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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초록 

I강남8학군I 지역의 형성 

- 장소형성에 나타난 한국적 특성 -

~野 千尋(OGINO Chihiro)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본 연구는 현재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l 다른 나라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현상을 잡아서 i왜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원인과 과정을 

밝혀보고자 하는 문제의식을 토대로 시작되었다. 구체적으로 현대의 한국인이 교 

육 때문에 이사를 다니며 l 교육적 이유 때문에 선호되는 지역이 따로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한국인이 교육 때문에 이사를 다니는 이유와 이사 가는 

지역으로서 i강남8학군I 지역이 왜 가장 유명하고/ 다른 지역보다 흡입력이 있는지 

에 대해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먼저 H장에서 i강남8학군r과 관련된 기존연구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동시에 한 

국사회의 특수성을 설명할 수 있는 본 연구의 관점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m장 

에서 한국사회에서 교육적으로 선호되는 지역이 생기게 된 배경 및 과정을 살펴 

보았다. 그 다음 W장에서 외곽신시가지 개발에 따라 대규모 i부촌l 지역/ 즉 I강남 

'01 라는 장소성을 지니는 지역이 형성된 배경 및 과정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V장에서 교육적 이유 때문에 선호되는 지역으로서의 J강남8학군I 지역이 왜 다른 

지역보다 보다 큰 흡입력을 지닐 수 있었는지를 검토하였다. 특히 i교육적으로 선 

호되는 지역/이면서 동시에 t부촌I이라는 장소성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 f 즉 두 가 

지 지역성의 결합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나아가 J강남8학군I과 같은 지역이 

동양의 근대화 후발국이며/ 학벌사회라 할 수 있는 일본에서는 왜 생기지 않았는 

지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1960년대부터 70년대 중반까지 고교 소재지와 학생 거주지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i학군이 좋은 동네 I는 존재하지 않았다. 자녀가 대입 성적이 

좋은 고교의 배정을 받기 위해서는 그 학교 주변에 거주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시 

각이 나타나게 된 것은 74년에 서울시에서 고교평준화 제도를 도입한 이후의 일 

이다. 특히 서울에서 고교 배정이 완전 거주지 기준으로 바뀐 80년 이후 학교 배 

정을 노린 거주지 이전 행태가 급격히 늘었다고 할 수 있다. 어떤 학교가 선호되 



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대학입시 성적의 우수성이다. 80년대 초 · 중반 이후 대학 

입시 성적이 우수한 학교가 여러 개 존재한 강남 · 서초 지역은 학령기 자녀를 가 

진 학부모에게 교육적으로 선호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위장전입 현상이 나타 

나거나 이 지역의 학교 배정을 받기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거주기간 하한제도 

가 실시되기도 하였다.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중반에 걸친 강남 · 서초 지역의 

학령기 인구 점유율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다. 이것은 교육적 여건을 고려하여 

이 지역으로 이전해 온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다. 또한 서울 전체의 학령기 인구가 

해방 후 가장 많았던 시기와 강남 · 서초 지역에서 학령기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 

기가 겹쳤다는 점과도 관련이 있다. 

2. 현재 /강남/ 지역이 지니고 있는 장소성은 1960년대 말 이후 신중산층 및 부 

유층의 입주를 겨냥한 정부의 강남개발을 계기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80 

년대 초반까지는 현재와 비슷한 이 지역의 사회계충적 기반이 형성되었다. 즉 

중 · 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거유형 I 주민의 사회계충적 특성/ 평균적인 생 

활수준 등이 당시 서울의 다른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이 지역 

의 인구는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반 사이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이 

기간의 인구증가율은 서울의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80년대 초반은 토 

지 및 아파트 투기에 힘을 입어 급격하게 상승한 강남 · 서초 지역의 택지가격이 

기존 강북 고급주택가의 택지가격을 능가한 시기이기도 했다. 강남 · 서초 지역은 

다른 /부촌I에 비해 고지가지대가 넓게 분포되어 있었기 때문에 생활수준이 높은 

인구를 대량으로 수용할 수 있었다. 한편으로 지역의 규모가 컸기 때문에 상대적 

으로 다양성을 지닌 인구를 수용할 수 있었다. 현재와 같은 i강남I 지역 장소성의 

기초는 80년대 중반까지 형성되었으며/ 그 이후는 명실공히 서울의 부도심으로서 

의 위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3. 강남 · 서초 지역은 70-80년대 한국사회의 신중산층에게 매력적인 주거지역 

으로 받아들여졌다. 신중산층은 보편적으로 자녀교육에 대한 투자를 다른 계충보 

다 열심히 한다. 또한 다른 계층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고 과시하기 위해 비슷한 

가치관 · 생활양식을 지닌 동질적인 계충끼리 모여 사는 것을 선호한다. 이런 맥락 

에서 볼 때 강남 · 여의도 · 동부이촌동 · 목동 · 분당 등의 지역은 교육적으로도 교 

육 외적으로도 신중산층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신중산층에게 

선호되었다. 이 중에서 i강남8학군I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보다 큰 홉입력을 지녔 

던 이유는 지역의 /규모I와 지역 형성의 J시기 I라는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고교 학군의 범위는 최소 1개 이상의 행정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i부촌I과 

학군의 크기가 비슷할수록 학군을 대표하는 데 유리하다강남8학군I 지역은 규모 



가 컸기 때문에 면학 분위기가 좋고 대학입시 성적이 좋아서 선호되는 학교가 여 

러 개 있었다. 따라서 선호되는 학교에 배정될 확률이 여의도나 동부이촌동 동의 

지역에 비해 높았다. 현재 학군이 좋은 동네로 인식되고 있는 목동 · 상계동 · 분당 

동은 l강남8학군’ 지역이 이미 I학군이 좋다l는 장소성을 획득한 다음에 형성되었 

다. 따라서 t강남8학군I만큼 강한 장소성을 지니는 데 불리하였다강남8학군I 지 

역은 급속한 근대화에 따른 계충구조 재구축과 신중산층의 둥장I 신중산충 집거지 

로서의 교외 신시가지 형성I 거주지 기준으로 학교배정을 하는 고교평준화 실시/ 

서울시 및 강남 · 서초 지역에서 해방 후 최고 많았던 학령기 인구/ 중등교육 확 

대l 고둥교육기관 진학률 확대/ 주요 지방도시에서의 평준화 도입 l 시내 소재 과거 

명문고의 외곽 지역 이전 둥이 동시에 일어났기 때문에 형성된 산물이다. 

한국에서는 지난 100년 동안 잦은 사회변동으로 인해 계충구조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았고/ 수직적 사회이동과 직업이동의 가능성이 열려 있었다. 이런 시기에 

새로 등장한 신중산충은 자녀교육에 투자를 하거나 다른 계충과 구별되는 가치관 

이나 생활양식을 추구하는 것 자체에 큰 의미를 두게 되었다. 반면에 일본사회의 

신중산충도 자녀교육에 대한 투자를 열심히 하고l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생활하고 

자 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계충구조의 역사 

적 단절성이 별로 없었으며l 사회변동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신중산 

충은 자녀교육에 투자를 하거나 다른 계충과 구별되는 가치관이나 생활양식을 추 

구하는 것 자체에 상대적으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즉 두 나라 사이에 나 

타난 I근대화의 속도I와 I사회변동의 경험 I 차이가 서로 다른 현상을 낳은 원인이 

었다고 볼 수 있다. 

주요어: 강남， 8학군I 지역I 장소성r 아파트l 신중산충l 부촌I 학군I 고교평준화I 

거주지이전I 자녀교육I 학벌I 근대화I 사회변동. 

학번: 99208-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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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I 장 서론 

제1절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현상 중에는 한국인에게는 자연스럽지만 연 

구자에게는 신기하게 보이는 것이 있다. 한국인이 I교육l이라는 이유 때문에 거주 

지를 옮기는 것이 그 중의 하나이다. 예를 들어 공부하러 해외에 나가는 유학 외 

에 다른 뜻으로도 i유학I이라는 말이 쓰인다. 어떤 사람이 l나? 고둥학교 때 서울 

로 유학 왔지! '라고 할 때 이 i유학l은 국내 섬 지역에서 바다를 건너 도시 지역에 

공부하러왔다는 뜻이 아니다. 지방 중소도시나 농어촌에서 중학교까지 나왔는데 

혼자 서울에 올라와 하숙을 하거나 친척집에 거처하면서 고둥학교를 다녔다는 의 

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런데l 대학교도 아닌 초 • 중 · 고 단계부터 왜 i유학l을 가 

야 하는가? 

다음과 같은 말을 가끔 들을 수 있다아이가 어릴 때는 괜찮은데l 학교 들어갈 

때쯤이 되면 이사가야지 이것은 아이가 어릴 때는 전세여도 문제가 없는데/ 학교 

들어갈 나이 정도가 되면 자기 소유의 집이 필요하다는 뜻이 아니다. 자기 소유의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고둥학교를 나올 때까지 i학군이 좋다I고 생각되 

는 지역 1)에 이사가서 전세 살이를 한다는 내용을 가리킨다. 이사를 가지 않아도 

1) 일반적으로 지역은 시 · 군 · 구 둥 일정한 땅의 구역이나 경계를 가리킨다. 그러나 지 
리학에서 말하는 /지역 l은 그와 뜻이 다르다. 지리학에서 t지역 (region)' 개념은 각 시 

대 · 나라 · 학자마다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지리학적 정 
보를 조직하는 데 가장 논리적이고 만족스러운 방법이자/ 지리학 연구의 궁극적인 대상 
이라는 점에서는 학자들의 의견은 거의 일치한다. 

t지역 I 개념의 핵심은 l다르다ll I구분된다이질적이다//독특하다고유하다I는 말에 

대표된다. 즉 i지역’ 연구의 출발점은 지표상의 I지역 I이 어떻게l 왜 서로 다른가에 대해 

서 고찰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 t지역 I 내는 유사성을 지니는 영 

역 r 즉 인과관계로 결합 ·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한다. 
i지역’은 /강남구I나 t서초구I처럼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리학 연구를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구분 개념이다. 따라서 /지역 I은 연구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 

할 수 있고지역I을 구분하는 기준도 반드시 한 가지라고 할 수 없다. 연구자는 연구 
하는 i지역 I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구분 방법을 각자 설정해야 한다. 

지리학의 목표가 시공간의 관점에서 서로 연관되어 있는 현상들의 복잡성을 해석하는 
것인 만큼 그 연구 대상인 I지역/도 그 규모와 성격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동태적인 것 
이다지역I을 연구한다는 것은 복잡하면서도 유기적으로 얽힌 지표공간 위에서 일어나 

는 모든 현상을 이해하는 것과 의미가 같다. (김인I 1986, r현대인문지리학J I권용우 · 
앙영진， 2001， r지리학사J I류제헌， 1987, “미국 지리학에 있어서 지역개념의 발달"./유 
우익， 1986, “현대지리학의 이론과 실제: 지역지리학의 르네상스를 위한 소고"./이정만， 
1997, “인간생태학적 지역연구 방법론에 관한 고찰"./이회연 I 1991, r지리학사J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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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학군에 있는 학교 배정을 받기 위해 자녀의 주민둥록만 친척 l 친지 집으로 

옮겨 학교에 보낸다l와 같은 일도 종종 벌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거주지가 그렇게 

까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물론 모든 한국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따라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이와 비 

슷한 행동이나 현상은 흔히 접할 수 있으며 l 만일 옆에서 누군가가 이런 행동을 

해도 놀라지 않고 자연스럽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 교육적 이 

유 때문에 /거주지역l을 중요시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변 교육 때문에 선호되는 

지역과 그렇지 않는 지역이 폰재한다는 것과 의미가 같다. 그렇다면 선호되는 지 

역과 그렇지 않는 지역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 

어떤 거주지를 선호하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표현으로 i학군이 좋다l는 말이 있 

다. '00쪽으로 이사 가려고 하는 데 어디가 학군이 좋아?와 같은 표현으로 쓰인 

다. 현재 서울에서 i학군이 좋은 지역I으로 선호되는 곳은 I강남8학군 목동 • 상계 

동 둥을 들 수 있다. 1990년대 초 · 중반 수도권에 신도시가 건설될 때 비평준화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분당 지역이 선호된 적이 있다. 지방에 가도 대구 수성구처 

럼 선호되는 지역이 폰재하고f 평준화 지역인 천안의 경우 인근 비평준화 지역인 

공주를 선호한다. 

앞에서 예로 들은 지역 중에서도 특히 i강남8학군l은 한국인의 입에 잘 오르내 

리며/ 언론 매체를 통해 매일처럼 접할 수 있다강남8학군l은 한국에서 교육적 

이유I 즉 대학 진학 성적이 좋다2)는 이유 때문에 선호되는 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 

는 것이다. 학군을 고려한 주거이동이 되풀이되는 데/ 특히 강남 지역이 선호되는 

지리연구회， 1992， r현대인문지리학사전」 동을 참고로 정리.) 

2) 서울대 · 연세대 · 고려대 동의 소위 일류대학에 몇 명 합격자를 냈는지가 I좋은 학교 
I좋은 학군I을 가리는 기준이 되어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이들 일류대학에 어느 고 

동학교， 어느 지역에서 몇 명이 합격했는지를 해마다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현재 

로서는 없는 실정이다. 서울대학의 경우，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신문이나 잡지 동에 
합격자의 출신 지역과 학교 둥이 게재되어 왔으나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현재는 공개를 못하게 되어 있다. 또한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신입 

생조사에서도 출신 행정구/ 출신 고둥학교는 조사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주로 입소문을 
통해 /강남8학군’ 지역의 일류대학 합격률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I 어쩌다 한번씩 
나오는 연구보고서 둥을 통해 그것을 확인한다. 예를 들어 2000년 6월 7일의 동아일보 

에는 99년도 서울대 정시 모집 합격자의 구별 분포가 게재되었다. 이 기사를 보변l 합격 

자수의 1위는 강남구로 239명， 2위는 서초구의 152명， 3위는 송파구의 83명， 4위는 관악 

구의 58명으로 나타났다. 졸업생 대비 합격률의 경우 1위는 강남구로 2.01 %, 2위는 서 

초구의 1.92%, 3위는 동작구의 1.25%, 4위는 관악구의 1.06%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1970년부터 2003년까지의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의 출신지역과 부모의 학력l 직 

업 동을 조사한 연구결과가 나왔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 강남 · 서초 · 송파구 출신 학생 
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I 갈수록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4， 입시제도의 변화: 누가 서울대학교에 들어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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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학술연구3)에서도 수 차례 언급되었다. '8학군I이라는 말은 t중계동은 강북의 

8학군이다인터넷8학군4)' ， I미국에도 8학군이 있다7'처럼 쓰일 정도이다. 여기서 

일반인이 인식하고 있는 '8학군/ 개념 5)에 대해 보도록 한다. 

· 대치돔을 근방으로 해서 좋은 강사들과 학원들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기 때문 

에 좋은 학군이 형성되었다. 

· 서울 지역을 학군으로 나누는 데 8번째 학군. 다른 지역 어디보다도 로모들 

의 높은 학구열 때문에 학교마다 교육수준이 무척 높다. 

· 강남구와 서초구 안에 있는 모든 학교. 

· 효모월이 다른 곳에 비해 매우 높은 강남지역에 있는 학교. 

· 임의의 구역으로 나누어서 번호를 매겼다. 강남과 서초구. 교육환경이 좋고 

교육열이 높은 곳이 어느 지역에나 있기 마련이다. 

· 상대적으로 잘 사는 가정들이 많고 좋은 학교6)들이 많은 강남권이 공부를 

잘한다. 

· 강남의 속칭 멍문학교들이 밀집된 지역을 8학군이라 한다. 대치동， 개포동뿐 

만 아니라 서초구. 강남구 전역이 모두 8학군임니다. 단지 대치동 쪽이 임시 

학원들이 밀집해 있어서 특히 유명할 뿐 . 

. 8학군에는 소위 명문이라 일컬어지는 학교들이 많았고 그밖에 과외 받기에도 

효뢰했기에 학군이 있을 당시에는 8학군의 학교에 전학하기 위해 애를 썼다. 

· 학군으로 나누었을 뿐. 8학군은 강남의 소위 부자통네이기 때문에 학교시설 

이 잘 되어 있고. 학원 많고 해서 대학진학률이 높다. 

· 우리 나라에서 강남8학군이 교육열이 높은 최고. 돈 많으신 문들 많고 명문 

학교， 학원이 많으니 당연하다. 대구 수성학군도 그렇다.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생각되고 있는 i강남8학군l은 두 가지 측면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사회 · 경제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그들이 자녀 

교육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좋은 학군이 되었다. 둘째y 소위 명문고둥학교와 

유명 사설학원의 밀집 동 교육시설의 우수성 때문에 좋은 학군이 되었다. 

3) . 김태정， 1985, 11부동산 가격과 주거입지 행태의 상관성 분석 연구: 서울시 고교학군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석사논문. 
· 하준수， 1988, 11교육환경이 주거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시 학구 · 학군을 

중심으로”/ 경균관대학교 부동산학과 석사논문. 
· 김광일， 1988, 11서울시 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의 주거이동패턴에 관한 연구 서울대 
학교 환경계획학과 석사논문. 

· 이주형， 1989, 11주거선택 및 주거이동 결정에 학군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r국토 
계획 J 24(2), 대한국토 · 도시계획학회. 

4) 수능 인터넷 강의 사이트. 
5) 인터넷 포탈 사이트 네이버 지식In를 이용해서 검색된 내용의 요약임. 밑줄은 연구자. 

(http://kinsearch.naver .com/ search.naver?where= kin&query=8 % C7% DO % B1 % BA) 
6) 강북에서 내려온 소위 명문고등학교. 

” J 



여기서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첫째 i강남8학군l 지역이 /교육시설 

둥 주변 환경이 좋아서 형성되었다I는 해석이 옳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교육적 

환경만 갖추어진다면 다른 어느 지역도 i강남8학군I처럼 될 수 있는가? 둘째강 

남8학군/ 지역에는 소위 i잘 사는 사람I이 밀집되어 있는데 그들이 자녀교육에 대 

한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강남8학군I 지역이 대학입학 성적이 좋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잘 사는 동네l 소위 말하는 /부촌I은 모두 다 교육적으로 선호되는 

지 역/ 즉 i강남8학군I처 럼 될 수 있는가? 

연구자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잘 사는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데 그들이 자녀교 

육에 투자를 많이 하니까I/ /강남 지역의 교육시설이 우수해서I와 같은 요건은 /강 

남8학군’ 지역이 형성된 원인을 한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역이 형성되고 사회적으로 힘을 가질 수 있는 이유를 보다 더 정확하고 

총체적으로 설명하려면 새로운 사고의 기틀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자가 이 

처럼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같은 동양의 근대화 後發國인 일본에서는 주거지 선태 시에 한국만큼 교육환경 

을 중요시하지 않는다끼. 일본도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 · 경제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생겼다. 일본도 학벌사회이다. 최고학벌인 동경 

대학으로 학생을 많이 보내는 명문고등학교가 있다. 일본의 수도 동경에서 학군제 

가 실시된 적이 있다. 도심이 복잡해지면서 교외화가 진행되어 교외에 아파트 단 

지가 나타났다. 그러나 '8학군r과 같이 특별하게 선호되는 지역은 나타나지 않았 

다. 이와 같은 내용을 감안할 때 현재 한국사회에서 볼 수 있는 '8학군I과 같이 교 

육 때문에 선호되는 지역의 형성 원인을 학벌사회의 폰재l 학군제 실시l 교외 아 

파트 밀집지역의 존재와 신중산층의 集居 둥 단순히 여건 · 요소의 결합만으로 설 

명하기 힘들지 않을까? 

일본사회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서구 선진국보다 뒤늦게 근대화를 시작하였다. 

국가의 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구 문명의 수용을 강요받아 선택의 여지없이 

급격하게 근대화를 진행시켜 왔다고 생각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 모두 같은 동양 

의 근대화 後發國이며/ 비슷한 여건과 요소를 갖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동일 

한 현상이 일어난 것은 아니다. 이처럼 일반화시켜서 생각할 수 없는 이유l 다른 

현상을 낳게 한 원인은 무엇인가? 

끼 한국과 일본의 주거만족도 요인을 비교한 연구에 의하면 한국에서는 교육만족도와 전체 
주거만족도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난 것에 비해I 일본은 교육 만족도와 전체 주거만족 
도의 상관관계가 특별히 높지 않다. (유완 외， 2002,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의 한일 비교“ r국토계획 J 37-2, p.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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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두 나라의 사회 · 역사적 배경의 차이에 주목할 필요 

가 있다. 먼저 근대화에 소요된 시간I 즉 근대화의 속도라는 문제에 주목하는 일 

이다. 한국사회의 근대화는 일본보다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급속 

한 근대화는 시간 간격을 두지 않고 동시적으로 사회변동이 일어나는 요인이 되 

었다. 다음으로 i역사의 연속과 단절’라는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근대화 과 

정에서 일본사회는 상대적으로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한국사회는 상대적 

으로 연속성을 유지할 수 없었다. 여기서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 및 과정을 사고 

의 기틀로 삼아서 다음과 같은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한다. 

첫째I 한국사회에서 교육적으로 선호되는 지역은 언제부터 l 왜 나타나게 되었는 

가? 한국사회에는 처음부터 교육적 이유 때문에 선호되는 지역이 따로 존재했는 

가? 만약 나중에 생겼다면 언제I 무엇을 계기로 나타나게 되었는가? 교육적으로 

선호되는 지역 중에서도 I강남8학군l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홉인력을 갖게 된 것 

은 언제부터의 일이며l 그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y 같은 동양의 근대화 후발국이자 학벌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에는 교육 

적으로 선호되는 지역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데/ 한국에는 왜 존재하는가? I한국인 

의 교육열이 높아서부촌을 학군제라는 경계선으로 묶었기 때문에I라는 설명을 

벗어나l 두 나라의 역사적 경험 및 과정이 지니고 있는 차이점과 관련시켜서 설명 

할 수는 없는가? 

본 연구는 i강남8학군l 지역을 사례로 하여y 장소8) 형성 과정에서 나타난 한국 

적 특성을 잡아내려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와 같은 연구 목적을 밝히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그림 1 -1>. 

I 장은 본 연구의 서론 부분에 해당되며 연구 지역 · 연구 방법 • 자료를 제시한 

다. 나아가 /강남8학군’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다룬 기존연구를 검토하고， 지금까 

8)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장소는 무엇이 있거나 무슨 일이 벌어지는 곳I 혹은 지금 있는 
곳y 또는 차지하는 자리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나 지리학에서 쓰이는 t장소(place)'는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공간올 의미한다는 점에서 지리학 연구를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 
어진 개념인 I지역’과 다르다. 지리학에서 /장소I란 고유성 · 개체성 · 역사성을 갖는 실체 

로서 그 장소를 잘 알거나r 그 장소에서 사는 사람에게는 思考·感情·經驗·情網·사 
랑 · 尊敬 · 두려움 둥을 제공해 준다. 아울러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실체로서의 장소는 
인간올 통해서 의미부여를 받음으로써 I독자성을 지닌 장소Il I점유된 공간의 일부분ll 

t감치된 가치의 중심f과 같은 표현으로 대표되듯이 다양한 성격(= 장소성)을 될 수 있 
다. 지역과 장소는 서로 구분되면서 겹치는 부분이 있다. 소위 I강남l이라고 하는 이미 
지가 언제I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연구는 l장소l 및 t장소성’에 관한 연구라 할 수 

있다. 또한 강남에 있는 백화점의 상권 연구는 지역 연구라 볼 수 있다. (김인， 1986, 
r현대인문지리학J /권용우 · 앙영진， 2001， 11"지리학사J /이희연， 1991， 11"지리학사J / 

한국지리연구회， 1992， r현대인문지리학사전』 등을 참고로 정리.) 

R 

녕
 



지 어떤 관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지 정리한 다음 기존연구의 한계점을 지 

적한다. 

H장은 i강남8학군’과 관련된 기존연구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동시에 한국사회의 

특수성을 설명할 수 있는 본 연구의 관점을 제시한다. 

m장은 고교평준화가 언제r 어떤 계기로 도입되었는지 그 배경을 살펴본다. 그 

리고 고교평준화 시행과 8학군 지역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 검토하면서/ 교육적 

인 이유 때문에 8학군 지역이 홉인력을 지니게 되는 과정을 밝힌다. 

W장은 강남 지역이 언제부터 무슨 계기로 i잘 사는 사람이 모여 있는 동네 즉 

i부촌/이 되었는지에 대해 검토한다. 강남 지역이 교육 외적인 이유에서도 선호되 

는 지역이 되어 가는 과정을 서울에 있는 다른 i부촌r과의 차이점에 주목하면서 

살펴본다. 

V 장은 /강남8학군r 지역이 한국사회에서 압도적인 홉인력을 가지게 된 이유를 

m장 및 W장에서 검토한 두 가지의 장소성을 지닌 지역의 결합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본다. 다음으로 같은 근대화 후발국이면서 동양의 학벌사회인 일본에는 /강남 

8학군/과 같은 지역이 존재하지 않는데 한국에는 이와 같은 지역이 나타나게 된 

원인에 대해 한국사회의 급속한 근대화와 잦은 사회변동의 경험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본다. 

W장은 본 논문의 내용과 연구의 결과를 요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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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장 

川장 

|잠 흠훌j획L똘-
연구방법 갖 자료， 연구지역 

선행연구 검토와 한계 

때찌;쓸 f픔 I술I“‘ μ“t찌I때l 
‘급속한근때화’ x환국괜흰룰숫쌓/ 

잦은 사회변동으로 인한 ‘ 변화’ 와 ‘ 단젊’ 에 때한 익숙함 

IV 장 

요W요U휠활풀뿔활협훌 톨랩!휩훤i톨l뻐혹괄꽃훌함훌튿훌톨‘l활~톨샅활훌훌 

‘교육적으로 선호되는 지역의 형성’ 
교육적 이유 외에도 선호되는 i 
‘강남지역의 주거 기반과 계층적 기반， ’ 
지역 형성의 시기와 규모 ; ‘확형기 인구의 강남 지역 집중’ 

VI 장 

V 장 * ，“』“ .끼| 
‘신훌끊’헬 뿔擬 i ‘현황싫헬활 륙수철’ i 

+ 
「.τ-γτlIII!mJ흉훌훌r τ 

〈그림 I -1 >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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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 지역 

1. 핵심 연구지역 

본 연구의 핵심 대상 지역은 현재의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서초구이며l 이후 강 

남 · 서초 지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한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I강남8학군 '8학군I이라고 혼히 말하지만 이 '8학군i의 범위 

는 정확하게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사람마다 생각하는 '8학군I의 범위가 다르 

다. 과거에 서울시교육청에서 구분한 고교8학군은 현재의 강남 · 서초 · 강동 · 송파 

구가 포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강남 · 서초구만을 /강남8학군I 지역 

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이유는 첫째y 본 연구는 i강남8학군I 지역은 교육적 이유 

때문만이 아닌/ 소위 /강남I이라고 불리는 지역의 형성과도 관련이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볼 때 i강남 산다/고 할 때의 강남에 송파 • 강동구가 포함되 

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였다. 둘째， 1980년대에 i강남8학군I 지역이 주 

목을 받기 시작하였을 때l 탄천을 사이에 두고 동쪽에 거주했던 사람이 자신을 진 

정한 8학군에 속한다고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탄천 서쪽에 거주한 사람 역 

시 동쪽을 진정한 8학군이라고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인터뷰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셋째， 1980년대 이후 90년대 초 · 중반까지 정원 초과 학생수가 탄 

천을 경계로 뚜렷한 차이를 나타냈고I 정원 초과학생을 타학군으로 배정하는 기준 

인 거주기간도 탄천을 경계로 차이가 났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 중에 /강남l이라는 말이 있다재 

강남 살아Il i 역시 강남은 술값도 비싸구나l/영어 유치원은 강남에 많잖아요l라고 

할 때의 I강남I은 한국인 모두가 어떤 비슷한 이미지를 떠오를 수 있고/ 한국사회 

에서 특정한 의미가 부여된 장소인 /강남I을 가리킨다. 다시 말해 현재 행정구역상 

의 i서울특별시 강남구l를 지칭하는 것도 아니고한강의 남쪽에 있는 서울의 모 

든 區域l을 지칭하는 것도 아니다. 주로 개발제한지역을 제외한 현재 서울시 강남 

구 및 서초구를 통틀어서 사용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가 두 개의 행정 

구를 하나의 지역으로 묶어서 생각하게 된 이유는 소위 /강남8학군/과 /강남l의 범 

위가 겹치는 영역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강남 · 서초 지역은 1963년에 서울시에 편입되었다. 과거에는 강남구는 京離道

廣州那 彦州面과 大Iff面 일대 l 서초구는 京離道 始興都 新東面 일대에 속해 있었 

다. 서울시에 편입된 이후 강남구 일대는 城東區 彦州出張所/ 서초구 일대는 永登

浦區 新東出張所에 속했다. 1975년에 강남구가 신설됨에 따라 이들 지역과 현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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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 · 송파구까지 강남구로 편입되었다. 그 당시는 현재 서초구 반포동 및 방배동 

지역은 관악구에 속해 있었다. 

1979년 10월에 벚川을 경계로 동쪽 지역 f 즉 현재의 강동 · 송파구가 강남구로부 

터 분리되면서 강동구가 신설되었다. 이듬해 4월에 관악구가 관악 및 동작구로 분 

리되면서 기존에 관악구에 속해 있던 방배동이 강남구로 편입되었다. 강남구의 계 

속된 인구의 증가로 88년 1월에 서초구가 신설되면서 현재에 이른다. 

강남 · 서초구는 한강의 남쪽I 서울시의 동남부에 위치하여 한강을 사이에 두고 

성동 및 용산구와 마주보고 있다. 강남 · 서초구의 동쪽 경계선은 한강의 지류인 

벚川이며y 탄천을 사이에 두고 송파구와 인접하고 있다. 서쪽 경계선은 지하철 4 

호선 및 동작대로를 사이에 두고 동작구와 관악구에 접해 있다. 남쪽 경계선은 경 

기도 과천 및 성남시와 인접하고 있다. 강남 · 서초구의 남쪽 배후에는 大母山

(293m), 九龍山(283m)， 牛眼山(293m) 퉁이 자리잡고 있고l 특히 대모산 및 구룡산 

이남지역은 개발제한구역 9)으로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중심 지역과 전혀 달리 아 

파트나 빌딩 둥 고층건물은 하나도 없고l 단독주택으로 이루어진 마을이 산재하 

여/ 전원적인 풍경을 볼 수 있다. 대모산과 구룡산 이남 지역과 경기도 성남시 경 

계 지역에는 仁陸山(약 326m)과 淸漢 llJ (약 620m)이 자리잡고 있다. 이들 개발제한 

지역 일대에는 경부고속도로 외에 개포 · 내독지역과 성남시 분당구 지역을 연결 

하는 도시고속도로I 수서 지역과 판교를 연결하는 23번 국도 동 두 개의 간선도로 

가 남북으로 지나가고 있다. 

강남구와 서초구의 경계선 부근에는 경부고속도로가 남북 방향으로 통과하고 

있고l 서초구에 고속버스터미널10)이 있는 관계로 이 지역은 교통의 요지로서의 역 

할도 크다. 그 외에도 동서로 지하철 2호션과 7호선/ 남북으로 지하철 3.4호선 

및 분당선이 통과하고 있고y 지하철 9호선은 현재 공사중이다. 한강을 사이에 두 

고 이 지역과 강북지역을 연결하는 다리는 총 7개 11)이다. 

강남 · 서초 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시설로는 법원 · 대검찰청 · 서울지방검찰청 · 

국립중앙도서관·학술원예술원·예술의 전당·교육문화회관·국기원·특허청·무 

9) 1960년대 중반에 서울시 인구가 250만을 넘어서면서 개발제한구역의 설정 필요성이 제 
기되었다. 1970년 1월 당시 대통령 박정희의 연두순시 때 구체화되기 시작하며， 71년 1 
월에 도시계획법을 개정하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같은 해 7월에 최초로 결정 고시 

되었다. 당시 강남지역 외에 서대문 · 종로 · 동대문 · 성동 · 관악 · 영둥포구 일부 지역도 
개발제한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서울특별시， 1996， r서울六百年史: 제6권.JJ , pp.851-
854) 

10) 반포동에 서울고속버스터미널l 서초동에 남부터미널이 있다. 

11) 동쪽부터 청담대교 · 영동대교 · 성수대교 · 동호대교 · 한남대교 · 반포대교 및 잠수교 · 
동작대교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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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센터 및 전시컨벤션센터 (coex) . 고속버스터미널 등을 들 수 있으며/ 특히 강남 

구 역삼동 테헤란로 주변에는 회사사무실이 많이 밀집되어 있다. 대규모 유명 종 

합병원으로 삼성의료원 · 가틀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 · 영동세브란스병원 등이 있 

고/ 고등교육시설로는 국립 서울교육대학교가 있다. 

그 외에도 현대백화점 본점 및 무역센터점 ·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 롯데백화점 

강남점 · 갤러리아백화점 본점 · 뉴코아백화점 본점 등 대형쇼핑공간/ 그랜드인터콘 

티넨탈호텔·코엑스인터콘티넨탈호텔·르네상스호텔·리츠칼튼호텔·메리어트호 

텔 동 국내 최고급 대형호텔들이 한강 이남에서 가장 많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이 

다.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주변과 삼성역 · 코엑스 주변， 압구정동 주변에는 음식점과 

커피숍/ 유흥주점， 영화관 등이 밀집되어 있어서 젊은 세대와 회사원은 물론 연예 

인들도 자주 드나드는 서울시내에서 손꼽히는 번화가를 형성한다. 고급 미장원l 

성형외과/ 부티크/ 해외명품판매점 등도 밀집되어 있고l 서울시내에서 값비싼 물건 

이 가장 잘 팔리는 l소비문화의 중심지역l으로 알려져 있다. 

2. 비교 연구의 대상 지역 

본 연구는 i강남 · 서초 지역이 언제부터/ 어떤 과정을 거쳐 교육적인 이유 때문 

에 사람들이 몰리는 지역이 되었는가?를 밝히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삼았다. 

그런데 강남 · 서초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교육적인 이유 때문에 선호된다는 

것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선호된다I는 뜻이다. 절대적으로 교육적 

환경이 뛰어나l 모든 사람들이 선호한다는 뜻은 아니다. 

즉 강남 · 서초 지역의 특수성을 밝히는 것은 강남 · 서초 지역이 서울의 다른 

지역에 비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를 확인하는 것과 의미가 비슷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강남 · 서초 지역의 상대적인 지위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내의 다른 

지역을 임의로 선정해서 수시로 비교하였다. 

@ 서울의 중심지이자 과거에 고급 주택지역으로 알려지던 종로 · 중구 지역 

@ 외곽 신시가지이자 대규모 아파트 밀집지역을 포함한 도봉 · 노원구12) 지역 

12) 본 연구는 주로 1966년부터 95년까지의 통계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95년 3월에 도봉 
구에서 분리된 현재의 강북구에 대해서는 명칭을 따로 기재하지 않고 도봉구와 같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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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 신시가지가 섞여 있고l 단독주택 우세 지역인 은평 · 서대문구 지역 

@ 외곽 신시가지이자 대규모 아파트 밀집지역을 포함한 강서 · 양천구 지역 

@ 외곽 신시가지이자 1979년까지 강남구에 속해 있던 강동 · 송파구지역 

먼저 종로 · 중구 지역은 서울의 중심지역이며 강남 지역이 개발되기 전 주택지 

가격이 서울시에서 가장 비싸고l 소위 명문학교들이 밀집되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강남 · 서초 지역과 대비시키는 데 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도봉 · 노원구 지역l 강 

서 · 양천구 지역l 강동 · 송파구 지역은 1960-70년대 이후에 새로 개발된 서울의 

외곽 신시가지이자l 대규모 아파트 밀집지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강남 · 서초 

지역과도 공통점이 있어 강남 · 서초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대비시키는 것 

이 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은평 · 서대문구 지역은 기존 시가지와 새로 개발된 택 

지가 섞어 있는 지역이며 l 서울의 대표적인 부촌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는 연희동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즉 /부촌을 지니는 단독주택 우세 지역 I으로서의 대표성을 

띨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들 지역을 선정하는 데 중요하게 여긴 또 다른 기준은 지역의 J규모I 이다. 행 

정구역이 수 차례 변경되었지만 1980년의 시점에서 강남 · 서초 지역은 강남구l 도 

봉 · 노원 지역은 도봉구y 강서 · 양천 지역은 강서구l 강동 · 송파 지역은 강동구에 

속해 있었다. 은평구는 원래는 서대문구 소속이었다가 1977년에 분리되었다. 종 

로 · 중구는 원래 다른 행정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었으나l 면적과 인구 및 /서울시 

내 중심지I이라는 기준으로 볼 때 한 지역으로 묶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구분된 각 지역은 서로 면적과 인구 동의 측면으로 볼 때 똑같지는 

않다. 그러나 1980년 당시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나의 i지역 I으로 묶을 수 있으 

며/ 인구와 학생수의 변화추세를 파악하는 데 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즉l 강남 · 

서초 지역의 면적이나 인구l 학생수와 대비될 수 있는 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i부촌f이라는 기준으로 지역을 구분해서 i여의도l 지역/동부 

이촌동I 지역/성북동/ 지역처럼 구분하면 I학군I이라는 지역 규모와 너무나 큰 차 

이가 난다. 따라서 강남 · 서초 지역과 대비하는 데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학군l 의 규모는 대략 두 개 이상의 행정구를 단위로 하는 영역이라는 점을 감안 

하여 l 인문계고둥학교 학군과 똑같지 않지만 규모가 비슷하게 설정되도록 노력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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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I -1 > 핵섬 연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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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km 

〈지도 1-2) 비교 연구의 대상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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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방법과 자료 

본 연구는 문헌연구(논문/ 단행본/ 잡지/ 신문)， 통계자료 분석l 인터뷰l 답사 동 

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인 연구방법과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1단계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 I강남8학군I 지역의 형성과 관련된 연구를 재정리해서 연 

구동향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같은 근대화 후발국가이면서 학벌사회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경우를 사례로 i강남8학군I과 같은 지역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를 문 

헌연구를 통해 고찰해 보았다. 이들을 토대로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찾아내어 그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연구의 관점을 제시한다. 

2. 2단계 

1) 교육적으로 선호되는 지역의 형성 

문헌연구를 통해 60-70년대 한국사회에서 학벌과 계층이 어떤 관련을 맺고 있 

는지에 대해 살펴보고y 서울시 교육위원회 조례와 「서울교육사.JJ , 한국교육개발 

원에서 나온 연구보고서 둥을 참고로 고교평준화 도입배경과 시행과정r 학군 구분 

과 학군별 소속 학교를 파악하였다. 

『서울교육사』 와 각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참고로 서울시내 인문계고둥 

학교의 분포 및 그 변화를 살펴보았다. 인문계고둥학교 중 강남 지역으로 이전한 

과거 명문고등학교를 비롯한 몇 개 고둥학교의 졸업앨범을 참고로 평준화 이전I 

공동학군 設置 시기l 완전 평준화 시행 이후의 재학생 거주지역을 조사하였다. 

신문 및 대학진학 관련 잡지를 참고로 평준화 시행 이전과 이후13)의 서울대학 

교 합격자의 출신 지역 및 고등학교를 정리하였다. 

통계자료를 통해 1975년부터 95년 사이 14)에 6개 지 역 15)별로 초 · 중 · 인문계고 

13) 1960년대 이후 90년대 초 · 중반까지. 
14) 본 연구에서 다루는 시기는 60년대 중 · 후반부터 90년대 초 · 중반까지로 한다. 이러한 
시기 설정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90년대 중반쯤이 되면 서울시내 학령인구가 감소추세 

로 들어가고f 강남 지역 고교 배정에 필요한 거주기간이 짧아지고l 특수목적고동학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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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학교의 학생수 · 학교수 · 학생증가수 · 전학자수 · 진학률 동의 추이를 조사하였 

다. 그리고 강남 지역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두드러지게 차이를 보이게 되는 시 

점이 언제부터인지l 얼마나 차이가 났는지를 파악하였다. 이어 주로 신문기사를 

통해 특정 지역에 학생이 몰리는 현상을 확인하고l 그것을 막으려고 낸 정부 당국 

의 대책과 일반인들의 대웅에 대해 알아보았다. 

인터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과거 도심에 있던 소위 명문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서는 도심에서 강남 지역으로 이전하게 된 배경을 물어보고l 

도심에 계속 남아 있게 된 경우는 그렇게 된 배경을 중심으로 물어보았다. 개인 

인터뷰는 평준화 이전 도심에 있던 명문고등학교의 졸업생， 1980-90년도 강남 소 

재 학교 졸업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문헌 및 통계자료만으로는 파악하기 힘 

든 실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작업을 통해 고교평준화 제도 도입으로 인해 서울에서 교육적으로 

선호되는 지역이 나타나강남8학군l 지역이 주목을 받게 되는 과정을 파악하였 

다. 

2) I강남I 지역의 형성 

『서울육백년사.n , r강남구지 .n , r서울도시계획이야기』 둥을 통해 강남 지역의 

형성 과정을 재정리하였다. 아울러 신문/ 잡지 기사를 통해 강남 개발 상황 및 그 

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 동을 수시로 보충하였다. 

또한 1975년부터 1995년까지 20년 동안， 6개 지역별로 인구I 인구증가수l 전입 · 

전출자수y 연령별 인구분포I 주거유형별 점유율l 대지면적y 인구밀도/ 생활보호자 

수l 방4개 이상 아파트수l 대졸이상 학력 소유자 점유율/ 접객업소수 동의 추이를 

통계자료를 통해 파악하였다. 

대학 진학 성적이 좋게 나타나면서 소위 l특목고 열풍I이 일어나게 된다. 또한 서울 외 

곽 지역에 신도시가 건설되어 이들 지역이 비평준화 지역으로 지정된다 둥과 같은 사 
정 때문에 강남 지역에 대한 인기가 일단 사그라지기 시작한다. 90년대에 들어가면서 
학원 및 과외에 대한 규제가 풀리고I 경제적 성장이 맞물려서 강남 지역은 공교육적 측 
면뿐만 아니라/ 입시학원과 과외 l 초기교육올 비롯한 사교육의 메카처럼 인식되기 시작 
한다. 90년대 초 · 중반 이후 현재에 이루기까지의 강남 지역의 변화과정은 80년대까지 
만들어진 기반을 바탕으로 지역을 재편성해 나가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i강남8학군l 지역이 처음으로 나타나서 장소성을 획득하는 과정에 주목할 것이다. 

15) 종로 · 중구 지역/ 도봉 · 노원구 지역y 서대문 · 은평구 지역I 강서 · 양천구 지역 l 강동 · 
송파구 지역 및 강남 · 서초구 지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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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는 실제로 강남지역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인터뷰는 연구논문 · 정부자료 · 신문 및 잡지기사를 통해 얻어진 정보를 재확인하 

거나 보충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또한 답사를 통해 강남 지역의 자연 및 인문 경관의 실례를 파악하였다. 지역이 

지니는 특정은 절대적이라기보다 상대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지 

역과의 비교를 시도하였다. 서울에서 소위 I잘 사는 동네l라고 생각되고 있는 지 

역l 수도권 아파트 밀집 지역 둥16)을 답사하여 강남 지역과 자연 경관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I 규모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l 주거지역 및 상업시설 분포는 어떻 

게 다른지 둥을 비 교해 보았다. 

이와 같은 작업을 통해 강남 · 서초 지역이 교육 외적인 이유로도 선호되는 지 

역이 된 이유를 살펴보았다. 다시 말해 서울시 도심인구 분산 정책이라는 목표 때 

문에 개발된 외곽신시가지이자/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소외 /부촌l이기도 한 

I강남’ 지역이 형성된 배경l 시기l 과정 I 의의 동을 총체적으로 고찰하였다. 

3. 3단계 

먼저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교육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교육 외적인 이유로도 선 

호되는 지역이라 할 수 있는 /강남8학군I 지역이 한국사회의 신중산층에게 매력적 

으로 다가온 원인에 대해서 t근대화의 보편적인 측면I이라는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I근대화의 속도 문제//잦은 사회변동I이라는 요소를 연결시켜서 한국사 

회에서 왜 i강남8학군’과 같은 장소성을 지닌 지역이 형성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16) 여의도 · 동부이촌 · 목 · 중계 · 잠실 · 둔촌동과 과천 • 분당 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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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철 기존연구 검토 

왜 다른 지역보다 /강남8학군’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것인가에 대한 기존 연 

구의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거주지 분화가 계층별 교육기회 

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게 되었다는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이다. 둘째 강남 지역의 

교육적 환경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뛰어나다는 측면에 주목한 연구이다. 

셋째 교육 관련 시설의 우수성 동 차별적인 교육환경이 강남 지역으로의 주거이 

동과 비싼 주택가격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는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이다. 

1. 계충별 거주지 분화와 교육기회의 계충별 불평등 

먼저 I강남8학군I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계충적 측면에 주목한 연구I 즉 강남 

지역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사회 · 경제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연구를 들 수 있다. 

1) 중산충의 교육열 

김영화1끼의 연구는 계충별로 차이가 나는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의식과 자 

녀 교육 지원 행위를 검토하기 위해 전국을 대도시 l 중소도시/ 읍 · 면으로 나누어 

설문지 및 면담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학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유형/ 어느 수준의 고등교육을 원하는지는 사회계충별로 차이가 난다. 특히 중간 

계급l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어머니 가정의 경우 자녀에게 대학 이후의 교육까 

지 받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다. 중간계급 중 신중간계급보다 급격한 산업화 과정 

에서 양성적 · 음성적으로 부를 축적한 구중간계급이 자녀의 교육을 통해서 사회 

적 지위의 상승 이동을 도모하려는 욕구가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인의 교육열 연구.JI 18)에서는 상충 · 중산충 · 근로계 

충 · 농촌으로 나누어 각 계충별로 자녀교육에 거는 기대와 원망l 자녀교육 행위 

등에 대해 면담을 실시l 교육열의 실상을 조사하였다. 그 중 중산층의 교육열 부 

17) 김영화， 1992, "학부모의 교육열: 사회계충간 비교를 중심으로 r교육학연구J 30-4, 한 
국교육학회. 

18) 김영화 외， 1993， r한국인의 교육열 연구J , 한국교육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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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은 강남구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강남지역을 선정한 이유는 

이 지역이 교육수준 및 직업지위가 높은 중년 연령층의 중산계충 밀집지역/ 즉 가 

정환경이 좋고 학업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집중해 있는 지역으로 학부모의 자녀교 

육 양태에 있어서도 다른 지역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산충은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류층에 비하면 상황이 급하며/ 마음 

은 있어도 경제적으로 형편이 여의지 않는 근로계층에 비해 기회가 많은 편이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자녀교육에 대한 열의가 다른 계급보다 높다. 그들은 좋은 대 

학은 자녀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 필수적이며I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 

는 것은 부모 자신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 

이지연19)은 강남지역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다른 연구와 마찬가지로 입시위주/ 과열과외 둥 한국교육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는 데 있다. 즉 한국교육의 문제점 중에서 한국인 어머니들이 항상 준 

거집단으로 인식하는 강남지역 어머니들의 자녀교육 지원활동과 자녀교육에 대한 

기대 및 교육열 형성배경에 대해서 면담조사를 통해 살펴보았다. 조사 결과에 의 

하면 이 지역 어머니들이 유난히 자녀교육에 강한 기대를 갖고 열심히 지원하는 

이유는 첫째f 학벌위주의 사회에 대한 인식 둘째， 가부장적 가족구조 셋째I 핵가족 

경쟁사회라는 배경 속에서 이 지역 어머니가 /항상 일류를 지향하는 욕구가 자녀 

의 대학진학에도 반영되어 나타났기 때문i이라고 한다. 

2) 계층별 거주지 분화와 교육기회의 계충별 불평둥 

이유건2이은 학생의 교육포부가 지능 · 성 · 계충 · 거주지 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다는 가정 하에 계층별로 분화되어 있는 서울의 각 거주지역의 특성이 교육포부 

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해 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신중간계충 밀집지역과 근로계충 

밀집지역으로 나누어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결과적으로 강남 지역 같은 경우 신 

중간계층이 밀집되어 있어 계충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교육열이 높 

고I 실질적으로 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자원이 풍부하다는 그들 나름의 독특한 사 

회환경l 교육환경을 형성하게 된다. 이 지역 학생들은 이런 환경 속에서 여러 가 

19) 이지연， 1994, “어머니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기대와 자녀교육 지원활동에 관한 연구: 
서울 강남지역 어머니들을 중심으로끼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석사논문. 

20) 이유건， 1999, “고동학생의 교육포부 결정요인: 거주지 특성의 영향을 중심으로 고려 
대학교 교육학과 석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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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요인의 영향을 받아 보다 높은 교육포부를 갖게 된다. 반대로 근로계충이 밀집 

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계충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상대적으로 과열된 교육열을 

지닌 신중간계충 학생들의 치열한 경쟁에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교육포부를 낮게 

설정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김정숙21)은 Bourdieu의 문화자본 개념 22)을 이용해서 문화자본의 소유가 학업성 

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인문계고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계충별로 조사하였 

다. 사례지역으로 중상계충은 강남 · 서초구 일부/ 신중간계층은 강남 · 서초 · 노원 

구 일부y 구중간계충은 서대문 · 강북구 일부l 근로계층은 금천 · 성북구 일부로 설 

정하였다. 조사변수는 부모의 학력과 계충l 직업 I 교육포부r 성별l 과외 · 학원 수강 

여부 둥이며 결과적으로 문화자본에는 가족배경I 특히 계충 및 어머니의 학력변수 

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생의 소유한 문화자본은 계충 

과 부모의 학력에 따라서 불균둥하게 분배되어 있다. 다시 말해 계충별로 거주지 

가 분화되어 있는 서울에서는 지역별로 문화자본이 불균둥하게 존재함을 시사한 

다-

김준형 23)은 계충에 따른 교육기회의 불평퉁이라는 주제 중에서 교육자원이 지 

역적으로 얼마나 불평둥하게 분포되어 있는지 여부를 지역 및 계급별 설문조사를 

통해 검토하였다. 그는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교육자원 및 결과를 매개하는 

지역자원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아버지의 학력 · 아버지의 직업 · 소득수준 · 

부모와의 관계 · 학교에 대한 태도 · 주변환경 · 교육열망 · 모의고사성적 · 해외연구 

나 유학에 대한 생각 · 과외여부 및 종류라는 변수를 설정하였다. 조사 결과 자녀 

의 교육효과 및 교육적 결과는 가족적 자원/ 학교환경 자원l 지역 환경자원들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l 

학교환경이 좋을수록l 지역환경이 좋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나며 r 중상충 

거주지역에서 자녀에 대한 적극적인 투여가 이루어지고 중류충 거주지역에서는 

중상충 거주지역과 하류충거주지역의 중간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21) 김정숙， 2000， “문화자본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III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석사논문. 

22) Bourdieu는 자본을 경제 · 사회 · 문화자본의 세 가지로 나누었고l 문화자본(cultual 
capital)은 문화와 지식시장에서 전문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권력수단으로서 계급간의 불 
평둥한 관계를 야기하고 유지하는 자본의 형태를 의미한다. 그가 문화자본에 특히 주목 
한 이유는 사회 질서가 유지되고 지배-권력 관계가 재생산되는 과정에서 경제자본만큼 
이나 문화자본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김정숙， 2000， 앞의 논문， p. 16) 

23) 김준형， 2001， “교육자원의 지역적 불평둥에 관한 연구: 서울의 사례를 중심으로 고려 
대학교 사회학과 석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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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강남I 지역의 차별적인 교육환경 

다음으로 i강남8학군l 지역의 차별적인 교육환경에 주목한 연구를 들 수 있다. 

즉 i강남8학군I 지역의 교육적 환경이 다른 지역에 비해 우수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말한다. 교육환경이란 학원l 명문고l 교원 둥을 비롯해 결국은 학생의 

학력에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강남 지역의 교육기관이 증가한 시기는 신시가지 개발이 이루어진 70년대 중반 

이후의 일이다. 서울시내 인구 증가로 인해 외곽 지역에 신시가지가 개발되었다. 

이 에 따라 기폰의 인구분포도 변화되 었고/ 학령 인구 분포도 같은 맥 락으로 변화되 

었다24). 

같은 신시가지 중에서도 강남 지역은 중산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며/ 다른 

지역에 비해 사교육에 대한 투자 수요가 많은 것25)은 사설학원수가 많고 과외 시 

장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되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이 고교 평 

준화 실시로 인해 학군으로 묶였을 경우/ 다른 학군에 비해 대학입시 성적이 우수 

하다는 것은 놀랄 만한 일은 아니고I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밖에 

도 과거의 명문고등학교가 강북 지역에서 강남 지역으로 이전해 왔다. 이렇게 이 

전해 온 학교의 대학진학 성적이 좋게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더욱더 l강남은 명문 

학교가 많은 지역 I이라는 인식을 일반인들한테 심어주게 되었다. 

『서울시 고동학교 학군 조성방안 연구J 26)는 8학군에 학생이 집중되는 현상을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로 설정하여 해결책을 찾으려는 연구이다.8학군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강남8학군은 안팎의 학부모들이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이 생 

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8학군에 살고 있는 대부문의 학부모들이 중상류 계층이며， 자녀교육에 대한 

현실적 지원을 타 학군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고， 이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관 

심이 이 지역의 학교 경영자 • 교사에 대한 암력으로 작용하여 열의를 내지 않 

을 수 없게 되며， 그 결과 학생들도 영향을 받아 입시교육 분위기가 경쟁적이 

고 결과도 좋아진다. 이처럼 상승작용으로 나타난 “좋은 시설 “좋은 교사 

24) 김한라， 1992, “서울시 교육공간의 지리적 고찰: 국민학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지리교육전공 석사논문. 

25) 사교육비의 지출 실태에 대해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월 평균 과외 교습비는 일반계고 
둥학교 학생의 경우 강북 지역이 28만원/ 강남 지역이 44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김욱， 1996,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의 사교육 실태 분석 연구: 서울시내 고등학교 
학생의 과외교습 실태를 중심으로“l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p. 62) 

26) 박부권 외， 1989， r서울시 고둥학교 학군 조성방안 연구J , 한국교육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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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분위기” 때문에 대학 임시에서 타 학군에 비해 2-3배 이상의 대학 합격 

자를 내고 있고， 이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으면 8학군으로 가면 소망을 성취시킬 수 있다’27) 

따라서 이 연구에는 '8학군이 정말로 가장 선호될 만한 학군인지?를 확인하는 

부분이 들어갔다. 확인을 위해 사용된 변수는 구체적으로 @ 학군간 대학 진학률 

격차，(2) 학생의 가정배경과 고입 연합고사 성적을 통제했을 때의 학군 효과，@ 

학군과 가정배경 간에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지，(4) 8학군 전입 중학생들의 학업성 

적 변화 둥이다. 결론적으로 어떤 학군도 다른 학군에 비해 대학 입시에서 더 좋 

은 성적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 그리고 학교시설이나 교원의 질 측 

면에서 명실상부한 평준화를 시킬 수 있다면 8학군병은 쉽게 치유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덧붙였다. 

김영철28)은 한국교육개발원 발행 잡지의 특집 “한국의 교육격차를 해부한다” 

속에서 서울시 지역간 교육격차의 실상에 대해 @ 학교의 수，(2) 교원，@ 학교시 

설，(4) 자치구의 교육재정지원，(5) 학력 동의 변수에 주목해서 비교하였다. 그는 

강남지역이 학력수준이 높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유를 i지역간 교육격차r로부터 

찾을 수 있고y 지역간 교육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 학교 요인，(2) 학생의 가정 

배경요인，@ 지역사회의 지원 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결론지었다. 

3. 차별적 교육환경과 주거이동 및 주택가격 상승 

고교 평준화 제도 도입 이후 /거주지역 r이 학교 배정을 좌우하게 되었다. 따라서 

강남8학군 지역이 단순히 쾌적한 환경을 지닌 주거지로서가 아니라 i학군 좋은 동 

네l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파생하게 된 현상은 첫째y 중산충 동 사 

회 · 경제적으로 지위가 있고 여유가 있는 층을 중심으로 주거이동 시에 I학군l을 

고려하게 되는 행태이며 둘째/ 이 지역이 학군 좋은 동네로 인식되면서 주택가격 

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승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는 현재까지도 

한국사회에서 가장 관심이 모아지고 화제가 될 수 있는 주제인데/ 이 문제와 관련 

된 연구의 경향은 다음과 같다. 

27) 박부권 외， 1989， 앞의 논문， p. 18. 

28) 김영철， 2003, “서울시 지역간 교육격차의 실상끼 『교육개발.JJ 30-3호I 한국교육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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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별적 교육환경과 주거이동 

김태정 29)은 부동산가격과 주거입지 행태의 상관성에 관심을 가지고 학군과 주 

거입지성향의 관련성을 조사하였다. 주로 설문을 통해 자녀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을 조사하고 그들의 주거입지 선호경향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거주지 선택시 

에 I생활편리경제능력교통l 둥을 고려하는 데I 이들 조건이 허락되면 자녀 

의 학군 때문에 강남으로 이사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준수30)는 역시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l 그들이 주거를 선택 

할 때 /학군의 질직장주변환경/ 순으로 중요시하는 것을 밝혔다. 이들 연구 

를 통해 I좋은 학군l의 기준은 /세칭 명문중 · 고교가 많이 모여 있는 학군’이라는 

것도 밝혀졌다. 

김광일31)은 고등학교 학력수준의 공간적 분포가 주거이동패턴에 영향을 미친다 

는 가정 하에 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의 주거이동패턴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소 

득수준이 높고 직업계층상의 지위가 높은 가구의 경우f 자녀교육에 대한 열의가 

주거입지 결정에 강하게 반영된다는 결론을 내게 되었다. 

이주형32)은 서울시 9개 학군별로 표본조사를 실시/ 주거이동의 유형 · 주기 · 결 

정요인 · 주택 특성 · 주변환경 · 가구의 사회 · 경제적 특성을 검토함으로써 가계소 

득 및 교육정도가 타학군보다 높게 나타난 학군이 1학군과 8학군이라는 것을 밝 

혔다. 또한 학군간 주거이동을 할 때 i소득l이나 i가격 l의 영향력과 함께 i교육시 

설y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고 있고l 이것이 주택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 같다 

고 마무리 지었다. 

한국교육개발원33)의 연구는 8학군으로의 집중적인 학생이동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이동방식y 양상/ 전입학생의 특성/ 전학 이후 적응상태 등을 조사하였다. 결 

과적으로 사회경제적 배경이 양호한 저학년 학생이 많이 전학을 한다는 것을 확 

인하였다. 

29) 김태정， 1985, “고교학군제와 주거입지성향의 상관성 분석 연구: 서울시 고교학군을 중 

심으로끼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석사논문. 

30) 하준수， 1988, “주거입지 선택에 있어 교육환경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시 학 

구 · 학군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부동산학과 석사논문. 
31) 김광일， 1988, “서울시 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의 주거이동패턴에 관한 연구 서울대 
학교 환경계획학과 석사논문. 

32) 이주형， 1989, “주거선택 및 주거이동결정에 학군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끼 『국토 
계획 J 24-2호l 대한국토 · 도시계획학회. 

33) 임연기 외， 1993, “서울8학군”， 『학생이동의 실상과 대책 J , 한국교육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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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별적 교육환경과 주택가격 상승 문제 

다음으로 강남 지역의 교육적 여건으로 인해 주택가격이 오르는 것과 관련된 

연구의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김영현34)은 서울시 아파트 가격을 바탕으로 거주지역을 5개 충위로 계충화하고 

분류하였다. 최상위충에 해당되는 동은 압구정1.2동/ 반포본동l 신사동/ 서빙고동/ 

잠실7동y 청담1동r 삼성1동l 문정2동/ 오륜동/ 이촌1동l 대치3.4동 둥이며 f 다음 층 

의 동은 여의도와 강남 · 서초 · 송파구의 상당수의 동이며l 그 외에 목동아파트 단 

지의 동이 속한다. 결과적으로 거주지역의 격차는 주택 규모l 사업주체와 같은 요 

인보다 /대형아파트I라든지 J학군l 둥 사회 · 문화적 요소I 서비스 시설 등 주변환경 

요소에서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주택가격의 차이는 주민들의 경제력 

차이와 상관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명규35)는 i학군의 질36)과 명성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효과l에 대해 '8학군l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주택의 물리적 특성 · 도심 및 부심의 접근성 · 

주요 공공시설 및 기타 주거환경의 질적 수준을 통제한 상태에서 '8학군l 여부가 

주택가격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4. 기존연구의 한계 

지금까지 i강남8학군l과 같은 지역의 형성 이유를 밝히는 데 첫째/ 교육기회의 

계충별 불평등 둘째/차별적 교육환경 I에 주목하여 설명해 왔다. 이러한 기존연구 

를 종합해 보면 다음처럼 정리할 수 있다. 

첫째/강남8학군l 지역의 형성 배경 중 이 지역의 사회 · 경제적 지위가 높은 인 

사들의 集居라는 요인에 주목하는 경우가 많았다. 비슷한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현상에 대해 교육적 측면에서 접근하고l 사회 · 경제적 지위가 높은 인 

사들은 자녀교육 투자를 상대적으로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으며I 

34)김영현， 1991, “서울의 거주지역과 주택계충: 아파트 가격을 중심으로끼 서울대학교 지리 
교육학과 석사논문. 

35) 송명규， 1992, “학군의 질과 명성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서울 

시의 경우끼 『지역사회개발연구J 17-1호l 한국지역사회개발학회. 
36) 고동학교의 교육수준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서울시교육통계연감』 을 참고로 학군별 
인문계고둥학교 졸업생의 4년제 대학진학률을 변수로 삼았다. (송명규， 1992, pp. 96-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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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그들이 최대한 자녀교육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자녀교육 투자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 

을 I학군/이라는 단위로 묶었을 때 그 학군이 대학진학 성적이 좋을 수밖에 없다 

는 논리전개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3끼. 

둘째l 기존 연구에서는 /강남8학군I과 관련된 문제를 한국사회의 교육기회 불평 

둥 상황과 연결시켜 생각해왔다. 즉 i강남8학군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교육적 여 

건이 뛰어난 것은 한국사회의 교육기회 불평둥 문제를 고스란히 나타내는 현상이 

다I라는 과점을 가지고 불평둥이 나타나게 된 원인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려는 연 

구가 주를 이루었다. 또한 눈에 보이는 교육적 여건을 넘어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특성에 주목해서 I교육기회의 계충별 불평퉁t과 같은 관점에서 접근하는 

연구가 있었다. 

셋째/강남8학군l 지역의 형성 원인에 대해서는 이 지역이 다른 지역과 비교하 

여 상대적으로 유리한 교육적 여건을 지니고 있다는 관점에 입각해서 연구가 이 

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소위 명문고등학교의 밀집/ 사설학원의 수 

등 가시적인 교육시설이나 교사의 질 동에 주목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기존 연구는 서울의 다른 지역보다 강남 지역에 사회 • 경제적으로 지위가 높은 

인사들이 편중되어 있으며， 그들이 국내의 다른 지역이나 계충과 비교하여 교육열 

이 높다는 것이 교육 환경과 기회에도 지역별 차이에 영향을 준다든지/ 교육 환경 

과 기회의 지역별 차이 때문에 거주지이동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고l 그것이 주택 

가격에 영향을 준다는 둥 한국사회의 사회문제를 적절하게 다루어 왔다는 점에서 

기여한 바가 크다. 그러나 기존연구에서 볼 수 있었던 관점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중산충38)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은 다 학군이 좋다’는 것은 보편화시킬 

수 있는 사실이냐 하는 문제이다. 중산충은 다른 계충39)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 

37) 이와 같은 논리전개는 학술연구는 물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글 속에서도 찾을 수 있 
다. 

· 김강자， 1985, “강남 제16학군 r정경문화J 7월호l 한국정경연구소. 

· 강병기， 1989, “두쪽난 서울: 강남특별시/ 강북보통시 r신동아J 10월호/ 동아일보사. 

· 정재정， 1988， “대한민국 교육특구 서울8학군 r신동아J , 6월호/ 동아일보사. 
38) 중산층의 개념은 연구자마다 다르지만I 도시의 자영업자 · 소자산가를 중심으로 한 t구 
중간계충I과 전문직 · 관리직 둥의 봉급생활자를 중심으로 한 /신중간계충l의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 
39) 일반적으로 I중산충I 혹은 /중간계급I이라고도 불린다계급I은 보통 생산관계에서의 위 

치I 노동의 성격 동 직업적 특성에 근거하여 식별하는 개념이며/ 개인을 대상으로 한 개 
념이라고 한다. 근대산업사회의 전기에 나타난 사회구성원의 이해관계의 차이에 의해 
대립되는 사회집단이자 사회적 실태개념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그에 비해 께충l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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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이 높다고 인식되어 있다. 왜냐하면 중산충은 산업화 · 공업화의 진전으로 인해 

새롭게 나타나게 된 계층이다. 특히 신중산충의 경우는 원래는 농업종사자이었거 

나 도시의 구중간계급에 속했던 사람 중에서 교육을 자본으로 관리나 사무직에 

종사하게 된 사람들때)이며 I 특별한 자본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들은 교육을 통해 

지위상승을 도모하고/ 교육을 통해 획득된 지위를 유지하려고 한다. 따라서 꼭 한 

국사회가 아니더라도 대체적으로 중산충은 교육열이 높다는 보편성을 지니고 있 

다. 더군다나 선진국에 비해 후발국에서 교육열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41). 그런 

데 한국과 같은 동양의 학벌사회인 일본의 경우도 중산층이 교육을 통해 사회이 

동을 하고 획득된 지위를 계승하려는 경향을 지니는 것은 마찬가지이며l 상류충이 

나 중산층이 비교적 밀집되어 있는 지역도 존재한다. 그러나 한국처럼 교육적 여 

건 때문에 특별히 선호되는 동네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y 하물며 교육 때문에 주 

거이동을 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I학벌사회의 중산 

충 밀집 지역은 학군이 좋다. 따라서 그런 지역은 당연히 선호되고 사람이 몰린 

다I와 같은 도식을 쉽게 일반화시킬 수 없는 것이 아닐까? 기존 연구들은 i학군이 

계급보다 포괄적이며l 가구를 대상으로 한 개념이다. 사회이동의 비율이 높고 각 지위 
간의 격차가 평준화되어 있으며 I 계충간의 경계를 정하기 어려운 근대산업사회의 후기 
단계에 나타난 조작적 분류개념이다. 따라서 사회분화에 대한 사회적 평가의 산물 · 역 
할 · 직업을 나타내는 개념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김영모， 1972， r한국사회학.J /홍두 
숭， 1992， r중산충의 성장과 사회변동.J / 富永健}기 1990, r 日本η近代化 k 社會變動』

둥을 참고로 정리.) 
4이 임회섭， 1994， r한국의 사회변동과 가치관.J , p. 47-48. 
41) Dore는 근대화를 늦게 시작한 후발국에서 선진국보다 교육열이 더 높은 이유를 i교육 
의 후발효과I로 정리하였다. 그에 따르면I 다른 여건이 같으면 근대화의 시작이 늦으면 

늦을수록 @ 학교 졸업장이 구직자의 선별에 이용되는 범위가 넓어진다，~ 학벌 인플 
레이션의 진행이 빨라진다，@ 참된 교육이 희생되고r 수험중심의 학교교육이 시행된다. 
각각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의 경우/ 후발국이 상황이 급하기 때문에 본받을 만 
한 선진국으로부터 학교교육제도를 거의 그대로 수입한다. 선진국의 제도 자체도 완성 
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수입이 늦으면 늦을수록 소화해야 할 내용량이 많아진다. 
다음으로 @의 경우l 근대부문의 구직 확대보다 학교제도의 확대가 빠르다. 학교가 유 

일한 사회이동의 수단이며l 국가의 입장에서도 농촌을 개발하여 살기 좋게 만드는 것보 

다 근대부문으로의 탈출에 대한 희망올 심어주는 것이 쉽다. 소득 · 권력 · 위신 둥의 측 
면에서 이미 근대부문과 전통부문과의 격차가 커서I 근대부문으로 진입하려는 욕구 또 
한 강해질 수밖에 없다. 교통 · 통신망이 발달되어 있어 근대부문에 대한 정보를 이미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대부문에 대한 진입욕구도 크다. 기회균둥 · 실력주의와 같은 
가치관이 이미 국제적으로 상식화되고 사람들도 알기 때문에 정부도 그들의 요구를 무 
시하기가 어렵다. 마지막으로 @의 경우， 학교에 들어가는 목적 자체가 l학벌 취득I으로 

인식되어 있는 한， 학교 교육 과정도 졸업장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짜여질 가능성이 커 
진 다. Dore, Ronald Philip., 1976, The Diploma Disease: education, qual떠cation， and 
developmen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松居弘道 譯， 1998， r學歷社會:

新 L μ文明病』 、 岩波書店). pp .10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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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지역을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 지역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도 

당연하다I는 내용을 전제로 논리를 전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것은 결국 

i강남8학군I을 바라보는 기본적 단계에서 고민이 부족했다고 보여진다. 학군이 좋 

은 동네가 생기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I 학군이 좋은 지역을 좋게 생각하고 실제로 

다른 곳에서 이사오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왜 만들어졌는지 

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둘째/ 기존의 연구에서는 l강남8학군l 지역에 있는 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것이 

선호되는 이유는 8학군 지역과 그렇지 않는 지역의 교육적 여건l 즉 시설 · 면학 

분위기 · 학부모의 교육열 둥 여러 측면에서 다르며 8학군 지역이 우수하다고 생 

각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교육기회의 지역 및 계충별 불평 

등은 강남 지역에 사회 · 경제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편중되어 거주하는 것 

과 관련이 깊다고 인식되어 있다. 기폰연구에서 혼히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관점 

을 전적으로 틀렸다고 발할 수 없다.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교육 

기회는 개인의 노력이나 자질을 떠나서 부모 및 가족이 차지하는 사회 · 경제적 

여건42)， 취학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문화 · 경제적 환경 43)， 부모의 지식 · 태도 · 

자격과 문화적 자본44)의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되고 있다. 그런데I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과 같은 동양의 학벌사회인 일본도 교육기회는 계충별로 불평둥하 

게 분배되어 있지만 한국과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일본에서 최고 학벌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국립 동경대학에 합격자 

를 많이 보내는 고등학교는 동경에서 학구제가 시행된 67년도의 입학생이 졸업한 

해인 70년도 이후 현재까지 큰 변화가 없으며45)， 주로 동경 소재의 사립학교46)에 

서 합격자를 많이 배출하였다. 이들 사립학교는 입시 난이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학비가 공립중학4끼을 나와 공립고교48)에 다니는 경우보다 훨씬 비싸게 들기 때문 

42) 장상수， 2001， r한국의 사회이동J I p. 23. 
43) 中村收子I 1999 、 『人 σ)移動 ε 近代化J I p. 181. 
44) 부모의 계층이 자녀세대에 계숭되는 데 있어서 문화적 자본의 중요성은 최근의 연구에 
서도 언급이 되고 있다. (새삼剛彦， 1995， r大짧敎育社會σ)行方J , p. 83/ 金美蘭， 2000，
"韓國 ~: 쉰 tto 高等敎育機會 k 學歷社會σ)構造 ,: 關τ & 社會學的考察:社會階層 ε y 工 ν 갖’ 

- 강 中心，:"， p. 71 .77/ 原純輔， 2002-a, “流動化 ε 社會格差끼 p. 6) 
45) 每 日 新聞社， rSunday每 日 J , 2002-12-1호 pp. 160-161,/Campus Navi Network 홈페 
이지에서도 같은 내용을 볼 수 있다. (http://www.univpress.co.jp/chukou/index.html) 

46) 사립학교는 대부분의 경우 중학교부터 입학시험을 보고 들어가고l 고교 졸업까지 6년 
동안 줄곧 같은 학교에 다니는 시스템이다. 

47)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며/ 집 근처의 공립중학 배정을 받을 수 있다. 
48) 한국에서 말하는 인문계고는 학구제의 경우도 비평준화이기 때문에/ 입학시험을 반드 
시 보고 합격해야 입학이 가능하다. 사립고교는 원하는 만큼 원서를 낼 수 있기 때문에 

- 26 -



에 49)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조건이 허락되어야 다닐 수 있다50) ， 동경대 재학생의 

출신지역 분포 추이를 봐도 대체적으로 동경 및 수도권 출신들이 많았다51)， 이처 

럼 동경대 학생이 수도권 출신이 많고l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충의 자녀만 들 

어가는 학교 출신이 많고l 이와 같은 현상이 이미 고착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 

재까지 이런 사실들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 않다52) ， 그렇다면 J강남8학군 

지역 = 부자동네 = 학군 좋다 = 나도 갔으면 좋겠다 = 못 가는 사람은 불평등하 

다고 안달하는 것은 당연하다f와 같은 도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도 되는 것인 

가? 다시 말해 한국사회가 만약에 교육기회의 불평동에 대해 같은 학벌사회라고 

생각되는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예민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집고 넘어 

가야 하지 않을까? 

셋째I 기존연구에서는 I강남8학군l 지역이 선호되는 이유를 다른 지역에 비해 상 

대적으로 유리한 교육 여건에서 찾으려는 경향을 보였다. 강남 지역의 교육적 여 

건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얼마나 차이가 나며 f 이와 같은 우수한 여건을 다른 

지역에도 옮기거나 적응시키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 과연 I강남8학군I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선호되는 이유는 교육적 

여건에만 한정되는 것인가? 최근에 나오는 보도처럼 앞으로 신도시를 건설해서 

유명학원 및 명문고를 그 지역으로 옮긴다면 강남 지역의 매력은 살아지고 그 지 

역이 강남 지역을 대신하게 될 것인가? 기폰 연구는 i강남8학군’ 지역이 다른 지 

역에 비래 상대적으로 강하게 선호되는 이유를 찾는 데 주로 교육적 여건에 신경 

을 써 왔다. 그러나 i강남8학군I 지역의 매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이 가지 

고 있는 교육 외적인 요소에도 주목하여 종합적으로 지역을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재수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49) 현재 일본 공립고둥학교의 둥록금은 한국 돈으로 대략 입학금 5만원 정도/ 한달 수업 
료는 10만원 정도/ 합해서 1년에 120만원 정도 든다. 사립고의 경우l 모든 학교가 같지 
않지만l 대략 입학금은 500만원 정도y 한달 학비는 45만원 정도l 합해서 1년에 1，000만원 

정도 든다， 1，000만원은 일본 사립대학의 1년 동록금과도 맞먹는다. 

50) 물론 유명 사립중 · 고를 안 나와도 유명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Waseda대나 
Keio대 둥 일부 유명사립대의 경우/ 부속고에 들어가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대학교 
입학이라는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미리 이런 유명대학의 부속중 · 고를 목표로 
삼아 어릴 때부터 준비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역시 공립중 · 고에 다니는 것 보다 
교육비가 훨씬 많이 들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의 자녀들이 많이 다넌다. 

51) 東京太學廣報部， 1999， “生活實態調좁ι lJ.~ 東大生Ir淡좁J , 10月號.

52) 씨갑剛彦， 1995， Ir大累敎育社會σ)行方J , pp, 5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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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R장 한국사회의 특수생 

기존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서구 선진국이 아닌 나라의 근 

대화 진행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관점에서 i강남8학군l지역 형성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 i강남8학군l 지역의 형성을 통해 서구 선진국이 아닌 

나라의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 싶다. 

그러나 서구 선진국 아닌 나라의 근대화라고 해서 모든 나라의 경우를 일반화 

시켜서 말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 나라마다 근대화를 시작한 시기가 

다르고I 원래 가지고 있었던 문화적 배경도 다르며 I 근대화를 진행할 때 처한 대 

내 · 대외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근대화를 거치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같은 근대화 과정에서 한국에는 i강남8학군’과 같은 지역이 

나타나는데 이웃의 학벌사회인 일본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도 이와 같은 여 

러 사정이 달랐기 때문이라 보여진다.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서구 선진국보다 근대화에 늦게 착수한 근대화 후발 

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후발국이라고 해서 한국과 일본에서 항상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일본사회는 학벌사회이다. 입시경쟁이 치열한 최고학 

벌이 폰재한다. 산업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신중산충들이 대거 발생하였다. 신중 

산층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 존재한다. 수도 동경에서 고둥학교 학군제가 실시된 

적이 있다. 그러나 한국처럼 교육적 이유 때문에 유별하게 선호되는 동네가 나타 

나지 않았으며/ 일부 고둥학교에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일류대학에 대거 합격자를 

내는 사실에 대해 i교육기회의 불평동l이라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처 

럼 같은 동양의 학벌사회이고 근대화의 후발국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한국에 

서 일어나는 현상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에 대해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l 근대화에 소요된 시간이 달랐다는 것과l 

둘째I 한국사회에서 지난 약 100년 동안 사회변동이 자주 일어났으며 이것이 그렇 

지 않는 경우와 다른 결과를 발생시켰기 때문이라는 시각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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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근대화에 소요된 시간 

1. 일본 근대화에 소요된 시간 

위에서 본바와 같이 1868년 명치유신 이후 약 100년 동안에 일본사회의 근대화 

가 이루어졌다. 일본사회가 I불과 100년 사이 I에 근대화를 이루었다는 것은 서구의 

선진국이 근대화에 소요된 시간과 비교하면 놀랄 만큼 빠른 속도였다는 의견이나/ 

급속한 근대화의 필요성 때문에 서양문명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되었다와 같 

은 비판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되풀이되어 왔다. 

그런데 한국사회의 근대화는 1960년대 이후에 시작되었으며l 근대화에 소요된 

기간은 일본보다도 더 짧은 약 30-40년만에 이루어졌다. 일본사회의 근대화는 

1868년의 明治維新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초창기에 서구식 건물이 들어서고 양복 

을 입게 되고 근대적인 정치제도나 학교제도가 들어오고 과학기술이 수입되는 동 

큰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내면에 들어가서 보면 한국의 근대화에 

비해 그 이전의 전통시대와 연결되는 부분이 많았다. 일본사회는 근대화가 시작된 

지 약 50년이 지난 1920-30년이 되어야 진정한 근대화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 

었다. 예를 들어 산업구조 변화하여 신중산충 동장한 것1)도/ 재벌 기업의 대학졸 

업자 채용이 시작된 것2)도l 농민의 자제가 고등소학교로 나와 도시로 이주하게 된 

것3)도/ 중둥교육이 대중화된 것4)도r 학벌사회화가 진행되면서 여자고등학교에서 

명문여자고등학교가 둥장한 것5)도/ 핵가족화 및 전업주부화가 진행된 것6)도l 도시 

1) 신중간충이 나타나게 된 太正末 · 昭和初期(=1920-30년대)는 일본사회의 산업구조의 전 
환기였다. 1920년대에는 제1차대전 후 대기업의 주도하에 내수용 생산이 활발해졌다. 전 
력의 보급으로 기계화가 진행되고， 4大工業地帶가 형성되었다. 1930년대에는 중화학공업 
화가 진행되고 지방도시가 성장하였다. (中村收子， 2000, “新中間層η誠生 r近代化 ε

社會階層J , p. 49.) 
2) 1900년대 초반이 되면 은행 · 재벌계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학벌중시의 채용이 제도화되 

었다. (天野都夫， 1992， r學歷η社會史J , p. 262) 
3) 中村救子， 1999， r人 σ)移動 ε 近代化J , p. 104. 
4) 大門正克， 1993, “農村껴i ι 都市~”， 『都市 k 民꿨J , p. 177. 
5) 1930년대가 되면 I진학명문학교I라 불리는 여학교가 이미 존재하여I 계획적인 진학지도 

가 이루어졌다. (住佑木양子， 2002， r戰前期女子高等敎育σ)量的據大過程J , P 105) 
6) 제1차 세계대전 직후에는 도시의 생활수준이 급격히 상숭하여 도시하충세대의 평균 인 
원은 4명/ 가족형태는 80%이상이 해가족이 되었다. 1930년대에 들어가면 기혼여성의 취 
업률이 20%이하로 떨어지며 도시하충민도 기혼여성의 활동이 차츰 가사 및 육아에 한 
정되는 경향을 보였다(中川淸， 2000, 댐~市家族η形成￡變容"， p. 205). 물론 전업주부화 
가 고도로 진전하는 것은 2차세계대전 이후의 고도성장으로 인해 자영업 · 가족종업자 
가 감소하여 화이트칼라가 증가하고 배우자공제제도가 도입되면서라고 볼 수 있다. (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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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진행으로 인해 교외거주지 건설된 것끼도 모두 1920-30년대에 일어난 일이 

었다. 

2. 한국 근대화에 소요된 시간 

그렇다면 한국의 경우는 어떠하였을까? 한국사회의 근대화는 1960년대 이후에 

시작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8). 60년대까지 만해도 농경사회의 성격이 강했던 한 

국사회는 경제개발계획 실시를 계기로 하여I 공업화가 시작되고I 산업구조가 변화 

하며/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계충구조가 잡혀가고l 핵가족이 늘어나l 생 

활양식도 서구식으로 변화하였다. 

〈그림 ll-1) 은 1965년부터 95년까지 한국의 산업별 노동인구 비율 추이를 나 

타낸 것이다. 1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1965년에 58.5%이었던 것이 70년에는 

50.4%, 75년에는 45.7%, 80년에는 34%, 85년에는 24.9% , 90년에는 17.9%, 95년에는 

12.5%로 계속 감소추세를 보였다. 한편 2차 산업 종사자는 증가 추세를 보였다. 

65년에 전체 산업 인구의 10.4%를 차지하던 것이 70년에는 14.3%, 75년에는 

19.1 %, 80년에는 22.5%, 85년에는 24.4%, 90년에 27.6%, 95년에는 23.5%로 나타났 

다. 2차 산업은 85년부터 90년 사이에 1차 산업 종사자 비율을 상회하였다. 3차 

산업 종사자가 전체 산업인구에 차지하는 비율도 증가하였다. 65년에 31.2% , 70년 

에 35.3%, 75년에 35.2%, 80년에 43.5%, 85년에 50.6%, 90년에 54.5%, 95년에 64% 

로 나타났다.3차 산업은 1975년부터 80년 사이에 1차 산업 인구를 상회하였다. 

野勇 · 米村千代， 2000, “專業主歸層η形成 ε 變容"， p. 182) 
끼 大正期(=1912년 -26년)에 들어서면 구도심의 주택지는 포화상태가 되었다. 제1차대전 후 
의 호황이 도움이 되어 간선 전철역에 가까운 지역으로부터 근교농촌의 도시화가 시작 
되었다. 그 당시 교외 지역으로 이전한 사람의 대부분은 당시 사회계충으로 자리잡기 
시작하던 도시의 중산계급l 즉 학자 · 관료 · 군인 · 회사원 둥의 봉급생활자였으며 작 
가 · 예술가 둥 문화인도 적지 않았다. (越澤明， 1991 ， r東京η都市計劃.n , p. 88) 

8) “1960년대 초에 이르러 국가에 의하여 의식적으로 계획된 근대화 과업을 시작하기 전까 
지는 우리가 비록 지금의 시점에서 근대화로 규정하는 변동이라 할지라도 당시의 언어 
속에 근대화가 부각된 일은 없었다. 바꾸어 말해서 의도적으로 근대화라는 용어를 내걸 
고 변화를 시도하게 된 때는 1960년대 이후라는 말이다. 그 시기에 우리 나라도 서양 
중심의 근대화론에 접하게 되는 문화접변을 새로이 겪게 되었다." (김경동， 1993， r한 
국사회 변동론J , p.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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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11'한국의 사회지표.JJ . 

〈그림 11 -1) 산업별 노동인구(한국: 1960-95년) 

80 •••• 

70 

단우1: %. 
자료: 中村收子， 1999 ， 11'人 m移動 ζ 近代化.JJ , p. 106 재구성. 

〈그림 11 -2) 산업 별 노동인구(일본: 1872-1990년) 

〈그림 II-2) 는 1872년부터 1990년까지 일본의 산업별 노동인구의 비율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한국사회의 변화가 어느 정도 빨랐는지를 알기 위해 일본과 비교 

를 해보도록 한다. 1차 산업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하가 되는 것은 한국 

의 경우 1970년 이후이며 일본은 1950년 이후이다. 즉 한국의 경우 근대화가 시작 

된 지 약 10년만에 50%이하로 떨어졌다는 말이 되며 I 일본의 경우 근대화가 시작 

된 지 약 80년만에 50%이하로 떨어졌다는 말이 된다. 2차 산업이 1차 산업 인구 

를 상회하는 시기는 한국의 경우 1985년 이후의 일이며/ 일본의 경우 196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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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이다. 즉 한국의 경우 근대화가 시작된 지 약 20~25년만에 상회하였다는 뜻 

이 되며 y 일본의 경우 근대화가 시작된 지 약 100년만에 상회하였다는 뜻이 된다. 

3차 산업 종사자가 1차 산업 종사자를 상회하는 시기는 한국의 경우 1975년부터 

80년 사이의 일이며 y 근대화가 시작된 지 15~20년 후가 된다. 일본의 경우 3차 

산업 종사자가 1차 산업 종사자를 상회한 시기가 1960년 이후의 일이며 근대화가 

시작된 지 90년 정도 걸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3차 산업 종사자의 비율이 

50%를 넘은 시기는 한국의 경우 근대화가 시작된 지 20~25년 지난 1985년경의 

일이며 l 일본의 경우 근대화가 시작된 지 약 100년 지난 1975년 경의 일이다. 산 

업별 노동인구를 예로 들어보면 한국사회가 일본사회보다 약 4~5배정도 짧은 기 

간 내에 변화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3. 급속한 근대화의 결과 

그렇다면 여기서 i압축성장I의 의의는 무엇인가?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 

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압축성장I이란 단순히 속도가 빠르게 진행된다는 뜻만 

은 아니다. 선진국에서 경험한 근대화와 같은 과정을 짧은 기간 내에 이룩한다는 

뜻도 되지만 근대화를 늦게 시작한 나라들은 상황이 급하고/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선진국의 과정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 선진국에서 이 

미 검증을 받은 제도나 방법이 비교적 모습을 바꾸지 않는 채 수입하여 적응시킬 

경우가 많다. 다른 말로 하면 원래 그 나라의 토착적인 제도라든지 사고방식으로 

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매끄럽게 연결된다고 하기보다는 과거와 단절된 형태로 전 

혀 새로운 제도나 사고방식이 들어오게 된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압축성장은 l과 

거와의 단절’을 가져오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압축성장이 지니고 있는 다른 특정은 그 사회와 사회구성원으로 하여금 변화에 

익숙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근대화를 빠른 시일 안에 이루려고 할 경우 선진국과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것은 상황이 급하기 때문이기도 하지 

만 이미 선진국에서 검증을 받은 제도나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즉 근 

대화를 늦게 시작했을 경우l 시작한 시점에서 이미 선진국들이 도달한 위치 및 결 

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바로 갈 것을 바라지/ 선진국이 시행착오 하면 

서 경험한 모든 과정을 똑같이 거치려고 하지 않는다. 이것은 선진국에서 경험한 

근대화의 과정을 건너뛰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건너띔으로써 선진국의 경우와 비교하면 순서가 다르게 현상들이 나타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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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거나/ 선진국에서는 차차 간격을 두고 나타나는 현상들이 한꺼번에 동시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J압축성장/은 현상들이 지표 공간에서 순서가 다 

르게 나타나거나 한꺼번에 동시적으로 나타남으로 인해 선진국에서 일어나는 현 

상과 다른 현상을 낳게 된다9). 

압축성장은 지표 공간 위에서 전개되지만 그 지표 공간 위에서 사는 인간에게 

는 변화에 익숙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인간의 수명이 60~80세 정도라고 가정하 

자. 근대화에 소요된 시간이 길고 300~400년 걸릴 경우 어떤 한 사람은 평생을 

통해 커다란 사회변화를 전혀 경험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이 크다. 근대화에 소요된 시간이 100년 결렸을 경우 어떤 한 사람은 평생동안 커 

다란 사회변화를 한 번 경험할까 말까의 정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그런 

데 만일 근대화가 30~40년만에 이루어질 경우 어떤 한 사람은 평생에 커다란 사 

회변화를 최소 1번l 잘하면 2~3번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이 말 

은 근대화가 300~400년 걸린 사회에는 사회변화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살아가게 되며 I 100년 걸린 사회에서는 한 번 정도 경험할까 말 

까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셈이 되며 I 30~40년 걸린 사회에서는 최소 1 

번/ 많으면 2~3번 겪은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는 셈이 된다. 따라서 압축성장이 

이루어진 곳에 살고 있는 사회구성원들은 대체적으로 변화에 익숙해 있다고 말해 

도 될 것이다. 

제2절 잦은 사회변동으로 언한 I단절I과 l변화I에 대한 익숙함 

1. 일본: 계충구조의 연속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전통시대에는 농경중심의 사회였고 쇄국을 하고 있 

었다. 또한 한국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신분제도 통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원칙적으 

9) 압축성장을 경험한 나라는 선진국과 같은 근대화의 과정 · 순서를 거치지 않는다. 서양 
아년 나라들의 근대화에 대한 일반화는 불가능하지만l 대체적으로 농촌의 push 요인이 
크고l 정부의 개입이 크며 외국원조에 의지하는 경향이 있고I 3차산업이 일찍 확대되고l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가 동시적으로 극히 짧은 기간에 동장하는 경향 둥을 갖는다. 
(Berry, B J Lobley., 伊顧達雄 譯， 1976， r都市化σ)人間的結果: 20世紀σ)都市센經驗 L t.: 
多樣강道程J , p. 84/ 西川潤， 1978, “第三世界σ)都市化끼 p. 162, 金泳鎬， 1988， r東7

:，; 7工業化 k 世界資本主義J I p. 18/ 富永建 •, 1990, r 日本 σ)近代化 k 社會變動J , p. 
65/ 服部民夫 · 船律廳代， 2002， “ 7 γ 71: 쉰 ，t~ 中間層σ)生成 è:Jé σ)特質끼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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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람은 태어났을 때부터 어느 신분에 속할 것인지/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될 것 

인지가 정해져 있었으며 I 태어난 곳에서 죽을 때까지 줄곧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 

었다. 만약에 중간에 농촌을 떠나 도시에서 직업을 갖게 되어도 그 사람은 태어난 

마을의 사람으로 인식되었지 나중에 유입한 도시의 주민으로 간주되는 일은 없었 

다. 현대적 의미의 사회이동이라는 것이 나타나기 어려운 사회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전통시대의 모습은 1868년 明治維新을 계기로 변모하게 된다. 기존의 

신분제도가 폐지되는 것과 동시에 武士 역시 전통시대 지배충으로서의 특권을 잃 

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명치유신 이후 근대화 과정을 통해 다시 지배계급에 남 

게 되었다10). 

武士들은 근대화 과정에서 서구식 제도를 본 따서 만들어진 학교제도를 이용하 

여 빠른 시일 안에 고급관리 등 지배계층에 다시 속할 수 있게 되었다. 왜냐하면 

전통시대 武土는 신분 유지와 관련하여 교육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학업에 전념 

하는 것에 다른 계충보다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11)， 그들이 신분과 재산을 잃어 

도 교육을 통해 얻은 지식을 살릴 수 있는 길이 관료 · 교사 같은 직업으로 인식 

되었다12). 근대 이후에 생긴 고둥교육기관은 관리가 되기 위한 핵심적인 통로라고 

여겨졌는데I 이와 같은 교육기관에 들어가서 졸업장을 타기까지는 경제적 능력이 

필수적이었다13). 실제로 이들 교육기관에 취학한 사람은 무사의 후예인 土族의 子

弟 즉/ 오래 전부터의 엘리트층이었다14).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하면l 근대화로 인해 전통시대의 신분제도는 없어졌지 

만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역사적 단절을 덜 경험한 탓에 근대화 이후에도 일본 

지배충들은 전통시대의 맥을 이어갈 수 있었다15). 문제는 맥을 이어간 계층이 지 

10) 전통시대의 무사계급 출신자가 관료가 되는 비율은 매우 높았다. 실제로 군인이나 관 
료가 된 사람은 I내가 그런 지위에 올라갈 수 있다I는 자신감이 있고 실제로 이동을 시 

도한 사람은 전통시대의 무사계급 출신자I 즉 특정계충 중의 극소수였다. 그 결과 신분 
제도가 폐지되면서 t사회이동이 가능케 되었다l는 인식과 달리 아버지와 같은 직업을 

자녀가 가지게 되는 /직업의 연속성r 이 나타났으며r 그들의 사회적 지위도 변하지 않았 

다. 전통시대 武士의 武人的 측면은 군인으로， 官更的 측면은 근대적인 국가관료로 계 
숭되 었다. (中村救子， 1999, 앞의 책， p. 9η 

11) 명치유신 직후 학교에 다니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고l 교육의 가치를 알고 있었던 계 
층은 인구의 6%정도를 차지하던 전통시대 무사계급 출신자였다. (天野， 1992, 앞의 책 I 
p. 37) 

12) 天野， 1992, 앞의 책， p. 29. 
13) 국립대학의 경우 초창기에는 국가에서 장학금을 배급받을 수 있었으나/ 명치20년대 

(1888년) 이후 I제국대학과 고동중학교는 상류의 인물을 다수 양성하는 곳I이라는 국가 

의 방침이 발표되면서 학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경제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天野， 1992, 앞의 책， p. 76) 

14) 中村救子， 1999， 0"人 σ)移動 ε 近代化J , p.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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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충만이 아니었던 점에 있다. 전통시대에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던 농민 • 상인 · 

장인의 후예도 근대화 이후에 그들이 전통시대 때부터 익숙하던 사고방식으로 지 

위에 안주하는 경향을 띄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 전통시대 일본 상인 중에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배충 못지 않게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것은 상인들은 근대화 이후 자제를 고둥교육기관 

에 보낼 수 있는 재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도 된다. 그러나 상인들은 자제가 고 

동교육기관에 진학하는 것보다 가업의 대를 이어주길 바랬다. 사업에 필요한 만큼 

의 교육을 받게 하길 바랬지/ 더 이상 교육을 시켜서 휴시 학업에 빠져 버리면 가 

업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물론 모든 상인이 그랬다는 뜻은 

아니지만I 대세는 오래 전부터의 가치관 및 사고방식에 집착했다고 볼 수 있다16). 

그들이 자제에게 학교교육을 시켜 그것을 매개로 사회이동을 시도하게 된 것은 

산업화의 진전에 의한 민간기업의 동장 및 발전과 화이트칼라의 확대r 전통 부문 

의 산업과 직업의 변동이 일어난 1920-30년대 l 즉 일본 근대화가 시작된 지 40-

50년이 지난 후의 일이었다1끼. 같은 이야기는 당시의 부유한 농민층에게도 해당된 

다18). 

근대화가 시작된 이후 일본에서 사회이동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기는 

1936-65년 사이이다. 그 이전에 세대내 및 세대간 직업이동은 거의 일어나지 않 

았다. 2차대전과 고도경제성장으로 인한 산업구조 변환 둥이 계기가 되어 사회이 

동이 이루어졌다19). 즉 일본에서 근대화는 약 100년 동안에 걸쳐서 이루어졌으며 

전통시대의 신분구조는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속성을 지니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결과적으로 일본인으로 하여금 한국인보다 계충구조가 고 

착화되어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고 익숙하게 만들었다2이. 물론 일본인 중에 

15) 中村에 의하면 1880년 시점에서 과거의 무사계급이 관료 중에 차지하는 비율은 중앙관 
청의 경우 76%, 지방관청의 경우 65% 이다. 사족이 전 인구에 차지하는 비율이 5-6% 
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무사출신이 관료가 되는 확률은 상당히 높았다고 할 수 있다. 
(中村救子， 1999， 앞의 책， p. 9끼 

16) 부유한 상인의 자제에게 학교는 t立身出世를 보장해주는 곳I이며/재산을 잃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과거 무사계급의 자제를 위한 곳I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관료 등 
화이트칼라/ 전문직업인으로 형성된 근대 부문으로의 이동을 희망하지 않는 한 t졸업장I 

을 받기 위한 학문은 소용없다는 것이 1890년대에도 여전히 지배적인 사고방식이었다. 
(天野都夫， 1992, 앞의 책， p. 124) 

17) 天野都夫， 1992， r學歷σ)社會史J , p. 126. 
18) 과거의 신분제도가 없어지면서 武士가 지배계급으로서의 지위를 잃은 후에도 부유한 
상인이나 농민은 자신들이 새로운 사회를 이끌어야 하겠다는 자각이 없었다. 학벌이 자 
신들의 사회적인 지위를 높여준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학교나 군대는 몰락된 

士族 자제가 갈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天野都夫， 1992, 앞의 책， pp. 130-131) 
19) 中村收 f , 1999, 앞의 책， p.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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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동에 민감한 사람도 있고 한국인 중에 사회이동에 덜 민감한 사람도 있지 

만 사회전체가 지니고 있는 전체적 분위기를 봤을 때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 것 

이다. 

2. 일본: 일류대학 입학기회의 연속 

일본사회가 과거로부터 단절되지 않고 비교적 연속성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은 

고둥교육기관의 입학기회라는 측면에도 볼 수 있다. 수도 東京에서 학군제21)가 실 

시되고 학군제하의 졸업생이 처음 나타난 1970년도 이후 동경대학에 학생을 많이 

합격시키는 학교의 판도는 변화되었다. 그러나 학생의 출신 지역이나 출신계충을 

자세히 추적해 보면 학군제 실시 전과 후는 별 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동 

경을 비롯한 수도권 출신의 부유층이 주로 동경대학에 입학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 대한 일본사회의 반응은 한국의 경우와 약간 다르다. 한국의 경 

우 서울대를 비롯한 일류대학 입학 기회가 어느 특정한 계층에 편중되는 것을 우 

려하는 목소리가 크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서울대학에 어느 고등학교 출신이 몇 

명 합격했는지I 서울의 어느 지역의 학생이 더 많이 합격했는지 등을 함부로 발표 

하는 일은 없으며 조심스러운 자세를 취한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y 어느 특정한 

학교l 계층에 편중되는 현상을 사람들이 다 알고도 한국처럼 큰 사회적 문제가 되 

지 않는다22). 

3. 일본: 교외주거지역의 연속 

1920-30년대는 근대화가 시작된 이후 수도 東京의 경관이 처음으로 크게 바뀌 

기 시작하는 시기였다. 1923년 關東大震淡23)로 인해 동경의 시가지가 크게 파괴되 

20) 中村은 일본에서 사회이동이 일어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학교 
가 문화 · 경제적으로 특정한 속성을 지닌 자만을 받아들임으로써 출신계급과 직업의 
상관관계가 계속 이어졌다. 사회이동이 일어날 수 없는 이유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이 
것은 明治 · 大正 시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현재에 이르기까지 같은 구조가 약간 
씩 모습올 달리하면서 되풀이되어 있다. '(中村， 1999， 앞의 책， p. 161). 

21) 일본에서는 學區制라고 불린다. 
22) 동경대를 비롯한 일류 대학 입학 기회는 2차 대전 후 일관적으로 특정한 계급출신자에 
게 유리한 구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입시와 관련된 논의에서 계충문제가 해결해 
야 하는 중심 과제는 아니었다. (새삼剛彦， 1995， r大聚敎育社會σ)行方J , p.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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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는데r 이 지진 이후 처음으로 전통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던 구 시가지는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24). 이후는 도시화의 진행에 따라 수도 동경의 중심 

지 주택가가 포화상태가 되었다. 私鐵25)이 만들어지면서 시내와 교외지역을 연결 

하게 되었으며/ 교외에 전원 주택지가 조성되기 시작하였다26). 이 때 그 지역으로 

거처를 옮긴 사람은 그 당시 부유한 계층에 속한 사람이었다2끼. 현재도 그 고급주 

택가에는 1920-30년대에 이전한 자의 맥을 이은 부유충이 살고 있다. 

제2차대전이 끝나고 고도경제성장28) 과정을 거치면서 동경에서 본격적인 교외 

화가 진행된 1960년대 이후 수도권에 뉴타운29)이 만들어졌다. 이들 지역에 주거이 

전한 계층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주로 그 당시의 신중산충이었다. 그러나 일본사회 

에서 한국처럼 공동주택이 더 선호되지 않는데다가30) 전통시대부터 줄곧 맥을 이 

어온 계충구조가 이미 고착화된 지 오래되어 있었다. 따라서 지배충은 오래 전부 

터 계속 중심부에 살게 되었고y 그들 주택유형은 단독주택이며I 새로 생긴 뉴타운 

에 이전한 사람은 고도경제성장을 거치면서 나타난 신중산충이었다. 

4. 한국: 지난 100년의 사회변동 

근대화의 후발국들은 대부분 상황이 급한 나머지 제도y 가치관을 외국에서 수입 

23) 1923년 9월 1일 關東지방남부에 대지진이 일어나 도쿄 · 요코하마 시내에서 화재가 발 
생 死傷者 9만명 l 부상자 10만명 l 행방불명자 4만명이 발생하였다. 파괴된 가옥은 12만 
호l 일부 파괴된 가옥은 12만호/ 소실된 가옥은 44만호에 달했다. 

24) 함來香， 2000， “近代都市東京σ)形成"， pp. 89-90. 
25) 개인 혹은 회사가 소유하여 경영하는 철도. 
26) 1910-30년대에 동경 · 오오사카의 근교에 많은 교외주택지가 계획적으로 조성되었다. 
이들 교외주돼지의 개발주체는 전철겨L 학교법인계l 토지회사계l 신탁계로 나눌 수 있 
다. (tJJ IJ 廣 編， 1987， Ir쨌外住흰地σ)系讀J , p. 192.) 

27) 1922년에 분양된 洗足(Senzoku)住흰地의 경우l 총계약자 351세대 중 214세대의 직업을 

알 수 있다. 회사 이사급 · 화이트칼라 · 관료가 거의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 
들을 합하면 전체의 70%를 차지한다. 즉 이 지역에 최초로 이전한 사람은 소위 신중간 
충에 속한 새로운 계층이었다. (山口廣 編， 1987， Ir했外住흰地σ)系諸J , p. 179) 

28) 1955년경부터 시작된다. 이후 61-62년까지가 제1차 고도성장기l 이후 73년까지가 제2 
차 성장기로 나누어진다. 

29) 단독주택이 주체가 된 지역일 경우도 있고I 고충아파트가 밀집되는 지역도 있다. 
30) 주거만족도의 한일비교 연구에 의하면 한국의 경우 단독인지 아파트인지라는 주거유형 
간 주택만족도I 또한 지역만족도의 차이가 컸다. 특히 한국의 아파트는 단독주택보다 
쇼핑/ 교육I 녹지 r 교통에 대한 만족도가 월둥히 컸다. 한편 일분의 경우 주택 및 녹지에 
대한 만족도를 제외한 지역 l 교통l 쇼핑 l 교육l 공공l 공해만족도에서 단독주택 거주자의 
만족도가 아파트보다 높았다. (유완 외， 2002,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한 
일 비교: 한국 서울 강남구 · 성남시와 일본 후크오카시의 사례 비교"， pp. 30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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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적웅시키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쌓인 사회구조 · 문화적인 축적을 계승하기가 

어려워지고 역사가 단절되기 쉽다31). 한국사회의 경우 급속한 근대화라는 경험 외 

에도 과거 약 100년 사이에 사회변동32)을 자주 경험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일제시 

대 · 해방 · 분단 .6. 25. 정치적 상황 · 군부 독재 둥을 들 수 있는데l 짧은 기간 

동안에 큰 사회변동이 여러 번 일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각각 사건이 한국사 

회의 어느 부분어L 한국인의 심리에 어떻게/ 얼마나 혼적을 남기게 되었는지에 대 

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다만I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점이다33). 예를 들어 일본 사회는 근대화를 이루는 데 약 

100년이라는 기간을 필요로 하였다. 계충구조에 주목한다면 1868년에 신분제도가 

폐지되면서 급격하게 수직적인 사회이동이 발생하였다고 생각하기가 쉽다. 그런데 

中村의 연구34)를 참고로 정리한다면l 실제로는 1935년 이전에는 세대간 직업이동 

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부분의 일본인은 아버지의 직업과 비슷하거나 공통 

성이 있는 직업을 가졌다. 지역이동을 보아도 1935년 이전에는 전국 어느 지역에 

서도 80%이상의 사람은 출생지역이나 거기서 가까운 곳을 벗어나지 않았다35). 그 

31) 단r 모두 단절된다는 뜻은 아니다. 한국의 경우 개항 이후 서양문명의 수용과 근대화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일본 식민지 지배가 겹쳐 들어온 바람에 조국 근대화를 바라긴 하 
였지만 일본이 강요하는/ 일본을 매개로 한 근대화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느끼고 저항하 
는 이중구조를 취하게 되었다. 식민지라는 경험을 겪으면서 겉으로f 즉 살기 위해서는 
변화를 강요받을 수밖에 없었겠지만I 한국인 개인의 내면 세계나 사회 심리로는 항상 
자기 것에 대한 애착과 그것을 지키기 어려운 현실 사이에서 자존심 갈둥을 느꼈을 것 
이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식민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서구문명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 
용 및 동경이 한국보다 더 강했을 것이다. 또한 선진문명에 대한 저항l 내면적 갈둥을 
전혀 못 느끼지는 않았겠지만 한국사회에 비하면 덜 경험하였을 것이라 생각된다. 

32) I사회변동I이란 인간이 만들어낸 거의 모든 변동을 포함한다. 넓은 범위로는 경제 · 정 
치 · 사회 · 문화의 변동을 가리키며l 좁은 범위로는 가족 · 촌락 및 도시 · 조직 · 사회계 
충 · 국가의 구조가 변화하는 것을 가리킨다. 여기서 l근대화로 인한 사회변동’으로 한정 
시키게 되면l 경제적 근대화란 산업화를I 정치적 근대화란 민주화를I 사회적 근대화란 
자유와 평동의 실현을l 문화적 근대화란 합리주의의 실현을 가리킨다. 나아가 가족의 
근대화란 가부장제에서 해가족으로 변화하는 것을l 촌락과 도시의 근대화란 촌락이 죄 
퇴되고 도시화가 진행되는 것을I 조직의 근대화란 기업으로 대표되듯이 혈연이나 지연 
을 넘어서 목적 집단화되는 것을， 사회계층의 근대화란 봉건적 신분제도의 소멸과 사회 
이동 기회의 확대를l 국가의 근대화란 근대국민국가의 형성을 가리킨다. (富永建一/
1990, r 日 本η近代化 ε 社會變動J , pp. 40-49) 

33) 최근 백 년 동안 한국사회에서 일어난 사회변동은 I근대화l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는 

것이지만l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정치구조의 민주화I 경제구조의 산업화l 생태구 
조의 도시화l 계충구조의 평둥화 둥의 일반적 정향을 갖는 광범하고도 중요한 사회변동 
이었다. (이희섭， 1994， r한국의 사회변동과 가치관J , p. 93) 

34) 中村收子I 1999, r人 σ)移動 ε 近代化J . 이 책은 원래 1996년에 東京太學 社會學科에서 
"移動 ε 歸屬: 日本 σ)近代化假說σ)再檢討”라는 제목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논문을 단행본 
형태로 정리 l 출판한 것임. 

35) 中村， 1999， 앞의 책， p.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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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다가 1936년부터 65년 사이에 직업이동 및 지역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된 

다. 이처럼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산업화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환과 태평양 및 제2차대전36)이었다. 이 시기의 산업구조의 전환도 결국은 전쟁 

과 관련이 있다. 전쟁 때문에 중공업부문이 발달되었고l 이것이 전쟁 이후에도 기 

술적 축적으로 넓게 활용될 수 있었다. 또한 차출되어 군인으로 갔다오면 갔다 오 

기 전과 다른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경우도 많았다. 그 외에도 폭격을 맞 

아 가옥을 잃게 되면 다른 지역에 가서 다른 직업을 선택하게 되는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전쟁은 사람들의 직업 변경이나 거주지변경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3끼. 만약에 태평양전쟁부터 2차대전에 이르는 전쟁이 일본 근대화 100년에서 

가장 큰 사회변동이라고 할 수 있다면/ 불과 100년 사이에 식민지 지배 · 해방 • 분 

단 . 6. 25 . 정치적 상황 · 군부 독재 등 수많은 사회변동을 겪은 한국사회는 얼마 

나 큰 타격을 받았으며l 그것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행태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을까? 

5. 한국: 계충 및 학벌의 단절 

한국에서 전통시대의 신분제도는 갑오경장을 계기로 붕괴되었고l 그 이후 일제 

시대를 거치면서 붕괴한 신분제도를 대신하는 제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 

지 못하였다. 이후 1945년의 해방， 49년의 농지개혁， 50-53년에 6.25를 겪게 되 

었다. 이와 같은 역사적 경험은 한국의 사회구조와 계충구조l 문화적 측면에서 보 

았을 때 i단절l을 의미하기도 하지만l 한편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질서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계충구조라는 측면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개인에게 /수직적 사회이동의 가능성 I 

을 열어주는 큰 계기가 되었다. 갑오경장 이후 일제시대 · 해방 · 농지개혁 .6.25 

가 끝날 때까지의 약 반세기에 이르는 동안/ 계충구조가 새롭게 형성되지 않았다 

는 사실은 한국사회와 개인에게 t평둥개념 I을 심어주는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 

다38). 이와 같은 I평등개념 i 때문에 60년대 이후 한국의 사회변화에 따른 사회이동 

36) 전쟁은 일반적으로 전쟁 이전의 사회구조적 모순을 일거에 폭발시켜 이전 단계의 역사 
를 총결하는 성격l 동시에 그 다음 단계의 사회의 발전 방향을 틀 지우는 전환점이 되 
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진상， 1994， “한국전쟁과 계급구조의 변동"， pp. 83-84) 

37) 中村， 1999, 앞의 책， pp. 143-144. 
38) 양반제도의 몰락과 그것을 대체할 새 신분제도의 미형성으로 인하여 한국사회에는 유 
난히 평동개념이 확장되는 반면 지위상승을 추구하는 경쟁의식이 팽배하게 되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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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직업이동이 더 치열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의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60% 이상이 농림수산업에 

종사하고 있었다39). 60년대 이후 산업화로 인해 경제성장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 

에 따라 국민 소득이 상승하여 산업구조가 변화되었다. 산업화와 경제성장이 이루 

어지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향적 사회이동과 직업이동을 경험하게 되었 

다40). 60년대 이후 한국사회에서 지속적인 고도경제성장을 경험하면서 계급 및 직 

업 구조가 변화되었다. 계급 및 직업구조의 변화와 관련하여 계충 구분과 구성율 

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다. 그러나 i구중산충'41)의 비율은 감 

소되고노동자계급l과 I신중산충’42)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는 점에서는 의견을 같 

이 하고 있다43).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기 한국사회에서 급격하게 증가하 

고 확대된 i신중산충l은 과거 전통시대로부터 꾸준히 이어진 계충구조의 틀 속에 

있었던 계층이 아니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대부분의 i신중산충’은 60년대 이후 근 

대화 및 산업화의 진행을 통해 사회이동 및 직업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따 

라 생긴 것이다. 이러한 신중산층은 한국 사회에서 새로운 계급이었기 때문에 아 

버지와 다른 직업을 가지고 부모 세대와 다른 새로운 삶의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다시 말해 그들이 새로운 삶의 스타일을 추구할 수 있었던 것은 

틀에 박혀 단절되지 않은 계충을 계승한 경우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44). 

해근， 1991, “한국 중간계급연구의 이론적 · 방법론적 문제점끼 p. 151) 
39) 양춘， 2000， “한국사회의 중산층의 특성 r한국사회 계충구조와 동학J , p .. 162. 
40) 조돈문에 의하면 I이 시기의 계급구조 변화의 주요 요인은 각 산업부문 내에서의 계급 

구성의 변화가 아니라r 산업부문들의 상대적 비중의 변화l라고 한다. 안치민은 60-90년 
의 조사를 토대로 /한국사회는 직업구조가 상당한 정도의 유동성을 나타내고 있지만 이 

를 계층 · 계급구조의 개방성과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이며/ 직업분화 · 직업이동의 반영l 

이라고 말하고 있다(조돈문， 1994, “한국사회 계급구조의 변화 1960-1990: 계급구조의 
양극화 고찰끼 p. 17/ 안치민， 1993, “직업이동과 계급이동끼 p. 202). 

41) 소규모의 생산 및 소유권자l 구체적으로는 자영상공업자/ 자영농어민 둥과 같이 주로 
가족노동에 의존하고 비록 고용을 하더라고 소규모인 경우를 가리킨다.(김영모， 1997, 

『한국 중산충 연구J , p. 19) 
42) 비생산적 임금소득자. 구체적으로는 전문직 I 관리직/ 사무직/ 서비스직 동 화이트칼라와 

같은 봉급생활자. (김영모， 1997, 앞의 책， p. 19.) 
43) 한국사회의 계충구조 변화에 관해서 여러 연구들이 있으며/ 각자 상이한 견해를 냈다. 
종합적으로 결론을 진다면 
1. 농촌의 독립자영농 및 영세농층의 인구는 대제로 60년 이래로 감소하고 있으며 I 아 

울러 도시 하류계급의 구성비도 완만하지만 줄어들고 있다. 

2. 신중산계급y 화이트칼라층과 불루칼라층의 인구는 그 동안 계속 증가해 왔다. 
3. 자영상인 및 자영기능인과 같은 구중간계급의 비중은 산업화와 경제 성장에 비례하 
여 감소한다기보다 일정 구성비를 유지하고 있다. (양춘， 2000, “한국사회의 중산층의 
특성"， pp. 175-176.) 

44) 그렇다고 기폰의 문화 · 역사적인 전통을 전혀 계승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다. 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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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배계층은 원래부터 양반 · 지주 계급에 속해 있던 사람도 있었지만I 그 

렇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즉 해방 이후 갑작스러운 수직적 사회이동으로 인 

해 권력을 잡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모습을 옆에서 보면 자신이 실제로 시 

도를 하든 안 하든지 간에 i잘하면 성공할 수 있겠다’는 계충 및 직업의 수직적 

이동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며l 따라서 사회적 분위기도 그것을 자연 

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이다. 

6. I연속I과 I단절I의 차이 

여기서 사회변동이 자주 일어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 결과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나타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 

1) 역사적 관점 

먼저 긴 시간을 설정해서 생각해 보도록 한다. 근대화 과정을 거친 나라에서는 

근대화의 속도 및 소요되는 시간과 관계없이I 과거 전통적인 가치관이나 사고방식 

은 죄퇴되고I 현대적 가치관으로 변화한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사회변동이 잦은 나라에서는 기성세대가 익숙해져 있는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으 

로는 새로운 사회에서 살아나가기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된다. 사회변 

동이 있을 때마다 기성세대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은 과거의 것/ 이용가치가 낮은 

것이 된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이것은 과거와 전통적인 것/ 그리고 현재와 새로 

운 것의 연결 강도가 낮다. 즉 사회변화가 뜸한 나라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단절 

성 I을 강하게 띄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변동이 잦은 나라에서 사는 사 

람들은 오래된 것l 과거로부터 내려온 것/ 변하지 않는 것에 집착할 수 없는 상황 

을 강요받게 된다. 아울러 새로운 것을 수용해야 시대에 따라갈 수 있는/ 다른 말 

로 하면 /변화I에 대한 적응 자세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서 김모씨가 75년을 살면 

서 한평생에 여러 번의 사회변동을 겪었다고 할 때/김모씨는 사회변동에 익숙한 

사람이다I고 전제하면서 사회변동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 보다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사회변동이 잦은 나라에서는 역사가 단절성을 띄게 되며 l 그 

전통시대와 단절될 수밖에 없었던 만큼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했다는 뜻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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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세대차이를 극심하게 낳게 한다는 것이다. 즉 사회변동이 자주 일어나면 70 

대 사람과 50대 사람과 30대 사람의 가치관이 서로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현재 한국사회의 70대 사람은 어릴 때 일제시대/ 청년기 

에 해방과 6.25전쟁 l 결혼해서 자녀를 기르는 동안은 60년대 이후의 조국 근대화/ 

즉 고도경제성장y 산업화/ 도시화l 현재는 의식주 측면에서 높은 생활수준을 유지 

한다는 것이 가능케 되었다. 이들은 어릴 때 농경사회적 습관이 짙게 남아 있는 

전통시대를 경험한 세대이다. 한국사회는 최근 100년 동안에 이와 같은 많은 사회 

변동을 겪었기 때문에 세대차이/ 가치관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질 수 있 

다45). 

한편으로 사회변동이 띄엄띄엄 찾아오는 나라의 경우 사회변동이 잦은 나라에 

비해 기성세대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이 계승되는 데 상대적으로 어려움 없이 순 

조롭게 이루어진다46). '변화해야 하는I 절박한 상황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변 

화에 덜 민감하다. 즉 100년에 한 번 큰 사회변동이 일어나는 데/ 사람은 대략 6 

0-80년 산다고 가정하면 그 사람이 어릴 때나 노인이 되었을 때나 다소의 변화 

는 있었겠지만 한 평생에 여러 번 사회변동을 겪는 사람에 비하면 I변화/란 무엇 

인지I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톰소 알기가 힘들다. 

물론 사회는 큰 사회변동을 경험하지 못하더라도 항상 움직이고 있다. 그런 의 

미에서 깨인주의의 침투’를 생각해 본다면 현재 일본의 70대와 20대를 비교하면 

70대보다 20대가 훨씬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 

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70대와 20대에서 벌어진 가치관의 크기보다는 일본사희의 

70대와 20대에서 벌어진 가치관의 크기가 훨씬 작다. 

2) 동시대적 관점 

다음으로 한 시점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도록 한다. 이와 같은 命題를 가정해 보 

자공업화로 인해 산업구조가 개편되고I 직업구조가 변화하고 계급구조가 변동되 

었다 이것은 사회변동이 자주 일어나는 한국에서나 사회변동이 띄엄띄엄 찾아오 

45) 안정된 사회에 비하여 급변하는 사회에서는 세대 교체가 빨리 일어나고l 세대간의 골 
도 깊게 패이며 l 따라서 세대간 갈동의 양상도 심각할 가능성이 높다. (박재홍， 1992, 
“한국 사회의 세대 문제: 질적 접근"， p. 11) 

46) 사회변동의 속도가 완만하고 사회질서가 매우 안정된 사회에서는 기성세대에 의한 문 
화전숭과 사회화의 과정을 통해 새로운 세대는 기존 질서의 틀을 큰 변화 없이 계숭해 

나아가기도 한다. (임희섭， 1994， r한국의 사회변동과 가치관J , p. 22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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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본에서나 마찬가지로 일어난 /변화/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다르다는 말인가? 

같은 사회변화임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일어났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다시 말해 이와 같은 사회변화가 연속성을 지닌 사회에서 일어났는지y 아니면 배 

경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사회에서 일어났는지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생각된다. 

먼저 한국처럼 단절성이 강한 사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예를 들어서 계급구 

조가 고착화되지 않는 것에 익숙해 있다. 이것은 결국 개방성을 지니게 된다4끼. 

즉 해방 후 한국사회에서 산업 자본가가 된 사람 중에는 부의 배경을 바탕으로 

사업을 시작할 경우도 있었으나/ 아무 것도 없이 시작해서 된 경우도 종종 있 

다48). 이런 모습을 보면 실제로 i나도 할 수 있다l는 희망이 생길 수도 있고l 비록 

본인이 시도를 하지 않아도 옆에서 누군가가 도전 정신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길 수 있다. 

한편 일본처럼 상대적으로 연속성을 지니는 사회에서는 계급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는 것에 익숙하다. 일본 사회는 근대화 과정에서 한국 사회와 비교하여 상대적 

으로 계급구조가 연속성을 지니고 있었다. 예를 들어 근대화 이후 새로이 동장한 

신중산층은 한국의 신중산충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수직적 사회이동에 대한 열망 

을 갖기가 어려웠다. 이것은 신중산층이 동장했을 때 전통시대의 맥을 이은 지배 

층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과도 관련이 있 

다49). 이 말은 일본의 신중산충은 기득권에 진입하려고 하지 않았다든지l 그들만 

의 독특하고 새로운 생활양식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자 하는 것은 계충구조가 덜 잡혀 있었던 한국사회의 신중산충과 비교한다면 일 

47) 한국 사회에서는 8.15해방과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계급구조가 전면적으로 재편되었고l 

1960년대 이후의 급속한 공업화와 광범한 이농으로 인하여 사회이동이 매우 원활하였 
다. 한국 사회와 같이 급속히 변화하는 곳에서 사회이동은 세대간뿐만 아니라 세대내에 
서도 빈번히 일어났다. (설동혼， 1994, “한국 노동자들의 세대간 사회이동 1978-1989 
년"， p. 237) 

48) 1985년 당시 국내 57대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전체의 28%가 가난한 영 
세농가의 아들이며， 10.5%는 영세 상인， 24.6%가 중간충 농가， 12.3% 가 피난 지주， 8.8% 

가 지주의 아들로 나타났다. (서재진， 1988, “한국 산업 자본가의 사회적 기원끼 p. 15) 
49) 반대로 이미 계충구조가 잡혀 있는 상태에 나중에 신중산충이 나타나게 된 경우/ 그들 
은 이미 둥장한 계충의 영향 및 제한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게 된다. 구해근은 I유럽과 

미국 둥 선진 산업사회에서는 신중간계급의 사회적 동장이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의 
형성 이후에 이루어졌다. 20세기초에서부터 화이트칼라층이 급격히 증가하기 이전에 이 
미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 간의 계급투쟁은 오래 진행되어 왔었고I 이 계급투쟁을 통 
해서 양대계급의 계급 이데올로기와 계급조직은 대부분 체계가 잡혀 있었던 것이다. 역 
사적으로 뒤늦게 둥장한 신중간계급은 이미 형성된 양대 계급 사이에서 자기의 이데올 
로기적 · 정치적 성격을 형성하여야 했다l고 지적하였다. (구해근， 1991, “한국 중간계급 

연구의 이론적 · 방법론적 문제점끼 p.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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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의 신중산층은 상대적으로 사회이동에 대한 열망이 약하거나 상승 욕구 자체가 

덜 생길 수밖에 없었고y 비록 그들만의 독특한 새로운 삶의 스타일을 추구하였다 

고 해도 한국의 신중산충들이 다른 계층에게 준 만큼의 큰 영향력을 주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 

/일본의 상류층은 시내 중심지에서 단독주택에 살고 있다I는 것/중상류층은 최 

고학벌에 들어가는 데 유리하다I는 사실이 고착화되어 있으면 본인이 열심히 하면 

사회이동을 할 수 있다고 해도 I열심히 하는 것y 자체를 잘 모를 수가 있다. 다시 

말해 일본사회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다는 것은 사회가 보수적이고 폐쇄성을 지니 

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되지만/ 그 외에도 I개방성 l이 무엇인지/ 도전정신이 무엇 

인지y 현재 상황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 멀 민감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근대화를 늦게 시작하고 급속하게 이루어야 했던 근대화 후발국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지만l 후발국가의 근대화 전부를 다루지는 

못하였다. 이것은 본 연구가 모든 근대화 후발국가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일반화시 

킬 수 있는 이론을 정립하는 데 목표가 있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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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m장 고교평준화와 교육적 i선호 지역I의 출현 

제1절 평준화 이전의 학벌과 사회계충 

1. 60년대 이후 한국 사회의 학벌과 사회계충 

산업화가 진행되면 경제성장과 함께 산업구조가 바뀌고 사회이동 및 직업이동 

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위획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은 일반적으로 아버지의 직업 · 부모와 본인의 교육정도 · 소득 · 재산 등이다. 이 

중에서 특히 교육은 사회이동의 중요한 통로라 생각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이 일어났다. 산업화 · 공업화가 진행된 60년대 이후는 계급구조 질 

서가 형성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욕구1)가 특히 강해졌다. 

현재까지 한국 사회에서 남들의 인정을 받고 안정된 인생을 보장받으려면 좋은 

학벌을 소유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인식되고 있다. 60-80년대에도 그것은 마찬 

가지였다. 좋은 학벌을 소유하고 있으면 높은 임금I 넓은 인간관계2)， 사회적 신임 

이나 선망을 한 몸에 얻을 수 있어 사회생활을 하는 데 매우 유리하다는 것이 일 

반적으로 상식화되어 있었다. 

60년대 이후의 근대화 및 경제성장은 교육적 측면에서도 효과를 나타내어/ 학교 

수는 물론 상급학교 진학률도 증가하였다. 사람들이 사회이동과 직업이동의 가능 

성을 믿고 기회 획득을 꿈꾸며 현실적으로 행동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한편 일류대학 합격자의 대다수를 세칭 명문고 학생이 점유하는 현상이 고착화되 

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 학교의 입시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었고/ 과열과외3)가 

1) 물론 교육에 대한 욕구는 사회이동의 수단으로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김영화는 한 
국 사회에서 교육열의 형성 배경을 학력주의 사회l 집다주의적 지위 의식과 서열 위주 
의 일원적 가치관l 일반적 잠재능력을 중시하는 능력관과 노력주의I 입신양명적 교육관I 

유교와 숭문주의와 가족주의 I 교육경쟁을 부추기는 교육구조 둥에서 찾으려고 하였다. 
(김영화 외， 1993， r한국인의 교육열 연구.D , pp. 59-105) 

2) 60-70년대의 소위 명문고 출신이 사회에 나가서 느끼는 상대적 유리함에 대해 경기고 

둥학교의 한 졸업생은 다음처럼 말한 바 있다.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경기를 나오니 참 세상 살기 펀하다. 일이 생기면 여러 군데 

에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칠 것이 없다. 이런 관계가 없다면 세상 살기가 잠 힘들 

것이다. 그러니까 남들이 하기 어럼거나 못할 일도 우런 쉽게 한다. 그래서 나는 모든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 전화 한 통화만 하면 아무리 어려운 질문도 해담을 얻을 수 있 

다. 동창들이 각 분야에 다 있고 다 잘들 하고 있다. 이것이 살아가는 데 무형의 재산 

이다. ’ (오효진， 1983， “경기고와 서울고끼 『월간 조선.D 2월호) 
3) 김영철은 과열과외 발생원인을 협소한 고등교육 기회y 낙후된 대학입학시험제도l 침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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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행하는 동 사회문제를 야기하였다. 일부 명문고의 활약l 과열과외 같은 현상은 

사회적으로 i일부 계층에게 학벌을 뺏기는 불공평한 현상I이라는 불만을 불러일으 

켰으며/ 이것이 더 고착화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게 되었다. 

이 시기에는 지위가 높은 사람만 사회적 지위 획득 및 유지에 대한 욕구가 강 

한 것이 아니었다. 과거에 먹고살기가 어려웠거나l 힘들게 살아야 했던 경험을 가 

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시대였다. 또한 본인이 배우고 싶은 욕구가 있어도 

상황이 허락하지 않아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60년대 이후 근대화가 시작되면서I 사회이동 및 직업이동의 가능성이 모두에게 열 

린 것처럼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따라서 굳이 이미 사회 · 경제적 

으로 성공의 길을 걷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대다수의 부모들은 t내 자녀만큼은 잘 

살았으면I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자녀에게 최대한 교육기회를 줄 수 있도록 온 

갖 희생을 아끼지 않는 부모의 자세는 사회 분위기로 봐서 아주 자연스럽고 보기 

좋게 받아들여지는 시기였다. 

2. 일부 계충에 의한 학벌의 독점 

1) 선호 고교의 대학 진학성적 

당시 한국에서 i좋은 학벌i이란 대학으로 치면 서울대학을 중심으로 한 일부 일 

류대학이며/ 이들 일류대학 진학률이 높은 일부 명문고등학교의 졸업장을 의미하 

였다4). <표 ill-l) 은 1960~70년대에 최고 학별로 여겨져 있던 서울대학교 합격 

자를 다수 배출한 고둥학교의 이름과 합격자수를 나타낸 것이다. 60년대부터 70년 

대까지 경기고·서울고·경복고·경기여고·부산고·경남고·경북고·대전고·광 

주일고 · 전주고 등 일부 특정한 고둥학교에서 서울대학 합격자를 많이 배출하였 

으며 l 특히 이 시기 경기 · 서울 · 경복고둥학교는 전국 상위권을 독점하고 있었다. 

62년에 서울대학의 신입생 정원은 1，960명인데 경기고의 서울대 합격자수는 252 

학교교육 환경/ 고학력 위주의 고용구조， 교육을 오도하는 사회의식구조 둥에서 찾으려 

고 하였다. (김영철 외， 1981， r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과열과외 해소대책 J , pp. 69-
110.) 

4) 한국사회에서 중시되는 I교육J은 현실적인 의미에서 대학교육을 의미하는데l 그 실상을 

보자면 대학 I교육I이라기 보다는 대학t학력증; 그 중에서도 상위권 대학이라고 세인들 

의 평가를 받는 몇몇 대학의 졸업장의 취득을 의미한다. (김준형， 2000, “교육자원의 지 
역적 불평둥에 관한 연구끼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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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I 즉 서울대 신입생의 12.8% 였다. 이 수치에 서울고와 경복고 합격자를 더하면 

총 522명이며/ 서울대 신입생의 26.6%를 차지한다. 69년은 서울대 신입생 정원 

3，030명에 대해 경기고의 합격자수가 359명 l 즉 신입생의 11.8% 였다. 서울고와 경 

복고의 합격자까지 더하면 총 800명 I 즉 신입생의 26.4%는 3개 고교 출신의 학생 

이라는 계산이 된다. 73년은 신입생 정원 3，190명에 대해 경기고 출신자 380명/ 즉 

신입생의 11.9% 였다. 서울고 및 경복고의 합격자까지 더하면 총 881명 I 즉 신입생 

의 27.6%가 3개 고교 출신자이다. 76년은 서울대 신입생 정원 3，210명에 대해 경 

기고 출신자가 498명 I 즉 신입생의 15.5%였다. 서울고와 경복고까지 더하면 합격 

자 총수는 1，117명 l 즉 신입생의 34.8%가 3개 고교 출신자라는 계산이다. 

〈표 ill-2) 는 1957-69년 동안 경기고 졸업생 중 서울대 합격자가 차지하는 비 

율을 나타낸 것이다. 서울대학 합격자를 가장 적게 낸 해는 58년이며l 전체 졸업 

생의 44.4%를 차지하였다. 가장 많이 배출할 때는 68년이며l 졸업생의 81.8%가 서 

울대학에 합격하였다. 즉 1957-69년까지 경기고는 한 해 평균 57.0%를 서울대에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11-1) 고교평준화 이전 서울대 함격자를 많이 낸 고교들 
(단위: 명) 

싫￡ 62년 69년 73년 76년 

경기 252 경기 359 경기 380 경기 498 
2 서울 144 서울 233 서울 264 서울 335 
3 겨〈그 북 -, 126 켜C그 료 ~ 208 겨C그 틀 ~ 237 경 복 284 
4 서울사부 75 경기여 156 부산 183 부산 170 
5 경 묵 69 부산 144 경기여 157 경 묵 153 
6 경 남 60 경 묵 143 경 남 130 경기여 149 
7 용산 59 경 남 112 중앙 127 중앙 105 
8 경기여 59 전주 110 경 북 102 용산 103 
9 대 전 48 고&?이g 109 광주일 101 광주일 98 
10 부산 46 대 전 98 용산 100 전 주 96 

주: 짙게 표시한 것은 나중에 8학군에 속하게 될 고등학교. 
자료: 1962, r서울대통계기보J ./ 1970, r진학 JJ 4월호./ 중앙일보73-2-17 . 76-1-27. 

〈표 111-2) 경기고 졸업생의 서울대 진학률(1957-69년) 

(단위: %. 힘격자수/졸업생수) 

- 47 -



2) I선호 학교I 학생의 사회 • 경제적 배경 

일부 특정 학교의 졸업생이 좋은 학벌을 점유하였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표 ill-3) 은 53-78년까지 경기고 졸업생이 사회에 나가 

서 어떤 직업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직업은 i고위임원 및 관리자I이며 l 전체의 22.5%이다. 다음으로 많은 것이 I사업경 

영I이며 전체의 19.6%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t교수/가 전체의 18.4%를 차지하였 

다. 그 외에 i의료전문가/가 10.3%를 나타내고회사원/은 10.0%를 나타냈다. 여기 

서 높은 비율을 차지한 직업은 당시 사회 · 경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선망의 대상 

이 되는 직업이었다. 

〈표 ill -4) 는 경기고의 1968-73년 기간의 재학생 학부모 중 /대졸이상l의 학력 

을 소유한 학부모의 비율이다. 68년에는 55.9%, 69년에는 63.1 %, 71년에는 59.8%, 

73년에는 60.8%의 학부모가 대졸 이상 학력의 소유자이다. 1975년 서울시에서 대 

졸 이상의 학력을 소유한 사람이 차지하는 비율은 6.67% 였다. 

〈표 111-3) 경기고 졸업자의 주요 직업 (1953-78년) 

(단위%) 

직 업 구성비 직 업 구성비 직업 구성비 

고위임원 및 관리자 22.5 회사원 10.0 자영업 1.2 
사업경영 19.6 과학/컴퓨터/공학전문가 4.5 학교전문가 1.1 
jj!~、 18.4 법률전문가 4.0 성직자 1.0 
의료전문가 10.3 정부관리 3.2 기타 4.4 
자료: 김기석 외， 2000, 앞의 글， p. 98. 

〈표 111-4 ) 경기고 학부모 중 대졸이상의 학력 소유자 
(단위%) 

〈그림 ill-1) 은 1970년 당시의 소위 명문학교5) 학생의 학부모 직업을 정리한 

것이다. 중학은 46.0% , 고교는 38.0%, 대학은 33.9%로 모든 교육기관에서 /관리 · 

사무직/에 종사하는 학부모가 가장 많다. 다음으로 많은 것은 /상업 l 이며/ 중학 

5) 중학은 경기 · 서울 · 경복중I 고교는 경기 · 서올 · 경복 · 부산 · 경남 · 대전 · 광주일 · 전 
주고l 대학은 서울대 · 연세대 · 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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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5%, 고교 29.5%, 대학교 21.3%로 나타났다. 직업 중 i농업 l 이 차지하는 비율은 

중학 1.8%, 고교 9.2% , 대학 14.4%로 나타났다6). 70년 당시의 통계에 따르면 1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50.4%로 가장 많았고l 다음으로 3차산업이 35.3%, 2차산업은 

14.3%이다끼. 이와 비교할 때 당시 한국 사회에서 소위 명문학교의 학부모는 사 

회 · 경제적으로 안정된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 

中좋 

홈~ 

大렇 

0% 20% 40% 60% 80% 100% 

|·톨윷 디商業 g 工훌 .훌E훌 댐흩짧훌 터텀由쓸 톨官훗 훌務 디렸·빼 g 其他 | 

주:대학=서울 · 언세 • 고려/고교=경기 · 서울 • 경복 · 부산 • 경 
남 · 대전 • 광주일 · 전주/ 중학= 경기 · 서울 • 경복. 

단위: %, 자료: 김영모， 1972 ， r한국사회학J , 법문사， p. 183. 

〈그림 111-1) 각급 학교 학부모의 직업구성 (1970년) 

3. 평준화 이전의 고교 분포와 학생의 거주지 

1) 서울시 언문계 일반고둥학교의 분포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서울시 인구의 대부분은 강북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 

다. 그렇다면 고둥학교의 분포는 어떠하였을까? 

〈표 ill-5) 는 65년 서울시 각급 교육기관의 분포를， <표 ill-6) 은 교육기관별 

재학생의 분포를 행정구별로 나타낸 것이다.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분포l 재학생 

의 분포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비교해서 서울시 전체에 골고루 분포되는 편이 

6) 비율에 차이가 나타난 이유는 중학은 서울 소재의 학교를 조사 대상으로 삼았지만 고교 
는 지방도 포함되었고I 대학은 전국 모집이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끼 1995년에는 산업별 종사자 비율은 1차산업이 12.5%, 2차산업이 23.5%, 3차산업이 64%가 
되었다. 

- 49 -



었다. 이것은 이들 교육기관은 거주지 근처에서 다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 

이다. 

한편 중 · 고교의 분포는 이 것과 다르다. 중학교는 종로구가 21.9%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대문구 12.3%, 동대문구 11 .4%, 성동 · 성북 · 영등포구가 10.5%, 용산 

구 9.6% , 중구 7.9% , 마포구 5.3%로 나타났다. 고등학교는 종로구가 21.7%로 가장 

많고l 다음으로 서대문구 13.0%, 성북 · 영동포구 11.3%, 동대문 · 성동구 10.4%, 용 

산구 9.6% , 중 · 마포구 6.1%로 나타났다. 즉 중 · 고둥학교는 종로구에 5분의 1 정 

도가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시기 강남 · 서초 지역은 교육기관 분포가 극히 미미했다. 해방 전에는 현재 

의 세콕 • 염곡 · 서초 · 청담 · 잠원 · 도곡 · 수서동에 초등학교가 총 5개 있었다. 해 

방 후에는 55년에 사립 여자중학교인 은광여자중학교， 63년에 왕북초등학교， 69년 

에 사립 남자중학교인 영동중학교8)가 생겼다. 65년 이 지역의 초등교육기관 재학 

생은 서울시 전체의 1.2%, 중등교육기관 재학생은 0.5%, 고둥교육기관의 재학생은 

0.2%를 차지하고 있어 9) 학생수 자체가 적었다. 

〈표 111-5) 서울시 각급 학교의 문포(1965년) 

(단위%) 

싫낯 종로 중 동대문 AC그{ 드 〈그드 성북 서대문 마포 용산 영등포 

유지원 11 .4 8.6 10.5 12.4 11 .4 13.3 7.6 13.3 11 .4 

초교 7.3 6.7 10.4 14.0 13.4 13.4 6.1 9.8 18.9 

중교 21.9 7.9 11.4 10.5 10.5 12.3 5.3 9.6 10.5 
고교 21.7 6.1 10.4 10.4 11.3 13.0 6.1 9.6 11.3 

주: 국립은 제오1. 진하게 표시한 것은 각 교육기관 중 가장 분포가 많은 행정구. 

자료: 서울특별시， 1966， r서울통계연보..1 , pp.292-303어|서 재구성. 

〈표 111-6) 서울시 교육기관별 재학생 분포(1965년) 

주: 진하게 표시한 것은 각 교육기관 중 가장 분포가 많은 행정구. 
자료: 경제개획원， 1966 ， r인구센서스보고J . 

합계 

100 

100 
100 
100 

(단우1: %) 

8) 69년에 양재여자중학교로 출발， 72년 6월에 공학 영동중학교로 변경， 77년 3월부터는 남 
자중학교로 변경되었다. 

9) 경제기획원， 1966， r 인구센서스보고..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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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교 소재지와 학생 거주지의 관계 

선발고사가 존재하던 시기 소위 명문학교 입학을 좌우하는 것은 입학시험이었 

다. 즉 평준화 이전에 본인의 거주지는 학교 입학을 좌우하지 않았다10)， 따라서 

명문고등학교라고 해서 재학생의 거주지가 특정한 지역에 편중되어 있지 않고l 고 

교 입학만을 위해 거주지를 옮길 필요성도 없었다. 

〈표 ill-7) 은 평준화 도입 전 서울 · 경복 · 경기여 · 이화여 · 숙명여고 등 당시 

의 소위 명문학교에 입학한 학생의 거주지를 나타낸 것이다11). 서울고는 학생의 

75.9%, 경복고는 85.4% , 경기여고는 86.2%, 이화여고는 86% , 숙명여고는 82.6%가 

강북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 강남 · 서초 지역의 거주 학생은 서울고 0.3% , 경복 

고 0.4%, 경기여고 1.4%, 이화여고 0.3% , 숙명여고 0.3%로 아주 미미한 분포를 보 

였다. 이 시기에는 전국 단위 모집이었기 때문에 지방에서 온 학생도 많았다. 서 

울고는 12.7%, 경복고는 4.3%, 경기여고는 4.2%, 이화여고는 2.3% , 숙명여고는 6% 

가 서울시가 아닌 지역의 출신자였다. 

〈표 ill-8) 은 강북 거주 학생 중 강북의 어느 지역에 거주했는지를 나타낸 것 

이다. 대체적으로 강북의 모든 지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으며 l 

아무래도 학교에서 가까운 지역/ 학교까지의 접근성12)이 좋은 지역에 거주하는 학 

생이 더 많았다고 볼 수 있다. 서울고의 강북 학생 중 서대문구는 25.5%, 마포구 

는 12.1%, 동대문구는 11.7%로 나타났다. 경복고의 강북 학생 중 종로구는 18.8%, 

서대문구가 14.6%, 성북구가 14.2%로 나타났다. 경기여고의 강북 학생 중 성북구 

가 18.1 %, 서대문구가 16.1%, 종로구가 14.1%로 나타났다. 이화여고의 강북 학생 

중 서대문구가 27.3% , 종로구가 16.3%, 성북구가 13.3%로 나타났다. 숙명여고의 

강북 학생 중 서대문구가 19.8%, 성북구가 15.4%, 성동 및 종로구가 11.3%로 나타 

났다. 물론 당시 고등학교는 입학점수에 따라 서열화 되어 있었고l 각 학교마다 

전통 및 특성이 달랐기 때문에 접근성 하나만으로 학교를 결정하지 않았을 것이 

다. 단지 비슷한 수준의 학교가 있으면 집에서 접근성이 좋은 곳을 선택했을 가능 

성이 있다13). 그러나 I통학상의 편의/라는 측면 외에 그 학교의 근처에 거주하는 

10) 물론 학생의 거주지가 대도시인지 중소도시인지 농촌인지에 따라 차이가 날 수도 있었 
지만I 적어도 80년대 이후만큼 거주지가 학교배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는 돗이다. 

11) 74년도 각 학교의 졸업앨범을 참고로 5개 반을 무작위로 뽑아서 법정동 단위까지 통계 
를 냈다. 

12) 거리뿐만 아니라 버스 등 대중교통의 노선배치 상황과도 상관이 있을 것이다. 
13) 같은 종로구 소재이고 비슷한 수준에 있던 학교로서 서울고와 경복고를 들 수 있다. 

74년 서울고 학생의 거주지로 가장 많은 곳은 서대문구이며r 경복고 학생의 거주지로 
가장 많은 곳은 종로구이다. 이것도 각 학교의 소재 위치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 51 -



것은 아무런 의미도 지니지 않았다. 

〈표 111-7) 1974년도 3학년의 거주지 분포(전국) 
(단우1:상단=명， 하단=%) 

꿇핵한프 서울고 경복고 경기여고 이화여고 숙명여고 l 
한강이북 

239 240 249 264 247 
(75.9) (85.4) (86.2) (86.0) (82.6) 

4 2 
강남·서초 (0.3) (0.4) (1 .4) (0.3) (0.3) 

2 
강동·송파 (0.3) (0.4) (0.7) (0.7) (0.3) I 

기타 강남 
34 27 22 33 

(10.8) (9,6) (7.6) (10.7) (10.7) 

서울 외 
40 12 12 7 18 

(12.7%) (4.3) (4.2) (2.3) (6.0) 

합계 
315 281 289 307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각 학교 졸업 앨범을 5개반씩 통계처리. 

〈표 111-8) 1974년도 3학년의 거주지 분포(한강이북) 
(단위: 상=명， 하=%) 

꿇짧컨 서울고 경복고 경기여고 이화여고 

도봉 
16 24 19 

(6.7) (1 0.0) 0.6) 

성북 
25 34 45 

(10.5) (14.2) (18. 1) 
26 45 31 

종로 (10.9) (1 8.8) (12.4) 

중 
12 10 17 

(5.0) (4.2) (6.8) 

동대문 
28 28 29 

(1 1.7) (1 1.7) (11.6) 

서대문 
hl 35 40 

(25.5) (14.6) (16. 1) 

용산 
20 25 30 

(8.4) (10.4) (12.0) 

마포 
29 11 16 

(12.1) (4.6) (6.4) 

성동 
24 30 26 

(10.0) (12.5) (10.4) 

합계 
239 240 249 

(100.0) (100.0) (100.0) 

주: 진한 글자는 학교 소재지， 같i동은 가장 많이 분포된 지역. 
자료: 각 학교 졸업 앨범을 5개반씩 통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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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5.7) 

35 
(13.3) 

43 
(16.3) 

15 
(5.7) 

21 
(8.0) 

72 
(27.3) 

22 
(8.3) 

21 
(8.0) 

22 
(8.3) 
264 

(100.0) 

숙명여고 

22 
(8.9) 

38 
(15.4) 

28 
(1 1.3) 

16 
(6.5) 

27 
(10.9) 

49 
(19.8) 

20 
(8.1 ) 

20 
(8.1 ) 

28 
(1 1.3) 

(100.0) 



제2철 고교평준화에 따른 학벌 점유형태의 변화 

1. 새로운 I선호 고교I의 출현 

1) 공동학군 설치시기 

60년대에는 일부 명문학교 입학 경쟁이 지나치게 치열해져 사회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둥교육 기관에 무시험 입학제도 

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였다. 서울시는 1969년에 중학교를 무시험 입학제로 바꾸 

면서 명문중학의 폐교 및 중학입시의 폐지를 실시하였다14). 다음으로 74년에 인문 

계 후기 고둥학교의 무시험 입학을 실시하였다.15) 이 고교 평준화제도 도입으로 

입학 고사가 폐지되었다는 것은 명문대학 합격자를 많이 낸 소위 명문고가 사실 

상 없어진 것을 의미하였다. <표 ill-9) 는 서울에서 공동학군이 설정되던 77-82 

년 입시까지 서울대학교에 합격자를 많이 낸 고등학교를 정리한 것이다. 고교 평 

준화 도입으로 인해 선호되는 고둥학교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1977년의 입시 결과는 전국 1위가 경북고의 122명， 2위가 제물포고의 64명， 3위 

가 광주일고의 63명， 4위가 전주고의 59명， 5위가 대전고의 50명， 6위가 서라벌고 

의 44명， 7위가 춘천고의 42명， 8위가 경복고의 37명， 9위가 진주고의 29명， 10위 

가 보성고의 26명으로 나타났다. 즉 평준화 첫 세대가 졸업한 77년도의 대입부터 

는 기폰에 압도적인 강세를 보였던 경기 · 서울 · 경복 · 경기여고를 비롯하여 부 

산 · 경남고 둥 평준화 시행 도시 지역 학교들의 대학입시 성적이 떨어졌다. 서울 

의 명문고 중 경복고가 전국 8위/ 보성고가 10위를 차지하였지만 나머지 학교는 

14) 중학교 평준화의 배경에 대해 「서울교육사(하)..8 에서는 '68년 7월 문교부는 국민학교 
교육의 젓삭화를 위하여 중학교 입시제도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을 발표하였다. 즉 69년 

부터 중학교 입학시험제도를 폐지하고 중학군을 설치해서 추첨으로 입학을 정하는 것 
이다. 이와 동시에 풋학교 입시지옥의 워 <;>1 음 제거하기 위해 세칭 일류 공사립중학교 

147~교를 연차적으로 폐교하고 그 시설은 고등학교로 전용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서 

울특별시 교육위원회， 1981， r서울교육사 (하)..1 , p. 331) 
15) 문교부는 고교 입시제도 개선의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발표한 바 있다. 

@ 중3병/ 고3병을 치료해서 교육의 정상화를 촉진한다. 

@ 학생 l 교원I 시설 둥에 있어서 고교의 완전한 평준화를 이룩한다. 
@ 제도적 I 행정적인 조치로 과학y 기술 및 실업교육의 진흥을 이룩한다. 

@ 지방학교 육성으로 교육의 균둥한 발전을 도모한다. 
@ 입시준비 해소로 국민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킨다. 
@ 학생의 대도시 집중을 억제하고 농촌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기여한다.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1981, 앞의 책， p. 3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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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권에 들어가지 못하였다16). 한편 비평준화 지역인 광주 · 대전 · 전주 · 진주 · 

춘천 소재의 학교가 상워권을 차지하였다. 

78년은 전국 1위가 전주고의 87명， 2위가 서라벌고의 61명， 3위가 대전고의 55 

명， 4위가 마산고의 51 명， 5위가 진주고의 47명， 6위가 춘천고의 44명， 7위가 대일 

고의 33명， 8위가 경복고의 32명， 9위가 우신고의 32명， 10위가 서울고와 배문고의 

30명으로 나타났다. 대구 • 인천 · 광주의 평준화 첫 세대가 졸업한 해이기 때문에 

경복 · 제물포 · 광주일고 둥이 상위권에서 탈락하였으며l 나머지 비평준화 지역인 

전주 · 대전 · 마산 · 진주 지역의 결과가 좋게 나타났다고 보여진다. 

79년은 전국 1위가 전주고의 157명， 2위가 대전고의 102명， 3위가 마산고의 102 

명， 4위가 진주고의 79명， 5위가 춘천고의 54명， 6위가 서라벌고의 47명， 7위가 중 

동고의 43명， 8위가 대성고의 39명， 9위가 경남고의 36명， 10위가 동대부고의 33명 

으로 나타났다. 

80년은 전국 1위가 우신고의 164명， 2위가 전주고의 155명， 3위가 대전고의 131 

명， 4위가 마산고의 109명， 5위가 진주고의 86명， 6위가 춘천고의 65명， 7위가 부 

평고의 61명， 8위가 청주고의 60명， 9위가 서라벌고의 53명으로 나타났다. 

81년은 전국 1위가 전주고의 187명， 2위가 대전고의 166명， 3위가 진주고의 148 

명， 4위가 마산고의 134명， 5위가 부평고의 90명， 6위가 춘천고의 80명， 7위가 대 

일고의 79명， 8위가 청주고의 74명， 9위가 중앙고의 67명， 10위가 경성고의 59명으 

로 나타났다. 

82년은 전국 1위가 진주고의 164명， 2위가 서라벌고의 155명， 3위가 상문고의 

131명， 4위가 대일고의 109명， 5위가 배문고의 86명， 6위가 여의도고의 65명， 7위 

가 강릉고의 61명， 8위가 경남고의 60명， 9위가 경성고의 53명， 10위가 대성고의 

49명으로 나타났다. 대전 · 전주 · 마산 · 청주 · 수원 · 춘천 · 제주 지역에서 평준화 

첫세대가 졸업한 해였기 때문에 전년도까지 좋은 성적을 냈던 전주고 · 대전고 · 

진주고 · 마산고 · 춘천고 · 청주고 등이 상위권에서 탈락하게 되었다. 

16) 단 77년 서울대 합격자 전국 랭킹을 재수생까지 포함한다면 전국 1위는 경북고의 171 
명， 2위는 경기고의 155명， 3위는 서울고의 139명 I 4위는 경복고의 118명 I 5위는 광주일 
고의 117명 I 6위는 전주고의 108명 I 7위는 제물포고의 100명 I 8위는 대전고의 84명 I 9위 

는 용산고의 78명， 10위는 중앙고의 70명이다. (진학사， 1977， r진학J , p.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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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9> 서울대 고교별 함격자수(1977 -82년) 
(단위: 명) 

77년(현역) 78년(현 역) 79년 80년 81 년 82년 

경 묵 122 전 주 87 전 주 157 우신 164 전 주 187 진주 164 
2 제물포 64 서라벌 61 대 전 102 전주 155 대 전 166 서라벌 155 
3 광주일 63 대 전 55 마산 102 대 전 131 진 주 148 상문 131 
4 전주 59 마산 51 진 주 79 마산 109 마산 134 대 일 109 
5 대 전 50 진주 47 츠l4-g j Lk」」 54 진 주 86 ~二「’ ~그1 90 배 문 86 
6 서라벌 44 춘천 44 서라벌 47 츠L4-i j Lt-」→ 65 춘천 80 여의도 65 
7 츠t;-i j ‘<;-\ 42 대 일 33 즈C그; ~그E 43 드’프 E C그1 61 대 일 79 f그} 트 〈그르 61 
8 f그~끼프 37 겨〈그 보 -, 32 대 성 39 ~그 z ’i 60 정 주 74 f그'c그} 60 
9 진 주 29 우신 32 경 남 36 서라벌 53 중앙 67 ~그j A C그f 53 
10 보성 26 서울/배문 30 드c늠~[ ‘예H -'l ’o! 33 대 일 49 ?:피〉 A C그1 59 대 성 49 
주 :77년 및 78년은 현역 힘걱자이며， 79-82년은 재수생까지 포힘힘. 

자료: 진학사 r진학J , 77년 4월 .78년 4월호./ 용문출판사대학입시 J , 79년 4월 .80년 4월호./ 
중 앙일 보 81-1-29, 82-1-29. 

이처럼 고교평준화로 인해 기존의 명문고는 상위권에서 살아지게 되었다. 대신 

에 우수 학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일부 고교에서 대학입시를 위한 i특 

별반/ 운영 등을 통해 소위 명문대학 합격자를 많이 배출하기도 하였다1끼. 또한 

일부 지방 도시는 계속 선발고사를 통해 학생을 뽑았기 때문에 우수 학생을 선발 

해서 대학입시에 유리한 입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형상은 80년대 중반 

에 /강남8학군I 이 동장하기 전까지 잠시 이어졌다. 

그렇다면 학부모들은 이런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비평준화 시대 좋은 

학벌을 획득하는 지름길은 소위 명문고에 들어가는 일이었다. 그래서 명문고의 입 

학시험을 통과하려고 과외를 시키는 일이 성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평준화 도입 

으로 명문고가 살아지고 새로운 학교가 대입 성적이 좋게 나타나면서 사람들은 

입시에 유리한 학교란 /비평준화 지역의 학교특별반 둥 입시를 위한 프로그램 

이 있는 학교l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새로 선호되기 시작한 학교의 입학기회는 기존처럼 I입학시험 접수/가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거주하는지에 달려 있었다. 즉 입학을 희망하는 학교 근처에 

17) 과거 명문고의 대학진학률이 감퇴하면서 새로운 고둥학교들이 전국 상위권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들 학교가 성적을 높게 올린 사유에 대해서 당시의 신문기사에서 다음과 같 
이 해석하였다일부 야심적인 사립고교들은 평준화를 역이용l 새로운 전략을 세운 것 
이다. 똑같은 조건이라면 자신을 갖고 한 번 도전해 보자는 심산을 한 것 같다. 필경 교 
사도 강화했을 것이다. 사립고교는 우선 인사의 융통성이 있다. 마음만 먹으면 우수한 
교사를 언제라도 채용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의 열의와 성실성을 기대할 수 있 
게 되었다. 집중적인 학술지도도 있었을 것이다. 이것을 위해 새로운 교수법도 착안했 
음직 하다.’ (중앙일보， 80-1-26)' 

닮
 



서 거주하고 있다면 그 학교 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결국 고교 평준화는 

/학교의 소재지l와 i학생의 거주지I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형성시키는 계기가 되었 

다. 

2) 완전 지역학군제 실시 이후 

서울시에서 자치구내 학생을 배정 받는 완전 지역 학군제가 실시된 것은 80년 

고교 입학생부터이다. 즉 83년의 대학입시 결과부터는 지역 학생의 학력이 기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반영된다고 볼 수 있다. 

〈표 ID-10) 은 83-86년까지 서울대학에 합격자를 많이 배출한 고등학교에 대 

해 정리한 것이다. 83년의 결과를 보면 전국 1위가 강릉고의 85명， 2위가 상문고 

의 81 명， 3위가 순천고의 73명， 4위가 여의도고의 67명， 5위가 대원고의 66명， 6위 

가 서울고의 62명， 7위가 경성고의 57명， 8위가 대성고의 57명， 9위가 배문고의 56 

명， 10위가 대일고와 서라벌고의 54명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소재 학교를 중심으 

로 살펴보면l 상문고가 전국 2위 l 여의도고가 전국 4위/ 대원고가 전국 5위/ 서울 

고가 전국 6위 l 경성고가 전국 7위 l 배문고가 전국 9위/ 대일고와 서라벌고가 10위 

에 들어갔다. 나머지 전국 1위의 강릉고， 3위의 순천고는 지방의 비평준화 지역 

소재의 학교이다. 

84년에는 전국 1위가 영동고의 78명， 2위가 경기고의 74명， 3위가 대성고와 진 

주대아고의 66명， 5위가 배문고의 64명， 6위가 대원고의 63명， 7위가 서라벌고의 

59명， 8위가 상문고의 58명， 9위가 강릉고의 57명， 10위가 대일고의 56명으로 나타 

났다. 서울시 소재 학교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영동고가 전국 1위， 경기고가 전국 

2위 y 대성고가 전국 3위 l 배문고가 전국 5위 l 대원고가 전국 6위 l 상문고가 전국 8 

위 l 대일고가 10위에 들어갔다. 나머지 전국 4위의 진주대아고， 9위의 강릉고는 지 

방의 비평준화 지역 소재의 학교이다. 

85년에는 전국 1위가 영동고의 69명， 2위가 경기고의 64명， 3위가 서라벌고의 

58명， 4위가 진주고의 57명， 5위가 상문고의 50명， 6위가 서울고의 48명， 7위가 진 

주동명고의 47명， 8위가 휘문고의 45명， 9위가 배문고의 44명， 10위가 제주제일고 

와 제주오현고의 42명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소재 학교를 중심으로 살펴보면l 영 

동고가 전국 1위 I 경기고가 전국 2위 l 서라벌고가 전국 3위/ 상문고가 전국 5위 y 

서울고가 전국 6위 l 휘문고가 전국 8위 l 배문고가 9위에 들어갔다. 나머지 전국 4 

위의 진주고， 10위의 제주제일 및 오현고는 지방의 비평준화 지역 소재의 학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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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86년에는 전국 1위가 경기고의 75명 I 2위가 진주동명고의 57명 I 3위가 상문고의 

54명 I 4위가 휘문고의 52명 I 5위가 서울고의 51명 I 6위가 전주상산고의 48명 I 7위 

가 대원고의 46명 I 8위가 강릉고의 46명 I 9위가 진주고의 41명 I 1071- 여의도고와 

순천고의 40명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소재 학교를 중심으로 살펴보면I 영동고가 

전국 1위 l 상문고가 전국 3위/ 휘문고가 전국 4위/ 서울고가 전국 5위 l 대원고가 7 

위/ 여의도고가 10위에 들어갔다. 나머지 전국 2위의 진주동명고I 6위의 전주상산 

고I 8위의 강릉고I 9위의 진주고I 10위의 순천고는 지방의 비평준화 지역 소재의 

학교이다. 

특히 강남 지역 소재 학교들은 83년 입시를 시작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많은 합 

격자를 배출하였다. 물론 82년에도 상문고가 전국 3등을 차지하였지만 그 당시 상 

문고는 4.8.9학군에 소속되어 있었다. 즉 완전 거주지 기준으로 학교 배정이 이 

루어지기 전의 결과이기 때문에 강남 · 서초 지역 외의 학생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을 것이며/ 아직 일반인의 인식에 강남 · 서초 지역이 J학군이 좋다/고 할 만큼 

강한 이미지를 줄 수 없었을 것이다. 

〈표 III-11) 및 〈표 III -12) 는 84-86년까지 연세대 및 고려대에 합격자를 많 

이 낸 고교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같은 시기 서울대학 합격자를 다수 배출한 강 

남 · 서초 지역 소재의 경기 · 서울 · 영동 · 상문 · 휘문고 둥이 상위권을 차지한 것 

을 알 수 있다. 특히 85년 연세대 합격자 중 강남 · 서초 소재 학교가 전국 1-5위 

를 차지하였고I 86년에도 전국 1.2.5-7위를 차지하였다. 고려대는 84년에 강 

남 · 서초 지역의 학교가 전국 2.3.5위 I 85년에 전국 1.3.6위 I 86년에 전국 

1.2.4.5위를 차지하였다. 이로써 80년돼 중반 이후 강남 지역이 t학군이 좋다l 

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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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10) 서울대 고교별 합격자수(1983-86년) 

(단위: 명) 

잃섣￡ 83년 84년 85년 86년 

?。} ε E5긍 85 영동 78 영동 69 경기 

2 상문 81 경기 74 경기 64 진주동명 

3 순천 73 대 성 66 서라벌 58 상문 

4 여의도 67 진주대아 66 진주 57 휘문 

5 대 원 66 배 문 64 사c> 므 ~ 50 서울 

6 서울 62 대 원 63 서울 48 전주상산 

7 경성 57 서라벌 59 진주동명 47 대 원 

8 대 성 57 상문 58 휘문 45 ~그} 르 〈쿄그 

9 배 문 56 강릉 57 배 문 44 진주 

10 대일/서라벌 54 대 일 56 제주제일/오현 42 여의도/순천 

주: 진한 글자는 강남 • 서초 관내의 학교. 예술계고는 제외시켰음. 

자료: 신문./ 잡지. 

〈표 111-11) 연세 대 고교별 함격자수(1984-86년) 
(단위: 명) 

짧￡ 84년 85년 86년 

7C그펴 {서그 87 영동 95 경기 77 
2 경기 78 서울 82 서울 75 
3 대 성 74 경기 75 ~껴그 ~그f 62 
4 여의도 69 상문 72 대 성 60 
5 충암 67 휘문 72 영동 57 
6 한성 61 중암 63 상문 56 
7 

rIr-r-r---I ~ 여의도 63 휘문 54 
8 ~ ---- ~ 여의도 54 

자료: 진학사， 1989, r진학.J 4월호， p. 71./ 정재정， 1988, ‘대한민국 교육특 

구 서울8학군’， p. 549어|서 재구성. 

〈표 111-12) 고려대 고교별 합격자수(1984-86년) 
(단위: 명) 

짧￡ 84년 85년 86년 

대 원 65 서울 59 서울 80 
2 서울 65 환일 59 상문 66 
3 영동 62 경기 58 환일 63 
4 대 성 60 수원유신 54 휘문 55 
5 상문 56 주c:〉 0 ζ그} 52 경기 47 
6 켜C그 보 -, 55 영동 51 서라벌 47 
7 ~ --=-======== ιζ 출 암 L←4딩-

자료: 진학사， 1989, r진학J 4월호， p. 71./ 정재정， 1988, “대한민국 교육특 

구 서울8학군"， p. 549에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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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언문계 고등학교 분포의 변화 

1) 공동학군 설치 시기 

@ 학군과 소속학교의 변화 

1974년 고교평준화로 인해 서울시 인문계 후기 일반고둥학교 학생 모집 범위는 

전국에서 /시 l 단위 모집으로 바뀌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서울시내 전체 인문계 

후기 일반고동학교를 남녀별로 하나의 공동학군과 여러 개의 일반학군으로 나누 

었다. 그리고 공동학군18)은 학생의 거주지가 어디든지 간에 상관없이 서울시 전역 

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반 학군은 해당 학군 소속 중학교를 따로 지 

정/ 학생의 출신 중학교가 속하는 일반학군 학교를 추첨 배정 받게 한 것이다. 

〈표 111-13) 인문계 고등학교의 학군(1974년) 

학 
학생의 거주지 

해당 중학교 
남자고등학교 여자고등학교 

군 학군 

경기， 경동， 경복， 경신， 균명， 경기， 계성， 금란， 덕성， 

대신， 동묵， 동성， 배명， 배문， 배화， 보성， 상명사대부， 

二Ca3
서울시 전역 서울시 전역 

배재， 보성， 서울， 성동， 숭문， 서1 글。E ， T 〈-」E- ， 그 ~며。， 걷 〈;-이1. 

동 앙정， 용산， 인창， 장충， 중동， 신광， 이화， 정신， 중앙， 

중앙， 한성， 홍익， 후|문， 진명， 장덕， 풍문， 혜화， 

동대부， 이대부* 이대부* 

성북·도봉구 및 고려， 대일， 서라벌， 신일， 성신， 성신사부， 한성 
종로구 일부 영훈 

2 동대문구 2 . 상계 경희， 대광， 용문， 서울사부* 경희， 동덕， 서울사부* 

3 
성동·중구， 천호 

3.4.5학군 수도사부*. 영돔， 오산， 한영 무학， 수도사무*. 한양 
및 영동출장소 

4 
용산·관악·영등 6 .7. 화곡 • 오 관악， 성남， 영등포， 장훈， 상명， 서문， 성심， 
포구 및 화곡 T ET므 중대부 영등포， 중대부 

5 
마포·서대문구 

8 
경성， 대성， 마포， 명지， 동명， 명지， 선일， 예일， 

및 종로구 일부 여의토， 충암 르〈흐그 O -7l 

주*는 공학. 남고 47개교， 여고 36개교， 공학 3개교. 
자료: 서울특별시교육위원호1. 1981. u"서울교육사(상)J • p. 878어|서 재구성. 

〈표 ill-13) 은 최초로 이 제도가 도입된 74년의 서울시 학군 구분 및 소속 중 

학교를 정리한 것이다. 여기서 공동학군을 따로 두고 서울시 전역에서 학생을 모 

집한 이유는 70년대 중반까지 만해도 중등교육기관이 종로구 등 도심 4km 안에 

18) 공동학군은 도섬 4km 내외의 지역에 설정하며/ 소속 중학교를 따로 두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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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집되어 있었기 때문이다1키. 당시 현재 강남 · 서초 지역이 속해 있던 성동구 영 

동출장소는 3학군 소속이었고I 영동 · 상문 · 서문여고 및 은광여고의 4개교가 있었 

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강남지역 개발이 덜 끝난 상태이며 아직 서울의 변두리로 

인식되어 있었다. 따라서 영동고는 3학군/ 서문여고는 4학군20) 소속이었다. 상문고 

및 은광여고는 특수지고동학교21)로 지정되어 있다. 

70년대 후반 국내의 상급학교 진학률은 계속 상승세를 보였고I 서울시 외곽에 

신시가지가 건설되었기 때문에 학군 조정이 불가피하였다. 75년에는 기존 5학군에 

마포 · 신촌 지역을 남기고 불광 · 수색지역올 분리시켜 새로 6학군을 두었다. 76년 

에는 경기고를 강남 이전에 따라 3학군으로 배치시켰다. 77년에는 공동학군 범위 

를 도심 4krn에서 3krn로 축소하고 공동학군 소속 학교가 기폰의 46개교에서 327~ 

교로 줄었다. 그 외에 4학군 중 영동포 · 구로 · 강서구 내 소재 학교를 분리시켜 

새로 7학군을 두었다. 78년에는 공동학군의 범위를 도심 2km로 축소하고I 공동학 

군 소속 학교수도 기존의 327~부터 17개교로 줄였다. 이 때 특수지고등학교 127~ 

교를 일반학군으로 편입시켰다. 또한 4학군에서 관악구 소재 학교를 분리시켜 9학 

군을， 3학군 중 강남구 소속 학교를 분리시켜 새로 8학군을 두었다( <표 III-14) ). 

〈표 III-15) 및 〈표 III-16) 은 공동학군 범위가 축소되고 일반학군이 증가한 

77.78년의 학군과 소속 고둥학교를 정리한 것이다. 공동학군이 시내 전역에서 지 

원이 가능하였고l 일반학군도 원칙상은 출신중학 기준 배정이 이루어졌는데I 한 

학교가 여러 개의 학군에 소속될 경우도 있어 학교배정에 학생의 거주지가 주는 

영향은 80년 이후 보다 융통성이 있었다22). 다시 말해 80년에 학교 배정이 완전히 

19) 도심에 밀집된 공동학군 내 학교만으로 남학생의 경우 전체 후기 인문계 고둥학교 정 
원의 53.5%, 여학생은 55.3%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경기 · 서울 · 경복 · 경기 
여고 둥 60-70년대에 소위 명문고교들은 모두가 공동학군에 속해 있었다. 

20) 1980년 행정구역이 개편되기까지 방배동 지역은 관악구에 속해 있었다. 
21) 특수지고둥학교란 인문고둥학교 중 통학거리 편의상 지장을 주는 지역에 소재하는 학 
교에 대해서 추첨에 의하지 않고l 학교장이 입학을 시키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 당시의 
특수지고등학교의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1981, 앞의 책， p. 
878) 

소속 학교(소재지. 현재 행정구 기준으로 표시) 

우신(구로) , 남강(관악)， 상문(서초)， 동일여(금천)， 은광여(강남)， 
74 11 

혜원여(중랑)， 송곡여(중랑)， 영파여(송파) 

75 ~ 영일(강서) , 문일(금천) , 숭실(은평) 
22) 서울시교육위원회 조례-815 . 929 . 1015 . 1068 . 1125 . 1141 . 1221 . 1224 . 1406 . 1468호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1981， Ir서울교육사(하b /대한교육연합회， 1977.78, r한국교 

육 연감J , p. 174/ 한국교육개발원， 1989， r서울시 고둥학교 학군-무엇이 문제인가?J 

둥을 참고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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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기준으로 바뀌기 전에는 외곽에 거주하는 학생이 공동학군에 지망할 수 

있었다23). 78년에는 8학군이 신설되었는데I 경기고는 8 및 3학군/ 상문고등학교는 

8.9.4학군l 영동고는 8.3학군에 동시에 속하였기 때문에 80년 이후에 비해 넓 

은 지역에서 학생 배정을 받을 수 있었다. 

〈표 111-15) 학교군 내용의 변화 

연도 학교군 내 용 배정방법 

• 광화문을 중심으로 도심 4km 매| 공동학궁을 둠 

그C315 〈그~=1 
• 방사선식 교통망에 따른 간선도로 중심으로 5개 • 출신중학교 기준 배정 

74 
일반=5 일반학군을 둠 • 소속학군 혹은 공동학군 중 한 

• 일반학군은 현 중학교 기준. 10km 밖에 있는 고 개 고교에 배정 

교는 특수지학교로 지정함 

· 원거리 통학문제 해결을 위해 5학군을 마포 · 신 

75 
그o그드 c드~=1 촌지역과 물광 • 수색지역으로 구문함 
일반=6 • 학군별 수용능력 및 통학상 편의에 따라 일부학 

교를 2학군에 소속시킴 

• 출싱중학 111 기중 배정 

• 공동 및 일반학군에 배정될 학 

• 학교 이전과 중학교 폐교로 경기고를 3학군으로 생총수는 학군 수용정원을 감 

그C그l5 C그득 =1 
소속시킴 안해서 결정함 

76 
일반=6 • 시내 중학교 졸업 · 졸업예정자 

· 정릉지역을 정릉 및 성북지역으로 운리. 반포지 는 출신줄힐교 소솜 일반힐군， 

역을 혹석지역에 통함 타시도출신 및 검정 학력인정 

자는 거주지역에 따라 배정 

• 일반학군 지망을 우선 배정 

77 
그ζ그~~=1 • 공동학군 범위를 도심 3km로 함 

일반=7 .4학군을 4 및 7학군으로 문할 

· 공동학군 범위를 도심 2km로 함 • 통학이 극히 불편한 중학구 및 

• 용산을 4학군， 관악을 9학군， 중구 및 성돔을 3 
학군에 속하는 자는 어느 정도 

그C그1 묘 o드 =1 학군， 강남구를 8학군으로 분할힘 
후기학교 배정에서 廢除시킴 

78 
일반=9 · 특수지고교로 지정됐던 학교 중 교통망 확대와 

·재적학교와 거주지가 속하는 

인구 확산으로 인해 교통난과 학교 시설 평준화 
학군이 상이한 자는 통학 편의 

가 이룩된 학교를 일반 학군에 펀입시킴. 
를 고려해서 좌조좌가 속하는 

학군에 배정할 수 있다 

공동=1 
• 통학상 교통이 편러한 경우， 

79 
일반=9 

힐군에 관계잃이 겨준지에 가 

까운 학교에 배정 

자료: 서울특별시교육위원호1 ， 1981 , r서울교육사(상) J , pp.986 - 987./ 대한교육연합호1 ， 1977. 
1978, 0-한국교육연감J , p.174./ 한국교육개발원， 1989 ， r서울시 고등학교 학군→무엇이 
문제인가? J , pp.15-20어|서 재구성. 

23) 74년 1월의 신문에는 I이왕이면 일단 공동학군에 지망했다가 못들면 일반학군 학교로 
배정되어도 그만’이라는 생각이 팽배하였다는 기사가 소개되어 있다. 이때 공동학군 근 
처 거주자는 90%이상이 공동학군을 지망하였고r 용산중학교에서는 중3학생 530명 중 

400명 이상이 공동학군으로 몰리는 정도였다. (서울신문I 197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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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川 -16) 77년 학군별 고등학교 

학군 남자고등학교 (학교수) 여자고등확교 (학교수) 

경복， 경신， 균명， 대신， 동북， 동성， 배문， 경기， 계정성신， 덕 중성앙， 배화 진，명 수，도 장， 숙명 숭의， 
그C〉IE 〈늠=> 배재， 보성， 서울， 양정， 용산， 인장， 중동， 이화 덕， 풍문， 혜화 

중앙， 한성， 후|문， 동대부 (18) (14) 

경동， 고려， 대일， 서랴벌， 신일， 홍익， 영훈CD ， 
성신， 성신사부， 창문， 한성， 상명사부@ (5) 

용문CD (8) 

2 
경동， 경희， 대광， 서울사부*， 배명@， 성동@， 

경희， 동덕， 후|경， 서울사부* (4) 
영훈@， 용문@ (8) 

3 경기， 영동， 장충， 한영， 수도사부*， 배명 CD ， 
명성， 무학， 진선， 한양， 수도사부* (5) 

성동CD (7) 

4 중대부， 영등포， 오산 (3) 보성， 서문， 성심， 중대부， 상명 CD ， 신광CD (6) 

5 경성， 광성， 마포， 숭문， 이대부* (5) 금란， 홍익， 이대부*， 서울φ (4) 

6 대성， 명지， 충암 (3) 동명， 명지， 선일， 성정， 예일， 상명사부φ (6) 

7 관악， 성남， 여의도， 장훈 (4) 상명@， 서울@， 신광@， 영등포 (4) 

주:*는 공학. 남고 49, 여고 41 , 공학 3개교. 복수학군에 속할 경우는 CD0 ... 등으로 표시 

〈표 111-17) 78년 학군별 고등학교 

학군 남자고등학교 (학교수) 여자고득학교 (학교수) 

:〈a그 E Cξ〉 경복， 대신， 배재， 서울， 인장， 중앙， 중동 (7) 
경기， 계성， 덕성， 배화， 숙명， 숭으1 ， 이화， 

진 명， 장덕， 풍문 (10) 

경신， 고려， 대일， 보성， 서라벌， 신일， 영훈， 성신， 성신사부， 정신， 정으1 ， 장문， 한성， 

홍익， 경동CD ， 동성 CD ， 용문 CD ， 서울사부*@ (12) 혜 화， 상명 사부@ (8) 

2 
경희， 대광， 배명， 동대부CD ， 경동@， 동성@， 경희， 동덕， 송곡， 혜원， 후|경， 서울사부* 

서울사부*CD ， 성동@， 용문@ (9) (6) 

3 대원， 동북， 장충， 한영， 수도사부*， 배명 CD ， 명성， 무학， 한양， 수도사부*， 은광@， 

성동CD ， 경기@， 영동@， 동대부@ (1이 진선@ (6) 

4 오산， 용산， 배 문CD ， 상문@ (4) 보성， 성심， 수도， 상명 CD ， 신광CD (5) 

5 
경성， 광성， 마포， 숭문， 한성， 이대부*， 앙정 CD ， 

금란， 중앙， 이대부*， 서울CD ， 홍익 CD (5) 
환일 CD 배문@， 여의도@ (10) 

6 대성， 명지， 숭실， 충암， 양정@， 환일@ (6) 
동명， 명지， 선일， 성정， 예일， 상명사부CD ， 

(6) 

강서(현 화곡) , 관악， 문일， 영일， 여의도CD ， 7 
우신 CD ， 장훈 CD (7) 

동일， 영등포， 서울@， 홍익@ (4) 

8 휘 문， 경 기 0), 상문0)， 영 동0) (4) 명동， 영파， 진선0)， 은광0) (4) 

9 
남강， 성남， 영등포， 중대부， 상문@， 우신@， 장 

서문， 세화， 중대부， 상명@， 신광@ (5) 
훈@， 여의도@ (8) 

주*는 공학. 남고 56, 여고 49, 공학 3개교. 복수학군에 속할 경우는 CD0 ... 등으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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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섬 학교의 외곽 이전 

〈표 ill-17) 은 70년대 이후 외곽 지역으로 이전한 학교의 이름/ 이전 연도/ 이 

전한 지역 I 이전 전의 소재지를 정리한 것이다. 과거 서울의 중등교육기관은 도심 

에 밀집되어 있었지만 점차 외곽지역으로 이전하였다. 이전 이유는 학교마다 약간 

의 차이가 있지만l 대체적으로는 비슷하다. 학교 입장에서는 외곽 지역의 인구증 

가 및 진학률의 상승 둥으로 학교 발전을 기할 수 있는 기회였다. 도심은 비좁았 

기도 하고l 그 당시 정부가 i강북인구 억제정책’과 i도심부적격시설의 외곽이전I 정 

책을 실시하고 있어 외곽이전에 적극적이었기 때문이다24) ， 

강남 · 서초 지역으로 이전한 학교는 9개교이다. 명문고 중 압도적으로 선망을 

받고 있던 경기고등학교는 76년에 일찍 삼성동으로 이전하였다. 경기 · 경복고의 

라이벌이었던 서울고등학교는 80년에 서초동으로 이전하였다. 사립학교로서 역사 

도 길고 명문고의 하나로 꼽히던 휘문고등학교는 78년에 대치동으로 이전하였다. 

명문여고의 하나로 알려진 숙명여자고등학교는 80년에 도곡동으로I 역시 명문여고 

였던 경기여자고등학교는 88년에 개포동으로 이전하였다. 그런데 이들 학교가 강 

남 · 서초 지역으로 이전한 것과 i강남8학군/ 지역이 선호되는 것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70년대 말부터 80년대 초반 시기에 명문고가 강남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사람들 

이 학교를 따라 강남으로 이사 갔다는 것을 대세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 80년 

대 초반까지 만해도 고교 배정이 완전 거주지 기준이 아니었고l 강남 지역의 인구 

도 증가하는 도중에 있어 강남 지역 고교의 명문대 합격률이 아주 높지는 않았다. 

학교 때문에 강남으로 이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당시의 연구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다. 단지 주민 입장에서 학교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전통이 있고 사람들에 

게 잘 알려진 명문고l 다른 하나는 신시가지에 새로 생긴 이름도 모르는 학교라고 

할 때/ 이왕 배정을 받을 수 있다면 동문들이 많고 사람들 사이에 인지도도 높은 

학교를 선호한다는 정도/ 즉 프리미엄이 붙는다고 인식하는 정도였다고 생각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본다. 

24) 명문고의 외곽지역 이전이 항상 순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동문들은 대체적으로 
오래된 교사를 없애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이기도 했고I 용지 매각과 매입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학교 발전을 위해서는 도심에 남는 것보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보 
다 쾌적한 교육적 환경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외곽 이전이 이루어지 
는 것이 그 당시의 일반적인 경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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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18) 외곽지역으로 이전한 인문계 일반고교(1971 년 -2000년) 

이전연도 이전 후 이전 전 학교명 이전연도 이전 후 이전 전 학교멍 

71 성북 동대문 서울사부 84 JC3} E ζE:， 3 tlH 1\H 
71 광진 종로 명성여 84 Jζ그} E <i:i> AC그; si ζ:드〉 한영 

72 εL으~ 종로 선 정 85 강서 마포 마포 

72 εê~ 서대문 동명여 86 서초 동대문 동덕여 

72 서대문 3 명 지 88 강남 종로 경기여 

72 종로 동대문 혜화여 88 양천 :근5 ~그t X C〕세 

74 은평 용산 숭실 88 강서 AC그f 드 ‘~.‘ 대 일 

76 강남 종로 경기 89 송파 종로 보성 

78 강남 종로 휘문 89 송파 종로 장띄여 

79 송파 종로 정신여 89 양전 종로 진 명 

80 서초 종로 서울 89 강남 성동 서울세종 

80 ?C그} 묘 C그드 근 3 ~ ~‘프1 92 노원 용산 상명여 

80 강남 종로 숙명여 96 노원 서è:i 닙다 서랴벌 

84 강남 종로 중동 97 강남 동작 중대부 

84 송파 중 배 명 2000 동작 용산 수도여 

주: 진하게 표시한 것은 8학군 중 강남 • 서초 지역으로 이전한 학교. 
자료: 서울특별시교육청 r서울교육통계연보J r서울교육사J ./ 각 학교 홈페이지. 

2) 완전 지역학군제 실시 이후 

1980년 2월에 공포된 고둥학교 학군에 관한 조례 25)를 계기로 기존의 공동학군 

은 완전히 폐지되며 서울시 인문계 일반 고등학교는 9개의 일반학군으로 구성된 

다. 다시 말해 80년 이후 고교 배정 기준이 원칙상 서울시 6517ß 의 t居住洞I으로 

바뀐 것이다26). 예전에는 외곽 지역에 고등학교가 없어서 불가능했지만/ 학교 신 

설 및 도심학교의 이전으로 외곽 지역 학교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i통학 편의를 고 

려하여 학교 배정은 거주지 기준으로 한다l는 원칙이 실현 가능하게 되었다2끼. 이 

25) 1980년 2월 18일 조례 제1406호.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군은 후기학교의 분포와 지역적 여건을 감안하여 9개의 학군을 둔다. 
@ 학군별 고둥학교 및 중학교는 해당 학군 소속 지역 내에 있는 학교로 한다. 
(한국교육개발원， 1989， r서울시 고등학교 학군-무엇이 문제인가?.JJ , p. 18) 

26) 원칙적으로 거주동을 단위로 배정을 하되/ 
@ 학군별 수용능력과 배정대상인원이 일치하는 경우 근거리 배정에 역점을 둔다. 
@ 근거리 통학 배정이 가능한 경우 인근학군간에서 상호 교류 배정을 한다. 
@ 학교 분포의 불균형으로 수용능력이 배정대상 인원수보다 부족한 지역 거주자는 인 
근학군에 배정한다.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1981， r서울교육사(상)J , p. 987) 

27) 배정 기준을 바꾼 이유에 대해 교육 행정 당국은 다음과 같이 보고 있다. 
‘지금까지는 출신중학교 소재지 위주로 같은 학군내의 고교를 배정함으로써 실제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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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공포된 조례의 골격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학군제의 내용이다. 그렇다면 

74-79년까지의 경우와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74-79년 입학생까지는 도심에 공동학군이 설정되어 학교 배정과 학생 거주지 

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약했다. 그러나 80년 이후 배정 기준이 i거주동l으로 바뀌면 

서 i학교 배정은 학생의 거주지역이 결정한다I는 인식이 사람들 머릿속에 확연히 

생기게 되었다. 즉 개인의 학군에 대한 /소속감I은 그 전 시기에 비해 강해졌다고 

볼 수 있다. 

〈표 ill-18) 은 80년에 바뀐 학군 구분 및 학군 소속 행정동을 나타낸 것이다. 

1학군에 소속된 지역은 성북구 전역/ 도봉구 일부 지역 l 종로구 중앙청을 경계로 

동쪽 지역이다. 2학군에 소속된 지역은 동대문구 전역과 도봉구 일부 지역이다. 3 

학군에 소속된 지역은 중구의 광화문 네거리와 남대문로를 경계로 동쪽 지역l 성 

동구 전역이다. 4학군에 소속된 지역은 용산구 전역이다. 5학군에 소속된 지역은 

마포구 전역/ 중구의 광화문 네거리와 남대문로를 경계로 서쪽 지역/ 서대문구의 

서대문 네거리와 봉원동을 경계로 남쪽 지역이다. 6학군에 소속된 지역은 은평구 

전역 l 서대문구의 서대문 네거리와 봉원동을 경계로 북쪽 지역 l 종로구 중앙청을 

경계로 서쪽 지역이다. 7학군에 소속된 지역은 영등포구/ 강서구l 구로구 전역이 

다. 8학군에 소속된 지역은 강동구 전역 l 강남구 중 방배동 및 반보본동을 제외한 

지역이다.9학군에 소속된 지역은 관악구 및 동작구 전역/ 강남구의 방배 및 반포 

본동이다. 

〈표 ill-19) 는 80년 2월에 학군 조정이 이루어진 후 각 학군에 소속된 학교 이 

름을 나타낸 것이다. 진하게 표시한 것은 현재 강남 · 서초구 관내에 있는 학교이 

다. 이때 강남 · 서초 지역에는 남자고둥학교로는 경기 · 휘문 · 서울 · 영동 · 상문고 

와 여자고등학교로는 숙명여고 · 진선여고 · 은광여고 · 서문여고 · 세화여고가 있었 

다. 

주하는 곳에서 더 가까운 곳에 고등학교를 두고도 먼 거리 학교를 통학하는 불합리한 

현상이 많았다. 더욱이 출신중학교가 속해 있는 학군 내에 고교가 부족하면 수용능력 

이외의 학생은 공동학군에 배정， 강남구나 영등포구에서 시내 중심지까지 10여 킬로의 

거리를 버스를 2-3번씩 바꿔 타고 통학하는 폐단까지 있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현상 

은 종로구 일대에는 많은 고등학교가 몰려 있는 반면， 변두리 신개발지역에는 부족현상 

을 빚는 등 지역간 학교 문포가 고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동안 경기 등 중심지 고교 

가 강남으로 이전， 78년부터는 공동학군 내의 고등학교가 32어|서 17개로 줄어들었고， 컴 

퓨터 추점 배정의 기술적인 지원을 해왔던 한국과학기술연구소가 거주지 위주의 배정 

방법을 개발해냄으로써 이 같은 물힘리를 상당히 시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시교위는 

종로구 일대의 공동학군을 일반학군으로 편입시키는 한펀， 각 학군 내에서도 3-4개의 

소지역으로 세분함으로써 근거리 배정효과를 높이기로 하였다.' (조선일보， 198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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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19> 80년의 학군 및 소속 지역 

학군 확군 소속 행정 지역 

@성북구 전역 

@도봉구 (미아 • 번 • 수유 • 우이 · 쌍문 • 장 • 월계 • 도봉 • 방학동) 

@종로구 중앙청 以東 지역 

(가호1. 견지 • 경운 · 계 · 공평 • 관수 • 관절 · 관훈 • 권농 • 악원 · 돈의 · 동숭 · 명륜 • 묘 • 
봉익·사간·삼정·서린·소걱·송현·수송·숭인·안국·연건·연지·예지·와룡· 

운니·원남·원서·이화·익선·인사·인의·장사·재·종로·중학·장신·청진·충신· 
통의·팔판·혜화·화·효제·훈정동) 

2 
@동대문구 전역 

@도봉구 상계 • 하계 • 중계 • 공릉동 

@중구 광화문 네거리-남대문로 以東 지역 

(광희 • 남대 문로1-3가 • 남산 • 남장 • 남학 • 다 • 명 · 무교 • 무학 • 묵정 · 방산 · 묵장 • 
3 산림·삼각·쌍림·소공·수표·수하·신당·예관·예장·오장·을지로·입정·장교· 

장충 • 저 • 주교 • 주자 • 초 • 충무로 • 필 • 황학 · 회현 • 흥인동) 

@성동구 전역 

4 @용산구 전역 

@마포구 전역 

@중구 광화문 네거리-남대문로 以西 지역 

5 
(충정로 1 가 • 만리 • 태평로1-2가 • 남대문로4-5가 • 으|주로1-2가 • 서소문 • 봉래 • 순화 · 
중림 · 정동) 

@서대문구 서대문 네거리-봉원동 以南 지역 

(충정로2-3가 • 묵아현 • 장천 • 대신 • 대현 • 봉원 • 미근 · 함 • 신촌 • 연희동) 

@은평구 전역 

@서대문구 서대문 네거리-봉원동 以北 지역 

(냉천 · 천연 • 옥천 • 현저 • 흥제 · 남가좌 · 묵가좌 · 흥은 • 영천동) 

6 。종로구 중앙청 以西 지역 

(정운·궁정·신교·효자·세종로·장성·옥인·누상·누하·통인·체부·적선·필운. 
내자·도렴·당주·신문로·내수·사직·무악·행촌·교북·송월·흥피·교남·평· 

평장 • 구기 • 부암 • 신영 • 흥지동) 

@영등포구 전역 

7 @강서구 전역 
@구로구 전역 

8 
@강동구 전역 

@강남구 중 방배돔 및 반포본돔을 재외한 지역 

@관악구 전역 

9 @동작구 전역 

@강남구 방배 • 반포본동 

자료: 중앙일보 80-1-26./ 한국교육개발원， 1989 ， r서울시 고등학교 학군-무엇이 문제인 
가? J , p.19를 참고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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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川 -1> 1980-98년의 고교 학교군 및 행정구역 구분 

9 특km 

〈지도 111-2> 1999년 ~현재의 고교 학교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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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20) 80년 학군별 고등학교 

학군 남자고등학교 (학교수) 여자고등학교 

경동， 경신， 고려， 대일， 동성， 보성， 서라벌， 신일， 덕성， 동덕， 성신， 정으1 ， 장덕， 장문， 풍문， 
용문， 중동， 중앙， 흥대부， 서울사부*， 영훈* (1 4) 한성， 혜화， 서울사부*， 영훈* (11) 

2 경흐1 ， 대광， 동대부， 재현 (4) 경흐1 ， 송곡， 혜원， 후|경 (4) 

3 대원， 배명， 성동， 장충， 한영， 세종*， 건대부* (7) 계성， 명성， 무학， 숭의， 한양， 세종*， 

건대부* (7) 

4 배 문， 오산， 용산， 중경* (4) 보성， 상명， 성심， 수도， 신광， 중경* (6) 

5 
경성， 광성， 마포， 배재， 숭문， 앙정， 경기， 금란， 서울， 이화， 중앙， 홍대부， 

인장， 한성， 환일， 이대부* (10) 이대부* (7) 

6 경복， 대성， 대신， 멍지， 숭실， 충암 (6) 
동명， 명지， 배화， 상명사부， 선일， 선정， 
예일， 진명 (8) 

7 관악， 문일， 영일， 우신， 장훈， 화곡， 여의도* (7) 동일， 영등포， 우진(덕원)， 여의도* (4) 

8 경기， 동북， 상문， 서울， 영동， 힘문 (6) 숙명， 영돔， 영파， 은광， 정선， 진선 (6) 

9 경문， 남강， 성남， 영등포， 중대부 (5) 미림， 서문， 셰화， 중대부 (4) 

주: 진한 글자는 강남 • 서초 관내의 학교*는 공학. 남고 56개교， 여고 50개교， 공학 7개교. 

그러므로 강남 · 서초 지역이 8학군 및 9학군에 소속되었으며y 방배 · 반포본동은 

관악 · 동작 지역과 같은 9학군에 소속된 이유가 무엇일까? 방배 및 반포본동이 

강남구에 편입된 것은 80년 4월이며/ 학군에 관한 조례가 나온 2월에는 관악구 소 

속이었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여진다. 

그런데 80년대 초 · 중반 이후 방배 및 반포본동 소재의 상문 · 세화여 · 서문여 

고 동의 대입 성적이 좋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 학교에 강남 · 서초 지역 학생이 

많이 다녔기 때문에 9학군 소속인데도 불구하고 일반인에게 8학군의 학교처럼 인 

식되어 왔다고 생각된다. 

한편 80-98년까지 실제로 '8학군I에 속했는데도 강동 · 송파 지역은 진정한 8학 

군이 아닌 듯이 인식되어 왔다28). 그 이유는 다음처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로 강동 · 송파 지역은 소위 l강남I은 아니었다. 70년대부터 잠실 지역과 

영동 지역은 별도로 개발되었고l 잠실 단지 역시 서민용 아파트를 중심으로 건설 

되었다. 소위 i강남l이라는 장소성이 형성되고 있는 시기/ 즉 79년 10월에 강동 · 

송파 지역이 강남구에서 분리되어 강동구로 신설된 것도 결과적으로 이 지역이 

/강남I이 아님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두 번째로 80년대 초 · 중반에 처음으로 '8학군/ 지역 고교의 대입 성적이 좋게 

28) 최근에는 송파구까지 소위 I강남 8학군l에 포함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처음에 '8 
학군l 지역이라고 할 때는 송파구는 포함되지 않는 게 일반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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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게 되었을 때 8학군 중에서도 강동쪽 학교보다 강남 쪽 학교의 성적이 좋 

게 나타났다. 

세 번째로 74-79년까지는 고교 배정이 출신 중학교를 기준으로 이루어졌는데l 

이 중학교 학군도 강남쪽과 강동쪽이 탄천을 경계로 달랐다29)는 것과 관련이 있 

을 것으로 보여진다. 

3. I고교 소재지와 학생 거주지I 관계의 변화 

1) 공동학군 설치 시기 

선발고사가 존재했던 74년까지는 학교의 소재지와 학생의 거주지 사이에 거의 

관계가 없었다. 그렇다면 평준화 실시 이후 완전 거주지 기준 배정이 될 때까지의 

학교 소재지와 학생 거주지의 관계는 어떠한 것이었을까? 

〈표 111-21 ) 공동학군 시기 3학년의 거주지 분포 

꿇뿔프 경기고 서울고 경복고 영동고 

한강이북 
201 183 216 211 

(63.0) (65.8) (72.7) (69.2) 

강남·서초 
24 14 13 27 

(7.5) (5.0) (4.4) (8.9) 

강동·송파 
15 7 3 43 

(4.7) (2.5) (1.0) (1 4.1) 

기타 강남 
55 63 53 15 

(1 7.2) (22.7) (17.8) (4.9) 

서울 외 
24 11 12 9 

(7.5) (4.0) (4.0) (3.0) 

힘계 
319 278 297 305 

(100.0) (100.0) (100.0) (1 00.0) 

주: 경기 · 영동고는 78년， 나머지는 79년도 졸업생임. 
자료: 각 학교 졸업앨범. 5반씩 통계처리. 

(단우1: 상단=명， 하단=%) 

경기여 이화여 숙명여 무학여 

218 207 182 214 
(68.6) (63.5) (64.3) (74.6) 

9 24 8 27 
(2.8) (7.4) (2.8) (9.4) 

14 8 7 32 
(4.4) (2.5) (2.5) (11.1) 

64 76 76 11 
(20.1 ) (23.3) (26.9) (3.8) 

13 11 10 3 
(4. 1) (3.4) (3.5) (1.0) 

318 326 283 287 
(100.0) (100.0) (100.0) (100.0) 

〈표 ill-20) 은 서울시내 8개 학교의 학생 거주지를 조사한 결과이다. 8개 학교 

중 경기 · 서울 · 경복 · 경기여 · 이화여 · 숙명여고는 공동학군이다30). 반면에 영동 

29) 중학교 학군은 79년까지 강남 · 서초 지역이 5학군I 강동 · 송파 지역이 4학군이었다.80 
년 이후에 강남 · 서초 지역이 16학군l 강동 · 송파 지역이 17학군이 되었다.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1981， Ir서울교육사(하)J , pp. 884-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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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는 강남구y 무학여고는 강남 · 서초 지역의 학생이 다수 다녔을 것이라고 생각되 

는 3학군 소속학교이다. 이들 학교에 대해 각각 다섯 개 반을 무작위로 뽑아서 학 

생 거주지를 행정동 단위까지 조사하였다. 

결과는 모든 학교에서 대다수가 강북 지역 거주 학생이었다. 도심 소재 학교를 

보면 경기고 63.0%, 서울고 65.8%, 경복고 72.7%, 경기여고 68.6%, 이화여고 

63.5%, 숙명여고 64.3%가 강북 거주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선발고사 

시기와 비교하면 낮아졌다. 한편 강남 · 서초/ 강동 · 송파 지역 둥 외곽 지역 거주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숭하였다. 강남 · 서초 지역 거주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 

은 경기고 7.5%, 서울고 5.0%, 경복 4.4%, 경기여고 2.8%, 이화여고 7.4%, 숙명여 

고 2.8% 이다. 

영동고는 강남구에 신설된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강북 지역 거주 학생이 69.2% 

로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강남 · 서초 지역 거주 학생은 8.9%, 강동 · 

송파 지역 거주 학생은 14.1% 였다. 즉 영동고의 결과는 도심 소재 학교의 학생 분 

포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학여고는 강북 지역 거주 학생의 비 

율이 74.6%, 강남 · 서초 지역 거주 학생의 비율이 9.4%로 3학군 소속으로 강남 · 

서초 지역의 학생을 제법 배정 받았음을 알 수 있다. 

中

29.9% 

자료: 영동고 78년도 졸업앨범. 

城東

43.6% 

〈그림 111-2) 78년 영동고 졸업생의 거주지(강북) 

〈그림 ill-2) 는 78년 영동고 졸업생 중 거주지가 강북 지역일 경우， 강북의 어 

느 지역에 거주하는지를 나타낸 것이다. 성동구가 43.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3이 경기고둥학교의 경우 76년에 강남으로 이전하였지만I 78년도 졸업생은 강남에 이전하 
기 전인 75년도에 입학한 학생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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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I 다음으로 중구가 29.9% , 용산구가 8.1 %였다. 79년에 성수대교， 84년에 

동호대교가 생겼는데 그 전이었기 때문에 한남대교를 이용해서 접근성이 좋은 중 

구， 영동대교를 이용해서 접근성이 좋은 성동구 학생들이 많이 다녔던 것으로 보 

인다. 

〈그림 ill-3) 은 공동학군이 설치되던 시기의 인문계고 재학생수의 추이를 지역 

별로 나타낸 것이다. 강남 · 서초 지역의 학생수는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지만/ 도 

심의 종로 · 중구 지역 학교 재학생의 수가 강남 · 서초 지역 학교의 재학생수보다 

훨씬 많았다. 종로 · 중구 지역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76년 이후 감소 추세에 들 

어갔다. 즉 이 시기는 아직 외곽 지역이 덜 개발된 시기이며/ 강남 · 서초 지역에 

도 학생수가 많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도심 소재 학교에 공동학군이 기 때문에 

강남 · 서초 지역에 거주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지역 학교에 다녀야 한다는 원칙 

은 없었다. 이 시기에는 아직 강남에 있는 학교들이 강남 학생만으로 정원을 채울 

수 없었다. 

80:α)() 

60α)() 

~ 
초 40:α)() 

훌I 

20.1αm 

0 
75 76 77 78 79 80 81 

年度

|→-離·中 --江南·瑞I →-빼·흩原 *_.西大門·恩平 ‘ 江西·陽 JIII

단위: %. 
자료: 서울특별시교육청 r서울교육통계연보J , 각 연도. 

〈그림 111-3) 지역별 인문계고 학생수 추이 

2) 완전 지역학군제 실시 이후 

〈표 ill-21) 은 고교 배정이 완전 거주지 기준으로 바뀐 80년대의 학생 거주지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강남 · 서초 지역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경기고 84.1 %, 

서울고 78.6% , 영동고 79.6% , 숙명여고 88.0% 이다. 대체적으로 각 학교가 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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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군 관할 지역에서 학생 배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분포(1980년 대 후반) 

(단위: 상단=명， 하단=%) 

111-22) 3학년의 거주지 

삶r펀 경기 서울 경복 영동 경기여 이화여 숙명여 무학여 

(88년) (88년) (87연) (88연) (90년) (88년) (88년) (88년) 

한강이북 
16 8 249 13 110 57 7 281 

(5.2) (2.9) (91.2) (4.7) (33.6) (22.3) (2.5) (94.3) 

강남·서초 
259 220 0 222 29 2 250 4 

(84.1) (78.6) (0.0) <79.6) (8.9) (0.8) (88.0) (1.3) 

강동·송파 
28 9 2 32 5 2 16 11 

(9.1 ) (3.2) (0.7) (11.5) (1 .5) (0.8) (5.6) (3.7) 

기타 강남 
2 31 5 5 145 175 4 

(0.6) (11. 1) (1.8) (1.8) (44.3) (68.4) (1 .4) (0.3) 

서울 외 
3 12 17 7 38 20 7 

(1.0) (4.3) (6.2) (2.5) (11.6) (7.8) (2.5) o 
합계 

308 280 273 279 327 256 284 2980.3 
(100.0) (100.0) (100.0) (100.0) (1 00.0) (100.0) (100.0) (100.0) 

〈표 ill-22) 는 80년대 전반과 후반의 학생 거주지 분포를 비교한 것이다. 시간 

이 지날수록 강남 · 서초 지역 거주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영동고는 

84년에 강남 · 서초 지역 학생의 비율이 50.8%, 88년에 79.6%로 증가하였다. 경기 

강남 · 서초 지역 학생의 비율이 84년에 41.8%, 88년에 84.1%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강남 · 서초 지역 출신 비율의 증가는 그만큼 이 지역 거주 학생이 

가하였음을 의미한다. 

자료: 각 학교 졸업 앨범. 

즈
 
。

는
 

고
 

전반과 후반) 
(단우1: 명) 

늪쩔믿 엿도고 경기고 

84年 88年 84年 88年

한강이북 13.6% • 4.7% 17.4% • 5.2% 

강남·서초 50.8% • 79.6% 41.8% • 84.1% 

강동·송파 26.6% • 11.5% 29.6% • 9.1% 

기타 강남 6.6% • 1.8% 9.0% • 0.6% 
서울 외 2.3% • 2.5% 2.3% • 1.0% 

비교(80년대 분포의 〈표 111-23) 거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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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철 학령기 인구의 l강남I 지역 집중 

1. I강남I 지 역 고교에 대 한 선호도의 변화 

1) 공동학군 설치시기 

고교 평준화 도입 이후 소위 일부의 i신홍명문고I와 지방 비평준화 지역 고등학 

교의 명문대학 합격률이 좋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들 학교의 명문대 합 

격자수는 기존의 명문고처럼 압도적 대다수는 아니었고l 다수의 합격자를 배출한 

기간도 길지 않았다. <표 III-23) 은 1977-81년까지 서울대학에 합격자를 많이 

배출한 학교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100명 이상을 합격시킨 학교는 77년에 1개 

교， 78년에 0개교， 79년에 3개교， 80년에 3개교， 81년에 4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50-99명을 합격시킨 학교는 77년에 4개교， 78년에 4개교， 79년에 5개교， 80년에 6 

개교， 81년에 127~ 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숫자는 60-70년대에 일부 고둥학교 

들이 1년에 200-300명씩 합격시킨 것과 차이가 난다. 

〈표 111-23) 서울대 고교별 함격자수 분포(1977년) 

(단우1: 명) 

합격자 수 100- 50-99명 20-49명 10-19명 

77년(현역) 4 16 37 
78년(현역) 0 4 17 44 

79년 3 5 28 15 
80년 3 6 39 50 
81 년 4 12 71 43 

자료: 진학사IJ"진학..u , 77년 4월 . 78년 4월호./ 용문출판사， 
r대학입시..u ，79년 4월 .80년 4월호./ 중앙일보 81-1-29. 

그렇다면 이 기간의 강남 지역 소재 고교의 대입 성적은 어떠하였는가? <표 

III-24) 는 77년과 78년에 강남 • 서초 지역의 학생이 다수 다니던 고등학교의 서울 

대학교 합격자수를 나타낸 것이다. 77년에는 영동고가 17명으로 가장 많은 합격자 

를 냈고I 다음으로 오산고 11명/ 한양여고 10명 I 한영고 6명 l 무학여고 5명/ 수도사 

대부고31) 3명 I 서문여고 2명이다. 영동고의 17명은 현역 대상으로 할 때 전국 41 

위l 재수생까지 포함하면 전국 51위， 서울시에서는 현역 대상으로 28위이다. 서문 

여고는 현역만 대상으로 할 때 전국 128위 l 재수생까지 포함해서 전국 147위이다. 

31) 현재의 서울세종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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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공동학군이 설정되어 있던 77-81년 기간에 강남 · 서초 지역 관내에 있거나 

이 지역 학생이 다수 다니던 학교의 서울대 합격자수는 서울시 내에서도l 전국적 

으로도 특별히 좋지는 않았다. 이 시기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강남 • 서초 지역 외 

에 있는 학교에 다닐 수 있었기 때문에 강남 · 서초 지역 거주학생의 대학입시 성 

적이 어떠하였는지를 정확하게 알 방법이 없다. 단 이 시기에는 강남에 있는 고교 

의 대학입시 성적이 좋다고 이 지역 소재 고교에 학생이 몰려 정원을 초과하는 

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표 111-24) 강남 지역 학생이 많은 학교의 서울대 함격자 
(단우1: 명) 

학교명 77년(현역) 78년(현역) 학교명 77년(현역) 78년(현역) 

영동 15 17 무학여 5 6 
오산 11 13 한양여 10 12 
한영 6 12 서문여 2 6 
수도사부 3 7 

」

주: 진한 글씨는 강남 • 서초 관내 소재 학교. 나머지는 3학군 소속 학교. 
자료: 진학사 r진학J , 77년 4월 .78년 4월호. 

2) 완전 지역학군제 질시 이후 

〈표 ID-25) 는 강남 · 서초 지역 학생이 많이 다니던 학교의 84년도 서울대 합 

격자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합격자가 많은 순서대로 영동고 78명 y 경기고 74명/ 

상문고 58명/ 서울고 54명 y 휘문고 37명 l 세화여고 31명/ 경문고 30명 y 서문여고 27 

명 r 진선여고 및 정신여고 25명 I 영동여고 24명 l 숙명여고 20명 r 은광여고 17명 l 동 

북고 15명 l 영파여고 4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학교 중 전국 10위권에 들어간 영동 · 경기 · 상문고 외에도 서울대학 합격 

자를 20명 이상 내고 전국 100위권에 들어간 학교가 다수 존재한 것올 알 수 있 

다. 서울고는 전국 12위 I 휘문고둥학교는 전국 33위이었다. 세화여고는 전국 44위 

였는데 I 42명의 합격자를 낸 예일여고에 이어 2위를 차지한 것이다. 기타 경문고 

는 전국 48위， 서문여고는 전국 60위/ 진선여고는 전국 68위 l 숙명여고는 전국 100 

위에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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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25) 강남 지역 학생이 많은 인문계고의 서울대 함격자수(1984년) 
(단위: 명) 

학교명 지역 합격자수 학교명 지역 합격자수 학교명 지역 합격자수 

영동 강남 78 세화여 강남 

경기 강남 74 경 문 도작 

상문 강남 58 서문여 강남 

서울 강남 54 진선여 강남 

휘문 강남 37 정선여 강남 

주: 진하게 표시한 학교는 강남 • 서초구 소재 학교임. 
자료: 진학사， 1984 ， u"진학 J , 4월호. 

31 영동여 ~그~.o: ζ늠:> 24 
30 숙명여 강남 20 
27 은광여 강남 17 

25 EC그ξ 드 -‘2, ~그}드 C늠:> 15 
25 영파여 ~드 c드〉 4 

〈표 ill-26) 은 85년 서울대학의 합격자수 전국 9위권의 학교를 정리한 것이다. 

서울대학교 합격자수만 보면 1위 영동I 2위 경기 I 3위 서라벌I 4위 진주I 5위 상문， 

6위 서울I 7위 진주동명 I 8위 휘문I 9위 배문의 순이다. 한편 학력고사의 평균점수 

를 보면 1위 영동I 2위 휘문I 3위 경기 I 4위 상문I 5위 서울I 6위 진주I 7위 배문I 8 

위 진주동명 I 9위 서라벌의 순이다. 즉 합격자수만 보면 상문 · 서울 · 휘문고보다 

서라벌 · 진주고의 성적이 좋지만y 학력고사의 점수를 보면 서라벌 · 진주고보다 상 

문 · 서울 · 휘문고의 점수가 높다. 학력고사 접수로 전국 순위를 메기면 1위 영동 

고 301.4점 I 2위 휘문고 299.7점 I 3위 경기고 299.0점 I 4위 상문고 296.4점 I 5위 서 

울고 294.8점 I 6위 진주고 293.4점 I 7위 배문고 292.6점 I 8위 진주동명고 291.6점 I 9 

위 서라벌고 290.5점이 되며 f 전국 1-5위까지 강남 · 서초 지역 관내의 학교가 차 

지하였다. 

〈표 111-26) 학력고사 성적에 따른 고교 판도 (1985년) 

85년 학력고사 (단위:점) 85년 서울대 단대별 상우13위 합격자수 (단우1: 명) 

영동 301 .4 영 동(69) 자연대 -15， 공대 -14， 사회대 -10 

2 휘문 299.7 2 경 기 (64) 공대 -20， 자연대 -13， 사회대 -8 

3 경기 299.0 3 서 라벌 (58) 공대 -12， 농대 -11 ， 사회 대 -8 

4 상문 296.4 4 진 주(57) 농대 -15， 자연 -13 ， 사범 • 사호1-7 

5 서울 294.8 5 상 문 (50) 사회대 -12 ， 공대 -10， 농대 -7 

6 진 주 293.4 6 서 울 (48) 자연대 -11 ， 사회대 -10， 공대 -7 

7 배 문 292.6 7 진주동명 (47) 농대 -14 ， 공대 -8 ， 사회 대 -6 

8 ?'I 주l 도 o 며 o 291.6 8 휘 문(45) 공대 -16， 사회대 -10， 경영 • 사범 -4 

9 서라벌 290.5 9 배 문(44) 농대 -12 ， 공대 -9， 인문대 -6 

주: 진한 글자는 강남 · 서초 관내의 학교. 
자료: 김강자， 1985, “강남 제 16학군"， p.416.! 진학사， 1986, r 진학.JJ 4월호， p.104에서 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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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8학군에 속한 강동 · 송파 지역의 학교는 어떠하였을까? <표 ill-29) 는 8 

학군 지역 내 인문계고등학교가 들어선 시기를 나타낸 것이다. 80년까지 들어선 

고둥학교는 강남 · 서초 지역은 107~ 교이며 전체의 38.5%를 차지한다. 강동 · 송파 

지역은 4개교y 즉 전체의 21.1%가 이 시기에 들어섰다. 81-89년 기간에 들어선 

학교는 강남 · 서초 지역은 전체의 46.2% 인 127~ 교/ 강동 · 송파 지역은 전체의 

68.4% 인 13개교이다. 90년 이후 현재까지 들어선 학교는 강남 · 서초 지역은 전체 

의 15.4%인 4개교r 강동 · 송파 지역은 전체의 10.5%인 2개교가 들어섰다. 

〈표 111-27) 시기별 고교수의 비교 
(단위: 개교) 

김(----二번 강남·서초 지역 강동·송파 지역 

80년까지 10(38.5%) 4(21.1%) 

81-89년 12(46.2%) 13(68.4%) 

90년 이후 4(15.4%) 2(10.5%) 
합 26(100.0%) 19(100.0) 

강남 지역 학교가 전국적으로 대입 성적에서 좋은 결과를 나타나게 된 시기는 

80년대 초 · 중반의 일이다. 그런데 이 시기에 8학군 지역의 학교 중에서 강동 · 송 

파 지역의 학교보다 강남 · 서초 지역 학교의 대학입시 성적이 더 좋게 나타났다. 

84년도 대입 결과가 나온 당시， 8학군 내에서 수험생을 가진 학교는 총 147~ 교이 

다. 남학교는 영동 · 경기 · 상문 · 서울 · 휘문 · 동북고이며 y 여학교는 세화 · 서문 • 

진선 · 숙명 · 은광 · 정신 · 영동 · 영파여고이다. 이들 학교 중 강동 · 송파 지역 소 

재 학교는 남자고등학교는 동북고l 여자고둥학교는 영동 · 정신 · 영파여자고등학교 

이다. 또한 이들 4개 고둥학교의 대입 성적보다 강남 · 서초 지역 학교의 대입성적 

이 더 좋았다.8학군 중 강동 · 송파 지역에서 서울대 합격자를 최고 많이 낸 학교 

는 정신여고인데 8학군의 14개 학교 중 8위이며， 영동여고가 10위 y 동북고가 13위 r 

영파여고가 14위를 차지하였다( <표 ill-27) ). 이것은 8학군 중에서도 강동 · 송파 

지역보다 강남 · 서초 지역의 학교를 더 선호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할 수 있었 

다고 생각된다. 

〈표 ill-28) 은 강남 · 서초 지역 소재학교의 개교연도， 도섬에서 이전해 온 경 

우는 이전해 온 연도에 대해서 정리한 것이다. 80년대 중반에 대학입시 성적을 좋 

게 나타낸 학교는 이 지역 학교 중에서도 상문l 영동I 경기l 휘문l 서울고동학교였 

다. 이들 학교는 고교 배정이 완전히 거주지 중심으로 바뀌는 80년의 단계에 이미 

강남 · 서초 지역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80년 이후 대학 진학률이 고르게/ 좋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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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남으로써 l한 지 역 안에 진학률이 좋은 학교가 여 러 학교 있다기 혹은 ’강남 지 

역의 고등학교는 대체적으로 진학률이 좋다l처럼 같은 지역에 있는 여러 학교를 

지역을 기준으로 하나로 묶어서 인식하는 토대를 제공하였다. 

〈표 111-28) 강남 · 서초 지역 인문계 고등학교의 개교연도 및 위치 

학교명 개교(년) 소재지(동) 확교명 개교(년) 소재지(동) 학교명 개교(년) 소재지(동) 

사C그 므 '"'- 73 방배 숙명여 80 도곡 구정 87 。lj}r’IX C그{ 

서문여 73 방배 단대부 84 대 치 세화 87 반포 

~ ~드그 73 정 담 반포 84 반포 경기여 88 개 포 

은광여 74 -t4=- ; -g「 서초 84 서초 세종 89 수서 

경 기 76 ~、그} A C그f Zc:E> 드 =드 84 일 원 양재 90 양재 

진선여 77 ~ {、그} 현 대 85 암구정 칭 담 90 정 담 

세화여 78 반포 동덕여 86 방배 중산 93 일 원 

휘문 78 대 치 언 남 86 양재 동 ""'r나H~’ 97 ~ 二-l-1 

서 울 80 서초 개 포 87 개 포 

자료: 각 학교 홈페이지./ 강남구， 1993， r강남구지 J , pp .478-489. 

2. 고교 정원의 초과와 타학군 배정 

1) 정원초과와 위장전입 

고교 배정의 기준을 거주지로 하는 것은 가고 싶은 학교가 있을 때 그 학교 주 

변에 거주해야 배정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에서는 특히 

80년 이후 주거이동을 할 때 자녀의 학교 배정을 고려하거나l 특정 고교의 배정을 

노려 일부러 그 학교 주변 지 역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일/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는 

데 친척 혹은 친지 집으로 주민둥록을 옮기는 행태가 나타나게 되었다. 

선발고사 시기에는 지방 학생이 서울 소재 고교에 지원하는 것이 가능했다. 예 

를 들어 입학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본인만 서울에 올라와 친척집에 거주하는 것 

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평준화 시행 이후는 어느 중학교 출신인지l 어느 지역에 

사는지가 학교 배정을 결정하였다. 따라서 실제로는 그 지역에서 거주하지 않지만 

특정 고교의 배정을 받고자 주민둥록을 친척 및 친지 집에 옮기는 i위장전입’이 

나타났다. <표 ill-29) 는 82-96년 기간 위장전입이 나타난 지역 I 조사 내용/ 조 

사 결과 동을 정리한 것이다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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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29) 위장전입에 대한 조사 • 조사방법 • 결과 

연도 조사 지역 조사 내용 조사 결과 

여의도·서라벌·예일어고 사회정화위원회와 강남지역 학생 7，α%여명이 위장전입 피해 

82 주변， 강남 지역(경기 • 서 경찰 등 관계기관을 로 학군 내 배정을 받지 못하고 강묵지역 

울 • 휘문고) 주변 54개동 
동원하여 중3생 집 에 배정명으로써 학부모들이 항의. 3,965 
을 조사 명의 조사 대상자중 1 ，653명을 적발 

서라벌·대일·대원·여의 ‘신홍명문고‘ 배정을 학교배정 전에 적발되면 실제의 거주지로 

83 
도·예일여·경기·서울. 노려 위장전입한 중 이전 조치에다가 학생은 정학 등의 징계 

상문·영동·세화여고의 3생을 84년 입시까 처분. 학교배정 후 적발되면 배정취소 및 

10개교 주번 47개 동 지 단속함 
징계. 부모명단을 직장 통보. 3 ，212명 조사 
대상자중 238명을 적발 

강남지역， 여의도 등 명문 84년에 거주지를 옮 모두 실제 거주지로 되돌려 보내， 학교를 
84 

고 주변 
긴 중3생에 대해 위 다시 배정함. 해당 학부모는 3년 이하의 
장전입 조사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 

신홍명문고 주변， 강남구 85년 1 월 1 일 이후 조사 대상자 3，337명중 중3생 가거주자 

85 
일원， 여의도 등 50개 동 

거주지를 옮긴 중3 503명을 적발. 그 중 243명에 대해서 정밀 

생을 조사 조사， 실제 거주지로 환원조치 

8학군(강남 • 서초구， 양재 

89 전 이남 포함)， 정운동 • 175명 적발 

여의도동 등 50개 동 

87.3.1 - 명문고 주 조사 대상자 12，534명중 583명을 적발， 실 
90 명문고 주변 70개동 변 70개 동으로 거 제 거주지로 환원조치. 583명중 236명은 

주지를 옮긴 중3생 강남교육칭 관내 거주자. 

89.1.1 -90.12.31 샤 
8학군 학생 4，476명을 포함한 8，729명을 

94 8학군을 포함한 특정지역 이에 특정지역으로 

이전한 학생 
조사， 195명을 환원조치. 

95 
실제 거주사실이 의 

조사 대상자 8，012명 중 341 명을 적발하여 

심스러운 중3생 
환원조치. 그 중 8학군 학생은 194명， 1 학 
군 74명， 7학군 37명. 

96 
8학군 및 명문고 주변 134 

고교 진학 예정자 
개 동. 

258명 적발， 실거주지로 환원조치. 

자료: 조선일보， 82-9-2/9-23/11-3. 83-9-24 . 84-9-16 . 89-2-15/11-1./ 동아일보， 93-11-24./ 
경향신문， 94-12-8./ 한겨레 • 대한매일신문， 95-11-19. 

82년 위장전입 조사 대상 지역은 여의도 · 서라벌 · 예일여고 주변 및 경기 · 서 

울 · 휘문고 주변의 총 54개 동이었다. 83년의 조사 대상 지역은 서라벌 · 대일 · 대 

원 · 여의도 · 예일여 · 경기 · 서울 · 상문 · 영동 · 세화여고 둥 10개교 주변의 47개 

동이었다. 84년의 조사 대상 지역은 I강남 지역 및 여의도 둥에 있는 명문고둥학 

교 주변I이었다. 85년의 조사 대상 지역은 I신홍명문고 주변/과 /강남구 일원기 여 

의도 동 50개 동이었다. 89년의 조사 대상 지역은 '8학군의 강남 · 서초구/ 양재천 

32) ’위장전입/이 어떻게 나타났었는지에 대한 행정자료 혹은 학술 연구는 없기 때문에 당 
시 의 신문을 참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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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도 포함 청운 · 여의도동 동 50개 동이었다. 90년의 조사 대상 지역은 I명문 

고 주변， 707~ 동이었다. 94년의 조사 대상 지역은 ’8학군을 포함한 특정지역i이었 

다. 96년의 조사 대상 지역은 '8학군 및 명문고 주변I 134개 동이었다. 

위장전입의 경향성을 간추려보면 80년대 초반에는 특정학교 배정을 목적으로 

이전한 것을 알 수 있다. 평준화 이후에 새로 생긴 소위 /신홍명문고l가 동장하면 

서 이들 학교 주변으로 전입하려는 사람이 나타난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교육적 

으로 선호되는 지역은 강남 지역만이 아니었다. 강북 지역의 경우 서라벌 · 예일여 

고 둥 신홍명문고 주변에 전입하는 사람이 많았고33)， 여의도34)도 상당히 선호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여의도는 왜 선호되었는가? 

학군은 행정구 1개 내지 2개 이상에 걸친 넓은 영역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 

학교를 배정 받게 되면 내키지 않는 학교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여의도는 

단일학군， 즉 여의도 주민은 보통 여의도고등학교의 배정을 받을 수 있었다. 여의 

도고 주변은 고급아파트가 많이 들어서 있고l 생활수준도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었 

다. 또한 여의도고교의 시설l 학습여건도 다른 학교에 비해 뛰어났다35). 

강남 · 서초 지역은 단일학군으로 되어 있지 않아 1지망 학교 배정을 못 받을 

가능성이 여의도 지역보다 높았다. 그러나 강남 · 서초 지역에는 사람들이 선호하 

는 학교가 여러 개 있었고l 여의도와 마찬가지로 고른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사람 

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가령 1지망이 안 되더라도 비슷한 수준의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다36)， 따라서 갈수록 l강남 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평균적으 

로 진학률이 높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기 · 서울고 등 특정 명문고교 주변뿐만 

아니라l 강남구 전체가 조사대상 지역으로 확장되었다위장전입I은 그냥 주민동 

록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I 원칙상 실제로 거처를 옮겨야 한다는 인식을 사람들에 

게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33) 서라벌고 주변의 도봉구 미아 3동 6통은 82년 1-7월말까지 전출이 577}구l 전입은 99 
가구였다. 예일여고 주변의 은평구 구산동은 전출이 1，494가구에 비해 전입 1，8037}구였 
다. (조선일보， 1982-9-2) 

34) 1980년의 주거입지 선택 결정요인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자녀교육면에서 홉인력이 
높은 지역은 여의도 지역이며 I 강남 · 마포 · 서대문구가 이를 따라갔다. 홉인력이 낮은 
지역은 강동 · 도봉 · 성동 · 동대문구 둥으로 나타났다. (권원용， 1985, "도시모형개발을 
위한 서울시민의 주거입지 행태"， p. 195-196) 

35) 조선일보， 1982-9-2. 
36) 80년대 초반 시기 강남 지역의 경기 · 서울 · 휘문 · 상문 · 세화여고도 비슷한 형편이었 

다. 예를 들어 대치동의 은마 및 신해청아파트 총 호수는 4，7447}구였으나 둥록된 가구 
는 5,692 가구/ 즉 900여 가구가 더부살이를 하고 있었다. 그 중 상당수는 주민둥록만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지는 않았다. 청담동은 전출이 4，234가구인데 비해 전입은 
6，4067}구였다. (조선 일보， 198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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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학군 배정과 거주기간 하한 제도 

8학군 지역에 학생이 몰리게 되는 현상은 언제부터 나타났는가? 또한 8학군 거 

주학생은 다른 학군에 비해 어느 정도 많았는가? 

〈그림 I11 -4) 는 75-95년 기간의 서울시 각급 학교별 학생수와 전체 학생수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80년대 한국사회에서는 상급학교에의 진학률이 높아지고 

학령기 인구가 해방이후 최고로 많았기 때문에 2부제 수업을 실시할 정도였다. 초 

등학교는 80년대 전반에 학생수가 가장 많았고I 89년 이후에는 감소 추세를 보였 

다. 중학교는 85 . 86년에 학생이 가장 많았다. 87년부터 감소되었다가 92-94년에 

다시 증가하고 95년 이후는 다시 감소 추세에 들어갔다. 인문계 고둥학교 학생도 

역시 70년대 말부터 꾸준히 증가하였고 88.89년에 최고를 기록한 후 90년대부터 

감소 추세를 보였다. 전체 학생수는 80년대부터 90년대 초반에 가장 많았고/ 최고 

많을 때는 89년이었다. 이처럼 각급 학교에서 학생수가 해방 후 최고로 많은 시기 

였다. 따라서 특히 학생이 많은 지역에서 고교 배정을 받을 때 l 학교 근처에서 거 

주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원하는 학교 배정이 100% 보장되는 일은 없었다. 같은 

집에 사는 형제끼리 다른 학교 배정을 받는 경우도 혼히 볼 수 있었다. 

2500.000 

2.000α)Q 

영t 1500.000 

초 .•..••••..• ‘ .•.•••.•..•..•..•.••.••..•.•••.• 
혔 1.000.000 I ~ .•. ,- ••••••• • •• 그-← 

o 

단위: %. 

_ ...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年度

1 ..•.. 初等후校 ... + ... 中후校 -←人文系홈 ---全빼 1 

자료: 서울특별시교육정 r서울교육통계언보..D • 각 연도. 

〈그림 111-4) 각급 학교의 학생수 추이 (1975-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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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ll-30) 은 86년과 88년의 인문계 고등학교 정원/ 연합고사에 합격한 학생 

수/ 학군별 정원미달자수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86년은 남학생의 경우 9학군의 1，331 명， 2학군의 1，079명， 3학군의 661명이 정원 

을 초과하였다. 한편 5학군의 1，148명， 1학군의 1，001 명， 4학군의 370명， 8학군의 

352명， 7학군의 302명이 정원 미달이었다. 여학생은 8학군의 1，580명， 7학군의 

1，526명， 9학군의 1，001명이 정원을 초과하였다. 한편 4학군은 1，899명， 5학군은 

1，470명， 3학군은 713명， 1학군은 238명이 정원 미달이었다. 즉 86년 당시 8학군은 

남학생은 정원 미달이었고l 여학생은 8학군뿐만 아니라 다른 학군도 정원을 비슷 

하게 초과하였다. 

2년 후 88년은 남학생의 경우 8학군의 1，179명이 정원을 초과한데 비해 7학군의 

982명， 5학군의 771 명， 1학군의 540명이 정원 미달이었다. 여학생의 경우 8학군의 

2，062명， 7학군의 1.816명， 9학군의 956명이 정원을 초과하였다. 한편 4학군의 

1，756명， 5학군의 982명， 3학군의 836명， 1학군의 782명이 정원 미달이었다. 

〈표 111-30) 인문계고 학군별 정원 과부족수(1986 . 88년) 
(단위: 명) 

학군 연도 합격자(남) 정원(남) 과부족(남) 합격자(여) 정원(여) 과부족(여) 

86 8,449 9,450 -1 ,001 5,922 6,160 -238 
88 2.070 2,610 -540 6,004 6,786 -782 

2 
86 5,629 4,550 1,079 4,025 3,385 820 
88 - -

3 
86 4.700 4,039 661 3,661 4,374 -713 
88 3,920 4,756 -836 

4 
86 2.019 2,389 -370 1,499 3,398 -1 ,899 
88 1,608 3,364 -1 ,756 

5 
86 3,487 4,630 -1 ,148 3,008 4,478 -1 ,470 
88 3,579 4,350 -771 2.846 3,828 -982 

6 
86 5,228 5.131 97 4.245 4,853 -608 
88 

7 
86 9,097 9,399 -302 7,332 5,806 1,526 
88 10.980 11 ,890 -982 8,544 6,728 1,816 

8 
86 12,159 12,511 -352 8,784 7,204 1,526 
88 15,331 14,152 1,179 11 ,748 9,686 2,062 

9 
86 7,046 5,715 1,331 5,493 4,492 1,001 
88 6,292 5,336 ~ 

자료: 경향신문 86-2-8: 10면./ 한국교육개발원 1989, r서울시 고등학교 학군:무엇 
이 문제인가? J , p. 21. 

〈표 ill-31) 은 86-94년 기간의 서울시 인문계고 합격자수l 합격자 중 정원초 

과로 타학군에 배정된 학생 비율I 타학군에 배정된 학생 중 8학군 학생의 점유율 

- 81 -



을 정리한 것이다3끼. 

86년은 전체 합격자의 10%가 타학군 배정을 받았으며/ 이들 중 8학군 거주학생 

이 차지하는 비율은 11.8% 였다. 87년은 전체 합격자의 9.0%가 타학군 배정을 받 

았으며/ 이들 중 8학군 거주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24.0% 였다. 88년은 전체 합격 

자의 8.4%가 타학군 배정을 받았으며/ 이들 중 8학군 거주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31.5%였다. 89년은 전체 합격자의 9.4%가 타학군 배정을 받았으며/ 이들 중 8학군 

거주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27.3% 였다. 90년은 전체 합격자의 10.5%가 타학군 

배정을 받았다. 91년은 전체 합격자의 10.9%가 타학군 배정을 받았으며/ 이들 중 

8학군 거주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29.6% 였다. 92년은 전체 합격자의 8.9%가 타 

학군 배정을 받았으며/ 이들 중 8학군 거주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40.2% 였다. 93 

년은 전체 합격자의 8.3%가 타학군 배정을 받았으며l 이들 중 8학군 거주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39.9% 였다. 94년은 전체 합격자의 7.3%가 타학군 배정을 받았으 

며/ 이들 중 8학군 거주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28.9% 였다. 

80년대 말 -90년대 중반 사이에 8학군 거주학생의 타학군 배정이 자주 이루어 

진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8학군 거주학생이 타학군에 배정된 경우가 다른 학군 

에 비해 많았던 이유는 이 시기 강남 · 서초 지역의 인문계 고교 정원에 비해 이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 시기 강남 지역에 고둥학생이 많았 

던 이유는 첫째l 약 20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강남 지역의 택지 개발로 인해 유입 

해 온 인구의 연령구성이 학령기 자녀를 둔 세대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 

다. 또한 80년대 이후 이 지역이 i학군이 좋다I는 소문이 세간에 퍼지면서 자녀교 

육을 위해 전입해 온 사람이 많아졌다는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111-31> 인문계고 함격자 중 타학군 배정자수 

(단위: 명. %) 

------풋프 86 87 88 89 90 91 92 93 94 

전체 합격자(명) 104,566 114.780 116,116 115,696 114,642 109,616 108,526 107,054 107,879 

타학군배정(명) 10,445 10,311 9,728 10,871 12,071 11 ,958 9,699 8,883 7,888 
(배정율: %) (10.0) (9.0) (8.4) (9.4) (10.5) (10.9) (8.9) (8.3) (7.3) 

8확군 학생(명) 1.228 2.473 3,065 2,969 3,541 3,900 3,546 2.280 
(점유율: %) (1 1.8) (24.0) (31.5) (27.3) (29.6) (40.2) (39.9) (28.9) 

자료: 조선일보， 86-2-8' 88-1-15.2-4.10-7' 12-29' 89-2-2' 2-14. 10-14. 90-2-1. 
동아일보， 91-1-9 . 92-1-30. 조선일보， 93-1-15' 94-1-27. 경향신문， 87-2-4. 

37) 관련된 행정자료나 연구가 없는 관계로 당시의 신문을 참고로 정리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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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8학군 지역 거주학생이 타학군에 배정될 때 누구를 8학군에 배정하고 

누구를 타학군에 배정할지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이었을까? 진학희망자가 학군 내 

정원을 초과할 때 인근 학군에 보낸다는 것은 원래의 원칙이었다38)， 인근 학군에 

보내는 데 기준으로 삼은 것이 바로 거주기간이었으며/ 오래 산 사람부터 우선 배 

정하였다. 서울시에서 이 원칙은 8학군 지역에서만 적용되었다39). 

〈그림 ill-5) 는 86-95년뼈) 기간 동안 강남 · 서초 지역의 거주학생이 8학군 내 

고교배정을 받으려면 최소 얼마나 거주했어야 하는지를 정리한 것이다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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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개월， 자료: 신문. 

〈그림 111-5) 초|소 거주기간의 변화(1986-94년) 

38) 각주 2)에서도 나왔듯이 학교배정의 기준은 거주동으로 하되 학교 분포의 불균형으로 
수용능력이 배정대상 인원수보다 부족한 지역 거주자는 인근학군에 배정되었다. 

39) 86-89년은 강남 · 서초구 중 양재천 이북 지역이 해당되었고I 90년 이후는 양재천 이 

남도 포함되었다.94년부터는 강동 · 송파 지역에서도 적용되었다. 
40) 96년은 정원 초과 학생이 543명으로 줄었고I 97년에는 남학생 정원이 135명 부족하였 

다. 

41) 경 향신문I 86-2-8. 조선 일보I 1988-1-15 . 10-7 . 12-29 . 89-2-2 . 2-14 . 10-14. 국민 일보， 경 
향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I 1990-2-1. 동아일보l 경향신문I 1991-1-9. 한국일보l 세계일 

보l 대한매일신문/ 조선일보I 1991-1-11. 경향신문I 대한매일신문I 1991-1-13. 국민일보/ 경 
향신문l 한국일보l 조선일보I 1991-1-14. 조선일보I 1991-1-30. 국민일보r 한국일보l 조선일 
보l 경 향신문I 1991-1-31. 동아일보I 1991-2-1 . 2-9. 세 계 일보I 동아일보f 국민 일보r 경 향신 
문l 조선일보I 1991-3-14. 한국일보/ 국민일보I 1992-1-18. 국민일보I 한국일보l 동아일보， 
1992-1-30. 한겨 레 신문I 1992-2-1. 한국일보I 1992-2-2. 세 계 일보I 1993-1-7. 조선 일보I 국민 

일보l 중앙일보I 1993-1-15. 한국일보， 조선일보/ 국민일보/ 동아일보I 1993-1-27. 한국일 
보l 조선일보I 1994-1-27. 경향신문l 국민일보l 세계일보I 1995-1-28. 조선일보/ 대한매일신 
문/ 한겨레신문I 경향신문I 세계일보I 1996-2-10. 조선일보I 1996-2-11. 조선일보l 문화일 
보I 동아일보l 한국일보/ 국민일보l 대한매일신문l 한겨레신문l 세계일보l 경향신문r 
199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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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의 최소 거주 기간은 86년에 12개월I 87년 207R 월I 88년 30개월I 89년 31 

개월I 90년 327R 월 I 91년 397R 월 I 92년 42개월I 93년 44개월로 증가하였다가 94년 

에 43개월I 95년에 327R월로 줄어들었다42). 남학생의 최소 거주 기간은 87년에 4 

개월I 88년 15개월I 89년 20개월I 90년 28개월I 91년 38개월I 93년 42개월I 93년에 

44개월까지 증가하였다가 94년부터 42개월I 95년 28개월로 짧아졌다. 

이후 96년도 배정 43)은 남학생은 95년 3월 2일/ 여학생은 95년 9월 12일 이후 강 

남 · 서초 지역에 전입한 학생 중 267명이 인근 학군으로 배정을 받았다44). 97년도 

는 남학생은 정원 미달이었다. 여학생은 550명이 정원 초과하여/ 인근 학군에 배 

정되었다45). 최소 거주기간이 없어진 것은 한강 이남에서 한강 이북으로 학교 배 

정을 받는 학생이 사라진 97년으로 10년만이었다. 

거주기간 하한제도는 고교 배정 시기가 되어서 거처를 옮기면 누구나 8학군 고 

교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l 일찍부터 이 지역에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세 

간에 알렸다. 결국 누구나 쉽게 배정을 못 받는다는 것이 오히려 이 지역의 위상 

을 높여주었다고 보여진다. 

3. I강남I 지역의 학령기 인구 

1) 전입 학생의 증가 

<D 초둥학교 

〈그림 ill-6) 은 75-95년 기간의 초둥학교 아동수 추이를 지역별로 나타낸 것 

이다. 강남 · 서초 지역의 초등학교 아동수는 80년대 말까지 계속 증가하였고I 90 

년대 이후에 감소하였다. 그런데 다른 지역의 아동수와 비교해서 강남 · 서초 지역 

아동수가 특별히 많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림 ill-7) 은 75-95년 기간의 초등학교 아동 증가수를 나타낸 것이다. 강 

남 · 서초 지역 초등학생의 증가수는 서울의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많았다고 

볼 수 있다. 아동 증가수가 유난히 많은 이유는 첫째I 강남 개발로 인해 젊은 충 

42) 한편 8학군 중 강동 · 송파구에서는 94년도부터 거주기간 제한이 적용되어 659명이 인 
근 학군으로 배정되었다. (조선일보I 1994-1-27.) 

43) 1996년 2월 9일에 배정 결과가 나왔다. 
44) 대 한매 일 신 문I 1996-2-10. 
45) 9학군의 세화 · 서문 · 동덕여고에 배정 받았다. (문화일보I 199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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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많이 이전해 온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둘째 특히 84년 이후에 전입 아동수 

가 다른 지역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이 지역 고교 배정을 받기 위한 최소 거 

주 기간이 정해진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46) ， 

200α)Q 

150，αm 

R 
훌 100;αm 

혔 

50，1α)Q 

0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年훌 

--e-월路·中 -江南·瑞훌 -→-道빼·흩原 

-냉西·恩·麻 ‘ 江西·陽 )11 ....... 江훌·松波 

주 75-79년은 강동 • 송파 지역 학생도 강남 · 서초 지역에 

포함. 단우1: 명. 
자료: 서울특별시교육청Ir서울교육통계연보J , 각 연도. 

〈그림 111-6) 지역별 초등학생수 추이 (1975-95년) 

14α)Q 

._ 12 ，α)Q 

À 10 ，1αm 

!Æ 8，1α)Q 

• 6α)Q 

- 4‘α)Q 

E 2，1αm 
벼 0 

쁜 -:).000 

4‘.000 
-6 .000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없 89 90 91 92 93 94 95 

~1l 

-→-中部敎育I수 -江南·瑞훌 ---피t-훌·흩原 

--*←-西大~"愚平 -•- 江西·빼 )11 江東·松波 

주 75-79년은 강동 • 송파 지역 학생도 강남 · 서초 지역에 
포힘. 단위: 명. 

자료: 서울특별시교육청 r서울교육통계연보J , 각 연도. 

〈그림 111-7) 초등학생 증가수 추이 (1975-95년) 

46) 예를 들어 최소 필요한 거주기간이 44개월일 경우l 고교 입학 원서 제출시 최소한 이 
지역에서 3년 7개월은 살았어야 한다는 뜻이다. 고교 배정 시점에서 3년 7개월 째 살고 

있다면 최소 초둥학교 4-5학년 때에 강남 지역에 이전해 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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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그림 ill-8) 은 75-95년 기간의 중학교 학생수 추이를 지역별로 나타낸 것이 

다. 강남 • 서초 지역의 중학생수는 70년대 후반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I 84-90년 

사이에 서울의 다른 지역보다 월둥히 많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 시기는 서울시 

전체 중학생수도 해방 후 가장 많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한편 강남 · 서초 지 

역이 증가하기 전에 가장 학생수가 많았던 종로 · 중구는 70년대 후반 이후 점차 

감소 추세를 보였다， 84년 이후는 강남 · 서초 지역y 도봉 · 노원 지역l 서대문 • 은 

평 지역의 학생수가 종로 · 중구 지역의 학생수를 상회하였다. 

〈그림 ill-9) 는 75-95년 기간의 중학생 증가수를 지역별로 나타낸 것이다. 강 

남 • 서초 지역의 학생 증가수는 80-86년 기간에 서울의 다른 지역에 비해 월둥 

히 많았다. 이 시기에 강남 · 서초 지역의 중학생 증가수가 많았던 이유는 초둥학 

교의 경우와 비슷하다고 사려된다. 즉 강남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 요인과 이 지 

역 고교 배정을 노리는 사람이 미리 이전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1∞.000 

80.000 

좋 601αm 

生

혔 40，α)0 

20αm 

o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흩 

-얘-월路·中 -江南·瑞훌 

._ .. _-.- 西大 r" 恩平 • 江西·빼川 

--il~훌·흩原 

.. 江훌·松波 

주 75-79년은 강동 • 송파 지역 학생도 강남 • 서초 지역에 

포함. 단우1: 명. 
자료: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교육통계언보J , 각 연도. 

〈그림 111-8) 지 역 별 중학생수 추이 (1975-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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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α)Q 

헛 2αm 
쌓 
生 11α)Q 

꿇 o 
버 

좋 ‘ 、/ν、
生 “ j\}\) 

-2 ,000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年度

-→-월路·中 -江南·瑞훌 --빠빼·흩原 

---?IE←-西大 r，. 恩~ 江西·陽)11 江훌·松波 

주 75-79년은 강동 • 송파 지역 학생도 강남 • 서초 지역에 

포함. 단위: 명. 

자료: 서울특별시교육청 r서울교육통계언보J , 각 연도. 

〈그림 111-9) 중학생 증가수 추이 (1975-95년) 

그리고 그 외에 강남 · 서초 지역의 중학교가 선호되었다는 것도 이유가 된다. 

이 시기에는 강남 · 서초 지역은 중학교의 면학 분위기가 좋고l 연합고사의 성적이 

다른 지역에 비해 뛰어나다는 것이 세간에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중학교에서도 

전입 대기자가 많았다4끼. <표 ill-32) 는 86년 강남 · 서초 지역이 소속된 중학 16 

학군과 강동 · 송파 지역이 소속된 17학군의 전입 대기자수를 비교한 것이다. 강 

남 · 서초 지역 중학교 전입 희망자는 655명 I 강동 · 송파 지역 중학교 전입 희망자 

는 232명이었다. 강남 16학군 전입 대기자 중 전입을 허락 받은 학생은 전체의 

35.6% 였다. 한편 중학 17학군 전입 대기자 중 전입을 허락 받은 학생은 전체의 

89.2% 였다. 같은 시기 도봉 지역이 소속된 중학 1학군은 1，108명 I 동대문 지역이 

소속된 중학 3학군은 621 명， 성동 지역이 소속된 중학4학군은 661명 l 관악 · 동작 

지역이 소속된 중학 15학군은 768명이 정원에 못 미치고 있었다( <표 ill-33) ). 

〈표 111-32) 중학 전입 대기자수(1986년) 

배정 전 (5월 15일) 

배정 후(5월 25일) 

배정된 자(5월 18일) 

(단위: 명) 

16학군 전입 대기자 I 17학군 전입 대기자 
•• 굶빼%) I 꿇띠0%) 

422(64.4%) I 25(10.8%) 
233(35.6%) I 207(89.2%) 

자료: 경향신문 86-2-8: 10면. 

47) 김강자， 1985, “강남 제16학군끼 r정경문화J 7월호/ 한국정경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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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33) 학군별 정원 부족수 
(단위: 명) 

중학학군 | 정원미달수 

1 학군(도봉 1 ， 108 

3학군(동대 문 621 

4학군(성 동 661 

15학군(관악 • 동작 768 
단우1: 명， 자료: 김강자， 1985, “강남 제 16학군"， p. 421 
에서 재구성. 

@ 언문계 고둥학교 

〈그림 ID-l0) 은 지역별 고교 재학생수를 나타낸 것이다. 강남 · 서초 지역 고 

교의 재학생수는 70년대 후반 이후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으며 88년 이후 87년까 

지 재학생수가 많았던 종로 · 중구 지역을 상회하였다. 그러나 이 수치는 실제로 

강남 · 서초 지역에 거주하는 고둥학생수가 아니다. 다시 말해 87년까지 종로 · 중 

구 지역 고교의 재학생수가 많았다는 것은 이 지역에 거주하는 고둥학생이 많았 

던 것이 아니라， 이 지역 고교에 다니는 학생이 많았다는 뜻이다. 같은 맥락으로 

강남 · 서초 지역의 고교에 다니는 학생은 이 그림에 나타난 것보다 많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80년대 중반-90년대 중반 시기는 강남 · 서초 지역에 고등학생 

이 유난히 많아서 학군 내 배정을 받지 못하고 타학군에 배정된 경우가 종종 있 

었기 때문이다. 

8때% 

60iα)Q 

좋 

生 40.∞o 
혔 

20;α)Q 

o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f￥ R흩 

---월路·中 -江南·瑞훌 ----ìI.빼·흩原 

--?IE--西大~，.恩쭈 ‘ 江西·빼 111 江훌·松波 

주 75-79년은 강동 • 송파 지역 학생도 강남 · 서초 지역에 
포함. 단우1: 명. 
자료: 서울특별시교육청 r서울교육통계연보.JI , 각 연도. 

〈그림 111-10) 인문계고 학생수 추이 (1975-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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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ll-11) 은 75-95년 기간의 고등학생 증가수를 지역별로 나타낸 것이다. 

강남 · 서초 지역 고교에의 전입자는 80년대 이후 서울의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수준을 유지하였다48). 특히 84년 이후는 기존에 가장 전입학생이 많았던 종로 · 중 

구 지역의 고교를 능가하였다. 이 시기는 강남 · 서초 지역의 고교에서 대입 성적 

이 좋게 나타날 때와 시기를 같이 한다. 

800 

ti 600 
入

좋 400 
生

- 200 
홉 
벼 o 
후 
초 -200 

-400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年Tf.

-←-월路·中 -江南·瑞훌 

-→←-西大 r，. 恩平 -→江西·빼 JII 

--道빼·흩原 

.. 江훌·松波 

주 75-79년은 강동 • 송파 지역 학생도 강남 · 서초 지역에 
포함. 단위: 명. 

자료: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교육통계연보J • 각 연도. 

〈그림 111-11) 인문계고 학생 증가수 추이 (75-95년) 

2) 연령별 인구구조 

〈그림 ill-12) I <그림 ill-13) I <그림 ill-14) 는 1985 .90 .95년의 연령별 인구 

구성을 지역별로 나타낸 것이다. 85년 강남 · 서초 지역에서 다른 지역보다 점유율 

이 높은 연령대는 10-14세 인구이며 l 전체의 13.4%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40-

44세 인구이며 전체의 8.7%를 차지하였다.90년 강남 · 서초 지역에서 다른 지역보 

다 점유율이 높은 연령대는 10-14세 인구 및 15-19세 인구이며/ 모두 전체의 

12.6%를 차지하였다. 그밖에 40-44세 인구가 10.2%를 차지하였다. 95년 강남 · 서 

초 지역에서 다른 지역보다 점유율이 높은 연령대는 15-19세 인구이며/ 전체의 

11.2%를 차지하였다. 그밖에 45-49세 인구는 전체의 9.0%를 차지하였다. 즉 70년 

48) 강남 · 서초 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이 지역 고교 배정을 희망한 학생이 이 그림에 나 
타난 수치보다 더 많았지만 이 그림에는 이들 수치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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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말-90년대 중반에 강남 · 서초 지역의 중 • 고둥학생 및 학부모 세대 인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강남 · 서초 지역의 연령별 인구구성에서 중 · 고둥학생과 그 학부모 

세대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 

20 

15 

10 

5 

o 
0-4 5-9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65- 70- 75- 80- 85-

14 19 24 29 34 39 44 49 54 59 64 69 74 79 84 

年홈 

-→-월路·中 -江南·瑞.홉훌·흩原 

-→←-西大門·恩2f-→-江西·빼 JII 江훌·松波 

다우1: 면 

자료: 경제기획원， 1985, r인구 및 주택 센서스보고..ø . 

〈그림 111-12) 지역별 연렁별인구 점유율(1985년) 

20 
18 
16 
14 

려 12 
휴 10 
훌 8 

6 
4 

2 
o 

0-4 5-9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65- 70- 75- 80- 85-
14 19 24 29 34 39 44 49 54 59 64 69 74 79 84 

年룹 

-...-월路·中 -江南·쐐훌 -→-홉빼·흩原 

-웃-西大 r~. 恩平 • 江西·빼 )11 江훌·松波 

단우1: 명， 자료: 통계정， 1990, r인구주택 종조사 보고서 J • 

〈그림 111-13) 지역별 연령별인구 점유율(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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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없 

--월路·中 -江南·瑞훌 --롤빼·흩原 

-→←-西大 r" 恩平 • 江西·陽 J!I江훌·松波 

단우1: 명， 자료: 통계정， 1995 ， r인구주택 총조사 보고서.B . 

〈그림 111-14) 지역별 연령별인구 점유율(1995년) 

첫째/ 서울시 전체가 70년대 말-90년대 중반까지 비슷한 연령별 인구구성의 경 

향을 지니고 있었다. 즉 학령기 인구의 점유율이 높았다， <표 ill-34) 는 75.80. 

85 .90 .95년의 서울시 및 강남 · 서초 지역의 연령별 인구 구성을 비교한 것이다. 

75년 서울시에서 0-24세 인구의 점유율이 높았으며 l 그 중 가장 점유율이 높은 

연령대는 15-19세이었다. 강남 • 서초 지역 역시 0-29세 인구의 점유율이 높았으 

며y 가장 점유율이 높은 연령대는 0-4세 y 다음으로 15-19세였다. 

80년 서울시에서 5-29세 인구의 점유율이 높았으며 r 그 중 가장 점유율이 높은 

연령대는 20-24세였다. 강남 · 서초 지역은 0-29세 인구의 점유율이 높았으며/ 

가장 점유율이 높은 연령대는 5-9세/ 다음으로 0-4세였다. 

85년 서울시에서 5-29세 인구의 점유율이 높았으며 I 그 중 가장 점유율이 높은 

연령대는 20-29세였다. 강남 · 서초 지역은 5-29세 및 35-39세 인구의 점유율이 

높았으며l 가장 점유율이 높은 연령대는 10-14세였다. 

90년 서울시에서 10-34세 인구의 점유율이 높았으며/ 그 중 가장 점유율이 높 

은 연령대는 20-29세였다. 강남 · 서초 지역은 10-24세 및 30-44세 인구의 점유 

율이 높았으며y 가장 점유율이 높은 연령대는 10-19세였다. 

95년 서울시에서 15-34세 인구의 점유율이 높았으며/ 그 중 가장 점유율이 높 

은 연령대는 20-24세였다. 강남 · 서초 지역은 10-29세 및 35-39세 인구의 점유 

율이 높았으며l 가장 점유율이 높은 연령대는 15-24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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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34) 연렁별 인구 구성의 비교 

연도 75 80 

l앓여 서울 강남· 
서울 

강남· 

서초 서초 

0-4 11.9 펴..9 9.8 10.6 

5-9 11.0 11.8 11.1 않J 
10-14 10.8 10.2 10.3 10.1 
15-19 월...4 12.1 11.4 8.9 

20-24 10.9 9.6 끄..2 10.1 

25-29 9.5 9.6 10.0 9.9 

30-34 8.1 8.8 8.2 9.8 

35-39 7.0 7.1 7.0 8.6 

40-44 5.1 4.7 6.0 6.4 

45-49 3.7 3.3 4.4 4.2 

50-54 2.9 2.8 3.0 2.8 

55-59 2.1 2.1 2.3 2.2 

60-64 1.6 1.6 l.6 1.6 

65-69 1.1 1.1 1.2 1.2 

70-74 0.6 0.6 0.7 0.8 

75-79 0.3 0.3 0.4 0.4 

80-84 0.1 0.1 0.2 0.2 

85- 0.1 ~Q.! 0.1 0.1 
주: 진한 표시는 점유율이 높은 상우I 5우1. 

자료: 인구 센서스 각 연도. 

85 90 

서울 
강남· 

서울 
서초 

8.7 7.3 7.4 

9.1 9.9 8.4 

10.5 월...4 9.0 

10.6 10.0 10.3 

끄펴 8.0 J.O..9 
11.5 8.8 10.8 

8.5 8.2 10.1 

7.3 9.4 8.1 

6.3 8.7 6.8 

5.2 5.9 5.6 

3.6 3.4 4.4 

2.4 2.2 3.0 

1.8 1.7 1.9 

1.3 1.3 1.4 

0.9 1.0 1.0 

0.5 0.6 0.6 

0.2 0.3 0.3 

0.1 0.1 0.1 

(단우1: %) 

95 
강남· 

서울 
강남· 

서초 서초 

4.9 7.1 5.1 

7.9 6.2 5.4 

옆..2 7.9 8.8 

끄s뀔 8.8 끄.2 

8.6 끄』 끄..2 
6.9 10.7 8.7 

8.6 9.5 7.1 

9.0 9.2 8.7 

10.2 7.5 8.2 
7.7 6.3 9.0 

4.5 5.1 6.1 

2.5 4.0 3.7 

1.7 2.6 2.1 

1.4 1.7 1.7 

1.0 1.2 1.2 

0.7 0.7 0.8 

0.4 0.4 0.5 

0.2 0.2 0.3 

둘째， 강남 개발로 유입해 온 인구가 학령기의 자녀를 둔 젊은 충이었다. 75년 

즉 서울시 평균과 강남 • 서초 지역의 인구 구성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0-4세I 3 

0-34세 인구의 점유율이 서울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림 ill-15) ). 따라서 

5년 후의 80년에 0-9세 및 30-44세 인구가 서울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림 ill-16) ). 다시 5년 후의 85년에 5-14세 및 35-49세 

인구가 서울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 <그림 ill-17) ). 따라서 5년 후인 90년에는 10-19세 인구의 점유율이 높았으며/ 

95년에는 15-24세 인구의 점유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ill-18) . <그림 ill-1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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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15.0 

10.0 

5.0 

0.0 
0-4 5-9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65- 70- 75- 80- 85-

14 19 24 29 34 39 44 49 54 59 64 69 74 79 84 

1- - - -Se이1--江南·縣 | 

단위: 명， 자료: 통계청， 1975， r 총인구 및 주택조사 보고J . 

〈그림 111-15) 연렁별 인구 점유율의 비교(1975년) 

20.0 

15.0 

5.0 

0.0 
0-4 5-9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65- 70- 75- 80- 85-

14 19 24 29 34 39 44 49 54 59 64 69 74 79 84 

|- - - - Seoul ---江南·縣 | 

단위: 명， 자료: 통계청， 1980， r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JI . 

〈그림 111-16) 연령별 인구 점유율의 비교(198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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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10.0 

5.0 

0.0 
0-4 5-9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65- 70- 75- 80- 85-

14 19 24 29 34 39 44 49 54 59 64 69 74 79 84 

1- - - -Se이1--江南·輝 | 

단우1: 명， 자료: 통계정， 1985， r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JI . 

〈그림 111-17) 연렁별 인구 점유율의 비교(1985년) 

20.0 

15.0 

10.0 

5.0 

0.0 
0-4 5-9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65- 70- 75- 80- 85-

14 19 24 29 34 39 44 49 54 59 64 69 74 79 84 

듀二Seoul---江南 .J밟훌 l 

단위: 명， 자료: 통계정， 1990， r인구주택 총조사 보고서 J . 

〈그림 川 -18) 연령별 인구 점유율의 비교(1990년) 

- 94 -



20.0 

15.0 

10.0 

5.0 

0.0 
0-4 5-9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65- 70- 75- 80- 85-

14 19 24 29 34 39 44 49 54 59 64 69 74 79 84 

t ---Se。비 ---江南·縣 l 

단위: 명， 자료: 통계정， 1995 ， r인구주택 총조사 보고서 J . 

〈그림 111-19) 연령별 인구 점유율의 비교(1995년) 

셋째/ 특히 80년대 중반 이후의 인구구성은 앞에서 설명한 자연스러운 인구 성 

장 과정이라고 하기에는 학령기에 해당되는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10-

14세 인구 점유율은 75년에 강남 · 서초 지역이 서울의 평균보다 0.6% , 80년에 서 

울의 평균보다 0.2% 낮았다. 그러나 85년에는 서울의 평균보다 2.9% , 90년에는 

3.6% , 95년에는 0.9% 높게 나타났다. 15-19세 인구 점유율은 75년에 강남 · 서초 

지역이 서울의 평균보다 1.3%, 80년에 2.5%, 85년에 0.6% 낮았다. 그러나 90년에 

서울의 평균보다 2.3% , 95년에는 2.4% 높게 나타났다. 

〈표 III-35) 의 상단은 각 지역의 10-14세와 15-19세 인구가 서울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이며/ 하단은 지역 내 총 인구 중 0-14세와 15-19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서울시 10-14세 인구 중 강남 · 서초 지역의 10-14세 인구는 75년 4.5%, 80년 

5.6% , 85년 10.2%, 90년 11.8% , 95년 10.1%를 차지하였다. 85년에 서울의 다른 지 

역보다 높은 점유율을 차지함과 동시에 지역 내 총 인구 중 10-14세 인구가 가 

장 높은 점유율을 나타냈다. 90년에는 강동 · 송파 지역보다 인구수는 적었으나/ 

10-14세 인구가 지역 내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서울의 다른 지역보다 높 

았다. 

서울시 15-19세 인구 중 강남 · 서초 지역의 15-19세 인구는 75년 4.3%, 80년 

4.4%, 85년 7.6% , 90년 10.1 %, 95년 11.5%를 차지하였다. 90년에 서울의 다른 지역 

보다 높은 점유율을 차지함과 동시에 지역 내 총 인구 중 15-19세 인구가 가장 

높은 점유율을 나타냈다. 95년에는 강동 · 송파 지역보다 인구수는 적었으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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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인구가 지역 내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서울의 다른 지역보다 높았다. 

서울의 15~19세 인구 중 강남 · 서초 지역의 점유율이 높아지기 전에 압도적으로 

높았던 지역은 종로 · 중구 지역이었으며l 서울시 15~19세 인구 중 종로 · 중구 지 

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75년 15.9%, 80년 13.3%, 85년 12.2% 였다. 

〈표 111-35> 지 역 별 인구 점유율 
(단위%) 

지역 앓듯 75 80 85 90 95 

10--14 
9.1 6.5 4.6 3.4 2.7 

01.α 00.4) (9. 기 (7.5) (6.8) 
종로·중 

10.5 7.5 5.7 4.3 3.0 
15-19 

(15.9) (13.3) (12.2) 00.8) (8.1) 

10-14 
9.1 9.4 8.9 10.2 13.9 

0 0. 6) oαη 00.7) (8.5) (8.4) 
도봉·노원 

8.3 8.9 8.9 9.6 12.2 
15-19 

02.2) 01.3) 00.8) (8.9) (8.3) 

10-14 
12.1 10.5 9.1 7.6 7.5 

(1 1.3) (1 1.3) 0 0.9) (8.4) (7.‘2) 
서대문·은평 

11.0 9.8 9.5 8.5 7.6 
15-19 

02.8) 07.6) 07.5) oα8) (8. 7) 
5.1 6.6 9.2 11.1 

10-14 - (8. 끼 (9.9) (9.9) (9.4) 
강서·양천 

4.7 5.6 7.4 
15-19 (9.0) (8.4) (9.1) 

4.5 5.6 10.2 11.8 10.11 10-14 0 0.2) 0 0.7) (13.4) (12.6) (8.8) 
강남·서초 4.3 4.4 7.6 10.1 11.5 

15-19 
02. 7) (8.9) 00.0) (12.6) (1 1.2) 

5.6 8.9 12.4 13.0 
10-14 (9.3) 00.2) oα4) (9.4) 

강동·송파 4.8 6.8 9.8 11.8 
15-19 (8.9) (7.9) (9.7) (9.5) 

주: 상단은 서울시 총 해당 연령 인구 중 각 지역의 해당 연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하단은 지역 내 총 인구 중 해당 연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임. 

자료: 인구센서스，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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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W장 도시화와 부촌 I강남I 지역의 형성 

재1절 i강남l 지역의 형성 기반 

1. 도시화 • 산업화에 따른 서울의 변화 

1) 주거지역 분화 양태의 변화 

현재 한국사회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이나 주택유형을 말하면 상대방은 그 

사람의 사회 · 경제적 지위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이와 성격이 약간 다르지 

만 전통시대에도 거주지역은 신분과 관련이 있었고/ 조선시대의 수도 한양도 신분 

에 따라 거주지가 분화되어 있었다1). 전통시대의 거주지 분화 양태는 일제시대 · 

해방， 6.25 둥을 겪으면서 다소 변화되었다. 그러나 6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서울 

의 고급 주택가라고 하면 북촌을 비롯한 시내 중심지에 있는 오래된 주택가가 으 

뜸이었다. 그 외에 장충동 · 청운동 · 신교동 · 효자동 동의 지역이 서울의 새로운 

주택가로 성장하였다2). 서울시민의 생활권도 사대문 안이었다3)， 

그런데 이 시기 아직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 서울의 야트막한 산기숨에 

는 어디에나 판자집이 빼곡이 들어서 있을 정도였다4). 삼청동 · 제동 · 가회동 등의 

고급주택가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비록 본인의 교육수준이 높고l 직업구성도 당시 

의 상류층에 속하였으나l 도시 거주의 첫 세대y 즉 부모세대는 농업에 종사한 사 

람이 많았다5). 한국사회에서 새로운 계충구조가 잡히기 전이었기 때문에 현재와 

1) 경복궁과 창경궁 사이의 l北村I/ 즉 현재의 종로구 가회 · 제 · 삼청동 부근은 고급관리들 
이 모여 사는 지역이었고/ 남산 기숨의 이른바 l南村I에는 하급관리들이 살았고l 현재의 

종로구 청진 · 당주 · 적선 · 내자 · 내수 · 사직 · 체부 · 통의동 둥에는 중인들이 살았다. 
상인이나 천민은 성벽 바로 밑 혹은 성외의 변두리에 많이 살았고1 동대문과 광회문 사 
이에는 군인용 교육기관인 훈련원이 있던 관계로 군인들이 모여 살고 있었다. (손정목l 
1984, “대지 및 주택규모의 제한과 거주입지의 지역분화현상"， pp. 319-323) 

2) 노창섭， 1964， r서울 주택지역의 연구: 가회동l 제동I 삼청동의 사회학적 조사J , 한국연 

구원， pp. 12-13. 
3) 서울시민의 행동반경은 사대문 안이었고/ 중앙청에서 한국은행까지 직경으로 원을 그리 
는 내부/ 즉 명동 · 충무로 · 을지로 · 종로네거리가 도심부였으며 이 도심부의 끝에 남대 
문 · 동대문의 두 개 시장이 있었다. (손정목， 1997, 만원 서울을 해결하는 첫단계: 한강 

개 발-상， p. 111) 
4) 전우용， 2001, “20세기 서울 시민 생활의 변화끼 p.23. 
5) 1963년 가회 · 제 · 삼청동 둥을 대상으로 한 연구 조사에 의하면l 조사대상자 중 부모의 
직업으로 가장 많았던 것이 무직으로 43.0%를 차지하였고l 다음으로 농업 30.2%, 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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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거주지역과 계층의 관계가 뚜렷이 보이지 않았다. 

60년대 중반 이후 서울의 외곽 주택지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고급주택가가 새롭게 생기기도 하였다. 단독주택 우세지역으로는 성 

북구 성북동 • 서대문구 연희동 · 도봉구 수유동 • 용산구 한남동 · 마포구 서교동 · 

관악구6) 상도동 · 종로구 평창동 등을 들 수 있으며/ 중 · 대형 아파트 밀집 지역으 

로 용산구 동부이촌동 · 영둥포구 여의도동 · 강남구끼 반포동 및 압구정동 둥이 나 

타나게 되었다. 한편 관악구8) 사당 및 봉천동 · 용산구 서부이촌동 · 도봉구% 상계 

동 동 외곽의 고지대를 중심으로 판자촌이라 불리는 저소득층이 모여 사는 대단 

위 정착지가 형성되었다. 

이 시기의 한국사회는 새로운 계충구조를 잡아가는 시기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거주지 분화 양태는 일반인들 눈에도 i계층별 거주지 분화I로 인식되기 쉬웠다. 특 

히 중 · 대형 아파트 밀집 지역은 이 시기에 새로 동장한 신중산충들이 선호하는 

주거지역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2) 주거생활양식의 변화 

한국사회는 60년대까지만 해도 농경사회적 양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산업별 분 

류로 1차 산업 종사자가 가장 많고I 농촌 인구가 도시 인구보다 많았다. 60년대 

이후 한국사회는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계기로 근대화 • 산업화가 진행되고l 고도성 

장시기에 들어가면서 커다란 사회변동을 겪게 되었다. 1차산업 종사자가 감소하 

고， 2 . 3차 산업 종사자가 증가하면서 도시의 노동자와 신중산계층이 대량 발생하 

였다. 

이와 같은 60년대 이후의 사회변동은 한국인의 가치관 변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핵가족화 · 전업주부화가 진행되고r 가전제품이 보급되고l 서구식 문화가 들어오면 

서 합리주의 ·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이 확산되었다. 가치관 · 사고방식의 변화는 한 

국인의 생활양식에도 영향을 주고l 생활양식의 변화는 주거 유형의 선호도에도 영 

향을 미쳤다. 가치관 · 사고방식의 변화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받아들여졌다. 특 

히 전후 베이비붐 세대가 사회생활을 하게 된 70년대 후반 이후는 신중산층이 대 

업 13.9% 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창섭， 1964， r서울 주택지역의 연구J , p. 73) 
6) 현재는 동작구임. 
끼 현재는 서초구엄. 
8) 현재는 동작구임. 
9) 현재는 노원구임. 

- 98 -



량으로 나타나게 된 시기와 때를 같이 하였다. 이와 같은 사회 · 문화적 배경이 새 

로 동장한 주거유형인 아파트가 급속도로 받아들여지는 계기가 되었다. 

2. I강남I 지역의 기반: 주거지역의 측면 

1) 강남 개발의 배경 

강남 · 서초 지역은 현재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하면 도시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 

다. 그러나 1963년 처음으로 서울시에 편입되었을 때는 도시 근교의 평범한 농촌 

에 지나지 않았다10). 1965년 서울시내 농업 종사 가구수의 지역별 분포( <표 N-

1) )를 보면 종로 • 중구 지역은 0.2% , 도봉 · 노원 지역은 11.8%, 서대문 · 은평 지 

역은 9.3% , 강서 · 양천 지역은 14.2%, 강동 • 송파 지역은 13.5%로 나타났다. 강 

남 · 서초 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17.9%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같은 1965년 강남 • 서초 지역의 산업별 인구11) 분포를 보면 농림수산업 종사자 

가 76.3%로 가장 많았다. 이것은 서울시 평균 수치인 5.8%에 비해 상당히 높다. 

제조업은 강남 지역이 1.8%에 비해 서울의 평균은 11.5%, 건설업은 강남 지역이 

0.7% 에 비해 서울의 평균은 5.7%, 상엽은 강남 지역이 7.0%에 비해 서울의 평균 

은 28.7% , 서비스업은 강남 지역이 11.6% 에 비해 서울의 평균은 39.9%로 나타나I 

강남 • 서초 지역 내에서도 농업 종사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림 N-1) ). 

65년 당시 고등교육기관 졸업자가 전체 인구에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l 서울시 

평균 6.0%에 비해 강남 · 서초 지역은 1.3%로 나타났다( <표 N-2) ). 즉 6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강남 · 서초 지역에는 지금과 전혀 다른 농촌적인 모습을 띄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0) 1963년의 강남지역은 1914년과 비교하여 뚜렷한 토지이용의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고I 

밭농사 지역이 줄어들고 논농사 지역이 증가하였다(이혜은， 1995, “강남지역의 경관변 
화"， p. 12). 

11) 만 14세 이상으로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수입을 얻기 위하여 일하고 있는 자l 또는 수 
입은 없으나 가구 단위로서 수입을 얻게 하는 가족종사자와 평소 일정한 직업을 갖었 
으나 조사 당시에는 농한기l 질병 I 휴가， 파업 및 다른 사정으로 그 직에 종사하지 않고 
쉬고 있는 사랍으로서 위에 종사할 수 없는 사정이 풀리면 다시 종사할 것이 예상되는 

자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1966， r서울통계연보..0 , p.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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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1) 지역별 농가 가구 접유율(1965년) 

강남·서초 | 깅동·송파 

9.3 17.9 13.5 

주: 원 자료의 동 단위 수치를 보고 지역 단위로 묶었음. 

단우1: % (가구). 자료: 서울특별시， 1966 ， r서울통계연보J . 

주: 원 자료의 돔 단위 수치를 보고 지역 단위로 묶었음 
단위%. 자료: 서울특별시， 1966， r서울통계언보J , p.82-
101 에서 재구성. 

〈그림 IV-1 ) 산업 별 인 구 (1965년) 

〈표 IV-2)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지역별 점유율 
(단우1: %) 

강남·서초|강동·송파 

주: 총인구 중 고등교육 이상 학력 소유자임. 
자료: 경제기획원， 1966 ， r인구센서스보고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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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에 개발의 삽질이 들어간 것은 1960년대 후반12)의 일이며 l 이후 80년대 

말경까지 현재와 거의 비슷한 모습을 지니게 된다. 강남 지역이 현재와 같은 모습 

을 지니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의 강남 개발정책에 있다. 강남 개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택지개발I의 측면/ 구체적으로 i토 

지구획정리사업한강개발공유수면매립사업/의 일환으로 대규모 택지가 조성 

된 측면이다. 나머지는 I제2의 서울l 건설이라는 목적으로 시행된 l수도권 및 강북 

억제 정책/이라는 측면이다. 첫 번째 측면은 강남 지역 외의 서울의 다른 지역의 

경우에도 해당되는 것이며 I 두 번째 측면은 강남 지역에만 해당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0'토지구획정리사업 I의 일환 

서울시가 최초로 i강남개발구상l 발표한 것은 1966년 1월 초순이다. 이때 강남개 

발의 내용이란 I동작동에서 구 경기도의 과천 · 언주 · 신동 둥 각 면을 거쳐 뚝섬 

에 이르는 3천5백만평의 방대한 지역에 새로운 주택지와 경공업지대를 건설하면 

서 I 12만호 60여만명을 이주시키는 것I이었다13). 그런데 이 계획은 서울시가 현재 

한남대교인 제3한강교 가설 공사가 왜 필요한지를 정당화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으로 이 계획을 부랴부랴 발표한 정도에 지나지 않았으며 I 자세한 계획내용은 가 

지고 있지 않았다14). 이어 같은 해 9월에 서울시가 건설부에 이 지역 일대를 토지 

구획정리지구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한다. 그러나 이 때는 서울시도 건설부도 이 

사업을 서둘러 실시할 생각은 없었을 뿐더러 아무도 지금처럼 넓은 땅이 택지화 

되고 주택과 사무실이 빽빽이 들어설 것이라고는 예측하지 못하였다15). 이후 강남 

개발이 실제로 궤도에 오른 것은 70년대에 들어선 후의 일이며 I 60년대 후반에 강 

남지역에 일어난 가시적인 변화는 제3한강교의 가설과 경부고속도로 공사 착공 

정도였다. 

제3한강교의 가설공사는 강남개발을 염두에 두고 시작되었다고 하기보다r 유사 

12) 1960년대의 서울은 주거지역 확산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1960년대에는 주택과 관련 
한 각종 법률과 조치가 마련되면서 조직 및 제도가 정비되었으며l 이와 함께 주택의 대 
량공급에 목표를 둔 주돼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손세관， 2001, “서울 20세기 
주거환경의 변천끼 『서울 20세기 공간변천사J , p. 257) 

13) 손정목， 1998, “강남개발계획의 전개( 1 )끼 『국토J , p. 88. 
14) 이 때 서울시가 발표한 i강남개발구상i은 화신산업의 박홍식이 추진하고 있었던 /강남 

신도시계획구상l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손정목， 1998, 앞의 글， p. 89). 
15) 손정 목， 1998, 앞의 글， p.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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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서울시민의 도강교량으로서의 역할이 더 기대되었다. 다시 북한의 침입이 일어 

나면 제1한강교와 광진교만 가지고 347만명 서울 인구가 한강을 건너간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16). 이런 까닭으로 66년 1월에 가설공사가 시작되 

었으나 중간에 서울시의 재정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바람에 경부고속도로 개 

통을 코앞에 둔 69년 12월에 교량이 준공되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은 67년 4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박정회의 서울 유세공약 중 

의 하나였다. 67년 11월에는 고속도로의 기점이 한남대교 남단으로 결정되고， 68 

년 2월에 공사가 시작되자 당시 서울시 시장이던 김현옥은 경부고속도로용지 매 

수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서 i토지구획정리사업I을 실시하기로 결 

정하였다. 이것이 강남개발의 계기가 된 것이다. 

이 토지구획정리사업1끼은 기존에도 쓰이던 수법이지만 강남 지역을 비롯한 서 

울시 전역 총 327ß 지구에서 1960-80년대에 대부분 실시되었다( <표 N-3) ). 즉 

이 사업은 80년대에 I택지개발촉진법I이 생기기 전 서울시 택지의 대량 조성을 맡 

고 있었던 주요 사업이었다18). 기존 시가지를 질서 있게 정리하거나l 전혀 개척되 

지 않은 토지를 택지로 조성하는 방법이 있는데/ 강남지역의 경우 후자였다. 이들 

327ß 지구 중 현재 강남 · 서초구 내에서 이루어진 사업은 총 5개이다( <표 N-

4) ). 강남 지역 내에서 이루어진 사업의 수는 많지 않다. 그러나 서울시 총 토지 

구획정리사업 면적 중 강남 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60년대에는 20.0% , 70년대는 

37.1 %, 80년대는 46.2%로 나타났다. 사업비 측면에서 강남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60년대에는 27.5%, 70년대에는 23.5%, 80년대에는 53.0%로 나타나l 서울시내의 총 

토지구획정리사업 중 큰 비율올 차지하고 있었다( <표 N-5) ). 

〈표 IV-3)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기별 규모 
(단위%) 

광복 전 | 전재복구 시기 I 60년대 I 70년대 

14.01 1.01 48.71 33.0 
자료: 서울특별시사펀찬위원호1. 1996. r서울육백년사』 저16권. pp.855 - 904를 참고로 정리. 

16) 손정목， 1998, 앞의 글， p. 89. 
17) I뿔地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 · 분합 · 기타의 구획 
변경 ·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 변경에 관한 사업’으로 규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96， r서울육백년사』 제6권， p. 855) 

18) 이 사업의 시행자로 토지소유자와 조합에 우선권이 있었고， 토지소유자와 조합이 시행 
인가신청을 안 했거나 기타 사유가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 대한주택공사 · 한국토지 

공사 · 국가 둥이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서울특별시사면찬위원회， 1996， 앞의 책， p. 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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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4) 강남 • 서초 관내의 구획정리사업지구 

지구명 대상 지역 시기 토지이용 계획 

영 동 1 
반포， 동작， 방배， 잠원， 서초， 

68. 1-90.12 부도심권 개발 
양재， 원지， 일원동 

영 동 2 
정담， 신사， 논현， 삼성， 대치， 

71. 8-85.12 
공원녹지대를 갖춘 

암구정， 역삼， 도곡， 서초동 주거지역 

영동1 추가 방배， 서초， 사당， 동작동 71.12-84. 9 주거지역 

영동2추가 대치동 75. 2-92. 9 
상공부 직원 주택 

조함단지 

이 수 방배，사당，반포，동작동 72. 2-81.12 주거지역 

자료: 서울특별시사펀찬위원호1. 1996. r서울육백년사』 제 6권. pp.855 - 904. 

〈표 IV-5) 강남지 역 의 사업 규모 

60년대 

20.0 

@ 한강개발 및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일환 

(단위%) 

I한강개발i을 무엇보다 한강의 홍수 대책을 위해 시작되었다19). 당시 한강 상류 

에서 댐을 조성 중이었는데 이것이 완공되면 한강 연안의 저지대에 제방을 쌓아 

택지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서울시 인구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강북의 택지에만 의존할 수 없었다. 그러나 강남 일대에 택지를 개발해서 팔 

면 빠른 시일 내에 비싼 가격으로 팔 수 있었다. 이와 같은 利點을 감안해서 마련 

된 것이 서울시의 한강 홍수 및 택지개발의 해결책인 i한강개발 3개년 계획l이며 y 

이 계획을 바탕으로 한강연안과 여의도가 개발되었다. 

한강개발의 이권 사업적 측면에 주목한 것은 서울시만이 아니었다. 민간인 및 

기업체도 한강에 제방을 쌓아 조성되는 택지를 매각하는 사업에 착수하였는데 이 

사업이 i공유수면매립사업I이다. 당시 /공유수면매립사업I은 한강연안의 5개 지역에 

서 이루어졌다. 이 중 현재 강남 · 서초구 관내에서 이루어진 사업은 압구정 및 반 

19) 1960-70년대 제방도로가 축조되기 전의 한강은 홍수 때의 강 넓이가 1,800 - 2，000m정 

도 되었다. (손정목， 1997, “만원 서울을 해결하는 첫 단계l 한강개발(상)"， p.113) 

- 103 -



포의 사업이다( <표 N-6) ). 즉 1970년 초반 단계에서 강남 지역에는 이미 제3한 

강교와 경부고속도로가 완공 상태/ 영동 1.2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 중l 강 

변도로가 건설 중l 공유수면매립사업이 진행 중 둥 여러 개의 큰 사업들이 동시적 

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여러 사업이 동시적으로 진행됨으로써 강남 지 

역은 활기를 띄었다. 

〈표 IV-6) 공유수면매립사업 개황 

지역 시기 개발주체 개발내용 

동부이촌 67.11- 수자원공사 
공무원연금기금， 주택공사， 삼익주택， 신동아건설 등에 매 

서빙고 각， 71-77년 사이에 아파트를 건설. 

압구정 70.4- 현대건설 현대아파트단지 (76동， 5，909가구)와 백화점， 고등학교. 

반포 70.7-72.7 경인개발(주) 주택공사가 일괄매입 후， 아파트단지 (99동)를 건설. 

~그} 人E프l 71.6-78.6 잠실개발(주) 
면적 1,OOOla, 인구 25만 수용의 뉴타운， 15개의 근린주구 

와 하개의 우독잔지구 

구의 73 -74.8 현대건설 쓰레기로 매립하였다가 86년 이후에 아파트 건설. 

자료: 손정목. 1997. “만원 서울을 해결하는 첫 단계， 한강개발(하)"를 참고로 정리. 

(3)'강북억제정책 I의 일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한 기존 시가지의 정비와 외곽주거지역 개발/한강개발I 

의 일환으로서의 택지조성사업은 서울시내의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하게 진행되었 

다. 강남 지역에는 이와 같은 사업 외에도 서울의 부도심I 부도심 중에서도 강북 

지역 인구 및 시설물을 이전시킬 수 있는 i제2의 서울l이라는 역할이 기대되었다. 

이것은 강남 · 서초 지역을 서울의 다른 지역과 차이가 나는 소위 /강남l이라는 장 

소성을 띄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라 볼 수 있다. 강남 지역에 이 같은 역할이 기대 

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후반 이후의 일이다. 강남 지역을 l제2의 서울/로 만드 

는 일은 서울시도시계획의 큰 줄기에 해당되며I 이 구상은 I三核都市構想r이라고도 

하였다. 이 구상 속에서 강남 · 서초 지역은 단순히 서울의 l외곽주택지l 혹은 t신 

시가지l로 위치 지워진 것이 아니라I 강북에 위치하는 국가 행정기관의 일부l 혹은 

도심 과밀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을 이전시키는 데 가장 적합한 장소로 인식되었 

다. 따라서 66년 여름에는 입법부 이전을， 68년 여의도 개발 당시에는 서울을 도 

심과 여의도 · 영동포 및 영동이라는 3개의 핵을 중심으로 계획하려고 하였다. 이 

미 강남개발이 시작되고 택지가 들어서기 시작한 74년에는 구도심에는 중앙행정 

기능y 여의도와 영동포에는 산업지대y 영동과 잠실에는 행정기능의 일부 및 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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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인이 되는 시설을 입지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계획이 세워졌다. 

〈표 IV-7) ‘三核都市思想’ 변 천 

시기 ‘삼핵도시‘의 내용 

66년 여름 서울시 
입법부를 남서울(현재 강남 • 서초 지역)에， 사법부를 영등포에 입지하 

도록 하고， 행정부는 용산 일대， 행정중심부 세종로지역을 대통령부로 
대서울도시기본계획 

한다. 

구 도심-여의도-영등포-인전을 연결하는 선형의 대서울계획. 계획 

68년 여의도 계획 
추진 중에 경부고속도로가 착공되고， 구 도심-강남을 연결하는 선으로 

의 발전축이 형성된다. 이 시점에서 구 도심-여의도 • 영등포一강남이 

라는 세 개의 핵을 생각하였음. 

O구도심 = 중앙행정기능， 인구수 480만. 

74년 가을 구자춘 
O 여의도 및 영등포 = 산업지대， 인구수 276 만. 
O 영동 및 잠실 = 강북의 기존 도심기능 가운데， 과밀의 주된 요인이 

시장 취임 
되고 있는 기능 분산을 시도. 이차적 행정기능을 주로 수용한다. 인구수 

204만. 

자료: 손정목， 1997, “만원 서울을 해결하는 첫 단계， 한강개빌(하) "를 참고로 정리. 

이처럼 강남 개발은 택지조성 목적 외에도 부도심 건설이라는 목표가 있었으며 l 

이 목표를 단기간에 달성하기 위해 I강북인구 억제 정책/이 시행된다. 정책당국은 

강남과 잠실을 단순 개발하는 것만으로는 서울시 인구를 증가시키는 정책밖에 되 

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강북에 편중된 인구와 시설 모두 강남으로 이전 

시키기 위해20) 도심 유흥업소 · 환경위생시설 · 백화점들은 규제를 받게 되었고/ 학 

교의 신설과 확장도 금지되었다. 

I강북인구 억제 정책I은 또한 안보적 측면에서도 강하게 요구되었다21). 60년대 

후반 이후 수도권 인구집중 방지와 관련된 정책이 다수 나오게 된 것도 안보문제 

와 관련이 있다22). 즉 강남 개발과 정부 기관 및 학교 둥의 강남 이전을 비롯하여 

20) 손정목， 2000， “인구집중방지책과 행정수도 전말( 1 )끼 p.129. 
21) 1964-75년 시기 수도권정책에서 안보적 측면이 빼놓을 수 없었다. 수도 서울이 군사 
분계선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남과 북이 첨예한 대립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안보상의 취약요소였기 때문이다. 당시의 대통령 역시 이 점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 
고l 수도권인구집중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촉구하였다. (국토개발연구원， 1996， r국 
토50년 J , pp. 208-209). 

22) 이농인구 최소화/ 인구 대도시 집중 방지를 겨냥한 시책의 일환으로 동진강지역 · 전남 
지역 · 김해지역의 간척사업l 대규모공업단지 조성l 중소도시개발지원책， 지방대학 육성 
을 비롯하여/ 서울시내에는 도시계획상 공업지역이 없어지면서 공장건설이 금지되었으 
며I 주민세신설/ 개발제한구역 설정 I 대학의 신설금지 및 정원증가 억제l 구미 · 창원 · 
여천 동 동남권의 대규모 공업단지개발 둥 모두 서울인구집중방지책이라고 볼 수 있다. 
(손정목， 2000， “인구집중방지책과 행정수도 전말( 1 )", p.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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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개발 그 자체를 /정부가 땅값을 올리거나 중산충을 유인하기 위해 의도적으 

로 추진한 정책I이라고 쉽사리 평가할 수 없는 이유로서 안보적 측면을 들 수 있 

지 않을까? 

72년 2월에는 I사치 및 낭비 풍조를 막고 도심지 인구의 과밀을 억제하는I 이유 

로 종로 · 중 • 서대문구 둥의 지역에 각종 유홍시설 일체의 신규허가와 장소이전 

을 금지시켰다. 이어 4월에는 t특정시설 제한구역/을 지정해서 종로와 중구 전역y 

용산 • 마포구의 기존 시가지 전역l 성북 • 성동구의 일부지역에 백화점 · 도매시 

장 • 공장 둥의 신규시설을 금지하였다. 따라서 술집 · 다방을 비롯한 접객업소는 

큰 타격을 받아 규제가 없고 소득세 둥을 면세해주는 강남 지역으로 옮겨갔다. 7 

2-73년 사이에는 중 · 종로구 일부 지역 23)올 /재개발지구I로 지정해서 건물의 신 

축 · 개축 · 증축을 금지24)하였다. 

72년 12월에 제정된 t특별지구개발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I으로 특별지구에 지 

정된 강남 지역에서는 주택 및 대지 · 영업 • 동록 • 취득 · 재산 • 도시계획 • 면허세 

의 면세 혜택， 토지 • 건물의 매각 또는 취득에 따라 이미 납부한 투기억제세 · 영 

업세 · 등록세 • 취득세의 반납/ 주택건설자금의 융자 및 공공시설 정비에 대한 지 

원을 받게 되었다25). 이처럼 강북 발전 억제와 강남 혜택 수여라는 두 가지로 시 

행된 /강북 억제 정책l은 70년대 후반까지 계속된다26). 

75년 8월에는 서울시청을 비롯한 주요 112개 기관2끼의 강남 이전을 골자로 한 I 

서울시 인구억제계획 시안I이 나왔으며l 실시기간은 76-85년으로 예상되었다. 또 

23) 소공 · 무교 · 서린 · 다 · 도렴 · 적선 · 장교동， 을지로1-2가 · 서울역~서대문로터리 · 남 
대문로3가 · 태평로2가 · 광화문 · 남창동 지역 

24) 강남구， 1993， r강남구지 J , pp. 191-192. 
25) 정부가 특별히 주택건설이나 재개발을 촉진시키고 싶은 지역이 있으면 /주택건설촉진 

지구’ 또는 I재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법. 강남 지역 외의 다른 곳에도 적용이 

가능하지만 법의 제정 목적은 강남 개발을 촉진하는 데 있었다. 제정 당초는 75년 연말 

까지의 時限法이었으나 75년 12월 31일에 기한올 3년 연장했다. (손정목， 1999, “강남개 
발계획의 전개 (N)"， p. 92-93) 

26) 75년 3월에는 대통령 순시 내용에 따라 강북인구의 강남분산을 도모하는 계획안 작성 
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되기도 했다. 그러나 75년 4월 이후 국제정세의 변화를 이유 

로 l江北人口 江南 流散策l은 백지화되었다. 공산화의 도미노현상과 이북이 보유하고 있 

다는 장거리포의 사정거리 문제 동 국제정세가 변화된 것이 백지화의 원인이다. 국제 
정세의 변화에 충격을 받은 당시의 대통령은 i首都園 人口集中 防止策i의 수립을 의뢰 

하게 되었고I 이것을 계기로 과천 정부 제2청사 이전 계획과 제2의 수도 건설 계획이 
세워지게 된 것이다. (손정목， 2000， “인구집중방지책과 행정수도 전말( 1 )", p. 13이 

27) 사용 중인 건물이 협소하거나 낡아서 신축이 불가피한 서울시청 · 법원 · 검찰청 · 한국 
은행 · 산업은행 동의 기관과l 자체건물이 없어 남의 건물에 세 들어 있는 관세청 · 수산 
청 · 산림청 둥 대다수의 2차관서 등 총 112개 기관이 강남이전의 대상이 되었다. (손정 
목， 1999， “다핵도시 구상의 파급효과(N)" ， pp. 105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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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부기관과 함께 각급 학교와 기업체의 강남이전에 대해 지원책을 마련해준다 

든지l 개인의 강남이전에 대한 세금 우대 I 지방주민의 서울유입에 대한 세금 부과 

둥 각종 구체적 시안도 함께 마련되었다. 

77년 3월에 나온 t수도권인구 재배치 계획28)'은 I도심 부적격 시설 이전 · 분산// 

즉 굳이 도심부에 있을 필요가 없는 시설을 도심 4대문 밖으로 강제이전 시키는 

정책이다. 이 때 이전 대상이 된 시설은 입시학원을 비롯한 각종 학원 · 결혼예식 

장 · 관광버스 터미널 · 자동차 관련 업체 · 전기 · 전자제품상 · 고속버스터미널 · 학 

교 둥이다29). 

2) 주거유형의 특정 

0)'강남I 지역 주거유형의 특징 

강남 · 서초 지역의 주거유형은 서울의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어떤 특징이 있을 

까? <그림 N-2) 부터 〈그림 N-8) 은 1975 . 80 . 85 . 90 . 95년의 지역별 주거유 

형 30)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N-2) 를 보면 강남 · 서초 지역의 아파트 

점유율은 75년에 9.9%이던 것이 80년에 51.8%, 85년에 56.0%, 90년에 54.4%, 95년 

에 57.6%로 나타나l 이 기간 사이에 두드러지게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가장 

크게 상승한 시기는 75-80년 사이이며， 85년 이후 이 지역의 아파트 점유율에 큰 

변화가 없다. 80년 당시 서울시의 대표적인 주거유형은 단독주택 (81.2%)였다( <그 

림 N-3) ). 따라서 80년대 초반에는 이미 강남 · 서초 지역이 /아파트가 많은 지역 

i으로 인식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한편 기존에 고급주택 지역으로 알려져 있던 종로 · 중구 지역에는 대규모 아파 

트 단지가 들어서지 않았다. 단독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75년에 80.6%, 80년에 

82.2%, 85년에 80.7%, 90년에 78.7%, 95년에 70.3%로 나타나/ 이 지역의 대표적인 

주거유형이 단독주택임을 알 수 있다( <그림 N -4) ). 

서대문 · 은평 지역도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지 않았다. 단독주택이 차지 

하는 비율은 75년에 85.9%, 80년에 85.1 %, 85년에 80.3%, 90년에 72.0%로 나타나l 

28) ，수도권 인구집중 방지책I의 실제 방안. 

29) 손정목， 1999, “횡야의 무법자: 삼대 공간 확충정책( 1 )끼 pp. 103-104. 
30) 센서스 자료를 참고로 단독주택 · 아파트 · 연립과 다세대주택 · 비주거의 4가지로 나누 
어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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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이 우세한 지역임을 알 수 있다. 95년에는 단독주택의 점유율이 61.8%로 

떨어지고 대신에 연립 · 다세대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90년의 16.0%에서 95년에 

24.2%로 상승하였다( <그림 N-5) ). 

도봉 · 노원 지역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원래는 단독주택 우세지역이었다. 

단독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75년에 87.8% , 80년에 87.3%, 85년에 83.7%로 나타났 

다. 이 수치는 90년에 56.7%, 95년에 39.7%로 급격히 떨어지는 데 이것은 80년대 

후반 상계동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것과 관련이 있다. 이 

지역의 아파트 점유율은 85년까지만 해도 3.8%에 지나지 않았지만， 90년에 29.7% , 

95년에는 45.2%로 크게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N-6) ). 

역시 80년대 후반에 목동 신시가지 개발이 이루어진 강서 · 양천 지역은 85년과 

90년 사이에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급격히 상승하였다. 아파트 점유율은 85년 

까지만 해도 7.6% 에 지나지 않았으나 90년에는 20.8%, 95년에는 34.1%로 증가하 

였다. 대신 단독주택 점유율은 85년까지 만해도 64.7%를 차지했던 것이 90년에는 

52.0%, 95년에는 40.2%로 떨어졌다. 또한 이 지역은 서울의 다른 지역(=서울시 평 

균 95년에 14.5%)에 비해 연립 · 다세대 주택의 점유율이 높은 편이며， 80년에 

10.4%를 차지하던 것이 85년에는 22.3%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후는 90년에 

23.4%, 95년에 22.5%를 차지하게 되었다. ( <그림 N-7) ) 

강동 · 송파 지역은 강남 · 서초 지역과 거의 비슷한 변화 양상을 보인다. 단 이 

지역은 잠실 · 오륜 · 둔촌 · 가락 · 문정 · 고덕동 둥 일부 아파트 밀집 지역을 제외 

하면 이미 단독주택 지역이 넓은 범위까지 차지하고 있었다. 80년에 강동 · 송파 

지역의 단독주택 점유율은 57.1%로 나타났고l 강남 · 서초 지역의 경우 42.8%를 

나타냈다. 95년에 강동 · 송파 지역은 40.2%를 나타냈고l 강남 · 서초 지역은 25.5% 

를 나타냈다. 즉 강동 · 송파 지역은 지역 규모로 비교할 때 강남 · 서초 지역에 비 

해 아파트 점유율이 높지 않았다. 다시 말해 여의도동/ 동부이촌동I 상계동/ 목동 

둥도 아파트 점유율이 높다. 그러나 이들 지역은 I동i 단위로 아파트 점유율이 높 

을 뿐이며/행정구i나 l학군/처럼 규모가 큰 지역 단위로 보면 강남 · 서초 지역만 

큼 아파트 점유율이 높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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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경제기획원 r인구센서스J , 각 연도. 

〈그림 IV-2) 강남 • 서 초 지 역 의 주거 유형 (1975-95) 

!!i 60 
有
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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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자료: 경제기획원 r인구센서스.ø , 각 연도. 

〈그림 IV-3) 서 울시 의 주거 유형 (1975 -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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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경제기획원 r인구센서스J , 각 연도. 

〈그림 IV-4) 종로 • 중구 지역의 주거유형 (1975-95) 

자료: 경제기획원 r인구센서스J , 각 언도. 

〈그림 IV-5) 도봉 • 노원 지역의 주거유형 (1975 -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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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경제기획원 r인구센서스J , 각 연도. 

〈그림 IV-6) 서대문 · 은평 지역의 주거유형 (75-95) 

」
며
 휴
 훌
 

자료: 경제기획원 r인구센서스J , 각 연도. 

〈그림 IV-7) 강서 · 앙천 지역의 주거유형 (1975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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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경제기획원 r인구센서스J , 각 연도. 

〈그림 IV-8) 강동 • 송파 지역의 주거유형 (1975-95) 

@ 아파트 단지의 건설 

앞에서 확인하였듯이 강남 · 서초 지역은 서울의 다른 지역에 비해 아파트 점유 

율이 높았다. 그렇다면 왜 아파트 점유율이 높아졌을까? 언제부터 아파트 점유율 

이 높아졌을까? 그리고 아파트 점유율이 높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60년대는 주거유형이 무엇인지가 문제가 되기 전에 집이 부족한 것 자체가 큰 

사회문제였다31). 해방과 6.25 등 큰 사회변화를 겪고 사회전체가 혼란 속에 휘말 

려 있었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은 부족하고， 도시계획을 세울 여유가 없었다. 집을 

잃어 갈 곳이 없는 사람/ 직장을 잡지 않는 상태로 지방에서 유입해 온 사람들은 

천막이나 판자집과 같은 무허가 건물이라도 짖고 살아야 하는 형편이었다32). 

그 당시의 가옥구조는 고급주택가로 알려진 시내 중심지든 농촌이든 모두 다 

단독 한옥이었다33). 62년에 마포아파트34)， 60년대 말에 동부이촌동 공무원아파트I 

31) 한국전쟁의 피해 중 서울의 피해는 엄청났다. 특히 중구l 그 외에도 용산 · 성동 · 서대 
문구 둥이 피해를 많이 보았다. 전쟁 전에 서울에 있던 19만 동의 주택 중에서 절반 가 
량이 폭격이나 화재의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손세관， 2001, “서울 20세기 주거환경의 

변천끼 『서울 20세기 공간변천사J , p. 252) 
32) 당시 서울에 판잣집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I 기록에 의하면l 한 
국전쟁 전 서울시내 거주자 중 정상적인 주태을 보유한 사람은 전체의 53% 에 불과하였 
다. 나머지 절반 정도는 셋방이나 불량주택에 거주하였고 판단된다. (손세관， 2001, 앞의 
책， p. 251) 

33) 주태의 형식은 당연히 단충주택이 주류를 이루었다. 당시에 2충 주택은 거의 찾을 수 
없었고I 지하충도 없는 단충주택이 주종을 이루었다. 서울의 주택이 1충에서 2충으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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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아파트 둥이 나타나기 시작하지만 70년대 중반까지 만해도 한국에서 주택이 

라면 모두가 단독주택을 생각하였다. 따라서 강남 지역을 개발할 때도 처음은 단 

독주택부터 개발하였다. 

강남개발은 강북 인구를 홉수하기 위한 택지조성을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먼 

저 71년 9월에 I거점개발방식 I 즉/ 영동지구 900만평에 택지개발이 가능하다는 것 

을 시민에 알리고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서울시가 사업주체가 되어 주택을 짓고 

거기에 주민을 유치하는 방법을 채택했다35). 이 방법을 채택하게 된 이유는 지역 

전체를 평균적으로 개발하는 방법으로는 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동지구를 107~ 의 거점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집 

중투자 및 개발을 하게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71년에 이 지역 최초의 아파트인 

영동공무원아파트36)를 신사동에 건설하였다3η. 또한 72년 5월에는 t영동지구 주택 

건립계획 I을 발표하여 학 · 논현 · 삼성동 동 기존 도심과 거리가 가깝고 접근이 용 

이한 13곳에 단독 · 단충으로 된 시영주택단지를 조성하였다38). 

그러나 강남 · 서초 지역에 택지가 조성되는 시기와 같은 시기에 새로운 주택유 

형인 아파트가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39). 강남 · 서초 지역 최초의 대단위 아파트 

하는 것은 197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한다. 또한 60년대에 지하충을 갖춘 주택은 상류 
충의 저택에나 해당되는 사항이었다. 주택에 지하충이 생기는 것은 역시 70년대 중반 

이후의 일이었는데I 지하충이라 해도 생활공간이 아년 창고와 연탄보일러 등을 수용하 

기 위한 지하실이 고작이었다. (손세관， 2001, 앞의 책， p. 258) 
34) 마포아파트 계획 당시는 대단위 고충(10충)아파트를 건설하고 중산충이 입주하여 살 
수 있도록 당시로서는 획기적 시설l 즉 엘리베이터l 중앙집중식 난방I 수세식화장실 설 
치 둥을 구상했다. 그러나 t전기사정이 나쁜데 엘리베이터가 뭐냐//기름 한 방울도 나 

지 않는 나라에서 중앙난방이 뭐냐먹는 물도 귀한 판에 수세식화장실이 뭐냐I하는 

식의 반대의견이 심해서 결국은 6충l 호별 연탄보일러로 결정되었다. 시민의 구매력도 
없어 분양 수요가 없었다. (대한주택공사， 1992， r대한주택공사 30년사.ß , pp. 114-
118) 

35) 강남구， 1993， r강남구지 ..D , p. 188. 
36) 1971년 건설. 12동 3607t구. 
37) 시청에서 버스로 20분 거리이며 값이 싼 탓에 잘 팔렸다. 그러나 생활이 불편하다는 
이유에서 그들의 상당부분은 남에게 되팔고 강북으로 돌아갔다. (손정목， 1999, "강남개 

발계획의 전개 (N)"， p. 9이 
38) 권익， 1995, "강남 신시가지 형성과정과 토지이용 패턴변화에 관한 연구"， p. 37. 
39) 아파트는 일차적으로는 정부가 택지 및 주태부족 해결을 위한 한 방안으로 공급을 시 
도한 주택유형이었다. 당시의 주택정책 담당자들은 I택지난 속에서 일가구일주택을 실 
현하기 위해서는 세대당 택지가 많이 소요되는 단독주택보다는 토지이용도가 높은 아 
파트나 연립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므로 공동주택부지 
확보책은 수도 서울의 주택 부족율을 완화할 수 있는 일차적 주변수가 된다I고 생각하 
고 있었다. (오종인， 1980, "수도권에 있어서 집단태지 공급에 관한 연구 r주택조사연 

구J 80-4, 대한주택공사， pp. 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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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는 1973년에 반포동에 준공된 주공아파트단지이며l 이듬해 삼성동에 AID차관 

아파트가 건설되었다뼈). 1976년에는 대통령령으로 I아파트 지구41)'가 신설되었다. 

이것은 아파트가 강남 지역을 대표하는 주거유형으로 자리잡게 되는 계기가 되었 

다. 76년 8월에 지정된 아파트 지구는 총 11개였으며 I 그 중 강남 · 서초 지역 관 

내에 있는 것은 반포 · 압구정 · 청담 · 도곡 · 이수지구였다42). 이처럼 먼저 아파트 

지구를 크게 설정한 후l 각 지역마다 아파트단지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였다. 강 

남 · 서초 지역의 5개 아파트 지구에 대해서는 77년 3월에 i근린주구이론'43)에 입 

각한 i영동아파트지구 종합개발계획/이 만들어졌고I 이 계획에 따라 5개 아파트 지 

구는 167R 의 근린주구 단지로 나누어졌다. 

강남 • 서초 지역에는 아파트 지구로 지정된 것 외에도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었다. 이들은 1980년 12월에 제5공화국 정부가 제정한 I택지개발촉진법'44) 

및 i주택 200만호 건설 공약I에 따라 조성되었다. 대표적인 것으로 개포지구l 수 

40) 70년대 중반까지는 한국사회에서 아파트라는 주택유형이 일반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 

았다. 시설이 좋고 생활이 편리한 측면은 인정올 받아도 일반인에게는 아직 값비싼 주 
택이었기 때문이다. 반포1단지의 경우도 처음에는 분양이 극히 부진하였다가 73년 6월 
이후에 주택경기가 회복되고y 아파트 가격의 30%를 입주금， 70%는 25년 장기 상환으로 
설정하고 나서야 분양이 잘 되기 시작하여 5.6 : 1의 경쟁률이었다. 영동AID아파트에 
이르러서는 7.5 :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대한주태공사， 1992， r주대한태공사30년사J , 
pp. 493 - 495) 

41) 토지이용도의 제고와 주거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아파트를 집단적으로 건립할 지구 
에 대해 지정하였다. 1976년 도시계획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법제화되었다. 당시 강남 
지역의 토지는 구획정리사업 과정에서 환지처분이 이루어진 관계로 토지투기자들이 
100-200평정도 규모의 토지를 나눠 가지고 있었다. 아파트 지구를 설정해서 그 지역 
내에서 아파트만 짓도록 정하면 소규모 토지소유자는 아파트업자에 토지를 팔 수밖에 
없었다아파트 지구’ 설정은 이처럼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용 택지확보를 도시계획적 

으로 지원할 수 있고， 주태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서울시사편찬위원회 I 
1996, r서울육백년사」 제6권， p. 810./손정목， 1999， 11다핵도시 구상의 파급효과(N)"， p. 
92./ 장성수， 1994, "1960-1970년대 한국 아파트의 변천에 관한 연구"， p. 162) 

42) 기타 여의도 · 잠실 · 이촌 · 원효 · 서빙고 · 화콕지구가 아파트 지구로 지정되었다. (서 
울특별시， 1991， r서울도시계획연혁 J , pp. 1023-1024.) 

43) 1940년대 후반부터 영국 전원도시계획에서 싹튼 개념이고， 50-60년대 유럽 · 미국 · 일 
본의 신도시계획에서 도입， 일반화되었다. 한국에서는 68년 동부이촌동 공무원아파트에 
서 처음 도입되었고， 71년 여의도 시범아파트 · 잠실 주공1-5단지에서도 적용되었다. 넓 
이 12미터가 넘는 간선도로를 대체로 500미터 간격으로 가로 세로의 가로망을 형성했 

다. 출퇴근자 · 고둥학생 · 대학생 · 특별한 용무가 있어 외출하는 사람이 아닌 일반주 
민 · 가정주부 · 어린이는 간선도로를 자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주택가를 만드는 것이었 
다. (손정목， 1999, 11다핵도시 구상의 파급효과(N)"， pp. 94-95) 

44) 건설부장관에 의해서 한 지역이 태지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면 도시계획법 · 하천법 · 산 
림법을 비롯한 22개 법률의 효력이 정지된다. 개인의 재산권이 크게 제한될 뿐 아니라 
생산녹지 · 자연녹지 · 임야 둥을 단기간 내에 아파트의 숲으로 변하게 하는 법. (손정목I 
1999, 다핵 도시 구상의 파급효과(N)， p.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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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 일원지구 아파트 단지를 들 수 있다45). 

3. J강남I 지역의 기반: 주민의 측면 

1) 초창기 유입자의 특정 

강남 · 서초 지역은 70년대에 본격적으로 택지가 조성되고 주택이 들어서게 되 

었다. 타지역에서 주민이 유입되면서 이 지역의 주민 구성도 기폰의 농촌적인 구 

조에서 도시적인 구조로 바뀌었다. 그렇다면 초창기 강남 지역으로 이전해 온 사 

람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었는가? 

@ 전 거주지 

강남 지역에 이주해 온 사람은 어디서 왔을까? 1975년 11월의 연구조사46)에 의 

하면 웅답자의 76.6%가 강북 지역에서 이주해 왔다. 가장 많은 지역은 성동구이며 

전체 웅답자의 23.8% , 다음으로 많은 지역은 성북구이며 25% , 이어 중구 8.3% , 동 

대문구 8.3%순으로 나타나l 강북 지역에서 골고루 이전해 온 것을 알 수 있다4끼. 

76년의 연구조사48)에서는 강북 지역에서 이전한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44.5%를 

차지하였다49). 75년 조사와 비하면 낮은 수치이지만 강북 지역의 점유율이 가장 

많다는 점은 동일하다. 강북 지역 중에서도 동대문구에서 이전한 사람이 20.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대문구 17.6% , 성북구 14.5%, 도봉구 14% 순으로 나타났 

45) 이때 비슷하게 개발된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서l 강동구 고덕지구I 노원구 상계 · 중계지 
구y 양천구 목동지구가 있다. (손정목， 2000, "주택 500만호 건설과 목동신시가지 개발 

(II )끼 p. 119) 
46) 조사는 설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y 대상자는 그 당시 강남 지역에 거주 
하는 사람 110명 인 것으로 보인다. 

47) 김휘동， 1976, “서울의 인구소산을 위한 영동지구 개발정책에 관한 실증적 연구끼 pp. 
93-94. 

48) 1976. 10. 20 -10. 25까지 설문조사를 실시. 대상자는 모집단 29，268가구의 1.7% 인 500 
가구이며/ 회수된 표본은 434가구이다. (김형준， 1977, “서울시 강남으로의 주거이동에 
관한 연구"， p. 8) 

49) 특히 막연히 I서울 시내’라고 대답한 사람도 16% 있었으며/ 이들 중에 강북 지역에서 
온 사람이 다수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는 추정하면 57.6%정도 
가 강북에서 이전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김형준， 1977, 앞의 논문， pp. 34-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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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50). 이와 비슷한 시기 반포동 주공아파트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51)에서도 

전체의 92.0%가 서울시내에서 이전해 왔다고 대답하였다52). 80년대 초반 강남 · 서 

초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1，2007r구에 대한 설문 조사53)결과를 봐도 강북 지역에 

서 온 사람이 72.0%를 차지하였다. 즉 강남개발의 목적인 I강북 인구의 강남 이 

전I이라는 목표는 정부의 의도대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 주민의 연영 

70년대 후반에 강남 지역 유입자의 연령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 75년도 

의 센서스 조사에 의하면 강남 · 서초 지역에서는 0-4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많아 13.9%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15-19세가 12.1%, 5-9세가 11.8%, 10-

14세가 10.2%순으로 많았다( <표 N -8) ). 그런데 이 시기 도봉 · 노원 지역l 서대 

문 · 은평 지역도 비슷한 연령 분포를 보였다( <그림 N-9) ). 강남 지역의 0-4세 

인구는 66년에 12.9% 이던 것이 75년에는 13.9%로， 15-20세 인구는 66년에 8.5% 

이던 것이 75년에 12.1%로， 25-29세 인구는 66년에 8.6% 이던 것이 75년에 9.6% 

로， 30-34세 인구는 66년에 6.8% 이던 것이 75년에 8.8%로 늘어났다. 한편으로 

5-9세 인구는 66년에 16.2%이던 것이 75년에 11.8%로， 10-14세 인구는 12.1% 이 

던 것이 10.2%로， 45-49세 인구는 3.9% 이던 것이 3.3%로， 50-54세 인구는 3.6% 

이던 것이 2.8%로， 55-59세 인구는 3.2% 이던 것이 2.1% 로， 60세 이상의 인구는 

66년에 5.7%이던 것이 3.8%로 감소하였다. 강남 · 서초 지역은 60년대에 비해 75 

년에는 젊은 충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졌으며l 이것은 택지조성에 따라 젊은 충 

이 주로 이전해 왔음을 시사해 준다. 

강남 · 서초 지역의 80년 연령별 인구분포에서 5-9세가 12.1%로 가장 높은 점 

유율을 보였다.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강남 · 서초 지역은 5-9서t 35-39세， 40-

44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10-14세 인구는 10.1 %, 15 -19 

세 인구는 8.9%로 나타나l 서울의 다른 지역에 비해 오히려 낮은 점유율을 보였 

다. 이것은 80년 시점에서 중 · 고둥학교 학생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지역 

과 비교해도 많지 않았음을 시사해 준다54)( <그림 N-10) ). 

50) 김 형 준， 1977, 앞의 논문， pp. 35-36. 
51) 설문대상자는 반포아파트 22평 49가구， 32평 657}구， 42평 52가구 계 1667}구임. (김린l 

1977, “아파트의 실태와 아파트주민의 주거의식 및 행태에 관한 연구， p. 6끼 
52) 김 린， 1977, 앞의 논문， p. 57. 
53) 강남구가 의뢰I 정우엔지니어링(주)에서 83년도 초에 제출된 보고서를 의미한다. 강남 
구 총인구의 1%인 1，2007}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기반이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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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의 직업 

강남 · 서초 지역에 이전해 온 사람의 직업 구성은 어떠하였을까? 1975년도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회사원이 40.0%로 가장 높았고l 다음으로 상업과 공무원이 

16.4%, 사업은 10.0%순으로 나타났다55). 1976년의 연구조사에서는 사무직이 27.5% 

로 가장 많았고I 다음으로 판매직 18.7%, 전문직 9.8% , 행정직 8.8% , 기술직 6.2% 

순으로 나타났다56). 74년에 공급된 삼성동 2차 AID아파트의 경우는 15평 총 1,400 

세대 중 60%는 일반인에게 공급하였으나/ 나머지 30%는 공무원， 5%는 군인， 5% 

는 언론인에 공급되었다5끼. 

〈표 N-9) 는 1985년의 산업 및 직업별 취업자 비율에 대해 서울시 평균과 강 

남 · 서초 지역을 비교한 것이다. 서울의 평균보다 강남 · 서초 지역이 높게 나타난 

직업은 농림수산업이며I 서울의 평균 0.7%에 비해 강남 • 서초 지역은 1.8% 였다. 

이 시기에 농림수산업 종사자 비율이 비교적 높았던 이유는 아직 강남 · 서초 지 

역의 택지개발이 덜 완성된 것I 또한 개발제한지역이 넓게 존재한 것과 관련이 있 

다. 기타 금융 · 보험 · 부동산 · 사업 · 서비스업은 서울의 평균이 7.1% , 강남 • 서초 

지역은 10.5%로 나타났고/ 사회 • 개인 서비스업은 서울의 평균 17.2% 에 비해 강 

남 · 서초 지역은 26.6%로 나타났다. 결국 강남 · 서초 지역은 80년대 중반에 3차산 

업 종사자 비율이 높았던 것을 알 수 있다. 

@ 주민의 소득수준 

강남 · 서초 지역 초창기 주민의 소득수준은 어떠하였을까? 1975년의 연구조사 

에 따르면 한 달 수입이 11-15만원 선이 31.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8-10만원 선이 27.3%, 16-20만원 선이 12.7% 순으로 나타났다58). 76년의 조사에 

서는 10-20만원 선이 가장 많아 36.6%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5-10만원 선이 

19.1 %, 20만원이상인 사람이 17.7% 순으로 나타났다. 76년의 조사 대장자 중 강북 

에서 전입해 온 사람의 47.7%는 소독수준 10-20만원 선이며， 26.4%가 20만원 이 

54) 비슷한 시기에 반포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조사에 의하면 36세에서 45세 사 
이의 가구주가 전체 가구주의 57.1%를 차지하고 있었다. (김련， 1977, 앞의 논문， p. 70.) 

55) 김휘동은 t직장이 중구에 있고， 중류이상의 소득자로 화이트 컬러가 대부분I임을 지적 

하고 있다. (김휘동， 1976, 앞의 논문， pp. 89-90.) 
56) 김 형 준， 1977， 앞의 논문， p. 29. 
57) 대한주택공사， 1992， r대한주택공사 30년사J , p. 495. 
58) 김휘동， 1976, 앞의 논문， p.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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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나타나 특히 강북 지역에서 이주해 온 이들이 화이트컬러 고소득층이 많 

았음을 알 수 있다. 그 당시의 평균적인 도시근로자 소득은 약 92，000원이었다59). 

〈그림 N-11) 은 자동차세， 즉 승용차 · 숭합차 • 화물차 · 특수차량 · 기타의 다 

섯 가지60)에 대한 납세액 추이를 지역별로 나타낸 것이다. 강남 · 서초 지역의 자 

동차세 부과 및 징수액은 서울의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70년대 후반 이후에 크게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84년에는 기존의 고급주택가이자 행정기관 · 사무실 둥 

도심 기능이 밀집되어 있던 종로 · 중구 지역의 납세액을 상회하였다. 

@ 주민의 학력 

강남 • 서초 지역 주민의 학력 분포는 어떠하였을까? <표 N-10) 은 각 지역의 

6세 이상 인구 중 대졸 이상의 학력 소유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1975년 서울의 대졸자 점유율의 평균이 6.7%에 비해 강남 • 서초 지역은 6.2%로 

나타났다. 5년 후인 80년에는 서울의 평균은 8.6%, 강남 • 서초 지역은 25.3%로 크 

게 상승하였다. 강남 • 서초 지역의 대졸자 점유율은 이후 85년에 25.3%, 90년에 

26.9%, 95년에 32.3%로 계속 상승세를 보인다. 한편 서울시의 평균도 80년에 

8.6%, 85년에 9.6%, 90년에 12.7%, 95년에는 17.0%로 나타나 계속 상승세를 보였 

다. 한국사회는 70-90년대를 통해 고동교육기관 진학률이 급격히 상승하였다. 서 

울의 고학력자가 증가한 이유도 그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75년과 80년 사이에 

강남 · 서초 지역에서 대졸자 인구가 크게 늘은 것은 70년대 후반 강남 · 서초 지 

역에 고학력자가 다수 이전해 왔음을 의미한다. 

@ 주민의 강남 유업 이유 

강남 개발 초창기에 사람들은 왜 강남 지역으로 선택l 이전하였을까? 1975년의 

연구조사61)에서는 대상자의 35.2%, 76년의 연구조사때에서는 대상자의 18.4%가 

59) 김형준， 1977， 앞의 논문I p. 30. 
60) 이들 다섯 가지는 각각 I관용I/영업용자가용’의 세 가지로 다시 세분화된다. 
61) 연구방법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본문 내용을 볼 때/ 조사시기는 1975년 11월l 설문 
조사 대상자는 110명이다. 이주 동기로서 ’직장//문화시설 양호ll /택지저렴ll ’택지 급숭 
가능성Il l세제혜택II I개발의 중심지II l쾌적한 환경I/ I전쟁 우려 ’상속문제기타I의 10 
가지를 표시한 다음/ 각 항목마다 l크게 작용 ’어느 정도 작용조금 작용il l전혀 작용 

않음i을 대답하도록 하였다. (김휘동， 1976, 앞의 논문， p. 85) 
62) 조사시기는 1976년 10월 20일부터 25일까지이며 l 모집단 29，2687}구의 1.7%에 해당되는 

- 118 -



첫 번째 이유로서 /쾌적한 환경 i을 들었다( <표 N-11) ). 그렇다면 여기서 쾌적한 

환경이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강남 지역은 기존 시가지와 달리 주거 기반시설 

이나 주거환경이 생활하는 데 편리하게 만들어졌다. 상하수도 · 전기 · 도로포장 등 

생활기반 시설 설비가 당시의 수준으로 보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편이라서 주민 

들이 홉족해 하였다고 한다63). 기타 I택지급승 가능성I은 75년의 조사에서는 

33.5%, 76년의 조사에서는 3.7%로 나타났다. 또한 76년 조사의 경우 I자녀 통학 

편의/가 16.8%로 I쾌적한 환경i 다음으로 높은 점유율을 나타냈다. 그 당시 강남 

지역에는 학교 자체가 거의 없었고/ 강남 지역에 살고 있어도 도심 소재의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시기였다. 즉 l자녀 통학 편의/는 통학에 걸리는 시간 및 수단의 편 

의성을 말하며/ 현재처럼 ’학교 선호/와는 관련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진다64). 같은 

76년의 조사에서 강남 이전에 I전혀 작용하지 않았던/ 동기에도 I자녀 통학 편의 

i가 33.9%로 나타나 학교 선호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70년대 후반에 강남 지역 

으로 이전한 사람은 자녀교육y 즉 /학교 배정 y을 고려해서 이전한 것이 아니며/ 오 

히려 이 지역의 교육시설에 대한 평가는 그다지 좋지 않았다65)( <표 N-13.14) ). 

5007}구를 무작위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유효 표본수는 4347}구이다. 이주 
동기에 대한 설문은 l직장세제혜태II i 택지 급상승 가능성Il t북괴의 위험l/ /자녀교육 

i쾌적한 환경 I의 6개 항목을 넣고 /크게 작용어느 정도 작용lI I조금 작용l/전혀 작용 

않음l을 대답하도록 하였다. (김형준， 1977, 앞의 논문， p. 7-8/p. 32) 
63) 76년의 조사에 의하면 영동지역의 상수도 시설에 대해서는 66.3% , 하수도 시설에 대해 
서는 52.3%, 전기의 경우는 84.5%가 /좋다’고 평가하고 있다. (김형준， 1977, 앞의 논문r 

p. 65.) 
64) 1976년에 서울대학교의 관악구 이전에 따른 교직원의 주거이전에 관한 연구를 보면l 
시내에서 강남지역으로 주거이전을 못하는 첫 번째 이유로서 /자녀교육문제I를 든 사람 

이 가장 많았다(약 40%). 여기서 말하는 자녀의 교육문제란 첫째 통학거리 문제이고/ 
두 번째로 강남지역으로 전학하면 학교수준이 현재보다 낮아진다는 것이다. (김상식 l 

1977, “서울대학교 이전에 따른 교직원의 주거이전에 관한 연구끼 pp.132 -133) 
65) 70년대 후반 강남 지역의 교육적 환경은 그다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75년의 
조사에서 두 번째의 불만요인으로 꼽힌 것이 바로 i교육시설 부족l 이었다. 전체 웅답자 

중 l강북과 강남이 비슷하다l고 대답한 사람은 32.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무웅답이 

29.3%, I강북보다 못하다l고 생각하는 사람은 27.6%로 나타났다강북보다 좋다l고 생각 

하고 있었던 사람은 가장 낮은 10.6%를 차지하였다. 강북에서 이주해 온 응답자 중 

58.5%는 교육환경이 강북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비슷하다l고 생각하는 사람은 
30.6%, I강북보다 낫다f고 대답한 사람은 6.7%로 나타나 당시의 교육적 환경이 선호될만 

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김형준， 197κ 앞의 논문， p. 66-6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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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8) 강남 • 서초 지역의 연령벌 인구 점유율(66 . 75년) 

20 

15 

o 
有 10 
$ 

5 

o 

『층인구 및 주택조사 보고..Il . 

0-4 5-9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65- 70- 75- 80- 85-
14 19 24 29 34 39 44 49 54 59 64 69 74 79 84 

年ti

l+웰路·中 -江南·縣 →-밟·훌原 +西大門·恩平 | 

단위: %. 
자료: 경제기획원， 1975， r총인구 및 주택조사 보고..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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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9) 연령별 인구 점유율의 비교 

0-4 5-9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65- 70- 75- 80- 85-
14 19 24 29 34 39 44 49 54 59 64 69 74 79 84 

年텀 

--월路·中 -江南·瑞훌 --------遺빼·흩原 

-.-西大~，.恩쭈 • 江西·陽 )11 江果·松波

단우1: %. 
자료: 경제기획원， 1980， r인구 및 주택 센서스보고J . 

〈그림 IV-l0) 연령별 인구 점유율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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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9> 산업 및 직임별 취임자의 비율(1985년) 
(단위%) 

산업분류 서울 강남·서초 산업분류 서울 강남·서초 

농림수산업 0.7 1.8 도소매·음식·숙박업 26.3 
광업 0.1 0.2 운수·창고·통신 6.7 

제조업 30.6 20.5 급융·보험·부동산· 7.1 
사업 서비스 

전기·가스·수도 0.4 0.7 사호1. 개인 서비스 17.2 

건설업 10.9 9.4 브<.!...T근T 널;:느ζ〉 0.0 

자료: 경제기획원， 1985 ， r인구 및 센서스 보고서」 

옳벚 
65*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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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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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40% 

6 30% 
有

~ 20% 

10% 

0%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年度

-→-웰路·中 --，Ir-홉빼·흩原 -)1(-西大門·恩쭈 

• 江西·빼)11-江南·瑞훌 • - - - 江東·松波

주: 73-80년은 부과， 81-95년은 징수액을 나타냈음. 

자료: 서울특별시 r서울통계언보J , 각 연도. 

〈그림 IV -11 > 지역별 자동차세징수 추이 (1973-95년) 

〈표 IV-10) 대졸 이상 학럭 소유자의 지역별 점유율 추이 

서울시 종로·중 도봉·노원 서대문·은평 강서·양천 강남·서초 

6.0 8.9 5.8 6.6 2.1 1.3 
6.7 7.0 6.3 8.6 6.2 
8.6 7.1 6.4 9.3 9.1 25.3 
9.6 7.4 6.7 9.3 9.2 25.3 

12.7 9.4 13.2 11.8 12.8 26.9 
17.0 13.2 16.4 16.7 16.2 32.3 

주: 65년의 수치는 총인구 중 고등교육 이상 학력 소유자임 

25.4 

5.0 

10.5 

26.6 

0.0 

(단위%) 

강동·송파 

2.6 

10.9 
14.6 
17.1 
20.6 

자료: 경제기획원， 1966, r인구센서스보고J ./ 경제기획원， 1975, r증인구 및 주택조사보고J ./ 

경제기획원， 1980. 1985, r인구 및 주택 센서스보고J ./ 통계정， 1990. 1995, r인구 주 
택 총조사 보고서.J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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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 -11 > 이전에 크게 작용한 동기(상위 5건) 
(단위:%) 

순위 75년 조사(김휘동) % 76년 조사(김형준) % 
쾌적한 환경 35.2 쾌적한 환경 18.4 

2 택지급승 가능성 33.5 자녀 통학 편의 16.8 
3 개발에 중점지 31.6 ~~그} 12.4 

4 택지저렴 14.4 택지급승 가능성 3.7 
5 세제혜택 10.8 서|제혜택 2.8 

자료: 김휘동， 1976, 앞의 논문./김형준， 1977, 앞의 논문. 

〈표 IV -12> 이전에 작용하지 않았던 
돔기(상우15건) 

(단우1: %) 

순위 75년 조사(김휘동) % 76년 조사(김형준) % 
X-「| J 〈아그 78 .4 묵의 위험 65.2 

2 묵의 위험 74.8 서|저|혜택 45.8 
3 상속문제 52.7 택지급승 가능성 45.2 
4 택지저렴 44.2 I-「| ; C사그 44.7 
5 서|제혜택 24 .4 자녀 통학 편의 33.9 

자료: 김휘동， 1976, 앞의 논문./김형준， 1977, 앞의 논문. 

〈표 IV -13> 주택부근 환경에 대한 주민의 평가 

평가 평가 평가 

시장이 멀다 하수도 불충분 문
 -
단
 

충
 -
하
 
-

북
드
 시므
 

토
 -
가
 
-

수
 -
해
 -타
 

상
 -
고
으
 
기
 

교육시설 부족 1 20.6 11 쓰레기처리 
교통이 불편하다 1 18.2 11 범죄가 심하다 
자료: 김휘동. 1976. 앞의 논문. p. 115. 

〈표 IV -14> 교육시설에 대한 평가 

(단위%) 

(단위%) 

비슷하다 무응답 

30.6 
32.5 

강북보다 못하다 | 강북보다 낫다 
58.51 6.7 
27.61 10.6 

자료: 김형준. 1977. 앞의 논문. p.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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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의 생활수준 

강남 지역은 아파트 점유율이 높다. 그렇다면 아파트 점유율이 높다는 것은 무 

엇을 의미하는가? 아파트 점유율이 높은 것과 이 지역의 생활수준 사이에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70년대 이후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 공급되기 시작한 고밀도 아파트 단지 

는 i근린주구I를 단위로 질서 있게 계획되었기 때문에 주거 환경이라는 측면에서 

기존 단독주택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쾌적하였다66). 아파트의 부대시설은 같은 시기 

의 평균적인 단독주택보다 편리하고/ 관리 · 청소 · 집 지키기가 편하며6π 핵가족 

세대에 잘 맞는 주거유형이었다. 그 외에 재산증식 수단도 될 수 있어서 더욱더 

선호될 가능성이 컸다. 이와 같은 아파트의 장점은 젊은 세대의 취향과 요구에 걸 

맞았으며 아파트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선망의 대상이었다68). 계충적 측면에서는 

신 중산충들69)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1980년 시점의 단독주택과 아파트를 주거 내부 시설 면에서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난다. 서울의 총 단독주택 중 36.3%가 입식부엌을I 40.2%가 수세식 

변소를I 23.3%가 온수목욕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아파트는 총 아파트의 89.2%가 

입식부엌 I 99.1 %가 수세식 변소I 58.2%가 온수목욕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서울의 

전체 가스 사용가구 중 단독주택 거주가구는 13.4%를 차지하였는데 비해 아파트 

거주가구는 86.6%를 차지하였다. 80년 시점에서 단독주태보다 아파트가 월등히 편 

66) 어린이 놀이터는 물론l 학교 · 은행 · 쇼핑 시설이 합리적으로 배치된 결과 아파트 단지 
의 거주환경은 기존의 주택지에 비해 월둥하게 편리하고 쾌적하였다. 따라서 아파트 단 
지 입주 선호l 아파트 붐， 아파트 값띄 지나친 상숭 동을 초래하였다. (손정목， 1983, 

“단지사회의 의의 · 요건과 우리나라 단지사회형성의 연혁적 고찰"， p. 9) 
67) 손정 목， 1999, 11다핵 도시 구상의 파급효과(N)"， p. 121. 
68) 소비자의 아파트 선호요인에 대해 천현숙과 윤정숙은 자산증식 · 자산보전 · 환금성과 
같은 경제효율성l 주택시설의 설비수준 · 주차편리 · 생활편의시설 · 주택관리의 용이 · 방 
범안전 및 외출의 용이성 · 양호한 교육여건과 같은 생활편리성l 통질감I 소속감l 공동체 
의식 l 소극적 근린의식과 같은 사회심리성이라는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 (천현숙 · 윤정 
숙， 2001， r아파트 주거문화의 진단과 대책 J , p. 80-95.) 한국사회에서 아파트가 일반 
화된 이유에 대해 강인호 외는 첫째 외부공간이 단독주택보다 유리하다는 것I 둘째 내 

부 생활공간의 거주환경이 단독주택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l 셋째 프라이버시 및 방법l 
경비의 용이성， 넷째 부대복리 시설의 접근성l 다섯째 주택 구입 비용이 단독주택보다 
유리하다는 점을 들었다. (강인호 외， 1997, “우리나라 주거형식으로서 아파트의 일반화 
요 인 ", pp.111-112.) 

69) 77년도에 반포아파트 22-42평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그들은 평균적으 
로 젊고I 직업은 화이트칼라이며l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았다. (김린， 1977, “아파트 
의 실태와 아파트주민의 주거의식 및 행태에 관한 연구: 잠실 아파트와 반포 아파트 사 
례조사를 주로 하여"， pp. 6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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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한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표 N-15) ). 

강남 • 서초 지역의 주거적 특성의 하나로서 가구당 거주면적이 크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방 4개 이상70)의 아파트 점유율을 보면/ 지역 내 총 아파트 중 80년에 

59.9%, 85년에 55.2%, 90년에 73.9%, 95년에 72.1%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동 · 송 

파 지역에도 비슷한 시기에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었으며/ 방 4개 이상 소유하는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80년에 31.7%, 85년에 43.1 %, 90년에 57.8%, 95년에 

61.2%로 나타났다( <표 N-15) ). 강동 · 송파 지역은 잠실 아파트단지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었으나 강남 • 서초 지역에 비해 가구당 거주 면적이 상대적 

으로 작았다. 따라서 아무리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도 지역 전체로서 i부촌i이라는 

이미지를 지니는 데 강남 · 서초 지역을 이기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미 80년이라는 시점에서 강남 · 서초 지역이 방4개 이상을 갖춘 아파트가 약 

60%를 차지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의의를 가지고 있다. 80년에는 강 

남 · 서초 지역의 총 주택 중 50%이상을 아파트가 차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잘 

사는 사람이 많이 산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었을 것이다. 더군다나 그들 아파 

트의 60%가 방 4개 이상이었다면I 현재로서는 크게 놀랄 일은 아니지만 80년 시 

점에서는 상당히 i부촌I이라는 강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조건이었다고 할 수 있 

다. 이미 1972년에 정책적으로 건축부지 최소면적을 50평 I 건축 최소규모를 20평 

으로 정한 바가 있었던 관계로72) 강남 • 서초 지역은 단독주택도 대지 및 주거면 

적라는 측면에서 볼 때 큰 주택이 들어섰다73). 이처럼 강남 개발에서 중 · 상류충 

용 주거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들어섰다. 그러나 초창기에는 i소시민을 위한 

보금자리r를 만들고자74) 생활 정도에 맞게 주거의 크기는 물론 실내 설비 양식을 

70) 아파트마다 차이가 있어서 일반화시킬 수 없지만l 방이 4개 이상이라면 적어도 30평대 

후반 이상의 평수일 가능성이 크다. 
71) 서대문 · 은평 지역의 95년의 아파트 주거 면적은 강남 · 서초 지역과 맞물린다. 그러나 
강남 · 서초 지역은 아파트 점유율이 57.6%를 차지하는데 비해 서대문 · 은평 지역의 아 
파트 점유율은 10.0% 에 지나지 않았다. 즉 아파트 수로 보면 강남 · 서초 지역의 약 6분 
의 1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서대문 · 은평 지역의 평균적인 주거 면적’이 강남 · 서초 
지역만큼의 큰 영향을 줄 수 없었다고 생각된다. 

72) 이 조치가 취해졌던 72년 당시 한국의 국민소득수준은 평균 310달러/ 주택난이 극도에 
달하여 1가구당 주거 평균면적은 10평도 안 되었다. (손정목， 1999， “강남개발계획의 전 

개 (N)" , pp. 94-95) 
73) 영동구획정리지구에 초창기부터 당시 수준으로도 큰 규모의 단독주택들이 들어섰다는 
것은 신문기사를 봐도 알 수 있다. “청담동l 압구정동의 1공구는 최저 면적 68평에서 최 
고 975평 짜리까지 있으며 압구정동I 논현동에 위치한 4공구에는 28평에서 668평까지 

크기가 다양하다." (조선일보， 1972-9-10.) 
74) 72년 12월 신문기사에는 /새서울 영동 파노라마l라는 제목으로 강남 지역에 시영주택을 
건설하는 내용의 계획이 소개되었다. 이 기사를 보면 i한국의 최대 인공시가지 영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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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75). 강남 · 서초 지역의 단위 주거 면적은 평균적 

으로 서울의 다른 지역보다 크다고 할 수 있지만 /강남 · 서초 지역에는 큰 주택만 

들어 섰다I는 뜻은 아니 다. 

〈표 N-18) 은 1980년 당시 각종 주거내부 설비 보유율을 지역별로 정리한 것 

이다. 강남 · 서초 지역은 재래식부엌의 보유율이 5.6%, 재래식화장실의 보유율이 

4.5%, 목욕시설이 없는 집이 7.6%로 나타났다. 반면 입식부엌의 보유율은 94.4%, 

수세식화장실의 보유율은 95.2%, 온수 목욕시설의 보유율은 83.8%로 나타났다. 종 

로 · 중구 지역은 80년에 재래식부엌의 보유율이 70.5%, 재래식화장실 보유율이 

48.1 %, 목욕시설이 없는 집이 68.4%로 나타났다. 도봉 · 노원 지역은 재래식부엌의 

보유율이 63.8%, 재래식화장실의 보유율이 58.5%, 목욕시설이 없는 집이 68.4%로 

나타났다. 서대문 · 은평 지역은 재래식부엌 보유율이 52.0%, 재래식화장실의 보유 

율이 40.6%, 목욕시설이 없는 집이 46.8%로 나타났다. 강서 · 양천 지역은 재래식 

부엌 보유율이 32.3%, 재래식화장실의 보유율이 24.3%, 목욕시설이 없는 집이 

28.6%로 나타났다. 강동 · 송파 지역은 재래식부엌 보유율이 28.6%, 재래식 화장실 

의 보유율이 21.6%, 목욕시설이 없는 집이 51.2%로 나타났다. 또한 80년 서울시 

전체 가스 사용 가구 중 45.4%가 강남 · 서초 지역에 분포되어 있었다( <표 N-1 

9) ). 

〈표 N-20) 은 1980년의 서울시 각종 문화시설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강 

남 · 서초 지역은 인구 점유율로는 서울시의 5.7% 였다. 그러나 텔레비전 보유율은 

6.0%, 냉장고 보유율은 8.2%, 전화 보유율은 9.8%, 세탁기 보유율은 14.6%, 냉방 

보유율은 27.1%로 나타났다. 즉 세탁기와 냉방 보유율에서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많 

았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과거에 고급주택가로 알려져 있던 종로 · 중구 지역은 서 

울시 인구 점유율이 6.4%에 비해/ 텔레비전 보유율은 6.3%, 냉장고 보유율은 

6.3%, 전화 보유율은 7.9%, 세 탁기 보유율은 5.0%, 냉 방 보유율은 6.3% 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본 내용을 정리해 본다. 주거유형으로 보면 단독주택보다 아파트가 내 

부시설이 더 편리하고l 강남 · 서초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단위 주거면적이 큰 아 

파트가 많았다. 따라서 지역 단위로 볼 때 평균적 생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소시민들의 아답한 꿈의 보금자리가 만들어졌다.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들을 위해 집을 
마련해 주고 영동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건설한 영동시영주택이 준공식을 갖는다I는 

내용이 나와 있다. (조선일보， 1972-12-9.) 
75) 예를 들어 영동지역에 들어서게 될 단독주택인 시영주택은 입주자의 회망에 따라 건평 
당 2만5천원 정도의 유류동 보일러와 건평당 1만5천원 정도의 연탄보일러를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조선일보， 197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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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르다고 할 수 있다. 종로 • 중구 지역에는 생활수준이 높은 사람이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단독주태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강남 · 서초 지역에 비해 지역 단위로 

생활수준을 고르게 유지하는 데 불리했음을 알 수 있다. 

Q옆펀 
80 
85 
90 
95 

〈표 IV -15) 주거유형에 따른 시설의 차이 (1980년) 

(단위%) 

자료: 경제기획원. 1980. r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J • 

〈표 IV -16) 주거유형별 가스사용 가구(1980년) 

주거유형 

아파트 

단독주택 

사용 가구수 (%) 

91 ,067 (86.6) 

14,135 (13.4) 

자료: 서울특별시， 1981 ， r서울통계연보J , pp.1 1O -11 1. 

〈표 IV -17) 방 4개 이상 아파트의 점유율 비교 

종로·중 도봉·노원 서대문·은평 강서·양천 강남·서초 

4.2 6.2 4.3 31.7 59.9 
9.8 30.1 14.6 21 .4 55.2 

23.7 46.9 51.7 64.6 73.9 
38.8 46.9 71.4 52.3 72.1 

(단위%) 

강동·송파 

31.7 
43.1 
57.8 
61.2 

자료: 경제기획원， 1980. 1985, B'"인구 및 주택 센서스보고J .1 통계청， 1990. 1995, r인구 주 

택 총조사 보고서 J .인구센서스，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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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 -18) 지역별 주거설비 보유율(1980년) 

(단위%) 

짧렌쉰 
-trj 。;격{ 화장실 목욕시설 

입 식 째래식 수세식 재래식 어1:1). 으 C그 g즈 즈 ’i 비온수 어1:1). 으 C그 

종로·중 29 .5 70.5 50.6 48.1 1.3 16.3 15.3 68 .4 

도봉·노원 36.2 63.8 37.0 58.5 4.6 20.8 24.8 54.4 

서대문·은평 48.0 52.0 58.2 40.6 1.2 27 .4 25.8 46.81 

강서·양천 67.7 32.3 75 .4 24.3 0.4 38.5 32.9 28.6 

강남·서초 94 .4 5.6 95.2 4.5 0.3 83.8 8.6 7.61 

강동·송파 71.5 28.6 75.6 21.6 2.8 31.9 16.9 51.2 

자료: 경제기획원， 1980， r인구 및 주택 센서스보고J . 

〈표 IV -19) 서울시 가스 사용가구의 문포(1980년) 

(단위%) 

A때문」읍펌」→→→갈서얄천 l 강뚱잔초 1같돌 · 송파 
2 6 I 1.8 I 45.4 I 16.2 

자료: 서울특별시， 1981 ， r서울통계언보J , pp.11 0 -111. 

〈표 IV-20) 각종 문화시 설 의 보유율(1980년 ) 
(단위%) 

聽냥f TV 냉장고 전화 세탁기 냉방 

종로·중 (6.4) 6.3 6.3 7.9 5.0 6.3 

도봉·노원 (9.0) 8.9 8.2 7.1 6.9 3.7 

서 대문 • 은평 (9.6) 9.4 10.0 10.9 9.9 9.1 

강서·양천 (6.0) 6.2 6.3 6.0 6.6 2.7 

강남 • 서초 (5.7) 6.0 8.2 9.8 14.6 27.1 

강동·송파 (6.1) 6.4 6.8 6.7 8.4 4.0 
」

자료: 경제기획원， 1980, r인구 및 주택 센서스보고J , p. 212어|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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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I강남l 지역의 형성 시기 

1. 언구 급증의 시기 

1) 강남 지역의 인구 점유율 

강남 · 서초 지역의 인구가 서울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 

가? 아직 농촌의 모습을 지니고 있던 65년에는 3만명 정도였고I 서울시 전체 인구 

의 1.0%를 차지하였다. 택지개발이 시작된 75년의 인구는 11만명을 넘어섰고 서울 

시 전체의 1.7%를 차지하였다. 80년에는 서울시의 5.7%, 85년에는 8.0% , 90년에는 

8.4%, 95년에는 9.1%를 차지하였다. 95년 시점에서 시내의 다른 외곽 지역인 도 

봉 · 노원 지역의 점유율은 12.9% , 강서 · 양천 지역은 9.5%, 강동 · 송파 지역은 

11 .1 %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강남 · 서초 지역의 점유율 9.1%는 기존 시가지는 물 

론 서울의 다른 외곽 지역과 비교해 할 때 특별히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평균 

적인 수치라 할 수 있다. 기폰 주택가의 중심지 종로 · 중구 지역은 65년에는 서울 

시 전체 인구의 11.5%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70년에는 6.4%로 크게 줄었고， 75년 

에 다시 9.0%로 늘었다가 80년에 6.4%, 85년에 5.0% , 90년에 4.1 %, 95년에 3.3%가 

되었다. 강남 · 서초 지역의 인구가 종로 · 중구 지역의 인구를 능가한 시기는 82년 

이후의 일이다( <그림 N-12) . <표 N -21) ). 

o 

A口推移 比較(뿔位:名)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年ff

-→-월路·中 ----ð-道빼·흩原 ._._;;::._- 西大門·恩쭈 

…+ 江西·빼111-江南·해훌 .. ~ ... -江훌·松波 

단위: 명， 자료: 서울특별시 r서울통계연보.n • 각 연도. 

〈그림 IV -12) 지역별 인구 추이 비교(1975-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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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 -21) 지역별 인구 점유율(1965 -95년) 

(단위: %) 

꿇Z!켰 종로·중 도봉·노원 서대문·은평 강서·양천 강남·서초 강동·송파 
65 11 .5 4.9 13.7 1.4 1.0 1.4 
70 6.4 9.0 14.2 2.5 1.1 2.4 

75 9.0 9.2 11.6 3.2 1.7 3.0 
80 6.4 9.0 9.6 6.0 5.7 6.1 
85 5.0 8.8 8.8 7.0 8.0 9.2 
90 4.1 10.9 8.1 8.3 8.4 11.0 
95 3.3 12.9 8.3 9.5 9.1 11.1 

자료: 서울특별시 r서울통계언보J • 각 언도. 

2) 강남 지역의 인구 증가 속도 

서울의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강남 · 서초 지역의 인구에서 나타난 특징은 인구 

점유율보다 인구 증가의 t속도I이다. 강남 · 서초 지역의 인구는 1965-95년 사이에 

933，272명 증가하였다. 이것은 30년 사이에 28.7배 증가하였다는 뜻이다. 강남 · 서 

초 지역의 인구 증가의 속도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얼마나 빨랐는가? 

〈표 IV-22) 는 1971-95년 사이에 강남 · 서초 지역 인구가 6년마다 얼마나 증 

가하였는지를 나타낸 것이다. 65년부터 70년 사이의 증가율은 173.0%, 70-75년 

사이는 200.5%, 75 -80년 사이는 410.0%, 80 -85년 사이는 160.0%, 85 - 90년 사이 

는 120.0%, 90-95년 사이는 110.0% 이며 l 전 기간의 연평균 증가율은 112.5%이다. 

가장 급격히 증가한 시기는 76-80년 사이이며/ 이 시기의 연평균 증가율은 

132.5%이다. 특히 78년과 79년 사이에는 인구가 136.8% 증가하였다( <그림 IV-1 

3) ). 한편 서울시내의 다른 지역은 인구 증가의 속도에서 강남 · 서초 지역을 따 

라가지 못하였다. 다른 지역의 65-95년 사이에 인구 증가율은 종로 · 중구 지역 

0.9배/ 도봉 · 노원 지역 8.1배/ 서대문 · 은평 지역 1.8배 I 강서 · 양천 지역 20.1배/ 

강동 · 송파 지역 24.4배로 나타났으며I 서울시 전체 평균 증가폭도 3.1배였다. 

강남 · 서초 지역의 인구 증가의 속도는 80년대 이후에는 그 전에 비해 상대적 

으로 둔화되는 데 이것은 80년대 초반에 구획정리사업 둥 택지조성이 일단 마무 

리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76). 강남 · 서초 지역의 인구는 전처럼 큰 폭은 아니 

지만 80년대 이후 90년대 전반기까지 계속 증가하였다. 80년대 후반에 고밀도 아 

76) 1980년에 강남 · 서초 지역의 인구는 65년의 14배 l 현재 인구의 약 70%를 차지하게 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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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게 

증가율은 

파트 지역이 들어서게 된 도봉 • 노원 지역 및 강서 · 양천 지역l 그리고 

임과 올림픽을 계기로 택지 개발이 이루어진 강동 · 송파구와 비교하면 

낮았지만l 그렇다고 해서 크게 떨어지지도 않았다. 단독주택 우세지역인 종로 · 중 

지역/ 서대문 · 은평 지역과 비교하면 강남 · 서초 지역의 인구 증가율이 훨씬 

높았다. 

구 

140% 

100% 

95% 

71 7273 74757677 78 79 8081 82 83 84 85 86 8788 89 90 91 929394 95 

年度

135% 

130% 

125% 
빼 
年 120% 

度 115% 
比

110% 

105% 

『서울통계연보J , 각 연도. 

증감율(1971 -95년 ) 인구 IV -13) 강남 지역의 

단우1: %, 자료: 서울특별시， 

〈그림 

(단위%) 

꿇S편r 65-70 70-75 75-80 80-85 85-90 90-95 

종로·중 90.3 174.3 90.0 90.0 90.0 80.0 

도봉·노원 쟁흐i 126.5 120.0 110.0 단ιQ 객ιQ 

서대문·은평 165.8 101.3 100.0 110.0 100.0 100.0 

강서·양천 271 .4 162.8 230.0 130.0 130.0 110.0 

강남·서초 173.0 200.5 띤ιn 160.0 120.0 110.0 

강동·송파 276.2 157.5 240.0 끄ιQ 130.0 1ω.0 

증강율(1965 -95년) 인구 IV -22) 지역별 표
 

/ 
<

\ 

주: 밑줄은 해당 기간에서 가장 증가율이 높았던 지역임 
자료: 서울특별시 r서울통계연보J , 각 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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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른 아파트 지역과의 비교 

강남 · 서초 지역의 인구가 단 기간 내에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유는 고밀도 아 

파트 단지의 건설과 관련이 있다. 즉 고밀도 아파트 단지가 강남 · 서초 지역 인구 

증가의 매개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강남 · 서초 지역과 다른 I부촌I의 인구 

수 및 인구증가의 속도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그림 N-14) 는 서울의 i부촌I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는 성북동과 여의도의 

인구 증감율을 비교한 것이며， <그림 N-15) 는 강남 개발과 비슷한 시기에 중 · 

대형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알려져 있던 여의도동 · 동부이촌동 지역의 인구 증감 

율을 나타낸 것이다. 

성북동의 인구는 70년에 27，746명， 75년 24，399명， 80년 22，614명， 85년 22，316명 f 

90년 20，241 명， 95년 18，281명으로 나타났다. 70-95년까지의 인구 증감율은 평균 

98.4%이며 y 가장 인구 증가율이 높았던 해는 76-77년 사이의 101 .1 %이다. 성북동 

의 면적은 약 2.7km2이다. 소위 i부촌
l

으로 알려진 지역은 북악산에 가까운 산지 쪽 

성북2동이며 면적은 약 2.13k따이다. 

여 의 도의 인 구는 72년 에 7，057명 , 75년 11，927명 , 80년 36，852명 , 85년 35，859명 l 

90년 35，240명， 95년 33，218명으로 나타났다. 72-95년까지의 인구 증감율은 평균 

108.6% 이며/ 가장 인구 증가율이 높았던 해는 74-76년 사이의 평균 167.5%이다. 

여의도 지역의 총 면적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도로이며 전체의 22.8% 

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주거지역이 21.8% , 상업지구이 19.9% , 광장이 13.8% , 국회 

가 11.5%를 차지하며/ 주거지역의 수용인구는 4만명으로 한정 설정되었다77). 여의 

도의 면적이 약 8k따이기 때문에 주거지역의 면적은 약 2k따정도라고 볼 수 있다. 

동부이촌동78)의 인구는 70년에 8，246명， 75년 18，631 명， 80년 24，906명， 85년 

23，912명， 90년 22，111 명， 95년 16，345명으로 나타났다. 70-95년까지의 인구 증감 

율은 평균 103.7% 이며， 가장 인구 증가율이 높았던 해는 72-73년 사이의 169.2% 

이다. 동부이촌동의 면적은 1. 84km2정도이다. 

이로써 비슷한 면적을 지닌 같은 
t

부촌l이지만y 단독주택 밀집지역과 아파트 밀 

집 지역과는 인구수용 능력에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또한 아파트 밀집 지역이 

비슷한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인구를 단기간에/ 대량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77)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96, r서울육백년사: 제6권..8 , p. 920. 
78) 행정구역상은 이촌1통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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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300% 

250% 

빼 
年 200% 

홈 150% 
比

1∞% 

50% 

O"Æ. 

1685% 

70 72 74 76 78 80 82 84 

年度

86 88 

듀듀훤i콩-0-- ;"ý:찾홉 i同 l 

90 92 

단위: %, 자료: 서울특별시， 「서울통계연보J . 각 연도. 

94 

〈그림 IV -14) 성북/여의도동 지역의 인구증감율 

350% 

3∞% 

250% 

m 
年 200% 

度 150% 
比

1692% 1685% 

100% ~)(= 

50% 

0% 

71 73 75 77 79 81 83 85 87 89 91 93 95 

年度

닥二*흙감i펴독꿇홉퍼1 

단우1: %, 자료: 서울특별시， r서울통계연보J . 각 연도. 

〈그림 IV -15) 여의도/동부이촌동 지역의 
인구증감율 

〈그림 N-16) 은 강남 · 서초 지역에서 

의 인구 증감율을 나타낸 것이다. 

비교적 일찍 돼지개발이 이루어진 지역 

신사 지역 79)의 인구는 70년에 5，914명， 75년 21，413명， 80년 72，570명， 85년 

100，397명， 90년 107，823명， 95년 105，156명으로 나타났다. 70-95년까지의 인구 증 

감율은 평균 113.0% 이며 l 가장 인구 증가율이 높았던 해는 75-76년 사이의 

152.3% 이다. 이 지역의 면적은 약 6km2정도이다. 

79) 63년 서울 편입 당시의 사평동 지역. 신사 · 압구정 · 논현 · 학동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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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 지역80)의 인구는 70년에 5，043명， 75년 20，911명， 80년 88，831 명， 85년 

157，465명， 90년 164，363명， 95년 161，455명으로 나타났다. 70-95년까지의 인구 증 

감율은 평균 116.0% 이며 l 가장 인구 증가율이 높았던 해는 74-75년 사이의 

189.9% 이다. 이 지역의 면적은 약 10knf정도이다. 

잠원 지역81)의 인구는 70년에 6，201명， 75년 11，870명， 80년 95，084명， 85년 

127，177명， 90년 135，485명， 95년 140，087명으로 나타났다. 70-95년까지의 인구 증 

감율은 평균 115.0% 이며 l 가장 인구 증가율이 높았던 해는 77-78년 사이의 

222.5% 이다. 이 지역의 면적은 약 8krn2정도이다. 

서초 지역의 인구는 70년에 4，893명， 75년 8，089명， 80년 50，559명， 85년 73,100 

명， 90년 97，801 명， 95년 90，708명으로 나타났다. 70-95년까지의 인구 증감율은 평 

균 114.0% 이며 l 가장 인구 증가율이 높았던 해는 78-79년 사이의 233.2% 이다. 이 

지역의 면적은 약 6knf정도이다. 

강남의 경우 같은 시기에 여러 개 지역에서 용산구의 동부이촌동l 영등포구의 

여의도동보다 훨씬 넓은 범위에 걸쳐 인구증가가 더 크게 일어났다. 

350% 

300% 
‘ 2225% 2332% 

fOJ 250% ，-끼륙도-τi •--
18““ w • 

年 200% 뉴 ←→-...-:~카요‘ 
홈 | • i'Y 53.9~ .\ “ 
lt 150%1--~감「 

50% •• • -•• -←→←--←----←←---~→-----→ 

0% 

ro n M ro n 00 ~ M 00 æ 00 ~ w 
~p를 

1--..- 新沙地域 -←;빼1地域 -←훌院地혈 •• - - 쐐훌地域 j 

주: 신사지역=신사/압구정/논현/학동， 청담지역=정담/삼성/대 

치동， 잠원지역=잠원/반포동. 

단위: %. 자료: 서울특별시 r서울통계연보J , 각 언도. 

〈그림 IV -16) 신사/정담/잠원 지역의 인구증감율 

〈그림 N-17) 은 강남 · 서초 지역에서 80년대 이후의 비교적 늦은 시기에 개발 

이 이루어진 지역의 인구 증감율을 나타낸 것이다. 

80) 63년 서울 편입 당시의 수도동. 청담 · 삼성 · 대치동을 가리킨다. 
81) 63년 서울 편입 당시의 잠포동. 잠원 · 반포동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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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곡 지역82)의 인구는 70년에 5，200명， 75년 20，980명， 80년 66，608명， 85년 

167，614명， 90년 216，485명， 95년 189，408명으로 나타났다. 70-95년까지의 인구 증 

감율은 평균 117.1 %이며 I 가장 인구 증가율이 높았던 해는 73-74년 사이의 

179.7% 이다. 이 지역의 면적은 약 14krrf정도이다. 

일원 지역83)의 인구는 70년에 2，207명， 75년 2，515명， 80년 2，887명， 85년 7,299 

명， 90년 22，582명， 95년 189，408명으로 나타났다. 70-95년까지의 인구 증감율은 

평균 121%이며 y 가장 인구 증가율이 높았던 해는 91-91년 사이의 301.5%이다. 

이 지역의 면적은 약 5krrf정도이다. 

양재 지 역 84)의 인구는 70년에 5，289명， 75년 7，779명， 80년 9，684명， 85년 11,896 

명， 90년 26，428명， 95년 47，211명으로 나타났다. 70-95년까지의 인구 증감율은 평 

균 110% 이며/ 가장 인구 증가율이 높았던 해는 88-89년 사이의 150.7% 이다. 이 

지역의 면적은 약 16krrf정도85)이다. 

강남 · 서초 지역은 80년대 초반에 i부촌I이라 인식되어 있던 지역이며 l 서울의 

다른 중 · 대형 아파트 밀집지역보다 인구 증가의 폭이 컸고/ 지역 내 여러 군데에 

서 커다란 인구 증가가 일어났다. 강남 · 서초 지역 내의 인구는 7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약 20년 동안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였다. 

350% 

300% 

250% 

前
年 200% 

度 150% 
比

100% 

50% 

0% 

3015% 

71 73 75 77 79 81 83 85 87 89 91 93 95 

年度

I-x-홉짝地域 +遠曉地城i良才地域 l 

주: 도곡지역=도곡/대치/개포동， 일원지역=수서/일원동， 

양재지역= 양재/우면동. 

단위: %. 자료: 서울특별시 r서울통계연보.i , 각 연도. 

〈그림 IV -17) 도곡/일원/양재 지역의 인구증감율 

82) 63년 서울 편입 당시의 도곡동. 도곡 · 역삼 · 개포동을 가리킨다. 
83) 일원 및 수서동. 
84) 양재 및 우면동. 
85) 산지를 포함함. 

- 134 -



이상 강남 · 서초 지역 인구 증가의 특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l 단독주택 우세지역인 성북동/ 아파트 밀집지역인 동부이촌동 · 여의도동 

동 서울의 다른 /부촌l에 비해 인구 증가의 폭이 훨씬 컸다. 이것은 단순히 강남 · 

서초 지역의 아파트가 다른 지역보다 고밀도로 건설되어서가 아니다. 강남 지역이 

개발 가능한 땅이 넓었다. 한편 동부이촌동 및 여의도는 땅이 한정되어 있어 아무 

리 고밀도 아파트를 건설해도 인구를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성북동 동 단독 

주택 우세지역은 땅도 한정되어 있고I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비슷한 생활수준의 사 

람을 대량으로 늘릴 수 없었다. 더군다나 바로 옆에 이미 다른 장소성을 지닌 지 

역이 존재하였기 때문에86) 대규모 /부촌I을 형성할 수 없었다. 한편 강남 · 서초 지 

역은 강남개발이 시작되기 전에 동쪽 천호동에서 서쪽 사당동까지 평범한 농촌이 

었으며 특별한 장소성을 지니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넓은 범위에 걸쳐서 새로운 

장소성을 지니는 지역이 생기는 데 유리하였다. 

둘째l 높은 인구증가율을 긴 기간 동안 유지할 수 있었다. 즉 강남 · 서초 지역 

은 개발 가능한 땅이 넓었기 때문에 다른 /부촌I 지역에 비해 훨씬 장기간 동안 

개발이 계속되었다. 강남 · 서초 지역은 약 20년에 걸쳐서 점차적으로 개발되었는 

데 같은 아파트 밀집지역이지만 땅의 규모가 한정된 동부이촌동l 여의도는 개발이 

약 10년만에 끝났다. 개발 기간의 차이는 단순히 인구의 양적 측면에만 영향을 주 

는 것이 아니다. 오랫동안 점차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 인구의 전출입도 

활발해지고r 지역 내 인구구성도 덜 고착화된다. 항상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기회 

가 있기 때문에 지역도 활성화된다고 생각된다. 

4) J강북I 언구와의 비교 

1960년 이후 한국사회에서는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60년에 39.2% 이던 

한국의 도시 인구는 66년에 42.6% , 70년에 50.2% , 75년에 57.5%, 80년에 68.7% , 85 

년에 74.3%로 증가하였다8끼. 도시 중에서도 수도 서울의 인구증가가 가장 극심했 

는데I 서울 중에서는 강북 지역보다 한강 이남 지역에서 인구 증가가 극심하였다. 

〈그림 N-18) 은 1965-2000년간의 서울시 인구를 한강 이북과 이남으로 나누 

86) 성북구에는 성북동처럼 부자동네도 있지만 판자촌I 텍서스촌l 연탄 공장이 많이 있는 
마올I 군인들 많이 사는 마을 둥 다양한 이미지를 지난 주거지역이 섞여 있다. 따라서 
성북구의 주거지역올 한 마디로 l주거지역의 진열장I이라고 표현하였다. (뿌리깊은나무， 
1983, r한국의 발견: 서울J , p. 228) 

87) 한국도시지리학회， 1999， r한국의 도시 J , p.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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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비교한 것이다. 65년 한강이북의 인구는 서울시 전체인구의 81.6%를 차지하였 

고l 한강이남의 인구는 18.4%를 차지하였다. 5년 후인 70년에는 한강이북의 인구 

는 78.0%, 한강이남의 인구는 22.0%를 차지하였고， 75년에는 한강이북의 인구가 

69.4%, 한강이남의 인구가 30.6%를 차지하였다. 80년에는 한강이북의 인구가 

59.6% , 한강이남의 인구가 40.4%를 차지하였고， 85년에는 한강이북의 인구가 

54.4% , 한강이남의 인구가 45.6%를 차지하였다. 90년에는 한강이북의 인구가 

51.6%, 한강이남의 인구가 48.4%를 차지하였다. 90년대 이후 2000년까지는 50대 

50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즉 한강 이북 지역에 편중되어 있던 서울의 

인구가 한강의 남과 북 사이에서 같은 규모가 되기까지 약 20년 걸렸다는 것을 

의미한다88). 

〈표 N-23) 및 〈표 N-24) 는 서울시와 한강이북 및 이남의 인구증가율을 5 

년 단위로 나타낸 것이다. 70-75년 기간 동안 서울시 인구는 124.4% 증가하였는 

데 비해 한강이북은 110.7%, 한강이남이 172.9% 증가하였다. 즉 이 기간 동안 서 

울시 인구 증가 중 한강이남 지역의 점유율은 65.8%라 할 수 있다. 75-80년 기간 

동안 서울시 인구는 121 .4% 증가하였는데 비해 한강이북은 104.3%, 한강이남은 

160.3% 증가하였으며/ 서울시 인구증가 중 한강이남 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86.2% 였다. 80-85년 기간 동안 서울시 인구는 115.3% 증가하였는데 비해 한강이 

북은 105.3%, 한강이남은 130.0% 증가하였으며I 서울시 인구 증가 중 한강이남 지 

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79.3% 였다. 85-90년 기간 동안 서울시 인구는 110.2% 증 

가하였는데 비해 한강이북은 104.5%, 한강이남은 116.9% 증가하였으며， 서울시 인 

구 증가 중 한강이남 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75.9% 이다. 90-95년 기간 동안 서 

울시의 인구 증가율은 99.7%, 한강 이북 지역도 인구증가율이 97.8%로 감소추세 

를 보였다. 그러나 한강 이남 지역은 인구 증가율 101.8%를 나타냈다. 

즉 70년대 이후 서울시 인구 증가에서 한강이남 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강 

이북 지역보다 훨씬 높다. 한강이남 지역의 인구 증가율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75-80년 기간이며I 다음으로 80-85년， 85-90년， 70-75년 순이 

다. 

88) 1970년부터 1988년 11월까지 18년 사이에 서울의 인구는 550만에서 1，030만으로 거의 
두 배 늘었으나/ 강북인구는 430만에서 540만으로 1.25배 정도에 불과한 데 비해/ 강남 
지역의 인구는 120만에 불과했던 것이 490만으로 약 4배로 증가하였다. 즉 지난 18년간 
서울 인구 증가수 470만 중의 약 80%가 한강이남지역에서 증가한 셈이다. (강병기I 

1989, “두쪽난 서울， 강남특별시 강북보통시”r r신동아J 10월호， p.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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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주: 강북은 한강이북， 강남은 한강이남이라는 뜻임. 
단우1: %, 자료: 서울특별시 r서울통계연보J , 각 연도. 

〈그림 IV -18) 강남북의 인구비율(1965-2에0년) 

〈표 IV-23) 시기별 인구 증가율 
(단위%) 

않ξ!것 한강이북 한강이남 서올 전체 

70-75년 110.7 172.9 124.4 
75-80년 104.3 160.3 121 .4 
80-85년 105.3 130.0 115.3 
85-90년 104.5 116.9 110.2 
90-95년 97.8 101.8 99.7 

서울특별시 r서울통계언보J • 각 연도. 

〈표 IV-24) 시기 및 지역별 인구증가 
(단위 : 상단= 명， 하단%) 

앓ζl켠 서울 전체 한강이북 한강이남 

70-75년 
1,353,093 462,746 890,347 

(34.2) (65.8) 

75-80년 
1,477,286 204,304 1,272,982 

(13.8) (86.2) 

80-85년 
1,279,176 264,937 1,014,239 

(20.7) (79.3) 

85-90년 
981 ,858 236,453 745,405 

(24.1 ) (75.9) 
90-95년 -31 ,847 -122.308 90,461 

서울특별시 r서울통계연보J ,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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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지역 확산의 시기 

1) 대지 확장의 시기 

농촌이었던 강남 • 서초 지역의 돼지 개발은 주로 l토지구획정리사업l으로 이루 

어졌다. 영동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결과 一般地의 54.5%를 대지가 차지하게 

되었고/ 영동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결과 총면적의 68.8%를 택지가 차지하게 

되었다. 영동2추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결과 총면적의 57.1%를 돼지가 차지하 

게 되었다89). 그 결과 81년에는 강남 · 서초 지역 전체 면적의 48.5%가 주거지역/ 

2.5%가 상업지역， 49.0%가 녹지지역이 되었다90). 이처럽 70년대 말까지의 개발에 

서는 주거개발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고I 다음으로 공공기능의 개발 

이 이루어졌다91). 

80년대 중반 한국 경제가 회복기에 들어섰고l 후반에는 경기 호황을 맞이하게 

된다. 수출이 늘어나 대량 여유자금이 축적되어92)， 산업구조가 개편됨에 따라 토 

지이용도 달라졌다93). 86-91년 사이에는 업무용 건물 입지에 적합한 토지가 다수 

남아 있었던 관계로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상업 및 업무기능의 개발이 이루어졌 

다94). 

住居系 건물95) 개발이 차지하는 비율은 73-76년 사이에 전체 개발 항목의 

75.03% , 77 -80년 사이에 전체 개발 항목의 85.93% , 81-86년 사이에 전체 개발 

항목의 52.65% , 86-91년 사이에 전체 개발 항목의 26.43%를 차지하였다. 즉 70년 

대 중반부터 80년대 중반까지 가장 많은 택지가 개발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N-25) ). 

〈그림 N-19) 는 1981-95년까지 서울시내 전체 대지면적 중 각 지역이 차지하 

는 비율올 나타낸 것이다. 1981년 강남 · 서초 지역의 대지면적이 서울시 총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6%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82년에 8.8% , 85년에 

9.7%를 차지하게 된다. 이후 계속 11-12%대의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여 종로 • 중 

89) 강남구， 1993， r강남구지 J , pp. 313-340. 
90) 강남구， 1983， r강남구 도시기본계획 J , p. 38. 
91) 권익， 1995, “신시가지 개발과 토지이용변화과정에 관한 실중적 연구"， pp. 82-83. 
92) 석해호， 1991, “경기변동과 지가동향의 상관분석"， pp. 69-71. 
93) 전현옥， 1995, “1980년대 후반 서울시 토지이용의 변화 특성에 관한 연구: 강남 테헤란 
로 지역 오피스빌딩을 중심으로 

94) 권익， 1995, 앞의 논문， pp. 82-83. 
95) I주거계l는 단독주택(단독주택/ 주거용 지하실)과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아파트， 이들의 

공유면적l 공동주택 지하실)으로 나누어진다. (권익， 1995, 앞의 논문， p.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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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역I 도봉 · 노원 지역l 서대문 · 은평 지역f 강서 · 양천 지역 l 강동 · 송파 지역 

의 대지면적을 훨씬 넘는 수준을 계속 유지하였다. 

〈표 IV-25) 종목별 개발 점유율 
(단위: %) 

꿇롯릇 住居系 商業系 公共系

73-76년 75.03 2.02 18.01 
77-80년 • 85.93 
81-86년 • 52.65 • 13.2 • 14.65 
86-91 년 • 26.43 

자료: 권익， 1995, 앞의 논문， p.82에서 재구성. 

14% 

12% t- __ ~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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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iII빼·흩原 9.0%182%1 82%1 82%1 82%1 82%1 8.1%1 82%1 8.1%1 85%1 8.7%1 95%195%195%19.7% 

--)1(---西大 F!· 恩平 102%/ 9.1%1 9.1%1 9.0%19.0%18.8%18.7%185% 8.4% 1 83%1 82%1 8.1%18.1%18.0%18.0% 

-←-江西·빼 )11 15.1%174%174%174%17.4%172%17.8%1 7.7%175%182%182%18.1%180%18.0%180% 

---江南·쐐훌 3.6%18B%18.18%1 92%1 9.7%1112%/1 1. 1%/12.1~120%111B%/ 11B%1 125%1 125%1 12.8% 12.7% 

- - - • 江훌·松波 69%175%179%179% 8.0%185%19.0%192%110.6%1 10.4%1 10.5%1 103%1 105%1 105%1 105% 

단우1: % (m'), 자료: 서울특별시 r서울통계연보J , 각 연도. 

〈그림 IV-19) 대지면적 점유율 추이 (1981 -95년) 

2) 아파트 단지 입지의 시기 

강남 · 서초 지역에 아파트가 언제I 얼마나 건설되었는가? <표 N-26) 은 강 

남 · 서초 지역 I아파트 지구I 내의 아파트 건설량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76-83년 

까지 건설된 아파트는 전체 l아파트 지구I 내 건설량의 88.6%를 차지한다아파트 

지구’ 내 아파트의 대부분은 70년대 후반-80년대 초반에 건설되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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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26) 강남지역 아파트 지구 내 건설량 추이 (1976-88년) 

(단위: %. 가구) 

〈표 N-27) 은 71-95년간의 서울시의 총 신규 아파트 중 강남 • 서초 지역의 

신규 아파트 점유율과y 강남·사초 지역의 총 아파트 중 해당연도에 건설된 아파 

트의 점유율을 나타낸 것이다. 서울시의 총 신규 아파트 중 강남· 서초 지역이 차 

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던 해는 73년의 64.4%이며/ 다음으로 80년 51.7%, 78년 

49.7% , 82년 46.5%, 81년 42.7% , 77년 41.1 %, 84년 38.4%, 74년 36.5%, 79년 35.7%, 

92년 35.5%순으로 나타났다. 즉 73-85년 사이에 서울의 총 신규 아파트 중 강 

남 · 서초 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71-95년까지의 평균 점유율은 37.9% 

이다. 

다음으로 1971-95년 기간에 강남 · 서초 지역에서 가장 아파트가 많이 건설된 

해는 92년이며 l 전체의 12.6%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78년에 전체의 12.0%, 79년 

8.0% , 82년 7.8% , 84년 6.7%, 80년 6.0% , 77. 81 . 83년 에 5.3% 가 건 설 되 어 l 역 시 

70년대 후반-80년대 중반에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선 것을 알 수 있다. 

〈표 IV-27) 강남지역 아파트 건설량(1971-95년) 
(단위: %. 호) 

연도 서울시 지역내 연도 서울시 지역내 연도 서울시 지역내 

71 6.9 0.3 80 51.7 6.0 89 4.3 1.2 
72 0.0 0.0 81 42.7 5.3 90 0.0 0.0 
73 64.4 3.4 82 46.5 7.8 91 5.7 1.4 
74 36.5 3.7 83 24.0 5.3 92 35.5 12.6 
75 11.7 2.6 84 38.4 6.7 93 11.9 3.5 
76 22.9 1.8 85 27.4 2.8 94 10.6 2.5 

77 41.1 5.3 86 8.3 1.5 95 3.3 1.0 
78 49.7 12.0 87 12.9 2.8 
79 35.7 8.0 88 4.7 2.6 

주: 서울시=해당연도에 서울시 전체 건설량에서 차지하는 비율. 지역내 =71-95년 강남지 

역 총 아파트 중 해당연도 건설량이 차지하는 비율. 
자료: 건설교통부， 1992 . 1995, r아파트 주거환경통계 J . 

- 140 -



3. 각종 시절의 업지 시기 

1) 접객업소의 입지 

현재 강남 · 서초 지역은 I부촌I이라는 인식 외에 음식점l 술집올 비롯한 유홍시 

설/ 백화점 I 영화관 동에서 강북 지역보다 시설 및 서비스가 고급화 • 차별화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 여기서는 접객업소수의 변화추이를 예를 들어， 강 

남 · 서초 지역에 언제부터 상업시설이 입지하게 되었는지I 언제 기존 강북의 중심 

지역을 능가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강남 · 서초 지역은 60년대 말까지 농촌이었기 때문에 일상 생활과 관련이 있는 

시설 및 가게를 제외한 나머지 상업시설이 거의 없었다.65년의 자료를 보면 서울 

의 총 유홍음식점 중 종로 · 중구 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71.3%로 나타났다. 일반 

음식점 역시 종로 • 중구 지역이 47.3%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나타냈고l 호텔의 경 

우 77.3%를 차지하였다. 이 때 상업시설은 도심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는 

시가지가 형성된 지역에서 약간의 분포를 보이는 정도에 그쳤다. 강남 · 서초 지역 

이 속해 있던 성동구는 유홍음식점의 2.4%, 식당의 6.2% , 호텔의 4.5%가 분포되어 

있었는데/ 이 수치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적은 편에 속하였다. ( <그림 N-20) ) 

강남 개발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는 75년에는 아직 종로 · 중구 지역이 높은 

점유율올 보였다. 65년 때보다 비율은 낮아졌지만 유홍음식점의 69% , 식당의 

47.8% , 호텔의 73.9%가 이 지역에 분포하였다. 한편 강남 지역96)에는 유홍음식점 

의 0.6% , 식당의 1.1%, 호텔의 1.1%가 분포하였다. ( <그림 N-21) ) 

강남 · 서초 지역에 상업시설이 들어서는 시기는 70년대 후반부터이다. 70년대 

후반 이후에 들어선 이유는 시가지 개발에 따른 측면도 있고l 강북 억제 정책9끼의 

영향도 컸다. 70년대 말에는 여전히 강북 지역에 상업시설이 집중되는 현상을 보 

였으나98)， 80년대 이후99)에는 강남 · 서초 지역에서 상업시설 분포가 눈에 보이게 

증가한다.80년에도 여전히 종로 · 중구 지역이 높은 점유율을 보였지만 75년에 비 

96) 현재의 강남 • 서초 • 송파 · 강동구를 포함한다. 
9끼 W장 1절에서 다룬 바 있는데， 70년대 전반에 걸쳐 시행된 각종 강북 억제 정책을 종 

합적으로 가리킨다. 강북 지역에서 백화점 · 도매시장 · 접객업소 · 학원 · 결혼예식장 · 버 
스터미널 · 자동차관련업체 · 학교 동의 신설이 금지되거나 강제로 이전 조치를 당하였 
다. 

98) 1978년 서울시내의 병원 • 약국 • 미곡상 · 목욕 · 숙박업 · 주요소 둥 도시 생활시설 분포 
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강북 지역올 중심으로 시설이 분포되어 있었다. (강병기 · 노 
홍구， 1980, “도시 공간구조 형성에 관한 연구: 도시 생활시설의 공간적 분포 분석") 

99) <표 N-5) 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상업계 건물은 1980년대 이후에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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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크게 떨어졌다. 유홍음식점은 69%에서 48.9%로l 음식점은 47.8%에서 20.7%로l 

호텔은 73.9%에서 68%로 감소하였다. 한편 강남 · 서초 지역의 점유율은 유흥음식 

점이 0.6%에서 12.3%로l 음식점이 1.1%에서 7.5%로I 호텔이 1.1%에서 6%로 크게 

증가하였다. ( <그림 N-22) ) 

85년에도 종로 · 중구 지역의 점유율 감소 현상은 계속되어 유홍음식점이 35.5%, 

음식점이 16.6%, 호텔이 41.9%로 감소되었다. 한편 강남 · 서초 지역의 점유율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여l 유홍음식점은 22.8%, 음식점은 12.1 %, 호텔은 26.7%의 점 

유율을 보였다. ( <그림 N-23) ) 

90년 유홍음식점의 분포는 종로 · 중구 지역이 20.9% 인데 비해 강남 · 서초 지역 

은 20.1 %, 음식점은 종로 · 중구 지역이 14.1% 인데 비해 강남 · 서초 지역이 13.8%, 

호텔은 종로 · 중구 지역이 29.2%인데 비해 강남 · 서초 지역이 27.3%를 차지하였 

다. 이로써 숫자상으로는 종로 · 중구 지역과 강남 · 서초 지역이 완전히 맞서는 수 

준이 되 었다. ( <그림 N-24) ) 

95년 유홍음식점의 분포는 종로 · 중구 지역이 17.8% 인데 비해 강남 · 서초 지역 

은 22.2%, 음식점은 종로 • 중구 지역이 9.9%인데 비해 강남 · 서초 지역이 14.7%, 

호텔은 종로 · 중구 지역이 25.4%인데 비해 강남 · 서초 지역이 29.6%를 차지하였 

다. 이로써 숫자상으로 강남 · 서초 지역이 종로 · 중구 지역을 완전히 능가하게 되 

었다. ( <그림 N-25) ) 

단위: %, 자료: 서울특별시， 1966, r서울통계연보J , pp.284-
285에서 재구성. 

〈그림 IV-20) 접객업소의 분포(1965년) 

- 142 -



주: 강남지역의 75년의 수치에는 강동 • 송파 지역도 포함함. 
단위: %, 자료: 서울특별시， 1976， r서울통계연보J , pp.128-
129에서 재구성. 

〈그림 IV -21) 접객업소의 문포(1975년) 

8O~ 

f" 

6O~ 

t5 
휴 40~ 

* 
20~ . 

i뿔 률릎 ￡훌 률펜 ￡파 o 
.... 흩 西大F’- 江西·빼 江南·웰 江•. 松

11뼈·中 
1J. f/J.2j1 JII 훌 ;皮

48.9% 1.9% 10.1% 0.7% 123% 1.1% 

tx흩店 20.7% 4.0% 9.0% 5.0% 75% 58% 

Hotel 68.0% 2.0% 0.0% 0.0% 6.0% 0.0% 

단우1: %, 자료: 서울특별시， 1981 ， r서울통계연보J , pp.140-
141 에서 재구성. 

〈그림 IV -22) 접 객 업 소의 분포(198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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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자료: 서울특별시， 1986， r서울통계연보J , pp.180-
182에서 재구성. 

〈그림 IV-23) 접객업소의 분포(1985년) 

단위%， 자료: 서울특별시， 1991 , r서울통계언보J , pp.188-
190 에서 재구성. 

〈그림 IV-24) 접객업소의 분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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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우1: %, 자료: 서올특별시， 1996， r서울통계연보J , pp.290-
293에서 재구성. 

〈그림 IV-25) 접객업소의 분포(1995년) 

2) 금융기관의 업지 

1985년의 서울시 금융기관은 종로 · 중구 지역에 가장 많은 28.1%가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점유율은 90년 22.1 %, 95년 17.5%로 점차 줄어든다. 한편 강남 · 

서초 지역의 점유율은 85년 13.9%를 나타낸 데 이어， 90년 16.0%, 95년 19.9%로 

증가하여 기존 중심지의 종로 · 중구 지역올 상회하였다. 

단위%， 자료: 서울특별시， 1986 . 91 . 96, r서울통계연보」 

〈그림 IV-26) 금융기관의 분포(1985 . 90 . 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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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시설의 입지 

60년대 이후 인구 증가가 폭발적으로 일어남에 따라 서울시는 市域을 확장하고 

외곽 지역의 택지화가 시작되었다. 강남 · 서초 지역이 개발된 것도 그 일환이다. 

강남 · 서초 지역은 단순한 외곽 신시가지로서가 아니라 강북 중심지의 과밀 원인 

을 제공하는 기존 상업시설을 이전시킬 수 있는 지역으로서l 즉 서울의 부도심100) 

으로서 국가 행정기관의 일부를 입지 시키기 위한 지역으로 개발되었다101). 

〈표 IV-28) 강남지역에 들어선 주요기관(1970-90년대 중반) 

므CE3 T ETE 시기 주요기관 이름 및 설립연도 

70 
국기원(71 ), 대한주택공사(73) ， 특허정 (77) ， 한국토지개발공사/한국석유공사/서울시 

저cj -t「j 공무원교육원 (79) 

및 
80 

관세정/통계정 (80) ， 한국가스공사/지하철공사(83) ， 한국전력공사(86) ， 학술원 • 예술 
二Ci그l 그 〈그그 원 (87) ， 국립중앙도서관/무역센터 (88) ， 조달청 (89) ， 법원검찰청 (89) 

90 서울교육문화회관(91)， 예술의 전당(93) 

70 고속버스터미널 (78) 

교통 80 지 하철 2호선 (84), 3 • 4호선 (85) 

90 도심 공항터 미 널/남부 버 스 터 미 널 (90) 

대학 70 서울교육대학(77) 

70 강남(77) ， 시 립 아동(78) 

병원 80 강남성모 (80)， 영동세던란스(83) 

90 삼성서울(94) 

빽화점 
80 뉴코아 본점/현대 본점 (85) ， 그랜드 (86) ， 현대 무역센터접 (88) ， 삼풍(89) 

90 갤러리아 본점 (90) 

80 
팔레스(82) ， 삼정 (83) ， 뉴월드(86) ， 리베라(87) ， 르네상스(88) ，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 (89) 

90 노보텔앵배서더강남(93) ， 리츠칼튼(95) 

10이 1970년 11월 서울시가 t남서울계획’의 전모를 발표하였올 때/ 이 지역은 모두 837만평 
에 달하는 광역에 72년까지 총 167억원의 자금올 투입해서 수도 서울의 발전사상 최대 
규모의 획기적인 토목사업올 전개하여， 60만 인구가 거주활 새 시가지를 만드는 계획이 
었다. 도시기반시설의 정비는 물론 상공부 둥 12개의 국영기업체가 들어갈 종합청사를 
신축할 것이며1 개발 촉진올 위해 다른 정부 관서 또는 사회단체 유치를 적극 추진한다 
는 내용이었다. (손정목， 1998, “강남개발계획의 전개: 제1.2 영동지구 구획정리사업: 
3", p. 110-111) 

101) 1966년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오늘날 서울의 공간구조를 결정짓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 
다. 이 계획은 85년올 목표로 서울의 새로운 청사진이 그려졌으며， 대통령부는 세종로 
일대l 행정부는 용산 미8군 자리 I 사법부는 영둥포 공군 해군분부 자리I 입법부는 영동 
에 배치하는 계획올 수립하였다. (최상철， 2001, “현대 서울도시계획의 변화 1950-

2000", p.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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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N-28) 은 70년대 이후 90년대 중반까지 강남 · 서초 지역에 들어선 주요기 

관을 정리한 것이다.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는 71년 역삼동에 국기원， 73년 논현동에 대한주택공사I 

77년 역삼동에 특허청， 79년 삼성동에 한국토지개발공사I 논현동에 한국석유공사I 

서초동에 서울시 공무원교육원， 80년 논현동에 관세청 및 통계청， 83년 대치동에 

한국가스공사l 방배동에 서울지하철공사， 86년 삼성동에 한국전력공사， 87년 반포 

동에 학술원 · 예술원， 88년 반포동에 국립중앙도서관/ 삼성동에 한국무역진흥공사I 

89년 삼성동에 조달청I 서초동에 법원 및 검찰청， 91년 양재동에 서울교육문화회 

관， 93년 서초동에 예술의 전당이 들어섰다102) ， 

교통 관련 기관으로 78년 반포동에 고속버스터미널， 84년 지하철 2호선， 85년 

지하철 3.4호선， 90년 삼성동에 도심공항터미널l 서초동에 남부버스터미널이 들 

어섰다. 

4년제 대학으로서 77년 서초동에 서울교육대학이 들어섰다. 

종합병원으로서는 77년 삼성동에 강남병원， 80년 반포동에 차톨릭대학 성모병 

원， 83년 도곡동에 영동세브란스병원， 90년 일원동에 삼성서울병원이 들어섰다. 

백화점은 85년 반포동에 뉴코아 본점 I 신사동에 현대 본점， 86년 도곡동에 그랜 

드 본점 103)， 88년 삼성동에 현대 무역센터점， 89년 서초동에 삼풍백화점104)， 90년 

압구정동에 갤러리아 본점이 들어섰다. 

강남 지역과 비슷한 시기105)에 공사가 시작된 여의도 지역도 서울의 부도심으로 

개발되었다. 여의도는 강남의 약 10분의 1의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대광장 • 업무 

및 상업지구 · 주거용지 · 극회용지 둥으로 세분화되어 조성되었다. 이 지역에 들어 

선 주요기관은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 국회의사당 · 의원회관 · 국회도서관 · 한국방 

송공사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I 교통 기관으로 지하철 5호선l 종합병원으로 여의도 

성모병원이 들어서 있다. 기타 주요 상업 · 업무기관으로 증권거래소 · 금융감독 

원 · 한국주택은행 본점 · 전경련회관 · 대한생명63빌딩 · 문화방송국y 종교 기관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들어서 있다. 

102) 이전계획이 있었다가 실현되지 않았던 행정부서는 서울시청 · 제2 서울역 · 산림청 · 상 
공부 단지 둥이 있으며l 일찍이 이 지역에 이전했거나 신설되었는데， 90년대 후반 이후 
수도권이나 지방으로 옮겨간 것으로는 대한주택공사 · 한국토지개발공사 · 한국석유공 
사 · 통계 청 · 한국가스공사 둥도 있다. 

103) 현재는 롯데백화점으로 넘어갔다. 
104) 삼풍백화점은 95년의 붕괴사고로 문을 닫았다. 
105) 67년 12월부터 제방 공사가 시작되었다. 계획 단계의 인구는 4만 명이었으며 ， 80년까지 이 
지역의 인구 성장은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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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3철 i강남’ 지역의 규모 

1. 행정구역의 변천 

1963년 서울시에 편입되기 전 현재 강남구는 경기도 廣州那 大狂面과 彦州面

106), 서초구는 京難道 始興那 新東面에 속해 있었다10끼. 서울에서 三南地方으로 연 

결되는 길목108) 위에 있고， 강북 지역과 연결되는 나루터109)가 있어 서울시 편입 

이전부터 교통의 요지였다. 이 지역의 장시인 沙w場110)은 한양의 3대 나루터 111) 

인 한강진 부근에 섰기 때문에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물품도 모아졌다. 현재 

양재역 부근에는 羅112)이 있고， 新沙 및 新院洞에는 院이 있어 여행자를 위한 숙 

식처와 주막도 발달되었다. 유적지로는 奉恩좋와 선롱113) • 헌릉114) • 인롱115) 둥이 

있다. 농업은 논 • 밭 · 과수원이 중심이었는데l 서울 중심부와 근거리에 있어 도시 

106) 1914년 전국 행정구역 통폐합 때 23개면 1137R 리로 구성된 廣州府는 167R 면 183개리 
의 廣州都로 개편되었다. (강남구， 1993， r강남구지 J , pp. 85 -86) 

· 광주군(16면)=중부 · 동부 · 퇴촌 · 경안 · 초월 · 실촌 · 도척 · 돌마 · 오포 · 낙생 · 대왕 · 
언주·중대·서부·구천·남종 

· 언주면(14리)=대치 · 반포 · 삼성 · 청담 · 압구정 · 논현 · 학 · 신사 · 역삼 · 양재 · 포이 · 
염곡·신원·내콕 

· 대왕면(14리)=신촌 · 오야 · 심콕 · 시홍 · 둔전 · 수서 · 사송 · 금토 • 상적 · 고둥 · 세곡 · 
율현·일원·자곡 

107) 1930년 광주군 인구총수 83，827명중 유업자는 33，292명이었고/ 그 중의 88.6%가 농업 
에 종사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 농업에 종사한 29，495명중 자작 · 소작 둥 농경업주는 
13，389명 I 나머지는 머슴을 위시한 농업노무자들이었다. 또한 농업경업주 13，389명중 

13.4%는 과수재배 업주였다. (강남구， 1993， r강남구지 J , pp. 145 -146) 
108) 조선시대에 서울에서 충청 · 경상도로 가는 주요도로는 @동대문-한강진-말죽거리
판교-용인-충주로 통하는 길과 @살꽂이다리-삼전도-광주-이천-충주로 통하는 
두 길이 있었다.1\馬의 통행량은 후자가 더 많았다. (서울특별시시사편찬위원회， 1986, 

r동명 연혁고: 강동구편J , p. 277) 
109) 동작진， 서빙고진/ 한강진/ 두모포진I 입석진/ 뚝섬진. 
110) 沙첼場보다 三田獲 부근인 松波에 있던 松波場이 규모가 컸고l 沙야場은 松波場의 영 

향 아래에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강남구， 1993， r강남구지J , p. 89) 

111) 한강도l 양화도I 삼전도. 
112) 조선초부터 공무로 여행하는 이들에게 마필과 숙식을 제공하는 양재역이 있었고l 근 
처에는 주막도 적지 않았다. 즉 먼 길을 걸어 입경하려는 여행자들은 타고 온 말에게 
죽올 끓여 먹이도록 하고 자신도 저녁올 먹은 뒤 이곳에 묵었던 것이다. (서울특별시시 
사편찬위원회， 1987， r동명연혁고: 강남구편J , pp. 164 -165) 

113) 조선 제9대 임금 성종과 그 계비 윤씨의 능. 

114) 조선 제3대 태종과 왕비 원경왕후 민씨의 능. 
115) 조선 제23대 순조의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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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용 채소를 주로 재배하였다. 경성부는 1946년에 서울특별자유시로 바뀌고， 49 

년에 경기도 고양군 일부116)가 서울시에 편입되면서 행정구역이 일부 변경되었다. 

이후 6.25부터 60년대 초반까지 서울시 범위에 큰 변화는 없었다. 범위가 크게 확 

장된 것은 63년의 일이다11끼. 

6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서울에는 모두 9개 구118)가 있었고/ 인구의 80%이상119) 

이 강북 지역에 살았다. 한강 이남에서 시가지가 형성된 곳은 현재의 영동포구와 

노량진역 근처 I 강동구 천호동 퉁이다. 63년 이후 한강은 위치 상으로 서울의 끝 

이 아니라 중심이 되었다. 6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한강에 걸린 다리는 일제시대 

에 만들어진 한강대교120)와 광진교121)， 65년에 갓 만들어진 제2한강교， 즉 현재의 

양화대교가 있을 정도였다. 한강의 남과 북올 연결하는 교통수단으로 나룻배가 있 

었고I 강남 • 서초 지역에 사는 사랍이 강 저편에 건너가려면 나루터 122)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야 했다. 

현재 강남구에는 267ß , 서초구에는 18개/ 합쳐서 44개의 행정동이 있다. 그러나 

63년 서울시에 편입되었을 때는 행정동은 총 117ß 였다. 서울 편입 당시 城東區와 

永登浦區에 속해 있었고l 기존의 京離道 廣州那 彦州面 지역은 城東區 彦州出張

所I 大狂面 지역에는 松波出張所/ 京鍵道 始興那 新東面 지역에는 永登浦區 新東

116) 이때 변경I 편입된 지역은 다음과 같다(한글학회， 1966， r한국지병총람J , p. 9). 

· 변경된 지역= 성북 · 돈암 · 종암 · 안암동올 동대문구에서 분리I 성북구 신설. 

· 고양군에서 서울시로 편입된 지역 

@숭인면 전부→성북구 숭인출장소를 신설. 

@뚝도면 전부→성동구로 편입하여I 뚝도출장소를 신설. 

@은평면의 전부→서대문구에 편입하여 은평출장소를 신설. 
11끼 62년 11월 21일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제정 공포한 t서울특별시 · 도 · 군 · 구의 행정구 
역변경에 관한 법률I로 인해 63년 1월 1일자로 서울특별시의 행정구역이 확대되었다. 
이때 서울과 밀접한 지연적 관련 아래 도시화되어 가는 京離道 지역의 12개면 .90個里

가 서울특별시에 편입되고/ 이곳에 千戶 · 松波 • 彦州 · 盧海 · 冠톰 • 新東 · 햄柳 · 陽東 · 
陽西 • 忘憂의 10개 출장소가 설치되었다(강남구， 1993， r강남구지 J , p. 290). 

118) 종로 · 중 · 동대문 · 성동 · 성북 · 서대문 · 마포 · 용산 · 영둥포구. 
119) 65년 당시의 서울시 총인구는 3，470，880명 I 그 중 강북 인구는 2，825，797명 (81.4%)， 강 
남 인구는 645，083명이었다. (서울특별시， 1966， r서울통계연보J .) 

12이 1916년에 가교 착수l 이듬해 10월에 준공. 25년 을축년대홍수 때 뚝이 유실되었다가 
27년에 다시 가교 공사 시작， 29년에 준공되었다. 34년 교량올 교체함. 6.25 때 파괴되 
어， 57년 복구 공사에 착수， 58년에 개통되었다. (한굴학회， 1966， r한국지병총랍: 서울 

편J , p. 189) 
121) 1934년 8월에 교량공사에 착수， 36년에 준공되었다. (서울시사편찬위원회， 1986， r동 

명연혁고: 강동구편J , p. 159) 
122) CD현재 강남구 청담동(청숫굴나루)←，뚝섬，(2)현재 강남구 압구정(압구정나루)‘→성동구 
옥수동，@현재 강남구 신사동(새말나루)←，용산구 한남동，@현재 서초구 반포동(잠실나 
루)←→용산구 서빙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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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張所가 각각 설치되었다. 

1963년에 성동 및 영둥포구에 편입된 현재의 강남 · 서초 지역은 73년 7월 관악 

구 신설에 따라 행정구역이 바뀌었다. 永登浦區 新東出張所 관할 지역 중I 舍堂

및 方背洞이 관악구로 편입된다. 이 때 城東區 彦州出張所 관할지역123) 및 永登浦

區 新東出張所 관할 지역 중 반포 · 잠원 • 서초 · 양재 · 우면 · 원지동과 기존 城東

區 뚝도出張所 관내의 羅室 · 新川洞을 합하여 ， 277R 동으로 이루어지는 城東區 永

東出張所를 신설하였다. 그러나 강남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인구가 급증하여 75년 

10월에 永東出張所와 千戶出張所를 城東區에서 분리시켜 江南區를 신설하였다. 70 

년 강남 · 서초구 관내 인구는 약 6만명 l 강동 · 송파 지역까지 합쳐서 약 23만명이 

었다. 그것이 79년에 약 5배인 31만명 I 강동 · 송파 지역까지 합하면 75만명이 되 

었다. 따라서 강남구가 설치된 지 4년이 지난 79년 10월에 기존 강남구 중 벚川 

중심선을 경계로 동쪽을 강남구로부터 분리시켜 강동구를 신설하였다. 그 6개월 

후인 80년 4월에 九老區와 鋼舊區가 신설되면서 기존 관악구 소속이던 방배동과 

동작대로 중심선의 동쪽지역124)이 江南區에 편입되었다. 이로써 강남구의 범위는 

현재의 강남 및 서초구를 합한 범위가 되었다. 이후 행정구 내에서 分洞은 이루어 

졌지만 88년 4월에 강남구로부터 서초구가 분리될 때까지 강남구의 범위는 변하 

지 않았다. 

〈표 IV -29) 1963년과 현재의 관할 구역 비교 

행정구|출장i 현재 행정구 

松波

성동 f慧 강남 

(언주) 

新東
영등포 I (신동) 

서초 

123) 일원 · 수서 · 세콕 · 자곡 · 율현 · 도곡 · 역삼 · 포이 · 개포 · 신사 · 논현 · 학 · 압구정 · 
청담 · 삼성 · 대치 · 내곡 • 염곡 · 신원동. 

124) 반포아파트 서남쪽에 있는 한강지류 중심선과 남태령 시계로 연결되는 동작대로 중심 
선의 以東지역올 가리킨다. 이 때 기흔 동작동 중 아파트지역을 盤浦本洞， 이수지역을 
方背洞으로 편입하고l 기존 사당4동은 폐동시키면서 方背1동에 편입시켰다. (서울시사편 
찬위원회， 1987， r동명연혁고: 강남구편J , pp.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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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뼈n 

〈지도 IV-1) 1963년의 강남 • 서초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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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IV-2) 1975년에 설치된 강남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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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납띠고 

〈지도 IV-3) 1980년의 강남구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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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의 분포 범위 

1) 지가 상숭의 배경 

현재 I학군I이라는 요소가 강남 · 서초 지역의 주택가격이 다른 지역에 비해 비 

싼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한국인들의 일반상식에 속해 있으며/ 이것을 증명하 

는 연구도 이미 나왔다. 그렇다면 강남 지역의 주택가격은 처음부터 /학군I 때문에 

상승하였는가? 아니면 강남 지역의 주택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상숭한 다른 이유 

가 있는가? 

1960년대 이후 고도경제성장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물가와 주가가 상승하고/ 국 

민총생산이 증가하였는데， 무엇보다 지가 상승률이 가장 컸다125). 지가 상승률은 

농촌보다 도시I 도시 중에서 수도 서울에서 상승폭이 가장 컸다. 서울 내에서는 

다른 지역 보다 강남 지역의 상승률이 가장 컸다126). 

지가 상승의 배경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고12끼l 해석도 사람마다 여러 

가지이다128). 60년대 이후 한국의 지가 변동 추이는 대략 10년 단위로 나누어 생 

각할 수 있으며， 60년대의 전국 규모 지가 상숭 요인은 i개발사업’이라 할 수 있 

다. 강남 지역에서는 60년대 말부터 경부고속도로건설과 영동토지구획정리사업이 

라는 큰 개발사업이 이루어졌다. 70년대의 지가 상승 요인은 /아파트 투기I를 들 

수 있으며/ 아파트는 강남 지역에서 다른 지역보다 공급이 많이 이루어졌다.80년 

125) 주태가격I 물가I 소득의 상승률에 대해 1974년올 기준으로 비교하면 주택가격은 1989 
년에 1064, 실질국민소득은 342.5, 소비자물가는 380.8이라는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I 주 
택가격의 상승률이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허재완， 1991, "주택가격 상숭률의 결 
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r국토계획， 대한국토 · 도시계획학회， p. 143.) 

126) 1963년올 기준으로 한 주택지가격의 상승폭올 보면， 서울시내는 77년에 5,163, 강남 
지역의 경우17，558을 나타냈다. (오종인， 1980, "수도권에 있어서 집단택지 공급에 관한 
연구 r주택조사연구J 80-4, p. 61.) 

12끼 지가 상숭 원인은 돼지조성으로 인한 토지 가치가 높아진 측면이 있고l 인구 증가와 
핵가족 증가로 인한 가구수 증가로 돼지가 항상 부족했다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이런 
이유보다 경기변동 · 부동산투기 · 금융제도 및 조세제도를 비롯한 국가의 경제구조 둥 
이 미친 영향이 더 컸다는 것이 기폰 연구에서 밝혀졌다. (김창호， 1991, “한국의 땅과 
주택에 관한 제문제: 지가상승요인올 중심으로"./ 석해호， 1991, “경기변동과 지가동향 
의 상관분석"./ 이진순， 1991, “우리나라 지가형성의 특성". ) 

128) 석해호는 지가변동의 장기적 요인으로 @ 인구증가，(2) 세대수증가，@ 소득증가，@ 
기술혁신，(5) 생활스타일변화，@ 정부의 투자 · 규제，(J) 투기를 들었으며， 단기적 요인 
으로는 경제적 요인으로서의 소득증가/ 정책적 요인으로서의 정부의 투자와 규제， 사회 
심리적 요인으로서의 부동산 투기를 들었다. (석해호， 1991, “경기변동과 지가동향의 상 
관분석 r토지연구J 1-6, 한국토지개발공사， pp.7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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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지가 상승 요인은 '200만호 주택건셜’을 들 수 있는데/ 강남 지역에서 이 계 

획에 따라 일원 · 수서 지역 아파트 단지 개발이 이루어졌다129). 즉 60년대 이후 

지가 상승을 야기시킨 대표적 요인은 모두 강남 지역의 개발과 관련이 있다. 

지가 급상승 요인의 대표적인 것이 I부동산 투기l이다130). 강남 지역에서 부동산 

투기는 경부고속도로건설과 영동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실시를 계기로 시작되었 

다131). 70년대 이후 부동산 투기의 대상은 중 · 대형 아파트였으며y 이것이 그 당시 

주택가격의 상승을 주도한 가장 큰 원인이라 생각되고 있다13끽. 중 · 대형 아파트 

는 당시 여의도133)나 강남 지역 134)에 집중되고 있었다. 그렇다면 70년대에 부동산 

투기가 활발해진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70년대 후반에 중화학공업을 지원하기 위 

한 통화팽창과 중동건설붐으로 외환이 유입되고 부동산 투기가 성행한다. 그리고 

마침 이 시기에 강남 지역에 중 · 대형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었던 것이다135). 당시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투기는 얼론 매체를 통해 자주 보도되었으며136)， 은 

행이자나 주식보다 차익이 많아는 이유로 자산 증식수단으로 인식되어 있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강남 지역의 택지가격 급상승은 60년대부터 시 

129) 석해호는 60년대에는 l주택난’ 공업용지수요증가개발사업I 둥올 이 시기 지가 상 

숭의 주된 요인으로 꼽을 수 있고， 70년대에는 I아파트 투기중동건설경기인플레 
및 금리제도I를， 80년대는 I수출급증으로 인한 기업의 여유자금 축적에 따른 투자 차익 

발생서해안개발 .200만호 주택건설 · 고속도로 건설I 둥올 지가 상숭의 주된 요인으 

로 생각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석해호， 1991， 앞의 논문， pp. 65-71이 
13이 주택가격이 상숭하는 데는 다양한 요소들올 생각할 수 있지만 i투기적 요소I의 중요성 

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다. (김창호， 1991, “한국의 땅과 주택에 

관한 제문제 석해호， 1991, 앞의 논문. 이진순， 1991, “우리나라 지가형성의 특성" .) 

131) 김 경 열， 1993， r한국토지 제 도사J , 경 영 문화원， p. 440. 
132) 허재완은 주태가격 상승을 주도한 요인으로 지역은 서울l 주택유형은 아파트l 아파트 
중에서도 중 · 대형을 중심으로 가격 상숭폭이 컸다고 지적하였다. (허재완， 1991, 앞의 
논문， p. 143) 

133) 김정호는 연구 속에서 1977년부터 78년 사이에 가격 상숭이 심했던 지역으로 여의도 
를 들었다. (김정호， 1983， “아파트 투기와 그 대책"， p. 18) 

134) 70년대 중반 서울시내 부동산 투기는 강북지역보다 강남지역에서 훨씬 활발하게 이루 
어지고 있었다. 75년 8월의 경향신문에는 I실현성 없는 한강 북쪽 인구의 강남분산을 
골자로 한 서울시 인구분산책 시안이 발표 또는 발설되면서 강북 쪽의 대지값， 집값 둥 
이 떨어지고 강남 쪽의 땅값 동은 치솟는 부작용올 빚어 강북인구의 강남 유입올 막는 
결과를 빚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구체적으로 영동지역에서는 하루 평균 10여명씩 땅을 
사려는 사랍이나 전화가 오고r 잠실 아파트는 팔려고 내놓은 방이 적어서 값이 치솟는 
반면/ 강북 지역의 경우는 거의 거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값도 73년 선에서 조금도 오 

르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경향신문， 1975-8-7.) 
135) 이 진순， 1991, 앞의 논문， p.57. 
136) 1978년 8월 11일의 신문을 보면/ 그 당시에 아파트 투기가 여의도와 반포l 잠실 동의 
지역에서 성행되고 있었고， 신림 · 방배 · 서초동에서도 부동산투기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는 것올 알 수 있다. (조선일보， 1978-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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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된 일이며l 경기변동 • 개발사업 · 부동산 투기 둥의 영향을 받았다. 다시 말해 

강남 · 서초 지역의 태지가격이 서울의 다른 지역에 비해 대체적으로13끼 큰 폭으로 

오른 이유는 강남에 택지가 조성되었기 때문이라는 것도 있지만， 60년대 후반 이 

후 나타나게 된 부동산투기138) • 부동산정책 · 경기변동 • 금융제도 동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뜻이다. 이것은 강남개발 초창기에는 l학군I 요소가 크게 고려되지 

않는 상태에서139)， 부동산 가격이 이미 다른 지역에 비해 급상승했다는 증거가 된 

다. 이 지역의 주택 가격이 I학군l과 관련이 있게 되는 것은 좀 더 지나고 나서의 

일이다. 그 이유는 서울시에서 고교 평준화가 실시된 것은 74년부터이지만 고교 

배정이 완전히 거주지 기준으로 바뀐 것은 80년부터이기 때문에 학군이 주거가격 

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도 80년 이후라고 볼 수 있다. 80년에 서초구 방배동이 

동작구 사당동l 혹석동의 태지가격올 능가한 사실， 83년에 기존 종로 · 중구지역의 

택지가격을 능가했다는 사실은 고교 배정이 거주지 기준으로 바뀐 것과 관련이 

있올 가능성 이 높다1때). 

현재 강남 지역의 주택가격이 비싼 이유 중의 하나로 i학군I적 요소가 있다. 그 

런데 I학군I 이 주택가격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은 80년대 초반 이후의 일이다. 그 

이전인 70년대 후반의 단계에서는 이 지역에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어 있던 

부동산 투기가 성행했었고l 중산충을 겨냥한 주거 지역이 조성되어 중산층의 주거 

이전이 진행 중에 있었다. 1978년의 압구정 현대아파트 특혜분양사건으로 대표되 

듯이 당대의 I부l와 l권력 l을 겸비한 부유층이 이 지역에 많이 살고 있다는 것도 

이미 상식화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일반인들이 강남 지역을 I부촌I으로 인 

식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으며， 처음부터 t학군’ 요소가 강남 지역의 주택가격 상 

승을 주도하였다고 보기 힘들다. 

13끼 같은 강남 · 서초 지역 내에서도 개발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세곡 · 내곡동 동은 다른 지 
역에 비해 택지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았다. 

138) 60년대에 외팍개발지역에 대한 투기라는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70년대 후반 
에 들어서 t아파트 투기’라는 형태가 나타난다. 

139) 1981년의 신문기사는 강남 지역 아파트 가격이 비싼 원인을 I이 지역(=압구정동)이 이 

처럼 인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성수교 · 영동교 및 제3한강교를 끼고 있어 교통이 편 
리할 뿐 아니라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어 주거환경도 좋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하였으며， 
여기서 i학군’이과는 말은 나오지 않았다. (조선일보， 1981-1-9) 

14이 강남 지역 아파트 과열 투기 원인에 대한 해석 속에서 l학군도 문제다 .... 일류병을 없 
애려는 목적이었다면 이미 현생학군제도는 본래의 취지가 사라져버렸다고 말할 수 있 
다. 예전에는 돈이 없는 집안의 자녀들이 공부만 잘하면 일류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으 
나， 지금은 자신이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부모를 잘 만나 값비싼 아파트 동네에 살지 
않으면 좋은 학교에 들어갈 수 없는 형편이 되었다’고 말하였다. 이를 통해 83년에는 
강남 지역 아파트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비싼 원인으로 I학군I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일보， 198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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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북 지역 지가의 능가 

현재 강남 지역의 주택지 가격은 기존 강북의 고급주택지보다 비싸다. 그렇다면 

강남 지역의 주택가격이 강북을 능가하게 된 것은 언제였올까? 

1965년도의 자료를 보면 시내 중심지역 주택지의 평당가격은 2만원에서 8만원 

사이였다141). 중심지 다음으로 가격이 비싼 지역은 동대문 · 성북 · 서대문 · 용산구 

둥 기존 시가지였다. 한편 강남 · 서초 지역의 택지가격은 신사 · 개포 · 반포 · 방배 

동 둥이 모두 평당 2천원이었다. 기타 도봉·쌍문·상계·창동·화곡·둥촌·방 

화 • 목 · 고덕 · 천호 · 잠실 · 장지동 동 63년 이후 서울시에 편입된 변두리 지역은 

모두 평당 2천원이었다( <표 N-30) ). 

6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전형적인 농촌이었고I 시내 중심에 있는 주택가의 10분 

의 1 이하인 평당 2천원에 지나지 않았던 강남 지역의 지가는 해를 거듭할수록 

상승세를 보여 결국은 이들 시내 중심지에 있는 주택가의 지가를 능가하게 된다. 

예를 들어 1981년까지는 종로구 명륜 · 가회동의 택지가격이 신사동이나 방배동보 

다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83년 이후에는 강남구 신사동과 서초구 방배동 

의 택지가격이 가회동 및 명륜동을 상회한다( <그림 N-27) ). 서초구 방배동의 택 

지가격과 방배동의 바로 옆에 있는 동작구 사당동 및 혹석동의 택지가격은 80년 

까지만 해도 엇비슷하게 상승하였다. 그러나 81년부터는 서초구 방배동의 가격이 

동작구 사당동 및 혹석동의 택지 가격을 상회하였다( <그림 N-28) ). 이처럽 강 

남 · 서초 지역의 태지가격은 80년대 전반에 강북의 중심지에 있는 기존 고급주택 

가I 그리고 서울의 외곽지역으로 비슷한 개발이 진행 중에 있던 지역의 택지가격 

을 상회하였다. 

〈표 N-31) 은 1979년과 89년 사이의 태지가격 상승률을 지역별로 비교한 것이 

다. 이 기간에 택지가격이 가장 크게 상승한 곳은 강남 · 서초 지역으로 평균 

5.05% 였고， 다음으로 강동 · 송파 지역이 평균 4.58%의 상승률을 보였다142). 기폰 

에 고급주택가로 알리던 종로 · 중구 지역은 대체적으로 1.0-1.2% 정도의 낮은 상 

141) 그 당시 종로구에서 가장 싼 지역은 삼청동I 중구에서 가장 싼 지역은 올지로 7가 및 
광회 2동이며 평당가격은 모두 2만원이었다. 평당가격이 가장 비싼 곳으로 종로구의 관 
철동과 서린동이 7만원I 중구의 무교동과 다동이 8만원이었다. (대한금융단， 1965， r전 
국 토지시가조사표J ). 

142) 이 기간 동안 강동 · 송파 지역의 돼지가격 상승률은 강남 · 서초 지역보다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여기서 기준으로 삼은 79년의 택지가격 자체가 강남 · 서초 지역 
에 비해 저렴했다. 따라서 강동 · 송파 지역의 택지가격이 큰 폭으로 상숭해도 강남 · 서 
초 지역의 태지가격을 상회하지 못했다. 이 시기에 이 지역의 지가가 상숭한 이것은 86 
년 아시안게임， 88년 올렴픽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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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률을 보였다. 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낸 곳은 새로운 고급주태가 

로 개발된 평창동 지역이며， 1.8%의 상승률을 나타냈다.80년대 후반에 대규모 아 

파트단지가 들어선 노원구 상계동은 평균 2.2%의 상승률을 보였고l 양천구 목동은 

1.5%의 상승률을 보였다. 그러나 같은 외곽 개발 지역임에도 대규모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의 택지가격은 크게 상숭하지 못했다. 강남 지역과 마찬가지 

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택지가 개발된 도봉구 창동 지역은 1.7%, 강서구 화곡동 

지역은 1.5%, 강동구 천호동 지역은 2.2%라는 상승률을 보여 강남 지역에는 크게 

못 미쳤다. 

〈표 IV-30) 65년 주택지대 가격의 비교(1 965년) 

(단위: 원1 m’) 

지역 햄정동 평당가격 지역 햄정동 평당가격 
1 

가 호| 30,000 화곡 

종로·중 
명륜 30,000 

강서·양천 
드〈그드 e 

효자 40,000 방화 

끄~ ~그} 3,000 드-프1 

도봉 2.000 신사 

도봉·노원 
상계 2,000 

강남·서초 
개포 

1!사그 드 나프- 2αm 반포 
;ζi그l 2,000 방빼 

불광 7,000 고덕 

홍제 7,000 천호 
서대문·은평 현저 15,000 강동·송파 잠실 

북아현 20,000 장지 

자료: 대한금융단， 1965， r전국토지시가조사표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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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감정원 r토지시가조사표J , 각 연도. 

〈그림 IV-27) 지가 추이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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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우1: 만원 1m'. 
자료: 한국감정원 r토지시가조사표J , 각 언도. 

〈그림 IV -28) 지가 추이의 비교 

〈표 IV -31) 지역별 주택가격 상승률 (1979-89년) 

행정동 상승률 지역 행정동 상승률 지역 

가회 1.0 불광 1.7 
며ιJ 르 "-'- 1.2 홍제 1.8 
효자 1.1 

서대문·은펌 
현저 1.2 강남·서초 

~ ~ 1.8 북아현 1.1 
도봉 1.8 화곡 1.5 
상계 2.2 E c=5: E 「-=: 1.4 

강동·송파 
샤~ 드 ‘l프- 1.6 강서·양천 

방화 1.1 
장 1.7 ~ 1.5 

자료: 한국갑정원 r토지시가조사표J , 각 연도. 

3) 고가지대의 밀집 

(단위%) 

행정동 상승흘 

신사 2.6 
개포 12.6 
반포 2.4 
방빼 2.6 
고덕 7.3 
천호 2.2 
잠실 2.7 
장지 6.1 

서울에 l부촌I이 강남 지역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성북동 · 평창동 · 연희동 · 한 

남동 · 여의도동 둥과 같은 지역도 일반인들 사이에서 /잘 사는 사람이 많은 동네 

l큰 주택이 많은 동네I로 알려져 있다. 즉 이들 지역도 강남 지역처럼 생활수준이 

높올 것으로 추측된다. 그렇다면 이들 i부촌l과 i강남/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을까? 

1980년대 초반 당시에 서울에서 /부촌I으로 인식되어 있던 지역143)의 주택지대 

143) 뿌리깊은나무에서 1983에 발간한 r한국의 발견: 서울」 에 기재된 고급주태가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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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당가격은 성북구 성북동이 24만원， 서대문구 연희동이 22만7천원l 북아현동이 

24만원l 마포구 서교동이 24만원I 용산구 한남동이 30만원l 이촌동이 21만원I 동작 

구 상도통이 21만원이었다. 강남 · 서초 지역 내에 이들 /부촌I과 비슷한 수준의 가 

격을 지닌 107~ 의 법정동이 있었다. 강남구 신사동이 25만7천원I 청담동이 36만원/ 

논현동이 42만원/ 역삼동이 33만원I 삼성동이 27만원/ 대치동이 24만원/ 서초동과 

양재동이 22만7천원/ 방배동이 33만원I 반포동이 24만원 둥이었다144) ， 그렇다면 강 

남 · 서초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고가격대를 나타낸 지역이 밀집되어 있는가? 

〈표 N-32) 는 같은 83년의 『토지시가조사표』 를 바탕으로 주택지대 평당가격 

이 21만원 이상을 나타낸 법정동의 개수와 30만원 이상올 나타낸 법정동의 개수 

를 행정구별로 정리한 것이다， 83년 당시 서울의 i부촌I으로 인식되어 있던 지역과 

비슷한 가격대인 21만원 이상을 나타낸 법정동은 종로구에 677~ ， 중구에 357~ ， 동 

대문구에 4개 I 성동구에 9개/ 성북구에 127~ ， 서대문구에 8개 r 마포구에 6개/ 용산 

구에 157~ ， 영둥포구에 137~ ， 관악구에 2개/ 동작구에 5개 l 강남구에 107~ ， 강동구 

에 5개이며 l 도봉 · 은평 · 강서 · 구로구에는 전혀 없었다. 이들 중 평당가격이 30 

만원 이상을 나타낸 법정동의 개수는 종로구 29개/ 중구 287~ ， 용산구 3개I 영둥포 

구 1개 l 강남구 4개이며l 나머지 행정구에서 30만원 이상의 가격대를 나타낸 법정 

동은 없었다. 

〈표 IV-32) 고지 가지 대 의 분포(1983년) 

(단위: 동) 

앓쁜3 21 만원 이상 30만원 이상 꿇긴것? 21 만원 이상 30만원 이상 

종로 67 29 용산 15 3 
중 35 28 강서 0 0 

동대문 4 0 영등포 13 

성동 9 0 구로 0 0 

성북 12 0 관악 2 0 

도봉 0 0 동작 5 0 
서대문 8 0 강남 10 4 

은평 0 0 강동 5 0 

마포 6 0 
자료: 한국감정원， 1983 ， r토지지가조사표J . 

종로구를 상세히 보면l 종로6가 · 낙원 · 관훈 · 견지 • 경운 • 재 · 가회 · 수송 · 돈 

로하였다. 
144) 한국감정원， 1983， r토지시가조사표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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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익선·운니·계·원서·와룡·권농·봉익·묘·훈정·당주·도렴·체부·필 

운 · 충신 · 이화 · 동숭 · 누상 • 적선 · 신문로1가 · 신문로2가동에서 평당 30만원 이 

상의 가격대를 나타내어l 주로 종로거리 이북의 경복궁과 창경궁 사이 및 경복궁 

서쪽 지역l 즉 오래된 주거지대임올 알 수 있다. 그 중 가장 비싼 가격올 나타낸 

곳은 신문로1가 및 2가동이며l 평당가격은 39만원이었다. 중구는 을지로6가 · 을지 

로7가 • 필1가 • 필2가 • 인현1가 · 장충1가 • 장충2가 · 남학 · 충무로4가 · 충무로5가 

• 회현1-3가 · 산림 · 남산1-3가 · 주교 · 예관 · 오장 · 묵정 • 쌍림 • 광회1-2가 · 

홍인 · 신당 · 황학 · 순화동에서 30만원 이상을 나타냈다. 이 중 가장 비싼 가격을 

나타낸 곳은 장충1가동이며l 평당가격이 39만원이었다. 용산구는 이태원 • 한남 • 

동빙고동이 모두 평당가격 30만원을 나타냈다. 영둥포구는 영동포5가동이 평당가 

격 30만원올 나타냈다. 그리고 강남구는 논현 · 역삼 • 청담 · 방배동에서 30만원 이 

상을 기록하였고I 가장 비싼 곳은 논현동의 평당 42만원이었다. 이 결과에서 83년 

당시 서울시내에서 주택지대 가격이 높은 곳은 종로구 및 중구 관내의 기존 주거 

지역/ 그리고 강남 · 서초 지역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83년 당시 종로 • 중구의 평당가격이 서울시내에서는 높다고 해도 가격 

상승률은 강남 • 서초 지역과 비교하면 낮았고I 강북인구 억제정책의 영향으로 주 

거지역으로서의 가치는 과거에 비해 떨어지고 있었다. 한편 강남 · 서초 지역은 83 

년 서울시내 최고 가격올 기록한 지역도 있었고l 아직 택지 개발 도중에 있으며/ 

평당가격도 계속 오름세를 타고 있었고l 고지가지대도 계속 퍼져나가는 추세에 있 

었다145). 

i부촌I의 정확한 기준은 없으나l 사회 · 경제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랍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일 가능성이 크다. <그림 N-29) 는 1979 . 89 . 99년의 서울시 

저명인사146) 분포가 많은 상위 30개 동에 대한 조사 결과14끼를 바탕으로 행정 

145) 83년 「토지지가조사표」 강남구 부분에서 평당가격이 21만원 이상으로 분류된 10개 
동올 제외한 나머지 14개 중I 내곡 · 신원 · 자콕 · 율현 • 세곡 · 염독 · 원지동의 7개 동은 
개발제한 지역에 속해 있었다. 개발제한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일원 · 수서 · 개포 · 포 
이 · 우면동의 5개 동은 차후로 택지개발이 이루어진 지역이다. 나머지 잠원동의 경우 
아파트 단지 건설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었고， 도곡동의 경우 소형 중심의 주공아파트 
단지가 이미 들어서 있었는데， 83년 이후에 삼익 · 럭키 · 우성 · 한신아파트 둥 중 · 대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평당가격올 상숭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83년 2월 20일의 신 
문올 보면 강남구 대치 · 도곡 · 양재 · 일원동이 앞으로 집값이 계속 오를 기미를 보이 
고 있어 1투기억제특정지역’으로 지정 받았다는 내용이 나온다. (조선일보， 1983-2-20.) 

146) 관계 및 정계의 주요 간부I 국회의원， 학 · 예술원 회원l 전국대학 총 • 학장 및 저명교 
수I 주요 단체 및 기관의 대표l 상장회사 및 주요기업체의 대표l 사회 · 문화 · 교육 · 종 
교 동 각계의 지도급 인사l 기타 유명인사 둥을 가리키며I 연합뉴스에서 발간한 r한국 
인명사전」 에 수록된 사람. (박정윤， 2000, “서울시 저명인사 거주지의 공간적 분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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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148) 단위로 다시 묶어 보았다.1979년은 조사 대상자 2，014명 중 가장 분포가 많 

은 행정구는 용산구의 308명이며l 전체의 15.3%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서대문구 

가 284명으로 전체의 14.1 %, 성북구가 242명으로 전체의 12.0%, 관악구가 240명으 

로 전체의 11.9%, 강남구가 223명으로 전체의 11.1 %, 마포구가 199명으로 전체의 

9.9%, 영둥포구가 166명으로 전체의 8.2%, 종로구가 143명으로 전체의 7.1 %, 성동 

구가 126명으로 전체의 6.3%, 도봉구가 52명으로 전체의 2.6%, 중구가 31명으로 
전체의 1.5%, 동대문구와 강서구는 0명이었다. 

89년에는 조사 대상자 3，677명 중 가장 분포가 많은 행정구가 강남구이며/ 전체 

의 60.4%인 2，221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용산구가 285명으로 

전체의 7.8%, 영둥포구가 227명으로 전체의 6.2%, 성북구가 180명으로 전체의 

4.9%, 성동구가 178명으로 전체의 4.8%, 서대문구가 176명으로 전체의 4.8%, 강서 

구가 103명으로 전체의 2.8%, 종로구가 87명으로 전체의 2.4%, 마포구가 85명으로 
전체의 2.3%, 관악구가 76명으로 전체의 2.1%, 도봉구가 59명으로 전체의 1.6%, 

중구와 동대문구는 0명이었다. 89년의 분포는 79년에 비해 강남구149)에 전체의 

60%가 넘는 집중도를 보였다. 

80 

60 

6 40 
휴 

홈 

20 

주: 행정구는 79년 당시를 기준으로 하였음. 

자료: 박종윤， 2000, 앞의 논문에서 동단위 수치롤 행정구 단위로 재구성. 

〈그림 IV-29) 서울시 저명인사의 구별 분포(79 . 89년) 

변화: 1979-1999", p. 4) 
14끼 박정윤， 2000， “서울시 저명인사 거주지의 공간적 분포와 변화: 1979-1999", 고려대학 
교 지리교육과 석사논문. 

148) 행정구는 1979년올 기준으로 하였다. 
149) 89년의 강남 · 서초 • 송파 · 강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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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N-33) 중 79년의 분포를 보면l 신당 · 서교 · 연희 · 성북 · 상도 · 정롱 • 명 

륜 · 한남 · 북아현 · 수유통 동 주로 단독주택 우세 지역에서 저명인사의 분포가 

많지만l 여의도 · 이촌동 동 아파트 밀집 지역에도 분포가 많은 것올 볼 수 있다. 

그 당시는 행정구를 기준으로 /잘 사는 동너r를 인식하기보다는 t연희동에 잘 사는 

사람이 많이 산다I처럽 법정동과 같은 작은 지역을 단위로 /잘 사는 동네I를 인식 

하고 있었을 것이다， 89년에는 단독주택 우세지역보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지닌 

지역에서 유난히 분포가 많이 나타났다. 대규모 아파트 지역은 주로 강남구에 집 

중되어 있던 관계로 I강남구에 잘 사는 사람이 많이 산다I와 같이 큰 지역을 기준 

으로 I잘 사는 동네 l를 인식하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150) ， 

89년에 100명 이상의 분포를 나타낸 지역은 압구정동이 362명 l 서초동이 266명 l 

방배동이 255명 l 반포동이 250명 l 여의도동이 227명/ 대치동이 192명 l 잠실동이 

173명 l 이촌동이 145명/ 역삼동이 129명， 연회동이 127명 l 청담동이 111명 l 성북동 

이 108명 l 논현동이 104명 l 목동이 103명 l 삼성동이 100명 동 15개 법정동이며l 이 

중 9개 지역은 강남 · 서초구 관내에 있었다. 행정구 단위로 강남구 다음으로 많은 

용산구에서 분포가 많은 지역은 서빙고동이 78명 l 한남동이 62명의 2개 법정동이 

었다. 영동포구에서 저명인사가 분포하는 곳은 여의도동뿐이었다. 이처럼 강남구 

관내에 널리 저명인사가 분포한 것은 이 지역의 주택가격이 비썼다는 것과 맞물 

려서 /강남에는 부자들이 많이 산다I는 인식올 일반인에게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 

을 것이다. 

〈그림 N-30) 은 생활보호자수의 추이를 지역별로 정리한 것이다， 70-80년대 

를 통해 서울의 다른 지역에 비해 강남 · 서초 지역에서 적게 나타나고 있다. 아파 

트 점유율이 높은 강동 · 송파 지역/ 아파트 밀집 지역 상계동이 있는 도봉 · 노원 

구I 목동이 있는 강서 • 양천 지역은 강남 · 서초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생활보 

호자가 있었다. 

서울의 /잘 사는 동네’는 강남구만이 아니다. 그러나 강남 · 서초 지역은 i행정구I 

처럼 비교적 넓게 구분을 해도 i땅값이 비싼 지역 ll I잘 사는 사람이 많은 지역 

i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적은 지역; 즉 한 마디로 생활수준이 고른 지역으로 

인식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151) ， 법정동과 같은 작은 지역을 기준으로 하면 

15이 물론 같은 강남구 내에서도 더 잘 사는 동네와 그렇지 않는 동네가 존재하지만 여기 
서는 과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큰 지역 단위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올 의미한다. 

151) 80년대 초반에는 당시의 강남구 및 잠실지구와 강북 지역을 대비시켜 I강남은 가진 
자들이 몰려 강북에 사는 사람들이 강남에 질투를 느낄 정도i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 
였다 r현대주태 J 83년 9월호 특집 “강북은 버려진 땅인가”에 나온 글은 다음과 같다. 
’강남과 강북， 마치 서울을 두 조각 낼 것처럼 두 세력의 싸움이 대단하다. 한쪽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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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이촌·신당·서교·연회·성북·상도·정롱·명륜·한남·북아현·수유 

동 동도 I잘 사는 동네l이다. 그러나 이들 지역은 행정구과 같은 큰 지역을 기준으 

로 하면 같은 행정구 내의 다른 법정동과 같이 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강 

남 • 서초 지역과 같은 평가를 받기가 힘들다. 

〈표 IV-33) 동 별 저 명 인 사(1979'89년 ) 

(단위: 명) 

긴 ι‘:、

79년 89년 
I ιiE、

79년 89년 
:!‘’r‘-

79년 89년 
위 우| 위 

여의도 166 압구정 362 11 명 륜 70 청담 111 21 혜화 36 서빙고 78 
2 동작 140 서초 266 12 한남 68 λc:1， 특 -츠， 108 22 연 남 35 상도 76 
3 신사 140 방 삐삐 255 13 북아현 56 논훨 104 23 이태원 34 한남 62 
4 이 존 132 반포 250 14 -/A「、 T <>T 52 & 103 24 방빼 34 -/「‘ T C그T 59 
5 신당 126 여의도 227 15 반포 49 삼성 100 25 장위 33 신사 58 
6 서교 121 대치 192 16 후암 45 표~ ~그} 87 26 장충 31 ~ ξ E5 52 
7 연 희 118 자실 173 17 창천 43 JIf 포 87 27 삼선 31 잠원 50 
8 AC그f 특 -프’ 108 이촌 145 18 갈현 42 서교 85 28 흥은 29 홍은 49 
9 상도 71 역삼 129 19 녹번 39 가락 84 29 사당 29 도~ ζ r 49 
10 XE게j ξ E5 70 언 희 127 20 평창 37 광장 80 30 정파 29 신당 49 
주: 진하게 표시한 지역은 강남 • 서초구 관내임. 
자료: 박종윤， 2000， “서울시 저명인사 거주지의 공간적 분포의 변화"， p. 10. 26. 

50αm 

초 40αm 

;좀 
保 30，α)Q 

웰 

홈 20.1αm 
A 
를 10.1α)Q 

o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年 11

•• 0 ••• 월路·中 -→-를빼·흩原 -):-西大門·恩쭈 

-→-江西·빼)11-江南·瑞훌 ....... 江.'松波

자료: 서울특별시 r서울통계언보.JI , 각 연도. 

〈그림 IV-30) 지역별 생활보호자수 추이 (단우1: 명) 

발의 해머소리로， 다른 한쪽은 규제와 억제로 서로 상반된 길을 걸어온 한강의 이쪽과 

저쪽은 이제 57.7 대 42.6%라는 인구비율에서 보듯 그 세력이 팽팽하게 맞서 있다. 강 
남개발도 좋고， 인구 분산도 다 좋다. 문제는 언제부턴가 강남은 돈 많은 부자들이 사는 

곳이요， 강북은 강남으로 미처 옮기지 못한 서민들만이 사는 곳으로 인상 지워졌다는 

데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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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양성의 수용 

강남 · 서초 지역은 당시의 다른 서울의 t부촌l과 비교하여 규모가 컸다. 그렇다 

면 규모가 크다는 것이 지니고 있는 의의는 무엇인가? 

첫째I 강남 · 서초 지역에서 아파트 점유율이 높았지만I 여의도동 · 동부이촌동 · 

성북동 등 서울의 다른 i부촌I과 비교하면 주거유형이 다양하다. 

강남 · 서초 지역에는 서울의 다른 지역에 비해 중 · 대형 아파트I 넓은 단독주택 

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따라서 젊고/ 사회 ·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사람의 유입을 촉진시킬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이 지역에 고른 생활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살게 되었다. 

80년대까지 만해도 평범한 서민에게 아파트는 비싼 물건152)이었을 뿐더러 현재 

만를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 않았다153). 단독 주택을 선호하는 사람l 굳이 

아파트에서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도 다수 존재하였다. 당시 강남 · 서초 지 

역의 중심부는 주택가격이 비썼지만 /강남은 강남인데 외지고 싼 곳I이 있었기 때 

문에 마음을 먹으면 굳이 중심부의 비싼 아파트나 단독주택에 살지 않더라도 /강 

남l 지역의 주민이 되는 것이 가능했다. 

강남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I강남l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역성을 선호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아파트에서 살아야 

하는 여의도 지역이나 단독주택에 살아야 하는 성북동과 비교하면 다양한 연령/ 

다양한 취향올 지닌 사람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강 

남 · 서초 지역은 당시 서울의 다른 /부촌/에 비하면 선택의 여지가 있고 다양한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지역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성북동은 단독주택 우세지역이다. 굳이 호화로운 단독주택에서 살지 않아 

도 성북동의 주민이 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인식하는 i성북동 사 

람I이 되려면 호화로운 단독주택에 살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호화로운 

주태에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사회 · 청제적으로 상류층에 속한 극소수의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여의도의 경우는 어떠할까? 여의도 지역은 땅이 한정되어 있고/ 주거지역은 그 

중의 약 20%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80년대 초에 주거지역 개발이 마무리되고l 

152) 초기의 아파트는 단독주택에 비해 평균적으로 비싼 고급주택으로 공급되었다. (강인 
호 외， 1997， “우리나라 주거형식으로서 아파트의 일반화 요인 분석끼 p.11이 

153) 단독주태 거주자가 선호하는 주거유형에서 아파트가 단독주택을 상회하는 시기는 90 
년대 이후이다. 한편 아파트 거주자가 선호하는 주거유형에서 아파트가 단독주택을 상 
회하는 것은 80년대 중반 이후이다. (강인호 외， 1997， 앞의 논문， p.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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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포화상태가 되었다154). 또한 이 지역에는 아파트 외의 주거유형을 선택할 

여지가 없다. 작은 평수도 있었지만l 대다수는 중 · 대형이 차지하고 있었고， 70년 

대 말 -80년대 초 시기에 여의도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전국에서 최고 비싼 지역 

으로 알려져 있었다. 

둘째l 강남 · 서초 지역은 땅이 넓어 주거지역이 약 20년에 걸쳐서 점차적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인구 증가가 90년대까지 이어졌고155)， 끊임없이 새롭고 젊은 

사람이 들어와서 인구 구조가 고착화되는 속도도 느렸다. <표 N-34) 는 여의도 

및 동부이촌동과 강남구 잠원 및 일원동의 10-14세 및 15-19세 인구수/ 또한 이 

들 연령대 인구가 각 지역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표 IV - 34 ) 1 0 -14 및 15-19세 인구 점유율 

(단위: 상단= 명， 하단%) 

지역 짧듯 75 80 85 90 95 

10-14 
1,299 4,807 4,818 3,396 2.333 

여의도동 (10.96) (13.5) (13.57) (9.65) (7. 79) 
(면적: 약 8km') 

15-19 
1,479 4,409 5,215 5,128 3,058 

02.48) (1 1.9η (14.69) (14.57) oα27) 

10-14 
1,820 2,594 2,150 1,500 886 

드〈그드 1101 켠 L-듣드 〈그드 00.α (70.82) (9.57) (7.56) (6.58) 
(면적: 약2km') 

15-19 
2,431 2,674 2,425 2,056 1,026 

(13.36) (7 7.75) (70.73) (70.36) (7.62) 

10-14 
1,700 3,514 3,317 3,176 2,774 

잠원동 (8.74) (9.89) (70.89) (70.25) (8.3.딩 

(면적: 약3때，) 
15-19 

2,019 3,400 2,777 3,196 2,925 
(9.6기 (9.5기 (9.12) 00.32) (8.8) 

10-14 
260 279 852 2,902 10,205 

일원동 00.4η (70.3) (7 7.43) (12.87) (1 1.21) 
(면 적 : 약4.5km') 

15-19 
445 295 620 2,366 10,787 

(77.97) (9.77) (8.57) (70.49) (1 1.89) 
주: 상단은 동별 인구， 하단은 지역 내 총 인구 중 해당 연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임. 
자료: 인구센서스， 각 연도. 

여의도동은 75 . 80 . 85년에 10-14세 인구의 점유율이 높았고， 80 • 85 . 90년에 

15-19세 인구의 점유율이 높았다. 10-14세 인구의 점유율은 90년 이후， 15-19 

세 인구의 점유율은 95년 이후 급격히 감소되었다. 인구수 자체도 90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였다. 동부이촌동도 10-14 및 15-19세 인구 자체가 85년 이후 크게 감 

154) 여의도동의 
155) 강남 · 서초 

갔다. 

인구는 1981년에 38，264명을 기록한 다음 감소 추세에 들어갔다. 
지역의 총인구는 94년 984，626을 기록한 다음 95년부터 감소 추세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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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되었다. 이들 지역은 이미 80년에 지역 인구가 포화상태가 되었고 그 이후에 인 

구가 증가하지 않았다. 

한편 강남 · 서초 지역 안에는 여의도 · 동부이촌동 만한 규모의 지역이 여러 개 

존재하였고/ 약 20년에 걸쳐서 점차적으로 주거지역이 개발되었다. 잠원동은 주로 

70년대 후반-80년대 중반에 개발된 지역이며， 10-14세 인구는 80년대 후반 이후 

점차 감소되었다. 15-19세 인구도 90년대 이후 감소되었다. 그러나 80년대 중반 

에 개포 지역에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고， 80년대 말-90년대 초에 수 

서 · 일원 지역에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다. 따라서 강남 · 서초 지역 안의 작은 

지역의 인구 구성은 각각 다르며 l 고착화되는 경향을 지니고 있었지만/ 강남 · 서 

초 지역 전체의 인구 구성은 여의도나 동부이촌동 지역에 비교하면 고착화되는 

속도가 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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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V장 i강남8학군I 지역의 홉업 원언 

/강남8학군l 지역이 교육적 이유 때문에 선호되는 지역으로서 다른 지역보다 홉 

입력을 지니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i강남8학군l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막강한 홉입력을 지닐 수 있었던 것은 단지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학원 둥의 교육적 환경이 좋아서I라는 이유 

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 /교육적으로 선호되는 지역l이 형 

성된 배경 및 과정과/강남l이라는 장소성을 지니고 있는 지역이 형성된 배경 및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강남8학군l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매력을 지니고 있는 

이유는 i교육적으로 선호되는 지역l이면서r 동시에 I강남I이라는 장소성을 지니고 

있는 /부촌/이었기 때문에l 즉 이들 두 가지의 지역성이 결합되었다는 점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제1절 신중산충 성향의 보편성 

/교육적으로 선호되는 지역 I이면서/ 동시에 /강남I이라는 장소성을 지니고 있는 

I부촌I이면 왜 다른 지역보다 매력을 지닐 수 있는가? I강남8학군I 지역이 가지고 

있던 매력에 가장 민감한 사람은 누구였는가? 

1. 교육에 대한 투자 

일반적으로 근대화 · 산업화가 일어나면 계충구조가 변화하여l 농촌 출신이나 도 

시의 노동자 출신인 신중산충이 확대된다. 즉 세대내 및 세대간 직업 · 사회이동이 

활발해지면서 농촌이나 도시의 노동자 출신들이 신중산층이라는 새로운 계층을 

형성하게 된다. 이들이 신중산층이라는 지위를 획득하거나l 획득한 지위를 유지하 

기 위해서는 /교육l을 통한 학벌 획득이라는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1). 

1) . 화이트 칼라 계급의 가족에서 자녀교육이 가족 내 다른 문제보다도 더욱 중요시되는 
데 l 이것은 교육이 화이트 칼라의 계급재생산에 제일 조건이 된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당연한 결과이다. (김자혜 · 김미숙， 1990, “화이트 칼라 가족연구끼 p. 9이 
· 상급학교 진학은 중산계급의 지위획득 의욕의 촉진요인으로 매우 중요하다. (住住木
탱子， 2002， r戰前期女子高等敎育σ)量的據大過程J , p.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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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교육을 통해 한 번 좋은 학벌을 얻는 데 성공하면 그것올 바탕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능력과 사회적 인정은 쉽게 없어지지 않으며l 심지어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회적 지위의 획득과 획득된 지위 

를 유지하기 위해 학벌을 중요시하는 계충은 다른 계충보다 중산충에서 볼 수 있 

는 현상이다2). 

1960년대 이후 한국사회에서는 근대화 ·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계급구조가 변화 

되고y 직업 · 사회이동이 활발해졌다. 이 때 새로 동장한 신중산층이 자녀교육에 

관심을 기울이고/ 교육열이 고조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지방보다 교육적 

여건이 좋은 서울올 선호하는 것도I 가능하다면 자녀를 서울의 학교에 보내고 싶 

어하는 것도l 과외를 시켜서 명문중 · 고둥학교의 입시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주 

는 것도 대부분의 한국 학부모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심정이었다. 이와 같은 사 

회적 분위기 속에서 74년에 서울에서 고교평준화가 도입되고l 고교 배정이 거주지 

중심으로 바뀌게 되면서 자녀 대학입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방법을 찾고l 

가능하다면 그 방법을 시도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다시 말해 

고교 배정이 거주지 중심으로 바핍에 따라 명문고 주변， 여의도 지역/ 강남 지역 

동 t학군 좋다I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지역을 선호하거나l 그 지역에 거주지를 옮 

기려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2. 계충간 동질성의 표현 수단 

i강남l이라는 장소성올 지니는 지역에 대해 가장 매력을 느꼈던 계충도 신중산 

층이었다. 왜냐하면 신중산층이 다른 계충과 자신들을 구분할 때 소득구분뿐만 아 

니라 생활양식 · 소비행태3) • 주택4)의 동질성을 지니고 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었 

2) 관료 · 기술자 · 과학자 · 교육자 동의 중간충은 원래 상속 가능한 재산l 계승할 수 있는 
자본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자녀에게 교육적 기회l 구체적으로는 높은 학벌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해줌으로써 사회적으로 유리한 지위를 보장해주려 한다. 그들은 이 
와 같은 행위를 통해 자신과 자녀의 성공을 획득하곤 하였다. (Immanuel Wallerstein, 
1995, Historical Capitalism with Capitalist Civilization, 川北穩 譯， 1997， r史的 ~^T J.，. è 

Lτσ)資本主義J , 岩波書店. p. 113) 
3) 상이한 계급간의 사회경제적 불평동은 생활영역에서 소득격차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 
를 가져옹다. 소비생활에서 나타나는 각종 생활상의 편차는 계급간 소득불평동의 직접 
적 결과다. (백욱인， 1991, "계급 · 계충별 생활양식끼 p. 561.) 

4) . 세대내 이동과는 별개로 세대간 사회적 지위를 전수시키는 기제로서 주택이 갖는 의 
미는 크다. (홍두숭 · 김미회， 1988, “도시중산층의 생활양식: 주거생활을 중심으로"， p. 
507) 

- 169 -



기 때문이다5). 신중산충이 일반적으로 다른 계충들과 구별되기 위해서 그들만의 

뚜렷한 생활양식을 추구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으며6)， 그것은 구체적으로 주택 • 소 

비양태 • 여가활동 둥으로 나타난다. 

이 시기에 새로운 주거유형으로 동장한 아파트가 빠른 시일 내에 수용된 이유 

로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으며， 여러 이유 중에서 단독주택보다 생활이 편 

리하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였으리라 생각된다. 60년대 이후의 사회변화에 따라 과 

거의 대가족제가 쇠퇴하고 핵가족화가 진행되고/ 신중산충을 중심으로 전업주부가 

급증하였다. 핵가족에서 대부분의 기혼여성은 가사와 육아 둥올 모두 혼자 손으로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가사노동에 시간을 멀 투자하거나 생활의 편리성을 추구하 

는 것이 시대의 경향이 될 수밖에 없다. 새로 둥장한 주거유형인 아파트는 기존 

단독주택에 비해 생활상의 편리함을 추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 

기 때문에 특히 해가족의 젊을 세대를 중심으로 호웅을 얻게 되었다끼. 

소비 행태 측면에서도 i강남l 지역은 신중산층들에게 큰 매력을 지니고 있었다. 

정부의 강북 억제 정책으로 접객업소들이 대거 강남 · 서초 지역으로 이전해 온 

것도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그 외에도 이 지역에 구매력이 있는 계충8)이 대거 이 

· 화이트 칼라 계급의 가계상태가 경제적으로 중간층이라는 것올 분명히 밝혀주는 자 
료는 주택 소유상황과 부채상황이다. (김자혜 · 김미숙， 1990, "화이트 칼라 가족연구”l 
p. 92) 

5) . 중간계급의 동질성은 그들의 사회적 성격에서 찾아볼 수 있다. 중간계급의 사회적 의 
식은 여러 사회에서 비교적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중요한 특정은 개인주의 · 사회이동 
에 대한 열망 · 기회균둥주의 · 교육에 의한 실력주의 · 합리주의 · 개혁주의 둥이며l 한국 
의 중간계급도 이와 비슷한 경향올 갖는다. (구해근， 1991, “한국 중간계급연구의 이론 
적 · 방법론적 문제점끼 p. 151) 
• 중간계급의 자제들은 일정한 교육을 받았다고 중간계급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하나의 계급으로서 사회적으로 다른 계급과 구별되고l 실체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를 하 
나로 묶어주는 공통된 문화나 교양이 있어야 한다. (天野椰夫， 1992， r學歷η社會史J , 
p. 100) 
• 사회를 여러 계충으로 구분해도 각 계층이 그들이 사회적으로 공동체의식이 없으면 
구분할 의미가 없다. 중산충의 의의는 사회적인 동질의식 · 지위 · 생활양식 · 문화적 특 
성이다. (道重一郞， 1999, “英國中塵層σ)形成 ε 消費文化Ill r中塵層文化 k 近代J , 日本經

濟評論社， p. 77) 
6) 우리 나라의 중산충은 비교적 뚜렷한 그 나름대로의 생활세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생활수준이나 생활양식에서 중산충은 어떤 의미에 
서 계급적 독자성을 보이는 것 같다. (양춘， 2000, “한국사회의 중산층의 특성"， p. 189) 

끼 아파트의 선호요인은 공급 측과 소비자 측으로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다. 공급 측의 선 
호요인은 첫째I 국가가 정책적 효율성올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기업이 생산의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수요자 측의 선호요인은 t경제효율성생활편리성’l 
l사회심리성l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천현숙 · 윤정숙， 2001， r아파트 주거문화의 

진단과 대책 J , pp. 73-95) 
8) 서울에서 판매되는 외제차의 절반 이상이 팔리는 곳l 신사복 중 수백만원짜리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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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함으로써 새로 들어선 대형백화점 l 외식산업 둥의 상업시설l 미장원 · 피부과 · 

성형외과 동의 서비스시설은 그 수가 많을 뿐더러 질이나 서비스 면에서도 국내 

최첨단 수준을 자랑하고 있었다. 

이처럼 70-80년대에 새로 등장한 한국사회의 신중산층에게 자녀교육은 물론 

주거나 소비행태 측면에서도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y 계충간의 동질성을 확 

인할 수 있다는 점 9)에서 I강남8학군I 지역은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홉입력 

을 지닐 수 있었다고 본다. 물론 i강남8학군l 지역 외에도 여의도 • 목동 · 상계동 · 

잠실 · 분당 둥의 신시가지는 한국사회의 신중산층에게 충분히 매력 있는 거주지 

로 비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신시가지는 정부나 건설회사 등 공급주체들이 아파 

트 단지 중심의 신시가지를 건설하여 거주지 분화 구조를 강요했다는 측면도 없 

지 않아 있다. 그러나 한국 신중산충에게 적극적으로 이전할 만한 매력을 이들 지 

역이 지니고 있었고/ 또한 이들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시대적인 경향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제2철 다른 지역과의 차이점 

그렇다면 교육적으로 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신중산충을 중심으로 자신들만 

의 계급적 특징을 추구할 수 있는 지역이면 다 I강남8학군I 만한 홉인력을 지닐 

수 있을까? I강남I 지역 외에도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는 여의도 • 동부이촌동 동도 

있고l 목동 · 상계동 둥도 I학군이 좋은 동네I 중의 하나이다. 그렇다면 이들 지역 

보다 t강남8학군l 지역이 홉인력을 갖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단독주택 우세지역 

이면서 I부촌r이라 할 수 있는 성북동 · 평창동 · 연희동 · 한남동 · 동교동 · 상도동 

둥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많이 팔리는 곳이 강남 · 서초 지역이다. 그러다 보니 백화점 · 가전제품 · 수입품 · 위스 
키업체는 물론이고 패밀리 레스토랑 · 패스트푸드점 · 커피체인점 업체들까지 강남상권 
을 잡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한다. 백화점 매출자료를 보면 강남 · 서초권 주민들은 서 
울 인구의 9.1%에 불과하지만 서울지역 백화점 매출의 26.5%를 올리는 구매력을 과시 
하고 있다. (중앙일보， 2002-1-16.) 

9) 아파트는 표준화된 주거유형이며l 유사한 사회경제적 특성을 갖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였다. (천현숙 · 윤정숙， 2001， r아파트 주거문화의 진단과 대책 J , p.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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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의 규모 

I강남8학군I 지역처럼 /학군 좋은 동네/로서 크게 성공하려면 그 지역이 J잘 사 

는 사람이 많다I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잘 사는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범위가 넓어야 한다. 

넓어야 하는 이유는 고교학군의 범위가 廣域이기 때문이다. 1995년 당시 서울시 

에 고교 학군은 9개 l 행정구역은 17개 있었다. 즉 최소 1개/ 평균 2개 정도의 행정 

구에 걸쳐 학군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잘 사는 사람이 밀집되 

어 있는 J부촌r의 범위가 고교 학군의 범위에 비해 작으면 작을수록 학군의 이미 

지를 대표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여의도 지역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여의도가 속 

해 있는 고교7학군 지역을 대표할 수 없다. 영동포구의 전체 인구 중 여의도동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8.1%10)이다. 동부이촌동11)도 용산구를 대표할 수 없다. 

용산구의 전체 인구 중 동부이촌동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2.0%12)이다. 성북 

동도 성북구를 대표할 수 없고/ 고교1학군을 대표할 수 없다. 성북구 전체 인구 

중 성북1동13)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1 %14)이다. 

한편 강남 · 서초 지역 내에 I부촌I이라 인식되는 동네는 여러 개가 있다. 아파트 

점유율이 높다고 할 수 있는 지역 15)으로서 서초2.4동I 반포본동 및 1-3동l 신사 

동l 압구정1-2동l 청담1동/ 삼성1-2동/ 대치1-2동l 역삼2동l 도콕1-2동I 개포1-

3동/ 일원본동/ 수서동 둥16)의 22개 동이 있다. 22개 동의 총인구는 509，332명으로 

95년 당시 강남 · 서초 지역 총 44동 총인구의 51.7%1끼를 차지한다. 거기에 단독주 

택 우세지역인 방배동 · 서초동 · 논현동 · 압구정동 · 청담동 · 삼성동 둥에도 소위 

부유충들이 사는 집이 많이 있다. 지역 내에는 개발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세곡 · 내곡동 등도 있고/ 판자촌도 있고I 작은 평수의 아파트도 있고l 연립주택도 

있고l 반지하방도 있다. 그러나 이들 지역의 인구가 강남 · 서초 지역에서 차지하 

는 비율이 높지 않다. 즉 이들 지역이 강남 · 서초 지역올 대표하지 않는다. 게다 

가 같은 8학군인 강동 · 송파 지역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다는 점도 도움이 

10) 1995년도 수치 기준. 
11) 현재 행정구역상의 이촌1동 지역을 가리킨다. 
12) 1995년도 수치 기준. 
13) 성북1동과 2동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I부촌’ 이미지를 지닌 성북동은 성북1동쪽을 가리 

킨다. 

14) 1995년도 수치 기 준. 
15) I아파트 지구II 혹은 택지개발촉진법으로 인해 조성된 아파트 단지를 포함하는 지역. 

16) 1995년도 행정동 기준. 
17) 1995년도 수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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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i강남8학군I 지역의 경우 t부촌I의 범위가 넓은 관계로 진학률이 좋은 고교가 여 

러 개 있다. 따라서 굳이 1지망이 아니어도 2.3지망의 학교도 진학률이 좋을 가 

능성이 높다. 한편 여의도 지역에는 남자고둥학교 1개I 여자고둥학교가 1개만 있 

어 여의도에 거주하는 아이들은 그 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 따라서 여의도 내의 

고둥학교들은 학군이 좋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80년대 후반까지18)는 7학군 중에 

서 여의도 지역만 학군이 좋았을 뿐이다. 성북동 둥 다른 단독주택 밀집 지역도 

상황은 비슷하다. 

2. 지역 형성의 시기 

현재 서울에서 i학군이 좋다I는 이유로 선호되는 지역 중 비교적 넓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곳으로 양천구 목동 지역과 노원구 상계동 지역올 들 수 있다. 또 

한 강남 거주인구의 수요를 예측해서 규모가 큰 중 · 대형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조성된 경기도의 신도시 분당도 비평준화 때 I학군 좋은 동네’로 선호되었다. 그렇 

다면 이들 지역은 왜 I강남8학군I처럼 홉입력을 지닐 수 없었는가? 

i강남8학군I 지역은 여의도 지역이나 동부이촌동 지역과 비슷한 70-80년대시기 

에 한국사회의 신중산층이 모여 사는 주거지로 형성되었다. 이 시기에 학교 배정 

을 거주지 기준으로 정한 고교평준화제도 도입이 겹치게 되었다. 마침 70년대 

말-80년대 중반이라는 한국사회의 전환기자 고도성장기에 신중산층의 집거지가 

형성되고l 거주지 기준의 고교평준화가 실시되었다. 

분당 지역의 경우 90년대 이후에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미 홉인력이 있는 l강남8 

학군/ 지역의 폰재 때문에 강남 만한 힘을 발휘할 수 없었다. 현재도 t강남8학군I 

지역이 목동 · 상계동 · 분당 지역보다 강한 장소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이들 

지역보다 일찍 형성되어 이미 교육적으로도 교육 외적으로도 선호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18) 목동 신시가지가 형성되면서 목동 지역도 학군이 좋다고 선호되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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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3절 한국 사회 의 특수생 

다른 계충과 비교해서 신중산층이 자녀교육 투자를 열심히 하는 것도/ 신중산충 

끼리 교외 거주지에서 동질성을 지니면서 생활하는 경향을 지니는 것도/ 동양의 

근대화 후발국이자 학벌사회이라는 것도 한국과 일본은 비슷하다. 그러나 일본에 

는 I강남8학군/과 같이 교육적 이유 때문에 선호되는 지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일 

본에도 일류대학이 있고 산업화로 인해 계급구조가 바뀌면서 신중산층이 동장하 

였으며 I 그들이 모여 사는 교외주택지가 있다. 그런데 일본에는 왜 /강남8학군I 같 

은 지역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 이유는 첫째， 한국사회의 근대화가 일본의 근대화 

보다 더 급속하게 이루어졌다는 것/ 둘째 한국사회가 일본 사회보다 더 잦은 사회 

변동을 경험한 것과 관련이 있다. 

1. 급속한 근대화의 영향 

한국사회에서 근대화는 1960년 이후에 시작되었다. 즉 근대화의 후발국이었기 

때문에 사정이 아주 급했다. 따라서 서구 선진국에서 이미 형성되고 검증을 받은 

제도나 가치관을 수입하는 경향올 지니게 되었고I 그로 인해 과거와는 단절되는 

경향올 띄게 되었다. 근대화의 과정도 서구 선진국이 밟은 과정을 뛰어넘는 경우 

가 있었다. 또한 근대화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의 순서가 선진국과 달라지기도 하 

고r 선진국에서 띄엄띄엄 나타나는 현상들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양상을 보였다. 

이와 같은 압축성장은 근대화를 경험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i변화I에 익숙하게 만 

들었을 뿐만 아니었다. 사회가 급격히 변하면 사회의 구성원들은 한 번의 인생에 

서 여러 사회와 가치관을 경험하게 되며/ 그만큼 과거를 잘 아는 폰재라 할 수 있 

다. 한국 근대화가 접해야 했던 처지는 근대화에 소요된 시간이 한국보다 상대적 

으로 길었던 일본과 달랐으며l 이것이 결국은 현대 두 나라 사이에 다른 양상올 

낳게 한 한 원인이 되었다. 

한국사회의 급속한 근대화와 i강남8학군I 지역 형성과의 관련을 구체적으로 보 

자. 먼저 후발국이었기 때문에 학벌이 가지고 있는 힘이 더 컸다는 점이 I강남8학 

군I 형성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외에 선진국에서 바로 수입되어 

한국의 전통시대와 사뭇 다른 가치관으로 형성된 각종 제도나 문화 및 가치관의 

수용과 확산도 관련이 있었다. 예를 들어 핵가족화 • 전업주부화 · 개인주의화 · 합 

리화 · 주거유형이나 기능r 가전제품 면에서 편리성올 추구하는 가치관 둥이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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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된다. 후발국이기 때문에 상황 변화가 급하고l 더군다나 선진국의 사람들 

이 어떻게 사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진국이 이들 제도나 가치관을 확산시 

키는 데 걸린 시간보다 훨씬 짧은 기간 내에 이들이 침투해 갔다. 

근대화 과정이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은 한 사람의 인생에도 영향을 주었 

다. 즉 한 번의 인생에 여러 가치관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좋든 싫든 변화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변화되기 전의 과거를 잘 알고 

있다. 이처럼 과거를 잘 아는 세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자신의 어려웠던 시절l 못 

배웠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자녀만큼은 잘 됐으면 좋겠다l는 생각을 더욱더 강하 

게 갖게 되었다. 이것이 한국 학부모의 높은 교육열을 설명하는 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19). 

60년대 이후의 산업화로 인해 계충구조가 변화되면서 처음으로 신중산충들이 

대량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 때는 한국사회에서 계충구조가 잡혀 갈 때에 해당 

된다. 이와 시기를 같이 하여 신시가지 형성이 이루어지고y 고교평준화가 실시되 

었다. 동질성을 지닌 계충들이 모여 사는 공간이 만들어지고/ 고교평준화로 지역 

이 묶이는 것은 사회이동과 획득된 지위를 유지하는 데 학벌이 필수적인 상황에 

서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였다. 

70-80년대는 해방 이후 한국사회가 가장 고도로 성장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서울시의 학령기 인구가 해방 후 최고로 많았고l 강남 • 서초 지역에서 학령기 인 

구가 가장 많았다. 또한 중동교육이 확대되는 시기였고2이/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이 

확대되는 시기이며 21)， 주요 지방도시가 평준화 지역으로 변환된 시기였고l 시내 

소재의 과거 명문고가 외곽 지역으로 이전한 시기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짧은 

기간에 여러 현상들이 동시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알게 모르게 I강남8학군I 지역 

의 홉인력 형성에 가속도를 붙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19) 물론 과거에 못 배운 사랍이 배운 사람보다 더 자녀교육에 대한 욕구가 높다는 뜻은 
아니다. 교육은 사회 · 경제적 지위의 세대간 재생산에도 필수적이다. 

20) 한국의 중등교육은 해방 이후 1989년까지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 특히 70-85년 기간 
에 절정에 달했다. 80년대 이후 점차 포화상태가 되며， 80년대 후반 이후는 초등교육학 
령인구가 감소추세에 들어갔다. (김종철， 1991, “중동교육의 양적 성장과 성격， p. 1이 

21) 고등교육기관의 정원정책 시기는 1963-72년까지가 1차 정원 억제기， 1973-80년까지 
가 부분적 정원확대기， 1981-84년까지가 정원 확대기， 1985-90년까지가 2차 정원 억제 
기로 구분할 수 있으며， 70년대 말부터 80년대 중반까지가 가장 정원 증가율이 높은 시 
기라 할 수 있다(한국교육개발원， 1996， r국가 발전에서의 교육의 역할 분석 연구( 1 
)J , p. 202). 81년 이후에 갑자기 정원이 증가한 이유는 80년 7월 30일에 7.30교육개혁 

이 실시된 것과 관련이 있다. 개혁의 하나인 대학졸업정원제 도입으로 인해 81년도부터 
졸업정원의 30%가 더 입학하여 학생수가 불어났을 뿐 아니라 졸업정원 자체를 거의 두 
배로 늘렸다. (한국교육개발원， 1996, 같은 책， pp. 191-192) 

- 175 -



2. 잦은 사회변동의 영향 

사회변동은 과거와 그에 이어지는 시대의 연속성을 약하게 만들고l 과거와 다른 

새로운 것을 수용하지 않으면 시대에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을 제공한다. 사회변동 

이 자주 일어나면 그 사회구성원들은 i단절I에 대해 익숙해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일본사회와 비교하여 한국사회는 지난 100년 사이에 상대적으로 사회변동이 자 

주 일어났다. 개항 이후 식민지 지배 • 해방 · 분단 .6.25 . 군사독재와 60년대 이후 

의 급속한 근대화 둥 큰 사회변동을 여러 번 겪었다. 그 속에서 계충구조가 와해 

되고 새로운 계충구조를 잡지 못한 상태가 이어졌다. 따라서 60년대 이후의 산업 

화 · 공업화의 결과로 새로 나타나게 된 한국의 신중산층은/ 일본처 럼 계충구조가 

연속성을 지니고 있는 경우와 비교하면 개방성을 지니고 있었다. 즉 과거의 계충 

구조나 다른 계충에 구애를 덜 받고l 처음부터 그들만의 스타일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된 것이다. 또한 한 번의 인생에 여러 번의 사회변동을 겪는다는 

것은 사회구성원으로 하여금 i변화I에 익숙하게 만든다. 따라서 그들은 기회만 있 

으면 그것을 잡는 데 능숙해지고l 사회전체적 분위기도 활력을 지니게 된다. 

이처럼 잦은 사회변동은 사회구성원으로 하여금 l변화l에 익숙하게 만들고r 한 

사회는 시공간적 연속성보다는 단절성을 지니게 된다는 점에서 단점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잦은 사회변동은 한편으로 사회가 개방성을 지니게 되고l 배경 

없이 일을 시작할 수도 있고/ 새로 시작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는 장점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개방성이 있는 사회에서 사회구성원들은 가능성을 믿고I 도전해 보 

려는 사회적 심리를 지니게 된다. 

한국사회에서 지난 100년 사이에 사회변동이 자주 일어난 것과 i강남8학군I 지 

역의 형성과의 관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70-80년대를 중심으로 나타난 

신중산층은 한국사회의 계충구조가 해방 후 처음으로 잡혀 갈 때에 나타난 계층 

이었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 지위를 상승시키는 것/ 획득된 지위를 유지한다는 것 

에 의미를 두었다. 즉 한국사회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전통시대부터 계충구조가 

연속성을 지니고 있는 일본사회에서 나타난 신중산층의 경우와 할 수 있는 역할 

이 달랐다. 

일본사회는 근대화를 거치면서 전통시대의 계급구조가 크게 바뀌지 않고I 근대 

화가 시작된 지 50년 정도 지나고 나서 신중산충이 나타났다. 그 후 30-40년 지 

나서 교외에 신중산층이 모여 사는 거주지가 생기는 과정을 밟았다. 최고학벌의 

입학기회도 근대화 이후 현재까지 연속성을 지니고 있고/ 계층에 따른 주거지의 

분포도 연속성을 지니고 있다. 즉 일본 같이 상류층이 연속성을 지니고 있고 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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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이 있을 경우 신중산충은 한국사회만큼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한편 한국사회는 60년대 이후 불과 30-40년 사이에 동시 진행적으로 와해되던 

계충구조가 잡히고/ 신중산층이 나타났다. 또한 이들이 전통시대와 다른 새로운 

가치관과 생활양식올 가지고 주택을 선택할 수 있고/ 소비생활을 즐길 수 있는 외 

곽의 신시가지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신중산층은 일본사회에 비해 새 

로운 가치관이나 문화l 예를 들어서 아파트 문화l 서구화된 생활양식I 소비 양태 

동을 추구하고 확산시키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하면l 신중산층이 교육에 열심히 투자하거나I 그들만 

의 독자적인 생활양식을 추구하는 것이 한국사회에서 더 의의를 가질 수 있었다. 

일본사회에서는 신중산충이 자녀교육에 투자해서 신분상승을 도모하거나r 그들만 

의 독자적인 생활양식을 추구하고l 그것을 확대시킨다는 것 자체가 한국사회에서 

만큼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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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W장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현재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l 다른 나라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현상을 잡아서 I왜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원인과 과정을 

밝혀보고자 하는 문제의식을 토대로 시작되었다. 구체적으로 현대의 한국인이 교 

육 때문에 이사를 다니며l 교육적 이유 때문에 선호되는 지역이 따로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한국인이 교육 때문에 이사를 다니는 이유와 이사 가는 

지역으로서 /강남8학군I 지역이 왜 가장 유명하고l 다른 지역보다 홉입력이 있는지 

에 대해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먼저 한국사회에서 교육적으로 선호되는 지역이 생기게 된 배경 및 과정을 살 

펴보았다. 다음으로 I강남/이라는 장소성을 지닌 지역이 형성된 배경 및 과정을 살 

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의 지역성이 결합되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i강 

남8학군I 지역이 왜 다른 지역보다 큰 홉입력을 갖게 되었는지를 검토하였다. 아 

울러 이와 같은 지역이 동양의 근대화 후발국이자 학벌사회였던 일본에서는 나타 

나지 않았다는 점과 비교해 보았다. 그리고 한국에 i강남8학군I과 같은 지역이 형 

성된 이유에 대해서 I급속한 근대화I와 I잦은 사회변동으로 인한 단절에 대한 익숙 

함/이라는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각 장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m장에서는 교육적으로 선호되는 지역l 즉 한국사회에서 i학군 좋은 동네’를 인 

식하는 시각이 나타나게 된 배경 및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첫째l 한국사회에 처음부터 교육적으로 선호되는 지역y 즉 I학군 좋은 동네I가 

폰재했던 것은 아니다. 1960~70년대 중반까지 고교 소재지와 학생 거주지 사이에 

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당시 i명문고’라고 인식되고 있던 고교의 재학생 거주지 

는 대부분이 강북 지역이었고y 지방 출신 학생도 있었다. 

둘째I 1974년에 서울시에 고교평준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기폰의 소위 명문고 

는 대학입시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지 못해 전국 상위권에서 탈락하고/ 대입 성적 

이 우수한 새로운 학교가 나타나게 되었다. 같은 시기에 서울시의 고동학교 분포 

도 변화되었다. 외곽 지역이 개발되면서 시내 중심지에 있던 고동학교들이 이전하 

게 되었고I 새로운 학교가 신시가지에 생기기도 하였다. 강남 · 서초 지역에도 과 

거의 명문고가 이전하고/ 새로운 학교가 생겼다. 처음에는 강남 · 서초 지역의 학 

생만으로 이 지역 고동학교 정원을 충족시킬 수 없었고/ 강북 지역에 거주하는 학 

생이 강남 · 서초 지역 고등학교에 많이 다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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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l 고교평준화 도입 이후 면학 분위기가 좋고l 대입 성적이 우수한 고등학교 

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학교 주변에 거주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시각이 새로 나 

타나게 되었다. 서울에서 고교 배정이 완전 거주지 기준으로 바뀐 1980년 이후에 

는 학교 배정을 노려서 거주지이전을 시도하는 행태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특히 80년대 초 · 중반 이후 강남 · 서초 지역 고등학교의 대입 성적이 전 

국 상위권을 독점하게 됨에 따라 이 지역으로의 위장전입이 나타나게 되었다. 또 

한 학생수의 증가로 이 지역의 고교 정원을 초과하자 거주기간 하한제도가 적용 

되었다.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중반에 걸쳐 강남 · 서초 지역의 학령기 인구 점 

유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는데l 그 이유는 교육적 이유 때문에 이 지역으로 

이전해 온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다. 또한 서울 전체의 학령기 인구가 해방 후 가 

장 많았던 시기와/ 강남 · 서초 지역에서 학령기 인구의 비율이 가장 많았던 시기 

가 겹쳤던 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W장에서는 외곽신시가지 개발에 따라 소위 i강남l이라는 장소성을 지닌 대규모 

/부촌I 지역이 생기게 된 배경 및 과정을 살펴보았다. 

첫째l 현재 i강남I 지역이 지니고 있는 장소성은 1960년대 말 이후의 신중산충 

및 부유충의 입주를 겨냥한 정부의 강남개발을 계기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도시 

근교의 농촌에 지나지 않았던 이 지역은 정부의 계획에 따라 800만평을 넘는 넓 

은 토지에 /이상적인 주거지역이자 서울의 부도심적 역할을 지닌 신시가지I로서 

개발되었다. 이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중 · 대형 아파트 점유율이 높다는 특정을 

지닌다. 이러한 주거유형의 특성 때문에 초창기부터 이 지역으로 이전해 온 사람 

은 젊고/ 이 시대에 새로 등장한 신중산충/ 또는 부유층이 중심이었다. 80년 초반 

이 지역의 대표적인 주거유형/ 주민의 사회계층적 특징/ 평균적인 생활수준 퉁은 

서울의 다른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둘째， 현재 서울시 인구 중 강남 · 서초 지역의 점유율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 

다. 이 지역의 인구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시기는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 

반까지이며 l 이 시기의 인구증가율은 서울의 다른 지역에 비해 월둥히 높은 수준 

이었다. 이처럼 단기간에 높은 인구증가율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고밀도 공동 

주택인 고충 아파트의 대량 건설과 관련이 있다. 80년대 중반에는 한강이남 지역 

의 인구가 한강이북 지역의 인구와 비슷한 수준이 되었다. 또한 강북 억제 정책의 

영향으로 80년대 이후 강북에 집중되었던 각종 시설물이 들어섰다. 80년대 말 이 

후 강남 지역은 명실공히 서울의 부도심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게 되었다. 

셋째I 강남 지역은 시역 확장에 따라 1963년에 처음으로 서울시에 편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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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에 따른 인구증가로 75년에 현재의 강남 · 서초 · 강동 · 송파구를 포함한 

강남구가 설치되고， 79년에는 강동 · 송파 지역이 강동구로 분리되었다. 88년에는 

강남구에서 서초구/ 강동구에서 송파구가 분리되었다. 강남 • 서초 지역의 택지가 

격이 급상승한 원인은 60년대 말부터 시작된 토지 투기， 70년대 중반부터 성행한 

아파트 투기와 관련이 있으며， 80년대 초반에는 기존 강북 고급주택가의 택지가격 

을 능가하였다. 서울에는 주택가격이 비싸고 소위 /부촌’이라고 불리는 지역이 여 

러 곳 있었는데/ 그 중 강남 • 서초 지역의 고지가지대가 가장 밀집되어 있었다. 

즉 강남 · 서초 지역은 그 당시 서울의 다른 J부촌l과 비교해 볼 때 규모가 상당히 

컸다. 강남 · 서초 지역에 고지가지대가 넓게 분포되어 있었다는 것은 생활수준이 

높은 인구를 대량으로/ 고르게 수용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지역의 

규모가 컸기 때문에 다른 i부촌I 지역보다 주거유형도 다양하고f 상대적으로 다양 

성을 지닌 인구를 수용할 수 있었다. 

V장은 /강남8학군l 지역이 왜 다른 지역보다 교육적으로 큰 홉입력을 지닐 수 

있었는가에 대해 두 가지 지역성의 결합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즉 /교육적 

으로 선호되는 지역 l이면서 동시에 i부촌I이라는 장소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라 

는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나아가 /강남8학군I 같은 지역이 동양의 근대화 후발국이 

며l 학벌사회인 일본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한국에서 형성된 이유에 대해서 고 

찰하였다. 

첫째l 강남 · 서초 지역은 70-80년대 한국의 신중산층에게 매력적인 주거지역으 

로 받아들여졌다. 신중산층은 보편적으로 자녀교육에 대한 투자를 다른 계충보다 

열심히 한다. 또한 그들이 다른 계층과 구분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과시하기 위해 

비슷한 가치관 · 생활양식을 지닌 동질적인 계충끼리 모여 사는 것을 선호한다. 이 

런 맥락으로 볼 때 강남 · 여의도 · 동부이촌동 · 목동 · 분당 둥의 지역은 교육적으 

로도 교육 외적으로도 신중산층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신중산 

층에게 선호되었다. 

둘째/강남8학군I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큰 홉입력을 지닐 수 있었던 이유는 지 

역의 t규모I와 지역이 형성된 /시기 I라는 측면에서 다른 지역보다 유리했기 때문이 

다. 고교 학군의 범위는 최소 1개 이상의 행정구 크기에 해당된다. 따라서 t부촌I 

이 학군을 대표하려면 규모가 크면 클수록 유리하며/ 작으면 작을수록 학군을 대 

표하는 데 불리하다강남l 지역은 하나의 부촌으로서 규모가 컸으며/ 면학 분위 

기가 좋고 우수한 대학입시 성적을 나타내어 선호되는 학교가 같은 학군 내에 여 

러 개 있었다. 이에 따라 선호되는 학교에 배정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다른 I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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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i에 비해 높았다. 반면에 여의도나 동부이촌동보다 규모가 큰 목동 · 상계동 · 분 

당 둥은 이미 /강남8학군’ 지역이 i학군이 좋다I는 장소성을 획득한 다음에 형성되 

었다. 이러한 시기적 차이 때문에 이들 지역은 /강남8학군l처럽 강한 장소성을 지 

니는 데 불리하였다. 

셋째l 다른 계충과 비교해서 신중산층이 자녀교육 투자를 열심히 한다는 점/ 신 

중산충끼리 교외 거주지에서 동질성을 지니면서 생활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은 일본도 비슷하다. 그러나 한국처럼 학벌과 신중산층의 교외거주지가 결합되 

어 I강남8학군l과 같은 지역이 형성되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두 나라 사이에 l근 

대화의 속도I와 l사회변동의 경험/의 측면에서 나타난 차이로부터 찾을 수 있다. 

즉 I강남8학군I 지역은 계충구조의 재형성과 신중산충의 동장/ 신중산충 집거지로 

서의 교외 신시가지 형성l 거주지 기준으로 학교배정을 하는 고교평준화 실시를 

비롯해 서울시와 강남 · 서초 지역에서 해방 후 최고의 학령기 인구， 중동교육 확 

대/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확대， 주요 지방도시의 평준화 도입 I 시내 소재 과거 명 

문고의 외곽 지역 이전 둥이 동시에 나타났기 때문에 형성된 산물이었다. 또한 지 

난 100년은 잦은 사회변동으로 인해 계충구조가 잡혀 있지 않았고f 수직적 사회이 

동과 직업이동의 가능성이 열려 있었다. 따라서 한국 신중산층이 자녀교육에 투자 

를 하거나 다른 계충과 구별되는 가치관이나 생활양식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개 

인이나 사회에 큰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계충구 

조의 역사적 단절성이 별로 없었으며/ 사회변동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따 

라 신중산충이 자녀교육에 대한 투자를 하거나 다른 계층과 구별되는 가치관이나 

생활양식을 추구하는 것 자체에 한국만큼 큰 의미가 없었다. 

이상， 현대 한국사회에서 교육적 이유 때문에 선호되는 지역이 따로 존재하는 

이유/ 교육 때문에 선호되는 지역으로서 /강남8학군I 지역이 가장 유명하고l 다른 

지역보다 큰 홉입력을 갖고 있는 이유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강남8학군I 지역이 형성되기 이전에도 한국에서는 원래 농어촌보다 도시 l 지방 

도시보다 서울이 교육적으로 선호되고 있었다. 그러나 t학군이 좋은 동네’라는 시 

각이 나타나게 된 것은 고교평준화제도 도입 이후의 일이다. 고교평준화로 인해 

거주지역이 학교 배정을 좌우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선호되는 고교 배정을 받으 

려면 그 학교 주변에 거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학교 배정을 노련 

전입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80년대 초반에는 여의도와 강남 지역올 비롯한 몇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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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정 학교 주변이 선호되었다. 

다른 지역에 비해 I강남8학군l 지역이 유난히 홉입력올 지니고 있는 이유는 첫 

째f 여의도 · 동부이촌동 · 성북동 · 연희동 동 다른 /부촌I과 비교해서 규모가 컸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고등학교의 학군은 최소 1개 이상의 행정구에 걸쳐 있다. 따 

라서 I부촌l의 규모가 크면 일반적으로 선호되는 학교 배정을 받을 수 있는 확률 

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I학군이 좋은 동네I로 인식되고 있는 목동 · 상계 

동 · 분당 둥도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서 비교적 생활수준이 고른 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며l 규모도 크다. 그러나 /강남8학군I보다 나중에 형성되었기 때문에 8학군 만 

한 홉입력을 지닐 수 없었다. 

둘째/강남8학군I 지역은 교육적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도 당시 한 

국의 신중산충을 대거 유입시키는 데 충분한 매력을 지니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주거나 소비행태 둥 생활양식 면에서 유사한 계충끼리 모여 공동체를 이루어 살 

수 있었다. 신중산층에게 강남 • 서초 지역은 자신들을 다른 계충과 구분하기 위해 

필요한 계충 동질성을 제공해주는 주거지역이었다고 할 수 있다. 

같은 동양의 근대화 후발국이자 학벌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에는 교육적으로 

선호되는 지역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에 그런 지역이 한국에 존재하는 이 

유는 i한국인의 교육열이 높아서’/부촌을 학군제라는 경계선으로 묶었기 때문I과 

같은 사고의 틀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먼저 한국사회에서 교육 때문에 선호되는 지역이 따로 존재하고I 그런 지역에 

실제로 이사간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심리로 받아들어지고 있는 현상은 한국사 

회가 경험한 I급속한 근대화l와 관련이 있다. 특히 1970-80년대가 한국사회의 큰 

전환기였다는 점이 중요하다. 계충구조의 재형성과 신중산충의 동장l 신중산충의 

집거지로서의 교외 신시가지 형성l 거주지 기준으로 학교배정을 하는 고교평준화 

가 거의 동시적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이 시기는 서울시의 학령기 인구와 강 

남 · 서초 지역의 학령기 인구가 해방 후 가장 많았고I 중동교육이 확대되었으며l 

고둥교육기관의 진학률도 높아졌고l 주요 지방도시가 평준화 지역으로 변환되었으 

며 l 시내 소재의 과거 명문고가 외곽 지역으로 이전하였다. 근대화가 급속하게 진 

행되었기 때문에 이들 현상은 분리되어 나타나지 않고l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 

다. 이것은 I강남8학군I 지역을 교육적으로도 교육 외적으로도 압도적인 선호도를 

지닌 지역으로 만드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급속한 근대화는 한국사회에서 자녀교육에 대한 강한 투자 욕구를 형성시키는 

데도 영향을 미쳤다. 이것은 후발 효과l 즉 급속한 근대화를 경험한 나라는 서구 

선진국처럼 긴 시간에 걸쳐서 근대화를 경험한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학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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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구가 강하다는 논리로도 설명 가능하다. 그 외에 1970-80년대 당시 한국사회의 

기성 세대가 사회변동을 자주 경험했고 어려웠던 과거를 몸소 알고 있던 세대였 

다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기성 세대는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에 속해 있던 

사람이 고학을 해서 크게 성공한 모습을 직접 보아 알고 있었다. 또한 언제 변할 

지 모르는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교육이 필수적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그 

들은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알고 있는 세대이기도 했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이 현 

재 잘 사는 것도 중요했지만/ 자신들이 어려운 경험을 겪어야 했던 만큼 앞으로 

자녀만큼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다. 

한국사회에서 교육 때문에 선호되는 지역이 따로 존재하고l 그런 지역에 실제로 

이사간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심리로 받아들어지고 있는 현상은 한국사회가 지 

난 100년 동안에 t잦은 사회변동I을 경험했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즉 1970-80년 

대는 계급구조가 최근 100년 사이에 처음으로 체계화될 때였기 때문에l 수직적 사 

회이동과 직업이동의 가능성이 열려 있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계층에서 수직적 사 

회이동과 직업이동에 대한 욕구가 강했다. 사회이동과 직업이동은 교육을 통해 이 

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신중산층은 다른 계충보다 교육열이 높 

았다. 일본처럽 전통시대에서 근대로 들어서면서 계급구조가 상대적으로 연속성을 

지니며 고착화되어 있던 경우와 달리， 70-80년대 한국에서는 교육을 통한 지위 

상승을 쉽게 기대할 수 있었다. 특히 이 시기 한국사회에서 최초로 나타나게 된 

신중산층에게 그들의 새로운 가치관과 생활양식을 추구하고 확장시켜 나가는 것 

은 큰 의의가 있었다. 교육적으로도 교육 외적으로도 신중산충들의 욕구를 만족시 

켜 주는 /강남8학군l 지역에 유입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시대의 흐름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남들보다 앞서가려고 하는 도전정신이 강한 부류에 속했다고 생각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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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aking of Most Preferred '8th School District' of 

Gang-nam, Seoul, Korea 
- A Case Study of Place Identity formation -

OGINO, Chihiro 

Department of Geography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pproaches a 'uniquely' Korean experience with the aim of 

understanding why this experience is uniquely Korean. This study focuses 

on a special phenomena of domestic residential migration for the purposes 

of obtaining a better educational environment, and in particular, examines 

the migration to the so-called '8th School District of Gang-na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how the '8th School District' acquired 

the exclusive status of 'the best school district.' 

In chapter two, the research perspective is presented. In chapter three, 
the emergence of the preferred school district is analysed. In chapter four, 
the development of 'Gang-nam' (a term that literally means 'South of the 

Han River') as a new middle class residential area is explained. In chapter 

five, the acquisition of the national status as 'the-place-to-live', which 

characterises the '8th School District of Gang-nam' is explained. Special 

attention is paid to how the images of 'wealth' and 'better education' 

combined to assign the special status to this place. Additionally, the 

reasons why equivalent regions like 'Gang-nam 8th School District' did not 

emerge in Japan are exa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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πl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As there was no relationship between the place of high school and 

the place for residence from 1960' s to mid of 1970' s, the localized 

educational village did not exist. The viewpoint that it is advantageous to 

live in neighborhood of a good school in order to gain admission to that 

school did not appear until the 'even high school policy' ~as passed in 

1974. The residential migration began when the rules for admission to a 

good school began to be based on the location of residence. The first 

condition for admission to university are the results of a standardised 

examination. After the mid 1980's, Gang-nam and Seocho became areas 

known to have high educational resources in their local schools. Many 

counterfeit immigrations began to take place and new regulations stipulated 

a minimum residence period for admission to local schools. From the mid 

1980's to the mid 1990's, the portion of students educated in Gang-nam 

and Seocho was high compared with other places. It is due to good 

conditions for education that many people are seeking high school 

education in this area. 

2. Recently, the character of Gang-nam has been shaped by the 

migration of middle and upper income residents since the end of 1960's. 

The quality of life of residents in Gang-nam is higher than any other place 

in Seoul. The population of this area expanded from the end of 1970’s to 

the beginning of 1980's and the rate of growth was much faster than any 

other place in Seoul. The beginning of the 1980's was the period that the 

real estate prices in Gang-nam surpassed that of Gang-buk (literally 'north 

of the Han River') place. Gang-nam and Seocho area could accommodate a 

large population with a high quality of life because the price of real estate 

became higher and only wealthier families could migrate there. The size of 

the area is large enough that it does accommodate diverse groups of 

people. The development of real estate and other activities in Gang-nam 

area from the mid -1980’s has given it a status of subcenter of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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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ecause Gang-nam and Seocho area had educational and qualiη of 

life merits, it became known as an attractive place for middle class 

Koreans in 1970's-1980's. The novel middle classes invested more money in 

the education of their children than other classes and favored living in 

communities that shared this viewpoint. At this point, the places such as: 

Gang-nam, Yeouido, Dongbu-ichon-dong, Mok-dong, Bundang which met 

the need of novel middle classes for education and other amenities were 

clear1y favored. The reason that Gang-nam 8th school district is more 

attractive than other places is a matter of scale and histoη. Because the 

high school educational district contains at least one administrative 

province, it is advantageous that the scale of the administrative area and 

that of educational province is the same. 

Gang-nam 8th school district has many favorable schools due to its 

large area. The possibi1ity to be admitted to a school in that area is higher 

than other places such as Yeouido and Dongbu-ichon-dong. Now, places 

such as: Mok-dong, Sanggye-dong and Bundang are accepted as good 

places for education. Gang-nam 8th school district is the product of several 

simultaneous happenings such as: the reconstruction of class, the 

appearance of novel middle classes, the forming of a suburban new village, 
the even high school policy, the increased levels of education among the 

population, the expansion of high school education, the increase in the 

ratio which advances to upper education, the acceptance of even high 

school policy in other cities, and the movement of a nice high schools to 

places outside of Seoul. Because the social class system was not fixed, and 

the possibilities for vertical social movement and job movement were open, 
it was possible for novel middle classes to invest in the education of their 

chi1dren 없ld to endeavor to enact new customs of life 따ld culture, distinct 

from other class groups. The middle classes in Japan endeavor to invest in 

the education of their chi1dren and have intentions to maintain the existing 

homogeneity. But, this prevents the Japanese attitudes of the middle class 

from seeking new viewpoints on life and culture, prohibiting new 

distinctions on these lines. Class has a continuity in Japan which is not 

comparable to the discontinuities of class in Korea. Consequently, the 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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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modemization and the differences in the experiences with social 

movements create these divergent phenomena. 

Key Word Gang-nam, 8th school district, place identity, place preference, 
placelessness, apartment, novel middle classes, even high school 

policy, social mobility, residential migration, investment in 

education, academic privileges 

Student Identification Number: 99208 - 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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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 約

y φ/ν 『江南 8 쏠群』 地域φ成 P 立i:J
-樓所形成φ際~;:見~t1ε 『韓固 ~L 흔~ -

族野 千尋

y φ/ν大켈슨校地理켈슨科 

本橋따、 現在韓固T따f는원-t< 接*ε :.~ 센出來정 힌、 他m固 -c:，호稱~::見 Q:' ε tß出束

7상 U 、現象~::注目 L 、 「何故깐0)J:: ?7양現象힘起혼 5 δφ져~? J ~ It、 5 疑問~::基ι3 혼、 깐m 

原因 ε過程훈明 5 져~~::L-J::? ε*ε試까카τ:&>ε 。 具#的~::、 現代φ韓固人힘 「子供φ敎育」

εu 、 5 明確1않덤的φ$ ε 、 엽家φ所有 ε 따無開係、~::、 一時的、 t L- < ，호￥↑巨久的~::引/그越 
L 칭~-t정 εu 、?:.~(:、 彼 5 힘련 |ιj越 L 훈 L- t~~~ ε 「敎育的κ好충n.죠地域J ~ It、 5t o)

힘、 yφ/ν市內~:: t 地方都市~:: t多數存在녕→εεu 、? :. ~ ~::注텀 L- t~ 。 깐 Lτ 、 韓固A~~

「子供φ敎育」 창目的~::引?越 L훈*δ理由￡、 引'0越 L 창-t Q 地域~L-τ'/ r) Jνφ 「江

南 8 좋群」 地域힘、 最 t有名、 ~~'0他φ 「敎育的~::好옮hε地域J J:: ~t吸引力훈持。τ 

L 、 ε理由 훈明 5 지~~:: -t ε :.~ 창本橋φ 덤 的 ε L- t~ 。

놓 T、 H 章κ;섣 U 、 τ 「江南 8 字群J ~;:開캉δ많存冊究φ限界훈克服캉정 ε 同時，;:、 日本τ、

따見c:， n7않 U 、~~韓固T、따見c:， nε現象η特珠性훈說明T、혼￡本冊究m分析φ排組까*창提 

示*ε。tj( ~::、 m 章~::원 U 、τ韓固*土슴T、 「敎育的~::好농 n깅地域」 εu 、 5tφ~~現n1는背 

景 ε 過程~::'01t 、℃考察 L- t~ 。 次 ~::IV章~::힘 L 、τ '.J r) Jν0)졌外住~地域開짧~:: J:: 。 τ大規模

7상 「富村(=富格層힘住합高級住~地)J 、 ι3 、놓 ” 韓圖~:: jö It、 τ 「江南(=Gang - nam、 漢江φ南 ε

ν5 意味)J ~ν5 場所0) 7 -1’ f、ν7 -1 7 -1훈 t '0地域젠形成흔 nt~背景、 及v過程창考察 

L- t~ 。 最後~:: V章T、子供φ敎育O) t~ l'J이:好호nε 「江南 8 렇群」 地域힘、 何故{也φ地域J::

VJt吸引거훈持~5Qφ~~~:: '01t、 T 、 「敎育的~::好호hε地域」 τ:&>Q ξ 同時~:: r江南j

εu 、 5 場所φ7 -1’ Fν7 -1 7 -1 창持'0 r富村J -C、&> '0 t~ t~ 'fI) 、 녕← 7농 b~二'0 (η地域7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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ν7 -1 7 -1 φ結合 ε 見 7양T觀J텀tJ~G 換討L- t:: 。 흔 G':: 、 「江南 8 좋群J (1)J::? 7양地域힘同 

U東7갖7(1)近代化後짧固간 ëb ~ 7양iJ~ G 、 좋關*土육t~ ε 言;t ε 日本T、따見 Gtu양 L 、理由，:: 

/기、℃檢討L- t:: 。 冊究結果따次φ通~-C、 ëbQ 。 

1. 1970 年代m中煩옮T、따、 韓固，:: t高校入試힘存在L- t:: o J::。 τ 、 高校φ所在地 ε

字生σ〕居住地m間，::特別 7농開係따7상 < 、 핍然m結果 ε Lτ 「좋群힘優秀 7농地域J t 

存在 L- 7쌓 tJ~ -':) t:: o r子供힘大字進후率(1)l;、 u 、高校φ劃 ” 띔 τ 전~ t G ? t::~이다호준m 
高校φ깐 t:n::住所장置<:. ε 힘有쭈Ij-C ëbε 」 ε L 、 5 規l함iJ~現n.δ J:: ? ,:: 7노-':) t:: (1) 따、 

74 年 '.J r) !ν市':::ß v 、 τ 「高校標準化(=一定m字力훈持"":)生徒ι%tL-、 字校:::: ~ (J)入뚱試 

驗η成績κ J: GT、 居住地송基準f;:字쯤ß內 (J)普通科高校φ홈IJ IJ 펌 T 장行 5 制度。 公私(J) ßJ}IJ

따 7상 L 、。 )J 制度힘導入흔 nt::後φ話τ、&정。 特，::、 Y φ/씨:힘 U 、τ高校m害IJ 'J 띔 τ 

힘完全，::居住地，::準발ε : ε ε 7상 ι~ t:: 80 年度以降、 特定m高校害IJ 'J 띔 τ 칭~~且σt 

住居移動行鳥힘急激，::增加L- t:: o v 、t> ~φ 정 rA氣高」 φ第一m총件따、 大字進좋率φ 

良흔，:: ëbε ￡言;t ε 。 從。'"( 80 年代初頭t，pG 中煩以降、 rA氣高」힘極度，::集中* 

ε : ε ,:: ì상。 t江南·瑞草地域따、 갚품敵期m子供찾持"':)親達，:: ε 。 τ非常，::廳力φ
& ε 地域 ε 싸 7상 흔 n、 :'(1)地域/、m正常1양形η住居移乾따 t~ðlvφ : ε 、 「關裝

乾入(=多 <(J)場合、 案際 f;: 따居住날밤1;:깐φ地域在{主 (J)親藏용知)、(J)~居A~v 、 5 形-c‘住民

票m現住所훈裵更 L 、 깐m地域φ住民간￡ε : ε 장裝 5 行寫)J 힘水面下τ、行:bht;: '? 、

江南·瑞草地域m高校，::휠IJ 'J 띔'"( ，::必要찮最低限m居住期間훈定ti) t;: r居住期間下

限制度J iJ~案施흔 nt;: 'J T강{풍 t't~、。 f느。 80 年代中煩ψG 90 年代中煩φ江南·瑞

草地域m字敵期A 口 φ 古有率따、 他(1)地域，::比서τ高 tJ ~-':)1는。 깐φ理由따、 子供m

敎育 ε u 、 5 明確 7상 텀 的훈持。，"(:'(1)地域，::住居移乾 L- t::À 口 센增加 L- t;: t;: ti) -C、 t

&정센、 :'(1)時期따偶然，:: t 、 韓固，::힘 It 강풍顧期人口(1) e
O

'-7 期、 江南·瑞草地

域，::힘 It 정字敵期A 口 (1) e
O

-7 期 ε 重찮 ” 合/그 '"(v 、t 。 

2. 現在 「江南」 地域힌持。τνε場所φ7 -1’ f、 ν7 -1 7 -1따、 1960 年代末以降、 新

中間層힘J:: V富格層m入居칭~~且 ι~ t:: 政府，:: J::강江南開짧事業훈횟機，::形成흔 n始 

ti) t:: ε 言;t ε 。 80 年代φ初 ti) ，::따、 :φ地域(1):f.士승階層的基盤힘作 Gnt;: è v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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ε 힘、 中 • 大型(J)'7 ν~ 크 ν(=Apart)훈中心~ L- t;:住居類型、 住民(J)ft육階層的特 

性、 平均的혈生活 ν서/ν等따、 띔 時 '/ r) Jνm他φ地域 ε 比^τa:1뀔l 的~;:高지~"'? t;: 。

:'(J)地域m人口따、 特~;: 70 年代後￥ψ680 年代前￥時期~;:大福~;:增加L- t;:tß 、 : 

m期間(J)A口增加率따 Y φ/νm他φ地域 ε 比서a:倒的~;:高지~ .... 그 tε 言.:t ε 。 江南·

瑞草地域φ毛地細格따、 土地及댄?νν 크 ν投機훈햇機{:;急購 L 、 80 年代初頭~;:

따、 지~0τ (J)'/ φ/ν市中心部~;: ibε高級住흰街m毛地{面格창上回"'? t;: 。 江南·瑞草

地域따、 '/ r) Jνφ他(J) r富村J ~;:比시面積힘店〈、 高地{面地帶힘J!<分布 Lτν t;: 

(J)-간、 生活 νι'Jνm高U 、人口찰大量~;:1&容*ε: ε 헨可能T、 ib "'? t;: 。 一方、 地域φ

規模센大혼 L 、:. ~ ~;: J: ~ 、 他(J) r富村J ~;:比시장 ￡相%t的~;:多橫 7상性向훈持0A 口 

훈1&:容*ε : ε 센可能T、 ib "'? t;:o r江南」地域~;:힘남 Q場所7 -1’ F、 ν7-{7-{ φ基盤

따 80 年代σ〕中煩옮칸~;:形成흔h、 ξh以降따名案~ t~;: '/ r) Jνm몹'J都心~L-τ (J) 

地位창確立L- t;: ~ v 、껴:. J: ?。

3. 江南·瑞草地域따 70--80 年代훈通 Uτ韓固*土육φ新中間層~;:蘇力 (J) ibQ住흰地 ε 

受 ~t入h6h깅 J: ? ~;: 7상。 t;: 。 新中間層따他φ階層~;:比서相#的~;:子供m敎育~;:熱 

心T、 ib~ 、 他 (J)~뽑層 ~，土異 ft. Q ~ v 、 ?:.~ 창 업 6認、識 L 、 他， ，;:知 6 L- 6ò Q t;: 6ò ~;:、

似 t;: J: ? ft. 1面{直觀 • 生活X 갖 4’ /ν창持?同質的7양集r.n::、~，;:集中 L-""C幕 6T (J) 창好 

tdl몇向 j펀휠L 、。:'(J)J: ?7양1m絡t，p6 、 敎育面T、 b 、 깐h以外m面T、 k 、 新中間層m

要求창潤t;: L- τ <hε k 考.:t 6h깅江南·瑞草地域훈따 C 6ò、 &훗島 • 東部二村洞 • 

木洞 • 益庸等φ新興住흰地따、 新中間屬ψ5好옮 ht;:φ -C:~증。 φ J:: ? 7상住毛地 

m中T、、 特，;: r江南 8 렇群」地域젠彈L、吸引力훈持。 τu 、 ε理由따、 地域m規模 k 地

域形成m時期φ違U 、 t，p6說明TQ:' ~ tJ~出來정。 高校좋群m範閒따、 最低一ι3以上

φ行政E창含합t;: 6ò, r 富村」 ε 字群m大혼 흔 센等 L- v 、 ~thtC r富村」 힘풍群창代 

表캉ε (J) ，.:.有利 t-!.、 ε 言소걷50 r江南 8 좋群」地域따、 他(J) r富村J J: ~規模센大혼 L 、 t;: 

φ 、 뺑갚품~;:打"t:>~t?環境센整"'? t;: 、 大좋進좋率m高L 、 rA氣高」젠自然￡集中융-ε: 

ε~;: 7상 ε。J:。 τ 、 俠훗島추東部二村洞等、 字群￡ φ規模m差힘大혼〈、 좋群장代 

表T정~;:至 6 ft. v 、地域，;:比서τ 、 rA氣高J ~;:휠PJ 띔 tε確率힘高L 、 ~v 、 5 認、識힘定 

養*ε:. ~ ~;: 7양/그 t;:o i. t;: 、 現在 「좋群힘優秀 7농地域」 ε 考껴:.6hτL 、 ε木洞 •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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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꽃洞 • 益庸等따、 「江南 8 字群」地域센場所φ7 -1’ fνT~ 중 4 창確立 L- t~後~;:形成 

흔 nt~t~ "th 、 「江南 8 좋群H풍 E彈力 7양場所φ7 -1’ FνT~T~ 창獲得캉ε : ε 힘出 
束 7농지)0t~。 

「江南 8 字群」地域따、 韓固*土씀φ急速7양ili:代化η影響훈受 ~t 、 階層構造再構藥、

新中間層φ登場、 新中間層φ集居地 ε L-'"(O)했外新興住~地φ造成、 居住地基準m

렇校홈rpJ 띔 T창行 5 高校標準化案施、 韓圍及v江南·瑞草地域~;:원 ~t 정字敵期A 口 

t:
O

，-깃、 中等數育站大、 高等敎育機開進렇率φ뾰大、 主要地方都市~;:원 ~t 킹高校標 

準化案施(=地方名門校m훌退)、 '.J r) }ν市中心部所在名門校φ했外地域移乾等센、 同

時多짧的~;:起:. ":) t~:. ~ κ J: VJ 形成흔 nt~塵物얀~Q 。 농 t 、 韓固T따過去 100 

年間、 *土슴裵動7)~ L- ri L- 'i짧生L- t~ t~ "th 、 階層構造젠定옳 5밤、 *士슴移動용職業移 

動/、m可能性센開zpnτu 、 t~o J: 。 τ 、 新中間層힘子供φ敎育~;:熱心~;:投資 L- t~ VJ 、

階層 :ε m同質性훈維持 L캉힘 5 、 他φ階層 k 따異tJ: Q1面{直觀용生1톰Ã 갖 4’ /ν훈 j뭘 

及 L- t~ VJ Tε :'e: 핍1*~;:、 大혼 7농{面{直훈見出융-: ε 힘可能t:.、。 t~o t t.J δ/ν 日本φ

新中間層젠、 韓固同橫子供m數育~;:開心힘高 < 、 階層m同質性훈維持 L찮7)~ ~生活

L-J: 5 ε*정碩向훈 t 0 '"(v 、 ε 0)'후菜b VJ 7상 L 、。L- 7)) L-、 *土슴裵動젠頻緊~;:起:.~ 

7상지)0 t~ t~ "th 、 韓固 ε 比~τ相#的κ 、 階層構造7)~뻐總흔 n밤、 歷史的連鏡性훈維 

持*정 : ε 7)~出來f는。J:。 τ 、 新中間屬현子供φ敎育~;:投資꺼1 Q e: 7))、 階層:::.' e: 0) 

同質性훈維持 L 횡7)~ ~、 他φ階層 εf'j:異찮정{面{直觀.'"t:、~εε 7))、 生活X 갖 4’ /ν훈追 

求Tε ε u 、 5:' e: 엽 1*，ζ 、 韓固 ε 比較TQ ε 相%t的‘;:1面f直훈見出 L- ,;: < 지iι그 t~ e: 言

:Z Q 。

以上φ; εψ5 、 敎育的찮理由칸ff倒的tJ: Á氣훈詩δ 「江南 8 字群」 φ J: 5 7상地域 

센、 韓固~;::Jo v 、τ形成흔 nt~直接的 7양原因 ε Lτ 、 居住地基準m高校劃” 띔 τ훈行 

5 r高校標準化J -r:、&ε ￡ ψ、 「富村」 ε Lτ O) r江南」 地域0)形成훈說明*ε :'e: 

힘出來정。L-지)L-、 「富村창高校字群T、聞 L 、 i6 lvt=.、」 εu 、 5 直接的 7않原因以外，;: t 、

:.0)J: 57양場所φ7 -1’ f、 νT~T~ 훈持""':)地域센韓固~;::Jo v 、T形成날흰ε 훈得tJ: 

7) )0 t~背景7)~~ε ε 考 :z ~n정。*발、 韓固~;::Jo ,t Q ili:代化센 30--40 年 e: v 、 5 非

常，;:短期間~;:行bnt~t~ "th 、Ø"IJ :z 냥近代化φ所要時間센約 100 年많 ε -r:~0 t~ 日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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φ近代化 ε 따、 깐m過程추結果젠異7상 ε 。 *t~ 、 過去約 100 年間、 韓固T、따日本 k 

比서τ따 εψ~;:頻緊 ~;:t士슴裵動힘起=- 0 t:. o :.φ:ε|호韓固柱슴全#추個Jd;: 、 fI析

總J '"C、 &δ k 지~r쫓化」 ε u 、 5 t 0) ~;: %TT ~ r慣nJ 찰呼L}起:녕→: ε ~;: 7상 '0 t~ 。 例

쇼 fj、 日 本따一流大字0)入字機슴、 했外住흰地等κ힘b 、τ過去 t:.0)連鏡性센見 ~n 

~ 0) ~;:%T L-、 韓固따깐n~ O)連縮性창維持fε O) Iß困難 7농歷史的:代況~;: èb '0 t~o L

지~L-一方T、、 韓圍따近代化m時期，;: r쫓化J ~;:敏感，;:反JtL-、 過去￡따異7상 ε形T、 

新 L- v 、軟序훈홉IJ造*ε : ε 센可能7농開放性훈持。 τu 、 t~o J::. '0 τ 1960 年代以降~;:

初φτ現nt~韓固φ新中塵層따、 日本 k 比시δ ￡上流層추過去0)文化φ影響송彈〈 

受 ~t ~:. ε7양〈 、 新L- v 、新興住흰地&舞台~;:、 3뽀엽 m方法T、彼 ~O) ‘7 -1’ T、 νT1T 

4 훈홉IJ造녕←죠 : ε ~;:1面f直훈見出 L- t~ 。 깐φ結果센、 「江南 8 렇群J 0) J::. 5 찮地域0)形 

成~;: ... 그 7상 ìÒ~ ~ t:. 考;t ~n ‘õ O)'"C、 &ε 。-")옮 ” 、 雨固O) r近代化m速度J t:. rt土슴裵動 

0)經嚴J O)違L 、:깐힘、 互U 、~;:異 7앙 5 現象장生싸出캉背景T、 èb~ 、 「韓固~L-흔」 

창說明T、혼 ￡排組까*τ:èbε ε 見ε :. t:. ìÒ~ 出來δmτ、{후 7웅 U 、 t-!.、 ð 5 ìÒ~? 

걱r- !7- r : 江南、 8 렇群、 地城、 樓所φ7~Tν7 -1 7 -1、 ?ν~ 크 ν 、 新中閒層、

富村、 좋群、 萬校標遭化、 居住地移範、 子供φ數育、 풀關、 近代化、 *土슐裵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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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logue 

대학 졸업식도 못 끝난 채 현해탄을 건너온 지 벌써 만 9년이 지났다. 지금은 그렇게도 

좋아하는 부대찌개나 냉면도 처음에는 먹으면 배탈이 나기 일쑤였기 때문에 찾아다니는 

음식은 매번 설렁탕l 잡채밥 퉁이었다. 69년도에 집을 짓고 난 이후 우리 집은 단 한 번도 

이사를 다닌 적이 없었지만l 여기서는 일곱 번 이사를 다녔다. 지금은 여기의 생활이 내 

일상이 되었다. 그 동안 있었던 일I 갔던 곳/ 만났던 사람들이 떠오를 때마다/내가 한국에 

안 왔으면 어떤 인생을 걸어갔었올까?'하는 생각도 해 보지만l 도저히 상상이 안 된다. 

유학생활의 처음 5년은 지금 생각해도 i즐거웅의 極致’였던 것 같다. 작은 고민이나 갈둥 

들은 늘 있기 마련이었지만l 나이도 어리고 철이 덜 들었기 때문에 항상 마음은 l봄l이었던 

것 같다. 99년에 박사과정에 들어오고 나서는 학과 답사I 대학원 MT, 술자리 둥에 전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가 생겼는데， 이것도 역시 무지 보랍있는 일이었다. 수업은 항상 

내가 듣고 싶은 수업올 내 마음대로 들었고， Term Paper도 내가 조사하고 싶은 곳에 가서 

사진을 찍고 마음대로 인터뷰하는 식이었다. 한국인 i이모l와 함께 생활했기 때문에 저녁에 

는 이모와 같이 욕하면서 드라마를 감상하거나1 이모를 찾아오는 친구분들과 같이 밥해 먹 

기도 하고l 그분들이 수다 떠는 것을 옆에서 같이 듣는 게 그렇게 좋기만 했다. 

박사논문 주제를 I한국의 아파트문화’로 정한 것은 2001년 4월 중순이었다. 주제를 무엇 

올 할까 고민해도 잘 안 되다가l 어느 날 술자리에서 Feel이 와서 잡은 주제였다. 이후 손 

정목씨의 「서울도시계획이야기」 를 읽게 되었고/ 여름부터는 서울시내의 아파트들을 골고 

루 다니게 되었다. 원래 지도를 들고 돌아다니는 것만큼은 좋아했다. 그래서 60년대에 지 

어진 오래된 아파트들올 찾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거나/ 야산에 올라가 아파트가 있는 풍경 

을 신나게 찍으면서 다닐 수 있었다 r서울도시계획이야기」 의 강남개발 부분을 읽었올 

때 너무나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답사에서 강남 지역의 아파트들을 누비기만 해 

도 기분이 좋았다. 한국 아파트문화의 시발은 70-80년대이며l 강남지역이 핵심이라는 것 

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연구대상 지역올 강남으로 정하고자 마음 먹었다. 그런데， 이 강남 

지역이 '8학군I/학군이 좋다l는 이유로 다른 지역과 확연히 차이가 나는 지역이라는 것도 

생각났다. 이와 같은 흐름으로 /강남8학군l올 박사논문 주제로 삼게 된 것이다. 

처음에 주제를 정하고 강남에 대해서 조사할 때는 좋기만 했다. 워낙 예비지식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한 것이었기 때문에 모든 책과 논문 내용이 신기하기만 했고， 무슨 아 

파트가 어느 동에 있다든지l 무슨 고둥학교가 몇 년도에 생겼고， 언제 어디서 강남으로 이 

사 왔고 ..... 그런 것들을 하나씩 알아 가는 작업은 솔직히 재미있는 작업이었다. 강남뿐만 

아니라 서울에 대한 지식이 늘어가는 것도 기쁜 일이었다. 박사논문의 진척상황올 보고할 

때마다 나는 항상 룰루랄라 기분이 좋았는데/ 지도교수님께서는 머리를 싸매고 의심스렵다 

는 표정이셨다. ‘너 굳이 이 주제를 하고 싶어? 다른 주제 생각하는 건 없어?’라고 하실 때 

마다 나는 /다른 주제는 하기 싫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잘 할 수 있어요를 되풀이했다. 

지금 생각하면 무엇올 믿고 그런 대답올 했는지 참 어이가 없지만， 그 때는 그것이 나의 

진심이었기 때문에 어쩨하겠는가? 



2002년 6월에 프로포잘을 했는데 별로 반웅이 좋지 않았다. 주제에 대해서만큼은 솔직히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마침 일본에 갔을 때 대학 시절 선생님올 찾아가/ 조언을 구해 봤 

다. 반웅은 나의 예상과 달리 I이건 뭔가 아니다I였다. 무엇보다 그 선생님께서 i한국을 특 

별히 깊이 이해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r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도 학문적이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그 말은 나에게 아주 충격적이었다. 그 때부터 논문의 갈둥이 시작되었고l 좀 더 

겸손한 태도로 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박사논문을 쓰는 과정은 i자기와의 싸움의 과정 l이라고 먼저 논문을 쓴 선배들이 말했다. 

여름의 충격 이후 마음을 가다듬었기 때문에 겸손해졌다고 스스로 생각했다. 그러나 그리 

쉽게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것 같다.6개월 이후인 2003년 1월에 다시 2차 충격l 즉 l 이 주제 

로 논문올 써도 되는지? 라든지/내가 박사논문을 써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회의를 느 

꼈다. 이럴 때 처음에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l 나 외의 것들이 잘 못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그 원인은 역시 내 안에 있었다. 나의 경우는 I스스로에 대한 과신’ 

이 컸었던 것 같다. 솔직하게 말해서 나는 이 때까지만 해도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제에 대해 열심히 쓰면 박사논문이 된다l고 생각하고 있었다. 어떻게 하면 남을 설득시 

킬 수 있을까와 같은 고민은 많이 못했던 것이다. 

3월말에 학과에서 논문발표를 했다. 그 때는 열심히 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미홉하기 짝 

이 없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반웅이 좋지 않았다. 다시 한 번 발표를 하게 되어서 

잡참해진 마음으로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l 거기서 들은 충고는 나에게 커다란 충격으로 다 

가왔다. 모든 것을 접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1주일 정도 지나니 마음은 좋아졌다. 발표 

는 잘 깨진 것이며， 깨질 만한 발표문을 썼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지 

금이 나의 한계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객관적으로 보면 무모한 주제를 선택했다는 것은 

이제 알았지만， 지금까지 해 왔던 것들을 후회하거나 버릴 생각은 없었고， 어떻게 해서든 

앞으로 가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때부터 /강남이 이기나l 내가 이기나 한 번 붙어 

보자l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l 그 놈의 t강남l은 정말 강한 놈이었다. 강남올 스쳐 지나거나 돌아다니기만 하면 

기분이 좋았던 나였지만l 논문 생각하다가 지쳐서 집에 가는 데 버스에서 라디오가 i강남 

의 부동산 값이라고 하고 있고/ 집에 도착해서 TV를 켜면 t강남 지역의 사교육비가 

라고 하는데.， .. 이런 소리를 들으면 솔직히 토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뉴스를 들올 때마다 

I그렇게 보면 해결이 잘 안될 걸과 같은 생각이 들었지만， 도대체 그 생각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틀이 없었으니 더욱더 심난했다. 

2003년 4-5월은 지금 생각하면 가장 힘든 시기였던 것 같다. 하고 싶은 말을 설명할 틀 

을 못 찾고 있으니 당연한 결과였다. 해도해도 안 되니 드디어 주제를 포기하고자 마음올 

먹게 되었다. 없는 머리를 짜고 또 짜다 보니 머리에서 쥐가 났다. 이제 I강남’은 더 이상 

싫었다. 연구실 벽에 걸려 있는 강남 지도를 찢어버리고 싶은 생각까지 들었다. 밖에 계시 

는 선배들을 만나고l 사랍들 만나서 이야기 듣고l 지방에도 다녀왔지만l 별다른 진전은 없 

었다. 개인 연구실에 돗자리를 깔고 책을 보다가 낮잠을 자는 게 습관이 되었다. 

사람의 일은 알 수 없다. 전에 지도교수님올 만날 때마다 나는 무조건 근거도 없이 강남 

을 목 할 거라고 자신이 있다고 말씀드렸다. 그 때 지도교수님은 i복잡한데 ... Il t 어려운 주 

젠데 ... ’추상적인데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뭐가 뭔지 보이게 되고I 지치 



니까 지도교수님 앞에서 I강남 문제는 너무 복잡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다 

른 주제를 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때 지도교수님의 /하던 거나 

해. 너는 밥 짓다 말고， 김치찌개 끓이다 말고 자꾸 반찬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 이러다 밥 

은 언제 할 건데? 밥부터 먹자l 밥부터 .... 밥과 김치찌개만 맛있게 먹으면 돼라는 말씀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6월부터 다시 마음올 먹고 작업을 시작했다. 그리고 9월 말 두 번째 발표를 

하게 되었다. 무사히 통과되어서 11월 중순에는 1차 심사， 12월초에 2차 심사를 가지게 되 

었다. 이대로 12월말에는 모든 심사가 끝날 줄 믿었다. 그러나 3차 심사에 들어가려고 열 

심히 원고를 쓰는 과정에서 다시 제동이 걸리게 되었다. 심사위원들이 고개를 둘레둘레 혼 

드신 것도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l 무엇보다 쓰면서 내 스스로가 뭔가 시원치 않았다. 그 

때 우연히 내 석사논문 목차를 보게 되었다. 충격이었다. 석사논문은 형식에는 문제가 있 

었지만 목차를 보면 들어가야 할 내용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쓰고 있는 박사논문은 뭔가 정신없고， 마음에 안 드는 구성으로 보였다. 남과 

비교해서 내가 열둥한 것은 상관없었다. 그러나 과거의 나에게 질 수 없다는 생각 들었기 

때문에 이 때 I내년이다I는 결정을 하게 되었다. 그 이후 두 달 동안 m장과 W장을 다시 

조정하였다. 틀을 조정하면서 전에 원었던 일본어 문헌을 꺼내서 정리하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지금의 n 장인 것이다. 

3월 5일l 모든 문장을 탈고하고 나서 강남에 갔었다. 전날의 폭설 때문에 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 때만큼 l강남l 이 예뻐 보인 적이 없었다. 무역센터 뒤에 보이는 저녁 노을도 

그랬고l 수도산 위에 우뚝 서 있는 경기고둥학교를 봤을 때는 눈물이 나왔다. 압구정동의 

현대아파트를 보고 너무나 감회가 깊어졌고I 그 날 저녁은 현대백화점 지하에서 밥을 먹었 

다. 그렇게 맛있는 복음밥은 처음 먹어 본 것 같았다. 

허점이 많은 논문을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고 조금이라고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끝까지 도움을 주신 박영한/ 유우익/ 박삼옥l 이혜은l 이정만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 

니다. 제 논문이 이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만큼 앞으로 더 열심히 이 길에 매 

진하겠습니다. 

늘 포근한 미소로 반겨주시던 김인 선생님 I 허우긍 선생님과 배움의 시간은 많지 않았지 

만 가까이에서 지리학과에서의 생활을 지켜보아 주신 유근배 선생님l 박기호 선생님， 박수 

진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도교수 이정만 선생님께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반항적 성향이 강한 제자 때문에 

얼마나 골머리가 아프셨을까요? 선생님께서 주신 I 自由I 덕분에 저는 지리학과에서의 8년 

을 마음껏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후회 없는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데 있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논문 때문에 찾아간 저에게 당신의 경험을 이것저것 말씀해 주신 친할아버지와 같은 故

이찬 선생님께 이제서야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살아 계실 때 이 논문을 드리고 싶었습니 

다. 두 번의 학과 정기답사를 함께 다니면서 알게 된 박영한 선생님 사모님은 따뜻한 배려 

로 격려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지리학과에서의 생활과 사랍들과의 만남은 나의 재산입니다. 특히 95년도 신 

용하 교수님의 t한국사회사l 수업에서 이분들과 인연올 맺지 않았더라면 저와 l지리학과l의 

인연은 시작되지 않았을 것이며l 제 인생에 박사논문 자체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상학 선 

배님께서는 늘 변함없는 모습으로 같은 장소에 서 있는 든든한 한 그루의 나무와 같은 존 

재였습니다. 지리학과 입학y 그리고 작년 제가 가장 힘든 시기에 보여준 인간적인 배려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기봉 선배님f 한국에 유학 온 이후 9년 동안 내내 학문적인 대 

화부터 시작해서 잡다한 생활상의 고민과 기쁨을 함께 해줘서 감사합니다. 늘 질책을 아끼 

지 않으셨던 것도 제 논문에 관심을 가지고 곁에서 지켜보아 주셨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것임을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t강남8학군I을 이해하는 데 배경 지식이 부족한 저에게 바쁜 시간을 할애하고 많은 경험 

담을 말씀해 주신 조성혜 선생님， 황유정 선생님/ 김부성 선생님， 구자용 선배님l 황철수 

선배님께 감사드립니다. 작년 4월 힘든 날을 보내면서 우면산 기늙올 찾아간 저에게 따뜻 

한 식사 한끼와 논문에 대한 진지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던 이정훈 선배님께 정말 감사 

드립니다. 객지에서 논문을 써 본 선배로서 먼저 후배를 고려하고 따뜻한 말을 건네주신 

이현주 언니의 배려에 감사합니다. 

논문을 먼저 쓴 선배로서 늘 세심하고 인간적인 배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노혜정 언니에 

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니와 함께 올라간 구룡산 · 대모산 · 남산 · 도봉산 · 북한산올 

저는 잊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언니의 생활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박사논문의 

길을 함께 걸으면서l 내내 옆에 있어준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와 힘이 되어준 이현군 선 

배님께 고마웅을 전하고 싶습니다. 술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후배와 편하게 대화를 해주 

고l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김효섭 선배님께 감사드립니다. 러시아에서 무사히 조사를 마치 

고l 좋은 박사논문을 완성하시길 기원합니다. 강은진 언니와의 대화는 숨통이 막혔을 때 

저에게 산소를 공급해 주었습니다. 언니가 앞으로도 늘 행복하고 좋은 박사논문을 쓰시길 

기원합니다. 먼저 논문을 쓴 선배로서 향상 저에게 애정 어린 관심을 보여준 정은진 언니 

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미소를 잃지 않고 기꺼이 일올 도와주시는 착한 조교 이 

호윤 선배님께 감사합니다. 

95년에 처음으로 만나 인연을 맺게 된 임수진은 나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보여주고/ 느 

끼게 해주고l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해 준 친구였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친구로 남아 있어주 

길/ 그리고 힘내서 박사논문을 완성하길 바랍니다. 친구야l 앞으로도 우리 씩씩하고 멋있게 

인생을 살아보자!! 류호상은 후배이자 8학군 출신으로서 논문에 대해 좋은 조언을 해주었 

습니다. 최경은은 석사 및 박사 동기로서 수업이나 답사를 비롯한 지리학과에서의 즐거움 

과 슬픔을 함께 나눈 고마운 친구입니다. 논문 쓰면서 힘들 때 중국에서 메일을 보내주면 

서 위로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유정화와 장윤정은 언니가 부탁하기 전에 먼저 도움의 손길 

을 내밀어주던 착한 후배들입니다. 둘 후배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조아 

라는 괴로워하는 내 옆에서 항상 미소를 잊지 않고 위로를 해 주었으며， Power Point를 

비롯한 귀찮은 작업을 맡아주었습니다. 이수진 역시 늘 밝고 착한 마음으로 나를 대해주고 

도움을 주었습니다. 조정숙 언니는 과사무실을 찾아갈 때마다 밝은 미소로 저를 맞이해 주 

며， 기쁜 마음으로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학교 생활I 술자리 I 답사 둥 

에서 함께 추억올 나누었습니다. 여기에 모든 분들의 이름을 쓰지 못함을 용서바랍니다. 



마포아파트에서 살아보았다는 이유 하나로 찾아 웹게 된 최규원님의 솔직한 말씀에 감 

사드립니다. 혼자 담아먹기 힘들다고 싸 주신 김치의 맛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강남 거주 

자로서 저에게 귀중하고 솔직한 말씀을 많이 해주신 원서 어머님께 감사드립니다. 

귀찮은 인터뷰에 혼쾌히 웅해주신 서울고I 영동고l 경복고I 이화여고/ 숙명여고I 경기여 

고I 경기고/ 휘문고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작년 봄 지방의 상황에 대해서도 알 

고 싶다고 찾아간 저에게 도웅을 주신 군산고I 군산산북중l 군산중l 전주상산고l 풍남중I 중 

앙중l 전주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석사논문에 이어 다시 답사의 길잡이가 되어준 

이리남성고등학교 교사이자 임수의 친구 유기호I 부인 주회씨에게 너무나 고마웠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임수의 쌍둥이 언니 소영이r 그리고 부모님의 보살펌에 따뜻한 정다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같이 안 살지만 변함없이 저에게 관심을 보여주시고l 어떤 일이 있어도 내 편이 되 

어준 이모 김재경님은 한국에서 사는 동안 큰 힘이자 마음의 안식처였습니다. 이모와 같이 

생활했기 때문에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하게 되었고， 이러한 논문 주제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주 찾아 볍지 못하지만 t외로운 동포’(?!)끼리 즐거운 시간을 같이 보 

낼 수 있었던 이모의 오래 된 친구분이자 늠름한 대선배이신 이정임님께 고마움을 전합니 

다. 향상 관심올 갖고 지켜봐 주던 명실 언니와 어머니께도 고마웅을 전합니다. 

홍숭원의 도움 손길이 없었다면 내 유학생활은 많이 외로웠을 것입니다.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도와주고 고민을 함께 해준 오래된 친구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I 숭원이의 

부모님I 숭열 언니와 가족들에게도 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나의 오래된 고향 친 

구 같은 錯覺까지 느끼게 해준 숭원이 친구 민경l 부영， 상일l 성숙/ 수진I 혜원에게도 만나 

서 반가웠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항상 도와주려고 애를 써주는 

고마운 친구이자 이제 한 아이의 엄마가 된 배정아/ 그리고 어머님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2000년 IGC 자원봉사를 계기로 맺게 된 인연도 저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청담카페 주인 

이혜은 선생님은 늘 열정적이고 정의감 넘치는 대선배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나중 

에는 심사위원까지 맡아주시면서 늘 변함없이 용기를 북돋아주셨습니다. 최영은 선생님은 

만날 때마다 씩씩하면서도 따뜻한 모습으로 후배들에게 다가와y 논문 쓰는 동안 용기를 주 

셨습니다. 더운 여름날의 인왕산과 혼자였으면 쪽팔려서 못 올라갈 뻔했던 세운상가l 잠실 

5단지l 여의도 시범아파트l 서린아파트에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올라가 사진을 찍는 것을 

도와준 송원서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원서야l 너도 힘내서 좋은 논문 쓰길 바란다!! 바쁜 

시간을 쪼개어 동경대학 학생생활조사를 복사해서 보내준 현욱에게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밝고 적극적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리라/ 학교 선생님으로서 씩씩하게 사는 영주에게 

항상 행복과 기쁨이 함께 있길 기원합니다. 

28년 동안 변함없는 친구로 남아 있는 Kayo.오}의 메일교환은 논문을 쓰는 동안 나에게 

힘이었습니다. 외국인을 남편으로 둔 관계로 앞으로도 나와 떨어져 살겠지만/ 마음속으로 

서로 의지가 되는 친한 친구로 남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울올 두 번이나 찾아온 

Masu 역시 논문 쓰는 내내 나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먹는 것부터 책에 이르기까 

지 수많은 선물을 나에게 보내주고 메일을 통해 항상 용기를 북돋아주었습니다. Menko는 



고향을 찾아갈 때마다 시간을 함께 해주는 동네 친구였으며l 동경의 고급주택가를 같이 돌 

아다니면서 추억을 만들어주었습니다. 대학 후배인 Imanshi는 2년 전 여름에 논문 때문에 

한참 헤매고 있는 나와 開成(Kaisei)고둥학교에도 가주고 고민을 함께 해주었습니다. 동경 

여대 조교 Kunihara-san은 도서관 책을 빌리고 반납하는 데 도움을 주셨고l 제가 안고 있 

는 생각이나 고민을 진지하게 들어주셨습니다. 

힘들게 최종심사를 마친 지금l 나의 모교 東京女子太學에 대해 진정한 감사의 마음과 애 

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관련된 수업을 담당하신 지명관l 이민호l 오영원l 早川嘉

春l 暴若速之 선생님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森山昭夫

선생님I 다른 대학에 계시는 牛村圭 선생님의 수업은 후발국의 근대화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나에게 한국과의 크나큰 인연을 가 

져다 준 誠信女子大學校와의 교류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가길 마음속 깊이 바라겠습니다. 

큰아버지와 큰어머니I 항상 저를 걱정하고 지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분이 앞으로도 

건강하고 오래오래 사시길 기원합니다. 조카에게 변함없는 관심을 보여주신 셋째 큰아버지 

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벌써 7년 넘었지만I 살아 계실 때 

만큼 큰 영향력을 저에게 미치고 계시는군요. 이모할머니 두 분까지 모두 굴하지 않는 情

神으로 나의 뿌리를 느끼게 해준 너무나 소중한 친척입니다. 두 분이 건강하고 오래도록 

사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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