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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밀집지역에서 내국인 거주자의 지역 만족도와 이미지 분석

- 대림2동 및 자양4동 사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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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s’ Perception of Chinese Populated Areas

– A Case Study of Daerim 2-dong and Jayang 4-dong, Seoul,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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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이 연구는 서울시 대림2동과 자양4동의 중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내국인 거주자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내국인 응답자의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인데, 이는 해당 지역에 거주
하는 중국인의 특성에 의해 좌우된다. 둘째, 소득이 낮고 개발이 지체되어 있을수록 지역에 대한 만족도와 이미지가 더 부
정적으로 나타났다. 셋째, 여성은 안전관련 이미지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중국인 밀집지역의 내국인 거주자들
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지역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고 중국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지역에 대한 여러 세부적인 만족도가 지역에 대한 종합적 만족도와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며 중국인에 대한 인식 역시 지
역만족도(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중국인의 지역경제 기여도는 전반적으로 높지 않게 평가되
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경제적 기여도가 중국인에 대한 인식과 지역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중국인 밀집지역, 대림2동, 자양4동, 내국인 인식

Abstract :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erception of Korean residents of Daerim 2-dong and Jayang 4-dong,
two representative Chinese populated areas in Seoul.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Korean
respondents’ evaluations of Chinese populated areas are generally negative, but they vary to some extent,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Chinese residing in the area. Second, the lower the local income and
the more retarded the community development are, the more negative the satisfaction and image of the area
appear. Third, the Korean female respondents are more sensitive to safety-related images. Fourth, as the age
of respondents increases, the satisfaction of the respondents decreases and their negative perception of Chinese
people increases. Fifth, it is shown that various satisfaction factors of the neighborhood influence the overall
satisfaction and image of the area, and the perception of the Chinese also affects the local satisfaction and
image. Sixth, despite overall dissatisfaction of Chinese economic contribution, the contributions of the Chinese
to the local economy are positively recognized in Jayang-dong. Overall, it is confirmed that the economic
contribution has a positive influence on the perception of the Chinese people and the local satisfaction.

Key Words : Chinese populated area, Daerim 2-dong, Jayang-dong, Koreans’ per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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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5년간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율을 살펴보면,

2012년 1,445,103명이던 것이 2016년 1월 1,879,880명으

로 약 30%가 증가하였다(통계청, 2016). 국내 체류 외국

인 수는 매년 10% 가량 증가하고 있으며, 그 상승폭 또

한 점차 커지고 있다. 체류 외국인 수 증가의 영향으로

국내에도 외국인 밀집지역1)이 다수 형성되고 있다.

외국인 밀집지역이 국내에 다수 존재하나 가장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곳은 중국인 밀집지역이다. 중국인의

국내 유입 및 정착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본격화되어,

2000년대부터는 국내 체류 외국인 가운데 최대집단으

로 성장하였다(이석준·김경민, 2014). 중국국적 체류자

는 2015년말 기준 총 955,871명으로 전체 외국인 체류

자 수의 약 50.3%에 달한다(통계청, 2017).

중국인 이주민들의 밀집지역은 가리봉동에서 시작

하여 최근 대림2동·자양4동 등으로 점차 확장되어 범

위를 넓혀가고 있다. 이영민 등(2014)은 중국계 이주민

의 국내 체류 과정이 주류 사회와 어우러져 발전해 가

지 못하고 그들만의 격리된 문화를 영위해가는 방향으

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최근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었던 조선족 중국인

들에 의한 살인사건의 영향으로 내국인들의 중국인 기

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실제로 2015년 경찰청 통계를

살펴보면 외국인에 의한 살인사건 39건 중 17건이 중국

국적자에 의해 발생했고 그 외 외국인 범죄의 상당부분

이 중국인들에 의해 발생하여,2) 중국인 기피현상이 단

순한 인식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3) 외국

인 밀집지역의 존재는 국제화에 따른 문화적 다양성 측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밀집지역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와 지역 거주 내국인들과의 갈등으

로 인한 밀집지역 고립화 및 내국인과의 분리라는 사회

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전병규·최창규, 2012).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사회적인 편

견과 기피(이영민, 2014)에 따른 해당 지역의 ‘게토화’4)

에 대한 내국인의 인식을 살펴보고,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내국인 거주자

의 인식을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

로 본 연구는 대림2동 및 자양4동 주민을 대상으로 여

러 집단 간에 존재하는 지역에 대한 인식차이를 살펴보

고, 지역만족도와 지역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서울시 통계자료를 통해 보았을 때, 서울에서 중국

인의 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가리봉동·대림동 일

대로 파악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자양동-화양동 일대

의 밀집도가 높게 나타남에 따라 두 지역을 연구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다(이영민 등, 2012).

대림2동은 오랜 시간에 걸쳐 구로공단의 배후주거

지로 성장해 왔다. 서울의 여타 주거지역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거비용은 조선족 등 중국인 노

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주거지 형성에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해 왔다. 또한 대림2동에 위치한 대림역은 2호선과

7호선 환승역으로 중국인 체류자들의 이동을 용이하게

해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대림역 8번출구는 다수

중국인 이주자들이 만남의 장소로 이용하는 곳으로, 중

국인 공동체의 결절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서지수,

2012).

자양4동은 인근 성수공단 노동자들을 위한 저렴한

주거지역으로 성장하였고 대림2동의 경우와 마찬가지

로 2호선과 7호선 건대입구역이 입지해있어서 이동의

용이성을 가지고 있다. 이 지역은 중국국적 유학생의

비율이 높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주로 인근의 K대

와 H대 학생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영민 등, 2014).

2011년에는 광진구에서 이 지역을 특화거리인 ‘중국문

화 음식의 거리’ 일명 ‘양꼬치거리’로 지정하여 중국인

은 물론 한국인들도 즐겨 찾는 상업가로로 발전하였다.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중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내국인의 인식을 조사한다. 설문조사의 대상자는 지역

에 거주하는 내국인으로 한정하였다. 설문 문항은 선행

연구의 설문항목을 검토하고,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

는 항목들을 추가하여 확정하였다. 설문조사는 2016년

5월부터 7월까지 2개월간 연구대상지 및 인근에서 수

행되었다. 설문문항은 수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답변

을 의미하는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다. 내국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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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 지역 만족 수준, 이주자에 대한 인식과 그 영

향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통해 t-검

정,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고 사후검정(Scheffe,

Duncan)을 통해 지역 간 차이를 살펴본다. 또한, 회귀

분석을 통해 조사된 요인들이 지역만족도와 지역이미

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II. 선행연구 검토

1. 중국인 및 외국인 밀집지역

최근 국내학계에서는 중국인(외국인) 밀집지역에 대

한 연구가 다수 수행되고 있다. 해당 연구들에 대한 관

심은, 다소 중복되기는 하지만, 중국인 밀집지역 거주

민에 대한 인식조사, 중국인 밀집지역의 사회경제적 특

성, 중국인 밀집지역의 물리공간적 특성, 그리고 외국

인 밀집지역 형성에 따른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 등

4개 주제로 대별할 수 있다.

전병규·최창규(2012), 이용균(2013)은 각각 안산시

원곡동과 서울시 자양동을 대상으로 중국인 밀집지역

거주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거주민

들의 국적에 따라 장소인식에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하

였다. 그러나 연구가 진행된 지역의 특성상 내국인보다

중국인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연구 대상지가 하

나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분석결과를 다른 중국인

밀집지역으로 확장시키기엔 다소 불충분하다는 한계

점이 존재한다.

중국인 밀집지역의 사회경제적 공간특성에 관한 연

구로서, 박세훈·이영아(2010)는 가리봉동 조선족 밀집

지역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조선족들의 공간형성 과

정과 지역정체성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가리봉 지

역은 원래부터 주거비가 저렴한 지역으로 여기에 조선

족들이 유입되면서 자신들의 상업 서비스 거점공간이

조성되었는데, 예상과 달리 조선족 사이의 사회적 연계

는 느슨하며, 주변 한국인들과의 관계도 밀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선(2010)은 한국사회에 거주하

는 조선족의 정착과정을 조선족 최대 밀집거주지역인

가리봉동과 대림동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분석결

과 조선족의 대거 유입으로 새로운 이국적 공간이 형성

되고 친지·가족의 연쇄 이주와 정주의지의 형성 등 지

역특성이 출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5) 방성훈·김수

현(2012)은 가리봉동이 한국계 중국인들의 초기 정착

지로서 주로 단신·단기체류의 특성을 가진 곳이라면

자양동은 한국 생활에 비교적 적응한 사람들의 2차 정

착지로서 주류 사회에 보다 동화된 양상이 나타나고 있

음을 보고한다.

이영민 등(2012)은 자양동 조선족 이주자에 대한 연

구를 통해 이주자들이 단순히 정착지에 적응하려 애쓰

는 수동적 객체가 아니라 정착지의 특성을 변화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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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서울시 내 체류 중국인 분포도

01김흥순ok(207~223).qxp_국토  2017. 10. 17.  오전 11:03  페이지 209



능동적 주체로서 네트워크에 의한 사회적 자본 형성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진단한다.

이석준·김경민(2014)은 서울시내 조선족 밀집지역인

가리봉동, 대림2동, 자양4동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하고 조선족 인구밀도, 주거지 분포 패턴 및 주거의 질,

조선족 중심상업시설의 업종구성 비율, 상업시설의 성

장시기 및 규모, 한국인 고객의 비중, 조선족 상인들의

경쟁의식 등에서 특징적인 차이가 있음을 파악하였다.

강진구(2016)는 편리한 교통과 저렴한 물가, 고향음식

에 대한 접근성, 친지들과의 원활한 교류가 대림동으로

의 조선족 유입의 주원인임을 밝히고 강력한 이주연결

망의 형성과 조선족 이주민 및 한국인 정주민 간에 문

화혼종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한다.

중국인 밀집지역의 물리적 공간특성에 관한 연구로

서, 한성미·임승빈(2009)은 가리봉동 ‘옌벤거리’에서 주

변과의 단절 및 격리에 의해 독특한 장소성이 발현되고

있음을 보고한다. 김두식·김영훈(2012)은 중국인 밀집

지역의 물리적 변화가 중국인 이주의 배경이 되고 주변

과의 단절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영민 등

(2014)은 서울의 중국인 이주자 집단에 대한 분석을 통

해 조선족 집단은 서울 서남부 지역과 자양동 지역에서

가장 높은 군집을 이루고 있는 반면 한족 집단은 서울

강북의 주요대학 주변지역 그리고 조선족과 마찬가지

로 서남부지역에서 가장 높은 군집을 이루고 있음을 보

고한다.

사회적 문제 인식 및 이에 대한 해결책에 관한 연구

로서, 박세훈 등(2010)은 우리나라 중국인 밀집지역의

실태를 파악하고 해외사례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 차

원의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김병학 등 (2013)은 중국인

밀집지역에서 살인·폭력범죄가 내국인은 물론 중국인

비밀집지역에 비해 유의미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민지선·김두섭(2013)은 거주지역의 인종구성이 외국인

에 대한 한국인의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았는데, 거주지역의 외국인 비중이 높아질수록 한국

인의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가 강해짐을 확인하

였다. 한국인의 사회적 거리감은 외국인 인종집단에 따

라 상이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한국인은 중국 조선족,

중국 한족, 동남아시아인과 일본인에 대해 부정적인 태

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윤경(2013)은 공간

적 관점에서 다문화공간의 형성, 분포, 특성을 살펴보

고 프랑스인 밀집지역인 서래마을과 가리봉동 조선족

마을에 대한 비교를 통해 인종, 민족, 국적 등의 차이가

다문화공간의 공간구조에 미치는 영향과 다문화공간

을 바라보는 차별적, 이중적 시선을 확인하였다. 박재

영·강진구(2015)는 중국동포들이 자신들만의 네트워크

를 형성하고 주로 그 안에서만 삶을 영위한다는 점이

바로 그들이 한국 사회에 순조롭게 통합되지 못하고 있

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하였다.

이상 기존의 선행 연구들은 중국인 밀집지역에서 나

타나는 제반 문제들을 주로 이주민의 관점에서 접근하

여 분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하지만 이주자의 집단거

주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주자의 집단

거주 현상에 대한 연구에 더하여 이들에 대한 내국인들

의 인식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상당수 선행연구들이 민

족지(ethnography)적 관점에서 심층면접과 현장조사에

의존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질적 연구방법

론은 현상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에는 유리한 측면

이 있지만 연구자 및 연구대상자의 관점에서 기인하는

편의(bias)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량적인 분석

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2. 설문문항 및 변수도출을 위한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는 관련 선행연구를 토대로 필요한 문항을

추가하여 최종적으로 설문 문항을 작성하였다. 설문 내

용은 크게 지역만족도, 지역이미지, 중국인에 대한 인

식으로 구성된다.

선행연구들은 지역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서 개인적, 물리적,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공통적으

로 고려하고 있다. 김재익(1998)은 주거지에 대한 만족

도는 생활환경요인(주거지환경, 청결도, 시설이용편리

성 등)과 개인적 요인(사생활보호, 이웃과의 관계, 안전

성) 등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으며, 박신영(2009)은 외

국인집단거주지역의 주거환경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근린주거환경 요인으로서 지역의 청결도와 교육환경

등을 언급하였다. 이를 통해 외국인에 대한 경험과 인식,

생활환경 인지 등이 지역 만족도와 관계가 있음을 유추

할 수 있다. 유사한 맥락에서 박신영 등(2012)은 18개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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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변수에 기초해서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환경관리, 범죄갈등, 교육문화, 경제활성화의 네가

지로 분류하고 있다.

지역 이미지 측면에 있어서 Boulding(1956)은 사람

들의 지역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경험이 도시의 이미지

를 이루는 핵심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

역이미지와 중국인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서운석

(2006)과 강정운(2007)은 도시의 인식과 이미지에 있어

삶의 질과 경제적 여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박신

영(2009)은 외국인 집단거주지에 대한 지역 인식에 있

어 범죄나 치안과 같은 근린안전에 대한 인식 그리고

외국인 주민과의 갈등 등 개인적 관계, 교육·문화적 차

이 및 상황, 주택 및 상권 등의 경제적 요인이 영향을 미

친다고 주장하였다. 이선화(2008)는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관계에 있어 두 집단 사이의 문화적·경제적 격차,

상호 이해의 부족, 각종 범죄에 대한 불안감 등이 지역

에 대한 인식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편 노성훈(2013)은 외국인 접촉이 빈번한 지역에

서의 생활환경 인식이 치안·안전 등 범죄 위험성에 대

한 인식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는데, 유사한 맥

락에서 최영신(2007), 신동일(2010), 신동준(2012)은 외

국인 체류자의 범죄에 관한 연구에서 범죄에 대한 공포

와 고정관념이 외국인 체류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을 형성함을 확인하였다. 결국 중국인 및 중국인 집단

거주 지역에 대한 내국인 거주자들의 인식 또는 이미지

는 중국인 사회에 대해 느끼는 이질감과 불안감, 생활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개인적 관계, 경제적 파급효과 등

의 복합적 요인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다.

III. 분 석

1. 개요

2016년 5월부터 7월까지 총 2개월 간 진행된 설문조

사를 통해 대림동 150부와 자양동 152부, 전체 302부의

유효 응답을 얻었다. 설문표본은 무작위추출(random

sampling)이 아닌 편의추출(convenience sampling)에 의

해 수집되었다. 표 1은 응답자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개인 특성, 중국인에 대한

평소의 인식을 기반으로 각각의 응답자들이 중국인 밀

집지역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알아본다. 여기서 인식

은 중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이미지와 만족도로 세분된

다. 따라서 회귀분석에 있어서는 만족도와 이미지를 각

각 종속변수로 두고 다른 변수들은 독립변수로 설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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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응답자 특성
단위: 부(%)

구 분 대림동 자양동 총부수 구 분 대림동 자양동 총부수

성 별
남 75 (50.0) 67 (44.1) 142 (47.0)

거주년수

~1년 19 (12.6) 12 (7.9) 31 (10.2)

여 75 (50.0) 85 (55.9) 160 (53.0) 1~3년 16 (10.7) 21 (13.8) 37 (12.2)

연 령

10대 10 (6.7) 14 (9.2) 24 (7.9) 3~5년 17 (11.3) 23 (15.1) 40 (13.3)

20대 58 (38.6) 35 (23.0) 93 (30.8) 5~10년 28 (18.7) 23 (15.1) 51 (16.9)

30대 19 (12.7) 30 (19.7) 49 (16.2) 10년~ 70 (46.7) 73 (48.1) 143 (47.4)

40대 19 (12.7) 28 (18.5) 47 (15.6)

주택유형

아파트 54 (36.0) 66 (43.4) 120 (39.7)

50대 21 (14.0) 27 (17.8) 48 (15.9) 단독주택 38 (25.3) 29 (19.1) 67 (22.2)

60대 이상 23 (15.3) 18 (11.8) 41 (13.6) 연립주택 39 (26.0) 51 (33.5) 90 (29.8)

월 평균
가구소득
(단위:원)

100만 미만 12 (8.0) 8 (5.3) 20 (6.7) 원룸/고시원 16 (10.7) 0 (0.0) 16 (5.3)

100~200만 33 (22.0) 18 (11.8) 51 (16.9) 기타 3 (2.0) 6 (4.0) 9 (3.0)

200~300만 53 (35.3) 50 (32.9) 103 (34.1)

자가여부

월세 28 (18.7) 15 (9.9) 43 (14.3)

300~500만 36 (24.0) 51 (33.5) 87 (28.8) 전세 41 (27.3) 53 (34.9) 94 (31.1)

500~800만 13 (8.7) 20 (13.2) 33 (10.9) 자가 64 (42.7) 72 (47.3) 136 (45.0)

800만이상 3 (2.0) 5 (3.3) 8 (2.6) 기타 17 (11.3) 12 (7.9) 29 (9.6)

Cronbach’s Alpha: .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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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독립된 두 번의 분석을 실시한다.

2. 두 지역 간 차이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지역자체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는 두 지역 응답자 모두 보통수준으로 응답하였

으나, 중국인 관련 문항들에서는 지역만족도에 비해 부

정적인 응답이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났다. 두 지역 모

두에서 중국인의 이주나 경제적 측면에 대한 부정적

인 인식은 전술한 조사의 경향과 마찬가지로 높게 나

타났다.

지역 간 차이를 살펴보면 자양동이 대림동보다 상대

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지역의

특색을 묻는 문항에서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주로 중국인 노동자밀집주거지역의 성격을 갖는 대림

동은 그 규모가 대림2동 전체를 아우르는 크기를 가지

고 있다. 언론보도6)에 따르면 대림동은 대림천을 사이

에 두고 한국인 거주지역과 중국인 거주지역 간의 경계

가 명확하다. 하지만 자양동의 경우에는 중국인 공동체

가 ‘양꼬치거리’라는 명칭으로 지역상권과 융화되어 있

으며, 중국인 거주지역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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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지역 간 차이

구 분
Mean(SD)

t p
대림동 자양동 전 체

거주 지역에 대한 만족도 3.21 (1.095) 3.69 (0.832) 3.45 (1.000) -4.323 0.000

지역의 이미지에 대한 만족도 2.98 (1.071) 3.47 (0.861) 3.23 (1.000) -4.412 0.000

중국인의 국내이주에 대한 인식 2.53 (1.145) 2.60 (0.832) 2.57 (0.999) -0.568 0.570

중국인의 밀집지역에 대한 인식 2.39 (0.918) 2.56 (0.844) 2.47 (0.884) -1.701 0.090

중국인의 동네이주에 대한 인식 2.33 (0.879) 2.41 (0.895) 2.37 (0.886) -0.860 0.390

중국어 간판광고가 미관에 미치는 영향 2.41 (0.956) 2.76 (0.884) 2.58 (0.936) -3.301 0.001

지역적 특색에 대한 인식 2.81 (1.045) 3.24 (0.912) 3.03 (1.001) -3.751 0.000

지역의 안전에 대한 인식 2.74 (1.006) 3.11 (0.967) 2.93 (1.002) -3.274 0.001

지역의 순찰에 대한 인식 2.72 (1.031) 2.91 (0.909) 2.81 (0.974) -1.680 0.094

중국인의 소음 및 무질서 3.05 (1.268) 3.19 (1.047) 3.12 (1.162) -1.027 0.305

지역의 청결에 대한 만족도 2.51 (0.946) 2.79 (0.967) 2.65 (0.965) -2.507 0.013

지역의 경관에 대한 만족도 2.59 (0.978) 3.16 (1.006) 2.88 (1.032) -5.062 0.000

지역 내 생활여건 만족도 2.85 (0.979) 3.33 (0.836) 3.09 (0.939) -4.538 0.000

자녀 교육에 대한 지역의 만족도 2.49 (0.961) 3.03 (0.909) 2.76 (0.973) -5.074 0.000

중국인유입에 따른 경제활성화 2.67 (1.026) 2.80 (0.923) 2.74 (0.976) -1.093 0.275

중국인유입에 따른 부동산영향 2.60 (0.990) 2.68 (0.872) 2.64 (0.932) -0.785 0.433

중국인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3.33 (1.108) 3.40 (0.930) 3.36 (1.021) -0.634 0.527

지역 내 중국인시설에 대한 인지도 3.05 (1.128) 3.08 (1.071) 3.07 (1.098) -0.202 0.840

타 지역으로의 이주의향 3.27 (1.185) 3.05 (1.097) 3.16 (1.145) 1.629 0.104

중국인의 지역 융화에 대한 인식 2.56 (0.959) 2.58 (0.810) 2.57 (0.886) -0.185 0.853

중국인과 교류 정도 2.11 (1.020) 2.11 (0.967) 2.11 (0.992) 0.013 0.990

중국인과 교류 의향 2.73 (1.067) 2.84 (1.019) 2.78 (1.043) -0.906 0.365

중국인 밀집지역에서의 문화적 차이 3.19 (1.219) 3.59 (0.857) 3.39 (1.069) -3.231 0.001

상가이용시, 중국인으로 인한 불편함 2.71 (1.084) 2.97 (0.942) 2.84 (1.022) -2.284 0.023

중국인이 사생활침해에 미치는 영향 2.51 (1.035) 2.65 (0.886) 2.58 (0.964) -1.304 0.193

중국인의 공공질서 의식에 대한 인식 2.15 (0.961) 2.26 (0.826) 2.21 (0.895) -1.001 0.318

지역의 문화적차이 발생에 대한 인식 3.01 (1.059) 3.24 (0.906) 3.13 (0.990) -2.087 0.038

직간접적인 중국인과의 갈등 빈도 2.65 (1.177) 2.60 (1.018) 2.62 (1.098) 0.379 0.705

중국인 이주자에 대한 차별 체감도 3.37 (0.973) 3.44 (0.820) 3.41 (0.898) -0.651 0.515

01김흥순ok(207~223).qxp_국토  2017. 10. 17.  오전 11:04  페이지 212



통해, 중국인 거주지역의 경계가 뚜렷할수록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일

종의 ‘게토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전병규·최창규,

2012; 이석준·김경민, 2014).

한편으로 이러한 지역간 차이는 두 지역의 중국인

비중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민지선·김두섭

(2013)은 거주지역의 외국인 비중이 높아질수록 외국

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과 배타적 태도가 강화된다는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2016년 1분기 자양동의 인구는 27,922명인데 이 중

4,998명이 외국인으로 인구의 17.9%가 외국인이었다.

반면 대림동의 인구는 24,266명인데 이 중 9,845명이 외

국인으로 인구의 40.6%가 외국인이었다.7) 따라서 대림

동의 외국인 비중이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영

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높았던 것과는 달리 자

양동의 외국인 비중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전술한 조

사결과가 나왔다고 추측할 수 있다.

3. 특성 별 차이8)

1) 성별 차이

두 지역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

과, 남성의 경우 두 지역에서 비슷한 응답 수준이 나타

난 반면 여성의 경우는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파악되

었다. 두 지역 여성 인식의 차이는 지역의 안전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언론보도 등

을 통해 보았을 때 두 지역의 성격은 상당히 다르다. 대

림동으로 이주하는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자가 돈을 벌

기 위해 입국한 조선족 출신이고 월 30만원 이하의 저

렴주거지를 원하는 반면에 최근 자양동에 유입되는 중

국인들의 상당수는 중국 내 부유계층인 한족 유학생들

과 중국 사업가들이라는 언론보도는 두 지역의 차이를

보여주는 일례이다.9)

‘저렴주거지’ 주변은 상대적으로 저소득 외국인 노

동자와 중국식 유흥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데, 이는 여

성이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환경적 무질서 요

인 지각’과 관련될 가능성이 크다(조은경, 2003). 조은경

의 분석에서 ‘환경적 무질서 요인 지각’에는 ‘버려진 쓰

레기’, ’불량배 무리’ 등의 요소가 포함되는데, 대림동

거주 여성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이러한 측면으로 인

식해서 자양동 여성보다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여성은 ‘지각된 피해 가

능성’에서 큰 불안감을 느끼는데(김흥순, 2007), 대림동

은 중국인 범죄로 인한 여성들의 피해가 자양동에 비해

미디어에자주등장하기때문에상대적으로지역치안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추측된다.10)

2) 연령 별 차이

응답자들을 연령에 따라 10~20대, 30~40대, 50대 이

상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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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성별 차이

구 분

Mean (SD)

대림동 자양동 전 체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거주지역에 대한 만족도
     3.63***
    (0.912)

      2.79***
     (1.106)

       3.60
      (0.871)

       3.76
     (0.797)

       3.61**
     (0.890)

      3.31**
     (1.070)

거주지역의 이미지에 대한 만족도
     3.24**
    (1.011)

      2.20**
     (1.073)

       3.36
      (0.865)

       3.56
     (0.851)

       3.30
     (0.944)

      3.17
     (1.047)

지역의 안전에 대한 인식
     2.99**
    (0.908)

      2.49**
     (1.045)

       3.00
      (0.905)

       3.20
     (1.009)

       2.99
     (0.903)

      2.87
     (1.082)

지역의 생활여건에 대한 만족도
     3.12**
    (0.869)

      2.59**
     (1.015)

       3.18*
      (0.833)

       3.45*
     (0.824)

       3.15
     (0.850)

      3.04
     (1.082)

타 지역으로의 이주의향
     2.93***
    (1.095)

      3.60***
     (1.185)

       3.12
      (1.122)

       3.00
     (1.080)

       3.02*
     (1.107)

      3.28*
     (1.166)

중국인과 교류 의향
     2.92*
    (1.050)

      2.53*
     (1.057)

       3.01*
      (1.108)

       2.69*
     (0.926)

       2.96**
     (1.075)

      2.62**
     (0.990)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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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지역 만족도가 낮아지

고 중국인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것을 볼 수 있다. 특

징적으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외국인의 동네 이주

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서운석(2010)의 보고처럼 연령

이 높은 집단일수록 중국인 이주에 대한 문항에서 부정

적이었고, 관련 문항인 상가 이용 시 중국인으로 인한

불편함·중국인의 공공질서 의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예외적으로 30~40대 응답자들은 중국인 유입이 생

활환경에 미치는 정도·중국인 시설에 대한 인식·문화

적 차이 체감도·사생활 침해 등의 문항에서 50대 이상

응답자보다 부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이는 연령이 높

아질수록 만족도가 낮아진다는 일반적 경향성에 어긋

나는데, 이러한 현상은 타 집단보다 중국인과의 사회적

접촉 가능성이 높은 30~40대의 특성과 관련해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노성훈(2013)은 “외국인과 가까운 접촉

의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외국인에 대한 편견이 높아

질 수 있다”라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30~40대

는 지역 중국인들과 고용·피고용 관계 혹은 고객·직원

(점주) 등의 관계로 접촉할 기회가 많다. 선행연구의 분

석처럼 30~40대는 잦은 접촉의 결과로 오히려 중국인

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화되어 중국인 관련 문항에

서 타 연령대에 비해 더 부정적인 응답을 보였을 가능

성이 있다.

3) 소득 별 차이

(1) 종합

소득수준에 따라 월 평균 가구소득을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으로 구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집단이 모든 항목에서 가장 부

정적인 응답을 보였는데, 이는 두 대상 지역에서 공통

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통계청(2016)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53.1%

에 해당하는 47만 7천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월평균 100

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의 낮은 소득은 한국인 저

소득층과의 잦은 경합과 마찰로 이어짐을 예상할 수 있

으며 이것이 설문조사에서 저소득층 응답자의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졌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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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연령 별 차이

구 분
Mean(SD)

F p Post hoc
analysis10-20대 (a) 30-40대 (b) 50대이상 (c) 전 체

거주지역에 대한 만족도 3.68 (0.81) 3.47 (0.91) 3.11 (1.22) 3.45 (1.00) 8.745 0.000 a>c

거주지역의 이미지에 대한 만족도 3.47 (0.88) 3.26 (0.94) 2.88 (1.12) 3.23 (1.00) 9.478 0.000 a, b>c

중국어 간판광고가 미관에 미치는 영향 2.74 (0.81) 2.59 (0.89) 2.37 (1.09) 2.58 (0.94) 3.916 0.021 a>c

중국인의 동네이주에 대한 인식 2.50 (0.79) 2.40 (0.86) 2.18 (1.00) 2.37 (0.89) 3.318 0.038 a>c

지역적 특색에 대한 인식 3.16 (0.91) 3.10 (1.00) 2.76 (1.08) 3.03 (1.00) 4.527 0.012 a>c

지역의 안전에 대한 인식 3.12 (0.91) 2.97 (1.00) 2.63 (1.06) 2.93 (1.00) 6.394 0.002 a>c

지역의 순찰에 대한 인식 3.03 (0.93) 2.78 (0.94) 2.57 (1.01) 2.81 (0.97) 5.712 0.004 a>c

지역의 청결도에 대한 만족도 2.84 (0.92) 2.72 (0.89) 2.34 (1.03) 2.65 (0.97) 7.433 0.001 a, b>c

지역의 생활여건에 대한 만족도 3.44 (0.72) 3.13 (0.91) 2.61 (1.02) 3.09 (0.94) 22.634 0.000 a>b>c

자녀 교육에 대한 지역의 만족도 3.01 (0.91) 2.78 (0.90) 2.42 (1.03) 2.76 (0.97) 9.977 0.000 a, b>c

중국인 유입이 생활환경에 미치는 정도 3.37 (0.87) 3.54 (1.00) 3.17 (1.19) 3.36 (1.02) 3.127 0.045 b>c

지역 내 중국인시설에 대한 인식 2.86 (1.08) 3.31 (1.02) 3.07 (1.16) 3.07 (1.10) 4.520 0.012 b>a

타 지역으로의 이주의향 2.91 (1.14) 3.28 (1.06) 3.36 (1.19) 3.16 (1.14) 4.895 0.008 c>a

중국인 밀집지역에서의 문화적차이 체감도 3.46 (0.91) 3.61 (0.97) 3.06 (1.28) 3.39 (1.07) 6.989 0.001 a, b>c

상가이용시, 중국인으로 인한 불편함 2.87 (0.96) 3.01 (0.96) 2.62 (1.13) 2.84 (1.02) 3.551 0.030 b>c

중국인이 사생활침해에 미치는 영향 2.40 (0.91) 2.80 (0.91) 2.57 (1.04) 2.58 (0.96) 4.664 0.010 a>b

중국인의 공공질서 의식에 대한 인식 2.41 (0.90) 2.23 (0.88) 1.91 (0.83) 2.21 (0.90) 8.324 0.000 a, b>c

지역의 문화적차이 발생에 대한 인식 3.08 (0.90) 3.33 (0.94) 2.97 (1.12) 3.13 (0.99) 3.460 0.033 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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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주지 별 차이

두 지역의 아파트 실거래가를 통해 간접적으로 두

지역의 소득 수준 차이를 추정한 결과, 대림동의 전반

적인 소득 수준은 자양동보다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시 자료에 기초한 2016년 8월 대림동의 m2당 아파

트 가격은 약 489만원으로 자양동의 약 576만원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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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소득 별 차이

구 분
Mean(SD)

F p Post hoc
analysis200만원

미만(a)
300만원
미만(b)

500만원
미만(c)

500만원
이상(d) 전 체

거주지역에 대한 만족도
   3.00
  (1.231)

   3.56
  (0.871)

   3.59
  (0.883)

   3.66
  (0.883)

3.45
(1.000) 6.733 0.000 b, c, d>a

거주지역의 이미지에 대한 만족도
   2.94
  (1.206)

   3.28
  (0.993)

   3.29
  (0.951)

   3.46
  (0.778)

3.23
(1.000) 2.924 0.034 b, c, d>a

중국어 간판광고가 미관에 미치는 영향
   2.21
  (1.027)

   2.77
  (0.888)

   2.75
  (0.852)

   2.41
  (0.865)

2.58
(0.936) 6.768 0.000 b, c>a

지역의 안전에 대한 인식
   2.66
  (1.170)

   3.09
  (0.930)

   2.98
  (0.927)

   2.88
  (0.954)

2.93
(1.002) 2.683 0.047 b>a

중국인의 소음 및 무질서의 영향정도
   2.70
  (1.247)

   3.12
  (1.157)

   3.37
  (1.036)

   3.34
  (1.109)

3.12
(1.162) 5.040 0.002 c, d>a

지역의 생활여건에 대한 만족도
   2.77
  (1.098)

   3.09
  (0.806)

   3.21
  (0.929)

   3.41
  (0.836)

3.09
(0.939) 4.938 0.002 d>a

중국인 유입이 생활환경에 미치는 정도
   3.04
  (1.176)

   3.38
  (0.951)

   3.53
  (0.975)

   3.54
  (0.897)

3.36
(1.021) 3.591 0.014 c>a

지역 내 중국인시설에 대한 인식
   2.85
  (1.129)

   2.93
  (1.123)

   3.30
  (1.013)

   3.29
  (1.055)

3.07
(11.098) 3.440 0.017 c, d>b

중국인 밀집지역에서의 문화적차이 체감도
   2.96
  (1.346)

   3.49
  (0.938)

   3.60
  (0.869)

   3.46
  (1.051)

3.39
(1.069) 5.544 0.001 b, c>a

상가이용시, 중국인으로 인한 불편함
   2.46
  (1.181)

   2.88
  (0.953)

   3.00
  (0.928)

   3.05
  (0.947)

2.84
(1.022) 4.701 0.003 c, d>a

표 6. 대림동 내 소득 별 차이

구 분
Mean(SD)

F p Post hoc
analysis200만원

미만(a)
300만원
미만(b)

500만원
미만(c)

500만원
이상(d) 전 체

거주지역에 대한 만족도
   2.76
  (1.334)

   3.43
  (0.930)

   3.39
  (0.903)

   3.31
  (0.946)

   3.21
  (1.095) 3.906 0.010 b>a

중국어 간판광고가 미관에 미치는 영향
   2.13
  (0.944)

   2.49
  (0.891)

   2.39
  (0.766)

   2.19
  (0.834)

   2.33
  (0.879) 7.837 0.000

b>a, d
c>a, d

중국인의 소음 및 무질서의 영향정도
   2.38
  (1.248)

   3.15
  (1.183)

   3.56
  (1.107)

   3.50
  (1.211)

   3.05
  (1.268) 7.860 0.000 b, c, d>a

중국인 유입이 생활환경에 미치는 정도
   2.98
  (1.270)

   3.34
  (1.037)

   3.61
  (0.838)

   3.63
  (1.204)

   3.33
  (1.108) 2.761 0.044 d>a

지역 내 중국인시설에 대한 인식
   2.71
  (1.160)

   3.04
  (1.091)

   3.42
  (1.052)

   3.25
  (1.125)

   3.05
  (1.128) 2.898 0.037 c>a

중국인 밀집지역에서의 문화적차이 체감도
   2.67
  (1.446)

   3.38
  (1.004)

   3.50
  (0.910)

   3.38
  (1.408)

   3.19
  (1.219) 4.357 0.006

b>a
c>a

상가이용시, 중국인으로 인한 불편함
   2.13
  (1.079)

   2.91
  (1.005)

   3.11
  (1.008)

   2.75
  (0.931)

   2.71
  (1.084) 7.289 0.000

b>a
c>a

지역의 문화적차이 발생에 대한 인식
   2.58
  (1.234)

   3.15
  (0.841)

   3.28
  (0.944)

   3.13
  (1.147)

   3.01
  (1.059) 3.853 0.011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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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평균인 546만원보다도 10% 이상 낮아11) 대림동

거주자들의 소득 수준이 자양동 거주자들보다 낮을 것

으로 추측된다. 또한 2012년 자양동에서 약 26억1천 6

백만원의 재산세가 징수된 것에 비해 대림동에서는 약

14억 5천 5백만원의 재산세가 징수12)된 것을 통해서도

두 지역의 소득 수준 차이를 추측할 수 있다.

대림동 응답자의 거주지역에 대한 만족도나 중국인

관련 문항에서 소득 200만원 미만 집단이 가장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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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거주년수 별 차이

구 분
Mean(SD)

F p Post hoc
analysis3년 미만

(a)
10년 미만

(b)
10년 이상

(c) 전 체

중국인의 동네이주에 대한 인식
     2.60
    (0.794)

     2.33
    (0.870)

     2.29
    (0.924)

     2.37
    (0.886) 3.117 0.046 a>c

지역의 안전에 대한 인식
     3.10
    (0.813)

     3.08
    (0.946)

     2.75
    (1.091)

     2.93
    (1.002) 4.439 0.013 a, b >c

지역의 순찰에 대한 인식
     3.07
    (0.852)

     2.87
    (0.897)

     2.66
    (1.049)

     2.81
    (0.974) 4.506 0.012 a>c

중국인 유입이 경제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2.97
    (0.914)

     2.80
    (0.969)

     2.58
    (0.989)

     2.74
    (0.976) 4.070 0.018 a>c

중국인 유입이 생활환경에 미치는 정도
     3.37
    (0.960)

     3.62
    (0.916)

     3.20
    (1.085)

     3.36
    (1.021) 4.649 0.010 b>c

지역 내 중국인시설에 대한 인식
     2.81
    (1.011)

     3.25
    (1.028)

     3.07
    (1.161)

     3.07
    (1.098) 3.231 0.041 b>a

타 지역으로의 이주의향
     3.26
    (0.940)

     3.41
    (1.075)

     2.95
    (1.241)

     3.16
    (1.145) 4.903 0.008 b>c

지역의 문화적차이 발생에 대한 인식
     3.09
    (0.910)

     3.35
    (0.923)

     3.00
    (1.048)

     3.13
    (0.990) 3.631 0.028 b>c

표 8.  대림동 내 거주년수 별 차이

구 분
Mean(SD)

F p Post hoc
analysis3년 미만(a) 10년 미만

(b)
10년 이상

(c) 전 체

거주지역의 이미지에 대한 만족도
     3.37
    (0.770)

     2.96
    (0.928)

     2.80
    (1.235)

     2.98
    (1.071) 3.447 0.034 a>c

중국인의 밀집지역에 대한 인식
     2.74
    (0.780)

     2.24
    (0.830)

     2.30
    (0.998)

     2.39
    (0.918) 3.608 0.030 a>b

중국인의 동네이주에 대한 인식
     2.71
    (0.789)

     2.20
    (0.842)

     2.21
    (0.899)

     2.33
    (0.879) 4.666 0.011 a>b, c

지역의 안전에 대한 인식
     3.00
    (0.804)

     2.89
    (1.005)

     2.51
    (1.060)

     2.74
    (1.006) 3.539 0.032 a>c

지역의 생활여건에 대한 만족도
     3.31
    (0.631)

     2.84
    (0.952)

     2.63
    (1.066)

     2.85
    (0.979) 6.121 0.003 a>c

중국인 유입이 경제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3.00
    (0.874)

     2.80
    (1.036)

     2.43
    (1.044)

     2.67
    (1.026) 4.286 0.016 a>c

중국인 유입이 생활환경에 미치는 정도
     3.31
    (1.022)

     3.71
    (0.944)

     3.09
    (1.189)

     3.33
    (1.108) 4.574 0.012 b>c

지역 내 중국인시설에 대한 인식
     2.74
    (1.010)

     3.47
    (0.991)

     2.94
    (1.202)

     3.05
    (1.128) 4.930 0.008 b>a, c

지역의 문화적차이 발생에 대한 인식
     2.97
    (0.923)

     3.33
    (0.977)

     2.81
    (1.133)

     3.01
    (1.059) 3.425 0.035 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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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답하였으며 소득 500만원 미만 집단까지는 소득

이 증가할수록 각 문항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하는 비중

이 높게 나타났다. 소득 500만원 이상 집단에서는 오히

려 소득 500만원 미만 집단보다 부정적인 인식이 늘어

나는 항목들이 나타났지만 그 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자양동 거주자들의 지역 내 생활여건에 대한

만족도 역시 소득이 올라갈수록 만족도도 증가하는 일

반적인 경향성을 보인다.

4. 회귀분석

1) 인자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문항이 지나치게 많은 관계

로 이들을 모두 독립변수로 활용하여 회귀분석을 수행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회

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인자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측정변수는 구성요인을 추출하기 위해서 주성분 분석

(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사용하였으며, 요인적재

치의 단순화를 위하여 직교회전방식(varimax)을 채택하

였다. 요인적재치는 0.40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 총 27

개 문항 중 8개 문항이 이론 구조에 맞지 않게 적재되어

제거하고 최종적으로 19개 문항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인자분석을 통해 19개의 문항을 생활환경만족도, 중국인

에 대한 일반적 인식, 생활환경에서 중국인에 대한 인식,

중국인의사회경제적영향의4가지요인으로분류하였다.

2) 가설 설정

각각의 요인들이 지역만족도와 지역이미지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가설1~8을 설정하였다(표 10,

표 11 참조). 생활환경만족도가 종속변수인 지역만족도

와 지역이미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가

설 1과 가설 5를 설정하였다. 중국인에 대한 일반적 인

식과 생활환경에서 중국인에 대한 인식은 지역만족도

와 지역이미지에 모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하여 각각의 가설2~3과 가설6~7을 설정하였다. 마지

막으로 중국인이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은 지역발전

에 대한 항목들로 묶인 요인으로 지역만족도와 지역이

미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여 가설4와

가설 8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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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인자분석

요 인 변수명 요인적재량 공통성 고유값 분산 설명력
Cronbach’s

Alpha

생활환경
만족도

지역 내 생활여건 만족도 .805 .665

26.038 20.321 .848

자녀 교육에 대한 지역의 만족도 .792 .661

치안에 대한 만족도 .765 .619

지역 경관에 대한 만족도 .749 .572

지역 청결에 대한 만족도 .741 .567

순찰에 대한 만족도 .689 .521

타 지역으로 이주의향 .485 .445

중국인에 대한
일반적 인식

중국인의 동네이주에 대한 인식 .800 .692

13.362 16.068 .661

중국인 밀집지역에서의 문화적 차이 .778 .719

중국인과 교류의향 .730 .575

중국인의 국내이주에 대한 인식 .698 .553

중국인과 교류정도 .685 .545

생활환경에서
중국인에 대한

인식

중국인의 사생활침해 .774 .609

12.525 13.082 .720
상가이용시 불편함 .768 .614

중국인의 소음 및 무질서 .680 .473

중국인과 실제 갈등빈도 .671 .523

중국인의
사회경제적

영향

중국인유입에 따른 부동산영향 .780 .673

7.296 9.751 .646중국인유입에 따른 경제활성화 .773 .777

중국인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정도 -.539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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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자분석에 의한 회귀분석

(1) 지역만족도

인자분석을 통해 분류된 네 가지 요인이 지역만족도

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4의 검정결과 다음과

같은 분석결과가 도출되었다. 우선 지역만족도에 미치

는 영향력 중 생활환경만족도가 가장 크게 나타나 가설

1은 채택되었다.

중국인에 대한 일반적 인식과 생활환경에서 중국인

에 대한 인식이 지역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

설2와 가설3 또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채택되

었다. 그러나 중국인의 사회경제적 영향이 지역만족도

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가설4는 95% 신뢰수준에서 채

택되지 못하였다. 이는 중국인이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

향이 지역만족도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민정책연구원(2011)의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

의 임금지출 중 소비지출은 21.3%로 저축 21.7%, 해외

송금 57.4%와 비교해서 적은 비중을 가지고 있다. 이러

한 결과는 외국인 노동자의 지역 소비가 크지 않아서

중국인의 지역경제 기여도에 대한 내국인의 만족도가

낮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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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가설 설정(지역만족도)

가설의 설정
가설 1. 생활환경만족도는 지역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중국인에 대한 일반적 인식은 지역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생활환경에서 중국인에 대한 인식은 지역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중국인의 사회경제적 영향은 지역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표 11.  가설 설정(지역이미지)

가설의 설정
가설 5. 생활환경만족도는 지역이미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중국인에 대한 일반적 인식은 지역이미지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7. 생활환경에서 중국인에 대한 인식은 지역이미지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8. 중국인의 사회경제적 영향은 지역이미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표 12.  회귀분석 (지역만족도 - 전체)

종속변수 독립변수 SE β t p VIF

지역만족도

상 수 0.037 - 93.114 0.000 -

생활환경만족도 (가설1) 0.037 0.687 18.505 0.000 1.000

중국인에 대한 일반적 인식 (가설2) 0.037 0.332 8.933 0.000 1.000

생활 공간에서 중국인에 대한 인식 (가설3) 0.037 0.091 2.458 0.015 1.000

중국인의 사회경제적 영향 (가설4) 0.037 0.003 0.092 0.927 1.000

R = 0.768, R2 = 0.591, adj R2 = 0.585, F = 107.073, p = 0.000, Durbin-Watson = 1.706

표 13.  회귀분석 (지역만족도 - 대림동)

종속변수 독립변수 SE β t p VIF

지역만족도

상 수 .050 63.953 .000

생활환경만족도 (가설1) .065 .660 11.144 .000 1.138

중국인에 대한 일반적 인식 (가설2) .066 .213 3.529 .001 1.128

생활 공간에서 중국인에 대한 인식 (가설3) .052 .142 3.012 .003 1.027

중국인의 사회경제적 영향 (가설4) .058 -.007 -.140 .889 1.027

R = 0.833, R2 = 0.694, adj R2 = 0.685, F = 82.143, p = 0.000, Durbin-Watson =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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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는 대림동에서 전체와 동일한 경향이 나타

나고 있어서, 대림동 거주 내국인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중국인의 기여도를 높이 평가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자양동에서는 생활공간에서 중국인에 대한 인식이

지역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가설 3이 95% 신뢰

수준에서 채택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중국인이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이 지역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4는 채택되어 가설3과 가설4에 대한 전

체의 결과와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나서 중국인에 대한

인식이 대림동보다 상대적으로 우호적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주로 2009년 이후 급증한 중국인 관광객

(요우커; 遊客)의 영향으로 보인다. 자양동은 내부에 롯

데백화점과 ‘양꼬치거리’가 있어 의류나 화장품의 구매

가 쉽고 고국의 향수를 느낄 수 있어 중국인 관광객의

방문과 구매가 활성화되어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인의 구

매력에 따른 영향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고 판단된다.

(2) 지역이미지

인자분석을 통해 분류된 네 가지 요인이 지역이미지

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5~8의 검정결과 다음과

같은 분석결과가 나타났다. 우선 생활환경만족도가 지

역이미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5는 채택되었다. 이는 지역만족도가 종속변수였던 상

술한 내용과 유사한 의미로 이해된다. 중국인에 대한

일반적 인식이 지역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

설6 역시 채택되었다. 하지만, 생활공간에서 중국인에

대한 인식과 중국인이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이 지역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 가설 7과 가설8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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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회귀분석 (지역만족도 - 자양동)

종속변수 독립변수 SE β t p VIF

지역만족도

상 수 .052 70.483 .000

생활환경만족도 (가설1) .053 .583 9.096 .000 1.197

중국인에 대한 일반적 인식 (가설2) .058 .300 4.334 .000 1.151

생활 공간에서 중국인에 대한 인식 (가설3) .054 -.004 -.057 .955 1.105

중국인의 사회경제적 영향 (가설4) .057 -.242 -3.504 .001 1.082

R = 0.643, R2 = 0.414, adj R2 = 0.398, F = 25.913, p = 0.000, Durbin-Watson = 1.513

표 15. 회귀분석 (지역이미지 - 전체)

종속변수 독립변수 SE β t p VIF

지역이미지

상 수 0.041 - 78.077 0.000 -

생활환경만족도 (가설5) 0.041 0.664 16.032 0.000 1.000

중국인에 대한 일반적 인식 (가설6) 0.041 0.216 5.229 0.000 1.000

생활 공간에서 중국인에 대한 인식 (가설7) 0.041 0.044 1.065 0.288 1.000

중국인의 사회경제적 영향 (가설8) 0.041 0.039 0.934 0.351 1.000

R = 0.701, R2 = 0.491, adj R2 = 0.484, F = 71.596, p = 0.000, Durbin-Watson = 2.028

표 16. 회귀분석 (지역이미지 - 자양동)

종속변수 독립변수 SE β t p VIF

지역이미지

상 수 .056 61.945 .000

생활환경만족도 (가설5) .057 .602 9.084 .000 1.197

중국인에 대한 일반적 인식 (가설6) .062 .165 2.304 .023 1.151

생활 공간에서 중국인에 대한 인식 (가설7) .058 .057 .854 .394 1.105

중국인의 사회경제적 영향 (가설8) .061 -.038 -.534 .594 1.082

R = 0.610, R2 = 0.372, adj R2 = 0.355, F = 21.774, p = 0.000, Durbin-Watson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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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수준이 신뢰도 95%에 미치지 못하여 채택되지 못

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보았듯이 중국인에 대한 한국인의 인

식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이미지란 한 개인이나 집단의

특정대상에 대한 인상으로 정의되는데(Kotler, 1997),

중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지역이미지에 부정적

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 6의 검정결과는 예상과 같

았다. 하지만, 생활공간에서 중국인에 대한 인식이 지

역이미지에 부(-)의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7의 결과

가 채택되지 못한 것은 중국인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선입견에 기초한 것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가설 8

의 기각 결과를 통해 응답자들은 중국인의 사회경제적

영향이 지역이미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자양동의 경우 표 16과

같이 전체 응답결과와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대림동에서는 생활환경만족도가 지역이미지에 영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5를 제외한 가설 6~8이 유의

하지 않게 나타나 채택되지 못하였다. 이로부터 대림동

의 경우 지역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

원인이 중국인보다는 지역자체의 성장침체와 저개발

에 따른 것이라는 판단이 지역민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대림동과 더불어 중국인 거주

지역으로 인식되어온 가리봉동의 경우, 2000년대 들어

IT 첨단 산업단지 등의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환

경개선이 이루어진 반면, 대림동은 중국인 거주지역으

로 자리매김한 이래 별다른 개발사업이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다. 따라서 대림동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정적인

지역이미지의 원인은 중국인의 집단거주보다 지역자

체의 저개발에서 찾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IV. 결 론

국내 체류 외국인 중 다수를 차지하는 이들이 조선

족을 포함한 중국인이다. 법무부(2015)에 따르면 방문

취업, 재외동포, 단기방문 등의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

하고 있는 중국인 수는 96만여 명으로 전체 체류 외국

인 수의 약 50.3%에 달한다. 그리고 이러한 국내 체류

중국인의 증가와 더불어 이들이 거주하는 중국인 밀집

지역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 정책적 준비가 없는 상태

에서 이루어진 외국인노동자의 국내유입은 많은 논란

을 일으켰으며 이들이 거주하는 외국인 밀집지역 역시

내국인 거주자와의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그렇게 발생

한 갈등이 사회문제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거나 혹은

발생한 사회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연구도 활발하

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 속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내국인 거주자들의 인식에 대한

연구는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 논문은 그간 여러 연구들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졌던 중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내국인 거주자의 인

식 조사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내국인 거주자의 인식이 거주지역에 따라 상당히

다름을 확인하였다. 또한 내국인 거주자의 인식에 영향

을 주는 다양한 요인에 대해서도 확인하였다.

이 논문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

이 낮고 개발이 지체되어 있을수록 지역에 대한 만족도

와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대림동 거주자가 자

양동 거주자에 비해 지역에 대해 더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 기인한다. 둘째, 여성은 미디

어나 생활환경을 통해 인지되는 안전관련 이미지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림동에 대한

여성응답자의 부정적 평가는 이러한 이유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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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회귀분석 (지역이미지 - 대림동)

종속변수 독립변수 SE β t p VIF

지역이미지

상 수 .061 48.857 .000

생활환경만족도 (가설5) .079 .667 9.066 .000 1.138

중국인에 대한 일반적 인식 (가설6) .080 .107 1.423 .157 1.128

생활 공간에서 중국인에 대한 인식 (가설7) .063 .044 .752 .453 1.027

중국인의 사회경제적 영향 (가설8) .070 -.045 -.693 .489 1.027

R = 0.726, R2 = 0.527, adj R2 = 0.514, F = 40.329, p = 0.000, Durbin-Watson = 2.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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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내국인 거주자들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지역에 대

한 만족도가 줄어들고 중국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늘

어나는 경향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외적으로 몇

몇 문항에서 30~40대가 50대 이상보다 부정적 인식 정

도가 높았는데 이는 중국인과의 잦은 접촉에 따른 부정

적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넷째, 지역에 대한 여러 세부적인 만족도(생활환경

만족도)가 지역에 대한 종합적 만족도와 이미지에 가

장 큰 영향을 미치며 중국인에 대한 인식 역시 지역만

족도(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인의 사회경제적 기여도는 높이 평가 받지 못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나타나서

대림동과 달리 자양동에서는 실생활에서 중국인에 대

한 인식이 지역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중국인

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어느 정도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 내 중국인의 성격에 따

른 차이로 이해할 수 있다.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면, 첫째 모든 외국인 집단거

주지역은 동일 국적 내에서조차 고유의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지역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세심한 이해와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정책적으로 지역별 현황자료를

구축하는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외국인밀

집지역에 자양동의 특화거리 조성처럼 문화적 특성을

살린 도시재생 전략의 채용이 유효할 수 있음을 확인하

였다. 특화거리가 경제적 선순환구조를 형성하고 외국

인에 대한 인식과 공존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음

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각 외국인밀집지역의 특성을 확

인하고 이를 살릴 수 있는 지자체별 전략 마련이 필요

하다.

셋째,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경우 여성이 보다 안심

하고 생활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기

법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불안감의 상당부분

은 비실체적 인식에 기인하므로 안전장비의 도입이나

환경의 정비만으로도 상당한 심리적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적극적인 CCTV 설치와 함께

CPTED 기법을 가미하여 노후화된 환경을 정비하고

현재도 추진 중인 지역민 주도의 자율적인 방범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외국인 거주자의 게토화는 바람직하지 않은

사회문제이지만 대림동 30~40대의 경우에서 볼 수 있

듯이 무조건적인 사회적 혼합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

어내는 것은 아니므로 보다 세심한 접근이 필요함을 확

인하였다. 한 가지 대안으로서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

으로서 내국인과 중국인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이벤

트의 개최 등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이벤트를 통해

서로의 심리적 거리를 좁힘으로써 서로가 서로에게 도

움이 되는 지역이웃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혼합은 이러한 준비단계를 거쳐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섯째, 내국인 저소득층의 외국인에 대한 불만과

혐오의 상당부분은 외국인 자체보다 지역이나 생활여

건에 대한 불만일 수 있으므로 지역환경의 개선과 정비

를 통해 주민의 지역 만족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도

시재생 사업의 추진을 통해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

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과 지역주민 스스로의 자

조적 노력이 결합될 필요가 있다(지남석 등, 2015). 지방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앞서 언급한 CPTED 기법 등을

가미하여 물리적 정비를 함으로써 내국인이 지역을 안

전하고 편리하다고 인식하도록 하는 기본 토양을 조성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설문조사 시 무작위 표집에 의해 표본을

추출하지 않고 편의추출에 의해 표집을 하였으므로 연

구결과를 한국인 일반의 의식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한

계가 있다. 또한 지면관계로 개별 가설에 대한 심도 있

는 이론적 고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집단

간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가 생략되었다. 향후 연구에

서는 중국인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사회심리학적 검토

에 기초하여 계층별, 연령별로 분석단위를 세분하여 연

구를 진행한다면 보다 유의미한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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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1) 여기서 ‘외국인 밀집지역’이란, 외국인 이주자들이 거주국가의
주류사회에 편입되지 않고 상호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발전
된 공간으로, 공간적으로 특정지역에 동일 국가 출신자들이 밀
집하여 거주하면서 음식점, 상가 등 연관 인프라가 형성되고
사교 활동과 정보교환의 중심지로 기능하는 지역(Pamuk, 2004)
을 의미한다.

2) 강도 37/118(31.4%), 강간35/121(28.9%), 강제추행 166/464(35.8%),
절도 1,150/2,291(50.2%), 폭력 6,671/9,786(68.2%), 사기 2,077/2,791
(74.4%) (경찰청, 2016).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외국인 중 중국 국적자의 비중이 높은
것이 이처럼 높은 범죄율의 한 가지 요인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4) 특정 집단의 집중적인 거주가 이루어지면서 해당 공간이 주변
또는 주류집단으로부터 사회적으로 배제되거나 차단되고 결
과적으로 폐쇄적 공동체로 퇴화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5) 노지현·구동회(2016)는 김해시 사례를 통해 유사한 분석 결과
를 제시하고 있다.

6) 도림천이 가르는 한국과 중국…대림동 ‘차이나타운’ - 중앙일보,
2015

7) 서울통계, 주민등록인구(동별), http://stat.seoul.go.kr/jsp3/
stat.db.jsp(2016. 8. 8). 이 통계에서 외국인의 대부분은 중국인
일 것으로 추정된다.

8) 분량상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는 부분만을 표로서 나타냈다.
9) “대림동에 펼쳐진 리틀차이나” (조선비즈, 2016), “자양동 양꼬

치 거리엔 소황제 북적” (조선비즈, 2015).
10) - 중국인범죄천국 대림, 남구로역… 경찰은 식은땀만 ‘줄줄’ -

민중의소리, 2015
- [현장르포] 외국인 범죄천국 대림동 - 뉴스포스트, 2011

11) 통계지리정보시스템, “살고 싶은 우리동네”, http://sgis.kostat.
go.kr/view/house/houseAnalysisMap (2016. 8. 8)

12) 서울통계, “지방세징수(동별)”, http://stat.seoul.go.kr/jsp3/
stat.db.jsp (2016.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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