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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 외국인들의 거주지 분리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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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외국인들이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거주하고 있는가의 문제는 국내체류외국인수의 급격한 증

가로 나타나는 다양한 정책문제들을 진단하고 해결하기 위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주제이다.

하지만 그간 도시정책을 다룬 대부분 국내선행연구들은 실제 외국인집단과 내국인집단간의 거

주지분리 정도를 측정하고 분석하는데 소홀하였다. 본 논문은 2009년 말 기준으로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외국인 인구들의 거주지 분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결과 수도권 전

체적으로 인천에 가까운 서쪽 지역들과 비교적 서울 중심에서 가까운 근교에 위치한 지역들에

서 거주지분리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인구비율과 거주지분리정도를 비교

한 결과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과 거주지분리가 심한 지역이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 없었다.

따라서 현재 기존의 외국인인구 관련연구들이나 정부 정책들이 의존해왔던 주요 지표인 외국인

인구비율과는 차별된 독자적인 지표로서 거주지분리를 측정하고 분석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외국인인구, 거주지분리, 상이지수】

Ⅰ. 서 론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년간 급속하게 다원적이고 이질적인 사회체제로 변모해왔다. 세대, 

지역, 계층간의 끊임없는 상호작용과 갈등양상은 한국 사회가 오랜 기간 지녀왔던 고유의 

전통적 가치와 획일적이고 동질적인 정치, 사회, 경제적 시스템들의 지속적인 변화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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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이러한 내부적인 환경 변화들과 더불어 근간에 와서는 외국인 인구들의 꾸준한 

국내 유입이 새로운 사회변혁의 동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소위 “다문화”라는 용어가 한국사

회에서 유행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증대하고 있다. 실제 국내 체류 외국

인의 숫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를 돌파하면서 우리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주장은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는 실정이다. 역사적으로 이민을 장려했던 

수많은 국가들은 급증하는 이민인구가 미친 파급효과들을 긍정적이던 부정적이던 경험해왔

다. 이에 반해 그간 “이민정책”이라는 용어조차 낯설었던 한국 사회는 서서히 외국인 인구

의 유입으로 야기될 사회, 정치, 경제적 문제들에 직면할 것이며 국가는 이를 해결하기 위

한 정책적 대안들을 수립하기 위하여 노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바람직한 이민정책 그 자

체는 물론이려니와 외국인 인구 유입에 따른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해결에 필요한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서 이주 인구들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거주하고 있는가?”의 정보는 주류 사회와는 차별된 이질

적인 삶을 영위하기 쉬운 외국인인구들과 내국인들 사이의 상호작용은 물론 그들의 사회통

합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기초적 자료이기 때문이다.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숫자는 지난 10년간 가파르게 증가해왔다. 통계청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09년 말 기준으로 국내 체류 중인 공식적인 외국인 등록 인구는 87만 636명으로 

1999년의 20만 6천 895명과 비교해서 무려 66만 3천 741명이 증가했다1). 불과 10년 만에 

외국인 체류자가 4배 이상으로 늘어난 셈이다. 공식적으로 사법당국에 의해 확인된 외국인 

등록 인구와는 별개로 불법 체류 외국인의 숫자 역시 17만 8천여 명에 이르고 있다 (법무

부, 2009). 외국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 추세에 반해 국내 총인구는 그 성장세가 1970년대 이

후 가파른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10년간의 인구성장률을 살펴보더라도 2000

년 0.84%에서 2010년 0.26%로 떨어졌으며 향후 프로젝션을 예측할 때 2018년에는 성장을 

멈추는 제로성장에 도달한 후 2030년에는 인구성장률이 -0.25%로 하락할 전망이다 (행정안

전부, 2010). 결국 100만 명을 훨씬 상회하고 있는 외국인 인구들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자료

들에 입각한 체계적인 분석과 학문적인 관심은 향후 몇 십년간 급속하게 나타날 인구구성

의 변화 속에서 정부정책들의 중요한 변인들을 통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을 거

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전국적인 총 외국인 인구수의 합계(aggregate 

number)나 그 추이에 대한 지극히 단편적이고 거시적인 분석만으로는 의미있는 정책적 함의

를 담기에 많은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외국인 인구들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위하

여 공간이라는 지역적 기반에 기초한 경험적이며 미시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1) 2010년 2월 10일자 연합뉴스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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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유입되는 외국인들 중에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두 유형은 외국인 근

로자 집단과 국제결혼 이주민 여성 집단이다. 이들 중에 특히 외국인 근로자 집단의 경우 

이주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사업체 인근 지역에서 집단으로 거주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이들 집단 취락지역들이 서구식의 소수민족집단거주지(ethnic enclave)의 초기 형태를 보여주

고 있다 (신인철, 2008)2). 외국인 근로자들은 2009년 기준으로 전국에 57만5천6백여 명이 

있는데 이중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무려 70.9%가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다 (정형

옥, 2009). 공식적인 외국인 등록 인구를 살펴보아도 비슷한 거주지 집중 현상을 보이고 있

는데 2008년 기준으로 전체 외국인 주민들 중에 65.9%가 역시 수도권에 집중해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도권 내부에서도 외국인 거주인구들의 편차는 상당부분 존재한다. 

예를 들어 경기도의 경우 가장 많은 외국인 근로자 인구를 갖고 있는 상위의 세 자치단체

들(안산, 화성, 수원)이 31개 시군을 합친 전체 외국인 근로자 인구수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

중이 무려 32%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오늘날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

이 특정 지역에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어떤 지역에서 외국인 인구비율이 높다는 것과 외국인들이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거주하

고 있다는 것은 다른 개념이다. 외국인 인구비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이들 인구들이 공간적

으로 비교적 고르고 균일하게 흩어져서 거주할 수도 있고 반대로 외국인 인구비율이 높지 

않아도 집단적으로 고립되어 거주할 수도 있다. 특히, 중산층 붕괴로 인한 소득계층의 양극

화를 경험한 우리의 경우 이민인구들의 증가추세와 맞물려 더욱더 부와 빈곤이 공간적으로 

집중하는 거주지 분리 현상이 나타나기 쉽다 (최은영, 2003). 결국, 단순히 인구 대비 외국

인 인구비율의 증가추세의 추이를 살피거나 그 영향력을 분석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잠재

적인 사회경제적 갈등요소를 갖고 있는 외국인인구 거주지 분리의 문제에 이제는 보다 주

목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하지만, 그간 외국인 인구의 분리주거를 측정하고 분석한 선행연

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실제로 통계청에서 공식적으로 공개하는 최소 행정구역 

단위인 읍면동 수준에서의 내외국인 인구수를 바탕으로 시군구 단위의 거주분리의 정도를 

측정한 연구는 전무하다. 도대체 국내 거주 외국인들은 어느 지역에서 얼마나 공간적으로 

집중해서 거주하고 있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하여 이 논문은 200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수도권 3개 광역자치

2) 미국에서의 ethnic enclave는 인종과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있어서 흑인, 히스패닉, 아시안 등의 

상위범주로 분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급증하고 있는 히스패닉 인구들의 경우 출신지 국가

별로 특색이 있는 집단거주지를 형성하기도 해서 연구의 목적에 따라서 예를 들면 멕시코, 쿠바, 푸
에르토리코 따위의 하위범주의 분류를 시도하기도 한다. 우리의 외국인집단거주지의 모습이 ethnic 
enclave로서의 초기적 모습을 띤다고 보는 이유는 지역에서 소수인종이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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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인 서울, 인천, 경기에 거주하는 외국인 인구들의 거주지 분리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주된 목표를 갖고 있다. 이를 위한 분석에 있어서 본 연구는 특히 두 가지 전략들을 사용하

고자 한다. 첫째, 거주지분리를 측정하는 지수로 가장 광범위하게 이용되어온 상이지수

(Dissimilarity Index)는 물론 이 지수의 장점을 살리고 공간적인 특성을 일정부분 반영하였다

고 평가받는 Morrill(1991)과 Wong(1993)의 변형된 상이지수들을 이용하여 총 78개의 수도권 

시군구의 외국인 거주분리 정도를 측정한다3). 둘째, 측정한 지수들의 공간적 추이를 단순 

총인구대비 외국인 인구비율과 비교하기 위하여 지리정보시스템 기법을 이용한 지도그리기

(mapping)를 통해 시각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먼

저, 간략히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거주 현황을 행정안전부에서 조사 발표한 외국인주민 실

태조사의 2007년에서 2010년에 이르는 기술통계 자료들을 취합하여 정리하는 부분을 다음 

장에서 살펴보고 곧 이어서 거주지분리지수에 대한 선행연구와 일반적인 논의가 이어서 다

뤄질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수집된 자료에 대한 소개와 측정 지수로 선택한 세 가지 상이

지수들을 측정하는 방법들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측정된 78개 시군구들의 거주지분리정도를 

외국인인구비율과 비교해서 현황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에 따른 탐색적 결론과 

거주지분리의 정책적 고려의 필요성, 그리고 연구가 지닌 한계 및 논점들에 관한 토론으로 

상기 연구를 매듭지고자 한다. 

Ⅱ. 국내 외국인들의 거주 현황4)

행정안전부는 2009년 여름에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국내 거주 외국인 수를 조사한 

결과인 “2009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 2009). 이 통계에 

따르면 2006년 첫 조사가 시작된 이후 외국인주민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서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정의된 외국인 주민은 90일 초과 체류 외국인과 대한

민국 국적 취득자 및 그 자녀를 포함한 것으로 거의 대부분의 외국인 인구를 반영한 것으

3) 본 연구에서는 서울, 경기, 인천의 총 66개 기초자치단체들 대신에 78개 행정시군구를 분석단위로 정

하여 수도권 주요 위성도시들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자 하였다. 원래는 79개 관측치였으나 인천광

역시의 옹진군의 경우 하위 읍, 면, 동이 대부분 지리적으로 인접해있지 않은 섬들로 구성되어 거주

지분리를 측정하는 본 연구의 특징을 고려하여 연구지역에서 제외하였다.

4) 국내 체류외국인의 거주 현황에 대한 내용은 특히 행정안전부에서 2006년 이래 조사 발표하는 “외국인 

현황 조사결과 발표”의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매해 연간 자료들을 주로 참고하였다. 이들 자료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인 “내고장살림”, LAIIS의 웹사이트 www.laiis. 
go.kr에서 입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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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상기 통계는 2010년 1월 1일 기준으로 업데이트가 되었고 그 결과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1,139,283명으로 주민등록인구(49,773,145)의 2.3%에 

육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2010). 또한 이 같은 수치는 지난 2007년과 비교했을 때 겨우 3

년 사이에 722,686명에서 무려 57.6%나 증가한 것으로 외국인 인구의 증가추이가 뚜렷한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2007).

아래 <그림 1>은 전체 외국인주민들의 국적취득 여부를 보여주고 있다. 2010년 1월 1일 

기준 한국국적을 갖고 있지 않는 외국인의 수는 920,887명으로 전체의 80.8%로 전체 외국인 

주민들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국적취득을 한 외국인은 8.46%(96,461명)이며 외국계주민 자

녀들은 10.7%(121,935명)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외국계주민 자녀들의 비율로 2007년에 전

체 외국인주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12%에 지나지 않았던 것에 비해서 크게 증가했다. 앞

으로도 외국인주민에서 후속세대(next generation)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외국인 인

구통계의 구성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그림 2>는 외국인인구 다수를 차지하는 국적미취

득 외국인들의 체류 신분별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외국인근로자가 국적미취득 외국인들 중

에서 60.65%를 차지하여 과반수를 훨씬 뛰어넘는 숫자였으며 이어서 결혼이민자가 13.58%, 

유학생이 13.58%로 그 뒤를 따랐다. 이 통계는 현재 국내에 유입되고 있는 외국인인구의 상

당수가 경제적 이유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국적별로는 같은 2009

년 5월 1일 기준으로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이 56.6%로 가장 많고 이어서 동남아시아

(21.2%), 미국(5.4%), 남부아시아(3.9%), 일본(2.4%), 대만 및 몽골(각 2.3%) 등의 순서이며 중

국국적자 중 조선족은 중국국적자의 71%, 전체 외국인주민의 40.1%에 이르고 있다 (2009, 

행정안전부). 이러한 일련의 체류 외국인들의 경제적 측면에서의 이민 행태는 국적미취득 

외국인들로 하여금 국내 체류장기화를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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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국적취득 여부에 따른 외국인 인구 

<그림 2> 국적미취득 외국인들의 체류신분별 분류

국내 거주외국인들에 대한 분석에서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그들이 어디에 거주하고 있느

냐는 점이다. <표 1>은 시도별 외국인 인구의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지역 내 주민등록

인구 대비 거주 외국인의 비율이 가장 높은 광역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로 전체 인구의 3.3%

가 외국인이고 이어서 경기도가 2.9%의 외국인인구를 갖고 있는 것을 나타났다. 전술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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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전체인구에서 외국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3%라고 할 때 평균을 상회하는 지역들

은 서울, 경기 이외에 충청남도(2.4%)와 인천광역시(2.3%)등이 있었다. 시도기준으로 살펴본 

국내 거주 총 외국인인구 대비 해당 광역자치단체 거주 외국인의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외

국인 주민들 중 무려 64.8%가 수도권 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었다. 특히 경기도는 

서울특별시(29.5%)보다도 약간 많은 29.7%의 외국인 인구들이 집중해서 거주하고 있는데 

2009년까지도 서울특별시의 외국인 인구비율이 선두였던 점에 비추어 앞으로 수도권지역의 

외국인 인구증가를 주도하는 것이 경기도지역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할 것이다5).  

<표 1> 시도별 외국인 인구 현황

구분
지역 내 총 주민등록인구 대비 거주외국인

인구 비율

국내 거주 총 외국인인구 대비 지역 내

외국인인구 비율

서울특별시 3.3% 29.5%

부산광역시 1.2% 3.6%

대구광역시 1.0% 2.3%

인천광역시 2.3% 5.6%

광주광역시 1.2% 1.5%

대전광역시 1.3% 1.7%

울산광역시 1.7% 1.7%

경기도 2.9% 29.7%

강원도 1.3% 1.7%

충청북도 2.0% 2.6%

충청남도 2.4% 4.3%

전라북도 1.5% 2.5%

전라남도 1.6% 2.7%

경상북도 1.7% 4.1%

경상남도 2.1% 5.9%

제주도 1.3% 0.6%

좀 더 자세히 시군구단위 외국인 거주 분포를 살펴보면 시군구 평균 외국인주민 숫자는 

4,911명이었으며 이중 외국인 근로자는 2,407명, 결혼이민자는 539명, 국적취득자 416명, 외

국계주민 자녀는 526명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주민의 수가 2만 명이 넘는 외국인 다수 거주 

기초자치단체들은 총 9개로 서울에 영등포구(44,281명), 구로구(33,700명), 관악구(22,635명), 

5) 2009년 5월 1일자 조사에서도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334,910명으로 경기도의 323,964명 보

다 많았으나 2010년 1월 1일자 조사에서 서울은 약 1,300여명 증가한 336,221명에 머무른 반면 경기

도는 337,821명으로 약 1만 3천여 명 이상 증가해서 순위가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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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22,392명) 등 네 곳과 경기도에 안산시(43,190명), 수원시(31,552명), 화성시(26,294명), 

성남시(23,180명), 부천시(20,449명) 등 다섯 곳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시군구 평균 외국인주

민 숫자의 두 배가 넘는 외국인주민 1만 명 이상인 시군구는 2007년 16군데에 지나지 않았

지만 2010년에 이르러 3년 만에 31군데로 급속하게 증가했다. 특히, 그 공간적인 확산 추세

가 흥미로운데 서울의 경우 2007년 서울 남서권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인 구로, 금천, 영등포, 

관악구와 함께 겨우 용산구만이 추가되어 다섯 개 구가 1만 명 이상 거주지였던데 반해서 

2010년에 와서는 이들 지역들 외에 종로, 중, 성동, 광진, 동대문, 성북 등 강북지역 다수는 

물론 서대문, 마포를 포함한 총 13개 구가 1만 명 이상 거주 지역으로 나타나 외국인주민의 

거주공간의 외연이 확장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 역시 2007년에는 9개 시군들

이 1만 명 이상의 외국인 인구를 가졌지만 2010년에는 13개 시군으로 증가하였고 인천의 경

우도 같은 기간 2곳에서 3곳으로 증가하여 수도권지역 전반에 걸쳐서 외국인들의 거주밀집 

지역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2007년에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1

만 명 이상 외국인거주 시군구는 전무했는데 반하여 2010년에는 충남 천안과 경남 김해가 

새롭게 추가되어 지방에서도 외국인 인구들의 거주밀집이 진행되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한편, 전체 시군구의 인구규모를 고려한 주민등록인구 대비 외국인주민의 비율을 살펴보면 

2010년 1월 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인구 대비 외국인주민이 5%가 넘는 시군구는 15개로 

2007년과 비교해서 무려 8개나 증가하는 등 앞서와 같이 외국인인구의 공간적 확산현상이 

재확인된다. 하지만 이들 외국인인구 비율이 높은 시군구들이 서울에 6곳(영등포, 금천, 구로, 

중, 용산, 종로), 부산에 한 곳(강서), 대구에 한 곳(중), 경기에 4곳(포천, 안산, 김포, 화성), 

충북 2곳(음성, 진천), 전남 1곳(영암) 등 상대적으로 전국에 걸쳐 보다 더 퍼져있다.

Ⅲ. 외국인 거주지 분리와 분리지수에 대한 논의

1. 거주지 분리에 대한 이론적 고찰

일반적인 거주지 분리에 대한 학문적 영역에서의 관심은 20세기 초반 시카고학파를 필두

로 다양한 도시사회학자들에 의해서 최초로 비롯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도시 토지

이용의 고전이론인 Burgess의 중심지모형(Concentric Model)은 도시성장의 유형을 설명하면

서 빈곤층과 이민자집단들의 거주지 분리 문제를 간접적으로 다루기도 하였다 (Burgess, 

1924). 즉, 도심 중앙에 위치한 중심상업지역(Central Business District)을 축으로 외부를 향해 

동심원의 형태로 몇 단계로 분리된 토지이용의 패턴이 나타나면서 상이한 사회경제적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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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경쟁이 수반되고 이러한 경쟁은 결국 토지 비용에 있어서 편차를 낳게되고 거주지분

리를 발생시킨다고 보았다. 같은 맥락에서 20세기 초반 번성하였던 미국의 거대 도시들에서 

나타난 거주지분리 현상을 급격한 이민인구의 증가와 연계시켜서 Robert Park은 Louis Wirth

의 역작 “Ghetto(1928)"의 서문(forward)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우리의 거대 도시들은 인종, 문화, 제례 등이 제 각기 다른 분리된 사람들의 모자이크이

며 이 때 개인 각각은 그들 고유의 문화적 형태들을 보존하고 개인적이고 독특한 삶의 

신념을 유지하기 위하여 힘을 쓰게 된다. 분리된 집단들은 모두 고유의 집단적 삶의 보

전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일종의 도덕적 고립(moral isolation)을 구성원들에게 요구한다. 

분리거주가 그들에게 고유의 삶을 지속시키는 목표를 위한 수단이 되는 한 자신들의 집

단거주지를 만들고 유지하고자 할 것은 분명하다. 이런 식으로 집단거주지는 개별 집단

에게는 일종의 도덕적 고립을 위한 물리적 상징이 될 것이며 소위 동화주의자들

(assimilationists)은 이것을 깨뜨리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Wirth, 1928: p.ⅶ)

이처럼, 오늘날 다문화사회에 대한 담론에서 자주 등장하는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의 충

돌이 이미 80여년전에도 실제 사회현상으로 확인되었던 것이다. 이들 거주지분리문제에 대한 

도시사회학적 시각들은 도시를 살아서 움직이고 진화하고 쇠퇴하는 유기체로 파악한 생태학

적(Ecological approach) 접근으로서 거주지분리 연구의 다양한 논의들을 가능하게 했다고 평

가되고 있다 (신인철, 2007). 상기의 생태주의적 접근 방식이 거주지분리의 개념을 도시에서

의 공간적 차별(spatial differentiation)을 사회계급이나 삶의 양식의 차원에서 중립적으로 분석

했던것에 반해 근간의 거주지분리에 대한 인식은 도시 지역에 만연된 사회경제적 문제들과 

매우 강하게 연관되어 있는 부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Fortuijn et al, 

1998). 특히, 거주분리 정도가 매우 심한 미국의 흑인 밀집거주지역의 예는 현대 서구 자본

주의사회들이 갖는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Massey & Denton, 1993; 

Wilson, 1987). 소수집단의 거주지분리를 염려하는 입장은 거주지분리로 인해 의도하지 않는 

일련의 연쇄적 사회경제적 부작용들이 근린지역에 발생한다고 본다. 즉, 공간적 거주지 분리

의 심화가 이질적인 사회적 계급들(social classes)이나 인종적 집단들(ethnic groups)간의 접촉

을 감소시키게 되고 슬럼(slum)이나 게토(ghetto)지역을 양산하는 도시개발이 뒤따라서 결국 

도시사회의 분열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Fortuijn et al., 1998). 이렇게 거주지분리가 갖는 다소 

도식적이고 부정적인 인과현상을 설명하는 연구들에 더해서 거주지분리가 갖는 사회경제적 

비용들에 대한 연구들은 무수히 많다. 그중에서도 특히 Kain(1968)이 설명한 공간적 불일치

(spatial mismatch) 가설은 거주지분리가 장기적으로 사회적 소수집단들이 노동시장에서 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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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인구의 교외화

(suburbanization)현상이 가속화되면 필연적으로 일자리의 공간적 확산현상도 발생하게 되는데 

고립된 거주지에 머무르게 되는 사회경제적 소수집단들은 이렇게 확산된 일자리들을 획득하

는데 있어서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거주지분리가 반드시 비용만 수반하는 나쁜 것인가? 거주지분리로 인해 야기된 

집단거주지는 이민자들의 소득이나 소비와 같은 경제적 측면에서 이득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Cutler et. al., 2008). 즉, 단기적으로 이민자들의 분리된 거주지는 고용

과 교통망의 획득가능성에서 이민자집단들에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다 (Waldfogel, 2003; 

Bayer et al, 2006; Cutler et. al., 2008). 보다 본질적으로 빈곤층과 이민 집단들을 포함한 사

회적 소수자들은 다분히 목적으로 갖고 주류 사회로부터 고립된 자신들만의 공동체들을 성

립시키고자 노력하기도 한다 (박윤환, 2008). 즉, 거주지분리가 필연적으로 야기할 수밖에 

없는 부정적인 영향을 인정하면서 그 이상의 긍정적 효과들이 소위 상쇄효과(offsetting 

effect)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견해가 대두하고 있는 것이다 (Borjas 2002). 이러한 입장은 특히 

미국의 주택시장에서 거주지분리 지역에 살고 있는 이민자 집단들의 자가주택점유율이 높

다는 경험적 연구들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예를 들면, 박윤환, 2008; Borjas, 2002; 

Toussaint-Comeau & Rhine, 2004; Flippen, 2001). 결국, 자발적인 거주지분리가 이들 이민자

집단들의 결속력을 강화시켜서 주류 사회에 정착하기 위한 새롭고 다양한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있다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Krivo, 1995).

한편, 국내의 외국인 거주지분리에 대한 연구는 지난 10년간 급증하는 외국인 인구의 추

세에 비추어 보았을 때 매우 미약한 상태이다.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외국인 거주지연구들이 

구체적으로 거주지분리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일반적인 외국인 인구들의 거주현황을 단

편적으로 설명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최재헌&강민조, 2003; 하성규&고성열, 2006). 이러

한 상황에서 신인철(2007)의 연구는 외국인인구에 대한 지역적 통계를 이용하여 실제 거주

지분리지수를 측정한 국내의 최초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거주지 분리 

지표를 이용하여 경기도 지역에서 외국인의 국적 및 입국 목적과 거주지분리 현상간의 관

계를 규명하고 있다.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과 결혼이민자들의 국적 및 입국유형에 

따른 거주지분리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단위 지역을 시군으로 사용하여 공

간적으로 너무나 거대한 광역자치체인 경기도의 전역지수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지역적 

수준의 거주지분리의 차이나 격차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는 연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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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주지분리지수

거주지분리는 인구 집단들의 공간적인 분리이며 대개 소수집단 인구의 공간적 분포에 의

해서 확연히 드러나게 되며 동시에 인구 집단들 간의 상호작용(interaction)의 한계를 의미하

기도 한다(Wong, 2003). 거주지분리를 측정하는 시도들은 여러 다양한 분야들의 학자들에 

의해서 진행되어왔다. 수많은 분리지수들이 등장했지만 오늘날에도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

는 연구는 반세기전 소개되었던 Duncan과 Duncan(1955)의 상이지수(Index of Dissimilarity)라

고 할 수 있다. 이 처럼 상이지수가 현재에도 여전히 강력한 분리지수로서 기능할 수 있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상이지수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어떤 집단의 

주거패턴을 균일성(evenness)의 측면에서 살펴본 것이었다는데 있다. 거주지분리 정도를 측

정하는 5가지 차원들(dimensions)을 소개한 Massey와 Denton(1988)도 거주지분리의 특징들을 

설명하는 이들 요인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 요소는 균일성이라고 인정하면서 Duncan

과 Duncan의 상이지수야말로 가장 효율적인 균일성의 측정도구라고 설명하고 있다(Wong, 

2005). 좀 더 구체적으로 상이지수를 간편하게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6).

  


  

이 때 는 지역에 거주하는 집단의 인구수를 전체 지역(지역을 포함하는)에 거주하

는 집단의 총인구수로 나누어준 것으로 지역에 거주하는 집단의 인구가 전체 집단에

서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할 수 있다. 같은 방식으로 는 지역에 거주하는 집단의 인구

수를 전체 지역(지역을 포함하는)에 거주하는 집단의 총인구수로 역시 나누어준 것이다. 

이론적으로 거주지분리가 전혀 없는 경우 지수는 최소값 0을 갖게 되고 거주지분리가 완전

히 실현되면 지수는 최대값인 1을 갖는다7). 일반적으로 상이지수는 대체로 0.3보다 낮으면 

거주지 분리정도가 낮다고 보며 0.6보다 크면 높은 수준의 거주지 분리가 있다고 해석한다 

(최은영, 2003). 하지만, 거주지분리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균일성을 측정한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상이지수는 실제 거주지분리 연구의 적용에 있어서 많은 비판들을 받게 된다. 전

6) Duncan과 Duncan의 원 논문(1955)에서 실제로 상이지수를 지칭하며 사용한 명칭은 “Nonwhite Section 
Index"로 그들의 연구가 기본적으로 인종분리(Racial Segregation)를 측정하기 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그들의 원 수식의 설명에서도 비백인집단을 지칭하는 N와 백인집단을 사용한 W를 사용

하였다. 

7) 여기서의 1과 0은 확률의 개념이다. 따라서 일부 학자들은 백분율로 환산하여 0에서 100까지의 범위

(range)를 갖는다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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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한 바처럼 거주지분리는 5가지 요소들인 균일성(evenness), 노출성(exposure), 집중성

(concentration), 중심성(centralization), 그리고 군집성(clustering)의 요소들이 혼합되어 성립하

는 개념인데(Massey&Denton, 1988) 상이지수가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실 지금껏 개발된 어떠한 단일 지표도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

고 모든 요소들을 만족시키지는 못했다 (Wong, 2005). 특히, 상이지수에게 가해지는 가장 대

표적인 비판은 White(1983)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던 “체커보드문제(checkerboard problem)”라

고 불리는 상이지수가 지닌 몰공간적(aspatial) 특성의 한계이다. 이 문제는 타 지역들과 분

리 혹은 고립된 각각의 단위 지역만을 고려함으로써 둘러싸고 있는 상위 지역의 전체적인 

조합(composition)을 소홀히 하는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Pisati, 2009). 아래 <그림 3>

은 10×10의 공간단위에서 두 집단의 거주지분리가 극단적으로 상반되는 두 가지 유형을 예

시하고 있다. 기본 가정은 그림에서 흰색공간은 가집단의 구성원이 전체 인구의 100%인 곳

이고 반대로 검은색공간은 나집단이 100% 거주하는 곳이다. 이때 흥미로운 것은 전체적으

로 왼쪽의 거주지분리 패턴이 오른쪽보다 훨씬 공간적으로 고립되는 양상이 덜 한데도 불

구하고 실제 상이지수의 값은 같다는 점이다. 이 같은 현상을 도시지리학에서는 공간적의존

성(spatial dependency)의 개념을 이용하여 좌측의 경우는 음(-)의 공간적의존성, 우측의 경우

는 양(+)의 공간적의존성으로 구별해서 두 가지 패턴을 상이한 공간적 분포라고 설명한다 

(이상일, 2007). 결국, 상이지수는 이와 같은 거주지분리가 갖는 공간적 특성, 특히 “군집성

(clustering)”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다.       

<그림 3> 체커보드문제의 사례8)

한편, 상이지수가 갖는 몰공간성의 한계와 기타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여러 학자들

8) 체크보드문제를 같은 방식으로 유사하게 설명한 최은영(2003)의 연구는 양적 공간의존성의 사례를 보

다 극단적으로 흰색과 검은색지역들이 공간적으로 완전히 양쪽으로 분리된 분포로 설명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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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안한 수많은 다양한 지표들이 존재한다. 특히, 다른 학문영역에서 도시문제들을 연구

했던 학자들과는 달리 도시지리학자들은 공간적인 측면에서 거주지분리 문제를 인식하는데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개발한 거주지분리 지표들에서 공간적 요소가 고려되었다. (예를 들

면, White, 1983; Jakubs, 1983; Morgan, 1983; Morill, 1991; Wong, 1993; Dawkins, 2004). 이

러한 소위 공간적인 특성을 고려한 분리지수들은 공통적으로 거주지분리를 측정함에 있어

서 공간적으로 미시적수준의 지역들을 포괄하는 전체 지역에 대한 분리정도를 측정하는 전

역적 지수라는 공통점이 있다 (최은영, 2004). 이러한 전역적 지수들은 전체 지역 내 존재하

는 각각의 하부 지역에서의 거주지분리를 측정하는데 약점이 있지만 복수의 도시 혹은 광

역도시권 수준에서의 거주지분리를 측정하여 비교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에 실제 국내외 거

주지분리에 대한 연구들에서 꾸준히 사용되고 있다9) 

본 연구에서 실제 수도권지역들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거주지분리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할 지표는 전통적인 Duncan의 상이지수( )와 이것의 공간적 변형 지수들인 Morill 

(1991)의 지수와 Wong(1993)의 지수이다10). Morill의 지수는 거주지분리의 정

도가 인구 집단들간 상호작용(interaction)의 강도에 달려있다는 전제하에 지역들 간의 공유

된 경계가 공간적 상호작용(spatial interaction)의 핵심적인 요소로 파악한다(Wong, 1993). 결

국, 기존의 상이지수(D)에서 지역이 서로 경계를 맞대고 있을 시에는 집단 간의 상호작용이 

원활하다고 보고 이를 지수에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를 수식화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여기에서 는 상이지수이며  와 는 지역단위인 와 의 소수집단의 비율을 의미하

고 는 지역 와 가 경계가 접한 이웃이 아니면 0이고 이웃이면 1의 값을 갖는 이진연

결행렬(binary connectivity matrix)을 의미한다. 결국, 이웃하여 위치하는 집단들의 상호작용을 

9) 본 연구에서는 지리학분야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국지적 분리지수에 대한 연구들과 근래에 등

장하고 있는 훨씬 진보한 공간통계학적 접근에 기초한 공간적 거주지분리지수에 대한 연구들에 대해

서 자세히 다루지 않지만 이와 관련하여 국내외 대표적 연구들로는 Wong(2003)과 이상일(2007)의 연

구들이 있다.

10) 아래 소개할 Morill과 Wong의 이웃하는 단위 지역들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상이지수(Dissimilarity 
Index)의 수정된 지수들을 이상일(2007)은 공간적 격리지수(spatial indices of segregation)라고 통칭하

기도 한다.



442 ｢행정논총｣ 제48권 제4호

고려하지 않아서 원래의 상이지수( )에서 다소 높게 측정된 값은 위 Morill의 수정된 상이

지수() 수식의 우측편이 잡아내는 잠재적 상호작용의 수준만큼 삭감되어 조정된다. 이

에 대해서 Wong이 개발한 공간가중행렬(spatial weight matrix)을 이용한 지수는 본래 

Morill의 경계 수정 지수(boundary modified index)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발된 것이다. 

Wong(1993)은 비록 Morill의 지수가 공간정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가장 간편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인접 지역들 간의 상호작용의 강도는 지역들이 공유하는 경계들의 길이(length)라는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즉, 공유하는 경계들의 길이가 길다는 것은 집단

들이 서로 경계를 넘나들며 소통하며 상호작용을 갖기가 더 용이하다는 차원에서 새롭게 

수정된 상이지수를 제안하는데 이것이 지수이고 수식은 다음과 같다.

    





       

Wong의 지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측의 가중치 행렬()로 지역 와 의 공통 경

계의 길이가 전체 경계의 길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수의 사용으

로 인하여 집단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는데 있어서 중요한 공간적 요인으로 공통된 경계

의 길이(the length of sharing boundaries)라는 변수를 고려했을 뿐만 아니라 비정형적

(irregular) 형태를 가진 경계들을 처리할 수 있게 되어 보다 더 현실적이고 정확한 상호작용

의 패턴을 측정하는 잇점을 얻게 되었다 (Wong, 1993). 물론 이러한 일련의 공간적 격리지

수들이 변천을 거듭해 오면서 발전해왔지만 거주지분리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많은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상일, 2007).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주지 분리를 

측정하는 연구들에 있어서 다양한 경쟁 지표들을 압도하고 주도하는 단일의 지표가 존재한

다고 보기도 어렵다 (최은영, 2003; 신인철,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거주 외국

인인구의 거주지분리 측정의 기초적 분석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근래 공간통계학의 발전

으로 새롭게 소개되고 있는 거주지분리 지표들을 채택하는 대신에 보수적으로 전통적 연구

들이 전역지수로 많이 다루었던 공간적 상이지수를 사용했다는 점을 밝힌다.  

Ⅳ. 분석 결과와 해석

앞장에서 설명했듯이 본 연구는 거주지분리 측정 지표로 수도권지역의 외국인 인구 거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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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상이지수(Dissimilarity Index)를 

선택한다. 상이지수가 측정하는 인구의 균일성(evenness)의 측면은 거주지분리의 핵심적인 요

소일뿐더러 상대적으로 다른 지표들에 비해서 계산이 용이하여 도출하기 쉬운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전통적 상이지수( )가 갖는 몰공간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간적 상호작용을 

고려한 Morill의 와 Wong의 를 함께 측정하였다. <표 2>는 수도권 78개 시군구

들의 거주지분리 정도를 위의 3가지 지수들을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이다. 세 지수들 간 값의 

차이는 안산단원의 경우 D가 0.61, D(adj)가 0.50, D(w)가 0.58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일부 시군구들에서 D와 D(adj)의 차이가 0.05이상 나는 경우도 있었지만 수도권 지역 상당수

의 시군구들의 D, D(adj), D(w) 지수들의 값의 차이는 대부분 0~0.03 사이에 머무르고 있다. 

한편 이들 세 지수들의 평균값들도 순서대로 0.35, 0.32, 0.34 순으로 나타나서 세 지수들의 측

정치의 격차가 크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 처럼 이들 지수들이 개별 단위에서나 혹은 평균적으

로도 큰 차이가 나지 않고 비슷한 이유는 두 가지 공간적 변형지수들의 수식들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기존 상이지수의 값에서 공간적 의존성의 부분을 얼마나 차감하느냐에 기인한다. 

즉, 조사된 대부분의 수도권 시군구들에서 외국인 집단의 분포 패턴이 앞의 그림 3의 체크보

드 우측사례처럼 비교적 양(+)적인 공간적 의존성을 보였기 때문에 공간적 의존성을 추정하는 

수식 부분의 값이 작아져서 상이지수의 삭감분이 적어진 것이 본 연구에서 이용한 세 가지 

지수들의 값이 유사하게 측정되었던 원인이다11). 이어지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는 세 지

수들의 결과를 모두 소개하지 않고 미세하지만 D와 D(adj)의 중간의 값을 갖는 D(w) 지수를 

대표지수로 선택하였다. 거주지분리 측정을 위하여 사용한 자료는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공개한 주민등록인구통계로 읍면동 단위를 기준으로 내

국인과 외국인 인구가 기록되어있다12). 이 자료들을 통해서 읍면동 단위를 단위지역(unit 

areal)으로 설정하고 상위의 시군구 수준의 전역지수인 D(w)를 추출하고자 하였다. 일련의 측

정과정을 위해서 사용된 소프트웨어는 ArcView 9.3.1, STATA 11.1, GeoDa 0.9.5-i 등 이었다. 

11) Wong(1993)은 10×10체커보드 사례의 도식을 이용하여 양적(+)인 공간적 의존성을 지닌 경우 세 지

수들간의 값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12) 자료 출처는 서울특별시는 서울통계 http://stat.seoul.go.kr/ 인천광역시는 인천통계 www.incheon.go.kr 
경기도는 경기통계 http://www.gg.go.kr/gg/50441/ggnet/c1/total/page1.jsp 웹사이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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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D D(adj) D(w) 시군구 D D(adj) D(w)

서울종로 0.36 0.30 0.35 성남중원 0.24 0.23 0.23

서울중구 0.48 0.40 0.45 성남분당 0.26 0.26 0.26

서울용산 0.28 0.24 0.27 경기의정부 0.42 0.40 0.42

서울성동 0.32 0.30 0.32 안양만안 0.33 0.31 0.32

서울광진 0.47 0.44 0.46 안양동안 0.50 0.49 0.50

서울동대문 0.27 0.25 0.27 부천원미 0.46 0.45 0.46

서울중랑 0.23 0.22 0.22 부천소사 0.35 0.34 0.35

서울성북 0.28 0.27 0.28 부천오정 0.46 0.45 0.45

서울강북 0.31 0.30 0.31 경기광명 0.36 0.35 0.36

서울도봉 0.31 0.31 0.31 경기평택 0.32 0.28 0.31

서울노원 0.41 0.40 0.41 경기동두천 0.44 0.38 0.42

서울은평 0.19 0.19 0.19 안산상록 0.34 0.32 0.33

서울서대문 0.42 0.39 0.42 안산단원 0.61 0.50 0.58

서울마포 0.25 0.23 0.24 고양덕양 0.27 0.26 0.27

서울양천 0.25 0.25 0.25 고양일산동 0.39 0.36 0.38

서울강서 0.38 0.37 0.38 고양일산서 0.29 0.28 0.28

서울구로 0.53 0.48 0.52 경기과천 0.18 0.18 0.18

서울금천 0.40 0.35 0.39 경기구리 0.50 0.49 0.50

서울영등포 0.41 0.34 0.39 경기남양주 0.24 0.24 0.24

서울동작 0.33 0.32 0.33 경기오산 0.32 0.29 0.31

서울관악 0.42 0.39 0.41 경기시흥 0.53 0.47 0.51

서울서초 0.14 0.14 0.14 경기군포 0.65 0.64 0.65

서울강남 0.43 0.42 0.43 경기의왕 0.15 0.14 0.15

서울송파 0.41 0.40 0.41 경기하남 0.47 0.45 0.46

서울강동 0.35 0.35 0.35 용인처인 0.22 0.21 0.22

인천중구 0.27 0.22 0.26 용인기흥 0.30 0.29 0.30

인천동구 0.29 0.27 0.28 용인수지 0.37 0.36 0.37

인천남구 0.31 0.30 0.31 경기파주 0.29 0.27 0.29

인천연수 0.22 0.21 0.22 경기이천 0.28 0.27 0.28

인천남동 0.51 0.50 0.51 경기안성 0.36 0.33 0.35

인천부평 0.40 0.38 0.39 경기김포 0.52 0.47 0.50

인천계양 0.15 0.14 0.15 경기화성 0.43 0.36 0.40

인천서구 0.44 0.41 0.43 경기광주 0.21 0.19 0.21

인천강화 0.12 0.11 0.12 경기양주 0.50 0.45 0.48

수원장안 0.35 0.34 0.35 경기포천 0.34 0.30 0.33

수원권선 0.39 0.34 0.38 경기여주 0.21 0.20 0.21

수원팔달 0.32 0.29 0.31 경기연천 0.20 0.19 0.20

수원영통 0.45 0.42 0.44 경기가평 0.31 0.30 0.30

성남수정 0.42 0.40 0.42 경기양평 0.12 0.12 0.12

<표 2> 수도권 78개 시군구 거주지분리지수 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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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측정된 거주지분리 지수와의 비교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외국인거주지 분석을 위하

여 폭넓게 사용되는 총인구대비 외국인인구 비율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체 78개 시군구

들의 외국인인구 비율 평균은 2.38%였고 최소값은 0.46% 최대값은 8.15%로 지역별로 상당

한 편차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표 3>은 수도권의 총인구대비 외국인인구 

비율에 대한 상위 및 하위 각 15개 도시들의 외국인인구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가장 외국

인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은 서울 영등포구로 무려 전체의 8.15%의 인구가 외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경기 안산단원(8.03%), 서울 금천(6.96%), 서울 구로(6.11%), 서울 중구

(6.02%), 경기 포천(5.54%), 서울 종로(5.01%) 등이 외국인 인구비율이 5%가 넘는 도시들로 

뒤를 따랐다. 한편 하위 15개 도시로는 경기 과천이 0.46%의 가장 작은 외국인 인구비율을 

갖고 있었고 뒤이어 경기 안양동안(0.65%), 서울 도봉(0.7%), 서울 노원(0.72%), 경기 구리

(0.78%) 등의 순서를 보여주고 있다. 

<표 3> 총인구대비 외국인인구비율 상･하위 15개 도시

순위
상위 15개 도시 하위 15개 도시

시군구 외국인인구 비율 시군구 외국인인구 비율

1 서울 영등포 8.15 경기 과천 0.46

2 경기 안산단원 8.03 경기 안양동안 0.65

3 서울 금천 6.96 서울 도봉 0.70

4 서울 구로 6.11 서울 노원 0.72

5 서울 중 6.02 경기 구리 0.78

6 경기 포천 5.54 경기 강화 0.81

7 서울 종로 5.01 경기 성남분당 0.81

8 서울 용산 4.97 경기 용인수지 0.82

9 경기 김포 4.95 경기 의왕 0.91

10 경기 화성 4.59 인천 계양 0.94

11 경기 수원팔달 4.32 서울 강동 0.99

12 인천 중 4.13 경기 의정부 1.01

13 경기 양주 3.90 서울 은평 1.02

14 경기 시흥 3.83 서울 강북 1.03

15 경기 광주 3.78 경기 남양주 1.03

한편, <표 4>는 외국인인구에 대한 거주지분리 정도를 측정하여 <표 3>과 같이 상･하위 

15개 순위를 매긴 것이다. 먼저 78개 수도권역내 도시들에 대한 거주지분리지수의 평균은 

0.34로 수도권 전역에 걸쳐 평균적으로 내국인과 외국인집단이 모든 지역들에 걸쳐 균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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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분포되기 위해서는 34%의 인구가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와 같은 수치는 미국과 같은 다인종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평균적 수준의 거주지분리 

정도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특히 2000년 미국 센서스자료 기준으로 상이지수들을 살펴

보면 전체적으로 흑인인구들에 대해서는 0.65, 히스패닉인구들에 대해서는 0.51, 그리고 아

시안 인구에 대한 상이지수는 0.42로 나타났다(Glaeser&Vigdor, 2001). 비록 수도권 외국인들

의 거주지분리정도가 미국의 주요 소수인종집단들의 거주지분리수준에는 미치지는 못하지

만 거주지분리가 극단적으로 심각한 미국 사례들과 단순하게 지표를 비교하기보다는 수도

권역내 시군구들 사이에 나타나는 거주지분리의 차이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먼저, 전

체 78개 시군구들의 상이지수의 최소값이 0.12인데 반해서 최대값이 0.65로 나타나 상당 수

준의 지역 간 편차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거주지분리 정도가 높은 도시들을 

살펴보면 경기 군포지역이 상이지수 0.65로 수도권에 가장 높은 외국인 거주지분리 수준이 

높은 도시로 나타났고 그 뒤를 경기 안산단원 0.58, 서울 구로 0.52, 인천 남동 0.51, 경기 

시흥 0.51 등의 순서로 뒤따랐다. 이에 반해서 경기 강화와 경기 양평은 0.12라는 매우 낮은 

외국인 거주지분리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 이어서 서울 서초 0.14, 인천 계양과 경기 의왕 

0.15, 경기 과천 0.18 등의 순서로 뒤따르고 있다. 결국, 경기 군포지역의 외국인들이 경기 

강화나 양평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보다 무려 5배 이상 내국인들과 분리되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4> 외국인인구 거주지분리 상･하위 15개 도시

순위
상위 15개 도시 하위 15개 도시

시군구 D(w) 시군구 D(w)

1 경기 군포 0.65 경기 강화 0.12

2 경기 안산단원 0.58 경기 양평 0.12

3 서울 구로 0.52 서울 서초 0.14

4 경기 시흥 0.51 인천 계양 0.15

5 인천 남동 0.51 경기 의왕 0.15

6 경기 김포 0.50 경기 과천 0.18

7 경기 구리 0.50 서울 은평 0.19

8 경기 안양동안 0.50 경기 연천 0.20

9 경기 양주 0.48 경기 여주 0.21

10 경기 하남 0.46 경기 광주 0.21

11 서울 광진 0.46 인천 연수 0.22

12 경기 부천원미 0.46 경기 용인처인 0.22

13 서울 중 0.45 서울 중랑 0.22

14 경기 부천오정 0.45 경기 성남중원 0.23

15 경기 수원영통 0.44 경기 남양주 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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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3>과 <표 4>를 통해서 우리의 수도권 도시들의 외국인인구비율과 외국인인구

의 거주지분리정도가 어떤 관련성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외국인인구비

율이 높으면서 동시에 거주지분리정도도 심하여 양 지표 모두에서 상위15개 도시에 들어간 

지역들로는 경기 안산단원, 서울 구로, 서울 중구, 경기 양주, 경기 시흥 등 총 5개로 나타

났다. 이에 반해서 외국인인구비율은 상위15위권으로 높은데 거주지분리정도는 하위15위권

에 들어간 지역은 경기 양주 한 곳이었고 반대로 외국인인구비율은 하위15위권으로 낮은데 

거주지분리정도가 상위15위권으로 높은 지역은 경기 안양동안과 경기 구리 등 두 곳이었다. 

이러한 결과로 대략적으로나마 두 지표간의 정(+)의 상관관계를 예상해볼 수는 있지만 실제 

외국인인구비율과 거주지분리라는 두 변수간의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는 0.34로 나

타나 통계적으로도 강한 상관관계를 가졌다고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국인인구비율이 높은 상위 15개 도시들을 살펴보면 서울소재 6개 구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반해서 거주지분리 상위 15개 도시들에는 그 절반인 구로, 광진, 중구 등 3개 구들

만 포함되어있고 나머지는 모두 경기인천 지역들이었다는 점이 흥미롭다. 이는 비교적 많은 

외국인인구들을 갖고 있는 서울 지역들에서 상대적으로 거주지분리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

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외국인거주지 현황의 공간적 패턴을 좀 더 

자세히 지도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래의 <그림 4>이다.    

<그림 4>의 두 지도에서 좌측은 수도권 지역의 전체인구대비 외국인인구비율을 우측은 

외국인거주지분리를 표시하고 있고 양쪽 모두 최하 0%에서 최고 100%까지를 25%씩 네 구

간으로 나눈 사분위순위를 순서대로 최하, 중하, 중상, 최상지역까지 보여주고 있다. 즉, 지

도들에서 흰색 지역은 외국인인구비율과 외국인거주지분리 정도가 가장 낮은 최하범주에 

속하고 명암이 짙어 질수록 점점 두 지표들이 높아져서 중하, 중상, 최상범주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 외국인인구비율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서울의 서부권과 경기 북부일부 및 

남부 지역에 중상 및 최상 등 상위지역들이 많은 분포되어 있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

한 공간적 패턴은 외국인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생활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단지들의 입지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이에 반해서 최하 

및 중하지역들은 인천 강화를 제외하고는 강남을 포함한 서울의 남동부권과 서울 중심에서 

거리가 멀지 않은 일부 서울외곽지역들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어서 수도권 내국인들의 주거

선호지역들과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비교적 수

도권 전반에 걸쳐서 외국인인구들이 공간적으로 고르게 퍼져있는 상태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반해서 거주지분리정도를 살펴보면 공간적 패턴이 다소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최상 및 중상 지역들이 주로 서울 동부권역 일부와 수도권 서부권역에 집중되

고 있는데 반해서 외국인인구비율이 낮은 수도권 동부지역은 물론 외국인인구비율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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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높은 편인 상당수의 수도권남부 지역들과 일부 북부지역들이 최하 및 중하 지역들로 분

류되어 거주지분리 정도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높은 외국인인구비율을 

가진 지역들에 비해서 거주지분리가 높은 지역들이 수도권전역에 걸쳐 공간적으로 퍼져있

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일부 지역들에 몰려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인구비율이 

높은 지역들에서 외국인인구에 대한 거주지분리가 심하게 나타난다고 보기 어려운 결과가 

도출되었다.

<그림 4> 수도권지역 외국인인구비율과 외국인거주지분리 비교

Ⅴ. 결론 및 토론

본 연구의 가장 큰 목적은 지금껏 선행연구들이 측정해본적인 없는 국내 외국인인구의 

거주지분리 정도를 대다수의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해보려는데 있다. 분석결과 먼저 서울의 경우 외국인인구비율이 높은 서부권역에 비해

서 외국인인구비율이 낮은 동부권역의 거주지분리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한 것을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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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또한, 수도권 전체적으로는 인천에 가까운 서쪽 지역들과 비교적 서울 중심에서 가까

운 근교에 위치한 지역들에서 거주지분리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인구비율

과 거주지분리정도를 같이 비교한 결과 두 지표의 뚜렷한 상관관계를 지지할 수 있는 결과

를 얻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라고 반드시 외국인들이 분리된 

거주지에서 살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의 외국인인구 관련연구들이나 정부 

정책들이 의존해왔던 주요 지표인 외국인인구비율과는 차별된 독자적인 지표로서 거주지분

리를 측정하고 분석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현재의 외국인 대상 정책들을 살펴볼 때 외국인 주민에 대한 거주지분리의 문제는 정책

적으로 고려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외국인근로자 정책들을 일원화시키기 위

해서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 고용허가제에서의 고용관리방안이 외국인 근로자들의 

거주지분리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신인철, 2007). 본 방안은 불법체류

로 이어지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정주화 방지를 목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사업장에서의 근로

개시 의무, 사업장 이동의 제한적 허용, 사업장 이동시 업종 간 이동 금지 등을 통해서 외

국인 근로자들의 거주 이전을 상당히 제약하고 있다. 이것은 실제 국내 외국인 근로자들의 

절대 다수인 70%가 머무르고 있는 수도권의 경우 이들 집단의 공간적 거주지 분리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공간에 기초한 외국인 인구의 지역적 분포를 

고려하지 않은 정부 정책들은 앞으로 외국인 주민의 거주지분리 정도를 높일 개연성이 크

다. 이민 인구의 거주지 분리는 앞의 이론적 고찰부분에서 살펴보았듯이 어느 나라에서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긍정적인 측면이 없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들과 결혼이

민자들의 꾸준한 유입과 함께 외국인 주민의 후속세대의 숫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과연 이들 외국인 주민들이 인종적으로 매우 동질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대한

민국의 주류사회에 성공적으로 편입될 수 있을 것인지는 매우 불확실하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주민의 거주지분리가 심해지면 공간적 거리만큼이나 내국인들이 갖게 되는 외국인 

주민 집단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도 커져서 상대 집단에 대한 몰이해와 배타성이 강해지고 

결국 부정적인 사회경제적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는 그 비용을 감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외국인 대상 정책들이 

거주지 분리를 악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바로 

그 노력의 출발점이 외국인 주민의 거주지 분리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특정 정부정

책이 실제 외국인 주민의 거주지분리에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정확하게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간 단순히 인구수나 인구비율 등의 자료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왔던 많은 관련 

연구들도 이제는 외국인 주민에 대한 거주지현황 분석을 위해서 앞으로는 거주지분리의 측

면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이처럼 거주지 분리를 고려한 외국인 인구 거주지의 공간적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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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에 대한 분석은 특히 외국인 대상 정책들의 대상지역들(target areas)을 결정할 때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결국 관련 정부정책과 연구는 많은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고 거주지 

분리도 심각한 지역은 물론 상대적으로 많은 외국인인구들이 거주하지는 않더라도 외국인 

인구의 거주지 분리가 심한 지역에도 주목하고 이들 지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들을 파악하여 그 비용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들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들을 갖고 있다. 먼저, 거주지분리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상

이지수라는 지표가 갖는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전술했듯이 상이지수는 거주지분리가 갖는 

여러 특성들 중에서 균일성(evenness)의 측면만을 고려한다. 관련 연구들이 균일성 외에도 

거주지분리의 다른 특성인 노출성(exposure), 군집성(clustering), 고립성(isolation)등을 측정하

기 위한 지표들을 사용해왔다 (예를 들면, 신인철, 2007). 따라서 후속 연구는 거주지분리의 

정도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지표들을 소개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하나의 한계는 대상지역을 수도권에 국한시켰다는 점이다. 물론 현재 외국인인구의 3분

의 2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의 초점을 이 지역에 맞추는 것은 나름

대로 의미가 있지만 외국인인구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결혼이민자들이 많이 거주하

는 일부 지방의 외국인인구 거주지분리에 대한 연구도 흥미로운 주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각 시도들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외국인인구비율을 갖고 있는 대표지역들을 선정하여 비

교 분석하는 연구도 지역 간 외국인거주지분리의 차이점을 규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수 있는 한계는 외국인집단을 출신국적별로 나누어 구별하지 않

고 동일화시켜서 분석했다는 점이다. 물론 출신국적별로 외국인들의 거주지패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외국인인구의 수가 이제 겨우 전체 주민등록인구

대비 2.3%에 지나지 않는 상황에서 수도권의 시군구수준에서 거주지분리의 전역지수를 출

신국적별로 살펴본다면 소수집단의 인구가 너무 작아서 지표가 왜곡될 소지가 높다13). 또

한, 이 부분은 수도권 대상지역들내 읍면동 단위에서 외국인들의 출신국적별 자료를 구할 

수 없었다는 현실적인 자료수집의 한계도 존재한다. 하지만 앞으로 외국인인구들이 꾸준히 

늘어가고 각 출신국가별 외국인들의 취락촌(ethnic enclave)이 형성되어간다면 보다 출신지역

별로 세분화시킨 거주지분리 측정이 요구될 것이다.

본 연구는 2010년 기준으로 수도권 외국인인구들의 거주지분리정도를 실제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해석했는데 후속 연구는 이러한 거주지분리정도를 매년 측정하여 그 추세를 꾸

13) 일반적으로 보통 집단의 인구가 1,000명 이하로 너무 작을 때 상이지수는 집단의 구성원들이 지역

에 걸쳐서 균일하게 분포된다 할지라도 높은 값을 가질 수 있다. 참고로 본 연구에서 분석단위의 

평균 외국인인구수는 7,308명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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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록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아직 수도권 외국인 주

민의 거주지 분리 정도가 특정 소수의 시군구들을 제외하고는 아주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

는 어렵지만 앞으로 지속적인 측정을 통해 거주지 분리의 정도가 심각해진다면 단순한 측

정에서 더 나아가서 왜 지역마다 거주지분리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주지분리의 결

정요인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내 외국인인구의 거주지분리가 어

떠한 사회경제적 결과를 야기하는지도 흥미로운 주제이다. 과연 외국인인구의 거주지분리가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것인지, 아니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지를 살펴본다면 보

다 효과적인 이민정책을 수립하고 외국인 인구가 많은 지역공동체들에 대한 지원과 관리에 

있어서 커다란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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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Residential Segregation of the Foreign 

Population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Yoonhwan Park 

The residential pattern of the foreign population is an important factor that must 
be dealt with in order to detect and resolve various policy problems caused by the 
rapid increase in the number of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However, most prior 
Korean urban research has failed to measure and analyze the level of residential 
segregation between foreign and local residents precisely. This present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residential segregation of foreign residents for 78 local government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based on statistics from the end of 2009.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level of residential segregation for foreign residents appears relatively high 
in some western regions near Incheon and in some suburbs very close to Seoul. In 
addition, it was difficult to conclude that areas where the percentage of foreign 
residents is high necessarily tend to match with areas with severe residential 
segregation. Thus, this paper confirms the necessity of measuring and analyzing 
residential segregation as an independent index, totally separate from the percentage 
of foreign residents that governmental policies and the current foreign population 
related literature have relied on.

【Key Words: Foreign population, Residential Segregation, Dissimilarity Inde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