집세를 배이상 올려받았어 그러면 집주인이 돈 10 . 

많이 준다는데 어째 나 권리금도 억 천이었는데 원하나 ? 4 7 10

못받았어.

나는 점포 세 개나 가지고 있었거든.

그 건물에 개 점포가 있었어 건물주 이름이 서 라고 개7 . OO

포동 파출소 소장인데 정년퇴임했어.

개인이 들어가면 그렇게 임대료 못내 그래서 거기 핸드폰. 

이니 카페베네니 직영점이 들어와 직영점들은 권리금 없으. 

니까 막 들어와 홍보효과가 있으니까 장사가 되든 안되든. .

우리가 집세를 만원을 줬는데 만원을 준다는데 주300 , 3000

인이 안하겠어?

그래서 롯데 있기전에 장사하던 사람들이 다 내쫓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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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안하고 배씩이나 올라갔어10 .

여기는 하나도 없지 여기는 다 까먹고 왔지 별볼일 없고. . ..

나는 여기서 년 되가는데 기본 거래처가 있어 문구가 여30 . 

기는 들어와서 임대료 때문에 못해먹어 나도 직원을 못둬. . 

직원을 두면 타산이 안맞아 한달에 몇 백만원 줘야되는데. , 

납품을 못해주지 옛날엔 직원들이 몇 명 있어서 납품하고 . 

있었는데 이제는 못해, .

로데오거리

동일로 길( 20 )

정보

중국골목 말고 로데오도 그래 로데오도 전부 옷가게였는. 

데 백화점 들어와서 옷가게가 다 나갔잖아 백화점이 더 , . 

싸게 팔고 교환도 해주는데 누가 여기서 옷을 사. 

그래서 전부 먹자식음가 줄줄이 생겨버렸어 옛날엔 먹는( ) . 

데 하나도 없었지.

상인 한국인 2

기본정보

일시 2016.8.20

연령성별/ 대후반 남성20

직업 미용사
거주지 성수동

거주기간 년2

상점에 

관한 정보

개업시기 년 월2016 6

이전업종 미용실연변신세기미용실( )
현재업종 미용실(Daejin style)

개업목적 기존에 미용실이 있어서.

지역선택이유 찾다보니까 오게 됨 유동인구가 많아서. 

고객층 한국인 중국인7 3

가로공간활용 

여부 및 방법

점포 앞에 단으로 계단이 있음2 . 

밤에 간판테두리 조명주변 중국음식점과 비슷( )

근처에 살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들도 자주 와서 가격표를 

중국어로 표시했다.

동네분위기
중국인들이 많고 시끄럽지만 저녁에 사람이 많다보니까 가, 

게운영도 늦게까지 하게됨

상인 한국인 3

기본정보

일시 2016.8.20

연령성별/ 대후반 여성40
직업 과일상회 상인

거주지 자양 동1

거주기간 년 이상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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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에 

관한 정보

개업시기 개월전4

이전업종 신축건물( )
현재업종 과일상회장보고청과( )

개업목적 원래 하던 업종임

지역선택이유 노룬산 시장 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어 유동인구가 많아서

고객층
한국인중국인 반반/

손짓 발짓하면 되니까 장사하는데 어려움은 없다. 

가로공간활용 

여부 및 방법

점포가 모퉁이에 위치해서 점포 앞에 과일을 진열할 수 있

는 공간이 있어서 선택함

동네 분위기

중국인들 덕분에 장사도 잘되고 집값이 올랐다 임대하는 . 

사람 입장에서는 안 좋지만 주인들에게는 좋을것이다 요, . 

새는 휴가철이라 비성수기여서 그런지 사람이 아주 많진 

않지만 보통 주말이나 금요일엔 밤 늦게까지 다소 시끄럽, 

긴 하다 시까지 장사.(11 )

상인 한국인 4

기본정보

일시 2016.8.31

연령성별/ 대초반 남성30
직업 자영업

거주지 자양 동4

거주기간 년이상20

상점에 

관한 정보

개업시기 주 오픈3 (8/2 )
이전업종 연어랑프랜차이즈 술집( )

현재업종 카페

개업목적 사업

지역선택이유 집근처에 위치해서
고객층 한국인 중국인7 3

가로공간활용 

여부 및 방법
간이 테이블 한 개

동네분위기

거주한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동네사람들을 거의 

알고 있다 그분들도 편하게 놀러오신다 국적 상관없이 손. . 

님이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한다, .

상인 한국인 5

기본정보

일시 2016.10.21

연령성별/ 대 후반 여성50

직업 자영업
거주지 자양 동4

거주기간 년이상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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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에 

관한 정보

개업시기 주 오픈3 (8/2 )

이전업종 -
현재업종 세탁소

개업목적 -

가게 닫는 

이유*

몇 십년간 해왔는데 건강이 좋지 않아서 가게를 내놨다, . 

그런데 몇 달 째 세가 나가진 않는다 다른 곳은 다 나갔는. 

데..

여기 월세가 많이 올랐다.
고객층 한국인 중국인5 3

가로공간활용 

여부 및 방법

가게 안 문 앞 바로 명 정도 앉을만한 의자가 있다 동네 2 . 

사랑방처럼 어르신들이 들락날락 하시면서 와서 믹스커피

도 마시고 가신다. 

동네분위기

최근에 거의 다 중국사람들 가게가 되고있다.

며칠전에 에서 나를 찍어갔다 가게세도 너무 세고 해서TV . , 

가게를 내놨는데 안나간다 아무래도 중국사람들이 많아지. 

면서 가게 세가 올라간다 한국 사람들보다 중국사람들이 . 

더 많아지면서… 

원래 동일로 길엔 거의 한국사람 위주의 가게였다18 .

세탁소도 많이 없어진것이다 옛날엔 세탁소가 많았다 세탁. 

소가 없어지고 중국음식점이 되었다 중국사람들이 가게를 . 

많이 보러온다.

이 동네에서 몇 십년간 살았다 중국사람들도 손님이기 때

문에 친하긴 하다. 

중국사람들 한집에 모이면 아주 패거리로 모인다 돈벌면 , . 

중국 다 간다 일요일에 오면 사거지쪽양꼬치거리에 중국. ( )

사람들로 엄청나다 낮에보다 밤되면 정말 많이온다. . 

주변 가게 평가

바로 앞 카페( )

커피 저거 팔아가지고 세 못낸다 저거 한잔에 원씩이. 3000

라는데 저거 팔아서 잘 되겠어 저 가게는 시도때도 없이 ?  

바뀐다 횟집이었다가 연어집 이었다가 호프집이었다가 또 . , 

바뀌어서 커피집으로 바뀐 것이다.

상인 중국인 1

기본정보

일시 2016.10.21
연령성별/ 대 초반 여성60

직업 자영업

거주지 자양 동 빌라 거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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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년10

상점에 

관한 정보

개업시기 년2008
이전업종 화장품 도매업 창고

현재업종 연길냉면

개업목적 -

지역선택이유 중국교포들이 살아서 이 지역에 오게 되었다
고객층 주중엔 한국인이 많고 주말에는 유학생이나 중국동포, 

가로공간활용 

여부 및 방법
-

동네분위기
매화반점 있기 전에 연길양꼬치 송화양꼬치는 안쪽에 위, , 

치함

상인 중국인 2

기본정보

일시 2016.10.19
연령성별/ 대 중반 남성50

직업 자영업 개 운영(2 )

거주지 자양 동 거주 4

거주기간 년15

상점에 

관한 정보

개업시기 년 년 월2008 / 2015 12

이전업종 양꼬치 중국식당

현재업종 허씨마라회향

개업목적

가게가 잘 돼서 하나 더 차리게됨 원래는 건설쪽 현장에서 . 

일했는데 아예 그만두고 아들네 가족이랑 장사만 하고 있, 

다.

가게 개점한지 년 호점 개업 홍보수단은 따로 없고 단골 1 , 2

통해서 입소문으로 퍼진다.

지역선택이유 중국교포들이 많이 살아서 이 지역에 오게 되었다

고객층
주말에는 동포들이 주로 오고 평일엔 한국사람들이 많이 

온다.
가로공간활용 

여부 및 방법
음식문화거리 행사가 홍보효과가 좋다.

동네분위기

지역에 따라 문화가 다르니까 처음 정착했을 때 힘들었다. 

살다보니까 본국에 있을 때는 생활습관같은게 다 적응되 , 

가다보니까 본인 스스로가 달라진 것 같다, . 

부모님이 고향에 계시지만 가족들은 다 여기 와있다, .

맛의 거리 2016

축제

양꼬치거리

년에 한번 하는 것은 아니다 시청에서 맛의거리 축제를 1 . 

하는데 여기는 양꼬치거리니까 무료 시식같은것도 하고 중, 

국동포가수들이나 동네 주민들이 무대에서 공연한다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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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래도 이런거 한번 씩 하면 홍보효과가 있다.

상인 중국인 3

기본정보

일시 2016.10.19

연령성별/ 대 후반 여성40

직업 자영업
거주지 자양 동4

거주기간 -

상점에 

관한 정보

개업시기 년 년 월2008 / 2015 12

이전업종 핸드폰가게
현재업종 식료품점왕부정중국식품( )

개업목적

지역선택이유 중국교포들이 많이 살아서 이 지역에 오게 되었다

고객층 유학생이나 여기 사는 중국인 타지 중국인, 
가로공간활용 

여부 및 방법
채소마늘생강향채 등 술 진열( , , ), 

동네분위기 -

상인 중국인 4

기본정보

일시 2016.10.21

연령성별/ 대 중반 남성한족30 ( )
직업 자영업

거주지
자양 동 영동교 근처 거주다른 가게 종업원강남 자양동 4 ( : , 

거주)

거주기간 년10

상점에 

관한 정보

개업시기 달2

이전업종 오랫동안 비워있었음

현재업종 중국배달음식점

개업목적

년에 건대에서 유학하다가 중국에 돌아가지 않았다 이 2007 . 

지역이 익숙하고 중국사람들도 많이 살아서 여기로 오게 

되었다.

배달음식 종업원은 한국인 중국한족 조선족 등 다양하다. , , . 

요리사가 흑룡강성 출신이라 그 쪽 음식을 판다.

지역선택이유 한적한 위치인데 배달음식 전문이라서 상관없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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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층 중국인

가로공간활용 

여부 및 방법
양파 깎는 등 재료 손질하는 장소

가게외관 곰 캐릭터 그림이 있으며 간판이 중국어로만 되어있다.

동네분위기 -

상인 중국인 5

기본정보

일시 2016.10.21

연령성별/ 대 초반 남성40

직업 자영업

거주지
자양 동 영동교 근처 거주다른 가게 종업원강남 자양동 4 ( : , 

거주)

거주기간 년10

상점에 

관한 정보

개업시기 년10
이전업종 양꼬치 음식점

현재업종 중국식 두부가게동문식품 즉석두부( . )

개업목적 처음부터 한국에는 장사하러 왔다.

지역선택이유 유동인구가 많아서

고객층
중국인 한국인80 20

두부는 한국사람도 먹으니까 한국인 손님도 있다.

가로공간활용 

여부 및 방법
건조한 식품 판매대

가게외관
한국어로 되어있고 즉석두부라고 빨간색으로 크게 쓰, ‘ ’
여짐

동네분위기 -

건대양꼬치

상인회에 대한 

정보

건대양꼬치거리 상인회구 조선족상인회는 주로 양꼬치거( )

리에 입점한 식당가 주인들이 가입한다.

원래 나도 상인협회에 소속되었는데 빠지게 되었다.

양꼬치가게와 여기는 별개이니까.

양꼬치장사는 밤늦게 장사하는데 두부가게는 새벽일찍 나

오다보니까 시간이 맞지않는다 그래서 굳이 소속될 필요가 . 

없다고 생각되서 나오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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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2.

국적 일시 연령대 직업 거주년도 위치

한국인

2016.8.20 대후반60 건물주 1995 B

2016.10.19 대초반70 건물주 2010(1950) B

2016.10.19 대후반60 전세거주자 2013 B

2016.10.21 대초반50 건축업자 1960

2016.10.21 대초반60 노점상인 1950

2016.10.21 대초반60 제조업 1950

중국인

2016.10.21 대후반30 중국빵집 판매원 2009

2016.10.21 대후반60 주부무직( ) 2015

표 한국인 및 중국인 거주자대상 인터뷰 일정 및 대상자 정보[ 2] 

거주자 한국인 1

기본정보

일시 2016.8.20

연령성별/ 대후반 여성60

직업 건물 건물주(13-40) 

거주정보

거주지 자양 동 동일로 길 4 13-40( 18 41)

거주기간 년 이상? 4

건물소유 년전에 신축4

거주만족도

층에 중국식당을 임대주고 나머지는 원룸이다 중국인들은 1 . 

월세로 장사한다 그래서 여기양꼬치거리 건물들이 다 100% . ( ) 

낡았다 빨리 재건축되야하는데 중국사람들때문에 어렵다. , . 

우리집 건물에 사는 사람들은 다 중국사람이다 대학생들도 . 

있고 월세수입이 괜찮아서 나이들어서 먹고살만 하다 동네, . 

가 좀 시끄러워서 그렇지 월세도 꼬박꼬박 잘 낸다, .

거주자 한국인 2

기본정보

일시 2016.10.19

연령성별/ 대초반 남성70

직업 동북풍미반점 건물 건물주(4-5) 

거주정보

거주지 자양 동 동일로 길 4 4-5( 18 90)

거주기간
년그러나 초등학교 다닐즈음에 자양동에 계속 살다가 집지6 (

어놓고 서울 내 다른지역에서 직장생활함)

건물소유 년전 즈음 건축 년말24 (1991 )

거주만족도
한국주인들은 중국사람들에게 집을 안내주려고 함 지저분하. 

게 쓰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집에도 중국인 유학생들이 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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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한국인 3

기본정보

일시 2016.10.19

연령성별/ 대후반 여성60

직업 연벽건물 세입자

거주정보

거주지 자양 동 동일로 길 4 11-11( 18 50)

거주기간 년3

거주만족도

집값이 싸고 교통이 좋아 시장도 가깝고 나쁘지 않은데 , 

문열어 놓으면 가끔 화장실인줄 알고 중국사람들이 들어올 

때가 있어.

양꼬치거리라 시끄러울때가 많아.

연벽건축물 층 중국식당 점포 뒤쪽에 주거공간이 있음( , 1 )

있다 중국사람들은 세를 절대 밀리지 않고 의외로 꼬박꼬박 . 

잘 낸다.

중국인들은 세를 찾을 때 싼 것만 찾는다 그런데 유학생들은 . 

좀 다르다..

주말에 특히 고성방가로 시끄럽다 예전보다 많이 조용해 지. 

긴 했지만.

지역관련 역사

원래 중국사람들이 많기 전에는 큰 식당이나 건축자재가게 

같은게 있었음.

매화반점이 가장 먼저 들어옴 원래 주인은 여기 팔고 나갔는. 

데 주방장이었던 사람이 장사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건물, 

을 억인가 주고 구입했다고 한다30 .

호선만 있을 때는 중국사람들이 별로 없었는데 호선이 개2 , 7

통되면서 강남이랑 가까워서인지 많이 들어온 것 같다 집값. . 

임대료가 다른지역에 비해 싸니까.

원래 로데오거리 쪽에 옷가게가 있었고 년대 초반 장사(2000 ) 

가 잘 돼서 붐볐는데 양꼬치거리 생기고 여기가 활성화됨, 

거주자 한국인 4

기본정

보

일시 2016.10.21
연령성별/ 대초반 남성50

직업 건축업자 건축감리. ( , ), 

거주정
거주지 자양 동4

거주기간 년자양동이 고향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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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거주만족도

중국인이 장사하면서 음식문화 등 여러가지 교류가 있어서 , 

좋은데 폭력성이라든가 그런것은 좀 문제가 되고 중국사람, . 

들이 외국에 와서 살다보니까 같은 조상이지만 무시하는 경, 

우도 있고,

지역관

련

역사

년대 중반부터 중국인들이 들어왔어 년 초에 수교가 되90 . 93

어 완전히 비자발급이 되고 조선족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는, 

데 강남도 가깝고 성수공단이 가까우니 중국인들이 많이 들, , 

어왔지.

최근 지역 내 

중국인의 

동향

옛날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은 다 중국으로 다시 돌아갔어 최. 

근엔 국제결혼이나 유학 등 젊은 층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 

같아 중국 정책에서도 조선족이 한족과 결혼할 때 선택권이 . 

주어진다고 하더라고 엄마가 한족이고 아빠가 조선족이면, , 

자녀가 한족이 될 것인지 조선족이 될것인지 선택한데 그래. 

서 중국에서도 조선족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

이 쪽에 사는 중국사람들은 뭔가를 해도 다른지역보다는 그, 

나마 믿을만하다 다른 지역보다 세나 지가가 높아서 그런지. , 

수준이 좀 높은 것 같아.

기타 

코멘트

지역 

개발상황

이 지역은 묶여있는 곳이 워낙 많다 시행사라고 자칭 들어와. 

서 조합원을 모집하는데 잘 안되니까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 

있다 도시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부분 묶여있으니까 주민. , 

들도 피해자이고 다 피해자이다 그냥 블록화로 지엽적으로만 . 

재건축이 이루어진다 오래된 건물들이 많지만 지금은 땅값이 . 

너무 높다 하지만 월세가 많이 나오니까 개발행위를 할라 . , 

해도 현행 건축법상 층이 다 뺏기니까주차장 때문에 그래, 1 ( ) 

서 개발을 안하고 있는 편이다.

세도 들어오고 팔아봐야 세금만 왕창 들어오니까 현상유지중, 

이다.

구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시스템도 저렴한 가격에 확보해준다, 

면 혹은 주차등록제등을 해서 노면 주차가 줄어들 텐데, , . 

현재 공사 

중인 곳 

이전용도 및 

현재용도

층 높이 연립빌라 경동그린멘션 능동로 길 3 ( )( 7 )

현재 층높이 다세대주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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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한국인 5

기본정보
일시 2016.10.21

연령성별/ 대초반 남성60

직업 노점상인, 

거주정보

거주지 자양 동 4

거주기간 대째 거주중3

노점공간 활용

코리안바비큐 뚝섬로 길 앞에 고구마 늙은‘ ’( 27 38, 852-1) , 

호박을 진열해두고 맞은편 건물뚝섬로 길 층 , ( 27 43, 846-10) 1

슈퍼 앞 간이의자에서 손님을 기다림.

같이 장사하는 아내가 저녁에 의자 펴놓고 장사하는것 ( )‘
같은데?’
그럼 그 때 들어가지 뭐‘ ’
시간대별로 여러 노점상인들에 의해 점유되는 공간.

주로 한국인 노점상인들이 점유함과일 채소 양말트럭( , , )

지역관련

역사

한강유원지 나룻터였는데 영동교 있기전에 잠실대교청담, ,

대교도 없었다 이 지역에 오래된 다리는 성동교 광진교천. , 

호동 넘어가는데 바로 밑에 보면 살곶이다리가 있다‘ ’ . 

돌로 만든 다리인데 당시에는 되는 다리였다 청계, 60-70M . 

천 수표교랑 같은 식이었다 지금은 흔적만있는데 다리가. . 

장마철에 쓸려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여기 지역은 원래 뚝도리였다 년도인가 인구가 점점 늘. 92

면서 성동구에서 분구되어 광진구가 됬어 자양 동이 인구, 4

가 더 적은 이유는 자양 동 말고 주변은 아파트가 많으니, 4

까 여기는 세입자들이 많고 건물이 낮으니까 인구밀도가 , , 

낮다.

우리가족은 실향민이면서 정착을 여기에 했으니까 댓수로 

대를 살고 있고 누구보다도 많이 안다 이 지역은 재건축3 , . 

하기가 힘들다 주차장이 전혀 없어서 이 건물 층 슈퍼. , (1 ) 

지은지 년이 넘었다 이 건물주가 무진장 부자 이 분 땅40 . . 

을 안밟으면 천호동을 가지도 못했다고,..

최근 지역 내 

중국인의 동향

중국인중에 오래된 사람들은 다들 일 나갔다

차이나타운에 있는사람들은 영리목적으로 영업하는 사람들

이고 처음에 온 중국인들은 노동일 하던 사람들이다 만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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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그 사람들 만나고 싶으면 아침 일찍 와서 시쯤 뚝섬, 6 ? 

로쪽에 가면 일하러가려고 기다리고 있다.

지역 개발상황

지구단위계획이 앞쪽에만 있음 한줄만 되어있음 준주거지. . 

역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건대 웨딩홀쪽에 쪼금있고 그 뒤, . 

에 재개발을 추진해서 진행중에 있다 동일로 편으로 조금. . 

애매하다.

지역 이슈

건대입구역을 지하화하는 것이 이 동네의 오랜 숙원사업이

다 지상으로 되있는게 신림쪽 그리고 몇군데만 그런식으. , 

로 되어있는 있다 예전엔 건대에서 나오는 개천가였다 그. . 

런데 지하철이 아니고 지상에 생겼다 원래는 지하에 할 수 . 

있었는데 이 동네가 힘이 약했던 것이다 여의도에서 마포, . 

로 오는 것이나 다 지하철로 되어있는데 호선 중에 한강, , 2

을 기준으로 양화대교랑 잠실철교만 위로 다니고 신림이랑 , 

여기만 이렇다.

지역구대표가 여기서 선이 되었는데 힘이 약해 지금은 4 , .. 

원내대표 당 대표가 되었는데 미약한게 많지, , .

인터뷰 대상자는 친구사이임5,6 . 

거주자 한국인 6

기본정보

일시 2016.10.21

연령성별/ 대초반 남성60

직업 제조업공장 운영

거주정보

거주지 자양 동 4
거주기간 년이상30

거주만족도
중국사람들이 오고 나서 동네가 나빠졌다 이 사람들이 질. 

서가 없이 지저분하다. 

지역관련 역사

성수공단에 가발공장이 많았다 여기까지도 성수공단으로 

쳤었다 양꼬치거리 쪽이랑 로데오거리 쪽이 다 섬유계통 . 

공장이었다. 

영동교가 생기기 전엔 도로가 없었다 년도쯤 도로가 생. 72

긴걸로 기억한다 원래는 기동차라고 전차랑 비슷한게 있었. 

다 뚝섬유원지 가는 길에 기동차 가는 길이 있었다. .

여기는 완전 채소밭이었다.

노루가 뛰어노는 야산이어서 노룬산이라는 명칭이었고 자, 



- 143 -

거주자 중국인 1

기본정보
일 2016.10.21

연령성별/ 대후반 여성30

직업 중국빵집 판매원

거주정보

거주지 자양 동 노룬산시장 근처 4

거주기간 년7

거주지 

선택이유

원래 안성에 회사를 다녔었는데 남편이 중국에서 나중에  , 

왔다 남편이 잠실 신당 쪽 건축현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 , 

지하철도 편리하고 교통이 좋고 다른 지역보다 저렴한 것 

같아서 이 지역으로 왔다..

기타 

상점 

정보

사장님 

운영가게

앞 가게 간판에 있는 전화번호가 사장 번호빵집 사장님이 (

가로에 두 개 점포 운영C

가게에 대한 

정보

중국사람 뿐 아니라 한국사람도 많이 온다, . 

한국사람들도 향신료가 없어서 거부감 없이 많이 사러 온

다. 

조선족

커뮤니티

송화양꼬치사장이 건대양꼬치거리 상인회기존 조선족상인(

회 회장) 

거주자 중국인 2

기본정보

일시 2016.10.21

연령성별/ 대후반 여성60
직업 무직손자 양육( )

거주정보

거주지 자양 동 4

거주기간 년1

거주지 

선택이유

아들가족이 한국에 먼저 와서 자제분들은 직장으로 가고, , 

아이를 돌보러 한국에 왔다 아들과 며느리는 명동에 화장. 

품가게에서 일하고 있다. 

같은 고향에서 온 비슷한 나이 친구들이 있어서 덜 외롭다.

양 동까지 된 것이다4 .

원래 금호동에 살았고 여기로 학교를 다님

인터뷰 대상자는 친구사이임5,6 . 



- 144 -

방문자3. 

국적 일시 연령대 직업 방문지 현 거주지

한국인
2016.10.19 대초반30 디자이너 중국음식점 안양

2016.11.23 대후반20 영화관련직종 중국음식점 송파구

중국인

2016.08.02 대중반20 영어교사 중국음식점 이화여대 부근

2016.10.19 대초반20 세종대 학생 양꼬치거리 축제 세종대 기숙사

2016.10.21 대초반20 한국어학당 학생 중국 빵집 성수역 부근

2016.10.21 대초반50 공장근무 중국 빵집친척집, 광주

2016.10.21 대후반20 직장인 커먼그라운드 타이완

표 한국인 및 중국인 방문자대상 인터뷰 일정 및 대상자 정보[ 3] 

방문자 한국인 1

기본정보

일시 2016.10.19

연령성별/ 대초반여성30

직업 디자이너
거주지 안양시

지역인식

방문목적 저녁약속

가로경관에 

대한 인식
중국에 온 느낌이다 활기찬 분위기. 

방문자 중국인 1

기본정보

일시 2016.08.02
연령성별/ 대중반 여성20

직업 영어교사

거주지 이화여대 부근

지역인식 방문목적 중국식료품점 연길냉면 방문, 

방문자 한국인 2

기본정보

일시 2016.10.19

연령성별/ 대중반여성20
직업 영화관련직종

거주지 송파구

지역인식

방문목적 회식

가로경관에 

대한 인식

회식 때 종종 온다 일하는 곳에서 거리도 가깝고 양꼬치가 . 

맛있어서 주로 온다 주로 차타고 오는 편이라 늘 가는 음. 

식점만 갔는데 걸어와 보니까 중국분위기가 난다 예전에 , . 

중국현지 촬영이 있어 달간 거주한 적이 있는데 그 때 맛2

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생각날 때면 동료들과 회식 차 

종종 방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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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경관에 

대한 인식

어릴 적 먹던 사탕을 살 수 있어서 자주 올 것 같다 고향. 

사람들을 만나니까 반갑다.

방문자 중국인 4

기본정보

일시 2016.10.21
연령성별/ 대초반 여성50

직업 공장 근무

거주지 광주

지역인식

방문목적 친척집 방문 식품구입빵. ( )

가로경관에 

대한 인식
?

방문자 중국인 5

기본정보

일시 2016.10.21
연령성별/ 대후반 남녀20

직업 직장인

거주지 타이완

지역인식

방문목적 커먼그라운드 왔다가 동네를 둘러보게 됨

가로경관에 

대한 인식

를 통해 커먼그라운드를 알게되고 건대에 방문하게 됨sns .

정겨운 느낌 볼게 많다. .

방문자 중국인 3

기본정보

일시 2016.10.21

연령성별/ 대초반 여성엄마 중국인 아빠 한국인20 ( , )

직업 한국어공부하는 학생

거주지 성수역근처

지역인식

방문목적 식품구입빵( )

가로경관에 

대한 인식
중국음식을 팔고 있어서 자주 온다

방문자 중국인 2

기본정보

일시 2016.10.19

연령성별/ 대초반 여성20

직업 세종대 한족 학생

거주지 세종대 기숙사

지역인식

방문목적 양꼬치거리 맛의거리축제 한다고 해서 옴‘2016 ’ 
가로경관에 

대한 인식

음식이 맛있고 중국같은 느낌이 들어서 주말에 자주 온다, .



Abstract

Streetscape Studies according to 

the Changes in Use and Retail 

Business Types of Buildings

in the Chinese Ethnic Enclave of 

Jayang4-dong

Cho, Jeeun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Locally registered foreigners account for about 3.4 percent of the 

nation's total population, which shows that Korean society is no longer 

a homogenous nation, but a multicultural nation. Ethnic enclaves form a 

unique exotic landscape of an area, mainly in commercial streets. Those 

ethnic enclaves were made of foreigners who are engaged in 3D 

industries influx in low-rise old residential areas with convenient 

transportation and cheap rents. Ethnic enclaves are valuable for 

gentrification where rents are rising due to rapid commercial 



development in a neighborhood, or declining labor demand. 

The empty houses had been increasing in Jayang4-dong due to the 

decline of the Seongsu industrial complex. However, the region was 

reactivated after entering of Chinese immigrants. Jayang4-dong Chinese 

enclave is a successful cosmopolitan area in Seoul metropoli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mechanism of 

social, cultural and policy aspects of this urban enclave where the 

Chinese ethnic group adapt to and conflict with the local communities. 

To do this, this study has selected six streets in this area and 

analyzed the changes in the use of building and retail store types, 

reading building ledgers and street views. At the same time, this study 

has conducted site visits and interviews with Chinese and Korean 

entrepreneurs, residents, and visitors of the area. 

The characteristics of street landscape change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rom the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aspects.

First, there is a variety of store types of the ethnic Chinese own 

businesses where these business spaces like beauty salons exhibit the 

characteristics of community spaces. In addition, there is a housing and 

jobs proximity as the number of self-employed people accumulating 

capital and running Chinese restaurants and logistics companies 

increases. These factors lead to the improvement of the settlement. 

Second, as a result of the capital accumulation, there are more 

self-employed ethnic Chinese population and more businesses in the 

area. Due to this, the dominance of the Korean self-employed people 

and business had decreased and the landscape is now dominated by 

Chinese shops. Within these Chinese merchant groups, the difference in 

economic power arises according to the ownership of store such as 



owning the property, operating a store in a lease format or temporarily 

occupying the outside space. As for ethnic Chinese’s stores, the initial 

business location differs according to the type of store and there will 

be a change of location over time. The location-sensitive store type 

like the life-convenience stores and the service store are located near 

the intersection of the crossroad of, while relatively less 

location-sensitive stores type like business type are located in places 

where access to the vehicle is possible.

The third is the commercialization of street landscape due to 

consumption of Chinese food culture. The Chinese food culture is 

known to the mainstream society as the influx of Chinese people 

increases in Korea. Consumers' desire for consumption of Chinese food 

culture leads to the growth of the Lamb Skewers Street, and the name 

'Lamb skewers Street' itself becomes the means to commercialize the 

area. As Chinese food culture is an important factor of place 

marketing, conflicts with Korean food entrepreneurs were excluded and 

marginalized by Chinese food caterers. The growing ethnic entrepreneur 

community tries to commercialize streetscape. It is a channel and a 

place of consumption for promoting different Chinese regional food 

cultures. Korean customers who visits the area to consume familiar 

Chinese foods like lamb skewers are curious about other Chinese food 

sold in the area. The Korean-Chinese Entrepreneur Association makes a 

self-sustainable effort for Korean customers to care about the interior 

design and to discuss the supervision of food ingredients and 

Korean-friendly tastes. 

Rather than forming their own exclusive ghetto by holding their own 

identity, they use the desire for consumption of the exotic culture of 



the mainstream society as an opportunity to create economic benefits. 

Jayang4-dong Chinese people who adapt to Korean society and set their 

roots in the region are the subjects of landscape change and lead the 

regional revitalization from the bottom where the local government 

shows a limited amount of support for the Chinese ethnic enclave in a 

somewhat passive manne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local 

management and development strategies on the perspective of local 

revitalization and cultural resources, not merely as a cluster of 

foreig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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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mb skewers Street, the Use, and store type,

      ethnic entrepreneur community, bottom-up revit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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