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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세계화와 산업구조조정으로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진행됨에 따라 계층 간 거주지 분리가 심화될 것으로 여겨진

다.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1990년대 말 경제위기로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급진전했음을 주목하고 이가 도시 내 거주

지 분리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서울시를 사례로 2000년대를 걸쳐 일어난 계층별 거주지 분리의 변화를 분

석하였다. 계층은 교육수준으로 정의되었으며 자료는 동별로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시스템(MDSS)을 통해 추

출하였다. 거주지 분리의 주요 지리적 양태별로 개별 도시에서 시계열적 변화를 가늠하는 전역적 측도와 도시 내 공간

적 변이를 보여주는 국지적 측도를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집중-균등을 측정하기 위해 전역적 지표로 상이지수를 그

리고 국지적 지표로 입지계수를 활용하였으며 군집-노출을 측정하기 위해 전역적 지표로는 상호작용지수와 노출지수

를 국지적 지표로는 로컬 Moran’s I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사례지역에서 계층별 거주지 분화가 심화되었으며 도시 

내에서 뚜렷한 공간적 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계층 간 거주 패턴은 상호 연관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본 연구는 국내 수위 

도시에서 경제 위기 이후 거주지 분리의 최근 변화상을 보다 체계적인 방법으로 파악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사회경제적 양극화, 거주지 분리, 교육수준, 전역적 지표, 국지적 지표

Abstract : It is widely believed that increasing socio-economic polarization inspired by globalization and 
economic restructuring worsens residential segregation by class in Korean cities. However, the existing lit-
erature falls short in showing the recent changes of the residential segregation, particularly after the 1997 
financial crisis, with reliable and systematic segregation measures. Noting that there are the two major 
dimension in residential segregation - evenness-concentration and exposure-clustering - this study intro-
duced not only global measure (dissimilarity index and isolation/interaction index) but also local mea-
sures (location quotient and Local Moran’s I) for each dimension. These measures are applied to the case 
study of Seoul in the 2000s. The class is defined by education attainment and the data is obtain through 
the MicroData System Service System(MDSS). The result shows that the residential segregation by edu-
cation attainment persists through 2000s and even get worse in some dimension. More significantly, it 
turns out that high-class and low-class residence are nearly mirror-images of each other, indicating high 
segregation. 

Key Words :  Socio-economic Polarization, Residential Segregation, Education Attainment, Global Measure, 
Local Mea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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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 사회는 전후 비교적 단기간에 경제 성장을 

이루었으나 그 과정에서 폐해도 적지 않다. 그 중 

하나로 사회경제적 양극화(socio-economic polar-
ization)를 들 수 있다. 최근에는 세계화와 산업구

조조정으로 인해 사회계층간 격차가 커져가고 있

으며 특히 경제 위기 때마다 하위계층의 취약성이 

도드라지면서 양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지리적 

결과이자 역으로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는 공간

적 기제로 거주지 분리(residential segregation)에 

주목한다. 동일한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취향, 친

밀감 등의 이유로 서로 이웃하여 살면서 집단 거

주지를 형성하여 다른 계층에 속한 사람들과 접촉

과 교류가 줄어 들 것이다. 특히 거주지 분리는 동

일한 직장 내에서 근무하지 않는 직장 분리(work 
segregation) 그리고 학교에서 함께 학습하지 않는 

학교 분리(school segregation)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 또한 도시 내에서 경제적 이득과 교육 기회

의 편중으로 인해 빈부가 세습되고 고착화될 가능

성이 있다(윤인진, 1998). 이들 모두가 한국 사회 

앞날의 사회적 통합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것이

다.

이에 본 연구는 1997년 경제 위기 이후 심화된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도시 내 거주지 분리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례지역으로 서울시를 

선정하고 거주지 분리의 도시 내 공간적 변이와 

2000년대를 걸쳐 일어난 변화를 분석하였다. 글

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국내 학계에서 이루

어진 계층별 거주지 분리에 대한 연구 성과를 정

리하고 한계점을 짚어 본다. 거주지 분리의 주요 

지리적 양태로 집중-균등 그리고 군집-노출이 있

으며, 도시 간 비교 혹은 시계열적 변화를 파악하

는 데 용이한 전역적 측도와 도시 내 거주지 분리

의 정도의 공간적 변이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국지적 측도가 있음을 확인한다. 실제 분석을 위

해 지리적 양태각각에 상응하는 전역적 그리고 국

지적 측도를 제시한다. 사례지역을 개괄하고 이들 

측도를 적용하여 분석 결과를 기술하고 연구 의의

를 제시한다. 

2. 선행 연구 리뷰

거주지 분리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하여 다양

한 측면에서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문화적 측면

에서 거주지 선택에서 제약을 받는 소수 집단이 

자신들의 독립된 거주 공간을 확보하여 언어와 종

교를 보전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

다. 정치적 측면에서는 소수 집단이 지역선거구 

주민의 다수를 차지함에 따라 자신의 이익을 대변

할 수 있는 정치인을 배출할 수 있어 혹시 있을 수 

있는 정치적 탄압에 대해 저항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별로 달리 수립되는 각종 정책에서 소수 집단

의 집단거주지가 차별받을 가능성도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소수 집단이 독자적인 시장을 가질 수 

있어 기업가를 배출하고 그 성과가 집단 내에 파

급된다면 경제적 지위를 전반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다. 하지만 지역불균등 발전이 심각한 사회에

서는 소수 집단이 경제 성장의 재분배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나아가 이러한 불이익은 확대 

재생산될 수 있는데 빈곤이 다음 세대로 이어져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 이렇듯 거주지 분리의 영

향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공히 지적되어 

왔다(정수열 2008; 2010).
본 연구는 거주지 분화가 빈부 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그 부정적 영향을 주목한다. 아

래의 가상 시뮬레이숀이 계층별 거주지 분리가 심

화됨에 따라 개별 계층 구성원이 거주하는 근린

의 빈곤율에 있어 격차가 심화됨을 확인시켜준다

(Massey and Denton, 1993) 그림 1과 같이 계층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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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1: 혼주 도시 2: 낮은 거주지 분화

도시 3: 높은 거주지 분화 도시 4: 거주지 완전 분화

그림 1. 계층별 거주지 분화의 빈곤 집중에 미치는 영향

출처: Massey and Denton, 1993: 120-121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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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동일하지만 계층 간 거주지 분리의 정도가 

상이한 4개 도시가 있다고 가정하자. 여기서 개별 

도시는 모두 하위계층(L; 32,000명)과 중·상위계

층(H; 96,000명)를 가진다. 또한 통상적으로 계층

이 낮을수록 빈곤율이 높아지기 하위계층의 빈곤

율은 20%로 그리고 중·상위계층의 빈곤율은 이

보다 낮은 10%라 가정한다.

도시 1의 경우 모든 근린이 동일한 수의 하위계

층과 중·상위계층을 가지며 그들 간 비율은 도시 

전체와 같은 1:3이다. 따라서 거주지 분리의 대표

적 지표인 상이지수(dissimilarity index)의 값은 0
이 되고 계층별 거주지 분리가 없는 혼주(residen-
tial mixing)를 보인다. 이때 하위계층이 거주하는 

근린들의 평균 빈곤율은 12.5%(=(2000*0.2+600
0*0.1)/8000*100)이고 중·상위계층이 거주하는 

근린들의 평균 빈곤율 또한 12.5%로 동일하다.

하지만 중·상위계층만이 거주하는 근린이 형성

되어 거주지 분화가 이루어지는 경우 근린의 평균 

빈곤율은 계층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상이지수가 

0.333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거주지 분리를 보이는 

도시 2의 경우 하위계층이 거주하는 근린의 평균 

빈곤율은 13.3%로 높아지고 중·상위계층의 근린 

빈곤율은 12.2%로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러한 경향은 도시 3에서도 심화되며 거주지 분리

가 극대화된 도시 4의 경우 하위계층이 거주하는 

근린의 평균 빈곤율은 20%인 반면 중·상위계층

은 10%에 그쳐 이들 간의 격차가 커진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인식 아래에서 한국 학계에서 도시 내 

계층별 거주지 분화에 대한 많은 연구가 교육수준

별로 그리고 직업별로 이루어졌다1). 교육수준별 

거주지 분화에 관한 연구로 김동현·임업(2010)은 

1995년 이후 10년간 거주지 분화의 변화를 전역

적 지수를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력별 거주

지 분화의 정도가 전반적으로 낮아졌으나 최고와 

최저학력 간 거주지 분화는 높아진 것으로 들어났

다. 거주지 분화가 인적자본을 지리적으로 집중시

켜 지식 교환과 혁신의 발생에는 도움이 될 수 있

으나 그 성과가 확산되는데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교육수준별 거주지 분화의 또 다른 악영향도 지

적되었다. 최은영(2004)은 부모 세대의 학력별 거

주지 분화로 인해 자녀 세대의 학력 자본이 차별

적으로 재생산되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부모 세

대 고학력 집단이 서울시 강남구에 밀집해 있으며 

이곳의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바탕으로 자녀 세대

가 높은 학력 자본을 축적하는 것으로 드러나 학

력 자본의 세대 간 재생산이 거주지 분화를 매개

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강남구는 

높은 지가 때문에 부모세대의 학력이 낮은 집단이 

진입이 용이치 않아 빗장도시적 성격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최은영·조대헌(2005)은 이러한 

강남으로의 진입장벽을 1995년에서 2003년 인구

이동과 아파트 가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실증적으

로 확인하였다.

직업별 거주지 분화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한주연(1989)은 1985년 서울시를 사례로 직업별 

거주지 분화 현상을 분석하고 그 도시 내 패턴이 

교육수준 및 주택의 특성에 의한 지역적 분화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고찰하였다. 사회경제적 

지위 스펙트럼의 양 극단에 있는 직업 집단 - 전

문직과 단순노무직 - 사이의 거주지 분화의 정도

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각 직업 집단의 도시 내 분

포는 탁월지역과 희소지역으로 뚜렷이 구분되어 

거주지 분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으로 전문직, 관리직, 사무직 집단은 강남3구(서

초구, 강남구, 송파구)를 중심으로 한 도심 및 부

심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판매직, 서비스직은 강

북 도심 지역에 집중되어 대조를 이루었으며 농림

수산업, 노동직 집단은 도시 외곽지역에 집중되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직업별 거주지 

분화 패턴은 교육수준별 거주지 분화 패턴과 전반

적으로 일치하며 주택유형 및 주택 수요상태의 패

턴과 비교한 결과 강남지역 대규모 아파트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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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 지대지불능력이 높은 직업 집단을 선별적

으로 유인하여 거주지 분화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강남지역 아파트 건설이 거주지 분화에 미친 영

향은 권오혁·윤완섭(1991)이 1970년대와 1990년
대 서울에서 아파트 건설이 섹터별로 편중되어 이

루어졌음을 밝히면서 재확인되었다. 나아가 도경

선(1994)은 아파트 건설과 같은 주택시장의 공급

측면 뿐만 아니라 수요측면에서 거주지 분화의 동

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서울시 직업별 거주지 분

화는 고급 아파트 건설이라는 계층편향적인 주택

공급이라는 틀 위에 주택 자체의 특성, 직장 접근

성, 근린환경에 대한 직업별로 상이한 선호와 지

대지불능력이 작동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시 직업별 거주지 분화에 있어 최상위

계층이 선도적 역할을 하였다는 주장도 제기되었

다. 김창석(2002)은 우리 사회 주요 분야에서 의

사결정권을 가진 파워엘리트의 서울시 내 거주지

역 분포와 그 변화를 분석하였다. 강북지역 도심3
구(중구, 종로구, 용산구)와 강남지역 강남3구를 

비교해 보았을 때 최상위계층 수, 인구 수, 종사자 

수 순으로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최상위계층이 

강남지역의 인구성장과 경제성장에 선도적인 역

할을 하였으며 이는 강남지역 성장의 기반은 초기

에는 경제적 기회가 아닌 보다 나은 주거환경이었

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득별 거주지 분화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게 이루어졌는데 소득에 관한 근린 스케일의 공

신력 있는 자료를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인진(1998)은 민간 여론 조사 기관이 수집한 자

료를 바탕으로 1993년 서울시 월평균가구소득을 

분석하였다. 거주지 분리의 균등, 노출, 집중, 군

집, 중앙화 등 다섯 가지 지리적 형태별 전역적 지

수를 계산한 결과 계층 간 소득 격차가 클수록 거

주지 분리의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사회에서 세계화와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특히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더욱 가속화되고 심각해졌다(Yim and Lee, 2002). 

이에 따라 계층별 거주지 분리가 심화되었을 것이

라고 여겨진다. 본 연구는 서울시를 사례로 위기 

이후 계층별 거주지 패턴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경제 위기를 계기로 심화된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거주지 분리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기존 연구는 거주지 분리를 측정함에 있어 

전역적 지수에 의존함으로써 개별 도시를 하나의 

분석 단위로 삼아 도시 내부에서 거주지 분리의 

정도를 파악할 수 없는 한계를 지녔다. 본 연구는 

동일한 도시에 거주하는 주민 간에도 거주지 분리

를 경험하는 정도가 상이할 것이라는 인식하에 국

지적 지수를 활용함으로써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

다. 

3. 거주지 분리의 측도

거주지 분리는 다섯 가지 지리적 형태로 발현

될 수 있다(Massey and Denton, 1988; Massey, 
White, and Phua, 1996). 첫째는 균등(evenness)으
로 도시 전반에 걸친 특정 집단의 분포를 말한다. 

특정 집단의 구성원이 도시 내 특정지역에 많이 

거주하면서 다른 지역에서는 적은 수만이 거주하

여 공간상에 차등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다. 둘째는 

노출(exposure)로 특정 집단이 상대 집단과 근린

을 공유 여부나 인접한 근린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가리킨다. 집단 구성원이 다른 집단 구성원과 동

일한 근린 혹은 이웃한 근린에 거주하지 않는 경

우이다. 셋째, 집중(concentration)으로 특정 집단

이 일부 선별된 그리고 협소한 지역에 밀집해 있

는 것을 말한다. 집단 구성원이 도시 내 일부 좁은 

지역에만 거주하고 다른 곳에서는 거주하지 않는 

경우이다. 넷째, 군집(clustering)으로 특정 집단이 

서로 이웃하여 거주하면서 지리적으로 연속적인 

거대한 거주지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집단 구

성원이 서로 인접하여 거주하면서 그들만의 근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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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도시 내에 크게 형성하는 경우이다. 마지막으

로 중앙화 (centralization)로 도심에 근접한 정도

를 가리킨다. 특정 집단이 도심과 그 인근 지역에

만 거주하거나 반대로 도시 외곽에서만 거주하는 

패턴을 지칭한다. 요약하면 특정 집단은 도시에

서 불균등하게 분포할 수 있으며(균등) 다른 집단

과 같은 근린에는 거주하지 않음으로써 고립될 수 

있다(노출). 반면 동일 집단 구성원과 서로 가까이 

거주하면서 군락을 이룰 수 있다(군집). 또한 한 

집단은 좁은 지역에 밀집하여 거주할 수 있으며

(집중) 도심에 가까이 혹은 멀리 떨어져 거주할 수 

있다(중심화). 거주지 분리는 이들 중 어느 하나만

으로도 성립된다.

하지만 거주지 분리의 다섯 가지 지리적 형태

는 간소화될 수 있다(Brown and Chung, 2006, 
2008; Chung and Brown, 2007; Chung, 2009). 
집중은 균등과 그리고 군집은 노출과 동전의 양

면처럼 상호 연관되어 있다. 한 집단이 도시 내 일

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불균등하게 분포

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한 집단의 구성원

들이 서로 이웃하여 군락을 형성한다는 것은 그만

큼 다른 집단에게 노출되지 않음을 뜻한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균등-집중, 노출-군집이라는 

두 가지 형태를 측정함으로써 거주지 분리의 정도

를 가늠한다. 중심화 또한 거주지 분화의 한 형태

이지만 점차 다핵심화하는 도시 구조를 고려할 때 

그 중요성이 떨어져서 논외로 한다.

거주지 분리를 측정하는 지수를 선택하여 활용

함에 있어 거주지 분리의 지리적 형태와 더불어 

고려할 점은 전역적 거주지 분리 측도(local segre-
gation measure)와 국지적 거주지 분리 측도(local 
segregation measure)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것

이다. 전역적 측도는 개별 도시에 하나의 값을 산

출하여 도시 간 거주지 분리의 정도를 비교할 수 

있게 한다. 반면 국지적 측도는 거주지 분리가 도

시 내 어느 근린에서 발생하는지 지도화를 통해 

분석할 수 있게 한다. 연구 주제와 대상에 따라 두 

가지 지수 중 하나 혹은 양자를 선택적으로 활용

하여야 한다. 즉, 서울이 부산보다 거주지 분리가 

심각한지 살펴보려면 전역적 측도를 반면 개별 도

시에서 개인이나 특정 집단이 거주지 분리되어 있

는 근린에 거주하는 여부를 판단하려고 할 때에는 

국지적 측도를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본 연구는 거주지 분리를 측정함에 있어 위 두 

가지 분류를 상호 교차하여 지수를 선정하여 적용

한다. 전역적 균등-집중 지표로 상이지수(dissim-
ilarity index)를 전역적 노출-군집 지표로 상호작

용지수(interaction index)와 고립지수(isolation in-
dex)를 활용하여 도시 전반에 걸친 거주지 분리를 

측정하고 시계열적 변화를 통찰한다. 또한 국지적 

균등-집중 지표로 입지계수(Locational Quotient)
를 국지적 노출-군집 지표로 로컬 Moran’s I를 활

용하여 도시 내부에서 거주지 분리의 공간적 변이

를 파악한다.

상이지수는 거주지 분리의 측도로 가장 널리 

활용되어 왔다.2) 이 지수는 Duncan과 Duncan 

(1955)에 의해 처음으로 제안되었는데 상위계층과 

하위계층의 두 집단으로 사회가 구성되어있다 할 

때 상위계층 총수 대비 개별지역에 있는 상위계층 

수의 비율에서 하위계층 총수 대비 해당 지역에 

있는 하위계층 수의 비율을 뺌으로서 계산된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D=
1
2 -

ai

A
bi

B
n
∑

i

ai과 bi는 각각 개별지역 i에 거주하는 상위계층

과 하위계층의 수이며 A와 B는 각각 전체지역에 

거주하는 상위계층과 하위계층의 총수이다. 지수 

값은 균등한 분포를 위해서 현 거주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할 개별 집단의 비율을 말해준

다. 예로, 상이지수가 0.60라는 값을 가지면 균등

한 도시 내 분포를 위해서 60%의 상위계층 혹은 

하위계층이 현 거주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이지수는 한 도시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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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값이 산출되어 도시 간 거주지 분리의 정도를 

균등이라는 측면에서 비교할 수 있게 해 준다. 

상이지수가 널리 사용되는 이유는 몇 가지 수학

적 장점 때문이다. 첫째, 지수값은 개별 도시들의 

상이한 인구 규모나 인적 구성 - 위 예에서 상위

계층과 하위계층의 비율을 말함 - 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현실 도시들은 다양한 인구 규모나 인적 

구성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이 특성은 도시 

간 비교 연구에 유용하다. 둘째, 동일한 인적 구성

을 갖는 공간 단위를 합친다고 하여도 지수 값에 

변화가 없다. 셋째, 개별 집단의 수가 절대적 증

가가 전체도시 인적 비율에 상응해서 이루어지는 

한 지수 값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끝으로, 두 집

단 중 어느 집단의 입장에서 연산한다 하여도 동

일한 값이 나온다. 상기 예에서 상위계층의 입장

에서나 하위계층의 입장에서나 동일한 거주지분

화의 값이 나온다(White, 1986). 이러한 장점들은 

한 집단의 다른 집단에 대한 공간적 분리라는 거

주지 분리의 상대성을 상이지수로 하여금 잘 반영

하게 해 준다. 이와 더불어 계산이 간단하고 그 실

제값의 의미를 쉽게 그리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에 상이지수는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

다(Kaplan & Holloway, 1998: 12).
전역적 노출-군집 측도인 상호작용지수와 고립

지수는 상이지수 다음으로 많이 활용된다. 상위계

층의 하위계층에 대한 상호작용 지수값은 개별 지

역에 거주하는 주민 대비 하위계층의 비율을 상위

계층 총수 대비 해당지역 상위계층의 비율로 가중

치를 부여하여 평균한 값이다. 수식은 다음과 같

다. 

aPb=
ai

A
bi

ti

⎛
⎝

⎛
⎝
⎛
⎝

⎛
⎝

n
∑

i

ai, bi, ti는 각각 개별지역 i에 거주하는 상위계

층, 하위계층, 전체주민의 수이며 A는 전체지역에 

거주하는 상위계층의 총수이다. 

반면 상위계층 스스로의 고립지수는 상호지수

에서 하위계층을 상위계층으로 대치하면 되는데 

개별 단위 지역의 상위계층 비율을 상위계층 총수 

대비 해당지역 상위계층 비율로 가중하여 평균한 

값이다. 수식은 아래와 같다. 

aPa=
ai

X
ai

ti

⎛
⎝

⎛
⎝
⎛
⎝

⎛
⎝

n
∑

i

이들 지수가 상이지수에 비해 활용 빈도가 적은 

이유는 상호작용 지수가 비대칭성을 갖고 있기 때

문이다. 즉 상위계층의 하위계층에 대한 상호지

수 값은 하위계층의 상위계층에 대한 값과 다르

다. 하지만 상호작용 지수와 고립 지수를 합하면 

1이 되는 특성이 있고 연구대상 집단이 거주하는 

근린의 평균적인 구성을 알려준다는 것이 큰 장점

이다. 예로, 하위계층에 대한 상위계층의 상호지

수 값이 0.6이고 상위계층의 고립지수 값이 0.4라
고 하면 상위계층이 거주하는 근린은 평균적으로 

40%의 상위계층과 60%의 하위계층으로 구성되

어 있음을 뜻한다. 이처럼 상호지수와 고립지수를 

결합하여 사용함으로써 특정 계층이 거주하는 근

린의 평균적 구성을 가늠할 수 있다.

국지적 균등-집중 측도인 입지계수는 경제 지

리학과 지역 경제학에서 지역의 특성화 정도를 가

늠하는 척도로 널리 활용되어 왔다(Burt and Bar-
ber, 1996). 계수 값은 한 집단이 전체 인구에서 차

지하는 비율 대비 개별 지역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한 것이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LQi=
ai

ti

A
T

⎛
⎝

⎛
⎝
⎛
⎝

⎛
⎝

n
∑

i

단, ai, ti는 각각 지역 i에 거주하는 상위계층과 

주민의 수이며 A는 전체지역에 거주하는 상위계

층의 총수이며 T는 전체 주민 수이다. 그 값이 1보
다 높으면 연구대상 집단이 지역에 차지하는 비율

이 전체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율보다 높음을 의미

하며 그 집단이 해당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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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할 수 있다. 반면 1보다 낮으면 희소하다고 판단

한다.

본 연구는 국지적 노출-군집 측도로 로컬 Mo-
ran’s I을 활용한다. 입지계수가 개별 단위 지역을 

독립적으로 다루는데 반해 로컬 Moran’s I는 국지

적 공간 자기 상관을 측정하는 지표 중 하나로서 

개별 단위 지역을 이웃한 단위 지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Anselin, 1995).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Ii=
(ai-a-)

(ai-a-)2/n

wij(aj-a-)

⎛
⎝

⎛
⎝

n
∑

i

n
∑

j

단, ai, aj는 지역 i와 j에 거주하는 상위계층의 

비율이며 ā는 전체지역에서 상위계층의 평균비율

이다. wij는 지역 i와 j간 지리적 인접성을 나타내

는 행렬이다. 본 연구에서 Moran’s I값을 z 스코어

로 표준화하여 사용하는데 해당 지역에서 상위계

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주변 지역 또한 상

위계층 비율이 높아 군집을 이루고 있으면 양(+)

의 부호를 부여하고 양(+)적인 공간적 의존성이 

있다고 해석된다. 반면 해당 지역과 주변지역에서 

상위계층의 비율이 모두 상대적으로 낮을 경우 음

(-)의 부호를 부여하였으며 음(-)적인 공간적 의

존성이 있다고 해석된다.3) 따라서 높은 양의 값은 

상위계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근린의 군집임

을 의미하며 낮은 양의 값은 상위계층 비율이 낮

은 근린의 군집임을 가리킨다. 

이상의 네 가지 거주지 분화 측도를 2000년, 

2005년, 2010년 서울시에 적용한다. 계층은 재산, 

소득, 권력, 직업, 직종, 학력, 생활양식 등 다양한 

기준에 의해서 분류될 수 있으나 거주지 분화에 

관한 대다수 연구는 교육수준과 직업·직종 중 하

나를 선택하거나 결합하였다. 직업·직종은 가용

한 통계자료에서 세분되어 있어 조작적으로 재정

의하는 것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지위의 상하를 

구분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교육수준을 분

류기준으로 활용하였다. 근린은 통계가 가용한 가

장 작은 공간적 단위인 동(洞)으로 정의했다. 동별 

교육수준을 연령대 만40~59세 집단의 최종학력

으로 측정하였다. 40세가 거주지 안정이 이루어지

고 학력 자본의 거주지 선택에 대한 영향력이 발

휘하는 시점이며 60세 이상을 배제한 것은 고령층 

진입에 따른 이주를 제외시키기 위한 조치였다(이

상일, 2007; 2008). 이 연령대 집단은 최종학력에 

따라 저학력층(중학교 졸업 이하), 중학력층(고등

학교 재학중에서 4년제 미만 대학 졸업), 고학력층

(4년제 이상 대학 재학중 이상)으로 구분되었다. 

통계자료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 통계청 마이크로

데이터서비스시스템(MDSS)을 통해 추출할 것이

고 분석은 S-plus와 ArcGIS를 활용할 것이다.

4. 서울시 계층별 거주지 분리

우선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40세에서 59세까지

의 중년층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2000년의 중년층은 1941년생에서 1960년생까지

이며 2005년 중년층은 1946년생에서 1965년생까

지 인구이고 2010년 중년층은 1951년생에서 1971
년생까지 인구이다. 2000년에서 2010년까지 기간 

동안의 변화는 중학교 졸업 이하의 저학력층 비중

의 지속적 감소와 4년제 이상 대학 재학중 이상의 

고학력층 비중의 지속적 증가로 요약된다. 이러한 

서울시 중년층 교육수준의 변화는 우리 사회의 전

반적인 고학력화를 반영한다.

본 연구의 주제인 교육수준별 거주지 분화의 변

화를 살펴보았다. 우선 전역적 지표를 활용하여 

도시 전반에 걸친 거주지 분화를 측정하고 시계열

적 변화를 알고자 했다. 전역적 지표 중 균등-집

중 차원에서 거주지 분화를 측정하는 상이지수를 

계산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상이지수의 값은 도시 전역에 걸친 균등한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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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해 현거주지에서 벗어나 이주해야 하는 사람

들의 비중으로 해석된다. 이주 비중이 높을수록 

거주지 분화의 정도도 높다. 예로, 2000년 저학력

층과 고학력층 간 상이지수 값은 44.4인데 이는 거

주지 분화를 해소하기 위해 저학력층 혹은 중학력

층의 44.4%가 현재 거주하는 동(洞)에서 다른 동

으로 이주해야 한다. 표 2에서 보이듯 교육 수준

별 거주지 분화의 정도는 저학력층-중학력층, 중

학력층-고학력층, 저학력층-고학력층 순으로 나

타나 학력 차이가 심할수록 거주지 분화의 정도도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세 시점에 걸쳐 공

히 나타났다. 시계열적 변화를 살펴보면 저학력

층-중학력층 간 거주지분화는 소폭 감소한 반면 

중학력층-고학력층 간 그리고 저학력층-고학력

층 간 분화는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 종합하면 교

육수준의 격차가 클수록 거주지 분리의 정도가 심

하며 특히 고학력층과 다른 교육계층과 분리가 심

한 것으로 드러난다.4) 이러한 패턴은 1997년 경제

위기 이후로도 커다란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노출-군집 차원에서 도시 전반에 걸친 거주

지 분화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상호작용지수

표 1. 서울시 40~59세 인구의 교육수준

2000년 2005년 2010년

저학력층
830,855
(32.1%)

650,170
(23.3%)

498,307
(16.9%)

중학력층
1,208,685
(46.7%)

1,353,744
(48.4%)

1,483,011
(50.2%)

고학력층
546,386
(21.2%)

792,680
(28.3%)

970,348
(32.9%)

합계
2,585,926
(100.0%)

2,796,594
(100.0%)

2,951,730
(100.0%)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해당연도

표 2. 교육수준별 상이지수

2000년 2005년 2010년

저학력층-중학력층 17.7 15.2 14.9

중학력층-고학력층 29.3 30.7 30.5

저학력층-고학력층 44.4 43.7 43.2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해당연도

그림 2. 교육수준별 상호작용지수와 고립지수

저학력 중학력 고학력

(a) 2000년 (b) 2005년 (c)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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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action index)와 고립지수(isolation index)를 

계산하였다. 그림 2가 그 결과인데 개별 막대 그

래프는 해당 학력층이 거주하는 동(洞)의 평균적

인 학력층 구성을 나타낸다. 서울시의 경우 2010
년 저학력층의 거주지는 평균적으로 저학력층 

21.3%(고립지수 값임), 중학력층 54.6% 고학력층 

24.1%(상호작용지수 값들임)로 구성되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저학력층은 동일 계층과 군집의 

정도가 높고 고학력층에 대한 노출의 정도가 낮음

을 알 수 있다. 반면 고학력층 거주지는 저학력층 

12.4%, 중학력층 44.2%, 고학력층 43.4%의 평균

적 구성을 보여 고학력층은 군집도가 높고 노출도

가 낮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00년대를 거치면서 

그 정도가 심화된 것으로 들어나 고학력층의 노

출-군집 차원에서 거주지 분리가 더욱 심화된 것

으로 들어 났다. 앞서 살펴본 균등-집중 차원에서 

변화가 작았던 것과 대별된다.

전역적 측도들을 통해 살펴본 거주지 분리의 변

화는 균등-집중 차원에서 지속과 노출-군집 차원

에서 심화로 요약된다. 하지만 전역적 측도는 도

시 내부에서 거주지 분화의 공간적 변이를 보여주

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국지적 측도를 활용

하여 거주지 분화가 도시 내 어느 곳에서 나타나

는지 살펴보았다. 입지계수(Locational Quotient)
를 통해 균등-집중을 측정한 결과는 그림 3에 제

시되어 있다. 특정 학력층이 서울시 전체에 차지

하는 비중에 비추어 개별 동(洞)에 집중되어 있는 

정도를 알 수 있다. 그 값이 클수록 집중도가 높

다.

2010년에 저학력층 집중지(LQ＞1.33)는 종로구

(창신1동 창신2동, 종로5·6가동, 숭인1동), 중구

(신당1동, 신당5동, 회현동), 용산구(남영동), 동

대문구(전농1동) 등 구도심과 구로구(가리봉동, 

구로4동, 구로2동), 금천구(독산4동, 독산3동, 가

산동, 독산2동), 중랑구(면목본동, 면목4동, 면목

5동, 상봉2동, 중화2동, 망우3동), 강북구(송천동, 

번2동, 수유3동), 성동구(용답동), 성북구(장위2

동, 수유1동) 등 도시 외곽지역에서 나타난다. 반

면 고학력층 집중지는 강남구(대치동, 도곡동, 일

원동, 삼성동, 신사동, 청담동, 개포동), 서초구

(서초동, 방배동, 반포동, 잠원동), 송파구(잠실

동, 방이동) 등 소위 강남3구와 양천구(목동), 용

산구(이촌동, 서빙고동), 영등포구(여의동)의 고

급주택가 혹은 대단위 고급아파트 지역에서 나타

난다. 

이들 학력층의 집중지들을 개별적으로 살펴보

는 것보다 학력층 간 비교가 더 의미 있다. 저학력

층의 집중지가 고학력층의 희소지(LQ＜0.67)이

고 고학력층의 집중지는 저학력층의 희소지로 나

타나 거울 이미지(mirror image)를 보인다. 이처럼 

이들 두 계층의 집중지와 희소지가 중첩되지 않아 

균등-집중 차원에서의 도시 내 거주지 분리가 뚜

렷하다. 2000년에서도 앞서 언급한 거울 이미지

가 확인되어 2000년대를 거쳐서 균등-집중 차원

에서 거주지 분리가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한 이 기간 동안 두 계층 공히 자신의 집중지가 양

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00년 집중지의 인

근지역이 새로이 집중지로 전환되면서 누적 발달

하고 있다. 

노출-군집 차원에서 거주지 분화의 도시 내부

에서 변이는 로컬 Moran’s I를 통해 분석되었다(그

림 4 참조). 이를 통해 입지계수 분석에서 예견될 

수 있는 학력층별 집중지의 군락화를 공간통계기

법을 통해 명확히 확인한다. 즉 특정 학력층이 과

대표성을 보이는(over-represented) 근린이 동일한 

학력층이 과대표성을 보이는 또 다른 근린에 둘러

쌓여 있어 타 학력층에 대한 노출이 적은 군집지

라 정의된다. 측도인 로컬 Moran’s I의 값이 0.67 
이상이면 유의미하게 양(+)적인 공간적 의존성을 

보이며 군락화를 뜻한다. 

2010년 저학력층 군집지는 종로구, 중국, 용산

구, 동대문구 등 구도심과 구로구, 금천구, 중랑

구, 강북구, 성동구, 성북구 등 도시 외곽지역에서 

나타난다. 반면 고학력층 군집지는 강남구, 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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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교육수준별 입지계수

(a) 2000년

(b)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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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교육수준별 로컬 Moran’s I

(a) 2000년

(b)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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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송파구 등 소위 강남3구와 양천구, 용산구, 영

등포구의 고급주택가 혹은 대단위 고급아파트 지

역에서 발견된다. 균등-집중 차원에서 분석 결과

와 마찬가지로 이들 학령층의 군집지는 중첩되지 

않을 뿐 아니라 거의 완벽한 거울 이미지를 보여 

노출-군집차원에서도 거주지 분리되어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2000년대를 걸쳐 각자의 군집지

가 누적 발달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고학력층

의 군집지는 2000년에는 은하수와 같이 다핵화되

어 있는 패턴이었다면 2010년에 이르러 한강 이남 

지역에서 강변을 따라 누적 발달하여 거대한 군

락을 형성하고 한강 이북 지역에서는 몇몇 지역에 

한정되어 누적 발달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면 균등-집중 차원의 전

역적 측도(상이지수)를 활용한 분석에서는 학력층

별 거주지 분화에는 커다란 변화 없이 거주지 분

리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노출-군집 

차원의 전역적 측도(고립지수와 상호작용지수) 분

석에서는 고학력층이 타 학력층에 대한 노출 정도

가 낮아지며 고립되는 경향을 보여 고학력층의 거

주지 분리가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모든 차

원의 국지적 측도(입지계수와 로컬 Moran’s I)를 

통한 분석을 통해 학령층별 집중지가 군락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저학력층과 고학

력층의 집중·군집지가 중첩하지 않고 거울 이미

지를 보여 거주지 분리의 정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2000년대를 거치면서 각자의 집중·

군집지가 누적 발달하면서 팽창 확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고학력층과 저학력층의 

뚜렷한 거주지 분리 패턴은 2000년에 이미 형성되

어 1997년 경제 위기 이후 고착화될 뿐 아니라 더 

심화되었다. 특히 고학력층 군집지가 강북에서 소

수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강남에서 군락화하여 

서울시가 이중도시적 면모를 보인다.

5. 결론

세계화와 산업구조조정으로 사회경제적 양극

화가 진행됨에 따라 계층별 거주지 분리가 심화될 

것이라 여겨진다. 특히 경제가 위기에 봉착할 때 

하위계층이 취약성이 극명해져 계층 간 격차가 더

욱 벌어지고 거주지 분리가 극명해 질 것이다. 한

국사회의 계층별 거주지 분리에 대한 기존 연구는 

1997년 경제 위기 이후 최근 변화상에 대한 분석

이 미흡하다. 또한 거주지 분리를 측정함에 있어 

거주지 분리의 여러 양태 중 한두 가지만을 가늠

하거나 도시 내 거주지 분리의 공간적 변이를 살

펴보는 체계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활용하지 않는 

한계를 보였다. 

본 연구는 2000년대를 걸쳐 서울시에서 일어

난 교육수준별 거주지 분리의 변화를 균등-집중

과 노출-군락 차원에서 전역적 측도와 국지적 측

도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례지역에 

고학력층과 저학력층 간의 거주지 분리의 정도가 

가장 심각하며 모든 학력층에 걸쳐 예전에 형성

된 불균등과 집중 거주 패턴은 2000년대에도 유

지되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고학력층은 다른 학

력층에 대해 노출이 줄어들고 고립하는 경향을 보

였다. 또한 저학력층은 구도심과 도시 외곽에 반

면 고학력층은 강남3구와 대규모 아파트 지구에 

집중 거주하며 군락화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저학력층과 고학력층의 집중·군집지가 중첩하지 

않고 거울 이미지를 보여 높은 거주지 분리를 보

였다. 그리고 2000년대를 통해 거울 이미지를 유

지하면서 개별 학력층의 집중·군집지가 누적 발

달하면서 인근지역으로 팽창 확산하고 있음이 드

러났다. 

계층별 거주지 분리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대 

지불 능력의 차이, 아파트와 교육환경에 대한 우

선적 선호, 도시 개발 사업 등을 들 수 있다. 교육

수준별 거주지 분리로 초점을 맞추면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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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이 가능하다. 개인의 학력은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그 폭과 질을 결정한다. 한국과 같이 학력을 

중시여기는 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실제 상

용 비정규직 노동자 중 대졸 이상 학력자의 비중

이 29.9%만인데 비해 상용 정규직 노동자 중 비중

은 44.3%에 달한다. 또한 임시·일용 정규직 노동

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중 대졸 이상 학력자의 비

중은 각각 12.0%와 13.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

났다. 즉, 고학력층은 임시·일용직 보다는 상용직 

그리고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 일자리를 갖는다. 

상용 정규직 임금수준을 100으로 했을 때 상용 비

정규직이 71.0, 임시·일용 정규직이 50.7, 임시·

일용 비정규직이 38.8임을 비추어 볼 때 고학력층

은 임금수준이 높은 일자리를 가짐으로써 높은 소

득을 올리고 지대 지불 능력이 다른 학력층에 비

해 높다. 

아파트는 서양 사회에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을 위한 방편으로 정부 주도로 건설되었으나 한

국 사회에서는 가장 선호하는 주거 형태로 자리잡

았다. 이는 단순히 아파트가 제공해주는 생활상의 

편의성 때문만은 아니다. 이는 분양을 받았을 때 

수익과 지속적인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자산 증식 

수단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강준만, 2006).
정부의 도시 개발 정책 또한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도시화 특히 수도

권의 과밀화는 주택난을 가중시켰다. 정치적 부담

감을 느낀 정부는 주택 보급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였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은 전후 복구 과

정에서 성장한 건설업체에게 사업 기회를 제공해 

주어 건설업체의 이해와 맞아 떨어졌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지어진 아파트는 교육수준과 소득수

준이 유사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과 분리되게 하였다. 

1997년 경제 위기 이후 2000년대 회복 과정에

서 산업구조조정과 노동시장 유연화는 계층 간 지

대지불능력의 격차를 벌렸다. 또한 자산 안정화

와 증식 수단으로서 아파트에 대한 선호는 유지되

었으며 정부와 건설업체의 이해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 사업을 통해 충족되고 맞아 떨어졌다. 

특히 기존의 고학령층 집중·군집지가 포화상태

에 이르고 한강 이남을 중심으로 건설된 신규 (재

건축) 아파트 단지가 고학력층을 흡수하면서 팽창 

확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 일각에서는 개인의 주거 입지가 사회경제

적 지위를 보여주는 하나의 표식이며 나아가 향후 

지위 변화와 세대 간 재생산에 영향을 준다는 주

장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학력층 

거주지 분리의 지속과 심화는 한국이 주거 신분 

사회라는 점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가 될 것이

다. 하지만 본 연구가 선택한 통계 방법론은 거시

적 변화와 변이를 보여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정

황적인 증거만을 제시하는 한계를 낳았다. 거주지 

분리의 현장을 답사하고 설문할 필요가 있다. 이

를 다음 과제로 남기며 그 현장이 어디인지는 본 

연구에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

1) 국내 거주지 분화에 관한 또 다른 연구가 민족·국적별로 

이루어졌다. 최재헌·강민조(2003)는 서울시 외국인의 주

거지 분포를 분석하였는데 국적별로 뚜렷이 차별화되어 민

족 집단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박배균·정건화(2004)은 안

산시 원곡동을 분석하여 외국인 집단거주지가 향후 다민

족·다문화의 안정된 지역사회가 될 것인지 아니면 슬럼화

될 것인지 연구하였다. 박세훈·정소양(2010)은 장기 체류 

외국인의 국적별, 유형별 지리적 분포를 분석했다. 또한 

류주현(2009)은 수도권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와 직장의 공

간적 분포를 분석하여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통근자에 비해 

직주분리가 덜 이루어진 것을 밝혔다. 1990년 5만 명에 불

과하던 장기체류 등록외국인 수가 2011년에는 100만 명으

로 급증하였다 하나 전체 인구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

전히 낮아 계층별 거주지 분화에 집중한 본 연구는 민족·

국적별 거주지 분화를 다루지 않는다.

2) 상이지수와 더불어 지니 지수와 엔트로피 지수 또한 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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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도로 활용된다. 거주지 분리의 다섯 가지 형태별 다양한 

‘전역적’ 지표에 대한 소개와 설명은 Massey and Denton 

(1988)에서 찾을 수 있다.

3) 원래 로컬 Moran’s I는 해당지역과 주변지역이 속성 값에

서 유사성을 보이면 (+)의 값을 부여하여 양의 공간적 자기

상관이 있음을 가리킨다. 반면 이질성을 보이면 (-)의 값

을 부여하여 음의 공간적 자기상관이 있음을 보인다. 

4) 대학원 졸 이상의 최상학력층과 중학교 졸 이하의 저학력

층 간 상이지수 값은 2000년 51.6, 2005년 52.2, 2010년 

51.8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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