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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화에 따라 우리는 많은 외국인과 생활 공간을 공유하게 되었다. 

특히, 귀환 중국 동포들은 이주의 역사도 오래되었을 뿐 아니라,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집단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귀환 중국 

동포를 단일한 인구 집단으로 상정했으며, 그들의 공간적인 확장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갖는다, 이러한 접근법은 

그들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어렵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하위 집단으로서의 귀환 중국 동포 자영업자들을 살펴보았으며, 

구체적으로는 인간생태학적 관점을 따르는 민족적 기업가의 개념으로 

이들의 공간적 확장 원인과 조건을 확인하고 확장에 따른 영향과 그 

의미를 분석했다. 사례 지역은 서울시로 한정하되, 주로 귀환 중국 

동포의 밀집 거주 지역과 사례 자영업자들이 자영업을 경영하는 곳이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까지 연구되었던 것과 달리 귀환 중국 동포들은 가리봉동, 

대림동뿐 아니라 서울 곳곳으로 거주지를 확장 및 천이한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지금까지의 연구와 달리 이주 초기 귀환 중국 동포들은 가리

봉동, 대림동에만 거주한 것이 아니었다. 가리봉동, 대림동과 관계 없이 

관악구의 일부 지역, 자양동 및 화양동 역시 초기에 중국 동포들에 의한 

거주 천이 발생 지역으로 확인되었다. 이후, 세 지역 모두에서 밀집 거

주 지역이 형성된 이후 거주자가 늘어남에 따라 점차 주변지역에서도 거

주 천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리봉동, 대림동의 중국 동포들

은 주변의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일부 지역으로 이주하였으며, 마찬가

지로 관악구의 여러 지역에서도 중국 동포들에 의한 거주 천이가 발생했

다. 또한, 자양동과 화양동의 중국 동포들 역시 꾸준히 증가한 것을 확

인했다.  

 



둘째, 원 정착지에서 다른 곳에 분점을 열거나 사업을 확장한 귀환 중

국 동포 자영업자들은 보호받는 시장(기존의 귀환 중국 동포 밀집 거주 

지역)과 경제적으로 낙후된 곳에 위치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시에 한국에서 충분한 적응의 과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퍼지 집합 분석 (fsQCA)을 통해 파악되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통계

자료뿐 아니라 심층 면담을 통한 사례 자영업자들의 생애사 자료를 함께 

사용했다. 또한, 원 정착지에서 벗어난 자영업자들과 그들이 갖는 조건

을 확인하기 위해 원 정착지에 머무르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모델에 함께 

포함시켰다. 그 결과는‘peK(p∩e∩K)’라는 집합 기호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는 언급했듯이, 보호받는 시장과 경제적으로 낙후된 곳에 위

치하고 있지 않으며 동시에 한국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적응했음을 의미

한다. 이는, 원 정착지에서 새로운 곳으로 확장한 귀환 중국 동포 자영

업자들이 갖는 조건 또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퍼지 집합 분석 결과로 확인한 특정 귀환 중국 동포 자영업자는 

상당한 경제력을 갖추었으며, 이에 따라 이들은 원 정착지를 벗어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이국적인 상업 경관이 존재하지 않던 곳에 중국식 

음식점과 같은 이국적인 상업 경관이 발생하게 되며, 이는 사례 자영업

자와 같은 새로운 특징의 하위 집단을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 또한, 새

로운 곳에서 자영업을 경영함으로써 귀환 중국 동포 자영업자는 원주민 

집단인 한국인과 귀환 중국 동포 간의 교류를 촉진할 수 있으며, 더 큰 

시장에서의 자영업을 통해 그들의 공간적 확장을 이끌었던 경제적 역량

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다시 하위 집단을 공고하게 만든

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귀환 중국 동포 자영업자들을 자영업 창시자 

(commercial founder)로 정의했다. 

 

이상의 연구는 귀환 중국 동포를 단순히 단일한 인구 집단으로 상정하

고 그들의 역동성을 간과했던 기존의 연구를 보완했다. 즉, 귀환 중국 

동포 내부의 하위 집단으로서 자영업자들에 주목하였으며, 인간 생태학

적 관점을 채택하여 그들의 공간적인 확장과 그 원인 및 조건을 밝혔다. 



또한, 이러한 공간적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결과를 확인했다. 이를 통해 

오랜 이민의 역사와 큰 인구 규모를 갖는 귀환 중국 동포 집단은 단순히 

저임금 노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아니라 훨씬 다양한 모습으로 한국 사

회에 적응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 요 어: 귀환 중국 동포 자영업자, 확장, 민족적 기업가, 귀환 중국 

동포 밀집 거주 지역, 경제력, 자영업 창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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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세계화라는 말은 이제 매우 진부한 표현 중 하나가 되었다. 

사회과학을 비롯한 학술적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언론 매체나 

일상생활에서도 이는 매우 자주 언급되어 온 단어이기 때문이다. 자주 

언급되는 만큼, 오늘날 우리는 외국에서 만들어진 상품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소비하며, 먼 곳의 사람과도 쉽게 의사소통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굳이 글로 언급하는 것이 어색할 정도로 익숙한 

것이 되었다. 상품과 서비스, 전자 메일과 같은 것들만 전 세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 역시 먼 곳까지 쉽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고, 이동한 곳에 정착해서 생활하는 것도 흔한 일이 되었다.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세계화의 물결에 올라탄 한국 역시 이 같은 

세계화의 영향을 크게 받아왔다.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찾고 있으며, 

역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다.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이제 150만 

명을 넘어섰으며, 그 중 등록 외국인은 986,454명으로, 100만 명에 

가깝다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 2014).  

100만 명에 달하는 등록 외국인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이들은 

귀환 중국 동포다.1)2) 제도적 변화에 따라 그 증감추세가 다소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이들은 1992년 중국과의 수교 이후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국내에 

                                            
1) 2014년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동포 중 등록외국인은 330,375명 

이다(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4년 2월호). 또한, 귀화 또는 국적회복
을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중국 동포를 포함하면 그 수는 더 많다. 

2) 통계 자료 등에서는 이들을 한국계 중국인으로 명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을 한국계 중국인이라는 범주로 묶는다면, 귀화 또는 국적 회복을 통해 한국
인이 된 한국계 중국인들을 포함할 수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귀환 
중국 동포로 부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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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하는 중국 동포는 이민의 역사가 가장 오래된 사람들에 속하며, 그 

수 역시 가장 많은 이민자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한국으로 삶의 

터전을 옮긴 중국 동포들은 적합한 정착지역을 찾아서 정착하게 되고 

이러한 현상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이들이 밀집해서 거주하는 

지역이 형성된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의 가리봉동과 대림동과 같은 

지역은 대표적인 중국 동포의 밀집 거주지역으로 알려진 곳이다. 

이처럼 새로운 인구 집단과 그들이 형성하는 새로운 거주 지역이 

발생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학술적인 관심 역시 늘어났다. 지리학적 

연구로 한정 짓는다면, 대부분의 연구들은 주로 분리지수 등을 활용한 

중국 동포들의 공간적 분포 연구 (류주현, 2009; 박윤환, 2010; 최은진 

& 김의준, 2011)와 중국 동포의 밀집 거주 지역으로 알려진 일부 

지역의 특성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 (서지수, 2011; 이영민, 이용균, & 

이현욱, 2012)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그 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중국 동포들의 모습을 학술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모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다음 두 가지의 문제점을 갖는다. 첫째, 중국 

동포들의 공간적인 분포를 확인하고 특정 지역의 특성 파악에만 

집중함으로써 중국 동포들의 변화를 포착하는데 실패했다. 실제로, 밀집 

거주지역으로 알려진 곳이 아닌 지역에도 많은 중국 동포들이 있지만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게 된 원인 또는 과정과 그들이 형성하고 있는 

지역의 특성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둘째, 중국 동포들을 

단일한 집단으로 상정함으로써 하위 집단의 특성을 파악할 수 없었다. 

다시 말해, 앞에서 언급했듯이 중국 동포는 이주의 역사가 가장 

오래되고 인구의 크기도 가장 크기 때문에 단순 노동에 주로 종사하는 

등의 이민 초기 모습에서 벗어났을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세계화에 따라 귀환 중국 동포들과 상당한 생활 공간을 

공유하게 되었지만 우리는 아직 이들에 대해 많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귀환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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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들의 삶을 보다 더 이해하기 위해 그들의 인간 생태적 변화3)를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서울에서 자영업에 종사하는 귀환 중국 

동포들의 공간적 확장 원인과 조건을 분석하고 이러한 확장에 따른 

영향과 그 의미를 분석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검증할 가설은 다음과 같다. 

1. 서울에 거주하는 귀환 중국 동포 들은 이제 가리봉동과 대림동 

지역에 국한되어 거주하지 않으며,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천이 

하는 모습을 보인다. 

 

2. 이들 중에는 특정한 조건을 갖는 새로운 하위 집단의 사람들이 

존재하며, 이러한 조건을 통해 원 정착지에서 벗어나 거주 천이가 

발생하는 지역이 아닌 다른 곳으로 확장 한다. 특정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2-1. 첫째, 이주 전 중산층의 지위를 갖는 사람. 

 2-2. 둘째, 민족적 자원을 잘 활용하는 사람. 

 2-3. 셋째, 한국에서의 가설적 과정을 거친 사람. 여기서 한국에서의  

가설적 과정은 다음과 같다. 입국 초기에 중국 동포 밀집 거주 

지역에 거주하면서 정착과 적응의 과정을 거치며, 이후 중국 

동포 밀집 지역에서 자영업을 통해 같은 중국 동포들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취한다. 마지막으로, 이를 바탕으로 중국 동포 

밀집 지역이 아닌 다른 곳으로 확장한다. 

2-4. 넷째, 중국 동포 밀집 지역이 아닌 다른 곳으로 확장한 

자영업자는 민족적 시장에 의존하지 않으며 한국인들을 상대로 

영업한다. 

 

3. 기존 밀집 지역에서 먼 곳으로 확장한 자영업자는 상업 경관을 

                                            
3) 이민자의 역사가 오래된 미국에서는 이들이 주류 사회에 적응하고 그 속에서 

변화하는 모습을 인간 생태학적 관점에서 연구해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인간 생태학적 관점을 채택하도록 하며 이에 대해서는 2장에서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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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하며, 형성된 경관은 주류사회에 적응한 중국 동포들을 

나타낸다. 

 

4. 또한, 이들 확장한 자영업자는 중국 동포 집단과 원주민 집단인 

한국인 집단 간의 교류를 촉진하는 역할을 갖는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중국 동포 자영업자를 기본적인 연구 대상으로 한다. 

이들이 종사하고 있는 자영업 업종에는 뚜렷한 구분을 두지 않지만, 

상업 경관을 만들어내는 자영업 업종을 대상으로 하며, 주로 양꼬치와 

중국 음식을 판매하는 식당, 중국 식품과 식재료를 판매하는 식료품점이 

이에 해당한다. 여기서의 상업 경관은 주로 간판을 중심으로 하는 

자영업 업소의 외관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한자가 아닌 중국어 

간자를 사용한 간판, 중국어 간자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중국 동북 3성의 

지명이 포함되어 있는 간판을 포함한다. 그러나 상업 경관은 업체 

주인의 개인적 선호와 영업적 목적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간판을 가진 자영업체뿐 아니라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가 중국 

음식과 같이 분명하게 중국 동포의 문화적 특징을 반영하고 있는 

경우에도 연구 대상으로 포함한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로 한정한다. 서울(240,767명)은 경기도 

(317,220명)를 제외하면 가장 많은 중국 동포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며, 최초의 중국 동포 밀집 거주 지역인 가리봉동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서울 중국 동포 자영업자의 역사와 

현황은 중국 동포 자영업자들이 가설적 과정을 거칠 높은 가능성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중국 동포 밀집 거주지역과 중국 동포 

자영업자들이 확장한 자영업 업체가 입지하고 있는 지역 역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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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으로 한다.  

 

2) 연구의 방법 

 

연구의 방법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 생태적 천이에 대한 

선행 연구와 귀환 중국 동포를 연구한 선행 연구에 대한 문헌 연구. 

이를 통해 중국 동포 자영업자의 확장에 대한 이론적 분석틀을 마련한다. 

둘째, 통계 자료 획득과 분석. 연구에 사용하는 통계 자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서울 통계. 서울 행정구별 통계 연보를 통해 

얻은 서울 거주 중국 동포의 시계열 동 단위 인구자료와 한국인의 

시계열 동 단위 인구자료로, 이를 통해 중국 동포의 거주 천이 경향을 

파악하고 분석한다. 더불어, 외국인 인구 변화에 대한 국내 통계 자료의 

정보가 부족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오래 전에 이민한 중국 동포와의 개별 

면담으로 보충한다. 다른 하나는 상권과 지역의 경제적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상권 분석 자료 

중 동종 업종 월 매출액 자료, 제곱 미터 당 상가 임대료 자료를 

사용하며, 서울 통계에서 제공하는 재정 자료 중 구세(區稅) 자료를 

사용한다. 셋째, 확장한 중국 동포 자영업자 및 관련 인물과의 개별 

면담. 중국 동포 자영업자와의 개별 면담에서는 주로 피 면담자의 

생애사를 파악한다. 더불어, 자영업자 중에는 오랜 이민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피 면담자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앞에서 언급한 중국 

동포의 거주 천이에 대한 정보에 관해서도 질문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통계 자료를 통해 얻은 자료와 개별 면담을 통해 얻은 자료들을 

calibration을 통해 0과 1 사이의 값으로 바꾸어 퍼지 집합 분석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원 정착지를 벗어난 중국 동포 자영업자의 조건을 

파악하도록 하며, 퍼지 집합 분석은 R 3.0.3의 QCA패키지, 

QCA3패키지와 SetMethods 패키지(R Core Team, 2014) 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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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 연구 자료 

문헌 연구 

생태적 천이 관련 선행 연구 

국내 중국 동포 밀집 거주지 관련 선행 

연구 

통계 자료 획득 및 분석 

서울시 중국 동포와 한국인 시계열 동 단위 

인구 자료 

동종 업종 월 매출액 자료 

제곱 미터 당 상가 임대료 자료 

개별 면담 
개인 생애사 정보 

중국 동포 거주 천이에 대한 진술 

퍼지 집합 분석 통계 자료와 개별 면담을 통해 얻은 자료 

<표 2-1> 연구 방법 및 연구 자료 

 

제 3 절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생태적 천이에 대한 선행 연구와 국내 중국 동포 밀집 

거주 지역에 대한 연구를 검토한다. 생태적 천이에 대한 선행 연구를 

정리하고 각 연구의 특징을 살피며, 이를 통해 국내의 선행 연구가 갖는 

한계점을 도출한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연구는 국내 거주 중국 동포의 

정적인 공간적 분포에 치중하는 측면이 있으며, 국내 중국 동포를 

단일한 집단으로 상정함으로써 자영업자와 같은 하위 집단의 변화와 

움직임을 포착해내지 못하고 있다. 생태적 천이의 개념과 상업 천이의 

개념은 이와 같은 국내 연구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분석틀로 

사용될 수 있다.  

3장에서는 서울 중국 동포 밀집 지역의 거주 천이 역사를 통계 

자료와 개별 면담을 통해 재구성하여 생태적 천이의 관점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이는 단순하게 연구 대상 지역을 개괄하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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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 지금의 지역은 

과거의 역사가 중첩된 결과이므로 현재 중국 동포 밀집 지역의 형성 

원인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중국 동포 밀집 지역에 대한 선행 연구는 가리봉동, 대림동 

지역에 집중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그 외의 중국 동포 밀집 지역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다. 따라서, 가리봉동과 대림동이 아닌 다른 중국 동포 

밀집 지역의 역사를 생태적 천이의 관점으로 살펴보는 것은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을 밝힌다는 의미도 갖는다. 셋째, 현재 형성되어 있는 밀집 

거주 지역은 연구의 대상이 되는 귀환 중국 동포 자영업자들에게 

‘보호받는 시장’의 기능을 제공하며, 이는 4장 이후의 논의 전개에 

도움이 된다. 

4장에서는 통계 자료와 개별 면담에서 얻은 자료를 통해 중국 동포 

자영업자들의 확장 조건을 분석하도록 한다. 여기에 사용되는 방법론은 

퍼지 집합 분석(fuzzy-set analysis)이며, 원 정착지로부터 더 먼 

곳으로 확장하는 중국 동포 자영업자들의 조건을 확인한다. 여기에는 

Aldrich & Waldinger(1990)를 비롯해서 상업 천이와 민족적 기업가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분석틀로 사용한다.  

5장에서는 4장의 퍼지 집합 분석 결과에 대해 논의하며, 이를 토대로 

먼 곳으로 확장한 중국 동포 자영업자에 대한 해석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귀환 중국 동포 내부의 새로운 하위 집단인 자영업자 

집단의 형성에 따른 변화와 그 영향을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한다. 이를 

정리하면 그림 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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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연구 흐름도 

귀환 중국 동포의 기존 밀집 지역이 아닌 곳으로의 상업 창시 

  

제 

2 

장 

 문헌연구  

거주지 분포에 대한 국내 선행 

연구 검토 

 

생태적 천이(거주 천이와 상업 

천이)와 민족적 기업가의 조건에 

대한 대한 선행 연구 분석 

 

제 

3 

장 

 

 

서울시 중국 동포 거주 천이 역사 

거주지 분포와 특정 밀집 거주 지역에 

대한 선행 연구 검토 

 

통계 자료 및 개별 면담을 통한 거주 

천이의 경향 및 역사 파악 

  

제 

4 

장 

 자영업 확장에 대한 퍼지 집합 분석 

먼 곳으로 확장하는 중국 동포 자영업자의 

결합적 인과 관계 도출 

 

모델의 검증 및 Solution term해석 

 

제 

5 

장 

 상업 창시자와 이들의 특징, 역할 분석 

새로운 중국 동포 하위집단의 규명과 

‘상업 창시자’로의 정의 

 

상업 창시자들의 역할과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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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문 헌 연 구 

 

 

제 1 절 생태적 천이와 민족적 기업가에 대한 연구 

 

1) 인간 생태학의 시작과 거주 천이에 대한 연구 

 

식물을 비롯한 생물 개체들이 점유하는 서식지와 그 내부에서 

벌어지는 과정을 주로 연구하는 생태학을 참고하여 20세기 초반 몇몇 

학자들은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을 연구하고자 했다 (윤정섭 & 

황희연, 1986). 이러한 접근법을 인간 생태학적 접근법이라 하며, 이를 

채택하는 학자 중, 시카고 대학을 중심으로 Park, Burgess, 

MacKenzie와 같은 이들은 시카고를 비롯한 미국 대도시의 공간구조와 

시간에 따른 도시공간구조의 변화 양상에 대해 연구했다. 특히 Park은 

한 지역의 인구나 토지 이용이 다른 집단에 의해 대체되는 것과 이에 

따르는 일련의 현상들을 생태적 천이(ecological succession)라고 

정의하였으며,4) 식물 및 동물 군집의 연구에서 사용되는 천이 

단계(stage)의 개념을 도입하여 생태적 천이 연구에 기초를 제공했다 

(Aldrich, 1975). 또한 Burgess는 이러한 관점에서 시카고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도시가 확장함에 따라 동심원의 모양을 나타내는 형태로 

발달한다고 결론 내렸다. Burgess의 연구에 이어 Shaw, White등의 

학자들은 Burgess의 개념을 다른 미국 대도시에 적용하였을 뿐 아니라 

다양한 연구 주제를 채택함으로써 인간 생태학적 접근법을 통한 

도시공간구조 연구에 기여했다 (MacKenzie & Hawley, 1968).  

                                            
4) 사실 여기서 말하는 (생태적) 천이의 개념은 구체화 된 개념이며, 원래 Park

이 사용한 천이의 개념은 “기존의 질서가 새로운 질서로 바뀌는 일련의 과
정”을 의미한다 (Park, 1936b). 예를 들어, 무선 전신의 발명으로 통신수단
의 체계가 유선 전신에서 무선 전신으로 대체되는 과정과 같은 것을 의미한
다. 이와 같이 다소 추상적인 천이의 개념을 도시 연구로 끌어내려 적용하면, 
도시의 인구 구성 및 토지 이용의 변화 역시 천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며, 
Park을 비롯한 시카고 학파의 사회학자들은 이를 중심으로 연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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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 환경과 자연 환경을 모두 연구하는 지리학은 생태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일부 학자들은 지리학이 곧 인간 생태학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MacKenzie & Hawley, 1968). 그러나 지리학을 인간 

생태학이라고 정의하기는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다. MacKenzie & 

Hawley(1968)에 따르면 지리학은 장소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만 

생태학은 과정에 더 집중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리학의 광범위한 연구 

영역을 고려했을 때 인간과 환경 간의 적응 또는 상호 작용을 주로 

연구하는 인간 생태학을 지리학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다만, 지리학에서도 오래 전부터 생태학적 관점에 대해 주목해 

왔으며, 사우어 식의 문화경관 연구는 상당 부분 인간 생태학적 관점을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 (이정만, 1997). 또한, 앞에서 언급했듯이, 시카고 

학파를 비롯한 사회학적 인간생태학은 시카고 등의 미국 대도시를 주로 

연구했다는 점에서 도시지리학 및 사회지리학과 같은 지리학의 분과 

학문과도 관련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5)  

한편, 언급한 바와 같이 인간 생태학에서는 유기체 간의 경쟁의 진행 

과정으로서의 천이를 중요하게 간주하였으며, 그 중에서 특히 인구 등의 

변화가 생태계의 변화를 낳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윤정섭 & 황희연, 1986), 인구 집단의 변화 양상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인간 생태학적 천이 연구는 주로 미국에서 

이루어졌다. 즉, 시카고학파의 인간 생태학적 전통을 이어받고 미국 

대도시권에서 발생하는 천이에 대한 연구를 대도시권 내의 인구 집단의 

변화 과정 및 양상을 통해 수행한 것이다. 

Park이 ‘생태적 천이’의 개념을 정의한 이후 Duncan은 천이의 개념을 

세분하여 ‘거주 천이(residential succession)’의 개념을 제안했다. 이는 

특정 지역의 한 인구 집단이 다른 인구 집단에 의해 대체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인구 밀도, 가구의 구성, 지역 기구의 특성 등이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Aldrich, 1975). 이러한 거주 천이를 연구하는 

                                            
5) 인간 생태학 연구 중, 분리(segregation)와 관련된 연구 (McKenzie, 1925)

는 점점 분리 지수와 같은 계량적인 자료를 통한 방법론을 채택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마찬가지의 방법론을 채택하는 경향이 있는 도시지리학이나 사회지
리학에서도 이러한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최은영,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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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들은 경제력에 따른 사회 계층 분화와 관련된 연구 뿐 아니라 당시 

미국 대도시권에서 발생하던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거주지 변화 및 

확장과 관련하여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유럽계 미국인 간의 천이 현상을 

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Rapkin & Grigsby, 1960).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이후에 급증한 라틴계 미국인과 아시아계 미국인의 거주 천이 

현상도 많이 연구되었으며, 이들 소수민족 집단 내부의 사회 경제적 

지위 분화를 고려한 거주 천이 현상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즉, 

흑인 중산층(black middlemen) 또는 상류층이 형성되면서 그들이 

기존에 거주하던 민족적 밀집 지역을 벗어나, 백인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점유하던 더 나은 생활환경의 근린지구로 이주하는 현상을 거주 

천이의 관점으로 분석한 것이다 (Denowitz, 1980; White, 1984; 

Wilson, 1987; Jargowsky, 1996).   

한편 거주지 분리(residential segregation)에 대한 연구 역시 천이 

단계 중 완전히 천이가 이루어진 상태인 극상 단계(climax stage)와 

관련되어 인간 생태학적 맥락에서 많이 수행되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연구는 주로 통계 자료와 이를 활용한 

지수(index)의 활용을 통해 이루어졌다. Duncan & Duncan의 상이지수 

이후 이에 대한 비판 및 보완을 통해 거주지 분리를 측정하는 여러 가지 

지수들이 만들어졌으며 이를 통한 연구들 역시 다수 등장했다 (최은영, 

2003). 

이러한 거주 천이에 대한 인간 생태학적 연구는 새로운 소수 민족 

인구 집단의 등장과 그들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는데 기여했으며, 새로운 

소수 민족 인구 집단의 형성과 그 변화 과정이 대도시 주거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을 제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소수 민족 인구 집단에 대한 연구분석틀로서의 가치뿐 아니라, 이후에 

이어지는 소수 민족 인구 집단의 변화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과 

연구에 기초적인 정보와 통찰을 제공했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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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업 천이와 민족적 기업가의 확장에 대한 연구 

 

Duncan이 거주 천이의 개념을 정의한 이후 사회학을 중심으로 특정 

인구 집단 전체의 이동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주 천이가 아닌 특정한 

하위 집단을 살펴보는 상업 천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등장했다.6) 

Molotch와 같은 사회학자들은 천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비 경제적 

조직의 변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도 했다 (Molotch, 1972). 한편 

Berry, Parsons, & Platt는 천이를 일으키는 새로운 소수민족 집단이 

기존 집단과 다른 기호를 가지고 있으며 기존 집단에 비해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기존 자영업자들이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거주 천이로 인해 

일어나는 시장 조건의 변화로 거주 천이의 뒤를 이어 상업 천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Berry, Parsons, & Platt, 1968). 

Aldrich는 소수민족 집단 주거지에서 발생하는 노동과 고용의 문제 

및 생태적 천이에 대한 광범위한 분석을 통해 소수민족 자영업에 대해 

연구한 초기 연구자 중 한 사람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Aldrich, 

1973, 1975). Aldrich와 Reiss는 이어서 거주 천이의 과정과 원리가 

상업 천이(business succession)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보이는 연구를 

통해서 상업 천이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Aldrich & Reiss, 1976). 

즉, 거시적인 도시 구조의 변화와 이에 따라 새로운 인구 집단의 거주 

천이가 발생하고, 이어서 비슷한 원리로 새로운 인구 집단의 

자영업자들이 기존의 자영업자들을 밀어낸다는 것이다. 그리고 밀려난 

기존 인구 집단의 자영업자들은 다시 거시적인 도시 구조의 변화에 따라 

더 나은 환경을 갖는 교외 지역으로 이동한다. 더불어 Aldrich & 

Reiss는 자신들의 연구가 일반적인 거주민보다 거주 천이가 발생하는 

지역의 사업자 수에 집중한다고 밝힘으로써 기존의 생태적 천이에 대한 

연구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어서 그는 Light가 제안한 

                                            
6) 인간 생태학 연구를 시작했던 학자 중 하나였던 Park역시 소수 민족의 자영

업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Park은 이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이후 설명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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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받는 시장(protected market)’7)의 개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보호받는 시장이 사회적 거리(social distance)에 의해 형성된다고 

보았던 기존의 견해와 달리 생태적 천이의 맥락으로도 해석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ldrich, Cater, Jones, Mc Evoy, & Velleman, 1985).8) 

한편, Light (1972)는 캘리포니아의 중국계 및 일본계 이민자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앞에서 언급했던 보호받는 시장의 개념을 제안하여 

소수민족 자영업자 및 기업가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더불어, ‘민족적 

자원(ethnic resource)’의 개념을 제안하여 개별 소수민족 자영업자 및 

기업가가 가진 계급 자원과 별도로 특정한 소수민족 들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민족적 자원이 소수민족 자영업자 및 기업가들에게 유리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주장했다 (Light, 1980, 1984). 또한 Bonacich는 

‘중산층 소수자(middlemen minority)’의 개념을 도입했다. 이들은 

고유의 사회문화적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다수가 상업활동에 종사하는 

경제적인 특징을 갖는 일시적 체류자(모국과 이민 대상국을 

오가는)들이라고 할 수 있다 (Bonacich, 1973). 거주 천이와의 비교를 

통해 이루어졌던 상업 천이 연구는 위와 같은 소수민족 자영업자들의 

특성과 그들이 성립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에 대한 연구와 결합하여 

미국 도시 내에서 그들이 발생시키는 상업 천이 뿐 아니라 모국에서부터 

보유하고 있던 특징까지 살펴보는 보다 광범위한 연구로 발전했다. 

그리고 이를 민족적 기업가(ethnic entrepreneurs)또는 이민자 

기업가(immigrant entrepreneurs)9)에 대한 연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Light & Bonacich (1991)의 후속 연구 역시 주목할 

만 하다. 캘리포니아에 집중되어 있던 아시아계 이민자들에 대해서 

                                            
7) 동족 소수민족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면서 동족 고유의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는 곳. 
8) 즉, 주류 집단의 소비자들이 소수 민족의 재화나 서비스를 꺼려하여 접근하

지 않아 보호받는 시장이 형성될 뿐 아니라, 기존 집단의 자영업이 천이해 들
어오는 집단의 자영업에 의해 밀려나기 때문에 보호받는 시장이 형성된다는 
것. 

9) 민족적 기업가는 소수 민족 기업가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
정 민족 밀집 거주 지역에서 자영업을 경영하는 사람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 
자영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을 모두 일컫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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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하던 Light와 Bonacich는 특히 로스앤젤레스 곳곳에 존재하던 

한국계 미국인 자영업자 및 기업가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수행했다. 

이들은 이전까지 연구되었던 민족적 기업가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들을 

실증적인 통계자료와 다양한 자료를 통해 분석했으며 이를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는 한국계 미국인의 사례에 적용했다. 당시 

로스앤젤레스의 한국계 미국인 자영업자들은 비교적 짧은 이민 역사에 

비해서 눈에 띄는 경제적 성공을 거두었고 이는 여러 연구자들이 

주목했던 부분이다 (Cheng & Espiritu, 1989; Lee, 1995). Light & 

Bonacich역시 이와 같은 한국계 미국인 자영업자의 특수한 성공 사례를 

민족적 기업가의 개념으로 분석한 것이다.  

한편, 민족적 기업가의 조건과 그들의 특성 및 민족적 경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한 연구는 Aldrich & Waldinger (1990) 의 연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Aldrich & Waldinger는 민족적 기업가를 연구한 

기존의 연구들을 광범위하게 분석함으로써 민족적 기업가가 활동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지리적 조건들을 제시했다. 이는 크게 기회 

구조(opportunity structure), 집단 특징(group characteristics), 

민족적 전략(ethnic strategies)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기회 구조는 

보호받는 시장과 비 민족적 시장을 포함하는 시장 조건(market 

condition)과 경쟁의 수준, 국가의 정책을 포함하는 소유권 접근(access 

to ownership)으로 이루어진다. 둘째, 집단 특징은 소인적 

요인(predisposing factors), 자원 동원(resources mobilization)으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민족적 전략은 집단 특징에 따라 형성되는 

것으로서 집단 특징에 따라 해당 소수민족 집단이 채택할 수 있는 

고유의 전략을 의미한다 (Aldrich & Waldinger, 1990). 이 연구는 상업 

천이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민족적 기업가들을 낳는 다양한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한 연구로서 가치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생태적 천이에서 파생된 상업 천이의 개념을 민족적 기업가의 성립 

조건으로 포함시킴으로써 개인, 집단, 사회적 맥락을 고루 감안한 

연구로도 볼 수 있다.  

이후에 진행된 민족적 기업가에 대한 연구 중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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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적 기업가들과 거시적인 대도시 구조 간의 관계를 살펴본 Light 

(2002)의 연구를 꼽을 수 있다. 이 연구에서 Light는 상업 천이가 거주 

천이를 뒤따른다고 보았던 기존의 기본적인 입장10)과 달리 민족적 

기업가들이 쇠퇴하는 미국 대도시 성장 연합(growth coalition)의 

새로운 한 축으로 등장하여 상업 천이를 포함한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거주 천이를 이끌어낸다고 주장했다. 즉, 20세기 중엽 이후 서구 

대도시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도시의 쇠퇴에 대해 1970년대에 

이주한 로스앤젤레스의 중국계 미국인들 중 특히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행정 관료, 기업가, 학자 등으로 구성된 성장 연합의 한 축으로 

부상하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선제적인 상업 천이 또는 

부동산 개발을 통해 새로운 민족적 거주지(또는 적소)를 만들어내고 

이를 로스앤젤레스의 중국인 뿐 아니라 모국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거주 천이를 이끌어냈다 (Light, 2002).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선행 연구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 생태학적 입장에서 시작된 생태적 천이에 대한 연구는 

새로운 소수 민족 집단의 거주 현상과 천이 과정에 대한 연구로 

이어졌다. 이후, 소수 민족 자영업자 또는 민족적 기업가에 대한 연구는 

거주 천이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소수 민족 집단의 새로운 집단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상업 천이와 민족적 집거 경제와 같은 소수 민족 

집단의 다양한 활동과 모습을 파악하는데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연구에서는 주로 소수민족 밀집 거주 지역 내부의 

민족적 기업가뿐만 아니라 민족적 거주 지역을 벗어나 다른 곳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이들이 어떻게 성공했고 다른 곳으로 확장할 수 
                                            
10) Light는 Park(1915)의 연구를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Park은 

자영업에 대한 이민자의 주거 현상이 갖는 영향에 대해서만 언급했으며 자영
업이 이민자의 주거 현상에 갖는 영향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Light, 2002)  
즉, Park은 소수민족 자영업을 간과하지는 않았지만 소수민족 자영업이라는 
현상은 생태적 천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차적인 현상으로 보았던 것이다.  이
에 대해 Light는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이와 같은) Park의 주장은 매우 일반적인 것이며 시카고학파의 전체적인 
견해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거주 선택과 입지에 대한 오늘날의 
연구에서도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인데, 이는 공급의 측면을 무시했다는 
문제점을 갖는다.” (Light,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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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나아가 수요자 중심의 연구에서 벗어나, 

민족적 기업가들의 능동적인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주류 민족 집단 

사회에서 변화하고 이에 적응하는 다양한 모습을 포착하는데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제 2 절 재한 외국인과 중국 동포에 대한 지리학적 연구 

 

1) 분리 지수를 활용한 외국인의 공간적 분포에 대한 연구 

 

외국인 이민의 역사가 짧은 한국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연구 역시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다. 외국인의 이주와 국내 정착은 한국 

사회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현상이라는 점에서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사회복지학, 여성학, 교육학 등의 분야에서 결혼 이주 

여성,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들은 본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을 갖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살펴보지 않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 선행연구로서 살펴볼 연구들은 먼저 국내 거주 외국인의 

공간적 분포에 대한 연구들로, 이러한 연구들은 대개 통계자료를 활용한 

계량적 방법을 사용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연구들은 행정학, 

정책학, 지리학 등의 사회과학의 학문 영역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최은영 (2003)의 연구는 Duncan & Duncan이 도입한 상이지수부터 

이후의 상이지수들이 갖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된 다양한 거주지 

분리지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 즉, 이 연구는 공간적인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초기의 비공간적 분리지수뿐 아니라 공간적인 특성을 

지수에 반영한 이후의 공간적 분리지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소개되고 있는 분리지수들은 대개 거주지 분리지수이며, 

이후의 국내 거주 외국인 분포에 대한 연구에서도 최은영 (2003)이 

소개하고 있는 분리지수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거주 외국인 

분포에 대한 연구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박윤환 (2010)은 Won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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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지수 개념을 사용하여 수도권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거주지 분리 

정도를 측정했다. 측정 결과 서울의 경우 외국인인구비율이 높은 

서부권역에 비해서 외국인 인구비율이 낮은 동부권역의 거주지분리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에서는 인천에 

가까운 서쪽 지역과 서울 근교 지역의 거주지분리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외국인 인구비율과 거주지 분리 정도는 뚜렷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못했으므로 외국인이 많은 지역이 반드시 외국인이 

분리된 거주지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이와 비슷하게 최은진, 김의준 (2011)은 Moran’s I, 고립지수와 

Massey et al. (1988)의 지표를 사용하여 출신 국가(선진국과 

개발도상국)별 외국인 노동자의 거주지 분리 현상에 대해서 연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인의 거주지 분리가 선진국 출신 

외국인의 거주지 분리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인은 서울 남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성규, 마강래 & 안아림 (2011) 역시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국적 및 체류자격에 따라 Duncan & Duncan의 분리지수를 사용한 

분석을 시도했다. 그 결과 서울 거주 외국인은 국적별로 상이한 분포를 

나타냈다. 또한 한국계 중국인이 밀집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난 서울 

서남부지역은 단순 비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체류자격을 갖는 외국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미국인과 일본인의 비중이 높았던 지역에는 

전문직 및 유학 관련 체류자격을 갖는 외국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진영, 남진 (2012)은 입지계수와 상이지수 등을 활용하여 

수도권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분포와 분리 정도를 파악하였으며 이러한 

분포 패턴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조건들 간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그 영향을 살펴보았다.  

국내 거주 외국인의 공간적 분포를 계량적인 접근법으로 연구한 

지리학의 연구들로는 류주현 (2009)의 연구와 이진영 & 남진 

(2012)의 연구를 살펴볼 수 있다. 류주현은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확대되고 그들의 직주불일치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는 인식 

하에 직주일치 유형과 직주불일치 유형으로 수도권의 외국인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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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하되 직주불일치 유형을 세분하여 각각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통근유입형은 다른 곳으로부터 통근자가 많이 유입되는 지역에는 

강남구와 서초구에 해당하며 통근유출형은 다른 곳으로 통근자를 많이 

유출시키는 지역은 영등포구와 구로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등포구와 구로구의 한국계 중국인 인구는 강남구와 서초구로 통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류주현, 2009). 이용균, 이현욱(2012)은 국적과 

체류자격별 외국인 인구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국내 거주 외국인 인구를 

지도화 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국적과 체류자격별로 뚜렷하게 

구분되는 공간적 패턴을 나타냈으며 연구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민족이나 국가 단위로 동질화하는 접근법은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주로 국내 외국인들의 다수가 거주하는 서울 또는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들의 공간적인 분포를 

파악함으로써 외국인 연구의 기초적 자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일부 연구를 제외한다면 대부분 유사한 방법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외국인 거주지의 분포만을 파악하고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즉, 이러한 

연구에서도 스스로 언급하고 있듯이 출신 국가, 체류 자격, 직종 등에 

따라 국내 거주 외국인들을 분류함으로써 더욱 다양한 연구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자료를 통한 지수에만 의존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에 미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2) 특정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연구 

 

1993년 산업연수생 제도가 도입된 이후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더불어 이와 같은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뿐 아니라 밀입국, 여권위조 및 변조, 

위장결혼, 공항이탈, 노무송출 등의 방식으로 한국에 들어온 불법체류자 

역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외국인 노동자뿐 아니라 재외동포법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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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출국프로그램, 방문취업제 등의 도입에 따라 한국으로 향하는 

합법적 지위의 외국인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박우, 2011). 이와 같이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밀집지역 역시 등장했다. 

국내에 거주하는 등록 외국인 중 56.71%가 서울 및 수도권 

지역(경기도 전역 포함)에 거주하며 (법무부, 2013), 언급했듯이,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여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연구의 상당수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박배균 (2003)은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의 외국인 노동자 거주지역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이 연구는 세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본주의의 

조절과정 속에서 원곡동의 외국인들이 주변화 되는 양상과 그들이 

어떻게 ‘잊혀져’ 왔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 (박배균, 2003). 즉, 

Sassen, Friedmann등이 세계도시론에서 주장하듯이, 원곡동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잊혀지는’ 현상을 세계화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해석하기보다는 국가수준 뿐 아니라 지역 단위와 같은 다양한 공간적 

규모에서 발생하는 배제와 포용의 행위가 상호작용한 결과로 보는 

것이다. 

이와 달리 이민주 (2007)는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상업활동을 하고 

있는 중국 동포에 대해 연구했는데, 그는 트랜스로컬리티  

(translocality)를 중심으로 이민자인 중국 동포 집단이 자신의 

정체성과 지역성을 능동적으로 재구성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가리봉동의 중국 동포 상인들은 중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경제활동을 

벌이며 트랜스로컬한 정체성을 형성한다. 또한 그들이 거주하고 경제적 

생존의 기반으로 여기고 있는 가리봉동을 그들의 정체성이 나타나는 

트랜스로컬한 공간으로 바꾼다 (이민주, 2007). 즉, 가리봉동의 중국 

동포 상인들은 세계화를 활용하여 그들의 정체성을 발현함으로써 지역의 

정체성을 바꾸는 것이다. 

한편, 서지수 (2011)는 서울의 대표적인 중국 동포 밀집 지역인 

영등포구 대림동의 장소성에 대해 연구했다. 이에 따르면 대림동은 

중국의 조선족 자치주와 서울을 연결해 주는 통로(portal)의 역할을 

수행한다. 다시 말해, 중국 조선족 자치주의 중국 동포들이 한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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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해 올 때 대림동을 거치게 되며 대림동에서 중국으로 되돌아가는 

중국 동포들에 의해 한국 문화가 조선족 자치주로 전파되는 양상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와 같은 통로로서의 역할에 따라서 

대림동은 재한 중국 동포들의 안식처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서지수, 2011). 

중국 동포의 한국 이민사에 따라 서울에 거주하는 대다수의 재한 중국 

동포들이 구로구 가리봉동 또는 영등포구 대림동에 사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최근의 연구는 서울 내 다른 지역의 중국 동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이영민 외 (2012)는 광진구 자양동의 

중국음식문화거리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이들에 따르면 자양동의 

중국 동포들은 단순한 이주자가 아니라 양꼬치 거리 축제를 벌이는 등의 

활동을 통해서 자양동이라는 정착지를 변화시키는 능동적인 행위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성훈, 김수현 (2012)은 

가리봉동과 자양동의 중국 동포 거주 지역을 비교하면서 자양동을 

가리봉동에서 분화된 민족적 거주 지역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택했다. 이 

연구는 개별 면담과 사회경제적 조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자양동이 

가리봉동에 거주하던 중국 동포들이 더 나은 생활 환경을 누리기 위해 

이주한 결과라고 보았다. 이 연구는 중국 동포의 생활 영역을 가리봉동 

및 대림동의 서울 서남권으로 한정 짓지 않고 그들이 보다 역동적인 

모습으로 한국 사회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관점을 택하고 있는 소수의 

연구 중 일부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연구 외에도 가리봉동의 경관을 재현 및 혼성 문화의 공간으로 

분석한 정문수 (2008)의 연구, 서초구 서래마을에 대해 

내부인(거주민)과 외부인(방문객)이 갖는 장소성에 대해 연구한 한성미, 

임승빈 & 엄붕훈 (2009)의 연구 등도 특정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연구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국내에 존재하는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해 심층적인 분석을 시도했으며,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해당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상당수의 연구들이 국내 거주 외국인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며,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외국인 집단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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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역동적인 사회현상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중국 동포에 대한 

연구임을 확인할 수 있다. 11) 

그러나 언급했듯이, 이러한 연구 중에도 국내 거주 외국인 중 가장 

역동적인 모습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은 중국 동포들이 공간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실제로 이영민, 이용균 

& 이현욱 (2012)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자양동의 자영업자 중 일부는 

가리봉동 또는 대림동에서 이전 및 확장함으로써 자양동에 정착한 

경우였다. 또한 가리봉동 또는 대림동의 중국 동포들이 지하철 2호선을 

따라서 확장하는 모습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12) 다시 말해, 중국 동포들이 자신들의 거주지에서 나타내는 

모습뿐 아니라 적소(niche) 또는 안식처 (서지수, 2011)를 벗어나는 

모습 또는 벗어난 후의 현상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없다.  

 

 

제 3 절 연구 분석틀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문헌연구를 통해 확인한 국내의 기존 연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생태적 천이의 맥락에서 수행된 민족적 

기업가의 개념을 채택한다. 다시 말해, 귀환 중국 동포 자영업자의 

확장을 설명하기 위해 Aldrich & Waldinger (1990) 의 민족적 

기업가에 대한 연구와 성공하거나 다른 곳으로 확장한 소수 민족 

자영업자들의 요인들을 통해 다른 곳으로 이동한 민족적 기업가로서의 

귀환 중국 동포 자영업자들이 갖는 특성을 파악한다. 더불어 거주 천이, 

                                            
11) 연구자가 실시한 개별 면담에 따르면 같은 중국 동포라 하더라도 연변을 비

롯한 지린성 출신의 중국 동포는 북한 지방의 사투리를 구사하며 헤이룽장성 
출신의 중국 동포는 경상도 지방의 사투리를 구사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
다. 또한, 출신 지역에 따라 같은 귀환 중국 동포 간에도 갈등이 존재한다.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사실들은 귀환 중국 동포 내부에 다양한 범주로 
규정할 수 있는 집단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12) 연합뉴스, 2011년 7월 4일자 [사회(조선족 1% 시대>①팽창하는 조선족 타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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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 천이와 민족적 기업가에 대한 문헌을 바탕으로 세운 가설을 통해 

가리봉동 및 대림동을 벗어나 다른 곳으로 확장하는 귀환 중국 동포 

자영업자들의 역사적, 사회경제적 조건을 확인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곳으로 확장한 귀환 중국 동포 자영업자들이 발생시키는 변화나 

영향을 살펴보고 분석하도록 한다. 이를 도식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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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연구 분석틀 

 

 
 

귀환 중국 동포의 정착과 적응  

 

        

 
 

귀환 중국 동포 사회의 형성  

        

중국 동포 자영업자 집단의 형성 
  

 

           

 

 

민족적 기업가의 조건 

  
 

중국 동포의 생태적 천이  

    

 

 

 

한국에서의 적응에 대한 

가설적 과정 

 

 

    

‘먼 곳’으로 확장하는 중국 동포 자영업자의 조건 
 

 

 

 
귀환 중국 동포의 새로운 곳에서의 ‘상업 창시’와  

‘상업 창시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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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서울 중국 동포 거주 천이의 역사 

 

이번 장에서는 서울의 중국 동포 거주 지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특히 서울 시내 곳곳에 존재하는 거주 지역의 역사를 살펴보며 형성 

시기와 형성 원인을 중심으로 각 거주 지역을 분류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연구 대상 지역은 기본적으로 중국 동포 밀집 거주 

지역으로 한다. 즉, 서울통계의 통계 자료(표 3-1)를 토대로 중국 

동포의 인구가 많은 상위 행정동을 기본적인 연구 대상 지역으로 한다. 

더불어 일부 중국 동포들이 확장해서 형성된 자영업 업소가 존재하는 

지역 역시 연구 대상 지역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의 중국 동포 거주 지역13), 관악구, 동작구의 중국 동포 

거주지역14), 광진구의 중국 동포 거주 지역15)이 연구 대상 지역에 

포함된다. 그 외에 중국 동포 자영업자의 업체가 위치하는 서울의 다른 

지역 역시 연구 대상 지역으로 포함한다. 

 

<표 3-1> 서울시 중국 동포 인구 상위 20개 행정동 

 
한국인 

(단위: 명) 

귀환 중국 동포 

(단위: 명) 

전체 인구 

대비 귀환 

중국 동포 

비율 

영등포구 대림2동 16,558 7,421 29.66 

구로구 구로2동 31,517 6,436 16.48 

구로구 가리봉동 12,874 5,948 30.49 

구로구 구로 4동 25,868 3,687 12.22 

금천구 독산 3동 27,845 3,405 10.74 

                                            
13) 행정동 상으로는 가리봉동, 구로 2동, 구로 4동, 구로 5동(이상 구로구), 가

산동, 독산 1동, 독산 2동, 독산 3동(이상 금천구), 대림 1동, 대림2동, 대림 
3동, 신길 5동, 신길 6동(이상 영등포구)이 포함된다. 

14) 행정동 상으로는 조원동, 신사동, 신림동, 신원동, 보라매동, 은천동, 청룡동, 
중앙동, 행운동, 낙성대동(이상 관악구), 신대방 1동, 사당 1동(이상 동작구)
이 포함된다. 

15) 행정동 상으로는 자양 1동, 자양 4동, 화양동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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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가산동 19,349 3,371 14.33 

영등포구 대림 3동 27,828 3,353 10.56 

광진구 자양 4동 24,760 2,981 10.47 

영등포구 대림 1동 16,377 2,931 14.86 

구로구 구로 5동 31,932 2,827 8.01 

영등포구 도림동 18,370 2,601 12.16 

동작구 신대방 1동 25,907 2,412 8.42 

영등포구 영등포본동 15,821 2,361 8.60 

영등포구 신길 5동 15,821 2,345 12.65 

금천구 독산 1동 31,711 2,334 6.73 

관악구 신림동 19,177 1,975 9.10 

관악구 신사동 24,697 1,900 7.05 

금천구 시흥 1동 36,290 1,864 4.83 

관악구 조원동 18,267 1,698 8.40 

영등포구 신길 6동 22,631 1,512 6.20 

자료: 서울통계(2013) 

 

연구 대상 지역의 역사와 현황을 살펴보는 것은 단순히 그 지역이 

어떠한가를 알아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연구 대상 지역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은 오늘날의 지리적인 현상을 분석하고 설명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언급했듯이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생태적 천이의 관점을 채택하고 있으며, 생태적 천이 개념의 

바탕이 되는 인간 생태학은 특정 현상이 발생하게 된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므로 연구 대상 지역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제 1 절 초기 지역: 가리봉동과 대림동의 거주 천이 

 

Sassen은 국제적 이민자의 이동을 상층회로와 생존회로의 개념을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다. Sassen에 따르면 상층회로를 통해 이주하는 

이주민들은 주로 고소득 전문직, 사업가 등으로 볼 수 있으며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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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과 격리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보인다. 서울에서 이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는 서초구 서래마을, 외교 공관 지역이 위치한 지역을 포함한 

서울 도심 지역, 동부이촌동 일본인 밀집 지역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생존회로를 거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경제적인 빈곤을 벗어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이주민들로, 주로 단순 노동자, 여성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생존할 충분한 사회경제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모여서 사는 경향을 보이는데 (김희철 & 

안건혁 2011), 혜화동의 필리핀인 밀집지역, 안산시의 단원구 지역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3-2> 연도별 중국 동포 등록 외국인 및 불법체류자 

년도 
등록외국인 

(단위: 명) 

불법체류자 

(단위: 명) 
년도 

등록외국인 

(단위: 명) 

불법체류자 

(단위: 명) 

1993 2,143 21,387 2003 108,283 17,201 

1994 4,667 17,093 2004 128,287 25,223 

1995 7,367 22,696 2005 146,338 22,513 

1996 9,345 27,215 2006 221,625 19,904 

1997 11,800 24,106 2007 310,485 21,599 

1998 11,769 20,576 2008 362,920 18,037 

1999 20,353 14,730 2009 363,087 16,876 

2000 32,443 11,887 2010 366,087 15,970 

2001 42,827 17,139 2011 389,398 17,284 

2002 48,293 21,032 2012 322,861 18,909 

자료: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백서 

 

가리봉동과 대림동에 많은 중국 동포가 거주하게 된 이유는 이러한 

개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이는 중국 동포의 한국 이주 역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중국 동포들이 본격적인 한국으로의 이주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1992년의 한중 수교와 1993년의 산업연수생 제도의 

도입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1990년대의 이주는 산업연수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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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친척 방문, 한약재장사 등의 

형태와 나아가 밀입국, 여권 위조 및 변조, 위장결혼 등의 불법적인 

형태로 입국하는 사람도 많아졌다.16) 이와 같은 증가 추세는 저임금 

노동자 감소, 한국인들의 3D업종 종사 기피 현상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자 하는 한국의 수요와 1990년대 중국 조선족 자치주의 경제 

난민 증가 (서지수, 2011)라는 공급의 측면이 결합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17) 

구체적으로는 박우 (2011)등이 지적하듯이, 1990년대 초반 한국의 

제2기 신도시 건설사업에 필요한 노동력을 충당하기 위해 많은 중국 

동포들이 한국으로 입국하게 되었으며, 이후로도 건설현장, 공장, 식당 

등에서 필요한 노동자로서 꾸준하게 중국 동포들이 한국으로 입국했다. 

당시 이들은 한국에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중국 조선족 자치주의 

‘코리안 드림’을 안고 한국에 들어오는 경향이 있었으므로 한국에서의 

열악한 생활을 견디는 모습을 보인다 (박우, 2011). 실제로 표 3-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재한 중국 동포 중 등록외국인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며 불법체류자 역시 상당한 수를 유지하고 있다. 이후로도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 동포는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며, 

제도적인 변화18)에 따라 추이가 달라지는 경향이 있으나 최근까지 

                                            
16)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자료(국적 및 체류자격별 외국인 입국자)에 

따르면 1993년부터 2000년까지 산업연수(D-3), 단기종합(C-3)과 단기 상
용(C-2)의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중국 동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17) 중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한 피 면담자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환하는 
중국 동포들의 이민 이유 또는 유형을 크게 다음의 여섯 가지로 언급하기도 
했다. ① 경제력이 열악한 사람들, ② 가정이 붕괴된 사람들, ③ 중국 개혁 
개방 시, 부도난 국영기업에서 일하던 사람들, ④ 직업이 없던 사람들이 방문
취업비자(H-2)를 획득한 경우, ⑤ 범죄를 저지른 후 도피하기 위해, ⑥ 사업
을 경영하는 사람들. ⑤와 ⑥의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대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열악한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한국으로 귀환 했음을 알 수 있다.   

18) 2003년의 혼인등기(신고) 제도의 변경으로 인한 위장결혼의 폭증, 2004년
의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서지수, 2011), 2000년대 초반과 이후에 꾸준히 
시행된 출국지원 프로그램, 2007년의 방문취업제 도입, 2012년 방문취업제 
기간 만료 (김용필, 2010) 등이 제도적인 변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제
도적 변화의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 혼인등기 신고 제도 변화:  
2003년 7월 1일부터 한국과 중국 양국은 양국 국민 간의 결혼 시 반드시 
중국에서 먼저 혼인등기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이전의 양해각서를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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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고 한국과 중국 어느 곳에서든 혼인등기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했
다 (서지수, 2011).  

  - 외국인 고용허가제:  
2003년 8월 16일 도입되어 2004년 8월 17일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국내
에서 노동자를 구할 수 없는 국내 기업이 일정한 절차와 기준을 통해 외국
인을 노동자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한다. 주로 중소기업과 3D업종
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3년의 단기취업을 허용하고 가족동반 입국은 금
지하고 있다. 산업연수생 제도의 폐해를 고치기 위해 도입되었으므로 2007
년 1월 1일 산업연수생 제도를 폐지하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제도는 고
용허가제로 일원화 되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policy 
info/foreigner/view.jsp?cate=1&sec=2). 

- 출국지원 프로그램: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불법체류자들에게 자발적인 출국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자진출국 하는 불법체류자에게는 범칙금 면제, 입국규제 유
예 등의 혜택을 부여하며 자진출국에 협조한 불법체류자 고용주는 불법고
용에 대한 처벌면제 및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방침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되는 때에 따라 다르다 (법무부 홈페이지, www.mo 
j.go.kr). 

  - 방문취업제:  
2007년 3월 시행되어 만 25세 이상의 중국 및 구소련 지역에 거주하는 
동포에 대해서 적용되는 제도로, 5년의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이 제도를 통
해 입국한 해외 동포들은 고용노동부 취업교육을 마치고 고용지원센터의 
취업알선 또는 자율적 취업을 통해 국내에서 근무할 수 있다. 또한 신고만
으로 근무하는 사업체를 변경할 수 있다. H-2비자를 부여 받는다 (고용노
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policyinfo/foreigner/view.jsp?cate=4 
&se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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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연도별 귀환 중국 동포 등록 외국인 및 불법체류자 

변화(1993~2013년) 

 

자료: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백서 

 

이들 귀환 중국 동포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언급했듯이 대체적으로 

낮았는데, 이 때문에 이들의 거주지는 한정되는 모습을 보인다. 즉, 

저렴한 주택, 직장으로의 용이한 접근성 등을 갖는 지역이 초기 귀환 

중국 동포들의 거주지가 되었다.19) 가리봉동은 바로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가리봉동은 예전부터 수출산업공단 

노동자들의 거주지역 이었던 곳으로, 당시 수출산업공단 노동자들 역시 

초기 중국 동포와 비슷하게 돈벌이를 위해 농촌에서 상경한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저임금의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통근 시간을 

줄이기를 원했으며 통근에 필요한 교통비를 줄이기 위해 공단 근처에 

                                            
19) 초기 중국 동포들은 주로 일용직(건설 일용직 또는 가사, 식당, 양육, 간병 

일용직)에 종사했는데 이러한 직종은 대체로 이동이 많고 계약기간이 일정하
지 않은 특징을 가지므로 직장으로의 용이한 접근성은 중요한 거주 조건이었
다 (이민주,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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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하기를 선호했다. 이로 인해 이 지역에는 기존의 주택을 개조하거나 

신축해서 형성된 ‘쪽방촌’이 형성되었다 (이민주, 2007). 이후 거시적 

경제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 이 지역의 수출산업공단이 문을 닫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하자 이 지역의 주택은 공동화되어 가출 청소년, 

실직자, 노숙자, 독거노인과 같은 도시 빈민들의 주거지역이 되었다 

(이민주 2007). 이러한 가리봉동의 역사적 배경과 그로 인한 지역적 

조건은 당시 한국으로 이주하던 중국 동포들이 거주하기에 적절한 

환경을 제공했다. 즉, 가리봉동은 앞에서 언급했던 저렴한 주택, 

직장으로의 용이한 접근성 등을 갖춘 주거지역이었으며(지하철 1, 7호선, 

주요 버스 노선의 존재, 수도권 서부 지역으로의 높은 접근성) 이에 

따라 가리봉동은 중국 동포들의 집단 주거지가 되었다. 또한, 이전에 

형성되어 있던 일용직 건설 시장의 형성 역시 이 지역에 많은 중국 

동포들이 거주하게 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민주, 2007). 

이후 먼저 한국에 거주하기 시작한 중국 동포들은 개인적인 친분 관계 

등을 통해 중국에 남아있는 중국 동포와 이주 연결망 (Massey, 

1990)을 형성했으며, 후속 이민자들은 ‘개척자’였던 이전의 이민자들을 

따라 한국으로 입국해서 가리봉동에 정착했다. 이러한 경향은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며 가리봉동에 거주하는 중국 동포가 많아질수록 

이주 연결망 역시 강해져서 더 많은 중국 동포들이 이주하여 가리봉동에 

거주하게 되었다.  

그런데 표 3-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04년부터 가리봉동 지역과 

대림동 지역의 중국 동포 인구 격차가 줄어들기 시작하여, 

2006년부터는 대림동 지역의 중국 동포 인구가 가리봉동 지역을 완전히 

앞지르게 된다.20) 이러한 현상은 2004년부터 추진된 ‘가리봉동 

                                            
20) 통계 자료 상으로 가리봉동이 속해 있는 현재 가리봉동은 행정 구역상 구로

구에 속해있다. 그러나 1995년 금천구가 구로구로부터 분구되면서 가리봉2
동의 일부와 가리봉3동의 전 지역을 통합하여 가산동으로 개칭되어 금천구에 
속하게 되었다 (가산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gasan.geumcheon.go.kr). 또한, 
행정구역과 별개로 앞에서 언급한 초기 중국 동포 이민자의 주거지역으로서
의 ‘가리봉동’의 특성은 가리봉동뿐 아니라 가산동 역시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구로구와 금천구의 중국 국적 인구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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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 사업’(이하 가리봉동 재개발 사업)21)과 관련이 

깊다 (서지수, 2011). 가리봉동 재개발 사업에 따라 인근의 일자리와 

주택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가리봉동 지역에 터전을 잡고 

있던 많은 중국 동포들이 가까운 곳의 대림동으로 거주 천이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이처럼 통계자료와 선행연구를 통해서 가리봉동 

지역의 중국 동포들이 대림동 지역으로 거주 천이했음을 알 수 있지만, 

실제 대림동 지역에 대한 심층 면접에서 이와 관련된 새로운 진술을 

접할 수 있었다. 즉, 대림동이 오늘날과 같이 중국 동포 최대 거주지가 

된 것은 가리봉동에서 이사 온 사람들에 의한 거주 천이뿐 아니라 처음 

한국에 입국하는 중국 동포들의 거주 천이 때문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결국, 대림동의 중국 동포 거주 지역은 가리봉동으로부터의 거주 천이, 

한국에 처음 온 중국 동포들이 발생시키는 거주 천이가 누적된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천이의 경향이 가리봉동의 쇠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가리봉동 지역의 중국 동포 인구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즉, 한국에 입국하는 중국 동포들 중 

여전히 가리봉동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상당히 존재함), 가리봉동의 

한국인 대비 중국 동포 비율은 오히려 대림동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22) 따라서, 대림동에 대한 중국 동포들의 거주 천이로 

인해 대림동이 가장 큰 규모의 중국 동포 밀집 지역이 되었지만 

가리봉동 지역 역시 여전히 상당한 규모의 중국 동포 밀집 지역으로 

                                            
21) 구로산업단지가 제조업 위주의 산업 단지에서 IT산업 등을 주 업종으로 하

는 산업 단지로 바뀜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주거, 상업 및 업무기능을 
갖춘 복합도시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더불어 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혼잡한 도시교통체계의 개선 역시 목표로 하고 있다. 가리봉동 
전역을 포함하는 332,929㎡를 사업 대상 지역으로 한다. 2003년 11월 18일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2005년 5월 6일 개발기본계획이 승인
되었으며 현재 더 넓어진 사업 대상 지역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10년 1월 
28일 계획 변경이 이루어진 상태다 (서울도시계획포털, urban.seoul.go.kr,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4호). 

22) 그러나 이와 같이 가리봉동 지역의 높은 중국 동포의 비율을 가리봉동 중국
동포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잘못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표에 수록되어 있
는 실제 전년 대비 증감 수치를 통해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앞에서 언급한 
가리봉동 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2003년 급격한 한국인 인구 
감소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2002년 가리봉 및 가산동 한국인 인구 53,724
명, 2003년 가리봉 및 가산동 한국인 인구 36,03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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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3-3> 연도별 중국 국적 및 귀환 중국 동포 인구와 전년 대비 증감, 한국인 인구 

대비 비율 – 가리봉동 지역, 대림동 지역 

 가리봉동 지역 (단위: 명, %)
23) 대림동 지역- 

대림1동, 대림2동, 

대림3동(단위: 명, %) 년도 가리봉동 가산동 계 

2002 
211 

(-, 1.3) 

665 

(-, 3.2) 

876 

(-. 1.6) 

301 

(-, 0.3) 

2003 
1,672 

(1,461, 10.6) 

1,740 

(1,075, 8.6) 

3,412 

(2,536, 9.5) 

2,022 

(701, 2.7) 

2004 
2,062 

(390, 13.5) 

456 

(-1,284, 2.3) 

2,518 

(-894, 7.2) 

2,723 

(1,653, 3.8) 

2005 
2,711 

(649, 14.4) 

1,905 

(1,449, 9.8) 

4,616 

(2,098, 13.0) 

4,376 

(3,156, 6.2) 

2006 
4,234 

(1,523, 25.9) 

2,818 

(913, 14.7) 

7,052 

(2,436, 19.8) 

7,532 

(2,236, 10.9) 

2007 
5,226 

(992, 32.3) 

4,049 

(1,231, 21.3) 

9,275 

(2,223, 26.4) 

9,768 

(2,236, 14.2) 

2008 
7,180 

(1,954, 45.6) 

4,599 

(550, 24.2) 

11,779 

(2,504, 33.9) 

13,959 

(4,191,20.5) 

2009 
7,307 

(127, 47.6) 

4,640 

(41, 24.3) 

11,947 

(168, 34.6) 

13,016 

(-943, 19.5) 

2010 
7,416 

(109, 48.0) 

4,782 

(142, 24.2) 

12,198 

(251, 34.7) 

14,023 

(1,007, 21.3) 

2011 
7,977 

(561, 55.1) 

4,820 

(38, 24.6) 

12,797 

(599, 37.5) 

15,593 

(1,570, 24.3) 

2012 6,111 3,670 9,781 13,518 

                                            
23) 2008년 가리봉1동과 가리봉2동이 통합 (구로구청 홈페이지: 

www.guro.go.kr). 따라서 2008년 이전의 값은 두 동의 합계 값으로 한다. 

http://www.gu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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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6, 44.7) (-1,150, 18.8) (-3,016, 29.5) (-2,075, 21.7) 

2013 
5,948 

(-163, 46.2) 

3,371 

(-299, 17.4) 

9,319 

(-462, 28.9) 

13,705 

(187, 22.6) 

자료: 서울통계, 영등포구 통계백서, 금천구 통계백서, 구로구 통계백서   

 

<그림 3-2> 연도별 가리봉동 지역 및 대림동 지역의 중국 국적자 및 귀환 중국 

동포 인구 변화(2002~2013년) 

 

자료: 서울통계, 영등포구 통계백서, 금천구 통계백서, 구로구 통계백서 

 

대림동은 가리봉동보다 더 나은 주거 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다른 지역에 비해 저렴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며, 앞에서 

언급한 가리봉동의 장점을 상당 부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즉, 대림동 역시 지하철 노선과 다수의 버스 노선을 통한 교통의 

편리함과 수도권 서부지역으로의 용이한 접근성을 가지고 있으며, 



34 

 

오히려 이 지역은 지하철 2호선과 7호선의 환승역인 대림역에 인접한 

지역이므로 가리봉동보다 더 나은 교통 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다. 

두 노선이 모두 강남 방면으로 향하기 때문에 강남 지역으로의 통근에도 

유리할 뿐 아니라 대림동은 순환선인 지하철 2호선을 통해 서울의 다른 

지역에 대한 접근성의 측면에서도 유리한 점을 갖는다. 이에 따라 

새롭게 형성된 대림동의 중국 동포 밀집 거주 지역에는 대림 중앙 

시장을 중심으로 식당, 식품 상점, 환전소, 화물 운송 업체 등 중국 

동포들에게 필요한 상업 시설들이 들어서면서 서울 중국 동포 사회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24)25). 또한, 중국 동포들에게 대림동이 

갖는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대림동이 갖는 명성 역시 높아지게 되었고, 

(가리봉동과 마찬가지로)이는 입국하는 중국 동포들을 대림동으로 

유인하는 요인이 되었다.  

 

 

제 2 절 인접지역과 먼 곳에서의 거주 천이 

 

가리봉동과 대림동 인근 지역에 많은 중국 동포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이러한 중국 동포 지역에 대한 관심은 

앞에서 살펴보았던 학술적인 관심뿐 아니라, 다수의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26) 그러나 이에 비해서 가리봉동과 대림동의 

                                            
24) 대림 중앙 시장의 상인들을 대상으로 면담한 결과 대림역 8번 출구 인근과 

대림 중앙 시장 일대에 중국 동포들을 상대로 하는 상업 시설이 들어서기 시
작한 때는 대략 8~10년 전이라는 진술을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응답자들
의 진술이 대략적인 기억에 의존한다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2004년 이후로 
이 지역에 상업 시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진술은 이후
에 살펴볼 초기 자영업자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25) 359개 상가 건물 중 235개 건물에 중국어 간판이 설치되어 있음(2013년 6
월 6일부터 동년 6월 13일 까지의 답사를 통해 조사). 

26) 쿠키뉴스, 2009년 11월 26일자, [“2호선 대림역 8번 출구, 중국서도 다 알
아”… ‘조선족 특구’서울 대림2동 이야기] 
문화일보, 2009년 10월 29일자, [서울 외국인 최다 거주지는 영등포구 대림
2동] 
쿠키뉴스, 2011년 9월 7일자, [<이웃>서울 대림동 조선족 세계 르포] 
한국경제, 2009년 12월 25일자, [‘서울의 옌벤’ 가리봉동 재개발…조선족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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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지역 또는 인근지역이 아닌 다른 먼 곳으로 이동하는 중국 동포와 

천이 대상 지역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적은 편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가리봉동과 대림동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중국 동포와 이로 인한 

이주 대상 지역의 거주 천이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1) 가리봉동, 대림동 인접지역 에서의 거주 천이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2004년 무렵을 기점으로 가리봉동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에 의해 대림동에서 거주 천이가 발생했다. 그러나 

사실 이 시기에 발생했던 가리봉동으로부터의 거주 천이는 대림동으로만 

향했던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선행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통계 자료와 실제로 거주 천이의 과정에 있거나 이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중국 동포의 진술과 통계 자료를 조합하여 재구성 

할 수 밖에 없다. 표 3-4는 200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 가리봉동 

인근 행정동의 중국 국적 소지자 및 중국 동포 인구와 한국인 인구 대비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들 지역은 2013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중국 

동포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에 속하는데, 모두 가리봉동 및 가산동과 

행정 경계를 접하고 있는 지역이다. 

즉, 가리봉동 및 가산동과 행정 경계를 접하고 있는 구로 2동, 구로 

3동, 구로 4동, 독산 1동, 독산 3동이 이에 해당하며, 구로 5동, 신길 

5동, 신길 6동, 조원동, 신대방 1동은 직접적인 인접지역은 아니지만 

인근지역이라 할 수 있는 곳이다. 표 3-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들 

지역의 중국 동포 인구는 특정 시점에 많은 증가를 기록하고 있다. 첫 

번째 증가 시점은 2005년과 2006년 사이의 증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2004년에 가리봉동이 재개발촉진지구로 정해지면서 가리봉동 중국 

동포들이 발생시킨 천이에 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인구의 대폭 증가는 재개발촉진지구의 지정과 1년 또는 

2년의 기간을 두고 발생했으며, 2004년 이전 이 지역의 중국 동포 

인구는 매우 적거나 일정한 추세를 나타내지 않고 있었으나, 2005년 

                                                                                                               

가가 복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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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렵부터 일정 기간 동안 꾸준하고 상당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후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대체적으로 중국 동포의 

인구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다만, 2012년에는 전체적으로 상당한 

폭의 인구 감소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2008년 도입된 방문취업제의 

체류기간 만료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별 면담을 통해서 구로동, 독산동 등의 중국 동포 거주 

지역은 가리봉동뿐 아니라 대림동으로부터 천이한 중국 동포들에 의해 

형성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면담자: 가리봉동 말고 다른 곳의 중국 동포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인가요? 가리봉동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인가요? 

구술자: 가리봉동에서 바로 온 사람들도 있고 대림동에서 온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그쪽에서 장사를 한 10년 정도 했는데, 구로 

쪽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가리봉이나 대림에서 돈을 좀 벌고 

가는 경우가 많고, 독산동 쪽에는 동거 목적으로 가는 경우도 

많아요. 

(중국 식료품점 운영, 한국인, 청룡동) 

 

면담자: 구로동이나 독산동 쪽의 중국 동포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인가요?  

구술자: 가리봉이나 대림에서 건너간 거예요. 대림동이 생긴 다음에 

거기에도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구로나 독산 쪽도 가리봉이나 

대림하고 가깝고 그리고 그때는 오히려 구로나 독산 집값이 

더 쌌어요. 그러니까 간 거죠. 그리고 거기로 간 사람들은 

시끄러운 거 싫어서 조용히 살려고 간 사람들도 많아요. 

(중국 동포 신문사 지사장, 귀화 한국인) 

 

즉, 구로동, 독산동 등에서 발생한 거주 천이는 가리봉동에서 이주해 

온 인구에 의해서만 발생한 것으로만 볼 수 없으며, 또한 

대림동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는 것 역시 사실과 다를 것이다. 다시 

말해, 가리봉동에서 대림동으로, 다시 대림동에서 구로동 또는 독산동의 

순서로 발생한 거주 천이가 아니라 대체적으로 가리봉동의 인구가 

이주하여 거주 천이를 일으킨 것이되, 가리봉동에서 대림동으로 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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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천이, 대림동에서 이주한 사람들에 의한 구로동, 독산동 등으로 

향한 거주 천이, 가리봉동에서 구로동, 독산동 등으로 향한 거주 천이 

등 다양한 과정을 거친 결과가 오늘날 관찰되는 주변 지역의 중국 동포 

주거 지역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리봉동과 

대림동이 초기 중국 동포 주거 지역이라는 사실이며, 구로동과 독산동은 

비교적 이후에 형성된 주거 지역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거주 천이의 이유로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은 가리봉 

및 대림동과의 지리적 인접성이다. 먼저 천이가 발생한 지역과 인접한 

지역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하나는 익숙한 지역이며 

이주가 용이하다는 점, 다른 하나는 기존 거주 지역과 인접 지역이기 

때문에 유사한 사회경제적 환경을 가지는 지역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구로동과 독산동 지역으로의 거주 천이의 원인에 대한 연구자의 질문에 

면담자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인접한 거리를 꼽았다. 또한, 면담자들은 

구로동과 독산동 방향으로 거주 천이가 발생하던 시기 가리봉동과 

대림동에 비해 오히려 저렴한 주택 가격 역시 중요한 천이의 이유로 

언급했다. 더불어 가리봉동과 대림동의 혼잡하고 시끄러운 거주 환경에 

비해 비교적 쾌적하고 조용한 거주 환경을 갖는다는 점 역시 구로동과 

독산동을 새로운 거주지로 선택한 이유 중 하나로 언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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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연도별 중국 국적 인구 및 귀환 중국 동포 인구와 전년 대비 증감, 한국인 인구 대비 인구 비율 – 가리봉동 인근 

지역(2002~2013년) 

 구로구(단위: 명, %) 금천구(단위: 명, %) 영등포구(단위: 명, %) 관악구, 동작구(단위: 명, %) 

년도 구로2동 구로3동 구로4동 구로5동 독산1동 독산3동 신길5동 신길6동 조원동 신대방1동 

2002 

122 

- 

(0.3) 

187 

- 

(1.1) 

92 

- 

(0.3) 

118 

- 

(0.4) 

216 

- 

(0.7) 

75 

- 

(0.2) 

269 

- 

(1.4) 

88 

- 

(0.4) 

37* 

- 

(0.2)* 

68 

- 

(0.2) 

2003 

173 

51 

(0.5) 

202 

15 

(1.1) 

111 

19 

(0.4) 

587 

469 

(2.0) 

1,057 

841 

(3.5) 

559 

484 

(1.8) 

125 

-144 

(0.6) 

125 

37 

(0.5) 

235* 

197* 

(1.1)* 

502 

434 

(2.0) 

2004 

724 

551 

(2.0) 

374 

172 

(1.7) 

611 

500 

(2.1) 

763 

176 

(2.5) 

265 

-792 

(0.9) 

125 

-434 

(0.4) 

593 

468 

(3.2) 

205 

80 

(0.9) 

201* 

-33* 

(1.0)* 

90 

-412 

(0.4) 

2005 

925 

201 

(2.5) 

401 

27 

(1.8) 

805 

194 

(2.7) 

1,113 

350 

(3.5) 

1,257 

992 

(4.0) 

919 

794 

(3.0) 

738 

145 

(4.1) 

262 

57 

(1.0) 

544* 

343* 

(2.7)* 

373 

283 

(1.5) 

2006 

2,678 

1,753 

(7.1) 

764 

363 

(3.3) 

2,317 

1,512 

(7.6) 

1,966 

853 

(5.9) 

1,692 

435 

(5.4) 

1,646 

727 

(5.5) 

1,839 

1,101 

(10.3) 

775 

513 

(3.1) 

1,207 

663 

(6.2) 

1,708 

1,335 

(6.5) 

2007 

3,762 

1,084 

(10.6) 

873 

109 

(3.4) 

3,364 

1,047 

(12.3) 

2,561 

595 

(8.0) 

2,962 

1,270 

(9.6) 

2,525 

879 

(8.4) 

4,308 

2,469 

(24.5) 

1,107 

332 

(4.4) 

1,820 

613 

(9.8) 

2,584 

876 

(9.7) 

2008 4,329 421 3,492 2,560 4,002 2,812 1,785 1,182 1,899 2,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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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 

(12.4) 

-452 

(1.6) 

128 

(12.8) 

-1  

(8.0) 

1040 

(12.7) 

287 

(9.5) 

-2523 

(9.8) 

75 

(4.8) 

79 

(10.6) 

389 

(11.1) 

2009 

4,401 

72 

(13.0) 

735 

314 

(2.7) 

3,171 

-321 

(11.6) 

2,475 

-85  

(7.8) 

4,181 

179 

(13.0) 

2,777 

-35 

(9.6) 

3,131 

1,346 

(17.6) 

1,327 

145 

(5.4) 

1,809 

-90 

(9.8) 

2,968 

-5 

(11.1) 

2010 

4,268 

-133 

(12.5) 

718 

-17 

(2.6) 

2,681 

-490 

(9.8) 

2,356 

-119 

(7.5) 

5,206 

1,025 

(16.2) 

2,513 

-264 

(8.5) 

3,783 

652 

(21.5) 

1,433 

106 

(5.8) 

1,375 

-434 

(7.5) 

3,116 

148 

(11.7) 

2011 

5,917 

1,649 

(17.9) 

806 

88 

(2.9) 

3,012 

331 

(11.3) 

3,128 

772 

(9.9) 

5,289 

83 

(16.7) 

2,989 

476 

(10.4) 

4,262 

479 

(24.9) 

1,625 

192 

(6.8) 

641 

-734 

(3.5) 

3,316 

200 

(12.5) 

2012 

6,467 

550 

(20.0) 

921 

115 

(3.3) 

3,619 

607 

(13.7) 

3,073 

-55  

(9.7) 

3,122 

-2,167 

(9.8) 

3,116 

127 

(11.0) 

2,870 

-1,392 

(17.4) 

1,408 

-217 

(6.1) 

1,401 

760 

(7.7) 

2,533 

-783 

(9.7) 

2013 

6,436 

-31 

(20.4) 

882 

-39 

(3.2) 

3,687 

68 

(14.3) 

2,827 

-246 

(8.9) 

2,334 

-788 

(7.4) 

3,405 

289 

(12.2) 

2,345 

-525 

(14.8) 

1,512 

104 

(6.7) 

1,698 

297 

(9.3) 

2,412 

-121 

(9.3) 

주: *표시는 추정치 

자료: 서울통계, 구로구 통계연보, 금천구 통계연보, 영등포구 통계연보, 관악구 통계연보, 동작구 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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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연도별 가리봉동, 대림동 인접 지역의 중국 국적자 및 귀환 중국 동포 인구 변화(2002~2013년) 

  

주: *표시는 추정치 

자료: 서울통계, 구로구 통계연보, 금천구 통계연보, 영등포구 통계연보, 관악구 통계연보, 동작구 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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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리봉동, 대림동에서 먼 곳에서의 거주 천이 

 

 통계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중국 동포 밀집 거주 지역 중, 

초기의 밀집 지역인 가리봉동 및 대림동에서 먼 곳에 존재하는 곳은 

광진구 자양동 일대와 관악구 지역27)이라고 할 수 있다(대림동, 

독산동과 인접한 조원동은 제외). 구체적으로는 표 3-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관악구 신사동, 신림동, 신원동, 보라매동, 은천동, 청룡동, 

중앙동, 행운동, 낙성대동과 광진구 자양 1동, 자양 4동, 화양동을 

포함하는 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가리봉동, 대림동과 행정경계를 

공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인접지역이라고 할 수 없으며 거리상으로도 

비교적 먼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이 지역에도 상당한 수의 중국 동포들이 거주하고 

있지만, 언급했듯이 이 지역에 대한 학술적 관심은 매우 적은 상태다. 

관악구의 중국 동포에 대한 연구는 현재 전무한 것으로 보이며, 자양동 

일대의 중국 동포에 대한 연구는 이영민 외 (2012)와 방성훈 & 김수현 

(2012)의 연구가 있다. 이들 지역에 대한 연구가 미미한 이유는 

지금까지 언급했던 바와 같이 기존의 연구들이 중국 동포의 전역적인 

분포와 최초의 밀집 지역인 가리봉동, 대림동의 서울 서남권 만을 

주목했기 때문이다. 이와 유사하게 방성훈 & 김수현 (2012)이 

언급했듯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미국이나 유럽의 이민자들이 

갖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역동적인 모습을 보일 만큼의 

성숙 단계에 접어들지 못한 것 역시 중국 동포에 대한 연구를 제한하는 

이유일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리봉동과 대림동은 중국 동포 

이민자의 역사도 오래되었을 뿐 아니라 그 수도 많기 때문에 경관적으로 

뚜렷한 변화가 발생한 지역이므로 연구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가능성이 

                                            
27) 앞에서 언급했듯이, 연도별 동 단위 외국인 인구 자료는 서울통계의 2006년 

이후의 자료와 2005년 이전의 각 구별 통계연보 자료를 활용했다. 그러나 관
악구의 경우, 2005년 이전의 통계연보가 현재 존재하지 않으므로, 2005년 이
전의 중국 동포의 인구는 추정치를 대신 사용하는 방식을 택했다. 구체적으로
는 먼저, 가리봉동 및 대림동과 인접 지역으로 분류된 신대방 1동의 증감률
과 관악구의 중국 동포 거주 지역과 유사하게 발생한 광진구의 중국 동포 인
구 증감률의 평균 값을 구한다. 이후, 이 값을 2006년 이후의 관악구 중국 
동포 인구 자료에 적용하여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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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았다. 이는 자양 4동의 동일로 18길이 2011년 ‘중국음식문화거리’로 

공식 지정된 이후 이영민 외 (2012)와 방성훈 & 김수현 (2012)의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통계 자료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관악구의 중국 동포 거주지역 

형성은 2000년대 초반으로 볼 수 있다. 이 시기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가리봉동 및 대림동으로부터 다른 지역으로의 거주 천이가 발생했던 

시점과 비슷한 때이므로 관악구에 형성된 중국 동포 거주지역 역시 

비슷한 경로에 따라 형성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가리봉동과 대림동에서 가까운 관악구 지역일수록 대체로 더 많은 중국 

동포 인구가 나타난다는 점과 가리봉동과 대림동 지역이 더 이상 직장에 

인접한 지역이 아니라는 점에 따른다.28) 그러나 실제로 현재 관악구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동포들과의 개별 면담에서는 이러한 추정과 

일치하지 않는 진술을 발견할 수 있다. 즉, 관악구의 초기 중국 동포 

거주 지역 형성 과정에서 가리봉동과 대림동의 영향은 적었다는 

진술들로서, 관악구의 중국 동포들 중 상당수는 입국 초기부터 관악구에 

거주했다는 것이다.  

 

면담자: 처음 한국에 들어온 때와 처음 한국에 입국해서 거주하던 

곳은 어디입니까? 입국 초기 대림동이나 가리봉동에 

거주하셨나요? 

구술자: 대림동이나 가리봉동에 산 적 없어요. 처음 한국에 들어왔을 

때가 2003년 이었는데 처음 살았던 곳이 봉천동이에요 

(중국 식료품 가게 주인, 귀화 한국인, 관악구 거주) 

 

면담자: 처음 입국했을 때 이곳(관악구 봉천동)에서 살았나요? 

구술자: (끄덕). 들어왔을 때(2000년)부터 여기서 살았고 지금도 

여기서 살고 있어요. 

(온라인 여행사 운영, 귀화 한국인, 관악구 거주) 

                                            
28) 한겨레신문, 2006년 12월 15일자, [중 동포들 삶터 강남 쪽으로 이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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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연도별 중국 국적 인구 및 중국 동포 인구와 전년 대비 증감률, 한국인 인구 대비 인구 비율 – ‘먼 곳’ (2002~2013년) 

 관악구(단위: 명, %) 광진구(단위: 명, %) 

년도 
신사동, 신림동, 

신원동, 보라매동 
은천동, 청룡동, 중앙동 행운동, 낙성대동 자양1동 자양4동 화양동 

2002 61(-, 0.1)* 70(-, 0.1)* 12(-, 0.0)* 38(-, 0.1) 148(-, 0.6) 121(-, 0.7) 

2003 387(325, 0.4)* 439(369, 0.5)* 73(62, 0.2)* 269(231, 1.0) 656(508, 2.5) 349(228, 1.5) 

2004 332(-55, 0.4)* 376(-63, 0.4)* 63(-10, 0.1)* 325(56, 1.3) 777(121, 3.2) 433(84, 1.9) 

2005 898(566, 1.0)* 1,017(642, 1.2) * 170(107, 0.4)* 644(319, 2.6) 1,549(771, 6.3) 768(335, 3.5) 

2006 1,991(1,093, 2.2) 2,257(1,240, 2.6) 377(207, 0.8) 664(20, 2.6) 1,618(69, 6.6) 568(-200, 2.6) 

2007 2,082(811, 3.1) 3,623(1,366, 4.2) 594(217, 1.2) 1,081(417, 4.4) 2,560(942, 10.2) 849(281, 3.9) 

2008 3,184(382, 3.5) 4,078(455, 4.8) 709(115, 1.5) 1,400(319, 5.6) 2,911(351, 10.5) 1,021(172, 4.8) 

2009 3,559(375, 3.9) 3,739(-339, 4.4) 761(52, 1.6) 1,686(286, 6.8) 2,961(50, 10.9) 985(-36, 4.7) 

2010 6,534(2,975, 7.1) 1,914(-1,825, 2.2) 848(87, 1.8) 2,318(632, 9.4) 2,723(-238, 10.2) 924(-61, 4.3) 

2011 11,430(4,896, 12.6) 1,551(-363, 1.8) 816(-32, 1.7) 2,547(229, 10.4) 3,141(418, 12.0) 971(47, 4.6) 

2012 7,126(-4,304,7.9) 1,607(56, 1.9) 734(-82, 1.5) 1,549(-998, 6.4) 2,936(-205, 11.6) 774(-197, 3.7) 

2013 5,550(-1,576, 6.2) 1,978(371, 2.4) 657(-77, 1.4) 1,114(-435, 4.7) 2,981(45, 12.0) 671(-103, 3.1) 

주: *표시는 추정치 

자료: 서울통계, 관악구 통계연보, 광진구 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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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연도 별 ‘먼 곳’에서의 중국 국적자 및 귀환 중국 동포 인구 변화 (2002~2013년) 

 

자료: 서울통계, 관악구 통계연보, 광진구 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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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면담자는 봉천동을 비롯한 관악구 지역이 초기 중국 동포의 거주 

지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로 가리봉동과 대림동이 초기 중국 동포 

거주지로서 가지고 있던 유리한 점을 언급했다. 즉, 지하철 2호선과의 

인접성, 저렴한 주택으로 인해 중국 동포들이 거주하기 유리한 

환경이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다른 한 면담자는 면담 과정에서 이러한 일반적인 조건들 외에 

초기 중국 동포 거주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요인으로 ‘한중 선교 

교회 중국 동포 사랑의 집’29)을 꼽았다. 중국동포 사랑의 집은 

1990년부터 당시 한국에 입국한지 얼마 안 되는 중국 동포들이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숙식을 제공하거나 의료 지원이나 법률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한국 생활이 낯선 중국 동포들의 적응을 도왔다. 또한, 

설립 시기부터 지금까지 같은 곳에 위치함으로써 이와 같은 활동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 동포 사랑의 집의 활동에 대한 소문이 교회 

신자를 중심으로 중국 동포들 사이에 퍼지면서 입국 초기 관악구에 

정착하는 중국 동포가 생겨나 오늘날 관악구의 중국 동포 거주 지역의 

원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한중 선교 교회 목사 개별 면담).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요인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관악구 일대의 중국 동포 

집단 거주 현상이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통계 자료 상으로 나타나는 중국 동포의 인구 변화와 관악구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동포들의 진술을 종합했을 때, 현재 관악구의 중국 

동포 거주 지역은 기본적으로 이 지역을 입국 초기 정착지로 선택한 

중국 동포들의 거주 천이로 형성된 것이며, 여기에 서울 서남지역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에 의한 거주 천이가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관악구에 중국 동포들이 거주하게 된 사회경제적 원인은 개별 

면담자가 언급했듯이 가리봉동, 대림동에 중국동포들이 거주하게 된 

원인과 유사하다. 관악구의 상당지역은 과거 서울의 대표적인 불량 

주택지구였으며, 많은 재개발과 환경개선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관악구의 주택 환경은 

                                            
29) 중국 동포 사랑의 집은 현재 은천동, 대림동, 안산시 등지에 교회를 두고 있

는 한중 선교 교회의 소속 단체로, 은천동의 현 교회 및 중국 동포 사랑의 집
은 1991년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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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하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이는 저렴한 주택을 찾는 중국 

동포들에게는 오히려 유리한 주거 환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지역은 가리봉동 및 대림동과 같이 지하철 노선(2호선)이 통과하는 

지역이며, 서울의 각 지역으로 향하는 다수의 버스 노선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중국 동포들에게 매력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신림동 일대의 상권은 중국 동포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했으며, 이미 많은 중국 동포들이 거주함으로써 중국 

동포들에게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리봉동 및 대림동과 

가깝다는 점 역시 중국 동포 거주지로 유리한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30) 마지막으로, 2000년대 초반에 시작되어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관악구의 중국 동포 자영업이 이 지역의 중국 

동포들에게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관악구 중국 동포 

주거 지역 형성에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광진구의 자양동 지역이 중국 동포 거주 지역이 된 것 역시 관악구 

중국 동포 거주 지역의 형성과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즉, 자양동 

지역의 중국 동포 거주 지역 역시 입국 초기부터 자양동에 정착한 중국 

동포와 가리봉동 및 대림동으로부터 이주한 사람들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먼저, 입국 초기부터 자양동에 정착한 중국 동포는 주로 성수동 

공단과 자양동의 소규모 공장에 근무하던 사람들이었다 (방성훈 & 

김수현, 2012; 이영민 외., 2012). 즉, 자양동은 성수동 공단과 인접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는 소규모 자동차부품업체, 봉제공장, 신발공장의 

공장시설이 입지해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근로의 목적으로 입국한 중국 

동포들에게 적절한 주거지역이었다고 할 수 있다.31) 또한, 대림동 

지역과 마찬가지로 자양동 역시 지하철 2호선과 7호선의 환승역인 

건대입구역이 위치한 곳으로서, 교통의 편리함도 누릴 수 있는 곳이라고 

                                            
30) 이와 관련해서 한 면담자(관악구 거주)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대림동이나 가리봉동에 자주 놀러 가요. 친구들도 만나고.” 

또한, 관악구에 거주하지 않는 한 면담자(강북구 거주) 역시  
“친구들과 모일 때나 업무를 보러 자주 대림동에 옵니다. 식당도 많고 다른 

시설들도 많이 있으니까.” 라고 말했다.  
31) 답사를 통해 현재도 이 지역에는 소규모 공장들이 일부 남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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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이후 2005년 무렵부터 성수동 공단의 근로자들을 상대로 

영업하던 음식점이 중국 동포들의 문화적 취향을 반영하는 양꼬치 식당, 

중국 음식점으로 바뀜에 따라 더 많은 중국 동포들이 이 지역으로 

이주하기 시작했다. 이들 중에는 더 나은 거주 환경을 위해 가리봉동 및 

대림동에서 이주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며, 이 시기를 기점으로 자양동의 

중국 동포 인구는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표 3-5). 

지금까지 서울에 형성된 중국 동포 거주 지역의 중국 동포 천이 

역사와 형성 원인을 살펴보았다. 요약하자면, 가리봉동과 대림동을 

중심으로 하는 서울 서남권 지역, 봉천동을 중심으로 하는 관악구 지역, 

자양동을 중심으로 하는 광진구 지역은 모두 각각의 형성 원인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지역은 모두 일반적으로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며(서울 서남권, 관악구), 직장이 인근에 위치하거나(광진구, 서울 

서남권), 지하철 2호선을 비롯한 주요 대중 교통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서울 서남권, 관악구, 광진구)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이후 

가리봉동과 대림동이 두드러지게 성장함에 따라 비슷한 환경을 갖는 

주변지역(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관악구 등)과 자양동으로의 

추가적인 천이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그림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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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귀환 중국 동포의 거주 천이 지역 및 이주의 방향 

 

 

한편, 이와 같은 중국 동포 거주 지역은 중국 동포 자영업자들에게 

보호받는 시장 (Light, 1972; Aldrich et al., 1985; Aldrich & 

Waldinger, 1990)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중국 동포 자영업자들 

역시 이민 초기에는 이 지역에 거주하거나 이 지역에서의 자영업을 통해 

적응과 정착의 과정을 거친다고 할 수 있다. 즉, 앞선 이민자들이 

형성한 거주 지역은 민족적 기업가들에게 인큐베이터와 같은 장소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Portes & Jensen, 1989). 따라서, 기존의 중국 

동포 거주 지역은 중국 동포 자영업자들에게 중요한 곳이라고 할 수 

있으며, 나아가 중국 동포 자영업자들이 다른 곳으로 확장하는 조건의 

한 축을 담당한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중국 동포 거주 지역에 기반해서 형성된 것으로 

여겨지는 중국 동포 자영업자들과 그들이 먼 곳으로 확장하는 조건을 

밝힌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시 중국 동포 자영업자들이 원 정착지를 

벗어나 보다 먼 다른 곳으로 확장하게 하는 다양한 조건과 그 조합을 

퍼지 집합 비교 분석(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을 

통해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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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귀환 중국 동포 자영업자가 새로운 곳으

로 확장하는 조건은 무엇인가? – 퍼지 집합 분석

의 적용 
 

이번 장에서는 퍼지 집합 비교 분석(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이하 퍼지 집합 분석)을 활용하여 재한 중국 

동포 자영업자가 확장하는 조건에 대해서 살펴본다. QCA(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의 한 형태인 퍼지 집합 분석은 최근 

사회과학의 여러 분과 학문 분야에서 주목 받고 있는 연구 방법론이라 

할 수 있는데, 본 장에서는 이와 같은 퍼지 집합 분석을 사용하여 원 

정착지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 또는 확장한 중국 동포 자영업자들의 

존재와 그들이 갖는 조건이 무엇인지 파악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는 

통계자료와 개별 면담에서 얻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퍼지 집합 분석을 

실시하며, 결과로 도출되는 결합적 인과 관계(multiple conjunctural 

causal relation) (최영준, 2009)를 확인하도록 한다. 

 

 

제 1 절 퍼지 집합 분석의 개념과 사회과학에의 적용 

 

퍼지 집합 분석은 질적 비교 분석(이하 QCA)의 일종이다. 질적 비교 

분석은 Ragin (1987)에 의해 처음 언급된 것이며, 집합 이론 

접근법(Set-Theoretic Approaches, STA) 중 가장 발전된 형태로서 

(Wagemann & Schneider, 2012) 질적 연구 방법론과 양적 연구 

방법론의 절충점에 존재하는 연구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Emmenegger, 2011). 이러한 질적 비교 분석은 여러 측면에서 질적 

연구 방법론과 양적 연구 방법론32)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2) 최영준 (2009)은 ‘질적 연구 방법론’과 ‘양적 연구 방법론’이라는 용어 대신 

각각 사례 중심 방법(case-oriented methods)와 변수 중심 방법(variable-
oriented methods)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50 

 

첫째, Ragin (2000)이 밝히고 있듯이, 기존의 양적 연구 방법을 

사용한 연구와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한 연구에서 분석한 사례의 수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V자 형(또는 U자 형)의 그래프를 얻을 수 

있다(그림 4-1). 즉, 일반적으로 소수의 사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질적 연구 방법과 다수의 사례를 분석하는 양적 연구 방법의 양 

극단으로 나뉘며 그 사이의 중규모 사례에 대한 연구는 드물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중규모 사례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지 않거나 연구자들이 

특별히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기 보다 중규모 사례를 연구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론이 없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최영준, 2009) 

.  

<그림 4-1> 사례 수와 해당 크기의 사례를 다루는 연구 수의 관계 

 

Ragin(2000)을 토대로 연구자 작성. 

 

QCA는 이와 같이 연구가 미진한 중규모 사례를 다루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되었다. 이는 사회과학 분야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존의 두 

가지 연구 방법론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어진다. 먼저, 중규모 사례를 다루는 연구에서 전통적인 질적 연구 

방법론을 채택할 경우 사례들을 엄밀하게 분석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기존의 양적 연구 방법론 역시 확률론에 기반한 추정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에서 중규모 사례를 연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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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언급했듯이, QCA에서는 논리적 인과관계를 다룸으로써 현상을 

설명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33) 

이처럼 QCA는 전통적인 두 연구 방법론이 갖는 문제점을 모두 

인식한 데에서 비롯되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질적 연구 방법론을 따르고 

있으며, 동시에 양적 연구 방법론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면서 

이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최영준, 2009).  

첫째, 양적 연구 방법론에서 상정하는 것과 달리 실제 세계에서 

벌어지는 현상은 하나의 변수가 독립적으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어떠한 결과에 대해 하나의 요인이 순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순 효과), 실제로는 다른 요인들과 결합하여 복합적으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둘째, 항상 단일한 인과관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A가 B를 낳는 원인이라 하더라도, A가 C와 결합할 경우 

B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즉, 한 요인이 어떠한 결과를 낳음이 

자명하더라도 이것이 항상 그러한 것은 아니며, 다른 요인과 함께 

작용할 경우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셋째, 양적 연구 방법론에서는 연구 사례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즉, 양적 연구 방법론은 기본적으로 각각의 사례들이 고유의 특징을 

갖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사례들의 경향을 추정함으로써 이 

사례들이 나타내는 방향과 그 폭을 측정하는 특징을 갖는다. 그러나, 

실제로 사례들은 완전히 동일할 수 없으며, 연구의 목적과 결론에 더 큰 

가치를 갖는 사례가 존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존 연구 방법론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QCA에서는 

양쪽의 장점을 골고루 취하는 특징을 갖는다. 사례 수가 많아졌을 때 

발생하는 질적 연구 방법론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사례들이 갖는 

정보를 수치화 하고 비교적 단순한 연산 과정을 채택함으로써 사례에 

대한 질적 분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한편, 사례를 다루는 방식과 

인과 관계에 대해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양적 연구 방법론의 오류를 

                                            
33) 그러나 질적 비교 분석을 중규모 사례 연구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

며, 대규모 사례 연구에서도 연구자의 선호 등에 따라서 적용 가능하다 
(Wagemann & Schneide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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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함으로써 다양한 인과 관계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각각의 사례들이 

갖는 특징을 훼손시키지 않는다. 

이와 같은 QCA의 한 유형인 퍼지 집합 분석법은 이분법의 고전 집합 

분석 또는 이분 집합 분석(classic-set methods 또는 crisp-set 

methods)에서 발생하는 실제 사례의 정보 손실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정보를 ‘그렇다(0)’ 또는 

‘아니다(1)’의 두 가지 경우로만 분류 가능한 이분 집합 분석과 달리 

퍼지 집합 비교 분석은 ‘그렇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기도 한’ 과 같은 

질적인 정보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애매한’ 사례가 

갖는 정보는 0과 1 사이의 값을 부여 받음으로써 보존될 수 있으며, 이 

값을 소속 정도 값(membership score)라고 한다.34)  

한편, 여러 가지 퍼지 집합 유형과 달리 연속형 퍼지 집합은 

분절적으로 사례의 소속 정도 값을 부여할 수 없으므로, 소속 정도 값을 

부여하는 별도의 방식을 채택해야 하는데, 이러한 방법으로는 직접적 

방법과 간접적 방법이 있다 (Ragin, 2008a; Wagemann & Schneider, 

2012). 두 방법은 질적 지점의 설정과 통계적 방법을 접목시키는 

방법으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실제 분석에서 소개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각 사례에 소속 정도 값을 부여하는 과정을 

calibration이라 하며, 소속 정도 값의 충분조건과 필요조건 여부를 

확인하여 사례들이 결과에 포함되는 정도와 결합적 인과 

관계(conjunctural causation relation)를 파악한다. 이에 대해서도 다음 

절에서 실제 연구 사례를 통해 논의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퍼지 집합 분석은 사회과학에서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어떠한 조건들 간의 결합 

                                            
34) Ragin(2008a: 31)은 이러한 퍼지 집합의 유형을 다음의 여러 가지로 분류

하고 있다.  
① 이분 집합(crisp-set): 0과 1의 값을 가짐.  
② 3분(分) 집합: 0, 0.5, 1의 값을 가짐.  
③ 4분(分) 집합: 0, 0.33, 0.67, 1의 값을 가짐.  
④ 6분(分) 집합: 0, 0.2, 0.4, 0.6, 0.8, 1의 값을 가짐.  
⑤ 연속형 집합(continuous set): 0, 0.5, 1의 기준이 존재하며 그 사이의 모
든 값을 채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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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결과를 낳는가를 보여주는 결합적 인과 관계를 밝히는 방식. 

둘째, 유형화 및 군집분석의 방식은 앞에서 언급한 소속 정도 값을 

활용하여 비슷한 특성을 갖는 사례들을 특정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그 값 자체를 통해 특정한 유형에 포함되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최영준, 2009). 이러한 두 방식은 관계 없는 별도의 것이 아니라, 

모두 퍼지 집합 분석의 원리와 분석법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퍼지 집합 분석을 바탕으로 연구 내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원 정착지에서 다른 곳으로 확장 또는 이동한 귀환 

중국 동포 자영업자들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들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있었던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 퍼지 집합 분석을 사용하도록 한다. 즉, 

결합적 인과 관계를 밝힘으로써 원 정착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원 

정착지를 벗어나 다른 곳에서 자영업을 경영하는 중국 동포들이 어떤 

조건을 갖는지 확인한다. 또한, 그럼으로써 이들이 다른 귀환 중국 동포 

또는 원 정착지에서 자영업을 경영하는 귀환 중국 동포들과 어떤 점에서 

다른 사람들인지를 밝힐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개별 면담을 통해 얻어진 다양한 자료를 제시하고 이 

자료를 활용한 퍼지 집합 비교 분석을 통해 원 정착지에서 먼 곳으로 

확장한 귀환 중국 동포 자영업자의 조건을 도출해내도록 한다.  

 

 

제 2 절 새로운 곳으로 확장한 중국 동포 자영업자의 

조건 

 

1) 다양한 자료의 calibration과 퍼지 집합 분석의 필요성 

 

연구 사례가 가지고 있는 질적 자료를 집합 이론으로 분석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를 숫자의 형태로 변환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를 calibration 

이라고 하며, Wagemann & Schneider (2012) 에 따르면 calibration은 

소속 정도 값을 정하는 것과 이를 위해 각각의 사례에 대한 경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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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즉, 각 사례의 소속 정도 값은 

단순하게 수학적인 방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명한 사실, 특정 

학문 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개념, 선행 연구 등의 이론적 

지식과 실제로 얻은 경험적인 자료의 조합으로 얻어진다는 것이다 

(Ragin 2000; Wagemann & Schneider 2012).  

적절한 calibration은 특정한 과정 또는 조건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Wagemann & Schneider, 2012).35) 또한, 관련 선행 연구에서는 

이러한 과정에 따라 진행되는 calibration은 투명성과 반복 가능성을 

위해서 자세히 기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Ragin & Sonnett, 2005).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과정에 따라 calibration을 수행했으며, 이 과정과 

이에 사용한 자료는 이후의 검증과 재확인을 위해 가능한 자세히 

기술되어야 한다 (Ragin & Sonnett, 2005). 따라서, 본 논문에서도 

자세한 calibration의 과정을 부록 1에 수록했다. 

퍼지 집합 분석에 사용한 각 집합은 D(원 정착지로부터 떨어진 거리), 

P(보호받는 시장), E(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 M(이주 전 중산층), 

R(민족적 자원), K(한국에서의 가설적 과정)로 구성된다. 이러한 퍼지 

집합 모형은 선행 연구를 통해 구성되었으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역시 부록 1에 기술되어 있다.36) 한편, 분석을 위해 개별 면담으로 얻은 

자료와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하였으며, 아래의 표 4-2는 이를 정리한 

것이다. 면담 내용과 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 것은 

calibration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기초작업이 되는 동시에 본 연구에서 

일반적인 질적 연구 방법론이 아닌 퍼지 집합 분석을 사용해서 연구 

사례를 분석한 이유를 제공한다.  
                                            
35) 첫째, 연구 대상이 되는 사례 집단의 정의.  
   둘째, 조건(condition)과 결과(outcome)의 정확한 정의 (Smithson & 

Verkuilen, 2006). 
   셋째, 명확한 ‘중간 지점 (indifferent point 또는 cross-over point)의 정

의. 
   넷째, 명확한 ‘완전히 속함 (full membership)’과 ‘완전히 속하지 않음 

(non-full membership)’의 명확한 정의.  
   다섯째, 질적인 지점(anchor)들 간의 구분되는 명확한 정의. 
36) 조건 K(한국에서의 가설적 과정)은 한국으로 이주한 중국 동포가 한국에서

의 생활 또는 적응 과정에서 거쳤을 것으로 예상되는 생애사의 사건들을 나
타낸다. 자세한 것은 부록 1에 언급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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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복잡하고 다양한 자료를 쉽게 처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퍼지 집합 분석 모형에는 다양한 종류의 자료가 사용되었다. 

사례 자영업자와의 개별 면담37)을 통해 얻은 구술자료와 별도로 구득한 

통계자료가 모두 사용되었으며, 이러한 자료들은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진술문과 숫자로 표현되는 것들이 혼합되어 있다. 또한, 본 연구의 퍼지 

집합 분석 모형은 다섯 개의 조건과 각 조건을 구성하는 하위 집합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표 4-1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 연구 

사례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상당히 복잡한 모습을 보이므로 이를 

전통적인 질적 연구 방법으로 분석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퍼지 집합 분석으로 분석함으로써 연구의 복잡성과 어려움을 줄일 

수 있다.  

둘째, 이는 첫 번째 이유와 관련된 것으로서, 사례 자영업자들의 

특징을 살펴보았을 때, 원 정착지를 벗어난 사례 자영업자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쉽게 알아내기 어렵다. 즉, 사례 1, 사례 2, 사례 

3(확장 또는 이동하지 않은 사례)과 구별되는 사례 4~8(확장 또는 

이동의 경험이 있는 사례)의 특징이 한 눈에 파악되지 않는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본 장의 목적은 사례 4~8이 다른 사례 자영업자와 달리 

공통적으로 갖는 특징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런데, P와 E 조건은 비교적 

잘 구분되지만 다른 조건들에 대해서는 사례 4~8이 다른 사례 

자영업자들과 특별히 다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퍼지 집합 

분석을 통해 이러한 차이를 구분해 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서는 본 장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calibration된 값과 이를 사용한 퍼지 집합 분석의 결과를 제시하고 

이를 해석하도록 한다.  

                                            
37) 사례 자영업자들과의 면담은 2014년 3월부터 4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이루

어졌으며, 각 면담은 약 1시간 30분에서 3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모든 면
담은 사례 자영업자의 업체에서 진행되었으며, 이들이 일반적으로 오후에 개
점하여 밤 늦게까지 영업하는 특징을 보이므로 영업 준비를 하기 전인 정오
를 전후해서 면담을 진행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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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퍼지 집합 분석에 사용한 사례 자영업자들의 정보 

집합 
하위 

집합 
사례 1 사례 2 사례 3 사례 4 사례 5 사례 6 사례 7 사례 8 

D 
먼 곳 대림2동 대림2동 청룡동 

대림2동 

→ 용강동 

대림2동 

→ 명동 

낙성대동 

→ 흑석동 

잠실동 

→ 성내3동 

서초4동 

→ 청담동 

주요 상권 Х Х Х О О ∆ О О 

          

P 

보호받는 

시장 

7,421명 

(대림2동) 

7,421명 

(대림2동) 

1,086명 

(청룡동) 

46명 

(용강동) 

76명 

(명동) 

117명 

(흑석동) 

233명 

(성내3동) 

27명 

(서초4동) 

동족 손님 

비율 
98% 98% 98% 1% 70%38) 2% 2% 1% 

          

E 

동 업종 월 

매출액 
1,911 1,911 1,068 5,067 8,956 6,629 6,666 7,835 

평당 상가 

임대료 
21,418 21,418 26,719 30,432 43,254 22,090 29,147 173,757 

구세(區稅) 1,448 1,448 4,532 5,695 28,228 5,353 3,858 14,868 

          

M 

교육 수준 대학 졸업 대학 졸업 고중 졸업 대학 졸업 대학 졸업 고중 졸업 대학 졸업 대학 졸업 

이주 전 

중산층 

이상의 

지위 

연길에서 퇴직 

후 이주 

(50대) 

베이징에서 

통역사 

업무(30대) 

선양에서 일반 

회사원 

근무(40대) 

둔화에서 교사 

근무(40대) 

고위 공무원 

근무(50대) 

도쿄에서 식당 

종업원 

근무(30대) 

흑룡강성에서 

일반 회사원 

근무(50대) 

베이징에서 

일반 회사원 

근무 및 

자영업 

경영(1996년 

                                            
38) 명동은 그 자체로 보호받는 시장이라고 할 수 없지만, 손님 중 상당수가 중국 대사관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피 면담자의 진술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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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R 

동족 단체 

도움 

전혀 도움 

받지 않음 

대개 도움 받지 

않음 

전혀 도움 

받지 않음 

매우 도움 

많이 받음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함 

전혀 도움 

받지 않음 

전혀 도움 

받지 않음 

전혀 도움 

받지 않음 

동족 지인 

도움 

자주 도움 

받음 
자주 도움 받음 

대개 도움 

받지 않음 

자주 도움 

받음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함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함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함 

대개 도움 

받음 

동족 거래 

관계 

매우 잦은 

거래 관계 

매우 잦은 거래 

관계 

잦은 거래 

관계 

매우 잦은 

거래 관계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함 

대개 거래하지 

않음 

거의 거래하지 

않음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함 

동족 

노동력 

활용 

거의 

대부분(본인 

포함 가족 

노동력 활용) 

거의 

대부분(가족 

노동력 활용) 

거의 

대부분(가족 

노동력 활용) 

거의 대부분 거의 대부분 

거의 

대부분(가족 

노동력 활용) 

거의 대부분 

절반 

정도(가족 

노동력 활용) 

          

K 

이주한 

때와 첫 

자영업 

시작한 때 

2003년 

2004년 

2007년 

(경제적 목적) 

2013년 

2003년 

(경제적 목적) 

2010년 

1997년 

(경제적 목적) 

1998년 

1995년 

(공무 목적) 

2001년 

2007년 

(경제적 목적) 

2008년 

1992년 

2007년 

1996년 

(경제적 목적) 

2007년 

기존 지역 

거주 및 

앞선 가족 

이민자 

입국 당시부터 

지금까지 

대림동 거주 

입국 당시부터 

지금까지 

대림동 거주 

입국 당시 

관악구 지역 

거주 

입국 당시 

가리봉동 

입국 초기 

대림동 거주 

먼저 이주 한 

가족 존재 

먼저 이주 한 

가족 존재 

입국 초기 

화양동 거주, 

곧 다른 

곳으로 이주 

한국에서의 

근로 경험 

입국 초기부터 

자영업 경영 

식당 

주방장(대림동)

일반 

회사원(시흥시)

식당 직원 

근무(잠실동) 

공장 노동자로 

근무(안산시) 

공무 수행 

(여의도동) 

요리사로 

근무(삼성동) 

요리사로 

근무(역삼동) 
공무원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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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노동자로 

근무 경험 

보호받는 

시장 

자영업 

경험 

대림동에서 

자영업 경영 

(2004~) 

대림동에서 

자영업 경영 

(2013~) 

청룡동에서 

자영업 경영 

(2010~) 

독산동 및 

대림동에서 

자영업 경영 

대림동 

에서 자영업 

경영 

(2002~) 

없음 없음 없음 

첫 자영업 

동족 손님 

98%(평일) 

98%(주말) 

100%(평일) 

95%(주말) 

98%(평일) 

98%(주말) 

99%(평일) 

99%(주말) 

98%(평일) 

98%(주말) 

2%(평일) 

2%(주말) 

2%(평일) 

2%(주말) 

2%(평일) 

2%(주말) 

기존 밀집 

거주 

지역에서 

벗어난 현 

거주지 

대림2동(Х) 대림2동(Х) 청룡동(Х) 독산동(Х) 상도동(О) 낙성대동(∆) 방이동(О) 서초4동(О) 

자료: 개별 면담, 서울 통계, 소상공인 상권정보시스템 

 

 

 



2) 퍼지 집합 분석의 적용 

 

1. 각 사례의 소속 정도 값 calibration 

 

앞에서 언급했듯이, 각 사례의 자료를 소속 정도 값으로 변환하는 

방식으로는 직접적 방법39)과 간접적 방법40)의 두 가지 방식이 있다 

(Ragin, 2008a; Wagemann & Schneider, 2012). 본 논문에서는 주로 

간접적 방법을 사용하도록 한다. 이는 직접적 방법의 특징에 필요한 

외부적 기준(external criteria)이 부족하기 때문이다.41) 다만, 몇몇 

집합의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외부적 기준이 존재하고 직접적 

방법과 간접적 방법을 통해서 얻은 소속 정도 값은 큰 차이를 가지지 

않으므로(Ragin, 2008a; Wagemann & Schneider, 2012) 이에 

대해서는 직접적 방법을 사용해서 calibrate하도록 한다.  

이번 장에서는 calibration을 통해 얻어진 소속 정도 값과 이를 

사용해서 이루어진 퍼지 집합 분석의 결과를 제시하도록 한다. 소속 

정도 값의 calibration과 퍼지 집합 분석은 모두 R 3.0.3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표 4-3은 각 집합과 사례의 소속 정도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R과의 호환성과 용어의 간소화를 위해 이후 각 조건 집합은 표 

4-2에 나타나 있는 영문 대문자로 표시하도록 한다. 

 

                                            
39) 직접적 방법(direct method): 

세 가지 중요한 질적 지점인 완전히 속하는 경계선(threshold of full 
membership), 중간 지점, 완전히 속하지 않는 경계선(threshold of full 
non-membership)을 설정한 후, 수학적 계산 방식을 통해서 각 사례의 소속 
정도 값을 구하는 방식 (Ragin, 2008a; Wagemann & Schneider, 2012). 여
기서의 질적 지점은 선행 연구나 자명한 사실과 같은 외부 정보를 활용해서 
구성되어야 한다 (Ragin, 2008a). 

40) 간접적 방법(indirect method): 
여섯 개의 질적 지점(Ragin, 2008a)를 통해 연구자가 각각의 사례들에 대략
적인 소속 정도 값을 부여하여 구분한 후, 부분적 로짓 모델(fractional logit 
model)을 사용하여 구체적인 소속 정도 값을 할당하는 방식. 여기서의 질적 
지점들 역시 이론적인 경험에 기초해야 한다 (Wagemann & Schneider, 
2012) 

41) 소속 정도 값을 산출함에 있어서 외부적 기준이 부족할 경우 간접적 방법은 
직접적 방법보다 더 적절한 방법이다 (Ragin 20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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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각 연구 사례의 각 집합에 대한 소속 정도 값 

 P E M R K D 

사례1 0.992 0.915 0.985 0.705 0.422 0.025 

사례2 0.992 0.914 0.485 0.765 0.569 0.025 

사례3 0.762 0.596 0.415 0.493 0.597 0.026 

사례4 0.007 0.169 0.485 0.903 0.969 0.836 

사례5 0.422 0.020 0.985 0.588 0.821 0,971 

사례6 0.007 0.312 0.415 0.398 0.610 0.565 

사례7 0.010 0.283 0.485 0.373 0.620 0.952 

사례8 0.007 0.004 0.985 0.448 0.635 0.881 

 

2. 필요조건 분석 

 

각 사례의 calibration이 완료된 후, 본격적인 퍼지 집합 분석이 

시작된다.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은 필요 조건 분석으로 

(Wagemann & Schneider, 2012), 이는 분석하고자 하는 각 사례들이 

연구에서 상정하고 있는 연구 대상이 되기 위해 (최소로) 필요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함으로써 사례들의 적절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4-4는 결과인 ‘원 정착지로부터 먼 곳으로 

확장한 중국 동포 자영업자’에 대한 필요 조건 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표 4-3> ‘원 정착지에서 새로운 곳으로 이동한 중국 동포 자영업자’에 대한 

필요조건 분석 결과(표) 

분석된 조건 Consistency42) Coverage43) 

                                            
42) 필요조건에 대한 consistency값은 결과 집합의 사례 중, 필요조건 집합에 

포함되는 사례의 비율이다(결과집합=50, 필요조건집합=100, 두 집합의 교
집합=40이면 consistency값은 40/50=0.8) 

43) 필요조건에 대한 coverage값은 필요조건 집합에 포함된 결과 집합의 사례
가 필요조건 집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위와 동일할 경우 
coverage값은 40/1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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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0.830 0.678 

p44) 0.900 0.803 

e 0.944 0.844 

p+e+K 1.000 0.655 

 

일반적으로 어떤 필요조건의 consistency값이 매우 높을 때 의미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필요조건이 될 수 있는 문턱(threshold)으로 

0.95를 사용한다45). 표 4-4에서 나타나듯이, 모든 조건의 

consistency값이 0.95보다 낮으므로 다섯 개의 조건은 모두 단일 

조건으로는 필요조건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각 조건들의 

조합(합집합)으로 필요조건을 구성해야 하는데, 이러한 조합에는 반드시 

근거가 되는 이론적인 선행 연구나 지식이 필요하다 (Schneider & 

Wagemann 2007: 59; Emmenegger, 2011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 

결과의 필요조건에 해당하는 조건들의 조합은 p+e+K(p∪e∪K)46)로, 

이는 원 정착지로부터 더 먼 곳으로 이동한 중국 동포 자영업자들은 

보호받는 시장에 의존하지 않거나(or), 경제적으로 낙후되지 않은 

지역에서 영업할 수 있거나(or), 앞에서 언급한 한국에서의 가설적 

과정을 거친 경우에 기대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필요조건은 2장에서 살펴보았던 문헌 연구를 토대로 마련한 것이다.47) 

                                            
44) 집합에 대해 사용되는 소문자는 해당 집합의 여집합을 의미한다. 
45) 필요조건은 consistency 값이 매우 높을 때만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높은 문턱 값을 사용한다 (Schneider & Wagemann, 2007: 213; 
Emmenegger, 2011에서 재인용). 

46) 퍼지 집합 분석에서 일반적으로 + 부호는 합집합을 의미, *(또는 생략) 부
호는 교집합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 부호는 사용하지 않고 모두 생략하
도록 한다. 

47) 이 필요조건은 다음의 측면에서 선행연구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  
첫째, 초기의 이민자 자영업자들은 보호받는 시장에서 성장하는 경향이 있다 
(Berry, Parsons & Platt, 1968; Light, 1972; Aldrich et al., 1988; Aldrich 
& Waldinger, 1990). 이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거나 조건을 갖추었을 
경우 이민자 자영업자들이 보호받는 시장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원 정착지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 및 확장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활성
화 된 지역으로 이동하기도 한다 (Portes & Jensen, 1989; Lee, 1995).  
셋째, 소수 민족 이민자가 이주 초기부터 성공하는 것은 어려우며 (Aldrich 
& Waldinger, 1990), 이들은 이주 초기 주로 저임금 노동에 종사하거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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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K의 consistency 값은 1.000으로 결과 D에 대한 필요조건이 될 

수 있다. 다만, e의 consistency값 역시 0.944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다. 이 값은 필요조건의 문턱보다 낮은 값이지만, 더 먼 

곳으로 이동한 중국 동포 자영업자들의 상당 수는 경제적으로 낙후되지 

않은 지역에서 영업할 수 있는 사람 중에 기대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조건 e가 단독으로 필요조건이 될 수는 없으므로, 이는 지금의 

논의에서 배제하도록 한다.  

 

<그림 4-2> ‘원 정착지에서 새로운 곳으로 이동한 중국 동포 자영업자’에 대한 

필요조건 분석 결과(그래프) 

 

 

                                                                                                               

족 밀집 거주 지역에 거주하면서 적응하고 정보 등을 얻는 과정을 거친다. 이
러한 과정은 이후 자영업 등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 
(Light & Bonacich, 1991; Lee, 1995; Light, 2002).  
이러한 사실들을 토대로 필요조건을 구성하였으며, 이들이 합집합(+, or)의 
관계를 갖는 것은 이러한 요인들이 연구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발견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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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는 각 사례들이 실제로 갖는 필요조건과 결과에 대한 소속 

정도 값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설정한 필요조건이 필요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각 사례들이 그래프의 대각선 근처에 위치하거나 대각선의 

아래쪽에 위치해야 한다 (Ragin, 2000). 그림 4-2에서 모든 사례들이 

대각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는 p+e+K가 결과 D에 대한 

필요조건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사례 2와 3은 결과 D에 대해서는 

낮은 값을 갖지만, 필요조건을 갖추고 있다(p+e+K에 대해 0.5 이상의 

소속 정도 값).  

사례 2는 대림2동의 양꼬치 식당에 해당하고 다른 곳으로 확장한 

경험이 없으므로 D의 소속 정도 값은 낮게 나타났지만, 비교적 

다양하고 오랜 한국 생활 끝에 자영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p+e+K에 

대해 0.5 이상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례 3은 청룡동의 

식료품 상점에 해당하는데, 충분한 K 값을 갖지만 청룡동의 첫 자영업 

이후 다른 곳으로 확장 및 이전의 경험이 없다. 이는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특성 상 기존 밀집 거주지가 아닌 먼 곳으로 이동하기 

곤란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사례 3은 낮은 D를 갖지만 0.5 

이상의 필요조건 소속 정도 값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두 사례 

모두 필요조건 소속 정도 값은 그리 크지는 않다(각각 0.569와 0.597). 

 

3. 충분조건 분석 

 

충분조건은 말 그대로 어떠한 현상 또는 사건을 발생시키기에 충분한 

조건을 말한다. 다시 말해, 조건 A가 현상 B의 충분조건일 때, A를 갖춘 

사례는 B를 나타내기에 충분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건 A는 B라는 

현상을 설명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림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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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집합 이론에서 충분조건의 개념 

 

 

표 4-5는 충분조건의 truth table을, 표 4-6은 충분조건 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그리고 그림 4-4는 표로 확인한 충분조건 분석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충분조건이 되기 위한 consistency 

값의 문턱 값은 0.8로 설정했으며, 얻어진 solution term은 peK이다 

(consistency 값48) 0.927, coverage 값49) 0.764).50). 도출된 solution 

term에는 총 다섯 개의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사례 4, 사례 5, 사례 6, 

사례 7, 사례 8).  

그러나 그림 4-4에서 나타나듯이, 사례 6은 충분조건과 결과에 대해 

모두 0.5 이상의 소속 정도 값을 갖지만, 충분조건 소속 정도 값이 결과 

                                            
48) 충분조건에 대한 consistency값은 해당 충분조건 중, 결과 집합에 포함된 

사례의 비율이다(예: 결과집합 A=100, 충분조건집합=50, 두 집합의 교집합
=40 이면 consistency값은 40/50=0.8). 

49) 충분조건에 대한 coverage값은 결과 집합에 포함된 충분조건의 사례가 결
과 집합을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위와 동일한 경우, coverage값은 
40/100=0.4) 

50) 충분조건 분석에서 logical remainder는 조건 수에 따라 발생하는 경우의 
수(25 = 32개)가 사례의 수 보다 많으므로 발생할 수 밖에 없지만, 도출된 
solution term은 logical remainder를 적절하게 처리한 intermediate 
solution term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논문에서 언급하지 않는다. 적절한 
intermediate term을 만드는 과정과 이에 필요한 limited diversity 및 
logical remainder의 문제에 대해서는 Wagemann & Schneider(2012: 
152-177; 198-217)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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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정도 값보다 크므로 충분조건의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사례다. 

사례 6은 대학가에서 첫 자영업을 시작한 사례로, 다른 곳으로 점포를 

옮길 때도 다른 대학가로 옮겼으며, 그 거리가 멀지 않아 결과 소속 

정도 값이 낮게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언급했듯이 사례 6은 

충분조건의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므로 이후의 충분조건 분석 논의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보지 않도록 한다.  

 

<표 4-4> ‘원 정착지에서 새로운 곳으로 이동한 중국 동포 자영업자’에 대한 충분 

조건 분석 truth table 

P E M R K D 사례 수 Consistency 값 

0 0 0 0 1 1 2 0.843 

0 0 0 1 1 1 1 0.865 

0 0 1 0 1 1 1 0.904 

0 0 1 1 1 1 1 0.916 

1 1 0 0 1 0 1 0.136 

1 1 0 1 0 0 1 0.102 

1 1 1 1 0 0 1 0.085 

 

결국, 남은 네 가지 사례(사례 4와 사례 5, 사례 7, 사례 8)를 

typical case (Wagemann & Schneider, 2012)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solution term의 해석 및 논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한편, 그림 4-4의 3사분면에 위치한 세 사례(사례 1, 

사례 2, 사례 3)은 각각 individually irrelevant case(사례 1, 사례 

2)와 irrelevant case(사례 3)로 나뉘는데, 충분조건 분석에서 deviant 

cases for coverage(2사분면에 나타나는 사례들)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들 세 가지 사례에서 추가적으로 분석할 사항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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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원 정착지에서 새로운 곳으로 이동한 중국 동포 자영업자’에 대한 충분 

조건 분석 결과(표) 

Solution term peK → D 

단일 사례 coverage 사례 4   

 사례 5   

 사례 6   

 사례 7   

 사례 8   

Solution consistency 0.927   

Solution Coverage 0.764   

 

 

<그림 4-4> 원 정착지에서 새로운 곳으로 이동한 중국 동포 자영업자에 대한 충분 

조건 분석 결과(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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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퍼지 집합 분석 모형의 검증 – robustness 확인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퍼지 집합 분석은 조건 집합의 설정과 

calibration 등의 분석 과정에서 연구자의 재량을 상당부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문제는 퍼지 집합 분석 모형이 얼마나 

‘견고한(robust)’ 것인가의 문제일 것이다. 이를 QCA에서는 

robustness의 개념으로 다루고 있으며, QCA의 robustness는 추론 

통계를 기반으로 하는 회귀 분석에서의 robustness와 다소 다른 

개념이다 (Wagemann & Schneider, 2012). 퍼지 집합 분석의 

robustness는 아래의 두 가지로 확인할 수 있다. 첫째, parameter of 

fit51)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다소 변화시켰을 때 결과의 해석이 

유의미하게 달라지는 경우 robust하지 않다. 둘째, 모델에 일정한 

변화를 주었을 때 원 모델의 집합 간 소속 관계와 배치되는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 robust하지 않다 (Wagemann & Schneider, 2012). 

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것들을 확인해야 하며, 본 연구의 퍼지 집합 

분석을 실제로 검증하는 과정과 함께 이를 소개한다. 

첫째, calibration에 변화를 주는 것.52)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개별 

면담에서 얻어진 정보를 근거로 소속 정도 값을 다르게 부여함으로써 

이를 검증했다. 사례 6의 R 집합 소속 정도 값을 0.398에서 0.5로 바꿀 

경우 solution term, parameter of fit은 전과 동일하다.53) 사례 6의 D 

소속 정도 값을 0.565에서 0.285로 변경했을 경우54)에 solution 

term은 peMK로 변하지만 (consistency: 0.848, coverage: 0.748), 

이는 원래 solution term인 peK의 하위집합이기 때문에 robust하다고 

할 수 있다. 

                                            
51) 퍼지 집합 분석에서는 충분조건의 consistency 값과 coverage 값을 

parameter of fit 으로 사용한다. 
52) 일반적으로 calibration을 바꾸는 것은 중간 지점을 바꾸는 경우가 아니면 

solution term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러나 주목한 만한 solution term
의 변화가 생긴다면 이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Wagemann & Schneider, 
2012). 

53) 첫 자영업 창업 당시 지인들(귀환 중국 동포)의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이후 
경영에 있어서는 그다지 받지 않는다는 사례 자영업자의 진술. 

54) 사례 6을 주요 상권에서 제외. 



 

68 

 

둘째, raw consistency에 대한 문턱 값을 조정하는 것.55) 이에 

대해서는 본 연구에서 채택한 문턱 값 0.8 대신 0.9와 0.75의 문턱 

값을 사용하여 같은 분석을 실시했다. 0.9로 문턱을 상향 조정했을 경우, 

consistency 값은 소폭 감소 (0.927 → 0.926)하고 coverage 값은 

감소 (0.764 → 0.617)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화한 solution term인 

peMK는 원 solution term이었던 peK의 하위 집합이므로 robust하다고 

할 수 있다.53) 0.75로 문턱을 하향 조정했을 경우 solution term과 

parameter of fit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다. 

셋째, 모델에서 사례를 빼거나 추가하는 것. 이는 특정 사례들을 

제외함으로써 발생하는 consistency 값과 coverage 값의 변화를 

살펴보는 방법이다.56) 그러나 본 연구의 퍼지 집합 분석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typical case를 제거하는 것 밖에 없으므로, 사례 8을 

제거함으로써 robustness를 검증하였다. 사례 8을 퍼지 집합 분석에서 

제거하더라도 전과 같은 결과를 얻었으므로 robust 하다고 판단했다.57) 

 

 

                                            
55) raw consistency에 대한 문턱 값을 조정하면 해당 집합에 속하는 사례들에 

변화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는 consistency 값과 coverage 값에 영향을 미
치며, solution term에도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Wagemann & Schneider, 
2012). 

53) 단, threshold 값을 상향 조정한 것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는 것을 의
미한다. 따라서 조건 M이 포함된 새로운 solution term인 peMK 역시 주목
할 만 하다. 그러나, 본 연구의 사례 중에는 peMK에 속하는 사례가 2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를 논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며, 이는 
추가적인 사례 연구를 통해 다룰 수 있을 것이다. 

56) 여러 가지 경우에는 첫째, 충분조건 진술문과 모순되는 사례를 제거하는 것. 
둘째, deviant cases for coverage에 해당하는 사례를 제거하는 것. 셋째, 
typical cases에 해당하는 사례를 제거하는 것이 해당된다 (Wagemann & 
Schneider, 2012). 

57) 퍼지 집합 분석 모델의 robustness를 검증하는 방식에는 일반적인 법칙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연구자는 대체적으로 위의 방법을 따르되, 모델의 
robustness를 유지하기 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Wagemann & 
Schneide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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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퍼지 집합 분석 모델의 검증을 위한 방법, 내용과 결과 

방법 내용 결과 

Calibration 변경 사례 6의 R과 D값 조절 

원 solution term의 완전한 

하위 집합인 새로운 solution 

term → Robustness 

Raw consistency 

변화 
0.9와 0.75로 각각 변경 

원 solution term와 

동일하거나 하위 집합인 

새로운 solution term과 

비슷한 parameter of fit 값 → 

Robustness 

사례 제거 및 추가 사례 8 제거 같은 결과 → Robust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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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귀환 중국 동포 자영업자 집단의‘자영
업 창시’ 

 

추론 통계에 기반한 회귀 분석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퍼지 집합 

분석의 검증이 완료된 후에는 충분조건 분석에서 얻어진 solution 

term에 대해 분석해야 한다. 즉, solution term을 도출해 내고 적절한 

consistency 값과 coverage 값을 얻어낸 것만으로는 의미 있는 연구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퍼지 집합 분석의 solution 

term을 통해 밝혀진 사례 자영업자들의 확장 조건을 분석함으로써 

소수민족 집단의 계층 분화와 그들의 공간적 확장, 그 영향에 대해 

논의하도록 한다.  

 

 

제 1 절  하위 집단의 형성과 공간적 확장으로서의 ‘자영
업 창시자’ 

 

일반적으로 귀환 중국 동포들은 저임금 노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도 귀환 중국 동포들의 이주 

동기가 주로 경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주 후 보통 저임금 노동에 

종사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진영 & 박우, 2009; 박우, 

2011). 또한, 많은 귀환 중국 동포들이 모여 사는 지역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을 앞에서 확인했다.  

하지만 이에 비해 본 연구에서 살펴본 사례 자영업자들은 자신이 

경영하는 자영업을 통해 상당한 경제력을 갖추었으며, 귀환 중국 동포 

밀집 거주 지역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절에서는 

4장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들의 개인적인 특징과 이들이 갖는 공간적 

특징이 어떤 관계를 가지며 그 결과는 무엇인지에 대해 논하도록 한다. 

 

1) 사례 자영업자들의 특징 – solution term ‘peK’의 해석 

 

4장의 퍼지 집합 분석을 통해 얻어낸 solution term peK를 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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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에 따라 그대로 해석하면 원 정착지를 벗어난 자영업자는 보호받는 

시장이 아닌 동시에, 경제적으로 낙후되지 않은 지역에서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며, 또한, 한국에서의 가설적 과정을 충분히 거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peK = p∩e∩K).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와 사례 자영업자들과의 개별 면담 내용을 통해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  

solution term 에서 먼저 주목할 것은 조건 K다. 조건 K는 사례 

자영업자들이 한국에서 정착하는 과정을 따른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를 충족시키는 것은 다른 조건인 p와 e에도 다음과 같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새로운 곳으로 이주한 이민자들은 일반적으로 앞선 이민자들이 형성한 

동족 밀집 거주 지역이나 먼저 이민한 가족, 지인을 통해 정착하며, 

저소득 노동에 종사하는 경향이 있다 (Ong, 1981; Massey, 1985; 

Anderson, 1991; Light, 2002). 그런데 노동시장에서 이들은 보통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되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영업을 

시작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이민자들의 자영업을 유지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앞에서 언급한 보호받는 시장의 개념으로 (Light, 1972), 

이민자 자영업자들은 사업 초기 보호받는 시장에서 외부의 자영업자들이 

공급할 수 없는 민족적인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성장할 수 있다.58)  

그러나 이들은 이후 새로운 곳으로 사업을 이동 또는 확장 시키는데, 

이 때 상당한 소수민족 자영업자들은 보호받는 시장이 아닌 곳으로 

향해서 원주민 집단이나 다른 소수민족을 상대하게 된다 (Light, 1972; 

Light & Sanchez, 1987; Aldrich & Waldinger, 1990; Lee, 1995). 

관련 사례 연구에서 민족적 기업가는 보호받는 시장을 벗어나서 확장을 

시도할 때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으로 향하는 경우가 많지만 (Cheng 

& Espiritu, 1989; Aldrich & Waldinger, 1990; 이찬행, 2013),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Light & Bonacich, 1991; Lee, 

                                            
58) 보호받는 시장에 위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으로는 인맥의 형성, 동족 

노동력의 활용, 사업 및 이국 생활에 필요한 정보 습득 등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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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본 연구의 사례 자영업자들 역시 선행 연구에서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의 적응 과정을 충분히 거치면서 보호받는 시장의 

이점을 누리고 이를 통해 (보호받는 시장이 아닌)다른 곳으로 확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들이 보호받는 시장을 벗어났을 때 낙후된 

지역이 아닌 곳을 선택했음은 solution term에 나타나고 있다(조건 e). 

이와 같이 보호받지 않고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이 아닌 곳으로의 

확장이 한국에서의 정착 과정을 밟은 것에 뒤따른다는 해석은 

언급했듯이 조건 K에 대한 사례 자영업자의 진술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다. 

사례 4와 사례 5는 한국에서 오래 거주한 편에 속하며, 사례 4는 

기존 밀집 지역에 비교적 오래 거주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들은 한국에서 (자영업이 아닌)근로 경험과 보호받는 시장에서의 첫 

자영업을 모두 경험했다. 특히, 이들은 모두 대림동에서 자영업을 

성공적으로 경영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두 경우 모두 음식점), 이를 

바탕으로 대림동에 분점을 열었고 이후 대림동이 아닌 곳에 또 다른 

분점을 연 경험을 가지고 있다.59) 사례 4가 처음 자영업을 시작한 곳은 

독산동이지만, 사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대림동에서의 

음식점 경영이었다 (마포구 용강동으로 확장).60) 사례 5 역시 처음에는 

다른 곳에서 자영업을 경영했었으나, 대림동에서의 경영이 사업의 

                                            
59) 보호받는 시장과 관련된 질문으로, 하루 평균 손님 중 중국 동포의 비율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이들은 다음과 같이 응답했다. 
사례 4: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주변에 직장인들도 있고.” 
사례 5: “명동이라서 한국 사람들이 많긴 한데, 중국 대사관에 일보러 왔다가 
들른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 많다.” 

60) 이와 관련된 사례 4의 경험은 다음과 같다. 1997년 입국해서 안산의 공장에
서 일하던 중, 팔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가 2000년 재
입국하여 독산동에 작은 중국 음식점을 열었다. 이후, 2004년 대림동으로 이
주하고 사업을 확장하여 대림동에 2개의 점포(각각 양꼬치와 샤브샤브 음식
점)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마포구 용강동에 새로운 
점포를 개설하였으며, 이후, 귀환 중국 동포 모임을 설립하기도 했다. 현재는 
음식점 경영뿐 아니라 다른 사업을 운영 중이다 (개별 면담과 김성학 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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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창에 크게 기여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중구 명동으로 확장).61)62) 

그리고 이러한 이들의 경험은 사례 자영업자들이 한국에서 적응하는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사례 7과 사례 8은 사례 4, 5와는 다소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이들은 

조건 K가 포함하고 있는 내용의 일부에만 해당한다. 따라서, 사례 7, 

8의 조건 K에 대한 소속 정도 값(0.620, 0.635)은 사례 4, 5의 조건 K 

소속 정도 값(0.969, 0.821)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이들의 조건 K 소속 정도 값이 낮은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사례 7은 중국 동포 밀집 지역에서 거주한 적이 없으며, 사례 8은 

거주 경험은 있으나 오래 거주하지 않고 곧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다. 

또한, 두 사례 모두 기존 밀집 지역에서 첫 자영업을 시작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이들은 조건 K의 소속 정도 값이 비교적 낮지만 앞의 두 

사례와 같이 원 정착지에서 다른 곳으로 확장하여 자영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이 지역은 민족적으로 보호받지 않는 곳인 동시에 경제적으로도 

낙후되지 않은 지역이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초기 정착 과정에서 앞선 이주자의 영향. 사례 7의 경우, 본인 

                                            
61) 한편, 사례 5는, 대림동에 중국 동포 밀집 거주 지역이 형성 되기 전에 개척

자와 같이 대림동에서 자영업을 시작한 사례다. 사례 자영업자와의 개별 면담
에 따르면, 당시(2001년) 대림동에는 중국 동포가 운영하는 음식점이 거의 
없었으며, 본인의 식당이 영업을 하기 시작한 이후로 본격적으로 대림동에 많
은 중국 동포들이 이주해왔다고 한다(가리봉동으로부터 온 사람들뿐 아니라 
중국에서 처음 입국한 사람들. 그리고 이 시기 사례 5는 주변 상인들과의 상
당한 갈등 및 경찰서 및 관공서의 부당한 대우 등을 경험하기도 했다). 그렇
지만 사례 5가 보호받는 시장에 의존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사례 5는 식당을 개점하기 전부터 중국 동포들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일에 종
사하고 있었으며(개인 정보이므로 구체적인 종사 업무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
도록 한다), 이로 인한 명성과 그가 판매하는 연변 음식에 대한 소문에 따라, 
(대림동에 보호받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던 시기에도) 다른 곳에서 찾아
오는 중국 동포 손님들 때문에 보호받는 시장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
이다. 또한, 이후 대림동이 급격히 보호받는 시장이 되었기 때문에(3장을 참
고할 것) 결국 사례 5 역시 보호받는 시장에서 출발한 사례로 볼 수 있다. 

62) 또한, 이들은 현재 처음의 주거지를 벗어나 처음 살던 곳에 비해 더 좋은 곳
에서 거주하고 있다 (조건 K의 하위 집합으로, 각각 대림 2동 → 구로구 아
파트, 여의도동 → 상도동). 이에 대해서는 다음 부분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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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먼저 한국으로 이주한 가족의 영향을 받은 사례이다. 그는 귀환 

중국 동포 밀집 지역에 거주하거나 그곳에서 자영업을 함으로써 

보호받는 시장의 이점을 누리는 대신 먼저 이주한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직장을 구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은 

typical case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충분조건을 만족시키며, 결과 집합 

소속 정도 값 역시 0.5 이상인 사례 6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된다. 즉, 

이들은 인큐베이터로서의 동족 밀집 지역의 효과 (Portes & Jensen, 

1989)를 누리는 대신 먼저 이주한 가족을 통해 보다 수월하게 적응한 

경험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사례 8은 먼저 이주한 가족이 

없었고, 언급했듯이 중국 동포 밀집 지역에서의 (오랜) 거주 경험도 

없다. 그러나 이주의 역사가 오래되었으며(1996년 이주), 한국에서 

장기간의 직장 생활(2007년 까지)을 통해 적응의 과정을 거치고 

자영업을 경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이국적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의 자영업 

활동 (Aldrich & Waldinger, 1990). (사례 6을 포함해서) 사례 7과 

8이 첫 자영업을 보호받는 시장에서 경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곤란에 처하지 않았던 것은 이국적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 첫 자영업을 시작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사례 7과 사례 

8이 첫 자영업을 시작한 지역은 모두 강남지역의 주요 상권에 해당하는 

지역이며(각각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서초동), 사례 6은 대학가에서 

첫 자영업을 시작했다(관악구 낙성대동). 이들 지역은 이국적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거부감이 적을 가능성이 높은 젊은 학생이나 젊은 

직장인들을 주 고객층으로 하는 상권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개별 

면담을 통해 사례 6, 사례 7, 사례 8의 첫 자영업 경영 당시 고객은 

대부분 한국인이었음을 확인했다. 

다시 말해, 보호받는 시장의 혜택 없이도 이들 사례 자영업자는 사례 

4와 사례 5가 보호받는 시장에서 얻었던 ‘먼 곳으로 확장할 수 있는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보호받지 않는 시장에서 

자영업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이들은 확장한 자영업 업체 역시 보호받는 

시장에서 수행하지 않으며(조건 p), 실제로 확장한 업체의 위치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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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받침한다 (각각 동작구 흑석동, 송파구 방이동, 강남구 청담동).63)  

그런데, 조건 e에 대한 앞의 논의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는 사례 

자영업자들이 경제적으로 낙후되지 않은 지역에서의 자영업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갖춘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실제로 typical case에 

포함되었던 사례 자영업자들의 자영업 업체는 모두 주요 상권에 

포함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이들은 대개 (초기 정착지에서 벗어나) 

좋은 환경의 거주지에서 살고 있었다. 이러한 모습은 선행 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는 내용과도 일치한다.  

보호받는 시장을 벗어난 민족적 기업가의 확장은 보호받는 시장에서의 

자영업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필요하며 (Jones, 1986, Cheng & 

Espiritu, 1989에서 재인용), 이민자 집단 중 경제적으로 성공을 거둔 

일부 자영업 종사자들의 사업 확장은 미국 캘리포니아의 중국계 및 

일본계 이민자에 대한 사례 연구 (Light, 1972; Light, 2002),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국계 이민자 자영업자에 대한 연구 (Light & 

Bonacich, 1991; Lee, 1995), 미국 마이애미에 정착한 쿠바계 

이민자들에 대한 사례 연구 (Portes & Jensen, 1987)에서도 밝혀진 바 

있다. 따라서, 원 정착지로부터 먼 곳에서 자영업을 경영하는 중국 동포 

자영업자들은 일반적인 중국 동포에 비해 경제력을 갖춘 사람들로 볼 수 

있다. 

Typical case의 자영업자들이 이와 같이 경제력을 갖출 수 있었던 

것은 언급한대로, 한국에서의 가설적 과정을 담고 있는 조건 K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언급했듯이 이들은 모두 한국에서 일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첫 자영업 시작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이들은 모두 자영업을 경영하기 전 한국에서 일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축적한 자본이 자영업 창업의 기반이 되었다. 

                                            
63) 하루 평균 방문 손님 중 중국 동포의 비율을 묻는 질문에 이들은 다음과 같

이 응답했다.  
사례 6: “(중국 동포 손님이)하루에 두, 세 팀 정도일 것.” 
사례 7: “거의 다 한국 사람이다. 초반에 왔던 단골 손님들이나 인터넷이나 

소문으로 퍼져서 알게 된 사람들이 자주 온다.”  
사례 8: “강남이니까 당연히 거의 다 한국 사람이다. 젊은 사람들, 단골 중에 

그 학교(연구자의 소속 대학교) 교수 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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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6, 사례 7, 사례 8은 각각 요리사로 근무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당시 얻은 임금이 자영업을 창업할 때 초기 자본금이 

되었다고 진술했으며, 일부 사례 자영업자의 경우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과 지인이나 가족으로부터 빌린 돈을 합쳐서 창업 초기 자본금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또한, 이렇게 시작한 첫 자영업 또는 초기 

자영업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다른 곳으로 자영업을 확장시켰음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다.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사례에서도 이민 초기의 

저임금 노동 종사 경험과 첫 자영업에서의 성공이 각각 다음 단계의 

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Light, 1972; Ong, 1981; Portes 

& Jensen, 1989; Johnson, Farrell, & Oliver, 1993).  

요약하자면, 퍼지 집합 분석의 결론인 peK, 개별 면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례 자영업자의 특징, 선행 연구에서 밝혀진 내용 등을 

고려했을 때, peK로 나타나는 사례 자영업자들의 특징은 한국에서의 

가설적 과정을 충실히 거침으로써 보호받는 시장을 활용하고 이를 통해 

경제력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보호받는 시장을 

벗어나 경제적으로 낙후되지 않은 지역인 새로운 곳에서 자영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들은 새로운 곳으로 자영업의 이동 및 확장을 경험하지 않은 사례 

1~3과 다른 특징(peK)을 보인다. 따라서, 원 정착지와 다른 곳으로 

자영업을 이동 및 확장한 사례 4~8의 자영업자들은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에 따라 다른 귀환 중국 동포들 또는 다른 귀환 중국 

동포 자영업자와 다른 사람들로 분류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이러한 귀환 중국 동포 내부의 특정한 일부 

사람들은 다른 이들에 비해 비교적 경제적으로 높은 지위를 갖는 

사람들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64) 

                                            
64) 이민 초기에 종사한 직종이 이후의 자영업 업종과 유사한 경우에도 이민 초

기의 직업이 자영업 창업 및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이후의 자영업 
업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함으로써 이후 자영업 창업 및 경영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습득할 수 있다. 언급했듯이,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는 
6명의 사례 자영업자 중 3명의 사례 자영업자가 이민 초기 다른 음식점에서 
요리사로 근무했으며, 식료품점을 경영하고 있는 2명의 사례 자영업자 중 1
명도 이민 초기 요리사로 근무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Perez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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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영업 창시자’ 계층의 형성과 이에 따른 공간적 변화 

 

앞에서 사례 자영업자들은 경제적으로 높은 지위를 갖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그런데 Lieberson (1963)에 따르면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지위의 상승은 사람 또는 자영업(business)의 공간적인 확산을 

동반한다. 이에 따라 여기서는 이와 같이 다른 귀환 중국 동포 들에 

비해 경제적으로 높은 지위를 갖는 자영업자들의 공간적 변화를 

살펴보도록 한다. 즉, peK에 따라 발생한 결과 D에 대한 논의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귀환 중국 동포 자영업자들의 공간적 변화는 그들의 

자영업 업체와 주거지의 공간적 확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귀환 중국 동포 자영업자가 경영하는 업체의 위치 변화. 퍼지 

집합 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사례 자영업자들이 경영하는 업체는 모두 

보호받는 시장이 아니며 경제적으로 낙후되지 않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장에서 언급했듯이, 보호받는 시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은 이미 상당한 수준의 거주 천이가 발생한 서울의 

일부 중국 동포 밀집 거주 지역에 한정된다. 즉, 서울 서남권의 

가리봉동, 대림동과 그 인근지역, 관악구 일부 지역, 광진구 자양동 

지역이 보호받는 시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사례 자영업자들의 확장된 자영업 업체 중 

보호받는 시장에 위치하고 있는 곳은 없다. 또한, 이들이 원 정착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 경영하는 자영업 업체는 모두 경제적으로 낙후되지 

않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대부분 지하철 역 인근 지역의 상권 또는 

강남, 명동과 같은 서울의 최상위 중심지에 위치하는 특징을 갖는다.  

둘째, 이와 같이 자영업을 새로운 곳으로 확장시킨 사례 자영업자들은 

모두 이주 초기의 거주지를 벗어나 더 나은 환경의 거주지로 이주하는 

모습을 보인다. 사례 4와 사례 5는 이주 초기 기존의 중국 동포 밀집 

거주 지역에서 거주한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보호받는 시장에서의 

                                                                                                               

Aldrich & Waldinger (1990)은 이민자가 이주 전에 모국에서 자영업에 종사
했던 경험이 이주 후의 자영업을 경영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유사하게 현 자영업 업종과 유사한 업종에서 근무한 이민 초
기의 경험은 이후의 자영업 경험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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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을 통해 중국 동포 밀집 거주 지역이 아닌 곳의 거주지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례 7과 사례 8은 이와는 다소 다른 모습의 

이주 경향을 나타낸다. 이들은 자영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중국 동포 

밀집 거주 지역에 거주한 경험이 없지만, 이들은 주로 한국인 손님을 

대상으로 자영업을 경영함으로써 경제적 지위가 향상되었고 이에 따라 

사례 4, 사례 5와 같이 더 나은 거주지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5-1, 그림 5-1).  

 

<표 5-1> 사례 귀환 중국 동포 자영업자의 과거 직장 및 자영업 업체의 위치와 

당시 주거지의 위치 

 순서 자영업 업체 또는 직장위치 거주지 

사례4 

1 경기도 안산시(직장) - 

2 금천구 독산동(자영업) 금천구 독산동 

3 영등포구 대림2동(자영업) 영등포구 대림동(주택) 

4 마포구 용강동(자영업) 구로구(아파트) 

사례5 

1 영등포구 여의도동(직장) 영등포구 여의도동 

2 동대문구 장안동(자영업)  

3 영등포구 대림2동(자영업)  

4 중구 명동(자영업)  

5  동작구 상도동 

사례7 

1 강남구 역삼동(직장) 강남구 역삼동* 

2 송파구 잠실동(자영업) 송파구 방이동 

3 강동구 성내3동(자영업)  

사례8 

1 -(직장) 광진구 화양동 

2 서초구 서초4동(자영업) 서초구 방배동 

3  서초구 서초 4동(L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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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남구 청담동(자영업)  

사례6 

1 강남구 삼성동(직장) 관악구 낙성대동* 

2 관악구 낙성대동(자영업)  

3  관악구 낙성대동(동내 이주) 

4 동작구 흑석동(자영업)  

주1: 확인되지 않은 경우는 ‘-‘표시로 나타냈음. 

주2: 빈칸은 이전의 지역과 동일 지역을 의미하며, 굵은 글씨는 기존의 귀환 중국 

동포 밀집 거주 지역, 밑줄은 자영업 경영 이후 기존 귀환 중국 동포 밀집 거주 

지역이 아닌 곳으로 이주한 경우를 의미함. 또한, *표시는 먼저 이주하거나 

한국에 살고 있던 가족과 함께 거주한 경우를 의미함. 

주3: 사례 6은 typical case가 아니지만 뚜렷한 이동의 경향을 보이므로 표에 포함. 

 

<그림 5-1> 귀환 중국 동포 밀집 거주 지역 및 사례 자영업자의 공간적 분포 

 

 

요약하자면, 보호받는 시장에서의 자영업 또는 이주 초기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자영업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높은 지위를 갖게 된 일부 

중국 동포 자영업자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들의 공간적인 확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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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받는 시장을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며, 동시에 경제적으로 낙후되지 

않은 지역으로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스스로의 

거주지 역시 중국 동포 밀집 거주지역이 아닌 곳 또는 더 나은 거주 

환경을 갖는 곳으로 옮기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이들이 

나타내는 공간적인 분포는 다른 일반적인 중국 동포 들과 다르게 

나타난다.65) 

한편, 자영업 업체의 위치 변화에 따라 이국적인 상업 경관이 

만들어지게 되며, 자영업의 특성상 대개 간판에 의해 이국적임이 

드러나게 된다. 사례 중국 동포 자영업자의 상당수가 양꼬치를 비롯한 

중국 고유의 음식을 판매하는 사람들임을 고려했을 때, 중국어를 사용한 

간판은 ‘진짜 중국 음식을 판매하는 곳’ 임을 밝힐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 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새로운 곳으로 확장한 중국 동포 

자영업자들은 주로 이국적인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사례 

중국 동포 자영업자의 점포에는 대부분 중국어 또는 한자 표기 간판을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점포에서는 중국(중국 조선족 자치주)의 지명을 

간판에 사용하고 있다.66) 또한, 간판 외에 점포의 외벽 등에 양꼬치 

구이, 훠궈 등으로 대표되는 중국 음식의 이름을 붙여둔 점포 역시 

음식의 이름 자체가 이국적이므로 간판에 준하는 효과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이국적인 상업 경관은 사례 자영업자들만 만드는 것은 

                                            
65) 이와 같은 사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국계 이민자 집단에서도 발견된다. 

1960~70년대 미국으로 건너간 초기 한국계 이민자 집단은 미드 윌셔 구역
(Mid-Wilshire district)를 중심으로 코리아타운을 형성했으며, 이후의 한국
계 이민자 집단은 이 곳에 거주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많은 한국계 이민
자 자영업자들 역시 코리아타운을 중심으로 자영업에 종사했다 (Light, 
2002). 그러나 이후 코리아타운의 한국계 이민자 수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이들의 사업이 번창함에 따라 1980년대 중반부터 이들은 사우스 센트럴
(South Central) 지역으로 확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주로 주류 판매소, 
주유소, 식당, 식료품점). 반면, 자영업자가 아닌 일반 한국계 이민자 집단은 
여전히 코리아타운을 중심으로 거주하는 모습을 보이며, 사우스 센트럴 지역
으로 확장하는 경향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다 (Johnson et al., 1992; 
lee, 1995; Light & Bonacich, 1991) 

66) 중국어 간판 사용 점포 3곳, 중국 지명 사용 점포 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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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가리봉동, 대림동과 같은 중국 동포 밀집 

거주 지역에는 오히려 연속적으로 넓은 지역에 걸쳐 이국적인 상업 

경관이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사례 자영업자들은 이와 달리 이국적인 

상업 경관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 이국적 상업 경관을 형성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그리고 이러한 이국적 상업 경관이 중요한 것은 이것이 특정한 

조건을 갖고 새로운 곳으로 확장한 중국 동포 자영업자들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즉, 지금까지 살펴 본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공간적 이동은 모두 사례 자영업자들의 이주 후 한국 사회에서의 적응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국적 상업 경관은 바로 이러한 적응 과정의 

산물로 볼 수 있으며, 동시에 이러한 이국적 상업 경관이 없는 곳에 

존재하는 이국적 상업 경관은 사례 자영업자들과 같은 이민자 내부의 

새로운 집단을 나타내는 지표로 해석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다른 중국 동포들에 비해 풍부한 경제력을 갖춘 일부 

중국 동포 자영업자들은 이러한 경제력을 통해 보호받는 시장에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경제적으로 낙후되지 않은 지역으로 자영업을 

확장시키는 공간적인 변화를 보인다. 더불어, 향상된 경제력은 그들의 

거주지 변화도 이끌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확장된 곳에서 중국 

동포 자영업자들은 이국적 상업 경관을 만들어내는데 이는 공간적 

변화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으며, 곧 이것이 공간적 변화와 공간적 

변화를 낳은 새로운 특정 하위 집단의 지표로 해석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들 사례 중국 동포 자영업자들을 ‘자영업 창시자 

(commercial founders)’로 정의하며, 다음 절에서는 이들 자영업 

창시자들의 공간적인 이동 또는 변화가 발생시키는 변화에 대해서 

논하도록 한다.  

 

 

제 2 절  자영업 창시자의 지리적 변화에 따른 영향 

 

앞 절에서 새로운 곳으로 확장한 중국 동포 자영업자를 자영업 

창시자로 정의했다. 창시자라는 용어는 생태학 또는 생물 지리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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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는 용어인 창시자(founder)를 참고한 것이다. 본 연구가 인간 

생태학적 관점을 기본 분석틀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를 차용한 것인데, 

이는 자영업 창시자들이 생태학적 창시자와 일부 유사한 점을 갖기 

때문이다. 생태학적 창시자는 일부 개체 또는 집단이 원 집단에서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분리됨에 따라 한정된 유전적 구성을 갖게 되고 

이에 따라 이후의 재생산을 통해 종 분화를 발생시키는 개체를 의미한다 

(MacDonald, 2003).67) 한편, 자영업 창시자는 일반적인 귀환 중국 

동포 집단의 하위 집단이지만 경제력을 갖추었다는 다른 특성을 가지며, 

살펴보았듯이 지리적으로도 멀리 떨어진 곳에 존재한다. 즉, 두 창시자 

모두 원 집단과 지리적으로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원 집단의 일부 또는 

원 집단과 다소 다른 특성을 갖는다. 그러나 이들이 발생시키는 변화는 

창시자 효과(founder effect)라고 정의되는 생태학적 창시자의 종 분화 

현상과 다음과 같은 다른 점을 보이며, 이는 본 연구의 최종적인 결론 

이라고 할 수 있다.68) 

첫째, 다른 귀환 중국 동포들과 다른 곳에서 자영업에 종사함으로써 

그들의 경제적 지위는 더욱 강화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들 상업 

창시자가 자리잡은 곳은 보호받는 시장이 아니며,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이 아니다. 이는 자영업 창시자들이 원주민 집단인 한국인을 

고객으로 삼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자영업 창시자에 해당하는 

                                            
67) 그러나, 원 집단에서 떨어져 나온 일부 개체는 한정적 유전자를 갖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변화된 환경에서 생존하기 쉽지 않으며, 많은 경우 재생산에 실패
한다. 

68) 사례 자영업자들의 확장한 업체는 모두 한국인이 장악하고 있는 상권에 점
과 같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대림동, 가리봉동과 같이 귀환 중국 
동포들이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상업 천이를 일으킨 지역과 같이 연속적인 
상업 경관을 형성하고 있지 않다. 이 점에서도 사례 자영업자들은 재생산을 
통해 이주한 곳에서 광범위하게 후손을 퍼뜨리는 생태학적 창시자와 다르다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영업 창시자로 정의되는 사례 자영업자들이 확장한 
곳에서 상업 천이를 일으킬 가능성이나, 다른 민족 집단에 의한 동일한 사건
이 발생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으며, 이는 장기간에 걸친 폭 넓은 연구를 요
할 것이다. 실제로, 사례 5가 처음 대림 2동에 자영업을 시작했을 당시 대림 
2동은 완전한 한국인 상권이었으므로, 대림 2동은 창시자에 의한 상업 천이 
지역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례는 1971년 로스앤젤레스의 웨스턴 올림픽 
대로(w. Olympic Boulevard)에 한국 식당이 최초로 개점 (Light, 2002)한 
이후 이 지역으로 한인들이 급속히 유입되어 코리아 타운이 형성된 사례 (Oh, 
1983; Light & Bonacich, 1991에서 재인용)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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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자영업자들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거의 대부분 손님의 

90%이상이 한국인이라고 진술했다. 일반적으로 주류 집단의 경제력은 

이민자 집단에 비해서 높으며 (Light & Bonacich, 1991), 이민자 

집단의 인구 수는 주류 민족 집단에 비해 훨씬 적으므로, 이민자 집단 

자영업자가 주류 민족 집단을 고객으로 삼을 경우 이득은 훨씬 커진다 

(Aldrich & Waldinger, 1990)고 할 수 있다.69) 

따라서, 대부분 주류 민족 집단을 고객으로 하는 자영업 창시자들은 

보호받는 시장이 아닌 곳으로 확장함에 따라 이러한 이득을 누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보호받는 시장에 의존한 적 없는 사례 자영업자들 

역시 경제적으로 낙후되지 않은 지역으로 또 다시 확장함에 따라 확장 

전과 같이 한국인을 상대로 자영업을 경영하더라도 더 많은 이득을 얻게 

된다고 볼 수 있고, 이는 보호받는 시장에서 시작한 이들도 유사하게 

누릴 수 있는 이득이다. 다시 말해, 자영업 창시자들이 보호받는 시장이 

아니며 경제적으로 낙후되지 않은 지역으로 확장했다는 지리적인 변화로 

인해 이들이 속한 풍부한 경제력의 하위 집단은 더욱 공고해지거나 

뚜렷해질 수 있다.  

둘째, 자영업 창시자는 자신이 속한 이민자 집단과 고객이 되는 대상 

민족 집단 간의 교류에 기여한다.70) 언급했듯이, 상업 창시자는 원 

정착지로부터 떨어진 곳에 확장한 자영업자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신이 속한 이민자 집단을 대상으로 자영업을 운영하지 않는다. 이처럼 

자영업 창시자는 이국적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 

자영업을 경영하는데, 이러한 사실은 자영업 창시자가 속한 이민자 

집단과 그 외의 다른 민족 집단 간의 교류 가능성을 시사한다.  

                                            
69) 그러나 이를 꼭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주류 민족 집단의 시

장의 규모가 크지만 이는 동시에 그만큼 강한 경쟁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에 대해서는 주류 민족 집단을 대상으로 자영업을 경영하다가 실패한 사례에 
대한 후속 연구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70) 여기서의 교류는 긍정적인 의미로만 사용되지 않는다. 실제로 미국 로스앤젤
레스의 한국계 자영업자와 아프리카계 주민들 간의 갈등은 한국계 자영업자
들이 운영하는 자영업 업소를 중심으로 발생했다 (Cheng & Espiritu, 1989; 
이전, 2001). 따라서, 자영업 점포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두 민족 집단 간의 
교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는 것으로 일반화할 수 없고, 여기서의 교류는 중
립적인 의미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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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자영업 창시자는 그들이 고객으로 삼는 다른 민족 집단에게 

자신이 속한 민족 집단 고유의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이 되는 

다른 민족 집단은 이를 소비하는 형태로 수용하게 된다. 또한, 반대로 

상업 창시자 역시 고객이 되는 다른 민족 집단의 기호를 반영하여 

자신이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다소 변경한다. 실제로, 사례 자영업 

창시자들은 모두 한국인들의 입맛에 맞도록 향신료를 줄이고 음식을 덜 

자극적인 맛으로 바꾼다고 언급했다. 또한, 대림동 또는 가리봉동의 

음식점과 달리 음식 역시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일부 음식만을 제공하는 

사례도 많았다.71)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자영업 창시자들의 고객이 

대부분 이국적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갖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상업 창시자들이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이국적임’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원 정착지에서 벗어나 먼 곳에서 자영업을 경영하는 상업 

창시자는 보호받는 시장이 아니며,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이 아닌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더 뚜렷한 하위 집단으로서의 자영업 창시자가 될 

수 있으며, 자영업 창시자는 그가 속한 민족 집단과 이들의 고객이 속한 

민족 집단 간의 교류를 낳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자영업 창시자들의 지리적 변화에 따르는 영향으로 볼 수 있다. 

 

 

 

 

 

 

 

 

                                            
71) 심지어, 사례 자영업 창시자 중에는, 본인이 중국 음식점을 경영하지만 ‘진

짜 중국 음식’을 먹으러 대림동이나 가리봉동에 가끔 방문한다고 언급한 경우
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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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1) 연구의 요약과 결론 

 

본 연구는 서울의 중국 동포 자영업자들이 갖는 확장 조건과 그들의 

지리적 확장이 발생시키는 변화에 대해 밝히고자 했다. 이를 인간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했으며, 구체적으로 거주 천이와 상업 

천이, 민족적 기업가의 분석틀로 서울의 중국 동포 자영업자들을 

바라보았다. 또한, 선행 연구에서 언급하고 있는 민족적 기업가의 

조건과 상업 천이에 대한 연구를 참고하여 퍼지 집합 분석 모델을 

구성했으며, 이를 통해 중국 동포 자영업자의 확장 조건을 확인했다. 

퍼지 집합 분석을 통해서 먼 곳으로 확장한 중국 동포 자영업자의 

조건은 peK로 확인되었다. 이는 보호받지 않는 시장과 경제적으로 

낙후되지 않은 곳에 위치하면서 한국에서의 적응 과정을 충실히 

거쳤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건은 선행 연구와 사례 자영업자와의 개별 면담을 통해 

해석할 수 있는데, 조건 p와 e는 조건 K에 따르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typical case에 포함되는 사례 자영업자들은 모두 

조건 K가 의미하는 한국에서의 적응 과정을 거쳤다. 이들이 경험한 

한국에서의 적응 과정은 대체적으로 비슷하지만 이주 초기의 거주 

지역과 그에 따른 첫 자영업을 시작한 지점에 있어서 다소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일정한 수준 이상의 이주 후 적응 

과정을 거쳤으며(조건 K), 이는 그들의 현재 자영업 경영에서 나타나는 

특징에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특징을 갖는 중국 동포 자영업자들은 새로운 곳으로 

확장하는데, 여기에는 특히 향상된 경제력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특정한 중국 동포 자영업자들이 새로운 곳으로 

확장함으로써 이국적인 상업 경관이 없던 곳에 이국적인 상업 경관이 

발생한다. 이렇게 발생한 이국적 상업 경관은 중국 동포 자영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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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과 특성의 산물로 볼 수 있으며, 그 자체로 민족 집단 내부의 

새로운 하위 집단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원 정착지로부터 먼 곳으로 확장한 

중국 동포 자영업자들을 자영업 창시자로 정의했다. 그리고 이들의 

변화된 지리적 위치는 다음의 두 가지 영향으로 이어진다. 첫째, 원주민 

집단인 한국인 고객들을 상대하고 경제적으로 유리한 바로 그 위치에 

존재함으로써 그들이 민족 집단 내부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지위는 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둘째, 상업 창시자는 그가 속한 민족 집단과 

그가 고객으로 상대하는 민족 집단 간의 교류를 이끌어낸다. 상업 

창시자는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고객으로 하는 민족 집단의 

기호를 반영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이 되는 한국인 집단 

역시 자영업 창시자를 통해 이국적인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라는 형태로 

수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교류는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일반화할 수 

없으며, ‘이국적임’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한정된다.  

이와 같은 연구의 결과는 재한 중국 동포 사회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기여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재한 중국 동포 사회는 

긴 이주의 역사와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이민자 집단이다. 

따라서,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보일 수 있는 모습은 매우 역동적이고 

다양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대해서 알려진 바는 많지 않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재한 중국 동포들이 갖는 다양한 측면 중 새로운 

하위 집단의 존재를 밝혔으며, 특히, 경제적으로 높은 지위를 갖는 이들 

하위 집단이 갖는 역할과 의미를 제안했다. 또한, 재한 중국 동포에 

대한 기존의 정책은 이들을 국내의 저임금 노동 수요를 충족시키는 

노동자로 바라보는 시각 또는, 일반적인 다문화 정책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 집단으로 바라보는 관점에 치우쳐왔다. 그러나 본 연구의 연구 

결과는 더 이상 재한 중국 동포 사회를 전적으로 저임금 노동자 또는 

일괄적으로 다문화 정책의 수혜가 필요한 외국인 집단으로 보아서는 

곤란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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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한계점과 개선 가능성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본 연구의 한계점은 사례 자영업자의 수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퍼지 집합 분석은 중규모 사례 연구에 

적합한 연구 방법이지만,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례 자영업자는 

실제로 훨씬 많다는 점에서 더 많은 사례 자영업자에 대한 개별 면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이루어질 경우 더 다양한 사례가 연구에 

포함될 수 있고 사례 간 비교를 통해 의미 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퍼지 집합 분석의 calibration 과정의 엄밀함에 대한 문제가 

존재한다. 즉, 질적 지점의 설정과 calibration 과정은 선행 연구 및 

기존 지식에 의존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제한적인 선행 연구만을 

활용했다. 그러나 이는 재한 중국 동포 자영업자에 대한 연구 자체가 

드물다는 점에 따른 것으로, 추가적인 관련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퍼지 집합 분석의 추가적인 검증과 활용이 필요하다. 

Wagemann & Schneider (2012)에 따르면, 퍼지 집합 분석의 마지막 

단계로, 이론적인 평가를 필수적으로 수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는 

집합 이론에 따라 이론적인 가설을 Boolean식 표현(Boolean 

expression)으로 구성한 것과 solution term(경험적 발견)간의 

연산으로 기존의 이론이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을 밝히고 기존 이론의 

확장 가능성에 대한 검토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중국 동포 자영업자가 먼 곳으로 천이하게 되는 조건을 밝히는 

것이므로, 이론과 경험적 발견 간의 비교는 생략했다. 따라서, 이는 후속 

연구에서 이루어 져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즉, 다양한 사례 집단을 

추가적으로 연구함으로써 민족적 기업가에 대한 기존 선행 연구를 

개선하고 새로운 이론적 틀을 마련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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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1: 각 집합의 소속 정도 값 calibration 
 

부록에서는 본 논문에서 사용한 calibration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한다. 본문에서 언급했듯이 calibration에는 선행 연구와 

같은 사전 지식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본 논문에서 채택한 

조건들에 대한 선행 연구는 부족한 편이므로 선행 연구, 심층 면접을 

통해 얻은 자료, 통계자료 등의 다양한 자료 출처를 통해 calibration을 

수행했다. 더불어 이와 같은 관련 선행 연구와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간접적 방법(indirect method)을 주로 사용하되, 직접적 방법(direct 

method) 등을 적절하게 혼합하여 사용했다.  

먼저, 연구 대상이 되는 사례 집단은 서울에서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중국 동포 자영업자 집단이다. 본격적인 분석을 위해 앞에서 

언급한 결과와 조건, 기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먼저 본 

연구에서 퍼지 집합 분석을 통해 밝히고자 하는 결과(outcome)는 

확장한 자영업 업체가 원 정착지에서 떨어져 있는 정도이며, 이와 같은 

결과를 위해 총 다섯 개의 조건(condition)을 설정했다. 기본적으로 

이는 Aldrich & Waldinger (1990)의 연구를 참고해서 구성되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Aldrich & Waldinger (1990)는 민족적 기업가가 

성립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연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민족적 기업가의 일반적인 성립 조건에 대한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자영업자 확장의 조건을 확인하는 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민족적 기업가의 공간적인 확장에 대한 연구와 

귀환 중국 동포 자영업자의 확장에 대한 연구자의 가설(1장 1절의 

연구가설 2)을 조건으로 포함하여 분석하는 방식을 택한다. 다섯 개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결과: 원 정착지로부터 얼마나 먼 곳으로 확장했는가(D)? 

 

이 집합에 ‘완전히 속함’은 원 정착지와 인접하지 않은 지역의 

자영업자이며, ‘완전히 속하지 않음’은 원 정착지에서 활동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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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를 의미한다. 또한 질적인 지점으로서 중간 지점은 원 정착지와 

인접한 지역으로 정의한다. 이는 두 가지 하위 집합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하위 집합은 인터넷의 네이버 지도 서비스 (maps.naver.com) 의 

길 찾기 기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원 정착지로부터 현 자영업 업소 

간의 최단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수집된 사례의 최단 거리를 모두 

측정한 후, 이 값들을 간접적 방법을 통해 calibration한 값을 결과 

집합의 소속 정도 값으로 채택한다. 첫 자영업 업소의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 해당 업소가 위치했던 행정동의 주민센터를 기준으로 사용한다. 두 

번째 하위 집합인 주요 상권은 상권분석서비스 (sg.seda.or.kr)에서 

분류하고 있는 주요 상권에 위치하는 사례에는 1의 값을, 그렇지 않은 

사례에는 0의 값을 부여하되, 사례 6은 대학가에 위치해 있으므로 

0.7의 값을 부여한다.1) 마지막으로 첫 번째 하위 집합에는 가중치 

0.6을, 두 번째 하위 집합에는 가중치 0.4를 부여하고 이 값들을 더해서 

결과 집합에 대한 최종 소속 정도 값을 구한다. 

 

 실제 거리(km) 주요 상권 소속 정도 값 

사례 1 0.340 0 0.025 

사례 2 0.340 0 0.025 

사례 3 0.405 0 0.026 

사례 4 7.990 1 0.836 

사례 5 11.720 1 0.971 

사례 6 5.990 0.7 0.565 

사례 7 10.720 1 0.952 

사례 8 8.770 1 0.881 

<표 1> ‘원 정착지에서 새로운 곳으로 이동’ 결과(D)의 소속 정도 값 calibration 

 

 

                                            
1) 한 자영업자가 여러 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이상의 calibration에 

따라 소속 정도 값을 부여했을 때 가장 큰 값을 갖는 점포를 사례로 채택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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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1: 민족적으로 보호받는 시장(P) 

 

민족적으로 보호받는 시장 (Light, 1972)은 심리적인 안정감뿐 

아니라 같은 민족이 선호하는 민족 고유의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민족적 기업가의 성공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연구 사례인 중국 동포 자영업자 중 먼 곳으로 이동 및 

확장한 이들은 보호받는 시장을 벗어난 것으로 여겨지므로 이들이 갖는 

특징을 확인하기 위해 조건 P를 사용하도록 한다. 

이는 두 가지 하위 집합으로 구성된다. 하나는 높은 수준의 거주 

천이로서, 이 집합에 완전히 속하는 것은 (중국 동포의 수가 

많아서)보호받는 시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며, 완전히 속하지 않는 

것은 (중국 동포의 수가 적어서)보호받는 시장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곳이다. 또한 중간 지점은 (중국 동포의 수가 많지도, 적지도 

않아서)보호받는 시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아니며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도 아닌 지역을 의미한다. 다른 하나는 높은 사회적 

거리이다 (Aldrich et al., 1985; Light, 1972). 이 집합에 완전히 속함은 

중국 동포 고객만 이용하는 업소를 의미하며 완전히 속하지 않음은 

한국인 고객만 이용하는 업소이다. 또한 질적인 지점으로서의 중간 

지점은 중국 동포 고객과 한국인 고객이 각각 절반을 차지하는 업체로 

정의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한 자료는 서울 통계의 동별 중국 동포 인구 자료를 

통해서 얻었다. 획득한 동 별 중국 동포 인구를 간접적 방법으로 

calibration한 후, 각 사례의 자영업 업소가 위치하는 동의 퍼지 값을 각 

사례에 소속 정도 값으로 부여했다. 두 번째 하위 조건인 높은 사회적 

거리 (Light, 1972; Aldrich et al., 1985)는 개별 면담을 통해 확인한 

중국 동포 손님의 비율로서, 백분율 단위로 수집되어 이를 그대로 소속 

정도 값으로 사용한다. 이와 같은 두 하위 조건 소속 정도 값을 0에서 

1까지의 범위를 갖는 소속 정도 값으로 변환하기 위해 각각 0.5의 

가중치를 주고 둘을 더해서 최종적인 소속 정도 값으로 한다. 조건 1 

집합에 대한 원 자료와 소속 정도 값은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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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명) 중국 동포 손님 비율(%) 소속 정도 값 

사례1 7,421(대림2동) 98% 0.992 

사례2 7,421(대림2동) 98% 0.992 

사례3 1,086(청룡동) 98% 0.762 

사례4 46(용강동) 1% 0.007 

사례5 76(명동) 70% 0.422 

사례6 117(흑석동) 2% 0.007 

사례7 233(성내3동) 2% 0.010 

사례8 27(서초4동) 1% 0.007 

<표 2> ‘보호받는 시장’ 조건(P)의 소속 정도 값 calibration 

 

조건 2: 지역의 낮은 경제적 지위(E) 

 

소수민족 밀집 거주 지역을 벗어난 민족적 기업가들은 주로 낙후된 

다른 지역으로 향하는 경향이 있지만 (Cheng & Espiritu, 1989; 

Aldrich & Waldinger, 1990; Light & Bonacich, 1991),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 (Lee, 1995). 따라서, 이는 새로운 곳으로 확장한 중국 

동포 자영업자들의 특징이 될 수 있는 동시에 본 연구의 사례에서는 둘 

중 어떠한 경향으로 나타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이는 다음과 같이 calibration 되었다. 조건 2는 세 가지 하위 

조건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하위 집합은 지역의 낮은 경제적 지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낮은 상업 임대료를 사용한다. 이 집합에 완전히 

속하는 것은 낮은 상가 임대료이며, 완전히 속하지 않음은 높은 상가 

임대료이다. 또한 중간 지점은 상가 임대료가 중간 정도(50% 위치)를 

의미한다. 두 번째 하위 집합은 마찬가지로 지역의 낮은 경제적 지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낮은 평당 상가 임대료를 사용한다. 이 집합에 

완전히 속함은 서울시에서 가장 높은 평당 상가 임대료이며, 중간 

지점은 50% 위치의 평당 상가 임대료를 사용했다. 완전히 속하지 

않음은 가장 낮은 평당 상가 임대료로 한다. 세 번째 하위 집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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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세(區稅)다.33) 이 집합에 완전히 속함은 2013년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구세를 기록한 행정구의 구세이며, 완전히 속하지 않음은 2013년 

서울시에서 가장 적은 구세를 기록한 행정구의 구세로 한다. 중간 

지점은 마찬가지로 50% 위치의 구세로 한다.  

구체적인 수치를 부여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낮은 동종업종 

월 매출액은 상권정보시스템(sg.kbdc.or.kr)의 매출 통계 자료를 

사용한다. 서울 행정구 중 가장 높은 동종 업종 월 매출액을 갖는 

행정구에 가장 높은 퍼지 값을 부여하고, 가장 낮은 동종 업종 월 

매출액을 갖는 행정구에 가장 낮은 퍼지 값을 부여한 후, 그 사이의 

값을 1 간격으로 모두 간접적 방법을 통해 calibration한다. 이후, 

마찬가지로 상권정보시스템의 상권 분석 기능을 활용하여 해당 사례가 

위치한 상권의 월 매출액 값2)을 얻어낸 후 앞에서 얻어낸 서울 전체 

지역의 소속 정도 값에 해당하는 값을 각 사례에 부여한다.3) 둘째, 낮은 

평당 상가 임대료에 대한 소속 정도 값 역시 월 매출액과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셋째, 구세(區稅)는 서울 통계 (stat.seoul.go.kr) 

의 재정 자료를 활용하여 서울 전체 행정동의 구세를 간접적 방법으로 

calibration한 후, 각 사례의 업소가 위치한 행정동에 해당하는 퍼지 

값을 소속 정도 값으로 사용한다. 그리고 이상의 세 가지 하위 집합은 

높은 순서대로 높은 소속 정도 값을 갖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1에서 각 소속 정도 값을 뺀 값을 최종 소속 정도 값으로 채택한다. 

이와 같은 세 개의 하위 집합은 각각 0.333의 가중치를 부여 받는다. 

표 3은 이상의 원 자료와 calibration과정을 통해 얻어진 소속 정도 

값을 나타내고 있다. 

                                            
33) 구세(區稅)는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등으로 이루어지므로(지방세기본법, 시행 

2014.01.01.), 해당 구의 대략적인 경제적 수준에 대한 조건으로 사용한다. 
2) 각 사례에 해당하는 자영업 업소의 위치로부터 반경 600m의 상권을 분석하

며, 상권 분석 시스템에서 주요 상권으로 분류되는 지역에 위치한 사례에는 
활성화 지역 1층의 평균 임대료를, 주요 상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지역에 위
치한 사례에는 비활성화 지역 1층의 평균 임대료 값을 적용한다. 

3) 사례 8의 제곱 미터 당 상가 임대료는 173,757로 두 번째로 높은 값에 비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를 보정하기 위해 두 번째로 높은 값을 갖는 사례 5의 
43254와 동일한 값을 적용하여 calibration했다 (Winsorising의 개념, Ragin, 
1994: 300-311, Emmenegger, 201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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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동종업종 월 

매출액(만원) 

(낮은) 제곱 

미터당 상가 

임대료(원) 

구세 

(백만원) 
소속 정도 값 

사례1 1,911 21,418 1,448 0.915 

사례2 1,911 21,418 1,448 0.914 

사례3 1,068 26,719 4,532 0.596 

사례4 5,067 30,432 5,695 0.169 

사례5 8,956 43,254 28,228 0.020 

사례6 6,629 22,090 5,353 0.312 

사례7 6,666 29,147 3,858 0.283 

사례8 7,835 173,757 14,868 0.004 

<표 3> ‘지역의 낮은 경제적 지위’ 조건(E)의 소속 정도 값 calibration 

 

조건 3: 이주 전 중산층(M) 

 

이주 전 중산층 (Bonacich, 1973; Aldrich & Waldinger, 1990) 의 

지위 역시 일반적으로 민족적 기업가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의 하나로 

여겨진다. 이주 전 중산층으로서의 지위는 이민자가 가지고 있는 

사회경제적 자본을 의미할 수 있으며, 이는 이주한 후에도 이민자의 

성공적인 자영업 경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조건은 두 가지 하위 조건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하위 조건은 

이주 전 높은 교육 수준으로서 이 집합의 세 가지 질적 지점은 

고중(한국의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초중(한국의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초중 중퇴 이하의 학력으로 각각 구성된다. 두 번째 

조건은 이주 전 중산층 이상의 지위로, 이는 이분 집합으로 설정한다. 

이 집합에 완전히 속함은 이주 전 중산층 이상의 직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직업에 종사했음으로 하며, 완전히 속하지 않음은 중산층 미만의 

직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직업으로 한다.  

두 가지의 하위 조건의 수치는 다음과 같이 부여되었다. 첫째, 이주 

전 교육 수준. 먼저 교육 수준을 다섯 개의 범주로 나눈다. 이를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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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격의 0에서 1의 숫자로 바꾼 후, 간접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속 정도 

값을 구한다. 그런 후, 해당하는 소속 정도 값을 각각의 사례에 

부여한다.4) 두 번째 하위 조건인 이주 전 중산층 이상은 이주 전 

종사했던 직업으로 평가한다. 중산층 이상의 직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직업(고위 공무원, 장기간 근속한 일반 회사원 등)은 1로, 중산층 

미만의 직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직업(1차 산업 종사 및 근속 연수가 

짧은 일반 회사원 등)은 0의 값을 부여한다. 이와 같이 값을 부여한 후, 

각각의 소속 정도 값에 0.5의 가중치를 부여한 후 이를 더해서 최종 

소속 정도 값을 구한다. 아래 표 4는 원 자료와 calibration을 통해 

얻어진 소속 정도 값을 나타낸다. 

 

 교육 수준 
이주 전 중산층 

이상의 지위 
소속 정도 값 

사례1 대학 졸업 1 0.985 

사례2 대학 졸업 0 0.485 

사례3 고중5) 졸업 0 0.415 

사례4 대학 졸업 0 0.485 

사례5 대학 졸업 1 0.985 

사례6 고중 졸업 0 0.415 

사례7 대학 졸업 0 0.485 

사례8 대학 졸업 1 0.985 

 <표 4> ‘이주 전 중산층’ 조건(M)의 소속 정도 값 calibration 

 

조건 4: 민족적 자원(R) 

 

Light & Bonacich (1991), Aldrich & Waldinger (1990)등에 따르면 

민족적 자원은 민족적 기업가들이 그들의 사업이나 자영업을 원활히 

                                            
4) 학교를 다닌 적 없는 사례에는 0.02, 소학교 졸업의 사례에는 0.12, 초중 졸

업의 사례에는 0.45, 고중 졸업의 사례에는 0.83을, 대학교 졸업 이상의 사
례에는 0.97의 값을 부여한다.  

5) 한국의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중국의 교육 기관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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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기 위해 채택하고 있는 특징 중 하나이며, 동시에 민족적 

기업가들에게 상대적인 이득을 제공하는 요인으로 그들의 형성과 생존에 

도움을 주는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네 가지 하위 조건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중국 동포의 협회나 단체로부터 자영업에 필요한 도움을 받음. 

이 집합의 세 가지 질적 지점은 ‘도움을 매우 많이 받고 있음’, ‘받는 

것도 아니고 받지 않는 것도 아님’, ‘전혀 도움 받지 않고 있음’이다. 

둘째, 중국 동포로부터 얻는 자영업 관련 정보에 대한 의존도. 이 

집합은 ‘매우 많이 의존함’, ‘의존하는 것도 아니고 의존하지 않는 것도 

아님’, ‘전혀 의존하지 않음’의 세 가지 질적 지점을 갖는다. 셋째, 

자영업 창업 및 경영에 있어 중국 동포와의 거래 관계에 대한 의존도. 

이 집합은 ‘전적으로 중국 동포(또는 다른 중국인)와 거래함’, ‘중국 

동포(또는 다른 중국인)뿐 아니라 한국인과도 거래함’, ‘전적으로 

한국인과 거래함’의 세 가지 질적 지점으로 구성된다. 마지막 하위 

집합인 중국 동포 노동력의 활용은 ‘고용 직원이 모두 중국 동포’, ‘고용 

직원 중 중국 동포의 비율이 절반’, ‘고용 직원이 모두 한국인’의 세 

가지 질적 지점을 갖는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수치는 다음과 같이 부여되었다. 첫째, 중국 동포 

협회나 단체로부터의 도움은 개별 면담을 통해 얻은 자료를 다섯 가지 

범주로 나눈 후, 조건 3과 마찬가지로 간접적 방법을 통해 얻은 소속 

정도 값을 각각의 사례에 부여한다.6) 둘째, 자영업 경영에 있어서 

개인적인 정보(중국 동포를 통한)로부터 얻는 정보는 첫 번째 하위 

조건과 동일한 방식으로 calibration 되었으며, 세 번째 하위 조건인 

중국 동포와의 거래 관계 역시 이와 동일하게 calibration 되었다. 네 

번째 하위 조건인 중국 동포 노동력의 활용 정도는 개별 면담을 통해 

얻은 고용하고 있는 직원 중 중국 동포의 비율 정보(퍼센트 단위)를 

그대로 소속 정도 값으로 사용했다. 마지막으로 각 하위 집합의 소속 

정도 값에 0.25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모두 더함으로써 최종 소속 정도 

                                            
6) 전혀 받지 않음(0.02), 꽤 받지 않는 편(0.12), 도움을 받는 것도 받지 않는 

것도 아님(0.45), 꽤 받는 편(0.83), 매우 많은 도움을 받음(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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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산출한다. 아래 표 5는 조건 4의 원 자료와 소속 정도 값을 

나타낸다. 

 

 

협회나 

단체로부터

의 도움 

개인적 

정보로부터 

얻는 정보 

중국 

동포와의 

거래 관계 

중국 동포 

노동력 활용 

소속 

정도 값 

사례1 0.02 0.83 0.97 1 0.705 

사례2 0.12 0.97 0.97 1 0.765 

사례3 0.02 0.12 0.83 1 0.493 

사례4 0.83 0.97 0.83 0.98 0.903 

사례5 0.45 0.45 0.45 1 0.588 

사례6 0.02 0.45 0.12 1 0.398 

사례7 0.02 0.45 0.02 1 0.373 

사례8 0.02 0.83 0.45 0.49 0.448 

<표 5> ‘민족적 집합’ 조건(R)의 소속 정도 값 calibration 

 

조건 5: 한국에서의 가설적 과정(K) 

  

마지막 조건은 앞에서 언급했던 중국 동포 자영업자의 확장에 대한 본 

연구의 가설 중 하나를 검증하기 위한 조건이다. 1장에서 언급했듯이, 

이는 한국에서 오래 거주하면서 일한 경험, 기존 귀환 중국 동포 밀집 

거주 지역에 거주한 경험, 기존 귀환 중국 동포 밀집 거주 지역에서의 

자영업 경험 및 그 기간 등을 나타내는 여섯 가지 하위 조건으로 

구성된다.7)  

첫째, 한국에서의 긴 경험. 이 집합은 두 개의 하위 집합으로 나누어 

지며, 두 하위 집합의 세 질적 지점은 24년(1992년의 한중 수교부터 

지금까지의 기간), 10년(2002년 월드컵을 전후로 자진 출국한 중국 

                                            
7) 이러한 가설적 과정은 Light, 1972; Light & Sanchez, 1987; Aldrich & 

Waldinger, 1990; Anderson, 1991; Jargowsky, 1996 등의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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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들이 재입국한 시기로 볼 수 있는 2004년부터 지금까지의 기간), 

1년 미만(2014년 입국자)으로 설정한다. 둘째, 입국 초기 기존 귀환 

중국 동포 거주 지역 거주 여부 또는 먼저 이민한 가족과 함께 거주 

여부. 이 하위 집합은 ‘기존 거주 지역 거주 또는 먼저 이민한 가족과 

함께 거주’(완전히 속함), ‘기존 거주 지역 거주 경험 없음 또는 먼저 

이민한 가족과 함께 거주한 적 없음’(완전히 속하지 않음)의 두 가지 

질적 지점으로만 구분된다. 셋째, 자영업에 종사하기 전 한국에서의 

근로 경험. 이 집합 역시 두 질적 지점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다음과 

같다. 자영업 종사 이전에 한국에서의 근로 경험이 있음(1), 근로 

경험이 없음(0). 넷째, 첫 자영업의 기존 중국 동포 밀집 거주 

지역34)에서 시작 여부. 이 집합의 세 질적 지점은 가리봉동 또는 

대림동에서 시작(1), 가리봉동과 대림동의 인근 지역에서 시작(0.5), 

가리봉동과 대림동과 인접하지 않은 지역에서 종사(0). 다섯째, 첫 

자영업에서 많은 중국 동포 손님. 이 하위 집합의 질적 지점은 모든 

고객이 중국 동포. 중국 동포 고객과 한국인 고객이 각각 절반, 모든 

고객이 한국인으로 설정한다. 여섯째, 기존 중국 동포 밀집 거주 

지역에서 벗어난 현 거주지. 이 하위 집합은 이분 집합이며, 기존 중국 

동포 밀집 거주 지역의 현 거주지(1), 기존 중국 동포 밀집 거주 

지역에서 벗어난 현 거주지(0)을 질적 지점으로 갖는다.  

여섯 가지 하위 조건에 대한 값은 다음과 같이 매겨졌다. 첫째, 오랜 

한국 생활은 다시 한국 거주 햇수와 자영업 종사 햇수의 두 하위 

집합으로 나뉜다. 두 하위 집합의 calibration은 직접적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이에 필요한 세 가지 질적 지점은 각각 1994년, 

월드컵을 전후로 자진 출국했던 중국 동포들이 재입국한 시기로 볼 수 

있는 2004년, 방문취업제도 도입 이후 첫 번째 사증 기간 만료 시점인 

2012년이다. 둘째, 입국 초기 기존 거주 지역 거주 경험으로, 이는 각 

사례가 입국 초기에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중국 동포 거주 지역에 

거주했던 경험이나 먼저 이주한 가족과 함께 살았던 경험이 있는가의 

                                            
34) 기존 중국 동포 밀집 거주 지역은 3장에서 중국 동포 밀집 거주 지역으로 

살펴본 지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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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로 소속 정도 값을 부여한다. 이는 1과 0의 이분 값으로 부여하며, 

기존 거주 지역 및 먼저 이주한 가족과 거주한 경험이 있는 경우 1을, 

그렇지 않은 경우 0을 각각 부여한다. 셋째, 자영업 종사 전 한국에서의 

근로 여부로, 한국에서 1년 이상 근로한 경험이 있으면 1의 값을,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부여한다. 넷째, 기존 중국 동포 거주 

지역에서의 자영업 경영 경험 집합으로, 이 역시 해당되는 경우 1의 

값을, 중국 동포 거주 지역의 인근에서 자영업 경험이 있는 경우 0.5의 

값을 부여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부여한다. 다섯째, 첫 자영업 

경영 시 중국 동포 고객의 비율 집합은 개별 면담을 통해 얻은 중국 

동포 고객의 퍼센트 값을 소속 정도 값으로 사용한다. 여섯째, 기존 

중국 동포 거주 지역에서 벗어난 현 거주지 집합은 완전히 벗어난 경우 

1을, 벗어나지 않고 여전히 본 논문에서 중국 동포 거주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0의 값을 부여하되, 개별 면담시 

‘더 좋은 곳으로 이주했음’에 대한 분명한 진술이 있는 경우에도 1의 

값을 부여한다. 마지막으로, 첫 번째 집합의 하위 집합에 각각 0.5의 

가중치를 두고 합한 후 자영업 종사 전 한국에서의 근로 여부와 첫 

자영업 당시 중국 동포의 손님 하위 조건에 0.2의 가중치를, 나머지 

다섯 개의 하위 조건에는 각각 0.15의 가중치를 곱한다. 이후 하위 

집합의 소속 정도 값들을 모두 더해서 최종 소속 정도 값을 산출한다. 

표 6은 조건 5의 원 자료와 소속 정도 값을 나타낸다. 

 

 

오랜 한국 

생활(단위: 

년) 

입국 

초기 

거주 

경험 

한국에서의 

근로 경험 

기존 

지역 

자영업 

경험 

첫 

자영업 

중국 

동포 

손님 

벗어난 

현 

거주지 

소속 

정도 

값 

사례1 10 10 1 0 0 98% 0 0.422 

사례2 7 2 1 1 0 98% 0 0.569 

사례3 11 4 1 1 0 98% 0 0.597 

사례4 17 13 1 1 1 98% 1 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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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5 19 13 0 1 1 98% 1 0.821 

사례6 7 6 1 1 0.5 2% 1 0.610 

사례7 21 7 1 1 0 30% 1 0.620 

사례8 18 7 1 1 0 1% 1 0.635 

<표 6> ‘한국에서의 가설적 과정’ 조건(K)의 소속 정도 값 calib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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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Korea has ridden on the tide of globalization since 1990s, 
Korean has begun to share more life space with various foreign-born 
people than before. Returned Korean-Chinese, especially, is one of 
the oldest migrants and the biggest population group among 
foreigners in Korea; however, we have described returned Chinese-
Korean as a single group without considering their various features 
and spatial dispersion so far. Thus, this study examines returned 
Korean-Chinese merchants as a novel subgroup and their features, 
more concretely, not only identifying condition of their spatial 
dispersion but analyzing effect and meaning of their spatial 
dispersion in human ecological perspective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below: 
 

First, returned Korean-Chinese resides in various places of Seoul as 
well as in Garibong-dong, Daerim-dong. These several densely 
populated areas are result from their dispersion and residential 
succession in new areas. Garibong and Daerim are not the only initial 
populated area of returned Korean-Chinese. Gwanak-gu, Jayang-
dong and Hwayang-dong are also early residential areas of returned 
Korean-Chinese. After they have resided in these areas, they  
succeeded some Koreans who had lived in near areas. Korean-
Chinese in Garibong and Daerim migrated to Guro-gu, Geunmcheon-
gu and some areas of Gwanak in which are near from Garibong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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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im. Also, it is confirmed that the population of returned Korean-
Chinese in Gwanak, Jayang, Hwayang has increased. 

  
Second, returned Korean-Chinese merchants who disperse their 

business from original settlements are not located in protected 
markets(the populated areas of returned Korean-Chinese) and  
economically depressed districts, and they adapted in Korea 
successfully. This result is turned out by using Fuzzy-set comparative 
analysis(fsQCA), various statistical data and personal history data 
from in-depth interview are used for this methodology. Also, 
merchants who do not disperse their business are included in model 
for comparison with dispersed merchants. The result is summarized 
as ‘peK(p∩e∩K)’; it means that they are not located in a protected 

market(p) and(∩) an economically depressed area(e) and(∩) their 
experience of adaptation in Korea(K). In addition, the result is a 
condition or feature of returned Korean-Chinese merchants who 
disperse their business into new areas.  

 
Finally, some Korean-Chinese merchants who are revealed by 

fsQCA are relatively affluent people, and their wealth makes them 
escape from their initial settlements. Dispersion of some merchants 
generate exotic commercial landscapes in areas in which did not have 
before. These novel exotic landscapes indicate the new subgroup in a 
single migrant ethnic group. Meanwhile, returned Korean-Chinese 
merchants have a role to communicate between returned Korean-
Chinese group and Korean group(which originally have been lived in 
Korea). That is, they change their cultural traits into Korean style to 
attract more Korean customers, while, Korean customers reflect their 
preference in Korean-Chinese merchants as well as contact with 
exotic Chinese culture by consuming goods or services of foreign 
merchants. Moreover, returned Korean-Chinese merchants have an 
advantage of bigger and abundant market demand. Because they are 
located in Korean market which has much bigger demand than the 
protected market, they can consolidate their economic status within 
co-ethnic group. In this study, these merchants are defined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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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rcial Founders.” 
 

This study compensates the defects of preceding researches which 
consider returned Korean-Chinese a single population group 
regardless of their various features. That is, it is confirmed that there 
are merchants dispersing from original settlements, and they make 
changes by dispersion in human ecological context. Also, it means 
that there is a new subgroup within returned Korean-Chinese ethnic 
group.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change predominant view of 
returned Korean-Chinese; they are not a single poor group any more 
but well-adapted people in Korea. 
  

Keywords: returned Korean-Chinese merchants, dispersion, wealth, 
commercial founders, ethnic entrepreneurs, returned Korean-
Chinese densely populated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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