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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는 런던지역의 한인 이주민을 대상으로 정착경로, 주거입지 및 주택소유 구조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한인 이주민의 최초 주거입지 결정요인으로는 최초 이주시

의 이주 상태, 이주지역 그리고 현지인 도움 여부인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로, 이주민의 현재 주거입지 결정요인으로는 

소득수준, 영어 구사능력, 영국 교육 경험, 최초 거주지인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로, 이주민의 주택 소유구조 특성을 보

면, 이주민들은 이주기간이 10년을 지나고, 소득수준이 5만 파운드를 넘어서면서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경향을 보인다. 

넷째로, 이를 토대로 이주민들의 정착경로를 유형화하면, 이주초기부터 한인타운에 정착하는 민족공동체 지향 유형과 

이주 초기부터 백인 주류층 거주지에 정착하는 백인주류층 지향 유형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런던지역 한인타운은 현

재는 규모나 역할이 제한적이지만, 한인사회의 역량이 커짐에 따라 발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주요어 : 한인 이주민, 정착경로, 주택 소유구조, 주거입지, 공간적 동화, 한인네트워크, 런던, 뉴몰든

Abstract : This paper aims at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immigration path, residential location, 
and housing ownership structure of Korean immigrants in London metropolitan area.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factors inf luencing the initial residential location of Korean immi-
grants are situation of immigrants, immigration region, and help of prior Korean immigrants. Secondly, 
factors influencing the current residential location of Korean immigrants are income, ability of English, 
education at United Kingdom, and initial residential location. Thirdly, view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of housing ownership structure, migrants tend to reside their own housings while migration period go 
beyond 10 years and incomes exceed £50,000. Forth, immigration path types of London Korean Immi-
grants are divided by ethnic enclave oriented type and mainstream society oriented type. 

Key Words :  Korean Immigrants, Immigration Path, Housing Ownership Structure, Residential Location, 
Spatial Assimilation, Korean Ethnic Network, London, New Mal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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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세계화가 보편화되고 국가 간 인력과 물자의 국

제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한민족의 인적자본의 네

트워크화라는 차원에서 한인 이주민의 역할의 중

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한인의 사회경제적 지

위가 상승하고 현지 국가에서의 영향력이 확대되

면서 한인 이주민의 정착과정과 한인네트워크의 

사회경제적 영향력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

한 실정이다. 이에 국내에서도 한인 이주민의 적

응과정과 한인네트워크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대

한 연구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이루어져 왔다.

한인 이주민의 정착경로와 주거입지에 대한 대

표적인 연구로는 박원석(2015a)의 연구가 있다. 

박원석(2015a)의 연구에서는 미국 LA지역 한인 

이주민을 대상으로 정착경로 및 주거입지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LA지역 한인 이주민의 정착

경로를 유형화하고, 정착경로에 따른 한인타운의 

역할과 전망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LA지역은 

전 세계적으로 재외한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

고 한인타운의 규모도 가장 큰 만큼, 한인 이주민

의 정착경로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그 과정

에서 한인타운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한인 이주민의 정착경로와 주거

입지에 대한 연구는 전 세계 한민족의 인적자본의 

네트워크화라는 차원에서 LA지역뿐만 아니라 유

럽이나 호주 등 자발적 한인 이주민이 집중 거주

하는 여타지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LA지역

의 경우, 한인타운이 가장 성장한 지역인 만큼 지

금까지 관심과 연구가 집중되어 왔으나, 유럽이

나 호주 지역의 한인 이주민에 대한 연구는 상대

적으로 거의 이루어지고 있는 않은 실정이기 때문

이다. 특히, 이주민에게 있어서 정착경로와 그에 

따른 주거특성에 대한 분석은 이주민의 현지 정착 

정도와 사회경제적 특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만큼, 박원석(2015a)의 LA
지역 연구의 후속 연구로서 유럽지역의 한인에 대

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유럽의 대표적인 한

인 정착지인 런던지역의 한인 이주민을 대상으로 

정착경로, 주거입지 및 주택소유 구조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런던지역 한인 이주민의 정

착 및 주거입지 패턴을 유형화하고, 한인 이주민

의 정착경로에 따른 한인타운의 역할을 비교·분

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런던지역은 유럽에서 

거의 유일하게 한인타운이 존재하는 지역인 만큼, 

박원석(2015a)의 LA지역 연구의 후속 사례연구로

서 런던지역은 최적지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

는 박원석(2015a)의 후속연구를 지향하는 만큼, 

본 연구결과와 선행연구인 박원석(2015a)의 LA지

역 연구와 비교·분석하여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

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및 런던지역 

한인타운의 현황

1) 선행연구 검토

지금까지 이주민의 정착경로 및 주거입지에 관

해서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들이 진

행되어 왔다. 미국의 이주민에 관한 선행연구 검

토는 박원석(2015a)에서 자세히 소개되어 있는 만

큼, 본 연구에서는 유럽의 이주민의 정착경로 및 

주거입지에 대한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선행연구

인 박원석(2015a)의 연구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유럽의 경우, 다민족 사회로 전환되고, 다문화 

정책에 시행하면서 많은 이주민들이 유입되었으

며, 이에 따라 이주민들의 사회경제적 영향력과 

정착경로, 입지 및 주거특성에 대한 연구들이 진

행되어 왔다. 유럽의 이주민에는 한인 이주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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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자발적 이주민이 있는 반면, 최근 전 세계적

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난민과 같은 비자발적 이

주민들이 혼재되어 있다. 따라서 유럽의 이주민 

연구는 다양한 각도에서 진행되어 왔다. 

여기에는 스웨덴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을 대상

으로 이주민의 최초 입지 및 2차 입지의 선택에 영

향을 미치는 지역요인들을 분석한 Åslund(2005)
의 연구,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의 최초 

입지 및 2차 입지 선택과정을 연구한 Zorlu and 
Mulder(2008)의 연구, 덴마크에 거주하는 이주민

의 공간 패턴 및 이주민의 입지선택에 영향을 미

치는 지역요인을 분석한 Damm(2009)의 연구, 프

랑스에 거주하는 이주민을 대상으로 이주자의 퇴

직 후의 주거입지 선택에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

한 De Coulon and Wolff(2010)의 연구가 대표적이

다1). 

이들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우선, 유럽의 이주

민들은 개별 특성에 따라 정착과정 및 공간적 이

동 패턴에서 차별적인 경로를 보이고 있다는 점

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유럽 이주민 중에서 같

은 서구 지역에서 영입된 이주민의 경우, 정착 초

기에는 인종 네트워크가 있는 지역을 선호하지만, 

이후 사회경제적 지위가 향상되면서 주류 계층이 

있는 지역으로 주거입지를 이동하는 공간적 동화

의 경향을 적극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비서구 지

역에서 영입된 이주민의 경우, 정착 초기부터 인

종 네트워크가 있는 지역을 선호할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인종 네트워크 내에 머무르

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은 

인적 네트워크, 물적 자본, 언어구사능력, 종교의 

관점에서 서구 지역 이주민과 비서구 지역 이주민 

간에 주류 계층과의 동질성 정도의 차이를 반영

(박원석, 2015a)한다고 하겠다.

또한, 이주민의 입지 선택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연령, 인종, 교육수준, 소

득, 자산와 같은 이주민의 개별 특성에 관한 요인

과 대도시 여부, 인종 네트워크와 같은 장소에 관

한 요인이 대표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

과는 이주민의 입지가 지역별로 차별적으로 나타

남을 의미하는데, 특히 인종 네트워크가 갖춰진 

대도시의 경우 이주민이 초기에 영입되는 관문도

시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

로, 이주민의 주택 소유구조에 영향을 주는 요인

으로는 인종, 연령, 소득, 혼인상태 등으로 나타난

다. 따라서 이주민들의 현지 정착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자가주택 보유 여부는 이주민의 소득이나 

이주기간과 같은 개별 특성과 함께 이주민의 인종 

네트워크의 특성에 따라 차별적(박원석, 2015a)임
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LA지역 한인 이주민의 정착경로와 주거

입지 특성을 분석한 본 연구의 선행연구인 박원

석(2015a)의 연구결과를 보면, LA지역 한인 이주

민의 정착경로의 유형으로 공간적 동화(spatial as-
similation)의 유형, 민족공동체(ethnic enclave) 지
향 유형, 백인주류층 지향 유형을 도출하였다. 첫

째로, 공간적 동화 유형2)의 경우, 최초 정착지로 

한인타운을 선택하지만, 소득이 늘어나고, 사회·

경제적 지위가 향상되면서 백인 주류층이 거주하

는 지역으로 주거지를 이전하는 공간적 동화를 시

도하는 한인 이주민 유형을 말한다. 공간적 동화 

유형의 한인 이주민들은 이주당시 연령이 젊고, 

이주기간이 길고, 가구소득 수준이 높고, 자가주

택 구매 능력이 있는 집단이 주로 해당된다. 

둘째로, 민족공동체 지향 유형3)의 경우, 한인타

운을 최초 이주지로 뿐만 아니라 항구적인 거주지

로 선택·정착하는 한인 이주민 유형을 말한다. 민

족공동체 지향 유형의 한인 이주민들은 주로 이주

당시 연령대가 높아서 영어능력이 개선되지 않는 

집단과, 정착과정에서 경제적 성공을 이루지 못해 

여전히 저소득층으로 남아 있는 집단이 주로 해당

된다. 

셋째로, 백인주류층 지향 유형의 경우, 최초 주

거지부터 백인주류층 거주지역을 선택하고 계속

해서 백인주류층 거주지역에 정착하는, 즉,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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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부터 한인타운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공간적 

동화를 시도하는 한인 이주민 유형을 말한다. 백

인주류층 지향 유형의 한인 이주민들은 이주동기

가 교육이나 삶의 질 개선이기 때문에. 곧 바로 양

질의 교육과 생활환경이 보장되는 주거지를 선택

하는 집단이 주로 해당된다. 다만, 이들 집단은 한

인타운을 주거지로 선택을 하지는 않지만, 이주과

정에서 한인네트워크를 통한 정보공유는 활용하

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이주경로 유형별로 

이주민들은 한인타운을 차별적으로 활용하는 것

으로 나타는데, 즉 한인타운을 공간적 동화 유형

은 초기 정착지로, 민족공동체 지향 유형은 항구

적 거주지로, 백인주류층 지향 유형은 정보공유

지로 활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박원석

(2015a)의 연구에서는 공간적 동화가 지속되면, 

백인주류층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한인타

운이 형성될 가능성도 전망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한인 이주민 계층간의 주거지 분리도 더 강화되면

서, 한인네트워크간의 역할분담과 기능 이전도 이

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런던지역 한인 이주민의 정착경로와 주거입지 

특성을 분석하는 본 연구는 박원석(2015a)의 후속

연구로서 진행되는 만큼,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박원석(2015a)의 연구결과와 비교·분석

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를 통해 미국과 유럽의 대

표적인 한인타운의 한인 이주민들의 정착경로와 

주거입지가 어떻게 차별적으로 나타나며, 정착과

정에서 한인타운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한 주요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2)  런던지역 한인타운의 현황: 뉴몰든 지역 

한인타운의 현황과 형성 역사4)

영국은 2015년 현재 유럽에서 한인 이주민이 가

장 많이 거주하는 국가다. 이러한 영국에서 한인

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런던 대도시지역

인데, 그 중에서도 런던 대도시권 서남부의 킹스

턴 지역에 위치한 뉴몰든(New Malden) 지역이 대

표적이다. 이진영(2012)의 연구에 따르면, 2011년 

현재 유럽 거주 한인 이주민의 38%인 46,829명이 

영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32%인 약 15,000
명 정도가 뉴몰든 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것

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한인타운의 범위를 킹스

턴을 포함한 주변지역까지 확대할 경우, 뉴몰든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한인타운은 2만 명 이상의 한

인들이 거주하는 규모로 확대된다. 따라서 뉴몰든

지역은 사실상 유럽에서 유일한 한인타운이라고 

불리우고 있다. 

현재 뉴몰든 지역의 한인타운은 한인들이 집중

적으로 거주하는 주거 집적지일 뿐만 아니라, 식

당, 쇼핑, 사업 등의 경제활동의 중심지, 한인학교

와 같은 교육활동의 중심지, 한인교회와 같은 종

교활동의 중심지, 각종 여가 및 문화활동의 중심

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뉴몰든 한인타운의 

중심부로는 뉴몰든 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상업 중

심가를 들 수 있는데, 그림 1은 이러한 뉴몰든 중

심가의 경관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뉴몰든 한인타운의 

중심가에는 한인식당, 한인마트, 한인여행사, 한

인학원 등 스몰 비즈니스 중심의 한인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지역에 한인 주거지가 분포되어 있다. 

뉴몰든 한인타운의 상업 중심가는 런던지역 한인

들이 한국 식품 구매나 외식, 그리고 한국식 학원

교육을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지역인 만큼, 뉴몰

든에 거주하는 한인들뿐만 아니라 런던 대도시지

역에 흩어져 있는 한인들이 주기적으로 이용하는 

고차의 상업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다만,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뉴몰든 중심

가에는 스몰 비즈니스 중심의 한인 경제활동이 느

슨하게 분포되어 있다. 이는 미국의 LA나 뉴욕 등

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한인 비즈니스가 집약적으로 

대규모로 형성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는 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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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한인 이주민의 숫자가 미국에 비해서 매우 

적고, 그에 따른 한인 경제활동의 규모와 한인네

트워크도 아직은 미국의 한인타운에 비해 미약하

다는 점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뉴몰든 지역이 런던지역의 유일한 한인타운으

로 형성, 성장한 배경에는 영국 한인 이주민의 개

별 특성, 입지적 요인, 경제적 요인, 한인 공관의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진영(2012)의 연구에서는 뉴몰든에 한인타운의 

형성된 배경을 첫째, 윔블던에 위치한 한국대사관

의 영향, 둘째, 채싱턴에 위치한 한국학교의 영향, 

셋째, 가족동반 상사주재원의 경제 및 생활 편의

성을 들고 있다. 즉, 뉴몰든 지역은 한국대사관이 

가깝고, 한국학교가 주변에 있어서 교육환경이 좋

았으며, 상사 주재원과 가족들이 생활하기에 편리

한 숙소와 편의시설들이 있었고, 여기에 주거환경

이 좋으면서도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대

료가 저렴하여 한인들이 정착하기에 유리한 환경

을 제공했다는 점이다. 여기에 뉴몰든 역을 통해 

런던 중심부에 출퇴근이 가능했기 때문에, 입지적

으로도 한인타운이 형성되기에 적합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뉴몰든 지역이 중심가를 중심으로 본격

적인 한인타운으로 성장되게 된 것은 대략적으로 

1990년대 초부터라 할 수 있다. 이 당시 해외여행 

자유화 제도가 실행되고 영국의 이민법도 완화되

면서 한국인들이 영국에 거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여기에 한국인 유학생과 어

학연수생, 그리고 한국기업의 주재원들이 급증하

면서 영국의 한인사회가 급격히 성장하였으며, 이

러한 한인의 초기 정착지로 뉴몰든 지역이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뉴몰든 지역은 한인타운으로서 

빠른 성장을 보이게 되었다. 

그런데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영국의 한인

사회는 큰 위기를 맞게 되었다. 즉, 외환위기로 인

해 환율이 상승하고, 국내기업들이 영국에서 철수

하면서, 영국 이주민의 대다수를 이루던 한인 유

학생과 주재원들이 급격히 빠져나가게 되면서 뉴

몰든 한인타운의 규모도 축소되게 된 것이다. 여

기에 한인회 회장 선거과정에서 한인사회가 분열

되면서 한인네트워크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

태가 되었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뉴몰든 한인타운은 

새로운 성장기반을 다지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영국에 잔류한 주재원들이 늘면서, 영국의 한인 

이주민의 성격이 유학생, 주재원과 같은 일시적 

거주민 중심에서 정착 이주민 중심으로 서서히 변

모해 가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영국 이주의 역사

그림 1. 뉴몰든 지역 한인타운 중심가의 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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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길어지면 한인 2세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영국의 한인사회가 유학생과 주

재원에 의존하는 형태에서 정착민 중심의 안정적

인 기반이 형성되고 있으며, 뉴몰든 한인타운 역

시 보다 안정적인 한인네트워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고 있다. 

영국의 한인 이주민은 2015년 현재에도 여전히 

유학생, 어학연수생, 주재원이 중심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한인타운의 발전과 한인네트워크의 

안정성이라는 관점에서는 취약한 여건임은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 때문에 2008년의 금융위

기와 같은 외부적 충격으로 뉴몰든 한인타운은 시

련기를 맞게 되었으며, 현재의 한인타운의 규모는 

예전에 미치지는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뉴몰든은 유럽의 유일한 한인타운으로서

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영국 이

주의 역사가 길어지면서 정착민의 숫자가 늘어나

게 되면 뉴몰든 한인타운 역시 한인네트워크로서

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연구모형 및 자료

1) 연구모형 구축

앞서 연구목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

는 런던지역의 한인 이주민을 대상으로, 정착경로 

및 주거입지 특성을 살펴보고, 이주민의 주거입지

와 주택 소유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

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

구모형을 구축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에서 보

는 바와 같이, 본 연구는 크게 2개의 주제로 나누

어 진행한다. 

(1)  연구주제 1: 런던지역 한인 이주민의 정착경

로와 주거입지 특성 분석

첫 번째 연구주제는 런던지역 한인 이주민의 정

착경로를 살펴보고, 정착과정에서 주거입지의 변

화 패턴을 살펴보고, 이들 주거입지에 영향을 주

는 요인들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로, 

런던지역 한인 이주민들의 정착경로와 주거이동 

패턴을 분석한다. 즉, 선행연구인 박원석(2015a)
의 연구에서 LA지역 한인 이주민들의 정착경로 

및 주거입지 유형으로, 공간적 동화 유형, 민족공

동체 지향 유형, 백인주류층 지향 유형 등 3가지 

유형을 확인했는데, 이러한 정착경로와 주거이동 

패턴이 런던지역 한인 이주민들의 정착과정에서

도 나타나는 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둘째로, 런던지역 한인 이주민의 정착 및 주거

이동 과정에서 최초 주거입지와 현재 주거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다. 선행연구를 통

해 밝혀진 이주민의 주거입지에 미치는 영향으로

는 인종, 연령, 성별, 혼인상태, 교육수준, 직업 등

과 같은 이주민의 개인적인 특성과 인종 네트워

크, 노동시장 특성,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등과 같

은 사회경제적 특성들이 병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주제를 통해, 런던지역 

한인 이주민들이 정착경로 및 주거입지 선택에서 

어떠한 요인들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지를 실제

로 확인할 수 있으며, 한인 이주민의 정착경로를 

유형화 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향후 한인 이주

민의 이주정책과 한인네트워크에 대한 시사점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주제 2: 런던지역 한인 이주민의 주택소

유 구조 및 영향요인 분석

두 번째 연구주제는 런던지역 한인 이주민의 주

택소유 구조의 현황을 살펴보고, 자가 주택 소유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주

민들의 현지 정착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

터는 이주민의 주거형태와 주택 소유구조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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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즉, 이주민들이 어디에 그리고 어떤 형

태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주택을 자가 소유

하고 있는 지 여부를 분석함에 따라 그 이주민이 

현지에서 어느 정도의 경제사회적 계층에 진입해 

있는 지 그리고 현지에 적응했는지를 가장 잘 판

단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이주민이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들은 현지에서 새로운 주거

지를 찾아 이동할 동기가 현저히 줄어들어, 높은 

정착단계에 진입5)해 있다고 할 수 있다(박원석, 

2015a). 

2) 연구방법 및 자료

앞서 연구모형에서 구축한 연구주제를 수행하

기 위한 자료로 영국 런던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이주민들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인터뷰 자료를 

활용하였다. 설문조사는 2015년 5월부터 8월까지 

런던 대도시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이주민들을 무

작위로 추출하여 대면 면접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설문조사는 주로 뉴몰든 지역에서 이루어졌는데
6), 따라서 본 연구의 설문대상은 뉴몰든 지역을 중

심으로 한 런던 한인들이 주 대상이 되었다. 이러

한 설문조사 결과, 총 217부의 유효한 설문지를 회

수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내용은 응답자의 인적사항에 대

한 사항, 최초 이주 현황에 관한 사항, 주거지 이

전에 관한 사항, 현재 주거지 및 주거실태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조사와 함께 한인 이주

민들이 생각하는 정착 및 주거입지, 주택 소유, 한

인 네트워크에 대한 심층적인 견해들을 수집하기 

위해 한인 이주민 및 한인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인터

뷰 조사결과는 설문조사를 보완하고 설문분석 결

과 해석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설문조사 자료를 토대로, 우선, 한인 이

주민의 이주과정, 주택 소유구조 및 주거실태를 

분석하였는데, 이는 설문결과에 대한 기초통계 분

석을 통해 수행되었다. 이를 통해 LA지역에 거주

그림 2. 연구모형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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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한인 이주민의 이주경로를 파악하고, 이주단

계에 따른 주거입지 선택과정과 주택 소유구조 등

의 주거실태의 특성을 도출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한인 이주민의 최초 이주지 및 현재 

주거입지에 영향을 미친 요인 분석과, 이주민의 

주택소유 구조에 영향을 미친 요인 분석을 위한 

연구방법으로, 설문결과를 토대로 한 이항로짓분

석을 선택하였다. 이항로짓모형은 주거입지 선택

을 위한 연구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연구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도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판단하였다.

3) 설문 응답자의 인적 특성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나타난 응답자의 인적 특

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우선, 응답자의 연령

표 1. 응답자의 인적 특성

연령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합계

응답자수 25 53 82 42 15 217
비율(%) (11.5) (24.4) (37.8) (19.4) (6.9) (100.0)

성별 남자 여자 합계

응답자수 92 125 217
비율(%) (42.4) (57.6) (100.0)

혼인여부 미혼 기혼 합계

응답자수 38 179 217
비율(%) (17.5) (82.5) (100.0)

가구 소득
3만 파운드

 미만

3만-5만 

파운드

5만-10만 

파운드

10만-20만 

파운드

20만 파운드

 이상
합계

응답자수 80 78 46 7 6 217
비율(%) (36.9) (35.9) (21.2) (3.2) (2.8) (100.0)

자산 규모
30만 파운드 

미만

30만-50만 

파운드

50만-100만 

파운드

100만-200만 

파운드

200만 파운드

 이상
합계

응답자수 100 60 39 16 2 217
비율(%) (46.1) (27.6) (18.0) (7.4) (0.9) (100.0)

현재 영어 구사능력 매우 부족 부족 보통 능숙 매우 능숙 합계

응답자수 21 39 86 54 17 217
비율(%) (9.7) (18.0) (39.6) (24.9) (7.8) (100.0)

학력 고졸 이하 대졸 대학원졸 합계

응답자수 32 143 42 217
비율(%) (14.7) (65.9) (19.4) (100.0)

영국 교육이력 없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합계

응답자수 127 18 18 35 19 217
비율(%) (58.5) (8.3) (8.3) (16.1) (8.8) (100.0)

현재 이주상태 정착 이주민 일시적 거주민 합계

응답자수 193 24 217
비율(%) (88.9) (1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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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를 보면, 40대가 37.8%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

로 30대(24.4%), 50대(19.4%) 순으로 나타난다. 

30∼50대의 비중이 높은 것은 본 설문조사가 기본

적으로 가구주를 대상으로 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응답자의 성별을 보면, 여자가 57.6%, 

남자가 42.4%로 나타난다. 응답자의 혼인여부를 

보면, 기혼이 82.5%, 미혼이 17.5%로 나타나는데, 

이 역시 본 설문조사가 가구주를 대상으로 한 결

과를 반영한다고 하겠다. 

응답자의 가구소득을 보면, 3만 파운드 미만 

36.9%, 3만∼5만 파운드 35.9% 5만∼10만 파운드 

21.2% 순으로 나타나는데, 따라서 응답대상 한인 

이주민들의 상당수는 소득기준으로 중산층이거

나 그 이하에 머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LA
지역 사례연구와 비교할 때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데, 따라서 보편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아

니지만 런던지역 한인 이주민들의 경제적 수준이 

미국 LA지역 한인 이주민보다 낮을 것이라는 추

론은 할 수 있다. 응답자의 가구자산 규모를 보면, 

30만 파운드 미만이 46.1%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응답대상 한인 이

주민들은 자산축적 규모가 소득수준에 미치지 못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LA지역 

사례연구의 경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응답자의 현재 영어 구사능력을 보면, 보통이 

39.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영어능력

이 부족하거나 매우부족하다는 응답자들도 25.7%
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응답자의 학력을 보

면, 대졸 65.9%, 대학원졸 19.4%로 나타나, 응답

대상 한인 이주민들의 대부분은 대졸 이상의 고학

력자임을 볼 수 있다. 응답자의 영국에서의 학교

교육 이력을 보면, 영국에서 학교교육을 받은 적

이 없는 응답자도 58.5%에 이르지만, 절반 가까

이는 어떤 형태든 영국에서 학교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대학교와 대학원 교

육을 받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는데, 이는 영국의 이주민 중에서 유학생이 상당

수를 차지하는 점과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

서 본 설문의 응답대상 이주민들은 상당수가 중산

층 정도의 소득을 올리는 고학력자임을 볼 수 있

다.

4. 실증분석-1: 한인 이주민의 

정착경로 및 주거입지 특성

1) 응답자의 최초 이주 현황

응답자의 최초 이주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우선, 응답자의 이주당시 연령을 보면, 30대가 

36.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20대(35.9%), 10대 

이하(12.0%) 순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이주민들

은 신체적 및 경제활동 능력이 왕성한 30대 이하

에서 런던지역에 이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응답자의 최초 주거지를 보면, 한인

타운 60.4%, 백인중산층 및 고소득지역7) 33.6% 

순으로 나타난다. 한인타운이 최초 주거지인 비중

이 높은 것은 뉴몰든 지역이 최초 정착을 위한 지

역으로 선호되고 있음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전술

한 바와 같이 본 설문조사가 뉴몰든 지역을 중심

으로 한 결과이기도 하다.

표 2. 응답자의 최초 이주 시 연령

이주시 연령 영국출생 10대 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합계

응답자수 5 26 78 79 24 5 217
비율(%) (2.3) (12.0) (35.9) (36.4) (11.1) (2.3) (100.0)



박원석476

표 3. 응답자의 최초 이주특성별 최초 주거지 현황

최초주거지
전체

한인타운 백인고소득층 백인중산층 저소득층

최초이주상태

정착 이주민
60

(69.8)
7

(8.1)
15

(17.4)
4

(4.7)
86

(47.5)

일시적 거주민
50

(52.6)
8

(8.4)
32

(33.7)
5

(5.3)
95

(52.5)

최초이주지*

런던(대도시)
127

(74.7)
13

(7.6)
24

(14.1)
6

(3.5)
170

(78.3)

런던지역 이외
4

(8.5)
5

(10.6)
31

(66.0)
7

(14.9)
47

(21.7)

이주동기

교육
44

(53.7)
5

(6.1)
26

(31.7)
7

(8.5)
82

(37.8)

경제적 이유
34

(64.2)
5

(9.4)
12

(22.6)
2

(3.8)
53

(24.4)

삶의 질
24

(61.5)
6

(15.4)
6

(15.4)
3

(7.7)
39

(18.0)

결혼
13

(59.1)
2

(9.1)
7

(31.8)
0

(0.0)
22

(10.1)

기타
16

(76.2)
0

(0.0)
4

(19.0)
1

(4.8)
21

(9.7)

최초
영어구사*

매우부족
33

(52.4)
6

(9.5)
15

(23.8)
9

(14.3)
63

(29.0)

부족
47

(69.1)
3

(4.4)
15

(22.1)
3

(4.4)
68

(31.3)

보통
39

(65.0)
5

(8.3)
15

(25.0)
1

(1.7)
60

(27.6)

능숙
9

(45.0)
4

(20.0)
7

(35.0)
0

(0.0)
20

(9.2)

매우능숙
3

(50.0)
0

(0.0)
3

(50.0)
0

(0.0)
6

(2.7)

현지인도움*

도움받음
95

(71.4)
12

(9.0)
17

(12.8)
9

(6.8)
133

(61.3)

독자적 결정
36

(42.9)
6

(7.1)
38

(45.2)
4

(4.8)
84

(38.7)

이주기간

영국출생
4

(80.0)
1

(20.0)
0

(0.0)
0

(0.0)
5

(2.3)

1년 미만
9

(81.8)
0

(0.0)
2

(18.2)
0

(0.0)
11

(5.1)

1-5년
10

(62.5)
1

(6.3)
5

(31.3)
0

(0.0)
16

(7.4)

5-10년
27

(54.0)
6

(12.0)
11

(22.0)
6

(12.0)
50

(23.0)

10-20년
63

(61.2)
8

(7.8)
27

(26.2)
5

(4.9)
103

(47.5)

20년 이상
18

(56.3)
2

(6.3)
10

(31.3)
2

(6.3)
32

(14.7)

전체
131

(60.4)
18

(8.3)
55

(25.3)
13

(6.0)
217

(100.0)

주: *는 χ2 검정결과 유의수준 5%에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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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의 최초 이주 상태를 보면, 유학이나 주

재원 등 처음에는 일시적으로 이주한 이주자의 비

중이 52.5%로 절반을 넘고, 처음부터 정착 목적으

로 이주한 응답자는 47.5%로 절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응답자의 대부분은 현재에는 정

착 중인 이주민인 점을 감안할 때, 영국 한인사회

의 구조가 유학생과 주재원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이주상태별 최초 주거

지를 보면, 처음부터 정착 목적으로 이주한 응답

자가 일시적 목적으로 이주한 응답자보다 한인타

운을 최초 주거지로 선택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

난다. 따라서 정착 목적의 이주민이 최초 이주 시

부터 한인네트워크를 더 많이 활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응답자의 이주동기를 보면, 교육이 37.8%로 가

장 높고, 다음으로 경제적 이유 24.4%, 삶의 질 

18.0% 순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응답자들이 영국

으로 이주한 주된 이유가 교육과 경제적 이유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영국 이주민의 주류가 

유학생과 주재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이주동기별로 최초 주거지

를 보면, 이주동기가 경제적 이유와 삶의 질인 경

우 한인타운을, 이주동기가 교육과 결혼인 경우 

백인주류층 거주지를 상대적으로 최초 주거지로 

더 많이 선택한 것을 볼 수 있다. 

응답자의 최초 이주 시 영어구사 능력을 보면, 

부족 31.3%, 매우 부족 29.0%로 나타나, 절반 이

상의 이주민들은 영어능력이 충분하지 상태에서 

이주를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 최초 이주 시 영어

구사 능력별로 최초 주거지를 보면, 영어능력이 

부족한 경우는 한인타운을, 영어능력이 능숙한 경

우는 백인주류층을 최초 주거지로 더 많이 선택한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영어능력은 최초 주거지

를 선택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응답자의 최초 이주 시 현지인 도움 여부를 보

면, 현지인 도움을 받은 경우가 61.3%로, 대다수

의 응답자들은 이주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현지 

한인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최초 이주 

시 현지인 도움 여부별로 최초 주거지를 보면, 도

움을 받은 경우는 한인타운을, 도움을 받지 않은 

경우는 백인주류층을 최초 주거지로 더 많이 선택

한 것을 볼 수 있다. 

응답자의 이주기간을 보면, 10∼20년 47.5%, 

5∼10년 23.0%, 20년 이상 14.7% 순으로 나타나, 

절반 이상의 응답자는 이주기간이 10년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주기간별로 최초 주거지를 보

면, 이주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는 한인타운을, 

이주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는 백인주류층을 최

초 주거지로 더 많이 선택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뉴몰든 지역에 한인타운이 본격적으로 형성된 역

사가 짧기 때문에, 최근에 이주한 집단에서 최초 

주거지로 한인타운을 선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응답자의 이주경로 및 현재 주거지 

현황: 공간적 동화 여부의 검토

다음으로 응답자의 이주경로를 보면 다음과 같

다. 우선, 응답자의 직전 거주국가를 보면, 한국이 

93.1%, 한국 이외의 국가가 6.9%인 것으로 나타난

다. 따라서 응답자들은 대부분 한국에서 직접 영

국으로 이주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소수의 응답자

만 제3국을 거쳐 영국으로 이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제3국을 거쳐 영국으로 이주한 응답

자의 직전 거주국가를 보면 유럽, 아시아, 아프라

카 국가 등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응답자가 영국으로 이주할 시 최초 이주지를 보

면, 런던 대도시지역이 78.3%, 런던 대도시이외 

지역이 21.7%로 나타난다. 따라서 응답자의 다수

는 런던지역에 최초로 이주하여 계속해서 거주하

고 있으며, 1/4 정도의 응답자만 런던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최초로 이주한 이후 런던지역으로 주

거지 이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초 이주지별

로 최초 주거지를 보면, 최초 이주지가 런던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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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경우 한인타운을, 런던 이외지역인 경우 백인

주류층을 최초 주거지로 더 많이 선택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최초 이주지가 런던인 응답자의 

74.7%가 한인타운을 최초 주거지로 응답한 것을 

볼 때, 뉴몰든 한인타운은 런던지역에 최초로 이

주하는 이주민의 관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다른 지역에서 런던으로 이동한 

이주한 응답자의 직전 도시를 보면, 옥스퍼드와 

같은 런던 근교의 도시거나 맨체스터 등 영국 내 

대도시들이 대부분이다.

다음으로, 응답자의 현재 주거지를 보면, 한

인타운이 70.0%, 백인고소득층과 백인중산층이 

28.1%로 나타난다. 응답자의 현재 거주지가 한인

타운인 비율이 높은 것은 주거지로서 뉴몰든 지역

의 선호도가 높다는 것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본 

설문조사가 뉴몰든 지역을 중심으로 한 결과에 기

인한다고 하겠다. 

가구소득별로 현재 주거지를 보면, 가구소득 5
만 파운드 이상의 고소득층은 백인주류층 거주지

에, 5만 파운드 미만의 중·저소득층은 한인타운

에 거주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현재 영

어구사 능력별로 현재 주거지를 보면, 영어 구사

능력이 부족한 응답자들은 한인타운에, 영어구사 

능력이 보통 이상인 응답자들은 백인주류층 거주

지에 거주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주기

간별로 현재 주거지를 보면, 이주기간이 1년 미만

이거나 5∼10년인 응답자들이 한인타운에 거주하

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이를 종합하면, 소득수준이 낮고 영어 구사능력

이 부족한 이주민은 한인타운에 머물지만, 소득수

준이 높고 영어 구사가 능숙해진 이주민은 백인주

류층 거주지역에 거주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살펴본 공간적 동화

이론에서 설명하는 이주민의 주거지 이전 패턴을 

일정 부분 지지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즉, 이주민

들이 초기 정착과정에서는 영어 구사능력도 부족

하고 소득과 자산수준도 낮아서 민족공동체인 한

인타운을 주거지로 선호하지만, 이주기간이 길어

지면서 소득과 자산이 늘어나고 영어 구사능력이 

향상되고 사회경제적 지위를 획득하면서 주류사

회의 네트워크가 있는 곳으로 주거지를 이동하려

는 시도를 런던지역 한인 이주민 사례에서 볼 수 

있다. 한편, 이주기간별로 보면, 이주시기에 따라 

한인타운의 거주비율이 차별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뉴몰든 지역의 한인타운 형성 역사가 짧기 

때문에, 특정 이주시기에 따라 유입되는 이주민의 

성격과 한인타운의 역할이 차별적인 결과로 판단

된다.

공간적 동화에 대한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응답자의 최초주거지별 현재 주거지 현황을 보면, 

최초 이주지역이 한인타운인 응답자의 7.6%는 현

재 거주지를 백인주류층 거주지로 이동하여 공간

적 동화를 시도하지만, 90.1%는 여전히 한인타운

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물론 본 연구의 

설문조사가 한인타운에서 주로 이루어진 결과이

기도 하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런던지역 한인 이

주민의 경우 공간적 동화의 경향은 보이나, 대세

적인 추세는 보이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현재 거주지가 백인주류층인 응

답자의 경우, 대부분이 최초 거주지가 백인주류층

인 것으로 나타난다. 즉, 런던지역 이주민의 경우 

상당수가 최초 주거지부터 백인주류층 거주지역

을 선택하고 계속해서 백인주류층 거주지역에 정

착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8)이다. 따라서 런던지

역 한인 이주민의 경우, 이주 초기부터 한인타운

에 거주한 집단은 계속 한인타운에 머물고, 이주 

표 4. 응답자의 직전 거주국가 및 최초 이주지

직전거주국가 한국 한국 이외 합계

응답자수 202 15 217
비율(%) (93.1) (6.9) (100.0)

최초이주지 런던(대도시) 런던 이외 합계

응답자수 170 47 217
비율(%) (78.3) (2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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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응답자의 특성별 현재 주거지 현황

현재 주거지
전체

한인타운 백인고소득층 백인중산층 저소득층

현재 이주상태

정착 이주민
135

(69.9)
11

(5.7)
43

(22.3)
4

(2.1)
193

(100.0)

일시적 거주민
17

(70.8)
0

(0.0)
7

(29.2)
0

(0.0)
24

(100.0)

가구 소득

3만 파운드 미만
59

(73.8)
6

(7.5)
14

(17.5)
1

(1.3)
80

(100.0)

3만-5만 파운드
58

(74.4)
3

(3.8)
16

(20.5)
1

(1.3)
78

(100.0)

5만-10만 파운드
27

(58.7)
1

(2.2)
16

(34.8)
2

(4.3)
46

(100.0)

10만-20만 파운드
4

(57.1)
0

(0.0)
3

(42.9)
0

(0.0)
7

(100.0)

20만 파운드 이상
4

(66.7)
1

(16.7)
1

(16.7)
0

(0.0)
6

(100.0)

현재영어구사

매우 부족
17

(81.0)
1

(4.8)
3

(14.3)
0

(0.0)
21

(100.0)

부족
30

(76.9)
1

(2.6)
6

(15.4)
2

(5.1)
39

(100.0)

보통
62

(72.1)
2

(2.3)
21

(24.4)
1

(1.2)
86

(100.0)

능숙
36

(66.7)
4

(7.4)
13

(24.1)
1

(1.9)
54

(100.0)

매우 능숙
7

(41.2)
3

(17.6)
7

(41.2)
0

(0.0)
17

(100.0)

이주기간

영국출생
4

(80.0)
1

(20.0)
0

(0.0)
0

(0.0)
5

(100.0)

1년 미만
10

(90.9)
0

(0.0)
1

(9.1)
0

(0.0)
11

(100.0)

1-5년
9

(56.3)
1

(6.3)
6

(37.5)
0

(0.0)
16

(100.0)

5-10년
38

(76.0)
1

(2.0)
10

(20.0)
1

(2.0)
50

(100.0)

10-20년
70

(68.0)
7

(6.8)
23

(22.3)
3

(2.9)
103

(100.0)

20년 이상
21

(65.6)
1

(3.1)
10

(31.3)
0

(0.0)
32

(100.0)

최초 거주지*

한인타운
118

(90.1)
1

(0.8)
10

(7.6)
2

(1.5)
131

(100.0)

백인고소득층
4

(22.2)
9

(50.0)
5

(27.8)
0

(0.0)
18

(100.0)

백인중산층
22

(40.0)
1

(1.8)
32

(58.2)
0

(0.0)
55

(100.0)

저소득층
8

(61.5)
0

(0.0)
3

(23.1)
2

(15.4)
13

(100.0)

전체
152

(70.0)
11

(5.1)
50

(23.0)
4

(1.8)
217

(100.0)

주: *는 χ2 검정결과 유의수준 5%에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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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부터 민족공동체인 한인타운을 거치지 않지 

않은 집단은 곧바로 공간적 동화를 시도하는 경향

을 보인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3)  이항로짓분석-1: 한인 이주민의 최초 

주거입지 결정요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주민의 최초 주거입

지 및 현재 주거입지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밝

히기 위한 방법으로 설문자료를 토대로 한 이항로

짓모형을 채택하였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먼저 이

주민의 최초 주거입지 결정요인을 밝히기 위한 이

항로짓모형을 구축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이항

로짓모형의 종속변수는 이주민의 최초 주거입지

가 된다. 이에 따라 현재 주거지역이 한인타운인 

경우의 모형과 백인주류층9)인 경우의 모형, 이상 

2개의 이항로짓모형을 구축하였다.

이주민의 최초 주거입지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

수로는 응답자의 인적 특성(최초영어능력) 변수, 

응답자의 이주 특성(더미최초이주지런던, 더미영

국최초목적정착, 더미이주동기교육, 더미이주동

기경제, 더미이주동기삶의질, 더미최초현지인도

움, 더미최초이주지LA, 더미미국출생, 더미이주

기간1-5년, 더미이주기간5-10년, 더미이주기간

10-20년, 더미이주기간20년 이상) 변수로 구성된

다. 따라서 이항로짓분석을 통해 이주 당시 이주

민의 인적 및 이주특성과 관련된 어떠한 변수들이 

최초 주거입지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

다. 

각각의 이항로짓모형에서 회귀모형에 포함될 

독립변수를 결정하기 위해 후진제거법을 활용하

였다. 여기에 Hosmer와 Lemeshow 검정결과와 독

립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참조

하여, 최종 모형을 결정10)하였다.

log=
P

1-P β0+β1X1+β2X2+...+βnXn

  =β0+
n
∑
k=1

βkXk

종 속변수: 응답자의 최초 주거입지(① 한인타운, ② 백인

주류층)

독립변수(X1∼Xn): 

① 응답자의 인적 특성 (최초영어능력)

② 응답자의 이주 특성(더미최초이주지런던, 더미영국최

초목적정착, 더미이주동기교육, 더미이주동기경제, 더

미이주동기삶의질, 더미최초현지인도움)

한인 이주민의 최초 주거입지 결정요인에 대한 

표 6. 이항로짓분석 결과-1: 최초 주거입지에 영향을 미친 요인

B 표준오차 Wals 유의확률 Exp(B)

최초 주거지

한인타운

더미이주동기경제 -0.511 0.398 1.651 0.199 0.600
더미최초현지인도움** 1.279 0.360 12.584 0.000 3.592
더미최초이주지런던** 3.644 0.585 38.784 0.000 38.256
더미영국최초목적정착 0.460 0.366 1.573 0.210 1.584

상수항** -3.325 0.617 28.994 0.000 0.036

최초 주거지

백인주류층

더미이주동기경제 0.566 0.406 1.943 0.163 1.762
더미최초현지인도움** -1.351 0.359 14.191 0.000 0.259

최초영어능력* 0.363 0.172 4.455 0.035 1.437
더미최초이주지런던** -2.842 0.456 38.778 0.000 0.058

상수항 1.252 0.548 5.217 0.022 3.496

주: *는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한 독립변수

   **는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한 독립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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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항로짓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표 6과 같다. 첫째

로, 최초 주거입지가 한인타운인 경우의 주거입지 

결정요인에 대한 이항로짓분석 결과를 보면, 유의

수준 5%에서 더미최초현지인도움, 더미최초이주

지런던, 더미영국최초목적정착 독립변수가 유의

한 요인인 것으로 도출된다. 따라서 현재 주거지

로 한인타운을 선택할 승산은 최초 이주당시 현지

인의 도움을 받은 경우 3.59배로 높으며, 최초 이

주지가 런던인 경우 38.26배 높으며, 처음부터 정

착목적으로 이주한 경우 1.58 높은 것으로 나타난

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최초 이주당시부터 정

착목적을 가지고, 현지인의 도움을 받아, 런던에 

이주한 집단에서 집중적으로 한인타운을 거주지

로 선택한 것으로 확인된다.

둘째로, 최초 주거입지가 백인주류층인 경우의 

주거입지 결정요인에 대한 이항로짓분석 결과를 

보면, 유의수준 5%에서 더미최초현지인도움, 더

미최초이주지런던 독립변수가 유의한 요인인 것

으로 도출된다. 따라서 현재 주거지로 백인주류

층 거주지를 선택할 승산은 최초 이주당시 현지인

의 도움을 받은 경우 0.26배로 낮아지며, 최초 이

주지가 런던인 경우 0.06배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

타난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최초 이주당시 현

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런던 이외지역에 이주한 

집단에서 집중적으로 백인주류층을 거주지로 선

택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이항로짓분석-2: 한인 이주민의 현재 

주거입지 결정요인

다음으로, 이주민의 현재 주거입지 결정요인을 

밝히기 위한 이항로짓모형을 구축하면 다음과 같

다. 우선, 이항로짓모형의 종속변수는 이주민의 

현재 주거입지가 된다. 이에 따라 현재 주거지역

이 한인타운인 경우의 모형과 백인주류층인 경우

의 모형, 이상 2개의 이항로짓모형을 구축하였다.

이주민의 최초 주거입지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

수로는 응답자의 인적 특성(현재영어능력, 더미대

졸 이상, 더미영국교육경험없음, 더미초중등교육

이수) 변수, 응답자의 재무적 특성(가구소득, 가구

자산, 더미자가주택) 변수, 응답자의 이주 특성(더

미최초주거지한인타운(백인주류층), 더미영국출

생, 더미이주기간1년 미만, 더미이주기간5-10년, 

더미이주기간10-20년, 더미이주기간20년 이상) 

변수로 구성된다. 따라서 이항로짓분석을 통해 이

주민의 현재의 인적, 재무적 및 이주특성과 관련

된 어떠한 변수들이 현재 주거입지에 영향을 주었

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log=
P

1-P β0+β1X1+β2X2+...+βnXn

  =β0+
n
∑
k=1

βkXk

종속변수: 응답자의 현재 주거입지(① 한인타운, ② 백인

주류층)

독립변수(X1∼Xn): 

① 응답자의 인적 특성 (현재영어능력, 더미대졸 이상, 더

미영국교육경험없음, 더미초중등교육이수)

② 응답자의 재무적 특성 (가구소득, 가구자산, 더미자가

주택)

③ 응답자의 이주 특성(더미최초주거지한인타운(백인주

류층), 더미영국출생, 더미이주기간1년 미만, 더미이주

기간 5-10년, 더미이주기간 10-20년, 더미이주기간 

20년 이상)

한인 이주민의 현재 주거입지 결정요인에 대한 

이항로짓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표 7과 같다. 첫째

로, 현재 주거입지가 한인타운인 경우의 주거입지 

결정요인에 대한 이항로짓분석 결과를 보면, 유의

수준 5%에서 현재영어능력, 더미영국교육경험없

음, 더미최초주거지한인타운 독립변수가 유의한 

요인인 것으로 도출된다. 따라서 현재 주거지로 

한인타운을 선택할 승산은 현재 영어능력이 우수

할수록 0.44배로 낮아지며, 영국 교육경험이 없는 

경우 0.17배로 낮아지며, 최초 주거지가 한인타운

인 경우 28.0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분석결과

를 종합하면, 현재 영어 구사능력이 떨어지고,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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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교육경험이 있으며, 최초 이주 시부터 한인타

운에 거주한 집단에서 집중적으로 한인타운을 거

주지로 선택한 것으로 확인된다.

둘째로, 현재 주거입지가 백인주류층인 경우의 

주거입지 결정요인에 대한 이항로짓분석 결과를 

보면, 유의수준 5%에서 현재영어능력, 더미영국

교육경험없음, 더미최초주거지백인 독립변수가 

유의한 요인인 것으로 도출된다. 따라서 현재 주

거지로 백인주류층 거주지를 선택할 승산은 현재 

영어능력이 우수할수록 1.97배로 높아지며, 영국 

교육경험이 있는 경우 4.10배 높으며, 최초 주거

지가 백인주류층 거주지인 경우 25.386배 높은 것

으로 나타난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현재 영어 

구사능력이 우수하고, 영국 교육경험이 없으며, 

최초 이주시 부터 백인주류층 거주지에 거주한 집

단에서 집중적으로 백인주류층을 거주지로 선택

한 것으로 확인된다. 특이한 점은 영국 교육경험

이 있는 집단에서 오히려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경

향이 높다는 점인데, 이는 런던지역 한인사회의 

경우 유학생으로 이주한 집단이 주류를 이루는 사

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5. 실증분석-2: 한인 이주민의  

주택 소유구조 특성

1) 이주민의 주택 소유구조

응답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소유구조

를 보면, 자가주택 49.8%, 임대주택 50.2%인 것으

로 나타난다. 임대주택 거주자 중에서 자가주택을 

소유한 응답자는 20.7%로 나타나, 응답자 중에서 

주택을 소유한 응답자는 총 70.5%인 것으로 나타

난다. 

주택형태별로 보면, 응답자의 60.5%는 단독주

택에 거주하고, 39.5%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것

으로 나타난다. 주택형태별로 주택 소유구조를 보

면, 단독주택 거주자의 68.2%가 자가주택에 거주

하는 반면, 공동주택 거주자는 12.9%만이 자가주

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주민의 

주택 소유구조는 단독-자가주택, 공동-임대주택

으로 대비되는 것을확인할 수 있다. 

현재 주거지별로 주택 소유구조를 보면, 한인타

표 7. 이항로짓분석 결과-2:현재 주거입지에 영향을 미친 요인

B 표준오차 Wals 유의확률 Exp(B)

현재주거지

한인타운

현재영어능력** -0.813 0.240 11.456 0.001 0.443
더미대졸 이상 -1.166 0.655 3.172 0.075 0.312
더미자가주택 0.421 0.397 1.123 0.289 1.523

더미영국교육경험없음** -1.750 0.536 10.674 0.001 0.174
더미최초주거지한인타운** 3.332 0.472 49.915 0.000 28.007

상수항** 3.611 0.986 13.416 0.000 36.991

현재주거지

백인주류층

현재영어능력** 0.678 0.232 8.539 0.003 1.969
더미이주기간 5-10년 -0.652 0.507 1.652 0.199 0.521

더미자가주택 -0.489 0.428 1.306 0.253 0.613
더미영국교육경험없음** 1.412 0.516 7.501 0.006 4.104
더미최초주거지백인** 3.234 0.448 52.056 0.000 25.386

상수항** -4.972 1.038 22.931 0.000 0.007

주: *는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한 독립변수

   **는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한 독립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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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응답자의 특성별 주택 소유구조

주택 소유구조

전체
자가주택

임대주택
(자가주택 유)

임대주택
(자가주택 무)

주택 형태*

단독주택
90

(68.2)
21

(15.9)
21

(15.9)
132

(100.0)

공동주택
18

(21.2)
24

(28.2)
43

(50.6)
85

(100.0)

현재 주거지

한인타운
77

(50.7)
26

(17.1)
49

(32.2)
152

(100.0)

백인고소득층
5

(45.5)
5

(45.5)
1

(9.1)
11

(100.0)

백인중산층
24

(48.0)
13

(26.0)
13

(26.0)
50

(100.0)

저소득층
2

(50.0)
1

(25.0)
1

(25.0)
4

(100.0)

가구 소득*

3만 파운드 미만
22

(27.5)
18

(22.5)
40

(50.0)
80

(100.0)

3만-6만 파운드
46

(59.0)
18

(23.1)
14

(17.9)
78

(100.0)

6만-10만 파운드
32

(69.6)
5

(10.9)
9

(19.6)
46

(100.0)

10만-20만 파운드
5

(71.4)
1

(14.3)
1

(14.3)
7

(100.0)

20만 파운드 이상
3

(50.0)
3

(50.0)
0

(0.0)
6

(100.0)

영어 구사능력*

매우부족
4

(19.0)
6

(28.6)
11

(52.4)
21

(100.0)

부족
15

(38.5)
5

(12.8)
19

(48.7)
39

(100.0)

보통
40

(46.5)
24

(27.9)
22

(25.6)
86

(100.0)

능숙
37

(68.5)
8

(14.8)
9

(16.7)
54

(100.0)

매우능숙
12

(70.6)
2

(11.8)
3

(17.6)
17

(100.0)

이주기간*

영국출생
4

(80.0)
0

(0.0)
1

(20.0)
5

(100.0)

1년 미만
1

(9.1)
1

(9.1)
9

(81.8)
11

(100.0)

1-5년
2

(12.5)
5

(31.3)
9

(56.3)
16

(100.0)

5-10년
10

(20.0)
18

(36.0)
22

(44.0)
50

(100.0)

10-20년
65

(63.1)
17

(16.5)
21

(20.4)
103

(100.0)

20년 이상
26

(81.3)
4

(12.5)
2

(6.3)
32

(100.0)

현재 이주상태*

정착 이주민
90

(68.2)
21

(15.9)
21

(15.9)
132

(100.0)

일시적 거주민
18

(21.2)
24

(28.2)
43

(50.6)
85

(100.0)

전체
108

(49.8)
45

(20.7)
64

(29.5)
217

(100.0)

주: *는 χ2 검정결과 유의수준 5%에서 유의.



박원석484

운에 거주하는 응답자들과 백인주류층에 거주하

는 응답자 간에 자가주택 거주비율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가구소득별로 주택 소유

구조를 보면, 가구소득 5만∼10만 파운드 사이의 

중·고소득층의 자가주택 비율이 높을 것을 볼 수 

있으며, 가구소득이 3만 파운드 미만일 경우 자가

주택 비율이 27.5%로 확연히 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χ2 검정결과 유의수준 5%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따라서 런던지역 

한인 이주민들은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가주택

에 거주하며, 특히 가구소득이 5만 파운드가 넘어

서는 시점에서 주택을 보유하려는 동인이 커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영어구사 능력별로 주택 

소유구조를 보면, 영어구사 능력이 우수할수록 추

세적으로 자가주택 거주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χ2 검정결과 유의

수준 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

주민에게 영어 구사능력은 소득수준과 주택보유 

능력을 볼 수 있는 주요 지표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주기간별로 보면, 이주기간이 10년 이상인 응

답자들은 자가주택에 거주하며, 이주기간이 10년 

미만인 응답자들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경향은 χ2 검정결과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런던 한

인 이주민들은 이주 이후 10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자가주택을 보유하는 동인이 커지는 것으로 판단

된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런던지역 이주민

들은 이주기간이 10년을 경과하면서, 영어구사 능

력이 능숙해지고, 소득수준이 5만 파운드를 넘게 

되면서 백인주류층 거주지역의 단독주택을 보유

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겠다.

2)  이항로짓분석-3: 한인 이주민의 주택 

소유구조 결정요인

이주민의 주택 소유구조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

을 밝히기 위한 방법으로 설문자료를 토대로 한 

이항로짓모형을 활용하였다. 이항로짓모형의 종

속변수는 이주민의 주택 소유구조가 된다. 이에 

따라 자가주택 거주 결정요인 모형과 주택보유11) 

결정요인의 모형, 이상 2개의 이항로짓모형을 구

축하였다. 

모형의 독립변수로는 응답자의 인적 특성(현재

영어능력, 더미대졸 이상, 더미기혼, 더미영국교

육경험없음, 더미초중등교육이수) 변수, 응답자

의 재무적 특성(가구소득) 변수, 응답자의 이주 특

성(더미현주거지백인, 더미현주거지한인타운, 더

미영국출생, 더미이주기간1년 미만, 더미이주기

간5-10년, 더미이주기간10-20년, 더미이주기간

20년 이상) 변수로 구성된다. 따라서 이항로짓분

석을 통해 주택 소유구조에 영향을 준 변수들을 

도출할 수 있다. 

log=
P

1-P β0+β1X1+β2X2...+βnXn

  =β0+
n
∑
k=1

βkXk

종속변수: 응답자의 현재 주거입지(① 자가주택 거주, ② 

주택보유)

독립변수(X1∼Xn): 

① 응답자의 인적 특성 (현재영어능력, 더미대졸 이상, 더

미기혼, 더미영국교육경험없음, 더미초중등교육이수)

② 응답자의 재무적 특성 (가구소득)

③ 응답자의 이주 특성(더미현주거지백인, 더미현주거지

한인타운, 더미영국출생, 더미이주기간 1년 미만, 더미

이주기간 5-10년, 더미이주기간 10-20년, 더미이주기

간 20년 이상)

한인 이주민의 주택 소유구조 결정요인에 대한 

이항로짓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표 9와 같다. 첫째

로, 자가주택 거주 결정요인에 대한 이항로짓분

석 결과를 보면, 유의수준 5%에서 현재영어능력, 

가구소득, 더미영국출생, 더미이주기간10-20년, 

더미이주기간20년 이상, 더미영국교육경험없음, 

더미현주거지한인타운 독립변수가 유의한 요인

인 것으로 도출된다. 따라서 응답자가 자가주택에 

거주할 승산은 현재 영어구사 능력이 우수할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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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배로 높아지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1.71배
로 높아지며, 영국 출생자일 경우 29.70배 높으며, 

이주기간이 10∼20년인 경우 7.19배 높으며, 이주

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15.32배 높으며, 영국에

서 교육경험이 없는 경우 2.48배 높으며, 현재 주

거지가 한인타운인 경우 1.83배 높은 것으로 나타

난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고소득층, 영어능력 

우수자, 영국 출생자, 영국 교육경험이 없는 집단, 

이주기간이 10년 이상인 집단에서 자가주택에 거

주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둘째로, 주택보유 결정요인에 대한 이항로짓분

석 결과를 보면, 유의수준 5%에서 현재영어능력, 

가구소득, 더미영국출생, 더미이주기간 5-10년, 

더미이주기간10-20년, 더미이주기간20년 이상, 

더미영국교육경험없음, 더미기혼 독립변수가 유

의한 요인인 것으로 도출된다. 따라서 응답자가 

주택을 보유할 승산은 현재 영어구사 능력이 우

수할수록 2.01배 높아지며, 가구자산이 많을수록 

2.03배로 높아지며, 영국 출생자일 경우 39.62배 

높으며, 이주기간이 5∼10년인 경우 4.39배 높으

며, 이주기간이 10∼20년인 경우 9.62배 높으며, 

이주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20.00배 높으며, 영

국에서 교육경험이 없는 경우 3.4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고소득층, 영어

능력 우수자, 영국 출생자, 영국 교육경험이 없는 

집단, 이주기간이 5년 이상인 집단에서 주택을 보

유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 9. 이항로짓분석 결과-3: 주택소유 구조에 영향을 미친 요인

B 표준오차 Wals 유의확률 Exp(B)

자가거주

현재영어능력** 0.532 0.200 7.091 0.008 1.703
가구소득** 0.541 0.187 8.403 0.004 1.718

더미영국출생** 3.391 1.241 7.467 0.006 29.701
더미이주기간 10-20년** 1.973 0.395 24.905 0.000 7.194
더미이주기간 20년 이상** 2.729 0.592 21.288 0.000 15.323
더미영국교육경험없음* 0.907 0.408 4.932 0.026 2.477

더미현주거한인타운 0.605 0.364 2.754 0.097 1.831
상수항** -5.109 0.974 27.513 0.000 0.006

주택소유

현재영어능력** 0.697 0.221 9.966 0.002 2.008
가구소득** 0.707 0.243 8.501 0.004 2.028

더미영국출생** 3.679 1.436 6.568 0.010 39.622
더미이주기간 5-10년* 1.479 0.627 5.572 0.018 4.388

더미이주기간 10-20년** 2.264 0.606 13.945 0.000 9.620
더미이주기간 20년 이상** 2.996 0.933 10.302 0.001 20.001
더미영국교육경험없음** 1.232 0.481 6.557 0.010 3.429

더미기혼* 1.227 0.517 5.641 0.018 3.412
상수항** -5.943 1.172 25.717 0.000 0.003

주: *는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한 독립변수

   **는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한 독립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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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종합적 검토 및 결론

1) 종합적 검토

(1)  연구결과 요약: LA지역 사례연구와의 비교·

분석

지금까지 런던지역 한인 이주민을 대상으로 정

착경로, 주거입지 및 주택소유 구조의 특성을 살

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선행

연구인 LA지역 사례연구와의 비교·분석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로, 런던지역 한인 이주민들의 정착경로를 

보면, 초기 정착지로 한인타운을 주거지로 선택하

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유형

과, 이주 초기부터 최초 정착지로 백인 주류층 거

주지를 선택하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백인 주류층 

거주지에 정착하는 유형이 대표적인 것으로 나타

난다. 하지만, LA지역 사례와 나타난 것과 같은, 

초기 정착지로 한인타운을 선택하지만 이후 사회

경제적 지위를 획득하면서 주류사회의 네트워크

가 있는 곳으로 주거지를 이동하는, 공간적 동화

의 유형은 지배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로, 런던지역 한인 이주민의 최초 주거입지 

결정요인에 대한 이항로짓분석 결과를 보면, 최초 

이주당시부터 정착목적을 가지고, 현지인의 도움

을 받아, 런던에 이주한 집단에서 한인타운을 거

주지로 선택한 반면, 최초 이주당시 현지인의 도

움을 받지 않고 런던 이외지역에 이주한 집단에서

는 백인주류층을 거주지로 선택한 것으로 확인된

다. 따라서 최초 이주 시의 이주 상태와 이주지역 

그리고 현지인 도움 여부가 최초 주거지를 선택하

는데 영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난다. 

셋째로, 런던지역 한인 이주민의 현재 주거입지 

결정요인에 대한 이항로짓분석 결과를 보면, 현재 

영어 구사능력이 떨어지고, 영국 교육경험이 있으

며, 최초 이주시 부터 한인타운에 거주한 집단에

서는 한인타운을 거주지로 선택한 반면, 현재 영

어 구사능력이 우수하고, 영국 교육경험이 없으

며, 최초 이주 시 부터 백인주류층 거주지에 거주

한 집단에서 백인주류층을 거주지로 선택한 것으

로 확인된다. 따라서 런던지역 한인의 경우 소득

수준, 영어 구사능력, 영국 교육 경험, 최초 거주

지가 현재 주거지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주는 변수

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를 LA지역 사례연구 결과와 비교하

면 다소 차이가 난다. LA지역 사례연구 결과 소득

수준이 현재 주거지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주는 변

수라는 점에서는 본 연구결과와 동일하지만, 주택 

소유여부, 이주기간, 이주당시 연령, 학력 등이 현

재 주거지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주는 변수라는 점

에서는 본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다. 이러한 결과

는 런던지역과 LA지역의 한인 이주민의 특성과 

한인타운의 성격의 차이로 인한 것이라 판단된다. 

즉, LA지역의 경우, 한인네트워크가 장기 정착자

를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반면, 런던지

역의 경우 처음에는 한시적인 목적으로 이주했으

나 이후 정착을 결정한 유학생과 주재원들을 중심

으로 한인네트워크가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한 한인타운의 입지적 특성에서도 LA지역의 한인

타운은 도심부근의 임대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이

라 영구적인 주거지로서는 다소 부적합하지만, 런

던지역의 한인타운인 뉴몰든 지역의 경우 백인 거

주지에 한인타운이 느슨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어, 한인들에게는 여전히 백인주류층 거주지로 

인식된다는 차이가 있어, 현재 주거지를 결정하는 

요인들에서 차별성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로, 런던지역 한인 이주민의 주택 소유구조

를 보면, 응답자의 49.8%가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나타나는데, 대체적으로 이주기간이 10년을 지나

면서, 소득수준이 5만 파운드를 넘게 되고, 영어

구사 능력이 능숙해지면서 자가의 단독주택에 거

주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LA지역 사

례연구 결과12)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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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한 가지 차이점은 LA지역의 경우 자가주택 보

유지역으로 백인주류층이 지배적인 반면, 런던지

역의 경우 자가주택 보유지역에서 한인타운과 백

인주류층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13). 

따라서 이주민의 주택소유 여부는 런던지역과 LA
지역 모두 소득수준, 이주기간, 영어구사 능력 등 

이주민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고 하겠다.

(2) 런던지역 한인 이주민 정착경로의 유형화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런던지역 

한인 이주민의 이주 및 정착경로를 유형화하면, 2
개의 주된 유형과 1개의 보조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LA지역 한인 이주민의 이주 및 정착경

로의 유형과는 조금 다른 패턴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이주민의 특성과 한인타운

의 입지 및 역할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

된다.

주된 유형으로 첫 번째 유형은 민족공동체(eth-
nic enclave)를 지향하는 유형이다. 이들 이주민 집

단은 한인타운을 최초 이주지로 선택할 뿐만 아니

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한인타운을 거주지로 선

택하여 계속적으로 정착하는 패턴을 보인다. 이들 

이주민 집단은 유학생이나 주재원 등의 목적으로 

최초 이주시 부터 한인타운에 거주한 집단으로서, 

현재 영어 구사능력이 떨어지는 집단이 주로 여기

에 포함된다. 그러나 민족공동체 지향 유형의 집

단이 소득수준, 자가주택 거주비율 및 사회경제적 

지위에서는 다른 유형의 집단에 비해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는데14), 이는 LA지역의 사례연구에

서의 이주당시 연령이 높거나 정착과정에서 경제

적 성공을 이루지 못해 여전히 저소득층이 지배적

인 민족공동체 지향 유형과는 차이가 있다.

두 번째 유형은 백인주류층 지향 유형이다. 이

들 이주민 집단은 최초 주거지부터 백인주류층 거

주지역을 선택하고 계속해서 백인주류층 거주지

역에 정착하는, 즉, 이주 초기부터 한인타운을 거

치지 않고 곧바로 공간적 동화를 시도하는 패턴

을 보인다. 이들 집단은 주로 경제적 목적으로 영

국에 이주한 집단으로서 최초 이주 시 부터 백인

주류층 거주지에 거주한 집단이며, 최초 이주시점

부터 영어 구사능력이 우수한 집단이 주로 여기에 

포함된다. 다만, 이들 집단은 한인타운을 주거지

로 선택을 하지는 않지만, 이주 및 정착과정에서 

한인네트워크를 통한 정보공유는 활용하는 것으

로 나타난다. 그러나 소득수준이나 자가주택 거주

비율 및 사회경제적 지위에서는 민족공동체 집단

에 비해 더 우월하다는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

는데, 이점 역시 LA지역의 사례연구에서의 결과

와는 차이가 있다.

다음으로 보조유형으로는 전형적인 공간적 동

화의 경로를 따라가는 유형을 들 수 있다. 이들 이

주민 집단은 최초 정착지로 한인타운을 선택하지

만, 소득이 늘어나고 영어능력이 향상되는 등 사

회·경제적 지위가 향상되면서 백인 주류층이 거

주하는 지역으로 주거지를 이전하는 공간적 동화

를 시도하는 패턴을 보인다. 하지만, 런던지역 사

례연구에서는 LA지역 사례연구에서 보는 바와 같

은, 공간적 동화 유형이 지배적인 유형으로 나타

나지는 않는다. 

이는 영국의 한인 이주역사가 짧은 만큼, 집단

적으로 공간적 동화를 시도할 만큼 한인의 사회경

제적 지위가 보편적으로 향상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뉴몰든 한인타운의 형성 및 발

전 역사가 짧아, 뉴몰든 지역이 아직까지는 한인

네트워크의 영향력이 크지 않은 느슨한 민족공동

체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뉴몰든 지역은 한인들

에게는 여전히 백인주류층 거주지로 인식되어 공

간적 동화를 시도할 유인이 크지 않은 점15)을 들 

수 있다. 하지만, 런던지역 한인의 이주 역사가 길

어지면서 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도 향상되고, 한

인타운의 규모가 커져 한인타운 내에서 한인의 영

향력이 지배적이 되는 시점에서, 공간적 동화가 

대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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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시점은, 분석결과를 종합해서 보면, 대체적

으로 이주 이후 10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영어구

사 능력이 능숙해지고, 소득수준이 5만 파운드를 

넘게 되면서 백인주류층 거주지역의 단독주택을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시점으로 판단된다.

(3) 정착경로에 따른 한인타운의 역할과 전망

지금까지 런던지역 한인 이주민의 이주 및 정착

경로를 유형화했는데, 각 유형별로 이주민들은 한

인타운을 차별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한인타운을 민족공동체 지향 유형은 항구적 

거주지와 생활의 터전으로, 백인주류층 지향 유형

은 정보공유지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드물

게 나타나지만 공간적 동화 유형은 초기 정착통로

로 활용하고 있다. 공통적인 점은 한인타운이 런

던지역 한인 이주민들에게는 초기 이주단계에서

는 일종의 인큐베이터로, 정착단계에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거주, 정보공유 및 생활의 장으로 

일정 부분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다만, 런던지역의 한인타운은 LA지역의 한인타

운에 비해서는 그 규모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

는 한계가 있다. 이는 첫째로, 런던지역의 한인 이

주의 역사가 아직 짧아 이주민의 수가 적다는 점, 

둘째로, 한인 이주민의 구조가 유학생과 주재원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외부 환경의 변화에 매우 

취약하여, 한인사회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점, 

셋째로, 런던지역의 한인타운이 아직까지는 규모

가 작고 한인네트워크의 영향력도 크지 않은 느슨

한 민족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

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런던지역 한인타운

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아울러 가지고 있

다고 하겠다. 그 이유로는 첫째로, 지난 수십년간 

꾸준히 영입되었던 유학생과 이주민들이 정착을 

결정하면서, 정착 이주민의 비중이 점차적으로 커

지고 한인 2세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이에 따

라 한인사회의 안정성이 커지고 한인의 사회경제

적 지위로 향상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로, 한인

타운의 입지가 자가주택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백

인주류층 거주지 내에 있어, 한인들이 한인타운을 

일시적 거주지가 아닌 항구적 거주지로 결정할 수 

있는 유인도 크다는 점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런던지역 한인타운의 

역할과 성장에 대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앞서 연

구결과에서 살펴보았듯이, 뉴몰든 지역은 느슨하

지만 유럽의 유일한 한인타운으로 형성된 역사가 

그림 3. 런던지역 한인 이주민의 정착경로 유형화 및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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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고 있어, 앞으로도 런던지역에 한인 이주

민의 유입이 지속되는 한 관성에 의한 한인타운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충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

만, 현재와 같이 외부환경에 의해 부침을 반복하

는 느슨한 한인네트워크로 존재할 지, 아니면 한

인 이주민의 초기 이주단계에서는 일종의 인큐베

이터로, 정착단계에서는 거주, 정보공유 및 생활

의 구심점이 될 지는 한인네트워크의 주축이 되

는 한인사회의 역량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여기

에 한민족의 인적자본의 네트워크화를 추진하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 된다면, 한인타운이 

한층 발전된 한인네트워크로 변모할 가능성은 충

분하다고 하겠다.

2) 결론 

지금까지 런던지역의 한인 이주민을 대상으로 

정착경로, 주거입지 및 주택소유 구조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런던지역 한인 이주민의 정

착 및 주거입지 패턴을 유형화하고, 한인 이주민

의 정착경로에 따른 한인타운의 역할을 분석하였

다. 런던지역 한인타운은 LA지역의 한인타운에 

비해 규모나 역할이 제한적이지만, 유럽의 사실상 

유일한 한인타운으로서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인타운의 발전 방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학술적 정책적 관심이 이어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향후 런던지역 한인 이주

민의 정착과정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학술

적 성과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또한 한인네

트워크로서 한인타운의 역할과 입지에서도 변화

가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는데, 따라서 본 연구결

과는 한민족 네트워크로서 한인커뮤니티의 역할

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정책적 과제를 풀어

나가는 데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 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학술적 정책적 성과는 미국과 영국

뿐만 아니라, 이후 호주, 일본, 중국 등의 한인 연

구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후

속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성과도 크지만 한계도 존재한

다. 대표적인 것이 설문조사의 표본의 대표성 문

제다. 본 연구에서 설문조사는 주로 뉴몰든 지역

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들 설문 응답자들이 

런던 이주민 전체를 기계적으로 대표하지 못한다

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설문 표본의 대표성 

문제는 많은 사회과학 연구가 안고 있는 문제이기

는 하나, 본 연구의 한계점이기도 하다.

주

1) 유럽의 이주민 연구에 대한 선행연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박원석(2015a)를 참조할 수 있다.

2) 공간적 동화이론은 이주민들이 이주국가의 지배사회의 삶

의 양식과 습성을 채택하고, 유사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획

득하는 과정에서 주거입지의 선택에서 주류사회의 네트

워크가 있는 곳으로 주거지를 이동하려는 시도, 즉 공간적 

동화를 시도한다는 이론이다. 다시 말하면, 이주민이 정

착과정에서 처음에는 이주국가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

에, 자기와 유사한 인종 또는 민족이 모여 있는 민족공동체

(ethnic enclave)에 접근하지만, 이주국가의 사정을 학습하

고 영어구사 능력이 향상되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향상되면

서, 기존의 민족공동체를 벗어나 주류사회에 편입하려는 

과정에서 공간적으로도 주거지를 이동한다는 것을 말한다

(윤인진, 2012; 박원석, 2015a; 박원석, 2005b).

3) 민족공동체 지향 유형은 다원론(pluralism)을 통해 설명

될 수 있다. 다원론은 공간적 동화이론이 이주민이 지배집

단의 제도와 문화로 일방적인 동화를 시도한다는 관점과

는 달리, 이주민들이 정착과정에서 소수 민족으로서 민족

적 차이를 유지하거나 또는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는 이론이다. 즉, 각각의 이주민 집단은 정착과정에서 문

화적 다원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간적으로 분리된 민족공동

체를 구성하고, 이러한 민족공동체 내에서 독자적인 학교, 

사업체, 교회 등과 같은 시설들을 갖고 있고 이들의 일상생

활의 상당 부분을 이곳에서 보낸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

적 다원론의 관점을 따른다면, 한인 이주민들은 이주기간

이 길어지더라도 민족공동체인 한인타운에 지속적으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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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게 되는 것이다(윤인진, 2012; 박원석, 2015a; 박원석, 

2005b).

4) 뉴몰든 지역 한인타운의 현황과 형성 역사에 대해서는 이

진영(2012)의 연구와, 본 연구 수행과정에서 진행한 인터

뷰 자료 등을 주로 활용하였다.

5) Yu and Myers(2007)의 연구에서는 한인 이주민들은 주택 

소유를 계기로 백인 거주지로 공간적 동화를 시도를 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따라서 주택소유가 주류사회에 정착

하는 중요한 신호임을 확인할 수 있다(박원석, 2015a).

6) 본 연구에서 뉴몰든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설문조사를 실

시한 것은 한인 이주민들의 한인타운과 한인네트워크 활용 

현황을 심도 있게 보기 위한 방편이었다. 따라서 본 설문조

사는 의도적으로 한인타운을 활용하는 한인 이주민이 주요 

타겟이 되고 있음을 밝힌다.

7) 백인중산층 및 고소득지역을 이하 백인주류층으로 표현한

다. 따라서 백인주류층 응답자의 값은 백인중산층 응답자

가의 값과 백인중고소득지역 응답자의 값을 합한 값이 된

다.

8) 이는 최초주거지가 백인주류층인 응답자의 64%가 현재 주

거지 역시 백인주류층인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9)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백인주류층 응답자의 값은 백인중

산층 응답자가의 값과 백인중고소득지역 응답자의 값을 합

한 값이 된다.

10) 본 연구에 활용된 3개의 이항로짓모형 모두 이러한 절차

와 방법을 활용하였다.

11) 주택보유 응답자는 자가주택 응답자와 주택을 소유한 임

대주택 거주 응답자의 값을 합한 것이다.

12) LA지역 사례연구 결과에서는 이주기간이 10년을 지나면

서, 영어구사 능력이 능숙해지고, 소득수준이 6만달러를 

넘게 되면서 백인주류층 거주지역의 단독주택을 보유하는 

경향을 보인다.

13) 이는 앞서 언급한 런던지역과 LA지역 간의 한인타운의 

입지적 특성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14) 런던지역 한인타운의 이러한 성격은 심층 인터뷰조사 결

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15) 이러한 점은 심층 인터뷰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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