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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는 지속적으로 구조적 변화를 겪으며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의 인구와 주택 소비의 변화가 본국과 이주

국의 주택 시장 양쪽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에 목적을 둔다. 서울의 조선족 주택 시장의 형성 원인

과 변화는 임대료 시장에 있어서 내국인 주택 시장과는 다른 ‘임대료의 고정 효과’로 인하여 외국인의 유입이 지속적

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순환 이주 의향이 강한 조선족 집단에 의해 분화된 주택 시장의 밀집은 더욱 심

화된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 이주 경험이 있는 조선족들이 주요 주택 소비자로 부상하면서, 연길시의 

부동산 붐을 일으켰다. 조선족의 주택 투자는 연변 대학을 기준으로 ‘서부’에 집중되어 있는데, 연길시의 주택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 기본 계획과 밀접한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이주자의 초국가적 주택 소비로 인하여, 

본국과 이주국의 주택 시장을 연결함으로써 두 주택 시장에서 발생하는 여과과정을 동시에 일으켜, ‘초국가적 주택 

여과 과정(Transnational housing filtering process)’이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외국인 주택시장, 외국인 이주자, 조선족, 초국가적 주택 여과과정, 주거 과정

Abstract : This study aims to reveal that the changes in the population and housing consumption of for-
eigners, which are constantly undergoing structural changes, affect both the housing market of home and 
host country. The cause and the change of foreigners’ housing market in Seoul were analyzed to be that 
the foreigners’ continuous inflows occurred due to the ‘fixed effect of rent’ on the rental market, which is 
different from the domestic housing market. Korean-Chinese, who tend to be circular migration, make 
the current concentration of the housing market. Meanwhile, Korean-Chinese, who have experienced 
migration from Korea, emerged as major housing consumers, causing a real estate boom in Yanji City. 
Housing investment by Korean-Chinese is concentrated in the ‘West’ from Yanbian University, closely re-
lated to the city’s urban planning that affects housing supply. This transnational housing consumption of 
immigrants connects the housing market of home and host country, in turn, causes the filtering process 
in the two countries simultaneously, which results the ‘transnational housing filter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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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대다수의 외국인 이주자들은 이주국에 도착해서 

주거 문제에 가장 먼저 어려움을 겪는다. 직장을 구

하고, 사회적 서비스를 이용하며, 복잡한 법체계를 

이해하기에 앞서 적절한 주거지를 찾는 것에서 크

나큰 장벽을 느낀다. 외국인 이주자들은 주거와 관

련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종

적, 젠더적인 장벽 등으로 인해 주거 선택에 제한을 

받는다. 

이주자에게 있어 주거지는 특히, 생존과 직결된 

부분으로 본국을 떠나 새로운 사회, 문화, 정치적인 

환경과 맞닥뜨리게 되는 매우 민감하고 결정적인 

장소이다. 주거는 전통적으로 해당 사회에 대한 적

응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해내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였다. 그러므로 이주자의 관점에서 변동성이 

낮은 주거지, 생존을 위한 주거지의 확보는 새로운 

사회로의 진입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첫 번째 과업

이라 할 수 있다(Montgomery and Renaud, 1994; 

Danso, 1997). 

주거지가 결정되면, 그 이후에 이어지는 구직과 

그들의 가족을 위한 의료, 교육 등의 문제를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게 된다. 즉, 주거지의 접근 가능성

은 이주자들의 초기 그리고 보다 영구적인 정착에 

매우 중요하며, 더 나아가 또 다른 가용 자원과 기

회로의 접근을 쉽게 만든다. Walmsley and Lewis 

(1993)는 이주의 형태에 상관없이 주거가 이주지 

적응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매우 단기의 이동이

라 할지라도 모든 이주자들의 주요 관심사임을 주

장하였다. 

따라서 적절한 주거 접근성(Housing acces-

sibility)은 ‘이방인’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요

건이며 새로운 사회로의 진입과 사회통합에 상당

한 영향을 미친다. 이주국에서 경험하는 주거 장벽

(Housing barriers)으로 인하여, 다수의 이주자들

은 자신과 동일한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사는 곳, 

비슷한 민족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지역에 

정착한다. 이를 ‘(비)자발적 분리’라고 하는데, 경

제-사회적인 이유로 이주자 밀집지를 형성하게 된

다. 그들은 주택 시장뿐만 아니라 노동 시장에 대한 

정보, 상호 협력, 가족 및 지인 네트워크의 형성, 언

어와 문화를 유지하기 위해 빈번한 만남을 갖게 된

다(최병두·송주연, 2009; Castles et al., 2013). 

최근 한국 내에서도 외국인 이주자들의 급속한 

증가세와 더불어 주거지 분화 양상의 심화가 사회

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그들의 주거공간의 분리

가 전체적인 도시 공간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음

을 주목하고 있다(최재헌 외, 2003; 최병두, 2010; 

류주현, 2012; 윤진희 외, 2014; 손승호, 2016). 내

국인과 외국인 이주자 간의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거리로 인한 배타성의 심화, 해당 집단 간의 이해관

계와 생활양식이 불일치할 때, 이주자의 주거지 분

리는 가속화된다. 외국인 이주자들의 공간적 집중 

현상이 ‘빈곤의 문화’를 동반함과 동시에 적정 주거

의 공급을 차단하고 노후 주택의 개선을 지연 시키

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Legeby, 2010).

이제까지 외국인 주거지와 관련한 국내 연구들

은 대체적으로 외국인 이주자들이 상대적으로 진입

하기 쉬운 저렴한 주택 시장의 성격을 설명하고, 사

회적 네트워크로 인해 유입, 확대되는 이주자 집거

지가 어디에, 얼마나 분포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Key Words :  Foreign migrants, Foreigners’ housing market, Korean-Chinese, Transnational housing filter-
ing process, Hous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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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이었다(박윤환, 2011; 박세훈 외, 2010; 최

병두·이경자, 2010; 최은진 외, 2011; 하성규 외, 

2011; 정수열 외, 2014). 다시 말해서, 기존의 연구

에서 다루었던 외국인들의 주거지 특성은 게토, 슬

럼화를 동반한 ‘주거지 분리’에 초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집중 주거지가 내국인과 분리되면

서 발생하는 차별적인 문제 이외에도 외국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주택 시장이 과연 어떠한 메커니즘

을 가지고 형성되는지, 어떠한 요인이 외국인 주택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주택 시장을 구성하는 ‘적극

적인 행위자’로서 이주자들의 역할은 어떠한지, 본

국과 이주국의 주택 시장에서의 그들의 역할에 대

해 다루는 연구는 아직 시도되지 않았다.

특히 본 연구는 본국과 이주국의 모두에서 이주

자가 주택 시장에 참여하게 되는 점을 초국가적 주

택 소비로 간주하고, 이로 인하여 초국가적 주택 여

과 과정(Transnational housing filtering process)

이 발생하게 된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러한 현상

은 ‘주거 과정(Housing process)’1)의 일부로 이주자

의 소득이 본국과 이주국에 주요한 주택 소비 자본

으로 활용됨으로써 동시적인 변화를 야기하는 것으

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가정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국에 

가장 많이 체류하고 있는 조선족을 사례로 이들의 

초국가적 주택 소비의 요인과 경향을 분석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적극적 행위자

로서 외국인 이주자의 주택 소비에 따른 초국가적 

주택 여과의 과정을 설명하고, 둘째, 서울시에 체류

하고 있는 주요 외국인 집거지인 영등포구를 중심

으로 외국인 주택시장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연변조선족자치주 연길시에 체

류하면서 수집한 현지 자료를 통해 이들의 초국가

적 주택 소비 활동을 설명할 것이다. 

2. 주택 여과 과정에 대한 이론적 검토

주택 여과 과정(Housing filtering process)은 일

반적으로 주택 신규 공급 등과 같은 시장 조건의 

변화에 따라 기존 주택의 가치가 하락함으로써 전

에 거주하던 소득계층보다 낮은 소득 계층의 가구

가 이동해오는 과정을 의미한다(권용우 외, 2007; 

김미경 외, 2013; 홍성조 외, 2011). 여과과정에 있

어, 어떠한 방식으로 시장이 하위 주택의 계급에 따

라 가격과 질을 조정하는지를 다루거나(Sweeney, 

1974; Schall, 1981; Braid, 1981), 실제 주택 작동 

과정에 대한 회의적인 평가들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의 주거 개선

과 여과 과정의 효과에 대해 크게 실효가 없음을 지

적하는 연구들이 등장한 것과 연관되어 있다(Baer 

and Williamson, 1988; Galster, 1996). 

Ratcliffe(1945)은 여과 과정을 주택의 물리적 악

화와 기능 저하로 인하여 명목상의 임대 혹은 가격

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그의 

정의(definition)는 초기 연구에서는 받아들여졌으

나 과정으로서의 여과와 결과로서의 여과를 구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Grebler et al.(1956)는 여과를 모든 주거를 기준으

로 하여 그 계급의 변화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다. 

예를 들어 새로운 주거는 가장 상위의 계급에 위치

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

가는 것처럼 그 지위가 내려가는 것으로 여과 과정

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그가 주장하는 가격과 임대 

수요의 분포 효과는 오로지 오래된 재고 주택이 저

소득층에 의해 소비될 때, 설득력이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Lowry(1960)는 여과를 주택의 실질적인 가치나 

주택의 질에 따른 주택의 상대적인 가격에 의해 차

별적으로 발생하는 변화로 본다. 따라서 여과는 신

축 주택과 비교했을 때 재고 주택의 연령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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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할 것인가와 결부되어 있다. Kristoff(1972) 역

시 저소득층의 주거 개선은 소득 대비 주거비가 낮

아지거나 소득 수준 자체가 향상되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재고 주택의 노후에 따른 것임을 주장하였

다. Baer and Williamson(1988)는 여과의 의미를 

중의적인(neutral) 시장 조정의 과정으로 보는 것

과 저소득층의 주거 질을 향상시키는 ‘복지적 여과’

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그들은 복지적 여과를 재고 

주택의 확산과 저소득층의 주거 선택지가 많아지는 

동시적인 과정이라고 보았다. 기존의 연구가 주택 

가격의 하락과 소득 및 주거비 부담 차이로만 제한

하여 접근한 것을 확장한 것이다. 특히 저소득층이 

모두 노후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점, 노후 주택

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가 주거비 부담을 줄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존 정의가 놓치고 있는 점을 보

완하였다. 

실제로 주택 노후에 따른 가격 하락이 반드시 저

소득층의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다. 무엇보다 여

과는 주택에 어떤 변화가 없다하더라고 근린의 조

건이 바뀌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ourse 

and Phares, 1975; Leven et al., 1976). 이처럼 거

주자가 바뀌지 않고 주거 환경의 변화가 있을 때, 

여과 과정이 일어나는 것을 수동적 여과(Passive 

filtering)라고 부른다. 

최근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주택 가치가 하락함에 

따라 노후화와 주택 가치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여

과 과정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는 연구들이 등장

하였다. Skaburskis and Nelson(2014)는 캐나다의 

Public Use Micro Data을 통해 캐나다 대도시권의 

부동산 연령과 가치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

과, 81년과 96년 사이의 노후 주택 가치가 신규 주

택보다 더 크게 변화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노후 주택은 대부분 도심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

기 때문에 리노베이션할 가능성이 높고 접근성이 

좋아 주택 가치가 높게 매겨진 것이다. 따라서 도심

의 경우 여과 과정보다는 젠트리피케이션이 나타

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교외의 주택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저소득층이 교외로 이동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and Leigh, 2005). Rosenthal(2008)은 노후 주택이

나 신규 주택보다 ‘중간(medium)’에 해당하는 주택 

연한이 저소득층의 주거 소비와 연결되어 있음을 

밝혀내었다. 이를 통해 여과 과정은 단순히 부동산 

연령의 선형적 효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

며 보다 복잡한 주택, 토지 시장의 작동 기제들, 근

린의 변화를 야기하는 여러 요인들이 동시에 작용

함을 지적하였다. 

American Housing Survey(AHS)를 통해 

Somerville and Mayer(2003), Somerville and 

Holmes(2001)는 84년과 95년 사이의 동일 주택이 

어떠한 방식으로 평가가 달라지는지를 추적하였다. 

이를 통해 높은 비율의 임대 상가와 이웃의 소득 수

준 향상이 여과 과정을 제한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

다. 또한 임대 주택의 집중, 소수민족의 집중은 여

과 과정을 자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과의 또 다

른 중요한 요인으로 Somerville and Mayer (2003)

는 이웃 효과보다는 정부의 규제에 집중하여 여과 

과정을 분석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기존 연구의 한계는 단일 국가 혹은 도

시 내에서 주택의 공급과 수요에 따른 변화를 중심

으로 여과 과정을 다루었다는 점이다. 즉, 이주자

와 관련된 주택 여과 과정에서 이주자들은 주거 하

향을 경험하는 집단으로만 기술되었고(Skaburskis, 

2006; Hedin et al., 2012), ‘이주국에서의 주거 차

별과 본국의 주택 투자로 인한 변화’로 분리되어 본

국과 이주국의 주거 여과의 과정이 서로 무관한 것

으로 설명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 이주국에서 주거 하향을 경험하

게 되는 이주자의 주거 이동의 과정이 주거 차별

(Housing discrimination)2)과 연결된다는 연구들

이 주를 이룬다. 일반적으로 인종, 민족은 밀집지 

형성과 연결된 주거 차별을 야기하는 가장 큰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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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꼽힌다(Tomlins, Johnson and Owen, 2002). 

어떤 민족, 인종에 속해있느냐는 주거지를 찾는 과

정에서 어떤 공동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와 같

은 사회적 네트워크의 문제와 결부되어 차별의 노

출 정도와 방식에 영향을 준다(Teixeira, 2008). 거

주 지역에 따라 사회에서 얻는 기회가 달라지므로 

주택 시장 내에서의 차별은 교육, 취업, 신분 상승

의 가능성,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배제로 이어진다. 

이로 인해 그들은 주택 시장에서 불안정한 위치에

서 벗어날 수 없거나, 가령 집 한 채를 장만한다 하

더라도 가치 상승에 따른 이득을 볼 수 있는 주택이 

아닐 확률이 높다. 

미국을 사례로 한 연구들의 경우, 외국인 이주자

를 다수 둔 지역의 주택 평가가 가치 절하된다거나

(Saiz and Wachter, 2011) 이주자가 일정 수준 이상 

이웃으로 들어오게 되면 백인들의 이동률이 증가하

게 된다는 연구결과들이 존재한다(Charles, 2000; 

2003). 이를 통해 주거 차별이라는 것은 정보의 부

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웃들의 인종차

별적 태도가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보여

준다. 

다른 한편으로, 후자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본

국의 가족과 다시 돌아갈 자신의 미래를 위한 본

국의 주택 투자를 통해 이주자들은 이전에 성취하

지 못 했던 주거 상향을 이루게 된다. 본국의 주택 

구매나 개, 보수에 투자하는 것은 이주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흔한 현상으로 주로 이주자의 송금이 주

택 투자를 위한 자본으로 활용된다(Riccio, 2008; 

De Haas, 2005). 예를 들어, 암스테르담에 체류하

는 가나 이주자들의 16%가 주택 구매를 위해 소득

의 전부를 송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abki et al., 

2004). 미국으로 이주한 나이지리아인들의 경우, 소

득이 10%씩 증가할 때 마다, 주택에 투자할 가능성

이 3%씩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Osili, 2007). 

이처럼 이주자들은 본국의 주택 건설, 구매, 보

수를 통해 주거 환경의 개선과 주거 상향의 기회를 

갖게 된다. 이주자들이 본국의 주택 투자에 적극적

인 이유는 자가 소유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이주국

에서 담보 대출의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고(Smith 

and Mazzucato, 2009; Obeng-Odoom, 2010). 

이주자에 대한 이주국의 주택 정책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주택 구매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Konadu-Agyemang, 2001; Arku, 2006). 

앞서 언급한 이주자의 주거 선택, 투자 방식 등에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본국 혹은 이주국에서 개별

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주자의 선

택이 양방향적이며 동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는 것을 간과한다. 이러한 설명방식은 이주 연구가 

흔히 범하는 ‘방법론적 민족주의(Methodological 

nationalism)’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그 오류를 찾을 

수 있다. 방법론적 민족주의는 이주의 사회, 정치, 

문화적 특성을 민족(혹은 국민국가)에 기초하여 해

석하는 것(Beck, 2005; Schiller and Caglar, 2009)

으로 이주자의 행위 영역을 국가나 사회라고 하는 

단일한 단위로 보거나 이주의 영향력을 단선적인 

것으로 설명한다. 

방법론적 민족주의가 내포하는 국민국가(민족)의 

경계, 규율 질서 등은 이주자의 초국가적 소비 방식

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 한다. 또한 해당 지역이 가

진 고유의 지역성과 개별 행위자의 특수성을 고려

하지 않는 방법론적 민족주의의 관점은 주택에 대

한 이주자 개인의 선택 차이뿐만 아니라 정착국의 

주택 시장의 특성에 따라 그 소비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 

주거와 관련된 다양한 결정 속에서 이주자의 행

위는 출신국가와 정착국가를 동시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이주자는 그들이 처한 주거 환경이 이

주에 최적화되도록 적응하면서도 여러 가지 방식

으로 주택 구매, 개조, 이동 등의 가능성을 함께 열

어둔다. 이는 민족국가라는 범주에 한정되어 선택

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넘어 초국가적 실천을 통

해 이루어진다. 다시 말하자면, 방법론적 민족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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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점에서 벗어나 이주자의 초국가적 주택 투자

(Transnational housing investment)를 설명한다

면, 주거와 관련된 이주자의 선택은 단지 본국의 주

택을 개조하거나 구매하는 개인적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주자의 송금을 통해 변화하게 되는 

본국의 전체적인 주택 경관과 더불어 이주국에서 

체류하기 위한 이주자의 주거지의 선택, 이동과 같

은 주거 경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

해할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할 유사연구로, 가나(Ghana)에 자신

의 집을 지을 계획이 있는 이주자들이 동시에 캐나

다에도 집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밝힌 Kuuire et 

al.(2016)의 논문은 초국가주의-통합의 연결고리

에 대한 해석을 새롭게 조명하였다. 기존의 연구에

서 네덜란드, 영국, 호주로 이주한 가나인들은 본

국에 주택 마련을 성취한 후에 이주국에서의 주거 

마련을 시작한다는 논의들이 다수였다(Diko and 

Tipple, 1992; Obeng-Odoom, 2010; Smith and 

Mazzucato, 2009). 이러한 연구들에서 초국가적 

주택 시장 참여와 주택 소비 행위가 분절되어 진행

되는 것처럼 다루지만, Kuuire et al.(2016)의 연구

는 그와는 다른 결론을 내리며, 캐나다의 사례를 통

해 이주자에 대한 정착, 적응 프로그램이 포용적인 

태도를 보일수록, 초국가적인 실천들과 사회통합은 

동시적인 형태로 진행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이 그동안 연구들에서 이주자의 주거 선

택, 송출국과 이주국의 주택 시장을 각기 움직이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에서 벗어나, 본 연구에서는 이

것들이 양방향적으로 동시에 상호 영향을 받아 움

직인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를 ‘초국가적 

주택 여과 과정(Transnational housing filtering 

process)’이라 부르고자 하는데, 기존의 연구가 ‘이

주자=저소득층 주거지의 소비자’라는 등식을 일반

화했던 것에 반해, 본 연구에서는 초국가적 주택 소

비를 실천하는 이주자들은 노동 소득을 통해 본국

의 신규 주택 시장에 진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이주국 내에서도 반드시 저렴 주거지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점에 전제를 둔다. 서구권 국가로 이주한 

아시아인들이 저렴 주거지를 거치지 않는 현상과도 

유사하다(김영성, 2008; Ley, 2010, 박원석, 2012; 

2015). 이로써 외국인 이주자는 새로운 주택 투자

자로서 자신의 고향이나 새로운 주택 투자처에 주

택을 구매함으로써 본국의 주요 주택 소비층으로 

부상하게 되고, 해외 이주를 경험하지 않은 본국의 

주민들과의 주거지 분리가 발생하는 일련의 연쇄 

과정을 발생시킨다.

3. 서울 영등포구 조선족 주택 시장의 

형성 과정과 요인

조선족 집거지와 관련된 기존 연구는 이주자들의 

사회적 연결망이 밀집지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가 주를 이룬다. 예를 들어, 김일권(2004), 한

성미, 임승빈(2009), 이종구, 임선일(2011) 등의 연

구에서, 사회, 공간적 네트워크 관점에서 가리봉동

을 중심으로 형성된 외국인 밀집지로서의 엔클레이

브(Enclave)를 주목하였는데, 조선족들이 이주하여 

한국사회에 적응을 시작하면서 정보취득과 사회적 

네트워크의 근거지로 외국인 밀집지의 역할이 중요

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저렴주거와 일자리(교통)근접’은 조선족들

의 주요한 주거지 선택 요인으로, 도시 내 낙후·쇠

퇴지역에 조선족들이 밀집되는 배경이 되었다. 조

선족의 밀집규모가 커짐에 따라 조선족을 고객으

로 하는 상업시설이 나타나게 되고, 상업지역의 형

성과 주거 밀집은 상호, 누적적인 원인에 의해 함께 

성장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석준, 2014).

기존 연구의 다른 한 축은, 해당 지역의 슬럼화, 

게토화에 대한 부분으로 이 지역이 갖는 사회적인 

함의를 찾아내는 작업들이 다수이다. 이화용(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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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림2동 중국국적 이주자 밀집지역에서는 경제

적 측면보다는 사회-문화적 게토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이주자 집단을 향한 주류집

단인 한국인 선주민들의 낙인과 차별에 의해 경계

가 지어짐으로써 대림2동 중국국적 이주자 밀집지

역이 ‘게토’로 상상됨을 의미한다고 분석하였다. 박

세훈, 이영아(2010)는 가리봉동의 슬럼화 요인을 

지적하면서, 그 원인으로 물리적 낙후와 조선족 사

이의 사회적 연계성 부족, 지역사회와의 관계 저조

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에 대한 정부의 정책

적 지원이나 전략 없이 방치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기존의 연구는 조선족 인구의 밀집 현상

과 저렴 주거지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

고, 이로 인한 경관 변화 및 지역적인 의미를 도출

하는데 중점을 둔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출신

국의 선(先) 이주자들이 제공하는 거주 정보가 일정 

지역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도 외국인 이주자들이 

밀집되어 있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하

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이주자들의 주거지 선택은 

연쇄 이주를 통한 인구-누적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

으며, 해당 지역에 에스닉 기반의 상권 등이 조성되

면서 외국인 이주자 밀집 주거지의 연속성과 밀도

를 더욱 높이는 것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외국인들의 국내 주택 소비 패

턴이 변화함으로서 외국인 밀집지로 간주되는 지역

의 주택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

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현재 조선족 밀집지로 불

리는 대림동, 자양동 등은 조선족들을 대상으로 하

는 주택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주택 시장

의 소비에 내국인들은 사실상 거의 참여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분리’된 형태로 작동하고 있다. 

즉, 조선족 밀집지의 집중도가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 구매가 가능한 소비 집단을 중심으로 

주거 밀집지가 분산 및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기존의 외국인 밀집지에 대한 연구들은 외국인

이 유입되는 저렴 주거 밀집지가 도시 내 낙후지역

에 사회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누적, 순환적인 효

과를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 분석해왔다. 이러한 밀

집지 형성 방식은 초기 유입자들로부터 주거 정보를 

제한적으로 취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을 때는 설명이 

가능하나, 체류가 장기화됨으로서 주거지 정보에 

대해 선택의 폭이 넓어졌을 때에도 주거지 분산 형

태가 발생하지 않고 계속 한 지역으로 몰리는 이유

를 단지 사회적 연결망이나 인프라를 제공받기 위한 

것으로만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오히려 영등포구의 주택 공급과 수요, 그리고 주

택 가격의 특성이 외국인들을 유도했다고 보는 것

이 객관적으로 설명하기에 타당하다. 다만 본 연구

가 의도하는 바는, 주택 공급 형태와 가격의 변동이 

외국인 주택 시장의 형성에 있어 상당한 영향을 미

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지 주택 시장 형성 초기

에 제한된 주거 정보와 자본으로 인하여 외국인 내

부에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인 네트워크의 중요

성을 배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두

고자 한다. 

조선족 주택 시장의 특성을 간략히 파악하고자 

서울시에서 실시한 2013년「서울 거주 중국동포 실

태조사 및 정책수립 연구」, 2014년 「서울거주 외국

인주민 생활환경 조사 결과보고서」, 2016년 「서울

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방안: 중국 동포 편」3)을 

살펴본 결과,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적인 조

선족 주택 시장은 특정 지역의 노후 주택을 중심으

로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체적인 

주거 만족도가 보통 수준 이상을 웃도는 가운데, 직

장의 근접성과 주거비를 절약할 수 있는 영등포구, 

구로구를 중심으로 주택 소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보고서에서 나타난 결과 중에서 흥미로운 점

은 소득에 상관없이 대부분 유사한 임대료를 지불

하고 있다는 부분이다. 2013년의 조사에서도 직종

별로 약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최소 20만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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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0만원 사이의 월세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방문 취업제로 입국한 외국인(주로 

조선족)들을 중심으로 조사된 2014년 「서울거주 외

국인주민 생활환경 조사 결과보고서」에서도 유사

한 결과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 소득 구간에서 가장 많은 건수를 보이는 

월세 임대료는 20-40만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소득이 증가하여도, 조금 더 나은 주거지로 이동

하지 않는다는 증거이며, 이동하더라도 유사한 임

대료를 지불할 수 있는 주거지를 찾을 확률이 높다

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위에서 언급한 서울시 체류 조선족 관

련 조사 보고서들에서 해당 주거지를 선택하는 이

유로 지인이나 친척들의 근접성만큼 임대료 등의 

경제적인 부분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 실제로 외

국인 밀집지가 유지되는 것은 민족적, 인종적 네트

워크 유지의 용이함뿐만 아니라 주거 거래와 비용 

지불에 있어 해당 지역의 경제적 이점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 밀집

지의 형성과 확장 과정을 ‘주택 임대료의 고정 효과’

이라는 관점으로 살펴보게 되면, 영등포구 대림동

과 같은 전형적인 외국인 밀집지의 인구 규모가 지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 

여기서 주택 임대료의 고정 효과는 외국인 주택 

시장의 주요한 특성으로 수요-공급에 따른 주택 가

격의 변동이 발생하는 내국인 주택 시장과는 달리, 

외국인을 위한 주택 공급이 루어지지 않는 상태에

서 외국인 유입을 이끄는 주택 거래가격이 일부 지

역에 한하여 일정하게 적용됨으로서 밀집지 형성 

효과를 야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영등포구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용산구의 단독 주택 및 고급 빌라, 주상복합 

등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택 시장에도 적용할 수 있

다. 그들은 회사나 기관을 통해 주거비를 1-2년 단

위로 지불하며, 지불해주는 회사나 기관에서 정하

는 상한의 주거비가 책정되어 있는 경우가 다수이

기 때문이다(김원중, 2015). 영등포구와 용산구에

서 거래되는 주택 임대료 사이에는 큰 간극이 존재

하지만, 임대료가 고정되어 있다는 점과 외국인 대

상 인프라가 부족한 신규 주택 공급 지역으로는 외

국인의 이동이 자유롭지 않다는 점에서 작동방식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외국인 주택 시장의 임대료 고정 효과는 다음과 

같은 작동 원리에 의해 발생한다. 주택 공급이 중,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증가된 주택 수요에 따

라 주택 가격의 변동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러

나 여기서 증가하게 되는 주택 수요는 외국인이 아

닌 내국인의 전입 인구로서, 신축 주택 시장에 진입

하지 못 하는 외국인은 주택 수요자로서 고려 대상

이 되지 못 한다. 따라서 내국인의 전입량이 증가하

지 않는다면, 신규 주택의 공급량이 늘어난다고 해

도, 내국인 주택 수요에 반응하는 주택 가격의 변동

만이 야기될 뿐, 외국인이 소비할 수 있는 재고 주

택 시장의 공급이 발생하지 않게 되므로 임대료 변

표 1. 소득별 지불 임대료(월세 기준) (단위: 명)

 소득
월세 100만원 미만 100-150만원 151-200만원 201-250만원 250만원 이상 총계

20만원 미만 1 17 31 17 7 73

20-40만원 7 33 125 60 21 246

40-60만원 0 8 17 9 7 41

60-100만원 1 0 2 0 0 3

출처: 서울거주 외국인주민 생활환경 조사(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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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은 일어나지 않게 된다. 본 연구의 사례지역인 영

등포구도, 내-외국인의 인구구조의 변화가 발생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시

장은 신규 주택 공급분과 상관없이 일정한 임대가

로 거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영등포구의 내국인과 외국인의 인

구 변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이 

지역은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조선족 인구가 체류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1992년도의 영등포구

에 체류하는 외국인 인구는 내국인 인구의 약 0.3%

에 불과한 1,165명이었지만 2017년에 이르면서 

8.3%에 해당하는 33,474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내국인의 인구는 2009년을 기점으

로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2016년에는 2009년 대비 

-9.2%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영등포구 전체 인구의 변화를 통해 외국인 주택 

시장의 특성을 유추해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외국인 인구가 급증했던 2003년부터 2008년

까지 유입된 외국인 이주자들은 90년대 초반에 입

국한 가족, 친척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임시로 거

주하거나 주변 저렴 지역에 체류하는 경우가 다수

였다. 직장을 구하여 소득을 얻게 된 후, 자립적으

로 주거지를 선택하는 경우에도 주변 지인으로부터 

가까운 지역을 고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사회적 

관계망들을 유지하기 위해 공간적으로 근접한 주거

지에 체류함으로서 영등포구 일대는 조선족 이주자

들로 인한 버블효과가 발생하였다. 

2009년을 기점으로 외국인들의 유입은 증가하는 

반면에 내국인의 수가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2012

년 방문취업제 체류 기간 종료로 본국으로 귀환하

는 외국인으로 인해 체류인구가 감소하였을 때에

도, 내국인 수는 다시 증가하지 않고 감소세를 유지

하였다. 이 시기에 내국인이 소비하였던 다세대 주

택을 중심으로 공실4)이 발생하게 되었지만, 체류하

500,000

(단위:명)

400,000

300,000

200,000

100,000

0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내국인 외국인

그림 1. 영등포구 내, 외국인 인구 변화

자료출처: 서울시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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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조선족 인구로 채워지면서 총 수요-공급량

은 큰 변동을 겪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조선족 

인구가 증가함으로서 예상될 수 있는 주택 임대료

의 상승이 발생하지 않은 이유는 내국인 인구 감소

로 전체 주택 수요가 상쇄되면서 주택 공급 부족으

로 인한 경쟁 시장이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편 2014년 이후, 외국인 인구는 다시 회복세를 

보이지만 여전히 내국인 인구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영등포구 내에서도 재정비 사업이 진행

되고 있는 신길동의 경우는 외국인 인구의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반면, 대림동의 인구는 큰 폭으

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변동폭이 거의 

없는 대림동의 월세가가 외국인의 주택 수요를 끌

어들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서울시 통계자료

에 따르면, 대림 1,2,3동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전체 영등포구 체류 외국인의 48.1%에 해당하는 것

으로 나타나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주택 공급 측면에서 보았을 때, 2010년, 2015년 

인구 주택 총조사에 집계된 영등포구 동별 주택 유

형의 증감을 살펴보면, 2010년에 비해 2015년의 단

독, 다가구 주택의 경우 감소하는 반면, 아파트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별로 살펴보면, 재

정비 사업이 시행된 신길동 일대의 단독, 다가구 주

택의 공급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신 아파

트의 공급은 크게 증가하였다. 노후화가 시작된 단

독, 다가구 주택의 멸실은 영등포구 전역에서 발생

한 것으로 나타나며, 같은 주택 유형으로 대체되지 

않고 아파트로 주택 유형이 전환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앞서 살펴본, 분화된 주택 시장이 

형성되는 원인과 연결시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주

택의 공급이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외국인 주택 

시장의 임대료가 변동하지 않는 것은 신규 공급이 

이루어지는 주택 유형이 외국인들이 소비하기 쉽지 

않은 ‘아파트’로 대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재정

비 사업 등으로 인하여 조선족이 소비할 수 있는 주

택 유형의 재고가 부족하게 되면서 해당 수요가 임

대료가 저렴한 대림동 지역으로 흡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영등포구는 서울시 전체 자치구 중에서도 

신규 주택 공급량이 적고 주택 개, 보수가 활발하지 

않은 곳으로 노후 주택의 비율이 24.8%을 차지하

여 용산구(29.6%) 다음으로 높은 지역이다(세움터 

통계, 2015). 이로 인해 신규 공급을 통한 주택 가

격 상승 효과를 볼 수 없고, 내국인 유출이 지속되

는 한 조선족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 시장이 지속될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임대료의 상승이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영등포구 일대의 외

국인 주택 시장은 상당 기간 인구 밀집 효과가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노후 재고 주택 시장 중 월세 30-40만

원대 주택 시장으로 조선족 인구가 유입되는 원인

은 무엇인가? 체류 비용의 소비 패턴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법무부가 실시한 체류외국인 실태조

사(2013)에 따르면, 방문취업제로 입국하는 조선족

들은 소득의 50-60%만을 송금하고 나머지를 한국

의 체류 비용으로 소비함으로써 이주국의 주택 시

장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선족의 소득 

수준이 저소득층과 유사하지만 내국인 저소득층에 

비해 본국의 주택 투자를 위한 송금의 필요로 인해 

RIR이 과도하게 낮게 나타나게 되며, 이것이 저렴

표 2. 영등포구 대림동 년도별 다세대(60㎡ 미만) 전, 월세 보증금 및 월세 가격 동향 (단위: 만 원)

　년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월세 보증금 3033.3 3807.2 3009.1 3027.7 3596.4 4828.1 

월세 40.6 38.0 39.0 39.9 39.2 38.3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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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다. 

앞서 언급한 2013년 법무부 자료를 토대로 단

순 계산을 해 본다면, 방문취업제 인구는 월 평균 

173.93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주거비에는 

평균 30.5만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소득에서 월평균 송금액 74.5만원을 제외하면 

약 99.4만원 정도가 한국 체류에 소요된다고 가정

할 때, 조선족의 월 소득에서 차지하는 임대료 비율

(RIR)은 약 30.7%에 해당한다. 이러한 수치는 국토

교통부의 주거 실태조사5)에서 나타난 내국인 RIR

와 비교해보았을 때, 저소득층과 유사한 양상을 보

인다. 

즉, 이러한 소비 패턴은 전체 소득 중 일부를 본국

에 송금해야 한다는 점과 가족, 친지 등의 동반 거

주 가능성이 높다는 점, 순환 이주를 고려하여 주거

비에 많은 지출을 할 수 없다는 점 등의 이유가 복

합적으로 얽혀 30-40만원대의 주거비로 소비할 수 

있는 주택이 최소한의 주거 환경을 보장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었을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내국인과의 RIR 비교를 한 표에서 알 수 있다시피,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조선족들은 저소득층과 비슷

한 주거비 부담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 소득

계층의 외국인 유입을 가속화시킴으로써 주거 양극

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조선족의 주택 소비 방식은 고용허가제나 

(단위:%)

45.5%

30

50

(단위:%)

10

-30

-10

-50

-87.9%-90

-70

단독 다가구 아파트단독, 다가구 아파트

그림 2. 영등포구 동별 주택 유형 증감율

출처: 2010년,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저자 재구성

표 3. 소득계층별 내국인 RIR(2014)와 외국인(방문취업제) RIR 비교 (단위: %)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외국인(방문취업)

29 17 21.6 30.7

자료출처: 주거실태조사(2014), 체류 외국인 실태조사(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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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들과 완전히 다르

다. 법무부에서 실시한 체류외국인 실태조사의 원

자료를 분석한 백일순(2017)에 따르면, 외국인 근

로자의 경우, 본국의 생활 수준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임금을 송금하여 한국 체류

에 필요한 주거비를 최소화하고, 전문직 외국인들

은 전문 기술과 지식을 바탕으로 높은 모빌리티를 

실현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한국의 장기 체류를 고

려하고 있지 않아 주택 투자에 무관심한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방문취업제(H-2), 재외동포(F-4) 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대부분의 경우, 조선족-들은 한

국에서 벌어들인 근로 소득의 일부를 송금하고, 나

머지를 한국 체류에 소비함으로써 중국과 한국의 

주택 시장 양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연구에서 이주자의 소득이 본국의 주택시장

에만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는 달리, 조선족 이주자

의 경우 소득의 일부를 본국의 주택에 투자하고 나

머지 가용자본으로 체류국의 주택 소비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과 한국의 주택 시장 형성에 영

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다면 이주자의 송금이 유입

된 본국의 주택 시장에서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고, 

이주국의 주택 시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연길시의 

상황을 통해 확인해보도록 하겠다. 

4. 연길의 주택시장 붐과 새로운 

소비자로서 한국 이주 조선족

귀국 노무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에서 ‘한국

을 포함한 해외로무경제는 연변의 경제발전을 추진

하고 인민대중의 생활을 개선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연변의 경제 발전 과정 중의 필연적 

선택6)’이라는 공무 관계자의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

듯이 연길시의 실업률, 재정 수입 부분 등의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력 송출을 노동 정책에 

있어 가장 우선시한 것을 알 수 있다. 

도시와 농촌 지역의 소득격차는 해외 이주로의 

이동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는데, 96년 연

길시 평균임금은 5,736위안이었지만 농촌 평균임

금은 2,318위안으로 도시 임금 근로자의 약 1/2 수

준에 그쳤으며, 2014년에 이르면 그 격차가 벌어져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년 사이

의 평균 임금의 증가세에서도 농촌과 도시는 서로 

다른 속도를 보인다. 이처럼 농촌 인구가 벌어들이

는 소득은 연길시 1인당 GDP의 1/2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득 증대를 위한 방편으로 해외 이

주를 선택한 가구가 많았다. 

특히 해외 이주를 선택한 조선족들은 이주 초기

의 높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본국의 2-3배 이상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연길과 같은 도시

로의 이주보다 한국으로의 이주를 선택하게 된 경

우가 많았다(이진영, 2009; 법무부, 2013). 또한 선

(先)이주하였던 조선족들이 도시로의 이주보다 한

국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높아 이에 대한 학습효

과가 더해져 많은 조선족들이 ‘코리안 드림’을 실현

하고자 한국으로 이주를 감행했다는 점도 해외 이

주를 증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서, [그림 3]에서 볼 수있

는 것처럼 연간 가처분 소득에 있어서도, 농촌과 도

시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격차가 커지고 있다. 90

년대에는 거의 유사한 수준을 보이지만(농촌 가

구 745위안, 도시 가구 1,239위안) 2014년에는 농

촌 가구 11,837위안, 도시가구 26,860위안으로 약 

15,000위안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이주는 소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였으며, 높은 소득을 얻고자 하는 대다수의 저

소득 농촌 인구의 감소로 이어졌다.

한국으로 이주한 조선족의 소득 증가는 연길시의 

부동산 붐으로 이어졌다. 물론 부동산세 부과, 1가

구 1주택 장려와 같은 중국 내의 부동산 시장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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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변화로 최근 들어 주택 구매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나 여전히 한국 등에서 벌어들인 수입

으로 연길시의 주택 소비를 주도해 온 것으로 나타

났다. 연길시 가구당 재산 소득은 90년대 1,141위

안에서 16,335위안으로 약 15배 이상 증가하였다. 

마찬가지로 임대 소득도 1990년 6위안에서 2014

년 293위안으로 약 50배로 늘어났다(연길통계연감, 

2015). 2000년대 후반부터 연길시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기존 주택의 개, 보수를 통한 주거 환

경이 개선되면서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그에 따른 

관련 소득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노동소득만으로는 주택 구매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4년 연길시 ㎡당 주택 가

격은 5천위안을 훌쩍 넘어서 있었기 때문이다. 높

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상품주택의 판매량은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 상품주택 판매액은 

58.28억 위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변일보 기사7)

에 따르면, 연길의 신규 주택 분양가가 ㎡당 최고 7

천 위안으로 치솟았으며, 이러한 원인으로 ‘한국으

로 이주한 조선족들이 번 근로소득의 일부가 연변

으로 유입’되면서 현지 물가와 토지가격을 급등시

킨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림 5]에서 볼 수 있듯이 분양이 완료된 호수는 

게시판에 빨간 스티커를 붙여놓았는데 채광이나 구

조상의 불편이 있는 몇 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분양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아파트들은 

평당 5천 위안 이상으로 거래되었으며, 100㎡ 이상

의 대형 평수 아파트의 주요 구매자들은 조선족들이

라는 주택 판매자8)의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연변지역 전체 부동산 투자의 약 55%에 해당하

는 금액이 연길시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는 해외 이

주자들의 노무 수입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김은빈, 2010). 이화용 외(2013)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은행, 

인터넷 뱅킹, 개인 환전소 등의 다양한 경로로 유입

된 조선족 이주자의 송금은 생활비나 창업의 자본

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연변지역으로 돌아갈 경

우 살게 될 주택을 수리하거나 장식하는 경우도 다

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에 이주한 

조선족의 일부는 향후 귀환 혹은 순환이주의 거처

그림 3. 농촌 가구와 도시가구의 연간 평균 가처분 소득

자료출처: 연길통계연감(2015), 저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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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염두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미래 생활을 미리 준

비하는 자본을 주거에 투자하는 사례가 적지 않음

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연변 지역으로 유입되는 송금액은 2005-2015년 

연평균 89,679만 달러에 해당되며(趙洪君, 2011),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고환율로 인하여 한국 화

폐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환율변동으로 손

실 차익을 우려한 조선족들이 송금을 줄인 시기를 

제외하면, 조선족의 송금은 꾸준히 본국의 경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공식통계에 잡히지 않

는 사설 환전소를 통해 불법 송금액을 포함한다면, 

더 많은 액수의 송금이 연길시에 들어왔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송금은 이주자들의 가족을 

위한 주택 거래나 은퇴 혹은 순환이주를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이주자의 주택 구매에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한국 이주 노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

은 연길시로 유입되면서 도시 개발에 투입되는 자

본액이 점차 증가하기 시작했다. 연길시의 도시계

획이 시행된 2005년부터 꾸준히 도시 인프라 건설

과 관련된 고정자산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민

간 건설사 주도의 부동산 개발 투자액도 2010년부

터 증가형태를 보이고 있다(연길통계연감, 2015). 

이와 같은 부동산을 포함한 고정 자본 투자의 증가

세는 자본의 유입 규모 증대뿐만 아니라 도시 계획

을 통해 정책적으로 유도한 측면이 강하다. 특히 연

길시는 연변 대학을 기준으로 ‘서부’에 치중되는, 지

역적으로 불균등한 주택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 이는 연길시의 주택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 

기본 계획과 밀접한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서부’ 중심의 개발 방식9)은 기존의 도심 개발 형

태와는 완전히 다른 것인데, 이명옥(2006)의 연구

에 따르면, 지가분포도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연길

시는 남, 서쪽 보다 동, 북쪽으로의 개발이 먼저 이

루어졌으며, 도심 주변부의 경우, 동쪽으로의 확장

이, 도시 외연부는 남, 서쪽으로의 확장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길시를 중심으로 한 관련 

계획들은 자연 발생적인 주택이나 도시 공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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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2010년 이후 연길시 상품주택 평균가격, 판매량, 판매액

자료출처: 연길시 부동산관리국(延吉市 房地产管理局), 저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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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중국 정부의 국, 내외 

전략들을 실행하기 위한 인위적인 도심 개발이 이

루어졌다.

반면에, 동부지역의 주택들은 대부분 농가주택으

로 매우 노후화되어 있고 개,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은 것들이 대다수이다. 이러한 주택에 유입

되는 사람들은 해외 이주로 급감한 연길 주변의 농

업 지역에 일하기 위한 타 지역 한족들로 일용직이

거나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저렴 주거지에 몰리는 

것으로 나타났다(여필순, 2013). 또한 연길시는 지

형적으로 동쪽으로 기울어진 분지 지역10)이기 때문

에, 겨울 난방으로 인한 대기 오염 물질이 동쪽에 

집중되어 사람이 살기 좋지 않다. 따라서 동부 지역

은 집값이 연길시에서 싼 편에 속하며, 타 지역에서 

이동해온 한족들이 주거비를 절약하기 위해 동쪽 

지역의 주택을 선택하는 경우가 흔하다. 

연길시의 인구 구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조선족

과 한족 사이에서 나타나는 주택 시장의 여과 과정

을 간접적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많은 연구(박금

해, 2000; 채미화, 2004; 채휘균, 2006)에서 조선

족 인구의 이탈과 분산으로 인해 민족 교육과 정체

성의 유지 등을 우려한 것에 비해, 연변 전체 조선

족 인구의 감소 양상과는 반대로, 연길시에서는 조

선족 인구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2008년 이

후 더 많은 수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출산력에 의한 자연 증가라기보다는 인구 이동

에 의한 사회적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

길시의 지난 10년간 평균 자연 증감 인구는 2.41명

에 불과한 반면, 사회적 증가는 평균 약 23.7명으로 

나타났다(연길통계연감, 2015). 

연길시의 인구 증가에 영향을 미친 사회적 요인 

중에 하나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길림성에 거주했던 

조선족의 도시로의 유입이며(이종학, 2004), 또 다

른 인구 증가 요인으로는 상당부분 연길시의 농촌 

인구 중 해외 이주 후 벌어들인 소득으로 연길시내

의 주택 구매를 통해 도시 인구로 편입되면서 인구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도시 인구와 더불어 농촌 인구의 경우도 마찬가

지로 연변지역 전체를 기준으로 하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연길시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다. 이는 귀환 조선족뿐만 아니라 한족 인구

의 유입과도 상당 부분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연길의 농촌가구는 11,837가구로 10년 전

인 2005년 4,149가구였던 것과 비교해볼 때 약 1.8

그림 5. 신축 아파트 분양 사무소(저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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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이상 증가한 것이며, 동일연도 대비 연길시의 도

시 가구 증가율인 약 1,6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연길통계연감, 2015). 해외 노무로 인한 인구 감

소의 위기가 한족의 이동으로 대체되면서 농촌 지

역과 도시 지역 모두 인구가 늘어나는 형태를 띠게 

되었다. 즉, 해외 이주를 통해 도시로의 이동이 가

능해진 조선족의 빈자리를 타 지역의 한족이 채우

면서 연길시는 전체적인 인구 증가를 경험하는 조

선족 집거지가 된 것이다.

이처럼 연길시 서쪽의 신규 주택 공급지역과 동

쪽의 노후 주택 지역에 각각 조선족과 한족이 다르

게 밀집하는 것은 주택 여과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

다. 즉, 연길시 전체에 분포해 있던 조선족은 소득 

향상을 통해 새로운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는 서쪽

으로 이동하면서 주거 상향이 이루어진 반면, 동쪽

의 노후 주택에 타 지역의 저소득 한족이 유입되면

서 주택 여과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연길시의 민족

분포를 연구한 저영아(邸缨雅)(2014)의 연구에서

도 확인할 수 있듯이, 한족의 대부분은 연길시의 동

부 지역에 몰려 있는 반면에 조선족 인구는 북부 지

역을 비롯하여 서부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

다(그림 6). 해외 이주를 경험한 조선족들의 구매력 

증가와 주택 공급 지역의 불균등한 분포로 인하여 

연길시 주택시장의 민족적 분화가 발생하게 되었

고, 이것이 주택 여과 과정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

았다. 

그림 6. 연길시 동쪽(좌)과 서쪽(우)의 주택 시장과 민족 분포

지도출처: 저영아(邸缨雅)(2014), 저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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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초국가적 주택 여과 과정의 발생과 

주택 시장의 변화

한국으로 이주해 온 조선족 이주자는 초기 정착 

과정에서 쪽방 등과 같은 저렴 주거지에 거주하다

가 체류가 길어지고, 동반 가족의 수가 늘어나게 되

면서 다가구, 다세대 주택으로 이동을 경험하게 된

다. 특히 내국인의 이탈로 인해 공실이 된 주택의 

월세 임대료가 변동하지 않고 유지되면서 주변 조

선족 인구를 흡수하게 되었고, 외국인 밀집지의 밀

집은 더욱 심화되었다. 해당 지역의 내국인들은 주

택 가격의 변동이나 신규 주택 공급 등으로 인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한국의 주택 시장 

여과 과정이 발생하게 되었다. 

한국에서 발생하는 주택 여과 과정은 신규로 공

급되는 주택 시장에 외국인들이 접근하기 힘들다는 

점, 내국인 이탈로 인한 재고 주택의 공실이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맞물려 발생한 것으

로 이해할 수 있다. 무엇보다 20-40만 원 대의 월세 

임대료가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조선

족 주택 시장이 내국인 주택 시장에서 작동하는 주

택 공급과 수요 논리에 벗어나 있다는 것을 보여주

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영등포구의 경우, 전체 신

축 주택의 약 40% 정도가 아파트로 공급되었다(통

계청, 2015). 따라서 이러한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

로 내국인 주택 시장이 재구성되었으며, 재고주택

의 멸실 증가로 인하여 임대료가 저렴한 주변 지역

으로 외국인의 이동이 발생하였다. 

한편 연길시 주변에 위치한 농촌 출신 이주자가 

한국 이주를 통해 그들의 가족을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시킴(리화, 2012; 2015)으로써 새로운 생활터

전을 삼는 일을 통해 본국에서의 주거 상향 과정이 

발생하게 되었다. 조선족 농촌인구의 지속적인 감

소는 한국으로 이주하는 이주자 개인뿐만 아니라 

자녀의 학업 문제를 포함한 도시 생활을 누리고자 

하는 가족단위의 이동에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다른 도시나 농촌 호적 조선족 귀국자들이 

연길시에 주택을 구매하면서 주거지를 연길로 옮겨 

온 것은 농촌 호적에서 도시 호적으로 이동함으로

써 제도적인 차별을 탈출하고, 더 많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일종의 신분 상승의 기회를 노렸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도시에서의 주택 구매는 자신의 성

공을 부각시키고 한국 노동 이주로 인한 자신의 희

생과 본인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심리와 맞

물려 있었다는 연구가 농촌 인구의 도시 이동에 대

그림 7. 조선족 이주자로 인한 초국가적 주택 여과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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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설명을 뒷받침해준다(Piao, 2015).

일부 조선족들은 연길시내의 주택 구매 후, 다른 

지역의 주택을 구매하거나 구매한 주택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 이주를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에서 벌어들인 임금으로 연길시에 주택 구매하

여 정착한다기보다는 한국과 연길을 오고 가는 순

환 이주의 거처로 양쪽 국가에 주택을 구매 혹은 임

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한국 이주를 경

험한 조선족들은 한국과 중국 양측의 주택 시장의 

주요 참여자로 부상하게 되었으며, 그들의 주택 소

비 방식이 주택 시장의 내부를 가르는 요인으로 작

용하여 새로운 주택 시장의 경관을 형성하는데 상

당한 영향을 미쳤다. 

종합하면, 본국과 이주국의 주택시장의 주요한 

행위자로서의 이주자는 본국의 주택 시장 변화를 

적극적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이주국의 새로운 주

택 시장을 형성하는데에도 큰 기여를 하는 것을 나

타났다. 특히 조선족의 경우는 소득의 대부분을 본

국으로 송금하는 외국인 근로자나 송금을 통한 주

택 투자를 시도하지 않는 전문직 외국인들과는 달

리(백일순, 2017) 소득의 절반을 본국에, 나머지는 

이주국에 소비함으로써 양국의 주택시장의 형성과 

작동 기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6. 결론

초국가적 주택 여과 과정(Transnational hous-

ing filtering process)은 이주자의 주택 투자 행위

로 인하여 국가 단위의 주택 시장 경계를 뛰어넘어 

양국의 주택 시장에 동시적 여과 효과를 발생시킴

을 의미한다. 이러한 주택 투자 형태는 일반적으로 

본국에 근로 소득의 대부분을 보내는 외국인 이주

자가 본국에 주택을 건설, 구매하는 것과는 다른 양

상으로 주택 시장에서의 이주자의 역할을 새롭게 

정의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초국가적 주택 여과 과정은 이주 연구의 한

계로 지적되는 방법론적 민족주의(Methodological 

nationalism)를 뛰어 넘을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방법론적 민족주의를 다시 한 번 정리

하자면, 국가적 경계가 개인 정체성을 정의하는 한

계 영역으로 보고 이주 연구를 포함한 사회과학의 

연구 목표나 핵심 주제가 국가적 관심사와 일치한

다고 보는 관점이다(Schiller, 2009). 하지만 이주자

로 인해 발생하는 초국가적 주택 여과 과정은 국가 

혹은 도시 공간이라는 단위를 넘어 이주자의 행위 

주체성을 강조하고 이들이 야기하는 새로운 주택 

시장의 형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민족, 인종, 출

신 국가 등과 같이 틀 안에서 이주자를 가둬두었던 

기존의 연구틀 밖으로 끄집어내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초국가적 주택 여과 과정에서 흥미로운 점은 주

택 시장의 민족적 분화, 즉 연길시 동부에 한족, 서

부에 조선족이 주로 거주한다거나 영등포구 내에서 

연립, 다세대 밀집 지역에 조선족이 살고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는 내국인이 다수 거주한다는 것이 민

족적 혹은 문화적인 특성만으로 규정지을 수 없고, 

소비할 수 있는 가용 자본과 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주택 유형, 주택에 대한 선호 등에 의해 상당

한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외국인 밀집지

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사회적 네트워크, 민족적 유

사성, 근접성’ 등만을 강조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한계로서 현재 국내 외국인을 대상으

로 하는 주택 통계가 존재하지 않아, 인구 자료와 

주택 실거래가 자료 등으로 간접 추정을 한 점과 연

길시 주택 시장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주택 통계

와 주택 가격 변동 요인으로 꼽은 ‘송금’ 관련 자료

를 확보하지 못한 부분 등이 연구의 객관성 담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약점이라고 생각한다. 이

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추후에 이루어지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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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심층적인 질적 연구와 함께 관련 통계자료를 

꾸준히 수집할 계획이다.

이주자의 초국가적 주택 투자는 그동안 이주국의 

주택 시장에 별 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 하고 수동적

인 행위자로만 간주해왔던 시각에서 벗어나 ‘주택 

시장의 소비자’로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

한 함의를 던져준다. 특히, 내국인 주택 시장과 분

리되어 분화된 주택 시장을 형성하는 외국인들은 

주택 공급과 수요에 따른 가격 조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정한 ‘임대료 고정 효과’를 유지하는데 영향

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의 증가세가 지속되

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초국가적 주택 여과 과

정의 발생은 주택 시장에서의 외국인을 고려하는 

주택 공급, 정책뿐만 아니라 이들이 주요 행위자로 

주택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 들어야 

할 시점임을 암시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사사

연구의 독창성과 객관성을 위해 아낌없는 비평을 

해 주신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김용창 교수님께 늦

었지만 서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길시 현지조사를 위해 인터뷰 대상자 섭외와 관

련 자료를 제공해주신 연변대학 지리학과 김석주, 

여필순, 이명옥 교수님과 바쁜 일정에도 저자의 체

류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이은하 교수님께도 진

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

1) 여기서 주거과정은 생산물이나 상품으로 다루어지는 명사

(noun)로서의 주거가 아니라 과정이나 행위로 보는 동사

(verb)로서의 주거를 의미한다(Turner, 1972). 본 연구에

서 전제하는 주거 과정은 주거의 선택, 이동 등을 포함하

는 외국인 이주자들의 다양한 주거 선택 경로, 본국과 이주

국의 주택 시장에 소비자로 참여하여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초국가적 소비 행위와 주거 경관의 변화, 주택 시장의 흐름

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는 주거 입지의 변화 과정 

전체를 아우르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2) 주거 차별은 크게 2가지 형태로 세입자에 대한 편견, 적대

적 감정 등의 표출이며, 다른 하나는 주거 정보의 접근을 제

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임차인을 어떻게 대

하는가도 포함되는데, 주택 개보수와 같은 서비스의 제공

을 거절하거나 임차인을 괴롭히는 것이 해당된다. 주거 선

택을 하지 못하도록 다른 임대인보다 높은 가격을 부르거

나 지나치게 주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 임대인을 고르는 

것, 특히 인종이나 성별에 따라 차등 대우하는 것도 주거 차

별에 해당한다. 

3) 2013년 「서울 거주 중국동포 실태조사 및 정책수립 연구」

는 서울거주 중국 동포의 실태를 분석하고 ‘중국 동포 대상

의 마스터플랜’ 수립하기 위하여 실시한 조사이다. 2014년 

「서울거주 외국인주민 생활환경 조사 결과보고서」는 서울

시에서 매년 조사하는 연차조사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

인 주민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생활실태 및 외국인 정책에 

대한 개선점 등을 알아보고 사회 적응 지원을 위한 정책 자

료로 활용될 목적으로 기획된 조사이다. 2016년에 조사된 

「서울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방안: 중국 동포 편」의 경

우는 주거권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서울시의 주거취약 

계층에 해당하는 조선족 인구의 주거 현황을 살펴본 조사

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거 현황 부분을 중심으로 내용을 발

췌하였다. 

4) 앞서 언급한 서울시 체류 조선족 주거 관련 보고서들과 

2013년 법무부 체류 외국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방문취업

제를 포함한 조선족들의 선호 주거 형태는 다가구, 다세

대 주택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

국인들은 비(非)거주용 건물내 공간에 거주하는 경우가 

20.4%로 가장 많았으나 방문취업제의 경우는 23.2%가 연

립,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 결과는 2016년까지 발표되었

으나, 외국인 분석 자료와의 시기 보정을 위하여 2014년 결

과와 비교하였다. 2014년 소득계층별 평균소득을 살펴보

면 저소득층이 97.0만원, 중소득층이 291.9만원, 고소득층

이 612.1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소득계층별 생활비와 주거

관리비는 저소득층이 각각 81.6만원과 14.0만원, 중소득층

이 191.6만원, 21.9만원, 고소득층이 318.9만원, 29.1만원

으로 조사되었다. 

6) 로무경제 연변경제발전의 필연적 선택, 2007, http://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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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ybrb.com/(2016년 9월 27일)

7) 주택가격인상의 원인과 전망, 2013, http://www.iybrb.

com/ (2016년 12월 15일)

8) 연길시 주택 분양 사무소 관계자(30대 남성), 2016년 8월 

인터뷰 내용 

9) 연길시의 서부 방향의 발전계획에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

고 있는데, 하나는 연길도시구역이 연변주행정문화중심의 

영향 하에 서쪽으로 확장, 발전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하나는 신흥 공업구와 조양천 중심의 지구건설의 영향 하

에 서부조양천지역의 발전시킨다는 계획과 맞물려 있다. 

10) 연길시 지리적특성 , 2008, http://www.iybrb.com/ 

(2016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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